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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진연도병(辛丑進宴圖屛)
1901년(광무5, 신축년) 고종황제의 50세 생일을 기념하여 경운궁(현 덕수궁) 함녕
전에서 거행된 진연進宴을 그린 8폭 병풍이다. 외진연外進宴, 내진연內進宴, 야
진연夜進宴, 익일회작翌日會酌의 모습을 담은 그림과 행사를 진행한 진연청 당상
및 낭청의 좌목이 쓰여 있다.
7월 26일 열린 외진연을 담은 1, 2폭을 보면 황색으로 치장된 휘장과 상탁보로 중
앙에 고종 자리를 나타내고 있다. 덧마루에는 정재 공연이 열리고 있고, 3품 이상의
동·서반이 자리하고 있다. 신식 군복을 입은 군졸과 태극기로 대한제국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3, 4폭에는 7월 27일에 베풀어진 내진연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내
진연은 궁궐 내 여관女官들이 담당했으며 참석자도 황태자, 문무백관, 종친 등 남
성 위주로 참여 했던 외진연과 달리 황태자비, 군부인郡夫人, 좌우명부 등 황실의
여성들과 영친왕 종친, 척신들이 참여했다. 27일 밤에 열린 야진연을 담은 5, 6폭은
유리등과 촛대, 사롱등으로 밤을 나타내고 있다. 7폭에는 황태자가 행사를 준비한
내명부와 진연청 당상들에게 29일 베푼 익일회작 장면을 담고 있다.
(서울시유형문화재 제306호,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고전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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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걸음을 힘차게 내딛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4일 토요일 오전 11시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에서 창립 131주년을 기
만에 학교를 찾은 동문들로 가득했다. 눈부신 신록 아래 백양로 사업 이후 많이
달라진 교정의 모습을 돌아보며 백양로를 걷는 이들의 얼굴에는 설레고도 반가

31	(주)신성엔지니어링, 학교
발전 위해 1억 원 기부

역사 속 연세

“연세 창립 131주년을 맞이한 이 뜻깊은 날에 여러분과 함께 다음 100년을 향한

념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보통 학생들로 붐비는 백양로는 아침부터 오랜

30	무악로타리클럽 기부액
100억 원 육박

32	상담코칭지원센터, (사)연세사
회복지재단 에델마을과 업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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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미소가 서려 있었다.

미래 100년을 향한
비전 제시

우리 대학은 매년 5월 둘째주 토요일 창립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기념식은 미래 100년을 향한 비전을 제시하고 공유한다는 점에서 보다 의미 깊
었다.

사회봉사상, 창업대상,
의학대상, 학술상 등 시상

“교육은 더 이상 가르침과 배움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배우는 과정
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은 한 분야의 연구실이나 실험실에서 이
루어지는 혁신이 아니라, 이질적인 기존의 지식들이 서로 연결되어 새로 만들
어집니다. 인류가 직면한 문제가 세계화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공
헌도 한 나라의 테두리를 넘어 범세계적 활동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총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다스릴 인재를 키워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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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석수 이사장님과 이사님, 박삼구 동문회장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님, 재상봉 행사를 위해 모교를 방문해주신 자랑스러
운 동문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

우리는 파괴적인 사회 변화를 가져다주는 인공지능과

를 드립니다. 특별히 장기근속상, 사회봉사상, 창업대

4차 산업혁명을 두려워하기 보다는 새로운 혁신의 기

상, 의학대상, 학술상을 받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존

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문명사적 대변환의 피해자

경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 되기 보다는, 이를 다스릴 줄 아는 인재를 키워내는
일이 연세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입니다. 대학 변화

해 교육, 연구, 사회공헌의 방향을 크게 바꾸겠다고 밝히

터, 자유상 정경대학 글로벌봉사단이 수상했다.

고, 새로운 정책과 계획들을 대거 공개했다. 우리 대학교

백양로 재창조사업 이후 맞이하는 첫 봄의 캠퍼스가

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은 더 이상 가르침과

아름답기만 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연세

배움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배우는 과정

의 창립 13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이 자

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은 한 분야의 연

리에 모였습니다. 131년 전에 심어진 한 알의 밀알이 성

구실이나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혁신이 아니라, 이질

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핵심가치로 3C 즉, 기독교정신

故 이혜경 동문은 지난해 여름 왕피천 용소계곡에서 트레

장하여 오늘과 같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으니, 그

적인 기존의 지식들이 서로 연결되어 새로 만들어집

(Christianity), 창의성(Creativity), 연결성(Connectivity)을

킹을 하던 중 익사 위기에 처한 두 사람을 구조한 뒤 심장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니다. 인류가 직면한 문제가 세계화됨에 따라 이를 해

제시했다.

마비로 숨을 거뒀다. 고인은 우리 대학교 체육교육학과를

결하기 위한 사회공헌도 한 나라의 테두리를 넘어 범

졸업하고 서울시 장거리 수영선수로 활약하면서 ‘산을 사

연세가 세워진 그 때 근대혁명을 맞이한 것과 같이, 지

세계적 활동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대학 재원도 등

김 총장은 이와 더불어 창의적이고 발전 가능성이 풍부한

랑한 바다공주’라는 별명을 즐겨 사용할 정도로 활동적인

금 우리는 문명사적 대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록금이 아니라, 지적재산권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직접 고등학교로 찾아가 우수한 학

인물이었다. 이전에도 물에 빠진 딸의 친구를 구하거나, 실

2월 취임사에서 인공지능이 대학교육에 미칠 영향에

생을 수시로 뽑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족한 등산객을 심폐소생술로 구하는 등 참사랑을 실천하

대해 언급한 지 한 달 만에, 우리는 알파고의 충격을 경

이렇게 급변하는 변화 속에서 저는 무엇을 이루어낸

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밝혀

험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실력의 한 인간이 인공지능

총장이기보다는, 연세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방향

져 주변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을 바꾼 총장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대학의 기본

당혹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없어질 직업에 대한 예측

적인 사명인 교육과 연구 그리고 사회공헌의 방향을

이 나오고,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될

바꾸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3C 즉, 기독교정신

연세정신 실천하는 이들에게 각종 상장 수여
연세창업대상 신설해 창업의지 고취

한편, 올해는 특별히 연세창업대상을 제정해 도전과 창의,
섬김의 정신을 바탕으로 창업한 우수 창업인을 발굴해 시

이밖에도 기념식에서는 연세정신을 실천하며 사회에 기여

상했다. 그 첫 수상자로 교원부문 정형일 생명시스템대학

하는 이들을 선정해 장기근속상, 사회봉사상, 의학대상, 학

교수, 동문부문 박홍관 ㈜비주얼샤워 대표(컴퓨터과학 99),

술상 등을 수여했다.

학생부문 김병훈 ㈜에이프릴스킨 대표(경영학 07)와 구예
림 Clef Innovation Ltd. 대표(영어영문학 09)가 선정됐다.

홍인수 교수(영상의학교실)를 비롯한 99명의 교원이 30년
장기근속상을 수상했다. 이밖에도 372명이 20년 근속, 338

의학대상은 학술부문 정상섭 동문(의학 65년 졸), 봉사부

명이 10년 근속으로 장기근속상을 받았다.

문 조계은 동문(의학 68년 졸)이 선정됐으며, 학술상은 인
문과학부문 최문규 독어독문학과 교수, 자연계기초과학부

사회봉사대상은 개인부문 대상 故 이혜경 동문(체육교육

문 최강열 생명공학 교수, 자연계응용과학부문 김형준 전

82), 진리상 황만기 동문(행정대학원 09), 자유상 김종욱

기전자공학부 교수, 의학부문 이용찬 의과대학 교수가 각

동문(원주의학 87), 단체부문 진리상 연세공익법률지원센

각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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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anity), 창의성(Creativity) 그리고 연결성(Con-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선배가 낸 장학금의 도움을

nectivity)의 가치를 제시하려 합니다.

받은 학생이 미래에 익명의 후배에게 되갚겠다고 약
속하는 ‘Pay Forward’ 장학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연세 가족 여러분
기독교정신(Christianity)은 연세의 뿌리이며 앞으로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가 ‘오래된 미래’로 나아가는 데 나침반 역할을 할

연세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은 교육과 연구의 패러

것입니다. 오래전 연세를 세우신 선교사님들이 그랬듯

다임을 창의성(Creativity)에 기초한 새로운 모델로 바

이, 우리는 기독교정신을 실천

꾸는 일입니다. 인류 역사이래

창의성의 가치는 교수의 연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

제화입니다.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을 아우르는 훌륭한

하는 사회공헌의 활동범위를 전

교육은 가르침과 배움으로 구

다. 지금 교수사회에선 ‘논문을 쓰느라 연구를 못한다.’

네트워크를 갖춘 Intellectual Ventures나 CBOL과 같은

세계로 넓혀야 합니다. 이를 위

성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

는 자조적인 말이 만연해 있습니다. 승진을 위해 자신

회사가 파트너로 우선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

대가 요구하는 창의성은 일방적

이 하고 싶은 연구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교수의 연구

리 학생들은 해외 창업시장을 개척하는 선구적 역할

가르침을 통해 습득될 수 없는

평가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는 사회를 이끌어가고 앞으

을 수행할 것입니다. 연세대학교는 성공한 창업으로부

것이기에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

로 학계의 연구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창의적이고

터 재원을 얻는 미래형 대학으로 탈바꿈 할 것입니다.

꿀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가 학

획기적인 연구는 점차 찾기 어려워질 위기에 처했습니

생을 가르치는 것은 학생이 스

다. 새로 도입될 평가시스템에서

사랑하는 연세 가족 여러분

스로 깨우치도록 하는 길잡이일

는 연구의 양보다는 연구의 질이

연결성(Connectivity)은 인간다

따름입니다.

우선될 것이며, 신진교수는 자기

움의 또 다른 속성입니다. 人間

평가(self-evaluation) 즉, 스스로

이라는 한자어에 사이間이 의미

해서 우리 대학의 여러 기관들
이 독립적으로 수행해 온 다양
한 선교 및 봉사기능을 하나의
기관에 통합하여 시너지를 극대
화할 예정입니다. 본교와 원주캠
퍼스, 의료원, 그리고 국제캠퍼

저는 3C 즉,
기독교정신(Christianity),
창의성(Creativity) 그리고
연결성(Connectivity)의
가치를 제시하려 합니다.

스의 다양한 선교와 봉사활동을
통합 관리하는 연세글로벌사회

상호교감을 기반으로
인간들이 결합하면 1+1=2가
아니라 3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배우는 창의교육은 학부

연구 계획을 세운 후 일정 기간

활동을 국제화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21세기 공

대학의 일학년 교육과 RC(기숙사) 교육에서부터 시작

이 지난 뒤 계획대로 진행되었는

감 문명시대의 바탕이 되는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가

될 것입니다. 고교 과정에서 배워온 ‘고정된, 암기된 지

지를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르치고 실천하려 합니다.

식’을 버리고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교육모델을

학교 안으로는 장애인과 소수자 등을 위해 서로 돕는

바꾸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문제나 인류가 직면한 문

학생과 교수의 창의성은 창업으

공동체를 만들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곁에 점심을 굶

제를 해결하려는 학부생 팀에게 소정의 연구 활동비

로도 연결됩니다. 자신이 원하

로 인간들이 결합하면 1+1=2가

는 학생이 있고, 학비를 벌기 위해 휴학을 해야 하는 학

를 지원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문제를 발굴하고

는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현실

아니라 3이 될 수도 있고 100이

생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점심나눔 프로젝트>

정답이 없는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창의

적 상황 속에서 창업은 학생들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는 이

에 교수, 직원, 그리고 은퇴한 연세가족까지 뜨겁게 호

적 아이디어를 생산하게 됩니다. 교실 안과 교실 밖 사

의 새로운 진로가 될 것입니다.

룰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응하고 참여하여 가슴이 참 따뜻해집니다. 가정 형편

이의 벽을 허물고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해 경험 교

그 첫걸음으로 어제 학술정보관의 U-Lounge를 상상

있고,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SOS 장학금을 확충하고, 우리

육을 받을 것입니다.

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창의마당(Creative Playground)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학생들은 점차 외

으로 조성하는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신촌지역에

톨이가 되어가고 교수들은 연구실이라는 토굴에 홀로

창업생태계를 만들려고 서울시와 협의를 시작했습니

갇혀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헌센터를 설립하여 사회공헌

학생들이 국내외에서 사회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듯이, 인간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
면서, 사랑이나 우애, 공감과 같
은 소중한 가치에 의해 연결되
어 있습니다. 상호교감을 기반으

다. 이러한 창의마당에서는 실패의 두려움이라는 단어
는 통용되지 않고, 엉뚱함을 비웃는 문화도 존재하지

앞으로 학생들은 교실과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는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장려하고 엉뚱한 발상을 격

것이 아니라 동료들과 끊임없이 토론하고 협력하는

려할 것입니다.

과정을 통해 스스로 깨우치는 공부를 하게될 것입니
다. 다른 사람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인성이 좋아야 하

연세대학의 2단계 국제화의 핵심은 취업과 창업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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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연세창업대상

창립 131주년 기념식사

을 목수로 만드는 것이라기보다는 목수를 사람으로

의 캠퍼스를 동문과 그 가족들을 위한 공원으로 개방

만드는 것이다.”라고 설파한 뒤부아(W.E.B. Dubois)의

하겠습니다. 동문들에게 주말 무료 주차 서비스를 이

말처럼 참사람을 키워낼 것입니다. 그래서 입학식은

미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곧 원주 동문들에게까지 확

학생 윤리헌장 서약식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대할 것입니다. 동문들을 위한 입학상담서비스와 의료

첫 수상자 4인 선정

예약 서비스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동시에 문과와 이과의 지식과 관점이 모두 필요한 ‘문
제풀이형 교과목’을 개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류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의 문제는 자연과학은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2030년까지 현존하는 전 세계

물론 인문학과 사회과학 그리고 공학의 전 분야를 연

일자리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견이 나오고 있습

결하는 관점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통합 교과목을

니다. 이런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대학은 4차 산업혁명

통해서 학생들은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창의적인 생

을 이끌어 갈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해야 합니

각을 연결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외지능(Extel-

다.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대학에서 학생을 기다리지

ligence)의 능력을 배양하게 될 것입니다.

않고 직접 고등학교로 찾아가 우수한 학생들을 수시

창업이 대학의 문화로
자리 잡기를
왼쪽부터 구예림 대표, 김병훈 대표, 김용학 총장, 박홍관 대표, 정형일 교수

로 뽑을 계획입니다. 현재의 성적이 조금 부족하더라

우리 대학은 창립 131주년을 맞아 ‘연세창업대상’을 제정하

을 제조하고 맞춤 타깃 마케팅을 활용해 화장품을 유통함

학문간 연구 연결망을 구축하여 혼자서 해결할 수 없

도 창의적이고 발전 가능성이 풍부한 학생을 선발하

고 지난 5월 14일 창립기념식에서 첫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

으로써 지난해 12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구예림 대표는 우

는 문제를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학, 자연과

려고 합니다.

했다.

산 손잡이 및 커버가 탈착되는 다기능 우산을 개발함으로

학과 공학 그리고 인문학과 사회과학 등 여러 학문분

써 영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해외 사업화의 가능성을 보

야가 한 캠퍼스에 공존하고 있는 우리 대학의 환경은

연세 창립 131주년을 맞이한 이 뜻깊은 날에 여러분과

연세창업대상은 도전과 창의, 섬김의 정신을 바탕으로 창업

융합연구를 활성화 하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다양한

함께 다음 100년을 향한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고자 합

에 성공한 우수 창업인을 발굴해 시상함으로써 널리 창업

전공의 교수들이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메디치룸’

니다.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원, 동문, 학생 부문에 대

시상식에서 김용학 총장은 “연세창업대상을 수상하는 선후

해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교원 및 동문 각 100

배들을 보면서, 창업이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유별난 일이

만 원, 학생 5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아니라 자연스럽게 도전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길 수 있기

을 만들어 상상력이 충돌하는 공간 인프라를 갖출 것

여줬다.

입니다. 특히 BT와 IT가 만나도록 연구비를 지원할 것

오늘 재상봉을 맞으신 동문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입니다. 현재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융합연구팀들을 만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빛내 주신 내외 귀

들고 있습니다. 이 시험적 연구팀이 성공적으로 가동

빈과 연세가족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존경과 감

먼저, 교원 창업 부분에 선정된 정형일 교수는 경피약물전

하고 이를 통해 개발한 아이디어가 창업과 혁신으로 이어

되면 그 결과를 이어받아 교수를 포함하는 연구단으

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기를

달 기술을 바탕으로 화장품 및 바이오의약품 패치를 개발

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창업이 대학 문화로 자리 잡기

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기원합니다.

하고 생산하는 ㈜주빅을 지난해 10월 설립했다. 그는 대학

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를 바란다.”며 “연세대는 학생들이 창조적 사고능력을 배양

의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시작품을 제작하고 기술
국제캠퍼스에는 과학단지(Science Park)를 구축할 것

2016년 5월 14일

입니다. 간척이 완료되어가는 30만 평의 11공구에 기업

연세대학교 총장 김 용 학

이전 단계를 넘어 미래 시장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우리 대학은 최근 적극적인 창업 장려 및 지원에 앞장
서고 있다. 창업지원단을 통해 창업과 경영에 관련한 각종

연구소들을 유치하고 스웨덴의 Kista Science Park와

동문 부문의 박홍관 대표는 임베디드 기술을 바탕으로한

교육과 컨설팅뿐만 아니라 창업공간 및 기자재를 지원하

같은 모범적인 산학협력 모델을 발전시키려 합니다.

모바일 기기 및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개발로 지난 2006년

는 등 체계적으로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창업과 관련

이런 우리의 계획에 벌써 여러 기업들이 참여를 타진

설립된 ㈜비주얼샤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비주얼샤

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캠퍼스 곳곳에 창업을 위한 공

하고 있으며, 독일의 Fraunhofer 연구소는 최근에 참여

워의 누적 투자유치 금액은 약 29억 원에 달하며 지난해 기

간을 마련함으로써 창업이 자연스럽게 대학의 문화로 자리

를 결정했습니다.

준 18명의 고용효과를 냈다.

잡을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동문들과의 연결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연세

학생 부문에는 신촌캠퍼스의 ㈜에이프릴스킨 김병훈 대표
(경영학 07)와 원주캠퍼스의 Clef Innovation Ltd. 구예림 대
표(영어영문학 09)가 선정됐다. 김병훈 대표는 천연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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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우리 대학교는 매년 탁월한 연구업적을 통해 학문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전임

연세학술상

에서 ‘2016학년도 연세학술상’을 시상했다.

이 있다고 하겠다.

교수에게 연세학술상을 수여하고 있다. 지난 5월 14일 열린 창립 131주년 기념식

자연계
기초과학 부문

올해는 총 4개 분야에서 빼어난 학문적 성과를 낸 교수를 선정했다. 인문과학
부문 최문규 교수(독어독문학과), 자연계 기초과학 부문 최강열 교수(생명공학

수상 소감
“대학에 온 이래 21년 동안 생명현상을 조절하는 세포신호전달
계 특히 Wnt/b-catenin과 Ras/MAP kinase 신호전달계를 연구
하며 암, 뼈 형성, 상처치료, 발모 등과 같은 각종 생리 및 병리

과), 자연계 응용과학 부문 김형준 교수(전기전자공학과), 의학 부문 의과대학

최강열 교수

현상 조절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해 왔다. 그동안 연구실에서 어

이용찬 교수(내과학과)가 그 주인공이다.

생명공학과

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 함께 연구를 수행해 온 많은
학생 및 연구원들에게 크게 감사드린다. 본 연구는 사람의 질병
현상 규명, 신약개발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의대 및

2016학년도 연세학술상 수상자들의 저서(논문)에 대한 소개와 함께 수상 소감
을 들어 본다.

수상 논문

생명 관련 교수님들과의 공동연구가 중요했다. 그 동안 우리와

The Dishevelled-binding protein CXXC5 negatively regulates

함께 공동연구를 수행해 주신 많은 의대 및 관련 분야 교수님들

wound healing(Journal of Experimental Medicine)

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여러 면에서 도와주신 생명시스템대학 및 의과대학 특히 생명

의 같은 이념에 의해 철저히 억압되고 터부시되었는데, 그것은 죽음의

논문 개요

공학과와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 앞으

형상화와 담론 등이 아름답고 낙관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위협적인 것으

윈트베타카테닌(Wnt/b-catenin) 신호전달계는 생체 내에서 세포성장,

로도 학술상 수상에 대한 격려에 부응하여 추후 더욱 성숙된 형

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름다운 삶만을 추구하는 사회적 흐름

줄기세포 분화를 통한 뼈 형성, 비만, 상처치료 등 다양한 생리현상을 조

태의 훌륭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노력하겠다.”

에 의문을 제기하고 죽음의 형상화를 통해 삶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대항

절하는 중요한 세포 내 소통 경로다.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담론을 문학은 항상 제시해 왔으며, 바로 이러한 관점이 본 연구서의 출

이 신호전달계를 제어하여 효과를 나타내는 신약개발이 시작되었으나

최문규 교수

발점을 형성한다. 죽음을 심미적으로 형상화하려는 작가들의 노력은 결

아직은 초기단계이다. 특히 이 윈트 신호전달계가 피부 상처 치유와 콜

독어독문학과

코 허무적이거나 비관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와 사회에 대한 비판적 반추

라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연구들을 통해 알려

에 다름 아니다.

진 바 있지만 이를 조절하는 인자가 무엇인지, 그 같은 인자가 어떻게 상

분석 대상으로 삼은 100여 편에 이르는 한국 및 독일 문학작품에서는 자

처 치유 과정에 관여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 없었다.

연적 죽음, 사회적 죽음, 자발적 죽음, 고독한 죽음, 갑작스러운 죽음, 무

본 연구는 윈트 신호전달계에 대한 활성화 경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상 저서

시무시한 죽음, 우연한 죽음, 희생적인 죽음, 때 이른 죽음, 고유한 죽음

잘 알려지지 않은 억제를 조절하는 CXXC5라는 단백질이 상처치유 과정

죽음의 얼굴 - 문학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죽어가는가?(21세기북스,

등 죽음이 다채롭게 형상화되어 있는데, 이를 본 연구서는 10개의 고유

에서 “negative feedback” 메커니즘으로 윈트신호를 조절하여 치료를

2014년)

한 문학적 유형(‘육신의 부재’, ‘내던져진 사물’, ‘피의 전율’, ‘통보된 메시

더디게 하는 것을 밝혔다. 각종 시험관적인 실험과 CXXC5 유전자 소실

지’, ‘아름다운 이별’, ‘무감각한 마지막 대면’, ‘매체적 퍼포먼스’, ‘병든 육

된 생쥐의 기능을 통해 CXXC5 제거를 함으로써 상처치료 효과가 극대

저서 개요

신의 종착역’, ‘자연으로의 회귀’, ‘관계의 소멸’)으로 범주화하고 서로 상

화되는 것을 밝혔으며 피부과학교실의 정기양 교수님과의 피부암 환자

수상 논문

576쪽에 달하는 『죽음의 얼굴 – 문학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죽어가는

이한 양식과 문체적 특성을 세밀히 분석하였다.

조직을 이용한 공동연구를 통해 이 같은 CXXC5 의 상처치유 억제기능

Controllable synthesis of molybdenum tungsten disulfide alloy for

이 사람에서도 일어 날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vertically composition-controlled multilayer(Nature communications 6, Article number :7817 )

인문과학 부문

가』는 죽음의 형상화를 주제로 한국 소설과 독일 소설을 비교 분석한 최

자연계
응용과학 부문
김형준 교수
전기전자공학과

초의 연구서다. 이 연구서는 죽음의 실체를 철학적, 종교적, 심리학적으

수상 소감

이 같은 기초연구결과를 바탕으로 CXXC5 기능을 경쟁적으로 억제하는

로 규명한 작업이 아니다. 오히려 ‘죽음의 정신적 형이상학’에서 ‘죽음의

“새 저서 집필로 정신없이 지내는 요즘 지난 번 저서로 연세학

펩타이드(PTD-DBMP)를 개발해 상처 난 피부에 처리한 결과 뛰어난

육체적 형이하학’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보이지 않는 죽음보다는 ‘죽음

술상을 수상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받았다. 언제나 묵묵히 연구

상처치료 효능을 보였다. 특히 윈트 신호를 활성화 하는 valproic acid

논문 개요

의 가시화’ 차원에서 물질로서의 몸을 사회적, 문화적 기표로 읽어내려

에 매진하고 있는 문과대 동료 교수들 모두가 학술상 수상 자격

(VPA) 같은 GSK3b 활성화 저해제 등과 함께 처리했을 경우, 현재 이상

그래핀의 발견 이후 10여 년간 이차원 나노소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는 포스트모더니즘적 성향과 궤를 같이하는 시도다.

을 갖추고 있기에 이런 기쁨을 혼자 누리는 것 같아 쑥스럽고

적으로 사용되는 상피세포성장인자인 EGF 같은 성장인자보다 10배 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MoS2, WS2 등의 반도체 성질을 가지는 이차원 전

‘최후의 무의미’(아감벤)이면서도 ‘철학의 시작’(몽테뉴)인 ‘죽음이라는

과분하다는 생각이 든다. 인문학의 성과는 길고 느린 호흡 속에

상의 효능을 나타냈다. 이 같은 결과는 PTD-DBMP를 윈트 신호 활성

이금속 디칼코게나이드(TMDCs)가 우수한 전기적/광학적 특성으로 유

인간 조건’에 구체적인 얼굴을 부여하려는 시도는 문학작품에서 언제나

서만 가능하다. 단기적 성과에 대한 조급증과 강요보다는 느림

화 물질과 함께 사용하면 기존의 상처치료제에 비해서 효능이 뛰어나

연 전자 소자, 태양전지, 광센서 등 다양한 분야의 응용소재로 기초 연구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 바로크 시대의 “죽음을 기억하라”(Memento

과 여유의 시간을 인문학자에게 많이 허용해 주었으면 싶다.”

며,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아주 우월한 1st-in-class(혁신형) 상처 치료

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차원 TMDCs 소재의 응용성을 높이기

제 개발에 물꼬를 터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

위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이차원 TMDCs의 밴드갭을 조절

Mori)라는 명제는 18세기에 들어서 합리주의, 낙관주의, 목적론, 자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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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소재 공정은 향후 소자 설계 및 효율 증대를 위해서 필수적이지만

수상 논문

보고된 바가 전무하였다.

Helicobacter pylori CagA promotes Snail-mediated epitheli-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원자층 증착법을 이용하여 조성비 조

al-mesenchymal transition by reducing GSK-3 activity(Nature

절이 가능한 이차원 TMDCs(Mo1-xWxS2 합금)의 합성 원천 기술을 처

communications 2014; 5): 헬리코박터 단백 카그에이는 지에스케이3

음으로 개발하고, 밴드갭이 변화되는 것을 보였다. 또한 이 공정을 활용

의 활성화를 억제함으로써 상피세포의 스네일 매개 상피간엽이행 촉진

하여 매우 얇은 두께(3nm) 에서 수직방향으로 원자비율이 달라 다양한

한다.

밴드갭을 가지는 이차원 TMDCs 소재를 합성해 가시광 흡수율을 증가

응답하라 1987

연세 졸업 25·50주년

시켰다(붉은색에서 초록색까지 가시광흡수). 특히 가시광 흡수율이 증대

논문 개요

된 소재를 이용하여 제작된 광센서는 단일 이차원 TMDCs에 비해 약 4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달리 CagA에 의한 Wnt 및 GSK/Snail 신

배가량 향상된 광반응도를 보였다.

호 전달 조절을 규명함으로써 기존에 설명되지 않았던 헬리코박터균

특히, 본 연구결과는 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을 이용하여 세계 최초

에 의한 위암 진행 기전을 규명하는 목적을 가졌다. 연구결과 헬리코박

로 이차원 TMDCs 합금 연구에 활용한 연구 성과일 뿐만 아니라 합성된

터 균은 위암세포주에서 CagA에 의존적으로 EMT를 유도하고 Snail 단

소재의 가시광 흡수율이 증대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차세대 광소자 분야

백질의 발현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보였으며 이는 헬리코박터 암단백

에 사용 가능하다. 이차원 소재의 원자 단위의 두께, 유연성, 가시광 영역

CagA가 세포 내 GSK-3와 결합하여 활성을 억제하고, GSK-3에 의한

대의 밴드갭 등의 특성은 최근 떠오르고 있는 구겨지는 태양전지, 광센

Snail 분해를 억제함으로써 Snail 매개 상피간엽이행을 촉진한다는 것을

서 등에 적용가능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광/전자(몸에 부착하는 디스플

확인했다.

레이, 초고집적 트랜지스터) 기기들에 필요한 소자의 기본 소재가 될 수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헬리코박터 암단백 CagA에 의한 암세포 내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Wnt 및 GSK/Snail 신호 전달 조절을 규명함으로써 기존에 설명되지 않

매년 5월 둘째주 토요일은 우리 대학의 창립기념일이기도

았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의한 위암 진행 기전을 분자생물학적으로

하지만 졸업 25·50주년을 맞은 동문들을 위한 특별한 동창

수상 소감

규명하고 위암 예방을 통한 치료법 개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데

회가 열리는 날이다. 1956년 처음 시작된 재상봉 행사는 다

50주년 전체대표 이중명(건축 62) 에머슨퍼시픽 회장은 “25

“우선,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아낌없이 지원해 준 학교 측에

에 의의를 가진다. 이 연구는 치과대학 구강병리학교실 육종인, 김현실

른 국내 대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연세만의

주년 때 참석할 당시 과연 50주년 행사에 참석할 수 있을까

감사드린다. 학교 측의 다양한 지원으로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

교수와의 공동연구로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중

축제다. 올해는 졸업 25주년을 맞은 87학번과 어느덧 졸업

까마득했는데 막상 와보니 앞으로 65주년 행사를 만들어도

었다고 생각한다. 차세대 반도체 시장에서 원천기술 개발은 국

견연구자지원사업(도약연구-도전연구)와 일반연구자지원사업(기본연

50주년을 맞은 62학번이 각자의 세월 속에서 오래도록 잊

좋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 이 회장은 단상에서 대학 시절

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차세대 반도체에서 이

구)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고,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

고 지냈던 학우들과 재회의 기쁨을 나눴다.

짝사랑했던 간호학과 여학생을 찾아 행사장 전체에 웃음꽃

차원 소재는 다양한 장점을 바탕으로 향후 50년을 내다볼 수 있

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지 온라인판 2014년 7월 23일자에

는 매우 유망한 소재이다. 이러한 이차원 소재에서 매우 중요한

게재되었다.

이슈인 밴드갭 조절을 해결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했다는

재상봉 행사 개최
“우리 다시 여기에”

제의 장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을 피우기도 했다.
지난 5월 14일 오후 2시, 131주년 창립기념식에 이어 2016 재
상봉 행사가 대강당에서 열렸다. 캠퍼스 곳곳에 파란색, 군

25주년 전체대표 김응석(전기 87) 미래에셋벤처투자 대표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결과를 바탕

수상 소감

청색 베레모를 쓴 동문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꽃을 피

이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느덧 중년의 모습으로 변한 서

으로 더 우수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다시 한

“먼저 개인적으로 권위 있는 연세학술상을 수상하게 되어 큰 영

우는 풍경이 연출됐다. 노천극장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한 뒤

로를 보며 가슴 뭉클한 우리의 청춘을 다시 이야기할 것”이

번 연구 성과를 내는데 도움을 준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

광으로 생각한다. 바쁘다는 핑계로 잘 챙겨주지 못하는 데에도

행사장으로 향하는 길, 졸업 25년 만에 처음 만나는 동기를

라며 “25년 전 당시로 돌아가 우리의 젊음, 그리고 연세를

불구하고 끊임없는 격려와 이해를 아끼지 않은 아내와 두 아들

한눈에 알아보고 반가움의 탄성을 내지르는 이들도 더러

노래하자.”고 말했다.

과 수상의 기쁨을 함께 하고자 한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하

보였다. 이제 불혹을 한참 넘긴 87학번 동문들도, 어느덧 노

게 연구와 실험에 전념해준 실험실의 재학생들과 졸업생에게

년의 문턱에 접어든 62학번 동문들도 이날만큼은 캠퍼스를

“우리 다시 여기에”라는 슬로건으로 꾸며진 이번 재상봉행

도 끝없는 감사를 드린다. 무엇보다도 많은 어려움과 실패에도

노닐던 그 때 그 시절로 돌아간 듯했다.

사에는 ‘연세가 중계’, ‘연세 OX 역사퀴즈’, ‘합창단 공연’ 등

의학 부문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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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학창시절을 추억해 보는 다채로운 축하행사가 마련됐다.

이용찬 교수

데 힘이 되어준 공동연구자인 치과대학 육종인·김현실 교수님

이날 행사에서 김용학 총장은 재상봉 동문들을 맞이하며

내과학과

과 이 수상의 영광을 나누고 싶다. 앞으로 의과대학 교원의 사

“제가 87년도에 부임했으니 이번 87학번과는 사실 입학동

한편, 행사에 참석한 이건도(전기공학과 62) 동문은 “그 시

명인 진료, 교육과 연구활동에 더욱 전념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

기”라며 특별히 반가움을 표했다. 또한 “진정한 친구란 남들

절 친구들을 만나 무척 반갑고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난다.”

심히 노력하겠다.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감

이 모두 떠나갈 때 찾아오는 사람이라고 한다. 찾아가는 친

며 “연세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이루 말할 수 없이 감

사드린다. ”

구로서, 25년 또는 50년 만의 재상봉이 모두에게 행복한 축

개무량하다.”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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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함께 만든,
연세 도로의 새 이름을 소개합니다

연세 NEWS 주요 소식

창립 131주년 맞아

백양로(언더우드길)

‘연세 정신’을 돌아

원철길

보다

동주길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정문~백양로삼거리

연세 정신을 빛낸 인물로 ‘윤동주’ 선정

시의 한 구절처럼 '이름'은 그 대상의 존재를
보다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창립 131주년을

정문~공학원 뒤쪽~서문까지

맞아 캠퍼스 내 주요 도로가 연세의 역사와
전통을 담은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더욱 특별한 의미로 우리와 함께 할 연세
도로의 이름을 자주 불러주세요!

서문~핀슨홀~백양로 삼거리까지

이밖에도 우리 대학은 창립 131주년을 맞아 올해부터 ‘연세 정
신을 빛낸 인물’을 선정하는 기념사업을 시행한다. 본 사업은
진리와 자유의 건학정신을 계승하면서 연세의 역사성에 바
탕을 둔 리더십을 발현하고 시대적 소명을 다하면서 우리 대

한경길

학의 명예를 드높인 인물을 선정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인물

백양로삼거리에서 언더우드관, 스팀슨관,
아펜젤러관을 둘러싸는 길

은 우리 대학을 대표하는 최고의 영예와 가치를 가지게 된다.

청송길
논지당~동문

교훈석 정문 근처로 이전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공모전 통해 캠퍼스 내

‘윤동주’ 선정

우리말과 글, 겨레의 얼을 잔잔한 시어로 표현했다. 젊은 20대

어학당길

에 감옥에서 일생을 마감했지만 그 시어 속에 담긴 숭고함과

새천년관~미우관

<요한복음 8:31~32>

아름다움은 오늘 연세 정신으로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있다.

알렌길
새천년관~알렌관~어린이병원~의과대학
~암병원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우리 대학은 ‘진리’와 ‘자유’의 건학 이념 아래, 기
독교적 정신과 통찰의 시대정신, 나아가 한국 사회와 세계를 이끌어가는 시민 정

연세 정신을 빛낸 인물로

다. 윤동주 시인은 일제 말의 암흑기 속에서도 연세에서 배운

청송대 삼거리~북문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주요도로명 지정

그 첫 번째 인물로 민족시인 윤동주 시인(1917~1945)을 선정했

무악숲길

신으로 집약되는 연세 정신을 실천해 왔다. 131주년을 맞아 우리 대학은 미래 100
년을 준비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연세 정신을 정립하고 구현하는 사업을 실시한
다. 연세 정신을 회복하고 재정립하는 일이야말로 새로운 미래를 구상하는 시발
점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13일 오후 2시, 장기원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연세 정

제중원길

신 정립 및 구현 기념식’에서 김용학 총장은 “연세 정신을 대

치과대학병원~재활병원뒤~루스채플앞
~백주년기념관

표하는 민족 지사이자 문학가로서 사랑과 구도, 자기 성찰을

에비슨길

복음으로 실행한 분이었기에 민족시인 윤동주를 2016년 연세

재활병원 앞~심장혈관병원
~안이비인후과병원

정신을 빛낸 인물로 선정하게 되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

쉐플리길

다. 기념식에는 특별히 “윤동주의 하숙집이 있던 종로구에서

치과대학병원~세브란스병원 본관과
동문회관 사이 길

자꾸 윤동주 시인을 넘본다.”며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참석
과 연세 정신을 담은 11개의 도로명이 선정됐다. 접수된 총

교훈석, 정문 근처로 이전해

하기도 했다.

265건의 이름 가운데 총 24명의 아이디어가 채택됐다.
기념식에 이어 ‘윤동주, 시대의 초상: 장르적 경계를 넘어 대

먼저, 루스채플 뒤에 자리하던 교훈석(진리자유석)을 창립기념일에 맞추어 모든

이로써 마땅한 이름 없이 존재하던 캠퍼스 내 주요 도로가

화의 창으로’를 주제로 윤동주 기념 심포지엄이 열렸다. 영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정문 근처 공과대학 앞 잔디밭으로 이전했다. 건학 정신의

백양로, 원철길, 동주길, 한경길, 청송길, 무악숲길, 어학당

‘동주’ 시나리오를 쓴 신연식 씨, 가무극 ‘윤동주, 달을 쏘다’의

근간을 담고 있는 교훈석을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길, 알렌길, 제중원길, 에비슨길, 쉐플리길 등 연세 정신이 깃

연출가 권호성 씨, ‘윤동주 평전’을 쓴 소설가 송우혜 씨, 소설

위함이다. 교훈석 이전으로 이제 정문을 들어서자마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

든 새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윤동주 프로젝트’를 쓴 우리 대학 유광수 교수가 주제 발표자

리라”는 연세 정신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

로 나섰다. 윤동주 시인의 삶과 문학이 영상과 활자를 넘나드
는 문화 콘텐츠로 활용된 사례를 재평가하는 자리로서 윤동
주 시인이 남긴 문학적·역사적 성찰을 돌아보고자 마련됐다.

도로공모전 통해 주요도로에 새 이름 명명
한편, 우리 대학은 이미 연세 정신을 빛낸 윤동주 시인을 기
신촌캠퍼스 내 주요도로는 131년의 역사와 전통에 부합하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리기 위해 시비를 세웠으며 대학 차원의 기념사업회를 만들

됐다. 그 동안은 ‘백양로’라는 공식 명칭 이외에 주요 도로에 대한 명칭이 없는 탓

어 그 문학 정신을 밝히고 계승해 왔다. 이번 기념사업 이외

에 자의적으로 불릴뿐더러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다.

에도 우리 대학은 오는 2017년 윤동주 시인 탄생 100주년을
맞아 핀슨관 전체를 윤동주기념관으로 새로이 꾸미고 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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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팀은 창립 131주년을 맞아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12일간 교직원, 동

길을 ‘동주길’로 이름 붙여 연세 정신과 연세 문학의 공간으로

문, 재학생 등 연세의 전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도로명 공모전’을 실시했고, 그 결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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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 즐거움을

희동 사진관’ 부스, 전하지 못한 마음을 대신 전해주는 ‘연락

란 물결로 물들였다. 응원단의 응원과 소나기의 공연은 폭

대신 전해드립니다’ 등의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인기를 끌

염주의보가 내려진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연세인 모두

‘연락’하다

었다. 8미터에 달하는 대형 슬라이드와 미니바이킹, 게임존,

가 온 교정이 울리도록 힘껏 뛰게 만들었다. 특히 이번 아카

범퍼카 등 짜릿한 즐길 거리들은 학생들의 발길을 사로잡

라카는 토요일에 진행한 만큼 재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이

았다.

된 졸업생들이 더러 참석하기도 했다.

대운동장, 정문, 백주년기념관에서는 이틀 동안 총 100개가

응원단 부단장인 임현택(전기전자 14) 학생과 최희(아동가

넘는 공연팀들이 흥을 돋웠다. 사회과학밴드 ‘어울림’으로

족학 05)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이뤄진 아카라카에는 도끼&

무대에 선 지상근 학생은 “이른 시간대에도 함께 연주하고

더콰이엇, 이하이, 혁오밴드, 위너, 트와이스, 장기하와 얼굴

즐겨준 모든 친구들이 있어서 즐거웠다.”고 말했다. 손창민

들, 김연우 등이 무대에 올라 분위기를 증폭시켰다. 이번 아

(경영학) 학생은 “정문에서 공연하고 있는 팀들의 노랫소리

카라카는 온라인상에서 많은 화제를 모았는데, 일례로 걸그

가 신촌 연세로까지 들렸다.”며 “곳곳에서 공연과 프로그램

룹 게스트 트와이스의 무대에서 온 관객이 안무를 따라하

을 진행해서 정말 축제분위기가 나는 것 같다.”고 했다.

는 영상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가수 이하이의 공

개교 131주년 무악대동제와
‘아카라카를 온누리에’

지난 5월 16일부터 21일까지 한 주에 걸쳐 우리 대학교는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

연 때는 중간에 음향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오히려 “떼창”으

다. 131주년 기념 무악대동제가 지난 16일과 17일 국제캠퍼스에서 시작해 19일부

로 화답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다. “역시 갓(God)세
대”, “연세대첩”, “가수가 떠나기 싫은 무대일 수밖에 없는

천극장에서 진행됐다.

성숙한 ‘연세 의식’ 보여준 아카라카
명물거리, 파란 물결로 물들어

올해 무악대동제는 ‘우리가 기다린 연세의 즐거움, 연락(延樂)’이라는 이름으로

일주일 내내 학교를 가득 채운 축제의 열기는 지난 21일 진

아카라카에 참가한 김종민(아동가족학 11) 학생은 “이번 아

개최됐다. ‘연락’이라는 이름답게 이번 축제는 새로운 즐거움을 즐길 거리로 가득

행된 ‘아카라카를 온누리에’에서 그 정점에 달했다. 정오가

카라카는 학부생으로서 참여하는 마지막 아카라카였기에

했다. 국제캠퍼스에서는 각 단위의 부스들뿐만 아니라 버블싸커, 워터슬라이드,

지나면서부터 신촌 지하철역에서부터 백양로에 이르기까

더 의미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군 제대로 이번 학기에

물총싸움, 미니 번지점프 등 활동적인 프로그램이 열려 참가자들에게 즐거움을

지 명물거리는 파란티셔츠의 물결로 가득 했다. 1986년도부

복학을 했다는 이준목(화공생명공학 12) 학생은 “이 아카

선사했다. 또한 인천 상인 연계부스가 펼쳐져 인천 상권에 대해 학생들의 거리감

터 시작된 유구한 전통과 역사의 아카라카는 “꼭 가야 하는

라카를 참여하기 위해 내가 군 제대를 하고 복학을 한 것

을 좁히기도 했다.

대학축제”의 대명사로서 다른 학교와의 차별화된 연세대만

같다.”며 “뜨거운 열정과 에너지에 굉장히 짜릿했다.”고 말

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했다.

터 20일까지 신촌캠퍼스에서 이어졌으며, 축제의 꽃 아카라카는 21일 토요일 노

축제” 등의 댓글이 그날의 분위기를 방증했다.

이준목 학생(화공생명공학 12)은 “이번에 신촌캠퍼스와 국제캠퍼스의 무악대동
제를 둘다 즐길 기회가 있었는데, 워터슬라이드 같은 놀이를 통해 국제캠퍼스 대

학생들은 양 볼에 독수리 문양의 스티커를 붙이며 마치 로

동제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마 콜로세움의 용맹한 전사처럼 하나 둘씩 노천극장을 파

(취재: 김예찬·조가은 학생기자)

차 없는 백양로에 펼쳐진 축제의 낭만
19일부터 20일에는 신촌캠퍼스에서 무악대동제가 이어졌다. 차 없는 백양로가
완공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행사였던 만큼 활발한 분위기 속에서 축제가 진행
됐다. 특히 200개에 가까운 주점이 백양로에 들어서 낭만을 꽃피웠다. ‘Barcode’
주점을 운영한 임석건 학생(지구시스템과학 09)은 “학우들에게 더 고급스럽고
맛있는 칵테일을 보여드리고 싶어 축제에 참여했다.”며 “주점을 기획하고 준비한
것이 좋은 경험과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의료원 연합’부스, 참가자들의 추억을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남기는 ‘연

16

YONSEI NEWSLETTER

Vol.598

17

연세 NEWS 주요 소식

학술정보관,

교육부와

우리 대학교와 교육부가 ‘자유학기제

벽지 중학생 약 150명을 대상으로 2016

운영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

학년도 2학기에 총 3회에 걸쳐 진행할

창업의 문화적

자유학기제 지원

결했다. 지난 5월 13일 오후 5시 협약 체

예정이다.

확산 위한 발전소

업무협약 체결

부장관이 본관 소회의실을 방문했다.

된다
창의공간 조감도

U라운지에 창의공간 조성

중학생 위한 ‘국제캠퍼스
1박 2일 캠프’ 진행

결을 위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
함께하는 ‘진로 설계 멘토링’, ‘언어 멘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 대학은 교육

토링’, ‘문화 교류 및 체험 활동’에 참여

부가 중학교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대학의 소프트웨

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인적·물적

어분야 교육 역량을 기반으로 컴퓨팅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

적 사고(Computational Thinking) 기반

정이다. 우리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전

의 학습을 제공해 중학생의 소프트웨

문 지식과 인력, 시설 등을 활용해 자

어에 대한 흥미를 제고하고 창의적 사

유학기 활동을 지원하며, 각 캠퍼스별

고를 함양할 계획이다.

학술정보원이 창업의 꿈을 키울 수 있

지난 5월 13일 오후 1시 30분 창립 131주

는 창의적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첨단

년 행사의 하나로 U라운지에서 창의

특성과 역량을 하나로 모아 다양한 교

IT 도서관의 상징 공간이었던 학술정

공간 선포식이 열렸다. 김용학 총장을

육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보원 U라운지(U-Lounge)에 ‘프리미엄

비롯해 이정우 학술정보원장 등 실처

창의공간’이 들어섰다. 편안하고 자유

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창의공간에 대

로운 분위기의 창의공간에서 연세인

한 기대감을 표했다.

들은 마음껏 아이디어를 나누고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총장은 “우리 대학의 가장 아름다

진로탐색 기회 제공하는
‘찾아가는 자유학기’ 시행

캠프 기간 동안 우리 대학 재학생들과

이밖에도 우리 대학 교수가 중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

우리 대학의 자유학기 프로그램 ‘내일

을 키워주고 전공에 대한 이해를 높여

을 꿈꾸는 우리’는 크게 ‘국제캠퍼스 1

줌으로써 인문·사회계열 전공에 대한

박 2일 캠프’와 ‘찾아가는 자유학기’ 등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찾아가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는 자유학기’를 함께 시행한다.

운 공간을 예비 창업자들이 자신의 창
학술정보원과 창업지원단은 지난 3월

의성을 구현하고 대학과 지역사회의

먼저 국내 최초로 레지덴셜 칼리지

우리 대학은 1차년도 자유학기 프로그

부터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줄 창조

문제를 풀이하는 데 할당된 것을 자랑

(Residential College, RC) 프로그램을

램 시행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캠퍼스

공간을 준비해 왔다. 그 일환으로 학술

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공간이 창업

시행한 우리 대학의 역량을 바탕으로 1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더

정보원이 2008년부터 운영해온 U라운

의 활성화 뿐 아니라 문화적 운동의

박 2일의 체험 기간 동안 다양한 연세

많은 중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체험

지를 기존의 IT-Context 소비공간에서

핵심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구성원들과 함께 공동체 활동을 통한

활동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방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를 나누고 생

고 말했다.

통합형 교육 경험을 제공한다. 도서·

침이다.

산할 수 있는 브레인스토밍과 협업, 체
험 공간으로 개편하게 됐다.

이날 U라운지 그룹 테이블에서 토론
중이던 정두현(행정학 15) 학생은 “평

약 2,340㎡의 창의공간에는 아이디어

소 조모임할 공간이 없어서 힘들었는

공유를 위한 그룹 테이블, 창업 아이디

데 모이기 쉬운 공간에 창의공간이 생

어를 발표할 프레젠테이션 룸, 창업 지

긴다니 무척 반갑다.”며 기대감을 표

원 소규모 오피스, 창업형 카페, 창업

했다.

관련 도서 라운지, 창업 세미나 공간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된다. 또한 창업

한편, 현재 창의공간 조성 1단계 사업

지원단에서 멘토링, 팝업 스타트업, 스

이 진행 중이며 12월경 2단계 공사에

타 CEO 특강, 창업 관련 특허 상담 등

착공해 내년 창립기념일에 본격적으

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

로 개관될 예정이다.

이다.
(좌)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우) 김용학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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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으로 사랑과

조락교경제학상에

아픔 함께 나누다

쿠앙 부옹 교수
선정

‘MAY I LOVE YOU’
콘서트 개최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무료 관람 기회 제공

경매이론 연구로
공연 당일 1만여 명이 수용 가능한 노

는 아주 특별한 콘서트가 열렸다. 우리

천극장은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들만

대학은 지난 5월 27일과 28일 오후 7

큼 콘서트를 찾은 관객들로 가득찬 모

시 양일간 노천극장에서 ‘MAY I LOVE

습이었다. 본격적인 공연에 앞서 관객

YOU’ 콘서트를 개최했다.

들을 맞은 김용학 총장은 “노천극장은

제9회 조락교경제학상 수상자로 쿠앙

1997년 계량경제학자로서 최고의 영예

혔다. 또한 그가 선구적 연구를 진행해

청년시인 윤동주가 시상을 떠올리고

부옹(Quang Vuong) 뉴욕대 교수를 선

인 ‘이코노메트릭 소사이어티 펠로우

온 경매 관련 계량경제학적 방법론 및

공연 수익금을 기부금으로 사용하기

수필가 이양하가 신록예찬을 저술한

정됐다.

(Econometric Society Feollow)’에 선

실증적 연구에 대해 특별 강연을 펼치

위해 기획된 본 공연은 우리 대학교

아름다운 공간”이라며 “이곳에서 좋은

정됐으며 2003년에는 ‘아널드 젤너 어

기도 했다.

만의 독특한 문화 행사로 재학생, 동

기억을 많이 만들고 돌아가기를 바란

조락교경제학상은 경제학 분야에서

워드(Arnold Zellner Award)’를 수상한

문, 교직원은 물론 일반시민 등 연세

다.”고 말했다. 또 “노벨상을 받은 사람

연구 업적이 탁월한 국내외 경제학자

바 있다.

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잘 즐기

의 연구력을 진작하고, 학문적 연구 성

모여 나눔의 정신을 공유했다. 특히

고 잘 논다는 것”이라며 “오늘 연세의

과를 높임으로써 한국경제의 지속적

부옹 교수의 대표업적 중 하나인 모형

프린스턴대 교수, 박준용 인디애나대

서대문구청 및 마포구청 관내 사회배

축제에서 잘 놀고 창조적인 인간이 되

인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지난 2007년

선택(model selection)에 사용할 수 있

교수, 한진용 캘리포니아대 교수, 조

려계층 청소년들에게 무료 관람의 기

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정됐다. 삼륭물산 조락교 회장(경제

는 우도비검정법(likelihoold ratio test)

인구 일리노이대 교수, 장용성 연세

학과 55)이 쾌척한 기금으로 조성됐으

을 제안한 1987년 이코노메트리카 논

대-로체스터대 교수, 최재필 연세대-

회를 제공함으로써 소외된 이웃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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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에 기여

한편, 조락교경제학상의 역대 수상자
는 최연구 컬럼비아대 교수, 신현송

희망과 행복을 전파하는 축제의 장이

다함께 무대를 즐기고 화합하며 뜨겁

며, 용운장학재단(이사장 조락교)에서

문은 아직도 이 분야 연구에서 가장 많

미시간주립대 교수, 리차드 로저슨

기도 했다.

게 호응하는 동안 콘서트는 본래 예상

지원한 상금은 1억 원 규모로 국내 최

이 인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학 역

(Richard Rogerson) 프린스턴대 교수

했던 공연시간인 2시간을 훌쩍 넘어섰

고 수준의 경제학상이다.

사에서 비교적 새로운 분야인 경매이

등이 있다.

‘MAY I LOVE YOU’ 콘서트는 ‘기부 콘

다. 열정 넘치는 공연으로 화답한 가수

서트’라는 취지와 함께 그 화려한 라

들은 “연세대학교의 좋은 취지에 감명

올해 수상자인 부옹 교수는 2012년부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그의 연

인업으로 한차례 화제가 된 바 있다.

받아 출연을 결심했다.”며 “이렇게 멋

터 뉴욕 대학교에 재직 중인 세계적인

구는 해당 분야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에일리, I.O.I, 다이나믹 듀오, 하동균,

진 무대에 설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감

석학이다. 계량경제학 분야의 연구에

있다.

스윗소로우, 알리, 포미닛, 백아연, 비

사하다.”며 벅찬 감정을 표현했다. 이

집중하면서 ‘이코노메트리카(Econo-

투비, 김건모, 쿨, 백지영, 지누션, 거미,

날 재능기부로 사회를 진행한 이윤아

metrica)’와 ‘리뷰 오브 이코노믹 스터

지난 5월 19일 오후 4시 대우관 각당헌

윤수일, 소찬휘, 송소희, 에릭남, 놀자

아나운서(사회학 03) 역시 “연세인이

디즈(Review of Economic Studies)’ 등

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그는 한국어로

등 모든 세대가 더불어 즐길 수 있는

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며 공연의 감

경제학 분야의 최고 학술지에 총 50여

“대단히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말을

다양한 뮤지션들이 총출동해 다채로

동을 전달했다.

편의 논문을 출간한 바 있다. 이러한

전하며 “이 상을 통해 앞으로의 연구

탁월한 연구업적을 일찍이 인정받아

에 더욱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

운 무대를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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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계량경제학

5월의 끝자락에 나눔의 정신을 도모하

론(auction theory)의 구조적 추정법을

쿠앙 부옹 조락교경제학상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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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우유, 대륙

연세우유가 중국시장으로 뻗어나갈 예정이다. 지난 5월 17일 연세우유는 중국

입맛 사로잡다

4,000억 원 규모의 우유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최대 유제품 생산업체인 ‘내몽고이리실업집단고분 유한공사’와 향후 10년간 총

이번 계약은 유제품 수출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그동안 영유아용 분
유제품에 편중되어 있던 대 중국 유제품 수출 현실에서 냉장 시유 제품으로 수
출을 성사시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연세우유 제품을 공급받기로 한 내몽고이
리실업그룹은 지난해 매출 10조 8,000억 원을 올린 아시아 1위의 유업체다.

중국 수출 … 10년간
4,000억 원 규모 계약

백윤수 연세우유 법인본부장은 “이번 계약 체결은 연세우유가 2014년 선포한
정도경영을 시작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경영효율화를 위한 원가절감 노력

연세 PEOPLE

여기연세인

과 내부 시스템을 개선한 결과물”이라며 “일련의 조직혁신 과정을 거쳐 연세우
유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었고 이번 합작 계약 체결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한편, 연세우유는 우리 대학 소속의 비영리사업체로 수익금 전액을 교육재원으
로 환원하며 국민 건강 증진과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다. 2015년까지 누적된 전
출금이 1,200억 원에 달한다. 까다로운 위생관리와 고품질 제품으로 국내는 물
론 중국 내에서도 높은 신뢰도를 구축해 우리 대학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신문의 巨木,

지난 5월 12일 오전 8시 루스채플은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조문객들로 가득 했다.

모교에 잠들다

선일보 상임고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서다. 발인에 앞서 우리 대

지난 8일 별세한 고(故) 방우영 명예이사장(1928년 1월 22일~2016년 5월 8일, 조
학 루스채플에서 열린 영결예배에는 방 이사장의 유가족, 김용학 총장과 박삼구

연세우유는 이번 합작계약을 기반으로 중국 내 프리미엄 유업체로서 입지를 더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 조선일보 임직원 및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

욱 확고히 하기 위해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고 거래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영결식은 김서년 목사(흑석동 벧엘교회)의 기도로 시작해 1시간가량 진행됐다.

방우영 명예이사장
(상과 46학번)

이날 김 총장은 조사를 통해 “짧지만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들, 꼿꼿한 자
세와 카랑카랑한 목소리, 그리고 인자한 눈빛과 웃음으로 언제나 맞아주셨던 모
습이 기억에 남는다.”며 “누구보다도 연세를 아끼고 사랑하셨던 명예이사장님의
생애에 경의를 표한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조선일보를 1등 언론으로 일궈낸 영원한 신문인
“일민(逸民) 방우영은 조선일보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는 조선일보의 표현처럼
방우영 명예이사장은 일평생을 조선일보와 함께했다. 1952년 5월 조선일보에 입
사해 기자직을 거쳐 신문사 경영인으로서 조선일보를 우리 사회 최고의 언론기
관으로 일궈냈다. 그는 특히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언론의 재정 독립’을 강조
했으며 이를 실천한 경영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2016.05.08 김용학 총장, 고(故) 방우영 명예이
사장 빈소 조문

22

YONSEI NEWSLETTER

“편집국장이 어릴 적부터 꿈이었는데 부장은커녕 차장 한 번 못 해보고 기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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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송도 국제캠퍼스를 완공하기까지도 방우영 명예이사장의 리더십이 크게
발휘된 것으로 평가된다.
동문회장 시절 그는 동문회가 학교 일에 간섭하거나 청탁하는 일을 엄금했다. 법
인 이사장으로서는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항상 강조했다. 대학 인사와 행정권을
모두 총장에게 일임하고 학교 운영에 절대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올곧게
지켜왔다. 수행 직원들의 식비까지 자비로 처리하며 이사장에게 나오는 차량·보
수·법인카드를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다고 한다.

2008.05.10 연세-삼성 학술정보관 봉헌식

연세 발전의 기틀 마련
2001.10.22 언더우드 선교상 시상식 및 원일한 박
사 자서전 출판 기념회

1997. 정기 연고전

지난해 명예이사장으로 추대

그만둔 게 한(恨)”이라며 기자직에 대한 애착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스스로를 글

지난해 3월 우리 대학은 방우영 전 이사장을 명예이사장으로 추대했다. 이는 학

을 쓰는 언론인이 아닌 경영을 전문으로 하는 ‘신문인’으로 불리기를 바랐다. 사

교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전임 이사장에게 수여하는 가장 명예로운 직위다.

장으로 취임한 뒤 “제호빼고 다 바꿔보라.”고 주문하는 등 파격과 혁신을 요구하

16년간 법인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법인과 산하기관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점을

며 사세 확장을 이끌었다. 1962년 10만부를 밑돌던 조선일보의 판매 부수는 1991

높이 평가해 법인 이사회 참석인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됐다.

년 200만 부를 돌파하는 등 업계 선두로 자리 잡았다.

2015.06.23 백양로 공사현장 시찰

당시 추대식에서 방 이사장은 “이 자리는 제가 30년간 부족하나마 모교를 위해
봉사했던 것에 대한 여러분의 뜨거운 애정과 위로와 격려가 담겨 있는 선물이라

남다른 모교사랑 … 동문회장과 재단이사장으로 활약

고 생각한다.”며 기쁨을 표하기도 했다.

동문회 활성화와 새병원 건립의 주역

김용학 총장은 “방우영 명예이사장님은 ‘이 학교는 하나님의 학교’라고 말씀하시
면서 학교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이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옳은 길로

신문인으로서 우리 사회에 기여한 만큼이나 방우영 명예이사장은 연세 동문으

인도하셨다.”고 회고했다. 푸르른 5월, 그는 떠났지만 연세동산을 보듬는 아름드

로서 학교 발전에도 크게 공헌했다. 총동문회장(1981~1997년)과 학교법인 이사장

리나무가 되어 진정 연세 정신을 실천한 여기연세인으로 기억될 것이다.

(1997~2013년)으로 각각 16년간 재임하며 세브란스 새병원 건립과 인천 송도의
국제캠퍼스 조성 등 커다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2005.05.04 세브란스병원 봉헌식

특히 동문회장 시절에는 동문회 활성화를 통해 기금 모금 등 학교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동문 모임마다 쫓아다니며 기금 100억 원을 모아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에 백주년기념관과 알렌관을 건립했으며 노천극장 확장 사업을 전개했다. 동
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동문회관을 1993년 완공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1997년 법인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삼성관, 공학원, 과학원, 신학관, 첨단
과학기술연구관, 운동부 기숙사 등을 봉헌하고 김대중도서관을 개관하는 등 교
육 인프라 확충에 앞장 섰다. 2005년에는 여의도 63빌딩보다 넓은 국내 최대 규
모(지상 21층, 지하 3층)의 세브란스 새병원을 봉헌해 시설 노후로 위기에 놓여

2005.12.26 연세 공학인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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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세브란스의 위상을 지켜냈다. 현재 국내 대학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2013.06.03 방우영 총동문회 명예회장 흉상 제막식

2015.03 명예이사장 추대식

Vol.598

25

연세 PEOPLE 연세 명강의

음악이 함께하는 과학 수업

왜 반짝이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그냥 왜 그럴까 하고 생각
해보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한주 동안 그 주제에 대한 생각을

본 수업의 특징 중 하나는 과학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음악’

한 뒤 다음 수업시간에 제 강의를 통해 그 과학적인 의미를

이 항상 함께한다는 점이다.

공부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생각에 대해 과학적인 논리와 해
답을 던져 주면 질문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매우 적극적으로

연세 PEOPLE

“수업 시작 10분 전에 강의실에 먼저 들어가 분위기에 맞는

받아들이게 되죠.”

음악과 영상을 틀어줍니다. 휴식시간은 물론 수업 중에도 실

연세 명강의

습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음악을 통해 학생들이 긴장도를 낮

손 교수 역시 어린 시절 별빛이 쏟아지던 거제도의 밤하늘

출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수업 중 몸과 마음의

아래에서 별의 아름다움을 처음으로 느낀 뒤 천문학에 관심

컨디션을 항상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환경

을 갖게 됐다고 고백했다. 이처럼 일방적인 지식의 습득보다

속의 진지한 수업에 스스로의 만족도는 높을 수밖에 없지 않

스스로 익혀나가는 수업을 자연스럽게 느끼길 바란다는 것.

을까요?”

손 교수는 “우리의 고향인 별과 우주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이해하는 것”이라

“우주의 이해는 곧 나의 존재를 이해하는 과정”

이밖에도 손 교수는 학기말에 수강생들이 자신의 적성을 살

며 “우주를 이루는 필수적 존재인 우리를 과학적으로 이해하

려 실습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데 음악대학 학생들에 대해

려 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호기심”이라고 말했다.

서는 별과 관련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음악회에
서 손 교수는 학생들과 함께 첼로 연주를 선보이기도 한단다.

손영종 교수

K-MOOC 수강생 만족도 전체 2위
과학 지식의 대중화 위해 힘쓸 것

때로는 대학시절 우연히 들었던 수업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연세소식>에서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인생의 전환

한편, 손영종 교수의 ‘우주의 이해’는 지난해 한국형 온라인

점이 되어 준 주옥같은 연세의 명강의들을 시리즈로 소개한다. 본 코너는 수많은 훌륭한 강의 가운데 교무처가 시상하는 ‘최우수 교육자상’을

공개강좌(K-MOOC)에 선정돼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강의

수상한 명교수들의 강의를 선정기준으로 삼았다. 최우수 교육자상은 학생들의 강의평가를 바탕으로 강의를 가장 잘하는 교수에게 시상하는

를 들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5,000여 명의 일반인들이 수

우수업적교수상을 3회 이상 수상한 교수들에게 주어진다. 그 세 번째 주인공은 천문우주학과 손영종 교수다.

강했으며 교육부가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총 27개 강좌
가운데 수강생 만족도 부문에서 전체 2위를 차지했다.

4년 동안 들은 교양 수업 중 단연 최고! 밤하늘의 별을 보고 수천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이밖에도 손 교수는 강의 내용을 담은 책 『우주레시피』를 발

준 수업. - 김다솔(아동가족학과)

간해 과학 지식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그는 “모든 사람들
이 우주 속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해 궁금해 한다는 사실을

나란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해 준 수업. - 정지영(국어국문학과)

매주 과제는 ‘생각해보기’
과학적 사실의 의미에 대한 생각 유도
손 교수가 ‘우주의 이해’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수업
의 주제에 대해 가능한 많은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손 교수는 앞으로도 일반 대중에게 가까이 가는 활동을 계속

우리는 보통 밤하늘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떠올리곤 할까? 손영종 교수의 ‘우주

는 매 수업마다 생각해보기 주제를 하나씩 던져줌으로써 학

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도

의 이해’를 수강한 학생들은 한결같이 “우주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생각하게 됐다.”

생 스스로 과학적 진실의 본질적 의미에 대해 많이 생각할

록 노력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그들의 꿈을 키워주고 싶다

고 말한다. 얼핏 제목만 들었을 때는 어렵고 딱딱한 과학 이야기를 늘어놓을 것 같

수 있도록 유도한다.

고 했다. 아직 우주가 멀게만 느껴진다면, 손영종 교수와 함

지만 본 강의는 인문·사회·예체능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 과목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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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는 해답을 전해드리는 것은 과학자로서 매우 당연한 의
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광활한 우주에서 내가 지금 여기, 이곳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에 더욱 감사하는 시간이 되
었다. - 신석영(정치외교학과)

느낄 수 있었다.”며 “이러한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 현대 과학

께하는 우주여행 속에서 나 자신의 존재 의미를 돌아보는 것

우주의 기원, 우주 속에 생명 존재의 의미 등을 현대 과학적 진실을 기반으로 이해

“주제에 대해 과제를 수행하기보다 일주일간 그저 그 주제에

하는 수업이다.

대한 생각을 해보는 활동입니다. 예를 들면 ‘밤하늘의 별은

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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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PEOPLE

세계 in 연세

글로벌 명문사학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연세에는 현재 전 세계의 우수한 인재들이 함께 수
학하고 있다. <연세소식>에서는 국제처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대학교를 찾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소개하고 연세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
을 마련하고자 한다.

한국어학 배우며

음악의 도시인 미국 내쉬빌에서 태어

한정의연대(Justice for North Korea),

난 라타지아 카터(Latazia Carter)는 고

탈북난민인권침해신고센터(Report

탈북 난민 인권

등학교 때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한국

Center for North Korean Refugees)를

드라마를 통해 한국을 처음 알게 됐다.

찾아가 영어 튜터링 및 영문 문서 검수

위해 힘쓴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배우

를 통해 각 기관의 국제적인 업무를 수

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도교

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수가 부전공으로 한국어학을 추천해

“재생에너지

저스틴 프리만(Justin Freeman)은 호주

게 됐다.”고 했다. 미국 과학자들이 만든

주면서 교환학생으로 우리 대학과 인

그녀는 “미국으로 돌아가면 조지타운

정부의 뉴 콜롬보 플랜(New Colombo

팟캐스트를 자주 들으며 나노테크놀로

연을 맺게 됐다.

대의 동아리나 학생회에 탈북 난민을

발전 위한 연구

Plan)의 지원을 받아 현재 본교에서 교

지가 가진 잠재력에 대해 알게 되었고

환학생으로 수학 중이다. 뉴 콜롬보 플

지구에 탄소발자국을 덜 남길 수 있는

지속하고파”

랜은 아·태 지역에 대한 이해와 교류 증

그린에너지 개발을 통해 기후변화 방지

진을 위한 호주 정부의 장학프로그램으

에 기여하기로 결심했다는 것. 저스틴은

로 매년 100여 명의 호주 학생들을 선발

“나노테크놀로지는 그린에너지의 한 분

해 최대 1년간 아시아 내 국가에서 공부

야로 많은 과학자들이 미래의 에너지원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으로 손꼽고 있다.”며 “앞으로 관련 분야

선발된 100명의 학생 중 10명이 한국을

에서 일하며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연

콩대학이 공동 주관하는 교환프로그

선택했고, 저스틴은 그 중 대표학생으로

구를 계속하고 싶다.”고 전했다.

램인 3-Campus Program에 지원해 일

현재 그녀는 부산, 전주 등 다른 도시들

본, 한국, 홍콩에 차례로 머물며 다양

을 여행하고 우리 대학교 학생들과의

저스틴은 교환학생 기간 동안 우리 대학

한 문화를 체험 중이다. 이미 일본 게

많은 교류를 통해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우리가 만나 본 저스틴은 현대의 ‘르네

교의 여러 강의를 통해 배운 것들로 호

이오대학의 프로그램을 마치고 한국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녀는 “우리 대

상스맨’이라 할 수 있었다. 과학뿐만 아

주의 동기들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에 온 라타지아는 우리 대학에서의 봄

학 학생들이 외국어에 대한 두려움이

니라 음악, 운동,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발전하고 있다고 소회했다. 특히 우리

학기가 종료되면 홍콩대학으로 이동

나 긴장감을 없애고 저와 같은 외국인

뛰어난 그는 유포리움과 튜바를 연주하

대학교 학생들은 수학에 강하기 때문에

해 여름학기 동안 콘서트 대행사에서

학생들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줄

고 호주의 가장 우수한 브라스 전문 밴

한 학기 동안 그들과 경쟁했다는 것만으

인턴십을 수행할 예정이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드인 RASWA Brass와 함께 10년 동안 음

로도 그의 수학 실력이 늘었음을 느끼고

악활동을 한 적도 있다고 했다.

있다고 했다.

연세대에서의 경험 통해
한 단계 발전해
저스틴 프리만(호주)

위한 NGO를 소개하고 조지타운 학

3-Campus Program

한국어학을 부전공으로 하고 있는 그

생들과 같이 NGO 봉사활동을 이어가

통해 한국 찾아

녀는 본교의 ‘3-Campus Compara-

고 싶다.”며 “인권활동을 통해 학생들

tive East Asian Studies Program(이하

에게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다음

3-Campus Program)’을 통해 한국에

세대에게 인권에 대한 인식을 일깨워

오게 되었다. 조지타운대의 추천으로

줄 수 있는 교수가 되고 싶다.”고 포부

우리 대학과 일본 게이오대학, 중국 홍

를 전했다.

라타지아 카터(미국)

서 이 학생들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녀는 3-Campus Program에 참가하
는 친구들과 아시아를 여행하면서 다

저스틴은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대학

그는 교환학생 종료 후 국내에서 여름

양한 경험을 함께하며 많이 친해졌다

에서 식물학을 전공한 뒤 환경 컨설팅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할 계획이다.

고 했다. 또한 자신의 취미인 춤을 배

관련 일을 하게 되면서 환경에 대한 관

국내외 환경 프로젝트에 참여해 의학

우면서 다양한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

심과 열정을 갖게 됐다. 기후변화 방지

및 응용 에너지(나노의학, 나노에너지)

기 위해 본교 스트리트댄스 동아리인

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를 비롯해 다양한 나노 응용 기술을 배

현재 호주 머독대학교에서 물리학 석사

우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다

과정 중이며 나노테크놀로지를 연구하

고 했다.

고 있다.
우리 대학에서의 경험과 한국에서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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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다음 세대에게 인권에 대한
인식을 일깨워줄 수 있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하리’에도 가입했다. 일주일에 두 번씩
동아리 친구들을 만나 연습하고 공연
에도 참가하고 있단다.
조지타운대학에서도 학교 활동에 적

그는 “토지측량사로 일하는 동안 환경

양한 활동들이 그의 목표 실현을 위해

을 보호하는 일이 법과 각종 규제를 통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서도 탈북 난민을 위한 NGO 봉사활동

과시키는 일만큼이나 어렵다는 것을 알

기대해본다.

에 참여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북

극적으로 참여해 온 그녀는 한국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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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성엔지니어링,

기부로 모교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이 있

한편, 이 동문은 1991년에 설립된 ㈜신

다. 지난 5월 13일 오전 11시, 꾸준히 기부

성엔지니어링을 이끌며 기업인으로서

학교 발전 위해

를 이어온 ㈜신성엔지니어링(정태섭,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 그의 리더

토목공학 63)이 1억 원을 쾌척했다. 이

십 아래 ㈜신성엔지니어링은 정부 및

1억 원 기부

동문회사는 1999년부터 지금까지 모

관련 기관들로부터 새로운 기술력과

형교량콘테스트 지원금, 건설공학 연

노하우를 인정받아 중견 우수용역업

구소 지원금, 연고전 지원금, 내과 발

체로 성장했으며 현재 국제화 시대에

무악로타리클럽

전기부금, 백양로 재창조 사업, 동문회

부응하는 기술개발에 힘쓰고 있다.

기부액 100억 원

기여해 왔다. 이번에 흔쾌히 기부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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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박

장학기금 등을 전달하며 학교 발전에
억 원은 ‘토목환경발전기금’으로 사용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교를 위해 관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해 무악

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단체가 있다.

로타리클럽 회원들을 맞이했다.

될 예정이다.

바로 우리 대학 학부졸업생으로 구성

20년 넘게 모교사랑 실천
백양누리에 무악 로타리 홀
명명

된 ‘무악로타리클럽’이다. 1995년 10월

김 총장은 제막식에서 “오늘날에는 받

27일 방우영 당시 총동문회장을 초대

은 것을 미래의 세대에게 갚는 ‘페이 포

회장으로 동문 163명이 참여해 설립한

워드(Pay Foward)’라는 개념이 필요하

무악로타리클럽은 현재 유재훈 회장

다.”며 “오랜 세월동안 이를 실천해 온

(생화학과 74, A.I.F 글로벌 네트워크 대

무악로타리클럽이 우리 동문이라는 사

표)을 중심으로 89명의 동문이 활동하

실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고 있다.

우리 대학 내 점심을 거르는 학생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로 지난 4월 6일 시작되었던 학부 재학생들을 위한 ‘점심나눔 프로젝

이에 유재훈 회장은 “무악로타리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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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가 5월 14일 종결됐다. 교직원 가족의 정성은 2016년 2학기부터 학생들에게 따뜻한 점심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무악로타리클럽이 우리 대학

이 창립 20년이 넘었는데 오늘이 가장

에 기부한 금액만 96억 원. 클럽은 최근

보람 있는 날인 것 같다.”며 “이번에 1억

현재 우리 대학 총 교직원 수는 1,432명으로 교원이 1,006명, 직원이 426명이다. 이 중 ‘점심나눔 프로젝트’에 참여한 교

창립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억 원을

원을 기부하면서 총 97억 원을 기부했

직원은 5월 30일 기준 교원 303명(30%), 직원 169명(39.7%)으로 총 472명(33%)이다.

추가로 기부했다. 이재찬 전임회장이

는데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라 생각하

재임 시절 20주년 행사에 대비해 ‘천원

고 모교를 위해 꼭 100억 원을 채울 것.”

이번 프로젝트에는 정년퇴임을 한 전 총장, 부총장, 학장, 명예교수, 퇴임 직원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세 구성원들이 참여했

의 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5년

이라고 답례했다.

다. 또한 많은 교직원들이 프로젝트에 공감하며 격려하는 메시지들을 보내기도 했다. 동참의사를 밝힌 기관과 단체도 더러 있

이 지난 지금 그 모금액이 1억 2천만 원

유재훈 무악로타리클럽 회장

점심나눔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었다.

에 달한 것. 클럽은 가장 의미 있는 일

한편, 지난 해 7월 1일부터 회장으로 선

에 모금액을 사용할 것을 고민하다가

임된 유재훈 회장은 <연세소식>을 통

“저희가 잘 모르고 있던, 그러나 학생들에게는 절박하고, 어디에 내놓고 말하기도 힘들었을 상황을 알려주셔서 감사

모교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해 “‘봉사하는 무악로타리안’이라는 핵

합니다. 저희 눈이 타성에 젖어 세상의 아픈 곳을 안 보려고 했기에 안 보였던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굶주린 예수님

심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보다 활발한

께 소박한 한 끼 식사를 대접할 기회를 주신 것,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오랜 시간 동안 97억 원을

봉사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기부하는 등 누구보다 앞장서서 모교사

있다. 무악로타리클럽은 모교에 대한

‘점심나눔 프로젝트’의 마감시한이 되자 많은 이들이 계속 참여의 문을 열어놓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직 본 프로젝트

랑을 실천한 무악로타리클럽을 위해 백

기부뿐 아니라 재학생들을 위한 장학사

를 제대로 접하지 못한 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교목실은 연세 가족 모두가 항상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의 문

양누리에 위치한 B132홀을 ‘무악 로타리

업을 지원해 왔다. 또한 국내 지역아동

을 열어놓을 예정이다.

홀’로 명명했다. 지난 5월 3일 열린 무악

센터는 물론 일본, 필리핀, 태국의 클럽

로타리 홀 명패 제막식에 김용학 총장,

들과 결연을 맺어 후원하는 등 국내외

아직 점심나눔에 참여하지 못한 연세 가족들은 교목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이재용 교학부총장, 김영석 행정대외부

로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http://chaplain.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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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세의 꽃

‘198769757922’

이한열

학생회관 옆 한열동산에 서 있는 비석에는 위와 같은 숫자가 새겨져 있다. 과연

상담코칭지원센터,

상담코칭지원센터(기관장 권수영)와 ㈔연세사회복지재단 에델마을(시설장 김

(사)연세사회복지

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지난 4월 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단 에델마을과

에델마을은 1948년 언더우드 박사의 며느리인 에델 언더우드 여사(Ethel Van
Wagner Underwood)가 고아, 미아, 기아, 가출소녀들의 문제에 사회적인 전문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향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져 가던 1987년 민주헌법 쟁취

업무협약 체결

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됨을 인식하고 설립한 기관이다. 최근에는 부모의 사망,

를 슬로건으로 하는 집회가 전국적으로 계획되고 있었다.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가정해체(이혼, 경제적 빈곤, 방임, 학대), 미혼모 등의 사유로 가정 내에서 보호

의 ‘6·10대회’가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 대학에서는 6월 9일 ‘6·10 대회 출정

나 양육을 받을 수 없는 만 0세~18세의 여자 아동 및 청소년 등 총 51명을 돌보

을 위한 연세인 결의 대회’가 열렸고, 당시 경영학과 2학년생이었던 이한열 동문

고 있다.

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쓰러지고 말았다.

상담코칭지원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에델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이 동문이 정문 앞에서 경찰의 직격 최루탄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진 사건은 6월

중 특별히 다양한 심리적 외상(트라우마)과 진로 및 학업 고민 등으로 힘들어하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됐다. 6월 한 달간 전국에서 500만 여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상담·코칭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이를 위해 센

나와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쳤다. 결국 정부는 20여 일간 계속된 국민들의 항

터 내 연구팀을 구성하고 연합신학대학원 상담코칭학과의 석박사과정생을 훈

거에 굴복해 6월 29일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인다는 선언을 했지만, 이한열 동문

련해 전문인력 또한 지원할 예정이다.

은 27일간의 투병 끝에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7월 9일 ‘민주국민장’으로 치러

정신건강 심리지원 위한
협력관계 구축

미숙)이 심리·사회적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

무슨 뜻일까? 6월의 아름다운 연세 청년 이한열 동문을 기념하기 위한 숫자로, 그
가 민주화 시위 중 최루탄을 맞고 쓰러진 날짜(1987년 6월 9일), 사망일(7월 5일),
장례일(7월 9일), 사망 당시 나이(22세) 등 관련된 숫자들을 조합해 놓은 것이다.

진 그의 장례식에는 전국에서 160만 명의 추모 인파가 모였다.
두 기관의 상호 협력적 심리지원 모델은 앞으로 버려지거나 학대받은 아동청소
년들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돌봄의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좋은 모델이 될

친구를 좋아했던 평범한 청년 … 민주항쟁의 열사가 되기까지

것으로 기대된다.

이한열은 음악에 심취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제공: 정태원, 로이터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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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어머니 배은심 씨는 그가 “특히 친구를 가려서 사귀는 법이 없었고,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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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을 도우는 데 조금도 인색함이 없었다.”고 회상했다.

이한열 항쟁정신 기리는 노력 계속돼
정문에 기념 동판 제작

“한열이가 고3 때 학교에 가서 합숙을 하며 공부한 적이 있
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심밥을 만들어서 학교까지 도시락을

그가 떠난 지 어느덧 2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한열

가져다줬지요. 그런데 한열이가 도시락을 어떤 친구에게 주

동문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려는 노력은 지

고 자기는 굶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부턴 도시락을 두

속되고 있다. 우리 대학에서도 학생회관과 상경대학을 비롯

개 싸주었어요. 그 뒤 비오는 날 우산을 가지고 학교에 갔더

해 교내 곳곳에 그를 기리는 조형물이 만들어져 있다. 특히

니 한열이 친구들이 제게 박수를 쳤습니다. 영문은 몰랐지

신촌역 인근에는 그의 유품을 비롯해 1987년 6월 민주항쟁

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의 기록을 보존하고 전시하며 민주주의의 역사를 교육하는
‘이한열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다. 2004년 유족들이 국가로

대학 시절 ‘국토순례 대행진’을 다녀오며 ‘정의를 위한 삶’을

부터 받은 배상금과 그를 기억하고 추모하고자 하는 동문

향한 열망을 키웠다. 학내 시위와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

과 시민들의 성금으로 설립되었다.

여하고 자신의 이름 중 열(烈)자가 ‘매울 열’이라며 “자신과
최루탄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자신의

전시실에는 피격될 당시 입고 있던 연세 경영학과 티셔츠와

운명을 예견한 듯 “최루탄 연기로 얼룩진 저 하늘 위로 날아

안경테, 운동화 등 그의 유품을 비롯해 그가 쓰러진 직후 학

오르고 싶다.”는 메모를 남기기도 했다.

생들이 가슴에 부착하기 위해 제작한 판화 등 다양한 작품

연세 RESEARCH

연구 프론티어

이 전시되어 있다. 이경란 관장(교육학과 85)의 설명에 따르
면 이한열기념사업회는 이밖에도 이한열장학회를 구성해
“넓다란 광장 뜨거운 열기 아래 / 전단이 뿌려지고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 활동을 펼치고 있고, ‘이한열

최루탄이 터진다. / 파쇼타도 외치다 토론의 밤을

만화상’, ‘이한열문학상’ 등을 제정해 그의 뜻을 기리기 위한

지샌다. / 민주를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 이 땅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한다. 총학생회와 이한열기념사업

인간해방을 위하여 / 새벽 찬 이슬에 젊음을 삼킨

회는 매년 6월 9일 ‘이한열 열사 추모제’를 개최해왔는데, 오

다. / 이 땅의 인간해방을 위하여”

는 29주기 추모제에서는 특별히 이한열 동문이 최루탄에 맞
(이한열 작시)

아 쓰러진 지점에 기념 동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자료 및 사진 제공 : 박물관, 이한열기념사업회)

평범하지만 사회문제를 비판하고 현실을 고민하던 연세의
청년. 농담처럼 던진 그의 메모처럼 이한열 동문은 1987년 7
월 5일 새벽 2시 5분 “최루탄 연기로 얼룩진 저 하늘 위로”
날아가고 말았다.

(좌) 천진우 교수, (우) 김지욱 연구원

천진우 교수 공동

우리가 언어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조율하는 것과 같이 세포도 특별한 커뮤니

연구팀, 세포의

케이션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시공간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운명 조절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최근 우리 대학교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UCSF) 국제

나노기술 개발해

genetics)’라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연구를 주도한 전영욱 교수(UCSF, Y-IBS과

케이션 생체분자를 이용하여 서로 신호를 교환한다. 그렇다면 세포간의 커뮤니

공동연구팀은 나노기술과 유전자기술을 접목시켜 ‘메카노-제네틱스(Mechano학원 나노의학연구단 객원교수), Z. Gartner 교수(UCSF) 및 천진우 교수 공동연
구팀은 세포간 커뮤니케이션을 단일분자 수준에서 조절할 수 있는 본 기술을 개
발해 생물분야 최고 권위의 학술지 셀(Cell)에 발표했다.

신경세포 증진, 암 전이
억제 등 효과 기대

메카노-제네틱스란 자성나노입자를 사용해 세포 표면의 커뮤니케이션 분자를
기계적 힘(피코 뉴톤 수준)으로 자극시킴으로써 세포 신호 전달을 조절하는 기술
이다. 즉, 나노입자는 세포의 커뮤니케이션 분자의 구조를 변화시켜 세포를 활성
화시키는 원리를 이용한다.

캘리포니아 주립대와
백양로에 모인 추모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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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정태원, 로이터통신

생전의 이한열

공동연구로 ‘셀’에 결과 발표

국제공동연구팀은 이 기술을 이용하여 생체의 대표적 커뮤니케이션 분자인 노
치(Notch) 및 상피캐드히린(E-cadherin) 수용체의 세포 표면에서의 작동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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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까지 조절하는 데 이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상우 교수팀,

본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 향후 생명과학 및 의학적 응용에 도움을 줄

고효율 양방향

밝혀냈다. 나아가 이 기술이 우리가 원하는 시공간에서 세포의 활성을 단일세포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노치 및 상피캐드히린 수용체는 생체의 정상적인 발
달/분화, 면역세포의 활성화, 암 전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단백

생체분자 결합

된다.

특성분석 기법

한편, Y-IBS과학원 나노의학연구단은 나노과학을 기반으로 생명현상을 탐구하

개발

질로서 메카노-제네틱스 나노기술은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것으로 기대

며 궁극적으로 미래의학의 새로운 개념과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1] (ㄱ) 미세유체 칩 내에서 유전영동기술을 이용한 양방향 단분자 간 특성 분석 모델 모식도
(ㄴ) 방향성에 따른 단분자 간 결합의 열역학적 특성 차이 모식도 (ㄷ) 유전영동기술을 이용한 양방향 단분자
간 열역학적 특성 분석 기술 일러스트

유전연동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생체분자간의
결합력 분석방법 제시

이상우 교수 연구팀(의공학부)이 유전

이크로 입자들의 수직·수평 운동을 제

영동집게(Dielectrophoretic tweezers)

어할 수 있는 유전영동집게를 이용하

를 이용하여 고효율 양방향 생체분자

여 이러한 기술적 한계점을 극복했다.

결합특성 분석이 가능한 생체분자들
간의 결합력 측정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나노뉴턴정도의
생체분자의 힘을 한 번에 수십~수백

본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 향후 생명과학 및
의학적 응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생체분자 결합력 측정 및 분석에 관한

개 측정할 수 있으며 방향성을 잡기 어

연구는 유전정보를 가지는 DNA 특성

려웠던 기존의 측정방법과 달리 수직

분석, 단백질 합성·소멸 등과 같은 생

수평방향에서 연속적인 측정이 가능

명현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하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생체분자 결합력
측정 및 분석기술은 원자력 힘 현미경

본 연구는 DNA-DNA 간의 힘, 단백질

광학집게 등과 같은 측정 기법을 이용

사이에 존재하는 결합력과 같은 생체

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분자의 결합력과 관련된 보다 정밀한
분석 및 기존의 기술적 한계에 의해 측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측정법의

정이 어려웠던 부분을 측정함으로써

경우 동일한 조건 하에서 한 번에 한

생체분자 결합력 연구의 새로운 지평

가지 방향성을 가지는 하나의 결합력

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만을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생체분자

[그림 1] 자성나노입자를 이용한 고정확·고정밀 세포 신호 조절.
메카노-제네틱스 기술은 원하는 국소부위에만 세포자극(자기장에 의한 기계적 힘)이 가능하여, 단일 세
포 수준에서 세포간 신호전달, 분화 및 이동을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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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결합력의 다양한 방향성에 관한 연

본 연구결과(제1저자 박인수 의공학부

구 및 미세한 결합력 측정을 위해 많은

박사과정, 교신저자 이상우 의공학부

반복실험, 숙련된 인력을 필요로 하는

교수)는 미국 화학회에서 발행하는 나

기술적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노테크놀러지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
지 ‘ACS 나노(ACS Nano)’ 4월 22일자

연구팀은 미세유체칩 내에서 많은 마

에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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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정 교수팀,

최근 한국인 주요 사망원인인 암을 치료하기 위해 외과수술, 방사선 치료와 함

천연 화합물 표적

는 택솔(taxol)은 미국의 국립암연구소에서 주목나무에서 발견한 대표적인 천

단백질 결정방법
제시

께 다양한 항암제가 개발되고 있다. 특히 여성암과 폐암에 탁월한 효능을 보이

김동호 교수

연 항암제다.

연구팀, 화학 분야

이처럼 천연 화합물을 질환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화합물의 작용원리를

최고 학술지

분자 및 생체수준에서 정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즉, 신약의 표적 단백질을 결정
하고 검증함으로써 화합물의 생체 내 작용 원리와 약효의 유효성을 연구해야
한다.

앙게반테 케미에서
집중 보도

권호정 교수 연구팀(생명공학과)은 이처럼 효율적 표적 단백질 결정 기술이 요
구되는 상황에서 천연 화합물 표적 단백질 결정 방법을 새로이 제시했다.

신약 개발과 난치병 원리
규명에 기여

화합물의 수식을 이용한 기존의 생리활성 화합물의 표적 단백질 결정 기술은
시간적·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생리활성 화합물의 구조적 변형
으로 인해 약리 활성(생체에 투여한 약품이 일으키는 생리적인 활성)을 보장할
수 없고, 천연 화합물과 같이 수식이 어려운 화합물은 연구가 불가능하다는 한

3편의 연구 논문을 ‘표지
논문’으로 동시 게재

김동호 교수(화학과) 연구팀의 세 가지 연구가 세계 저명 학술지인 ‘앙게반
테 케미(Angewandte Chemie International Edition)’의 표지 논문으로 소개됐
다. 본 학술지는 연구팀의 삼중항 상태에서의 뫼비우스 방향성 역전 현상, 코롤
(Corrole) 및 포피린(Porphyrin) 유도체에서의 물성, 들뜬 상태 동력학(Excited

계점이 있다.

state dynamis) 분석 등의 연구 성과를 5월 22호의 중요 핵심 연구로 선정해 주
목했다.

연구팀은 이러한 수식 방법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대표적인 비수식 화합물
의 표적 결정 방법을 종합 비교·분석하여 그동안 표적 단백질 검증이 불가능했

먼저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최소단위인 분자에서 파이 공액구조(π-conjugation)

던 천연 화합물의 새로운 표적 단백질 결정 방법을 제시했다.

와 방향성(Aromaticity)은 분자의 안정성 및 물리·화학적 성질을 결정 짓는 핵심적
예컨대, 표적 단백질과 생리활성 화합물이 결합하게 되면 외부 에너지에 대한

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어왔다. 김동호 교수 연구

영향력이 감소함으로써 단백질의 구조적 안정성이 증가한다. 연구팀은 동일 원

팀은 시공간분해 분광학 기법을 이용하여 이러한 분자 시스템들을 심도 있게 연구

리를 이용한 대표적인 비수식 화합물의 직접적 표적 단백질 결정 방법을 통해

해오고 있다.

천연 화합물들의 표적 단백질 결정법을 비교·분석했다. 또한 세포의 유전적 변
형 및 조작을 통한 방식과 생물정보 데이터 기반 비교 분석법을 이용해 천연 화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김 교수와 오주원 학생(제 1 저자, 석박사통합 과정 4년

합물의 표적 단백질 결정법에 대한 연구방법을 제시했다.

차)은 ‘뒤틀린 구조의 확장 포피린에서의 방향성 뒤집힘 현상’에 대한 연구 결
과를 발표했다. 분자 시스템에서 평평한 구조의 경우에는 휘켈 방향성(Hückel

본 논문에서 비교․분석하고 있는 필수적 약물의 표적단백질 결정 기술을 효율

Aromaticity), 뒤틀린 구조의 분자 경우에는 뫼비우스 방향성이 형성된다. 김 교

적으로 활용하면 치료제 개발뿐만 아니라 천연 화합물이나 약물의 난치병 질환

수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구현하기 힘들다고 알려진 뫼비우스 방향성 분자를

치료 효과를 검증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합성하고, 이를 분광학적 실험과 양자역학 계산을 접목시켜 바닥상태에서 분자
의 뫼비우스 방향성이 삼중항 상태에서 뫼비우스 반방향성(Antiaromaticity)으

천연 화합물의 표적 단백질 결정 및 검증을 위한 신
규 비수식 표적 단백질 결정 방법의 총괄적인 모식
도. 비수식 표적 단백질 결정 방법은 천연 화합물의
표적 단백질을 직접적으로 결정하고, 표적 단백질
과 관련된 작용기전을 연구하는 데 효과적인 전략
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권호정 교수가 교신저자로, 장정화 박사와 김용효 박사과정생이 공동 제1

로 뒤집히는 현상을 실험적으로 최초로 확인했다. 이를 통해 분자에서의 근본적

저자로 참여한 본 논문은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사업(집단연구, 글로벌 연구

인 광물리·화학적 성질을 이해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분자의 (반)방향성 조절에

실 사업) 및 바이오기술개발사업지원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본 논문은 영국 왕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립 화학회가 발간하는 천연물 분야의 국제 최우수급 학술지 ‘내추럴 프로덕트
이와 더불어 김동호 교수와 박규형, 김태연 학생(석박사 통합과정 5, 2년차)은 각

리포츠(Natural Product Reports)’ 5월 4일자에 게재되었다.
[그림 1] 삼중항(triplet) 상태에서의 분자의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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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및 엑시톤 동역학을 연구한 논문을 게재했다. 코롤과 확장 포피린 분자들은
엽록소에서 빛 에너지 포집 및 전달을 담당하는 포피린 분자와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하여 광포집 능력이 우수하고, 외부 환경의 화학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
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자 시스템들은 합성과정에서 많은 어
려움을 겪게 되는데, 본 연구들에서 세 개의 탄소다리로 평면성이 유지되는 코
롤 이합체와 확장포피린 유도체를 합성하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 분자의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 방향성이 바뀌는 현상을 시간분해 분광학 실험을 통해
밝혔다. 이 연구들을 통해 코롤 및 포피린 집합체 기반의 인공 광합성 분자 및 광
[그림 2] 방향성 뒤집힘 현상의 메커니즘 및 연구
동향

촉매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위의 세가지 연구들은 그 우수성과 중요성을 인정받아 ‘앙게반테 케미’에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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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논문들로 게재되었다. 연구팀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태양광 에너지 변환,
광 동역학 치료,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의 다양한 기술 적용 가능성을 보여줄 것
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연구들은 일본 교토대 오카(Atsuhiro Osuka) 교수 연구팀과 중국 휴난
대 송(Jianxin Song) 교수 연구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이뤄졌으며, 연구진흥 목
적의 공익재단인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과 ‘글로벌 연구실 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지진과의 불편한

한 순간에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야기하는 지진은 인류와 늘 함께하는

동거

다량의 방사능 물질과 행성 성장과 함께 발생한 압축에너지는 지구 내부에 끊임

가장 고통스러운 자연재해 가운데 하나다. 지구 생성과 함께 지구 중심부에 쌓인
없이 많은 열을 만들어낸다. 이 열은 맨틀을 거쳐 지표까지 전달되며, 맨틀 내부
에 거대한 열 순환 운동을 만든다. 이 맨틀대류에 의해 지구 최외곽을 구성하는
지각판들이 서로 이동하고 충돌하며, 매질 내에 큰 힘(응력)을 유발한다. 이 힘은
매질(땅)이 견딜 수 있는 한계까지 꾸준히 누적되다가 한 순간 매질을 부수는데,
이를 지진이라 한다.

홍태경 교수
(지구시스템과학과)

흥미로운 점은 지진 유발의 원인이 되는 지구 내부의 열은 철이 풍부한 외핵의 유동
성을 만들어 지구를 거대한 막대자석과 같이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지구에 생긴 이 거대한 자기장은 태양 등 외계 항성으로부터 지구에 전달되는 강력
한 양성자와 전자를 막아내면서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이와 같이 우리 인류의 생활 터전을 파괴하고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지진은 아
이러니하게도 지구가 우리가 숨 쉬고 살 수 있는 행성이기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
런 면에서 보면 지진은 우리 인류가 기꺼이 감수해야 할 재해인지도 모르겠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지진은 인류에게 크고 작은 많은 피해를 남겼다. 인류가 겪
은 가장 큰 지진 피해로 1556년 1월 23일 중국 산시성에서 발생한 규모 8의 지진을
꼽을 수 있다. 이 지진으로 약 83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근대적인 지진

앙게반테 케미 5월 22호 표지 논문에 게재된 김동호 교수팀의 연구

계가 개발된 20세기 이후의 지진만을 대상으로 보자면 1976년 7월 28일 중국 탕산
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지진에 의해 65만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2010년
1월 12일 중남미 아이티에서 발생한 규모 7.0의 지진으로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와 같이 지진은 한 차례의 발생으로 짧은 순간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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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8.5 이상의 초대형 지진 향후 10년간 지속될 것
최근 들어 빈번히 발생하는 초대형 지진은 그 위력과 피해

생이 1950~60년대에 걸쳐 약 20년가량 지속되었음을 감안

지진 재해로 기록되고 있는 규모 7.6의 중국 탕산 지진이 이

해 볼 때, 2004년 이후로 발생하고 있는 초대형 지진은 앞으

듬해인 1976년 7월 28일에 발생하면서 인류 최초의 지진 예지

로도 약 10여 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성공이라는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탕산은 하이청에 인접

규모에서 특별한 관심을 끈다. 2011년에 발생한 규모 9.0의

한 도시로 당시 지진으로 65만여 명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동일본 대지진도 이런 초대형 지진 중 하나다. 초대형 지진
으로 인한 피해 범위는 지역적으로 국한되지 않고 광역적으
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1900년 이후 지금까지 규모 8.5

국내 지진 위험 증가
빈도 적으나 긴 재래주기 지진 발생 가능

인류의 지진 예지 실패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2009년 4월
6일, 아름다운 중세 유적 도시인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발생

이상의 초대형 지진은 총 17회 발생했다. 이러한 초대형 지

한 규모 6.3의 지진으로 온 세계는 다시 한 번 큰 충격을 받

진은 공간적으로는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태평양 연안과 그

우리나라 지진 재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

는다. 당시 라퀼라지역에서는 작은 지진들이 280여 회에 걸

주변부를 따라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보인다. 전체 13

고 있다. 지난 4월 16일 일본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규모 7.3

쳐 발생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이 있었다. 하지만 이탈리

번의 초대형 지진이 이 불의 고리에서 발생했다(그림 1). 주

의 지진으로 우리나라 중부와 남부 지역까지 강하게 흔들리

아 국립재난예측·대책위원회에서는 큰 지진 발생 가능성을

목할 점은 초대형 지진이 1950년부터 1965년까지 7회, 2004

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되새기게 되

낮게 평가하고 주민들에게 적절한 대피 권고를 하지 않았

년부터 현재까지 6회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이 두 시기에 발

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역사기록

다. 결국 큰 지진이 발생해 300여 명이 사람들이 아까운 목

생한 초대형 지진이 전체의 76%를 차지한다.

물이 있고, 이곳엔 수천여 건의 지진 피해 기록이 남아 있다.

숨을 잃었다. 이탈리아 정부는 적절한 지진 예측과 대책을

기록된 지진 피해 사례 가운데는 규

내놓지 못한 책임을 물어 국립재난예측·대책위원회 과학자

모 7내외로 추정되는 큰 지진이 여

(그림 2) 1978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한반도 지진 분포

럿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에는 수도

(그림 1) 1900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규모 7.0 이상의 전 세계 지진 분포

6명을 포함한 7명을 기소하고 이들은 결국 구속되기에 이른
다. 이 일은 과학적 분석의 한계를 법으로 책임을 물었다는

권에서 발생한 지진들도 포함되어

발생 전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을 통한 지진 예지가 그것이

있다.

다. 미국 서부 해안을 따라 발달한 샌안드레아스 단층은 태

점에서 많은 과학자들의 우려를 받은 사건이기도 하다.

평양판과 북아메리카판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이 단층이

지진 예지를 위해 미소지진 분석뿐 아니라, 라돈가스, 지하

지진계에 기록된 지진 가운데서는

지나는 캘리포니아 파크필드 지역에서는 1857년부터 1966년

수위 변화, 지진운(지진 발생전 관측되는 구름) 분석, 동물

1952년에 발생한 규모 6.3의 강서지

까지 6차례 동안 규모 6의 지진들이 약 22년의 주기를 두고

행동 분석, 전자기장 변화 탐지 등 다양한 방법론이 활용되

진이 가장 큰 지진으로 남아 있다.

발생하여 왔다. 이를 기반으로 다음 지진이 1993년에 발생할

어 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어느 방법도 만족할 성능을 보이

지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으로는

것이라는 논문이 사이언스지에 발표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진조기경

백령도와 평양을 잇는 지역, 서울을

이 예견은 빗나갔고, 실제 지진은 2004년에 이르러서야 발

보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다. 지진조기경보의 원리는 지진이

비롯한 수도권 지역, 속리산 일대의

생했다. 이 지연 발생에 대해 다양한 이유가 제시되고 있으

발생한 진앙과 가까운 관측소에서 기록된 지진파의 도달시

중부 지역, 울진 앞바다 지역의 동해

나 지진 주기를 바탕으로 지진 예보를 활용하기에는 실질적

간과 진폭 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먼 곳에 위치한 지역에 신

연안 지역, 서해안 연안 지역 등을

한계를 보이는 예라 할 수 있다.

속하게 정보를 전파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들 수 있다(그림 2). 또한 최근 들어

지진조기경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밀한 지

서는 제주도 일대에서 지진이 증가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하지만 지진 전 나타나는 여러 현상을 통해 지진 발생을 사

진관측망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현재 일본, 대만, 미국 등 여

한편 1966년부터 2003년까지는 단 한 차례의 초대형 지진도

우리나라의 경우 지진 발생 빈도가 높지 않으나 긴 재래주

전에 인지하여 성공적으로 지진 피해를 줄인 사례는 있다.

러 나라에서 지진조기경보를 운용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초대형 지진은 특정 시기에 집

기를 가지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지

1975년 겨울, 중국 북동부에 위치한 랴오닝성의 인구 백만의

수년 내의 가동을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하여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와 같은 현

목되고 있다.

도시인 하이청시에서는 수개월 동안 작은 지진들이 발생하

상은 앞선 초대형 지진이 또 다른 초대형 지진의 발생에 있

고 지하수의 수위가 급격하게 변하는 등 가축과 동물들의 이

하지만 지진 예지와 경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철저한 기초

어 도화선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초대형 지진

상 행동들이 관찰되었다. 중국 정부는 이를 통해 큰 지진이

조사와 대비책 마련이다. 지진이 발생 가능한 지역을 확인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주민들을 즉시 대피시키는 조치

하고 발생 가능한 지진의 규모, 지진 발생 시 우려되는 피해

를 취했다. 이로부터 수일 후인 1975년 2월 4일 규모 7.3의 지

상황에 대한 적절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생명이 숨 쉬는

진이 실제 이곳에 발생하면서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

아름다운 지구에 사는 한 늘 함께 동거해야 할 지진을 적극

이 발생하면 전 지구적으로 심각한 응력 불균형이 생기고,
이는 또 다른 초대형 지진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지진 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
철저한 기초조사와 대비책 마련해야

것으로 풀이된다. 초대형 지진은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전
지구적으로 응력 불균형이 해소되고서야 비로소 초대형 지

이러한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류는 그동안 많은 노력

다. 이 사전 대피로 약 15만 명으로 예상된 인명피해를 2천여

적으로 이해하고 극복해야 하는 것은 인류의 피할 수 없는

진 발생이 중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초대형 지진 발

을 해왔다. 지진 발생의 주기성을 활용한 지진 예보와 지진

명으로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20세기 최악의

숙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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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래 신한석좌교수

이창래 언더우드국제대학 신한석좌교수(미국

이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언더우드국제대학 강의 진행

프린스턴대 문예창작과 교수)가 지난 5월 9일

또한 이창래 교수는 지난 5월 11일 ‘My Year

부터 2주간 특별한 세미나 수업을 진행했다.

Abroad’라는 주제로 언더우드국제대학에서

문예창작 수업과 특강 통해 다양한

2008년 언더우드국제대학과 처음 인연을 맺

공개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다. 특강에서 이창

학생들과 만나

은 이 교수는 이번 문예창작 수업에서 자신의

래 교수는 집필 중인 책의 한 부분을 읽고 참

글쓰기 철학을 학생들과 공유하고 창작실습과

석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토론을 통해 학생들에게 특별한 경험과 자극

이창래 교수는 1995년 ‘영원한 이방인(Native

을 제공했다.

Speaker)’으로 미국 문단의 호평을 받으며 등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단해 펜ㆍ헤밍웨이상, 반스앤드노블 신인 작

작가로 활동 중인 이창래 교수로부터 단편소

가상, 아메리칸북어워드, 오리건 북어워드 등

설을 쓰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듣고 실제로 소

유수의 문학상을 휩쓸었다. 이후 출간된 저서

설을 써본 후 피드백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마다 찬사를 받으며 매년 유력한 노벨 문학상

수업에 참여했던 언더우드국제대학 김채린(아

후보로 꼽히고 있다. 그는 오레건대 문예창작

시아학 13) 학생은 “글쓰기에 대한 교수님의

과 교수, 뉴욕시립대 창작과정 교수를 지낸 후

뜨거운 열정과 독특한 철학에 매료됐고, 모든

현재는 프린스턴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학생들이 직접 글을 쓰고 함께 토론하는 과정

가야ㆍ신라 토기 상설전시실 개막

피아니스트 박진형,

지난 15일, 우리 대학교 박진형(피아노 15) 동

악에 담을 때, 청중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프라하 음악 콩쿠르 1위 차지

문이 프라하에서 개막한 ‘제68회 프라하의 봄

수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국제 음악 콩쿠르’(아래 콩쿠르)에서 1위를 차

음악대학장 김금봉 교수는 “최근 음악대의 소

지했다.

속 학생들 중에 수상하는 학생들이 많아져 다

‘가야·신라 토기 1,800여 점과 삼층석탑’을

김병철 동문의 유물 수집에 대한 관심은 중

1947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이 콩쿠르는 만

른 학생들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같

우리 대학 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학교 수학여행 때 경주 월성에서 신라시대

30세 이하의 젊은 음악인들을 대상으로 매 대

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있기

김병철 동문, 가야·신라 토기

이번 전시회는 김병철 동문(정치외교 58)이

유물에서 깊은 감명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회마다 다른 두 개의 악기 부문에 대한 수상

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800여 점과 삼층석탑 기증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배들의 교육에

우리 문화재가 외국으로 반출되는 현실을 보

을 진행한다. 올해는 피아노와 트럼펫 부문

박진형 동문은 오는 6월 16일 오후 8시 금호

보탬이 되고자 기증하면서 기획됐다. 금관가

면서 조상의 얼이 담긴 문화유산을 지키고자

이 선정됐는데 박 동문은 피아노 부문에서 한

아트홀-연세에서 열리는 ‘연세를 빛낸 음악인

야·아라가야·소가야·대가야·신라의 그릇받

유물을 수집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국인 최초로 1등을 수상했다. 그는 “좋은 성적

concert’에서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인(관현악,

침, 접시, 단지, 잔 등 일상생활 용기에서 무

김 동문은 “개인미술관을 개관하여 여러 사

을 거둘 수 있게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14학번)동문과 함께 연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덤의 껴묻거리 등 토기 문화의 큰 흐름과 지

람에게 전시하는 것보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하다.”며 “내가 느꼈던 감정들을 솔직하게 음

역에 따른 제작 양식의 특성 및 변천 과정을

연세대박물관에 기증하여 후배들 교육에 큰

살펴볼 수 있다.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3일 오후 4시, 전시회의 시작을 알

전시회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박물관 3층에

Y-IBS과학원, 창립 131주년

Y-IBS과학원(천진우 단장)은 지난 5월 23일 오후

B.Murray(펜실베니아 주립대학), Daniel

리는 ‘가야·신라 토기 상설전시실 개막식’이

서 오전 9시 30분부터 5시까지 상설로 진행

국제 심포지엄 개최

2시 백양누리 헬리녹스홀에서 “Breakthroughs

Gamelin(워싱턴 대학) 박사를 초청해 나노물

백주년기념관 3층에서 개최됐다.

된다.

of Quantum Dots for the Future”를 주제로 학

질과 나노의학의 미래 가능성에 대한 방향을

김용학 총장은 “소중히 한 점 한 점 모은 것

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제시했다.

을 베풂의 정신으로 연세에 기증해주신 것에

7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창립 131

2015년 12월에 설립된 Y-IBS과학원 나노의학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그 정신을 후학들에게

주년 기념을 기념하여 나노분야의 세계적인

연구단은 나노과학을 기반으로 생명현상을 탐

가르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김

권위자인 Benoit Dubertret(프랑스 국립과

구하며 궁극적으로 미래의학의 새로운 개념과

총장은 김 동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학연구소 ewsC.N.R.S) 박사와 Christopher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병철 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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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초청 만찬 열려

우리 대학 출신의 20대 국회의원들이 모교를

타대학 10명보다 뛰어난데, 연세 동문은 나눔

유럽의 날 및 연세 창립 131주년 기념

연세 창립 131주년과 5월 9일 유럽의 날을 기

맞아 유럽대사 초청 오찬을 비롯해 5월 한 달

방문했다. 지난 5월 24일 오후 7시 백양누리

과 베품의 서번트 리더 정신을 갖고 있기 때

오찬 열려

념하는 유럽연합 회원국 대사 초청 오찬이 지

동안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했다. EU의 정치·

그랜드볼룸에서 ‘20대 국회의원 초청 만찬’이

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학은 국가의 미래”

난 5월 31일 오후 12시 영빈관에서 개최됐다.

경제를 학습하는 EU 아카데미를 비롯해 유럽

열렸다.

라고 강조하며 학교와 정부가 서로를 도울 수

행사에는 게르하르트 사바틸 유럽연합 대사를

통합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다채로운 문

이번 20대 국회의원 중 우리 대학 학부 또는

있는 면에서 도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자고 강

비롯해 엘리자베츠 베리타뇰니 오스트리아 대

화행사가 대표적이다.

대학원 출신은 총 56명으로, 전체의 18%에 달

조했다.

사, 찰스 헤이 영국 대사, 롤프 마파엘 독일 대

한편 2009년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한다. 이번 행사에는 20대 국회의원 28여 명과

변재일(정외 67, 더민주당) 의원은 “연세동문

사, 프랑수와 봉땅 벨기에 대사 등 28개 유럽

연세-SERI EU센터는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

김용학 총장, 박삼구 동문회장 등 내외빈 100

이 서로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지탄

연합 회원국 중 국내 주재 대사관을 운영하고

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EU 관련 기관들로부터

여 명이 참석했다.

받지 않는 정치를 하고, 모교 발전에 도움이 될

있는 22개 유럽 국가의 대사 및 대표들이 참석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 EU를 알리는 아

김 총장은 “전체 의석의 18.7%를 연세대학교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했다.

웃리치 사업, 네트워킹 강화, 장학 및 한-EU

이날 김용학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131

교류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국내외 EU에 관한

년 동안 연세가 추구해 온 성장과 발전의 역사

인식제고에 기여해왔다. 향후 본 센터는 유럽

를 기반으로 연세가 오늘날 세계 20위의 명문

연합 본부의 EU센터 지원 사업의 제도적 변화

유럽연합 회원국 대사 초청해

출신이 채웠다.”며 “연세대학교 출신 한 명은

제12회 ICONS 세미나가 지난 4월 29일 오후

강연에 참석한 50여 명의 연세인들은 강연이

사립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며 “연

로 기존의 EU에 관한 공보기능을 축소하고 연

4시 학술정보원 장기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렸

끝난 뒤 질문을 던지며 새로운 관점을 갖기에

세가 유럽과의 교육·연구 및 교류 협력을 지속

구와 강의지원을 중점으로 하는 쟝모네 센터

다. 현재 2018년 평창올림픽 홍보컨설팅 및 본

대한 큰 관심을 내비쳤다. 앞으로도 미래융합

적으로 증진함으로써 미래의 리더이자 글로벌

(Jean-Monnet Centre of Excellence)로의

박용후 관점디자이너

죽&본도시락의 마케팅 전략고문 등을 겸하고

연구원은 다양한 전공의 연세인들이 참여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관점을 디자인하라”를 주제로 강연

있는 박용후 관점디자이너가 “관점을 디자인

공유할 수 있는 융합주제를 다루는 ICONS 세

이번 오찬을 주관한 동서문제연구원 연

하라”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미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세-SERI EU센터(소장 이연호)는 유럽의 날을

미래융합연구원, ICONS 세미나 개최

그는 관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1) 다시 한
번 질문하고, 2) 생각의 시작을 잘하고 3) 남들
과 다르게 정의하며 4) 맥락을 알고 5) 습관을

컴퓨터과학과 재학생팀, BIG CUP

컴퓨터과학과 재학생으로 구성된 팀이 지난 4

러한 연구는 자동으로 수집된 아카데믹 그래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연해질 것을 우

Challenge 1위 올라

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WWW(Interna-

에 존재할 수 있는 오류를 자동수정하는 데 사

tional World Wide Web Conference) 학회

용할 수 있다. 컴퓨터과학과 4학년 이경복ㆍ

의 BIG CUP Challenge에서 1위를 차지했다.

최승택ㆍ강범석 학생은 황승원 교수의 지도

올해 세 번째로 열리는 본 대회에는 전 세계

아래 정확도 79.27%로 1위를 차지했다.

리의 힘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2016학년도 1학기 대학원생 우수논문

2016학년도 1학기 대학원생 우수논문이 선정됐

(의과학과), 김수연(의학과), 김수희(간호학과),

29개의 팀이 참여해 학술논문, 저자, 인용 등

시상식 열려

다. 우수논문 시상은 지난 1993년 우수 대학원

서지명(의학과) 등 총 15명이 우수상을, 이밖에

의 정보가 담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대용량 아

생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이번 학기에는

총 28명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카데믹 그래프를 학습자료로 주어진 논문의 저

각 학과에서 추천한 박사 62명, 석사 39명 총

지난 5월 18일 오후4시 선정자에 대한 시상식

101명이 지원해 6.7:1의 경쟁률을 보였다. 우수

이 스팀슨관 2층 대학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논문은 심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접학

날 최문근 대학원장은 “이 상이 전문가로서의

과 교수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

출발에 큰 힘이 되리라 믿고 사회에 진출해서

를 거쳐 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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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경복(컴퓨터과학 13), 최승택(컴퓨터과
학 12), 강범석(컴퓨터과학 12) 학생

자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과제를 수행했다. 이

452회 국학연구발표회 개최

국학연구원이 지난 4월 15일 “원나라의 문학

발표회에서는 우리 대학 하경심 교수, 권용철

도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는 리더로서, 연세 학

과 역사”를 주제로 제452회 국학연구발표회를

박사(고려대), 이강한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이번 학기에는 Pearl J. Chung(교육학과), 정

풍과 전통을 이어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를 바

개최했다. 중국의 당-송 변혁기와 명-청 시대

등이 원나라와 관련한 각 분야의 최신 연구성

시우(문화학협동과정), 최성은(행정학과), 주원

란다.”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가 일찍이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것에

과를 발표함으로써 관련 연구에 대한 새로운

탁(사회학과), 안지원(생활디자인학과), 신동

이에 수상자 대표 김수희 박사(간호학과)는 “이

비해 원대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 부각되

관점을 제시했다. 나아가 원대에 대한 연구 성

욱(계산과학공학과), 최병웅(토목환경공학과),

자리에 있기까지 도와주신 학교와 지도교수님

기 시작했다. 본 발표회는 각 분야에서의 원대

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도 향후 연구에 대

서준원(기계공학과), 성주영(화학과), 심상완

께 감사드리며, 하늘에 계신 아버님께도 영광을

연구 경향을 검토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을 가

한 방향과 진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전기전자공공학), 배규영(기계공학과), 김태균

돌린다.”고 답사했다.

늠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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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INSIDE 캠퍼스 소식

SSK 연구단, 일본 게이오대와

우리 대학 ‘네트워크 사회의 민주주의와 사회

대학교 메디슨 캠퍼스) 대학의 사회과학과 자

동서문제연구원, 그린캠퍼스

동서문제연구원은 기후변화시대에 대비하고

과 우리 대학 교수, 연그린 학생들이 참석해

업무협약 체결

통합’ SSK 연구단(연구책임자 조화순 교수)

연과학 분야의 교수 13명, 전임연구원 2명, 조

국제 워크숍 개최

지속가능한 대학의 발전을 위해 그린캠퍼스

한국과 태국에서의 기후변화와 같은 범지구적

이 지난 3월 28일 연희관 201호 국제회의실

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연구 분야

(Green Campus)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 문제들을 논의했다. 나아가 그린캠퍼스

에서 일본 게이오 대학교의 미디어컴 연구소

에서 국내외 협업연구와 학제 간 융합연구를

그 일환으로 연구원은 지난 5월 16일 상남경

의 필요성과 대학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모았

(MediaCom)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영원 아이리스홀에서 태국 탐마삿대학교와 국

다. 본 워크숍을 계기로 환경 문제에 대한 대

‘네트워크 사회의 민주주의와 사회통합’ 연구

게이오 대학과의 업무협약 체결은 연구단이

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학간 논의가 더울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단은 지난 2013년 사회학과 김용학 교수팀과

중심 사업으로 추진해온 ‘세계적인 연구소 네

워크숍에는 태국측 교수 및 학생들 약 20여 명

기대된다.

정치외교학과 조화순 교수팀의 소형 연구단이

트워크의 구축과 연구에서 중심적 위치(hub)

통합되어 탄생한 한국연구재단의 SSK사업 중

확보’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협약으로

형단계 연구단으로 지금까지 네트워크 사회와

두 기관이 연구주제, 이론, 방법론 등 기본적인

학술정보원(원장 이정우)이 주최하는 제2회

정보검색 상담이 제공됐으며 박람회에서 얻은

관련된 다양한 정치ㆍ사회적인 문제들을 온라

연구 관점과 도구를 공유하고, 연구 인력의 교

전자정보박람회가 지난 4월 28일 연세ㆍ삼성

정보를 게임의 형식으로 즐길 수 있는 OX퀴즈

인과 뉴미디어 상에서 발생하는 쏠림과 불평

환방문과 논문의 공동생산을 통해 더욱 응집

학술정보관 1층 U라운지에서 성황리에 개최

대회도 학생들의 열렬한 호응 속에 진행됐다.

등 현상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연구해왔다. 현

력 있는 학문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됐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18개 전자정보제공

이벤트 후기 및 경품 응모에 참여한 이들에게

재 연구단은 국내 5개(연세대, 서울대, KAIST,

기대된다.

업체의 부스가 개설되었으며 다양한 학술 DB,

는 추첨을 통해 갤럭시, 아이패드 등 푸짐한

전자저널, 전자책의 홍보와 이용방법에 대한

경품이 증정되기도 했다.

학술정보원, 전자정보박람회 개최

서강대, 대구대), 해외 2개(코넬대, 위스콘신

시연이 펼쳐졌다.
또한 사서상담부스에서는 전공별 DB안내 및

미래교육원, 5월의 축제 개최

인문학연구원, 국제학술대회 개최
쓰기와 읽기의 일상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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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원의 원우 및 강사진이 한자리에 모

사진이 담긴 동영상을 시청하며 친목의 시간

이는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5월의 축제’가

을 가졌다.

지난 5월 24일 동문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

이두원 미래교육원장은 “미래교육원의 가족들

생명공학과, 신입생 및 학부모

생명시스템대학 생명공학과(학과장 정형일)는

원 미래예측본부장)의 강연 및 자유토론 시간

다. 본 행사에는 미래교육원의 원우, 강사진

이 함께하는 본 축제가 구성원들의 교류의 장

간담회 개최

지난 4월 26일 오후 5시30분 백양누리 그랜드

을 통해 신입생들과 학부모들의 전공 및 진로

300여 명이 참여해 축제의 밤을 화려하게 수

이 되기를 바라며, 원우들의 성원에 힘입어 앞

볼룸에서 ‘2016 신입생 및 학부모 간담회’를 개

탐색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성공적인 대학생활과

놓았다.

으로도 다양하고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양

최했다. 학생, 학부모, 교수, 동문 등 총 127명이

미래를 위한 학업계획을 설계하도록 지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래교육원 음악실기연수 과

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참석한 가운데 학과 연혁 및 현황 소개, 진로 현

생명공학과는 앞으로도 이같은 만남의 장을 제

황, 연구직 및 학계 산업계 진출사례, 생명공학

공하여 학부모, 학부생, 학과교수, 동문 상호간

의 비전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의 친밀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정의 여성 3중창, 진도북춤·소고춤 과정의 축

미래교육원은 우리학교 평생교육의 요람으로

하공연 및 ‘100세 시대의 생애설계’에 대한 특

2016학년도 1학기 현재 약 90개 과정에 1,600

강 등 원우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

여 명의 수강생들이 미래를 준비하며 수학 중

련됐다. 또한 각 과정들에 대한 소개 및 활동

에 있다.

또한 최문정 동문(8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

동서문제연구원 리더십센터

동서문제연구원 리더십센터(소장 이정훈)는 지

후원해왔다.

특강 열려

난 5월 19일 오후 1시 백양관 대강당에서 손병옥

손병옥 회장은 이날, ‘Dream Impossible Fu-

인문학연구원 HK문자연구사업단(단장 윤혜준)

행을 규명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

이 지난 4월 22일 오후 3시 문과대학 100주년

었다.

푸르덴셜생명 회장을 초청해 강연을 진행했다.

ture’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연대와의 특

기념관에서 국제학술대회 ‘쓰기와 읽기의 일

인문학연구원 해외협정기관인 이탈리아 피렌

손병옥 회장은 2011년 푸르덴셜생명의 이사를

별한 인연을 강조하며 강연을 시작한 손병옥 회

상 문화’를 개최했다.

체대학교 니콜라스 브라운리스 교수와 일본

거쳐, 현재는 푸르덴셜생명의 회장으로 재직중

장은 여성으로서 푸르덴셜생명의 회장 자리에

이번 행사는 특히 다양한 읽기와 쓰기의 문화

게이오대학 가와치 게이코 교수 및 우리 대학

이다. 사회공헌에도 힘써 한국양성평등교육진

오른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듯 설명하기 시작했

적ㆍ사회적 양상에 대한 고찰을 통해 특정 소

정순화 HK연구교수 등이 발표자로 참석해 문

흥원 이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국

다. 푸르덴셜생명의 회장에 오르기 전까지, 크로

수 계층의 문자 독점이 해소되면서 이른바 ‘실

자생활의 매체적 조건이 변화하는 현실 속에

가브랜드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금융개혁회

커내셔널은행, 미들랜드 은행, HSBC 등 세계 유

용적 문해력’이 발전ㆍ확장되는 과정과 근현

서 역사적으로 인류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뤄

의 위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Make-A-Wish 한

수의 기업을 거쳐 온 삶을 생생히 전달하여 좌

대의 일상생활이라는 특정한 역사적 경험에서

져왔던 다양한 쓰기와 읽기의 문화적, 사회적

국 재단 및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 이사장으로

중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또한 일과 가사를 병행

이루어지는 미시적인 쓰기와 읽기 형태와 관

양상을 조명했다.

서 자원봉사와 난치병 어린이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여성으로서의 어려움을 말하며 일의 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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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모두 남성 이상으로 해낸다는 마음가짐이 필

“‘통일공간’이 열리면 북한의 인프라 설립 수요

요하다고 강조했다.

에 따라 민간투자도 늘어날 것이고, 중국을 통해

손 회장은 리더십의 기본은 자신을 잘 파악하는

유럽지역과 교류하여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리라

것이며, 이를 위해 꼭 해야할 일 중 ‘시간관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선으로 꼽았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질문이 쏟아졌다.

주어지는 재화이며,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이를

“통일을 시대과제로 느끼지만 교육관과 가치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는 것.

이 다른 북한주민과 어울리지 못하리라는 막연

그는 하루 1시간은 꼭 자신을 위해 투자할 것을

한 두려움이 크다”는 질의에는 “국내에는 ‘미리

당부하며 강연을 마쳤다.

온 통일’인 30만 명의 탈북자가 있고, 민주적인

한편, 5월 12일 오후 1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이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고

인제 의원의 초청강연이 진행됐다. 제 14, 16, 17,

답했다. 그리고 오랜 의정활동 기간 동안 가장

18, 19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총 6선의 중진 의

기억에 남는 법안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4

원이 된 이 의원은 노동부 장관, 경기도지사, 새

대 보험 중 사회보장의 중심축인 고용보험과, 북

누리당 최고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새누

한주민 인권 관련 법안을 꼽았다.

리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노동시장

‘피닉제’(이인제) 의원의 향후 행보에 관한 물음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에 “불사조가 살아날 것인지 나 스스로도 관심

“통일은 경제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이인제

이 높다”고 답하며 “정치를 숙명으로 생각하고

의원은 윈스턴 처칠의 명언 “절대로 굴복하지

깨어있는 정신으로 임할 것이며, 자유로운 통일

마라”를 인용하며 강연의 시작을 열었다. 사회

을 이뤄 번영을 가져오겠다”고 다짐했다.

산학융복합의료센터 신설
글로벌 시장 선점으로 새 성장동력 창출

11일 ABMRC 유일한 홀에서 열린 SEVERANCE HEALTH - IT INSIGHT 세미나

진단, 치료기기 Core) 총 세 가지로 구성하였

INSIGHT 세미나를 개최했다.

의 병리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시련에 굴복하

을 위해 의과학연구처 산하에 산학융복합의료

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석준희 고려대 전기전자공

지 않고 원천핵심기술을 개발하며 혁신을 가져

센터를 신설했다.

‘Health-IT Core’는 △S/W, U-health 관

학부 교수가 ‘의료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법’

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통일을 시대과제

산학융복합의료센터는 헬스 IT, 의료영상 및 의

련, 의료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인공지능,

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중환자 의학의 사

로 인식하는 긍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면서

료기기 임상연구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Deep Learning 기반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

례를 중심으로 의료 빅데이터의 구성, 유전체

과 수익원을 확보하고, 산업체 및 이공계 연구

템(CDSS) 구축 등을, 의료영상 관련 분야의 기

정보 활용, 의학적 가설 생성 등에 대한 연구

자들과의 융합연구를 통한 산업화를 촉진하고

술개발을 담당하는 ‘Functional Imaging &

사례를 소개했다.

자 한다. 또한 센터는 글로벌 시장의 선점을 통

Biomarker Core’는 △분자영상에 기반한 질

SEVERANCE HEALTH-IT INSIGHT 세미나

해 세브란스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자

환표적 영상기술개발 및 바이오신약 개발 검증

는 4월 25일 헬스케어와 3D 프린팅, 5월 9일

한다.

플랫폼 △핵의학영상 및 MR장비, 초음파 기반

Medical Device의 발전, 5월 23일에는 영상기

산학융복합의료센터 소장을 맡은 의대 송시영

혈관기능 및 동맥경화 특성화 영상 기술개발

술과 진단을 주제로 진행했다. 10월말까지 인

교수(내과학)는 센터의 주요 사업분야 및 운영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맞춤형 수술

공장기, 센서, 원격진료, 가상현실(VR) 등 다양

방향으로 △의료원-산업체, 연세대 본교, 국내

및 진단용 기구 개발을 담당하는 ‘맞춤형 진단,

한 콘텐츠를 주제로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외 주요 유수대학 등과 상시적 임상연구 산업

치료기기 Core’는 △바이오 3D프린터 기반 생

한편, 산학융복합의료센터는 교육, 컨설팅 프

화 협력체계의 구축 △다국적 기업들의 참여

체적합형 맞춤형 의료기기, 수술 및 진단용 기

로그램 ‘연세 HeTAC’(Health Technology

유도 및 산업체 R&BD 펀딩 추진 △중개-임상

구 △신소재 생체재료를 이용한 의료용 기기개

Acceleration and Commercialization)을 6

첨단연구팀과 기초연구팀과의 융합인프라 구

발 등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월 4일부터 시작한다. 경영대학과 공동으로 바

축을 손꼽았다.

한편, 산학융복합의료센터는 4월 11일 에비

이오-의료기기 기업, 연구자, 투자자 및 애널

송시영 소장은 센터 산하에는 미래 산업을 고

슨의생명연구센터(ABMRC) 유일한 홀에서

리스트를 대상으로 바이오헬스 산업화에서 실

려한 분야별 핵심 Core로 Health-IT Core,

Health-IT Core 내 산업부 지원 ‘헬스 IT 산

질적인 문제점 해결을 논의한다.

Functional Imaging & Biomarker Core,

업화 지원센터’ 주관으로 해당분야 전문가

Tailored theragnostic device Core(맞춤형

를 초빙해 제1회 SEVERANCE HEALTH-IT

우리 대학교 교직원 야구단(단장 공정환, 감독 김명근)이 지난 5월 5일 오후 1시 일산 삼애캠퍼스 야구장에
서 창립기념대회를 가졌다. 김효성 총무처장과 정광수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예인 야구팀
조마조마와 경기를 진행했다.
2002년 창단 이래 올해로 15회를 맞는 교직원 야구단은 현재 등록인원 36명으로, 2005년 대학교직원 야구
리그(UBL) 원년멤버로 참가해 여러 대학교 직원들과 교류하다 올해부터는 순수 사회인 야구리그(한강리그)
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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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헬스IT 연구산업화 가속

의료원은 상시적인 연구 산업화 협력체계 구축

교직원 야구단, 창립기념대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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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바이러스가 오히려 장 질환 억제

의대 천재희 교수(내과학)가 사람 장 속에 사

내 공생 바이러스가 가진 유전물질(RNA)과

“두 세 계단도 힘들었던 나,

“다시 찾은 소중한 호흡, 건강하게 지켜가겠습

세)도 가족들과 웃으며 황토길을 밟았다. “폐

는 바이러스가 만성 염증성 장 질환을 억제

동일한 물질을 주사해 톨유사수용체3/7을 활

이젠 정상도 거뜬!”

니다. 파이팅!”

이식을 받은 지 만 5년이 넘었어요. 일반인 분

의대 천재희 교수…면역학 국제학술지

한다는 사실을 면역학 분야의 최고 학술지인

성화시켰다. 그 결과 면역 물질인 ‘인터페론

세브란스병원 장기이식센터 폐이식팀(팀장 백

들은 숨을 쉴 수 있는 자유로움에 대해 전혀 행

Immunity 게재

Immunity지(인용지수21.561) 4월호에 발표

베타’를 분비하면서 실험쥐의 염증성 장 질환

효채)은 지난 4월 23일 대전 계족산에서 폐이

복함을 모르시겠지만, 저는 큰 고통을 겪어 봤

했다.

증세가 크게 완화됐다.

식 환우와 가족, 그리고 의료진이 한 자리에 모

기에 편히 숨을 쉰다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것

이제껏 장 바이러스는 아주 작은 크기의 감염

천 교수는 “향후 항바이러스와 세균 조절을

여 서로를 격려하며 보다 건강한 삶을 이어가

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성 입자로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만 알려져

통한 장내 면역 기전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기 위한 다짐의 자리를 마련했다.

남다르며 행복하죠. 앞으로도 자주 산을 찾아

있었다. 천재희 교수는 울산의대 권미나 교수

전하며, “이번 연구는 난치성 질환인 크론병

참가자 확인과 산행 시 주의사항 전달이 있은

건강을 지켜가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와 경희대 배진우 교수팀과의 공동연구를 통

등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제 개발에 새로운 단

후 계족산 황토길 산책로를 2Km 가량 걸었다.

모임을 주선한 백효채 교수는 “폐이식 수술 관

해 장내 면역세포 신호전달체계인 ‘톨유사수

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

1년 4개월 전 폐이식 수술을 받았던 김상태 환

련 의학기술과 의료장비가 눈부시게 발전해 과

용체3/7’ 기능이 망가진 쥐에서는 염증성 장

했다.

우(42세)는 “수술 전에는 두세 계단을 오르는

거에 견줄 수 없을 만큼 수술 성공률이 높아졌

질환이 악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데 한참이 걸릴 정도로 호흡하기가 힘들었는

다. 폐이식을 시행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

이후 연구팀이 질환이 악화된 실험쥐에게 장

데, 폐이식 시행 후 4개월 만에 속리산을 올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아직까지 폐도 이

으며 6개월 만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한

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몰라 고통 받는 환우와

라산 정상도 등정할 만큼 건강이 회복됐다. 새

가족들이 있다.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치

암병원 메디컬아시아 2016 대상

발상의 전환으로 치료 효과 극대화
CT 결합한 심장전용 Angio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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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이식팀, 환우와 가족 산행 모임 가져

연세암병원이 지난 4월 28일 프라자호텔 그랜

로 전문가 리서치 결과에 SNS를 포함한 네티

로운 삶을 받았으니 질병으로 고통 받는 다른

료하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이 많

드볼룸에서 열린 ‘메디컬아시아, 대한민국 글

즌 조사를 토대로 했다. 연세암병원은 개원 2

이들에게 나눔을 펼치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

은 의료진과 환우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

로벌 의료서비스 대상’ 시상식에서 해외 환자

주년 만에 일평균 외래환자 수 2,000여 명, 일

오랜 기간 동안 고통받아왔던 이정화 환우(39

고 말했다.

유치와 국제 의료협력 활성화를 일군 공로로

평균 수술건수 55건을 상회하며(2016년 3월

암병원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기준)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13

이날 노성훈 암병원장은 환자 중심의 진료와

개 암종별 센터와 특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치과대학은 지난 3월 26일 그랜드볼룸에서

마련됐다.

봉사정신으로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알린 공로

한편, 이 날 시상식과 수상자 및 수상기관 개별

치대 발전을 위해 후원해 온 기부자들을 초청

이근우 치대학장은 “많은 후원자들의 지원으

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영상은 중국어 자막으로 한국 및 중국 5개 포

해 감사 초청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로 치대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도움

이번 수상기관 선정은 사전 기초조사를 바탕으

털에 인터넷으로 생중계 됐다.

행사에서는 이근우 치과대학장과 차인호 치과

을 주신 많은 분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우리는

대학병원장이 치과대학과 치과대학병원 주요

새로운 도전을 통해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감

현황을 발표했다. 또한 최성호 치대 교무부학

사의 뜻을 전했다.

치과대학, 기부자 감사 초청의 밤

각기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를 결합해 치

술 후 심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장이 기부금 모금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

료 효과를 높인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시술 중에 이런 문제를 정확히 확인할

치과대학 복사중창단의 공연과 만찬 시간이

심장혈관병원 심장내과 김병극, 장혁재, 장양수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시술 전 관상동맥 CT

교수팀은 최근 관상동맥 만성 완전폐쇄 병변

촬영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시술 중에

(CTO) 치료에 있어 시술 도중 CT 촬영으로 치

는 사용이 힘들었다.

료 성공률을 높였다고 밝혔다.

심장내과 연구팀은 시술 중 CT의 효율성을 높

심장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히는 CTO는 관상

게 평가하고 도시바에 심장전용 Angio-CT 개

동맥질환의 20% 정도로 보고되며, 시술 성공

JCI 인증 유지 평가 완료

세브란스병원 4차 JCI 재인증을 위한 평가가

책임 부분에 한층 강화된 평가 기준이 적용되

지난 4월 18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됐다.

고, 평가 대상도 종전의 부서장 등 관리자 중

Robert 평가위원 등 5명의 평가위원은 평가

심에서 현장의 전 교직원, 협력업체 직원 및

발을 제안했다. 도시바는 연구팀의 제안을 효

일정별로 환자 추적 조사(병실 방문 및 인터

실습 학생들까지 확대됐다.

률이 높지 않아, 치료가 힘들다. 최근 CTO에서

과적이라고 판단해 Angio장비와 CT 장비를

뷰), 시설 및 문서관리, 현장점검, 병원 리더십

윤도흠 세브란스병원장은 “JCI 평가는 세브란

도 Angio 장비를 활용하고 있지만 혈관 내벽

개량한 심장전용 Angio-CT 장비를 개발했다.

인터뷰 등 병원 전 방위에 걸쳐서, 개정된 5판

스를 찾는 환자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 제

의 석회화로 스텐트 삽입술이 쉽지 않다. 스텐

이번 심장전용 Angio-CT의 경우 환자가 이동

기준으로 316개 분야에 약 1,200여 개 항목에

공과 안전을 보증하기 위해 3년마다 우리 자

트를 삽입하기 위해 가이드 와이어가 막힌 부

하지 않고 0.275초 만에 최소한의 선량으로 심

서 평가를 진행했다.

신을 일깨워 주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말

위를 통과해야 하지만, 와이어가 혈관외부나

장 전체의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기

특히, 4차 JCI 평가에서는 국제환자안전 목표

했다.

주변으로 잘못 들어가서 시술이 실패하거나 시

존 Angio장비의 한계를 극복했다.

준수,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 리더십의 역할과

6일간 316개 분야 1,200여 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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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대 젊은 연구자 육성
선도연구자 양성 프로젝트 시행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이 젊은 연구자의 연구력

의대는 이를 위해 작년 가을부터 2016년도 상

향상과 인재 양성을 위해 ‘세브란스 선도연구

갑상선 질환 기술 (주)한독에 이전

의료원과 (주)한독이 지난 4월 20일 종합관 6

경험을 통해 얻어진 좋은 아이디어가 특허화

반기 연수자 7명을 선정해 지난달부터 연수를

층 교수회의실에서 이은직 교수(내과학)의 ‘갑

되고 실제 기술이전까지 연결됨으로써 세브란

자 양성 프로젝트’(SRI, Severance Research

시작했다. 하반기 연수자 선정을 위해 지난 3

상선 질환 기술’과 관련한 기술이전 체결식을

스의 의료산업화 전략에 큰 힘을 받을 것”이

Initiative)를 시행중이다.

월 7일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 유일한홀에서

진행했다.

라고 말했다.

의대와 치대는 △강사 1년 이상을 수료한 자 또

SRI 설명회를 가졌고, 7월까지 선발할 예정이

이은직 교수의 기술은 2006년 이 교수가 미

김영진 한독 회장은 “연세대와의 연구개발 협

는 수료예정자로서 석·박사 학위 수료 혹은 과

다. 치대는 작년도에 연수자 신청 접수와 심의

국에서부터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개발을

력 중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온 첫 케이스”라

정 중인 자 △Physician Scientist 과정을 수료

를 거쳐 연수자 1명을 선정한 바 있다.

진행하였던 기술로 2011년부터 한독과 공동연

며 “앞으로 신약 분야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

한 자 또는 수료예정자 △의과학과 및 치의학

이병석 의대학장은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선

구 개발을 통해 이번에 최종적으로 결실을 맺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또는 응용생명과학과) 박사학위 소지자 △

도적으로 의학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의료인

었다. 특히, 이번 기술은 의료원이 보유하고

의료원은 2013년부터 병원계에서는 처음으로

각 교실(학과) 주임교수(학과장)에게 추천을

으로 키우겠다.”고 말했고, 이근우 치대학장은

있는 다양한 특허 기술 중 처음으로 의사의 처

특허관리 및 기술이전을 전담하는 의료원 산

받은 자 중 우수한 연구역량을 가진 지원자를

“젊은 나이에 해외 선진국 의료 시스템을 경험

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한 일반의약품(OTC)으

학협력단을 신설해 현재 약 1,300여 개의 특

선발한다. 최종 선발된 연구자는 6개월에서 1

하게 함으로써 국내 의료계 발전을 도모할 수

로 개발될 예정이다.

허를 양산하고 있으며, 최근 4년 동안 30건이

년 이하로 체재지원비 등을 지원받아 해외에서

있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남식 의료원장은 “이은직 교수의 임상현장

넘는 기술이전을 주도해 왔다.

의과대학은 지난 4월 12일 그랜드볼룸에서

교수와 학생이 한 무대에서 복면 뒤에 신분을

제3회 LC DAY를 개최했다.

숨기고 펼치는 노래 대결이 진행됐다. 문자투

LC DAY는 학습공동체(LC) 출범 이후 학생들

표를 통해 의대 박인철 교수(응급의학)가 가

최신 연구를 수행한다.

지성 영성 감성! 마음껏 펼쳐라
유방암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진단 초기의 유방암 환자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강남세브란

를 위한 심리 정서 지원 프로그램인 ‘1310 멘토

스병원 유방암센터는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

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을 위해 본원에서 치료받아 성공적으로 유방암

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 협동심을 고취하고 유

왕으로 선발됐으며 최종 우승은 김필순 필라

‘1310 멘토링 프로그램’은 유방암 진단 이후 6

을 이겨낸 5명의 멘토를 추천해 지난 4월 18일

대관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된 행사이다. 행사

가 차지했다.

개월 이내의 환자들이 보다 편안하게 치료를

부터 지난 5월 2일까지 유방암의 최신 치료경

는 지성, 감성, 영성(IQ, EQ, Thank you)을

이병석 의대 학장은 “LC day를 통해 교수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1명

향, 유방암 수술 후 자기관리, 상담 및 의사소

부제로 각 부제에 맞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학생 간에 벽을 허물고, 유대관계를 성립해

의 멘토가 3명의 멘티에게 10회 이상 상담 및

통 기술 등에 관한 교육을 제공했다.

퀴즈를 통한 ‘골든벨’, 필라 지도교수와 소속

진정한 멘토와 멘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

지원 활동을 시행한다는 의미에서 ‘1310’이라

‘1310 멘토링 프로그램’은 외래와 병동, 사회사

학생들이 한 팀이 되어 세브란스와 연세대의

했다.

는 이름을 붙였다.

업팀에 신청서를 비치해 접수 받을 예정이며,

역사적인 장소를 찾아 미션을 수행하는 ‘런닝

초기 유방암 환자가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청하

프로그램 운영비는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맨’과 인기 TV 프로그램 ‘복면가왕’ 콘셉트로

면 유방암 센터에서 위촉한 멘토와 일대일로

와 한국인삼공사에서 지원받기로 했다.

의대 제3회 LC DAY 진행

관계를 맺고 암 치료에 관한 정보 공유, 정서적

지식 창출을 통한 조직 혁신

세브란스 아카데미팀이 작년 하반기부터 소통

9명)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고객과 소통하

을 통한 창의적 조직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시

는 홍보전략’에 대해 발표한 Severance Talk

행한 학습조직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동안의

팀(암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안승권 외 9명)이

국제 진단검사 전문가,

Samuel C. Terese, JR 임상검사자동화학회장

견학에 앞서 의대 이혁민 교수(강남 진단검

강남세브란스 자동화 시스템 견학

(Alverno Clinical Laboratories 소속)을 비롯

사의학과)의 사회로 병원 홍보동영상과 병원

활동 내역을 겨루는 자리를 마련했다.

수상했고, 우수상 2팀, 장려상 2팀에 대한 시상

한 미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31명의 진단

소개, 검사실 현황에 대한 발표를 듣고, 의대

아카데미팀은 4월 7일 암병원 서암강당에

도 진행됐다. 수상한 팀에게는 각각 대상 100

검사 분야 전문가들이 지난 4월 20일 강남세

정석훈 교수(강남 진단검사의학과)와 김광우

서 2016년도 학습조직 CoP(Community of

만 원, 최우수상 60만 원, 우수상 40만 원, 장

브란스병원을 찾아 최신식 진단검사 자동화 시

진단검사의학과 팀장 등의 안내를 받으며 업무

Practice) 콘테스트를 개최했다. 콘테스트에서

려상 2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스템을 견학했다.

현장을 둘러봤다.

는 약 6개월가량 활동했던 24개 팀 중 내부 심

윤도흠 세브란스병원장은 “학습조직 구성원들

이들은 현장의 장비 등을 살피며 궁금한 점에

사를 통해 선정된 6팀의 발표가 진행됐다.

에 의해 창출된 지식을 기초로 세브란스 조직

대해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나누는 등 강남세브

대상은 ‘대장암 수술환자 RED(Re-Enhanced

의 혁신이 이뤄지며, 조직의 경쟁력이 더욱 증

란스병원의 진단검사 자동화 시스템에 관심을

Discharge) 교육자료 개발’을 연구, 발표한

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타냈다.

RED팀(암병원 입원간호팀 15병동 장현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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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병원, 꿈의 암 치료기 중입자 치료기

원주캠퍼스 소식

국내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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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방사선 치료기술 중 가장 우위
난치암 치료율 향상, 치료기간 단축

해외의 중입자 치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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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암병원이 권위있는 과학잡지 Nature지에

장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다.

명사수(Sharp Shooters)라고 소개된 꿈의 암

한편, 우리 대학교 이사회 산하 의료위원회는

치료기인 중입자 치료기를 국내 최초로 도입

지난 4월 8일 일본 지바의 중입자의학종합연

한다.

구소를 방문해 중입자 치료 성적과 운영현황

중입자 치료기는 전체 암 환자의 20%를 차지

은 물론 안전성 분야를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하는 3대 호발 난치암(5년 생존율 30% 이하)

일본 지바의 NIRS 중입자치료센터는 주위에

인 폐암, 간암, 췌장암은 물론이고, 치료가 어

공원, 고등학교, 시청 건물로부터 10m 이내

려웠던 재발성 직장암, 골육종, 척삭종 등 난치

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20년 이상 안전하게 운

암 치료 그리고 고령의 암 환자들에 대한 비침

영되어 오고 있었다. 일본 의학물리학자 무라

습적 치료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카미 타케쉬 박사는 “중입자치료는 동위원소

방사선 의학물리학자인 의대 김진성 교수(방

와 달리 치료 후 환자 몸에서 즉시 사라지게

사선종양학)는 “방사선량이 인체 내 정상조직

되며, 치료기가 멈춘 상태에서는 방사선이 전

정건섭 원주부총장 K-Move 참여

정건섭 원주부총장, 황재훈 원주기획처장,

(BIPA)과 실무지도를 받고 있다.

에 조사되는 범위가 대폭 감소하고, 양성자 치

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사용

학생 격려차 인도네시아 방문

이종오 책임교수(경영학부)는 4월 13일부터

이번 방문에서 정건섭 원주부총장은 ▶인도네

료보다 암 조직에 3배 이상의 날카롭고 집중

하는 동위원소 생산용 PET 사이클로트론보다

15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하여

시아 국립대학교 ▶JIKS(자카르타 한국학교, 교

적인 살상력을 보임으로써 부작용의 감소와 2

훨씬 안전하다.”라고 강조했다.

K-Move스쿨 ‘제 1기 인도네시아 글로벌 지역

장 김승익) ▶인도네시아 대사관(대사 조태영)

차암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괄목할만한 암 치

또한 일본 NIRS를 포함해 일본 오사카, 독일

전문가 취업양성 프로그램’의 참여 학생들을

▶인도네시아 한인회(회장 양영연) ▶인도

료율 향상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이델베르그의 중입자 치료시설도 도심에서

격려했다.

네시아 연세대학교 동문회(회장 김영경) ▶

중입자치료의 짧은 치료기간도 큰 장점이다.

운영하고 있으며, 환자의 편리한 방문과 다학

『K-Move스쿨』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

KOTRA ▶KOCAM ▶ICT협회 등을 방문해

현재 기존 방사선 혹은 양성자 치료 환자는 평

제 치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병원 시설 내에

하는 청년 해외 취업 지원 사업으로, 원주캠퍼

주요 관계자들에게 원주캠퍼스의 특성화된 학

균 30회 치료를 받아야하나, 중입자 치료는 평

위치하고 있다.

스가 지난해 11월에 운영대학으로 지정된 바

과 등을 소개하며 인도네시아 현지 취업 현황

균 12회다. 일본 중입자의학종합연구소의 책

노성훈 암병원장은 “중입자치료기와 세브란스

있다. 2016년 1월부터 시작하여 18주 동안 교

및 정보 공유, 학생 취업 지원 등에 대해 협의

임자인 카마다 박사는 “보통 5~7주 치료하는

의 장점인 로봇수술, 표적 항암치료, 면역치료

내 학생 14명은 인도네시아에서 ‘인니어’교육

했다.

기존의 방사선치료에 비해 중입자치료의 경

등의 의료 인프라가 결합할 경우, 연세암병원

우 초기 폐암의 경우 1회, 간암 2회, 가장 치료

이 국내 최초의 암센터를 넘어 아시아 최고의

기간이 긴 전립선암이나 두경부암의 경우 3주

암병원으로 도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이내에 치료를 완료한다.”고 말했다.

의료기술의 동반성장을 통해 연세의료원이 범

제80회 연세콘서트시리즈

제80회 연세콘서트시리즈 ‘서울 기타 콰르

는 현재 미국 메릴랜드 소재 Montgomery

이러한 짧은 치료기간은 비침습적 치료수단을

세계적인 학문적 경쟁력과 리더십을 갖게 될

‘서울 기타 콰르텟’ 공연

텟’ 음악회가 4월 26일 오후 7시 원주캠퍼

College에서 강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정기

선호하는 고령의 암 환자들이 짧은 기간에 가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스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공연한 장원영 씨

적으로 독주회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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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SPECIAL 원주시립교향악단 1차 기

악단 최초로 공연의 모든 프로그램을 관객들의

획연주회’가 5월 12일 오후 7시 30분 원주캠퍼

신청곡으로 구성한 ‘신청곡 콘서트’, 대학 강의

스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도중 몰래 들어가 깜짝 연주를 해주는 ‘게릴라

원주시립교향악단(상임지휘자 김광현)은 수준

콘서트’ 등을 기획하며 신선하고 파격적인 공

높은 음악세계 구축과 이를 통한 원주시민들의

연을 선사하기도 했다.

삶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삼고 지난 19년 간 국

국제캠퍼스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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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차 기획연주회는 ‘19세기와 20세기 사

내 최고 수준의 교향악단으로 도약해 왔다.

이에서’라는 주제로, 5월 20일 오후 7시 30분

또한 ‘시민에게 사랑받고 시의 자랑이 되는 교

원주캠퍼스 대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향악단’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예술성과 대
중성을 동시에 잡기 위해 노력했다. 전국 교향

2016 연세 MEDICI 산학협력

원주LINC사업단(단장 김희중)은 5월 18일

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비전 선포식

원주캠퍼스 산학관에서 ‘2016 연세 MEDICI

정건섭 원주부총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산

산학협력 비전 선포식’(이하 선포식)이 진행

학협력 역량’을 강화한 교육을 실천, ‘대학과

됐다.

지역산업’의 상생발전, MEDICI정신으로 ‘창

이번 선포식은 원주LINC사업단의 5차년도

업문화 운동’을 선도란 내용으로 비전을 선

시작과 함께 원주캠퍼스가 산학협력의 메카

포했다.

로써 지역산업과 동반성장을 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비전과 목표

신입생 학부모 초청 2016

올해로 10회째 접어드는 2016 페어런츠데이

교향악단의 ‘환영 음악회’ 순으로 진행됐다.

페어런츠데이

가 5월 20일 원주캠퍼스에서 열렸다.

캠퍼스를 방문한 500여 명의 학부모들은 무

행사는 1부 ‘교수-학부모 간담회’, 2부 ‘본 행

더운 날씨에도 교수님과 자녀와 뜻깊고 즐거

나영석 동문 특강

‘1박2일’, ‘꽃보다 시리즈’ 등 수많은 인기 예

린 다시 시작점에 서 있다. 여러분은 미래로

사 및 오찬’, 그리고 특별히 마련된 원주시립

운 시간을 보냈다.

‘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능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전 국민의 사랑을 받

달려가는 기차를 앞에 두고 어디로 가는 표

는 나영석 동문(행정학과 94)이 지난 5월 4

를 끊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

일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나를 찾아서 떠나는

라면서 “앞으로 대학 4년은 어느 기차표를 살

여행’이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지, 어디로 가야 할 지 알아가는 과정이니 책

(주)듀켐바이오 김종우 장학금 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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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켐바이오 김종우 장학금 수여식’이 4월

다. 현재까지 총 63명에게 2억5천여만 원의

나 동문은 학창시절의 자신을 학교에 적응 못

을 읽으면서 경험을 얻고 자신을 파악하라.”

27일 오전 11시 원주캠퍼스 청파회의실에서

장학금이 지급됐다.

하고 주눅 든 아웃사이더였다고 회고했다. 그

고 조언하며 특강을 마무리했다.

진행됐다.

한편, 김종우 동문은 특강을 통해 후배들에

러다가 연극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뜻이 맞는

성준용(사회 16) 학생은 “나영석 PD의 대학

김종우 동문은 제약·보건·바이오산업 중심

게 멘토 역할도 담당하고 있으며, 진로 선택

동료들과 즐겁게 일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결

시절 이야기가 나의 현재 상황과 겹쳐져서 더

으로 ㈜듀켐바이오를 운영하면서 미래인재

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창업 특강을 진행하

정하게 되었다며, 그는 “우리는 죽을 힘을 다

절실히 와 닿았다.”며 “진솔한 질의응답 시간

양성을 목표로 2012학년도 1학기부터 경영

는 등 캠퍼스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

해 스펙을 쌓아 남들과 똑같아지려고 하는데

덕분에 매우 알찬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

학부 2명, 화학 및 의화학과 1명, 의공학부 1

고 있다.

저는 제게 훨씬 편하고 맞았던 방법으로 준비

했다.

명, 의학과 2명에게 타 장학금 수혜분을 제외

하여 PD가 됐다.”고 말했다.

한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해오고 있

또한 나 동문은 시작점에 대해 언급하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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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미래교육의 비전 학부모들과

‘2016학년도 Parents Day’를 맞이해 학부모들

본 행사에서 김용학 총장은 환영사를 통하여

김경렬 석좌교수 초청 RC 특강

광주과학기술원 석좌교수인 김경렬 교수를 초

또한 석유가 나는 지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유

공유하는 장

이 국제캠퍼스를 찾았다.

학부모들에게 연세대학교의 미래 교육에 대한

‘아름다운 지구’

청하여 지난 5월 11일 ‘아름다운 지구’라는 주

럽의 기후는 왜 따뜻한지 등 지형 이동으로 설

행사는 ▲캠퍼스 투어 ▲지도교수 간담회 ▲본

신뢰를 심어 주었고, 이경태 국제캠퍼스부총장

제아래 제3회 RC 특강이 열렸다.

명할 수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학생들의

행사 ▲하우스 행사 ▲만찬으로 구성됐다.

이 학교 및 국제캠퍼스를 소개하면서 학교가

김경렬 교수는 2013년까지 서울대학교 교수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런

캠퍼스 투어는 학부대학 학생기획단 학생들이

학생들의 교육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

로 재직하였고 후에 광주과학기술원 석좌교수

지구의 변화하는 모습을 볼 때 지금의 아름다

직접 안내를 맡았다. 학부모들은 기숙사, 각종

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 자리를 옮겨 강의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운 모습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질

강의 건물, 도서관 등을 다니면서 연세의 역사

본 행사 이후에는 학부모들이 각기 자녀들이

김 교수는 지구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와 그에

문을 던진 후, 최근 GPS를 통해 측정된 판의

와 각 건물들의 의의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속해있는 기숙사로 이동하여 RM 교수들이 주

대한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지며 강의를 시작

이동 모습을 볼 때 앞으로 지구의 모습이 어떻

가졌다. 가장 인기가 많았던 곳은 언더우드 기

관하는 하우스 행사에 참석했다. 각 하우스마

했다. 판 구조론에 대한 설명과 함께 판의 경

게 변화할 것인지 살펴보면 곧 지구가 지금의

념 도서관으로, 잘 갖춰진 시설을 보며 학부모

다 색다른 행사가 마련된 가운데 RM 교수 및

계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지진 측정과 해저지

아름다운 모습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것이라는

들은 만족하는 표정을 보였다.

RA들과의 만남, 하우스 주제와 프로그램 소개,

형 측정은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될 수 있었는

말을 끝으로 강의를 마무리했다.

지도교수 간담회에선 학사지도 시스템에 대한

기숙사 투어 등이 행해졌다.

지, 관련 학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등 지구

전주영(경제학과 16) 학생은 “우리가 지금 당

소개와 학사지도교수-학부모 간 대화 및 질의

행사에 참석한 이경숙 학부모는 “아들이 어떻

의 모습이 변화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다

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들이 비교적 최

응답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선 신입생

게 지내는지, 어떤 교육을 받는지 무척 궁금했

양하게 전개됐다. 특히 초기 대륙들이 모두 붙

근에 밝혀진 사실이라는 것이 흥미로웠다.”는

현황, 대학생활경험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는데 오늘 행사를 통해서 많은 궁금증을 해소

어있던 시기의 형태부터 현재의 모습을 갖추

소감을 전했다.

소개와 졸업 후 진로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까지 차츰 변화된 단계를 시각적으로 제시

대화가 이뤄지기도 했다.

학부모들이 다소 생경하게 느낄 수 있는 RC

해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자녀가 UIC ISED에 재학 중인 권태희 학부모

교육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인

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닌 학부모들이 정말

‘Parents Day 행사’는 앞으로도 우리 대학교가

로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들을 수 있었다.”며

추구하는 미래교육의 비전을 학부모들에게 전

“신생학과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만, 교수님으

달하는 중요한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6학년도 Parents Day 열려

로부터 과의 비전과 미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안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색적인 RC 공연

제3회 RC 공연은 지난 4월 27일 4명의 DJ를

리가 바톤을 이어받았다. 그는 믹싱, 스크래치,

“디제잉을 경험하다”

초청하여 직접 디제잉을 경험하는 DJ 공연으

비트박스 등 여러 가지 디제잉 기술을 소개하

로 꾸며졌다.

면서 직접 시범을 보였다. 또한 CD, 믹서기, 턴

공연에는 배틀크루 DJ 캐리, 클럽 DJ 성우, 소

테이블 등 디제잉에 사용하는 장비도 소개하며

진, 그리고 유일한 여성 DJ 이봄이까지 총 4명

학생들이 DJ와 디제잉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의 DJ가 참여했다. DJ 소진은 학생들에게 신나

시간을 마련했다.

게 디제잉을 즐길 것을 요청하면서 분위기에

이지혜(식품영약학과 16) 학생은 “무료로 참석

따라 가볍게 몸을 움직여 춤을 추거나 환호해

할 수 있는 학교 행사에서 DJ의 음악을 즐기며

도 좋다는 멘트와 함께 첫 곡을 시작했다.

신나게 놀 수 있고 이런 뜨거운 분위기를 느낄

Bruno Mars의 ‘Treasure’가 흘러나오자 학

수 있어서 정말 재밌었다.”는 공연 관람 소감

생들은 곧 환호하며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을 전했다.

‘Wiggle’, ‘삐딱하게’ 등 몇 곡이 지나고 DJ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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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INSIDE 국제캠퍼스 소식

연세 INSIDE 캠퍼스 바로 알기

하우스 스토리
House Story

June 2016

캠퍼스 바로 알기
장애 학생들의
꿈을 키우는 곳,
재활학교

RC교육의

국제캠퍼스의 RC(Residential College)프로

든 선물을 나누면서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활

그램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단순히 기

동을 실현하고 있다. 에비슨 하우스의 경우,

생생한 현장,

숙사가 아닌 생활체험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

하우스를 담당하는 Residential Master 교

하여, 학생들이 융합적인 교육 속에서 다채로

수님과 함께 다과를 즐기며 이야기를 나누는

‘하우스프로그램’

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Master’s Tea Time’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사회기여, 문화예술, 체육과 같은 교과과정뿐

양한 RC프로그램 구성원들이 어우러지는 의

들여다보기

만 아니라 다채로운 비교과과정으로 구성된

사소통의 장을 만들고 있다.

RC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공동체의식과

학생들이 스스로 추억을 만들어가는 프로그

리더십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램들도 있다. 무악 하우스는 ‘무악콘서트’를

이와 같은 RC프로그램의 목표가 잘 드러나

개최하여 클래식기타, 피아노, 합창 등 학생

하우스 활용해 다양한 추억 쌓는

는 곳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들이 한 학기동안 RC교육을 통해 배운 것을

창의적 프로그램 마련

실천으로 구성된 ‘하우스프로그램’이라 할 수

공연을 통해 뽐내는 행사를 하우스프로그램

있다.

으로 기획했다. 또한, 무악 하우스를 공포체

우리 대학교 남문 부근에는 지체 장애 학생들

학생들의 장애 극복의지를 높이고 공동체의식

회를 비롯해 음악, 미술, 독후감, 공연 등 다방

RC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Residential Hall,

험의 공간으로 꾸며서 미션을 해결하는 ‘호러

을 교육하는 특수학교인 ‘재활학교’가 있다.

을 함양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능력을 향

면에서 수상실적을 쌓고 있으며, 재활학교는

즉 12개의 하우스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메이즈’나 하우스 건물 외벽을 시네마로 꾸며

재활학교는 1964년에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상시키고 있다. 나아가 특기와 소질 계발, 진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에서 ‘2013학년도

하우스마다 하우스가 추구하는 철학과 테마

야외에서 영화를 즐기는 알렌 하우스의 ‘알렌

가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지체장애 특수교

로 직업교육을 통해 사회적응력을 신장시키고

학교평가 우수학교(학교운영 및 지원 부분)’,

가 존재하는데, 이를 드러낼 수 있는 프로그

홈 시네마’ 등도 학생들이 하우스를 활용하면

육 기관으로 1959년 개원한 ‘세브란스 소아재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2014학년도 학교운영

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하우스프로그

서 다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창의

활원’을 시초로 한다. 최초 설립 당시 명칭은

특히 개별학생의 학습능력과 장애유형별 특성

위원회 운영 우수기관’, 서울특별시에서 ‘2015

램이다. 하우스프로그램은 RC교육에서 제공

적인 프로그램들이다.

‘Church World Service Crippled Children's

을 최대한 고려한 교육 과정은 괄목할 만하다.

년도 동행프로젝트 유공기관’으로 선정되기도

되는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학생의 주체적인

이밖에도 청송&에비슨 연합 특강과 같이 하

Center’로 미국 연합 장로교 선교사인 아담스

정규 교과목과 자율 활동, 봉사활동을 비롯한

했다.

참여로 진행되고 있다. RA들과 함께 학생들

우스 간 공동으로 진행하는 건강 관련 특강

여사의 공헌이 컸다. 또한 문교부, 한국불구자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준별

재활학교에서는 매년 3월과 9월에 자원봉사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어 다양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하우스 프로그램은 RC교

복지협회, 한미재단 등 여러 종교 단체 및 사회

학습을 통해 개별화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우리 대학교

한 학생들과 공동체 의식과 리더십을 배양하

육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다양하게 참여

단체의 후원을 받았다.

있다. 또한 독서교육을 통해 학습능력과 인성

의 많은 학생들이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자원

고, 선배 RA와 어울리며 선후배 간의 유대감

할 수 있는 RC교육의 현장으로서 기능하고

올해로 개교 52주년을 맞은 재활학교는 유치

함양에 힘쓰고 스마트 기기, e-Book을 활용하

봉사자는 개인의 희망과 특성에 따라 학급별로

을 키울 수 있는 장이기도 하다.

있다.

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총 14개 반으로 편

여 독서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과와 연계

배치되어 세부 교육활동을 보조하게 된다. 활

성되어 있으며 현재 86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

한 독서 토론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 학

동 종결 후에는 우수 봉사자를 선정해 시상하

데, 5월에는 더욱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하우스

다. 2017년도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학

생들과의 통합교류교육을 통해 장애인식 개선

고 확인증을 발부하고 있다. 또한 장기 봉사자

프로그램들이 마련됐다. 원철 하우스는 ‘원

생들의 전문적인 진로직업 지도를 위한 전공과

에도 힘쓰고 있다.

의 경우 감사패를 수여해 격려하고 있다.

철 사랑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제캠퍼스에

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다.

장애 학생들의 대외활동도 적극 지원하고 있

(문의: 02-2123-8141)

서 일하는 다양한 연세 구성원들에게 직접 만

재활학교에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 재활학교 학생들은 전국장애학생 체육대

공동체 의식 키우며 리더십 배양

1년 내내 다양한 하우스프로그램이 진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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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동정

김택중 교수 / 발명유공자로 특허청장 표창 수상
김택중 교수(원주캠퍼스 생명과학기술학부)가 특허청으로부터 ‘발명유공자’로 선정돼 특허청장 표창을 받았다. 김 교수
는 바이오, 웰니스 산업 제품에 관한 기능성 소재분야의 원천핵심기술 산업재산권을 다수 보유해 지식기반사회의 초석
을 다지는 데 공헌한 업적을 인정 받았다.

곽진영 교수 / 유한의학상 대상
곽진영 교수(영상의학)가 제49회 유한의학상 대상을 수상했다. 곽 교수는 논문을 통해 갑상선 결절에서 진단에 이르지
못한 ‘비진단적’ 임상적 상황에서 갑상선 결절의 두 개의 중요한 판독 시스템인 베데스다 시스템과 TIRADS를 적용해

이은직 교수 / Journal of Endocrine Society 부편집장 선임

결절의 추적 관리를 체계적으로 확립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
한편, 유한의학상은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주관하고 유한양행이 후원하는 상으로 의학자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이은직 교수(내과학)가 미국 내분비학회 공식 저널인 Endocrinology와 Molecular Endocrinology가 합병해 2016

지난 1967년 제정되었다.

년 9월 새로 출범하는 Journal of Endocrine Society (JES)의 부편집장(Associate Editor)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3
년이며 유급직이다.

권수영 교수 /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장에 선출
권수영 교수(연합신학대학원)가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는 4,000여

정진세 교수 / 보건복지부 세계선도 의생명과학자 육성 사업 선정

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기독교상담 학술단체로, 1999년부터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상담과 심리치료를 연구·
보급하고 상담 전문인력을 양성해왔다. 임기는 2016년 5월부터 2년이다.

정진세 교수(이비인후과)가 최근 보건복지부의 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 가운데 세계선도 의생명과학자 육성(MediStar) 사업에 선정됐다. 세계선도 의생명과학자 육성 사업은 미래 노벨 생리의학상에 도전할 창의적이고 젊은 의생명과
학자를 발굴,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 교수는 이번 사업에서 단백 접힘 이상에 따른 유전성 난청 질환의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올해

김성수 교수 / 한국재정법학회 신임회장으로 선임

부터 2018년까지 총 3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김성수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지난 5월 13일 정기총회에서 사단법인 한국재정법학회 신임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임기
는 2년이다.

최재영 교수 /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선도연구자상 수상
최재영 교수(이비인후과학)가 지난 4월 23일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서 시상하는 ‘선도연구자상’을 수상했다. 최 교수는
최근 5년간 30여 편의 논문을 출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선도연구자상은 2013년에 제정돼 대한이비인후과학회가 일관된 연구 분야에서 학문적 성취를 통해 학회의 위상을 높

김준명 교수 / 제44회 보건의 날 대통령 표창

인 회원에게 주는 상으로, 최근 5년간 SCI 논문 등을 평가하여 상을 수여한다.

김준명 교수(내과학)가 지난 4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4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김
교수는 미국에서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AIDS)에 대한 최신 의학을 배우고 돌아와 헌신적으로 국내 에이즈 환자를 치

김경남 명예교수 /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대상

료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에이즈 예방에 대한 홍보, 교육을 진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경남 명예교수가 지난 4월 23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에서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학술대상을 수상했다.
학술대상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최고 권위의 상으로 후학양성과 함께 다양한 논문, 저서 및 신기술 개발에 노력한 공로로
김경남 명예교수를 선정했다. 김 명예 교수는 30년 이상 치의학 교육 및 연구에 매진해 치과재료학 발전에 힘썼으며 400
여 편의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고 20여 건의 특허와 20여 편의 저서를 발간하는 등 왕성한 학술 업적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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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일 명예교수 / 존경받는 병원인상 CEO 부문 선정
박창일 명예교수가 제6회 종근당 존경받는 병원인상 CEO 부문에 선정됐다. 종근당 존경받는 병원인상은 대한병원협

연세 INSIDE 공연소식

공연소식

June 2016

연세 INSIDE 인물 동정

회가 제정하고 종근당이 후원하는 상으로, 병원계 발전에 공로가 큰 전·현직 병원 CEO와 병원문화 창달 및 병원시스템
개선에 공로가 큰 병원인을 선정해 시상한다.
박창일 명예교수는 건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국제키비탄 한국총재, 아시아 최초 세계재활의학회장에 선출
돼 국내 재활의학 분야의 발전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맞아 조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의 확산을 차단해 조기종식에 공헌했다.

손문기 동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명
손동기 동문(생명공학과 82)이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승진 임명됐다. 손 동문은 25년여 간 식약처에서 근무하며
식품안전국장, 소비자위해예방국장, 농축수산물안전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손연재 선수 / 아시아 리듬체조 선수권 대회 우승
손연재(스포츠레저학 13) 선수가 지난 5월 9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제8회 아시아체조연맹(AGU) 아시아
리듬체조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며 개인종합 3연패를 달성했다. 이어서 지난 5월 27~29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2016 국제체조연맹(FIG) 리듬체조 6차 월드컵 개인종합에서 자신의 역대 최고 점수인 74.200점으로 동메달을 땄다.

금호아트홀 연세 공연 안내
6.02(목) 20:00

6.15(수) 20:00

공연명 21세기악회

제47주년 기념
작품발표회

공연명 <연세 클래식> 백조의 노래,
마커스 판즈워스 Baritone

출연자 Trombone 조세훈,

출연자 Baritone 마커스 판즈워스

Clarinet 나혜수, 양송희
Piano 소현정, 우미현,
김영아, 박진형
피리 김지훈 타악기 윤재현
Violin 이윤의, 한윤지, 김지인
Viola 변정인 Cello 김연진
Accordion Alexander
Sheykin
Double bass 나장균
Guita. 이노영
Percussion 안다혜
주최 현대문화기획

공연내용 국악과 양악, 그리고 기성
작곡가들과 신인 작곡가들의 작품들
이 한 자리에서 어우러지는 작품들
로 공연이 진행된다. 작곡가 강동규,
김효주, 우미현, 김효진, 이은지, 이일주,
김청묵의 작품들이 진행되며 트롬본,
클라리넷, 피아노, 피리, 타악기, 아
코디언, 기타 등 다양한 악기로 구성
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Piano 요제프 미들턴
주최 금호아트홀

연세, (재)금호아시
아나 문화재단
공연내용 이번 공연에서는 흠 잡을
곳 하나 없는 완벽함’, ‘관객을 열광
시킬 줄 아는 가수’, ‘강렬하고 음악
성을 갖춘 바리톤’ 이라는 언론의 찬
사를 받고 있는 마커스 판즈워스와
영국의 리즈 리트페스티벌의 디렉터
로 활동하고 있는 성악 전문 피아니
스트 조셉 미들턴이 출연한다.

6.17(금) 20:00
공연명 터키-한국 Friendship
Concert
출연자 Flute Bulent Evcil, 윤지혜
Harp Chagatay Akyol
Piano 박선화
Violin 권용선

주최 이앤엠인터네셔널

공연내용 플루티스트 BULENT
E VC I L , 하 피 스 트 C H AG ATAY
AKYOL, 피아니스트 박선화, 플루티
스트 윤지혜, 바이올리니스트 권용선
의 연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으로는
도플러의 두 대의 플룻과 피아노를
위한 리골레토 판타지, 피아졸라의
탱고의 역사, 도플러의 안단테와 론
도, 모차르트의 플룻과 하프 협주곡
등이 진행된다.

6.25(토) 15:00
공연명 6인비평가협회 초청 4인 4색
콘서트(四人四色)
출연자 Piano 이남인, 박유선, 정소윤
Clarinet 이선희
Violin 현유라 Cello 정진
주최 뮤직클레프

공연내용 피아니스트 이남인, 박유
선, 정소윤, 클라리네티스트 이선희,
바이올리니스트 현유라, 첼리스트
정진의 연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쇼팽의 피아노 소나타 3번, 리츠의
클라리넷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
곡, 스트라우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백주년 기념관 콘서트홀 공연 안내
6.09(목) 17: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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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월) 19:00

쇼스타코비치의 첼로소나타가 진행
된다.

6.29(수) 20:00
공연명 슐로모 민츠 & 윤동환
출연자 Violin 슐로모 민츠
Violin 윤동환
연주 바흐 콜레기움 서울
주최 제이에스바흐
공연내용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태
어난 바이올리니스트 겸 지휘자인 슐
로모 민츠와 취리히 국립음대 최고점
수로 학사와 석사를 입학 및 졸업하
고 취리히 국립음대 최고 연주자 과
정을 심사위원 만장일치 최우수 점수
로 졸업한 바이올리니스트 윤동환의
연주가 진행된다. 프로그램으로는 칼
필립 엠마누엘 바흐의 현을 위한 교
향곡,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두 대
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비발디
의 사계가 진행된다.

대강당 공연 안내
6.14(화) 14:00~21:00

공연명 이
 한열 29주기 추모문화제

공연명 AKA CELLI CELLO ENSEMBLE 정기연주회

공연명 청
 소년 합창제

출연자 추모기획단

출연자 음악대학

관현악과 첼로과 선생님 및 학생

출연자 서울 및 수도권 고등학교 합창단 학생

주최 (사)이한열기념사업회


주최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

주최 전국고등학교 합창연합회

공연내용 1987년 유월항쟁 과정에서 최루탄에 피격
된 이한열의 뜻을 기리기 위해 이한열기념사업회와
연세대 재학생 추모기획단이 함께 마련하는 29주기
추모문화제.

공연내용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 첼로과의
선생님들과 학생이 주축이되어 2015년에 만들어진
아카첼리 첼로 앙상블의 두 번째 정기공연이다.

공연내용 서울 및 수도권내에 있는 고등학교 합창단
학생들의 건전한 동아리활동과 청소년문화를 나누고
자 10여 개의 고등학교 합창부 학생들이 청소년 합창
제로 함께 연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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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도서

연세 INSIDE 신간안내

한국작가 최초로 한강이 맨부커상 인터내셔널을 수상하면서 화제가 됐다. 언론과 문단의 극찬과
대비되는 작가의 담담한 수상소감은 특히 인상적이다. “책을 쓰는 동안 질문에 머물고자 노력했
다”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신간안내

June 2016

연세 INSIDE 이달의 도서

한강 <채식주의자>

철학적 탐구

지식의 탄생

당신을 만나서 참 좋았다

저자: 이승종 철학과 교수

저자: 이상오 교육대학원 교수

저자: 김남규 의과대학 교수(외과학)

출판: 아카넷

출판: 한국문화사

출판: 이지북

이승종 교수가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탐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 것인지? 도대체 어떤

김남규 교수(외과학)가 진료실에서 겪은 진료

구』를 우리말로 옮기고 1,400여 개의 역주와

것이 확실한 것인지? 미래학자 피터 드럭커는

경험을 바탕으로 에세이를 출간했다. 하루 1

해제를 덧붙였다. 전공자의 세심한 손길로 20

21세기를 ‘지식사회’라고 규정했다. 지식이 자

만 명 외래 환자와 보호자까지 많은 이들이 방

여 년에 걸쳐 이루어진 공들인 연구번역을 통

본이 되고 권력이 되는 세상이라는 뜻이다. 반

문하는 세브란스병원에 흐르는 다양한 사연을

지난 5월 한국작가 최초로 한강이 <채식주의자>로 맨부커상 인터내셔

력을 상징하는 육식과 육욕을 거부하며 자기만의 폐쇄적 세계로 도피하

해 비트겐슈타인의 대표작이 유려한 우리말로

면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21세기를 ‘압솔리

담았다.

널을 수상했다. 심사위원단 5명은 만장일치로 채식주의자를 결정했다.

는 삶을 바라보는 남편의 이야기, 자신의 예술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재탄생했다. 대우고전총서의 하나로 출간된

지(obsoledge)의 시대’, 즉 쓸모없는 지식의

이 책은 20대 청춘이 치료가 계속됨에 따라 빛

최종 후보에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오르한 파묵과 중국 현대문학 대

처제인 영혜를 성적 욕구대상으로 삼는 형부의 이야기, 영혜가 입원한

이 책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역자가 추가

시대라고 했다. 그렇다면 대체 이 시대에 우리

을 잃고 사그라지는 경우, 극복했다고 믿었던

표작가 옌렌커가 올랐다. 심사위원장 보이드 턴킨은 “아름다움과 공포

정신병원으로 찾아가는 언니가 들려주는 자매의 이야기로 그려진다. 한

한 방대한 주석과 해제가 돋보인다.

는 어떤 지식을 획득해야만 지혜로운 삶을 살

병이 다른 가족에게 발병한 사연, 예비 신부의

의 기묘한 조화, 잊혀지지 않는 강력함과 독창성을 가진 소설이다. 강렬

강은 “이 소설은 우리가 폭력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세계를 견뎌낼 수

수 있을까?

병을 알고도 결혼을 감행한 신랑의 이야기 등

한 알레고리로 꽉 차 있으면서도 재치와 절제가 조화된 작품”이라고 밝

있는가를 질문한다.”고 설명했다.

이 책은 지식의 범람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

실제 사례들을 통해 ‘삶과 죽음’을 담았다.

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진정한 지식이란 무

김남규 교수는 의사로서 일상적으로 죽음을

한편, 맨부커상은 영국의 부커사가 제정한 문학상으로, 노벨문학상, 프

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저자는 오늘날

접하며 소중한 사람들의 보살핌, 최신의 의료

랑스 콩쿠르 문학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며 영어권에서 최

통용되고 이해되는 ‘지식의 개념’에는 문제점

설비와 기술로도 살리지 못하고 떠나보내는

한강은 수상 직후 연단에 나와 “책을 쓰는 것은 내 질문에 질문하고 그

고 권위를 인정받는다. 한 작가의 작품 세계 전체를 평가하는 노벨문학

과 한계 내지 모순이 함께하고 있다고 말한다.

생명을 보며 ‘삶이란 정말 아름다운가’ 고뇌하

답을 찾는 과정이었다. 때로는 고통스러웠고 힘들기도 했지만 가능한 한

상과 달리 맨부커상은 작가보다 작품을 우선으로 평가해 수여한다.

2011년 한국연구재단 인문저술출판지원사업

기도 하고, 병에서 회복되어 새로운 삶을 찾고

의 지원을 받아 저술된 책으로 지식개념에 대

일상으로 돌아가는 환자들을 보며 의사로서의

한 학문적-객관적 리뷰를 담고 있다.

소명과 책임을 자문한다.

혔다.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가장 관능적인 소설”, AP통신은
“심연을 흔드는 소설”이라고 평가했다.

계속해서 질문 안에 머물고자 노력했다.”며 “나의 질문을 공유해줘서 감
사하다.”고 담담히 수상 소감을 밝혔다.

올 여름은 한국을 뜨겁게 달군 <채식주의자> 열풍에 연세인들도 동참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인간 내면을 깊숙이 통찰하고, 날카롭게 세상을 바라

<채식주의자>는 폭력에 저항하며 욕망을 거세하는 한 여성과 그를 둘러

보는 작가의 질문을 함께 공유해보자.

싼 파멸적 삶들을 관능적 시선으로 다룬 연작소설이다. 아내 영혜가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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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INSIDE 지금 SNS에서는

지금

SNS에서는

1년 중 가장 생동감이 넘치는 5월, 계절의 여왕답게 아름다운 날씨와 다양한 행사로 가득찬 우
리 학교의 5월에 학생들은 어떤 소식에 열광했을까? 어느 때보다 푸르고 설레는 5월의 키워드는
‘연세 131주년’, ‘스승의 날’, ‘아카라카’다.

하나 [연세의 131주년]

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_창립_131주년_축하하세↢

축하해주세요! 오늘은 우리 연세대학교의 131번째 창립
기념일입니다.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연세대학교!앞으로
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세계 최고의 명문사학으

2016년은 우리학교가 창립 131주년을 맞는 해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학의 ‘생일’은 바로 5
월 14일. 창립기념일을 맞아 131년 동안 걸어온 길을 되새기고 앞으로의 도약을 염원하는 포스팅이 높은
‘좋아요’를 기록했다. 학생들은 “사학의 쌍벽으로 조국과 민족을 위해 우뚝서길 기원합니다.”, “세계 최
고!” 등의 댓글을 통해서 우리 학교의 발전을 기대하고, 앞으로의 역할에 대한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다.

둘

[스승의날]

[스토리 y]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스무 살, 이젠 어른이다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아직 배
울 것이 많았습니다. 선생님의 사랑과 따뜻한 가르침
이 세상을 살아가는 든든한 무기가 된다는 것도 새삼

다시 깨닫습니다.
선생님의 깊은 사랑에 감사드리며, 정직을 기본으로, 진
리를 탐구하며,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
니다. 연세의 날개를 달고, 더 멋지게 비상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5월 스승의 날!진심을 담아 감사의 마음
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5월에 빠질 수 없는 날은 바로 ‘스승의 날’이 아닐까. 대학은 진정한 가르침을 주시는 스승님을 만나기
에 더할 나위 없는 공간이자 인생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스무살, 어른으로서
발 내딛는 시작을 함께하는 스승님의 의미는 남다르게 다가올 것이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든든
함과 따뜻함을 주시는 스승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스승의 날’에 관한 포스팅이 5월의 키워
드로 선정되었다.

셋

[아카라카]

[2016 아카라카를 온누리에]
영상 대방출~!!!모두들 지난 한 주 신나게 즐기셨나
요??아카라카, 그 뜨거운 현장의 열기를 영상으로 다시
느껴보세요~!!

자세히 보기 >>> bit.ly/1TI0Pu0
↢#아카라카가_끝나서_아쉬웁세↢
↢#아카라카_다시봅세↢
↢#영상으로_한번_더_즐기세↢
Alex Skrindo &Stahl! - Moments provided by
NCSfb.com/NoCopyrightSounds

축제의 꽃 아카라카는 ‘잘 놀 줄 아는’ 연세인들의 응원을 통한 단합과 축제를 즐기는 열정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현장이다. 올해에도 명불허전 연세인의 아카라카를 즐기는 모습은 화제였다. 음향사고에도 ‘떼창’
으로 화답하고 가수들의 춤을 단체로 따라하고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다. 학생들은 영
상 속에 등장한 친구들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축제를 즐기던 모습을 기억하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열광적
인 참여를 다짐하는 댓글들을 남기기도 했다.

http://www.facebook.com/ys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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