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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
의궤(儀軌)는 조선시대에 국가적인 중요 행사가 있을 때 그 내용을 기록과 그림으
로 정리한 대표적인 국가기록물이다.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조
선만의 독특한 전통으로서 예법을 중시하고 기록을 철저히 보존하려는 조선시대의
우수한 기록문화 중 하나다.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는 정조(正祖) 18년(1794) 1월부터 정조 20년
(1796) 8월까지 진행된 화성 성곽의 축조에 관한 경위와 제도·의식 등을 기록한 의
궤로 정조가 봉조하(奉朝賀) 김종수(金鍾秀, 1728∼1799)에게 편찬을 명령하여
1796년 11월에 원고가 완성되었으며 1801년(순조 1) 9월에 정리자(整理字)로 인쇄
및 발간됐다.
최근 문화재청이 국내 주요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조선왕조의궤’ 가운데 국왕의 열
람을 위한 어람용 의궤와 각 관청에 배포하였던 분상용 의궤를 보물로 지정함(문화
재청 고시 제2016-27호. 2016.5.3.)에 따라 우리 대학교 학술정보원 소장 고서 『화
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 총 9책도 보물 제1901-8호로 지정됐다.
특히 학술정보원 소장본은 내사인(內賜印)인 ‘규장지보(奎章之寶)’, 분상(分上)
기록인 ‘경기관찰도 화성행궁(京畿觀察道 華城行宮)’ 묵서 및 장서인(藏書印)인
‘경기지인(京畿之印)’ 등을 통하여 화성행궁(華城行宮)에 실제로 보관되었던 의
궤라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국학자료실 소장)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눅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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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대학 총장들,
대학의 미래를
논하다

22	자원봉사센터, 껀터대학교와
한국어 교육사업 시범 운영

23	우남 이원철 박사, 되찾은 하늘
에서 별을 노래하다

10개 주요 사립대 총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우리 대학을 비롯해 경희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숙명여대·이화여대·중앙
대·한국외대·한양대 총장은 지난 6월 13일 오후 3시 장기원국제회의실에서 ‘미래
대학포럼’을 공식 출범하고 고등교육 혁신을 통한 미래 대학교육의 역할과 비전
을 논의했다. 10개 대학 총장들은 특히 다양한 교육·연구기관들과 함께 지식사회
에 공헌하고 새로운 변화를 선도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22	우리 대학 중기봉사단, 태국에
서 섬김의 리더십 실천해

역사 속 연세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미래사회 대학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서울 소재

것이 미래 대학교육의 역할임에 깊이 공감했다.

미래대학포럼 공식 출범
김용학 총장 기조발제
“인공지능과 경쟁하는 시대, 대학이 먼저 변해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김용학 총장이 ‘문명사적 기로에 선 대학’이라는 주제로 포
럼의 문을 열었다. 김 총장은 “길드로 시작된 중세의 대학이 근대를 지나며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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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으로 변화하면서 직업교육이 아닌 학문을 위한 대학이 생겨났다. 이제는 제4
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발전이라는 역사적으로 큰 기로에 서 있다.”며 대학이
당면해 있는 문제로 1) 교육비용 증가와 국가의 교육투자 여력 감소 등으로 인한
재정위기 2) 인공지능에 의한 인간의 역할 변화 등 지식의 생산·유통의 획기적 변
화 3) 대학 무용론과 같은 정체성의 위기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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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며 이화여자대학교가 최근 실시하고 있는 ‘도전학기제’와 ‘자유설계 전공’을
예로 들었다. 도전학기제는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사회를 경험하고 자신을 돌아

대학이 학생에게 단순한
지식을 가르치기보다
스스로 주변 문제에 관심을
두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액티브 러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보는 가운데 사이버 강의 등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유설계 전공에
따라 전공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 스스로 배울 것을 조합해 만들 수도 있다. 최 총
장은 “대학 측면에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지만 한 명이라도 적성 교육을 시
키려면 이런 설계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영무 총장은 ‘창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장은 “불확실성이 넘치는 미래
사회에서는 전공교육과 더불어 창업교육에 힘써야 한다.”며 어떤 전공이든 스스
로 창업을 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양대학교의 강의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실
제로 한양대학교에서는 2012년부터 학기마다 5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창업교육
을 제공하고 있다.
창업과 관련해 김용학 총장은 “창업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는 우리 사회에
서 창업교육을 위해서는 문화적 확산 운동이 필요하다.”며 대학과 언론이 함께해
김 총장은 이러한 대학의 위기 상황을 해결해나가기 위해 “국가·사회 발전을 위

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창의력 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총장과 학과 교

한 대학의 정체성 재정립 및 대학의 자율성 확보, 새로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창

수들의 소통이 잘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적이고 공감능력이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개혁, 학문간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연구혁신,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 사회봉

이밖에도 총장들은 대학의 재정위기와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 대학입시의 문제,

사의 장을 넓혀가는 사회혁신 주도 등을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별 자율성 보장, 대학 간 협업 등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논의해야 할 사

창업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는 우리 사회에서
창업교육을 위해서는 문화적
확산 운동이 필요하다

안들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제 대학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 실현할 수 있어야
창업 교육을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가길

이날 첫 포럼을 시작으로 미래대학포럼은 분기별 포럼을 통해 대학과 관련된 다
양한 주제들을 논의하고 정책을 제시하는 등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염재호 고려대 총장,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이영무 한양대 총
장이 패널로 함께 자리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미래 교육과 대학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염재호 총장은 “요즘 학생들은 너무 성적 관리에만 집중하는데 대학에서 성
적에 대한 집착을 먼저 깨야 한다.”며 “21세기에 맞춰 대학도 획기적으로 강의 시
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총장은 “대학이 학생에게 단순한 지식을 가르치기보다 스스로 주변 문제
에 관심을 두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액티브 러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
했다. 예컨대 송도 국제캠퍼스에는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는 과정에서 산지식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대학은 학부생들
이 팀을 꾸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최경희 총장은 “대학은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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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유기풍 서강대 총장, 염재호 고려대 총장, 황선혜 숙명여대 총장, 김용학 총장,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이영무 한양대 총장,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 김창수 중앙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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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열 열사

유월을 노래하는 추모문화제 열려

29주기, 피격 지점

같은 날 오후 7시 30분 백주년기념관에서는 29주기 추모문

였다. 문화제는 연세대 86학번 합창단 ‘백양콰이어’가 김순태

화제 ‘유월을 노래하다’가 열렸다.

동문의 지휘 하에 “광화문 연가”와 “붉은 노을” 등을 부르며

이어서 이한열 장학생 출신인 프리스타일 피아니스트 최진리
동문(기악 08)이 “6월의 민주향기”의 격정적인 연주를 선보

에 추모 동판 제작

막을 내렸다.
맹영재 동문(경영학 86)과 윤희원 학생(문화인류학 15)의 사
회로 진행된 이번 문화제에는 재학생과 동문, 시민 등 200
여 명이 객석을 채웠다. 특히 이 열사의 동기인 경영학과 86

오는 9월까지 이한열 유물전 진행

학번 동문들이 그가 피격 당시 입었던 경영학과 티셔츠를
재현한 옷을 맞춰 입고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유월을 노래하는

월이 이야기하다’가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전시
먼저 재즈댄스 동아리 ‘Jazz Feel’이 “애별리고”라는 제목의

회에서는 영구히 잃어버린 것으로 여겨졌다가 최근 발견되

한국 무용으로 무대의 막을 열었다. 이어서 흑인 음악동아

거나 반환된 이 열사의 유물과 관련 자료가 처음으로 전시

리 ‘R.Y.U’가 “From Time,” “Fly” 등 직접 작사한 노래를 선보

된다. 영정사진 속 이한열이 입고 있던 털조끼, 피격 당시 그

였다. 또한 이 열사의 조카 안서영 씨가 소속된 성균관대학

의 피가 묻은 연세대 화학공학과 깃발, 언론사 기자로부터

“1987년 6월 9일 오후 5시 당시 연세대 2학년이었던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을 맞고 쓰

교 사회과학대 노래패 ‘아우성’이 “노래여 날아가라”는 제목

28년 만에 돌려 받은 어린 시절 성적표 등이 공개된다. 1987

러진 이 곳, 유월민주항쟁의 불꽃이 피어올랐다.”

으로 특별한 무대를 꾸렸다.

년 최병수 작가가 정태원 로이터 통신 기자의 사진을 바탕

추모 문화제 열려
이한열기념관서
특별유물전 진행

한편, 이한열기념관에서는 특별기획전 ‘이한열 유물전-유

으로 제작한 판화 ‘한열이를 살려내라’ 원판도 전시될 예정
민주연세의 꽃 이한열 열사의 최루탄 피격 장소에 추모 동판이 설치됐다.

특히 이날에는 이 열사를 주제로 한 뮤지컬 “고귀한 슬픔

이다.

(이현관 작곡, 권성순 연출)”의 갈라 콘서트가 관객들에게
이한열기념사업회는 이한열 열사 29주기를 맞은 지난 6월 9일 오후 3시 그가 최

첫 선을 보였다. 콘서트 막바지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

루탄에 맞고 쓰러졌던 교문 왼쪽 기둥 앞에서 추모 동판 제막식을 열었다. 본 추

를 때는 관객들이 기립해 합창해 감동의 분위기를 자아내

모 동판은 29년 전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우리 대학의 지원으로 제작

기도 했다.

됐다. 교문 왼쪽 기둥 앞에 매립 및 설치된 동판에는 한 송이의 꽃 그림과 함께 위
와 같은 글귀가 적혀 있다.
제막식에는 이재용 교학부총장을 비롯해 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와 1987
년 당시 총학생회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이한열기념사업회
김학민 이사장, 당시 이 열사의 사진을 촬영한 정태원 전 로이터 기자 등 30여 명
이 참석했다.
이날 이재용 교학부총장은 “이 동판에 새겨진 역사는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
를 있게 한 진리와 자유의 정신으로 영원히 후배들을 비춰줄 등불이 될 것”이라
며 “부디 민주화 항쟁을 겪지 못한 오늘의 젊은 세대에게 국가와 사회를 위해 선
배들이 바친 뜨거운 젊음을 일깨워주는 삶의 나침반이자 꿈의 원동력이 되었으
면 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작은 자유도 그 앞에 수
많은 헌신, 희생, 고통 끝에 온 것을 국민이 알아야 한다. 교문에 새긴 것은 동판
생전의 이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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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아닌 이한열 열사가 이루지 못한 꿈”이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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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손으로

‘크라우드펀딩’으로

우리 대학이 학생 창업 지원 활성화를

직접 만든 창업

스타벤처 발굴한다

다. 기존의 단순 자금 지원 방식을 벗

이와 관련해 크라우드펀딩과 관련 프

어나 자율적인 자금 유치 능력을 갖춘

로젝트를 소개하는 강연이 지난 5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31일 학술정보원 창의공간에서 열렸

컨퍼런스 열려

대학생 창업 컨퍼런스
CSCON(Collegiate Startup
Conference)을 주관한
CSCON 조직위원회 대학생들이
힘찬 포즈를 취하고 있다.

경험 공유
청년 벤처기업 대표들과
만남 통해 노하우 전수

글로벌융합기술원(원장 신무환)이 주

계획 수립 및 현실화까지 모두 학생 주

최 및 후원하고 한국 마이크로소프트가

도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후원한 대학생 창업 컨퍼런스 CSCON

YONSEI NEWSLETTER

크라우드펀딩과 창업생태계에 대해

금을 모은다’는 뜻으로 소셜미디어나

소개하며 “크라우드펀딩은 창업 총체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

의 축약으로 아이디어 기획에서부터

으는 투자 방식이다. 이를 통해 초기

홍보까지 구체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자금 확보가 어려운 교내 스타트업이

방법으로 청년창업가들에게 좋은 경

원활하게 자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마

험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Collegiate Startup Conference)이 지난 5

이번 행사를 기획한 글로벌융합공학부

대된다. 실제로 카네기 멜로, UCLA 등

이어서 정원석 나라스페이스테크놀

월 29일 구글캠퍼스 서울에서 성황리에

김현준(20세) CSCON 조직위원장은 “그

의 대학교들은 이미 크라우드펀딩 사

로지 최고운영책임자가 창업경험담

개최됐다.

동안 많은 창업 관련 행사가 있었지만

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며 경쟁력 있는

을 들려주며 큐브위성프로젝트에 대

대학생 창업가들만을 위한 네트워킹 장

기업을 양성하고 있다.

해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수동성에

우리 대학교 IT창업 네트워크를 주축으

이 없다는 점이 무척 아쉬웠다.”며 “대학

로 SOPT, YAPP, REAL 등 전국 대학교

생 창업가들만이 갖는 고민들을 털어놓

그 일환으로 우리 대학은 오는 12월까

려야 하는 것이 창업이라 생각한다.”

연합 창업 동아리들이 주관한 이번 행사

고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는 행사를 기

지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한 창업아이

며 본인의 실제 경험들을 학생들과 공

는 “대학생, 함께 모여 IT 창업을 말하다”

획하게 돼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템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동아리를 대

유했다. 창의공간을 가득 채운 학생들

상으로 총 5개팀(상반기 1개팀, 하반

은 창업 및 크라우드펀딩의 다양한 측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 밥상을 직접 차

대학생 200여 명이 모여 경험을 공유하

CSCON은 창업을 꿈꾸는 대학생들이

기 4개팀)을 선정해 팀당 평균 1,000

면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열띤 관심을

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교류의 장이 되

모여 다각도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만 원 이상의 후원금을 모집한다. 민간

보여줬다.

었다.

데 주안점을 뒀다. 김 위원장은 “이번 행

크라우드펀딩 업체인 ‘더불어플랫폼

사에서는 청년 창업가들과의 토크, 네트

(doabler.com)’과 연계해 후원형(기부

한편, 창업지원단 관계자는 “크라우드

글로벌 융합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지

워킹에 이어 청년 창업을 돕는 지원 기

형) 펀딩으로 진행하며 창업아이템 멘

펀딩 활성화를 통해 자금 조달과 투자

난 2010년 설립된 글로벌융합기술원은

관에 대한 소개와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

토링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학내 구성

폭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기술진흥

게 활동하는 주요 연합 창업 동아리와

원 및 동문을 대상으로 홍보를 지원할

개인투자조합, 엔젤 투자자와의 연계

센터의 ‘ICT 명품인재양성사업’을 수행

만날 수 있는 장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예정이다. 이밖에도 최대 60일에 걸쳐

등 교내 스타트업을 투자 유치가 가능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에 게재를 지원

한 기업으로 성장시켜나갈 계획”이라
고 말했다.

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 창업 지원 프로

8

펀딩과 마케팅 전폭 지원

크라우드펀딩이란 ‘군중으로부터 자

케팅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

라는 주제 아래 스타트업에 관심 있는

CSCON에 참가한 대학생 예비 창업가들이 도시락
을 먹으며 서로의 고민과 경험을 나누고 있다.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할 예정이

다. 이날 김주원 더불어플랫폼 대표는

창업동아리 5개팀 선정해
전국 대학생 모여 스타트업

체 개발한 인공위성을 발사한다.

그램 ‘YES! ICT(Yonsei Entrepreneurship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대통령 직속 청

하며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해당 팀의

Society! Integrated and Convergence

년위원회 위원장과 서울창조경제혁신

마케팅을 전폭적으로 후원하게 된다.

Thinking)’ 등을 운영하며 학생 창업을

센터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 박용호

적극 지원해왔다.

센터장의 강연을 필두로 김동호 한국신

이번 크라우드펀딩의 첫 번째 팀으

용데이터 대표, 김성현 직토 CTO, 염세

로 미니 인공위성 개발업체 ‘나라스페

CSCON은 이와 같은 글로벌융합기술원

현 업루트 대표, 장혁 폴라리언트 대표,

이스테크놀로지’가 선정됐다. 박재필

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한

심소영 두닷두 대표 등 청년 벤처기업

동문(천문우주학 석박사통합과정)과

대학생의 손에서 탄생했다는 데 의미가

창업가들이 강연자로 나서서 대학생 창

정원석 동문(경영학과 12)을 주축으로

있다. 행사의 니즈(Needs) 파악에서부터

업에 대한 경험을 나눴다.

공동 설립된 기업으로 오는 7월 31일 자

김주원 더불어플랫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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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의
성서학회, 우리
대학서 열린다
연세 PEOPLE

화제의 인물

7월 3일부터 7일까지
금호아트홀 연세서 개최
싱가포르 이어 아시아서
두 번째 유치

세계 최고의 성서학회 중 하나인 세계성서학대회(SBL International Meeting)가
오는 7월 3일부터 7일까지 우리 대학교 금호아트홀에서 개최된다. 세계성서학회
가 주최하는 본 대회에서는 미국, 유럽,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전 세계를 대
표하는 성서 분야의 최고의 연구진들이 모여서 매년 자신들의 최고 수준의 연구
를 발표한다.

“태양광 쓰레기통

권순범 동문(전기전자공학과 06)은 지난 2월 졸업장을 받기도 전에 “매출 10억

으로 더 나은 세상을

관리 회사 ‘이큐브랩’의 제품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에서 불티

만들어가죠”

원을 올린 스타트업의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얻었다. 2011년 창업한 통합 폐기물
나게 팔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 재학 시절 동안 유명 컨설팅 업체를 포함한 여러 회사에서 인턴을 해보고
병역특례로 기업체에 근무했다는 권 대표는 “개인으로서 영향을 주는 일을 하고

특히 최근에는 성서뿐만 아니라 종교학, 철학, 심리학, 인류학, 사회학 등과 같은

싶은데 신입사원 수준(entry level)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점에서 무기력함을 느

인문․사회과학과의 학문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성서학의 경계를 뛰어

꼈다.”며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넘는 파급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참가자 역시 개신교와 가톨릭
을 대표하는 성서학자 외에도 유대교와 이슬람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자기 전통
의 경전과의 비교 연구로 참가하는 등 학술적으로 넓은 영역을 지향하는 개방된

대학의 자유로운 창업 문화가
최고의 지원

학회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닌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제품을 만들고 싶었다는
그는 신촌 거리에 넘쳐나는 쓰레기통을 보고 ‘쓰레기를 자동으로 압축할 수 있으
면 어떨까’라는 창업 아이디어를 생각했다.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데에는 생각
보다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청계천 기계 골목에 도안을 갖고 여러 차례 방문하

세계성서학대회는 지금까지 주로 유럽 지역에서 개최되었으며 아시아 개최는
2005년 싱가포르 회의가 유일했다. 따라서 이번 세계성서학대회의 한국 유치는

권순범 이큐브랩 대표

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첫 시제품을 생산했다.

세계의 신학계 및 성서학계에 한국의 신학과 성서학의 드높아진 위상을 선보이

당시 권 대표는 기술개발이나 수익에 대한 걱정보다도 ‘비전’이 뚜렷하지 않았던

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세계적인 차원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학자들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전했다.

과 교류하고 한인 디아스포라 성서학자들과의 연구 프로젝트 개발을 논의함으
로써 장기적으로 한국성서학계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처음에 10억 원이라는 개발비를 투자받았을 때 초기 창업자들이 많이 나갔는데,

기대된다.

스스로 회사에 대한 비전이 뚜렷하지 않았던 시점이라 ‘나도 이제 그만둬야 하
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불안했지만 회사에 딸린 식구들을 생각해 마음을 다잡
았죠. 이후 엔지니어들을 영입하고 결과적으로는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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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큐브랩의 쓰레기통 ‘클린 큐브’는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해 쓰레기를 자동 압축
하고, 적재량 등을 감지해 폐기물 수거 관리자에게 제공한다. 클린 큐브를 사용
하는 업체들은 압축을 통해 기존 쓰레기통 용량보다 6~8배 효율적으로 사용하
기 때문에 수거 비용을 최대 80% 가량 절약하고 태양 에너지를 사용해 환경적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네덜란드 쓰레기 처리 업체와 공급 계약 맺은 이큐브랩

박창일 명예교수,

의과대학 박창일 명예교수(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가 지난 6월 1일 말레

세계재활의학회의

(Herman Flax)상’을 받았다. 이 상은 세계 재활의학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한

최고 영예를 안다

선정된 것은 박 교수가 처음이다.

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세계재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헬만 프락스
인물에게 평생의 업적을 평가해 주는 최고 영예의 상으로, 아시아인이 수상자로

창립 후 6년이 지난 지금 이큐브랩은 지난해에만 1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올해

박 교수는 아시아인 최초로 세계재활의학회 제4대 회장(2006년~2008년)을 지냈

에도 벌써 60억 원 가량의 선주문을 받았다. 현재 미국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

으며 2007년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재활의학회 학술대회 대회장을 역임한 바 있

권 대표는 “미국은 투자가 활발하고 쓰레기 시장이 커서 매력적”이라며 미국에

다. 본 대회는 역대 학술대회 중 가장 훌륭하고 모범이 되는 학술대회라는 평가

서 법인을 성장시켜 나스닥에 상장시키는 것이 지금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큐브랩은 2011년 우리 대학 창업지원단의 지원을 받았다. 그는 “연세대는 창업

아시아인 최초로
헬만 프락스상 수상

를 받고 있다.
그는 재활의학의 학문적 발전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다양하고 홍보도 잘 되어있

적 인식 변화와 장애인의 삶을 개선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특히 1980년대부터

다.”며 “창업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학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지원”이

장애인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고 아시아 장애인올림픽위원회 부회장으로

라고 했다. 그는 “해외 명문대학에서는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창업을 꿈꾸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안전성을 중시해 취업을 생각한다.”며 “학교에서 제공하는
CEO강좌 등 창업에 관련된 수업들은 학생들에게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는 자신감을 실어주고 두려움을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중동 아시아 지역
재활의학 발전 이끌어나갈
것

서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장애인 체육발전을 위해 힘썼다. 세계재활의학
회는 박창일 명예교수의 이러한 평생 업적을 높게 평가해 이번 국제학술대회에
서 상을 수여했다.
박 교수는 “연세대학교에 교수로 몸담고 있으면서 평생을 재활의학의 장애인 생

권 대표는 후배들에게 “이대로 졸업해서 회사에 들어가면 무조건 ‘사춘기’를 겪

활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이런 상을 받게 된 것 같다.”며 우리 대학에 고마운

게 된다.”며 “대학생들에게는 성공적인 창업에 필요한 돈, 네트워크, 전문성, 문

마음을 표현했다. 또한 “전 세계 장애인들이 함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앞

제해결능력이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잃을 것이 없다는 중요한 장점이 있으니 창

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포부를 전했다.

업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꼭 도전하라.”는 조언을 전했다.
세계재활의학회는 시상과 동시에 박 교수에게 중동 아시아 지역의 재활의학 발
(취재: 조가은 학생기자)

전을 이끄는 대사 자격을 부여했다. 박 교수는 앞으로 중동 아시아 지역 내 발전
도상국가에 재활의학을 전수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등 재활의학
발전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설치된 클린큐브

콜롬비아 벨레즈에 설치된 클린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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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구재단,

청계천 헌책방 거리는

故 구한모 동문을

어떻게 살아났을까

추모하다

‘Memorial Award’
제정해 매년 수상자 선정

미국 미시간 주에 위치한 비영리 연구재단 반 앤델 인스티튜트(Van Andel Institute,

헌책방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다
동아리 인액터스

앞쪽부터 장도련, 김우현, 현만수 헌책방 사장, 최예슬, 김수경, 권민기, 김태훈

청계천 헌책방 거리와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만났

테마의 랜덤박스를 선택할 수 있다. 평소 독서에 관심은 있

故 구한모 동문은 1986년 모교 생물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뉴저지 주

다. 바로 사회혁신 경영학회 인액터스 ‘책잇아웃(책it out)’팀

지만 바쁜 일정과 수많은 매체들로 인해 책을 접하지 못했던

의 러트거스대학교(Rutgers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NIH 산하

의 헌책방 살리기 프로젝트다. 60년대만 해도 200개가 넘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또한 배송 시 요청사항에 책 취

미국 국립암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에서 박사후 훈련(post-doctoral

서점으로 활발했던 청계천 헌책방 거리가 최근 20여 개만을

향이나 사연을 보낼 경우 맞춤형 도서를 추천받을 수 있다.

training)을 거쳤다.

남겨둔 채 한적해졌다. 헌책을 찾지 않는 젊은 세대와 인터넷

이하 VAI)에서는 매년 아주 특별한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다. 바로 우리 대학 생물학
과 출신 故 구한모 동문의 과학적 업적과 열정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재단은 2010년
‘Han-Mo Koo Memorial Award’을 제정한 이래 매년 수상자를 선정해 수상하고 있다.

구 동문은 1999년에 신설된 반 앤델 인스티튜트에 주요 설립 과학자로 초빙되어

을 하지 않는 헌책방 주인들 간의 단절은 세대 간 소통 단절

김수경 학생(영어영문학과 4학년)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오히

로 이어졌다.

려 얻는 것들도 많다고 했다. 그는 “청계천 헌책방 사장님들은

‘암 약물유전체학(Cancer Pharmacogenetics)’ 분야의 연구를 이끈 것으로 평가된

책만 파는 것이 아니라 단골손님들과 끊임없이 삶과 사회에

다. 특히 흑색종과 췌장암 치료를 위한 항암 치료 약물에 사용되는 표적유전자 결

인액터스의 헌책방 살리기 프로젝트는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면서 “강의로는 배울 수 없는 삶의 모습

정과 관련한 주요 연구를 주도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6개월의 암투병 끝

대한 관심에서 시작됐다. 문화적 사업을 찾던 중 청계천 헌책

을 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사장님들 역시 젊은 세대와

에 2004년 5월 세상을 떠났다.

방거리를 알게 되었고 헌책방 주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통 경험이 적어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이 프로젝트를 통

뭔가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 때마침

해 대학생들과 만나 대화하면서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다

이후 재단에서는 ‘Han-Mo Koo Memorial Award’를 제정해 매년 5월 인류 건강 증

도서정가제 실시와 알라딘의 부상으로 중고책 시장이 활발

는 자신감을 얻게 되신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진에 기여한 연구 업적이 뛰어난 세계적인 과학자에게 수상을 이어오고 있다. 올

해진 시기이기도 했다. 서울시에서도 헌책방 프로젝트에 관

해 수상자로는 하버드 의과대학의 매튜 마이어슨 박사(Dr. Matthew L. Meyerson)

심을 갖던 차였다.

가 선정됐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마이어슨

“거리 활성화가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안타
깝다.”는 그는 “헌책방 거리에 대한 지나치게 낭만화된 인식

박사는 구한모 동문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발전된 치료 전략을 개발하는 데 기

청계천 헌책방을 찾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대부분의 수요가

이나 과거의 장소, 데이트 장소로만 보는 편견을 버리고 혼자

여한 점을 인정 받았다.

온라인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젊은 층의 독서량이 감소하

와서 책 한 권씩 읽을 수 있는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

면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탓도 크다. 이에 인액터스

람을 전하기도 했다.

소속 학생들은 지난 2014년 ‘책잇아웃’팀을 구성해 헌책방 살
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학생들은 매주 세 번 헌책방을 찾

인액터스는 인식 개선을 위해 작년부터 서울도서관과 함께

아 온라인 사이트에서 중고책을 홍보하는 것을 돕는다.

연 2회 인식 개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큐레이션이 부상하
는 만큼 관련 업체들과 콜라보도 기획 중이라고. 인액터스와

동기들과
언더우드관 앞에서
(맨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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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설레어함’이라는 중고책 큐레이팅 사이트를 만들

함께 청계천 헌책방 거리가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의 장이

기도 했다. 주문자가 사연과 함께 책 추천을 의뢰하면 헌책방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사장님들이 이에 맞는 책 3권을 보내주는 방식이다. ‘설레어

함께 찍은 졸업사진
생물학과 재학시절(맨 앞)

함’에서는 지식, 성찰, 여유, 감성, 긴박, 무작위라는 여섯 가지

(취재: 전재현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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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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학생들에게

“연세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석사

먼저 인사 건네주길”

었어요.”

마지막 학기를 보낸 건 탁월한 선택이

캐나다 토론토대학교(University of
Toronto)에서 동아시아학 석사 과정
중인 키리 버멧(Kyrie Vermette)은 대

아시아계 이주민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 대

위한 건강과 복지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이

라파엘은 대만계 부모님을 둔 자신의

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음식

배경 덕분에 주류 사회와 대립되는 생

지원하고파

은 영양 그 이상이며 자연 그 자체이

활방식을 살아온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 사랑”이라고 라파엘 루(Raphael

법을 저절로 습득할 수 있게 됐다고 말

Lu)는 말한다. 뉴욕대학교(New York

했다. 그는 “최고의 식습관은 당신도

University) 3학년에 재학 중인 그가 음

모르게 이미 하고 있는 그것”이라며

식과 그 음식이 가진 각각의 문화에 빠
진 이유이기도 하다.

영양학, 동아시아학을
만나다
라파엘 루
(캐나다/뉴욕대학교)

부분은 우리의 삶과 음식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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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자를 꿈꾸는
교환학생

을 함께 들으며 한국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됐다. 방학 동안 그 친구와 함께
한국을 여행했던 기억은 그녀에게 아
직도 인상 깊은 경험으로 남아있다.

키리 버멧

키리는 중세 유럽 역사를 공부하기 위

고 설명했다. 매 학기마다 자신들이 좋

해 버팔로 뉴욕주립대(SUNY Buffalo

아하는 한류스타들의 나라에 대해 알

사람마다 개인의 생활방식에 잘 맞는

State)에 진학했지만 아시아 관련 과목

고 싶어 하는 학생들로 강의들이 꽉 차

식습관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다고 제

들을 수강하면서 부전공으로 한국학

는 경우가 많다는 것. 비록 이런 학생

안했다.

을 택했다. 이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들의 모두가 조금 더 심도 있게 한국에

Study abroad program과 한국어학 프

대해 공부하지는 않겠지만, 키리는 이

로그램까지 수강하게 됐다.

런 엄청난 관심들이 자신과 같은 더 많

(캐나다/토론토대학교)

대만계 캐나다인인 라파엘은 미국 LA
에서 성장해 ‘영양학’을 공부하기 위해

그는 연세대학교에 있는 동안 한국어

뉴욕에 왔다. 현재 우리 대학교 교환학

학당의 한국어 심화과정과 UIC에 개

생으로 재학 중인 그는 ‘동아시아학’에

설된 한국의 역사, 문화 관련 강의를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한국에서 지내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 두 학문을

수강하면서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많

면서 키리의 한국어 실력은 수준급으

결합하는 것에 대해 고민했고, 아시아

이 해소되었다고 했다. 또한 서울에서

로 늘었고 이제 그녀는 우리 대학교에

그녀는 우리 대학교에 처음 왔을 때 아

계 미국인들이 ‘건강관리’와 ‘영양 섭

지내는 것만으로도 한국인의 일상생

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재학생

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뿐더러 새로운

취’ 측면에서 종종 고립되어 있다는 점

활과 식습관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있는

들과 함께 근대 한국사 강의를 수강하

친구를 사귀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회

을 발견했다고 했다.

계기가 되었다고.

고 있다. 그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

고했다. 외국 학생들은 외향적일 것이

작했을 당시 어렵게 느꼈던 한자와 다

라는 고정관념이 있지만 사실 많은 외

은 ‘한국학자’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
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대부분의 관련 연구와 이론은 주류

라파엘은 뉴욕대학교 졸업 후에도 영

양한 한국식 수사법을 이해하게 됐

국 학생들이 내성적이고 대화를 먼저

사회를 중심으로 발전되어왔기 때문

양학 공부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그는

다.”며 “한국 논문들로 직접 한국사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에 기존의 영양 섭취 지침들은 저와 같

“연세대학교에서 보낸 시간 동안 얻었

공부하는 것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을

있다는 것이다. 키리는 함께 수업을 듣

은 아시아계 이주민들에게는 충분한

던 값진 경험이 북미지역에 살고 있는

다각화시킬 수 있는 가치 있는 기회가

고 있는 본교 학생들이 그녀에게 먼저

설명이 되지 못했어요. ‘한 가지 메인

한국인 이주민과의 더 나은 인맥을 만

될 것”이라고 했다.

“안녕하세요” 혹은 “조심히 가세요” 등

요리와 두 가지 사이드 디쉬’ 개념의

들고 앞으로의 경력에 큰 도움을 줄 것

서양식 식사가 대부분의 미국인들에

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장기적으로

게는 적합할 수 있지만 다른 인종의 사

세계 곳곳에 퍼져있는 동아시아 이주

회에서 꼭 그러한 것은 아니죠. 이러한

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공헌하는

환경에서 교육을 받은 영양사들은 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라파엘의 행보가

개인의 문화적 배경과 일상 습관을 고

기대된다.

려하지 않고 종종 서양식 식습관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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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시절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과 수업

려하기도 합니다.”

키리는 함께 수업을 듣고
있는 본교 학생들이
그녀에게 먼저 간단한 인사를
건네주었을 때 아웃사이더가
아닌 연세 구성원의 일부로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의 간단한 인사를 건네주었을 때 아웃
우리 대학은 토론토대학교와 오랫동

사이더가 아닌 연세 구성원의 일부로

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키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키리의 말처럼

리는 “이러한 한국과의 유대감이 지

지금 우리가 먼저 교내에서 만나는 외

금의 한류로까지 발전하면서 토론토

국인 학생들에게 인사해준다면 그들

대학교에서 개설되는 한국 관련 강의

에게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어 줄 수

의 수강신청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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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PEOPLE

연세 명강의

요. 수식만 풀다보면 수학의 전문가가 될 뿐 통신의 전문가

경험을 포스터에 정리하고 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는 될 수 없습니다.”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실제로 홍 교수의 강의를 수강한 학생 대다수가 그의 수업

홍 교수는 “포스터 프로젝트가 끝나는 학기말 즈음 면담을

을 통해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됐다.”고 회고했다. 지난 학기

다시 진행하면 학기초에 가지지 못했던 비전과 방향성을 갖

‘통신이론’을 수강한 박종민 학생(전기전자공학 12) 역시 “수

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 경우 공부에 대한 집중도가

식적인 것 이외에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놀랄 정도로 높아진다.”고 말했다.

며 높은 만족감을 표했다.
하지만 그의 강의는 학생들 사이에서 호평만큼이나 악명도
높다.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기 위해 그만큼 스스로 준비하

“기본에 충실하세요. 대신 목표는 뚜렷하게 가져야
합니다”

고 공부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목표를 세우는 것 못지않게 그 목표를 위해 충실히 공부해

Back to the Basics 기본으로 돌아가라

“2000년도 초반만 해도 제 수업은 공포의 수업이었습니다.

야 한다는 홍 교수는 자신의 목표 역시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제 수업이 우리 과에서는 가장 따라가기 힘든 수업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

중 하나일 겁니다. 수업시간에 요구하는 것도 많고 숙제가

분야의 연구를 지속하면서 학생들이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홍대식 교수(공과대학장)

많을 뿐더러 시험문제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지요. 족보가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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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배웠다고 자부합니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제 수업을 들었다면 통신에 대해서는
공과대학장으로서 그는 ‘공대 교육의 정상화’와 ‘연구력 정

에서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준 주옥같은 연세의 명강의들을 시

상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내비치기도 했다. 홍 교수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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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사회의 명교수들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국내 유수의 공대

상’을 수상한 명교수들의 강의를 선정기준으로 삼았다. 최우수 교육자상은 학생들의 강의평
가를 바탕으로 강의를 가장 잘하는 교수에게 시상하는 우수업적교수상을 3회 이상 수상한 교

수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비전 찾기’
3회 이상 개인면담 … 포스터 프로젝트 진행

교수들은 아무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공대에서도 스타
교수가 나올 수 있도록 교양 과목을 개설하는 등 ‘공학의 대
중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수들에게 주어진다. 그 네 번째 주인공은 전기전자공학과 홍대식 교수다.
따라가기에 결코 쉽지 않은 수업이지만 그의 강의가 늘 높
최초의 엔지니어란 과연 누구였을까? 기본적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질문일 것이다. 현재 공과대학장을 역임하고 있는 홍대식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명강의
수식보다는 물리적 의미를 이해해야

교수는 “돌도끼를 만든 사람”, 즉 도구를 만든 사람을 최초의 엔
지니어라고 말한다.

은 인기를 자랑하는 까닭은 그만의 특별한 교수법 때문이

학생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하며 공학의 의미를 일깨우는

다. 그는 “통신을 제대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홍대식 교수와 함께 연세 공대의 진화는 계속될 예정이다.

졸업 후 자기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비전을 찾는 것
이야말로 강의의 주요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홍대식 교수는 어쩌면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공학을 ‘제대로’

“수업이 힘들다 보니 예전에는 중도포기자가 더러 있었어

“엔지니어란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개념입니다. 직업적

가르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의 대표 강의는 ‘통신이

요. 그래서 개인 면담을 하기 시작했는데 3학년생임에도 불

으로 불리게 된 것은 요즘이지만 사실 고대 그리스 때부터 누군

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휴대폰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디

구하고 자기 진로에 대한 계획이나 미래 비전이 없는 경우

가 집을 짓고 칼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바로 엔지니어라

지털 통신 기술에 대해 학습하는 수업이다. 보통은 수식으

가 많았습니다.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는 것이죠.”

고 생각합니다. 인류 발전의 기저에 엔지니어링이 있는 것이죠.”

로 설명되는 이론이지만 홍 교수는 물리적으로 그것이 의미
하는 바를 이해시키도록 설명한다.

홍 교수는 “사람과 가장 가까이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이후 홍 교수는 수강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학기에 3회 이상
개인면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수업의 일환으로 기업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엔지니어”라며 “시대상에

“통신은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수학적으로 풀

실무자를 만나는 ‘포스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맞춰 가장 적응을 잘하며 발전하는 학문이 바로 공학”이라고

어야 할 것도 많지만 수식을 풀면서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했다.

인지 알지 못하면 이를 아무리 잘 풀어도 아무 소용이 없지

하고 있다. 포스터 프로젝트를 통해 수강생들은 실무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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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사랑

농어촌 어린이들을
용운장학재단, 국어학 박사후연구원 지원

조락교 이사장(좌)과 조형희 단장(우)

위한 멘토 프로그램
‘에듀캠프’ 열려

“세계적 학자로 성장해 한글의 우수성 세계에 알리길”

여름방학 동안 농어촌 어린이들을 위

영어, 수학과 같은 학과과목 지도보다

한 교육캠프가 진행된다. 에듀캠프는

는 전공, 취미, 특기를 살려서 언어와

2008년부터 우리 대학이 전국의 교육

문화, 탐구와 사고력, 창작과 예술, 활

소외지역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비전

동과 건강, 진로와 교양의 5개의 영역

을 심어주는 여름 봉사활동이다. 우리

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학 학생들이 멘토가 되어 농어촌 어
용운장학재단이 우리 대학 국어학 박사후연구원 지원에 나

했다. 또한 앞으로도 국어학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움

린이를 위해 영어, 수학, 과학, 예·체능,

에듀캠프 조윤겸 공동단장은 “연세 에

선다.

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공예, 진로 등 창의력 향상과 공부에

듀캠프의 취지에 걸맞게 교육 소외지

대한 자신감을 길러주게 된다.

역에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을 목표로 캠프를 준비하고 있다. 초등

용운장학재단(이사장 조락교 삼륭물산 회장, 경제학과 55)

현재 국어학 전공주임을 맡고 있는 한영균 교수는 “대학에

과 산학협력단(단장 조형희)은 지난 6월 21일 위당관 100주

몸담은 지 30년이 되었는데 이번처럼 학생들이 학문에 연마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160여

학생들에게는 평등한 교육 기회를, 우

년 기념홀에서 국어학 박사후연구원 연구지원에 관한 협약

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감사의

명의 멘토 학생들이 전국 16개 초등학

리 대학 학생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

을 맺었다. 조락교 회장과 조형희 산학협력단장, 한영균 전

마음을 표했다. 그는 또 “수혜자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교 600명의 학생들에게 캠프를 진행할

과 봉사를 통한 내적 성장을 제공하는

공주임 교수를 비롯해 강현화·원미진·유현경·조태린 교수

좋은 업적을 남기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국어,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오는 7월과 8월에

학의 대표적 하계 봉사활동이다.

지역 청소년들과

청소년들에게 교육캠프활동을 실시한

올해에는 한국장학재단의 지식봉사사

다. 진로 및 전공탐색프로그램, 학습 및

업 예산을 지원받아 4박 5일간 150여

함께하는 하계

진로 상담, 팀빌딩 활동 등 다양한 프로

명의 학생 자원봉사자들이 멘티 88명

그램으로 구성된 본 희망원정대 교육

을 대상으로 직접 프로그램을 설계하

봉사 진행

캠프는 9년째 계속되고 있는 우리 대

고 진행을 맡게 된다.

희망원정대(울진고)

희망원정대(정선고)

등 국어학 전공 교수들과 박사후연구원들이 참석해 이 뜻깊
은 날의 의미를 함께했다.

연희전문의 문과를 계승한 국어국문학과는 지난해 창학 100
주년을 맞았다. 기나긴 역사 속에서 최현배, 김윤경, 장지영,

조 회장은 탁월한 연구 업적을 보여준 국내외 경제학자들에

양주동, 박두진과 같은 당대의 지식인들과 숨결을 같이 하며

게 ‘조락교경제학상’을 시상하는 등 다방면으로 모교사랑을

민족적 정체성을 함양하고 국어국문학의 세계화를 지향한다

실천해왔다. 경제학 분야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

는 목표 아래 발전을 거듭해왔다. 특히 국어학 분과는 개설 초

로 잘 알려졌지만 사실 그는 한글을 공부하는 국어학자들에

기부터 지금까지 국어학의 이론적 발전을 선도하고 그 성과

게 장학금을 주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용운장학재단을 운영

를 확산시키는 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외솔 최현

해 왔다. 대학시절 국어학자로 이름을 날리던 故 김윤경 교수

배, 한결 김윤경 등 선학들의 가르침을 따라 지금도 많은 후학

아래서 우리글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면서 국문학자

들이 국어 문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국어정보학, 사회

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던 것이다.

언어학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연구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조 회장은 “일제 강점기 시절 우리말을 탄

현재 대학원 분과 재적생은 160명(석사과정 73명, 박사과정

압 받았던 경험과 국어에 대한 사랑이 장학회를 시작하게

87명)으로 활발한 학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본 지원사업 협

된 동기였다.”면서 “연세대 연구원들이 세계적 학자로 성장

약에 따라 박사후연구원 가운데 매년 2명을 선발해 1인당 최

해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려주길 바란다.”고 당부

대 연 2,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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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가 교육대학원과 함께 7

자인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2명이 기본

월 베트남 껀터대학교와 한국어 교육

베트남어 교육 및 문화교육을 받은 후

껀터대학교와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파견된다.

한국어 교육사업

껀터대학교가 위치한 껀터 지역은 메

한국어 교사로 봉사하게 될 임소영 학

콩강 하류 지역(Mekong Delta: MD)

생(교육대학원 석사 2학년)은 “그동

시범 운영

으로 한국 남성과 결혼했다가 실패한

안 배운 전공지식을 직접 베트남에 나

결혼이주 귀환여성이 많이 분포하고

가서 가르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

있는 대표적 지역 중 하나다. 현재 약

다.”며 “처음으로 시작하는 우리의 활

3,000여 명의 귀환여성이 거주하고

동이 의미 있고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한국어 교육은 장기적인 교류

자원봉사센터는 본 시범사업을 실시

및 협력지원 사업 시범 운영의 일환

한 뒤 국제사업기구와 한국 법무법인

으로 수행된다. 7월 4일에서 29일까

등과 상호연계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

지 총 4주간 껀터대학교 양식수산대학

서 단계적으로 귀환여성 및 자녀를 대

(College of aquaculture and fisheries)

상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행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30명씩 편성하여

예정이다.

입문반과 초급반 수업을 진행할 예정
베트남 껀터 봉사학생

이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전공

우리 대학

우리 대학 재학생들이 한국대학사회

중기봉사단,

태국으로 떠난다.

태국에서 섬김의
리더십 실천해

연세 PEOPLE

역사 속 연세
물리실험실의 베커 교수와 이원철(우측 세 번째), 1918

연희전문 졸업사진, 1919

우남 이원철 박사,

한여름 밤이면 하늘을 가득 채우고도 남는 수많은 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

되찾은 하늘에서

하늘에 바람이 이는 날이면 별들도 저마다 시구가 되어 스쳐갔던가 보다.

별을 노래하다

시를 쓰던 이와는 달리 하늘과 별을 노래한 사람도 있다. 무더운 여름 체육관을

6개국에 파견된다.

즈음 신촌 캠퍼스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이지만, 윤동주 시인이 읊었듯 그 시절엔

지나 뒤편 ‘과학동산’에서 측우기와 해시계를 구경하다보면 건너편 과학관 앞에
서 우리를 지긋이 쳐다보는 듯한 흉상의 주인공이 바로 우남羽南 이원철(李源喆,

봉사협의회 중기봉사단에 선정되어

1896~1963) 박사다. 120년 전 근대문명에 뒤진 채 쇠퇴해가던 조선의 땅에 태어나,
이번 3기 봉사단은 전체 대학 재학생

90년 전 이미 식민지로 전락해버린 조국에 첫 이학박사 취득의 소식을 알려온 그

및 휴학생을 대상으로 팀당 6명씩 총

는 과학의 꿈과 희망을 비추게 한 별과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개인으로서도 더

김예신(간호학), 강진수(철학), 임혜민

29팀이 선발됐으며, 선발팀은 국내

할 수 없는 명예였겠으나 연세가 대학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표방했던

(문화인류), 김주해(대기과학), 이동원

교육비를 비롯해 현지 주거비, 봉사활

‘과학건설’의 첫 성과이기도 했다.

(신소재공학), 정유나(아동가족)학생

동비 등 현지 활동비 대부분을 지원

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한국대학사회

받는다.

봉사협의회(KUCSS)과 한국국제협력

연희전문 음악대의 창설자 루퍼스 부부, 1917

단(KOICA)이 공동 주관하는 ‘3기 월

우리 대학팀은 태국 피짓으로 파견되

“과학적으로 남에 뒤떨어져 온갖 쓰림과 괴로움을 맛보는 우리는 생각지

드프렌즈 청년 중기 봉사단’에 선발됐

어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좋

않을 수 없습니다. 과학은 과학만으로는 발전하지 못하고 일반의 생활과

다. ‘글로벌 청년프로젝트’의 일환으

은 이미지 구축과 문화교류 및 국제

조화함으로써 참으로 건전한 과학이 건설됩니다. 우리 문제의 전부가 과

로 실시되는 이번 봉사단 파견은 약 5

친선을 도모할 예정이다.

학은 아니겠지만 과학이 우리에게 얼마나 시급하며 얼마나 절실한가를

개월 동안 이뤄진다. 6월과 7월 두 차

느끼는 우리는 다 같은 동지가 되어 끝없이 발전되어가는 살아있는 과학

례에 걸쳐 현지어·직무·안전교육 등

의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국내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오는
8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우간다, 캄보디아, 태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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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우드관 옥상의 천체망원경, 1927

연희전문의 대학교육을 통해 근대 과학을 소개한 것은 물리학 박사 베커(한국

이원철 박사는 학위를 취득한 직후 귀국해 연희전문 수물과

명 백아덕白雅悳, A. L. Becker, 1879~1979), 화학 박사 밀러(한국명 밀의두 密義斗,

의 교수로 부임했다. 수물과 과장과 과학관 관장, 체육부장

E.H. Miller, 1873~1966), 천문학 박사 루퍼스(W. C. Rufus, 1876~1946)와 같은 교육

등을 역임했는데 1932년 연희전문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한

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5.16 군사정권이 들어선 1961년

선교사들이었다. 이중 루퍼스 교수는 베커 교수의 친구였을 뿐만 아니라 언더우

서漢書 1,697책을 도서관에, 1934년에는 경대와 벼루상자, 신

까지 16년간 국립중앙관상대에 봉직하기도 했다. 1948년 기

드 선교사의 아들인 원한경 박사 부인의 오빠이기도 했다. 음악을 전공한 그의 부

선로형풍로 등을 박물관에 기증하기도 했다. 1931년부터 1934

상기술원양성소를 개설해 단기간에 기술 인력을 확보했으

인은 연희전문의 첫 악대를 만들어 교육하기도 했다.

년까지 연희동문회를 대표해 학교의 이사로도 활동한 바 있

며, 대한민국정부 국립중앙관상대와 지방측후소, 출장소도

다. 그러나 1937년 수양동우회 사건과 1938년 흥업구락부 사

정규 직제를 갖추게 했다. 또한 1954년국제연합한국재건단

루퍼스 교수는 1907년 교육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와 배재학당과 숭실학당에서 교

건 등 일제의 탄압으로 해임된 그는 후생과장이라는 직원의

(UNKRA)의 자금을 지원받아 자기온도계, 자기습도계, 수은

사로 근무하다가 1915년 박사 학위 취득과 함께 연희전문 수물과에서 수학과 천

신분으로 복직되었으나 또 다시 해임되고 말았다. 그가 천문

기압계 등 28종의 관측 장비를 도입해 현대화했으며 1959년

문학 등을 강의했다. 그러나 일본의 식민지교육 정책을 비판하며 1917년 귀국하

학 수업에 사용하기 위해 언더우드관 옥상에 설치한 6인치

에는 태양에너지를 관측하는 은반일사계를 설치해 매일 관

고 말았다. 한국에 있는 동안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 등 조선의

천체망원경도 전쟁물자로 징발됐다.

측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전문화된 역량을 갖춰가면서 항

천문학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했던 그는 1935년 다시 한국을 찾아 이원철 교수

연희전문 이사(아랫줄 우측 세 번째), 1932

공과 해상의 기상지원업무도 비로소 시작할 수 있었다. 1956

와 함께 조선 천문학과 관련된 유물과 유적들을 둘러보고 『고대 한국의 천문학

해방 후 연희전문을 되찾는 데에 참여했던 이원철 박사는 중

년 국제기상기구(WMO)에 가입한 것도 한국의 기상행정을

(Korean Astronomy)』을 집필하여 발표했다. 성장기에 한학을 배웠던 이원철 교

앙관상대 업무에 주력하게 되면서 연희의 교수직에 몰두할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켜가려는 이원철 대장의 집념을 보

수의 도움이 적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다.

수 없었다. 그러나 모교에 대한 헌신은 멈추질 않아 1955년 동

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는 1961년에는 3월 23일을 ‘세계

문회 회장으로 선출되고 1960년 통합된 연세동문회가 새로

기상일’ 기념일로 제정하여 기상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관심

이원철 박사는 바로 이들로부터 근대 과학교육을 받은 연희전문 수물과 제1회 입

출범하면서는 초대 회장을 맡았다. 법인 이사회에서의 역할

을 집결해내기 시작했다. 이처럼 이원철 박사가 혼신을 다해

학생이었다. 1919년 졸업 직후 연희에서 시간강사로 근무다가 1922년 미국 유학길

도 한층 무거워져 1953년부터 1957년까지 연희대학교 이사를

이끌어온 국립중앙관상대가 바로 오늘날의 기상청이다.

에 올라 베커와 루퍼스 교수의 모교인 알비온대학(Albion College)을 거쳐 루퍼스

맡았을 뿐 아니라 1961년부터 1963년 작고하던 때까지 연세의

선교사가 귀국해 교수로 있던 미시건대학교(Univ. of Michigan)에서 천문학으로

이사장을 맡기도 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 우리 대학교는

재학생 때 서양교수가 풀지 못하던 문제도 단숨에 풀어내는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다.

1962년 오긍선․홍승국 교수와 함께 이원철 박사에게 명예박

탁월한 수학 능력을 선보여, 이미 2학년 때에 1학년생들에게

사 학위를 수여했다. 이밖에도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자 인

수학을 강의했다는 ‘학생교수’의 일화가 전해오지만 그는 정

학위 논문에서 대상으로 삼았던 주제는 견우와 직녀의 전설로 알려져 있는 견우

하 공과대학 초대 학장, YMCA 이사장 등 전후 국가재건시기

규 교수가 되어서는 수학과 천문학을 강의했다. 한편 ‘민족

성이 이끄는 독수리자리의 에타별에 대한 것이었다. 7월과 8월 여름 하늘에 뜨는

교육사회 분야에서의 공로가 두드러졌다.

간의 평등’을 이념으로 삼는 에스페란토어를 학생들에게 과

이 에타별이 주기적으로 변화하며 빛난다는 것을 입증하는 작업이었지만, 당시

연희전문 교수 겸 과학관장 시절, 1935

수물과 학생들과 일본 견학,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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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것 역시 전적으로 이원철 박사의 공로로 평가된다.

외로 강의했다는 일화를 듣고 있노라면 과학도로서의 집념

에는 이 별을 이원철 박사가 처음 발견해 “원철성源喆星”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한편 최초의 중앙관상대 대장이라는 직함에서도 알 수 있듯

어린 삶 너머의 또 다른 풍모를 느낄 수 있다. 새로 이름 지

고 잘못 알려지기도 했다. 그만큼 이원철의 박사 취득은 한국인 모두의 자랑이었

이, 이원철 박사는 해방 후 일제에 빼앗겼던 우리의 하늘을

은 교정의 ‘원철길’에서 박사의 흉상을 만나게 되면 한마디

고 한국인의 이름으로 별자리를 부르는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사건이기도 했

되찾아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상행정을 정착시켰다. 미군

나눌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살루통(saluton)!”

다. 지난 2006년 한국천문연구원과 우리 대학교의 공동 연구로 발견한 소행성을

정청을 설득해 일제의 측후소를 접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원철(Leewonchul)’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어쩌면 이미 80년 전부터 예정

조선의 관상감이 담당하던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이자 국

된 일이었는지 모른다.

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계되는 『역서曆書』를 새로 간

이학관(아펜젤러관) 앞 수물과 학생들과 교수들,
1938

창덕궁 자격루를 살피는 루퍼스 박사와
이원철 박사, 1939

은반직달일사계로 일사량을 측정하는 이원철
중앙관상대장, 1959

윤인구 총장과 이원철 이사장, 1961

(자료 및 사진 제공: 박물관, 기상청 기록관)

제1회 세계기상일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읽는
이원철 대장, 196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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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통해 축삭이 자체적으로 말단에 저장된 RNA를 번역해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정호성 교수(공동교신 및 제1저자)와 정제인/옥지연 학생(공동저자)으로 이뤄진
연구팀은 영국 캠브리지대 크리스틴 홀트(Christine Holt)교수 연구팀과 함께 축
삭말단에서 번역되는 RNA만을 표지·분리할 수 있는 ‘축삭트랩(axon-TRAP)’이
라는 기술을 개발해 국소적으로 합성되는 단백질의 정보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뇌신경망 발생과정 중에는 시냅스(synapse: 신경세포간의 연결) 형성

연세 RESEARCH

을 조절하는 단백질들이 합성되며, 발생이 끝난 성체의 축삭에서는 시냅스의 기
능 유지와 축삭 생존에 필요한 단백질들이 합성됨을 밝혔다. 발생 중인 축삭과 성

연구 프론티어

체의 축삭에서 서로 다른 단백질들이 국소적으로 합성된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정호성 교수는 “지금까지는 사람의 RNA조절인자에 돌연변
이가 생겼을 때 왜 자폐증과 같은 신경발달 장애나 루게릭병 같은 퇴행성질환이
유도되는지 알 수 없었는데, 본 연구를 통해 그 원인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볼
좌로부터 옥지연 학생, 정호성 교수, 정제인 학생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의를 밝혔다.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

정호성 교수 연구팀,

“기초연구를 통해 어떤 식으로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신경

사업/단장 서울대 성제경 교수),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뇌발달장애 진단 및 조

망이 발생하는 동안 어떤 단백질들이 만들어지는지, 나아가 질병이 있을 때와 정

절기술 개발/단장 고려대 선웅 교수)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연구 결과는

뇌신경망 말단의

상일 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관련 질병에 대한 연구의 토대가 될 수

생명과학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인 ‘셀(Cell)’지 6월 30일자에 게재됐다.

유전자 자체발현
메커니즘 규명

있지 않을까요?”
뇌기능은 신경세포들 간 연결에 의한 뇌신경망을 통해 이루어진다. 신경세포는
전선과 같이 긴 축삭을 이용해 다른 세포에 정보를 전달하는데, 뇌가 정상적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축삭이
자체적으로 말단에 저장된
RNA를 번역해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기능을 수행하려면 뇌의 발생 과정에서 축삭의 말단이 정확하게 연결을 맺고 이
연결이 평생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축삭이 어떻게 정확한 연결을 맺고 기능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뇌발달장애와 신경퇴행성 질환 연구에 적용할 수 있
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큰 의의를 지닌다.

뇌신경발달장애 및 퇴행성
질환 연구에 기여할 것

신경망 형성에 필요한 모든 단백질은 세포체에 있는 유전정보를 바탕으로 만들
어지는데, 축삭말단은 세포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필요한 단백질을 모두

신경망 형성
번역체

세포체로부터 공급받는다고 간주되어 왔다. 단백질을 축삭말단까지 수송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탓에 원하는 단백질을 필요할 때 만들 수 있는 기전이 존재할

세계 최초 발견,
권위 학술지 ‘셀’에 연구
결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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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가설도 제기됐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기술적 한계로 축삭말단에서 국

발생 중 축삭

소적으로 합성되는 단백질을 알아낼 수 없었다.
그런 가운데 정호성 교수 연구팀(의과대학 해부학교실)이 뇌신경망 말단의 유전
자 자체발현을 통한 뇌신경망 형성 및 유지 기전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 이번

성체의 축삭

위) 축삭 트랩기술 모식도
아래) 축삭 트랩기술을 이용하여 얻어낸 축삭 특이
적 번역체의 분석은 나아가서 뇌신경발달 장애나
신경퇴행성 질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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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 교수 공동

정에서 이웃한 결정으로 자유롭게 전달되어야만 하는데, 이 전달 과정에서 결정

연구팀, 고효율

영향을 미친다.

페로브스카이트

공동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바로 이 결정립계의 성질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태양전지 개발

오드화메틸암모늄(CH3NH3I)이라는 물질을 기존보다 조금 더 넣기만 하면 되는

립계가 이를 방해하는 ‘바리케이드’ 역할을 하면서 태양전지의 효율에 치명적인

방법을 밝혀냈다. 페로브스카이트 박막을 만들 때 사용되는 재료(전구체)인 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냈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태양전지
를 제작한 결과, 20% 이상의 세계 최고 수준 효율을 갖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다.

평균 효율 20%로 세계

(좌)김동호 교수, (우)최융지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

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제작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했을 뿐 아니라, 고효율의
원인을 기초 연구 관점에서 분석하여 페로브스카이트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최고 수준 달성

기초방법론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를 기반으로 결정립계 성질 개선에 대
요즘 길을 걷다보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 있다. 바로 지붕 위의 태양전지다. 태

세계 최고 학술지

본 연구가 과학계에서 주목 받는 이유는 재현성 있게 높은 효율을 갖는 페로브

김동호 교수 연구팀은 높은
효율을 갖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제작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했을 뿐
아니라, 고효율의 원인을
기초 연구 관점에서
분석하여 페로브스카이트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기초방법론을 제시했다

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전지는 태양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데, 최근
우리가 자주 접하는 태양전지들은 대부분 실리콘을 사용해 만든 태양전지다. 이

‘네이처 에너지’에 결과

와 같은 실리콘 태양전지의 약점은 바로 높은 가격인데 연구자들과 기업들은 이

발표

대 물질을 찾는 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 과정을 개선하는 한편, 실리콘을 대체할 만한 차세

그 가운데 물질의 구조를 처음 밝혀낸 레프 페로브스키(Lev Perovski)의 이름을
딴 차세대물질 ‘페로브스카이트(Organic·Inorganic Halide Perovskite)’가 주목을
받고 있다. 김동호 교수 연구팀은 성균관대학교 박남규 교수팀과 공동으로 이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을 이용해 효율 20%가 넘는 태양전지 제작 방법을 고안해
냈다. 태양에너지를 100으로 볼 때 20만큼의 에너지를 전기로 바꿀 수 있는 셈이
다. 이 수치는 학술 논문에 공식 발표된 기록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한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태양전지는 제조 과정이 비교적 간
단하고 경제적이라고 평가 받는다. 더불어 공동연구팀이 높은 효율을 갖는 소자
개발에 성공하면서 상용화가 앞당겨지게 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에너지 과학
및 기술분야 최고 권위의 학술지 ‘네이처 에너지(Nature Energy)’ 7월호에 발표
됐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제조할 때에는, 수백 나노미터(nm, 1nm는 10억 분의
1m) 크기의 작은 페로브스카이트 결정들로 구성된 얇은 막(박막)을 사용한다. 이
작은 결정들 간의 경계를 결정립계(Grain Boundary)라고 부르는데, 이 결정립계
는 결함(Surface Trap)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덫’을 이용하여 전하수송체를 가둔
다. 전하수송체는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어주는 주체이기 때문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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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브스카이트 박막을 만드는 재료 중 하나인 요오
드화메틸암모늄(CH3NH3I)을 기존보다 더 과량 넣
게 되면 결정간 경계인 결정립계 성질이 크게 개선
된다. 이 박막을 이용하여 개발한 태양전지는 20%
이상의 세계 최고 수준 효율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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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연 교수팀,

포식체 형성 기전과는 매우 독립적인 메커니즘이며, 장 특이적 발현 단백질이 장
내 새로운 자가 포식체를 유도하여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

염증성 장 질환

또한 발열, 구역, 복통, 설사 등을 일으키는 유해 세균인 이질균(Shigella flexneri)

치료 단서 제공해

을 장 상피세포에 감염시킨 경우, TRIM31은 감염된 이질균 주위로 새로운 자가
포식체를 활발히 유도하여 유해 세균의 제거를 촉진했다. 이에 따라 TRIM31의 발
현이 억제된 장 상피세포에서는 유해 세균의 수가 증가했고 반대로 TRIM31이 과
발현된 세포는 이질균의 수를 효과적으로 억제했다. 위 결과를 통해 TRIM31이 장
에 존재하는 박테리아의 수를 효과적으로 조절함으로써 만성적 염증 반응을 예
방할 수 있으며 장내 항상성 유지에 중요함을 증명했다. 특히 크론병 환자의 장

새로운 장 내 항상성 조절

조직을 분석했을 때 TRIM31의 발현이 억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염증성
장 질환의 진단 마커 및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TRIM31 발현 증강 유용 미

기전 규명
세계적 과학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TRIM31이 장에 존재하는
박테리아의 수를 효과적으로
조절함으로써 만성적 염증
반응을 예방할 수 있으며
장내 항상성 유지에
중요함을 증명했다

생물 발굴을 통한 식품 보조제 개발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 번째줄 왼쪽부터 최준희 학생, 박보연 교수, 나은 학생
두 번째줄 왼쪽부터 강수진 학생, 이은혜 학생, 박아름 학생, 허현빈 학생, 최현진 학생
세 번째줄 왼쪽부터 이태윤 학생, 이성욱 연구교수

본 연구는 박 교수 연구팀의 나은 학생(제1저자, 석·박사 통합과정) 및 이성욱 연
구교수가 주도했으며 천재희 교수(의과대학), 조진원 교수(융합오믹스/시스템생
물학과)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한편,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
이 추진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도전), 보건복지부의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

지에 게재

업, 질병중심 중개기반연구 및 연세 미래선도연구사업으로 수행되었다.
박보연 교수 연구팀(시스템생물학과)이 새로운 형태의 장 특이적 자가 포식체 유
도 단백질을 발견하고 이를 통한 장 내 항상성 조절 기전을 밝혀냈다. 이는 박테
리아 감염 시에만 발생되는 자가 포식체로서 TRIM31이라는 미토콘드리아 발현
단백질을 통해 형성된다. 현재 알려져 있는 LC3 단백질을 통한 자가 포식 과정과
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자가 포식체라는 것을 규명한 본 연구 결과는 세계적 국
제 권위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온라인판에 5월
24일 게재되었다.
장은 많은 양의 미생물과 공존하는 매우 독특한 기관이며 장 내 미생물은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잘 알려져 있다. 소장 및 대장은 다양
한 세포·면역학적 기능을 통해 장 내 미생물 집단을 일정하게 조절함으로써 장
내 항상성(intestinal homeostasis)을 유지하지만, 만약 이러한 조절 기전에 문제
가 생겨 과도한 면역반응이 일어나면 크론병과 같은 만성 염증성 자가 질환이 유
도될 수 있다. 최근 들어 상피세포에 감염된 박테리아가 자가 포식체를 통해 제
거될 수 있고 이러한 기전이 억제되면 크론병 발병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발표됐
으나, 구체적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적어 크론병 진단 마커 및 치료
제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박보연 교수 연구팀은 장 특이적 발현 단백질인 TRIM31이 새로운 형태의 자가
포식체 형성을 촉진해 감염된 박테리아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장 내 항상성 유
지에 중요함을 보였다(그림 1). 이는 기존에 잘 알려진 Atg5나 Atg7에 의한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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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장 내 박테리아 감염 시 TRIM31에 의한 새
로운 형태의 자가 포식체 유도 기전 및 유해 감염균
제거 메커니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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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최근 휘어지는

물은 나노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각광을 받고

‘나노 레터(Nano letters)’지 6월 10일자

있다. 현재 수준보다 높은 성능과 경제

에 게재됐다.

성을 가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만
들기 위해서는 자유로이 구조가 변형

연구팀은 먼저 다양한 기판 위에 은

되는 상황에도 성능이 유지되고 생산

나노와이어 그물구조를 형성한 후, 상

에도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투명전극

온기반의 모세관 응축현상을 이용해

이 필요하다.

이를 접합함으로써 은 나노와이어 그
물구조의 전기적, 기계적 성질을 개선

(좌)윤성수 연구원, (우)강달영 교수

기존 평판형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했다. 나아가 동일한 원리로 은 나노

ITO(Indium tim oxide)의 경우 높은 전

와이어 뿐만 아니라, 은, 구리, 철, 니

도도와 우수한 광학적 성질을 가지고

켈, 코발트 등 나노파티클들 또한 상

있으나 비용이 높고 기계적 변형에 취

온 화학적 소결(sintering)이 가능함을

약하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은 나노와

확인했다.

연세 RESEARCH

아카데미아

이어 같은 물질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

강달영 교수팀,

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은 나노와이어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기반의 투명전극은 나노와이어 접점

통해 다양한 플렉서블 디바이스에 적

친환경적 투명전극

에서 발생하는 접촉저항으로 인해 은

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접거

자체의 전기전도도보다 낮은 전기전

나 잡아당기면서 힘이 가해지더라도

개발의 단초 마련

도도를 띄게 된다. 따라서 고온 접합방

균일한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을 구현

것이 현실일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현실을 많이 아는 지

식이나 레이져 접합방식 등을 이용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식인일수록, 예민한 감각을 타고난 사람일수록 낙관적 희망을 품고 살아가기 어

유토피아와 공동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어 왔다.

재료의 용접 기술 개발
나노 분야 권위지

상상이란 것이 아무나 한갓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현실은 그

렵다. 때로는 권력이 좋은 사회에 대한 사유를 금하기도 한다. 그 속에서 가슴을
강달영 교수는 “본 연구의 또 다른 특
징 중의 하나는 친환경적이면서도 고

상온 공정 통한 금속 나노

<유토피아>는 좋은 사회에 대한 사유의 원형질을 담고 있다. 좋은 사회에 대한

강달영 교수(교신저자)와 윤성수 연구

가의 장비 없이 대량 생산이 가능한 공

원(제1저자, 연세대 통합과정)은 모세

정을 개발했다는 것”이라며 “반응의

관 응축현상을 응용해 다양한 금속 나

부산물로 물이 형성되는 공정이면서

노 재료를 접합시킴으로써 단순하고

대면적, 고온에 취약한 유기물 기판에

경제적이면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도 적용 가능한 공정이기 때문에 의미

플렉서블 디바이스에 응용 가능한 투

가 있는 연구결과”라고 밝혔다.

명전극 형성에 성공했다. 본 연구 결과

‘나노 레터’에 연구 결과

뛰게 하는 '낙원에 대한 기억, 혹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

<유토피아> 출간 500주년

이 바로 유토피아다. 이것 없이 현실을 진단하고, 이것 없이 미래의 대안을 상상
할 수 있을까?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1891)는 “유토피아가 없는 세계지도는 가짜
다. 인류가 정박해야 할 그 나라를 빼놓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단언한다.

이종수 행정학과 교수
(국가관리연구원장)

‘좋은 사회’에 대한 사유의 원형질
1516년 모어가 <유토피아>를 출간했을 때 그는 서른여덟 살이었다. 초간은 라틴
어로 벨기에 루뱅에서 출판되었는데 원제가 <사회적 삶의 최선의 상태에 대하
여- 새로운 섬 유토피아에 관한 유익하고 신나는 이야기>였다. 유토피아라는 단

게재

어는 당초 ‘어디에도 없는 곳’이라는 라틴어 ‘누스쿠아마(Nusquama)’로 책에 등
장했지만, 모어가 에라스무스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뜻의 그리스어 유토
피아(ou + topos)라는 말로 교체되었다. 영국에서 영역본은 모어가 참수형을 당
한 후 16년이 지난 1551년에야 출간되었다.
유토피아는 하나의 초생달 모양을 한 섬인데 가장 넓은 중앙부가 약 200마일(약
그림 1. 과산화수소의 모세관 응축 현상을 이용한 은 나노와이어의 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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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도시들은 하루를 걸어 갈만한 거리에 있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선하다.
금은 화장실 변기나 죄수의 수갑을 만드는 데나 쓰여서 그런 걸 차지하려 다투는

가장 악한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것을 소유하는 건
정의가 아니며, 극소수 사람
들만 온갖 풍요를 누리고
대다수 사람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는 건 행복한
세상이 아니다

법이 없다. 유토피아의 집들은 3층집이다. 사람들은 하루 6시간 일을 하며 나머

신촌캠퍼스 소식

July 2016

연세 RESEARCH 아카데미아

지 시간에는 자유로운 생활을 즐긴다.
평범해 보이는 상상 속에 현실에 대한 모어의 치열한 고민이 담겨있다. 엔클로
저 운동으로 농민들이 가난과 곤경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36세의 청원담당판사
(Master of Requests)였던 모어는 또렷이 보았다. “가장 악한 부류의 사람들이 가
장 좋은 것을 소유하는 건 정의가 아니며, 극소수 사람들만 온갖 풍요를 누리고
대다수 사람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는 건 행복한 세상이 아니다.”라고 모어는 외
친다. 그리고는 “나는 솔직히 사유재산이 존재하여 모든 것이 돈에 따라 평가되
는 사회에서는 진정한 정의나 번영을 실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유재산제를
완전히 철폐하지 않는 한, 공정한 재산의 분배나 인간 생활의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없다.”고 말한다. 칼 맑스가 태어나기 300년 전의 일이었다.

이상적 공동체를 말하는 안전한 방식

문정인 교수

문정인 교수 고별강연 열려

오는 8월 퇴임을 앞둔 문정인 교수(정치외교학

정년의 시점에서야 후회가 됩니다. 스스로 쓰고

과)의 고별강연이 지난 6월 7일 연희관 402호

싶은 것을 집중해서 써야 합니다. 35년 강의를

에서 열렸다. 교수와 학생, 전현직 국회의원과

했지만 얼마나 깊게 알고 있는지 묻는다면 사

난파를 모티브로 해서 그것도 대화체로 등장하는 화자의 입을 통해 말하는 것이

취재진 등 엄청난 인파로 북적이는 가운데 그

실 자신이 없습니다. 더 큰 성찰이 있어야 한다

안전하다. 유토피아(no + place)라는 제목과 등장하는 인물 및 지명(地名)에서부

는 긴 강의 인생의 짧은 소회를 밝혔다.

고 생각합니다.”

터 모어는 의도적으로 모호성을 장치해 놓았다. 그리고는 등장인물의 입을 통해

그동안 작성한 논문과 칼럼만 수십 편, 전 세계

동시에 그는 시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

불편한 진실들을 이야기하게 한다. 심지어 “만일 왕이 증오와 경멸의 대상이어서

50여 개 대학에서 초청 강의를 하고 금년에도

는 “하루를 돌아봤을 때 나를 위해 쓰는 시간

백성들에 대한 가혹한 취급과 약탈, 압수, 궁핍화를 통해서만 통치할 수 있다면

우수교수상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연구를 하는 사

차라리 갈아치우는 게 낫지 않을까요?”라고 말하게 한다.

스스로의 삶을 ‘실패했다’고 회고했다. 학자로서

람으로서 자신을 위해 고민하는 시간을 반드시

오랜 시간 몰두한 뚜렷한 연구 성과가 없다는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묵묵히 자신의 연구

모어는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였다. 순수한 영혼을 소유한 사람만이 좋은 사회에

이유에서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를 하고 본분을 지키며 연구와 교육, 봉사의 영

대한 순수한 상상을 할 수 있다. 법관과 외교관, 국회의장에 오르도록 좋은 사회

대신 묵묵히 자신만의 분야를 닦아오지는 못했

역에 각각 얼마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지 미

에 대한 순수한 꿈을 잃지 않고 현실에 무릎 꿇지 않았다. 그의 삶을 되돌아보고

다는 것. 그는 “스스로 부끄러움 없이 좋은 연구

리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토피아> 출간 500주년을 기념하고 싶어 국가관리연구원은 작은 세미나를 지

활동을 하지 못했다.”고 겸손히 말을 이었다.

문 교수는 퇴직 후 명예교수로서 송도에서 강

난 5월 27일 개최했다. 공동체, 정치체제, 영문학, 신학, 건축의 측면에서 토마스

마지막 강연에서 그는 특히 후배 교수와 학생

의를 지속하게 된다. 그는 매년 1권씩, 되도록

모어를 되돌아보고 그의 영향을 짚어 보았다. 50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그

들에게 ‘선택과 집중’을 당부했다. 연구를 하다

단독저서로 저술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의 삶과 사유를 호흡하여 보았다.

보면 다양한 제안이 들어오는데 단호히 거절하

생각해왔지만 쓰지 못했던 책을 쓰며 제2의 인

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스스로 계획하고 우

생을 살고자 한다는 것. 그는 “고해성사 같은

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는데, 모든 제안을 받다

이 강의가 지나친 겸손을 가장한 자기자랑으로

보면 ‘주문 생산’에 가까운 연구가 많아지기 때

들리지 않기를 바란다.”며 “치열한 연구, 제대

문이다.

로 된 강의, 분별해서 선택하는 봉사를 통해 앞

“스페셜리스트와 제너럴리스트 모두를 이룰 수

으로 최소 남은 10년간은 최선을 다해 바로잡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상향을 말하는 방식에 직설법은 위험하다. 플라톤의 <국가>도 그랬지만, 대화
체의 서술이 이상적 정치체제나 공동체를 말하기에 안전하다. 불시착, 꿈, 배의

초기 <유토피아>에 실린 유토피아 지도 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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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처, 외국인 재학생 위한

국제처는 외국인 재학생들의 국내외 한국 기

‘모의 면접 및 자기소개서 첨삭’ 세션이 진행됐

인문학연구원 HK문자연구사업단,

제25차 인문학연구원 HK문자연구사업단(원

다는 점을 여러 측면에서 조명해볼 수 있었다.

커리어 멘토링 행사 개최

업체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커리어 멘토링 데

다. 총 12명의 외국인 재학생들이 입사 서류 및

제25차 초청강연 열어

장 윤혜준) 제25차 초청강연이 지난 5월 20일

한편 인문학연구원 HK문자연구사업단이 주

이 행사를 지난 5월 24일과 25일 양일간 글로

면접과 관련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었다. 행사

외솔관 526호에서 열렸다. ‘경계를 넘는 문학-

최하는 2016년 봄 학기 청소년 인문학강좌 ‘문

벌라운지에서 개최했다. 우리 대학에는 현재

에 참여한 한 유학생은 “1:1 컨설팅을 통해 스

경계를 넘는 번역 통한 문학의

번역의 의의와 과제’란 주제로 열린 이번 초청

자의 미래’가 지난 5월 7일과 21일 열렸다. 총

학부 과정과 대학원 과정을 통틀어 약 1,800

스로를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

미래와 가능성 모색

강연에서는 일본 게이오대학 중어중문학과 세

150명의 서울지역 고등학생들이 신청한 가운

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이번 행사

는지 자세한 코칭을 받았다.”며 높은 만족도를

키네 겐(關根 謙) 교수가 문학 작품 번역의 의

데 외솔관 110호에서 오후 1시30분부터 4시

는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대학에 입학한

드러냈다.

의와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30분까지 주 2강좌씩 진행됐다.

외국인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국내외 소재 한

이번에 3회를 맞은 본 취업 지원 행사는 2015

세키네 교수는 1930년대 이후의 중국 문학, 특

7일에는 본 연구원 연규동 HK연구교수가 ‘읽

국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

학년도 1학기부터 매학기 국제처에서 개최하

히 전쟁 시기 도시 문학과 미디어의 관계, 중화

는 문자, 보는 문자’라는 주제로 문자의 이미지

련됐다.

고 있다. 국제처 관계자는 “지속적인 행사 개

인민공화국 건국 초기의 정치와 문학, 해외 화

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문자 자체의 변화를

24일 행사에는 삼성물산 황영욱 대리(상사부

최를 통해 외국인 학생들의 국내 취업 시장에

교 문학 등을 연구하며 다수의 저서를 펴냈으

예측했으며 김양은 건국대 연구교수는 ‘디지털

문 인사팀)와 롯데백화점에 취업한 외국인 졸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취업 역량을 높여 외국

며, 문학 번역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적지 않은

로 만드는 세상’이란 강의를 통해 디지털 문자

업생 대희 학생(11학번, 독어독문학)이 참석해

인 학생들의 자신감과 경쟁력을 증진시킬 계

중국 현대 문학 작품을 일본어로 옮겨왔다.

생활의 변화 모습과 우리의 자세에 대해 제시

외국인 졸업생 취업전략 특강을 제공했다.

획”이라고 밝혔다.

세키네 교수는 이번 강연을 통해 언어를 초월

했다.

하는 문학 작품의 힘, 원작과 번역 작품의 관련

21일에는 본 연구원 정승화 HK연구교수가 ‘위

성 등 오래되었지만 새로운 문제에 대해 다시

키피디아와 집단지성’이라는 주제로 디지털 시

한 번 생각해볼 기회를 마련해 줬다. 문학 번역

대의 지식 평가와 생산의 기준이 어떻게 변하

이란 단순히 다른 언어권의 문학을 단순히 옮

는지를 다루었고 우리 대학 유현주 교수(독문

봄 학기 청소년 인문학강좌 개최

25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에모리 대학 前 대외협력 부총장 홀리

동서문제연구원 리더십센터(소장 이정훈)

을 수행했다.

기는 작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뛰

과)가 ‘디지털 코드와 문자’라는 마무리 강의로

세메코 교수 초청 강연 열려

는 지난 6월 7일 백양관 강당에서 홀리 세메

이날 강연에서 세메코 교수는 다가오는 새 시

어넘어 인간 사회의 보편적 진실을 간파하며,

문자 매체의 변화를 정리하고 문자의 미래에

코(Holli A. Semetko) 에모리대학교(Emory

대의 가장 큰 특징인 신기술의 발전을 ‘dis-

진리를 전달하는 행위라는 것. 나아가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University) 전 대외협력 부총장을 초청해 강

ruption’이라고 표현하며, “21세기는 학문, 캠

현대 사회에서 문학과 번역이 해야할 과제의

HK문자연구사업단에서는 매년 봄, 가을 두 차

연을 진행했다.

페인, 산업 등 다양한 면면에서 창의성이 열리

중요성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진실을 향한 언

례 문자와 인문학 전반에 관련된 주제를 정해

세메코 교수는 에모리대학교에서 MBA를, 영

는 시기”라고 말했다. 특히 산업 분야 각각에

어의 예술화를 부단히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

청소년 인문학 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국 런던정경대(LSE)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서 건강, 교육, 금융, 제조, 건설 등 빠르게 기술

취득한 후 현재 에모리대학교에서 미디어 및

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변화가 선형적

국제관계학, 정치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에모

으로 또는 지수적으로 일어나는지를 구분했다.

리대학교에서 특별한 업적이 있는 교수에게만

이런 변화하는 시대에 세메코 교수는 국제 경

미래융합연구원, 개교 131주년 기념

미래융합연구원이 개교 131주년 기념 ICONS

융합콘텐츠학과 교수가 “인문-기술 융합에 의

임명하는 Asa Griggs Candler 교수직을 맡

험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 언급했다. 비행기 위

ICONS 컨퍼런스 개최

컨퍼런스를 지난 5월 20일 삼성학술정보관 장

한 디지털 스토리텔링 기술이 인공지능에 의한

고 있으며, 대외협력 부총장과 The Claus M.

에서 체류하는 아주 제한적인 시간 혹은 오랜

기원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미디어아트와

스토리 자동 생성으로 발전해가는 이유”를 확

Halle Institute의 디렉터를 역임했다. 2013년

기간 거주하는 것이든 상관없이 해외로 떠나는

융합’을 주제로 한 이번 컨퍼런스는 관련된 세

인하고 현황을 분석했다.

과 2014년에는 풀브라이트 네루 학자로 뽑혀

여행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기회를 준다는

명의 연사를 초청해 다양한 관련 분야의 내용

이밖에도 미디어아티스트인 하태석 대표가 마

인도 과학기술대학의 방문 교수로 연구 활동에

것이다. 기존에 알던 것과는 다른 문화와 언어,

을 나누고 그 속에서 연구자와 대중이 융합의

법과 같이 건축이 사람과 환경에 반응하고 변

정진한 바 있다.

역사를 알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에 따라 용

핵심사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식,

화하는 뉴미디어건축의 현황을 살펴보며, 미디

세메코 교수는 100편이 넘는 활발한 저술활동

어(terms)가 서로 다르게 해석되는 맥락을 이

예술, 기술간 융복합의 새로운 가능성을 풍부하

어아티스트와 건축가의 경계에서 어떻게 건축

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세메코 교수의 캠페인

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부연했다. 또 국제사회

게 확장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 구성됐다.

이 발전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과 영향력에 관한 연구는 유럽, 아시아를 넘어

의 매너와 마인드를 통해 단순한 언어를 넘어

먼저 김형수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원장은 “미

미래융합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연세 개교 131

미국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우리 대학교

비언어적인 행동과 의도를 더 깊게 이해할 기

디어아트의 시공간”을 주제로 와이맵(Ymap)

주년 기념컨퍼런스를 비롯해 앞으로 연세 융합

와도 오랜 인연을 쌓아오면서 에모리대학에 처

회를 얻은 것도 중요한 배움이라고 말했다.

의 미디어 퍼포먼스와 미디어 파사드 연출 사

네트워크 구축 및 연구진의 융합연구에 도움이

례를 소개했다. 이어서 이인화 이화여자대학교

되는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경험의 중요성 강조”

음 한국학 과정이 신설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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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

강남역 사건, 섬마을 성폭력 사건 등 최근 여

정리했다. 이후 70분 간 각 주요 대학들이 학

기술지주회사 창립 5주년 기념

우리 대학교 기술지주회사는 지난 5월 31일 창

늘날 미래를 선도하는 연세대학교를 만들었듯

여성 폭력 예방 환경 조성 논의

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및 살인 사건이 연

교 현황을 말하며 요구사항과 대책에 관한 의

강연회 열려

립 5주년을 맞이하여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

이 연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역시 이러한 연세

이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대학 내에서도 성희

견을 전달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대부분의 대

서 기념 강연회 및 자회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 정신을 바탕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고

주요 9개 대학

롱·성폭력 사건들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여

학들은 새로운 교육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며

우리 대학교의 우수한 연구역량을 사업화하기

말했다.

성평등상담소 센터장 참여

성 폭력 예방 환경 조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

전문 인력 보충이 시급함에 목소리를 높였다.

위해 지난 2011년 5월 31일 설립된 기술지주회

박태선 전 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식품영양학

가 마련됐다.

특히 하경심 성평등센터 소장은 콘텐츠 확보

사는 현재까지 기술이전 누적 금액 200억 원

과 교수)는 초창기 5개의 자회사로 시작하여

전문 인력 부족 …

성평등센터는 지난 6월 22일 오전 11시 30분

및 제공의 필요성을 말하며 “예방교육 평가 부

을 초과 달성했으며 16개의 자회사를 설립했

어려운 시기를 겪어내며 지금의 기술지주회사

교육 콘텐츠 개발 필요

논지당 성평등센터에서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

분에서 양보다 질을 중시했으면 좋겠다.”고 의

다. 또한 교육부가 우수한 기술 자산을 보유한

로 성장해온 길을 함께한 소감을 밝히며, 중국

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견을 제시했다.

대학을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의 칭화홀딩스와 이스라엘 대학 등 해외 기술

행사에는 강은희 여성부 장관, 태범석 한경대

의견 교환의 시간이 끝난 후 강 장관은 “대학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대학 창의적자산

사업화 성공 사례를 모델로 삼아 더욱 발전해

총장, 전찬환 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하경심

에서 지성인들이 인식을 넓혀 사회적 파급 효

실용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1차년도 사업평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연세대학교 성평등센터 센터장을 비롯한 9명

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전체를 바꾸기에

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는 등 여러 기술사

초청 강연에서는 ㈜아이디벤처스의 유영철 상

의 주요 대학 센터 소장, 그리고 대학생 2명이

는 교육의 힘이 크다.”며 “시작이 반이다. 앞으

업화 성과를 달성했다.

무가 대학 기술사업화 기업의 투자 사례를 소

참석했다.

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꾸준히 개선해나가

기념행사에는 조형희 대표이사(연구처장 및

개하며 단계별 자금 조달 계획 관리가 중요함

먼저 강 장관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겠다.”고 전했다.

산학협력단장 겸임), 이정우 학술정보원장,

을 강조했다. 이이서 교육부 이상돈 산학협력

논의·확정된 ‘여성폭력 예방 강화 및 양성 평

안강현 대외협력처장, 김준기 국제처장, 송시영

정책과 과장이 교육부 산학협력 활성화 5개년

등한 사회환경 조성 대책’과 관련해 간략하게

의과학연구처장 및 이상돈 교육부 산학협력정

기본 계획을 주제로 산학협력 생태계 고도화를

책과 과장, 자문위원과 정부부처 관계자, 자회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과 중점 추진

사 임직원, 기술사업화 성과 기여 교원과 더불

과제를 소개하며 정부차원의 산학협력 비전을

어 이정석 기술지주회사 이사(법인사무처 부

밝혔다.

조형희 대표이사

프리미엄세계문화체험 3기

미래교육원이 주최하는 ‘프리미엄 세계문화체

영사, Claudia De Jesús 페루영사 등 각국의

처장)와 법인사무처 및 산학협력단 관계자 등

기술지주회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세대학교

수료식 열려

험 프로그램’ 3기 수료식이 지난 6월 1일 총장

외빈들이 참석해 3기 수료생들을 축하했다.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의 기술사업화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공관에서 열렸다. 2015년 3월부터 시작된 본

이날 김 총장은 “각국의 대사관을 방문하여

이날 조형희 대표이사는 “모든 분들의 노고와

하며 2025년 아시아 최고의 기술사업화 기관

프로그램은 매 학기 주한 대사관 10여 곳과 협

세계문화를 체험하는 국내 유일무이한 본 프

발자취가 지금의 연세대학교 기술지주회사를

으로 성장하겠다는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

력해 해당국가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고 배

로그램을 본교에서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있게 함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끊임없

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는 국내 유일의 프로그램이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본 과정의 진행을 위해

는 도전정신과 변화에 대한 대담한 용기가 오

3기 수료생들은 지난 한 학기동안 주한미군

애써주신 각국 대사님들과 연세대학교와의 우

내 Hartell House, 뉴질랜드 대사관저, 쿠웨

정과 협력이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이트 대사관저, 인도문화센터, 이집트 대사관

축사했다. 본 프로그램의 책임교수인 이두원

저, 오스트리아 대사관저, 말레이시아 대사관

미래교육원장은 “본 과정을 통해 원우분들이

저, 페루 대사관저, 독일 대사관저 등을 방문

생명공학과(학과장 정형일)와 생명공학과 동문

사 8김시출 동문(88학번)에게 닮고 싶은 동문

다른 곳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지식과 경험을

회(회장 김종민)가 ‘2016 생명공학과 바이오리

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하여 각국의 전통음식과 의전문화를 체험하는

습득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차기에

더스포럼’을 지난 5월 28일과 29일 1박 2일 동

생명공학과 관계자는 “여러 동문들의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

는 더 개선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안 라비돌리조트(화성소재)에서 개최했다.

후원과 학부생 및 학과 교수의 적극적인 참여

저 및 CJ 중국본사를 방문하는 해외 워크숍을

하겠다.”고 말했다.

본 행사는 학부와 대학원을 중심으로 격년으로

로 본 행사가 더욱 풍성하게 진행됐으며 우리

다녀왔다.

한편, 제4기 프리미엄 세계문화 체험 프로그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학부를 대상으로 동

생명공학과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하는 여러

수료식에는 기업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20

램은 2016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으며, 3기

문, 학과 교수를 비롯해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

동문들이 학과를 사랑하는 마음이 후배들에게

명의 수료생과 김용학 총장, 이두원 미래교육

와 중복되지 않는 나라들의 문화를 체험할 수

이날 행사에서는 최화음(생명공학과 14학번)

전해지는 시간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생명공

원장을 비롯하여 John Riley 뉴질랜드 차석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현재 미래교육

학생회장과 임수현(생명공학과 14학번)부학생

학과는 매년 동문회와 함께 바이오리더스포럼

대사, Sam Berry 뉴질랜드 영사, Upender S.

원에서는 제4기 입학생을 모집 중이다.

회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

을 개최하여 구성원 간의 긴밀한 교류로 학과

처장 손문기 동문(82학번)과 MJ플레스 대표이

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고 전했다.

Rawat 인도 차석 대사, Ahmed Saeid 이집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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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우드국제대학 학생홍보대사

언더우드국제대학 학생홍보대사(UIC Stu-

인 홍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앞

연세-SERI EU 센터,

2009년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연

자, 공직자, 정치인, 학자, 언론 등 다양한 집

(SAM) 활동 발표회 진행

dent Ambassadors, SAM)가 지난 5월 18

으로도 우리 대학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 모색

세-SERI EU 센터(소장 이연호 정치외교학과

단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업을 주도해 왔다.

일 새천년관에서 활동 발표회(Spotlight)를

록 SAM이 적극적으로 활약해 주기 바란다.”

교수)가 기존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고 제도

지난 7년간 주요 아웃리치 사업 중에는 한국

8개 국가 16명 학생홍보대사,

열었다.

고 말했다.

적 변화를 꾀할 예정이다. 삼성경제연구소와

과 유럽 지역의 고위급 전문가와 차세대 리

1년간의 학교홍보활동 발표

교수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8개 국가 16명의

SAM은 해외 다양한 국가에 우리 대학교와

의 파트너십을 통해 운영되어 온 EU 센터는

더들을 대상으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한

학생들로 구성된 홍보대사들은 우리 대학과

UIC를 알리기 위해 2011년 시작된 자발적 학

2009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유럽연합으

한-EU 포럼 등이 있다. 나아가 EU센터는 일

UIC를 해외 곳곳에 알리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생단체로 홍보대사들은 SNS, 블로그, 유투브

로부터 총 100만 유로를 지원받아 다양한 사

본, 대만, 싱가포르, 오세아니아 EU 센터들과

진행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성공사례를 공유

동영상, 위키피디아 등을 통해 각자의 언어로

업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EU 관련기

의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정기적인 학술

하며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각

우리 대학을 알리며 해외 학생들과 소통하고

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 그

연구교류를 진행해왔으며, 유럽기관과의 네트

자 담당하고 있는 UIC 영문 페이스북, 인스타

있다. 우리 대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

실적을 바탕으로 2013년 유럽연합의 추가 지

워킹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 기회와 가능성 역

그램, 중국과 러시아의 SNS인 Microblog와

게 실질적인 학교생활과 입학, 한국에 대한 정

원 기관으로 선정되어 2016년 5월까지 3년의

시 EU 센터를 통해 실현되어 왔다.

Vcontact을 통한 활동뿐 아니라, Humans of

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학생들의 눈높이

사업기간 동안 유럽연합 지원금 75만 유로를

유럽연합 본부의 EU 센터 지원 사업의 제도적

UIC(UIC 사람들의 이야기), UIC Tube(UIC 학

에 맞춰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추가 확보했으며 2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변화로 인해 EU 센터는 기존의 EU에 관한 공

생홍보동영상) 등 작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홍

UIC가 해외 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를 소개하

해왔다.

보기능을 축소하고 연구와 강의지원을 중점으

보활동 성과를 소개했다.

거나 국내외 기관에서 UIC를 방문할 때도 UIC

EU 센터는 EU를 알리는 아웃리치 사업, 네트

로 하는 쟝모네 센터(Jean-Monnet Centre

행사에 참석한 김마이클 언더우드국제대학 부

학생을 대표해 학교를 소개하고 캠퍼스 투어

워킹 강화, 장학 및 한-EU 교류지원 등의 활

of Excellence)로 전환될 예정이다.

학장은 “지난 6년 동안 SAM의 다양한 활동

를 진행한다.

동을 통해 국내외 EU에 관한 인식제고에 기

덕분에 연세대학교와 UIC를 모르는 해외 많은

여해왔다. 예컨대, 센터는 국제학술회의, 세미

학생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온라

나, 포럼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정책입안

학술정보원 국학자료실,

학술정보원(원장 이정우) 국학자료실에서는

라갔는가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세브란스 메디컬 아카데미

미래교육원과 연세의료원이 함께하는 세브란

다.”고 축사했다.

제29회 고문헌작은전시회 개최

‘조선시대, 주자대전의 이해와 심화’라는 주

수 있다.

3기 수료식 열려

스 메디컬 아카데미 제3기 수료식이 지난 6월

정 의료원장은 “연령과 생활패턴을 고려한 맞

제로 제29회 고문헌작은전시회를 진행하고

본 전시회에서는 『주자대전(朱子大全)』에 대

13일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춤형 건강강좌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바쁜

‘조선시대, 주자대전의 이해와 심화’를

있다.

한 이해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생산된 주석서

총 13주에 걸쳐 진행된 본 과정을 통해 수료생

일정으로 건강에 소홀하기 쉬운 현대인들이

주제로

조선시대 성리학의 발달과정에 있어서 여타

들을 엄선하여 전시하고 있다. 『주자대전』 원

들은 연세의료원의 우수한 의료진이 진행한

질병 예방과 건강한 삶으로 가는 지름길을 제

의 동아시아 국가와 변별되는 부분 중 하나는

본을 위시하여 『주자대전』 본문 중 난해한 단

맞춤형 건강강좌와 우리 대학교 저명교수의

공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주희(朱熹)의 저작과 관련 문헌에 대한 이해

어와 구절을 해석하고 원전과 출전을 밝힌 송

인문·교양 강좌를 통해 건강한 100세 시대를

연령과 생활패턴을 고려한 일대일 맞춤 건강

가 심화 및 고조되는 가운데 선집(選集) 편찬

시열의 『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箚疑)』, 『주

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좌 및 인문·교양 강좌를 구성하여 대한민국

과 본문 주석의 작업이 활발하고 지속적으로

자대전차의』와 『주자대전차의문목(朱子大全

수료식에는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오피니언 리

최고의 의료교육과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

전개된 점일 것이다. 특히 주희의 문집은 조선

箚疑問目, 金昌協 編)』을 보완한 김매순(金

더로 구성된 16명의 수료생을 비롯하여 김용학

다.”고 말했다.

초기부터 전래되어 간헐적으로 간행되었는데,

邁淳)의 『주자대전차의문목표보(朱子大全

총장, 정남식 연세의료원 원장, 본 과정의 책

한편, 3기를 맞은 세브란스 메디컬 아카데

중종 연간에 『주자대전(朱子大全)』으로 집

箚疑問目標補)』, 『주자대전(朱子大全)』의

임교수인 미래교육원 이두원 원장, 연세의료

미는 우리 대학교의 명품교양 강좌로, 지난

성된 판본이 간행되면서 주자학 문헌에 대한

주석들을 증보하여 집대성한 주석서인 이항로

원 대외협력처장 이진우 교수 등이 참석하여

2015년 1기를 시작으로 우리 대학의 대표적인

텍스트 연구는 더욱 심화됐다. 17세기 『주자

(李恒老)의 『주자대전차의집보(朱子大全箚

수료를 축하했다.

메디컬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으며, 현

대전차의』에서부터 19세기말 『주자대전차의

疑輯補)』가 전시되고 있다.

이날 김 총장은 “우리나라 의료계를 선도하는

재 2016학년도 하반기에 참여할 4기 수강생

집보』에 이르기까지 200여 년에 걸쳐 정밀하

본 전시는 중앙도서관 5층 국학자료실 내 전

연세의료원의 우수한 의료진이 제공하는 최상

을 모집 중에 있다.

게 진행된 『주자대전』의 주석 작업은 조선의

시 공간에서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의 강의를 통해 원우분들이 건강한 100세 시

주자학 연구가 학문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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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BS과학원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Y-IBS과학원(천진우 원장)은 지난 6월 20~21일

tut Curie), Arnd Pralle(University at Buffa-

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윤 원장은

제약으로 이어지는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와 강

양일간 장기원 국제회의실에서 “생명 및 생체시

lo, SUNY), Zoher Gueroui(Ecole Normale

“지금은 기술적 격차 때문에 달라 보이지만, 근

한 기업문화를 꼽으며 “재택근무, 자율출퇴근

스템을 조절하기 위한 물리적 자극 장치(Physi-

Superieure), 천진우(Y-IBS과학원), 전영욱

본적인 경제 구조에서 내수 시장이 작고, 수출

등 직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cal Tools to Control Biological Systems)”라는

(UCSF), 윤태영(Y-IBS과학원) 교수가 주제발

이 자연스러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

기업 문화의 지향점이 바뀌기를 기대한다.”고

주제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표를 진행했다.

나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

제언했다.

광유전학과 자성유전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들

본교 외에도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교수 및 대

우리나라의 기업에 필요한 개선점으로 창의성

이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빛과 자성을

학원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국제 심포

이용한 물리적 기술 접목, 생명시스템 메커니

지엄은 각 주제발표 이후 세계적인 석학과의

즘 규명 및 나노의학 기술 활용에 대해 집중적

만남에 활발한 Q&A세션이 진행되었으며, 참

국학연구원, 연변대학교와

국학연구원과 연변대학교 조선반도연구협력창

적인 문화”라고 설명했다. 오늘날 세계는 여성

으로 논의했다.

석한 교수 및 학생들은 나노과학 및 뇌 과학기

공동 국제학술회의 개최

신중심이 지난 5월 6일 중국 연변대학교에서

적인 동아시아 문화를 기반으로 동서양의 조화

특히 광유전학 기술 분야에서는 Melissa War-

술에 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공동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총 3부로 구성

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것. 국학연구원 부원

den(코넬대), Michael Lin(스탠포드), Bianx-

한편, Y-IBS과학원 나노의학연구단은 나노과

된 본 학술회의에는 양교 외에도 중국사회과학

장 최연식 교수는 ‘정치시민, 세계시민, 그리고

iao Cui(스탠포드), Polina Anikeeva(MIT), 허

학을 기반으로 생명현상을 탐구하며 궁극적으

원과 요녕대학교 연구자들이 참가해 열띤 토론

군자시민’이라는 발표를 통해 동양의 정치사상

원도(카이스트) 교수가 연사로 참여했으며, 유

로 미래의학의 새로운 개념과 플랫폼 구축을

을 벌였다.

적 전통을 수용한 ‘군자(君子)’ 시민의 가능성

전학 기술 분야에서는 Maxime Dahan(Insti-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기조 발제로 백영서 교수가 ‘경계를 넘나

을 타진했다. 한편, 연변대 인문사회과학학원의

드는 한민족과 동아시아의 평화’라는 주제로

허명철 교수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역사를 검토

현재 한국사회 내부, 북한과 남한, 세계 각지의

하고 그 현실적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했다.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동서문제연구원 리더십센터(소장 이정훈)는 지

은 기술의 발전이 부가가치 창출에 얼마나 중요

한인공동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마지막 3부에서는 비교적 실증적인 연구들이

원장 특강 열려

난 6월 2일 오후 1시 백양관 대강당에서 윤종록

한 요소인지를 설명했다. 그는 특히 소프트파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

발표되었다. 국학연구원의 최기숙 교수는 ‘<쌍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을 초청해 강

를 통해 지능화된 생산양식을 가진 구글, 네이

지에 대해 조명했다.

옥루>를 통해 본 번안의 근대와 동아시아 공감

연을 진행했다.

버, 인텔 등의 창의적 기업이 선도하는 시대를

오전 1부에서는 연변대학 김경훈 교수가 ‘디아

대의 형성’이라는 발표를 통해 감성과 정서의

윤종록 원장은 한국항공대학교를 졸업하고 우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정의하며 이 시기가

스포라로서의 중국 조선족 시문학의 흐름’이라

근대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 가능성을 보여주었

리 대학교에서 전자공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

곧 우리 삶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것임을 강조

는 주제로 일제 치하에서 현대까지 대표적인

다. 조선반도연구협력창신중심의 부주임인 리

다. 이후 KT에 입사하여 전무이사를 거쳐 부사

했다. 또 한국과 비슷하게 천연 자원이 부족해

조선족 시인들의 작품 활동과 시대적 특징들을

매화 교수는 한국으로 들어온 조선족들의 삶과

장을 역임하면서 신사업기획, 성장전략, R&D

인적 자원과 기술력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이스

조망했다. 이어서 우리 대학 김동노 교수(사회

조선족 커뮤니티의 변화를 추적한 연구를 발표

등 주요 부서를 이끌었다. 2009년에는 미국 벨

라엘이 담수화 기술을 통해 강수량이 적은 불리

학과)는 ‘동아시아 공동체와 역사의 화해’라는

했다. 이밖에도 이기훈 교수는 ‘1920년 한국 민

연구소의 특임연구원으로, 2012년에는 우리 대

한 지리적 조건을 극복한 것을 소개했다.

주제로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기

족주의의 중국/중국청년 인식’이라는 주제로

학교 글로벌융합공학부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그는 이처럼 상상력을 바탕으로 혁신을 이끌어

억의 차이와 갈등을 ‘정의’라는 차원에서 접근

일제 시기 한국에서 <동아일보> 등 언론들이

현재 준정부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원장

내는 ‘이매지노베이션’(Imagination + Innova-

했다.

중국에 대한 지식을 생산하는 과정을 분석했다.

으로 재직하면서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회장,

tion)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담대함, 도전 등

오후 2부에는 동아시아 사상과 공동체의 문제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표준총회의장, 인

을 뜻하는 이스라엘 특유의 도전정신인 ‘후츠파

에 관한 발표가 이어졌다. 연변대학의 우상렬

한중일 곳곳에서 한인 연구자들이 진지한 고민

터넷텔레포니(VoIP)포럼 의장을 맡아 한국 정

(chutzpah)’를 제시했다. 나아가 형식 타파, 질

교수는 “동아시아의 유교, 불교, 도교적 전통이

과 성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성과

보산업 분야의 최고전문가로 활발히 활동을 이

문할 수 있는 자유, 위험 감수, 목표 지향성, 실

여성적 문화이며, 서구의 기독교 전통을 남성

로 평가된다.

어가고 있다. 저서로는 『이매지노베이션』, 『후

패로부터 얻는 교훈 등을 골자로 하는 후츠파

츠파로 일어서라』, 『호모디지쿠스로 진화하라』

정신을 통해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끊임없이 상

등이 있다.

상하고 혁신함으로써 한국을 21세기 세계를 선

학술정보원, 전국대학도서관대회서

학술정보원(이정우 원장)이 지난 6월 23일 개

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종합목록, 상호대차, 원

윤종록 원장은 이날 ‘제4차 산업혁명과 소프트

도하는 국가로 발전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수상

최된 전국대학도서관 대회에서 대학도서관 진

문유통 등 학술정보의 공유·유통 분야에서 우

파워’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바닷물 1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이스라엘과 한국이

흥과 학술정보 공유·유통 발전에 기여한 공을

수한 성과를 거둔 대학 도서관을 선정하여 표

을 식음수로 바꾸는 데 필요한 비용은 얼마일까

천연 자원 부재라는 것 외에는 다른 조건들이

인정받아 최우수상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창했으며, 학술정보원은 종합1위로 선정되어

요?”라는 질문으로 강연을 시작한 윤종록 원장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하고 따르기는 어렵

을 수상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주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제4차 산업혁명과 소프트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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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선택박람회 개최
토크쇼, 투어 등 다양

의과대학은 5월 10일 은명대강당 및 세미나실

전자 사내벤처 WELT 대표, 문여정 인터베스트

에서 의대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진로선택박

(주) 이사, 최형식 (주)헤셀 대표 및 삼성융합

람회를 개최했다. 박람회는 기초, 임상 전공에

의과학원 교수가 연사로 나와 자신들의 다양한

대한 세부 정보와 다양한 경력 개발 정보를 제

경험을 소개했다.

공하고, 진로 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를

또한 기초학교실 12곳, 임상학교실 22곳 등 34

연결하기 위해 기획됐다.

곳의 학과와 교실이 참여해 학생과 학부모를

전우택 의학교육학과장은 ‘진로선택 어떻게 할

대상으로 진로에 대해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

것인가’라는 강연을 통해 “인류에게 도움이 되

다. ‘나의 특별한 전공 선택 강의’에는 제약사

는 일, 보장되지 않는 일 그리고 융합적 창조에

연구소장, 보건복지부 공무원, 미국에서 활동

도전하며 선택을 했으면 끝까지 도전”하라고

중인 의사, 선교사, 의사 겸 변호사로 활동 중

조언했다.

인 동창들이 참석해 본인의 활동을 소개하고

이어 박재영 청년의사 편집주간의 사회로 열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이 이어졌다.

린 토크쇼 ‘미래의료와 창업’에는 강성지 삼성

시뮬레이션 교육 국제 인증 받아
임상실기·재난의료 교육센터 국내 최초

인공지능시대 의료 환경 조명
에비슨바이오메디컬 심포지엄 개최
공학, IT 관련 전문가 등 500여 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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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임상실기교육센터와 세브란스병원

상실기교육센터는 환자 안전과 질 향상을 위해

재난의료교육센터가 국내 교육기관 중 처음으

의과대 학생부터 병원의 의료진까지 통합된 교

로 국제의료시뮬레이션학회에서 시행하는 의

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료시뮬레이션 교육기관 인증평가를 통과했다.

또한 재난의료교육센터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

인증 평가는 지난 3월 14일부터 5일간 심사위

한 전문센터로서의 역할을 중요한 장점으로 손

의·과학 분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인공지능

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의료 진단영역

원들의 서류 검토 및 실사를 통해 이뤄졌다. 이

꼽았다.

이 변화시킬 미래의 의료 환경을 한 자리에서

과 미래의 로봇수술 두 영역에서 국내외 전문

번 평가는 핵심, 평가, 연구, 교육, 시스템 통합

국제의료시뮬레이션학회는 2004년 미국에서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의 다섯 분야로 이뤄졌으며, 두 센터 모두 전

설립된 권위 있는 학술단체로, 보건의료 분야

의과대학은 지난 5월 27일부터 이틀간 백양

미래의 로봇수술 분야 연사로는 로봇수술기 다

부분의 인증을 받았다.

의 시뮬레이션 교육기관을 인증하는 국제 인증

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의학 인공지능(Artificial

빈치의 생산업체인 미국 인튜이티브 서지컬 사

학회 측은 전문적인 인력, 수준 높은 리더십,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내 67개 교육 기관

Intelligence in Medicine)을 주제로 ‘2016 에

의 캐서린 모아 부사장, 구글과 새로운 로봇수

그리고 환자안전 개선을 위한 시뮬레이션 교육

을 비롯해 세계 8개국의 교육 기관들이 인증을

비슨바이오메디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행사

술기를 개발 중인 미국 파블로 가르시아 킬로

활용을 두 센터의 장점으로 평가했다. 특히, 임

획득했다.

에는 의학자는 물론 공학, IT 관련 전문가와 학

이 박사, 프랑스 소화기암연구소(IRCAD)의 자

생 등 500여 명이 몰려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

크 마레스코 교수, 의대 나군호 교수(비뇨기과

을 실감케 했다.

학) 등이 나섰다.

의료원이 최근 쿠웨이트 환자 유치 및 의료시스

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강연자로 국내외 전문가 19명가 나섰다. 세계

또한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의

템 수출 등 시장개척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이러한 교류를 바탕으로 지난 5월 10일에는 쿠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으로 평가받고 있는 IBM

료 진단영역에서는 미국 시더스 시나이병원 피

기울이고 있다.

웨이트 부총리(재무부장관), 보건부차관 등 15

사 왓슨(Watson)의 글로벌 생명과학분야 책

오트르 슬롬카 박사, 미국 시카고대 켄지 스즈

지난해 4월에는 쿠웨이트 보건부장관이 방문해

명의 정부 대표단이 의료원을 방문해 세브란스

임자 줄리 바우저 상무가 의료분야에서의 인공

키 교수, 한국 카이스트(KAIST) 김준모 교수

정남식 의료원장을 만나 의료원의 주요시설 및

병원과 암병원의 최신 시설과 운영 시스템 등을

지능의 역할과 발전에 대해 기조 강연했다.

등이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에 기반을 둔 환자

현황에 대해 소개받고, 세브란스병원 및 암병원

둘러봤다. 쿠웨이트 정부대표단은 방한 일정 중

줄리 바우저 상무는 “인공지능은 의료진에게

진단과 진료 등 미래의 진료환경을 발표했다.

등을 둘러봤다. 또한 지난해 5월에는 쿠웨이트

의료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의료원을 방문했다.

최적 정보를 제공해 개인별 맞춤 치료를 가능

이병석 의대학장은 “의료분야는 물론 공학, IT

석유공사(KOC) 산하 아흐마디병원과 환자송출

한편, 의료원은 중동국가와의 보건의료협력 활

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인간 삶의 질을

분야의 전문가와 관련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

및 진료협력, 의료진 교육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성화를 위해 정부 간 협력사업인 UAE 환자 송

향상시키고 사회비용을 낮추기 위해 왓슨을 지

미래의 의료 환경을 조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MOU를 체결했다. 올 4월에는 쿠웨이트 알가님

출 프로그램, 사우디아라비아 의료인 연수사업

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후 빅 데

자리였다.”고 말했다.

그룹 경영진이 의료원을 방문해 환자송출 협력

등에 참여하고 있다.

쿠웨이트와 보건의료 협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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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수술로 간이식 위한 간 절제술

세브란스병원 장기이식센터 최기홍·김명수(외

간 이식수술 3주 만에 건강하게 퇴원했다.

국내 최초 성공

과학) 교수팀이 로봇수술기를 이용한 간 이식

세브란스 기술설명회 개최

의료원 산학협력단은 지난 5월 30일 ABMRC

별해 포스터를 전시했다. 또한 전시된 기술 중

최기홍 교수는 “기존의 간 공여자의 경우 평균

유일한홀에서 제6회 세브란스 기술설명회를

사전 미팅을 접수 받은 30건에 대해 의료원 산

공여자의 간 절제술에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

2주 정도의 수술회복기간과 감염 등의 합병증

개최했다. 특히 이번에는 1부에 보건산업 관련

학협력단 기술사업화실의 중개로 기업체들과

입원 기간은 절반, 흉터 거의 없어 빠른

만성 B형 간염에 의한 중증 간경변증으로 간

위험, 몸의 큰 흉터가 남는 부담감이 있었다.

산학연계 기술사업화에 대한 방향을 공유하는

발명자간 별도 파트너링 미팅도 진행됐다.

복귀

이식만이 대안이었던 김영우(57세) 씨는 지난

그러나 로봇수술을 받은 이번 공여자는 입원기

심포지엄도 진행했다.

송시영 의과학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은

4월 28일 아들인 김수혁(18세) 씨의 간을 이

간이 절반 정도였으며 감염 등의 합병증 없이

보건산업진흥원 창의기술경영단의 엄보영 단

“작년에 체결된 기술이전 계약 건수가 재작년

식받았다. 이식 당일 최기홍 교수는 로봇수술

빠른 회복을 통해 퇴원 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

장과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정회종 팀장이 정

에 비해 2배가 넘고, 현재 협상중인 건만도 지

을 통해 장기공여자인 김수혁 씨의 간 70%를

능했다.”고 밝혔다.

부 각 부처 기술사업화 정책 방향 및 지원방안

난 4~5년 계약 건수를 상회하고 있다. 해마다

절제했다. 몸에는 로봇 팔이 들어갈 작은 구멍

김명수 교수도 “대다수 장기이식자는 물론 장

을 소개한데 이어 KB 인베스트먼트의 신정섭

특허 출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의료원

과 절제된 간을 밖으로 꺼내기 위해 배꼽아래

기기증자들도 수술 후 합병증 위험과 긴 회복

이사가 바이오 기술에 대한 투자 지원 방향에

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저변이 크게 확대되고

10cm 정도만 절개했다.

기간 및 큰 수술흉터로 심리적 부담감을 갖는

대해 강의했다. 2부에서는 의료원 주요 우수기

있다.”면서 “세브란스 기술설명회가 최근 의

김수혁 씨의 건강한 간은 김명수 교수에 의해

데 로봇을 이용한 장기기증자 수술이 활성화되

술 중 최근에 개발된 ‘의약·진단’ 분야 10개의

약 및 진단, 의료기기 사업화의 동향을 접하고

아버지 김영우 씨에게 성공적으로 이식됐다. 김

면 이러한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여 장기기증

기술과 ‘의료기기’분야 10개의 기술을 발명자

연구협력과 상생을 위한 교류의 장이 되고 있

수혁 씨는 빠른 회복을 보여 수술 9일째인 지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표

가 직접 소개했다.

다.”고 말했다.

5월 7일 퇴원했으며, 19일 아버지 김영우 씨도

했다.

세미나 장소 입구에는 의료원 우수기술 특허들
중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특허 기술 37개를 선

새로운 꿈을 꾸며 병마도 이겨내고

암병원 병원학교가 올해 3월부터 지난 5월까

커피를 만들어 가족들에게 전하며 그동안의 교

싶어

지 12주간 진로 직업 코칭 프로그램 ‘아이엠 바

육 경험을 함께 나눴다.

리스타’ 과정을 진행했다.

3년 전 중학교 입학식을 앞두고 백혈병 판정을

교육과정은 소아암이나 백혈병 등의 치료를 받

받은 유예선 학생은 “교육을 받으면서 하고 싶은

았거나 치료 중인 청소년기 학생 11명(중학교

병원학교 바리스타 과정 11명 수료

“다시 코트에 설 수 있어 행복합니다”
하경민 배구선수 치료 감사 인사 전해

의대 임상순 기념홀 마련

의과대학 내과학교실이 5월 16일 제중관 4층 내

인술을 펼치는 의사로 성장해 달라.”고 말했다.

과 의국에 임상순 기념홀을 만들고 故 임상순

임상순 전공의는 1999년 교통사고로 뇌사 진

전공의의 모친 진창덕 여사와 함께 개관식을

단을 받고 깨어나지 못했다. 그의 모친 진창덕

일이 더 많아졌고, 내가 가진 재능으로 다른 사람

가졌다.

여사는 장기기증을 결정해 세 명의 생명을 살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진행

에게 행복을 주고 싶다.”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

진창덕 여사는 의대 한광협, 손주혁, 유태현,

렸다. 내과학교실은 그의 희생정신을 이어 나

됐으며, 사회복지단체인 한국메이크어위시재

하루빨리 병을 이겨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박무석, 최준용 교수(내과학)와 함께 임상순

가기 위해 2014년 ‘임상순상’을 제정해 매년 3

단과 대한커피협회 등이 참여했다.

유철주 병원학교장은 “학령기에 있지만 오랜

기념홀을 둘러보고, 그동안 ‘임상순상’을 시상

월 1년차를 마치는 내과 전공의 중 대상자를 선

프로그램은 커피의 역사, 특강, 커피 추출 이론

치료를 견디어 왔던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을

한 3명의 전공의들을 만나 “열심히 공부해서

정해 시상해오고 있다.

및 실습으로 이뤄졌으며, 지난 6월 4일에는 제

발견하고 장래에 직업으로도 연결될 수 있도록

중관 지하 2층 카페베네에서 일일카페가 열리

동기를 유발하고 자존감 회복을 위해 이번 프

기도 했다. 학생들은 안운형 지도교수와 함께

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소속의 프로 배구선수 하경민 선수

로 전원 돼 심장혈관외과 송석원 교수에게 응

가 강남세브란스병원에 1,000만 원을 기부했

급 수술을 받았다. 수술 예후가 좋아 하 선수

다. 하경민 선수는 “다시 코트에서 뛸 수 있게

는 대한항공으로 입단하게 되는 등 성공적으

치료해 준 강남세브란스병원에 감사하다.”며

로 선수 생활에 복귀했다.

고인의 희생정신 기려

기부금이 말판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치료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하 선수는 작년 3월 말판증후군에 의한 급성
대동맥박리증으로 흉통을 호소하며 평촌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다가 강남세브란스병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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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대병원 인체구강유래자원은행 개소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1등급

치과대학병원이 지난 5월 12일 치과대학병원 6

은 개인별 맞춤 진료를 위해서 활용 가능하다.

층 세미나실에서 인체구강유래자원은행 개소식

한편, 같은 날 치대 5층 서병인홀에서는 인체구

을 갖고 운영을 시작했다.

강유래자원은행 개소를 기념한 심포지엄이 열

인체구강유래자원은행은 정보관리실, 인체유래

세브란스, JCI 4차 인증 성공

세브란스병원이 JCI 4차 인증 유지에 성공했다.

세브란스병원 뇌졸중 프로그램(Clinical Care

지난 5월 18일부터 23일까지 4차 인증 유지 평

Program Certification)도 지난 5월 25일부터

가를 받은 세브란스병원은 환자 추적 조사(병

이틀간 평가를 받아 충족률 98%의 기준 충족

렸다. 질병관리본부 김정은 박사, 고려대 의대

실 방문 및 인터뷰), 시설 및 문서관리, 현장점

률로 3차 인증 유지에 성공했다. JCI는 뇌졸중

물 처리실, 인체유래물 저장실 등을 갖추고 있

김한겸 교수, 조선대 치대 국중기 교수 등이 참

검, 병원 리더십 인터뷰 등 병원 전 방위에 걸

팀이 뇌졸중 앱을 개발해 한국 전체 뇌졸중 치

다. 이를 통해 환자를 치료하면서 구강 및 악안

석해 지견을 발표했다.

쳐서, 개정된 JCI 5판 기준으로 약 1,200여 개

료에 기여한 부분과 입원환자에서의 신속하고

면 영역에서 채취하는 조직이나 검체를 윤리적

차인호 치대병원장은 “인체구강유래자원은행

항목을 평가 받아 98%의 기준 충족률을 보였

빠른 뇌졸중 진료체계와 직원과 공유하는 부분

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연구자의 요구에 맞

운영을 통해 구강암 등의 예방과 조기 진단, 개

다. 특히, 국제환자안전목표 준수 부분에서는

은 다른 나라의 병원에 홍보할 우수한 부분이

춰 자원 및 자원 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치

인별 맞춤치료를 통해 치의학 연구발전을 이룰

100% 기준을 충족했다.

라고 평가했다.

아조직, 치수조직 등 악안면의 인체유래물 보관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JCI 평가자들은 세브란스병원의 환자안전 및

윤도흠 세브란스병원장은 “앞으로도 JCI 평가

질 관리에 대해 탁월한 수준으로 평가하며, 세

를 통해 변화와 자극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계수준의 국제안전목표 준수, 리더십의 질 향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
라고 말했다.

뇌졸중 프로그램도 3차 인증 유지

세브란스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초

등을 평가했다.

상과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굳건한 의지 및 지

로 진행한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진료과정은 심부정맥 혈전증 예방요법 실시 환

원, 안전한 시설과 청결한 환경관리, 직원들의

심평원, 전체 평가대상 중 4.2%만

받았다.

자비율, 표준화사망률 평가 유무를 평가했고,

전문성 및 자신감 부분이 세브란스병원의 강점

최고 등급

심사평가원은 중환자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진료결과를 평가하는 지표는 사망률이나 감염

이라고 평가했다.

병원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14년 10월부터

률 등이 있지만, 첫 평가인 점과 측정 가능성

12월까지 총 266개 기관(상급종합병원 43개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48시간 이내 중환자실

기관), 3만 7,577건에 대해 적정성평가를 실시

에 재 입실한 환자수를 평가했다.

해 공개했다.

강남세브란스, JCI 3차 인증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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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우수업적교수 현판 게시

의과대학은 6월 3일 지난해 우수업적교수상,

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평가 결과, 1등급은 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해 11

올해의 교수상 및 알렌의학상을 수상한 교수

위해 교육 관련 우수업적교수의 현판을 게시

평가지표는 구조, 진료과정, 진료결과 부분으

개 기관으로 전체 평가 대상의 4.2%에 불과했

가 직접 자신의 사진 현판을 의대 1층 복도에

하고 있다.

로 나눠 평가했다. 구조부분에서는 전담의사나

다. 서울권에서는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

부착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대는 학생교육에

간호사가 보는 환자수가 적정한지, 필요한 전

원,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등이, 경기권에서는

헌신한 교수를 선정해 모든 교수와 학생들로

문장비나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표준화된 진

분당서울대병원이, 경상권에서는 부산대병원

료지침이나 프로토콜을 가지고 진료를 하는지

등이 포함됐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엄격한 국제 표준 의료서

가했다. 특히, 병원 감염관리의 기본인 병원 청

비스 심사를 거친 의료기관에 발급되는 JCI 3

결 및 청소상태가 훌륭했고, 무엇보다 직원들

차 인증에 성공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지난

의 긍정적인 마인드와 자신감, 서로 협력하는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모든 교직원과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질 향상과 환자안전 수

또한 질 향상에 대한 개선의지가 강하고 환자

준을 평가받았다. JCI 5판의 1,270여 개의 평가

안전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활동들이 지표를

항목에서 28가지 항목에서만 관찰사항이 발견

통해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JCI 본부에 조

되는 등 우수한 성적으로 98%이상 완전 충족

사위원 만장일치로 ‘인증’을 권고할 것이라고

률을 달성했다.

전했다.

로버트 크리스마스 JCI 조사위원장은 지난 5

김형중 병원장은 “JCI 인증을 통해 우리가 보

월 27일 대강당에서 열린 총평회에서 “ 강남세

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

브란스병원이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분야에서

춘 강남세브란스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것에 감명 받았다.”고 평

다.”고 말했다.

앞쪽부터 신전수, 김경식, 김정호 교수(우수업적교수상), 정현수, 이종은 교수(올해의 교수상), 안덕선 교수(알
렌의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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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연세콘서트시리즈

제81회 연세콘서트시리즈 ‘바이올리니스

을 창단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우예주와

트 우예주와 뉴욕친구들’ 연주회가 5월 31

이번 공연은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의 아름

뉴욕친구들’

일 원주캠퍼스 대학교회 대예배실에서 진행

다운 선율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

됐다. 바이올리니스트 우예주는 미국 줄리어

다. 연세콘서트시리즈는 이번 공연으로 2016

드 음대 석서과정 졸업 후 2002년에 한국예

학년도 1학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2016학년

술평론가협의회 ‘국제신인상’을 수상하였고,

도 2학기 9월부터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2013년에는 뉴욕에서 쉐터드글라스 앙상블

2016-1학기 신입생

‘2016-1학기 신입생 학부모대학발전위원 간

의 ‘1학기 학교 발전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학부모대학발전위원 간담회

담회’(이하 간담회)가 6월 17일 원주캠퍼스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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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P사업단 개소식 개최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장기현

다 .IPP 장기현장실습을 통해 3, 4학년생들은

자녀 생활 및 진로, 학업 등 발전 의견을 공

장실습)사업단(단장 황재훈)은 5월 31일 원주

학기 기간 중 전공 관련 직무를 1회 4~6개월

현운재 교직원 식당 및 라돈프리 하우스에서

유하는 시간이었다. 이후 자체회의에서 2학

캠퍼스 대학본부 청파회의실에서 진행된 개소

최대 10개월(2회) 간 기업에서 경험하게 된다.

진행됐다.

기 위원회 일정을 공유하며 캠퍼스 발전에

식을 통해 첫 발걸음을 시작했다.

원주캠퍼스에서는 2016년에 총 9개 학과(경제

간담회는 오찬 이후 배기호 대외정책부처장

이바지할 방법을 논의하기도 했다.

IPP사업단은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학과, 경영학부,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생명과

대학생의 현장실무능력 강화와 대학-기업간

학기술학부, 패키징학과, 컴퓨터정보통신공학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IPP형 4년제 대

부, 환경공학부, 의공학부)가 참여하고, 2017년

학 일학습병행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

에는 모든 학과가 참여할 예정이다.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협약식’(이하 협약식)

주부총장을 비롯해 관계 부처장들, 은행 측에

이 6월 16일 원주캠퍼스 부총장실회의실에서

서는 남기명 국내그룹장을 비롯해 주요 임원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대학 측에서 정건섭 원

진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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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융합기술원 첨단분석센터,

글로벌융합기술원(원장 신무환) 소속 첨단분

기술 등 3가지 부문에서 첨단 장비 교육을 국

산업공단 전문인력 양성

석센터가 산업공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비 무료 훈련 과정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힘쓸 예정이다. 센터는 한국나노기술원이 주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첫 수업에 참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관하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후

가한 산업체 재직자들은 X-선 광전자 분광기

사업으로 선정

원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운

(XPS)의 원리 및 응용강의 이론 교육을 비롯해

영기관으로 선정돼 산업체 인재들을 대상으로

XPS 기초 이론 및 장비의 구조 설명, 장비를 사

무료 장비교육에 나서게 됐다.

용한 실제 샘플 분석 등 실습교육까지 마쳤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은 우수한 물

여종석 글로벌융합기술원 첨단분석센터장은

적․인적 인프라를 갖춘 공동훈련센터를 선정

“이번 사업으로 센터가 갖춘 인프라를 지역사

해 협약을 맺고 산업기술 인력의 역량 배양과

회를 위해 활용할 기회를 갖게 돼 기쁘게 생각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한다.”며 “이번 교육이 산업체 전문 인력의 개

첨단분석센터는 나노-바이오-에너지-IT 융합

인적 역량 개발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중소기

분야의 최첨단 장비를 보유해 국제적 수준의

업의 기술 향상으로 이어져 강소기업의 글로

융합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한국나

벌 경쟁에 도움이 되고 산학협력이 활성화되

노기술원과 협약을 맺고 지난 5월 첫 교육을

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작으로 12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교육을

교육 참가를 원하는 산업체 재직자(고용보험

진행한다. 센터는 ‘나노바이오융합현장 인력

가입자)는 센터 문의 후 교육참가신청서와 개

교육’이라는 주제로 극표면 성분분석기술, 나

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해 이메일(chm22@

노바이오 결정분석기술, 나노바이오 원소분석

yonsei.ac.kr)로 접수하면 된다.

국제캠퍼스 사회기여과목으로서 자율적인 교

까지 확대해 활동하게 된다.

내 순찰 활동을 해오던 ‘미추홀에스코트’가 지

‘미추홀에스코트’ 캠퍼스 순찰대는 총 50여 명

지난달 25일부터 3일간 진행된 첫 교육에 참가한
산업체 재직자들이 국제캠퍼스 자유관B 104호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제3회 RC 학술제 개최
‘보편적 시민윤리와 나’를 주제로

제3회 RC 학술제 ‘2016 독서와 프레젠테이션

로, 이들은 각기 주어진 도서 중 한두 권을 택

대회’가 지난 6월 1일 국제캠퍼스 자유관A 102

하여 15분이라는 제한된 조건에서 주제에 맞게

호에서 개최됐다. ‘보편적 시민윤리와 나’를 주

자신들의 논지를 발표했다.

제로 RC 추천도서 중 다섯 권이 주어진 가운데

모든 발표가 끝난 뒤 심사위원들의 심사평가

연수경찰서와의 경학 협력으로

역사회가 동참하는 순찰대로 확대될 예정이다.

의 학생으로 구성된다. 5명씩 2개조로 나뉘어

40팀 중 5팀이 결선에 진출했다. 해당 도서는

가 이루어졌다. 이 날 평가는 ▲구성 및 완성

자율 순찰 활동 확대

우리 대학은 지난 5월 31일 국제캠퍼스에서 연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학내, 주요 통학로

『강의: 나의 동양고전 독법(신영복 저』, 『소크

도 ▲논지 전달 능력과 태도 ▲협업능력 ▲답

수경찰서와 함께 ‘미추홀에스코트’ 캠퍼스 순

및 학교 주변에서 송도2지구대 경찰관과 함께

라테스의 변명(플라톤 저)』, 『바른 마음(조너

변의 설득력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심사위원

찰대 출범식을 진행했다. 기존 HE1:미추홀에스

대여성범죄 예방 및 귀가 학생 보호활동, 순찰

선 하이트 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

단 평가 90%와 학생 청중 평가단의 투표 10%

코트(담당교수 윤정식) 과목의 수업시간에 진

활동을 하게 된다.

회(라인홀드 니버 저)』, 『헌법의 풍경(김두식

를 합산한 점수를 기반으로 수상자가 선정되었

행된 출범식에는 연수경찰서 박순석 송도 제2

전혜영 학부대학장은 “이번 경학 협력을 통해

저)』 등이다.

으며, 최우수상은 ‘HEADLINE’에게 돌아갔다.

지구대 대장을 비롯해 순찰대 활동을 같이 하

학생들만으로 이루어진 자율순찰대에서 경찰

이들을 심사하기 위해 세 명의 심사위원단

‘The Liberalists’가 우수상, ‘잘하조’, ‘JELICO’,

게 될 경찰관들이 참석해 60여 명의 학생들과

관들이 동참하는 지역순찰대로 거듭남으로써

(김성수·이원경·김학철 교수)과 60여 명의

‘UPDOWN’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이 사회적 책임감을 배우는 동시에 지역

청중평가단이 함께 자리했다. 결선에 진출한

한편, 독서와 프레젠테이션 대회는 학생들의

연수경찰서와의 경-학(警-學) 협력으로 출범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팀은 ‘The Liberalists(정치외교학과 문석준,

관심사를 스스로 학습하고 관련 지식을 습득하

한 ‘미추홀에스코트’ 캠퍼스순찰대는 기존 경

조정필 연수경찰서장은 “치안활동 참여 요청

이준혁, 임휘성)’, ‘HEADLINE(교육학과 정예일,

여 내면화할 수 있는 지적 분석력, 비판적 사고

찰 위주의 치안공급 방식 순찰에서 벗어나 지

에 연세대가 적극 호응해준 데 감사드리며 지

이정준, 김경민)’, ‘잘하조(경영학과 임원석, 융

력을 향상시키고 발표와 토론으로 의사소통 능

역사회가 동참하는 참여치안 확산의 일환으로

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대책 시행으로 주민

합인문사회계열 안유선)’, ‘Jelico(경영학과

력을 개발시키는 장을 제공하고자 매년 개최되

추진됐다. 우리 대학은 이번 경학 협업을 계기

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취약시간대 치

이승윤, 국문 박다혜)’, ‘UPDOWN(경영학과

고 있다.

로 그동안 HE1(사회기여) 과목으로 자율적인

안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김지훈, 공학과 양승현, 인문학부 유인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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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스토리
House Story
‘RC101전시회’에 출품된 국제캠퍼스 전경사진 / 사진: 김찬규(건축공학과 1학년)

대학생활 시작의

RC(Residential College)는 레지던스를 생

모든 신입생들이 듣는 과목이기 때문에 대학

활체험 교육의 공간으로 삼고 학습활동과 방

생의 본질, 연세정신, 다양한 교내의 자원들

나침반, Yonsei

과 후 공동체 활동을 융합한 교육으로 학생들

과 같은 공통적인 주제들도 RC101을 구성하

에게 새로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각 하우

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신입

RC101

스의 특징을 살린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

생들 자신의 전공에 대한 이해와 진로 탐색

하고 만들어가는 하우스 프로그램이 공동체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대학생활의 마스

활동을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이라면, 전인교

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대학생

육(Holistic Education)과 RC101은 RC교육

과 학업설계를 위해서는 자신의 전공에 대한

의 대표적인 교과목이라 할 수 있다.

이해가 중요한데, RC101은 각 전공 전담교수

그 중 Yonsei RC101은 학업에 대한 열망을

와의 만남, 전공에서 강조되는 능력이나 학업

체계적이고 창의적으로 개설해 나갈 수 있도

의 방식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통해 이를 가

록 지원한다. 교과목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능하게 하고 있다.

RC101은 RC의 시작이자 대학생활의 개론이

따라서 각 전공별로 RC101 수업이 다채롭게

음악대학 스트링 오케스트라와

제4회 RC공연이 지난 5월 25일 국제캠퍼스

한 신포니아가 연주회의 분위기를 고조시켰

라 할 수 있다. 즉 신입생으로 갓 입학한 학생

진행되는데, 건축공학과의 경우 한 학기 동안

함께한 제4회 RC공연

에서 열렸다. 음악대학 관현악과 김상진 교수

다. 마지막 연주에 앞서 김 교수는 낭만파 작

들이 만들어가는 대학생활의 시작에 관한 수

전공 탐구의 시간을 거쳐서 국제캠퍼스의 다

의 지휘 하에 스트링 오케스트라는 총 5곡을

곡가 G. Holst의 곡을 소개하면서 “이 곡에는

업인 것이다. RC101은 현재 신입생들을 대상

양한 공간을 촬영한 사진들과 타임 랩스의 기

연주했다. 김 교수는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미있는 요소가 많아 연주도 재미있게 할 수

으로 하는 필수 교과목으로 치열한 경쟁을 지

법을 사용한 영상, 국제캠퍼스 건물들을 어린

연주에 앞서 각 곡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주기

있다.”며 하나의 멜로디가 계속 연주되는 가

나 입학한 대학의 본질이 무엇이고, 대학생이

왕자의 행성 콘셉트으로 디자인한 로고, 사진

도 했다.

운데 테마가 바뀌고 중간에 우리에게 익숙한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스스로 학생들

을 활용한 엽서 등을 전시하는 ‘RC101전시회’

먼저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 로카텔리의 ‘Con-

‘green sleeves’도 들을 수 있다는 팁을 주기

이 성찰하도록 돕는 목표를 가진다.

로 수업의 마무리를 장식하기도 했다. 이처럼

certo grosso op.1 no5’ 가운데 3, 4악장이

도 했다. 연주가 끝나자 김상진 교수와 스트링

대학에 대한 성찰, 대학생이 되는 것에 대한

RC101은 학생들이 각 전공에 흥미를 가지고

연주됐다. 이 곡은 바이올린 수석 두 명이 솔

오케스트라에게 감사의 박수가 쏟아졌다.

성찰은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주춧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입구이자 실험의 장으

로파트를 담당하고 나머지 바이올린이 합주부

이번 학기 RC 전체 프로그램의 마지막인 이번

라 할 수 있다. RC101은 특히나 앞으로의 미

로서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나침반의 역

분을 연주하게 된다. 곧바로 바흐의 원곡을 20

공연은 9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

래를 위한 시간으로서 학업을 어떻게 계획하

할을 하고 있다.

세기 작곡가 스토코브스키가 재해석 편곡한

데 대미를 장식했다. RC교육원 관계자는 “다

고 어떠한 목표를 대학생활 안에서 이루어갈

‘Mein Jesu for string orchestra’가 이어졌

채로운 특강과 공연을 향유할 수 있었던 2016

것인가를 중심으로 두 학기 동안 수업이 진행

다. 원곡에 비해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첼로의

년도 1학기 RC 전체 프로그램처럼 다음 학기

된다. 구체적으로는 나의 대학생활을 탐구하

선율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곡이었다.

에도 많은 학생들이 즐기고 만족할 수 있는 다

고, 나의 전공 즉 학문영역이 무엇인지, 교양

이어 차이코프스키의 주제를 변주한 A.

양하고 알찬 구성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

교육의 의미는 무엇이고, 배움에 대한 태도는

Arensdky의 곡과 A. Borodin의 현악을 위

다.”고 전했다.

어떠해야 하는가 등의 주제로 구성된다.

감미로운 현악의 선율로 물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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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문제연구원,

김재훈 교수 / 제49회 과학의 날 국무총리 표창

연세 연구의

김재훈 교수(강남 산부인과)가 지난 4월 21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주최 제49회 과학

국제화를 선도하다

김 교수는 부인암 환자진료에 매진하며 연구 및 교육에 헌신하고, 다수의 이행성 연구를 바탕으로 부인암 표지자 연구,

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국내외 임상연구를 수행하며 치료제 개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설혜심 교수 / 프랑스 국제학술대회 초청 발표

“44년 전통의 노하우로

설혜심 교수(사학과)가 한불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지난 6월 9~10일 양일간 프랑스에서 개최된 ‘Les relations entre

국내 최고의 학술 싱크탱

la Corée et la France du 19ème au 21ème siècle: 19세기에서 21세기까지 한불관계’ 국제학술대회에 초청됐다.
설 교수는 본 학술대회에서 1920년 한국에서 신문이 발행되기 시작한 이래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이전인

크로 거듭날 것”

1999년까지 한국의 신문기사가 프랑스산 물건과 물질문화를 어떻게 다뤄왔는가를 분석해 발표함으로써 큰 관심과 호
응을 불러일으켰다.

손성규 교수 / 한국회계학회 회장 취임

국제정치 및 지역연구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9개의 연구센터와 2개의 프로그램, 연세-SERI

를 통해 한국과 세계 각국과 협력관계를 증진

연구와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해 연세 교육의

EU센터가 있다. 또한 리더십 연구와 교육을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현재 19개국 70여 개

국제화에 기여하는 교책 연구기관이 있다. 바

위한 전문기관인 리더십센터가 본 연구원 산

의 연구소와 학술교류 및 연구협력 관계를 맺

손성규 교수(경영대학)가 7월 1일 제35대 한국회계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회계학회는 한국회계학 연구 및 교육

로 1972년 3월 23일 개설돼 올해로 44주년을

하 센터로 소속되어 있다.

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발전, 건전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지난 1973년 발족했다. 임기는 1년이다.

맞이한 동서문제연구원이다. 연구원은 세계의

연구센터의 활동은 주로 우리 대학교 전임교

지난해 동서문제연구원 귀속 예산규모(교외연

주요 지역 및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에

수들로 구성된 상임연구원들과 본 연구원의

구비 포함)는 총 3,229,739,137원으로 2016년

관한 학술연구를 통해 연세와 세계를 연결하

연구교수 및 전문연구원들에 의해 진행되고

2월 기준 57명의 본교 교수가 상임연구원으로

며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거

있다. 이들 연구 조직들은 프로그램별 자체의

참여했으며 4명의 연구교수, 1명의 겸임교수,

듭나고 있다. 특히 1997년 대학원 과정인 ‘지역

연구위원회를 만들어 공동연구는 물론 세미

6명의 전문연구원, 객원교수 6명, 객원연구원

학협동과정’을 개설해 교육 분야에서의 지역

나, 국제회의, 포럼, 출판 등의 연구 활동을 추

3명, 대학원 보조연구원 4명과 행정조교 1명

안덕선 교수(생리학)가 교육 분야에서 공적이 높은 교수를 기리는 제4회 알렌의학교육상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연구를 강화하고 연구 활동의 질적 향상을 꾀

진하고 있다. 특히 센터별, 주제별 연구프로젝

이 함께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원은 한

안덕선 교수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교육과정 개편 프로젝트인 CDP 2004 프로젝트 위원을 역임했고, 2010년

하고 있다.

트의 수행은 연구 활동의 큰 축을 구성하고 있

국경제매거진이 선정하는 2015년 ‘100대 싱크

부터 2012년까지 CDP 2013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교육과정 개편에 앞장섰다. 이외에도 학습공동체(Learning

동서문제연구원은 학술연구업무를 수행하기

다. 2015년 한 해 동안 ‘동서문제연구원 북극

탱크’ 외교·안교 부문 조사에서 12위에 오르는

Community)의 책임 지도 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위해 연구조직을 지속적으로 전문화해왔다.

연구포럼: EU의 관점에서’를 비롯해 총 35건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1990년 캐나다연구센터를 시작으로 많은 연

의 연구프로젝트가 추진된 바 있다.

이연호 동서문제연구원장은 “연구원을 국내

구조직이 개설되어 왔으며 2009년에는 유럽

이밖에도 연구원은 1998년부터 주한 외국 대

최고의 민간 학술 싱크탱크로 발전시켜 나라

연합(EU)집행위원회의 지원과 삼성경제연구

사들을 초청해 해당 국가의 외교정책과 한국

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포부

용석중 교수(호흡기내과)가 제9회 의료기기의 날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용 교수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임상시

소의 협력으로 ‘연세-SERI EU센터’가 설립됐

과의 관계를 논의하는 ‘Diplomatic Round-

를 전했다.

험센터 소장으로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와 함께 의료기기 안전성 시험 등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의료기기의 날

다. 현재 지역별 연구조직으로 12개의 연구센

table’을 현재까지 59차례에 걸쳐 개최하기도

에 수여하는 국무총리 표창은 학계·연구기관에 소속돼 의료기기 안전 분야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의료기기 안전 증진

터와 1개의 프로그램이, 주제별 연구조직으로

했다. 이와 같은 주한 외교 사절과의 학술교류

활동 및 조사연구, 기술개발 등에 업적이 있는 이에게 주는 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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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연 교수 / 대한체질인류학회 회장으로 선출
이혜연 교수(해부학)가 지난 5월 20일 거제도에서 개최된 대한체질인류학회 학술대회 총회에서 학회 회장으로 선출됐

연세 INSIDE 공연소식

공연소식

July 2016

연세 INSIDE 인물 동정

다. 임기는 올해 5월부터 1년간이다.
1958년에 창립한 체질인류학회는 인체측정학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특성을 밝혀온 학회로 내년에 개최될 60주년 학술
대회를 계기로 진화생물학적 연구 분야로의 확장과 함께 회원들의 관심사인 임상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한 회원교육
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건섭 교수 /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학술대상 수상

금호아트홀 연세 공연 안내
7.14(목) 20:00

7.20(수) 20:00

정건섭 교수(생명과학기술학부, 원주부총장)는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가 지난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주최한 ‘2016년


출연자
Piano 박종화

공연명 <연세 클래식> 바이올린 컨버
세이션, 권혁주 Violin

도 국제학술대회 및 정기학술대회’에서 학술대상을 수상했다. 정 교수는 발효식품의 기능성 규명 및 과학화 연구를 통

주최 이든예술기획


출연자 Violin 권혁주

한 발효식품의 우수 종균을 개발한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학술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공연내용 7월 14일 목요일 오후 8시
에는 <박종화 피아노 독주회>가 진
행된다. 프로그램으로는 베토벤의 피
아노 소나타 21번 ‘발트슈타인’, 작곡가
유도원의 ‘부유하는 물방울들’, 슈만의
판타지가 진행되며 작곡가 유도원의
곡은 세계초연으로 연주된다.

주최 금호아트홀

연세, (재)금호아시
아나 문화재단

공연명 박종화

피아노 독주회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는 국내 미생물분야 학술활동단체 중 최대 규모로 1973년 창립되어 현재 회원 4,000여 명(정회
원 2,000여 명, 학생회원 2,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SCI저널인 ‘Journal of Microbiology & Biotechnology’를
발행해오고 있다.

정현철 교수 / 한국암치료보장성 확대 협력단 초대 대표

공연내용 이번 2016년 7월 20일 수
요일 금호아트홀 연세에서는 <연세 클
래식> 바이올린 컨버세이션, 권혁주
Violin 공연이 진행된다. 이번 공연에
서는 2004 칼 닐센 바이올린 콩쿠르
한국인 최초 우승, 2005 퀸 엘리자베

스 콩쿠르 입상, ‘러시아의 음악계보
를 이어갈 차세대 주자’ 라는 찬사와
국내외로 솔리스트 뿐만 아니라 실내
악 연주에서도 활약하고 있는 바이올
리니스트 권혁주의 공연이 진행된다.
프로그램으로는 파가니니의 카프리
스 중 24번,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1번
과 바이올린 독주를 위한 파르티타 2
번 중 샤콘느, 이자이의 무반주 바이
올린을 위한 소나타 6번, 밀스타인의
바이올린 독주를 위한 파가니니아나
가 진행된다.

정현철 교수(내과학)가 환자 중심의 암 치료 강화를 목표로 하는 민간기구 ‘한국암치료 보장성 확대 협력단(Korea
Cancer Care Alliance, KCCA)’을 이끈다. KCCA는 지난 5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발족식을 진행하고 정현철 교수를
초대 대표로 추대했다.
KCCA는 제4병기 진행성 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치료를 확대·보장하는 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시행을 돕는
민간기구다.

박재홍 동문 / 미국 퍼듀대 교수 임용

백주년 기념관 콘서트홀 공연 안내

대강당 공연 안내

7.19(화) 19:30-22:00

7.21(목) 09:00-14:00

7.30(토) 19:30-21:30

공연명 한중수교 25주년기념 하순원
리베예술단 창단 음악회

공연명 유
 니슨 정기 연주회

졸업 후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 대학에서 황정호 교수의 지도 아래 기계공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출연자 하순원리베예술단

아이오와 대학교(University of Iowa)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

주최 Ha
 soonwon Liebe
Performing Art, 신원리조트,
중국정경문화연구원

주최 유니슨(원주의과대학

오케스트
라 동아리)

박재홍 동문(기계전자공학부 99학번)이 미국 퍼듀 대학교(Purdue University)에 조교수로 임용됐다. 오는 8월부터
College of Health and Human Science, School of Health Science에서 조교수로 활동하게 된다. 박 동문은 학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초미세먼지의 측정 및 저감과 흡입에 따른 인체 유해성을 연구해 왔으며, 이와 관련된 37편의 논
문을 해외 유명 학술지에 게재하고 35편의 국내 특허와 2편의 미국 특허를 출원/등록했다.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하고 명문대학교에 교수로 임용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배선우 선수 /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 우승
배선우 선수(체육교육학 13학번)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5월 29일 경기 이천시 휘

공연내용 한중수교 25주년을 기념하
여 심장병, 백혈병어린이를 후원하기
위한 클래식 공연과 가수 초청무대다.

출연자 오케스트라

동아리

공연내용 원주 의과대학 오케스트라
동아리 유니슨의 정기 클래식 공연이
다.

7.22(금) 13:30-18:00

공연명 주한 외국인 대상 문화홍보사
업 문화동행 프로젝트 Hello,
Mr. K(Korea)!

공연명 제1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 전국고교합창경연대회

주최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문화체
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합창단

공연내용 작년에 이어 문화체육관광
부와 공동주관하여 주한 외국인 대상
문화홍보사업 ‘주한 외국인, 문화동행
프로젝트(Walk together)’의 일환인
<Hello, Mr. K!>는 다양한 K-Culture
를 통해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친근하
게 느낄 수 있는 버라이어티 음악회 행
사를 개최한다.

출연자 전국고교합창단
공연내용 입시위주의 교육현장 속에
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아름다운 고교
시절의 추억을 제공하고 합창이라는
음악교육을 통하여 정서함양과 사회
성 제고 및 예술경험의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경연대회로 전국
17지역 대표 고교합창단이 참가하여
진행되는 대회다.

닉스스프링스 CC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E1 채리티 오픈 마지막 라운드에서 배 선수는 최종합계 20
언더파 196타로 우승을 거머쥐었다. 우승상금은 1억2,0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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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INSIDE 이달의 도서

연세 INSIDE 신간안내
학술정보원에서는 ‘연서재’라는 특별한 도서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 책을 읽고 싶지만 어떤 책을
관 4층 연서재 코너에서 해당 도서들을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연서재에서는 “원작극장: 영화로 재
탄생된 원작소설”을 주제로 큰 인기를 끈 스크린셀러 57권을 소개했다. 그 가운데 책으로도 읽고,

신간안내

July 2016

이달의 도서

읽어야 할지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매월 새로운 테마와 북리스트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중앙도서

영화로도 봐도 좋은 두 작품을 <이달의 도서>에서 만나보자.

세월이 내게 가르쳐 준 것들

한국의 우주관

예수, 선생으로 만나다

저자: 김우식

저자: 나일성

저자: 한인철

출판: 웅진윙스

출판: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출판: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

『한국천문·기상학사대계(韓國天文·氣象學

이 책은 기독교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혹은

브루클린

꾸뻬 씨의 행복 여행

는 것과 같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어느 사

史大系)』총 10권의 전집 중 제1권인 『한국의

잃어버렸던 예수를 되찾고자 하는 데 그 목적

회든 그 사회를 만든 어른 세대의 삶의 지혜는

우주관』은 우리나라 대표적 천문기상학자인

이 있다. 기독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

저자: 콜럼 토빈

저자: 프랑수아 를로르

뒤에 오는 세대에게는 귀한 자산이 아닐 수 없

저자가 평생의 역작으로 고인돌과 고구려 무

기 이전의 역사적인 한 인물로서의 예수, 성

다. 『세월이 내게 가르쳐 준 것들』의 저자 김

덤의 별자리 그림과 조선시대의 천문도를 통

서학자들이 흔히 ‘역사적 예수(historical Je-

우식 (사)창의공학연구원 이사장은 오늘날 대

해서 본 한국인의 우주관을 잘 나타낸 학문적

sus)’라고 부르는 그 예수의 가르침과 삶, 그리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일은 언제나 설레면서도 불안과 걱정을

대다수의 사람에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

한민국을 만들어온 주역 중 한 사람이다. 공학

가치가 충분한 귀중한 자료다. 저자는 과거 2

고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역사적으로 조명

동반하곤 한다. 남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해주던 수동적이고 내성적

면 아마 ‘행복’이라는 답안이 가장 많이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행

도 출신으로는 최초로 연세대학교 총장을 역

천여 년 동안 한반도에서 관측하고 기록한 자

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인 삶을 살던 주인공이 어느새 뉴욕이란 새로운 세상에 더 익숙해

복’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책 <꾸뻬 씨의 행복여행>에서 작가는

임하면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장서

연현상 중에서 천문과 기상에 관한 내용을 비

필자는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예수의 길’을

진 것처럼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환경에서 홀로 외로움을 이겨

우리가 목표 없이 행복을 추구하며 달려가는 과정에서 행복의 본질

고, 학계 출신으로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부

롯해 선인들이 이룩한 많은 업적을 분야별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예수가 자신의 전

내고 성숙해졌을 때의 자신의 모습을 우리의 과거 그리고 현재의

을 알려주며 우리의 시각과 목표를 넓혀준다.

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인화

분류했다. 저자가 후학들의 참고자료로 남기

생애를 통해 가고자 했던 그 길을 발견하고,

의 정치,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비전과 과학기

려 정리한 이 책은 앞으로 한국의 천문학사 연

더 나아가서는 그와 같은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습과 비교해본다면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행복의 비밀을 책을 통해 조금만 살펴 보면, 행복이란 “자신이 다

있을 것이다. 서울에 올라와 연세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지방 거주

른 사람들에게 쓸모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또한 행복은 “살아

술인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이끌었다.

구를 수행하는 이들에게도 좋은 지침서가 될

민,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예비 사회인, 외국으

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복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

그는 자신의 삶을 꼼꼼히 돌아보면서 살아온

것이다.

로 교환학생을 파견 나가거나 대학원 진학 등으로 고향을 떠나 외

로 사랑받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행복은 먼 훗날

날들에서 배울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기로 했

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는다면 주인공의 표현하기 어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이

다. 그러기를 1년 남짓, 마치 고백을 하듯 지난

려운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를 위해 우리가 그 동안 잊고 놓치고 있던 것은 무엇일지 책과 영화

날의 고민과 상처, 내면의 갈등과 무기력, 삶이

를 통해 고찰해 보길 바라본다.

라는 여정에서 끝까지 견지해야 할 삶의 원칙
과 다짐을 솔직 담백하게 세른세 편의 에세이
(취재: 김예찬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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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INSIDE 지금 SNS에서는

지금

SNS에서는

6월의 연세는 활발하고 생동감 넘치는 일들로 가득했다. 여름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캠퍼스에
서 연세인의 자부심을 느낄만한 알찬 정보들이 SNS에서 공유되곤 했다. 특히 지난 한 달은 누군
가의 뜨거운 열정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소식들이 많았다. 공식 페이스북 포스팅을 통해 본 이 달
의 키워드는 ‘창업공간’, ‘도서관설명서’, ‘사이버연고전’이다.

하나 [연세대 창업공간소개]

#연세인의_창업을_응원하세

창업을 꿈꾸는 연세인은 모두 주목해주세요!
우리 학교의 창업 공간을 소개합니다.
창업지원단, 디자인가라지, 창의마당 등 창업의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활용해주세요!

창업을 꿈꾸는 연세인이라면 절대 놓치면 안 될 창업 공간들에 대한 포스팅이 온라인상에서 많은 관심
을 받았다. 학생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창의공간과 3D프린터를 이용해 기획부터 시제품 제작
까지 이루어지는 경영대학 디자인 가라지와 같은 창업 공간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공학원에 위치한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을 통해 더욱 풍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둘

[도서관설명서]

[연곰이의 도서관 설명서]
연세인이 주로 공부하는 도서관은 어디인가요?
연세인의 열공을 위해 연곰이가 도서관 설명서를 준비
했다고 하는데요.

다함께 볼까요?
자세히 보기 >>> bit.ly/1S1BQMO
#기말고사에_대처하는_연곰이의_자세
#오늘은_의학_도서관에서_공부하세

기말고사 기간을 맞아 연세대학교 편과 신촌에 위치한 대학교 편으로 나뉘어 게시된 도서관 설명서가
인기를 끌었다. 법학도서관, 음악도서관, 의학도서관과 같이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도서관 정보를 자
세히 만날 수 있다. 또 연세대학교 학생증을 이용해 신촌 지역의 다른 대학 중앙도서관을 방문할 수 있
다는 유용한 정보도 관심을 모았다.

셋

[사이버 연고전]

연세대와 고려대의 사이버연고전,
리그오브레전드!
과연 최후의 승자는?
긴장감 넘치는 대결의 현장을 공개합니다!

자세히 보기 >>> bit.ly/1Uvn1Uj
#치킨팀_축하하세
#역시_고려대보단_연세대일세

리그 오브 레전드로 고려대학교를 이기지 못했던 연세대학교가 처음으로 2:1의 스코어로 승리했다. 고려대
학교 민주광장에서 진행된 결승전에서 ‘치킨치킨치킨치킨치킨’팀의 활약은 돋보였다. 페이스북 댓글에는
친구를 태그하며 응원과 축하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대회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된 사람들
도 크게 아쉬워했다.

http://www.facebook.com/ys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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