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요 8: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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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16년 교직원 새해인사

고 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의 100년을 향해 ‘미래를

13 빈 소년합창단 최초 여성 지휘자 김보미, 우리 대학 음대 교수 임용

존경하는 김석수 이사장님, 이사님,
전임 총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14 백양클럽 회원 초청 만찬 개최

저는 지금 이 순간 언더우드와 알렌, 에비슨 선교사님

도전해야 할 과제 중에서 세 가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16 2016년 정부초청 외국인 학부 장학생, 3년 연속 최다 유치

이 제물포항에 첫발을 디뎠던 순간의 심정을 상상합니

12 국내 최초 MOOC 강좌 통한 대학원 과정 이수 가능해져

17

기획
17 창업 지원 통해 글로벌 기업가 산실 만든다

20

연세 사랑

이끌어 가는 대학’의 초석을 쌓겠습니다. 저는 대학이

다. 이 분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어둡고 절망

첫째, 100세 시대에 대비하여 교육 방식을 획기적으

의 땅이었던 조선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첫 발걸

로 바꾸어야 합니다.

음을 내디뎠을 것입니다. 이들의 도전은 한 줄기 빛으

우리는 의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장수시

로서 대한민국 근대화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20 이종철 동문, 상경대 발전 위해 1억 원 기부

21

저는 오늘 선교사님들의 두렵고 떨리던 바로 그 마음

공연 소식
21 금호아트홀 연세, 백주년 기념관 콘서트홀 공연안내

22

가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해 갖는 무거운 교육적, 사
Dean’s Leadership
22 김진수 사회복지대학원장

26

으로 총장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연세대학교
회적 책무가 제 어깨를 짓눌러 옵니다. 저는 연세대학
교를 도약시키고 나아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변화를

연구 프론티어

이끌어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온몸으로 느끼고

26 이인석 교수팀, 시스템생물학 기반 줄기세포 역분화 효율 증진인자 발굴

있습니다.

28 기재홍 교수팀, 동일한 크기와 특정 모양의 입자 생산기술을 이용한 암진단 및 치료용 디스크입자 개발

30
36
39
42
44
46
49
50
51

신촌 캠퍼스 소식
의료원 소식
원주 캠퍼스 소식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131년 전 선교사님들이 미지의 세계에 도전할 때처럼,
오늘날 우리 대학도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미지

국제 캠퍼스 소식

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문명사적

인물 동정

전환의 소용돌이 속에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정

보직발령

보통신수단의 발달은 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환경을 송

신간 안내

두리째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

기금 소식

학들은 아직도 산업사회의 틀 안에 갇혀 변화를 주저

단체 기부 안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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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지금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의 총장으로서 연세
대학을 바꾸고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비전을 제시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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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발된 학부 신입생들은

저는 그것이 문학-역사-철학에 근거한 기초교육이라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

2100년까지 살아갈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잠시 2100년

고 생각합니다. 2100년까지 살아갈 학생들이 필요로

러 사회문제를 도전적으로 해결하는

끝으로, 대학교육은 ‘공감문명’의 도
래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 어떤 사회가 될지를 상상해보십시오. 우리 학생들이

하는 것은 생각하는 능력, 상상력, 그리고 창의력입니

인재가 배출되리라 믿습니다.

미래사회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평생 어떤 사회에서 살아갈지 아

다.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인재를 키워내려면 지식

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학계에서는 2045년쯤 인

전달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저는 교육의

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

내용과 방법을 그런 방향으로 바꾸려 합니다.

고 있습니다. 이 때면 우리 신입생이 50세쯤 될 것이고,

하던 사회적 가치체계가 서로 존중하

둘째, 대학은 네트워크 사회에 대응
해야 합니다.

고 배려하며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누구와 어떻게

산업사회가 이해타산과 이익추구에 의

는 공감의 가치체계로 바뀔 것입니다.

그들은 그 후에도 50년을 더 살아갈 것입니다. 상상조차

이 작업은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학부대학과

연결되어 있는지가 경쟁력의 원천이

해 움직였다면, 미래사회에서는 공감에

하기 어려운 사회에서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현재 수

원주캠퍼스의 1학년 학생들의 교육에서부터 시작될

됩니다. 지식은 이질적인 다른 지식과

기초한 나눔과 돌봄이 그 중심원리로

준의 전공지식만을 가르쳐 졸업시키는 것은 시대착오적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새로운 교육과 기숙형 대학

연결되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고 있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웃과 환경에 대

일 것입니다. 스펙쌓기와 젊음을 맞바꾸고, 점수가 지성

(Residential college)에서의 경험을 통해 창조적으

습니다. 물리학은 나노기술에 핵심적인 이론과 기술을 제

한 관심, 다양성에 대한 존중,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욕

을 지배하는 현재의 모습으로는 미래의 인재들을 키워나

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

공하면서 순수과학과 응용기술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인

구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생존하려는 욕구

갈 수 없습니다. 이들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가르

를 창업 아이디어로 연결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문학과 자연과학이 만나 이전에는 상상치 못했던 창조적

는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로 바뀌고, 개인주의적

쳐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 시대가

러면 우리 대학은 이들의 아이디어에 경쟁력을 부가하

인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의 연구력은

관심은 공동체에 대한 관심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와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사고능력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 세계시장을 겨냥한 창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이질적인 지식이 결합되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로 다른 전공 간 그리고 캠퍼스 간의 연구

따라서 대학은 교육을 통해서 단순한 물질적 자원과 재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것입

의 나눔을 넘어 기회마저도 함께 나누는 사회를 만드는

니다.

데 기여해야 합니다. 연세를 세운 선각자들이 우리에게
심어준 가치가 바로 이러한 나눔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대학 교육도 문과-이과의 구분을 뛰어넘어 타 분야 연구
자와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새로운 교

사랑하고 존중하는 연세 가족 여러분!

육을 통해 지능(Intelligence)의 향상뿐만 아니라, 이미 세

현재의 대학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가르

상에 존재하는 스마트한 아이디어들을 연결하는 ‘외지능

치는 현재의 학생은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의 인재이

(Extelligence)’도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창의력이란

고,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내용은 미래의 지식이자 먹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들을

거리입니다. 대학의 현재가 암울하다면, 우리 사회의

연결시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생각의 네트워킹’ 능

미래도 암울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대학이 부

력이기 때문입니다.

딪히고 있는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네트워크의 위력은 지식이나 학문 분야뿐만 아니라 대학

04

의 행정 영역에서도 발휘됩니다. 부서 이기주의를 넘어서

미래를 위한 제도 개혁과 우리 학교가 당면한 문제

행정 부서 간의 협업이 얼마나 잘 일어나는지가 대학 경쟁

를 해결하려면, 연세 정신에 뿌리를 둔 공동의 가치

력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총장으로서 모든 전공의

(Shared value)를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벽을 넘나들고, 행정부서 간 협업이 일어나는 대학을 만들

고 저는 믿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진리와 자유’의 기독

기 위해 다양한 소통의 공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교 정신에 바탕을 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이
05

YONSEI NEWSLETTER

YONSEI NEWSLETTER

Vol.594

Vol.594

18대 총장
취임사

주요소식

김용학 제18대 총장 취임식 개최

런 연세의 창립 정신은 안타깝게도 약화되고 있습니

‘존중하고 존경받는 대학’ 만들어나갈 것
YONSEI, Leading the Way to the Future

다. 저는 창립정신에 배어있는 도전과 창조, 소통과 공
감, 나눔과 배려, 섬김과 존경이라는 가치를 우리 구성
원 모두가 공유하여 연세인의 정체성이 확립되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제18대 김용학 신임 총장이 2월 1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4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오래된 미래로의 행진’은 우리 연세의 운명입니다.
조선 말 이 땅에 진리와 자유, 그리고 섬김의 정신이

지난 1일 오전 11시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에서 열린 취

심어졌습니다. 오래 전 시작된 미래로의 도전정신은

임식에는 김석수 이사장, 박삼구 총동문회장, 염재호 고

오늘날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정신이기도 합니다. ‘연

려대 총장, 교직원, 학생 등 내외 관계자 700여 명이 참석

세는 하나’라는 공동체 정신이 미래를 향한 대학 변화

저는 이런 정신을 이어 받아 모두가 주인인 연세의 구

의 엔진이 되어야 합니다.

성원을 존중하는 것이 총장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

해 연세 역사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합니다.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받을 때에 비로소 진정

취임식은 김석수 이사장의 임명사에 이어 김용학 총장의

등 세 가지 집중과제를 밝혔다. 또한 연세 창립정신에 뿌

창립 정신과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저는 다양한 제

한 변화의 주체가 될 것입니다. 연세 공동체를 위해 개

선서와 서명, 연세의 열쇠 전달, 취임사, 박삼구 총동문회

리를 둔 공동의 가치 공유, 다양한 제도적 개혁, 분권화를

도적 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총장에게 집중되었던 권

인을 희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

장과 염재호 고려대학교 총장의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통한 Middle Up-down 방식의 대학 거버넌스 개편 등

한을 부총장에게 나누어주고, 단위기관장의 권한과 자

연세대학교는 전 세계인으로부터 존경받는 대학이 될

율성을 강화하는 분권화를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것입니다.

을 공표했다.
김용학 총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존중하고 존경받는 대

Top-down도 Bottom-up도 아닌 단위기관장으로부

학’, ‘미래를 이끌어 가는 대학(Yonsei, Leading the

특히 김 총장은 “모두가 주인인 연세의 구성원을 존중하

터 올라오는 개혁의지를 총장이 수렴하고 지원하는 새

연세 구성원 누구나 연세의 발전과 변화를 위한 귀중

Way to the Future)’을 골자로 임기 중 추진할 대학발전

는 것이 총장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한다.”면서 “구성

로운 방식의 분권화, 즉 Middle Up-down방식으로

한 목소리를 제게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소

계획을 천명했다.

원들이 상호 존중받을 때에 비로소 진정한 변화의 주체가

대학의 거버넌스를 개편하겠습니다. 총장은 단위기관

중히 받아 학교발전의 귀중한 밑거름으로 사용하겠습

의 발전의지를 펌프의 마중물처럼 끌어올리겠습니다.

니다.

될 것”이라며 공동체 정신을 강조했다.
우리 대학교를 도약시키고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비전을

우리 연세인 여러분!

저는 오늘 다짐한 ‘섬김의 정신’을 임기가 끝나는 날까

연세대학교는 하나님이 주인인 학교이며, 또한 하나님

지 잊지 않겠습니다.

제시하기 위해 △100세 시대에 대비한 교육방식의 획기

제18대 김용학 총장의 임기는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적 변화 △네트워크 사회에의 대응 △공감문명 도래 대비

31일까지 4년이다.

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인인 학교입니다.
일찍이 에비슨 선교사는 서양인 동료들의 반대에도 불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연세 100년을 향

구하고 한국 사람에게 교장직을 물려주면서, 이 학교

하여 우리 다함께 전진합시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

의 주인은 조선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

혜와 사랑이 대한민국과 연세 캠퍼스, 그리고 여러분

사 역시 67명의 첫 신입생들을 뽑은 뒤, 학생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벽돌을 구우며 첫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건물은 내가
지은 건물”이라는 주인의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기 위
해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2월 1일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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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영 총장, 고려대서 명예박사학위 받아

정갑영 총장 이임예배 개최

대학교육 패러다임 바꾼 교육행정가로서 공로 인정

마지막 학기는 새내기들과 송도에서 보낼 것

정갑영 총장이 고려대학교가 수여하는 명예 교육학박

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려대 백주년기념삼성

복했습니다.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진심

사 학위를 받았다.

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으로 감사합니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고려대는 정 총장이 교육자로서 교육과 학문 발전에

이날 정 총장에게 직접 학위를 수여한 염재호 총장은

행사의 일환으로 김석수 이사장이 정 총장에게 직접 기

크게 공헌하고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학회·사회 활동

“미래를 이끌어가는 대학의 변화가 기대되는 한 해의

념패를 수여하고, 정 총장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

을 통해 전문지식을 현실에 반영한 공로로 이번 박사

시작과 함께 한국 대학가의 큰 지성이자 존경받는 교

로 알려진 오연천 울산대 총장이 오랜 동지로서 찬하사

학위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경제와 정보통신

육자인 정갑영 총장에게 명예 교육학박사 학위를 수여

를 발표하기도 했다.

정책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정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연세대학교가 정

책 수립에 큰 영향을 끼치고, 대학교육의 패러다임을

총장이 일군 토대 위에 더욱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

2012년 2월 제17대 총장으로 부임한 정갑영 총장은

바꿔 가는 교육행정가로서 역량을 발휘해 교육정책 수

하며 한국 사회의 시대의 책무를 완성하는 데 연세대

지난 4년간 ‘제3창학’이라는 비전 아래 글로벌 명문 교

립에도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고 덧붙였다.

와 고려대가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육 확립, 세계 수준의 연구력 강화, 캠퍼스 인프라 선진
정갑영 총장이 이임예배를 끝으로 임기를 마무리하게

화, 공동체 문화 확산, 멀티캠퍼스의 자율과 융합을 통

학위수여식은 지난 1월 6일 오후 4시 정갑영 총장, 고

이에 정갑영 총장은 “이 명예 교육학박사 학위는 지난

됐다. 지난 29일 오후 3시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열린

해 우리 대학교가 세계적 명문 사립대학으로 도약하는

려대 염재호 총장을 비롯한 양교 교무위원과 내외관계

30년간 교육자이면서 교육행정가로 지내온 시간들에

이임예배에는 김석수 이사장, 오연천 울산대 총장(전

데 힘써 왔다.

대한 격려의 뜻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다른 어떤

서울대 총장)을 비롯한 실처장 및 교내외 관계자 400

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특

여 명이 참석해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히 17대 총장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고려대학

4년간의 임기를 마친 정 총장은 남은 마지막 학기를 국
제캠퍼스에서 경제학 입문을 강의하며 1학년 학생들과

교에서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만들어 주어 더욱 큰 감사

정갑영 총장은 이날 예배에서 이임사를 통해 “지난 4년은

함께 보낼 계획이다. 정 총장은 “학생들과 함께 백양로

를 드린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저에게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감동의 시간이었고, 제가

를 산책하며 존 레논의 ‘Imagine’을 불러보고 싶다.”고

떠나는 것을 아쉬워해 주시는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나 행

소회를 전했다.

더불어 정 총장은 정부의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특성
화된 명문교육의 프리미엄이 위협 받는 오늘날 자율형
사립대학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교가 나아가야 할 방
향에 대해 진솔하게 설파하기도 했다.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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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교직원 새해인사
400여 명 한데 모여 연세 발전 기원해

로운 집행부를 중심으로 모두 협력해 선을 이루며, 새

게 하시고, 자유의 깃발로 새 역사를 창조하며, 맡겨주

로운 각오로 더욱 높이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어가기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연세의 가족으로 부르신 하나님,

신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게 하소서”

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새해 인사를 건넸다.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앞날을 선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서로 존경하고, 협력하게 하시고,
융합 학문과 전인 교육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신뢰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하소서.

희망의 태양이 떠오른 병신년(丙申年) 새해 아침, 연세

특별히 이날 행사에는 세계적 음악가인 첼리스트 양성원

가족이 한데 모여 신년인사를 나눴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교수, 바이올리니스트 조영미 교수, 피아니스트 페테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해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진리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오브차로프 교수가 멘델스존의 피아노 3중주 1번 D단

연세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난 1월 4일 오전 11시,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2016

조(Piano Trio No.1 d minor, Op.49)를 연주해 신년

년 교직원 새해인사’ 행사가 열렸다. 그 어느 때보다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성스럽고 거룩한 분위기 속에서 400여 명의 교직원들
이 함께 ‘연세의 기도’를 낭독하며 연세의 발전을 기원

45분가량의 행사가 끝난 뒤에는 그랜드볼룸에서 점

했다.

심식사로 떡국이 마련됐는데, 식사에 앞서 참석자들
이 금호아트홀 입구에서부터 그랜드볼룸까지 길게 늘

10

연세의 기도 전문

“2016년 새해에도 연세가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

이날 정 총장은 “연세 가족 여러분의 큰 성원으로 그

어서 정답게 악수를 나누는 특별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동안 연세 제3창학을 향한 도전이 많은 결실을 맺을

했다. 400여 명의 교직원들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눈

수 있었다.”면서 “2016년에는 우리 연세 공동체가 새

길을 나누며 새해의 복을 기원했다.

우리가 연세의 선각자들이 전해주신 믿음과 정신을
계승하여 은총으로 세워주신 연세공동체를 정성으로
가꾸게 하소서.
우리에게 제3의 창학을 비전으로 주신 하나님,
연세의 미래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연세의 발전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새 역사를 창조하게 하소서.

우리를 선한 청지기로 부르신 하나님,
선각자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루어진 연세의 명예와
긍지를 소중히 여기고, 전해주신 유무형의 유산들을
선용하게 하소서.
우리 인류를 축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에 화해와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를 건설하게 하소서.
2016년 새해에도 연세가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게
하시고, 자유의 깃발로 새 역사를 창조하며,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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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MOOC 강좌 통한
대학원 과정 이수 가능해져

빈 소년합창단 최초 여성 지휘자 김보미,
우리 대학 음대 교수 임용

재단법인 커넥트와 업무 협약 체결
빈 소년합창단 첫 여성 지휘자로 활약한 김보미 지휘자

선토리 홀, 비엔나 황금 홀, 베를린 콘서트 하우스 등

가 오는 3월 우리 대학교 음악대학 교회음악과 신임교

에서 연간 100회 이상의 공연을 해왔다. 이런 성과를

수로 부임한다.

인정받아 2013년에는 오스트리아에서 당해 가장 훌륭

대학원(원장 문성빈)은 지난 1월 7일 오전 10시 재단법

문성빈 대학원장은 “연세대학교 대학원만의 경쟁력 있

인 커넥트(이사장 윤재승)와 온라인 공개강좌(MOOC)

는 강좌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라며

플랫폼 및 콘텐츠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

“MOOC 플랫폼에 매년 축적되는 광범위한 학습 관련

김보미 지휘자는 2012년 9월 상임지휘자로 임명되면서

했다.

데이터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설계와 학습자 중심의

빈 소년합창단의 역사를 새로이 쓴 인물이다. 510여 년

학습 환경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자료 등으로 다양하게

에 이르는 빈 소년합창단 역사상 최초의 여성 지휘자이

한편 김보미 지휘자는 1998년 우리 대학교 교회음악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 한국인 최초, 아시아 출신 최초라는 기록을 세웠다.

과에 입학해 2002년 2월에 졸업했으며, 독일로 건너

재단법인 커넥트는 2011년 네이버에서 설립한 비영리

한 합창지휘자에게 주는 ‘Ortner Preis’를 수상하기도
했다.

가 2007년 레겐스부룩 음악대학에서 교회음악 디플

교육 재단으로, 교육 혁신과 교육 민주화를 위해 누구
든지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쉽게 접하고 스스로 성장할

재단법인 커넥트 김효정 사무국장은 “앞으로 누구나 시

빈 소년합창단과 함께 김보미 지휘자는 세계 유명 무

롬을, 2010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교회음악 최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MOOC 플랫폼을 구축해오

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양질의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대에 올랐다. 뉴욕 카네기 홀, 시카고 심포니 홀, 일본

과정을 마쳤다.

고 있다.

MOOC 플랫폼을 지원하며 여러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학원은 ‘연구윤리’, ‘논문작성을 위한 글쓰기’, ‘안전교
육’등의 기초 소양 과목들을 MOOC 강좌로 개설하고,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양질의 교

현 재학생들은 필수로 수강하도록 할 계획이다. MOOC

육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재단법인

강좌를 통한 과정 이수는 국내 대학원으로서 최초 사례

커넥트는 대학원이 제공하는 교육 콘텐츠가 잘 전달되

이며, 향후 제작된 MOOC 강좌와 콘텐츠는 대중에게

도록 MOOC 인프라 및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공개되어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게 된다.

개선해 갈 계획이다.

참고

빈 소년합창단

1498년 합스부르크 왕조의 막시밀리안 1세가 궁정
성가대로 창립해 어린이 합창단으로는 세계에서 가
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빈 소년합창단은 작곡
가 하이든과 슈베르트가 유년 시절 활동했던 합창단
으로 유명하다. 모차르트는 지휘자, 베토벤은 피아
노 반주자였다. 하이든반, 모차르트반, 브루크너반,
슈베르트반으로 나뉘어 전 세계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으며 빈 필하모닉의 신년음악회와 빈 국립 오페라
극장의 공연에도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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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양클럽 회원 초청 만찬 개최
백양로 재창조 기념비 제막식 이어져
“백양로 향한 성원 잊지 않을 것”

정 총장은 이날 “저는 비록 떠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주
셔서 제가 계획했던 일들을 거의 이룰 수 있었다.”면서 “특별히
백양로에 성원해주신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것”이라며 백양
클럽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고액 기부자 모임 ‘백양클럽’ 회원 초청 만찬이 지난 1월

지난해 5월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이번 만찬 행사에는

이날 행사에서는 글로벌 명문 교육 확립에서부터 백양로 재창

20일 오후 6시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백양클럽 회원과 가족을 비롯해 정갑영 총장과 실처장 등

조 사업 완료, 연구 역량 강화, RC의 성공적 정착, 연세 공동체

학교 관계자 90여 명이 참석했다. 백양로 재창조 사업이

문화 형성 등 지난 4년간 정 총장의 임기 업적을 담은 ‘연세 3창

백양클럽은 백양로 재창조 사업을 후원하기 위해 결성된

마무리되고 직접 백양클럽을 구상한 정 총장의 이임이 얼

학 동영상’이 상영되기도 했다.

고액기부자 클럽으로 1억 원 이상 기부한 후원자들로 구

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개최된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특

성됐다. 성공리에 완공된 백양로 재창조 사업 모금에는 2

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머슨퍼시픽 그룹 회장은 “백양로가 이렇게 훌륭하게 변할 수 있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해 기부액 5백억 원을 돌파했

14

만찬 중에는 백양클럽 회원들의 건배사가 이어졌다. 이중명 에

는데, 그 가운데서도 2012년 9월 발족한 백양클럽은 고

먼저 전혜정 대외협력부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백

었던 것은 다 여기 계신 여러분 덕분이다. 가끔 학교에 오는데

액 기부자 유치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선진적인 기

양로 재창조 기념비 제막식’으로 막을 열었다. 백양로 재

마음속으로 참 뿌듯하다.”며 “총장님이 떠나신다고 했지만 앞으

부 문화를 정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창조 사업과 백양클럽을 기념하기 위해 그랜드볼룸 내부

로도 연세에 남아 많은 일을 하실 것이라 믿는다.”며 건배를 제

에 백양로 재창조 기념비가 설치된 것. 기념비에는 “백양

의했다.

주요 기부자로는 박삼구 회장,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클럽 회원일동은 정갑영 총장이 연세 제3창학의 일환으로

곽정환 회장, 한국정보통신, 라제건 회장, 이무헌 회장,

추진한 백양로가 미래를 향한 어울림의 장소로 새롭게 탄

3시간가량 진행된 백양클럽 만찬 행사는 음악대학 재학생들의

케이티텔레캅, 오영수 회장, 김명준 회장, 이연배 회장,

생되게 됨을 모두의 뜻을 담아 기념합니다.”라는 문구와

축하무대로 막을 내렸다.

허동수 회장 등이 있다.

함께 백양클럽 멤버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새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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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정부초청 외국인 학부 장학생
3년 연속 최다 유치
25명 유치해 1위 달성
3년 연속 1위 쾌거

기획

창업 지원 통해
글로벌 기업가 산실 만든다
우리 대학은 2016년

현재 개설된 창업관련

통합 교과명

부터 창업교과의 체

창업교과 번호

강좌는 총 17개로 교

기존 교과명

과목 앞에 ‘창업101’부

계화를 통해 학생 수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시행하는 2016년 정
부초청 외국인 학부 장학생 선발 결과 우리 대학이 총

친한(親韓) 네트워크 구축에 앞장설 뿐 아니라 한국과
세계를 잇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있다.

25명으로 전국 대학교 중 가장 많은 장학생을 유치했다.

터 ‘창업503’까지 번

요에 맞게 창업교과를
재정비하고 학생 아이
디어 사업화 등을 적

01...19: 개설과목의 숫자

창업강좌를 나타냄

기존의 과목명 또는 강좌의 핵심키워드 표기

창업단계 및 대상에 따른 번호 부여

호를 달았다. 맨 앞에
붙은 번호는 1~5단계

1: 창업1단계 과목 / 2: 창업 2단계 과목
1~4: 학부생 대상 / 5: 대학원생 대상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사업은 교육부의 ‘Global

극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대학의 유치 인원을 살펴보면 전체 129명 중 우

Korea Scholarship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

이는 창업 지원 전담

리 대학교 25명, 고려대 17명, 한양대 14명, 서울대

며,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세계 속 대한민국의 위상 제

조직인 창업지원단의

12명, 경희대 8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선발된 장

고를 목표로 각국의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 매년 학부

주관 아래, 준비된 학생 창업을 도와 우리 대학교를 글로

취, 문제해결 방법 등 창업이나 사업 기초에 해당하는

학생은 1년간 한국어 연수기관에서 한국어 연수 후

과정 100여 명, 대학원 과정 800여 명이 한국어 연수

벌 기업가의 산실로 만들고자 추진됐다.

기업가 정신이 궁금하다면 ‘창업101(한국의 빌게이츠를

2017년도 3월부터 우리 대학 학부과정에 입학하게

후 국내 주요대학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된다.

를 의미한다.
교과명의 체계

예컨대, 도전정신 고

향해)’를 수강할 수 있다. 이후 구체적인 아이디어 사업
1998년 개설된 창업보육센터를 모태로 하는 창업지원단

화 등과 실무를 배운 뒤 사회적 기업에 도전하고자 한다

2014년, 2015년에 이어 3년 연속 정부초청 학부 장

은 창업 강좌, 창업동아리, 학생벤처센터 등을 통해 학생

면 ‘창업403(사회적 기업과 혁신)’을 선택하면 된다. 기

정부초청장학생은 각 국가에서 선발된 우수한 인재로

학생 사업에 최대 인원을 유치하면서 우리 대학은 글

들의 성공창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술창업과정인 대학원 개설 과목에는 ‘5’가 붙는다.

뛰어난 학업 능력과 언어 능력을 토대로 우리 대학 학

로벌 인재 교육에 앞장서는 국내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부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국제적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창업교과목 일원화

본 교과과정 개편은 교무처 산하 교과과정 자문위원회

먼저 창업교과목을 일원화해 학생 누구나 쉽게 접근할

(위원장: 김동훈 교무처 부처장)를 통해 진행됐으며,

수 있도록 개편했다. 개설대학, 전공과 관계없이 학생

교과명 변경을 시작으로 학내 창업교과 확대 개편 및

의 창업 단계에 맞는 강좌를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쉽

체계화, 학생 창업수요에 맞는 과목 신규 개설 등을 추

게 검색하고 수강할 수 있도록 교과목을 통합했다.

가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구분

창업기초

아이디어의 발굴

창업실무

창업체험

기술창업

목표

기업가정신 함양

사업계획서 작성

창업하기

소셜벤처,
인턴십, 컨설팅

기술창업 전반

학부생

대학원생
창업교과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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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구분

통합 과목명

개설

주요내용

번호

기존 과목명

1

창업101

한국의 빌게이츠를 향해

2

창업102

기업과 기업가정신

3

창업103

21C 기술경영

4

창업201

캠퍼스CEO

5
6

창업202
창업203

7

창업204

쫄지마 창업스쿨
기술전략
현대사회생활과
지식재산의 보호

8

창업205

네트워크 산업분석

2학기

9
10

창업206
창업303

디지털 비즈니스 개론
창업하기

11

창업304

X-design

12
13
14
15
16

창업401 창업기업컨설팅-uCAN
창업402 소셜벤처프로젝트-uSEE
창업403
사회적기업과 혁신
창업501
기술창업과 벤처
창업502
기술창업의 이해
Career Development
창업503
: Entrepreneurship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2학기
2학기
1학기
1학기
2학기

산업분석 및 기술분석을 통한 기업 전략 및
산업 전략 수립
디지털 기술 및 비즈니스 가치 창출 이해
창업아이디어의 사업화
Cash Class: 창업아이디어의 시제품 제작
Cash Class: 창업아이디어의 시제품 제작
창업기업 실무역량 습득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소셜벤처프로젝트
사회적기업의 이해 및 윤리적 리더십 함양
기술창업의 이해 및 실전창업
기술창업 실전 강좌

1학기

팀빌딩을 통한 실전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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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1학기
2학기

개설대학

담당

대상

경영대학
경영대학

교수
김성문
김성문

학부생
학부생

공과대학

박희준

학부생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1학기

기업가정신, 린스타트업
기업가정신, 린스타트업
기업과 기업가정신 연구를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
CEO특강: 스타트업
CEO특강: 히든챔피언
팀빌딩을 통한 아이디어 발굴
팀빌딩을 통한 아이디어 발굴
창업사례연구, 네트워킹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전략 및 시장전략

공과대학
공과대학
학부대학
학부대학
공과대학
공과대학

손홍규
손홍규
손홍규
손홍규
이택경
조영상

학부생
학부생
학부생
학부생
학부생
학부생

2학기

지식재산과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지식 습득

학부대학

나종갑

학부생

공과대학

-

학부생

경영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공과대학
경영대학
경영대학
경영대학
일반대학원
일반대학원

김진우
배성주
강소연
강소연
김성문
최순규
심상달
손홍규
손홍규

학부생
학부생
학부생
학부생
학부생
학부생
학부생
대학원생
대학원생

MBA

박용석

대학원생

2학기

창업교과 현황

대표적으로 연세학생벤처센터 출신의 문종수 웨이웨어

송은강 캡스톤파트너스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가

러블 대표(경제 04학번)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피

및 벤처투자자,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부진단기 가능성을 인정받아 아모레퍼시픽에서 투자 유
치를 받았다. 이밖에도 김미균 시지온 대표(언론홍보영

학생 아이디어 사업화 적극 지원

상 05학번), 김동호 아이디인큐 대표(정보산업공학과 06

한편, 우리 대학교는 창업강좌 수강생이 수업을 통해 아

학번), 윤자영 스타일쉐어 대표(전기전자공학 07학번)

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발전시켜 직접 실현할 수 있도

등이 학내 창업지원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사업화에

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창업강좌를 수강할 경우 창업

성공해 차세대 벤처기업가로 주목받고 있다.

지원단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창
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최대 500만 원
에 달하는 아이템개발비를 지급한다. 나
아가 아이템을 검증하고 실제 사업화가
되면 연세학생벤처, 창업선도대학 프로그
램 등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손홍규 창업지원단장은 “창업교과과정
개편을 통해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
면 본인이 준비하고 있는 단계를 파악하
고 적절한 창업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하
고자 개편하게 되었다.”며 “실제로 창업
을 할 경우, 창업지원단 내 ‘글로벌, 산학
협력, 창업성공률 제고’로 구성된 프로그

창업 실무교육 담당 교수진 영입
‘쫄지마! 창업스쿨’ 수강 시 학점 인정

또한 연계 과정으로서 2016년도 1학기부터 우리 대학교

램을 통해 학생 창업기업이 성공적으로

재학생이 외부의 우수 창업 강좌인 ‘쫄지마! 창업스쿨’ 강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

교과목 변경과 더불어 창업교육의 특성에 맞게 실무교육

의를 수강할 경우 전공 선택으로 1학점을 부여받게 된다.

고 밝혔다.

을 담당할 교수진을 영입해 학생들이 생생한 현장 경험을

이택경 겸임교수가 책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쫄지마!

들을 수 있도록 했다. 그 일환으로 2016년도 1학기부터

창업스쿨’은 창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시작한 창업가들이

우리 대학교는 2011년 창업선도대학으

‘카카오’, ‘옐로모바일’ 등 벤처투자에 성공한 DSC인베스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서 작성법부터 제품개발, 마케팅,

로, 2012년 서울시 캠퍼스 CEO 육성사

트먼트 하태훈 전무를 창업 실무교육 담당 교수진으로 영

PR, 그로스해킹, 투자유치 등의 강의로 구성된 창업 맞

업으로 선정됐으며 2015년에는 SK청년

입했다. 또한 다음 공동창업자이자 2015년도 1학기에 전

춤형 프로그램이다.

비상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학생 창업교

기전자공학부 겸임교수로 임용된 이택경 매쉬업엔젤스

18

이사(MashupAngels 파트너), 고영혁 Gonnector 대표,

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대표와 창업강좌 운영을 협업한다. 우리 대학은 지속적

이번 창업스쿨에는 이희우 IDG 벤처스 코리아 대표, 이

창업강좌 운영 및 학생 창업을 지속적으

으로 창업과 관련된 전문가를 영입해 실무 중심의 강연을

택경 MashupAngels 대표 파트너, 류중희 퓨처플레이

로 지원하며 다수의 우수한 사례를 배출

구성함으로써 창업 강좌의 전문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대표, 이미나 탭조이코리아 이사, 민윤정 코노랩스 대표

해 왔다.
19

YONSEI NEWSLETTER

YONSEI NEWSLETTER

Vol.594

Vol.594

연세 사랑

공연 소식

이종철 동문
상경대 발전 위해 1억 원 기부
박사과정 지원하는 ‘준영장학금’ 신설

이종철 ㈜풍농 대표이사(경제 79학번)가 상경대학 발전

지난 1월 20일 오후 3시 이종철 동문을 위한 감사패 전달

을 위해 1억 원을 쾌척했다. 상경대학은 이 동문의 기부

식이 총장실에서 열렸다. 정갑영 총장을 비롯해 홍성찬

금을 활용해 ‘준영장학금’을 신설하고 2015학년도 2학

상경대학장, 이두원 미래교육원장 등이 참석해 이 동문

기부터 경제학부 박사과정 장학생을 선발해 한 해 최대

의 모교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 총장은 이날 “상경대 발전과 경제학의 미래를 위해
박사과정은 대학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중추적 역할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박사과정생을 돕는 장학

을 수행한다. 학부에 비해 등록금이 높지만 국내에서는

금으로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정작 이에 대한 학자금대출제도와 장학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종철 동문은 홍성찬 상경대학장으로부터

이 동문은 “준영장학금은 부모님의 이름을 한 글자씩

이와 같은 어려움에 대해 듣고, 교내 박사과정생들이

따서 만든 명칭”이라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도 할 수

연구와 학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선뜻 기부 의사를 밝

있는 만큼 학교의 발전을 위해 돕겠다.”고 화답했다.

금호아트홀 연세 공연안내
2016년 2월
공연일시

공연명

출연자

공연내용

Volante의
첫 번째 이야기

Soprano 배보람
Soprano 최아름
Soprano 이현주
Soprano 김지영
Soprano 마민정
Piano 유미진
Piano 김지민
찬조출연 Tenor 박용명

이번 2월 25일 목요일 20시 금호아트홀에서 진행되는 <Volante의 첫 번째 이
야기> 공연은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들의 연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으로는 푸치니, 모차르트, 도니제티 등의 작곡가의 노래들
로 구성되어 있으며, 찬조출연으로 테너 박용명이 함께한다.

힌 것으로 알려졌다.

2/25(목)
20:00

백주년 기념관 콘서트홀 공연안내
공연일시

20

공연명

공연내용

2/12(금)
17:00

동주 시사회

2/13(토)
13:00

CBS 어린이합창단

CBS소년소녀합창단은 국내외 중심으로 청와대 국빈만찬, 초청공연, 자선공연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정기연주회를 통해 2015년에 활동했던 귀한 공연곡들을 모아 관객들에게 선보이며 다양한 장르의 종
합예술로서의 합창을 선보여 합창의 대중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2/23(화)
16:00

86동문합창연주회

연세대학교 86학번 동문합창단이 창단연주회를 개최한다.

2/27(토)
12:00

원오원미니콘서트

4인조 배우 그룹 - 원오원의 팬미팅과 미니콘서트

윤동주 시인과 독립운동가 송몽규의 일생을 영화화한 <동주> 쇼케이스
흑백영화 <동주> 시사(2시간) 후 쇼케이스(1시간)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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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의 양성을 목표로 한 우

미국의 USC(University of

리대학의 교육이념을 구현한

Southern California)와 군

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의 관심
과 격려 속에 출발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
로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들었
고 교수님들의 학문적 열정이
어우러져 꽃을 피우기 시작했
습니다. 2006년 BK21사업단,
2013년 BK21 플러스 사업단

이에 우리 대학원에서는
한국 사회복지체계가
지니고 있는 한계와
새로운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신사회복지체계’의 개발 구축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 연구 체계를
마련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15년 만에 얻은 결
실이라 우리 대학의 사회복지
전문대학원 설립은 사회복지
계를 선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는 점에서 선견지명이 있는 아

의 연구능력을 과시했으며 아

니다.

습니다. 올해부터 사회복지대학원 입학 정원이 41명에서
53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도 이를 방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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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이

주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

교육과 연구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

김진수 사회복지대학원장

해 여러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에 연속 선정되면서 국내 최고
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섬김의 리더십을 갖춘
사회복지전문가를
양성하는 곳

사회복지 발전에 함께하기 위

사회복지대학원은 2006년부터
BK21사업단으로 선정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원의 교육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대학원의 연혁 등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대학원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이론을 섭렵
하고 사회복지 정책을 연구하며 사회복지현장에서 필

우리나라는 국제·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세계화, 선

사회복지전문대학원(Graduate School of Social

요한 지식과 가치, 기술들을 통합할 수 있도록 가양4

성장주의, 국제통화기구(IMF), 정보화 시대에서의 정

Welfare)은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전반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사회복지센터를 맡

보 격차 등의 지속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다양한 사회

관한 이론과 실제를 교육·연구·실천함으로써 사회

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12월부터 연세대학교 자원

문제를 경험해 왔습니다. 특히 양극화와 신빈곤, 저출

복지 분야의 유능한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봉사센터를 개소해 연세인이 섬김의 리더십을 구체적

산·고령화, 가족기능의 급속한 저하는 기존의 사회

2001년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전문대학

인 사회봉사 활동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

복지적 과제의 범주를 넘어 전 사회적 절대 당면과제

원입니다.

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재근로자들의 사회·직업 복귀

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를 돕기 위해 2009년부터 지금까지 220명의 근로복지
우리나라는 불과 반세기만에 세계가 놀라는 경이로운 경

공단 잡 코디네이터를 양성해 왔으며, 2014년에는 고

이에 우리 대학원에서는 한국 사회복지체계가 지니고

제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의 이면

봉 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와 ‘청소년과 부모의 정신

있는 한계와 새로운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에는 양극화로 인한 빈부격차의 심화, 가족해체 등 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TSL 부모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기

‘신사회복지체계’의 개발 구축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

문제가 급증했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 전문가에 대한 사회

타 필요한 정보와 자원의 상호 교류에 관한 협약’을 맺

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 연구 체계를 마련하

적 요구는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었습니다. 2013년에는 몽골종합사회복지청과 몽골 사

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사회 문제에

회복지욕구조사,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 인력교류 및

대한 사회복지접근의 통합성을 제고하고,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전문대학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재양성, 연구지원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상호 협력

전반적인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며, ‘새로운 복지

과 사명감을 기초로 진리와 자유정신을 체득한 기독교적

할 것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관리(New Management)’가 가능한 방법에 대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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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실천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러한 노력은 현재 취약한 우리나라의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도와 인력양성 및 공급으로
이어져 본 대학원이 국내외 최우수 사회복지대학원으
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대학원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고,
이를 돌파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사회복지대학원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현재 사회복
지와 아이러니한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임무 수행이라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시스템과 풍부한 연구자료,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 선도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빠른 속도로 복지

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배출함으로써 한국사

재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관련 인력도 급격히

회의 위기 해결에 기여하는 데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양극화는 심화되고 사회

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는 더욱 메말라가고 있다는 모순에 빠져있습니다. 이
는 정치권 내에서 사회복지의 근본적 기능과 역할은

뒤로한 채 복지를 선거용으로만 인식해 정책을 결정하

랑카에 새로운 산재보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 바 있

고, 사회복지 인력의 질적 부분은 외면한 채 숫자만 늘

습니다. 이는 우리의 사회복지가 한국을 떠나 제3 세

려 오히려 질적 저하를 자초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결

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국제적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

과적으로 각 이익집단이 먼저 요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는 것을 의미합니다.

는 생각에 사회복지를 오히려 어지럽히는 사회복지 왜
곡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물질적인 경쟁으로만 승부하는 시기는 지났습니
다. 더구나 우리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의 근본을 제대로 인식하고

해서 물질보다는 제도와 문화적 장점을 활용해야 한다

바로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

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

대학원의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가

리의 사회복지에 대한 노하우를 전달하고 이를 확대하

발전한다는 차원에서 확대되고 규모가 커질수록 사회

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의 뉴딜정책을 개발하는 것

복지를 선도해야 하는 우리의 미래는 좀 더 철저하게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다른 학교나 다른 국가에서

객관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사명감을 가져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과 과제를 발굴하고 개척 정신으

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 철저한 정신적 준

로 해결하는 모습이 우리 사회복지대학원이 추구하는

비와 실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교수

미래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 잘

와 학생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학업과 연구에 매진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는 데 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노력이 국내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는 것이 또 다른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미 우리는 스리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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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석 교수팀,
시스템생물학 기반
줄기세포 역분화 효율
증진인자 발굴

생명공학과 이인석 교수팀이 CHA의과학대학교 줄기

된 기전의 일부를 밝혀냈다. 향후 이러한

세포연구소 이동율 교수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역분화

연구결과를 이용한 역분화 줄기세포의

관련 핵심유전자들(Oct4와 Sox2, Nanog, Klf4)의

기능개선을 통해 재생의학의 발전에 기

발현을 조절하는 Positive cofactor 4(Pc4)의 기능을

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찾아내고 이를 이용해 역분화효율을 획기적으로 증진
할 수 있음을 밝혔다.
체세포로부터 전분화능 줄기세포로 역분화되는 과정

전문 학술지 Nucleic Acids Research에
논문 발표

의 이해는 현재 질병의 원인을 치료할 세포치료제 생

그림 2. 알칼라인 포스파타아제(alkaline phosphatase, AP) 염색. 미분화된 배
아줄기세포(WT)와 처리대조군(Mock)에서는 AP 염색된 콜로니 수의 변화가 없
으나, Pc4가 과발현 된(Pc4 OE) 군에서는 콜로니 수가 두 배 가량 증가함

레익 액시드 리서치(Nudeic Acids
Research)에 “An integrated systems biology approach identifies
positive cofactor 4 as a factor that

산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다. 역분화를 이
용한 전분화능 줄기세포에는 현재 난자를 이용한 체세

질 상호작용데이터, 유전체 빅데이터 기반 유전자네트

increases reprogramming efficiency”라는 제목

포복제배아줄기세포와 정자를 만드는 정원줄기세포로

워크 등과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만능정원줄기세

으로 발표됐다.

부터 유래된 만능정원줄기세포, 일반체

포의 수립기전의 특성을 밝히고, 그 수립 효율을 증가

세포에 유전자를 도입한 유도만능줄기

시키는 인자를 발굴하고자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세포가 확립에 성공해 많은 연구가 진행

전분화능 줄기세포로의 역분화에 관련된 53종의 유전

되고 있다. 그런데 세 종류의 역분화 줄

자를 예측 발굴했으며(그림 1), 이들 중 체세포에 비해

기세포는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를 생산

정원줄기세포에서 많이 발현되고 역분화과정에서 급

할 수 있고 다량의 치료용 세포를 확보할

격히 발현이 증가하는 유전자인 Pc4를 선정해 그 기

수 있다는 점에서 세포치료제로서의 우

능을 분석했다. Pc4를 과발현한 생쥐의 배아줄기세포

수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 수

는 그 증식능력이 크게 개선되어 알칼라인 포스타아제

립 효율이 모두 낮다는 단점이 있다. 이

(AP 염색)가 발현되는 콜로니가 계대마다 두 배 가량

중 만능정원줄기세포는 유전자의 도입

늘었다(그림 2). 또한 유도만능줄기세포의 유도과정에

없이 특정 배양조건에서 정원줄기세포

서 Pc4를 과발현시켰을 때도 역시 그 수립효율이 2배

의 장시간 배양만으로 수립이 가능해 가

이상 증가했다. 특히 Pc4를 과발현시켰을 때 역분화관

장 안전한 줄기세포로의 가능성을 인정

련 핵심유전자들(Oct4와 Sox2, Nanog, Klf4)의 발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 저조한 수립

현이 같이 증가하고, 억제시켰을 때는 이러한 유전자

율과 정확한 수립 기전이 알려져 있지 않

의 발현을 같이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유도만능줄기세

아 이용에 제한점이 특히 많다.

포의 분화과정에서 직접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그림 1.
A. 만능정원줄기세포

유전자발현, 역분화 관련 단백질상호작용, 그리고 빅데
이터 분석기반 유전자네트워크 자료들을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53개의 역
분화 관련 유전자들을 예측 발굴
B. 기존에 알려진 역분화 인자들과 본 연구에서 새로이 예측 발굴된 역분화
관련 유전자들의 네트워크

26

연구 결과는 최근 전문 학술지인 뉴클

연구진은 Pc4가 역분화줄기세포의 기능 조절과 개선
공동연구진은 생쥐 만능정원줄기세포

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의 각 수립단계별 세포와 유도만능줄기
세포의 각 수립단계별 세포의 유전자 발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공동연구진은 최신 시스템 생물

현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들을 최신 시

학과 기능분석을 통해 단순 장기간 배양만으로도 수립

스템 생물학 기법을 이용해 기존의 단백

되는 만능정원줄기세포의 수립과 높은 안정성에 관련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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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홍 교수팀,
동일한 크기와 특정
모양의 입자
생산기술을 이용한
암진단 및 치료용
디스크입자 개발
미국화학학회지(ACS Nano)에 논문 게재

동일한 크기와 모양의 나노·마이크로 입자를 대량으로

입자의 크기, 모양, 표면특성, 기계적 강도의

생산하는 합성 및 물성 제어기술이 개발됐다. 본 기술은

정밀한 제어기술은 입자들의 면역반응을 최소

바이오 이미징, 바이오 센싱, 약물전달 시스템에 적용될

화 시키면서 체내에서 오랫동안 순환시키는 것

수 있는 나노기술로 원주캠퍼스에 특화된 의공학 기술과

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암세포의 빠른 성장과

의 협동 연구를 통해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할 것으

함께 비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암 주변 신생혈관

로 기대되는 융합 기술이다.

에 이러한 입자들을 효과적으로 축적시킬 수 있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미국화학학회지(ACS

의공학부 기재홍 교수 연구팀은 나노·마이크로 입자의

Nano)」 2015년 12월 22일자에 게재됐다.

크기, 모양, 표면특성, 기계적 강도가 인체내에서 조영제
나 약물전달체로 작용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본 연구팀은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적혈

미치는 요소라는 점에 착안했다. 이러한 입자들의 특성

구 크기의 약 5~10배 작은 디스크 모양의 soft

을 균일하게 제어하고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polymer 입자를 제작했으며, 이 입자의 암 진

개발했으며 생산된 입자들을 다양한 암 모델에 적용해 입

단 및 치료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 20nm의

자의 체내 분포를 비교 분석했다 (그림 1).

산화철 나노큐브를 합성해 다량으로 입자 내 로

그림 1. 디스크 입자생산과정 및 암 주변 혈관내 입자의 축적효과 비교

딩했다 (그림 2). 또한 입자의 위치와 축적률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방사선 동위 원소인
64Cu를 입자에 표적해 체내 분포를 분석했다.
실험을 통해 해당 입자가 고유한 크기와 모양,
그리고 기계적 강도로 인해 체내에서 오랫동안
순환할 수 있으며 암 주변의 신생혈관에 효과적
으로 축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입자의 생산 기술은 의료기기 연구 및 개
발로 발전을 이룩한 우리 대학교 의공학부의 의
공학 기술과의 긴밀한 협동 연구를 통해 입자의
대량 생산과 자동화 시스템 구축 그리고 초정밀
나노입자 제어 기술로 발전되고 있다.
한편 본 연구팀은 이러한 기술을 확대 발전시켜
바이오 이미징, 바이오 센싱, 약물전달 시스템
과 더불어 환경, 섬유, 화장품, 패키징 기술과의
융합기술로 확대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2. 디스크 입자생산 및 특성분석
나노물질 연구실 기재홍 교수와 참여 연구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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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신학대학원, 프린스턴 신학대학원과 포괄적 협약 맺어
●	공동학위제, 박사과정생 교환 등 상호 협력할 것
연합신학대학원이 프린스턴 신학대

이날 협정식에는 두 학교의 역사적

GIT 운영을 위해 매년 1명 이상의 프린

학원(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인 협정 체결을 축하하기 위해 6.25 동

스턴 교수진이 수업을 진행키로 했다.

과 공동학위제(Joint Degree)를 비롯해

란 당시 신과대학장을 지낸 한영교 교

또한 연합신학대학원에서 2년, 프린스

박사과정 학생 교환, 교수 교환, 신학

수의 유가족들과 아시아인 최초로 프린

턴에서 2년의 학업을 마칠 경우, 두 개

도서관 상호 이용 등 포괄적 협정을 맺

스턴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의 학위(Master of Divinity, Master of

었다.

한태동 명예교수가 동석했다.

Art in Theology)를 수여하는 공동학위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은 한경직, 한태동,

이번 협정 체결로 3명의 박사 과정생

제도 이뤄질 전망이다. 나아가 양교는

곽선희, 문익환, 박준서 등 한국 교회와 신

(1명 전액 장학금 지급)이 논문 리서치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 지역의 복음화와

학계의 지도자들을 다수 배출한 세계적인

를 위해 상대교에 1년간 체류하며 연구

신학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

신학대학원이다. 동시에 미국 장로교와 한

할 수 있게 됐으며, 송도 국제캠퍼스의

이다.

국 장로교의 역사에서 늘 신학적 분기점을
되었던 명문 신학대학원이다.
지난 1월 6일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우리 대학교를 방문한 크레이그 반즈
프린스턴신학교 총장은 “높은 산의 고
독한 성채 같았던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와 신학과의 교류를 위해 연세대학교

연세인의 사랑 모아 어려운
이웃에 전달

연합신학대학원과 협약을 맺게 된 것에

●	연세가족 200명 동참, 1천9백만 원

이 글로벌 시대에, 특별히 아시아 교회

대해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30

모금

지난 2015년에는 연세가족 200여 명

글씨로 직접 작성한 카드를 보내며 연

이 동참해 총 19,775,000원을 모금했다.

세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도

모금액은 천사의 집(장애어린이보호시

했다.

설), 애란원(미혼모지원기관), 다정마을

이번 모금을 주관한 연세복음선교회

(노인요양시설),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아름다운 나눔과 동행의 여정

정갑영 총장은 “대내외적으로 기독

연세가족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사랑

가양4종합사회복지관, 애신(가출청소년

에 연세가족이 함께 동참해 힘들고 지친

교적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지금, 미국

의 손길이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전달됐

여성쉼터), 가람지역아동센터(아동복지

이웃들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의 프린스턴신학대학원이 최초의 해외

다. 연세복음선교회와 연세자원봉사센

시설), 송죽원(아동양육시설), 연세대 가

있었다.”면서 “우리의 작은 사랑이 어려

파트너로서 우리 연합신학대학원을 선

터는 매년 연말연시를 맞아 연세가족들

계곤란학생 식권, 새터민학생 지원 등에

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뜻

택한 것은 대단히 환영할 일”이라고 화

로부터 ‘사랑의 손길 후원금’을 모아 도

전달됐다.

을 이루는 씨앗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답했다.

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지원하고 있다.

나눔의 손길을 받은 각 기관들은 손

전했다.

31

YONSEI NEWSLETTER

Vol.594

신촌 캠퍼스
소식

1

였다. YDMUN은 오는 3월 세계 모의

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고등학생들이

유엔 NMUN(National Model United

전공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뿐 아니라

Nations: New York) 을 위해 뉴욕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수

출국할 예정이다.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고 전했다.

고교생 위한 진로탐색의
기회 마련해 2

2015학년도 우수업적

● ‘2016 전공탐색의 날’ 행사 개최

직원상 시상
2

2015학년도 우수업적직원상 시상식이

● 열심히 탐색하는 놀이를 하라

지난 1월 27일 오후 5시 총장실에서 열

총회(General Assembly), 경제사회이

“나는 어떤 진로를 선택할 것인가?”

또한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가 한 경험

직된 이래 매년 학기 중 고교를 방문해

렸다. 우수업적직원상은 투철한 애교심

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우리 대학이 대학 진학과 진로로 고

은 나에 대한 정보이고 자산이다. 열심

학생들에게 전공 분야에 대해 알리는 봉

과 자기 분야 내 뛰어난 공적으로 학교

제8회 연세대학교 모의 유엔(Yonsei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2016 고등학생

히 탐색하는 놀이를 하라.”고 덧붙였다.

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자기적성에 맞

발전에 기여한 전임직원에게 주어지는

Model United Nations 2016)이 지난 1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로 분

을 위한 전공탐색의 날’ 행사를 개최하

오후에는 교육과학관, 백양관, 새천년

는 전공을 선택함으로써 적합한 진로를

상이다. 올해는 최우수상에 이은정 과장

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신촌캠퍼

과를 나눠 인권, 경제, 안보, 환경을 아

고 재학생들과 함께 하는 전공탐색의 자

관, 위당관 강의실에서 각 전공별 소개

모색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진로탐

(기획실 예산팀)이, 우수상에 김혜리 과

스에서 열렸다. 모의 유엔은 동서문제

우르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

리를 마련했다. 지난 1월 22일 오전 10

가 이어졌다. UIC지속개발협력학, 화공

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YDMC

장(교무처 OSE센터 OSE팀), 이승연 차

연구원 리더십센터(소장 이정훈)가 주

했다. 3일간의 열띤 토론 끝에 약 15개의

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강당과 강의실

생명공학, 의류환경학, 경제학, 의학 등

는 지금까지 494개 학교, 121,574명의 학

장(건강센터 진료지원팀), 김기준 차장

최하고 리더십센터 산하 학생자치 단체

결의안이 도출됐고 그 중 10개 결의안이

등에서 열린 행사에는 75개 학교, 850여

총 35개 전공 40여 명의 재학생들이 참

생들에게 전공 소개 봉사를 했다.

(대외협력처 대외협력1팀)이 각각 선정

YDMUN(Yonsei Delegation for Model

통과됐다.

명의 고등학생들이 참여했다.

여해 전공 선택 및 효과적인 학습방법

2016 연세 모의 유엔 개최 1

김소연 YDMC 회장은 “전공과 진로에

됐다. 수상자에게는 상금(최우수상 200

대한 고민을 공유하는 소통의 기회를 만

만 원, 우수상 150만 원)이 수여되며 종
합인사평가에서 가점이 부여된다.

United Nations)이 주관하는 행사로

유엔 산하 기구 외에도 모의 유엔을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 대강당에서 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UN의 절차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위해 모의 유엔 토

린 개회식에서 변혜란 입학처장은 “전

한편 본 행사를 주관하는 전공알리미

드는 것은 대학생 봉사자와 고등학생 참

에 맞춰 국제 이슈에 대해 토의하고 결

론 절차를 알려주는 Observer Program

공 선택을 위해서는 고교 과정 동안 다

봉사단(이하 YDMC)은 지난 2009년 조

가자 모두에게 뜻깊은 경험이 될 것”이

의안을 작성하는 회의다. 국제기구나 외

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모의 유엔에 대

양한 활동에 참여해 여러 가지 경험을

교분야에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

해 배우고 다른 위원회를 방문하며 생생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오늘 행

이 주로 참가하는데 올해는 250여 명의

한 토론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사와 같이 재학생들을 통해 관심 있는

참가자들이 총 7개의 위원회에서 중요

회의 현장을 취재하는 Press Committee

전공에 대해 직접 듣고 알아보면 여러

한 의제들을 다뤘다. YDMUN은 우리 대

도 운영됐다. 소속 기자들은 모의 유엔 현

분들이 진로를 결정하고 공부하고 싶은

학교 모의 유엔 총회 대표단으로 국내에

장 분위기를 취재하고 의장들에게는 핵

분야를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서는 처음으로 유일하게 외교통상부의

심 논쟁 주제 등을 인터뷰했다. 위원회

고 당부했다.

공식 허가를 받은 한국 대표단이다.

별 영상도 만들어 폐회식 때 뉴스레터와

이어 학부대학 민경식 교수가 ‘진로

15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전 대표

함께 편집한 영상을 선보이기도 했다.

탐색의 중요성’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

인 류기희 소장의 개회사로 모의 유엔

참가자들은 대체로 “유익하고 재미있는

다. 민 교수는 “내가 해야 하는 일인데

행사가 시작됐다. 류소장은 참가자들에

프로그램이었다.”고 말하며 높은 만족도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면 남들보다 행복

게 생생한 국제무대의 현장을 전하며 특

를 보였다.

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며 “내

히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해 한국의 역
할과 미래 방향을 강조했다.
이번 모의 유엔에서 참가자들은 유엔

32

3

특별히 올해 YMUN에서는 산업통

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알기 위해서는

상자원부 장관상을 유치해 연세대학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나에 대해서 알아

교 모의 유엔의 우수성과 위상을 드높

나가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등을 직접 설명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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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경영대학 동창회 운영위원장 겸

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연경장학회 상임이사, 아세아제지 이건

먼저 황재관 교수(연세대학교 생명공

희 상무, 에너낙 코리아의 제프리 르노드

학과)가 ‘기능성식품 신소재 개발 및 산업

아시아 총괄사장, 고선욱 부대표, 박서영

화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펼치며 포럼의

상무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월 21일 경

시작을 알렸다. 이어서 정희철 이사(㈜뉴

영관 경영대학장실에서 열렸다.

트리)와 정상훈 팀장/책임연구원(KIST)이

한편, 이번 장학금 기탁은 에너낙 코

3

‘글로벌 뉴트리코스메틱(이너뷰티) 시장
동향’과 ‘눈 건강 식·의약 소재개발’에 대

리아의 고객사인 아세아제지가 우리 대
1

강진다산실학연구원
제8회 다산목민봉사대상
수상 1
국학연구원 부설 강진다산실학연구

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 경영대 학생들을 후원할 수 있도록

‘There is no finish line’이라는 문구를 소

연결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개하며 곧 경영대학에 입학할 신입생들

본 ‘예술 전시회’는 6개월 간격으로 새

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과)가 ‘건강

다. 이날 강진고을신문 송하훈 대표이사

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

로운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대학교라

기능식품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대해,

는 “최근 강진군의 숙원사업이었던 전남

였다.

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학생들과 교직원들

김태민 변호사/변리사(스카이법률특허사

이 예술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무소)가 ‘기능성식품 개발전략과 법적 문

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점’에 대해 견해를 나눴다. 그간 기능성

여가 컸다.”며 수상 선정 이유를 밝히기

제1회 연세경영
‘예술 전시회’ 개최

도 했다.

● 하석준 아티스트와의 만남

공무원교육원 유치에 우리 연구원의 기

프레젠테이션에 이어 경영관에 설치된
3

비디오 아트 ‘The Platform of Suffering’을

해 강연했다. 이밖에도 이광호 교수(고려

직접 감상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마련됐

식품 개발에 어떠한 발전이 있었는지, 또
그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를 돌아볼 수 있

원(원장 도현철)이 강진고을신문에서 주

제1회 연세경영 ‘예술 전시회’가 지난

다. ‘The Platform of Suffering’은 두 개의

관하는 ‘다산목민봉사대상’을 수상했다.

21일 경영관에서 열렸다. 경영대학과 서

디스플레이를 짊어진 사람 형태의 조형물

울예술재단이 함께 주관한 이번 전시회에

로 센서를 통해 관객의 모습을 픽셀화해

서는 하석준 아티스트를 초청해 각 층마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움직임에 따라 소리

대학원 생물소재공학협동과정(주임교수

트리 포럼’은 앞으로도 고부가가치 첨단

다 예술작품을 전시함으로써 경영관을 예

가 난다. 행사 참석자들은 실시간으로 픽

정형일)은 2015년 12월 22일 ‘제7회 연세 바

생물소재의 발굴 및 신기술 개발, 제품 가

술작품 갤러리로 탈바꿈시켰다.

셀화되는 자신의 모습에 신기해하며 센서

이오인더스트리 포럼 2015’를 제2공학관 공

공 및 조제, 산업화 및 마케팅, 미래전략

제7회 연세 바이오인더스
트리 포럼 개최 4

는 시간이었다.

의 학·관 협약으로 개원해 올해로 10주

에너낙코리아,연경장학회에
장학금 기탁 2

년을 맞은 다산실학연구원은 그동안 ‘다

에너낙 코리아가 상경·경영대학 동

산실학의 본부’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로

창회 산하 연경장학회에 장학금 1천만

정기적인 학술대회와 학술지 간행 등 학

원을 기탁했다. 본 장학금은 향후 경영

이날 하석준 아티스트는 작품 설명을

앞에서 이리저리 움직여보기도 하고 다양

학최고위과정 강의실에서 개최했다. ‘기능

등 생물소재 개발과 관련된 주요한 주제

술사업을 전개해 왔다. 뿐만 아니라 강

대학으로 전달되어 경영대 학생들을 위

통해 ‘기술과 예술의 융합’, ‘경영과 예술

한 자세로 사진을 찍기도 했다. 하석준 아

성식품 개발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

에 대해정기적인 정보 및 인재 교류의 장

진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산시민강

한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의 융합’을 강조하며 “다른 분야와의 협

티스트는 “이 과정을 통해 관객이 자신만

에는 5명의 초청연사를 비롯해 관련 교수

으로 기능함으로써 국내 생물 산업 활성

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의 플랫폼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

및 기업체 연구원과 대학원생 등 120여 명

화 및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2006년 11월 6일 우리 대학교와 강진군

기탁식은 김동훈 경영대학장, 이재용

좌 개최와 관광자원화를 위한 다산백경
사업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학문을 지
향하고자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에도

2

올해로 7회를 맞은 ‘연세 바이오인더스

4

힘써 왔다.
‘다산목민봉사대상’은 강진을 대표하
는 언론기관인 강진고을신문에서 매년
지역사회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수상
하는 상이다. 올해는 다산실학연구원이
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수상의 영광을 안
게 되었다.
시상식은 2016년 1월 14일 강진원 강
진군수, 김상윤 강진군의회 의장 등 지
역 유력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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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소식
증 신경근육계질환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1

외국연수생 대상 가이드북
발간 5

2

세브란스아카데미가 외국 연수생들을 위

역사의 뜰 제중원에서 신년
하례 행사 개최 1

강남세브란스병원, 대동맥
수술 1,000례 돌파 2

●	300여 명 참석해 선각자들의 정신
되새겨
의료원은 1월 4일 오전 8시 131년 전

(RAPID) 시스템 때문이다. 대동맥 환자
가 발생해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

한 ‘세브란스 병원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4

해마다 세브란스로 연수를 받으러 오는 해

되는 동안 관련 의료진이 환자 정보를

외 의료진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궁금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지난해 12월 8일

공유하고 수술 준비를 마친다. 환자는

를 넘은 것은 본관 신축 이래 10년 만에

대동맥 수술 1,000례를 돌파했다. 2008

병원에 도착하는 즉시 수술을 받을 수

처음이다. 2014년 수술건수 771례에 비

년 첫 대동맥 수술 이후 8년 만이다.

있다.

해 약 30% 가까이 증가했다.

를 지속하기로 했다.

해할만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필립스사는 2년 전 희귀난치성 신경

44페이지 분량의 가이드북에는 병원

근육계질환 환자의 호흡재활 중요성과

생활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비롯해 한국

세브란스와 국내 서양의학의 역사를 활

강남세브란스병원 대동맥 수술건수는

송 교수는 “래피드시스템과 하이브리

유방암센터는 지난해 12월 24일 연세

호흡재활센터의 호흡재활 국제 인프라

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담았다. 간

짝 꽃피웠던 제중원(광혜원)에서 한 해

2008년 22례로 시작해 매년 증가해 왔

드 수술실이 시너지 효과를 내 대동맥

암병원 6층 수술실 회의실에서 유방암

구축 사업 취지에 공감해 호흡재활 국제

단한 한국어부터 물가, 주요관광지도 등

의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신년하례 행사

다. 작년에는 241례를 시행해 국내병원

수술 사망률 감소와 예후 개선에 기여했

수술 1,000례 달성을 기념하는 자리를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을 수록해 한국에서 다양한 문화도 체험

를 개최했다.

중 연간 대동맥 수술 건수가 가장 많았

다.”고 전했다.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호흡재활센터는 해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정남식 의료원장은 신년 메시지를 통

다. 대동맥 클리닉 팀장인 송석원 교수

백순명 유방암센터장은 “그동안 고

외 의료진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김승민 세브란스아카데미 소장은 “가

해 “연구, 교육, 진료, 봉사, 서비스, 선교

(강남 심장혈관외과)는 “2012년 하이브

생한 의료진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전한

호흡재활 국제포럼 등을 주관하며, 필립

이드북에는 특히 여권, 비자발급과 관련

등 모든 면에서 세브란스의 가치를 발휘

리드 수술실 개소 이후 대동맥 수술 건

다.”면서 “수술 받는 환자들이 세계에서

스사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된 상세한 내용이 담겨있어 행정적 처리

할 수 있게 거듭나자.”고 강조했다.

수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연세암병원, 연간 유방암
수술 1,000례 넘어 3

가장 좋은 치료를 받았다고 느끼게 하는

최원아 교수(강남 재활의학과)는 “필

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이

립스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호

드북은 교육이 승인된 연수생들을 대상

정갑영 총장은 새해인사를 통해 “의생

수술 사망률도 2%로 국내외 최저 수

지난 1년 동안 연세암병원 유방암센

명과학 분야의 융합 연구가 활성화되고,

준이다. 대동맥 환자의 이송부터 수술

터가 집도한 유방암 수술건수가 1,015례

노성훈 암병원장은 “메르스 사태에

흡재활치료 시스템이 전 세계 곳곳에 뿌

으로 입국 전 이메일을 통해 미리 파일로

기존의 의료 문화를 뛰어넘는 새로운 환

까지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한 래피드

로 집계됐다. 연간 수술 건수가 1,000례

도 불구하고 구성원이 하나 되어 노력한

리를 내려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

보내기도 한다.

자 문화를 창조하자.”고 말했다.
하례식 후에는 루스채플로 자리를 옮
겨 덕담 인사로 화합의 자리를 가졌다.

3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결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면서
“환자의 절대적인 수도 중요하지만 질적

5

인 측면에서 어려운 환자를 치료하는 선
도적인 유방암센터로 나아가자.”는 포부

● 강남세브란스, 6일 신년 하례식 개최

를 밝혔다.

강남세브란스병원도 1월 6일 대강당에
서 신년 하례식을 개최했다.

네며 따뜻한 새해 덕담을 나누고, ‘강남세

호흡재활의 국제 인프라
구축 4

브란스인의 신년 기도’를 함께 낭독했다.

● 강남 호흡재활센터-필립스사와 협력

본 행사에 앞서 교직원들은 악수를 건

36

김형중 병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공간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가 세

문제 해결과 JCI 3차 인증을 위해 교직원

계적 의료 기업인 필립스사와 호흡재활

모두가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 국제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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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캠퍼스
소식

의료원
소식
새 희망을 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제 펠로우십, 해외환자 초청 진료, 해외선

크다.”고 전했다.

교사 건강지원, 국제 의료 봉사, 동문선교

정종훈 교목실장은 “하나님의 사랑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MOA 체결

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원주캠퍼스(원주부총장 정건섭)

는 사명과 함께 모든 구성원들이 붙잡아

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하혜

야 할 것은 130년 역사 속에 흐르고 있는

수)과 1월 19일 정의관 311호에서

돌봄과 나눔 그리고 섬김의 덕목”이라고

양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MOA

강조했다.

를 체결했다.

사 지원 등을 담았다.

암예방센터 MDS클리닉,
국제 MDS재단으로부터
우수 치료센터 인증
연세암병원 암예방센터 MDS(골수형
1

성이상증후군)클리닉이 최근 국제 MDS
재단으로부터 우수 치료센터로 인증받

용인세브란스, 에볼라 대응
모의 훈련 1
용인세브란스병원이 1월 5일 용인시
처인구 보건소와 함께 에볼라 바이러스

3

았다.

어 한달 만에 또다시 후원금으로 1,000만

국제 MDS재단은 MDS질환의 치료연

원을 전달했다. 수술비를 지원받은 환자

구와 신약개발을 위한 국제적인 의학자

만 총 85명에 이른다.

와 연구자들의 모임이다. 전 세계 병원

선교활동집 ‘돌봄, 나눔,
섬김’ 발간 3

이번에 전달된 후원금은 지난해 9월

중 MDS질환의 진단과 치료 및 연구에

진행한 자선바자회의 수익금으로 조성된

있어 일정 기준을 충족한 병원을 우수

의료원 원목실과 의료선교센터, 사회사

이번 훈련은 A씨가 높은 발열과 두통

것이다. ㈜와이비엠에듀케이션은 2007년

치료센터로 선정하고 있다. 매 2년마다

업 팀이 지난해 12월 25일 제중원 창립 130

등의 증상이 있어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부터 매년 LTS(Learn to Share) project,

재심사를 통해 인증을 갱신한다.

주년을 마감하며 선교활동집 ‘돌봄, 나눔,

진료를 받던 중 에볼라 의심환자로 판단

Making Happiness Festival 등 임직원

MDS클리닉 팀장인 의대 정준원 교수

돼, 정확한 검사를 위해 국립의료원으로

을 비롯한 학부모와 학생들이 모두 참여

(내과학)는 “MDS클리닉이 국내 혈액질

이송하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는 바자회를 개최하고, 수익금 중 일부

응급실 앞 주차장 구역에서 진행됐다.

를 기부해왔다.

에 대비한 합동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박진오 용인세브란스병원장은 “용인

조은숙 대표는 “이번 후원금 전달은 작

지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등 신종 감염

은 정성들이 모여 시각장애 아동들에게

병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지
역사회의 안정과 완벽한 의료 대응 체계

2

에 체결한 양해협약(MOU)에 따

현봉학 박사 동상 제작 첫
기부
오승일 (주)오림건설 대표가 지난해 12

으로 MOA를 체결한다는 데 의미

월 현봉학 박사 동상 건립에 사용해 달라
며 1,000만 원을 기부했다.

‘현봉학 선생님을 추모하는 사람들의 모

군구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21세기

선교활동집은 돌봄, 나눔, 섬김의 세 가

임’(이후 현추모)이 현 박사 동상을 건립한

창조적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환의 진단과 치료를 선도하고 있음을 인

지 범주로 사진 위주로 구성됐다. ‘돌봄’ 파

다는 기사를 접하고 후원하게 되었다.”고

최고지도자 교육 ▶대학생의 연구

정받았다.”면서 “앞으로도 MDS환자들

트에서는 기독교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전했다. 또한 오 대표는 “지난해 연세의료

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와 지방자

이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

각종 예배, 성경공부 지원, 신앙모임 활동

원과 연세대 미래교육원이 진행한 ‘세브란

치단체의 미래정책 개발 ▶지역발

력하겠다.”고 전했다.

을 소개했다. 학생을 위한 채플 운영, 기독

스 메디컬 아카데미’를 수강하며 세브란스

전 사업의 발굴 ▶타당성 진단연

동아리 지원, 기도하는 의사 프로젝트 등

와 인연을 맺었고, 현봉학 박사와는 먼 친

구 등을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

의 활동도 소개하고 있다.

척관계”라고 덧붙였다.

도록 두 기관의 구체적인 실무 협

섬김’을 발간했다.

프, 암 환자 가족 여행 프로그램, 청각장애

다. 동상은 청동으로 제작하며, 높이 2.5ｍ

아동 재활을 위한 KT 꿈품교실, 수화통역

에 무게는 250㎏가량이다. 위치는 세브란

서비스, 자원봉사자의 활동 등이 담겼다.

스 의학전문학교의 옛 부지인 남대문 세브

또한 교직원 1% 나눔 운동, 각 나라의 경

란스빌딩 앞으로 정했다. 1억 원 이상 들

제적으로 어려운 환아를 돕는 글로벌 세브

것으로 추산되는 제작비는 국가보훈처가

새 희망

란스 글로벌 체리티 프로그램, 동전을 모

3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부활동으로

㈜와이비엠에듀케이션이 2007년부터 9

아 캄보디아에 놀이터 만들기 후원 등 다

마련할 계획이다.

● 시각장애인 85명에게 선물한

년째 의안 시술비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와이비엠에듀케이션은 지난해 12월

MOA를 통해 양 기관은 ▶지방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시도·시

건립을 목표로 동상 제작을 추진하고 있

9년째 의안 시술비 기부 2

가 있다.

오 대표는 “언론에서 세브란스병원과

을 위한 병동 문화공연, 다양한 질환별 캠

(주)와이비엠에듀케이션

으며, 강원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3개 공공기관들 중에서는 처음

세브란스병원과 ‘현추모’가 올해 12월

말했다.

른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담고 있

● 오승일 (주)오림건설 대표 1,000만 원

‘나눔’ 파트에는 진료비 후원, 암 환자들

구축을 위해 이번 훈련을 실시했다.”고

38

30일, 11월에 1,000만 원을 기부한 데 이

이번 협정서는 2014년 4월 30일

력방안들을 구축할 예정이다.

양한 나눔 활동도 소개했다.
‘섬김’ 파트에서는 몽골사역, 에비슨 국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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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Move스쿨’ 운영사업
차원 인니어 및 현지 실무
교육 실시 1

역할에 있어 강원도 내 주요 대학들의

를 위해 해외 대학 및 기업들과 협력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뿐

(사)메디피스와 상호 협력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만 아니라,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

협약 체결

고 밝혔다.

력하여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현안에 대

원주캠퍼스(원주부총장 정건섭)는 (사)

술대학원 교수의 ‘의료IT의 현재와 미래’

포럼에서는 ▶신규 가족회사 소개 및

해 지속적으로 실천 가능한 해법을 찾는

메디피스(사무총장 신상문)과 1월 26일

▶박성빈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현판수여식 ▶산학공동기술 개발과제

논의체를 구성하고자 마련됐다.

부총장실회의실에서 양 기관장이 참석한

전략기획실장의 ‘차세대 생명·건강산업

결과보고회 ▶성과 전시회 ▶산학협력

가운데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생태계 조성사업’ ▶신태민 보건과학대학

사례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

월 18일부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신규 연수생 14명을 선발

지역과 대학 상생발전
포럼 ‘강원의 미래인재
양성’ 개최 2

지난해 1회에 이어서 2회째 진행된 이

3

안’ ▶최병욱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의

1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호텔인터불

‘메디컬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기술의 현

고 원주 장미홀에서 ‘연세 MEDICI 산학

재와 미래’ ▶김종효 서울대 융합과학기

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번 포럼에서는 ‘강원의 미래인재 양성’

MOU를 통해 양 기관은 캠퍼스 교원과

의공학부 교수의 ‘연세대 의료 빅데이터

됐다. 포럼에서는 2015년 산학협력 활성

이란 주제 아래 ▶구자열 의원(강원도

학생들의 국제보건 개발활동 참여기회를

추진현황 및 활성화 방향’ ▶연승호 한림

화를 위한 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글로

해 2개월간 국내 실무교육을 실시한 후

강원지역대학교 대외협력처장협의회

의회)의 ‘강원혁신도시와 연계한 일자리

높이고 학생들의 해외봉사활동이 체계화

대 산학협력단 교수의 ‘병리통합 플랫폼

벌 산학협력 사례 발표를 통한 성과 확

진행된다. 원주캠퍼스는 지난해 11월 한

(회장 김도경, 강원대 대외협력본부장)

창출방안’ ▶황규선 박사(강원발전연구

되도록 협력하며, 학생들의 국제개발 현

및 협진시스템 구축’ ▶최승욱 (주)IRM

대를 목적으로 한다.

국산업인력공단 주관 해외취업연수사업

가 주관하고 원주캠퍼스 및 원주LINC

원)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

장에서의 활동이 전공실습시간으로 인정

대표의 ‘IHE Overview & Trends’ 등의 발

인 ‘K-Move스쿨’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사업단이 주최한 ‘지역과 대학 상생발전

과 지역인재 양성’ ▶김한석 교수(원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

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선정된 바 있다.

포럼’이 1월 20일 원주캠퍼스(원주부총

LINC사업단)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의했다.

장 정건섭) 산학관 국제회의실에서 진행

산학협력’의 발제 및 토론이 활발히 진

됐다.

행됐다.

‘K-Move스쿨’은 고용노동부 산하 한
국산업인력공단에서 청년들의 해외 우

포럼은 대학이 가지는 사회적 책임과

량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해외산업체 수
요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18주간의 어학
연수에 참가한 경영학 및 국제학, 글로

3

의료기기·영상 융복합
빅데이터 포럼 개최 4
‘의료기기·영상 융복합 빅데이터 포

벌행정학, 컴퓨터정보통신학, 통계학,

럼’이 1월 22일 호텔인터불고 원주에서

작업치료학 전공 14명의 학생들은 UI대

원주캠퍼스 및 원주LINC사업단 주관으

비파과정 집중 연수 후 현지실무교육을

로 개최됐다.

받을 예정이다.

40

4

을 두고 있다.”며“ 해외취업 경쟁력 강화

원주캠퍼스(원주부총장 정건섭)는 1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업무능력과 현지

2

포럼에는 강원도 및 원주시 등 지자체
와 산업경제진흥원 강원지식재산센터,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산업단지공

연세 MEDICI 산학협력
포럼 개최 5

단 강원권 본부, (재)원주의료기기테크
노벨리 등 지역 유기관 및 LINC사업단
가족회사 400여 개 사가 초청됐다.

원주LINC사업단(단장 김희중)은
5

포럼은 김희중 원주LINC사업단의

‘K-Move스쿨’ 사업 책임교수인 이종

RSNA-의료영상 융복합, 정량화 및 빅데

오 교수(정경대학 경영학부)는 “이 프로

이터 최신동향에 대한 발표로 시작했다.

그램은 장기적으로 원주캠퍼스 학생들

또한 포럼은 ▶허영 산업통상자원부 의

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

료기기 PD의 ‘의료IT R&D 정책’ ▶이태

인의 직무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양질

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정보융합실

의 해외 일자리로 연계해 주는 데 목적

장의 ‘보건의료빅데이터 가치화 추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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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캠퍼스
소식

국제 캠퍼스
소식

1

2

일 오전 11시 원주캠퍼스 대학교회 대

강원폐자원에너지
협의회 창립식 1

예배실에서 진행됐다.
정갑영 총장은 이날 “임기동안 원

보ㆍ인터랙션디자인 12학번), 박혜진(창

2016’(이하 YNEAN)이 지난 1월 25일부

의 막을 열었다. 개회식에서 이정훈 리

원주캠퍼스 폐자원에너지화특성화

주캠퍼스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

의기술경영 12학번))은 포스트잇과 같이

터 29일까지 국제캠퍼스에서 개최됐다.

더십센터 소장은 “다양한 배경에서 모인

대학원사업단(단장 서용칠)은 1월 5일

며 어려운 시기를 맞아 그간 연세 구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녹음기 디자인

YNEAN은 동북아시아와 관련된 다양한

우수한 학생들과 프로페셔널한 연사분들

호텔인터불고 원주에서 ‘강원폐자원에

성원들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원주

을 선보였다. 스피키는 ‘스피크(Speak)’

주제에 대해 각계 전문가의 강연을 듣고

과 함께 조화로운 아시아의 연대를 이야

너지협의회 창립식’을 개최했다.

캠퍼스만의 특성화를 살려 앞으로 나

와 ‘스티키(Sticky)’의 합성어로 팀명이

참여 학생들의 토론 등을 통해서 각국의

기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

아갈 비전을 잘 수립하길 바란다.”고

자 제품명이기도 하다. 이들은 언더우드

이해도를 높이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

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키노트 스피치에

국제대학 테크노아트학부 4학년의 필수

기 위해 마련된 국제 대학생 컨퍼런스이

는 양 허우란(Yang Houlan) 한·중·일

이번에 창립된 협의회는 폐자원에너
지화 분야의 지역 특성화 및 지역사회

말했다.

1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자체를 포

또한 정건섭 원주부총장은 “급변하

전공 수업인 ‘테크노아트 캡스톤 프로젝

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한 이번 포럼에서

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이 참여해 기조

함하여 다수의 관련 기업이 연계해 구

는 대학 환경 속에서 내실 있는 발전

트’에서 작업한 결과물을 꾸준히 발전시

는 ‘아시아 링크, 우호적 관계를 위한 전진

연설을 했다. 허우란 사무총장은 “정치

성됐다. 향후 협의회는 지역기반 산·

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켜 최종 우승을 거머쥐었다. 22일 개최

(Asian Linkage: Striding Towards Har-

적, 경제적으로도 영향력이 높은 한중일

학·관간에 기초공동연구 및 사업화 기

다한 2015년이었다.”며 “2016년에도

된 시상식에서 우승 상장과 함께 상금

monious Relationship)’이라는 큰 주제 아

삼국이 협력을 제1의 요소로 삼는 것이

술 공동개발, 지역기반 폐자원특성화분

우리 구성원들이 연세 발전의 주역으

언더우드국제대학 테크노아
트학부, ‘헤럴드디자인테크
2015’ 최종 우승 1

1,000만원을 받았다.

래 인권, 정치, 문화 세션을 통해 동북아시

모든 발전에 기초가 된다.”며 “YNEAN을

야의 전문인력 양성, 취업연계 네트워

로서 서로 격려하고 지혜와 힘을 모

●	감성 자극하는 디자인과 아이디어로

아 지역의 우호적 관계를 위한 방안에 대

통한 학생들의 교류가 의미 있는 시간이

크 구축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해 논의했다.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16 원주캠퍼스 교직원
새해인사

2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2016
원주캠퍼스 교직원 새해인사’가 1월 7
2

호평

“디지털 기술에 사람의 목소리라는 아날

이날 원주캠퍼스 교직원들은 도전

언더우드국제대학 테크노학부 재학생

로그적 감성을 덧붙인 아이디어가 돋보

포럼에서는 각 세션마다 동북아시아

이어진 외교대사회담(Diplomatic

과 열정의 2016년을 맞이해 글로벌

팀이 ‘헤럴드디자인테크 2015’ 최종 우승

였다.”며 “수정 보완을 거치면 상품화 가

의 인문, 정치, 문화, 경제를 아우르는 각

Round Table)에는 클레어 펀리 주한 뉴

명문대학교로 도약하기 위해 모든 구

을 차지했다.

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폭넓은

질랜드 대사, 앙엘 오도노휴 주한 아일랜

성원들이 노력할 것이며 지역사회를

‘디자인, 기술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한편, 스피키팀 외에도 언더우드국제

지식 교류의 장을 제공한다. 올해는 김

드 대사, 데이빗 레비 주한 이스라엘 대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연세의 정신

열린 헤럴드디자인테크는 ㈜헤럴드가

대학 테크노아트학부 조예인(정보ㆍ인

지훈 교수(성균관대 동아시아 역사 연구

사, 제임스 휴즈 주한 영국대사관 정치참

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주최하고 서울디자인재단이 후원하는

터랙션디자인 12학번) 학생이 개발한 독

소), 이만열 교수(경희대 국제 대학원),

사 등이 참석해 아시아의 조화로운 관계

공모전으로, 디자인과 기술 분야의 콜라

서 애플리케이션인 ‘다다읽소’도 최종 결

손지애 교수(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에 대한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보레이션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

선 5팀에 선발됐다.

홍승해 교수(연세대) 등이 연사로 참여

강연 이외에도 참여 학생들의 친목도

출하고자 시작된 프로젝트다. 지난 9월

해 심도 있는 강연을 펼쳤다. 동북아시아

모와 문화교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디자인 관련 종사자와 학생 지원자들 중

다양한 지역의 대학교에서 참가한 학생

들이 행사 기간 동안에 진행됐다. 포럼

들은 세션별 워크숍뿐 아니라 에세이와

참가자들에게는 연세대학교 총장 명의의

프레젠테이션 등 실제적인 참여와 토론

인증서가 발급되며, 포럼 기간 우수한 활

을 통해 지식과 문화를 나눌 수 있다.

동을 한 참가자들에게 우수 에세이 시상,

산업 디자인 전문가 멘토의 지원을 받아

제15회 연세 동북아시아
네트워크 포럼 개최 2

2개월 동안 제품을 개발했다.

●	동북아시아 지역의 우호적 관계

총 5개 팀이 공모전에 선발됐고, 각 팀은

테크노학부 재학생으로 구성된 ‘스
피키(SPICKI)’ 팀(모신영, 임지빈(정

42

심사를 맡은 멘토들은 스피키에 대해

위한 방안 논의
‘연세 동북아시아 네트워크 포럼

26일 언더우드기념관 7층에서 개회식

우수 학술 활동 시상 등이 주어진다.

과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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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동정
김용준 교수 / 마이크로나노시스템학회 회장 취임

홍태경 교수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김용준 기계공학과 교수가 사단법인 마이크로나노시스템학회(The Society of Micro and Nano Systems)의 회

이과대학 홍태경 교수(지구시스템과학과)가 국가 예산 작성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2

장으로 선출됐다. 마이크로나노시스템학회는 MEMS 기술과 나노기술을 기반으로 정보통신(IT), 바이오 메디컬

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BT, MT), 환경 및 에너지(CT, ET) 등 다양한 분야와 기술적으로 연계된 융합연구를 지향하는 학회로 김 교수의
임기는 2016년 1월 1일부터 1년이다.

김태우 교수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김경석 팀장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

원주캠퍼스 보건과학대학 김태우 교수(임상병리학과)가 지난해 12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로부터 표창

재단 감사평가실의 김경석 감사평가팀장이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 12

을 받았다. 김 교수는 지난 3년간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서중석)과 원주캠퍼스

월 3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 표창은 감사, 민원, 청렴·공직기강 확립 유공자를 발굴·표

학부 및 대학원생들과 함께 과학수사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 과학수사 전공의 개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창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공무원 및 대학 재직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감사 분야에서는
전체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판석 교수 /중앙공무원교육원 베스트 강사상 수상

김현중 주임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

김판석 교수(원주캠퍼스 정경대학 글로벌행정학과)가 2015년 공무원이 뽑은 최고의 강사로 선정됐다. 인사혁신

대외협력처 대외협력1팀 김현중 주임이 2015년 대학 재원 다변화 유공자로 선정돼 지난 1월 사회부총리겸 교육

처 산하 중앙공무원교육원은 2015년 출강한 외부강사 800여 명 중 김 교수를 비롯해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경

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 확대와 더불어 대학 자체 재정수입 확충이 요구되는 가운데

희대 교수, 김태유 서울대 공대 교수, 박정훈 서울대 법대 교수 등 4명을 ‘2015 베스트 강사’로 지난 12월 29일 선

김 주임은 기부금 수입 확대,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성 제고 등 대학 재원 다변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표창

정했다. 베스트 강사상은 공무원에게 다양한 지식을 전수하고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한 최고의 강사에게 명

장을 수여받았다.

예를 부여하면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판석 교수는 말레이시아 과정 등 외국공무원 대상 교육훈
련과 글로벌 리더십 포럼 등에 대한 공로 등을 인정받았다.

남형두 교수 / 제20회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 수상

조인수 팀장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

남형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법학원이 선정하는 제20회 법학논문상을 받게 됐다. 판사, 검사, 변호사, 군판사,

국제캠퍼스 글로벌교육원 조인수 행정팀장이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화에 기여한 공로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

군검사 등 법조실무가와 법학교수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법학원은 우리나라 유일의 포괄적 법률가단체

창을 수상했다. 조 팀장은 한국국제교육자협회를 공동창립하고 4년간 회장을 역임하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로, 법률연구의 의욕을 고취시켜 법률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1997년부터 법학계 회원과 법조실무계 회원의 논

관리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전국대학의 교직원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학생 유치에

문 각 1편을 선정해 법학논문상을 시상하고 있다.

크게 기여해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남 교수는 수상 논문인 “법률가와 표절”(사법 제30호, 2014. 12.)을 통해 고도의 정직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법률가
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표절 문제를 법률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합리적 논의의 틀을 마련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박정우 교수 / 한국세무학회 학회장 취임
박정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월 9일 열린 한국세무학회 정기총회에서 제27대 학회장으로 취임했다. 1987
년에 창립한 한국세무학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조세 관련 학술단체로 약 2,500여 명의 교수·공인회계사·변호
사·세무사 등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 교수는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
심판관, 국세청 국세행정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 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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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무위원

46

보직명

교
 학부총장

보직명

생명시스템대학장

보직명

정보대학원장

보직명

기획실장

성 명

이재용

성 명

이주헌

성 명

이봉규

성 명

김동노

소 속

전기전자공학과

소 속

생명과학부

소 속

정보대학원

소 속

사회학

임 기

2016.2.1~2018.1.31.

임 기

2016.2.1~2018.1.31.

임 기

2016.2.1~2018.1.31.

임 기

2016.2.1~2018.1.31

보직명

행
 정·대외부총장

보직명

신
 과대학장 겸
연합신학대학원장

보직명

커뮤니케이션대학원장

보직명

교무처장

성 명

김영석

성 명

유영권

성 명

김형수

성 명

이호근

소 속

언론홍보영상학부

소 속

연합신학대학원

소 속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소 속

경영학과

임 기

2016.2.1~2018.1.31.

임 기

2016.2.1~2018.1.31.

임 기

2016.2.1~2018.1.31.

임 기

2016.2.1~2018.1.31

비 고

백양로건설사업본부장 겸직

비 고

유임

보직명

국제캠퍼스총괄본부장

보직명

사회과학대학장

보직명

교육대학원장

보직명

입학처장

성 명

이경태

성 명

이은국

성 명

정희모

성 명

김응빈

소 속

경영학과

소 속

행정학

소 속

국어국문학

소 속

생명과학부

임 기

2016.2.1~2018.1.31.

임 기

2016.2.1~2018.1.31.

임 기

2016.2.1~2018.1.31

임 기

2016.2.1~2018.1.31

보직명

대학원장

겸
BK21플러스총괄사업본부장

보직명

보직명

행정대학원장

보직명

학생복지처장

성 명

최문근

성 명

성 명

김기정

성 명

육동원

소 속

화학

법학전문대학원

소 속

정치외교학

소 속

체육교육학

임 기

2016.2.1~2018.1.31.

2016.2.1~2018.1.31.

임 기

2016.2.1~2018.1.31

임 기

2016.2.1~2018.1.31.

비 고

유임

비 고

유임

소 속
임 기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정오

보직명

문
 과대학장

보직명

음악대학장

보직명

공학대학원장

보직명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성 명

백영서

성 명

김금봉

성 명

허준행

성 명

조형희

소 속

사학

소 속

피아노과

소 속

토목·환경공학과

소 속

기계공학과

임 기

2016.2.1~2018.1.31.

임 기

2016.2.1~2018.1.31.

임 기

2016.2.1~2018.1.31.

임 기

2016.2.1~2018.1.31.

보직명

상
 경대학장 겸
경제대학원장

보직명

학부대학장

보직명

언론홍보대학원장

보직명

총무처장

성 명

홍훈

성 명

전혜영

성 명

김주환

성 명

김효성

소 속

경제학부

소 속

대기과학

소 속

언론홍보영상학부

소 속

총무처

임 기

2016.2.1~2018.1.31.

임 기

2016.2.1~2018.1.31.

임 기

2016.2.1~2018.1.31

임 기

2016.2.1~2018.1.31.

비 고

개인정보보호담당관 겸직

보직명

공
 과대학장

보직명

언더우드국제대학장

보직명

교목실장

보직명

시설처장

성 명

홍대식

성 명

정진배

성 명

한인철

성 명

이경애

소 속

전기전자공학과

소 속

중어중문학

소 속

연합신학대학원

소 속

시설처

임 기

2016.2.1~2018.1.31.

임 기

2016.2.1~2018.1.31.

임 기

2016.2.1~2018.1.31

임 기

2016.2.1~2018.1.31.

비 고

디자인팩토리코리아센터장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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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안내

보직명

학
 술정보원장

보직명

국제처장

성 명

이정우

성 명

김준기

소 속

정보대학원

소 속

법학전문대학원

임 기

2016.2.1~2018.1.31

임 기

2016.2.1~2018.1.31.

보직명

대
 외협력처장

성 명

안강현

소 속

법학전문대학원

임 기

2016.2.1~2018.1.31.

Democratic Governance, Public
Administration and Poverty Alleviation
Thematic Discourse and Geographical Cases
편저: 김판석·Demetrios Argyriades
출판: Bruylant Publishing Company
이 책은 국제연합(UN)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며 개발도상국들의 정치행정과 경제사회 발전 등을 도모한
Demetrios Argyriades 박사와 김판석 교수(원주캠퍼스 정경대학 글로벌행정학과)가 공동으로 출간한 영문 편저로 김 교수가 세계행정
학회(IIAS)의 회장으로 3년간 활동하면서 해당 주제를 중심으로 학습모임을 만들어 엮어낸 결과물 중 하나다.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그리고 사회발전 등의 통합적 발전을 위한 개념이
다. 새천년개발계획(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에 이어 UN에서 2015년 9월 새롭게 제창한 국제개발협력의 목표로 향후 15

■신촌/국제
캠퍼스

보직명

성명

소속

임기시작

임기종료

Y-IBS과학원장

천진우

화학

160201

180131

신문방송편집인

김용호

정치외교학

160201

180131

비고

년간에 걸쳐 빈곤과 기아 등 17가지의 핵심 분야에서 2030년까지 완수할 목표들이다.
극심한 빈곤과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UN이 목표로 하는 기한 내에 과연 해소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거버
넌스와 행정체제는 무엇이며,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등 대륙별 특성과 상태는 어떠한가? UN의 경제사회 및 행정관련 기관은 물론 아

생명시스템대학
생명과학공학부장

잔여임기

프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중남미, 동유럽, 구미 등의 핵심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담론과 정책방

조현수

생명과학부

151201

160229

서홍원

영어영문학

160201

180131

변형제어고성능전자
소자연구단장

안종현

전기전자공학

151201

170831

직제종료2024.11.30.

세포사멸연구단장

송재환

생명과학부

151201

170831

직제종료2024.11.30.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

고대홍

신소재공학과

151231

170228

직제변경, 잔여임기

저자: 정미현

안을 담고 있다.

글로벌인재학부
글로벌인재학부장

대학교부설(급) 연구기구

대학간 연구기구
비아이티마이크로펩
연구소장

■원주캠퍼스

출판: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글로벌엘리트학부
글로벌엘리트학부장

하은호

정보통계학

160201

180131

신설

이 책은 개신교 최초의 여성 전문 의료 선교사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의 생애와 사역을 조명한 것이

한국문화경영전공책임

이진용

철학

160201

180228

신설

다.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는 언더우드 1세(원두우) 부인으로서 언더우드의 사역을 돕고, 언더우드 2
세의 어머니로서 아들의 교육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았지만 단순히 그러한 역할만 감당하고 살았던
인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국 그리스도교의 발전을 위해 수고한 전문 선교사였다.
필자는 그녀의 삶과 사역의 내용 및 양태를 탈식민주의적 시각에서의 일방적 비판이나 미국식 선교업
적에 대한 무비판적 찬양의 방법을 넘어서 비교적 중립적 시각에서 조명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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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양로 재창조에 힘이 되어주셔서
기금 소식

백양로 재창조 사업

단체기부, 가족기부, 부부동문 기부 안내

백양로 재창조 사업 기부자
2015.12.23~2016.1.24

1천만 원 이상
일반인
동문

동문

김기일 (주)비엠에스 대표

신지선(심리95)

재학생

손진혁(정보원03) SJdevelopment 이사

안영기(법무원14)

동문

1백만 원 이상

학부모

조범제(미래원 골프CEO과정 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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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성(화공05)
최광종(토목75) (주)UBSG 대표이사

기부 혜택

1백만 원 미만

조아림(대학원99)
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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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갑술/이민하(천문우주14)

동문

동덕정보통신(주) 대표이사

백양로 재창조 사업에는 개인기부와는 별도로

엄달현(경영71) 대창공업사 대표

● 기부자께는

단체석, 가족석,

방규현(금속94) LG전자 소재기술원 광소자팀 책임연구원

남경현(경영94) 고고밴 코리아 대표이사

김유경(치의93)

남도희(행정원95) 중소기업중앙회 편집국 차장

동문

박상빈(행정77) 신영건업 대표

이정옥(작곡69)

소재환(경영70) 덕성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독수리

(1천만 원 이상)

청송

(1억 원 이상)

전원배(법학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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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