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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진 언더우드국제대학 특임교수(정치외교 69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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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고전 13:4)

위암 환자, ‘아바타 쥐’로 정밀의료 가능해진다

PEOPLE

연희전문학교 최초의 마스터플랜 “언더우드의 꿈”
1917년 당시 미국 뉴욕에서 최고의 실력자로 인정받던 건축가 머피(Henry
Killian Murphy)의 작품으로 1917년 12월 27일자 측량에 근거하고 있다. 오
늘날의 스팀슨관 자리를 도서관, 언더우드관을 학관, 아펜젤러관을 이학관
으로 예정했으며, 본관 구역 뒤편에 기숙사 여러 동과 식당, 노천극장 등을
두고 아래쪽으로는 운동장을 비롯한 체육시설과 교수진 사택 등의 건물이
자리 잡는 것으로 예정했다.
연희캠퍼스의 최초 건물인 목조 임시교사 치원관과 동쪽 능선의 교수 사택
등도 함께 표기되어 있는데, 1918년 치원관이 완공되어 종로 YMCA에서 임
시로 진행되던 연희전문학교의 강의도 옮겨오게 되니 비로소 “연세 백년의
캠퍼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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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 된다

독일 프라운호퍼와
국제연구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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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TS, 소장 알렉산더 미하엘리스(Alexander Michaelis)),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라믹소재연구소인 프라운호퍼의 핵심역량과 지식 네트워크를 활용해 글로벌 산
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계적 수준의 재료융합기술 개발 및 차세대 글
로벌 리더 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적 수준의

개소식에 한·독 정부 관계자 참석
글로벌 기업 및 연구기관들과의 협력 강화할 것

재료융합기술 개발 기대

지난 4월 26일 열린 개소식에는 김용학 총장,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역사 속 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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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글로벌융합기술원(YICT, 원장 신무환)과 독일 프라운호퍼 세라믹기술연구소

우리 대학은 이를 통해 앞으로 독일 4대 국가연구소이자 유럽 최대 규모 첨단세

24	특별기고 : 유승흠 한국의료지
원재단 이사장

2016년 5월 6일 제 597호 ㅣ http://www.yonsei.ac.kr/ocx/news.jsp
발행인 김용학 ㅣ 편집인 안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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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 E-mail news@yonsei.ac.kr

이 연구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ICT명품인재양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대

동 연구소다.

공동연구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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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K)’가 들어섰다.

재료연구소(KIMS, 소장 김해두) 등 3개 기관이 함께 설립한 국내 최초의 국제 공

23	세월호 참사 2주기, 희생자
기억하는 애플리케이션 출시

25 5월, 다시 읽는 신록예찬

우리 대학 국제캠퍼스에 소재 분야 공동연구를 위한 ‘글로벌 공동 연구소(GRL-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참석해 연구소 설립을 축하했다. 또한 독일에서 슈타니슬
라브 틸리히(Stanislaw Tillich) 상원의장, 디르크 힐버트(Dirk Hilbert) 작센주 드
레스덴시(市) 시장, 롤프 마파엘(Rolf Mafael) 주한 독일대사, 작센주 15개 기업 대
표로 구성된 경제사절단 등이 자리를 빛냈다. 국내 최초로 기관 차원에서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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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글로벌 공동연구소인 만큼 정부당국자와 국내 강소기업

를 위해 독일 드레스덴시에서 프라운호퍼 IKTS, 재료연구

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소와 공동연구 및 학술활동 등 3자간 국제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글로벌융합기술원 부설

김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제캠퍼스에 GRL-FYK를 설립

로 글로벌 공동연구소(Global Research Lab)를 설립하기로

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깊으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이 따

합의했는데 이번 개소식은 공동연구를 위한 첫 삽을 떴다

르는 일”이라며 “공동연구소에서의 경쟁력 있는 연구 역량

는 데 의의가 있다.

2015학년도 2학기
최우등생 시상식 개최

을 바탕으로 연세 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 및 연구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

세 기관은 이번 GRL-FYK 설립을 바탕으로 소재 분야의 전

라고 말했다.

문연구기관으로서 향후 연구 성과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
고, 기술이전을 활성화할 전망이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세 기관 간

총장 공관서 최우등생 격려하고
가족들에 감사인사 전해

의 글로벌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공동연구 성과를

또한 드레스덴시의 지원으로 프라운호퍼에 협력 플랫폼(가

기대하며, 창조경제를 이끌어 갈 견인차 역할을 할 차세대

칭 GRL-Dresden)을 설립해 한-독 학생 교류 등 국제 협력

글로벌 리더 양성을 당부했다.

을 통한 차세대 글로벌 리더 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슈타니슬라브 틸리히 독일 상원의장은 “GRL-FYK 개소를

이와 더불어 인천시-드레스덴시 간의 강소기업들과의 연계

우리 대학은 학업성적이 탁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따사로운 봄 햇살 아래 신록이 우거진 총장공관은 600여

통해 한국의 인천시와 독일의 드레스덴시가 좋은 관계를

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실용화 연구를 활성화하는 최초의

들을 선발해 격려하고 시상하는 ‘최우등생 제도’를 운영하

명이 넘는 방문객들로 가득한 모습이었다. 이번 시상식에

맺게 되어 매우 기쁘고 연구소가 앞으로 두 도시의 강소기

모델로 발전시켜 산-학-연 유기체적 연구소로 성장할 것으

고 있다. 최우등생들은 물론 모든 학생들에게 학업수행에

서는 이례적으로 총장이 최우등생 전원에게 상장을 수여하

업들이 국제적 모델로 커나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되기를 바

로 기대된다.

더욱 정진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매학기

고 학생이 소속된 대학의 대학장이 학부모에게 메달을 걸

각 대학별 학년별 성적이 4.3만점에 4.0 이상, 상위 1% 이내

어주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학생 수만 200여 명이 넘다 보

신무환 글로벌융합기술원장은 “글로벌융합기술원은 GRL-

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2015학년도 2학기에는 전체 재

니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지만 봄바람이 부는 뜰에 마주 앉

FYK를 통해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 IKTS의 실용적인 연구

학생 총 26,102명 가운데 402명이 최우등생으로 선발됐다.

아 서로를 격려하는 참석자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란다.”고 전했다.

국가적 차원의 실용화 연구 활성화 선도
차세대 글로벌 리더 양성 기대
한편, 글로벌융합기술원은 지난해 11월 글로벌 연구 활성화

를 이전해 오는 것은 물론이고, 세 기관의 핵심 역량을 글로

않는 듯했다.

벌융합공학부의 교육에 적용시킬 계획”이라며 “대외적으로

2015학년도 2학기 최우등생 시상식이 지난 4월 29일 오후 3

는 인천시-드레드덴시 간의 글로벌 네트워크 허브역할을

시 총장공관 뜰에서 개최됐다. 그동안 최우등생 시상은 각

졸업을 앞두고 최우등생으로 선발된 이지영(국어국문학)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학별로 이뤄져왔는데 올해는 특별히 최우등생 402명 중

학생은 “오늘 첫 번째로 상장을 받아 더욱 감회가 새롭고

지난 2월 졸업한 학생들을 제외한 342명과 학부모 및 가족

지난 학기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는 것 같다.”며 “이제 남

을 함께 초대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가족들에게는 감사의

은 한 학기 동안 공부에 더욱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또 함

마음을 전했다.

께 참석한 이지영 학생의 할아버지 이경성 씨는 “생각지도
않은 상을 받게 돼 정말 기쁘고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감사

시상식에는 김용학 총장과 이재용 교학부총장, 정건섭 원

하다.”고 전했다.

주부총장, 김영석 행정대외부총장 등 부총장단과 실·처장
이 참석해 최우등생과 학부모를 직접 만나 대화의 시간을

한편, 본 시상식을 주관하고 행사의 진행을 맡은 안강현 대

가졌다. 또한 백영서 문과대학장, 홍훈 상경대학장 등 대학

외협력처장은 “시상식을 통해 학생들에게는 긍지를 심어주

별 학장이 모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고 동시에 학부모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
다.”고 말했다. 2016학년도 1학기 시상식은 10월 중 개최될

김 총장은 “연세인이 되기도 어려운데 그중 최우등생이 된

예정이다.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학업에 전념하면서도 대학 생
활동안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축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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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 꿈, 동문 네트워크

창업지원단, 법무법인

통해 현실이 된다

리앤킴과 스타트업 발굴

동문 벤처캐피탈리스트

MOU 체결해 실무경험과

초청 모임 행사 개최

네트워크 공유
▲ 사진 왼쪽부터 이승진 변호사, 창업지원단 손홍규 단장, 이승재 변호사

나만의 맛집 지도, 거래처 지도 등 많은 장소들을 효율적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관리할 수 있다면 어떨까? 우리 대학 창업동아리 ‘솔깃(Solg-

창업지원단(단장 손홍규)이 법무법인 리앤킴과 함께 스타

손홍규 창업지원단장은 “창업지원기업에 대한 법률 자문을

트업 발굴 및 양성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창업지원단은 지

해줄 기관을 찾고 있던 중 법무법인 리앤킴이 대형로펌 수

it)’이 만든 장소관리 애플리케이션 ‘인맵’은 이와 같은 의문에

이영수(경영학 72학번) 대표는 “연세가 가진 훌륭한 인프라를

난 4월 11일 법무법인 리앤킴과 국내외 유망 스타트업 및 벤

준의 종합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부띠끄

서 시작됐다.

활용해 창업을 지원하면 연세를 따라올 수 있는 대학은 없다.”

처기업 발굴·육성에 대한 실무경험과 네트워크 공유를 통

로펌으로서, 특히 스타트업 기업 자문에 실력과 전문성을

며 창업의 씨앗을 싹틔우자고 당부했다.

한 중소기업 생태계 발전을 목표로 전략적 업무제휴를 추

갖추고 있다고 들어서 업무제휴를 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진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업무제휴를 계기로 창업기업이 창업 및 기업운영 등에 있

‘솔깃’과 같은 연세 창업꿈나무들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제
품들을 뽐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창업지원단은 지난 4

한편, 본 행사에서는 동문 기업들이 ‘동문기업 IR’ 시간을 통해

월 26일 총장 공관에서 ‘연세 동문 벤처캐피탈리스트(이하

투자유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게임개발회사 크리에이터

이번 업무제휴는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구축 및 유망

VC) 초청 모임’을 개최하고 학생창업기업 아이디어 전시회를

김강안 대표(컴퓨터과학 10학번), 콘서트패키지 서비스를 하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청년실업 문제 해소라는 공통의 목

진행했다.

는 플레이메어커스튜디오 신동익 대표(사회복지/경영학 06

표에 대해 우리 대학교와 리앤킴 양측이 함께 인식하고 상

창업지원단 법률고문을 맡게 된 법무법인 리앤킴 이승진

학번), 모비엔플렉스 황호정 대표(화학공학 석사 04학번)가

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뜻을 같이 하면서 체결됐다.

변호사는 “창업 초기부터 법률자문을 받는다면 동업자 간

시간제 놀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놀담’, 의미있는 여행 기

어 법률적으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해소됐으면 좋겠

회사소개와 미래전략 등에 대해 발표했다.

록을 담는 여행 다이어리를 제작한 ‘메모리얼’, 최초로 스트레

다.”고 전했다.

분쟁, 투자계약 분쟁, 특허,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관련 분
업무제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리앤킴은 우리 대학교 학

쟁 등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를 통제해 기업

칭 기기를 개발한 ‘JE’ 등 다양한 학생창업기업들이 마음껏 아

이밖에도 동문 VC와 학생창업기업을 연결해주는 멘토-멘티

생 및 창업지원단의 창업지원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다.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스타트업

이디어를 펼치고 동문 VC(벤처 투자전문가)들과 소통하는 시

매칭행사가 진행됐다. 이번 기회로 하태훈 ㈜DSC인베스트

상담 및 멘토링,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등을 함께

기업을 도울 수 있고 특히 전자공학을 전공한 공학도이자,

간을 가졌다.

먼트 전무(전기전자 91학번)와 김병훈 에이프릴스킨 대표(경

추진한다.

연세대학교 동문으로서 후배 및 모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영학 08학번)가 특별한 인연을 맺었다. 매칭에 선발된 학생창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에는 김용학 총장, 이재용 교학부총장, 김영석 행정대

업기업은 향후 2년간 창업과 관련된 여러 사항에 대해 선배의

창업지원단은 중소기업청 지정 창업선도대학으로서 학생

외부총장, 손홍규 창업지원단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과

멘토링은 물론 창업자금 및 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고, 산학협력,

한편, 법무법인 리앤킴의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창업지

창업교육, 멘토링 등을 통해 창업 준비에서 성장까지 4단계

원단의 창업지원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추

의 체계적 창업보육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진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법무법인 리앤킴의 이승재

이영수 ㈜송현인베스트먼트 대표, 이창수 ㈜플래티넘기술투
자 대표, 윤강훈 ㈜SJ투자파트너스 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해

창업지원단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VC와 학생창업기업의 매

연세 창업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했다.

칭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와 같은 행사를 활성화함으로써
학내 창업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는 포부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김 총장이 ‘창업 장려’에 대한 약속을 실행에 옮

변호사가 벤처투자 구조 및 투자계약 관련 강의를, 이승진
법무법인 리앤킴은 법무법인 세종에서 다양한 분야에 근무

변호사가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등 지적재산권 관련 강의

하던 변호사들이 독립해 설립한 로펌으로 M&A 및 부동산

를 맡아서 진행할 계획이다.

기는 첫 행사이기도 했다. 김 총장은 “많은 학생들이 희망조차

본 행사를 통해 창업을 꿈꾸는 학생창업기업과 동문 VC 및

거래, 지적재산권, 해외투자 등 기업 활동 전 분야에 대한

없는 고민, 특히 취업에 관해 힘들어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

동문창업기업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마련함으로써 학내

전문성을 통해 기업의 설립부터 운영까지 체계적인 법률서

를 통해 동문 VC들과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도움이 되길

창업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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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봉 역대 전체 대표자 한자리 모여

영국 더럼대학교와
학생교환협정 체결

대표자 격려하고 행사 발전방향 모색해
우리 대학은 매년 5월 창립기념일에 졸업 25주년 및 50주

김 총장은 “연세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기여하고 학교 발전

년 동문들을 초청해 ‘동문 재상봉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과거

동문과 모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최대 동문 행사로서 전년

의 즐거웠던 시간을 추억하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

도 봄부터 학과별 대표자를 선정하고, 전체 대표자를 중심

드린다.”고 말했다.

으로 ‘재상봉 대표자회의’를 구성해 행사를 꾸리게 된다.

영국 내 11개 대학과
교환협정

이날 전체 대표자를 대표해 건배사를 제의한 고병헌 회장
62학번(50주년) ․ 87학번(25주년) 동문 재상봉 행사를 앞

은 “연희동산에서 우리가 그렸던 꿈과 희망, 도전을 생각할

우리 대학교는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작된 영국 내 우수 대학과의 지속적인

두고 지난 5월 2일 총장공관 영빈관에서 재상봉 역대 전체

때마다 참으로 행복해진다.”며 “부디 연세가 우리 동문 모두

를 위해 세계 우수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 확대로 2016년 3월 현재 더럼대를

대표자를 초청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재상봉 행사의

의 긍지가 되고 앞으로 100년, 200년 나아갈 수 있는 학교가

협정을 맺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

포함해 총 11개 대학과 학생교환협정을

전통을 이어준 역대 전체 대표자를 격려하고 본 행사의 발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난 3월 9일 영국 더럼대학교(Durham

맺고 있다. 그 결과 기존에 비해 약 3배

University)와 학생교환협정을 체결했

이상의 학생 파견 실적을 내고 있다.

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최초로 마련된 자리다.
역대 최초 여성 전체 대표자인 이연주(2008년도 대표, 정외

다. 현재 우리 대학교는 ‘70:70:50:20’이

1993년도 재상봉 행사의 전체 대표자를 역임한 고병헌(경

97학번) 한국청년유권자연맹 대표 운영위원장은 “연세는

란 캠페인 아래 세계 50위권 대학 70%,

2015학년도 1학기 2015 QS 세계대학랭

영 64학번) 금비 회장, 김우규(1997년도 대표, 정외 68학번)

나의 추억과 자부심”이라며 “앞으로 여성 대표자들이 쏟아

세계 51~150위권 70%, 미국 50위권

킹 19위인 킹스칼리지런던(KCL)을 시

두림피아시티 회장, 김정수(1998년도 대표, 경영 69학번)

져 나오길 기대하며 이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는 포

50%, 미국 Liberal Arts College 20%와

작으로 2015학년도 2학기에는 세계대

제이에스앤에프 회장에서부터 올해 행사 대표인 김응석

부를 밝히기도 했다.

학생교류협정을 추진 중이다.

학랭킹 21위인 에딘버러대학교, SOAS

(전기 87학번) 미래에셋벤처투자 대표이사 사장에 이르기
까지 역대 전체 대표자 20여 명이 영빈관을 찾았다.
학교측에서는 김용학 총장과 김영석 행정대외부총장,

런던대학에, 2016학년도 1학기에는 배
한편, 올해 행사를 기획한 김응석 사장은 “올해는 ‘우리 다

1832년에 설립된 더럼대학교는 옥스퍼

스대학교로 교환학생을 파견하기 시

시 여기에’라는 슬로건 아래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깜짝 놀랄

드대학과 캠브리지대학에 이어 영국

작했다.

만한 구성을 준비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대학으로 유서

김동훈 경영대학장, 한광희 심리학과 교수, 안강현 대외협

깊은 역사와 세계적인 학문적 명성을

2016학년도 2학기 영국 대학으로 교

력처장 등 역대 대외협력처장이 참석해 대표자들을 환영

오는 5월 14일 창립기념일에 열리는 재상봉 행사는 오후 2

자랑한다. 현재 기숙사로 사용 중인 더

환학생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8개 대

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시 30분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럼 캐슬(Durham Castle)은 영화 <해리

학, 30여 명에 달하며 특히 2015 QS 세

포터>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또한, 영

계대학랭킹 37위인 브리스톨대학교와

국 성공회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

엑세터대학교로 첫 교환학생을 파견

교, 시에라리온의 밀톤 마르가이 초대

할 예정이다. 더럼대학교에는 2017학

수상, 호주 퀸즐랜드의 존 더글라스 수

년도 1학기부터 교환학생을 파견할 예

상을 비롯해 영국 공영방송 BBC의 조

정이다.

지 엔트위슬 사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수많은 동문을 배출했다.

한편, 국제팀은 2012년 기본 MOU를
체결한 바 있는 2015 QS 세계대학랭킹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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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전까지 우리 대학교와 학생

68위의 세인트앤드루스대학교, 76위인

교환협정이 체결된 영국 대학은 셰필

버밍엄대학교와도 학생교환협정을 체

드대학이 유일했으나, 2012년부터 시

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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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고 한국학의 세계화에 앞장

후속편 개설 요청과 함께 한국 직접 방

서고자 한국어 강좌 외에도 국내 대학

문 및 대학원 진학 등 한국에 대한 관

최초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등 다양한 한국학 주제에 관한 MOOC

우리 대학은 글로벌 MOOC뿐만 아니

강좌를 개발 중에 있다.

라 국내 K-MOOC(한국형 무크)에도 적

이러한 성원에 힘입어 OSE 센터는 우

▲ 코세라에 개설된 강승혜 교수의 “한국어 첫걸음(First Step Korean)”

교육부 K-MOOC 한국학 분야
강좌 개발 지정 대학으로 선정

게 되었다는 것. 이들은 한국어 강좌

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 4월 25일 경영

리 대학 한국어학당과 함께 한국어 강

정치외교학과 문정인 교수(한국정치

학과 김진우 교수의 “경험디자인”을 개

좌 초급편(Korean for Beginners)을 올

: Understanding Korean Politics), 경

설한 데 이어 5월 7일 경제학부 정갑영

해 6월 말에 개설할 수 있도록 강의 콘

제학부 이두원 교수(한국경제 : The

교수의 “경제학 첫걸음 Part 1: 미시경

텐츠 제작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Korean Economics Development), 문

제학”을 신규 개설함으로써 올해 총 7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준비하는

화인류학과 김현미 교수와 국어국문

개 강좌가 운영된다.

외국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학과 유시어도어준 교수(한국사회 :

수준별 한국어 무크 강좌를 후속편으

Gender, Family, and Social Change in

특히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K-MOOC

로 계속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

Contemporary South Korea), 커뮤니

한국학 분야 지정 강좌 개발 사업에 우

극 검토하고 있다.

케이션대학원 서현석 교수(한국문화 :

리 대학이 선정돼 이두원 교수의 “한

“K-Movie”, or the Changing Faces of

국의 경제 발전” 영어 강좌가 올해 말

Korean Cinema)가 참여해 강의 콘텐

개설될 예정이다. 이 강좌는 국내 체류

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코세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 학생은 물론이

라에 한국학 4개 강좌를 개설할 예정

고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해외 모든

이다.

외국인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별도 개

한국학과 관련한 다양한 MOOC
강좌 개발로 교육 한류 선도할 것

연세 MOOC,

우리 대학이 세계 최대 MOOC(무크,

생들이 신규 등록하고 있다. 또한 강의

온라인 대중 공개강좌) 플랫폼인 코세

평가점수가 5점 만점에 4.8점을 기록

한국학의 세계화에

라(Coursera)에 세계 최초로 개설한

했을 뿐 아니라 수강생의 99%가 긍정

이와 더불어 우리 대학은 대한민국 교

발된 K-MOOC 영문 플랫폼에서 운영

한국어 강좌가 전 세계 수강생들의 큰

적으로 강의 내용을 평가하는 등 열광

육 한류의 선두주자로서 한국에 대한

된다.

앞장서다

호응을 얻고 있다. 강승혜 교수의 한국

적인 피드백을 보이고 있다.

어 강좌 기초편 “한국어 첫걸음(First
Step Korean)”은 개설 3개월 만에 방문
자 수가 3만 명을 돌파했다.

수강 등록 국가 미국, 중국순 …
한류 열풍 반영

우리나라 국학의 산실이자 한국어 교

세계 최초로 개설한

육의 선두주자로서 우리 대학은 본 강

현재 총 153개국에서 한국어 강의를 수

한국어 강좌 세계적

좌를 통해 전 세계인이 쉽고 재미있게

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전체 수강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생의 국적을 살펴보면 미국(19%), 중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

국(15%)에 이어서 멕시코(5%) 등의 순

모음 합성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 발

으로 나타났다. 교무처 Open Smart

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

Education 센터(이하 OSE 센터, 센터

로써 한글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

장 허준)는 이와 같은 현상을 “한류 열

며 한류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풍으로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전 세

관심과 호평 받아

계인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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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5일 개설한 강 교수의 강좌

했다. 실제 수강생의 상당수가 K-POP,

는 현재 수강 등록생이 2만 명에 육박

사극 드라마 등 한국 문화를 접하는 과

했으며 매주 1,200~1,500여 명의 수강

정에서 한국어에 관심을 갖고 신청하

▲ 코세라와 K-MOOC에 영어 강좌로 개설될 이두원 교수의 “한국의 경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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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대표 분야 선정해
명품 강의 무료 제공
지식 기부와 섬김의 리더십
실천할 것

박하고 수강 등록생 수도 13만 명에 달

교수)이 팀티칭으로 참여하는 “Wire-

하는 등 인기 강좌로 주목받고 있다.

less Communication” 강좌를 이번 학

경영학과 장대련 교수와 최선미 교수

기에 개설하는 것을 목표로 강의 콘텐

의 Specialization 강좌 “International

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백양로, 초록을 머금다
식재사업으로 보다 다채롭고

Marketing & Cross Industry Growth”

친환경적인 캠퍼스 구현

(총 6개 강좌 중 3개 강좌 개설)도 올해

이호근 교무처장은 “MOOC를 통해

한편, OSE 센터는 우리나라와 우리 대

2월부터 매달 1개 강좌씩 순차적으로

연세 명품 강의를 무료로 제공함으로

학을 대표할 수 있는 주제 분야로 한국

개설하면서 현재 6,000여 명의 방문자

써 우리 대학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

백양로가 재창조 사업 이래 첫 봄을 맞았다. 가지가지마다 하얀 목련이 걸리고 분홍빛 꽃비가 흩날리는 백양로의 봄은 최근

학, 경영학, IT/컴퓨터 분야를 선정하고

가운데 4,500여 명이 수강생이 될 정

고 지식 기부와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

관재팀의 식재 사업으로 한층 싱그럽고 다채로워졌다. 시설처에서는 교내 교육 및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해마다 다양한 수

관련 MOOC 강좌를 적극 개발해 운영

도로 놀라운 충성도를 보이고 있다.

하는 최고 명문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목과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그린 캠퍼스를 구축하고 있다. 사진을 통해 봄기운으로 넘실대는 백양로의 새로운 모습을 만나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비전을 밝혔

보자.

하고 있다.
아울러 경영학과 신현한 교수의 Spe-

다. 또한 “열린 스마트 교육 실현과 대

예컨대, 지난 2015년 7월 코세라(Cour-

cialization 강좌 “Financial Analysis

학교육의 혁신을 선도하고자 최선을

sera)에 개설한 전기전자공학과 정종

for Startup”(총 5개 강좌)와 홍대식 공

다해 좋은 성과를 거두겠다.”고 덧붙

문 교수의 Specialization 강좌 “Emerg-

과대학장을 포함한 공과대학 교수 5

였다.

ing Technologies”(총 6개 강좌 개설)

명(전기전자공학과 김광순·김성륜 교

는 현재 강좌 방문자 수가 25만 명에 육

수, 글로벌융합공학부 채찬병·김성국

1. 백양로 분수대와 계류정원 가동
시작
새 학기를 맞이해 백양로 분수대와 계류정
원, 활천대, 지하 분수 광장이 가동을 시작했
다. 정문 서쪽 공과대학 앞에는 수공간과 휴
게공간이 어우러진 계류정원이 들어섰다. 느
티나무와 더불어 대왕참나무, 느릅나무, 회
화나무가 계절별로 특색 있는 경치를 선사할
예정이다. 지그재그 형태의 수공간 주변은
지표면보다 낮게 단차를 이뤄 입체적 휴식공
간이 조성됐다.

2. 본관 앞 백양로 삼거리 중앙계
단 좌측 벚나무 교체 식재
본관 앞 백양로 삼거리 중앙계단을 지키는
벚나무는 봄을 알리는 연세의 트레이드 마크
라고 할 수 있다. 중앙계단 좌측의 벚나무 일
부가 지난해 병충해로 인해 고사한 탓에 많
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관
우리 대학의 MOOC 강좌 개설 현황은 OSE 센터

재팀은 지난 4월 13일 벚나무 네 그루를 식

MOOC 전용 웹페이지(mooc.yonsei.ac.kr)에서

재하고 하자보수 공사를 완료해 앞으로 더욱

확인할 수 있으며, 회원 가입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번성할 벚나무를 기대하고 있다.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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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관 진달래 꽃 개화
그 많던 용재관 진달래는 어디로 사라졌을
까? 2016년 1월 경영관이 준공되면서 과거
용재관을 화려하게 수놓던 진달래를 경영관
앞으로 이식하고 추가 식재했다. 이제 새로
운 경영관과 더불어 이전 용재관 진달래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게 됐다.

연세 PEOPLE

여기연세인
4. 백양로 조경
백양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나무
를 그대로 식재해 과거 백양로 모습을 재현
했다. 현재 싹이 트고 있으며 해를 더할수록
녹음이 짙은 백양로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봄을 맞이해 푸르름이 더해가는 잔디

세계 속에서

“코트디부아르에 합법적 민주정부를

일 새천년관에 위치한 연구실에서 여

세우는 그날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기 연세인 최영진 동문을 만났다.

진정한 ‘한국의

것이다.”

의미’를 발견하다

2010년 10월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유혈사태의 소

의대 수석 입학 … 정외과 편입 후
1년 만에 외무고시 합격

광장은 백양로의 또 다른 상징으로 자리하고

용돌이에 휩싸였다. 대선 결과에 불복

있다.

한 로랑 그바그보 전 대통령과 당선자

공식적으로는 정치외교학과를 졸업

사이의 내전이 격화되면서 3,500명의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최 동문

사망자와 3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은 1967년 우리 대학 의예과에 수석 입

이 내전을 종식시킨 이는 당시 한국인

학해 4년간 의학을 공부했다. 부모님

최초로 코트디부아르 UN 사무총장 특

의 권유에 따라 의대에 입학했지만 당

별대사였던 최영진 동문(정치외교 69

시 역사와 철학에 큰 흥미를 느낀 그는

학번). 그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UN

“한번 사는 인생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평화유지군을 진두지휘하며 4개월 만

하며 살자.”는 생각에 정외과로 학사

오는 2017년 민족시인 윤동주 탄생 100주년

에 내전을 종식시키고 코트디부아르

편입을 결정했다. 편입 1년 만인 1972

을 맞이해 윤동주 시비 재조성과 더불어 민

에 평화를 선물했다. 전 세계는 아프리

년, 외무고시 6기에 합격했지만 부모

족의 기상을 이어가기 위해 백양로 삼거리

카의 민주화와 통일에 이바지한 한국

님을 설득하는 데에만 4년이 걸렸다고

중앙계단에 무궁화 동산을 조성했다.

인 외교관에게 주목했다.

한다.

2013년 5월, 41년 간의 다사다난했던

“60~70년대만 해도 외국으로 나갈 수

공직생활을 마감한 그는 현재 모교에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답답함을

돌아와 언더우드국제대학에서 영어로

많이 느꼈죠. 외국은 어떤지, 그들은

동서양 비교문화론 등을 강의하며 특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서양

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4월 14

은 특히 잘 살았는데 어떻게 그런 성과

최영진 언더우드국제대학
특임교수
5. 무궁화 동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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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PEOPLE 여기연세인

를 거뒀는지 알고 싶었어요. 외교관이

리나라를 보며 그러한 시각을 많이 갖

합니다. 똑같이 따라가다가는 똑같이

그런 갈증을 해소하는 데 가장 가까운

췄습니다. 서양은 이야기하지 않는 동

위기에 봉착할 뿐입니다.”

직업이었죠.”

양의 가능성에 대해 우리가 먼저 알아

한국 유일 주미대사와 주유엔대사
역임

야 하고 이를 위해 동양과 서양의 차이

그는 ‘금수저’, ‘갑질’, ‘헬조선’이라는

를 상호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말이 유행하는 시대에서 새로운 대안
은 우리의 문화, 동양의 가치에 있다고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 교수

역설했다. 그의 꿈은 동서양 문화를 우

는 1970년대 프랑스에서 2등 서기관으

리의 시각에서 비교하고 이를 세계에

로 근무할 때의 경험을 토대로 쓴 「동

알리는 것. 지금까지는 서양의 관점에

양과 서양」을 비롯해 동서양 문화 비

서 극복되어야 할 단점처럼 동양 문화

41년간 그가 걸어온 외교관으로서의

교에 관한 다양한 책을 집필했다. 국제

가 부각되었다면, 이제는 서양의 위기

이력은 화려하다. 한반도에너지개발

학부와 국제학대학원에서도 관련 강

를 극복할 대안으로서 동양의 장점을

기구(KEDO) 사무차장, 외교정책실장,

의를 펼치며 비교 연구에 힘쓰고 있다.

직접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동서양 문화 비교 저서 출간

주오스트리아 대사, 외교부 차관 등 숱
한 직책을 역임했으며 한국 외교관으
로서는 유일하게 주미대사와 주유엔
대사를 지냈다. 영어와 불어 등 뛰어난

‘카르페 디엠(Carpe diem)’, 그는 지금

이 시대 새로운 대안은 우리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

어학실력을 바탕으로 다자외교 업무
에 전문성을 쌓았다.
그는 “동서양 문화 비교 연구”에 관해

화제의 인물
미얀마서 안면기형 아이들 무료 수술
해외 의료봉사로 섬김의 리더십 실천

살고 있는 현재에 충실하는 것이야말
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말
했다. 하루하루를 주어진 선물로 여기

“우리의 눈으로 본 동서양 비교
알리고 싶어”

연세 PEOPLE

유대현 세브란스 성형외과 교수

고,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을 살면 결과
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의미다. 그

유대현 세브란스 성형외과 교수가 미

이번 미얀마 의료 봉사는 동남아 국가

유 교수는 해외 의료봉사에 앞장 설 뿐

는 “카르페 디엠 사상은 알고 보면 유

얀마에서 안면기형 아이들을 위해 무

안면 기형 무료 수술 봉사를 하는 ‘인

만 아니라 2003년부터는 해당 지역 젊

서도 조예가 깊다. 국제 정치현장을 누

“동양은 유교, 서양은 기독교가 수천

교 사상에 더 깊이 스며있다.”며 연세

료로 수술을 지원하며 섬김의 리더십

지클럽’ 소속의 의료진들의 참여로 이

은 성형외과 의사들을 한국으로 초청

비며 해당 분야에 특히 관심을 갖게 된

년의 역사를 지탱해왔습니다. 서로 다

인들에게 “동양인으로서, 연세인으로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유 교수는 과거

뤄졌다. 전국 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

해 최신 성형 재건 수술법을 가르치는

것. 그는 외무공무원 국비 연수로 파리

른 종교적, 문화적 기반 위에 쓰인 역

서의 자부심을 잃지 말고 오늘을 살

박근혜 대통령과 리퍼트 대사가 피습

30여 명이 주축인 이 클럽은 사람이

연수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50여

1대학(소르본)에서 동서양 비교문화를

사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국가 부채와

기”를 당부했다. 막연한 내일 앞에 ‘나

을 당했을 때 흉터 없이 봉합술을 마쳐

라면 누구나 가지는 보통의 마음이라

명이 혜택을 받았다.

2년간 공부해 학위를 따기도 했다.

복지, 도덕의 부재 등 각종 위기를 겪

자신’조차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는 이

수 차례 화제가 된 바 있다.

는 ‘인지상정’에서 클럽 이름을 따왔다.

고 있는 서양 각국의 상황을 봤을 때

시대, 최 동문의 메시지가 보다 의미

“우리는 동양의 진짜 가치, 즉 동양이

이제는 더 이상 과거 서구 가치관으로

있는 오늘을 살게 하는 큰 울림이 되길

세계사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문화적

는 앞으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바라본다.

토양과 같은 것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
한데 외교관 생활을 통해 외국에서 우

1997년 베트남에서 80여 명의 기형 아

그는 “동남아시아에는 수많은 선천 기

지난 3월 22일 사흘간 미얀마 양곤에

동을 수술해준 것을 시작으로 매년 3

형 아기가 수술 여건이 안 되어 기형을

서 의료봉사에 나선 유 교수는 3명의

월 베트남·라오스·미얀마 등 인도차

안은 채 살아간다.”며 “전국 성형외과

이죠. 서양의 민주성과 창의성은 잃지

성형외과 의사들과 함께 아기 35명의

이나 3개국 수술팀이 자원봉사 형태로

전문의들과 해당 지역에 진출해 사회

말되, 동양에서 배워야 할 것을 배워야

안면 기형을 고쳤다. 아침 8시부터 오

꾸려진다.

공헌을 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이 뜻을

후 6시까지, 수술실 하나에 수술대를

같이하면 더 많은 아이가 우리의 신조

두 개 놓고 동시에 수술하는 강행군을

올해는 유 교수를 비롯해 성형외과·마

대로 ‘얼굴 들고 어깨 펴고’ 살아갈 수

펼쳤다. 태어날 때부터 입술과 잇몸이

취과, 치과 의사, 간호사 10여 명이 참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갈라진 구순열(언청이), 입천장까지 벌

여했다. 여행 비용을 각자 부담하고,

어진 구개열 등 안면 기형 아기들이 유

봉사를 위해 개인 휴가를 냈다. 인지클

한편, 유 교수는 올해 10월부터 대한성

교수의 손을 통해 새로운 얼굴을 갖게

럽은 지난해까지 미얀마 내 안면 기형

형외과학회 이사장으로 활동하게 된

됐다. 미얀마 현지 성형외과 전공의들

아기 1,300여 명에게 환한 얼굴을 선사

다.

이 어깨너머로 수술을 배우고자 몰려

했다.

들기도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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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PEOPLE 화제의 인물

오르가니스트 송지훈,
독일 국제실내악콩쿠르
우승

연세 PEOPLE

연세 명강의
“국내에서도 오르간 음악의
매력을 느껴보길”

오르가니스트 송지훈(교회음악과 03

직 우리나라에서는 오르간 음악이 잘

그는 오르간을 “오케스트라를 모방하

학번) 동문이 지난 3월 7~11일 독일 프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르간은 알고 보

는 악기”라고 소개하며 “다양한 음색

라이부르크에서 개최된 쿠어트 보슬

면 굉장히 남성적이고 변화무쌍한 소

을 지닌 덕에 연주자가 지휘자와 같은

러 국제오르간콩쿠르에서 일본 플루

리를 지닌 악기”라고 설명했다.

마음으로 연주한다.”고 말했다. 또 그

티스트 유리 마추차키와 실내악 부문

는 “꼭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더

Thinking outside the box!
다르게 생각하라
이경원 교수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전체부문에서 쿠

오랜만에 한국에 방문했다는 그는 “국

라도 누구나 오르간 연주를 들으며 다

어트 보슬러 상을 수상해 상금과 유럽

내에서도 활동하고 싶지만 한국으로

양한 감정들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각지에서 연주회 특전을 받게 됐다.

돌아오는 게 쉽지 않다.”며 안타까움

덧붙였다. 송 동문은 오르간에 입문하

때로는 대학시절 우연히 들었던 수업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연세소식>

을 표했다. 국내 주요 공연장에 오르간

는 연세인들을 위해 요제프 라인베르

에서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준 주옥같은 연세의 명강의들을 시

독일작곡가 쿠어트 보슬러 탄생 100주

이 없는 경우가 많을뿐더러 워낙 소비

거의 오르간 협주곡 ‘오르간 콘체르토

리즈로 소개한다. 본 코너는 수많은 훌륭한 강의 가운데 교무처가 시상하는 ‘최우수 교육자상’

년을 기념해 창설된 본 콩쿠르는 올해

되지 않는 장르이다 보니 연주회 자체

1번’을 추천하기도 했다.

를 수상한 명교수들의 강의를 선정기준으로 삼았다. 최우수 교육자상은 학생들의 강의평가

부터 독주 부문과 실내악 부문으로 나

를 갖기가 힘들다는 것.

누어 개최되기 시작했다. 독주콩쿠르

를 바탕으로 강의를 가장 잘하는 교수에게 시상하는 우수업적교수상을 3회 이상 수상한 교수
앞으로 오르간을 통해 다양한 시도를

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오르간과 관악

“국내는 활동 무대가 정말 적어요. 연

해보고 싶다는 송 동문의 연주를 국

기의 듀오연주(이중주)로 개최되는 국

주자는 연주를 하면서 관객과 소통할

내에서도 곧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해

제실내악콩쿠르는 이번이 최초다.

때 가장 행복한데 소통할 곳이 별로 없

본다.

들에게 주어진다. 그 두 번째 주인공은 영어영문학과 이경원 교수다.

“고등학교 때에는 문학을 배워도 크게 와 닿지 않고 감동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

는 거죠. 음악의 아버지 바하가 한국의

수업을 들으면서 오히려 문학을 통해 관련 철학이나 역사 등 다른 공부에 관심을

2010년 대학 졸업 후 독일 라이프치히

예술의 전당에 오면 실업자가 될 지도

갖게 됐어요. 문학에서 생동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에서 유학 중인 그는 현재 라이프치히

몰라요. 우리나라 최고의 클래식 공연

내 교회에서 지휘자겸 오르가니스트

장임에도 파이프오르간이 없거든요.

인문학의 위기라지만 한주연(사학 12학번) 학생은 2년 전 이경원 교수의 ‘근대성

로 일하며 유럽에서 활발한 연주활동

오르간은 울림이 많기 때문에 좋은 소

과 오리엔탈리즘’을 수강하고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됐다. 매주 1편의 소설을 읽고

을 이어가고 있다.

리를 내기 위해서는 공간도 중요한데

토론하는 수업을 통해 다양하게 사유하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

지난 4월 15일 <연세소식>과의 인터뷰

제대로 된 공간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

는 법을 배웠다는 것. 영어영문학과 학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주연 학생은 이

를 위해 학교를 방문한 송 동문은 “아

이에요.”

번 학기에도 이 교수의 수업을 수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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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PEOPLE 연세 명강의

수평적 위치에서 학생들과 소통

연세 PEOPLE 연세사랑

판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졸업 후에도 어떤 분야에 있든 우리 사회 전반에 편재하는

수업에서는 절대 정장 차림을 하지 않는다는 이 교수는 학

서구 문화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

생들 사이에서 “권위적이지 않은 교수”로 잘 알려져 있다.

다는 것이다.

수업에 들어가서도 첫 시간부터 학생들에게 자신을 ‘교수’
가 아닌 ‘선생’이라 불러달라 요청한다.

연세 PEOPLE

연세사랑

이 교수는 “주인의식이야말로 지금 우리 학생들이 회복해
야 할 가치”라며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주인의

“나이가 들수록 권위의식이나 매너리즘이 생길 수 있는데

식을 실천해야 졸업 후에도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

스스로 그걸 경계하려고 노력합니다. 선생은 문자 그대로

다.”고 당부했다.

이태규 교수,
교내 안전 위해

먼저 태어나서 인생을 먼저 살았던 사람입니다. 학생들이
저를 인생 선배, 학문 선배로 생각하고 대해줬으면 해요. 교
수는 권위가 포함된 단어지요.”

학생들에게 받는 것 더 많아

수은응급처리키트

면담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늘 열려 있다는 이 교수

이 교수는 “학생들에게 주는 것보다 받는 게 오히려 많다.”

의 연구실에는 꼭 수업에 대한 것들이 아니더라도 연애나

며 “연세대학교라는 좋은 대학의 학생들 가르치고 만날 수

기증

결혼 상담을 비롯해 일상적 고민을 나누려는 학생들의 방

있는 건 행운이고 축복”이라고 술회했다.

문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다.

문학은 해석 … 다르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표현하길

“특히 대학원보다 학부 강의가 더 재미있어요. 학생들의 반

이태규 교수(화공생명공학과)가 직접 개발한 수은응급처리키트 350세트를 기증

짝반짝한 아이디어가 정말 중요한 리소스가 되죠. 늘 강의

했다. 이 교수가 기증한 키트가 교내 모든 안전보호구함에 비치되면서 우리 대

자료를 메모하는데 제가 읽고 생각한 것보다 학생들의 반
응에서 더 많은 걸 얻어요. 그게 제일 소중한 재산이고 항상

1997년 전임교수로 임명된 이래 그는 20년 가까이 ‘셰익스

학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수업에 들어갑니다.”

피어’, ‘근대성과 오리엔탈리즘’, ‘세계 희곡과 인간의 계보
학’ 등의 수업을 통해 영문학을 강의해왔다. 문학을 가르치

생각의 힘을 빚는 이경원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 갈

면서 그는 학생들에게 늘 “문학은 해석이고 해석은 상대적

영문학 강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이다.

수은누출 사고 예방하고
안전한 학업 활동
이어가길 바라

학교는 수은누출의 위험에서 한층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적 수은전문가로 꼽히는 이 교수는 수입완제품에만 의존하던 응급처리키
트를 국내 최초로 흡착제, 활성액, 지시약, 보안경 등이 포함된 완전한 구성으로
개발했다. 나아가 수은 혹은 수은이 포함된 기구를 다루는 연구소, 병원, 학교
등에서 누출사고 시 빠르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고 주관적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보통
토론으로 진행되는 수업에서도 그는 “자신이 이야기하는

이 교수는 “학내 수은누출 사고의 예방과 수은안전 인식변화를 위한 바람으로

것과 반대 의견을 말할 때 가장 반갑다.”고 했다.

응급처리키트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학생들이 수
은의 위험에 대해 인식하고 보다 안전한 학업 및 연구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란

“요즘 학생들은 도발적인 주장을 제기하는 경우가 드문 것

다.”고 당부했다.

같아요. 사회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내가 펼치는 이 주
장이 평가자의 시선과 다르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

한편, 이 교수는 2008년 국내 유일의 수은안전 홍보사이트 ‘수은세상(www.mer-

는 두려움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cury.or.kr)’을 개설해 수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한 바 있다. 이밖
에도 수은 안전에 대한 다방면의 카운셀링을 진행하면서 수은이 누출된 현장에

억압과 통제가 우리의 일상 속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재

직접 방문해 실내공기 중 수은농도를 측정하고 수은을 회수하는 서비스를 론칭

된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는 이 교수는 “가치의 상대성

하는 등 수은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라는 철학을 학생들이 대학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
록 유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글로벌 자본주의 시
대, 인문학의 위기 속에서 되레 서구 문화의 아이콘인 셰익
스피어를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억압적 이데올로기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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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 학생 80명과 서대문구 지

이어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우리 대

역 내 중·고등학생 80명이 지난 4월 1일

학교에 다녔을 당시 이야기를 전하며

멘토-멘티의 연을 맺었다.

“연세대학교에서 만난 좋은 인연들 덕
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 여러분도 만난

드림스타트(Dream-Start)는 우리 대

인연을 귀하게 생각하고 지속해 나가

학 재학생들이 서대문구 내 중·고교생

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월호 참사 2주기,
희생자 기억하는
애플리케이션 출시

멘티들에게 학습·문화·인성 멘토링을

서대문구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009년 이래

발대식이 진행되는 내내 멘토와 멘티

우리 대학교와 서대문구청이 공동으

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청소년들과

로 주관하고 있다.

배한영 학생(인창고등학교)은 “이번

멘토링 인연 맺다

이날 발대식에서 김용학 총장은 “드림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비쳤다. 이

스타트에 참가하는 모든 학생들이 베

에 멘토로 활동하게 될 오현우 학생은

푸는 경험을 통해 주는 것이 얼마나 행

“총장님 말씀에 따라 멘티를 남이라고

복한 것인가를 느끼고, 낯선 멘토 혹은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가르쳐 멘티의

멘티를 만나면서 자기 삶의 의미가 무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제8기 드림스타트
발대식 개최

프로그램이 조화롭고 원활하게 진행

긴 호흡 통해 힐링
네트워크 만들어가길

세월호 2주기를 맞아 연합신학대학원 상담·코칭지원센터(센터소장 권수영)가 세
월호 희생자를 기억하는 애플리케이션 ‘리멤버 0416-노랑나비(이하 노랑나비)’를
개발·출시했다.
‘노랑나비’ 애플리케이션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

엇인가를 고민하며 이 관계를 평생 가

과 교사들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기획된 비영리·공익 프로젝트로

져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 상담코칭지원센터의 천사기금을 재원으로 개발됐다.
이 앱은 사용자에게 희생자의 생일을 알려줄 뿐 아니라 휴대폰 마이크에 대고 긴
호흡을 불어 넣어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생일 축하 및 추모의 글을 남길 수 있다. 호
흡할 때마다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상징인 노랑나비가 날아서 별이 된 아이들의

학부대학,

학부대학(전혜영 학장)이 인천시청자

진행해왔다. 예컨대, 우리 대학 학생들

미디어센터와 함께 교육봉사를 통해

은 HE1 과목 중 하나인 “미디어센터연

인천시청자미디어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할 예정이다.

계봉사(담당교수 손은경)”를 신청하

특별히 이 앱은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의 부모와 가족들의 편지를 담고 있

고 센터의 미디어교육 및 체험프로그

다. 편지는 책 『잊지 않겠습니다』(한겨레출판, 2015)에서 인용했으며 최강현 작가

센터와 교육봉사

학부대학은 지난 3월 14일 방송통신위

램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학생들과 소

가 희생자 한명 한명의 얼굴을 그렸다. 앱 개발과 출시의 배경에는 (사)416가족협

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산하 인천시

외계층에게 멘토링 및 다양한 체험학

의회와 ‘힐링센터 0416 쉼과힘’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다.

MOU 체결

청자미디어센터(이충환 센터장)와 지

습을 제공함으로써 미디어를 통한 나

역사회 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봉

눔과 배려를 실천한다.

해소에 기여

권수영 상담·코칭지원센터 소장은 “긴 호흡은 정서적인 안정감은 물론 미주신경
계를 활성화하여 연민과 사랑의 마음을 일으킨다. 우리의 숨이 모아지면 서로 상

사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

지역사회의 교육격차

영혼을 밝혀주는 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

해 두 기관은 자원봉사 활동의 공동협

전혜영 학부대학장은 “이번 협약을 계

한 마음과 상처까지도 회복시키고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힐링 네트워크가 만들어

력 체계를 구축하고 미디어를 통한 교

기로 연세대학교의 인적 자원과 인천

질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본 앱은 권 교수의 특허기술 ‘심리안정을 유도하는 표

육 활성화로 지역사회의 교육격차 해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교육 인프라가

시장치(등록번호: 10-1499858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를 사용했다.

소 및 상생·균형 발전에 보다 기여할

연계되어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지역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사회 봉사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노랑나비’ 앱은 안드로이드 및 iOS 모바일 기기 사용자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

기대하며, 특히 미디어 전공 관련 학

토어에서 ‘노랑나비’ 또는 ‘리멤버 0416’으로 검색하면 다운로드 및 설치가 가능

MOU 체결에 앞서 양 기관은 지난 1학

생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길

하다.

기부터 RC교육의 ‘HE1: 사회기여 교

바란다.”고 밝혔다.

과’를 비롯해 적극적으로 교육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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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이웃의 어려움을 먼저 돌보아주길”
유승흠 한국의료지원재단 이사장
(의과대학 70년 졸)

연세 PEOPLE

올해는 제중원 개원 131주년을 맞는 해

받고 귀국해 재활협회를 만드는 데 이

각에 제안을 수락하고 재단 설립을 주

다. 그동안 연세인은 창립 정신에 따

어 1989년 개인 재산을 출연해 한국재

도했다.

라 여러 영역에서 사회 공헌을 하는

활재단을 설립했다. 주정빈(의대 44년

데 크게 이바지했다. 초창기에는 항일

졸), 고극훈(의대 50년 졸) 동문이 창립

그리하여 2011년 4월 출범한 한국의료

독립운동에 앞장섰으며 헐벗고 굶주

이사로 참여했으며, 당시 필자가 상임

지원재단이 5주년을 맞게 됐다. 한국의

렸던 시대에는 전국에 퍼져 아픈 이웃

이사, 문석진(경영 74학번, 현 서대문

료지원재단은 중증질환, 사고 등으로

을 도왔다. 무의촌 진료에도 적극적이

구청장) 동문이 감사로 활동했다.

일을 못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

었다.

을 겪는 차상위계층의 본인 부담 의료
2005년 푸르메재단을 설립해 상임이

비를 지원해 주는 의료전문 모금 및 지

경제사회 발전으로 1인당 소득이 2만

사로 활동하고 있는 백경학(사학 83학

원 공익재단이다. 경영학과의 신문영

7천 달러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 우

번) 동문 역시 장애인을 위한 재단 활

(67학번), 안종원(67학번), 김영수(70학

리 주변 환경은 어떠한가? 자살률이

동에 힘쓰고 있다. 그는 동아일보 독일

번) 동문이 이사로, 법무법인 민 대표

OECD 국가 중 제일 높다. 평균수명과

특파원으로 일하다 귀국 무렵 교통사

민유태(행정학 74학번) 동문이 감사로

영아사망률은 상위권인데 건강수명

고로 가족이 장애인이 되면서 재단활

활동하고 있다. 이밖에도 여러 동문들

은 하위권이다. 빈곤과 기근의 시대에

동에 전념하게 됐다. 넥슨 등의 후원금

이 의료비 지원 심사 등 자원봉사를 하

서 너무 갑자기 부유해진 탓일까? 특

으로 최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넥슨

고 있다.

히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

어린이재활병원(초대원장 이일영 동

과 장애인은 도움이 절실한 실정이다.

문, 69년 졸)을 개원하기도 했다. 이밖

예나 지금이나 모교 의료원에서 직접

에도 연세동문들이 운영하는 옥토버

국내 및 해외 의료지원을 두루 하고 있

예전에는 선천성 장애인이 많았다. 그

훼스트(대표 이원식, 경영학 85학번)에

다. 하지만 모교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러나 건강보험 실시 이후 선천성 장애

서는 매출의 일정 부분을 푸르메재단

연세인으로서 공익사업을 통해 연세

인은 감소 추세인 반면 교통사고 등으

에 기부하고 있다.

정신을 펼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로 후천성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

해외 의료지원도 필요하지만 바로 우

역사 속 연세

5월, 다시 읽는
신록예찬

1936년 숲으로 우거진 우리 대학의 모습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고 먼 산을 바라보라. 어린애의 웃음같이
깨끗하고 명랑한 오월의 하늘, 나날이 푸르러 가는 이 산 저 산, 나
날이 새로운 경이를 가져오는 이 언덕 저 언덕, 그리고 하늘을 달리
고 녹음을 스쳐 오는 맑고 향기로운 바람─ 우리가 비록 빈한하여 가
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때 모든 것을 가진 듯하고, 우
리의 마음이 비록 가난하여 바라는 바 기대하는 바가 없다 할지라도
하늘을 달리고 녹음을 스쳐오는 바람은 다음 순간에라도 곧 모든 것
을 가져올 듯하지 아니한가.
오늘도 하늘은 더할 나위 없이 맑고, 우리 연전(延專) 일대를 덮은
신록은 어제보다도 한층 더 깨끗하고 신선하고 생기 있는 듯하다.
나는 오늘도 나의 문법(文法)이 끝나자 큰 무거운 짐이나 벗어 놓듯
이 옷을 훨훨 털며 본관 서쪽 숲 사이에 있는 나의 자리를 찾아 올
라간다. 나의 자리래야 솔밭 사이에 있는 겨우 걸터앉을 만한 조그
마한 소나무 그루터기에 지나지 못하지마는 오고 가는 여러 동료가
나의 자리라고 명명하여 주고, 또 나 자신이 소나무 그루터기에 앉
아 솔잎 사이로 흐느끼는 하늘을 우러러볼 때 하루 동안에도 가장
기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므로 시간의 여유 있는 때마다 나는 한 큰
특권이나 차지하는 듯이 이 자리를 찾아 올라와 하염없이 앉아 있기
를 좋아한다.

들 중 상당수는 재활과 자립을 위한 사

필자는 2010년 8월 의과대학에서 정년

리 이웃의 어려움을 먼저 챙겨 돌보아

회적 도움이 필요하다.

퇴임하게 되면서 퇴임 후 미국에서 밀

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10

린 공부도 하고 글도 쓸 계획이었다.

만 연세인이 십시일반으로 1~2만 원을

이와 같은 필요성을 인지해 국내 최

그런데 퇴임 3개월 전 즈음 의료사각

매월 자동이체해 우리 재단을 후원한

초로 재활 공익재단을 만든 연세인

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다면 매년 200~300억 원으로 의료사

한 차례 꽃몸살을 앓던 캠퍼스는 5월이면 푸르름으로 가득하다. 꽃이 진 자리에

이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초대 부총장

권유받게 됐다. 사실 많은 고민이 됐지

각지대 이웃을 도울 수 있을 테다. 많

는 어느덧 짙푸른 잎사귀들이 자라나 녹음을 더하고 담쟁이덩굴이 핀 언더우드

을 역임한 문병기(의대 42년 졸) 동문

만 이 일이 하나님께서 연세인 유승흠

은 연세인들의 배려와 섬김의 리더십

관은 초록옷으로 단장을 마쳤다. 그 중에서도 온통 신록으로 빛나는 청송대를

이다. 그는 미국에서 정형외과를 수련

에게 맡겨주시는 마지막 일이라는 생

이 발휘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바라보고 있노라면 답답했던 가슴마저 상쾌해지는 것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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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록예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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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영문학자이자 수필가인 이양하(李敭河, 1904~
1963) 교수 역시 수필 ‘신록예찬’을 통해 5월의 연세대학교
를 노래한 바 있다. 신록의 아름다움과 삶의 의미를 성찰한
‘신록예찬’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여러 번 수록될 정도
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품으로, 이 교수가 찬미하는 그 신
록의 풍경은 바로 청송대를 비롯한 우리 대학교를 배경으
로 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일제강점기인 1934년부터 1941년까지 연희전문
학교 문과교수로 재직했는데 “오늘도 하늘은 더할 나위 없
이 맑고, 우리 연전(延專) 일대를 덮은 신록은 어제보다도
한층 더 깨끗하고 신선하고 생기 있는 듯하다.”는 문구에서
도 가늠할 수 있듯 당시 우리 대학의 모습을 바라보며 ‘신록
예찬’을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록예찬’은 1935년 9

다시 5월, 청송대의 풍경은 1935년의 그것과는 제법 다른 모

월 1일 연희전문학교의 학생신문인 『연전타임즈』의 창간호

습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어김없이 찾아온 5월의 신록은 시

에 처음 실렸다가, 1947년 출간된 『이양하 수필집』에 다시

대를 거슬러 오늘날에도 우리 마음에 참다운 기쁨과 위안

수록됐다.

을 안겨주리라.

‘신록예찬’에서 언급된 대로 솔숲이 우거졌던 연희전문의

이양하 교수는 ‘신록예찬’에서 “이 시대는 신록에 있어서 불

모습은 몇 장의 사진들 속에서도 확연히 드러나는데, 비단

행히 짧다. 어떤 나무에 있어서는 혹 2, 3주일을 셀 수 있으

이양하 교수가 적은 본관 서쪽의 솔숲만은 아니었다. 일제

나 어떤 나무에 있어서는 불과 3, 4일이 되지 못하여 그의

의 식민교육, 전시교육이 확대되고 강화되는 가운데, 이 교

가장 아름다운 시절은 지나가 버린다.”며 찰나의 아름다움

수는 연희의 솔숲에서 학생들과 함께 문학과 민족에 대한

을 아쉬워하기도 했다. 5월이 가기 전, 푸르름으로 가득한

이야기꽃을 피웠다. 1938년에 입학한 윤동주 역시 이양하

청송대에서 “옷을 훨훨 털며” 소나무 우거진 “나의 자리”에

교수로부터 영문학을 배웠고, 졸업 직전인 1941년 육필시집

서 신록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출판을 맨 먼저 상의한 이 역시
이 교수였다.

BI network
analysis

Tumor
tissues by
histology

이즈음의 신록에는 우리 사람의 마음에 참다운
기쁨과 위안을 주는 이상한 힘이 있는 듯하다.
신록을 대하고 있으면, 신록은 먼저 나의 눈을
씻고, 나의 머리를 씻고, 나의 가슴을 씻고, 다
음에 나의 마음의 모든 구석구석을 하나하나 씻
어 낸다. 그리고 나의 마음의 모든 티끌─ 나의
모든 욕망과 굴욕과 고통과 곤란 ─ 이 하나하나
사라지는 다음 순간 볕과 바람과 하늘과 풀이 그
의 기쁨과 노래를 가지고 나의 빈 머리에, 가슴
에, 마음에 고이고이 들어앉는다. 말하자면, 나
는 흉중(胸中)에도 신록이요, 나의 안전(眼前)에
도 신록이다.

NGS
+ GEP/omics

Patient derived
Xenopatient

연세 RESEARCH

연구 프론티어

Clinical
translational
platform for
precision oncology

[그림 1] 위암에서 ‘아바타 쥐’를 이용한 맞춤형 정밀 항암치료 모식도

위암 환자,

의과대학 정재호 교수(외과학) 연구팀이 위암환자의 종양을 그대로 쥐의 피부 아

‘아바타 쥐’로 정밀

로 복제함으로써 해당 환자의 ‘아바타’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바타 쥐’로도 불린다.

의료 가능해진다

아바타 쥐는 환자의 종양을 별도의 처치 없이 면역을 억제한 쥐에 이식해서 만

래에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이 쥐는 개별 환자의 암 세포와 주변 환경까지 그대

든다. ‘환자에서 유래된 종양모델(patient-derived tumor xenografts, 이하 PDX모
델)’로 개별 환자의 종양환경을 그대로 간직한다. 따라서 다양한 항암제를 미리

(사진 및 자료 제공: 박물관)

적용시켜보고 개인의 질병에 가장 잘 듣는 약을 확인할 수 있다. 환자별로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찾는 맞춤형 정밀 항암치료가 가능해진다.

정재호 교수팀, 맞춤형
항암치료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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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졸업앨범에 수록된 사진 중 하나. 솔숲에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윤동주(오른쪽에서 두 번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윤동주 재학시절 문과과장을 역임한 이양하 교수
(1940년)

련 연구는 드물었다. 이번 연구가 국내에서 위암 아바타 쥐를 만들어 보고한 첫
사례다.

위암 모델 성공한 국내 첫

정 교수는 “앞으로 위암 환자에게도 아바타 쥐를 활용하면 암 유전자 변이에 따

논문 ‘사이언티픽 리포트’

말했다.

게재
1937년대의 전경

뇌종양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실제 환자 진료에 활용한 사례도 있었지만 위암 관

른 맞춤형 항암제 선택과 효과를 미리 검사해 볼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편, 연구 성과는 지난 3월 1일 네이처지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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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일 교수팀,

물리학과 임성일 교수 연구진이 나노반도체 조각을 유리기판 위에 적층해 기

(그림 1) 또한 두 이차원 반도체 물질의 접합 시에 반데르발스 힘을 적용하여 얻

존 반도체 공정에서 적용하는 노광 공정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트랜지스터와 다

반데르발스

어진 MoTe2/MoS2 P-N 접합다이오드는 무려 1kHz 속도의 동적 정류 주파수를 보

이오드 소자를 제작하는 것에 성공했다. 연구에 사용된 모든 반도체, 전도체, 절

였고 외부에서 전압을 인가하지 않고도 적외선과 가시광선을 빠르게 감지했다.

연체는 이차원 극박막 나노조각이며, 연구진은 기계적 박리법과 반데르발스 힘

특히 청색 및 자외선과 같은 높은 고에너지의 빛은 기존의 실리콘 P-N 다이오드

힘만으로 이차원

(van der Waals force)만으로 나노조각들이 접합되면 전기 및 광소자를 형성할

보다 더 높은 효율로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나노소자 구현

기존 공정 한계점
완화해 다이오드 소자의
성능 향상 가능성 높여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트랜지스터와 P-N 접합 다이오드 소자는 전자회로의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반데르발스 힘이란 정전기적 상호작용에서 오는 작은 결합력을 뜻한다. 몇 개의

능동 소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새로운 연구결과는 이차원 물질과 그들의 반데

원자층 두께를 가진 MoS2(이황화 몰리브덴)과 MoTe2(몰리브덴 텔루르화물)은

르발스 접합이 실제 소자응용 가능성 및 성능 향상에 있어서 매우 큰 잠재력이

그래핀과 같이 이차원 나노박막 반도체로 알려져 있으며 원자층 사이의 결합은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연구진이 만든 이차원 트랜지스터는 이차원 반데르발스

반데르발스 힘, 즉 작은 정전기적 상호결합력으로 되어있다. 이들 몰리브덴 화합

접합 P-N 다이오드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선도적 연구 성과라 할 수

물은 전하의 흐름이 제어되지 않는 그래핀과는 달리 실리콘과 같은 분명한 반도

있다.

체 특성을 보이고 있어 실리콘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로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자
들의 관심을 집중시켜왔다. 그러나 이들 나노막 화합물들은 금속전극 사용 시의

미래부 기초연구 중견(도약)과제로 추진된 이번 연구에서는 트랜지스터 소자 제

접촉저항과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기존 게이트 절연막과의 계면불안정 문

작 및 성능측정을 위하여 임성일 교수 연구진의 최경희 박사가, P-N 다이오드 소

제가 있다.

자제작과 전기/광전 성능측정을 위해서는 같은 연구진의 아티에(Atiye Pezeshki)
연구원이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진은 기존 반도체 노광 공정과 절연막 공정을 지양하고 전도막, 절연막, 반
도체 채널막을 그래핀, h-BN(고결정성 질환붕소), MoTe2의 이차원 나노조각으

본 연구진의 P-N 접합 다이오드 특성 연구결과는 재료과학 분야의 세계적인 학

로 해 순수하게 반데르발스 힘으로만 트랜지스터 소자를 제작하는 것에 성공했

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Advanced Materials)’ 2월 29일자 온라인판에, 트랜

다. 이와 같은 트랜지스터 소자는 접촉저항과 계면불안정 문제를 물리학적으로

지스터 제작 연구결과는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티리얼스(Advanced Functional

완화시켜 청색 유기발광 픽셀을 점멸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전류를 공급했다.

Materials)’ 3월 16일자에 잇달아 게재됐다.

연구진이 만든 이차원
트랜지스터는 이차원
반데르발스 접합 P-N
다이오드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선도적 연구 성과라
할 수 있다.

(좌) 최경희 박사, (우) 임성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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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oTe2 이차원 나노박막 이중 게이트 트랜

[그림 2] MoTe2/MoS2 이차원 P-N 접합 다이오드

지스터(상부)와 청색 유기발광 픽셀(하부)

의 모식도와 소자의 동적 거동

Vol.597

29

연세 RESEARCH 아카데미아

에 온 직후부터 몇몇의 학동에게 영어를 가르치던 언더우드는 이듬해 1886년에
알렌, 헤론과 더불어 고아학교를 설립했다. “부모 없고 집 없는 아이들”을 먹이고
가르치는 ‘학교’였다.
제중원의 의료·교육 사업은 모두 선교회의 관할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의료선교
사 외에 복음선교사도 ‘교사’로 근무했다. 제중원은 신앙공동체였고 여기에서 이
루어진 모든 사업은 줄곧 기독교 교파를 초월한 연합(Union) 정신 아래 이루어졌
다. 따라서 제중원에서 비롯된 연희와 세브란스는 당연하게 합쳐질 수밖에 없었

연세 RESEARCH

다. 일제 강점 시기부터 두 학교를 통합하려던 노력은 기독교 이념의 실현 차원
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아카데미아

교훈과 교육: 진리와 자유, 인격 도야, 통재 교육

연세대학교 현판식(1957)

연세의 건학정신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
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1-32)는 말씀에 따라 ‘진리와 자유의 정신을 체

창립기념일

5월 연세 동산에는 산수유, 목련, 벚꽃에서 시작된 봄의 향연이 진달래, 철쭉을 거

득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진리와 자유”는 기독교 정신을 일반 고등 교육

쳐 청송대의 신록으로 그 절정을 이루었다. 연전 교수 이양하가 소나무 사이로

에 적용한 것이었다.

단상(斷想):

보는 “어린애의 웃음같이 깨끗하고 명랑한 5월의 하늘”과 “신선하고 생기 있는

제중원에서 비롯된 ‘기독교 정신’을 ‘진리와 자유’로 정립한 때는 1957년 즈음이

신록(新綠)”을 예찬(禮讚)했던 시절이다.

었다. 연세 합동 이후에 “본 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기하여 ‘진리와 자유’의 교훈

‘1957년 연세’를

이 맘 때에 창립기념식을 하게 된 것은 1957년이었다. 연희와 세브란스가 합쳐 연

밑에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광범 정치한 응용 방법을 교수 연구한다”는 교육 방

세로 새롭게 출범했으므로, 이를 기념한 ‘창립식’과 백낙준 초대 총장의 취임식이

침을 정했다. 기독교 핵심 원리를 대학 생활과 학생들의 인생에 적용했던 것이다.

다시 생각함

그날 열렸다. ‘연세’의 새로운 출범과 그 이전에 쌓았던 선배 선교사, 교수, 선배들

곧 “진리는 자유의 본질”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요 14:6)고 했듯

의 노력과 수고를 다시 이어가겠다는 다짐의 자리였다. 같은 모태에서 시작된 두

이 그 진리는 예수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하고, “연대 학생들은 갈망하는 마

학교가 합쳐지면서 기독교 정신을 대학 교육에 맞게 “진리와 자유”로 정립하고,

음으로 ‘진리’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학문을 닦은 후에 ‘자유’의 날개가 돋치어”

사회와 국가, 세계를 위한 학문을 지향했다.

사회로 나가자는 것이었다. (『연세대학교 요람』, 1961년)
이에 따라 연세의 인재 교육도 정립되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한국 사회에 필
요한 인재상을 고민했다. 6.25 전쟁 후에는 ‘재건과 민주국가의 건설’이라는 사회

김도형 교수

교파를 넘은 연합 정신

(문과대학 사학과)

1880년대 조선 정부는 기독교 전교(傳敎)는 허용하지 않았지만 ‘의료와 교육’은

난 극복의 신념과 부흥 정신을 진작”(1954)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했다. 그 후에는

인정했다. 따라서 선교사들은 ‘의사’와 ‘교사’의 신분으로 한국에 왔다. 이들의 활

진리와 자유로 정립된 기독교적 인격도야, 즉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할 지도적

동 근거지는 1885년에 만들어진 제중원이었다. 연세의 교육과 의료사업은 여기

인격 도야”를 천명했다(1961).

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목표에 따라 백낙준 총장은 ‘통재(通才) 교육’을 제창했다. ‘통재’는 ‘천지인’

제중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었다. 서양 의술의 우수성이 널리 퍼져

삼재(三才)를 두루 통하자는 것이었다. 즉 삼재는 “세 가지 재주가 아니라 세 가

찾아오는 환자가 넘쳤다. 제중원에 근무하던 선교 의사들(알렌, 헤론, 에비슨 등)

지 근본”으로, 천도(天道)는 형이상학, 철학, 종교 등 모든 이론적인 학문, 지도(地

은 신분의 귀천을 돌아보지 않고 환자를 치료했으며, 제중원과 세브란스 의학교

道)는 자연과학, 인도(人道)는 인류의 역사와 사회적, 문화적 활동을 나타내며, 따

를 통해 한국인 의사를 양성했다. 천대받던 백정 출신도 학생으로 받아들였고, 민

라서 통재 교육은 ‘천지인’에 해당되는 학문들을 서로 ‘융합’하자는 것이었다. 이

족과 민중을 위한 의사를 배출했다.

를 위한 과목으로 인간과 사상, 인간과 사회, 인간과 우주 등을 개설했으며, 백 총

제중원은 또한 선교와 교육의 기지이기도 했다. 제중원 개원 직전에 한국에 온

장은 이 교육이 학교의 전통이면서 유업(遺業)이라고 했다.(『백낙준전집』 3, 「연

언더우드는 물론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제중원을 거쳐 전국으로 흩어졌다. 한국

세의 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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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과제에 따라 “민주 사회 발전에 봉사할 수 있는 지도적 인격”(1952), 혹은 “대
학의 권위를 높이고 대학의 사회에 있어서의 지도적 지위를 구가하기 위하여 국

백낙준 총장 취임식(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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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INSIDE 캠퍼스 소식

이와 더불어 기초와 전공의 균형 교육도 지향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인격
도야는 다양한 교양 과목을 통한 넓은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그 위에 전공을 쌓
아 올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전공에도 다양한 영역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타 학과

신촌캠퍼스 소식

Ma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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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공과목 두 과목을 전공으로 인정했다. 대학과 학과의 장벽을 없애려는 노력
으로 지금 생각해도 매우 선진적인 제도였다.

‘화충’ 학풍의 재정립: 온고지신, 실사구시, 과학 정신
일제 하 연희전문은 ‘민족주의자의 소굴’이었다. 민족문화와 조선어를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이를 학교의 학문 연구와 교육 방침으로 정했다. “본교는 기독교주의

연전 시절부터 추구했던
‘화충’의 학풍이 다시 정립되
면서 지금 연세 학풍의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하에 동서 고근(古近) 사상의 화충(和衷)으로 문학, 신학, 상업학, 수학, 물리학 및
화학에 관한 전문교육을 시(施)하야 종교적 정신의 발양으로써 인격의 도야를 기
(期)하며 인격의 도야로부터 독실(篤實)한 학구적 성취를 도(圖)하되 학문의 정
통(精通)에 반(伴)하야 실용의 능력을 병비(幷備)한 인재의 배출로써 교육 방침
을 삼음”이라고 천명했다(『延禧專門學校狀況報告書』, 1932).
해방을 거쳐 연세 합동 후에 화충의 학풍도 재조정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교양
과 전공”의 균형 교육을 포함해 학풍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이 가운데 인문, 사
회, 자연 등의 학문 연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논어』의 온고지신(溫故知新)의 학문 태도를 통해 민족문화 연구를 강조했
다. 일제하 연전 시절부터 민족문화를 연구하면서 ‘국학’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던
이념적 근거였다. 둘째, 모든 학문의 연구와 진리의 탐구에는 과학적 정신을 강조
했다. “피상적, 형식적, 명리적(名利的) 태도를 배제하고 치밀, 정확, 창의적 연구
태도를 치중”하자는 것이었다. 셋째,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입장을 통해 주체적

박물관, 중국옥기실 개관

이고 실용적인 학문 연구를 천명했다. “참되고 실제적인 일을 위하여 진리를 찾

지난 4월 29일 노재황 강원대 명예교수가 기

해 왔으며, 이를 우리 대학 박물관에 기증해

증한 중국옥기 372개가 대중 앞에 모습을 드

‘성당省堂 노찰용 기념실’에 전시하게 됐다.

으라 함”으로, 학문이 현실에서 필요한 실제적 응용 학문, 그리고 선진국만을 모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다양한

러냈다. 옥규, 옥벽, 다양한 모양에 각종 문양

노 교수는 “평소 ‘군자의 마음을 닮기 위한

방하는 학문이 아니라 주체적인 우리의 학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연전 시

옥기 선보여

이 새겨진 옥 술잔, 항아리, 노리개와 목걸이

삶’을 자식들에게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뜻을

절부터 추구했던 ‘화충’의 학풍이 다시 정립되면서 지금 연세 학풍의 기반이 되었

까지 오색 빛깔의 은은하고도 화려한 옥의 향

기리고자 아버지의 호를 따서 전시실을 명명

던 것이다.

연이 펼쳐졌다.

하게 됐다.”며 “아들(노성진, 정외 90학번)과

노 교수는 미국 유학시절부터 옥기에 담긴 중

손녀(노희주, 국문 15학번)의 모교인 연세대

교내의 구석구석에 연세의 정신과 흔적이 남아 있다. 역사를 담고 있는 오래된

국 문화의 고고한 아름다움에 심취해 선사시

학교에 기증해 많은 이들과 중국의 옥기문화

석조 건물, 우리 민족의 상징인 ‘태극’ 문양, 연세 뜰에 만발했던 무궁화 꽃 등이

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옥기를 수집

를 나누고 싶었다.”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그러하다. 연세 통합 후에는 통재교육의 상징인 ‘천지인’ 문양을 대강당 정면에
높이 걸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역사의 흔적을 후배인 우리가 잘 가꾸지 못한
다는 것이다. 오직 편리성과 실용성을 내세우며 이를 자꾸 훼손하고 있는 것이

천지인을 의미하는 대강당 건물 정면의 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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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근에는 ‘천지인’과 ‘연세’를 상징한 한글탑이 공사 과정 중에 기단부(‘地’)가

2016학년도 1학기 대학원 동창회

대학원 동창회가 지난 4월 6일 오후 6시 30분

학생에게 1,0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하고

없어졌다. 통재교육에서 ‘지’는 자연과학을 상징하는데, 그것이 없어진 채 이공계

장학금 수여식

스팀슨관 대학원장실에서 2016학년도 1학기

있다. 이번 학기에는 신수정 학생(노어노문학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과 석사과정 4학기), 박수인 학생(간호학과 박

대학원 동창회는 동문들이 출연한 기금을 바탕

사과정 1학기)이 각각 500만 원의 장학금을 받

으로 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학기 2명의

았다.

건물들 사이에 서 있는 것이 참 부끄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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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문제연구원 리더십센터

이일하 굿네이버스 회장이 동서문제연구원 리

교학을 공부한 권승 원장은 2004년부터 동의

이융조 용재학술상 수상자

제22회 용재학술상을 수상한 이융조 한국선사

을 맺어 공동 학술 연구와 국제회의를 개최하

강연 개최

더십센터가 주최하는 강연에 초청돼 지난 3월

대학교 법정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부임해

기념 강연 열려

문화연구원 이사장(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 명

고 있는 제3기(2005.04~현재)로 구분해 설명

31일 오후 1시 백양관 강당에서 “시민사회의 힘,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 산

예교수)이 지난 31일 백주념기념관 시청각실

하며 재치 있는 입담으로 참석자들의 집중과

굿네이버스 이일하 회장

그리고 지도자”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원장으로 임명

박물관에서 구석기와 함께한 50년

에서 수상 기념 강연을 가졌다.

호응을 이끌어 냈다.

권승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원장

우리 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한 이일하 회장은

돼 청소년 상담·복지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 개

돌아보다

‘박물관에서 구석기와 함께한 나의 50년’이

그중 단연 돋보이고 보람 있는 연구 성과는 ‘단

1996년 NGO 단체인 굿네이버스를 설립해 국

발·보급, 위기 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운

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강연에는 학부생과

양 수양개 유적’이라고 했다. 유물의 종류와 제

내 NGO단체들과 함께 사회구호 활동의 홍보

영·지원,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자립 및 복지

대학원생들을 비롯해 도현철 국학연구원장,

작수법 및 유물 수에서 국내 최대일 뿐만 아니

및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사업 등 국가차원의 청소년 정책 업무를 총괄

김진우 일리노이대학교 명예교수 등 학술계

라 세계적인 구석기 유적지라는 점에서 우리

이 회장은 이날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며 겪었던

하고 있다.

각 분야 인사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여

나라 선사문화의 교육장으로 활용가치가 있다

일화를 생생하게 묘사하며 시민운동의 시작점

‘공공기관의 실제와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강

줬다.

는 것. 수양개 유적에서 출토된 주먹도끼는 한

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굿네이버스를 설립

연을 진행한 권 원장은 “리더는 무엇인가”에 대

이융조 이사장은 자신의 학문 연구사를 크게

국을 대표하는 구석기 유물로 현재 대영박물관

하며 지켜온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가능하면

한 질문에 빌 게이츠, 마하트마 간디의 예를 들

3가지, 즉 故 손보기 교수의 공주 석장리 유

한국실에 전시되어 있다.

받지 말자”는 원칙을 소개하기도 했다. 조금이

며 “선한 목표를 가지고 구성원에 긍정적인 영

적 발굴에 참여한 제1기(1964.11~1976.10), 충

이 이사장은 청주 두루봉 동굴과 청원 소로리

라도 자유롭게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에 집중

향을 주고 규합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그

북대학교 역사교육과와 고고미술사학과 교

유적, 단양 수양개 유적과 구낭굴 유적 등 새로

하자는 이 회장의 철학이 담긴 결정이었다.

는 타인의 칭찬을 통해 더 좋은 능력을 이끌어

수로 재직하며 청주 두루봉·소로리, 단양 수

운 구석기 유적을 찾아 국내외 학계에 소개하

나아가 그는 “돈과 권력보다는 ‘소셜 라이프

낼 수 있다는 로젠탈 효과를 언급하며, “리더는

양개(사적 제398호)·구낭굴(충북기념물 103

고 한국 구석기 연구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

(social life)’를 제대로 이루는 것이 성공”이며,

결과들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과정을 칭찬하고

호) 등 유적을 발굴해 연구·보고한 제2기

어 그 학문적 업적과 사회적 공헌을 인정받아

“소셜 라이프란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친구, 연

인정함으로써 구성원과의 의사소통 능력을 더

(1976.11~2007.02),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제22회 용재학술상을 수상했다.

인 등 주변인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했

향상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 ‘가장 평범한 삶이 가장 성공한 삶’이라는 메

나아가 권 원장은 “리더의 직분은 권력이 아니

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며, 겸손한 희생과 봉사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한편, 리더십센터는 지난 3월 24일 같은 장소

만드는 책임을 지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추

외국어학당, 봄 2학기(5월-6월)

언어연구교육원 외국어학당(원장 유현경)에서

학강의실에서 진행된다. 외국어학당은 1966년

에서 권승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원장을

후 리더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연세인이 되

프로그램 개강

는 5월 2일부터 봄 2학기(5월-6월) 프로그램을

에 개원하여 체계적인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초청해 강연을 열었다. 우리 대학교에서 정치외

어줄 것”을 당부했다.

시작한다. 영어, 중국어 및 기타 외국어(일본어,

있으며,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하기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과정이 개설되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주중반의 추가 모집은 5월 6일, 토요반의 추가

(문의: 외국어학당 02-2123-3451~2, 3475,
홈페이지: http://fli.yonsei.ac.kr/)

굿네이버스 이일하 회장

권승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원장

이융조 한국선사문화연구원 이사장

을 설립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과 학술교류협정

미래교육원, ‘제1기 연세 제약사업

미래교육원이 약학대학과 함께 ‘제1기 연세 제약

구성된 강사진들의 이론 및 사례강의, 실습 형

모집은 5월 13일까지다. 개설 강좌 중 영어 정

Market Access 전문가 과정’ 개설

산업 Market Access 전문가 과정’을 개설했다.

식으로 진행된다.

규과정, 작문과정과 독일어 집중과정은 재학생

이 과정은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위한 주요 절

이두원 미래교육원장은 “양질의 다양한 교육

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백양누리 금호아트홀 어

약학대학과 함께 미래의 제약 산업

차인 보험등재, 약가협상 등 주요 규제절차에

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연세대학교 미래교육

전문가 양성

대한 지식과 방법론 습득을 통해 의약품의 효

원에서 20년 간의 교육운영 노하우를 활용하

율적 시장진입을 돕는 동시에 우수한 신약품

여 본 과정이 지속적인 연계 프로그램으로 운

연세모의유엔총회,

동서문제연구원 리더십센터(소장 이정훈)

기를 희망하는 대학생들이 UN 절차에 맞춰 국

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전문

영될 수 있도록 동문 관계, 네트워크 구축을

미국 국제모의유엔총회 참가

산하 자치단체인 연세모의유엔총회 대표단

제 이슈에 대해 토의하고 결의안을 작성하는

가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DMUN)이 미국에서 열린 국제모의유엔총

총회다. 올해 NMUN은 지난 3월 20일부터 24

첫 입학식이 지난 4월 20일 오후 6시 한국어

본 과정의 책임교수인 우리 대학 약학과 강혜영

회(National Model United Nations, 이하

일까지 미국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 위치한 쉐

학당에서 열렸다. 30여 명의 입학생은 본교 재

교수는 “본 과정이 신약의 시장 진입을 위한

NMUN)에 참가했다. 올해는 NMUN 참가 10주

라톤 호텔과 힐튼 호텔, 그리고 UN 본부에서 5

학생, 제약 및 제약 관련 산업 종사자로 구성

관련 제도에 대한 이론적 학습과 실무교육을

년일뿐 아니라 개인과 단체 부문에서 수상하며

일간 진행됐다. 26명의 YDMUN 12기 학생들은

됐다. 총 13주 과정으로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제공함으로써 제약산업 마켓 엑세스 전문가

우수한 성과를 보인 터라 더욱 뜻깊은 해였다.

올해 스웨덴 대표로 지정되어 총 13개의 위원회

부터 3시간씩 수업이 이루어지며 교수 및 정

양성에 대한 지속적 교육수요 충족에 기여하

NMUN은 세계 최고 규모의 국제모의유엔대회

에 참석했다.

부기관 실무진, 제약기업 대표 및 전문가들로

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서 전 세계 국제기구나 외교 분야에 진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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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전시회 ‘호모 리테라투스의 서재’
17~18세기 유럽 출판물 희귀본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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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연구원(원장 윤혜준)과 학술정보원(원

국학자료실에 보관되며 일반 연구자들에게 공

장 이정우)이 주최하는 ‘호모 리테라투스의 서

개될 예정이다.

재 – 인문학연구원 소장 서양 고서 기증 기념

윤혜준 인문학연구원장은 “인문학의 진작과 문

전시회’가 지난 4월 22일까지 학술정보원의 연

자문화의 확산을 목적으로 소장 중인 서양 희

세·삼성 학술정보관 1층 조용선 전시실에서 열

귀 도서를 학술정보원에 기증하면서 학술정보

렸다. 호모 리테라투스(Homo Litteratus)는 문

원과 공동으로 전시회를 기획했다.”며 “일반 학

자를 사용하는 인간이라는 의미다.

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서양 고서를 직접 보면

이번 전시회에서는 이성과 합리성의 시대인

서, 서양 고서에 대한 흥미를 갖고 인문학에 대

17~18세기 유럽의 학문과 문화 예술을 대표하

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

는 철학, 수사학, 사전, 지리학, 여행기, 영문학

다.”고 밝혔다.

고전 명작, 예술사, 초창기 정기간행물 등 총 16

이정우 학술정보원장은 “학술정보원에 소장된

종의 17~18세기 유럽 희귀도서 30여 권이 6가

3,000여 권의 서양 고서에 대해 폭넓은 관심을

지 섹션으로 분류 전시됐다. 인문학연구원은 전

조성하고, 향후 소장자료 확충을 통해 해당 분

시 도서를 포함해 총 77권의 고서를 학술정보

야 연구 기반을 구축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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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기증한다. 이들 기증 도서는 서지 작업 후

한국어학당, 주식회사 루키스와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원장 유현경)이

진하기로 했다. 한국어학당은 콘텐츠 개발

업무제휴 추진

주식회사 루키스(대표 김종선)와 지난 4월 6일

을 담당할 예정이다. 에듀테인먼트는 교육

전략적 업무제휴를 추진하는 양해각서(MOU)

(education)과 오락(entertainment)의 합성

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제휴는 K-POP을 활용

어로 교육용 소프트웨어에 오락성을 가미해 게

한 한국어 교육 애플리케이션 및 콘텐츠 개발

임하듯이 즐기면서 학습하는 프로그램이다.

을 통한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체결됐다.

아울러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필두로 다양한 시

두 기관은 앞으로 전 세계 K-POP 팬을 대

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해 다

상으로 K-POP 음원/뮤직비디오를 활용

양한 분야의 애플리케이션을 연계해 사업을 확

해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에듀테인먼트

장시킬 계획이다.

K-POP 활용한 한국어 학습 앱 만든다

칭다오세브란스 조감도

칭다오에 의료 서비스 전파

(edutainment)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추

세브란스와 중국 신화진(新華錦)그룹이 지

한국의 종합병원이 해외로 진출하는 첫 사례

난 3월 22일 칭다오세브란스병원 건립을 앞

로 세브란스뿐만 아니라 한국의료의 우수성

종합병원의 첫 해외진출

두고 합자모회사 설립을 위한 합자계약을 체

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기독교

2020년 9월 개원 예정

결했다.

이념 기반의 제중원 130년 정신을 중국에 계

인문학연구원, 싱가포르 난양공대서

인문학연구원이 지난 4월 1일 싱가포르 난양

기는 물론 18세기 잉글랜드의 애덤 스미스부터

공동세미나 개최

공대 인문사회과학대학과 공동세미나를 개최

21세기의 한국의 도시 간판과 연극 공연에 이

두 기관은 4월 중 각각 현물과 현금을 투자해

승, 전파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의술과 의료

했다.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이 세미나에서는

르기까지 시공간의 경계를 넘어 문화의 본질과

지분구조 50대 50의 중외합자모회사를 설립

시스템을 통해 중국인들에게 새로운 의료서

“아시아 도시에서의 경계 넘기의 영향”을 주

특성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의 시간을 가졌다.

하고 약 3,000억 원을 투입해 1,000병상 규

비스를 제공하며 의료산업화의 새로운 모범

제로 초국가적, 초문화적인 경계 넘기 현상에

이날 인문학연구원과 난양공대 인문예술사회

모의 칭다오세브란스병원을 자회사 형태로

사례를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해 문학 ·언어학 ·영화학· 공연학적으로 조

과학대학이 연구교류 협정을 체결할 것을 합의

설립하게 된다. 세브란스는 합자모회사 지분

오는 6월에서 7월 사이에 기공식을 갖는 칭

명했다.

했으며, 오는 2017년 4월 우리 대학교에서 “도

50%를 확보함에 따라 병원 운영을 통한 배당

다오세브란스병원은 2020년 9월 개원을 목

윤혜준 인문학연구원장을 비롯해 연규동 HK

시 문화”를 주제로 제2차 공동세미나를 개최

수익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배당수익 외에

표로 하고 있다. 칭다오세브란스병원이 성공

연구교수, 언론정보대학의 이상준 교수, 싱가

할 예정이다.

도 세브란스는 병원 경영에 따른 수수료도 받

적으로 운영되면 세브란스와 신화진그룹은

포르 난양공대 영문학과의 이현정 교수 등이

을 예정이다.

선양과 항저우 등에 중외합자모회사 산하 제

연사로 나서 다양한 전공분야 사이의 경계 넘

정남식 의료원장은 “칭다오세브란스병원은

2, 제3 병원 설립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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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 변화와 한국의학교육

교외 연구비 수주 1,100억 원 돌파

의·치·간호대와 보건대학원의 교외연구비 수

한편 김동욱 교수(생리학)는 ‘환자유래 역분화

주가 2년 연속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섰다.

줄기세포 이용 질병 모델 개발 및 신경계 분화

2015년 수주한 연구는 총 847건으로, 연구비

세포로 약효·독성 평가 플랫폼 개발’, 장혁재

의학교육학과 설립 20주년 심포지엄

는 1,188억 6,900여만 원에 달했다. 이는 2014

교수(내과학)는 ‘다중의료영상을 활용한 3차

개최

년 1,053억 200여만 원인 것에 비해 12.9% 이

원 초정밀 시뮬레이션 기반 심·혈관 질환 진

상 증가한 수치다. 2013년 991억 원에 비해서

단-치료지원 통합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

도 19% 이상 증가했다.

심재용 교수(강남 가정의학과)는 ‘연세의료

의대의 경우 744건의 과제로 1,061억 원이 넘

원 임상시험 글로벌선도센터’ 과제로 20억

는 연구비를 수주했다. 2014년 약 925억 원보

원 이상(계약액 기준)의 대형 연구비를 수주

다 약 14.7%(약 136억 원) 증가했다. 구체적으

했다. 김형범 교수(약리학)는 ‘질환 치료를 위

로 신촌지역은 643건 약 954억 원, 강남지역

한 유전자 교정 기반 기술 개발’ 등 총 9건으

미래 논의
2년 연속 1,000억 원 넘어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가 설립 20주년을 맞아

는 1996년 2월 국내 최초로 의학교육학과를

은 101건 약 106억 원의 연구비를 수주했다.

로 가장 많은 외부 연구비 수주 건수를 기록

3월 24일 백양로 그랜드볼룸에서 기념 심포지

신설하며 교육 영역의 전문화, 다양한 학문과

2014년 대비해 신촌은 15.0%(약 124억 원), 강

했다.

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의학교육의 변

의 상호협력 시스템 구축, 근거중심의 의학교

남은 11.8%(약 11억 원) 정도 증가했다.

정남식 의료원장은 “2년 연속 연구비 수주가

화와 한국의학교육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시

육을 실현했다. 또한 국내외 의학교육의 변화

치대는 74건의 연구과제로 76억 100여만 원을

1,000억 원을 넘어, 의대·치대·간호대·보건

간을 가졌다.

를 모색하며 파괴적 혁신을 통해 의학 교육의

기록했다. 2014년에는 약 67억 3,000만 원의

대학원이 한국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심포지엄에서는 안덕선 세계의학교육연합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왔다.

연구비를 수주한 바 있다.

입지를 굳혔다.”며 “Fast Follower가 아닌 의

부총재(고려대학교 의대 교수)가 ‘연세의학교

우선 의대는 2004년 학생중심의 자기주도학

간호대는 13건의 연구과제로 22억 9,200여만

학의 First mover가 되기 위해 연구 역량을

육의 도전과 변화’를 주제로 의대 의학교육의

습을 유도하기 위해 강의시간을 축소하고 교과

원의 연구비를, 보건대학원은 16건의 과제로

더욱 강화하자.”고 말했다.

20년 역사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전우택 교수

목 역시 통합교육과정으로 전환했다. 2013년

28억 2,500여만 원의 연구비를 수주했다.

(의학교육학과)는 변화하는 의학교육에서 미

에는 ▲학생중심 ▲성과중심 ▲통합교육 ▲연

래 한국의학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해

구중심을 실현하기 위해 졸업 성과 영역을 규

조명했다.

정하고 졸업생이 갖춰야 할 36개 역량 교육체

심포지엄 1부에서는 ‘21세기 의학교육의 혁신’

제를 도입했다. 이듬해 의대는 국내 의과대학

우리가 가까워지는 소리

세브란스병원은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품격 높

을 위해 사진찍기 이벤트도 병행해 교직원의

을 주제로 로버트 카메이(Robert Kamei) 싱

최초로 학점제에서 Pass/Non-Pass의 절대평

‘안녕하세요!’

은 병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즐거운 직장 분위기

밝고, 아름다운 웃음, 고마운 웃음을 찾는다. 6

가포르 듀크-NUS(싱가포르 국립대학) 의학대

가 체제를 도입하며 경쟁위주의 학습에서 미

를 조성하기 위해 ‘굿매너 캠페인’을 진행한다.

월에는 UCC 공모전도 진행한다. 창의적인 콘

학원 부학장이 변화하는 의학정보와 새로운 발

래 의과학자 양성을 위한 공동체 학습으로의

이를 위해 인사, 전화, 복장 예절과 고객 응대

텐트 발굴을 위해 지원금도 제공할 예정이다.

견, 신기술 등을 의사들이 어떻게 습득하고 활

전환점을 만들었다. 특히, 단순 의학지식의 습

시 예절 등 기본예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

7월과 10월에는 병원 곳곳에서 교직원 및 내원

용할지에 대해 발표했다. 이병두 인제대학교

득이 아닌 윤리적인 전문성과 리더십 향상을

고 세부 실천사항을 병원 전체에 안내한다. 이

객 대상으로 플래시몹도 진행할 예정이다.

의과대학 의약부총장, 임기영 한국의학교육학

위해 인문사회의학교육 제도(Doctoring and

번 캠페인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인사예절이

한편, 캠페인 관련 영상에는 ‘출근하며 사무실

회 부회장은 지정토론자로 나서 기술의 발전과

medical humanities, DMH) 과정을 정규학습

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가까워지는 소리입니

사람들에게 인사 건네기’, ‘통화 끝나고 상대방

더불어 변화하는 의사상에 대한 요구에 반영할

과정에 포함했다. 학생들은 DMH 과정을 통해

다’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이 끊은 후 수화기 내려놓기’ 등 간단한 상황별

수 있는 교과과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환자 진찰과 사회와의 소통, 의료 윤리에 대한

예정이다.

에티켓이 담겼다. 로고송은 쉽고 중독성 강한

전우택 교수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의학 역

이해, 의료 및 의학의 인문학적 소양을 배울 수

4월 한 달간 종합관 1층 등 교직원이 주로 이용

멜로디에 운율을 맞춘 재미있는 가사로 큰 호

시 빠르게 발전하면서 앞으로 의사의 역할 등

있게 됐다.

하는 통로에는 인사존(zone)이 마련됐다. 움

응을 얻었다.

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면서 “미래 의

의대는 학생 교육뿐만 아니라 20여 년간 30여

직임을 인식하는 센서를 통해 개그콘서트 개그

윤도흠 병원장은 “굿매너 캠페인은 사실 평소

료와 의학을 이끌어 갈 의대생들을 위한 교육

권의 저서를 출간하고, 학술지 ‘의학교육논단’

맨들이 녹음한 ‘안녕하세요, 선생님!’이라는 인

에 우리가 이미 하고 있던 일이다. 한 번 더 리

은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고

등을 비롯해 8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며 의학

사가 자동으로 들리도록 설치했다.

마인드 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다시 한 번 마

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 발전을 위한 학술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이어 5월에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웃는 얼굴 사

음을 잡고 우리를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세브란

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참여하지 못한 교직원

스의 정신을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1885년 서양식 의학교육을 시작한 연세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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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으로 재지정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3월 31일 기존에 지정돼

선정되기도 했다.

세브란스의 역사적 인물

있던 연구중심병원 성과평가를 통해 연구중심

올해에는 산학융복합의료센터 설립을 통해

스코필드 교수 재조명

체제 개편 후, 지식재산권 및

병원으로 재지정됐다.

병원-산업체-의료기기/IT 관련 연구자 간

기술이전 성과 증가

보건복지부는 세브란스 연구중심병원이 생명

의 상시적 융합연구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

제중원 131주년 기념식 이어

공학(BT)산업, 나노기술(NT)산업 분야에서

를 통해 의료기기, 헬스-IT, 빅데이터 및 디지

학술대회 개최

산·학·연·병 공동연구 기반시설인 에비슨의

털 진료 부문의 연구 활성화와 산업화를 가속

생명연구센터(ABMRC)에 7개의 기초-임상-

시키고 중장기 수익창출을 위한 플랫폼을 구

산업체 융합연구팀이 입주해 공동연구를 수

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바이오헬스 분야 산

행하고 있는 것을 주요 사례로 선정했다. 또한

업화를 위해 바이오-의료기기 기업, 투자자

연구원 처우 개선과 3M, 존슨앤존슨, 파스퇴

및 분석가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문제점 해결

제중원 131주년과 스코필드 교수 내한 100주

을 통해 스코필드 교수의 일대기를 전했다.

르연구소 등 글로벌 기업 및 연구소와 공동연

을 논의하는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연세

년을 맞아 스코필드 교수의 업적과 삶을 돌아

탁지일 부산장신대 신학과 교수는 ‘캐나다교

구 협력시스템을 구축한 것도 산·학·연·병 공

HeTAC(Health Technology Acceleration

보는 기회가 마련됐다.

회의 한국선교와 스코필드’를 주제로 스코필

동연구 활성화의 주요성과로 평가받았다.

and Commercialization)’을 오는 5월부터

의료원은 4월 8일 제중원 개원 131주년 기념

드 교수의 선교활동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지난 2013년 연구중심병원에 선정됐던 세브

운영할 예정이다.

식과 함께 스코필드 교수 내한 100주년 기념

의대 신규환 교수(의사학과)가 ‘세브란스의

란스는 의료원 산학협력단을 분리 독립시켜

정남식 의료원장은 “2단계에서는 지난 3년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독립운동과 스코필드’를 주제로 스코필드 교

바이오헬스 연구중심의 행정 관리체제로 개

다양하게 진행된 산·학·연·병 예비 플랫폼의

김용학 총장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의학혁명

수의 독립운동에 대해, 천명선 서울대 수의학

편하고 사업화 역량을 강화해왔다. 특히, 의료

내실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공동연구개발 네

의 최초가 바로 제중원으로 근대화에 큰 영향

과 박사가 ‘스코필드의 학문세계’를 통해 스

원 산학협력단 독립 이후, 지식재산권 및 기

트워크 가시화로 통합 플랫폼을 완성할 계획

을 끼쳤다.”며 “제중원 정신을 이어 받아 세브

코필드 교수의 학문적 업적을 소개했다.

술이전 성과가 증가했다. 또한 의료원은 2015

이며, 이를 통해 세계적인 융합연구 플랫폼을

란스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학제 융합

‘한국 근대의학의 탄생 공간 제중원·세브란

년 (주)ATGen과 200억 원 규모의 기술이전

갖춘 연구중심병원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

연구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남식

스’를 주제로 마련된 2부에서는 문백란 사학

계약을 체결하고 보건의료 TLO(Technology

혔다.

의료원장은 “131주년 기념식을 통해 우리의

과 박사가 ‘구리개 제중원 반환 검토: 선교부

소명과 제중원 정신을 다시 한 번 깨닫고, 다

의 시각’을, 이연경 학부대학 교수가 ‘제중원

가오는 100년을 준비하자.”고 말했다.

이전(移轉)과 후속 병원건축 연구’에 대해 의

오후에는 의대 강당에서 스코필드 교수 내한

견을 공유했다.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열렸다.

또한 이선호 신학과 박사는 ‘세브란스 가문

Licensing Office) 협의체 우수성과 기관으로

악성 림프종 방사선치료

연세암병원 방사선종양학과가 국제림프종방

치료 기법을 토대로 새로운 방사선치료 개념

이번 기념 학술대회에서는 ‘민족대표 스코필

문서고 연구’에 대해, 송석기 군산대 사회환

심포지엄 개최

사선종양연구회(ILROG)와 공동으로 지난 4월

을 도입하는 등 부작용을 줄이면서 보다 효과

드 교수와 세브란스’라는 주제로 정운찬 (사)

경디자인공학부 교수는 ‘세브란스병원 건축

2일 암병원 서암강당에서 ‘악성 림프종 현대

적으로 림프종을 치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호랑이스코필드기념사업회 회장(전 국무총

사 연구’를 통해 세브란스가 미친 한국 병원

방사선치료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야하롬 박사

리)이 ‘몸과 마음으로 한국을 사랑한 서양인’

건축에 대해 발표했다.

심포지엄에는 ILROG의 회장인 메모리얼 슬론

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IRLOG와 한국의

케터링 암센터 요아힘 야하롬 박사와 부회장

림프종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림프

인 코펜하겐대 레나 박사, 의대 서창옥 교수(방

종 치료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사선종양학)를 비롯한 국내외 림프종 분야 전

덧붙였다.

의과대학이 최근 교수실, 의예과 학습공동체

학연구센터 1층에 약 160㎡ 규모의 본과 4학년

문가들이 모여 악성 림프종에 대한 최신 지견

금기창 방사선종양학과장은 “림프종 치료는

라운지 등을 새로 조성하는 등 교육과 연구 인

전용 임상실기술기(OSCE) 실습실 4실을 새로

을 나눴다. 이어 비호지킨림프종과 호지킨림프

혈액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다양한 분야

의예과 학습공동체 라운지,

프라를 강화했다.

조성했다.

종을 아우르는 다양한 림프종에서 가장 적절한

가 힘을 합치는 다학제가 필수이며 앞으로도

임상실기술기 실습실 등

의대는 올해 초부터 두 달간의 준비를 거쳐 의

의학도서관 1층에 새로 마련된 의예과 2학년

치료가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ILROG와 같은 세계적인 연구그룹과 지속적인

대 3층에 교수실을 새로 조성했다. 교수실 13

라운지는 134.6㎡의 규모로, 학습공동체 활동

야하롬 박사는 “자주 간과되고 있지만 방사선

교류를 통해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할

실(1~2인실 9실, 4인실 4실)과 통합강사실 1실

에 적합한 환경으로 조성하고자 올해 2월초부

치료는 림프종에서 가장 효과적인 단일 치료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33좌석) 등 총 14실의 교수실을 확충했다. 또

터 한 달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세계적 연구 그룹 ILROG과 공동으로

제”라고 강조하며 “발전된 영상장비와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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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홍필훈 교수 흉판 제막

심장혈관병원은 지난 2월 24일 심장혈관병

온법을 이용한 심방중격결손의 봉합에 성공

기념식 개최

원 3층 강당에서 고 홍필훈 교수의 흉판 제막

했다. 또한 1963년에는 심방중격결손증을 치

기념식을 가졌다.

료하기 위한 인공심폐기를 이용한 개심술에

1942년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홍필훈

성공했다. 모두가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시

교수는 미국으로 건너가 한국인 최초로 흉부

행한 것이었다.

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귀국 후 1956

한편, 홍 교수는 1984년부터 2년간 의료원장

년 9월에 서울역 앞 세브란스병원에서 우리

을 맡아 의료원의 발전을 이끌었다.

흉부외과학 개척 기려

원주캠퍼스 소식

May 2016

연세 INSIDE 의료원 소식

나라 최초의 심장수술을 집도하면서 흉부외
과학의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
홍 교수는 1957년 포츠-스미스(Potts-Smith)
단락술을 시도해 성공했으며, 1962년에는 저

연세암병원-아스트라제네카,

글로벌 바이오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지

해서도 논의했다.

면역종양치료제 공동연구

난 3월 3일 차세대 면역종양치료제의 공동연

종양내과 의료진은 위암, 유방암, 폐암 등에

구 진행을 위해 암병원 종양내과를 방문했다.

서 표적치료와 종양면역치료제의 병용치료,

아스트라제네카 본사의 종양면역치료제 개발

다중 종양면역치료제 병용치료 연구, 바이오

팀 총 책임자인 로버트 이아논 부사장, 아스

마커 개발 등에 대한 제안과 함께 실질적인

트라제네카-코리아의 조윤주 상무 등이 방문

신약치료 연구를 수행해 나가도록 제안했다.

해 면역종양치료제의 개발과 임상연구에 대

한편, 암병원 종양내과는 현재 아스트라제네

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방문단은 조기신약

카-메드이뮨과 공동으로 표준치료에 실패한

치료센터와 외래항암약물치료센터 등 암병원

위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두 가지 종양면역치

2016학년도 1학기 의공 동문장학금

의공학부 동문회(동문회장 양광모, 의용공학

매월 1만 원씩 적립하여 조성했는데, 학점과 관

의 시설들을 둘러봤다. 특히 현재 준비 중인

료제를 투여하는 임상연구를 진행 중이다. 향

수여식

84학번)는 4월 6일 오전 11시 원주캠퍼스 백운

계없이 가정 형편으로 인해 계속 학업을 진행

개인맞춤치료센터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향

후 항암제가 없는 항암 표적-면역치료법 개

관 IBMW회의실에서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전

하기 어려운 학생에게 전달되고 있다. 의공학

후 유전체기반 맞춤치료제의 공동개발에 대

발에 대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달했다.

부 동문회는 장학금으로 연간 1,000만 원을 지

장학금 수혜자로 김정진 학생(의공학부 4학

원하고 있다.

년) 및 박상은 학생(의공학부 3학년), 조민서

이날 양광모 의공학부 동문회장은 “장학금을

학생(의공학부 3학년), 허준 학생(의공학부 3

통해 후배들의 끈끈한 네트워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남구 지역사회 나눔

강남세브란스병원은 ‘강남구 Health Up

“강남세브란스가 나눔의 도구이자 매개체로

학년)이 선정됐다.

운동화 1,500켤레 후원

Project’의 일환으로 강남구 저소득층 노인

서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장학금은 2014학년도부터 의공학부 동문들이

과 청소년들을 위해 운동화 1,500켤레를 후

고 말했다.

원했다.

신현우 부회장은 단기 의료봉사나 해외 의료

운동화 1,500켤레는 신현우 (주)불스원 부회

선교 활동에 쓸 수 있도록 강남세브란스병원

장이 직접 기부한 것으로, 강남세브란스병원

에 별도로 500켤레의 운동화를 추가 기부하

2016 동문 캠퍼스 방문의 날

‘2016 동문 캠퍼스 방문의 날’ 행사를 위한

초청기수 대표를 선정하여 구성됐다.

을 통해 강남 장애인복지관, 강남 청소년 쉼

기도 했다.

준비위원회 제1차 대표자 간담회

준비위원회 제1차 대표자 간담회가 4월 22일

원주캠퍼스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특별초청

터, 강남 청소년수련관 등 지역사회 13개 복

‘강남구 Health Up Project’는 지난해 12월

서울세브란스빌딩에서 개최됐다.

기수 대표들과 ‘2016 동문 캠퍼스 방문의 날’

지 기관에 나눠졌다.

강남세브란스병원과 강남복지재단이 지역사

‘동문 캠퍼스 방문의 날’ 행사는 2013년도

행사 개요와 이에 따른 진행 준비 사항을 논

김형중 병원장은 “나눔은 세브란스 정신의 핵

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맺은

부터 진행되고 있다. 준비위원회는 졸업

의했다.

심이며, 우리 기관을 더 채워주는 것”이라며

협력 프로젝트다.

10·20·30주년이 된 동문들 중 학과별 특별

‘강남구 Health Up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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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베름, 캠퍼스 발전기금 1억 원

한국 베름 주식회사는 4월 19일 오후 2시 연

특허등록 등을 하고 있다.

약정

구소·공장 준공식에서 원주캠퍼스 발전기금 1

한국 베름 원주공장은 단일 생산시설로는 유

억 원을 약정했다.

일하게 유산균 사균체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이번에 발전기금을 약정한 한국 베름 주식회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그램 당 7조 5천억

사는 유산균 사균체 EF-2001의 생산성과 품

유산균을 제조할 수 있고, 기획재정부로부터

질향상, 생리활성 규명 및 활용 등의 연구를

식품업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고도기술’을 인

수행하고 있다. 또한 원주캠퍼스와 연계하여

증받았다.

국제캠퍼스 소식

May 2016

연세 INSIDE 원주캠퍼스 소식

EF-2001의 우수한 면역조절 및 장건강 등의
활성기작을 규명하고, SCI급 연구논문 발표와

2016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개강식

사회교육개발원(원장 유일)은 4월 20일 정

까지 매주 수요일 10주간 18강좌로 진행된

의관 330호에서 원주시의 위탁으로 여성리

다. 개강식 후 ▶제1강: 원주시와 연세대학교

더 덕목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인재를

(정건섭 원주부총장) ▶제2강: 혁신의 시대

양성하기 위해 ‘2016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와 창조적 사고(진기남 보건행정학과 교수)

개강식’을 개최했다.

강의로 2016년 일정이 시작됐다.

제1회 RC 특강 열려

이번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교육은 6월 중순

김용학 총장의 특강으로 포문 열다

김용학 총장의 강의로 2016년 RC 특강의 문이

이런 장치들을 갖추고 있다.”며 “1년 동안 RC

열렸다. 지난 3월 30일 김 총장은 종합관 301

와 기숙사 생활을 경험할 때 네트워크를 잘 형

호에서 “Extelligence: 경계에 피는 꽃”이라는

성하며 지내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주제로 새내기들을 위한 특강을 진행했다.

본 특강은 올해 첫 RC특강이자 총장과 1학년

2016 제1차 행정아카데미 세미나

원주캠퍼스 총무처(처장 박용석)는 4월 20

이루어졌다. 박용석 원주총무처장의 ‘캠퍼스

그는 외지능(Extelligence)이란 개념의 경계를

신입생들이 함께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

진행

일 대학교회 대예배실에서 ‘2016학년도 제1

현황’ 특강을 시작으로 ▶안랩 정명섭 과장

넘어서는 자유로운 발산적 사고를 뜻하는 것

리였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 특

차 행정아카데미 세미나’를 진행했다.

의 ‘개인정보보호’ ▶안랩 오현태 대리의 ‘내

으로서 혁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개념이라고

강에 참여한 안소언(정치외교학 16학번) 학생

이날 행정아카데미 세미나는 전 직원들의 교

컴퓨터 지키미’ 교육이 진행됐다.

강조했다. 또한 “사람들 간 네트워크를 형성할

은 “인공지능과 다양한 학문들 간의 학문적 사

때에도 경계를 넘어서 이질적인 친구들을 만나

고에 대해 느낄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

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학부대학의 RC 제도가

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국제캠퍼스에 특별한 손님이 방문했다. 바로

로 해석하며 재즈의 리듬을 소개했다. 뿐만 아

2016학년도 제2회 RC공연 ‘All That Jazz’에

니라 연주자의 즉흥 연주가 서로 조화를 이루

서 재즈의 모든 것을 선보인 서덕원 콰르텟.

는 모습을 인상 깊게 보여주기도 했다.

드럼의 서덕원, 보컬 이주미, 콘트라베이스의

보컬 이주미가 “So Dance Samba”를 부르며

고재규, 피아니스트 최한글로 구성된 재즈 앙

리듬에 몸을 맡겼고, 슬로우 삼바 리듬을 감싼

상블 서덕원 콰르텟은 이미 각 분야에서 활발

피아노 선율과 드럼 솔로, 그리고 보컬의 스캣

육훈련을 위하여 정보보안 중심의 특강으로

2016 신입생 학부모 대학발전위원
위촉식

재즈가 울려 퍼지는 국제캠퍼스의 봄
서덕원 콰르텟과 함께한 제2회 RC공연

‘2016 신입생 학부모 대학발전위원 위촉식’이

더 사랑하시고 아끼는 마음으로 앞으로 좋은

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아티스트들의 조합이

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무대는 점차 절

4월 7일 오후 3시 원주캠퍼스 청파회의실에서

의견개진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최희진

었기에 공연 전부터 학생들의 기대를 한몸에

정을 향해 나아갔다.

진행됐다.

2016 학부모 대학발전위원회 회장은 환영사

받았다.

이날 ‘All That Jazz’ 공연을 찾은 한성현(사학

총 20여 명이 앞으로 연세의 꿈과 비전을 함께

를 통해 “학부모 대학발전위원으로서 끊임없

“Billie’s Bounce”로 공연의 막을 연 서덕원 콰

과) 학생은 “재즈에 문외한이었는데 이번 공연

할 신임 학부모 대학발전위원으로 위촉됐다.

이 학교와 소통하며 캠퍼스 발전을 위해 최선

르텟은 “Fly Me to the moon”을 재즈 초창

을 통해 재즈의 매력을 느꼈다.”고 말했다. 다

이날 정건섭 원주부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

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기 리듬인 랩타임을 시작으로 비밥, 쿨재즈, 삼

음 RC 공연에서는 국제캠퍼스를 들썩일 DJ의

바, 보사노바, 왈츠, 퓨전 재즈 등 다양한 변주

무대가 준비될 예정이다.

부모 대학발전위원 활동을 통해 캠퍼스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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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INSIDE 캠퍼스 바로 알기

May 2016

캠퍼스 바로 알기

하우스 스토리
House Story

창조가 시작되는 작은 공간,
경영대학 디자인 가라지

국제캠퍼스

RC는 Residential College의 약자로, 세계 명문

위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수업들

대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전인교육

이 주를 이루고 있다. 유화나 연극 활동과 같이

교과과정

프로그램이다. 그렇다면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학생들이 직접 창작 활동에 참여하는 과목들과

RC에서는 어떤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질까?

강의와 감상을 통해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는

들여다보기

RC교육은 크게 국제캠퍼스 수업을 통해 이루

과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어지는 ‘교과과정’과 기숙사에서 하우스 단위

이 중 매해 인기를 끌고 있는 ‘스무살, 동서양

로 진행되는 ‘비교과과정’으로 구분된다. 하우

고전을 만나다’라는 과목은 매주 동서양 고전

스 스토리에서는 그 가운데 리더십과 사회봉사

각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와 함께 해당 고전

RC에서는 어떻게 전인교육을

정신을 가진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

의 배경에 대한 강연을 듣고, 중요한 본문 구절

상상 속 물건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은 많은 학생들이 꿈꿔본 일이 아

로 실제 디자인한 물건을 시제품의 형태로 만들어 볼 수 있다. 디자인

실현하고 있을까?

과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을 읽으며 고전 속 참뜻과 고전독서의 참맛을

닐까? 2016년은 특히 청년들의 창업과 기술의 융합이 강조되면서 어느

가라지에서는 ‘3D프린터 튜토리얼 수업’을 개최하고 있는데 8명씩 학

21세기 인재는 단순히 학업적 능력이 뛰어난

느낄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다. 이번 학기 강의

때보다 창조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해다. 거대하고 어렵

생들의 신청을 받아서 기본적인 3D프린터의 조작 방법을 배우고 기초

사람이 아니라, 문화적 감수성과 리더십, 봉

는 ‘제3의 자본’, ‘국부론’, ‘종의 기원’, ‘중국신

게 느껴지는 창업은 실제로 물건을 디자인해보고 만들어보는 작은 단

적인 제품을 만드는 실습을 할 수 있다. 튜토리얼이 이루어지는 디자인

사정신이 특출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

화전설’ 등의 명저를 주제로 이뤄지고 있다.

계에서부터 시작한다. 창작의 열망이 가득한 학생들이 작은 시작을 할

가라지 한 켠에는 학생들이 직접 만든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번호판,

인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과과정 Holistic

마지막으로 체육 영역 HEIII은 신체활동의 가

수 있는 캠퍼스 내 공간이 바로 경영관 108호에 위치한 ‘디자인 가라지

에펠탑 모형 등 초보적인 형태에서 다양한 종류의 시제품들은 실제 튜

Education(HE)은 사회기여 영역(HEI), 문화

치 인식 및 건강 증진과 단체활동을 통한 협업

(Design Garage)’다.

토리얼 수업과 경영대학 수업에서 만들어졌다.

예술 영역(HEII), 체육 영역(HEIII)으로 구성되

정신, 리더십, 사회성, 도덕성 함양을 기르는

국내 경영대학 최초의 시제품 제작 랩 디자인 가라지는 창업 문화를 확

수업 이외에도 디자인 가라지는 학생들을 위해 일정 시간동안 공간을

며, 신입생들은 소속 단과대학에 따라 2개 혹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HEIII 과목들은 국제캠

산하는 대학이 되고자 하는 우리 대학의 새로운 목표 아래 개설됐다. 창

개방하고 있다. 1인당 1시간가량 3D프린터 사용이 가능하며 이 시간 동

은 3개의 영역에서 각 1과목씩 이수해야 한다.

퍼스의 첨단 체육시설을 통해 학생들에게 수준

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상품의 디자인을 기획하는 것은 물론 상품을

안 랩에 상주하는 조교를 통해 간단한 사용법을 교육받을 수 있다. 튜토

우선 사회기여 영역 HEI은 연세대학교 학생들

높은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

실현해볼 수 있다. 특히 학생창업기업이 상주하는 경영관 2층의 창업

리얼 담당 김기현 조교는 “직접 3D프린터를 통해서 제품을 제작해 볼

이 사회봉사를 통해 이타적 리더십을 기를 수

은 헬스, 펜싱, 포크댄스, 필라테스, 현대무용,

인큐베이팅 공간과 연동되어 창업교육 실천의 핵심공간으로 기능하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 편인데, 경영대학에서 이렇게 직접 활용해보

있도록 한다. 인천시와 연계한 ‘연인 초·중·고

축구 등 다양한 평생 스포츠를 선택해 수강할

있다.

고 교육까지 받을 수 있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항상 튜토리얼 수

학습 멘토링’ 과목을 비롯해 외국인과 함께하

수 있다.

규모 61.2㎡의 디자인 가라지는 3D프린터 4대, iMac과 일반 컴퓨터가

업시간은 8명 정원이 가득 찬다.”고 말했다.

는 원어민교실, 드림스타트, 과학캠프, 해비타

HE과목들 외에도 RC에서는 신입생들의 성공

7대, 공구대 등 최신식 장비들을 갖추고 있다. 학생들은 특히 3D프린터

트, 점자도서관 등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 과

적인 대학생활과 미래 학업계획 설계를 목표로

목이 마련되어 있다.

하는 ‘RC 101강의’를 꾸준히 개설하고 있다. 모

특히 HEI 과목 중 하나인 ‘미추홀 에스코트’는

든 RC학생들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본 과목

학생들이 호신술 교육 등을 받고 전용 자전거

은 각 학사 단위에 맞춰 운영되기 때문에 강의

를 이용해 국제캠퍼스 내외를 에스코트하는 활

실 교육과 강의실 밖 면담 활동을 통해 학생지

동을 포함하고 있어 안전한 캠퍼스와 지역사회

도를 강화하고, RC 교육환경에 대해 학생들과

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RC교육의 효과를

문화예술 영역 HEII는 학생들의 지적 상상력,

극대화하고 있다.

문화적 다양성, 예술적 감수성을 발현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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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제작까지

(취재: 한미소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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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초동 대응 위한 위기관리 매뉴얼 마련

“학생들에게 점심을 선물해 주세요!”

긴급 상황 발생 즉시 2123-3000에 전화

전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우리 대학은 최근 안전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 특히 모든 위기상황에서의 초동

‘점심나눔 프로젝트’ 진행

대응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고 유형에 따라 분리되었던 대표번호를 종합상황실(02-21233000)로 일원화했다. 교내 해당부서에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종합상황실에 연락하면 모든 신고는 3000번에서 접수 후 유
관부서에 즉시 전달된다. 종합상황실은 긴급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 대학
사고발생

→

인명구조
피해확산 방지

현장 초동 대처
1
인명
사고

2
학생
안전
사고

3
건강
보건
사고

4
대형
사고

5
시설
안전
사고
6
정보
보안
사고

→

사고현황파악

보고

점심을 거르는 학생이 얼마나 될까?
지난해 3월 대학교회가 점심을 거르는 학생들에게

보고 체계

1 최초 발견자는 종합상황실(교내 3000)에 신고
2 현장에서 인명구조가 가능한 경우, 인명피해가 없도록
구조 실시
3 긴급한 경우 119에 연락하여 도움 요청
4응
 급상황인 경우 구조대 도착 때까지 심폐소생술 실시

1 최초

발견자는 119 및 교내 3000에 신고
2 최초

발견자는 총무팀에 신고
총무처장 → 행정대외부총장 보고
3 중대한 사안인 경우, 총장에게 즉시 보고
4사
 고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연락 조치

1 최초 발견자는 학생 안전사고 발생 즉시 교내 종합상황실
3000에 신고하고 인명 구조를 먼저 실시해야 함
2 긴급한 경우 119에 신고하여 인명 피해가 없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사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인명 구조와 사고
현장 수습을 지원해야 함

1 사고 발생 즉시 교내 종합상황실 3000에 신고
2 119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즉시 119에 신고
3 관계자는 피해 현황을 파악하여 관련부서 기관장에게 보고
*학생지원팀/각 대학(원) 팀장 → 학생복지처장/대학(원)장
→ 행정대외부총장 보고
4 외국인 학생의 경우, 국제팀장 → 국제처장 →
행정대외부총장 보고
5 상위자가 부재중인 경우, 차상위자에게 즉시 보고

1 최초 감염병이 발견된 경우, 해당 건물 출입 통제 및 보균자
격리 조치
2 최초 식중독 발생시 해당 건물/식당 임시 폐쇄
3 건물 출입구에 사고 사실 안내문 게시
4 출입 통제 인원 배치 및 출입 제한 실시

1 감염병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건강센터 교내 3347에
즉시 신고
2 식중독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생활협동조합
교내 4024에 즉시 신고
3 중대한 사안인 경우, 총장에게 즉시 보고
4 필요한 경우, 사고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연락

1 즉시 현장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
2 최초 발견자는 119에 신고하여 인명 피해가 없도록 도움
요청
3 피해지역 출입 통제 실시
4 총무팀은

전 구성원에게 즉시 문자 메시지 발송
5 재해대책본부, 소방서 등의 안내에 따라 행동

1 최초

발견자는 119 및 교내 3000에 신고
2 최초

발견자는 총무팀에 신고하고 총무팀장 → 총무처장 →
행정대외부총장 보고
3 중대한 사안인 경우, 총장에게 즉시 보고
4 사고 피해가 국한된 경우, 사고 피해 부서 기관장에게 연락
조치

1 최초 발견자는 종합상황실 교내 3000에 연락
2 현 위치가 대피장소로 부적합한 경우, 즉시 현장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
3 긴급한

경우 119에 신고하여 인명 피해가 없도록 도움 요청

1 사고 발생 즉시 교내 3000에 신고
2 119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즉시 119에 신고
3 각 건물별로 지정된 건물/방화관리자(정/부)에게 연락하고,
부재중인 경우 차상위자에게 보고
(예: 각 단과대학의 경우 부학장 → 학장)

1 최초 사고를 인지한 시점에서 피해 정보 주체에게 피해
사실 통지
2 개인정보보호담당관(교내

8500)에 사고 사실 연락하고
긴급회의 소집 요청
3 해킹

등이 발생한 경우, 정보통신지원팀 교내 6418에 신고

→

학생 가운데 경제적 부담 때문에

1 개인정보보호담당관/정보통신지원팀장
→ 총무처장/학술정보원장 → 행정대외부총장
2 5일 이내 교육부를 경유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유출
신고

식권을 지원하기 위해 이메일을 통해 신청자를 받았다.

신청자 수만 250여 명.
대학교회는 실제로 경제적 이유로 점심을 거르는 학생들의 수가 그 이상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교목실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체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점심나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우리 학생들의 점심 문제는 누구보다 우리 연세 구성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프로젝트다.

1,432명에 달하는 신촌캠퍼스와 국제캠퍼스의 전 교직원이 매월 만 원씩만 지원한다면
학생들의 점심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
지난 4월 6일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교직원 총 1,432명 중 257명이 참여했다.
교원 170명(16.8%), 직원 87명(20.4%)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참여자들은 모두 “학생들의 점심 문제는 교직원이 푸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참여했다.”고 한다.
한인철 교목실장은 “많은 분들이 매일같이 쏟아지는 메일 홍수에 밀려 이 메시지를 제대로 접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다가오는 창립기념일에 맞춰 점심을 해결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점심을 선물하고
교직원과 학생들 사이에 친밀한 유대감과 깊은 신뢰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동참을 당부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대학 창립일인 5월 14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문의처: 교목실 선교지원팀
(02-2123-2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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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국 사회과학대학장 /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장 위촉
이은국 사회과학대학장(행정학과)이 지난 4월 8일 행정자치부 제2기 정책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됐다. 5개 분과위원회
75명으로 구성된 본 위원회는 정부 주요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함으
로써 정책의 품질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임기는 1년이다.

박영환 교수 / 제32회 보령의료봉사상 본상 수상
박영환 교수(흉부외과학)가 제32회 보령의료봉사상 본상을 수상했다. 박 교수는 2005년 2월부터 초음파진단팀과 소아
과 의사 등 의료진을 이끌고 여수시 보건소를 찾아 진료해왔다. 10년 동안 여수지역에서 1,000여 명을 진찰·치료했고,

이현수 교수 / 아시아 컴퓨터디자인건축학회 회장 선임

경제적으로 어려운 40여 명의 소아환자는 한국심장재단과 연계해 수술받을 수 있게 해줬다. 또한 제3국 심장병 어린이
들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쏟으며 의료 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현수 교수(실내건축학과)가 지난 4월 1일 한국 교수로서는 최초로 제9대 캐드리아(CAADRIA, 아시아 컴퓨터디자인

의협신문과 보령제약이 공동 제정한 보령의료봉사상은 1985년 국내외 의료 취약 지역에서 헌신적인 인술로 참다운 사

건축학회) 회장에 선임됐다. 캐드리아는 3D 모델링, 디지털 건축 패브리케션, 3D 프린팅, 로봇 건축시공 등의 첨단 건

랑을 베풀고 있는 의료인과 의료단체를 발굴해 그 숨은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축 디자인 기술을 연구, 교육하는 학회로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를 비롯해 미국, 독일, 포르투
갈, 칠레,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 25개 국가, 250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임기는 2년이다.

서창옥 교수 / 제9회 암 예방의 날 근정포장 수상
정갑영 교수 / 대검찰청 검찰미래발전위원장에 위촉
서창옥 교수(방사선종양학)가 지난 3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주최 제9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에
서 근정포장을 받았다. 서 교수는 소아암, 뇌종양 환자들을 대상으로 첨단방사선치료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 노력한 공

정갑영 교수(경제학과)가 지난 4월 7일 대검찰청 검찰미래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본 위원회는 검찰의 미래

로를 인정받았다.

와 발전을 위한 제도 및 업무 개선 등을 검찰총장에게 자문하는 기구로서 사회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근정포장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국공영기업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직원으로 직무에 최선을 다하며 나라와
국민의 복리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손일 교수 / 일본철강협회 ‘니시야마상’ 수상

홍명기 교수 / 제29회 보원학술상 수상

손일 교수(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가 올해 ‘니시야마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니시야마상은 일본의 철강산업을 재건한

홍명기 교수(내과학)가 제29회 보원학술상을 수상했다. 보원학술상은 지난 1988년부터 의대 교원들의 연구의욕 진작

가와사키 제철소 니시야마 야타로를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1968년 이래 일본철강협회가 철강분야의 학술과 기술 발전

과 의대의 발전을 위해 기금을 출연한 윤덕진 명예교수의 호를 따서 시상해오고 있다.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술지에 논

에 탁월한 공적을 세운 석학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일본인이 아닌 외국인이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문을 발표한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홍 교수는 지난해 ‘미국 의학협회저널(JAMA, IF=35.29)’에 에버롤리무스 용출 스텐트 삽입 시술에서 혈관내초음파 사
용과 혈관조영술의 효과’를 발표해 학술적 가치와 공헌도를 인정받았다.

오흥근 명예교수 / 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 등재
홍복기 교수 / 제53회 법의 날 황조근정 훈장 수상
오흥근 명예교수가 대한의학회 정기총회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중환자의학 분야를 개척하고 정착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의 전당에 헌정됐다. 명예의 전당 헌정은 대한의학회의 창립, 육성을 선도한 의학자로서 선진의학 연구와 의료수준

홍복기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지난 4월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53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상법분야

향상에 밑거름이 된 의학자를 대상으로 한다.

법률문화 진흥에 이바지 한 공로로 황조근정 훈장을 받았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오 교수는 일반마취 외에 심폐마취, 중환자 관리, 통증관리 분야를 개척했다. 또한 1968년 중환자실을 개설하여 근대식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매년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이들에게 훈장과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장비를 갖춰 운영하며 국내 중환자실 관리와 진료에 대한 교육을 선도했다. 1972년에는 국내 최초로 외래에 통증치료실
을 개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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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INSIDE 공연소식

연세인 56명

공연소식

제20대 국회의원 당선

May 2016

연세 INSIDE 인물 동정

20대 총선 당선자 명단(대학원 출신)
지난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우리 대학 동문 56명

성명

학과/입학년도

소속

지역구

(총 300석)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지역구 253석 가운데 53석, 비례

김기선

정경원 10입

새누리당

강원 원주갑

대표는 47석 중 3석을 차지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25명, 더민주당

김진태

행정원 07입

새누리당

강원 춘천

21명, 국민의당 6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의 동문이 당선됐다.

김한표

행정원 83입

새누리당

경남 거제

이들은 오는 5월 30일부터 2020년 5월 29일까지 4년간 ‘섬김의 리더

나경원

생활원 11입

새누리당

동작을

십’을 발휘하며 입법부 핵심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박덕흠

20대 총선 당선자 명단(학부 출신)

공학원 99입

새누리당

보은·옥천·영동·괴산

금호아트홀 연세 공연 안내
5.18(수) 20:30
공연명 <
 연세 클래식> Music +
Insight: 불멸의 변주, 문용희
출연자 Piano 문용희

서청원

행정원 90입

새누리당

경기 화성갑

신상진

보건원 09입

새누리당

경기 성남중원

윤재옥

행정원 02입

새누리당

대구 달서을

공연내용 이번 금호아트홀 연

이우현

행정원 05입

새누리당

용인갑

세 5월 기획공연 <연세 클래식>

주최 금호아트홀

연세,
(재)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성명

학과/입학년도

소속

지역구

이주영

행정원 09입

새누리당

창원·마산·합포

Music+Insight Series: 불멸의 변주,

강석진

정외 79입

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합천

이철우

행정원 02입

새누리당

김천

문용희 공연에서는 피바디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중인 피아니스트 문용희

주최 (사)서울스프링

실내악축제

의 시간, 생상스의 덴마크와 러시아

공연내용 5월 20일 금요일 20시 금

노래에 의한 카프리치오, 슈베르트의

호아트홀 연세에서는 2016 서울스프

현악5중주 다장조가 진행된다.

링실내악축제 <세상의 종말을 위한
음악> 이라는 주제로 공연이 진행된
다. 프로그램으로는 슐호프의 바이
올린과 첼로를 위한 2중주, 드뷔시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라단
조, 플랑크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
한 소나타, 아르방의 벨리니의 노르
마 주제에 의한 변주곡, 메시앙의 세
상의 종말을 위한 4중주가 연주된다.

5.27(금) 20:00
공연명 제11회 2016 서울스프링 실내
악축제

5.23(월) 20:00

출연자 Violin 강동석, 드미트리
시트코베츠키, 윤은솔

공연명 피아니스트 이안 홉슨 감사음
악회
출연자 Piano 이안 홉슨, 신수경, 이
주혜, 배인경, 이수희, 장은주
주최 (주)마스트미디어


Viola 신연 황, 김상진
Cello 제롬 페르노, 에드워드
아론
Piano 김영호, 프레디 켐프
Soprano 샨탈 마티아스

공연내용 5월 23일 월요일 20시 금

주최 (사)서울스프링 실내악축제

호아트홀 연세에서는 <피아니스트

공연내용 5월 27일 금요일 20시 금

5.21(토) 15:00

이안 홉슨 감사음악회> 공연이 진행

호아트홀 연세에서는 2016 서울스프

되며, 프로그램으로는 바흐의 파르티

링실내악축제 <비통> 이라는 주제

공연명 제11회 2016 서울스프링 실내

타 2번,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0

로 공연이 진행된다. 프로그램으로는

민경욱

행정 82입

새누리당

인천 연수을

이혜훈

정보원 06입

새누리당

서초갑

박대출

정외 80입

새누리당

경남 진주갑

정병국

행정원 95입

새누리당

여주 양평

박명재

행정 68입

새누리당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정우택

보건원 97입

새누리당

충북 청주 상당

엄용수

경영 83입

새누리당

밀양·의령·함안·창녕

정종섭

대학원 86입

새누리당

대구 동갑

않는 연주곡인 베토벤의 디아벨리 변

이현재

전자 69입

새누리당

하남

한선교

언홍원 03입

새누리당

용인병

주곡이 연주 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악축제

번,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 소나타 7

모차르트의 현악5중주 제4번 사단

정용기

정외 88입

새누리당

대덕

김부겸

행정원 94입

더민주당

대구 수성갑

베토벤의 디아벨리 변주곡 한 곡으로

출연자 TIMF

앙상블

번, 바버의 피아노 소나타 작품번호

조, 쇼송의 소프라노와 피아노5중주

지상욱

토목 85입

새누리당

서울 중구성동을

백재현

행정원 96입

더민주당

경기 광명갑

구성되어 있으며 피아니스트 문용희

Violin 김다미, 이경선, 강동석

26번이 진행된다.

를 위한 영원한 노래. 차이코프스키

의 설명이 더해진 렉처콘서트로 진행

Viola 김상진

된다.

Cello 주연선, 조영창, 에드

의 독주회로 진행된다. 이번 공연에서
는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과 쌍벽
을 이루고, 국내에서 흔히 연주되지

최경환

경제 75입

새누리당

경산

송기헌

정경원 11입

더민주당

강원 원주을

김현미

정외81입

더민주당

경기 고양시일산서구

양승조

생활원 13입

더민주당

충남 천안시병

박범계

법학 85입

더민주당

대전 서구을

윤호중

보건원 07입

더민주당

경기 구리

변재일

정외 67입

더민주당

충북 청원

이언주

법무원 07입

더민주당

광명을

송영길

경영 81입

더민주당

인천 계양을

이찬열

경제원 01입

더민주당

경기 수원갑

송옥주

신방 83입

더민주당

비례대표

전현희

보건원 00입

더민주당

강남을

안호영

법학 84입

더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전혜숙

생활원 07입

더민주당

광진갑

우상호

국문 81입

더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추미애

경제원 01입

더민주당

광진을

우원식

토목 76입

더민주당

서울 노원을

권은희

대학원 08입

국민의당

광주 광산을

유동수

경영 81입

더민주당

인천 계양갑

김중로

행정원 89입

국민의당

비례대표

Piano 김영호, 임효선,아비

비례대표

람 라이케르트

윤후덕

사회 76입

더민주당

경기 파주갑

이태규

행정원 00입

국민의당

조정식

건축 82입

더민주당

시흥을

장정숙

교육원 81입

국민의당

비례대표

신용현

물리 79입

국민의당

비례대표

강길부

경영원 97입

무소속

울산 울주

황주홍

정외 73입

국민의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안상수

행정원 01입

무소속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김종대

경제 84입

정의당

비례대표

주호영

언홍원 05입

무소속

대구 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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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 아론

5.20(금) 20:00
공연명 제11회 2016 서울스프링 실내
악축제
출연자 Violin

권혁주, 이경선
Cello 문태국, 에드워드 아
론, 조영창

Flute 마티어 듀푸르
Trumpet 로망 를루
Clarinet 조성호

Piano 박지원
Flute 최나경, 윤혜리
Oboe 올리비에 두아즈
Clarinet 채재일
Bassoon 이민호
Horn 이석준
주최 (사)서울스프링

실내악축제
공연내용 5월 21일 토요일 15시 금
호아트홀 연세에서는 2016 서울스프
링실내악축제 <끝없는 영감>이라는
주제로 공연이 진행된다. 프로그램으

의 피아노3중주 가단조가 진행된다.

5.27(금) 10:00
공연명 스타인웨이 콩쿨
출연자 콩쿠르 참가자
주최 코스모스악기

공연내용 세계적인 명품 피아노 스
타인웨이가 1988년 이후 2년마다 개
최하고 있는 페스티발로써 한국에서
는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콩쿨이다.
오는 5월 23, 24일 코스모스홀에서
예선을 치룬 뒤 5월 27일에 금호아
트홀 연세에서 본선을 치룬다.

로는 제6회 일신작곡상 우승곡, 모차
르트의 플루트 4중주, 프랑세의 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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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INSIDE 이달의 도서

백주년 기념관 콘서트홀 공연 안내
5.10(화) 17:00
공연명 신세계 지식향연
출연자 강수진 예술감독
이지애 아나운서
송동훈 문명 탐험가
주최 대학내일
공연내용 인문학 청년인재 양성, 인
문학 지식 나눔, 인문학 콘텐츠 발굴
및 전파를 목적으로 한다. 2개의 인문
학 강의와 각 강연사이에 1개의 클래
식 공연으로 구성되며 아나운서의 진
행으로 이루어진다.

5.15(일) 17:00
5/16(월) 20:00
공연명 차이코프스키탄생 176주년
기념 <갈라콘서트>
출연자 지휘: 에프게니 볼린스키
협연: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
연주: 첼랴빈스크 국립오페
라발레극장 오케스트라
주최 (재) CBS
공연내용 CBS는 2016년 창사 62주
년을 맞이하여 러시아 첼리아빈스크
국립오페라발레극장 오케스트라를
초청하여 공연할 예정이다.

이달의 도서
5.29(일) 18:00
공연명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출연자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
예술감독 등
주최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집행
위원회

“가정의 달”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화목을 도모하
며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달, 박주희 아동가족학과장이 추천하는 5월의 책들을
만나보자.

5.30(월) 10:00
공연명 환경의 날 기념 ‘서대문 환경영
화제’
주최 서대문구청 환경과
공연내용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의 일환으로서 환경 뮤

공연내용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지컬 공연, 환경 영화 상영, 전시 포

집행위원회는 신진 연주자 육성 및

토존 등으로 구성된다.

클래식을 접할 기회를 확대하고자
2006년도부터 서울스프링실내악축
제를 개최해왔다. 바이올리니스트 강
동석 예술감독을 필두로 한국의 이름
을 드높이고 있는 다수의 음악가들이
주축이 되어 해외의 유명 연주자들과

5.17(화) 19:30

1년 12개월 중 가장 따뜻한 달을 고르자면 5월이 아닐까? 날씨가 따뜻한 이유도 있겠지만 5월은

조화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엄마는 산티아고

행복의 조건

내 방 여행하는 법

소녀 같은 엄마와 다 큰 아들의

하버드대학교 인생성장보고서:

세상에서 가장 값싸고 알찬

산티아고 순례기

그들은 어떻게 오래도록

여행을 위하여

행복했을까?

공연명 교향악의 밤

저자: 원대한

출연자 연세심포니 오케스트라

저자: 조지 베일런트

저자: 그자비에 드 메스트르

‘엄마’ 라는 두 글자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뜨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두 행복에 수

42일 동안 컴퓨터나 스마트폰도 없이 집 밖으

거워지고 눈물이 핑 도는 특별한 이름이다. 이

렴할 것이다. 수많은 자기계발서와 에세이가

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진다면 우린 과

책은 엄마의 제안으로 시작되는 아들과 엄마

행복의 비밀을 서술하고 있지만, 특히 이 책

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795년에 출간된 이

의 여행이야기를 담고 있다. 덜컥 산티아고 순

은 단순히 막연한 조언이 아닌 전 생애에 거

여행 문학 고전은 작가가 1790년 한 장교와

례길을 나서게 된 엄마와 아들이 함께 보내는

친 인간 발달 연구를 통해 행복의 조건을 제

결투를 벌이고 그 결과 42일 간의 가택연금형

꿈길 800킬로미터는 단순한 여행기 그 이상

시해준다.

을 받은 동안 방 안에서의 시간을 보내며 너

의 의미를 담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기념하

노년까지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무나도 무료한 나머지 ‘방 안’ 여행을 떠나게

주최 연세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내용 연세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교향악의 밤

대강당 공연안내
5.26(목)~28(토) 19:00
28(토) 14:00, 18:00
공연명 연세극예술연구회 제10회

노천극장 공연안내
이번에는 81학번 이윤철 연출로 손톤
와일더作 ‘매치메이커’를 선보일 예정
이다. 51학번부터 16학번까지 함께하
는 대화합의 장이 되는 한편, 연세대

재학생동문합동공연

학교가 가진 아름다운 문화의 전통을

‘매치메이커’

잇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다.

출연자 연세극예술연구회
주최 연세극예술연구회
공연내용 연세극예술연구회는 1920

5.14(토)~15(일) 19:00
공연명 2016 성시경의 축가

공연명 May I ♥ You (나연세)

며, 이 책을 통해 연세인들이 가족의 의미를

보며, 본인 스스로 행복을 위한 조건에 어떻

된 배경에서 출발한다.

출연자 성시경

출연자 [금] 에일리, I.O.I , 다이나믹

다시 한번 생각하고, 특히 ‘엄마’라는 특별한

게 부합되고, 부합되지 못하는 지를 파악하여

이 책은 여행은 구경이 아닌 ‘발견’ 이라고 말

주최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듀오, 하동균, 스윗소로우,

존재의 의미를 느끼고 엄마의 인생을 이해하

새로운 삶의 다짐을 펼칠 수 있다. 만족스러운

한다. 거울, 침대, 가구, 편지, 말린 장미, 코트

공연내용 감미로운 발라드 가수 성

알리, 포미닛, 백아연, 비투비

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미래를 꿈꾸는 이들에게 여러 인생이 담긴 이

등의 구체적인 사물부터 형이상학, 영혼, 추락

시경의 결혼식 피로연 컨셉 <축가>의

[토] 김건모, 쿨, 백지영,

5번째 시리즈 공연.

지누션, 거미, 윤수일,

한 권의 책을 추천한다.

등 추상적인 소재까지 특별한 이야기를 이끌

소찬휘, 송소희, 에릭남,

년대 연희전문학교 시절부터 발아하
여 1953년에 공식 발족한 유구한 전통
의 연극 동아리다. 1975년 제1회 재학

5.27(금)~28(토) 19:00

5.21(토)

생동문합동공연 이래 5년마다 졸업생

공연명 아카라카를 온누리에

과 재학생이 함께 공연을 만들어 오고

출연자 연세대학교 응원단,

있으며, 이번 공연은 재학생동문합동

밴드 ‘소나기’ 등

으로는 10회째, 극회 정기공연으로는

주최 연세대학교 응원단

111회째를 맞고 있다.

공연내용 2016년 연세대학교 축제

놀자
주최 연세대학교
공연내용 청춘들을 위한 5월의 축제

[우리 학교 서지 정보: 중앙도서관 2층 인문자료실
/ 914.6 014그]

어 낸다. 2001년 ‘내 방 여행’으로 처음 출판
[우리 학교 서지 정보: 중앙도서관 3층 사회자연과
학자료실 / 305.260973 010가]

된 이 책은 현재 절판 상태이며, 2016년 같은
역자가 개역해 ‘내 방 여행하는 법’이란 새로
운 책으로 출간됐다.
[우리 학교 서지 정보: 1) 2001, 내 방 여행: 중앙도
서관 2층 인문자료실 / 843 M287v 001가
2) 2016, 내 방 여행하는 법: 현재 구입 처리 중 ]

(취재: 김예찬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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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INSIDE 지금 SNS에서는

Molecular Virology of Human Pathogenic

지금

SNS에서는

꽃피는 4월, 각양각색의 꽃들이 만발한 교정에는 따뜻하고 파란 하늘의 봄이 우리를 맞이해주고,
벚나무 아래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기쁨이 가득하다. 행복과 사랑이 넘치
는 4월의 꽃피는 봄날, SNS에서 연세인들이 큰 관심을 보인 소식은 무엇일까? 공식 페이스북 포
스팅을 통해 본 이 달의 키워드는 ‘만우절’, ‘신촌역’, ‘문제적 문제’ 였다.

하나 [만우절 깜짝 이벤트]

Viruses
저자: 류왕식 교수

출판: Elsevier
우리 대학의 깜찍한 마스코트 연곰이의 ‘만우절 기념 고대 잠입취재기’가 4월 한 달 SNS에서 연세인들

류왕식 교수(생명시스템대학 생화학과)가 영문판 “바이러스학” 교재를 지난 5월 6일 출판했

의 사랑을 받았다. 만우절에만 만날 수 있는 연세 in 고려대학교라는 콘텐츠, 거기에 연곰이의 귀여움까

다. 다국적 출판사인 Elsevier사와 3년 전에 저술계약을 맺은 후 약 440쪽에 이르는 바이러

지! 특히 블로그에서 볼 수 있는 자세한 잠입취재기 속에는 타기관 도서관 방문을 위한 ‘타기관 방문/열

스 분야 학부 및 대학원 교재를 출판한 것.

람 신청’ 시스템의 정보 등이 있어 재미와 함께 유익함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이 책은 이미 국내에서 한글로 2007년에 1판이 출판된 이후, 2013년 3판이 출판되어 약 35
개 국내 대학에서 교재로 채택되어 널리 사용 중인 책 『바이러스학』의 영문판이다. 인간을
괴롭히는 AIDS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간염바이러스를 비롯해 최근 우리나라에서

둘

[연세인 그리고 신촌역]

문제가 되었던 MERS 바이러스 및 현재 브라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Zika 바이러스에 이르
기까지 주요 인체 바이러스를 바이러스 생활사를 중심으로 알기 쉽고 간결하게 서술했다.

연세대학교 공식 페이스북에서는 ‘스토리 y’라는 코너를 통해 추억의 이야기를 전달한다. 그 중 ‘연세
인, 그리고 2호선 신촌역’ 스토리는 연세인들에게 큰 감동과 낭만을 전해줬다. 연세인이라면 더욱 의미
가 남다를 신촌역이란 매개체를 통해 저마다 신촌역과 그 일대 명물거리에서의 지난 추억을 되새겨보
고, ‘그때 그랬지’ 하면서 나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을 지도 모른다.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모

白永瑞, 橫觀東亞: 從核心現場重思東亞歷史

두 이루어지는 곳, 2호선 신촌역이 연세인의 청춘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4월의 SNS 키워드로 선

저자: 백영서 교수

셋

출판: 臺北:聯經書店

정됐다.

[문제적 문제]

백영서 교수(사학과)의 두 번째 중문저서가 지난 3월 타이베이에서 출간됐다.
1990년대 이래 동아시아담론을 주창해온 저자가 한반도, 타이완, 오키나와를 ‘핵심현장’으로

4월의 주요소식이라면 ‘중간고사’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대학 페이스북에서는 지난 중간고사 시험

삼아 중국어권을 향해 발신한 동아시아 공생사회의 모색 과정이 담겨 있다. 또한 제도/운동

문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문제를 설문 조사하는 ‘문제적 문제’ 이벤트를 진행했다. 많은 연세인들이 댓글

으로서의 학문이라는 시각에서 사회인문학의 길을 모색한 역사학·한국학·중국학에 관한 글

을 통해 “이번 중간고사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서술형 문제를 쓰고 A학점을 받을 학생의 답안에 포함

도 수록되어 있다.

되어야할 논점들을 소제목을 달아가며 서술하고 어떤 답안에 C학점을 줄지 채점기준을 쓰시오.”, “연세대
학교 과학관(+126°,+37°)에서 리우데자네이루(-43°,-22°)까지 거리를 기초천체물리학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구하세요.”와 같은 참신하고도 유일무이한 ‘족보’를 공개하며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보여줬다.

http://www.facebook.com/ys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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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INSIDE 5월 주요 행사 일정

May 2016

SUN

5

주요 행사 일정

MON

TUE

WED

THU

FRI

SAT

2

3

4

5

6

7

10

11

12

13

14

1
무악대동제
5월 16일(월) ~ 17일(화)
송도국제캠퍼스

(종합관 및 언더우드 기념관 주변 일대)

8

9

5월 19일(목)~ 20일(금) 10:00~01:00

연세 정신 정립 및 구현 기념식

신촌캠퍼스(백양로, 대운동장, 야구장)

15

16

17

18

19

무악대동제(송도)

22

23

25

26

제20대 국회의원 당선 축하연

29

30

20

무악대동제(신촌)

24

31

5월 13일(금)

연세 정신 정립 및 구현 기념식

제20대 국회의원 당선 축하연

장기원 국제회의실

장소: 백양누리 그랜드볼룸

2016 May I Love you - 拿(나)連世
일시: 5월 27일(금) ~ 28일(토) 오후 7시
장소: 노천극장

58

연세 삼성학술정보관 1층 U-Lounge

장소: 신촌캠퍼스 노천극장

일시: 5월 24일(화) 오후 7시

YONSEI NEWSLETTER

아카라카

28

2016 May I Love you - 拿(나)連世

오후 1시 30분 ~ 1시 50분

일시: 5월 21일(토)

21

27

창의마당 조성 선포식
아카라카

창립 131주년 기념 행사

오후 2시

가야·신라 토기 전시
‘흙’ 개막식(김병철 동문 기증)

5월 14일(토)
교훈석(진리자유석) 이전
제막식
오전 10시 30분
정문 인근 공학원 앞 잔디밭

창립 131주년 기념식
오전 11시 /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

오찬
낮 12시 / 총장공관 뜰과 연세역사의 뜰

오후 4시(상설)

재상봉 행사

박물관(백주년기념관)

오후 2시 30분 / 대강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