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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우드 서거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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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교수 연구팀, 유전자 가위로 환자유래
줄기세포에서 변이 유전체의 교정 전략 소개

PEOPLE

언더우드가(家) 기증 ‘사인참사검’
고종 황제가 원두우(H.G. Underwood) 선교사에게 내린 하사품으로 전해오는 사
인참사검(四寅斬邪劍). 칼날의 한쪽 면에는 30자의 검결이 금입사되어 있고 다른
면에는 북두칠성과 28수의 별자리가 새겨져있다. 이는 전통 동양사상의 이치를 담
은 것으로 칼에 신령한 힘을 실어 바르지 않은 것을 물리치고 재앙을 막으려는 뜻과
함께 국태민안과 태평성대를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다.
원두우 선교사의 서거 100주기를 맞아 손자 원득한(Richard Underwood) 박사가
우리 대학에 기증했다.
(관련 기사 06면)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마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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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SNS에서는

언더우드 서거 100주년을 맞아 우리 대학교를 방문한 언더우드 후손들

언더우드 서거
100주년 기념행사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개최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37	권호정 교수팀, 새로운 오토파
지 유도 약물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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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윤주헌 교수, 글로벌 연구실 과
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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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제16회 언더우드선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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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이 가득한 이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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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여! 지금은 아무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언더우드 후손 28명
한자리에

- 소설 『양화진』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 중에서 -

언더우드 선교사(Horace Grant Underwood, 원두우 1859. 7. 19.~1916. 10. 12.)의 서
거 100주년을 맞아 지난 12일 각종 기념행사가 열렸다. 우리 대학은 지난 2000년
‘언더우드기념사업회’를 조직해 그의 정신을 계승하는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언더우드 서거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
3대부터 6대까지 언더우드 가족 한자리에
먼저 오후 3시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에서 ‘언더우드 서거 100주년
기념 및 제16회 언더우드선교상 시상식’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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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 100주년을 기념하는 날인만큼 국내외에 거주하는 언더우드 가족들이 대거
참석했다. 원득한(Richard Underwood, 언더우드가 3세) 박사를 비롯해 故 원일한
(언더우드가 3세) 박사의 부인인 원성희(Dorothy Underwood) 여사, 원한석(Peter
A. Underwood, 언더우드가 4세) 연세대학교 이사, 원한광(Horace H. Underwood,
언더우드가 4세) 박사 등 3~4대에서부터 이들의 자녀 등 6대에 이르기까지 총 28
명의 언더우드 후손이 한자리에 모였다. 가족들 중 일부는 노랑, 분홍의 고운 한
복을 차려 입고 한국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밖에도 언더우드선교상
수상자 및 가족들, 언더우드가 설립한 새문안교회 등 21개 교회와 경신학교, 한국
YMCA연맹, 대한기독교서회 관계자 등 귀빈 800여 명이 참석했다.
원한석 이사

이날 김용학 연세대학교 총장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바로 오늘, 언더우드 가족과 수상자, 언더우드 자매 교회 및 기관의 구
성원들을 모시고 행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연세대학교는

언더우드는 내한 초기부터
대학 건립의 꿈을 가지고
있었으며 당시 선교부의
반대에도 평생의 노력 끝에
1915년 결국 연희전문학교를
설립했다.

앞으로도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뜻을 따라 기독교대학의 참된 면모를 갖추기 위

왼쪽부터 이호영 선교사, 조영춘 선교사, 김용학 총장, 윤원로 선교사

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16회 언더우드선교상 시상식
언더우드 가족을 대표해 연단에 오른 원한석 연세대학교 이사는 “언더우드는 내
한 초기부터 대학 건립의 꿈을 가지고 있었으며 당시 선교부의 반대에도 평생의

이어서 제16회 언더우드선교상 시상이 진행됐다. 언더우드선교상은 한국선교의

노력 끝에 1915년 결국 연희전문학교를 설립했다.”며 “이는 언더우드 혼자 이룬

초석을 놓았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01년 제정된 상이다.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와 선교부들이 힘을 합쳐 모두 함께 이뤄낸 것”이라고 말

제경오 동방푸드마스타 회장이 기탁한 30여억 원의 언더우드선교기금으로 운영

했다. 또한 “모든 연세인들이 언더우드의 꿈에 담긴 설립정신을 기독교 행동을

되며 열악한 해외 오지에서 15년 이상 헌신적으로 사역한 선교사들에게 상패와

통해 실천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상금 3,000만 원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 수상자로는 카메룬에서 28년 이상 봉사
한 윤원로 선교사와 말레이시아에서 16년간 선교한 조영춘 선교사가 선정됐다.
윤원로 선교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아프리카 선교사로의 첫 발을 내
딛게 되었고 여러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마다 주님의 부르심을 의지하여 살
다보니 30년이 훌쩍 지나갔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조영춘 선교사는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결코 혼자 사역할 수 없다.”며 “교회와 성
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없었다면 말레이시아 밀림에 이와 같이 많은 교회가 세
워지고, 원주민들이 구원받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한편, 언더우드기념사업회는 언더우드선교상과 더불어 해외에서 5년 이상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를 선발해 선교비를 지원하고 있다. ‘제7회 선교비
지원’ 대상으로는 우간다에서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이호영 선교사가 개인 부문
에 선정됐다.
이호영 선교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171개 국가 선교현장에서 생명을 내어
놓고 주님께서 맡기신 마지막 과업 달성을 위하여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27,205
명의 한인 선교사님들께 이 은혜와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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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의 안녕과 태평성대를
기리는 조선의 보검

작된 이래 조선왕조 내내 전승되어 온 인검은 조선시대의
철학과 공예 기술의 융합체로서 예술성이 뛰어나며, 중국과
일본에는 없는 조선의 대표적 검이다.

고종황제와 언더우드 선교사의
끈끈한 관계 방증
언더우드 서거 100주년 기념전시회 열려
이 칼의 이름 ‘사인참사검’은 ‘삿된

김용학 총장과 악수하는 원득한 박사

것(재앙과 사귀)을 막아주는 벽사

한편, 사인참사검은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백주년기념관

( 邪)의 검’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 언더우드 서거 100주년 기념전

조선시대 중기~후기에 제작된 것으

시 ‘언더우드 오브 코리아’에 전시돼 대중에 공개됐다. 본 전

로 추정되는 이 검은 온전한 칼몸과

시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한국 선교 31년간의 활동과 그가 뿌

칼집을 갖추고 있으며, 칼집을 포함

린 씨앗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

한 전체 길이는 약 80cm이다. 칼날

장해온 모습을 돌아보기 위해 기

은 양날이며 곧다. 칼자루와 칼집의

획됐다. 사인차사검 이외에도 언

겉면은 어피(상어가죽)로 마감했다.

더우드의 선교활동을 담은 사진

칼자루에는 유소가, 칼집에는 칼띠

과 유물, 그의 형 존 티 언더우드

가 달려있다. 칼의 외장에는 용머리

의 타자기 14점이 전시됐다.

문(애자문)을 비롯하여 여의문, 당초
문, 화염문 등 다양한 길상무늬를 넣

전시회에는 언더우드가 설립한

어 벽사의 의미를 명확히 나타낸다.

교회와 학교의 건물을 그린 펜화

언더우드 3세,

언더우드 선교사 서거 100주년을 맞아 우리 대학교에서 특별한 보물을 만날 수 있

고종황제 하사품

드 선교사에게 하사한 것으로 전해지는 사인참사검(四寅斬邪劍) 1점을 우리 대학

칼날의 한 면에는 다른 인검에는 거의 보이지 않

구한말과 20세기 초반 사진 자료들을 바탕으로 ‘언더우드

교에 기증했다.

는 ‘放’자를 포함한 30자의 검결이 전서체로 금입

자매교회’라 불리는 21개 교회와 언더우드가 설립한 고아원

사(金入絲)되어 있고, 다른 면에는 북두칠성과 28수의 동서

학당, 경신학교, 연희전문학교 등을 형상화했다.

우리 대학에 기증

언더우드 선교사에 하사한
조선의 사인참사검
언더우드 서거 100주년
기념전시회서 공개

게 됐다. 언더우드의 손자 원득한 박사(Richard Underwood)는 고종황제가 언더우

40여 점도 전시됐다. 미디어아트연구소 이상면 연구교수는

일찍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조선 왕실과 매우 돈독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

남북 별자리가 금입사되어 있다. 이는 전통 동양사상의 오

다. 언더우드 부인은 명성황후의 시의였으며 민비 시해사건 이후 정치적 위기 속

묘한 이치를 담은 것으로 칼에 천지조화의 힘과 별들에 깃

박물관 관계자는 “고종황제가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내린 하

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고종황제를 호위하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기독교인

들어 있는 신령한 힘을 실어 바르지 않은 삿된 것을 물리치

사품으로 알려진 보검을 기증 받게 된 것은 연세대학교에도

을 중심으로 대중적인 고종 탄신 축하행사를 수행하기도 했다.

고 재앙을 막으려는 뜻과 함께 왕실의 안녕, 국태민안과 태

매우 뜻깊고 소중한 일”이라며 “향후 각계 전문가들과 더불

평성대를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다.

어 보검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연구와 고증에 힘쓸 것”이라

언더우드 선교사가 결혼식날 고종황제에게 하사받은 것으로 전해지는 이 검은

고 밝혔다.

본래 언더우드의 형이자 연세대학교 건립비용을 기부한 존 티 언더우드(John T.

사인검은 인년, 인월, 인일, 인시(새벽 3~5시) 양의 기운이

Underwood)의 손에 잠시 맡겨져 있다가 원한경 박사(언더우드 선교사의 외아들)

가장 왕성해지는 두 시간 동안 검 제작의 가장 중요한 공정

의 사남인 원득한 박사가 보관하게 됐다. 이후 원 박사가 군에 입대하게 되면서 삼

이 이루어진 특별한 칼이다. 인(寅)은 군신 간의 도리인 의

남인 원재한 박사가 보관하다가 다시 원 박사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義)를 뜻하므로, 사인검은 조선왕실에서 재앙을 막고 사귀
를 베는 주술용이자 왕실의 안녕과 군신 간의 도리를 이루

언더우드 서거일 전날인 지난 11일, 총장공관 영빈관에서 ‘언더우드 유물 기증식 및

어 국태민안을 기리는 목적으로 제작한 칼이다. 많은 사인

언더우드 가족 환영만찬’이 열렸다. 이날 원득한 박사는 김용학 총장에게 언더우

검이 공신에게 내리는 하사용으로 쓰였으며, 신하들은 이를

드 선교사의 사인참사검을 직접 기증했다. 원 박사는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수신과 벽사의 수단으로 간직했다.

보물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보관해줄 곳은 연세대학교밖에 없다고 생각해 기증
하게 됐다.”며 “연세대학교에서 이 보검을 잘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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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우드 둥근잎
느티나무 식수

언더우드 서거 100주년을 맞아 ‘언더우드 둥근잎느티나무’가 우리 대학에 새 보금
자리를 마련했다.
1887년 9월 27일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 개신교 최초의 조직교회인 ‘새문안교회’
를 설립했다. 1908년 미국에서 모금을 위한 체류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연세 NEWS

주요소식

성경책과 함께 둥근잎느티나무 두 그루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중 한 그
루는 새문안교회 입구에, 또 한 그루는 조선야소교(예수교) 장로회 양평리예배당

1908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여온 느티나무

(양평동교회) 마당에 옮겨 심었다.

캠퍼스와 예술의

영국 원산인 둥근잎느티나무는 일반 느티나무에 비해 잎이 넓고 나무껍질도 두

만남

껍다. 원명은 울무스(Ulmus)로 미국 남부 오스틴 지방에 오래된 둥근잎느티나무
가 많이 자라고 있다고 한다.

최만린 선생의 <만남>

지난 12일 언더우드 서거 10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정문 교훈석 앞 정원에

차 없는 그린캠퍼스로 거듭난 백양로에 야외 조각품 전시가 더해져 예술의 향취가

서 김정수(한양대학교 명예교수) 장로가 기증한 둥근잎느티나무 기념식수 행사

깊어진다.

가 열렸다. 교훈석 주변에 심겨진 이 둥근잎느티나무는 새문안교회 입구에 심은
느티나무의 씨앗으로 기른 3년생 묘목이다. 백양로 건너편 에비슨가든에도 또 한
그루가 심겨졌는데 이는 양평동교회 입구에 있던 느티나무를 꺾꽂이하여 기른

음악과 미술의 향취가
넘치는 백양로

묘목이다.
이외에도 국제캠퍼스에 두 그루, 원주 캠퍼스에 세 그루를 심어서 ‘언더우드 둥근
잎느티나무’로 연세언덕을 푸르게 물들일 예정이다. 나아가 이를 통해 언더우드
를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대학은 백양로가 보행자 중심의 친환경 녹지로 재정비된 지 1주년이 되는 시점
을 맞아 ‘공공미술 전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제 백양로에서 최만린 작가의 조각
<만남>을 비롯해 창의적 예술조형 작품들이 설치되면서 예술이 만개하는 새로운

공공미술 전시 프로젝트로
예술작품을 만나다

캠퍼스를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지난 10월 17일 백양로 분수대 앞 뜰에서 열린 캠퍼스와 예술의 만남을 알리는 개막
식이 열렸다. 이날 김용학 총장은 “사람에게 인격이 있듯 물건에는 품격이 있다. 연
세대학교 캠퍼스는 품격이 높은 캠퍼스로 잘 알려졌지만 예술적 향기라는 2%가 부
족했다. 아름다운 조각품과 설치미술이 설치되는 이 프로젝트가 예술의 향기가 물
씬 풍기는 캠퍼스로 거듭나는 새로운 터닝포인트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양로에서 ‘만남’의 의미를 되찾다
먼저 청송대 한켠에 자리하며 ‘만남의 장소’가 되어준 조각품 <만남>을 이제 백양로
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한 몸을 지닌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듯한 형상의
이 조각품은 지난 1998년 5월 9일 69학번 동문들이 25년 만의 재상봉을 기념하며 모
교에 기증한 작품이다.
당시 재상봉행사 대표를 역임한 김정수 제이에스앤에프 회장(경영 69)을 필두로 69
학번 동문들은 십시일반으로 분담금을 모아 당시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이었던 조각
가 최만린 선생에게 작품을 의뢰했다. “한국 추상 조각의 개척가”라 불리는 최만린
선생은 해방 이후 국내에서 미술 교육을 받은 1세대 작가로 6.25전쟁 등 불안한 시대
의 인간 초상을 형상화하는 등 국내 조각미술계의 거장으로 평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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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의 매력에
빠지다

갈고 닦은 우리말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제25회 외국인 한글백일장’이 지
난 10월 7일 노천극장에서 열렸다.
외국인 한글백일장은 한글날을 기념해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및 해외동포들
에게 한글 창제의 뜻을 널리 알리고, 한글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지
난 1992년부터 우리 대학교 한국어학당이 개최해 오고 있는 행사다. 지난 24년간
100여 개국에서 온 32,562여 명의 외국인과 해외동포들이 ‘한국어’라는 하나의 언

<25계단>

어를 통해 “모두가 하나이며 친구임을 확인하는 장”이 되어 왔다.

<오아시스>

제25회 외국인 한글백일
장 개최

올해 주제는 ‘지금’(시)과 ‘손님’(수필)

이 조각품은 본래 재학생들의 왕래가

대학은 백양로에서 공공미술 전시 프

캠퍼스에서 수학하는 대학생들에게

잦은 노천극장에 설치될 계획이었지만

로젝트를 선보인다. 중진작가들의 창의

많은 영감과 긍정적 자극을 줄 것으로

1995년 5월 노천극장이 준공된 이후에

적 예술조형 작품을 설치·전시하는 이

기대된다.

도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청송대에 유

프로젝트는 상경·경영대학 동창회장인

지․보존됐다. 백양로 사업으로 차 없는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대표이사 회

이번 프로젝트는 특정 작품의 상설전

그린캠퍼스가 실현되면서 <만남> 역

장의 기부로 시작됐다. 창작자의 전시

시가 아니라 일정기간 이후 계속해서

한 많은 외국인 학생들로 가득했다. 참가자들은 원고지와 펜, 참가신청서를 품에

시 백양로에 새 터를 마련하게 됐다. 동

를 후원하고 우리 대학 캠퍼스에 예술

다른 작품으로 교체 전시함으로써 ‘늘

안고 노천극장에 삼삼오오 모여 글제 발표를 기다렸다.

문들의 ‘재상봉’을 상징하는 본 작품은

적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사재를

새로운 전시’가 될 예정이다. 서경배 회

그 의미처럼 동문광장과 조형분수 사이

출연한 서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현

장은 올해를 시작으로 향후 3년간 지원

글제 발표는 노천극장 중앙에 설치된 박을 터뜨리는 퍼포먼스로 진행됐다. 계단

에 설치돼 모교를 찾은 동문들을 맞이

대미술 프로젝트 apmap(amorepacific

을 약속했다. 더불어 서 회장은 “창의적

위에 앉아 있던 학생들이 몰려나와 높이 걸려 있는 박을 향해 콩주머니를 던졌

할 예정이다. 조각품 이전에 필요한 비

museum of art project, 에이피 맵)을 통

조형과 예술적 언어로 캠퍼스에 활기

다. 박이 터지고 시 부문은 ‘지금’, 수필 부문은 ‘손님’이 각각 주제로 발표됐다. 참

용은 당시 작품 설치비용을 주도적으로

해 국내 젊은 건축가와 예술가의 창작

를 불어넣고 예술작품을 매개로 다양

가자들은 캠퍼스 곳곳에 흩어져 주어진 주제에 맞춰 갈고 닦은 우리말 솜씨를 겨

모금한 김정수 회장이 쾌척했다.

활동을 후원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 형태의 교감과 소통이 일어날 수 있

뤘다.

apmap 참여작가 중 두 팀을 선정해 작

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석 행정대외부총장은 “25년 만에

74개국 2,244명 참가해
글솜씨 겨뤄

570돌 한글날과 한국어학당 창립 75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한글백일장에는 74개
국 34개 기관에서 2,244명의 외국인과 해외동포가 참가했다. 백일장이 열린 노천
극장은 오전 10시부터 한국어학당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참가

품을 제작하고 현장에 설치했다.

재회한 69학번 동문들의 마음을 담은

백양누리서 고품격 음악방송 시작

이 작품은 69학번은 물론 전 연세인의

11월 30일까지 선보이는 첫 전시작은

소중한 인연을 대표하는 작품”이라며

SoA의 작품 <25계단>과 OBBA의 작

“조금 늦었지만 새롭게 단장한 백양로

품 <오아시스>다. <25계단>은 높이가

한편, 우리 대학은 야외 조각품 전시와

에 제자리를 찾은 <만남>이 동문들 간

다른 거울 재질의 정방형 기둥 25개로

함께 백양누리(백양로 지하) 금호아트

의 화합을 더하고 연세대학교의 새로운

계단을 만들어 색다른 조형미를 보인

홀 로비에서 정기 음악방송을 시작한

‘만남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 예술품으로서의 아름다움뿐만 아

다. 국내 정상급 수준의 실내악 전용 콘

니라 관람객이 오르내리거나 걸터앉

서트홀인 금호아트홀에서 공연한 실황

아 쉴 수 있는 건축물로서의 편의까지

녹음과 품격 있는 클래식음원을 선정

조화롭게 갖춘 독특한 작품이다. <오

해 금호아트홀 로비에서 매일 6시간씩

아시스>는 바람에 하늘거리는 실 커튼

방송한다. 수준 높은 클래식이 은은하

이 몸체를 이루는 유연한 건축 파빌리

게 흐르는 백양누리는 음악을 애호하

온이다. 실 커튼을 통해 공간에 차단과

는 교내 구성원과 방문객의 쉼터가 될

개방의 중의적 의미를 부여하는 실험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미술 전시 프로젝트
중진작가의 창의적 예술조형 작품
전시
조각품 <만남>의 이전과 더불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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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에는 백일장 이외에도 외국인 학생들이 끼를 펼칠 수 있는 장기자랑 무대가
마련됐다. 진지한 표정으로 글을 쓰던 외국인 참가자들도 조금은 긴장을 풀고 공
연을 보며 함께 노래하고 무대를 즐겼다. 걸그룹 댄스를 추는 외국인 학생들의
다양한 공연과 한국체대 시범단의 태권도 시범이 이어졌다. 특히 한국의 얼을 잘
느낄 수 있는 태권도 시범에 외국인 학생들은 열띤 박수를 보냈다. 돌려차기와
격파 시범을 보일 때마다 관객들의 박수와 함성이 쏟아졌다.
유현경 언어연구교육원장과 시 부문 장원의 마누엘
아수아헤아라모

총 71명 수상의 영광 차지
재외동포상, 다문화어울림상 등 특별상 시상
이번 대회에서는 베네수엘라의 마누엘 아수아헤아라모(Manuvel Azvaje Alamo)
씨와 중국의 안정혜(ANJINGHUI) 씨가 시 부문과 수필 부문의 장원을 각각 차지
해 상금 100만 원과 트로피를 받았다. 이밖에도 최우수상 3명, 우수상 3명 등 본상
이외에도 특별상이 제정돼 총 71명의 참가자들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특별히
올해 대회에서는 재외동포상, 다문화어울림상 등 특별상을 시상해 한국어를 배

노벨상 수상자

지난 2013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랜드 셰크만(Randy W. Schekman) 교수가

셰크만 교수,

는 올해 9월부터 3년간 생명시스템학과 석좌교수 및 Y-IBS과학원 자문교수로

외국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연세 연구의 방향

대회에 참가한 이탈리아 출신의 아드리아나 한국어학당 학생은 “모국어가 아닌

이끈다

우는 유학생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이주여성 등 한국에서 거주하는

우리 대학에 임용됐다. 현대 세포생물학의 창시자 중 하나로 꼽히는 셰크만 교수
활동하며 강연과 자문 활동을 통해 연세 연구의 발전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스물일곱 살이던 1976년 교수 생활을 시작한 셰크만 교수는 1979년 세포에서 물
질 교환이 일어나는 원리를 규명하며 2013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1970
년대부터 효모를 대상으로 세포의 물질운송 과정에 관한 유전자적 측면을 연구

언어로 글을 쓰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 상은 타지 못했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이

한 그는 단백질 형성을 방해하는 유전자가 소포(vesicle) 운송 과정에서 통제작용

제 나도 한국어로 글을 잘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다음 대회에도 꼭

이 이뤄지는 것을 발견했다. 나아가 정상적인 효모 세포와 변형으로 인하여 소포

참가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운송에 문제가 생긴 효모 세포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운송을 통제하는 수십 가지
의 핵심 유전자를 규명했다.

한편, 올해 국외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미국 국방외국어대학교(DLI-Defense
Language Institute), 중국 산동대학교, 사천사범대학교에서 열렸다. 일본에 있는
한국 대사관 내 한국문화원에서도 올해 처음 백일장이 개최되면서 세계적 축제
로서 한글백일장의 의미를 더했다.

2019년 9월까지 석좌교수
및 자문교수로 활동

현재 세계적 연구기관인 미국 하워드휴스의학연구소와 독일막스프랑크연구소
에서 연구자로 일하고 있으며 2011년 출간된 생명과학분야 온라인 저널인 ‘eLife’
저널의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올해 9월 우리 대학에 위촉된 셰크만 교수는 지난 9월 28일 입국해 일주일간 머
무르며 강연을 진행하고 Y-IBS과학원 천진우 원장 등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
다. 10월 5일에는 백양누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기초연구의 현실을 논하
기도 했다. 그는 “한국 과학자들은 네이처·사이언스·셀과 같이 IF(임팩트 팩터)
가 높은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갖고 있다.”며 “트렌드를 따
라가는 연구보다는 창의적 연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천진우 원장은 “앞으로 셰크만 교수에게 연구진 임용과 승진을 비롯해 연구의 수
월성 및 가치 평가 등 전반적인 부문에 관해 조언을 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Y-IBS과학원은 물론 연세 연구 전반의 수준이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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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무센

라스 뢰케 라스무센(L ars Løkke

할만한 업적을 쌓았다. 또한 국제사회

Rasmussen) 덴마크 총리가 우리 대학

의 리더로서 시급한 글로벌 사회문제

덴마크 총리, 명예

명예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우리

해결에 앞장선 바 있다.

박사학위 받아

및 정치 발전에 기여하고 연세대학교와

예컨대, 라스무센 총리는 세계 기후

유럽과의 협력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

변화에 대비해 2009년 코펜하겐 합의

를 인정해 학위를 수여했다.

(Copenhagen Accord)가 채택된 제15

대학은 라스무센 총리가 덴마크 경제

세계로 뻗어나가는
창업의 꿈

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지난 10월 24일 경영관 B1 용재홀에

개최했으며, 2011년에는 대한민국, 멕

서 열린 학위수여식에는 라스무센 덴

시코 정부와 함께 글로벌 녹색성장포

마크 총리 내외를 비롯한 덴마크 대사

럼(3GF)을 조직해 환경보호에 힘써왔

관 관계자가 다수 참석했다. 또한 스웨

글로벌 창업경진대회
개최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유

(Weardoc)’ 등 대학생 창업가들의 톡톡

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글로벌 녹

망 대학생 창업가를 발굴해 해외창업

튀는 아이디어가 넘치는 현장이었다.

덴·노르웨이·핀란드 대사 등 외빈과

색성장기구 의장직을 역임하면서 대

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창업경진대

김용학 총장, 김병수 전 총장, 교무위

한민국의 새마을 운동을 제3세계에 전

회가 지난 9월 30일 열렸다.

원, 재학생 및 덴마크 국적 학생 등 약

파하여 개발도상국 발전에 공헌하기

200여 명이 자리해 뜻깊은 학위수여식

도 했다. 또한 덴마크 취약계층 청소년

경영대학이 주관하고 상경·경영대학

그랜드상을 수상했으며 각각 2백만 원

의 영광을 함께 나눴다.

의 생활을 지원하는 뢰케폰덴 재단을

동창회와 창업지원단이 후원하는 본

의 장학금을 받았다. 이들은 유럽 최대

설립하여 2015년까지 의장직을 역임하

대회에는 서류평가로 예선을 거친 팀

창업 행사인 슬러쉬(SLUSH) 행사에

이날 라스무센 총리는 “The Danish

면서 소외받는 국민들을 위한 지원도

들이 참가했으며 모두 영어로 진행됐

참가 시 5백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Way”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펼쳤으

아끼지 않았다.

다. 심사위원으로는 알토대학의 올리

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나라스페이스테크놀
러지와 웨어닥이 최고의 평가를 받아

부올라(Olli Vuola) 알토벤처스프로그

며 강연이 끝난 뒤 질의응답을 통해 우
리 대학 재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2015년에는 Post-2015 개발의제를 채

램 디렉터, 조현선 임베드바이오 설립

그랜드상을 수상한 나라스페이스테크

가지기도 했다.

택한 뉴욕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

자, 빅터 칭(Victor Ching) 스타트업 미

놀리지 정원석(경영 12) 팀장은 “이 과

의를 주관했으며, 2016년에는 여성을

소 창업자, 창업지원단 손홍규 단장, 김

정에 다다르기 위해 많은 팀원들의 노

한편, 코펜하겐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을 목표로 하는

동훈 경영대학장, 임수빈 경영전문대

력이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불확실

한 라스무센 총리는 내무보건부장관,

제4회 위민 딜리버 국제회의(Women

학원 부원장, 김성문 경영대학 부학장

성 속에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재무장관, 글로벌 녹색성장기구 의장

Deliver Conference)를 개최해 국제사

과 임일 경영대학 교수 등이 참여했다.

“결국 창업도 사람들의 협력으로부터

등의 주요 요직을 두루 맡으며 덴마크

회가 당면한 주요 현안 해결에 선도적

국내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괄목

역할을 수행했다.

비롯된다는 것을 내심 실감하고 있다.”
본선에는 해외 진출을 꿈꾸는 총 6개

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팀이 참가했다. 중국 진출을 노리며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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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라는 이름의 배달 애플리케이션

한편, 창업경진대회에 앞서 경영대학

을 소개한 ‘더팀(The Team)’, 신개념 상

은 알토대학교 및 알토 벤처 프로그램

업·군사적 목적 인공위성기술을 보여

(AVP)간 기업가정신과 스타트업 프로

준 ‘나라스페이스테크놀리지(NST)’, 보

그램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청기를 귀걸이와 같은 악세서리 형태

를 통해 향후 창업 관련 수업 및 연구를

로 디자인해 청각장애인들을 돕기 위

위한 양교 교수진 공동 협력과 창업 생

한 제품을 보여준 ‘이어스(Ears)’, 하

태계 구축을 위한 자문 제공 및 프로그

부 척추 통증 완화를 목표로 센서가

램 공동 개발, 그리고 학생 간 창업 경

부착된 의자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진대화와 스터디 트립 등의 운영 협조

간 사물인터넷 기술을 소개한 ‘웨어닥

가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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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박경리

연세 PEOPLE 특별인터뷰

“고통과 피와 가난의 한가운데에서조차 삶의 몸부림은 아
름다운 것처럼 보였다.”

문학상 수상자
초청 강연회 개최

<한 톨의 밀알> 중에서

연세 PEOPLE

특별인터뷰

<연세소식>에서는 18대 김용학 총장과 더불어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며 연세대학교를
이끌어가는 부총장단을 소개하고 해당 업무를 알리는 특별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
해 학교 행정에 소통과 공감을 실현함으로써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연세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두 번째 순서로 김영석 행정·대외부총장을 소개합니다.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며 현대 아프리카 문
학의 초석을 다져온 작가 ‘응구기 와 시옹오(Ngũgĩ
wa Thiong’o)’가 우리 대학을 방문해 케냐와 한국의
문학적 연대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현대 아프리카 문학의
대표 작가 ‘응구기 와
시옹오’

인문학연구원 HK문자연구사업단이 주관하는 ‘2016년 박경리 문학상 수상자 초청
강연회’가 지난 10월 25일 오후 1시 연세삼성학술정보관 7층 장기원 국제회의실
에서 열렸다. 박경리 문학상은 토지의 비옥한 문학 정신을 이어 나가며 전 세계의
문학 지형에 토지 정신을 심고 뿌리 내리게 할 작가를 선정해 왔다. 올해로 제6회
를 맞이한 박경리 문학상의 영예는 아프리카의 역사적 질곡을 언어와 국경을 종

“연세 학풍에 걸맞은 행정
시스템과 캠퍼스 환경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횡하며 구전문학과 토착적 문화 전통의 감수성으로 녹여낸 케냐 출신의 작가 응

케냐와 한국의 문학적
연대

구기 와 시옹오에게 주어졌다.
이날 강연회에서 응구기는 ‘케냐와 한국의 문학적 연대’를 주제로 식민 지배를 경
험한 양국의 역사의식과 문학적 실천, 현실 비판과 저항 정신에 대해 의견을 펼쳤

김영석 행정·대외부총장

다. 특히 그는 “김지하의 『오적』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동등함을 기초로 한 언
어 접촉은 문명의 산소와 같다.”고 한국문학에 대한 작가의 개인적 소회도 밝혔다.
조대호 인문학연구원장은 “현실과 정면으로 대결하는 자세를 통해 새로운 문학
적 상상력과 언어적 실천을 이끌어 온 응구기 와 시옹오의 문학 세계를 통해 오늘
날 한국문학이 당면한 문제와 세계문학이라는 과제에 대해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응구기는 1964년 첫 소설 『울지 마, 아이야』(1964)를 발표한 이래로 신식민
주의 문제를 주제로 한 대표작 『한 톨의 밀알』(1967), 『피의 꽃잎들』(1977) 등을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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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 내놓으며 세계인의 주목을 끌었다. 그는 소설뿐 아니라 희곡, 평론 등 여러

2016. 2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대외부총장

장르에서 왕성한 창작과 집필 활동을 이어 왔다.

2015. 3 ~현재

SBS 문화재단 이사

2008. 1 ~2012. 1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응구기의 문학은 작가의 삶과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동시에 아프리카의 현대사

2007. 11~현재

LG상남언론재단 이사

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유년 시절의 경험인 영국의 식민 지배와 마우마우 독립

2005. 11~2008. 3

한국언론중재위원회 위원

투쟁은 응구기 문학의 핵심적 주제로, 그의 문학은 제국주의 하의 식민지 생활상

2005. 10~2006.10

한국언론학회 회장

과 독립 이후에도 지속되는 탈식민주의 문제를 심도 있게 파헤쳤다. 그는 모이 독

2005. 9 ~현재

조선일보 미디어연구소 이사

재 정권의 탄압으로 20여 년에 걸쳐 오랜 망명 생활에 시달리면서도 영어와 기쿠

2002. 8 ~2008. 2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장

유어를 넘나들며 꾸준히 창작 활동을 하는 한편 학자로서도 명성을 쌓았다.

1996. 2 ~2002. 7

연세대학교 대외협력처장

1987. 3 ~현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1985. 6

美 Stanford University 커뮤니케이션학 박사

1977. 2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학사
Vol.602

17

연세 PEOPLE 특별인터뷰

Q1
특히 백양로 사업을
완성시키는 데에 힘쓰고
있습니다. 건설은 끝났지만
지상공간이 아직 완숙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명문대학에
걸맞은 품격 있는 백양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외 활동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밖
에도 현재 학교구성원들이 공동의 주주

문명사적 대전환기에서 우리 대학은 변혁의 시기를 맞았습니다. 그 가운데 중책을

로 조합을 형성하고 있는 생활협동조합

맡으신 부총장님의 소회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간 직무를 수행하신 소감을 한

의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가 줄었고 기금의 이자수익률 역시 매

연세의 모든 구성원들이
홍보맨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 낮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 안정화를 위한 묘수
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재적 기

다양한 업무 가운데 최근에는 특히 백양

부자들을 발굴하고 기존 기부자들과의

연세대학교 교수로 복무한 지 어느덧 3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학교에서

로 사업을 완성시키는 데에 힘쓰고 있습

유대 관계를 통해 기금 전략을 수립해나

일하며 연세대학교는 정말 ‘좋은 대학’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설립정신

니다. 건설은 끝났지만 지상공간이 아직 완숙하지 않은 상태

가고자 합니다. 예컨대, 현재 우리 대학은 기초과학 연구나

에서부터 운영방식에 이르기까지 단순한 일류 대학을 넘어서는 좋은 대학이기

이기에 명문대학에 걸맞은 품격 있는 백양로를 만들기 위해

노벨상 수상자를 만들기 위한 본교와 의료원 간의 협업 연

때문에 늘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부총장으로서 학교를 위해 제가 지닌 나름의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 5월 창립 131주년을 맞아 루

구 등을 추진하면서 기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

노하우와 사회적인 관계에서 오는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무엇

스채플 뒤에 자리하던 교훈석을 정문 쪽으로 이전함으로써

니다. 무엇보다 학교를 위해 헌신해 온 기존의 기부자들에

보다 감사한 마음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세의 모든 구성원들이 창립정신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 학교와의 유대 관계를 강화해나갈 예

니다. 10월에는 예술적 향취가 넘치는 백양로를 조성하기 위

정입니다. 이밖에도 학교의 수익사업을 극대화시켜서 수익

학교가 워낙 큰 조직이다 보니 정말 정신없이 몇 개월이 지나갔지만 마음만큼은

해 청송대에 있던 <만남>이라는 작품을 백양로에 새로이 설

을 얻는 것 역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보람차고 즐겁습니다. 그간 제가 맡고 있는 업무들을 파악하여 이를 어떻게 개선

치했으며,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에게 후원을 요청해 백

하고 보다 창의적으로 나아갈지를 구상해왔으며, 이제 실천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로에 예술조형 작품을 전시하는 ‘공공미술 전시 프로젝트’
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Q4

Q2

또한 비교적 이용도가 떨어지는 백양누리의 공간 활용도를

전 언론홍보대학원장이자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연세대학

제고하려 합니다. 현재의 알뜰샘(문구잡화점) 자리를 과거

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장 시급한 사안은 무엇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무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대외협력처 자리로 옮겨서 제품군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이 자리는 외국인 학생들이 드나드는 글로벌 라운지
로 바꿔서 백양누리를 보다 밝고 역동적인 만남의 장소로

연세대학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문대학입니다. 대학

행정·대외부총장으로서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일은 말 그대로 학교 행정과 대외

만들고 학생들이 마음껏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

은 많지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 대학에서 무언가를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행정과 관련해 기획실, 총무처, 시설처, 학술정보원, 대외

꿔나가려 합니다. 내년 1월 즈음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한 백

하면 곧 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브랜드 가치

협력처 등의 부서를 관할하고 있으며 동문관계, 대사회적 관계, 기금 등 광범위한

양누리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미담
을 발굴해 이를 체계적으로 알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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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특히 우리 대학은 김용학 총장이 제시한 3C 가운데 ‘Chistianity’,

현재 우리 대학은 재정 확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나 우리 대학은 다른 대학에 비해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인

과거 오랜 시간 대외협력처장을 역임하셨는데 앞으로 안정

재가 많습니다. 이러한 스토리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대

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어떠한 모금 전략을 수립하고 계

중에게 감성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신지요?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년간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등록금을 주 수입원으로

이를 위해서는 물론 학교 본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

이 스스로 이야기를 발굴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학

니다. 특히 우리 대학은 송도 국제캠퍼스가 본격화되면서

생들이 모임을 만들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거나 교

이에 대한 운영경비가 새롭게 발생하면서 재정적 압박이

수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꾸려나가는 것이죠. 즉, 연세의

큰 상태입니다. 경제가 어렵다보니 기금 역시 예전보다 규

모든 구성원들이 홍보맨이 되어야 합니다.

즉 기독교 정신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립정신만큼이

Vol.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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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하는 사업과 연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 총장단은 거버넌스의 분권화와 ‘Middle-up-down’의

무엇보다도 아주 사소할지라도 학교를 위해 헌신했던 동문

개혁을 통해 학교 행정에 소통과 공감을 실현해가고 있습니

들의 노력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감사의 마음을 표할 것

다. 이와 같은 행정의 분권화를 어떻게 설계 및 실행해 나가

입니다. 기부에 대한 예우를 제도화하는 것은 물론 학교의

고 있는지요?

구성원들이 동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유대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대학은 총장 권한의 상당 부분을 부총장 및 각 기관장
에게 위임하는 분권화를 통해 자율과 위계가 조화된 학풍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Q7

또한 대학이나 단위기관이 자체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

훗날 어떤 부총장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요?

연세 PEOPLE

화제의 인물

하고 추진해나가도록 하며 본부에서는 이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지원해나가려 합니다. 본부에서 대학에 일방적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학교에서 봉직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

으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학장이 학과장들과의 의

로도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학교의 발전을 위해 조금이

견수렴을 거쳐 본부에 의견을 제시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

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특

는 것이죠. 이처럼 ‘Middle-up-down’은 일방향이 아닌 서

히 학내의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우리 대학을 참 좋은 캠퍼

로간의 협의를 통한 의사결정이며, 소통과 공감의 정신과

스라고 인식하고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

일맥상통합니다. 공동의 협의체로 가는 것이 Middle-up-

및 환경 변화를 이끌기 위해 노력한 사람으로 기억해주었으

down의 기본 골격이지요.

면 좋겠습니다.

로 실행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 이를 실행하는 것

세계적 영화제로 거듭난 부산국제영화제는 수많은 영화가 작품성을 인정받는 영

부산국제영화제

라 할 수 있다.

개막작으로 선정

지난 10월 6일 막을 올린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우리 대학 커뮤니

화제다. 특히 영화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작은 더욱 명예롭고 의미 있는 작품이

케이션 대학원 장률 교수의 <춘몽>이 선정됐다. 영화제에서 장률 감독은 뉴커런
츠 부분의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하면서 영화제 곳곳에서 자리를 빛냈다. <풍경

어쩌면 이 방식은 시간이 더 소요되고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도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위에서 내려오는 것들을 피동적으

장률 교수의 ‘춘몽’,

Q8

역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마지막으로 연세 구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자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공동 유기체로 나아가는

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013), <경주>(2014), <필름시대사랑>(2015)에 이어 <춘몽>은 감성파 시네아티
스트라는 장률 감독에 대한 수식어를 다시금 확인시키는 작품으로 소개됐다.
영화 <춘몽>은 수색과 DMC를 배경으로 ‘세 명의 동네 청년들이 전신마비 아버지
를 돌보는 예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쓰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부산국제영화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아가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의 ‘적극
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와 같

오늘날의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가

개막작 기자회견에서 장률 감독은 “수색이라는 동네의 정서를 담아낸 영화로 완

은 문화가 정착되도록 모두의 노력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설립된 131년 전과 지금은 하늘과 땅 차이이지만 20년 전과 비

전히 다른 세상으로 가는 꿈꾸는 것 같은 감정을 느껴 영화의 제목도 춘몽(春夢)

교해도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이 되었다.”고 말했다. <춘몽>은 그의 전작인 <경주>를 비롯해 장률 감독의 공간
에 대한 섬세한 감각을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Q6

과거에는 학생 수가 많으면 힘이 있고 땅이 넓으면 좋은 대학
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는 오히려 몸집을 작게

이처럼 공간을 특출난 감각으로 풀어내는 장률 감독은 한국에 정착해 영화감독

우리 대학은 매년 재상봉행사를 개최하고 동문 서비스를 제

해서 전문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세상을 앞서가는 첨단의 연

뿐 아니라 우리 대학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에서 영상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그

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교와 동문 간 유대감을 강

구를 하는 대학이 좋은 대학으로 평가됩니다. 연세대학교 역

는 “아무런 인연도 없었던 연세대학교에서 홀연히 강의를 하게 된 것은 재중동포

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시 이와 같은 세상의 트렌드에 발맞춰 변화하지 않으면 20세

로서 가져왔던 한국에 대한 궁금증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기에 누렸던 명성과 신뢰를 얼마나 더 가져갈 수 있을지 모릅
아직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이르지만 동문들을 위한

니다. 이는 연세 구성원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이

“한국에 가끔씩 오가면서 지내다 문득 한국이 궁금해졌습니다. 부모님의 고국이

수익 사업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단순한 수익 사업이 아니

기도 합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세상의 변화에 발맞춰 보다

기도 하고요. 강의를 하며 오래 머물면서 더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라 이를 통해 동문들이 특전과 같이 영광된 의식을 갖도록

창의적으로 생각을 바꿔나가야 할 때입니다.

연세대가 윤동주 시인의 학교인데, 저의 고향쪽 시인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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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률 감독은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에서 <문학과 영화>, <영상작가론>, <연
기연출론> 등의 수업을 가르치고 있다. <춘몽>을 찍은 봄 학기에는 영화 전공 대

연세대와

실뿐만 아니라 영화의 실제 촬영현장에서 이루어지기도 했다.

노벨 경제학상과의

칸, 베를린, 베니스 등 세계 3대 영화제에서 인정받은 장률 감독은 ‘형식에 얽매이

특별한 인연?

학원생들이 직접 시나리오를 직접 쓰는 <문학과 영화> 수업이 열렸고, 수업은 교

지 않는 감독’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감독으로서 그가 지닌 특성은 수업에
서도 나타나는데 장률 교수는 수업 시간 동안 일방적인 강의를 진행하기보다 주
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눈다고 한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것이야말로 대중과
소통하는 영화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란다. 그래서인지 날씨가 좋은 날 그의 교수
실이 있는 성암관 벤치를 지날 때면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그의 모습을 종종 마주하기도 한다.

201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올리버 하트 교수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하고 주로 영화에 대해 토론을 하고 이야기하는데, 나 스스로
에게도 공부가 됩니다. 강의를 하면서 반성을 하게 되고, 생각도 많이 하게 되죠.”
장률 감독의 작품에 대해 많은 평론가들은 ‘경계인’으로서 경험이 예술로 녹아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영국 출신

이 있기 때문이다. 매스킨 교수는 우리 대학에서 강연한 1년

어있다고 평가한다. 재중동포라는 지리적 경계 외에도 장률 교수는 영화감독이

올리버 하트 하버드대 교수와 핀

뒤, 하트 교수는 2년 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셈이다. <연

자 대학교수라는 경계 속에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강의를

란드 출신의 벵트 홈스트룀 매사

합뉴스>, <서울경제> 등 주요 언론 매체들은 노벨 경제학상

하면 학생들이 계속 영화를 찍을 수 있도록 용기를 준다.”는 말로 영화와 강의에

추세츠공대(MIT) 교수에게 돌아

발표와 더불어 수상자와 우리 대학과의 관계를 잇달아 보도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끊임없이 경계를 성찰하며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갔다.

했다.

노벨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

한편,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하트 교수는 1972년 영

원회는 지난 10월 10일 올해 노벨

국 워릭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고 1974년 프린스턴대

경제학상 수상자로 “계약이론 연구에 공헌”한 두 사람을 선

에서 박사학위를 땄다. 1984년부터 MIT와 하버드대에서 학

정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계약이론(Contract theory)의 창시

생들을 가르쳤으며 2000∼2003년에 하버드대 경제학과 학

자로 통하는 올리버 하트 교수는 지난 2014년 상경대학에서

과장을 지냈다.

장률 교수의 10번째 꿈인 ‘춘몽’이 유달리 기대되는 까닭이다.
(취재 : 한미소 학생기자)

SK 석좌교수를 지내는 등 우리 대학과 특별한 인연을 맺은
바 있다.

그는 “경제관계에서 계약이 올바르게 맺어져야 사회의 전체
적인 효용이 커진다”는 논리를 펴왔다. 또한 금융분야에서

성태윤 경제학부 교수는 “한 학기 동안 ‘계약 및 조직이론’이

대리인 문제와 도덕적 해이 문제에 천착해왔고 2008년 글로

라는 과목을 통해 ‘기업이 어떤 식으로 계약을 맺어야 효율

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회사의 파산을 연구했다.

적인가’ 등을 가르쳤다.”며 “짧은 기간이었지만 수업이 쉽고
재미있어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하트 교수를 회고

하트 교수가 제시한 계약이론은 모든 경제 관계는 결국 계

했다.

약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계약 과정이 투명하고 상호 합
의가 될수록 사회 전체 효용이 증가한다는 이론이다. 그는

하트 교수가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우리 대학교와 노

방한 당시 “행동 경제학과 접목해 어떤 계약이 사람들을 행

벨 경제학상의 인연’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2007년 노벨

복하게 하는지를 실험을 통해 연구하고 고전 계약이론의 한

경제학상을 받은 에릭 매스킨 프린스턴고등연구소 교수 역

계점도 보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시 1년 전인 2006년 우리 대학에서 SK 석좌교수를 지낸 적

22

YONSEI NEWSLETTER

Vol.602

23

연세 PEOPLE 화제의 인물

연세 PEOPLE 세계 in 연세

덴마크서 열린

연세 PEOPLE

국제 대학생 창업

세계 in 연세

대회 준우승 차지

“연세대는
제2의 고향”

한국팀 최초로 수상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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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지식 없이 새로운 나라를 방문한

많아서 좋아요. 특히 서울의 스카이라

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군다

인을 감상할 수 있는 학술정보원 옥상

나 그 나라를 방문학생으로서 간다

은 캠퍼스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

면 더욱 부담스러울 수 있다. 16세부

소랍니다.”

터 고향인 리투아니아를 떠나 유럽과

맨 왼쪽부터 이규성, 정원석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 컬럼비아 대학 등의 아이비리그

정원석 동문은 “글로벌 대회에서 창업 아이디어의 유효성을

소속 학교와 중국의 칭화대, 일본의 와세다대 등 전 세계 유

검증받고 해외 투자자들에게 접근하기 위한 피칭(pitching)

수 명문대학교 53개교가 참여한 국제 대학생 창업대회 ‘the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었다.”며 대회에서 수상할 수 있었던

university startup world cup’에서 우리 대학 학생들로 구성

노하우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코트리나 칼로바
(리투아니아/파슨스 디자인

미국에서 유학을 한 코트리나 칼로바

코트리나는 이렇게 큰 공동체 속에서

(Kotryna Calova) 역시 한국에 대해

본교 학생들이 애교심으로 똘똘 뭉치

전혀 모르는 상태로 우리 대학에 입학

는 것 역시 놀라웠다고 했다. 그녀는

했다.

“유럽학교에는 이런 공동체적 분위기
가 없다.”며 “특히 연고전에서 학생들

예상과 달리 현재 그녀는 한국에서의

이 다 함께 응원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

생활을 매 순간 즐기고 있으며, 서울시

깊었다.”고 말했다. 집과 같은 편안함

뿐만 아니라 캠퍼스 구석구석을 탐방

덕분에 어렸을 적 고향인 리투아니아

“먼저 기술사업 특성상 기술진의 통일된 의견과 경영진 PR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다. 본교에 개

에서 동네 남자 아이들과 하던 축구를

의 조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 2년에 걸친 누적된 기술

설된 경영과 미술, 광고, 미디어와 커

본교 축구 중앙동아리에 가입하면서

본 창업대회는 세계 최상위권 대학 내 스타트업 초기 단계

력과 상업성 그리고 앞으로의 잠재성 등을 응축하여 글로

뮤니케이션 강의 수강을 통해 전공뿐

다시 하게 됐단다.

를 거친 팀들을 대상으로 심사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5일

벌 무대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기술진의 확실한 콘셉트 통

아니라 생소했던 한국에 대해 많은 것

간 본선 경쟁을 거쳐 최종 우승 및 준우승 팀을 가려낸다. 올

일과 기술적 부문에 대한 실현 가능성 등이 뒷받침 되어야

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해에는 2,500여 개 대학, 50만 명의 학생들 중 상위 53팀을

합니다.”

된 나라스페이스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대회 개최 이래 한
국인 팀이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발했으며 총 30여 개국 지원팀들이 본선에 참여했다. 한

스쿨)

그녀는 연세대학교에서의 경험은 더
큰 세상을 보여줬고 전혀 알지 못했던

전략 디자인 경영이 전공인 그녀는 파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녀의 삶과 미래

국은 우리 대학교와 포항공과대학교에서 본선 진출자를 배

그는 또한 “대회 평가기준이 현지 발표뿐만 아니라 비공식

리 소재 학교 소속이지만 다음 학기 뉴

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내년

출했다.

파티나 네트워크 행사 때의 세일즈 역량, 커뮤니케이션 능

욕 파슨스 디자인 스쿨로 편입할 예정

여름에는 한국으로 돌아와 인턴십을

력 등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만큼 발표 후 네트워킹에 공을

이다. 파리에서 코트리나가 다니는 학

하고 싶다며 장기적으로는 제2의 모

들이고 보여준 점을 높게 평가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교의 총 학생 수는 160명으로 가족과

국인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바람을 밝

같은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비해 인원

혔다.

심사위원은 Microsoft, 도이치방크, 덴마크혁신센터장, 최상위
로펌을 비롯한 북유럽 최상위 투자자들로 구성되었으며, 연
단에서의 발표 및 질의응답 능력 뿐 아니라 발표 후 네트워크

나라스페이스는 준우승 혜택으로 hippocorn(스카이프 초기

수뿐만 아니라 캠퍼스의 규모도 훨씬

영업역량과 네트워킹 능력까지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투자 기업) 등으로부터 투자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됐으며,

큰 연세대학교는 그녀에게 낯선 캠퍼

덴마크를 비롯한 북유럽 창업 네트워크를 1년간 종합적으로

스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연세

지난 3월 설립된 ‘나라스페이스’는 박재필(천문우주학 석박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위 대회를 기점으로 나라스

라는 큰 공동체와 캠퍼스 속에서 오히

사통합과정), 정원석(경영 12) 동문을 중심으로 12명의 사원

페이스의 대외적인 인지도 확립 및 우주산업에서의 사업확

려 집과 같은 편안함이 있다는 것을 깨

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우주 사업 벤처다. 본선 현장에는

장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준비

달았다고 했다.

정원석(경영 12), 이규성(UIC 경제 11) 2명의 학우가 나라스

할 예정이다.

페이스의 대표자격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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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PEOPLE 창업톡톡

연세에서 해군

가을 학기 우리 대학교에 방문학생으로

장교의 꿈을 키우다

에게 연세의 모든 것은 낯설고도 신기

연세 PEOPLE

파견된 수자나 하이트(Susanna Heidt)

창업톡톡

했다. 얌전해 보이지만 미국 해군사관
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그녀는 졸업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현실 속에서 오늘날 창업은 학생들의 새로운 진로가
되고 있다. 우리 대학은 창업이 자연스러운 대학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창의성에 기반
한 도전과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연세소식>에서는 ‘창업톡톡’이라는 새로운
코너를 통해 실패에 굴하지 않고 엉뚱한 발상을 새로운 미래로 만들어나가는 연세 창업인
들의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을 앞둔 일반적인 4학년생들보다는 미
래에 대한 걱정이 적다. 졸업 후 최소 5

글로벌 미니게임의

년 동안 미국 해군 장교로 임용되기 때

수자나 하이트
(미국/미국해군사관학교)

문이다. 해군 장교인 부모님의 영향을

새로운 기준, 111%

받아 자연스럽게 해군 사관학교에 입
학했다는 그녀는 “연세대에서의 경험
은 앞으로 해군 장교로서 커리어를 쌓
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고 말했다.
우리 대학으로 오기 전부터 수자나는

도 본인의 경쟁력을 더욱 키울 수 있을

소속학교 파견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강안 대표(컴퓨터과학 10)

요구되는 파견국에 대한 사전조사 프
로젝트를 진행했다. 해군 사관후보생

현재 SK 글로벌 하우스 기숙사에서 지

으로서 그녀는 한국의 안보 현황에 대

내는 수자나는 “서울 어디든 쉽게 갈

해 조사했다고 한다.

수 있는” 기숙사의 지리적 이점을 꼽

111%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으면서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서울

111%는 2015년에 탄생한 따끈따끈한 신생 게임 회사입니다. 최대한 간결한 인터페

“이후 실제로 DMZ를 방문해보니 한국

곳곳을 다니며 한국 전통 예술 공연과

이스를 통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미니게임만을 주력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은 여전히 전시 상태라는 것을 새삼 느

박물관을 관람할 계획이라고 했다.

단편적인 제품 출시에 그치지 않고, 게임 간 시너지를 통한 게임 플랫폼(게임 서비
스를 통해 고객과 고객 간, 고객과 회사 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고

낄 수 있었어요. 불과 몇 십 킬로미터

자 합니다.

떨어져 있는 서울과 수도권에 한국 인

“문화 체험은 미국 해군 사관학교에서

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다는 것이 흥미

해외대학에 파견 나가는 후보생들에

로웠고요.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

게 권장하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안보

대표 게임으로는 bb-tan(비비탄)과 cc-tan, popong 등이 있으며 비비탄의 경우 전

의 동상과 기념관을 보면서 한국의 안

에 대한 이해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

체 게임 앱 랭킹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최근 내놓은 앱의 대다수

보 역사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화에 대한 열린 마음, 이해와 관심을

가 유럽 지역에서 순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11%는 고퀄리티 게임보다는 빠르

갖는 것이 장교에게는 필수요건이라

게 만들어 빠르게 출시하는 캐주얼 게임들을 추구합니다.

수자나의 목표는 해군 장교로서 아시

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로 파견되어 향후 미국 해군 내 아시

연세대에서의 경험은
앞으로 해군 장교로서
커리어를 쌓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아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

연세와의 인연을 시작으로 훗날 아시

으로 그녀는 전공 수업 외에도 한국어

아 전문가가 되어 미국 해군에서 꿈을

와 국사(Pre-modern Korean history)

펼치는 수자나의 미래를 기대해 본다.

해보니 로또를 맞는 방법 외에 사업 밖에는 없겠다 싶더라구요. 당시 제가 즐기면

중국어와 중국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서 잘 할 수 있는 일이 코딩이었고 이를 활용해서 학부 재학 중 이것저것 앱을 많이

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해군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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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창업의 계기는 굉장히 간단했어요. 저는 20대에 큰돈을 벌고 싶었어요. 생각

수업을 수강하고 있다. 수자나는 “이미
한국어와 국사를 배운다면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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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계기로 창업을 하게 되었나요?

심플하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구성
된 111%의 대표작 ‘popong’

만들어봤어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재학 중이던 26살에 1인 기업 형태의 111%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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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PEOPLE 연세사랑

게임 기업으로서 111%는 어
떻게 수익을 창출하시는지요?

특히 저희 같은 IT 기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없고 쉽게 얘기

저희는 글로벌 시장을 타켓팅하다 보

해서 10번 망해도 바로 일어날 수 있는

니 유입되는 유저들의 국적도 다양하

환경에 있는 거에요. 이러한 조건과 더

고 유입량도 엄청난 편이에요. 그래서

불어 처음부터 서비스를 판 돈으로 돈

초기에는 간단한 광고 등을 통해서 대

을 벌어왔기 때문에 보다 쉽게 회사를

다수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현재는

키워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가

특정 앱에 한해 앱 내 결제 기능을 추

애플 app store에서 1등을 한 111%의 bb-tan 게임

장 중요한 건 운이지만요. (웃음)

가했고, 7:3 비율로 광고와 유료 결제
를 통한 수익 창출의 비율을 맞추고 있
습니다.

특별히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기획 및 출시하시는 이유가 궁
금합니다.

111%는 창업 이래 폭발적 성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창업을 희망하는 연세인들에
게 한 마디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
니다.

故 이주한 동문,
모교에 잠들다

연세에서 못 다한 학업의
열정, 후배들이 이어가길

이곳에서 공부했던 故 이주한(1986. 5. 9.~2016. 2. 6.)과 부모님이 건축 기부금을
전하면서 학업에 정진하는 동문들의 건승을 빕니다. 친구들은 추억하고 공과대학
은 감사드리며 이 기록을 남깁니다.

제2공학관에 위치한 B042 강의실에

정말 성스러운 돈이라 생각하고 학생

가면 위와 같은 문구가 적힌 감사 기록

들을 위해 귀중하게 사용하겠다.”고 감
사의 마음을 전했다.

돈을 버는 방식에 따라 스타트업은 크

“작게 시작하고 작게 성공하라”는 말

을 볼 수 있다. 2005년 공과대학 세라

게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대다수의 사람

믹공학과에 입학한 이래 대학원 신소

111%처럼 서비스를 통해 직접적으로

들이 처음부터 거창하고 형형색색으

재공학과에서 학업을 이어가던 고(故)

아버지 이오석 씨는 “이런 자리를 마련

게임의 최대 장점은 국적을 초월한다

바로바로 돈이 들어오는 기업, 그리고

로 도색된 청사진을 그리다가 ‘에이~

이주한 동문은 지난 2월 6일 교통사고

해주어 오히려 감사하다.”면서 특별히

는 것인데요. 저희 게임 유저들의 국적

피키캐스트처럼 그 자체가 돈은 되지

내 능력으론 안될거야.’ 하고 쉽게 단

로 세상에 작별을 고했다. 연구실 동료

이날 참석해준 이 동문의 친구들에게

만 봐도 한국은 순위에 끼지도 못하고,

않지만 가능성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

념하고는 하죠. 그러지 마시고 초라하

들과 저녁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보

고마움을 표하며 “앞으로 나날이 발전

대다수가 유럽 국가들이에요. 그러다

치하고, 훗날 사업 확장을 통해 대박을

더라도 핵심만은 확실히 담은 나만의

통의 나날 중 벌어진 불의의 사고였다.

하는 인재로 자라나길 바란다.”고 당부

보니 빠르게 제품을 내놓으면 빠르게

도모하는 기업이죠.

제품과 서비스를 일주일 안에 만들어

다양한 유저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볼 수 있구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빠르게 성장

했다.

보세요. 저처럼 어플이여도 좋고, 간단

이후 이 동문의 가족은 평소 학업에 대

한 소모품이여도 좋아요.

한 아들의 열의를 기리기 위해 그의 결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이 동문의 친구

혼준비금으로 모아두었던 1억 원을 우

들은 한결같이 그를 “주변 사람을 잘

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으려
뿐만 아니라 ‘나비효과’가 엄청나요.

면 처음부터 서비스를 통해서 바로바

가볍게 시작해서 가볍게 만들다보면

리 대학에 기부했다. 대학원 5학기 무

챙겨주는 마음 따뜻한 친구”라고 기억

예를 들어 저희 게임이 대만의 한 유튜

로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수익

그 과정에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자

렵 상위 저널에 논문을 2편이나 게재

했다. 학부 1학년 시절부터 함께 대학

버에게 소개가 되면, 대만을 넘어서 중

화라는 게 나중에 기업 사이즈가 커진

연스레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할 정도로 학업에 대한 열정이 넘쳤던

생활을 해왔다는 김한기 씨는 “새내기

화권(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으로 빠

다고 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내 실력도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됩니

이주한 동문을 위한 가족들의 마지막

때부터 늘 함께하던 친구여서 주한이

르게 입소문을 타게 되죠. 이를 통해

절대 아니거든요.

다. 무엇보다 ‘나도 하면 하는구나!’ 하

배려였다.

가 없다는 사실이 아직 믿기지 않고 상

중화권 앱 마켓에서 상위권을 차지하

는 ‘근거 있는’ 자신감을 얻으실 수 있

면 자연스레 마케팅 비용을 전혀 지불

을 겁니다.

실감이 크다. 하지만 주한이의 부모님
지난 10월 5일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께서 이렇게 감사한 결정을 내려주셔

故 이주한 동문의 기부금 전달식이 열

서 공대를 지날 때마다 친구들과 후배

렸다. 그의 가족들을 비롯해 함께 연구

들이 언제나 주한이를 기억할 수 있을

른 피드백, 거대한 시장 파이 등을 고

실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던 동료 13명

것”이라고 전했다.

려하면 애초부터 글로벌 게임을 출시

이 자리했다.

하지 않았는데도 유럽 시장에서도 인
기를 끌게 됩니다. 이처럼 마케팅, 빠

(취재: 이경재 학생기자)

한편, 기부금은 이주한 동문이 공부했

하는 전략은 너무 당연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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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학 총장은 “이 사고와 상실에 정말

던 공과대학의 건축 발전금으로 사용

충격이 크다.”며 “기부해주신 1억 원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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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웅 장학금
전달식 열려

Contribution, Donation, Charity. 즉, CDC 정신으로 모교사랑을 실천해 온 문수웅
동문(영문 61)의 장학금 전달식이 열렸다.
지난해 9월 문 동문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돕기 위해 장학금으로 1억 원을
모교에 기부했다. ‘문수웅 장학금’을 신설한 이래 우리 대학은 본교 학부 재학생
가운데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선발해 매학기 2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
고 있다.

문수웅 동문, 후배사랑으로
‘CDC 정신’을 실천하다

지난 9월 6일 대외협력처장실에서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서 문 동문은 경영학과
김준혁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연세 PEOPLE

섬김의 리더십

이날 문 동문은 후배에게 “마음 속에 비전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며 “훌륭한 인
재가 되어 지금 도움 받는 것을 잊지 말고 미래에 장학재단 등을 통해 기부활동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준혁 학생은 문 동문에게 감사의 편지를 전하며 “선배님처럼 사회에 기여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화답했다.

음악대학, 서대문구

음악대학 학생들이 음악 선물을 통해 서대문구 저소득층 소녀들의 ‘깔창 생리대’

취약계층 위한 기부

서 서대문구 지역주민을 위한 가을 음악제를 개최했다.

음악회 개최

올해로 3회를 맞은 음악대학 가을 음악제는 매년 가을에 열리는 음악대학의 큰

아픔을 어루만졌다. 음악대학 학생회는 지난 10월 28일 오후 7시 백양콘서트홀에

행사로 특히 이번 가을에는 ‘가을에 보내는 선물’이라는 부제로 기획됐다. 우리 주
변의 저소득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취지로 열리는 이번 기부 음악회는 우리 대학
교 구성원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었다. 음악대학에 속해 있는
5개 학과(교회음악과, 성악과, 관현악과, 피아노과, 작곡과) 학생들은 이 뜻깊은
가을 음악회에서 나지 하킴의 연주곡과 조윤제의 ‘고궁의 뜰’을 비롯해 수준 높은
연주를 들려줬다.
음악회에 앞서 음악대학은 지난 10월 24일 서대문구청을 방문해 지역 주민을 위
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음악대학 학생들이 십시일반으로 기부금을 모으고 주변
기업과 병원 등 기관에서도 마음을 보태 약 750만 원을 모금했다. 본 후원금은 경
제적인 이유로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의 청소녀들을 위한 ‘드림
박스’ 사업과 저소득 홀몸노인, 장애인, 결식아동 등에게 식품을 제공하는 ‘푸드트
럭’ 두 곳에 기탁된다.
이번 기부 음악회를 기획한 지세진(관현악과 4학년) 음악대학 학생회장은 “요즘
많은 학생들이 일상에서 감사함을 느끼기보다는 불평, 불만을 가지고 살지만 우
리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보다 더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이번 음악
회를 통해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감사하고 본인의 재능이나 자신의 것을 다른 사

(좌)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우)지세진 음악대학
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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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을 위해 나누고 돕는 삶을 살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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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인도주의,
나눔의 빛을 발하다

재난대응 의료안전망 사업단이 요르단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 의료지원팀
을 파견했다.
응급진료센터 김문규 차장을 단장으로 의사 9명, 간호사 6명, 약사 1명, 응급구조
사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의료지원팀은 요르단 암만 지역에서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8박 9일 동안 시리아 난민을 도왔다. 특히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
학과 전우택 교수도 함께해 정신과 상담도 진행했다.

요르단 등지에서 시리아
내전 난민 1,200여 명 의료
지원

2011년 4월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내전이 발발해 약 480만 명의 난민이 발
생했다. 이 가운데 210만 명이 요르단 등 이웃 국가로 건너갔고 시리아 난민 유입
으로 요르단 내에서도 의료 서비스의 요구가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14년

연세 PEOPLE

역사 속 연세

10월부터 1차 진료기관의 무상 진료를 유상으로 전환해 난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장기원 부총장, 1963 졸업앨범

장기원 기념관

받기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의료팀은 20세기 중반 다수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정착했던 제라시(Jerash), 생활
수준이 낮은 바카(Baqa’a) 등의 도시를 방문해 의료지원 활동을 펼쳤다. 진료팀의
의료서비스 수준과 활동이 바카 지역에 거주하는 난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마지막
날에는 400명이 넘는 환자가 몰리기도 했다. 의료지원팀은 1명의 환자라도 더 돕

연세 과학의 초석,

오래 전 졸업한 동문들이 모교를 방문해 캠퍼스를 돌아보

장기원 교수

다. 이 기념관은 장기원(張起元, 1903~1966) 선생의 제자와

며 곧잘 묻는 것 중 하나가 ‘장기원 기념관’에 대한 질문이
동료 교수, 동문, 학교가 2년여의 모금활동으로 장만한 우
리나라 최초의 교수 기념관으로 각종 학술행사와 세미나가

기 위해 점심식사를 포기하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진료 활동을 이어갔다.

열려 늘 성황을 이루곤 했다.
의료지원팀이 4일간의 진료일정 동안 돌본 인원은 총 1,200여 명으로 이 중 절반

1903. 6. 16. 평안북도 용천군 출생

은 어린 아이들이었다. 그리고 호흡기질환,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

1920.

평북 선천 신성중학교 졸업

2008년 기념관이 있던 자리에 연세-삼성 학술정보관이 지

는 환자들이 줄을 이었다.

1921~25.

연희전문학교 이과 졸업

어지면서 장기원 기념관은 새 건물 7층에 150여석 규모의

1925.

연희전문학교 이과 조수 임용

장기원 국제회의실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많은 동문들이 연세의 학문과 교육을 대

박인철 재난대응 의료안전망사업단장은 “시리아 내전으로 발생한 난민에 대한

1926~29. 	일본 동북(東北)제국대학 이

표하던 장기원 기념관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좀처럼 아쉬운 마음을 지우지 못한다.

의료지원을 통해 인도주의 정신을 구현하고, 국제적 재난 대응의 경험을 축적할

학부 수학과 졸업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29. 	이화여자전문학교 교수 및 연
희전문학교 강사 임용
1939.

1943.	경성대학 부속 중등교원양성

50주년이 되는 때다. “가르치고 연구하고 응용한 전형적인 연세인”으로 불려온 장

1946.

연희대학교 이학원장

기원 선생은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동북제국대학에서 수학한 수학자다.

1952.

대한 수학회 부회장

1929년 귀국해 이화여전에서 교수로 10년을 보내는 동안 연희전문에서도 수학강

이공대학장
1961. 12.

1962. 	경북대학교 명예이학박사, 대
1966.

사로 해석기하를 강의했다. 1940년부터는 이화여전을 그만두고 연희전문에서 전
임강사와 교수를 역임하며 평생을 연세와 함께 했다.

연세대학교 부총장 겸 이공대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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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 한결 깊어지는 11월은 장기원 선생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꼭

소 강사

1961. 10. 	연세대학교 총장직무대리 겸

32

초대 이공대학장 지내며 연세 공학 발전 선도

연희전문학교 교수 임용

해방 후 연희전문학교가 연희대학교로 승격하면서 이학부 또한 이학원으로 개편
됐고 장기원 선생은 이학원장이 됐다. 1950년 신교육법에 따라 이공대학으로 개칭

한수학회 회장

되면서 초대 이공대학장을 지낸 선생은 “우리의 과학발전은 선진국의 추종에만

학술원 회원

있지 아니하고 우리 문제의 해결에 있다 하여 과학응용에 주력하면서 연세 과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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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RESEARCH 연구 프론티어

한 전통을 세웠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연세의 공학발전에도

수물과에서 밀러 교수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장기원 선생은

기여한 바가 크다. 또한 5.16 군사쿠데타의 영향이 대학에도

『연세춘추』에 추도문을 기고하기도 했다.

미치던 1961년 가을부터 1963년 봄까지 연세대학교 총장대리
와 부총장을 역임하며 학교의 안정을 위해 기여했다.

우리가 밀박사를 잊지 못하는 것은 그의 지식이 해박했다
든지 그의 인격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 때문만은 아니다.

장기원 선생은 철학과의 정석해, 국문학과의 김윤경 선생과

던 이 나라 청년들에게 과학의 씨를 뿌려주셨고 최후로

과 고학생들의 등록금까지 챙기던 인자함까지 겸비한 그의

육체적 고난을 당하기까지 하신 그의 은공에 대하여 감사

남다른 면모를 엿볼 수 있다. 특히 과학관(현 연희관)을 신축

하며 애모의 정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할 당시 숙직을 마다하지 않으며 야간 순찰을 돌고 건물바닥
이 닳지 않도록 학생과 선생들의 구두굽을 일일이 따질 정도

평생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과학의 연구와 교육에 매진하고
공학의 발전에 앞장섰던 장기원 선생의 신념을 스승 밀러 교

그는 다른 교수들의 휴강 시간을 도맡아 수학을 강의하고 길

연구 프론티어

우리 불우한 시절에 온갖 정열을 다하여 과학에 몽매하였

더불어 연세의 세 석두로 꼽히는데, 원칙을 고집하는 엄격함

로 꼼꼼했다고 한다.

연세 RESEARCH

수에 대한 추도문의 글귀에서 가늠해볼 수 있다.

을 걸으면서도 “항상 머릿 속에 수학문제를 생각하면서 행동

김동욱 교수 연구팀(의대 생리학 교실, 줄기세포반 신약개발연구단장)이 크리스
퍼/캐스 9(CRISPR/Cas9)과 같은 유전자 가위를 이용하여 환자 유래 유도만능줄기
세포(역분화줄기세포/iPS 세포)에서 복잡한 유전체의 변이 교정 및 질병 모델링에
대한 전략 및 방법을 네이쳐 자매지인 ‘네이쳐 프로토콜(Nature Protocols)’과 셀 자
매지인 ‘트렌드 인 바이오테크놀로지(Trends in Biotechnology)’에 연달아 보고했다.
유전체의 구조적 변이(Structural Variations)는 혈우병, 암, Fragile X 증후군과 같

김동욱 교수 연구팀,
유전자 가위로 환자

은 유전질환을 일으킨다. 이러한 질병에서 유전자 변이는 보통의 단순 변이(Point
mutation)보다 아주 복잡한 염색체의 구조적 변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김 교수팀(제1저자 박철용 박사, 성진재 박사과정 학생)은 최근 크리스퍼 같은 유

유래 줄기세포에서

전자 가위를 이용하여 환자 유래 줄기세포에서 염색체 역위(Inversion), 염색체 전

변이 유전체의 교정

등 구조적 변이를 어떻게 교정하고, 또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질병 모델링) 그 전

전략 소개

좌(Translocation), 반복염기서열의 과다증폭(Short nucleotide repeat expansion)
략 및 방법에 대해 보고했다.

하라”고 했을 정도로 학업에 엄격했다. 동료 교수들에 대해

장기원 선생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뒤 1966년 11월 9일 노천

서도 “대학은 학생만이 자라는 곳이 아니다. 그보다도 교수

극장에서 5천여 명의 조문객과 함께 학교장이 치러졌다. 당

들이 더 성장해야 하는 곳이다.”라며 연구에 매진해 최고의

시 박대선 전 총장은 “가르침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학교 특

다시 그 환자에게 맞춤형 세포치료제(유전자 및 세포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다. 그

실력을 갖추자고 독려했다.

히 이공대학 발전에 진력하셔서 연세 학원을 지키며 사셨

동안 김 교수팀은 이러한 환자유래 줄기세포에서 유전자 가위로 변이를 교정하고

다.”고 추도했으며, 교목 지동식 선생은 “고인께서 말보다는

교정된 유전자가 정상 작동하는 것을 ‘셀 스템셀(Cell Stem Cell)’, ‘셀 리포트(Cell

직접 행동함으로써 제자들을 이끌어 나가셨다.”고 설교했다.

Reports)’, ‘미국립과학원회보(PNAS)’ 등 저널에 보고해 왔다. 또한 미국혈우재단,

스승 밀러 교수의 전통을 잇다
“연세에서 자라고, 연세에서 일하고, 연세 과학의 전통을 길

복잡한 구조적 변이의
교정 및 질병 모델링

환자 유래 유도만능줄기세포에서 변이 유전자를 교정하면 그 교정된 줄기세포를

한국줄기세포학회 등에 초청돼 강연해 왔다.
김 교수는 “이러한 구조적 변이는 생물체 진화에 있어 유전체의 다양성을 증가시

한편, 장기원 선생이 돌아가시기 5개월여 전인 6월 연희전문

러내고, 연세를 빛낸” 장기원 선생의 서거 50주기를 지내며

학교의 창립기부터 수물과를 이끌며 한국 근대과학의 출발

생전 “진실하고 근면하라”던 그의 당부 말씀을 다시금 새겨

키는 기능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 인간에게 혈우병, 헌팅톤병, 암, 헌터 신드롬과 같

을 도운 밀러(E.H. Miller, 밀의두密義斗, 1873~1966) 교수가 미

두고 싶다.

은 유전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다.”며, “최근 크리스퍼 같은 맞춤형 유전자 가위 기

주요 저널에 연달아 게재

국에서 서거했다. 밀러 교수는 일제 말 추방당하기 전까지 연
희전문의 치원관, 본관, 학관, 상경관 등을 설계하고 노천극

(자료 및 사진 제공: 박물관)

술의 발전은 이러한 유전체의 구조적 변이를 교정하고, 또한 질병 모델을 만들어
질병 연구 및 신약 개발 연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등 교지의 측량사업을 맡아 추진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과학 지식 보급에 힘써 이론화학, 전기화학, 무기화학,
유기과학, 지질학 등을 가르쳤다.

고 장기원 박사 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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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형 교수팀,

권호정 교수팀,

권호정 교수(생명공학과) 연구팀이 오

료제와 멜라닌 생성 조절 약물로 개발

토파지 현상을 유도하는 새로운 약물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식물세포의 광합성

새로운 오토파지

을 발견해 효과적으로 오토파지를 유
도하고 관련 질환 치료제의 개발 가능

또한 인다트라린의 약효가 작용할 수

에서 전기 추출하는

유도 약물 발견

성을 제시했다.

있게 하는 호르몬(모노아민) 수송체가
새로운 오토파지 조절 단백질로서의

나노전극시스템

오토파지(autophagy, 자가포식)는 세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이는 향후 모노

포 속 소기관 중 하나인 ‘리소좀’이 다

아민 수송체를 표적한 오토파지 유도

개발

른 단백질을 분해하여 재이용하는 현

약물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상을 말한다. 오토파지 현상에 이상이

아울러 모노아민 수용체의 오토파지

생기면 암, 당뇨병과 같은 신진대사성

발생 기전에서의 역할을 규명하는 기

질환, 면역 및 혈관질환 등이 발생하는

초 연구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문제 주범인
녹조류의 식물세포,
에너지 변환 기술로 활용
기대

류원형 교수(기계공학) 연구팀이 식물

물세포로부터 광합성 전자를 일괄 추

세포의 광합성 과정에서 생성된 광합

출할 수 있다. 향후 넓은 면적으로 제작

성 전자를 추출하는 나노전극시스템을

된 전극을 이용한 대량 광합성 전자 추

개발하여 에너지 변환을 통해 전기추

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출 효율을 높인 방법을 개발했다.

한 셈이다.

오토파지 이상 현상
치료제 및 혈관 재협착증
방지약품 개발 전망

것으로 보고 있다.
권호정 교수는 “새로운 오토파지 유도
금년도 노벨 생리의학상의 오스미 요

약물 발견을 통해 기존과는 다른 작용

식물세포는 고효율 에너지 변환과정인

또한 살아있는 세포 자체를 이용하기

시노리(Ohsumi Yoshinori) 도쿄공업

기전으로 오토파지를 유도하여 혈관

광합성을 통해 태양 에너지를 100%에

에 세포 환경이 그대로 유지되어 추출

대학 교수는 ‘오토파지’ 현상을 규명한

재협착증 치료제의 후보물질 개발 가

가까운 효율로 광에너지를 전기화학적

과정 중 광합성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

업적으로 수상했다. 오토파지의 발견

능성을 제시했다.”며 “이는 기존에 알

에너지로 변환한다. 이러한 광합성에

지될 수 있다. 초기 전류 추출 시 효율

으로 최근 오토파지를 활용해 암 등의

려진 치료제나 모르고 있던 새로운 약

서 광합성전자가 생성되며 일반적으로

이 장시간 동안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난치병을 치료하려는 연구와 더불어

효를 발견함으로써 신약 재창출의 가

식물세포의 생장 및 대사에 사용되거

더불어 전기화학적 매개체가 별도로

부작용 없이 오토파지를 유도하는 약

능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번 연구의

나 탄수화물로 저장된다.

필요하지 않아 전자추출 효율이 높아

물을 발견하려는 연구가 활발해지고

중요성과 의의를 밝혔다.

졌다.

있다.
한편, 연구팀(제1저자 조윤선 박사, 교

높은 에너지 변환 효율을 가진 광합성
과정에서 전기 에너지를 추출하고자

류원형 교수는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

연구팀은 오토파지를 유도하는 새로

신저자 권호정 교수)은 미국 존스홉킨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특히, 광

은 최근 환경 문제로 대두된 녹조류 세

운 약물을 발견하여 오토파지의 작용

스 대학의 Jun O. Liu 교수팀, 이화여자

에너지가 탄수화물로 저장되기 이전에

포를 이용한 새로운 개념의 바이오-태

원리를 이해하고 신약 후보 물질 개발

대학교 강상원 교수팀과 협력연구를

광합성 전자의 형태로 직접 추출하고

양광 에너지 변환 기술”이라며 “해당

에 활용하고자 했다. 이에 FDA 승인약

통해 연구를 수행했다. 본 연구는 미래

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기술의 개발은 광합성 전류 추출의 실

물 2,400여 종을 사용하여 다양한 약물

창조과학부 기초연구사업(집단연구,

용화 가능성을 보여준 연구이며 나아

을 집중 탐색했다. 그 결과 항우울제로

글로벌연구실),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

본 연구팀은 살아있는 다수의 조류세

가 새로운 바이오-태양광 하이브리드

알려진 약물이 오토파지를 유도하고

전체사업, 전통천연물기반 유전자동

포 자체를 이용하여 광합성으로 발생

에너지 변환 기술로의 발전 가능성도

혈관 재협착증의 동물모델에서도 유

의보감사업 및 미래기초과학핵심리

한 전자를 추출하고, 광합성 기능의 안

보여준다.”고 전했다.

효한 활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최초로

더 양성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규명하게 됐다.

연구 결과는 네이처(Nature) 자매지인

정성도 도모하는 대면적화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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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티픽 리포츠’ 10월 3일자에 발

나노전극시스템을 개발했다. 즉, 다수

한편,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기초

의 식물세포 안에 전극을 동시에 삽입

연구사업(집단연구) 및 글로벌프론티

이번 연구로 항우울제인 인다트라린

하기 위해 실리콘 기반의 나노 스케일

어사업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연구 결

이 오토파지 유도 활성을 통한 혈관 재

전극 기판을 제작했다. 이곳에 다수의

과는 재료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어

협착증 방지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증

식물세포를 삽입하면 나노 스케일의

드밴스드 펑셔널 머터리얼스 9월 14일

명하면서 본 약물은 오토파지 조절 이

전극 역시 동시에 삽입되어 다수의 식

자에 게재됐다.

상으로 유발되는 노화, 퇴행성 질환 치

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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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교수(생명공학과)가 제안한

현재 류마티스 관절염, 천식, 아토피

연구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등 염증성 자가면역질환 치료를 위해

‘2016년도 글로벌연구실(Global Re-

염증을 유도하는 한 개의 분비단백질

search lab, 이하 GRL)’ 사업의 신규과

또는 수용체의 기능을 제어하는 항체

제로 지난 9월 27일 선정됐다.

신약들이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
지만 이 같은 항체신약들은 여러 개의

장진우 교수팀,

특별한 원인 없이 손이 떨리는 수전증

공명촬영장치(MRI)을 통해 뇌 영상을

을 머리뼈 절개 없이 초음파로 치료할

실시간으로 살피며 1㎜ 이내 오차 범위

수술 없는 수전증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로 초음파 치료가 진행된다.

치료 가능성 열어

의대 장진우 교수(신경외과학)팀은

장 교수팀은 이번 논문 데이터로 활용

한국·미국·캐나다·일본 4개국 11개

된 76명의 환자 중 15명의 환자를 연

GRL사업은 핵심 기초, 원천 기술 분

다양한 염증유도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임상연구기관과 공동으로 76명의 각

구·관찰함으로써 참가한 11개 연구기

야에서 해외 우수 연구주체와의 심화

작용하는 자가면역질환에는 효과적이

나라 수전증 환자(실험군 56명, 대조

관 중 가장 높은 논문 기여도를 보였

된 국제협력을 통해 글로벌 협력 네트

지 않은 경우가 많다.

군 20명)에 대해 고집적초음파수술

다. 장 교수는 “수전증은 환자와 가족

(MRgFUS) 효과에 대한 공동 임상시

모두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질환으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험을 시행한 결과, 수전증을 지닌 환자

로 많은 환자들이 두개골을 열고 수술

메디신에 논문 게재

의 뇌에 초음파를 쬐어 뇌 회로 일부

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에 치료를 거

를 차단하는 수술이 뚜렷한 증상개선

부하는 경향이 높았다. 하지만 초음파

워크 강화 및 국내 연구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

이상규 교수 연구진은 다양한 염증

는 사업이다. 2016년도에는 맞춤형 신

유도인자들의 기능을 한꺼번에 제어

약개발, 빅데이터, 유전자 치료, 인공지

할 수 있는 전사인자 단백질들을 타

이상규 교수 연구진,

능, 차세대 에너지기술, 첨단 소재기술

깃으로 병인성 자가면역질환 미세환

효과를 갖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논

를 이용해 오차 없이 치료할 뿐 아니라

등 13가지 기술 분야에 대해 연구진을

경을 치료용 미세환경으로 전환하는

문 결과는 세계 최고 의학저널 중 하나

수술 다음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미래창조과학부

공모하여 총 60개의 과제 중 9개 과제

새로운 핵심기반기술을 바탕으로, 다

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The

정도로 빠른 회복력을 가진 고집적초

가 최종 선정되는 높은 경쟁률(15%)을

양한 자가면역질환 동물모델에서 현

NEW ENGLAND JOURNAL of MEDI-

음파수술의 효과가 이번 논문으로 인

‘글로벌연구실 사업’

보였다.

재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항체신약

CINE)에 게재됐다.

정받았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다.”고

선정

이상규 교수 연구진은 본 GRL 연구사

의 단백질신약 후보물질들을 개발했

고집적초음파수술은 천여 개의 초음

활용한 파킨슨병 등의 운동질환과 난

업을 통해 ‘전사인자 기능제어를 통하

다. 이 교수는 올해 실험실의 대학원생

파 발생 장치를 이용해 뇌에서 손 떨림

치성 우울증·강박증 같은 정신질환 치

여 염증성 자가면역 미세환경을 조절

과 함께 연세대학교 교내 바이오 벤쳐

증상을 일으키는 부위 한 곳에 초음파

료도 매우 진척된 단계에 있어 조만간

할 수 있는 맞춤형 신약개발’을 주제로

(Good T Cells, Inc)를 설립해 현재 다

를 집중시켜 일부 뇌 회로를 차단하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

미국 콜럼비아대학 의과대학 면역학과

국적 제약사들과의 기술이전을 위한

치료법이다. 머리뼈를 여는 대신 자기

였다.

의 선천성 면역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윤주헌 교수,

의대 윤주헌 교수(이비인후과학)가 최

(NATURE MEDICINE)과 자가포식 분

근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는 글로

야 세계 최고 학술지인 오토파지(Au-

글로벌 연구실

벌 연구실(Global Research Labora-

tophagy)에 두 편의 난치성 호흡기 알

tory) 과제에 ‘난치성 호흡기 알레르기

레르기 질환 관련 논문을 게재한 바

과제 선정

질환에서 바이오마커의 개발’ 주제로

있다.

맞춤형 신약개발 위해
美 콜럼비아 대학 연구진과
상호 연구 전개
향후 6년간 30억 원
연구비 지원

말했다. 또한 “현재 유사한 치료방식을

보다 질환치료효과가 뛰어난 여러 개

인 상카 고쉬(Sankar Ghosh) 교수 연구
진과 상호 연구를 전개할 예정이다.

본 GRL사업을 통해 이상규 교수 연구
진이 연구하는 맞춤형 신약이 개발되

향후 6년간 약 30억 원의 연구비를 지

어 상용화 된다면 지금까지 완치가 어

원 받으며 1) 다양한 염증세포 내 핵심

려웠던 자가면역질환의 극복에 한 발

전사인자의 기능제어를 통하여 염증

짝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세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신약 후보

또한 한국과 미국 양국 간 상호 보완적

물질 발굴 및 질환동물모델에서 치료

글로벌 협력 연구를 통해 신약개발 기

효과 검증 2) 자가면역질환에 대한 병

반기술의 국제적 경쟁력이 향상되고

이번 과제로 1년에 5억 원씩 총 6년간

동 연구를 통해 난치성 호흡기 알레르

인성을 감소시킨 환자유래-T세포집단

국내외 제약사들간의 네트워크 강화

3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으며, 미국

기 질환의 마커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

을 이용한 최초의 자가면역질환 치료

및 고급 연구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

와일코넬 의학대학의 어거스틴 최 교

하고 연세 의대의 연구 수준을 높이는

용 자가 T세포치료제 개발 3) 자가면

로 예상된다.

수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최종 선정됐다.
윤주헌 교수는 “국제적인 석학과의 공

역질환을 일으키는 병인적 T세포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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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교수는 올해 어거스틴 교수와 공동

등의 연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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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캠퍼스 소식

KIC실리콘밸리와 MOU 체결
실리콘밸리 진출 스타트업 지원할 것

대학원 연합축제 ‘리멤버 연세’ 개최

우리 대학은 KIC(Korea Innovation Center)

글로벌혁신센터(KIC)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와 협력하여 글로벌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데

국내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설립한 기관

힘쓸 계획이다.

으로 실리콘밸리에서 인큐베이팅, 엑셀러레이

이재용 교학부총장은 지난 9월 29일 KIC 실

팅, 시장검증, 투자유치 등 창업기업의 현지 활

리콘밸리센터에 방문하여 글로벌 창업 지원을

동을 지원하고 있다.

위한 전략적 업무 제휴를 추진하는 양해각서

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대학교는 KIC와 글

(MOU)를 체결했다.

로벌 창업 지원 모델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이 함께 어울리고 대

합이 한껏 도모되길 소망한다.”며 모교를 찾은

학원간 연합을 도모하기 위한 대학원 연합축

대학원 동문들을 반겼다. 이날 행사에서는 본

제 ‘리멤버 연세(Remeber Yonsei)’가 지난 10

식 이외에도 백주년기념관에서 총장공관 뜰로

제1회 학술정보원 Library Week

치 동아리 ‘책갈피’와 함께한 도서관 골든벨을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 한 ‘옥상정원영화제’가

행사 개최

통해 참가자들은 도서관 이용에 필요한 유익한

9월 29일과 30일 양일간에 걸쳐 600여 명이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학술정보관 유라운지

참석한 가운데 학술정보관 8층 옥상정원에서

월 15일 백주년기념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

이어지는 마칭밴드의 행진과 총장공관에서의

학술·문화·예술 활동이 공존하는 도서

에서는 음악대학 학부생들로 구성된 ‘Y String’

진행됐다. 올해 상영작은 <어바웃타임>과 <

다. 본 행사는 기존에 개최해 왔던 ‘대학원 재

오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관에서 즐기다

의 현악 4중주를 감상할 수 있는 ‘도서관 작은

비긴어게인>으로 친구, 선후배, 연인들이 모여

상봉 행사’의 틀에서 벗어나 대학원 재학생과

김평식 대학원 총연합회 회장은 “대학원별 교

음악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밖에도 도서 대출,

앉아 가을 밤 정취와 영화 속으로 흠뻑 빠져들

졸업생을 비롯해 이들의 가족이 한자리에 어

류 활성화를 뛰어넘는 연대를 위해 직접 대면

도서관 방문, 시설 이용, 도서관 근로 등 4가지

었다.

우러지는 연합축제의 장이었다. 행사에는 재

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학술정보원(원장 이정우)은 지난 9월 26일부

분야에서 실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정해 시상

Library Week 기간 동안 학술정보관 유라운지

학생 및 졸업생 600여 명을 비롯해 교직원 등

오늘의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리멤버 연

터 30일까지 한 주간을 ‘Library Week 2016’

하는 Library Awards 시상식을 개최했다.

에는 연세인의 소망을 나누는 ‘YUL Wish Tree’

총 700명이 참석해 함께 소통하며 화합을 도

세를 통해 각 대학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고

으로 지정하고 연세인이 함께 참여하며 즐

참가 신청 접수 시작 하루 만에 마감되며 학생

가 마련되어 3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각자

모했다.

민하며 원우들의 복리증진을 향상하기 위한

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Library

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김영하 작

의 소망을 적어 나뭇가지에 걸고 성취를 기원

김용학 총장은 “본 행사를 통해 대학원간 연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Week는 그동안 도서관에서 개별적으로 진행

가와 함께 하는 북 콘서트’는 특히 학생들의 호

하며 서로를 응원했다.

해 온 여러 행사를 한 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개

평을 받았다. 강연장을 가득 메운 200여 명의

학술정보원은 앞으로 매년 9월 넷째 주를 Li-

최함으로써 도서관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과

학생들은 우리시대 대표 작가이자 동문 선배인

brary Week로 지정하고 이용자와 함께 하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기획됐

김영하 작가(경영학 86)가 말하는 ‘우리가 책

여러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학

다. 이번 행사는 총 1,800여 명의 학생들이 참

을 읽는 진짜 이유’를 진지하게 경청했다. 이어

술정보원 관계자는 “도서관이 단순한 학습공

여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진 질의응답을 통해 자신의 진로 고민에서부터

간을 넘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고 상상력과

Library Week에서는 도서관 서비스와 관련된

삶의 의미에 이르기까지 진솔한 얘기를 작가와

창의력을 함양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문제를 퀴즈 형식으로 풀어보는 ‘도서

함께 나누기도 했다.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 골든벨’을 만나볼 수 있었다. 학술정보원 자

한편,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며 학술정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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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연문인상에

제16회 연문인상 수상자로 전인초 우리 대학

전인초 교수는 모교 문과대학장과 국학연구원

우리 대학, 한국대학신문 대학대상

우리 대학교가 지난 10월 13일 열린 ‘제16회 한

지원하고자 대학대상 시상 제도를 진행해오고

전인초·한강·백경학 동문

명예교수(학술 부문), 서울예술대 교수인 한강

장을 역임하면서 한국학 연구에 기여했고 한강

교육혁신 부문 수상

국대학신문대상’ 시상식에서 대학대상 교육혁

있다. ‘제16회 한국대학신문대상 시상’은 당해

작가(문화예술 부문),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

교수는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맨부커상을 수상

신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연도 교육전반에 나타난 정량적인 지표와 내부

이사(사회봉사 부문)가 선정됐다. 연문인상은

해 한국문학의 위상을 높였으며, 백경학 상임

한국대학신문 대상은 한국대학신문이 대학 경

심사를 거쳐 4년제 대학 10개교, 전문대학 5개

문과대학 동창회(회장 정구종)가 모교의 명예

이사는 한국 최초의 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해

쟁력 강화를 위해 2005년 제정한 상으로 대학

교, 사이버대 1개교 등 총 16개 대학을 선정하

를 빛내거나 사회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사회봉사에 기여한 점을 각각 인정받았다. 시

경영자의 노력과 경영 성과 등을 널리 알리고

여 시상했다.

남긴 졸업생 또는 전·현직 교수에게 수여하는

상식은 지난 10월 18일 문과대 100주년 기념홀

상이다.

에서 개최됐다.

2016-2학기 대학원 동창회

대학원 동창회가 지난 10월 6일 오후 5시 30

운데 한선우 학생(응용통계학과 박사과정 2학

장학금 수여식 열려

분 연세대학교 스팀슨관 대학원장실에서

기)과 박지영 학생(경영학과 박사과정 3학기)

전인초 교수

한강 교수

백경학 상임이사

언더우드 서거 100주년 기념

제56회 연세신학공개강좌가 지난 10월 11일

게 많은 친척들이 한국을 방문할 줄 몰랐다.”

2016-2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 각각 5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제56회 연세신학 공개강좌

오후 3시 신학관 예배실에서 열렸다. 올해는

며 감격했고 “우리 언더우드가는 한국과 연세

대학원 동창회는 동문들이 출연한 기금을 바

대학원 동창회는 1967년 설립되어 1971년부터

특별히 언더우드 서거 100주년을 맞아 ‘언더

대학교에 깊은 사랑을 끊임없이 갖고 있다.”고

탕으로 매학기 2명의 대학원생에게 1,000만

매학기 대학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우드 선교사의 삶과 정신을 기리는 기념강좌’

전했다.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왔다. 동창회 장학금은 동문들의 기부금 및 졸

로 진행됐다.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는 언더우

‘언더우드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펼

이날 수여식에서는 홍복기 대학원 동창회장

업생들의 동창회비를 재원으로 하고 있다.

드 가문 후손들을 초청해 총 28명의 후손들이

친 원득한 선교사는 “할아버지(언더우드 선

(법학과, 법인본부장), 최문근 대학원장(화학

함께 참석했다.

교사)의 유산은 조선인보다 더 조선을 사랑한

과, 연구본부장)을 비롯해 내외빈이 참석한 가

강좌에 앞서 오후 2시 30분에는 언더우드 선

그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김도형 교수는

교사 초상화 제막식이 열렸다. 김현숙 신과대

‘언더우드와 연세교육’이라는 강연을 통해 “언

학 부학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막식에서는 김

더우드 선교사가 헌신한 교육사업의 결실인

인액터스 연세,

경영대학 소속 사회혁신 전략경영학회 인액

컬쳐 페어, UN SDGs(Sustainable Develop-

봉희 작가가 연세 기독교 정신을 기리는 뜻으

연세대학교가 앞으로 그 결실을 더욱 풍족하

세계 월드컵 세미 파이널 진출

터스(Enactus)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ment Goals) 토의 및 포럼 세션, 각국 프로젝

로 기증한 언더우드 선교사의 초상화를 언더

게 가꿀 수 있는 원동력은 언더우드 선교사의

‘2016 인액터스 월드컵’에서 세미 파이널까지

트 경쟁 PT 세션 등으로 구성되었다.

우드 후손들과 함께 신학관 2층 로비에서 제

기독교 정신을 계승해 나가는 노력”이라고 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인액터스 연세팀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막했다.

했다.

인액터스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솔루션을 실

‘책 it out’과 ‘시소’를 발표하여 호평을 받았다.

이어 유영권 신과대학 학장의 환영인사로 시

이밖에도 신동일, 김보미 교수와 교회음악과

행하여 사회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사회혁

특히 프로젝트 ‘책 it out’의 경우, 사라져가는

작된 본 강좌는 원한석 이사의 축사와 원득한

합창단은 제1강연과 제2강연 사이에 ‘순종과

신 전략경영학회다. 전 세계 36개국, 1,700여

청계천 헌책방 거리를 살리기 위해 고안된 비

선교사와 김도형 사학과 교수의 강연, 교회음

믿음’이라는 주제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개 대학들이 소속되어 있는 국제적인 조직으로

즈니스 모델인 ‘설레어함’의 독창성과 확장가

악과 합창단의 축가 등으로 꾸며졌다. 언더우

땅에 첫발을 내딛은 결단을 기리는 아름다운

기업가, 교수, 학생이 함께 프로젝트를 실행한

능성에 주목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고, 개최국

드가를 대표해 축사를 전한 언더우드 4세 원

축하공연으로 강좌에 감동을 더했다.

다. 각 프로젝트는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국

인 캐나다 인액터스가 ‘설레어함’의 캐나다 확

내 대회(National Competition)와 세계 대회

장을 제의하기도 했다.

(World Cup)를 통해 일년 간의 성과와 솔루션

우리 팀은 안타깝게도 세미 파이널에서 올해

의 소셜 임팩트를 평가 받는다. 전 세계의 유수

우승한 캐나다와 같은 리그에 배정되어 파이

한석 이사는 “서거 100주년 기념행사에 이렇

신과대학, 제네바대학과

신과대학이 제네바대학교 신학부와 오는 2018

19~20일 양일 간 신과대학을 방문해 “종교 다

한 기업가들이 심사해 향후 프로젝트 방향성에

널 진출에는 실패했다. 인액터스 연세 김수경

공동 연구 진행

년까지 ‘연세-제네바대학 공동기금 프로그램’

원성 혹은 다중 종교 소속성 – 비교 연구”에

대해 피드백을 받고 전 세계 인액터스 회원들

(영어영문 12) 회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해외

의 일환으로 “현대 신학을 향한 주요 도전들”

관한 논문 발표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우리

과 교류하고 성장한다.

의 국가대표들, KPMG, 코카콜라, 유니레버 등

이라는 주제로 3년 간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대학교 신과대학/연합신학대학원에서는 전현

올해 인액터스 연세는 지난 7월 현대해상에서

의 기업인들 및 UN 파견단과 함께 SDG에 대

1차년도 과제를 위해 제네바 대학교의 크리스

식 교수와 손호현 교수가 논문을 발표해 동서

후원하는 국내 대회에서 우승해 캐나다 토론토

해 토론하며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국제적 시

토프 샬라메(Christophe Chalamet), 지슬랭

양을 통합하는 신학 담론을 주도하는 성과를

에서 지난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간 개

각을 배울 수 있었다.”며 “결과와 상관없이 인

워터롯(Ghislain Waterlot), 안드레아 디트와

거뒀다.

최된 인액터스 월드컵에 국가대표로 참가했다.

액터스 연세팀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시야를

인액터스 월드컵은 각 국가의 문화를 소개하는

넓힐 수 있는 값진 경험이었다.”고 전했다.

일러(Andreas Dettwiler) 교수가 지난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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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명문 대학의 교육 혁신 사례를

지난 9월 22일 경영관 용재홀에서 ‘세계 명

Classroom 운영에 핵심 요소”라고 설명했다.

공유하다

문 대학의 교육 혁신’을 주제로 제3회 OSE 센

궉 교수는 홍콩대의 이러닝 사례를 통해 고등

터 초청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홍

교육 혁신을 위한 이러닝 지원에 필요한 연구·

콩대학교 교무부처장인 리키 궉(Ricky Y.K.

제3회 OSE 센터 초청 세미나 개최

리키 궉 교수

토루 이요시 교수

동서문제연구원 리더십워크숍 개최

지난 9월 29일 동서문제연구원 리더십센터가

제도에 있으며, 구식의 헌법을 바꿔야 한다.”

주최하는 리더십워크숍에 우윤근 국회사무총

는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국회에서 190여 명

장이 초청되어 ‘의회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이

의 의원들이 개헌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국민

개발 및 멀티미디어 등의 인프라 구축의 필요

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리더십워크숍

직선 분권형 대통령제 즉, 대통령제를 가미한

Kwok) 교수와 교토대학교 교육대학 부학장인

성을 강조했다.

은 학생들의 관심을 반영해 현장에서 리더십

의원내각제’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토루 이요시(Toru Iiyoshi) 교수가 참석해 해

한편, 이요시 교수는 ‘열린 교육 체제로의 변화

을 발휘하고 있는 중견 지도자를 초청하여 강

에 중심된 막대한 권력이 의회와 시민사회 등

당 대학의 교육 혁신 사례를 발표하고 대학 교

와 고등 교육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

의실에서 학생들과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을

으로 분산되어야 하는 것과 승자독식제가 아

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했다. 그는 교토대 MOOC 강좌 우수 학습자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닌 ‘합의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강

세계 명문 대학으로서 홍콩대학교는 세계 4

대상으로 대학 탐방 또는 Best TA를 선정하여

우 사무총장은 이날 20대 국회의 국정감사 파

조했다.

대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진행하는 시상식 사례를 소개하며 MOOC 활

행 사태를 언급하며 “우리 정치가 왜 그럴까

한편, 우윤근 사무총장은 1990년 사법시험에

플랫폼인 edX, Coursera와 협약을 체결했으

성화 방안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개방형

학생들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는 말로 강

합격한 이후 변호사로서 활동을 했고, 지난 17

며, TELI 센터를 신설하여 MOOC, Flipped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21세기에는 교육의

연을 시작했다. 그는 먼저 우리나라와 다른 나

대, 18대,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활발한

Learning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교토

목적이 단순한 지식 전달에 있지 않으며, 교

라들의 헌법 제1조를 비교하며, 이것이 상징하

정치활동을 해 왔으며 법사위원장, 새정치민

대학교 역시 MOOC 플랫폼인 edX와 협약을

수-학생간의 수평적 관계와 새로운 역할을 통

는 ‘국가가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에 주목했다.

주연합 원내대표 등을 역임했다. 지난 6월부

체결하여 생명과학, 생물학 분야 MOOC에 적

해 지식 공유를 통한 아이디어 개발 및 새로운

그는 또한 현재 대통령 중심제에서 비롯되는

터는 국회 사무처 사무총장직을 맡아 책무를

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식 창출의 선순환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권력 구조’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권력

수행하고 있다.

궉 교수는 이번 세미나에서 ‘홍콩대학교의 사

교무처 Open Smart Education(OSE) 센터

과 인적, 물적 자원의 분배가 승자 쪽으로 심

례를 통한 이러닝의 현 주소’를 주제로 발표를

(센터장 허준)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온라

하게 치우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진행했다. 그는 홍콩대에서 강의하는 300명

인·오프라인 통합 교육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규모의 Flipped Classroom 강좌를 소개하면

구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정책을 수립함으

서 “토론식 상호작용을 위한 강의 공간의 재구

로써 연세 교육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마

성과 숙련된 조교의 활동이 성공적인 Flipped

련됐다.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강연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우 사무총장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언어연구교육원, 네이버와 한국어 학

언어연구교육원(원장 유현경)이 한글날을 맞

외국인들이 자주 틀리는 한국어 표현을 정리

습 콘텐츠 발굴 확산 위한 MOU 체결

아 네이버㈜(대표 김상헌)와 한국어 학습 콘

한 학습자 오류 사전 등의 제작을 위해 협력할

텐츠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포괄적 MOU를 체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학연구원, 경성제국대학 조선문학

국학연구원이 지난 9월 30일 외솔관 110호에

성제대 조선문학 강좌 연구팀’이 다음과 같은

강좌 현장 전시회 개최

서 일제 강점기 시절 경성제국대학의 조선문

자료를 수집했다. 우선 조선문학 담당교수 다

한글날 맞아 다양한 이용자를 위한 한국

결했다.

유현경 언어연구교육원장은 “한국 문화 확산

학 교육 현장을 보여주는 전시회를 개최했다.

카하시가 1931년부터 1937년 사이에 조선문학

어 학습 콘텐츠 제작 위해 협력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언어연구교육원과 네이

과 함께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국어 교육에 대

더불어 ‘경성제국대학과 민요의 계보학’이라는

강의를 위해 작성한 강의노트 44권이다. 두 번

버는 다양한 한국어 학습자들이 보다 양질의

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는 상황”이라

주제로 연구발표회를 진행했다.

째로 ‘조선문학’ 강좌 학생들이 제출한 졸업논

한국어 콘텐츠를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

며 “이번 협약은 더 좋은 품질의 한국어 교육

1924년 식민지 조선의 유일한 종합대학으로

문이다. 이번에 발견된 것은 고정옥의 졸업논

력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여행 등 한국을 방문

콘텐츠 제작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한글의

개교한 경성제국대학에는 당시 어느 제국대학

문 「조선의 민요에 대해서」 완본, 오영진의 졸

한 외국인들을 위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사

가치를 더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에도 없는 조선문학과 조선어학을 가르치는 강

업논문 「조선내방가사」 일부, 김사엽의 졸업

전 내에 콘텐츠를 추가해나갈 예정이다.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좌(현재의 학과)가 설치됐다. ‘조선어학조선문

논문 「영남민요 연구」 일부이다. 세 번째는 학

예컨대, 언어연구교육원은 한국어 교육 전문

네이버 김종환 사전셀장은 “그간 네이버 사전

학’ 강좌를 전공한 학생은 조윤제, 이희승, 고

생들이 과제 수행을 위해 실시한 민요 수집 보

인력과 외국인 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한국어

은 외국어뿐만 아니라 우수한 한글 데이터의

정옥 등 22명이었고, 이들은 모두 한국어문학

고서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것은 김사엽, 구자

학습 콘텐츠를 포함해 한국 문화와 관련된 다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

연구의 제1세대 연구자로 남북한에서 큰 역할

균 그리고 명륜학원 학생인 윤재구의 보고서와

양한 콘텐츠의 개발을 진행한다. 네이버는 콘

력해왔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도

을 했다.

작성자 미상의 보고서 등 총 4종이다.

텐츠의 개발 과정을 지원하고 완성된 콘텐츠

더 우수한 한글 콘텐츠를 이용자들에게 제공

하지만 근 20년 간 지속된 강좌의 역사는 제

이번 전시회에 공개된 자료들은 식민지 시대

를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네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을 이어나

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해방과 함께 역사 속으

경성제대 ‘조선문학’ 강좌의 교육 현장을 생생

이버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게 된다. 양사는 먼

갈 것”이라고 말했다.

로 사라져버렸다. 그런 가운데 국학연구원 ‘경

히 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저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한국어 회화표현과

조선문학 강의노트 최초 공개

44

YONSEI NEWSLETTER

Vol.602

45

연세 INSIDE 캠퍼스 소식

첨단 의료기기 개발 위한 워크숍 개최

공과대학(학장 홍대식)이 BT와 IT 기반의 첨

술 연구 소개를 비롯해 의료기기 개발과 상용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 2017학년도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은 1975년 아동과 관련

만 5세 유치반 프로그램, 엄마/아빠와 함께하

단의료기기개발 분야에서 국가 설립 첨단 의

화라는 상호 관심사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신입원아 모집 안내

한 연구와 실습을 위한 장으로 설립된 이래 독

는 영아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료기기 개발지원센터들 간 상생협력 방안 도

특히 공과대학 의료 관련 교수 및 연구원뿐 아

자적으로 개발한 ‘연세 개방주의’ 교육철학에

있으며 다음과 같이 2017학년도 신입원아들을

출을 위한 상호 교류의 장의 일환으로 교류회

니라 김광만 치과대학장 겸 치의학전문대학

기초하여 다양한 유아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

모집한다. 또한 2017년 2월 모집하게 될 엄마/

및 연구회 주제 발굴 워크숍을 지난 9월 27일

원장 및 치과대학 교수 10여 명도 참석해 관련

하고 있다. 특히 아동의 발달적 잠재력에 대한

아빠와 함께하는 영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제2공학관 B201, B208에서 개최했다.

기기 개발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신뢰를 바탕으로 아동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부모설명회를 11월에 개최한

먼저 오전에는 홍대식 공과대학장의 개회사

공과대학 관계자는 “공과대학, 의과대학, 오

존중하며 아동주도활동, 놀이 및 상호작용에

다. (www.yonseichild.org)

를 시작으로 오송/대구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

송/대구 지원센터 간의 지속적 교류가 필요하

초점을 두고 있다. 만 3~4세 유아반 프로그램,

센터 소개, 초정밀광기계기술연구센터(센터장

다.”며 “이를 정례화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강신일 교수)의 바이오/의료 분야 연구소개가

것”이라고 밝혔다.
1. 2017학년도 유아교육프로그램 신입원아 모집

진행됐다. 오후 세션에서는 공대 의료과학기

- 원서 접수일: 2016년 11월 11일(금), 14일(월), 15일(화) 오전 10시~오후 4시
- 원서 접수장소: 연세대학교 내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 본관 1층 사무실

미래융합연구원, ICONS 세미나 개최
조동우 포항공과대학 교수 강연

삼애교회 창립 10주년 행사 개최

‘13회 ICONS 세미나’가 지난 9월 27일 학술정

복잡한 3차원 영상을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

- 모집 대상: 만 3세~만 5세(2011. 1. 1.~2013. 12. 31. 사이 출생 아동)

보원 장기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

고 다른 가공 방법에 비해서 정밀도, 정확도 혹

문의: 2123-3481~2(E-mail: cdri@yonsei.ac.kr)

미나에서는 조동우 포항공과대학 교수가 “3차

은 속도는 조금 뒤처지지만 이런 장단점은 ‘바

원 프린팅 기술과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의 적

이오메디컬’ 분야에 적용하기 적합하다.”며

용”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아직 실제 조직을 완전히 똑같이 재현하기는

- 일시: 2016년 11월 19일(토) 11:00~12:30

조동우 교수는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조

어렵지만,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바이오잉크를

- 장소: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 본관 지하 강당

교수, 부교수, 정교수를 역임하며 지난 5월에

프린팅하여 세포와 조직을 재현시킬 수 있다.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선착순 100명

는 한국연구재단의 ‘이달의 과학기술자상’을

따라서 3D 셀 프린팅 기술은 요즘 회자 되고

문의: 2123-3619, 3480(E-mail: infantedu@yonsei.ac.kr)

수상했다. 아울러 창의사업단 ‘쾌속조형기반 3

있는 ‘오가노이드(organoid)’쪽으로 많은 성

차원 조직/장기 프린팅 연구단’ 단장으로 활동

장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하고 있다.

미래융합연구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전공의 연

조동우 교수는 3D 프린팅 테크놀로지의 큰 흐

세인들이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융합주제를

름을 소개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아주

다루는 ICONS 세미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2. 엄마/아빠와 함께하는 영아교육 프로그램 부모설명회(1차)

외국어학당, 대학원생 위한

언어연구교육원(원장 유현경) 외국어학당은

올해 9월 기준 대체인정을 반영한 전공들은

외국어자격시험 대체 강좌 개설

대학원생들의 영어능력 향상, 대학원생 학위

국어국문학과를 포함한 총 26개 학과이며 그

취득을 촉진시키고자 공신력 있는 외국어자격

외의 전공들 역시 긍정적인 의견을 토대로 추

본교 일산 삼애 캠퍼스에 위치한 삼애교회(담

권의 기독교 인문학 서적을 갖춘 ‘삼애도서실’

시험(영어) 대체 강좌를 개설해 올해 7월부터

후 대체인정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목사 이대성 교목)는 지난 10월 25일 창립 10

을 봉헌하는 순서도 마련됐다. 130여 명의 참석

시행 중에 있다. 본 강좌는 총 6주 과정으로 전

오는 11월 12월 새로운 7세션이 개강될 예정이

기독교 인문학 서적 구비된 삼애도서관

주년을 맞이하여 특별한 행사를 가졌다.

자들은 가을 숲 속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을 들

공별 졸업요건 외국어자격시험(TOEIC 기준

며 앞으로 겨울방학까지 3개 기수가 추가로

봉헌

김용학 총장은 축사를 통해 “삼애교회가 지금

으며 맛있는 음식과 정겨운 담소로 ‘숨과 쉼’이

점수)에 맞추어 반을 나누어(700점 이상 목표

진행될 예정이다. 외국어자격시험(영어) 대체

까지 10년의 역사를 토대로 배민수 목사의 숭

있는 한나절을 보내며 삼애교회의 창립 10주년

반, 900점 이상 목표반) 정밀한 평가방법을 통

강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안내 및 수강신청은

고한 삼애정신(하나님사랑, 농촌사랑, 노동사

을 축복했다.

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외국어학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랑)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이 땅에서 이루어지

삼애교회는 일산 지역에 거주하는 교직원, 동

아울러, 대체 강좌는 3주마다 개강하고 있어

(http://fli.yonsei.ac.kr)

는 하늘나라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공동

문,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출석하고 있으며,

학기 중에도 학사일정에 맞춰 자신이 원하는

체가 되기 바라며, 연세 구성원들에게도 포근한

캠퍼스 내 배민수 기념전시실, 숲 속의 기도길,

기간에 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 우수한 강사진

영적인 보금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도서실, 천문대, 야구장, 축구장 등이 갖춰져 있

의 수준 높은 강의를 토대로 많은 대학원생들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난 10년의 역사를 책으로

다. (삼애교회 홈페이지: samae.yonsei.ac.kr)

이 영어능력 향상에 자신감을 내비치며 높은

엮은 『삼애교회 10년사』를 헌정하고 1,4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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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 창립 110주년 기념식

100년 전에도 감염관리 철저했다

세브란스병원은 100년 전에도 감염관리에 철저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다른 병실에서 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의대 동은의학박물관은

건을 감염병실로 가져올 때는 소독약으로 씻어

세브란스병원, 1910년대 전염실

지난 9월 30일 1910년대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

야 하고 만약 직물과 같이 소독이 어려운 물건

간호규칙 문헌공개

되는 ‘전염실 간호 규칙’ 문헌을 공개했다.

은 새로 구매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동은의학박물관장인 의대 여인석 교수(의사학

약을 청구할 때도 병실에 있는 약 그릇을 약방

과)는 “문헌에는 세브란스병원 감염병실에 근무

에 보내면 안 되고 필요한 약을 요청해 병실에

하는 간호사가 따라야 하는 규칙 12개가 담겨있

서 약을 받도록 했다. 환자복과 침구 세탁 시에

다.”며 “소독을 통한 위생관리, 병실에서 사용하

는 소독약을 넣은 통에 빨래를 그물에 넣어 보

는 물품 등 환경관리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말

내야 하며, 환자 식사를 가져올 때도 병실 밖에

했다.

그릇을 내놔 음식물을 받고 식사 후 소독제로

문헌에 따르면 감염병실에 들어갈 때는 당시 소

그릇을 씻은 후 물로 헹궈야 한다고 적혀있다.

독약으로 쓰였던 ‘석탄산수’로 씻어야 하고 환자

또한 감염병실은 남향의 방을 사용해야 하며 환

의 대소변 처리 용기 역시 사용 후 바로 버리고

자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목욕시켜줘야 한다고

약물로 씻어둬야 했다. 환자 상처 치료에 사용한

기록돼 있다.

솜과 헝겊은 밖에서 불에 태운 후 버리고, 환자

이태화 간호대학장은 “당시 위생과 환경관리를

상처를 씻겼으면 간호사도 손을 소독제로 씻은

강조한 지침이 존재했다는 것은 상당히 진취적”

후에 다음 환자를 돌봐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이라며 “문헌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서양의학이

있다.

도입되던 시점부터 감염관리에 대한 간호활동

또 감염병실에서 사용한 물품과 외부의 물품은

이 함께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태화 학장은 “지난 110년간 질병으로 고통 받

박사가 1936년 교원으로 선임된 후 1954년 세

는 이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는 많은 간호사

브란스 간호학교 교장으로 취임해 간호학과를

인디아나 의대,

인디아나 의과대학이 윤흔영 재미의대동창(56

로 다른 교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가치있는 리더 양성·연구역량

를 배출해온 선배들의 이상과 열정을 기억하

단과대로 승격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과 이후

‘윤흔영 석좌교수직’ 신설

년 졸)의 이름을 딴 석좌교수직을 신설했다.

한편, 윤흔영 동문은 인디아나 의대와 의대 산

강화·대내외 협력’ 발전방향 제시

고, 그 지혜와 혜안을 바탕으로 앞으로 간호대

간호대학 초대학장으로 헌신했던 모습이 자세

인디아나 의과대학은 200주년 기념 캠페인

하 병원에서 35년 동안 재직하며 영상의학과

학은 우수하고 혁신적인 교육과 연구, 글로벌

히 소개됐다. 또한, 간호전문직의 발전을 위해

의 일환으로 모금한 기부금 100만 달러를 통

발전에 공헌해 왔다. 혈관계 영상과 중재, 특히

리더십 확장을 통해 건강한 세상을 선도하고자

대한간호협회장, 대학간호학회장을 맡아 간호

해 방사선학의 권위자인 윤흔영 동창의 공적

고혈압에 관련된 기관들과 조직들의 원인 진단

간호대학이 창립 110주년을 기념해 지난 9월

한다.”고 말했다.

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

을 기리고자 ‘윤흔영 석좌교수직’을 마련했다

과 체내 기관의 응급 지혈, 혈관 확장 관련 연

30일 ‘Envisioning Nursing 2030: 건강한 미

김용학 총장과 윤도흠 의료원장도 기념사와 축

력한 점도 소개됐다. 2001년 타계 후 전 재산을

고 밝혔다.

구에 앞장섰다.

래를 향한 간호의 비전’을 주제로 학술대회 및

사를 통해 간호대의 새로운 발전을 기대했다.

간호대학에 기증해 홍신영석좌기금을 만든 이

공식명칭은 Heun Y. Yune Professor of

윤 동문 역시 존 캠벨 석좌교수로 재직했으며

기념식을 개최했다.

오후에는 간호대학 1층 진리관에서 급변하는

야기도 담겨있다.

Radiology in Clinical Research다. 영상의학

1985년에는 연세의대 초빙교수로 후학 양성에

이태화 학장은 기념식에서 간호대학의 새로운

사회와 보건의료환경에 대비해 ‘건강한 미래사

한편, 김선아 전 간호대학장이 기획하고 의대

과 연구 부문의 확장을 위해 윤 동창의 이름으

힘을 보탠 바 있다.

3가지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간호대학

회 구현을 위한 간호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학

박형우 교수(해부학)가 새로운 자료를 발굴해

의 모든 교육과정을 통해 기독교 정신을 바탕

술대회가 열렸다.

『에스터 L. 쉴즈 자료집』을 발간했다. 2008

으로 전문역량을 갖춘 ‘가치 있는 간호리더(a

한편, 간호대학은 11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년 출판된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100년사』에

의료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9월 19

윤도흠 의료원장은 “이슈화 되고 있는 노인복

valued nursing leader)’를 양성한다. 둘째, 간

초대 세브란스 간호원 양성소 교장을 지낸 쉴

서 당시 간호대 학장이었던 이원희 명예교수는

일 연세대 총장실에서 연구와 학술교류 분야에

지 분야는 병원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호대학의 연구 수월성을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즈선교사와 초대 간호대학 학장을 역임한 홍

1906년부터 1917년의 사료를 많이 발굴하지 못

서 상호 협력하기로 MOU를 체결했다.

사항”이라며 “협력 체결이 노인복지 분야 발

갖춘 연구역량을 증진하고 인프라를 구축한다.

신영 박사를 기리기 위해 『쉴즈자료집』과 『신

했던 아쉬움을 당시 간행사에서 밝혔다. 이후

이번 체결을 통해 두 기관은 공동연구 수행 및

전에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

마지막으로 연세간호의 국내외적 영향력을 높

재 홍신영: 믿음과 개척의 삶』이라는 책을 출

간호대학은 창립 110주년을 맞이해 1906년부

학술행사의 공동개최, 전문 인력의 상호 교류 및

다.”고 말했다. 안세영 이사장은 “세브란스와

일 수 있도록 대내외 협력과 전문직 리더십을

판했다.

터 1917년의 사료를 새롭게 발굴해 정리했다.

연구장비·시설 공동 활용, 연구자료·출판물 및

의 연구 협력 강화를 통해 사회가 발전할 수 있

강화한다는 것이다.

책 『신재 홍신영: 믿음과 개척의 삶』은 홍신영

지식·학술정보 등 상호교류에 노력하기로 했다.

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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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학생 작년대비 20%

올해로 8회를 맞은 의과대학 학생 학술제가 9

으며, 로비에서는 학생들의 연구포스터 발표

연구 성과 증가

월 20일 학생 축제기간 동안 에비슨의생명연

가 동시에 진행됐다.

구센터 유일한 홀에서 열렸다.

오후에는 최근 핫이슈를 다루는 시간으로, 배

학술제에는 교내 및 교외연구비 수혜자, 학회

상수 한양대 화학과 교수와 김석중 툴젠연구

지에 논문을 게재한 학생, 연구멘토링 Honor

의과대학 학생 학술제 열려
논문집 처음으로 발간

오긍선 선생 기념 학술 강연회

원목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 수기집

올해 초 의료원 원목실에서 세브란스병원 환우

추천도서 등 콘텐츠 우수성이 검증된 도서가

와 보호자 스물일곱 명의 수기를 모아 발간한

우선 선정된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시각 및

우수콘텐츠 선정돼 전자·점자책으로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 도서가 문화체육관광

독서 장애(중증장애 1~2급)인을 위한 점자책

제작

부 우수 콘텐츠로 선정돼 전자책 제작 지원을

제작 도서로도 선정됐다.

소장이 ‘유전자 가위’에 대해, 석흥일 고려대

받게 됐다.

정종훈 원목실장은 “책을 접하는 장애인들에

등급을 수여받은 학생들이 성과와 결과물을

뇌공학과 교수와 김홍준 Vuno 비즈니스 디렉

(주)한국출판콘텐츠에서 진행하는 전자책 제

게 조그마한 희망과 격려가 되길 바란다.”고

발표했다. 16편의 논문과 17편의 포스터 발표

터가 ‘인공지능’에 대해 강의했다.

작 지원 사업은 교양, 실용분야 도서의 전자출

말했다.

등 총 33편의 학생 연구물이 제출돼 작년 28

특히 올해부터는 유한재단에서 학생연구를

판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며, 문화체육관광부

편의 연구에 비해 20% 정도 증가했다.

위해 기부금 300만 원을 전달해, ‘유일한 연

송시영 학장은 “2014년 이후 절대평가 제도

구상’이 새롭게 제정되었고 나한규 학생(본

(Pass, Non-pass)로 변경된 후 학생들이 학

과4)이 ‘유일한 연구상 최우수상’을 수상했

점 경쟁 대신, 학생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

세브란스병원 신장이식 4,000례

세브란스병원 장기이식센터가 37년 전 1979

5위(22년)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다. 초록 부문에서는 김동현 학생(본과2)이

년 4월에 첫 신장이식을 시작한 후 올해 6월에

환자 생존율 역시 5년 94.4%, 10년 89.6%, 20

회와 시간이 많이 늘어났다.”며 “이에 따른 학

YMSC 최우수 초록상을, 황지민 학생(본과2)

4,000례를 달성했다.

년 80.1%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생 연구 역량도 많이 향상됐다. 향후 연구에

은 YMSC 포스터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4,000례 달성은 현재까지 국내에서 시행된 3

한편, 신장이식을 포함한 장기이식 분야는 병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지속

의과대학생 학술제는 2009년 국내 의과대학

만 여건의 신장이식 중에 약 13%를 차지하는

원 내의 모든 임상과의 역량이 집중돼는 수준

적인 관심과 연구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초로 ‘학생연구축제’라는 이름으로 학생들

수치다. 세브란스병원 장기이식센터는 1993년

높은 의료행위다. 세브란스병원은 신장이식을

실제로 우수논문으로 수상한 학생이 전 학년

의 연구력 향상과 미래 의과학자로의 성장과

에 1,000례를, 2001년에 2,000례를, 2010년에

비롯해 간이식, 췌장이식 그리고 심장 및 폐 이

에 고르게 나왔지만, 특히 본과 2학년이 4명

육성을 장려하기 위해 개최된 이후 현재 8회

3,000례의 신장이식을 진행해 왔다.

식 등의 모든 장기이식을 시행해 장기이식 분

으로 연구에 일찍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로 접어들었다. 2015년부터는 학생들의 자발

의료원은 국내 최초로 혈액투석센터를 운영했

야의 전문화를 선도해 왔다.

났다.

적이고 주도적인 학술제 특성을 유도하기 위

고, 면역학검사실도 설립·운영했으며, 교환이

김순일 장기이식센터장은 “장기이식분야의 성

학술제 오전 세션은 나한규 학생(본과4)이 ‘의

해 ‘연세의과대학생학술제(Yonsei Medical

식, 고감작 환자의 이식 전 탈감작요법, 최근에

장은 관련된 모든 임상과의 양적 성장과 질적

대 학생으로서 연구하기’ 란 주제로 연구가 왜

Student's Colloquium)’로 명칭을 변경해 운

는 혈액형 부적합 신장이식까지 고위험 신장이

인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각 분야마다 장기

필요한지와 본인의 소중한 연구 경험을 발표

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최초로 논문집을 발

식을 선도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식에 관련된 최고 수준의 의료행위를 활성화

해 동료 학생들에게 연구에 대한 많은 관심과

간하기도 했다.

이식 신장의 이식 후 1년 생존율은 96.6%, 5년

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호응을 얻었다. 학생 연구비를 수혜 받은 학생

생존율은 88%, 10년 75.2%, 30년 50.1% 수준

김 센터장은 “최근 세브란스병원을 필두로, 강

들은 자신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구연 발표했

으로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이식 신장 생

남세브란스병원과 원주기독세브란스병원에도

존율에 관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장기이식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특히 1979년 6월에 혈연간 생체이식을 받은

에는 세브란스병원 협력병원에서도 장기이식

국내 처음으로 피부과를 도입한 해관 오긍선

문적 토론을 통해 혈관내피세포 생물학 분야

환우는 아직까지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어

이 시작돼 세브란스병원의 장기이식 영역이 확

선생 기념 학술강연회가 지난 9월 3일 종합관

의 최신 지견에 대한 새로운 지식 습득과 교류

이 부문 세계 최고의 이식신장 생존기록이며

대됐다.

세계적 석학 리차드 그랜스테인 교수

337호에서 열렸다.

의 장이 됐다.”고 말했다.

다른 2명의 환우 역시 세계 2위(23년) 및 세계

초청

강연회에서는 혈관내피세포 생물학의 세계적

한편, 의대 김형후 학생(본과 4)에게는 해관

석학인 리차드 그랜스테인 교수가 ‘스트레스

오긍선 선생 기념 학생메달을 수여했다.

와 피부질환과의 관련성’ 주제로 스트레스가

피부과학교실은 해관 오긍선 선생의 업적을

피부발진을 악화시키는 기전에 대해 특강했

기리기 위해 1977년 제1회 오긍선 선생 기념

다. 학술강연회에 앞서 ‘혈관내피세포 생물학

학술강연회를 시작으로, 매년 피부과학의 세

및 관련 피부질환’에 대한 주제로 제14회 연세

계적인 석학을 모시고 학술강연회를 개최하고

의대 피부생물학연구소 국제학술 심포지엄이

있다.

열리기도 했다.
정기양 피부과학교실 주임교수는 “활발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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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2학기 청파 및

청파 및 한경범장학회(이사장 한승룡)는 9월

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과 정의를 가지고,

한경범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27일 원주캠퍼스 에코소극장에서 ‘2016-2학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가 되라.”고 장학생들에

기 청파 및 한경범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진

게 당부했다. 또한, 윤방섭 원주부총장은 “이

행했다. 장학금은 총 44,423,000원으로 16명

사장님께 항상 감사드리며 수여학생들은 사회

의 학생에게 전달됐다.

에 나가서도 소명과 사랑, 겸손의 마음가짐을

한승룡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항상 마음 속

갖고 생활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병원장 윤여승)은 지

기관 내 결핵관리지표와 결핵환자 발생 등 전

2016년도 결핵관리 우수병원 선정

난 9월 23일 개최된 ‘2016년 민간·공공협력

반적인 결핵관리 사업현황 등으로 이뤄졌다.

국가결핵관리 사업 연찬회’에서 ‘2016년도 결

우수 결핵관리전담간호사는 전국에 기관별,

핵관리 우수 병원(기관책임의사 김상하 교수)’

권역별로 배치되어 결핵환자의 복약 상담과

과 ‘2016년도 우수 결핵관리전담간호사(라영

부작용 관리, 접촉자의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애 결핵관리전담간호사)’부문에 표창을 수상

치료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 등의 업무를 주요

했다.

업무로 하고 있으며, 이번 수상은 이에 대한

이번 연찬회는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결핵 및

전반적인 평가를 근거로 추천에 의하여 20명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학장: 홍인수)에서

원주의과대학은 전임 학장을 포함하여 다수의

호흡기학회가 민간·공공협력으로 추진하고 있

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2016년 시신 기증인 합동 추모예배

는 지난 10월 12일 의학교육을 위해 시신을 기

교수 및 교직원들이 시신기증 의사를 표시하

는 국가결핵관리사업에 대한 그간의 성과를

한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1959년 4월 1

증하신 16분의 고인에 대해 ‘2016년 시신 기증

였으며, 재학생들이 단체로 장기 및 시신기증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일 설립공동대표였던 모례리 의료선교사(Dr.

인 추모예배’를 개최했다.

서약을 한 경우도 있다.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자리로 전국 17개 시도 및 254개 시, 군, 구를

Florence Jessie Murray, 1894~1975)가 세

원주의과대학은 의학교육을 위해 자신의 몸을

기간은 대략 1~3년 정도 소요되며 추후 모든

대상으로 개최됐다.

브란스병원으로부터 트레일러를 가져와 결핵

기증해 주신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과정이 완료되면 학교 측은 유가족의 의사를

결핵관리 우수병원은 최우수상에 충남대학교

환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클리닉을 개시하였

매해 추모예배를 개최하고 있다.

존중하여 시신을 모시고 있으며(대개 화장) 유

병원이, 우수상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울

으며, 이후 현재까지 결핵환자에 대한 관리 및

의과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시신은 절

가족이 원하면 학교 내에 설치된 추모예배실

산대학교병원이 각각 선정됐다. 선정기준은

치료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대수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다행히 생전에 자

에 임시 보관할 수도 있다.

신의 몸을 기증하시는 분들이 해가 갈수록 증

시신기증절차는 원주의과대학 해부학교실

가하는 추세다. 원주의과대학 해부학교실은

(033-741-0271)로 연락하면 상시 안내를 받

이런 분들의 높은 뜻을 학생들에게 수업과 실

을 수 있으며 생전에 시신기증 의사를 표명한

습시간을 통해 특별히 강조하고 있으며(시신

분들은 사후 유가족이 해부학교실에 연락을

을 ‘선생님’ 호칭) 매년 개최하는 추모예배를

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시신을 학교로 모셔

통해 학생들의 의료윤리 의식도 높아지는 효

오게 되고 의학교육과 연구에 큰 도움을 주게

과를 보고 있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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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캠퍼스(원주부총장 윤방섭)는 9월 28일

경찰서에서는 백운용 서장을 비롯해 여성청소

원주경찰서 내 서장집무실에서 ‘연세대학교

년과장, 여성청소년계장, 학교전담팀장이 함

원주캠퍼스 – 원주경찰서 간 우호 협력 협약’

께했다.

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원주캠퍼스는 평생교육프로

학교에서는 윤방섭 원주부총장을 비롯해 유일

그램 이용혜택, 홍보 등 공통 관심분야 협력,

사회교육개발원장 및 배기호 대외정책부처장,

4대 사회악 근절 등 경찰홍보에 동참하기로

유은영 상담코칭센터소장이 참석했으며, 원주

했다

원주캠퍼스(원주부총장 윤방섭)는 10월 19일

획 및 수행, 국가직무역량표준(NCS)에 필요한

원주캠퍼스 부총장실회의실에서 ‘연세대학교

협력 및 지원 등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협조 체

원주캠퍼스 – 한국표준협회 간 공동사업분야

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한국표준협회 백수현 회장은 “연세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심상치 않다. 한

가들이 참여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양국 간

원주캠퍼스에서는 윤방섭 원주부총장을 비롯

창의적 문제해결 이론인 TRIZ를 도입하기 위

한국경제를 논하다

때 세계 최강국이자 세계화를 주도했던 영국

자유무역협정이 이뤄지는 FTA보다 한 단계 더

한 주요 보직교수와 관련 교수진이, 한국표준

해 20여 명의 교수진이 먼저 교육과정에 참여

은 유럽연합을 탈퇴한 후 ‘우리가 대체 뭘 한거

진전된 자유무역협정 형태다. 둘째, 사회 전반

협회 측에서도 백수현 회장을 비롯한 주요 관

하는 등 선도적으로 산업 연계를 하고 있다”며

지?’라며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다. 미국

적인 구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구조조정을

계자들이 함께했다.

“한국표준협회만의 산업교육 경험과 전문 컨

에는 웬 억만장자 출신 리얼리티쇼 호스트가

통해 한계 기업들을 정리하고, 노동 4법을 통

이번 협약에 따라 원주캠퍼스와 한국표준협회

텐츠를 토대로 차별화된 지식서비스로 강원지

대통령 유력 후보로 급부상 중이다. 2008년

과시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며, 이민정

는 인재양성 및 산학협동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역의 거점대학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장차 장

책을 통해 생산가능 인구 수를 늘리고 기후 변

인재양성 교육프로그램 공동 개발, 보급 및 운

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적인 경제 침체로 인한 불평등한 경제 구조

화에 대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득분배가

에 반대하는 99%의 움직임이 거세게 나타날

이뤄져야 한다. 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것이라고 말했던 로렌스 서머스의 예견이 실

무상급식과 평생교육을 실시해야 개방정책이

현되고 있는 것이다. 자유무역에 저항하는, 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

히 전 세계적이라 할 수 있는 반 세계화 움직임

한 시간여의 강의가 끝난 후 질문 시간이 이어

의 국면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 무

졌다. 이십여 명의 학생들이 한 전 총리에게 소

엇일까?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한덕수 전

득 불평등, 의료 민영화, 고령화 후 경제, 러시

국무총리가 국제캠퍼스를 방문했다.

아 자유무역,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등 광범위

그렇다면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무엇일까? 한

한 주제들을 질문했다. 특강에 참석한 안지훈

전 총리는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 16) 학생은 “정부에 직접 참여한 행정가

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TPP)에 가입해야 한

이자 학자인 한 전 총리에게 정책의 이상과 현

다. TPP는 일본, 미국 등 아시아 및 태평양 국

실에 대해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전했다.

영, 산업기술 및 기업육성 사업을 위한 공동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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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와 함께하는

미래융합연구원 산하 과학문화연구센터와 인

는 강의를 제공했다. 매회 100여 명의 학생과

자유학기제 진로특강 개최

천연수구청이 협력해 주관하는 자유학기제

학부모들이 참석해 자유학기제에 대한 뜨거운

진로특강이 열렸다. 우리 대학 교수진은 관내

관심을 보여줬다. 한편, 우리 대학은 본 행사를

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

계기로 두 기관은 MOU를 체결하고 협력을 확

난 9월 23일부터 10월 21일까지 연수구청에서

대해나갈 방침이다.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진로탐색 방안을 제안하

국제캠퍼스, 송도를 달리다

지난 10월 2일 인천송도국제마라톤 대회가 송

모여 각 하우스별 몸풀기와 준비운동을 했다. 준

도 센트럴파크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7회를 맞

비운동에서부터 하우스의 특성과 RA들의 개성

이하는 인천송도국제마라톤 대회는 만여 명이

이 드러났다. 국민체조를 하는 하우스가 있는가

한광협 교수가 전하는

밤새워 과제와 시험을 준비하고, 저녁 밥 대

가 없음을 방증한다.

참가하는 대한민국 대표 마라톤대회다. 국내 마

하면 이리저리 몸을 풀며 스트레칭을 하는 하우

행복한 삶과 건강한 생활습관

신 삼삼오오 모여 배달 치킨으로 끼니를 대신

한 교수는 이제 막 20대에 접어든 청년들의

라토너뿐만 아니라 해외 마라토너도 대회에 참

스도 있었다. 각자 운동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하는 국제캠퍼스 학생 수가 적지 않다. 흔히

경우에 신체 기능적 문제보다 정신건강 및 생

가하고 있으며 우리 대학교 RC 학생들도 송도

촬영한 뒤 드디어 출발선으로 이동했다. 9시 10

돌도 씹어 먹을 나이라고 하지만 학업에 치여

활습관에 의한 문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

에서 열리는 이 국제대회에 매년 참가해왔다.

분이 되자 개그맨 강성범 씨의 출발 신호와 함

운동할 시간마저 부족한 우리 학생들의 몸은

하며, 그중에도 우울증, 대사 증후군, 당 중독,

이날 하우스 소속 RA와 학생 이백이십여 명이

께 폭죽이 울려 퍼지고 만여 명의 사람들이 뛰

과연 안녕할까?

약물 중독 등이 흔하다고 전했다. 그는 증세

5km, 10km, 하프 코스에 참가했다. 이 코스는

기 시작했다.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주기 위해 지난 10월 5

의 경중에 따라 약물치료의 병행이 필요하기

센트럴파크와 그 옆 빌딩들을 가로지르는 코스

무악하우스의 민원경(전기전자 13) RA는 “학생

일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이자 간암

도 하지만, 약에 의존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

로, 송도의 경관을 제대로 누려볼 수 있도록 설

들과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좋은 추억을

클리닉 센터장인 한광협 교수가 국제캠퍼스

며 젊은이들은 운동을 통해 얼마든지 개선이

계돼 있다. 호우 특보가 예고된 날이라 아침부터

만들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학교 안

를 방문해 ‘행복한 삶, 건강한 생활습관’이라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마라톤 복장을 갖춰 입

에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송도의

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행복한 삶

한 교수는 즐거운 대학생활, 행복한 삶을 위

은 학생들이 오전 8시부터 센트럴파크에 하나

거리를 뛰며 마라톤을 해냈다는 성취감도 누릴

을 위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이 우선되어야 한

해 지켜야 하는 요소로 건강한 생활습관, 체

둘 모이기 시작했다.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며 국제캠퍼스 학생들에게 간 건강과 관

중 조절, 금연 및 절주, 건강한 수면습관, 체

학생들은 하우스별로 배정된 RC교육원 텐트에

련된 오해와 진실까지 전반적인 의학지식과

력 증진, 스트레스 관리 및 해소, 적절한 음식

조언을 들려주었다.

섭취, 정신 건강 증진이라는 8가지 규칙을 제

한 교수에 따르면 행복한 삶에는 사랑하는 사

시했다.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도 좋지만 미

람, 가치 있는 일, 건강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래의 행복을 생각하면 건강이 우선이다. 이번

필요하며, 행복의 요소와 불행의 원인을 묻는

RC특강을 경청한 학생들이라면 술 대신 물

설문에서 각각 건강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과

을, 치킨 대신 밥을 먹으려 노력하지 않을까

거에 비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음에도 행

기대해본다.

복하지 못한 사람이 증가한다는 것은 물질적
인 요소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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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다보니 국제캠퍼스에는 배달 문화가 활성화되고 있다. 치킨, 피자, 중국집부터 제육볶음, 김치찌개
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식사로도 야식으로도 제격인 배달 음식은 당연히 동기와 함께할 때 더욱 즐겁다. 자유관 외부 테이

하우스 스토리
House Story

블, 1기숙사 휴게실, 2기숙사 치킨계단은 음식과 함께하는 친목을 위해 이용되는 장소이다. 특히 ‘치
킨계단’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캠 학생들이 치킨을 자주 먹는 장소로 유명하다. 동아리를 하
는 학생들은 기타를 가져와서 연습하기도 하고 춤 연구를 하기도 한다. 각자 과제를 들고 와서 치킨
을 먹으며 토의를 하기도 한다. 야심한 밤에 배가 고파 야식을 먹으며 더욱 친분을 쌓아간다. 치킨계
단은 친목계단으로 그 이름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송도 새내기의

송도에서 생활을 한 지 어느덧 7개월. 셔틀버스를 타는 법도 모르던 새내기들에게 국제캠퍼스는 낯

국제캠퍼스

국제캠퍼스였지만 새내기들은 그 백지 위를 자신들만의 색으로 색칠하며 하나의 문화를 형성해가고

설기만 한 장소였다. 캠퍼스 이곳저곳이 새로웠고 마치 미지의 정글을 탐험하는 듯했다. 백지 같았던
있다.

체험기
국캠만의 문화

아직 상권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탓에 PC방, 영화관, 노래방 등 국제캠퍼스에는 상대적으로 놀거
리가 적다. 역시 이에 굴복하지 않는 연세인(그것도 국제 캠퍼스의 연세인)이다. 국제 캠퍼스에서
학생들은 스스로의 문화를 만들어 행하고 있다. 그 중심은 바로 진리관 B 지하! 가장 대표적인 문화

학술 – 언제, 어디서든 공부하자!

공간으로 살펴보는

문화 – 축제, 버스킹 in 국제 캠퍼스

는 버스킹이다. 여러 음악, 밴드, 버스킹 동아리들이 진리관 B 지하에서 비정기적으로 공연을 한다.
한, 두 곡을 하는 경우도 있고, 큰 규모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행정학과에서 과축제인

국제캠퍼스에는 학생들의 학술, 세미나를 위한 공간이 적재적소에 구비되어 있다. 가장 많이 이용되

‘YUPARTY’를 진리관 지하에서 개최했다. 음식 부스, 참여 부스를 꾸렸고 복면가왕, 과밴드, 행정라

는 장소는 1, 2 기숙사에 있는 세미나실이다. 주로 학술 동아리 및 소모임 활동, 회의 등에 이용된다.

디오 등 여러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행정학과가 하나 되어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의견과 함께

다양한 과목의 조모임이나 시험기간 스터디를 위해 이용되기도 한다. 개인 공부 위주인 열람실, 도서

‘타과생이지만 진리관 지하의 건물 특성상 개방된 축제를 같이 즐길 수 있어서 기뻤다’라는 소감까지

관에서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인 그룹 스터디를 세미나실이 보완해준다. 이외에도 캠퍼스 곳곳에 위치

나왔다. PC방이 없어도, 노래방이 없어도 스스로 즐길 줄 아는 국캠 새내기가 진정한 챔피언이다.

한 카페들, 수업 전 혹은 시험 직전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인 자유관 내부 테이블도 학업을 위한 공간
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만능 – 커뮤니티룸 송도의 팔방미인!
활동 – 홍보와 간식 나눔은 어디에서?

기숙사의 장점을 꼽으라면 당연히 바로 옆에 친구가 있다는 것이다. 기숙사 커뮤니티룸은 국캠 학생
들의 모든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해준다. 스터디, 회의부터 야식과 함께하는 대화, 영화보기까지 앞

동아리 박람회, 학생회 활동 등이 신촌에서만 열리는 것은 아니다. 송도에서도 역시나 열리고 있다.

서 설명했던 모든 것이 커뮤니티룸에서 이루어진다(하우스 방침마다 다르지만). 커뮤니티룸에서 같

주로 종합관 건물 내, 외부에서 열리고 있다. 매 학기 언더우드기념도서관과 종합관 사이 인도에서

은 과 학우뿐만 아니라 룸메이트, 하우스 분반 친구들과의 우애도 돈독하게 할 수 있다. 보드게임, 하

열리는 국제캠퍼스만의 동이라 박람회는 송도 학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학생회 활동

우스 정모도 진행되며 외장하드에 영화를 담아 와서 같이 공포영화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 즐거운(?)

도 종종 열리곤 한다. 종합관 그늘과 1층 로비에서는 간식 나눔 행사가 열렸으며 최근 국어국문학과

체험까지 할 수 있다. 진정한 대화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누가 그랬던가? 커뮤니티룸에서는 밤새 즐

에서는 한글날 맞이 행사를 열었다.

거운 대화, 고독한 공부가 이어지고 있다.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는 국내 최초로 RC프로그램을 시행하며 대한민국 전인교육의 트렌드를 이

친목 – 대화는 배달음식과 함께 배달된다!

끌고 있다. 전인미답의 길을 걷고 있는 국제캠퍼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창설하고 진행하면서 학생
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학생들 역시 스스로의 문화를 창출하는 중이다. 상호간의 이해와 배

음식점이 즐비하고 가격대가 높지 않은 신촌과 달리 송도 국제캠퍼스 주변에는 음식점이 많지 않다.

려를 바탕으로 국제캠퍼스만의 진정한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최근 약 10~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상가에 음식점이 생겼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고 종류도 다양하지
않다. 제대로 된 곳에 가려면 도보로 2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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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INSIDE 인물 동정

인물 동정

최희준 교수

홍명기 교수

2016년도 대한수학회상 학술상
수상

제14회 화이자의학상
임상의학상 수상

최희준 교수(수학과)가 2016년도 대한수학회상 학술상 수상자로 선

의대 홍명기 교수(내과학)가 제14회 화이자의학상 임상의학상 부문

김판석 교수

정호성 교수

정되었다. 대한수학회상 학술상은 수학 분야에서 혁혁한 업적을 세

수상자로 선정됐다. 홍 교수는 미국의학협회저널 JAMA를 통해 관상

IIAS-IASIA 연합총회서 특별강의

싸이텍코리아 젊은과학자상 수상

운 학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최 교수는 수학계의 지평 확대와 내

동맥질환 치료에 혈관내초음파(IVUS)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 혈관조

실화에 힘쓰고 수학 연구자들 간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등 우리나

영보다 치료성과가 우수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홍 교수

라 수학 연구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 교수는 현재

의 연구는 최초로 긴 관상동맥 협착 병변의 스텐트 삽입 시술에서 혈

CMAC(Center for Mathematical Analysis and Computation) 센

관내초음파 사용의 역할과 임상적 의의를 입증했다는 점을 높게 평

터장으로서 수학의 실용적 접근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가받았다.

김판석 교수(원주캠퍼스 정경대학 글로벌행정학과)가 지난 9월

의대 정호성 교수(해부학)가 지난 9월 28일부터 이틀간 일산 킨텍스

19일부터 23일까지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린 IAS-IASIA Joint

에서 열린 한국뇌신경과학회 정기 학술대회에서 ‘축삭 자치적 유전자

International Congress 전체회의에서 행정학분야 명예강좌로 알려

발현을 통한 뇌신경망 형성 및 유지 기전 발견’ 연구업적으로 싸이텍

져 있는 ‘브라이방 강의(Braibant Lecture)’에서 초청 강연을 했다. 세

코리아 젊은과학자상을 수상했다.

계행정학회(IIAS)와 국제행정교육연구기관연합회(IASIA)가 연합해 3

싸이텍코리아 젊은과학자상은 학회 회원 중 국내 최초 임용 7년 내 성

년마다 개최하는 본 회의에서 김 교수는 약 90분 동안 “동아시아의

장 잠재성이 우수한 신경과학자에게 주는 상이다.

현대 행정(학) 발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는데 2002년 브라
이방 특별강좌가 개설된 이래 아시아인이 초대된 것은 두 번째다.

이연숙 교수

조용은 교수

2016 국토교통 R&D 우수성과 선정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회장 선출

하연섭 교수

오가실 명예교수(의대)가 지난 9월 1일부터 몽골 울란바타르 대학교

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었다.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심사위원회는

대학원장으로 재직하게 됐다. 오 명예교수는 현재 간호대학 학장을

경제자유구역,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기타 개별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겸직하고 있다. 최근에는 오가실 명예교수의 초청으로 몽골 울란바

지역에 신규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설립심사와 이미

타르 간호대학 학생 9명이 간호대를 방문해 간호대 교과과정에 대해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의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위원회로

듣고, 간호 역사관을 비롯해 시뮬레이션센터와 생행동연구센터를 둘

서, 위원장의 임기는 1년(연임 가능)이다.

러봤다.

의대 조용은 교수 (강남 신경외과)가 지난 9월 22일 서울 더케이호텔

층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주거계획 기술 개발’ 연구사업이 2016년도

에서 열린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학술대회 겸 총회에서 새 회장으로

우수성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국토교통 R&D의

선출됐다. 임기는 1년이다. 조 교수는 “내년은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구자의 자긍심 고취 및 R&D 성

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며 “학회의 내실화와 학술 역량 강

한승헌 교수

공사례 발굴·홍보 등을 위해 우수성과를 선정하고 있다.

화를 통해 세계로 나갈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美 토목학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2016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지원 사업 선정

울란바타르 대학교 대학원장 부임

하연섭 교수(행정학과)가 최근 교육부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사

이연숙 교수(실내건축학)가 연구책임자로 수행하고 있는 ‘주거취약계

전현식 교수

오가실 명예교수

교육부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사위원장 선임

한승헌 교수(토목·환경공학과)가 국내 연구진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조형희 교수

토목학회로부터 올해의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다. 한 교수는 제1저자

대학기계학회 수석부회장 당선

국 환경에 따른 리스크 위험 정도를 최초로 규명했다.

전현식 교수(신과대학)가 한국연구재단의 2016년도 ‘글로벌 연구 네

조형희 교수(기계공학부)가 2017년도 대한기계학회 수석부회장(차기

트워크 지원 사업(GRN: Global Research Network Program)’에 선

회장)에 당선됐다. 대한기계학회는 약 22,000명의 회원이 가입한 기

정되었다. 전 교수는 “포스트휴먼시대의 인간, 자연, 그리고 종교 이해:

계공학분야 대표 학회다.

인 이강욱 박사와 함께 해외건설 수익성에 미치는 요소 가운데 발주

글로컬 지적 전통에 근거하여”라는 과제를 연구하며 올해부터 2019년
까지 매년 8천만 원씩, 총 2억 4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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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INSIDE 공연소식

공연소식
금호아트홀 연세 공연 안내
11.3(목) 20:00
공연명 Fingerprint 2016 정종열 작
곡발표회
출연자 Composer 정종열
Soprano 이현민
Piano 김소강, 박진형, 이진영
Clarinet 홍창준
Violin 고수지, 윤염광
Cello 홍보경
주최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공연내용 현재 21세기악회 회장, (사)
한국작곡가협회 부이사장으로 활동
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작
곡과 교수로 재직중인 작곡가 정종열
은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주최 관
현악 콩쿨, 살바토레 마르티라노 국제
작곡콩쿨, ARKO 한국창작음악제, 연
세문화상, 중앙콩쿨, 동아콩쿨에 입
상, 연주하였다. 프로그램으로는 <바
벨 for Voice and Piano(2016)>, <가
는길 for Voice and Piano(2016)>,
<Suite for Piano Solo(2016)>, <Duo
for Clarinet and Piano(2016)>, <소
의말 for Voice and Piano(2016)>,
<풍장 for Voice and Piano(2016)>,
<인상들 for Violin, Cello and
Piano(2016)>가 진행된다.

11.4(금) 20:00
공연명 소프라노 양송이 독창회
출연자 Soprano 양송이
Piano 이유화
주최 파홀로
공연내용 독일 HNA신문으로부터 섬
세한 음악성과 밝고 가벼운 음색에 유
연하면서 자연스러운 발성을 겸비한
콜로라투라 소프라노라는 평을 받은
양송이는 현재 전남대학교, 명지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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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예술종합원, 덕원예고, 안양예고에
서 후학 양성에도 열정을 다하고 있
다. 프로그램으로는 모차르트의 <환
호하라, 기뻐하라>, 볼프의 <괴테시에
의한 가곡>,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
리’ 중 <두려워 말라, 나의 사랑하는 아
들아> 등이 연주될 예정이다.

11.5(토) 19:30

출연자 Piano 이아람, Hsiao-Wen
Chung, 김현경, 김지영,
옥윤애, 김민정, 문미선,
김민재, Jen-Ru Sun,
Chia-Ying Huang
Clarinet Jessica Harrie
Violin 장문영, I-Hsuan Tsai
Cello 김정현, 최고은
Percussion Wei-Chen Lin
Contra bass 최지원, 장린
Soprano 나유진
주최 부암아트
공연내용 미시간주립대학교 동문들
이 함께 연주하게 되는데, 프로그램으
로는 카푸스틴의 <재즈스타일에 의
한 24개 전주곡>, 드뷔시의 <피아노
트리오 G장조>, 피아졸라의 <탱고
의 역사 중 Bordel 1900” & “Night
Club 1960>, 라벨의 <두 대의 피아
노를 위한 라 발스> 등이 연주될 예정
이다.

11.6(일) 19:30
공연명 Peter Ovtcharov Piano Recital
출연자 Piano 피터 오브차로프
주최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공연내용 최근 연세대학교 교수로 임

공연명 테너 조창후 독창회
출연자 Tenor 조창후
Klavier 김도석
해설 김호철
주최 영음예술기획


용된 피아니스트 피터 오브차로브는
탁월하고 뛰어난 예술성으로 유럽, 아
시아 등 유수의 콘서트홀에서 솔로이
스트로, 오케스트라 협연자로 연주해
호평받았으며 세계 주요 도시에서 국
제적인 연주자로서의 음악 활동을 지
속하고 있다. 프로그램으로는 슈만의
<아라베스크 C장조>와 <환상곡 C장
조>, 차이콥스키의 <사계>가 연주될
예정이다.

다양한 무대를 통해 폭넓은 연주활동
을 이어가고 있다. 프로그램으로는 베
토벤의 <자작주제에 의한 6개의 변주
곡>,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소나타
2번>, 슈만의 <사육제>이 연주될 예
정이다.

11.10(목) 20:00
공연명 WCN 예술여행 II

공연명 미시간주립대학교 국제연합 동
문음악회

11.12(토) 19:30

11.8(화) 20:00
공연명 소프라노 홍혜란 & 찰스 스펜
서 가곡의 밤
출연자 Piano 찰스 스펜서
Soprano 홍혜란
주최 더블유씨엔코리아㈜
공연내용 이번 공연에서는 빈 국립음
대 교수로 재직중이며 영국 로얄 아카
데미 초청 교수로도 활약 중인 찰스 스
펜서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객원교수
를 맡아 후학을 양성하고 현재 메트로
폴리탄 오페라를 중심으로 미국과 한
국을 오가며 오페라와 콘서트 무대에
서 활동중인 소프라노 홍혜란이 연주
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으로는 헨델, 모
차르트, 쳄린스키, 볼프-페라리, 풀랑
크, 오브라도르스의 곡이 연주될 예정
이다.

출연자 Piano 찰스 스펜서
Tenor 최상호
주최 더블유씨엔코리아㈜
공연내용 이번 공연에서는 빈 국립음
대 교수로 재직중이며 영국 로얄 아카
데미 초청 교수로도 활약 중인 찰스 스
펜서와 현재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며 유럽 무대에서 40여 작품
의 주역으로 활동했었던 테너 최상호
가 함께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프로그
램으로는 슈베르트, 볼프, 퀼터, 투리나
의 곡이 연주될 예정이다.

11.11(금) 20:00
공연명 김현주 박소강 듀오 연주회
출연자 Piano 김현주
Cello 박소강
주최 이든예술기획

11.9(수) 20:00
공연명 김현정 피아노 독주회
출연자 Piano 김현정
주최 이든예술기획
공연내용 현재 연세대학교와 국민
대학교에 출강하며 지도자의 길을 걷
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현정은 연주자
로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으며,

공연내용 이번 공연에서는 섬세한 터
치와 감각적인 음악 해설로 호평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현주와 풍부한 감
정과 세련된 테크닉으로 사랑받는 첼
리스트 박소강이 함께 호흡을 맞춰 연
주한다. 프로그램은 모두 쇼팽의 곡으
로 연주되며, <에튀드 7번>, <녹턴 C#
단조>, <즉흥환상곡 C#단조>, <첼로
와 피아노를 위한 서주와 폴로네이즈
브릴리안테>,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G단조>가 진행된다.

공연내용 현재 명지대 문화예술대학
원 교회음악학과 객원조교수로, 한국
국제크리스천예술학교 교장으로 재직
하고 있는 테너 조창후는 국내외에서
수십여 회의 독일예술가곡 독창회를
개최하여 독일예술가곡의 정수를 들
려주며 깊이 있는 음악성과 탁월한 음
색으로 심도 있는 음악을 선사하고 있
다. 이번 공연의 프로그램으로는 슈베
르트의 <겨울 나그네>가 연주 될 예
정이다.

11.15(화) 20:00
공연명 김관동 교수 퇴임음악회
출연자 Baritone 김관동
Piano 피터 오브차로프
주최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공연내용 오페라와 독창회 등 여러
무대에서 편안하고 따뜻한 음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바
리톤 김관동은 80년대 동양의 성악가
및 음악가들이 세계 무대에 알려지기
전 동양인 최초, 한국인 최초로 파리성
악국제콩쿨, 뮌헨국제콩쿨 등 세계 유
수 콩쿨에서 1위 및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 무대를 누볐다. 이후 우리 대학에
서 수많은 후학양성에 힘썼던 김관동
교수가 마침내 퇴임음악회를 개최한
다. 피아노는 피터 오브차로프 교수가
맡는다.

11.16(수) 20:00
공연명 <연세 클래식> 스페인 기타 여
행, 박규희 Guitar
출연자 Guitar 박규희
주최 (재)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금
호아트홀 연세

공연내용 독일 하인스베르크 기타
국제 콩쿠르 1위 및 청중상(2007)을
시작으로 2012년 세계적인 권위의 스
페인 알함브라 국제 기타 콩쿠르에서
1위와 청중상 수상까지 다수의 국제
기타 콩쿠르를 석권한 기타리스트 박
규희는 현재, 유럽과 일본, 한국에서
활발한 콘서트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일본 콘서트는 연일 매진을 기록하는
연주자이다. 작품을 해석하는 힘이 세
밀해서 풍부한 감성과 깊이 있는 내면
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박규희의 연주는 수를
놓듯 섬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클래식 기타의 대중화와 다양한 곡에
도전하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갖고 있
다. 마치 노래를 부르듯 무대 위의 떨
림까지 음악으로 담아내고 싶다는 그
녀가 이번 공연에서 연주할 프로그램
은 스카를라티의 <건반을 위한 소나
타>,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
티타 2번>, 타레가의 <그랜 조타>,
브라우어의 <기타를 위한 여행자 소
나타>, 알베니스의 <스페인 모음곡>
등이다.

11.17(목)-11.18(금)

그리스도대학교에 출강하며 후학을 양
성하고 있으며 한국과 유럽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소프라
노 김성혜는 주요 국제 콩쿠르에서 입
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국내 무
대에서는 오페라 주역으로 콜로라투
라의 기량을 펼치며 활발한 활동을 하
고 있다. 이번 공연의 프로그램으로는
모차르트의 모테트 <기뻐하라, 환호
하라>, 헨델의 오페라 <줄리오 체사레
中 아리아>, 델라쿠아의 <목가>, 벨리
니의 오페라 <몽유병의 여인 中 믿을
수 없어라>, 슈트라우스의 <클레멘스
브렌타노의 시에 의한 6개의 가곡> 등
이 진행된다.

공연내용 현재 서울종합예술학교, 강
원대에 강사로 출강중인 피아니스트
정세준은 2008년 8월 예술의전당 귀
국독주회 이후 우인아트홀 초청 연주
회, 한국 피아노학회 정기 연주회와
영산 아트홀과 금호아트홀, 모차르트
홀, 경기도 하남문화예술회관 등 매
년 독주회를 하며 왕성하게 연주 활동
을 펼치고 있는 연주자다. 이번 공연
의 프로그램으로는 슈베르트의 <4개
의 즉흥곡>,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
의 그림>이 연주될 예정이다.

11.19(토) 19:30

공연명 소프라노 나경혜와 함께하는
4인음악회

공연명 한영경 플루트 독주회
출연자 Flute 한영경
주최 이든예술기획

공연내용 플루티스트 한영경의 플루
트 독주회

20:00

11.20(일) 19:30

공연명 연세대 & 동경예대 협력연주

공연명 Sunrang Lucy Cho flute recital

01, 02
주최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공연내용 1955년 설립되어 60년 역
사를 통해 우리나라 음악계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연세대
음악대학과 일본 문화예술계의 거장
을 다수 배출한 일본 대표 국립종합예
술대학인 동경예술대학교가 자매결연
으로 손을 잡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음
악인 배출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이번
협력연주회를 통해 한일 대표 음악가
들이 선보이는 무대가 펼쳐진다.

11.19(토) 15:00
공연명 소프라노 김성혜 독창회
출연자 Soprano 김성혜
Piano 조정현
주최 프레스토아트

공연내용 현재 동아방송예술대학교,

11.28(월) 20:00

출연자 Soprano 나경혜
주최 파홀로
공연내용 겨울의 끝자락 소프라노 나
경혜가 관객들을 위해 독일가곡으로
따뜻한 음악 선물을 준비하였다. 나경
혜와 함께하는 음악인들이 모여 관객
들에게 고품격 음악회를 선사하고자
한다.

출연자 Flute 조선낭
주최 조선낭

공연내용 플루티스트 조선낭의 플루
트 독주회

11.23(수) 20:00
공연명 문채윤 피아노 독주회
출연자 Piano 문채윤
주최 클라시코

공연내용 피아니스트 문채윤의 피아
노 독주회

11.26(토) 19:30
공연명 정세준 피아노 독주회
출연자 Piano 정세준
주최 예진문화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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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년 기념관 콘서트홀 공연 안내
리클럽 제32회 정기연주회

11.18(금) 19:30-21:30

11.24(목) 15:00

출연자 UBF오케스트라

공연명 연세아마란스 합창단 2016년
정기연주회

공연명 2016년도 KOIMA CEO 합창
단 제7회 정기연주회

주최 UBF오케스트라

출연자 연세아마란스합창단

출연자 KOIMA CEO 합창단

공연명 라이프로드 싱어즈 찬양 콘서트

공연내용 서울지역 대학생들의 연합
오케스트라 정기연주

주최 연세아마란스합창단

주최 KOIMA

출연자 라이프로드 싱어즈

공연내용 연세아마란스합창단(83학

공연내용 한국수입협회 회원으로 있
는 중소기업 CEO들 중 합창에 관심
과 재능이 있는 단원들이 모여서 회사
직원 및 가족, 해외대사 및 주한외국인
근로자들을 초청하여 남녀 혼성합창단

주최 라이프로드 싱어즈, 생명길 선
교회

11.6(일) 20:00-22:00
공연명 UBF오케스트라 정기공연

번 동문합창단)의 2016년 정기연주회

11.8(화) 19:30-22:00

11.19(토) 14:00-21:00

공연명 햡주곡의 밤
출연자 음악대학 관현악과

공연명 포더피아노 제 11회 정기연주회

주최 음악대학 관현악과

주최 포더 피아노

공연내용 연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협주곡의 밤

공연내용 포더피아노에서 주최하는

11.12(토)-11.13(일)
18:00

공연명 2016 김필 단독 콘서트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 연주회’

11.21(월) 19:00-21:00

출연자 김필

공연명 서대문 구민을 위한 50주년 관
악 정기연주회

주최 CJ E&M

출연자 명지고 관악부

공연내용 ‘남자가수가 갖춰야 할 것
을 다 갖췄다’라는 극찬을 받았던 음
색남 김필! 그의 군입대 전 마지막 콘

주최 명지고등학교, 서대문구청

서트

의 묘미를 선보이는 정기연주회

11.25(금) 18:00-21:00
공연명 아브낭뜨 제53회 가을 정기
합창공연
출연자 아브낭뜨 주최 아브낭뜨
공연내용 아브낭뜨 제53회 가을 정기
합창공연

11.26(토) 17:00-19:30

공연내용 서대문구청 후원으로 명지

공연명 제32회 글리클럽 정기연주회

고등학교 관악부 50주년 연주회를 진

출연자 글리클럽 주최 글리클럽

행한다

공연내용 연세대학교 남성합창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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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딜런 자서전 『바람만이 아는 대답』

11.28(월) 13:00-22:00

공연내용 창단 6주년을 맞아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며 많은 감동과 은혜가
있었던 찬양들을 나누고자 기획됐다.

“친구여, 바람만이 그 답을 알고 있다네”
밥 딜런의 “Blowin’ in the Wind”의 한 구절이다. 올해 노벨문학상의 영광은 미국의 대중음악 가
수 밥 딜런에게 돌아갔다. 노벨 문학상 역사상 처음으로 문학작가가 아닌 대중가수가 수상을 한
것이다. 밥 딜런은 로큰롤 음악으로 1960년대 미국을 풍미한 대중가수이지만, 그가 쓴 노래 가사
가 “시로 읽어도 손색이 없고, 미국의 음악 전통 안에서 새로운 시적 표현을 창조했다”는 평가를

11.29(화) 17:00-22:00
공연명 샘 옥 내한공연

받으며 수상을 하게 되었다.
그의 대표곡 격인 “Blowin’ in the Wind”는 은유적이고 함축적인 비유와 상징을 활용해, 반전과

출연자 샘 옥 주최 ㈜세나

평화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흰 비둘기는 얼마나 많은 바다 위를 날아야 백사장에 편히 쉴 수

공연내용 샘 옥의 첫 크리스마스 앨
범, 그리고 그의 첫 크리스마스 콘서트
IN SEOUL

있을까”라는 그의 노랫말은 혼란스러웠던 당대 미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딜

11.30(수) 19:00-22:00

런의 또 다른 노래인 “Knonkin’ on Heaven’s Door”에서도 그는 “세상은 이제 너무 어두워서 볼
수 없어요. 마치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 기분이에요.”라는 가사를 통해 부조리하고 어두운 세상의
모습을 서정적으로 전달했다. 이처럼 밥 딜런은 정치와 사회, 철학 등 깊이 있는 주제로 노래가사
를 썼지만, 직설적이고 선동적인 말 보다는 은근한 비유가 돋보이는 시어를 사용했다. 미국 대중
음악의 노래가사인 동시에 한 편의 시에 해당하는 셈이다.

공연명 하리 제20회 정기 대공연
출연자 하리 주최 하리
공연내용 하리 제20회 정기 대공연

그러나 밥 딜런이 반전의 메시지만을 노래한 것은 아니다. 1975년 작인 “Blood on the Tracks”
에서는 인간의 내면적인 사랑에 대한 그의 성찰이 돋보이는데, 딜런은 이 노래로 그래미상을 수
상했다. 또한 포크 음악에 일렉트릭 사운드를 도입하고, 미국 노래의 전통성을 탐구하는 등 끝없
는 도전 정신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의 음악세계를 두고, 미국의 또 다른 록 가수는 “엘비스 프레
슬리가 우리의 몸을 열어주었다면 딜런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었다”고 평했다. 딜런의 장르를

대강당 공연 안내
11.5(토) 9:30-18:00

넘어서는 도전과 창조적인 노랫말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11.11(금) 18:00-22:00

11.25(금) 9:00-21:00

11.30(수) 15:00-22:00

밥 딜런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전통적 잣대에서 벗어나 “문학”에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했다. 종이
위에 인쇄된 책과 소설만이 문학이라는 이제까지의 생각에서 벗어난 것이다. 세상을 바라보고 이

공연명 제10회 Engineers Korea 학술
대회

공연명 제35회 Mr & Miss Yonsei

공연명 제17회 세브란스 찬양축제

공연명 제11회 NTIZ 정기공연

를 자기만의 독특한 시선에서 노래가사로 풀어내 대중과 소통한 하나의 과정 자체가 문학으로 인

출연자 역도부

출연자 세브란스 교직원

출연자 NTIZ

정 받았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문학인이자 예술인인 밥 딜런의 삶은 그의 자서전 <바람만이 아는

주최 한국기술사회

주최 연세역도부

주최 연세대학교 의료원

주최 NTIZ

대답>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책에는 밥 딜런의 파란만장한 삶과 솔직한 내면 고백이 담겨 있어, 철

공연내용 글로벌 엔지니어링 산업과
기술사들의 특강 및 참여 프로그램

공연내용 연세역도부는 매년 11월 학
부생을 대상으로 지, 덕, 체를 두루 갖
춘 Mr. Yonsei.를 선발해왔다.

공연내용 의료선교기관을 지향해 온
연세의료원의 창립정신과 기독교정
신을 바탕으로 신앙심을 고취하고, 교
직원의 화합 및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

공연내용 무대마술을 볼 수 있는 행사

저한 예술인이자 음악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의 그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바람만이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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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을 읽으며 밥 딜런의 생애를 엿보고, 그의 서정적이고 함축적인 노랫말들을 감상해 보자.
(취재: 한혜빈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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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INSIDE 지금 SNS에서는

November 2016

연세 INSIDE 신간안내

신간안내

지금

SNS에서는

10월의 연세는 단풍만큼이나 다양함이 살아 숨쉰다. 연고전의 여운을 간직한 채 이제는 학업에
더욱 충실해야 할 때다. 그러나 학업만 챙긴다면 진정한 연세인이 아니다. 다양한 문화를 즐길 줄
아는 연세, 10월의 SNS키워드는 ‘중간고사’, ‘예비 연세인’, ‘캠퍼스와 예술’이다.

하나 [중간고사]

빅데이터로 보는 한국정치 트렌드

#연대인의_피_땀_눈물
#괜찮아_기말고사가_있잖아

저자: 조화순, 한규섭, 김정연, 장슬기
출판: 도서출판 한울
축제가 끝남과 동시에 학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행사가 찾아왔다. 바로 중간고사! 이에 연세대학
교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는 이벤트를 열었다. 자신이 경험한 문제를 알려주면 추첨을 통해 연곰(2

선거에서 후보자의 이미지는 선거결과를 좌우하는가? 한국정치는 양극화되고 있는가? 현 세대들
은 어떤 이슈들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가? 이 책은 우리 시대의 화두인 빅데이터를 통해 한국
정치의 트렌드를 분석한 최초의 책으로 한국사회의 시대적 가치, 대중 인식의 변화, 여론 형성의

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10명)를 받을 수 있다. 먼저 수업을 들은 입장으로서 학우들을 도와주겠다는
마음, 상품에 대한 열정에 댓글은 다양한 과목의 다양한 시험문제들로 이어져 있었다. 하지만 족보 이전
에 깊고 꾸준한 공부가 우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전반적 과정을 그림과 쉬운 설명으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국정치의 트렌드를 양극화된 이
념, 미디어의 쏠림, 보스와 계파정치, 이미지와 평판의 정치, 세대 갈등, 일상화된 정치화, 언론생
태계의 붕괴 등 7가지로 정의하고 빅데이터를 통해 흥미롭고 새로운 해석의 지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둘

[예비 연세인]

#우리_연세에서_곧_만나요

연세인들이 캠퍼스 생활을 즐기는 동안 미래의 연세인들은 캠퍼스 안에서 연세를 꿈꾸고 있었다. 10월

부모의 공감교육이 아이의 뇌를 춤추게 한다
저자: 권수영, 이영의
출판: 영진미디어

이 책은 ‘좋은 학교 만들기 네트워크’가 소위 융합인문학 도서를 표방하면서 기획한 <부모 인문학
을 만나다> 시리즈 두 번째 책이다. 우리 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권수영 교수와 인지과학철학자
이영의 강원대 교수가 함께 책을 엮었다. 아이의 지능이나 뇌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으로 생각

8일 2017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일반전형 논술시험이 열렸다. 짧게는 1년, 길게는 그 이상의 시간
들을 연세인이 되기 위한 꿈을 꾼 학생들의 결실이 맺어지는 날이었다. 이들을 위해 학교는 시험장 형
태를 만들었고, 시험 당일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한 간식 및 쉼터를 제공했다. 재학생들은 수험생일 때의
추억을 떠올리기도 했다. 미래를 맞이하는 학교,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 모두 희망을 품은 날이다.

셋

[캠퍼스와 예술의 만남]

#너무너무너무_예뻐
#자꾸자꾸자꾸_보게_돼

하기 쉽다. 하지만 저자들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아이의 뇌가 온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에 있
어, 부모의 공감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다. 저자들은 다양한 상담사례를
통해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자칫 전문 용어 등으로 인해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르는

중간고사의 긴장과 압박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학우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안정을 제공해 줄 예술이 캠퍼스

현대 신경과학의 성과들을 쉽고 편안하게 풀어서 저술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력을 높이고자 했다.

안으로 들어왔다. ‘캠퍼스와 예술의 만남’ 사업이 중간고사 기간에 진행됐다. 이제 청송대에서 볼 수 있었던
작품 ‘만남’을 백양로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매번 바뀌게 될 설치예술도 또다른 재미! 가을 하늘 아래 예술
작품과 아름다운 연세의 캠퍼스가 조화를 이루어 더욱 풍성한 연세로 거듭나게 되었다. 캠퍼스가 문화의
현장 역할도 하게 되니 절로 기쁘지 아니한가.

http://www.facebook.com/ys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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