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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 보물 Yonsei Treasure
연세 NEWS
한 눈에 보는 2016년 10대 뉴스

연세 PEOPLE
어둠 속에서 진리의 빛을 찾다

연세 RESEARCH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눅 2:11)

홍종일 교수 연구팀, 꿈의 소재 그래핀의 물리적 한계 극복

PEOPLE
『월인석보(月印釋譜)』, 卷13-14
『월인석보』는 수양대군(훗날 세조)이 편찬한 『석보상절(釋譜詳節)』과 세종의 『월
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을 합하여 편집한 책으로, 『월인천강지곡』의 각 절이
본문이 되고 『석보상절』이 주석이 되는 형식을 지닌다.
훈민정음 반포(1446) 이후 『훈민정음』,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월인천강지
곡』을 잇는 조선 전기의 한글 자료이면서 세조 당시의 표기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월인천강지곡』에서 보이지 않았던 소릿값 없는 ‘ㅇ’ 받침이 다시 나타났으
며, 한자 표기 시 한자를 한글보다 앞세우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앞음절의 받침이
뒷음절의 모음에 이어 쓰는 연철법(連綴法)이 사용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음절
단위로 끊어서 표기하는 분철법(分綴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학술정보원에 소장되어 있는 『월인석보』는 권13-14의 2권2책으로, 세조 5년(1459)
에 간행된 초간본이며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의 내용을 담고 있다. 1983년 5
월에 보물 745-4호로 지정되었다.

NEWS

RESEARCH

C

O

연세 NEWS
주요 소식
03	2016학년도 1학기 최우등생 시
상식 개최
05	카자흐 대통령에 명예철학박사
학위 수여
06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 특
별강연 개최
07	트리 점등식과 함께 미리 크리
스마스!

N

T

12	2016년의 캠퍼스 풍경, 무엇이
달라졌을까?

연세 PEOPLE
특별인터뷰
14	“국제캠퍼스의 무한한 가능성
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태 국제캠퍼스부총장

화제의 인물
18	어둠 속에서 진리의 빛을 찾다
: 김진영 학생

N

T

20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하
는 것이 영화와 대학원의 공통
점”: 김성우 동문

연세 RESEARCH

연세 INSIDE

연구 프론티어

42 캠퍼스 소식

세계 in 연세

34	홍종일 교수 연구팀, 꿈의 소재
그래핀의 물리적 한계 극복

71

캠퍼스 바로 알기

72

인물 동정

74

공연소식

77

이달의 도서

22	연세, 나와 한국의 연결고리
: 로빈 본
23	“연세에서 학부 최고의 수업을
만났죠”: 옐레나

데니센코

창업톡톡
24	다노, 건강한 다이어트의 새 길
을 제시하다

연말특집
08	아듀 2016 “한 눈에 보는 2016
년 10대 뉴스”

E

연세사랑
26	김기조 대사, 평생 수집한 역사
문헌 기증
27

최서면 동문, 안중근 사료 기증

28	김용학 총장, 동문들과 상호 발
전방안 모색 본격화
30	신촌지역 후원회 장학금 전달
식 개최

35	김동욱·유제욱 교수 연구팀,
유도만능줄기세포로 질병 원인
규명
36	이상우 교수 공동연구팀, 환경
나노독성이온 고속·저비용 검
출법 개발
37	이인석 교수 연구팀, 빅데이터
기반 질환유전자 예측시스템
개발
38	반용선 교수 공동연구팀, 차세
대 항진균 치료기술 개발 및 기
술이전 성공

아카데미아
39	파도 칠 때가 바로 서핑하기 좋
은 시간이다!: 나정은 교수

섬김의 리더십
31	지역사회와 사랑의 온기 함께
나눠요

역사 속 연세
32 알렌과 한국 근대사

S

연세 NEWS

주요 소식

78 신간안내
79 지금 SNS에서는

2016학년도 1학기
최우등생 시상식
개최

학업성적 상위 1%의 우수 학생들을 선발해 시상하는 ‘2016학년도 1학기 최우등생
시상식’이 지난 11월 11일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에서 열렸다.
우리 대학은 학업성적이 탁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들을 선발해 격려하는
‘최우등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선발된 최우등생들은 물론 모든 학생들에게 학
업수행에 더욱 정진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매학기 각 대학 학년
별 성적이 4.3 만점에 4.0 이상, 상위 1% 이내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2016학년
도 1학기에는 전체 재학생 총 27,285명 가운데 375명이 최우등생으로 선발됐다.
시상식에는 최우등생 230여 명을 비롯해 이들의 가족이 참석해 특별한 날의 기
쁨을 함께했다. 또한 김용학 총장과 이재용 교학부총장, 김영석 행정대외부총장
등 부총장단과 실․처장 및 대학별 학장이 모두 참석해 최우등생들의 성과를 축하
하고 격려했다.
김 총장은 “불확실성이 점점 높아지는 이 시대에는 오늘 수상하는 최우등생이 갖
춘 인지적 능력뿐 아니라 공감능력과 배려와 같이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비인지
적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세의 창립 정신인 배려의 정신을 안고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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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총장이 시상식에 참여한 대학별 최우등생 전원에게 상장과 메
달을 수여했다. 시상을 마친 최우등생들은 메달을 목에 걸고 시상식장 로비에 마
련된 포토홀에서 가족들, 소속 대학 학장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기쁨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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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이 점점 높아지는
이 시대에는 오늘 수상하는
최우등생이 갖춘 인지적
능력뿐 아니라 공감능력과
배려와 같이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비인지적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에 법관이 되고 싶다는 김용진(경영학과 12) 학생은 2015학년도 2학기에 이
어 지난 학기에도 최우등생으로 선발됐다. 그는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일념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겸손한 자세로 학업에 임하겠
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역시 두 개 학기 연속으로 최우등상을 수상하게 된 이상미(생화학과 12) 학생의
어머니 고수연 씨는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충남 보령에서 올라왔다. 직장에서
연차 휴가를 내고 시상식에 왔다는 고 씨는 “열심히 해준 딸이 대견하고 연세대
학교에서 최우등생으로 뽑혔다니 집안의 자랑”이라며 기쁜 마음을 표했다.

카자흐 대통령에

우리 대학이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A. Nazarbayev) 카자흐스탄 대통

명예철학박사 학위

발전과 국민건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우리 대학교와 카자흐스탄 간 협력 발

수여

령에게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경제
전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았다.
지난 11월 10일 경영관 B1 용재홀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는 특히 국가장학금을 통
해 우리 대학을 비롯한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다수의 카자흐스탄 학생들이 참석

한편, 언더우드국제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신동아 학생은 졸업을 앞두고

해 대통령을 맞았다. 이날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역시 한국과 마찬

최우등상을 받았다. 4.3 만점에 4.3점을 받은 그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

가지로 독립 이후 창의인재를 기르기 위해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한국

하지만 교수님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
업 성취의 비결을 밝혔다.
2016학년도 2학기 시상식은 내년 4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세브란스병원과 MOU
맺고 국민 건강 도모

의 경험으로부터 많이 배우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과의 교류, 특히 학술 분야
의 협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는 감사 인사를 전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냉전시대 상징인 핵무기를 포기하고 지속적인 경제 개혁
을 통해 연평균 9%의 고속 성장을 이루며 자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왔다. 카자흐스
탄은 현재 중앙아시아에서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우리나라의 최대 투자
대상국이며, 양국은 과학기술, 의료, 환경 분야 등에서 다각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
가고 있다. 또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정책적 지원과 관심을 통해 카자흐스탄
내 고려인 사회의 문화적․민족적 발전에도 기여했다.
그는 우리 대학교와도 각별한 인연을 맺은 바 있다. 지난 2014년 방한 시 대통령
은 세브란스병원과 카자흐스탄 국립대학 간 의료 MOU 체결을 주도했으며, 현지
대학에 검진 센터를 열어 소외된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세브란스병원은 인적․물적 네크워크를 통해 카자흐스탄의 의료 컨설팅과
원격진료 체계 구축을 돕고 있다. 이밖에도 의료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저소득층
환자들의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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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에 있어 우리가 보고 싶은 북

전 미 국방장관

주해야 합니다.”

특별강연 개최

윌리엄 페리(William J. Perry) 전 미 국

한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마

트리 점등식과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억은 무엇일까? 누군가에게는 어

미리 크리스마스!

하는 사람과의 아련한 첫 데이트일지도 모른다. 이처럼 트리에 담긴 추억은 저마

린 시절 산타 할아버지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던 설렘, 누군가에게는 사랑
다 각양각색이지만 그 이면에 있는 진정한 의미는 ‘아기예수의 탄생’일 것이다.

방장관이 우리 대학교를 방문해 북핵

12월의 첫날, 제법 어둠이 깔린 오후 5시 30분 언더우드 동상 앞에서 아기예수의

문제와 관련한 견해를 피력했다.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열렸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직원과 재학생 300여 명이 참석해 캠퍼스를 비추는 트리를 보며 축복을 나눴다.

통일연구원(원장 서정민)은 지난 11월
14일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동아시아의 미래

초청해 백양누리 지하 1층 그랜드볼룸

2016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개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은 매년 이어지는 행사이지만 특히 올해 만난 화백나무는
한층 장대한 모습이었다. 언더우드 동상 앞에 우뚝 서 있는 이 나무는 매년 1미터

에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이인호 KBS 이사장, 이

씩 키가 큰다고 한다. 각종 전구와 오너먼트로 장식된 트리에 불이 켜지자 참석

홍구 전 국무총리,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 공로명 동아시

자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점등의 순간을 함께했다.

아재단 이사, 문정인 명예교수 등 국방․외교 관련 주요 인사 80여 명이 참석한 가
운데 윌리엄 페리 박사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동아시아의 미래’에 관한

이날 김용학 총장은 “마구간에서 초라하게 태어난 아기예수의 탄생은 우리 스스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이야기를 들려줬다.

로 내부를 성찰하고 주변을 살펴서 우리보다 가난하고 핍박받는 이들을 돌보아
야 하는 연세의 사명을 일깨워준다.”며 “이 트리가 연세대의 기독교적 정체성을

클린턴 행정부에서 미국 19대 국방장관(1994~1997)을 지낸 윌리엄 페리 박사는

잘 알릴 수 있는 성소가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대북 포용정책의 일환인 ‘페리 프로세스’를 통해 북미관계 정상화를 이끌어냈다.
2013년에는 핵무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핵 위협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

점등과 더불어 음악대학이 준비한 ‘작은 음악회’가 이어졌다. 금관앙상블의 캐럴

로 비영리단체 ‘William J. Perry 프로젝트’를 창설했으며, 2015년에는 북핵 문제

연주에 맞춰 참석자들은 함께 온 가족 및 친구들과 기념 촬영을 하며 곧 다가올

등 핵 위협 관리 역할을 기술한 회고록 『핵 벼랑에서의 나의 여정(My Journey at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설렘을 만끽했다.

the Nuclear Brink)』을 출간한 바 있다. 현재는 스탠포드대학교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번 강연에서 그는 “아무리 제재를 많이 해도 북한은 핵개발을 강행했다.”며 “북
한 스스로 핵을 포기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 북핵 위협
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북한이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이해한
뒤 새로운 접근 방식을 통해 위기를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본 강연은 통일연구원과 태평양세기연구소가 연례 협력 프로그램으로 개
설한 ‘윌리엄 페리 강연 시리즈(William J. Perry Lecture Series)’의 첫 번째 행사로
이뤄졌다. 두 기관은 앞으로 공직에서 활동한 학계, 경제계 등 다양한 부문의 전
문가들을 초청해 그들의 공직에 대한 경험과 헌신에 관한 견해를 나눌 계획이다.
통일연구원 관계자는 “특히 이번 행사는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이에 따른 긴
장과 위협이 점증하고 있는 이 시기에 한반도에 고조된 긴장을 완화하고, 동아시
아의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며 “페리 박사의 솔직한 회고
는 한반도의 지정학을 이해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 생
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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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2016
“한 눈에 보는 2016년 10대 뉴스”

1

김용학 제18대 총장 취임

2


MOOC로
교육 한류를
선도하다

3


글로벌
인재 교육에
앞장서는 대학

4


차세대
기가 와이파이
캠퍼스 개막

5


국제캠퍼스에
세계 최고
수준 글로벌 연구소 설립

김용학 제18대 총장이 2월 1일 취임식

국내외로 우리 대학이 개설한 개방형

대학의 국제화 지표를 나타내는 것 중

이제 캠퍼스 어디서나 끊김 없이 인터

지난 4월 26일 국제캠퍼스에 소재 분

을 시작으로 4년간의 임기를 시작했

온라인 강좌 무크(MOOC)에 대한 관

하나가 해외대학과의 교류다. 우리 대

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

야 공동연구를 위한 ‘글로벌 공동연구

다. ‘존중하고 존경받는 대학’, ‘미래를

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대학은 정

학은 국내대학 가운데 2015학년도에

태블릿 PC 등을 활용한 모바일 중심의

소(GRLFYK)’가 들어섰다. 이 연구소

이끌어 가는 대학(Yonsei, Leading the

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한국형 무크

외국인 유학생을 가장 많이 유치한 것

학습 환경이 보편화하는 가운데 학술

는 미래창조과학부의 ICT명품인재양

Way to the Future)’을 골자로 임기 중

(K-MOOC)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 최

으로 나타났다. 대학 공시정보 사이트

정보원은 증가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대학 글

추진할 대학발전 계획을 천명했다.

초로 세계 3대 무크 플랫폼인 코세라

대학 알리미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학

수요와 트래픽 폭증에 대응하고, 고품

로벌융합기술원과 독일 프라운호퍼

(Coursera)와 퓨처런(FutureLearn)에

년도 3,563명의 외국대학 학생들이 우

질의 안정적인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

세라믹기술연구소(IKTS), 한국기계연

김용학 총장은 특히 미래를 향해 나아

동시 가입해 글로벌 무크를 선도하고

리 대학을 찾았다. 2위인 고려대 유치

하기 위해 ‘차세대 유·무선 네트워크

구원 부설 재료연구소(KIMS) 등 3개

가는 핵심가치로 3C, 즉 기독교정신

있다.

수(1,849명)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통합구축사업’을 추진했다.

기관이 함께 설립한 국내 최초의 국제

(Christianity), 창의성(Creativity), 연결

공동 연구소다.

성(Connectivity)을 제시하며 100세 시

특히 코세라에 세계 최초로 개설한 한

이밖에도 우리 대학은 정부초청 외국

이로써 무선 서비스 요구가 많았던 백

대에 대비한 교육방식의 획기적 변화

국어 강좌가 전 세계 수강생들의 큰 호

인 학부 장학생을 3년 연속 최다 유치

양로를 비롯한 주요 옥외 지역에 기가

우리 대학은 이를 통해 앞으로 독일 4

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16

응을 얻으며 우리 대학은 대한민국 교

했다. 정부초청장학생은 각 국가에서

와이파이를 설치해 구성원들의 편의

대 국가 연구소이자 유럽 최대 규모 첨

년 김 총장은 10개 대학 총장들과 미래

육 한류의 선두주자로 자리하게 됐다.

선발된 우수한 인재로서 뛰어난 학업

를 높였으며 기숙사에 무선 와이파이

단세라믹소재연구소인 프라운호퍼의

대학포럼을 공식 출범하고, 미래교육

현재 우리 대학은 한국어 강좌 외에도

능력과 언어 능력을 토대로 한국과 세

를 설치해 학생들이 공간의 제약 없이

핵심역량과 지식 네트워크를 활용해

소사이어티 포럼을 개최해 김용 세계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

계를 잇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있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무

글로벌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은행 총재 등과 대학의 미래를 논하는

한 무크 강좌를 개발해 한국학의 세계

다. 3년 연속 정부초청 학부 장학생 사

선 인터넷 사용 속도가 개선되면서 우

하고 세계적 수준의 재료융합기술 개

등 적극적 행보를 선보였다.

화에 앞장서고 있다.

업에 최대 인원을 유치하면서 우리 대

리 대학은 국내 대학 최고 수준의 스마

발 및 차세대 글로벌 리더 양성을 추진

학은 글로벌 인재 교육을 이끄는 국내

트 캠퍼스를 구현하게 됐다.

할 계획이다.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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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창립 131주년 맞아
‘연세 정신’ 되새겨

7

Y-IBS관 착공 및 노벨상
수상자 임용

8

창업 지원하는 창의 공간
대폭 확대

9

언더우드 서거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

10

해외 우수대학과 신규 학생교환협정 체결

창립 131주년을 맞아 우리 대학은 미래

우리 대학은 올해 융합연구 본격화를

우리 대학은 창업이 자연스러운 대학

언더우드 선교사(Horace Grant Underwood, 원두우 1859. 7.

우리 대학은 올해에도 전 세계 저명한 대학들과 새로이 학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연

위한 초석을 다졌다. 먼저 세계적 융합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창의성에

19.~1916. 10. 12.) 의 서거 100주년을 맞아 지난 10월 12일 각종

생교환협정을 체결했다. 지난 3월 영국의 유서 깊은 더럼

세 정신을 정립하고 구현하는 사업을

연구소를 목표로 한 ‘Y-IBS관’이 착공

기반한 도전과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

기념행사가 열렸다. 우리 대학은 2000년 ‘언더우드기념사

대학교(Durham University)와 협정을 체결했으며, 7월에

실시했다. 먼저 루스채플 뒤에 자리하

에 들어갔다. 과학원과 첨단관 사이에

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특히 캠퍼스 내

업회’를 조직한 이래 그의 정신을 계승하는 각종 기념사업

는 미국 최고의 리버럴아츠컬리지 중 하나인 미국 콜게이

던 교훈석(진리자유석)을 창립기념일

들어설 연구소는 지상 4층, 지하 1층의

외에 학생들이 마음껏 꿈꾸고 도전할

을 추진하고 있다.

트대학교(Colgate University)를 비롯해 미국대학랭킹 37

에 맞추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연면적 약 4,300평방미터(㎡) 규모로 융

수 있는 창업 공간이 대폭 확대됐다.

정문 근처 공과대학 앞 잔디밭으로 이

합연구에 최적화해 설계된다. 2017년

전했다. 또한 도로명 공모전을 실시해

말 완공될 Y-IBS관은 연구자 중심, 협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던 캠퍼스
내 11개 주요 도로에 연세 정신이 깃든

위인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학교(Case Western Reserve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는 날인만큼 국내외에 거주하는 언

University)와 학생교환을 하게 됐다. 지난 8월에는 QS 세

학술정보원 U라운지에는 연세인들이

더우드 가족들이 대거 참석해 특별한 날의 의미를 더했다.

계대학랭킹 62위인 영국 글래스고대학교(University of

업 유도, 창의 증진의 핵심 공간으로 운

창의적 아이디어를 나누고 펼칠 수 있

또한, 언더우드의 손자 원득한(Richard Underwood) 박사

Glasgow)와도 협정을 체결했다.

영될 계획이다.

는 ‘프리미엄 창의공간’이 들어섰다. 소

는 고종황제가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하사한 것으로 전해

외된 공간이었던 정문 앞 지하보도 역

지는 사인참사검(四寅斬邪劍)을 우리 대학교에 기증했다.

우리 대학교는 세계 우수대학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

이밖에도 Y-IBS과학원은 미국에서 신

시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꾸고 미래를

박물관에서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걸어온 한국 선교 31년의

하기 위해 ‘70:70:50:20’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

이밖에도 올해부터 ‘연세 정신을 빛낸

약 개발로 큰 성공을 거둔 유동원 교

설계할 수 있는 서울창업카페로 탈바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획 전시가 진행됐으며 캠퍼스 곳곳에

은 세계 50위권 대학의 70%, 세계 51~150위권 대학의 70%,

인물’을 선정하는 기념사업을 시행해

수를 영입해 국내 신약 연구를 이끌어

꿈했다. 이밖에도 우리 대학은 2016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여온 것으로 알려진 ‘언더우드 둥근

미국 50위권 대학의 50%, 미국 Liberal Arts College 25위권

그 첫 번째 인물로서 민족시인 윤동주

갈 예정이다. 또한 2013년 노벨 생리의

한 해 동안 동문 벤처캐피탈리스트 초

잎느티나무’가 식재됐다.

대학의 20%와 학생교류협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시인을 선정했다.

학상을 받은 랜드 셰크만(Randy W.

청 모임 개최, 연세창업대상 시상, 창

Schekman) 교수가 올해 9월부터 3년간

업 지원 크라우드펀딩 등 다방면의 지

생명시스템학과 석좌교수 및 Y-IBS과

원을 통해 창의적 발상과 도전을 응원

학원 자문교수로 활동하며 연세 연구

했다.

새 이름을 붙였다.

의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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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한열 열사를 새기다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인 1987년 6월, 6.10 민주화 운동의 한
가운데에는 이한열 열사가 있었다. 1987년 당시 우리 대학
교 경영학과 2학년이었던 이한열 열사는 6.10 민주화 운동
에 참여했다가 최루탄에 머리를 맞고 숨졌다. 지난 6월, 6.10
민주화 운동 29주년을 맞아 우리 대학교는 이한열 열사를
추모하는 기념동판을 제작했다. 기념동판은 이한열 열사가
쓰러졌던 자리인 정문 부근에 놓여, 연세인들이 민주화에
대한 그의 뜨거운 열망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셋, 캠퍼스와 예술의 만남
예술이란 가까우면서도 먼 존재. 지난 10월, 연세인과 예술
의 거리를 한층 좁혀 줄 예술 작품들이 캠퍼스 곳곳에 설치
됐다. 기존에 청송대에 있었던 조각품 <만남> 뿐만 아니라
공공미술 <25계단>, <오아시스>가 설치되면서 연세인에게

2016년의 캠퍼스

우리 대학 캠퍼스는 매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다. 봄이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

예술적 영감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에 설치된 작품들은 보

고, 여름이면 녹음과 담쟁이가 어우러지며 가을에는 색색의 낙엽이 캠퍼스를 물

행자 중심의 백양로에 설치되어 예술의 향취가 넘치는 캠

풍경, 무엇이 달라

들인다. 12월을 맞아 본격적으로 겨울 준비에 들어간 우리 대학교는 백양로 끝자

퍼스가 조성됐다. 공공미술 작품들은 일정기간 이후 다른

락에 아름답게 빛나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워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연출하

작품으로 교체 전시되어 이제 캠퍼스 안에서 다양한 예술

졌을까?

고 있다.

작품을 만날 수 있을 예정이다.

올 한 해, 계절에 따른 풍경 변화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2016년의 캠퍼스에는
어떤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을까?

연세정신과 예술의 향취
넘치는 친환경적 캠퍼스

넷, 차 없는 도로, 걷기 좋은 캠퍼스
하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난해 9월 백양로 재창조 공사가 마무리되며, 백양로는 자
모든 연세인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두 단어 진리와 자유. 지난 5월, 창립 131주년

연과 사색이 어우러진 보행자 중심의 도로가 되었다. 신촌

을 맞아 우리 대학교의 교훈이 새겨진 진리자유석을 공학원 인근 잔디밭으로 이

캠퍼스 서측 도로에도 이와 비슷한 변화가 있었다. 논지당

전했다. 이제 정문을 통해 등교하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진리자유석을 마주할

에서 과학관에 이르는 서측 도로가 폐쇄되어 차 없는 도로

수 있게 되었다.

로 변화한 것이다. 아스팔트 도로 위를 달리던 자동차들과
주차된 차량들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지난 10월에는 교훈석 근처에 언더우드 서거 100주년을 기념한 둥근잎느티나무

공간으로 대체되었다. 연세인들을 위한 벤치와 파라솔이

가 식수되어 언더우드 선교사의 정신을 되새기는 것은 물론 캠퍼스를 한껏 푸르

조성되어 이전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이 마련됐다.

르게 물들였다.
(취재: 하혜빈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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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캠퍼스의 무한한

따르면 주당 학습시간이 꾸준히 증가

둘째, 섬김의 리더십 함양입니다. 학생

상의 도시가 147개나 자리하고 있습니

하고 있고, 1학년 학사경고자는 2012년

들에게 자기 주변과 지역사회, 나아가

다. 아시아의 거점도시로서 국제화에

가능성에 동참해주시기

346명에서 2015년 233명으로 큰 폭으로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여

대단히 유리한 조건이지요.

감소했습니다. 생활과 학습이 통합된

이웃과 인류가 당면한 어려움을 인식

바랍니다”

환경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

그 가운데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는

있게 된 것이죠. 또한 다양한 배경의 학

록 지원하려 합니다. 미래 리더로서 갖

아시아를 이끄는 교육의 허브 역할을

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전공 외 관심

추어야 할 학습의 뚜렷한 동기와 목적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국제화

영역이 확장되고 문화 다양성을 체득

을 인지하여 섬김의 리더십을 함양하

란 단순히 외국어를 익히고 한국이 외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록 할 것입니다.

국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여겨졌지만,

이경태 국제캠퍼스부총장

우리의 것을 세계가 받아들이도록 유
이러한 성과 달성에는 학부대학, 언더

셋째, 실생활과 연계된 창의 교육 확대

도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해야

우드국제대학 전·현직 학장님들을 비

입니다. 그동안의 교육은 실생활과 연

하는 국제화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롯해 RC교육 정착을 위한 많은 분들의

결되지 않은 채 지식 습득에 집중되어

를 위해 산업화와 민주화, 정보기술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

학생들이 실제 삶에 닥친 문제해결 능

발전, 한류 등 그간 한국이 이뤄온 것

니다.

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는 부족했습

들을 콘텐츠화하여 아시아는 물론 세

니다. RC 교육으로 우리 주변의 문제

계에 한국을 알리고 교육하는 역할에

를 인식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를 기르

국제캠퍼스가 중심이 되고자 합니다.

Q2.

연세 PEOPLE

국제캠퍼스가 선도하는 RC 교

고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창의적으

육의 안정화를 위해 어떤 작업을 진행

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동시에 교육의 질이 제고되어야 할 것

중인지요?

합니다.

입니다. 현재 연세대학교에는 외국인
학생 및 교수의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특별인터뷰

2016.~현재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부총장

Q1.

2009.~2010.

삼일 Pricewaterhouse Coopers 저명교수

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학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고

2005.~2010.

금융감독원 경영평가위원

있습니다. 학생들의 만족도를 비롯해 그간 국제캠퍼스가 거

2008.

한국 관리회계학회 회장

둔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2005.~2009.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재단본부장

2004.~2005.

연세대학교 재무처장

1994.~현재

2010년 개교 이래 국제캠퍼스는 RC, 융합교육, 국제

현재 국제캠퍼스는 연세대학교가 지

마지막으로 융합적 사고와 협업 능력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양적 팽창도 중요

향하는 핵심가치인 3C(Christianity,

의 배양입니다. RC 교육환경에서 다양

하지만 교육의 질이 좋아져야 지속적인

Creativity, Connectivity) 구현을 위해 1

한 관심과 배경을 지닌 동료들과의 소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RC교육을 시

통과 협업을 통해 융합적 사고를 함양

행하고 있습니다. RC교육은 많은 교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적극

이밖에도 연세대학교에 거주하고 있는

님과 직원 선생님 등 여러분들의 헌신

적 배움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외국인 교수나 학생들이 한국과 연세대

적인 노력으로 많은 부분에서 정착되

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학교의 문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었지만 향후 다음과 같은 4가지 측면

인프라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것 역시

에서 더욱 힘쓸 계획입니다.

국제화를 위한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Q3.

국제캠퍼스는 언더우드국제대

첫째, 학습 주체의 변화입니다. 그동

학, 글로벌인재학부 등을 운영하며 국

안 이뤄진 교육자 중심의 강의 위주 교

제화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

Q4.

국제캠퍼스에서는 매년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설

육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가 자기주

고 있습니다. 보다 차별화된 교육 환경

목표와 비전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문조사 항목을 통해 교육 효과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캠

도적 학습자로서 새로운 문제를 발견

을 만들기 위해 어떤 과제가 남아있다

1992.~1994.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조교수

퍼스 교육은 크게 RC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과 생활의 통합’

하고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하며 다른

고 생각하십니까?

1992.

University of Califonia at Los Angeles

과 ‘융합적 사고 배양’을 목표로 하는데, 지금까지 조사한 결

분야의 지식을 연결하는 적극적 배움

(UCLA) Ph.D.

과를 분석해보면 그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평가됩니다.

(Active learning)을 실현할 수 있는 기

오늘날 세계의 중심은 아시아로 이동

교육과 연구력 향상입니다. 가정 내 자

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비행거

녀수가 적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오

리 3시간 이내 지역에는 인구 100만 이

늘날의 학생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사

1983.

University of Washington MBA

1980.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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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성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나 무엇

고, 송도가 그 핵심”이라고 말한 바 있습

19만 평의 부지 전체에 건물을 지을 수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력 향상과

방문, 대학탐방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을 전공하든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은

니다. 인천 송도로 글로벌 바이오·헬스

있습니다. 면적으로만 본다면 국제캠

재원 창출이 함께 이뤄지는 선순환적

지난 7월에는 2박3일 동안 과학·미디

리더로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대

케어 기업들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지

퍼스가 훨씬 유리한 입장인 것이죠.

구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한국 대학

어 체험캠프를 진행했습니다.

학이 사회성을 충분히 교육하기가 어

요. 머크에 이어 미국 GE헬스케어, 다국

려운 경우가 많지요. RC를 통해 기숙

적제약사 존슨앤존스 등이 송도에 각종

그렇다면 연세대학교가 선도할 연구

이 외국대학에 비해 현저히 높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인천지역 아동센터를

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 생활을 하며 사회성이 잘 갖춰진 전

연구소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의 분야가 무엇일까요? 우리 대학은

연세대학교는 국내 대학 가운데서 등록

대상으로 ‘꿈나무 멘토링’을 진행할 예

송도에 내려와 그 변화를 실제로 체감

대학 내에 세브란스 병원이 있을 뿐 아

금 의존율이 낮은 편이지만 외국 유명

정입니다. 사교육에서 소외된 저소득

하는 교직원이 얼마나 될까요? 좀 더 많

이처럼 세계적 바이오산업단지로 성

니라 세계적 수준의 의학기술과 이공

대학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편이지

층 아동 및 청소년에게 멘토링을 제공

은 분들이 국제캠퍼스에 관심과 애정을

장하고 있는 송도에 산학연 복합단지

계 연구 인력을 지니고 있는 국내 유일

요. 연세대학교가 세계 일류대학과 경

함으로써 이들의 진로결정에 도움을

갖고 우리 미래에 대해 확신하며 협력

또한 연세대학교가 세계적인 명문대

‘연세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하는 것이 2

의 대학입니다. 다른 경쟁대학과 비교

쟁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주고 꿈과 희망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

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학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력이 뒷받침

단계 사업의 요체입니다. 교육과 연구

했을 때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링과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장기적인 산학협

할 것입니다.

되어야 합니다. 연구란 결국 공간이 없

라는 본연의 책무를 넘어 대학이 국가

같은 미래 산업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력을 통해 자원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으면 할 수 없는 법입니다. 건물이 부

의 부를 창출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밖에 없는 까닭이지요.

생각합니다. 이는 연구 중심 사립대학

이렇듯 국제캠퍼스는 인천 지역 내 다

들께서 각 하우스의 담당교수인

족한 신촌에서 나아가 넓은 터에서 ‘연

것이 오늘날의 사회적 요구인 만큼, 국

인 스탠퍼드 대학의 모델이며 이는 오

양한 기관과 교육협력 및 지역사회 봉

RM(Residential Master)으로 활동해주

세사이언스파크’라는 이름으로 산학이

제캠퍼스는 융합 교육 및 연구 인프라

지난 2011년 국제캠퍼스에 약학대학이

늘날의 실리콘밸리를 만들어낸 원동력

사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활동

시기를 마음 깊이 바랍니다. 외국 아이

연계한 R&D 생태계를 구축하고 연구

와 우수한 연구 역량, 창업지원 시스템

설립된 것 역시 중요한 발전의 기회라

이기도 합니다.

들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

비리그 대학들을 살펴보면 저명한 시

력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국

을 활용해 혁신적인 산학 R&D 생태계

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제캠퍼스에는

하는 대학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

니어 교수님들께서 이를 명예로 생각

제캠퍼스의 또 다른 목표였지요.

를 구축해나갈 것입니다.

불치병을 치료하기 위한 유전자 세포

니다.

하고 RM으로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습

인적 리더를 양성하겠다는 것이 국제
캠퍼스 조성의 주요 목표였습니다.

Q7. 인천시를 비롯해 지역사회와 협

국제캠퍼스부총장이 된 지금도 그 목

또 국제캠퍼스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업을 유치해 세포배양시설(C-GMP)을

력하는 대표적 프로그램 및 사업에 대해

표와 비전은 동일합니다. 지난 11년의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 산업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유치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월 동안 발전을 거듭해 온 국제캠퍼

단지인 남동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지

어려울뿐 아니라 매년 수십억 원의 관

스를 보면서 뿌듯하지만 동시에 큰 책

속적인 산학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산

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연구소나 대

국제캠퍼스는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지

임감을 느낍니다. 국제캠퍼스부총장으

업고도화 등을 통해 지역 경제발전에

학이 이와 같은 시설을 갖고 있는 경

역사회와 상생하는 대학이 되기 위해

로서 저는 기대 이상으로 빠르게 정착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

우는 거의 드물지요. 해당 시설은 모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전인교육의 내실화에 힘쓰

해 부와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인천시

인허가를 마친 상태로 내년 초 건물을

고, 중장기적으로는 연세사이언스파

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에 큰 활력이 되

착공하여 내후년 즈음에는 완성될 예

크를 잘 조성해 국제캠퍼스가 연세대

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정작 우리 교
직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송도를 제대

은 총예산 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

를 연구하고 의학치료제를 만드는 기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신촌캠퍼스의 시니어 교수님

니다. 우리 대학 역시 많은 교수님들이

Q8.

송도에서 학생들과 함께하며 미래를
마지막으로 연세 구성원들에게

위한 꿈을 그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남겨주
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는 인문학의 중
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

2005년 9월 현재 국제캠퍼스의 부지가

니다. 인문학이란 결국 사람에 대한 연

매립되기 전, 바닷물이 찰랑거리던 이

구이며 사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훌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연인(延仁)프로

곳에 왔을 때가 문득 생각납니다. 당시

륭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전인교

정입니다. 이곳에서 약학대학 등 국제

젝트’가 있습니다. 연인프로젝트는 국

말죽거리 같았던 송도는 이제 주거와

육 프로그램이 잘 갖추어진 국제캠퍼

학교의 미래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

캠퍼스 교수 및 연구진들이 기업과 협

제캠퍼스 RC 사회기여 프로그램의 하

첨단산업의 거점도시로서 빠르게 변화

스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고 좋은 인성

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력하면서 진정한 산학협력이 일어날

나로 인천시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

하고 있습니다. 국제캠퍼스 역시 국내

을 겸비한 미래사회의 리더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으로 방과 후 학습 및 외국어, 예체능

는 물론 해외대학에서도 벤치마킹 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분야 활동 등 다양한 학습 멘토링을 지

의가 쇄도할 만큼 기대 이상의 성과를

Q5. 현재 추진 중인 국제캠퍼스 2단

Q6. 연세대학교의 연구력을 향상시
키기 위해 어떤 계획을 수립 또는 실행
하고 계신지요?

또한 지난 4월에는 국제캠퍼스에 세

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6년에는

계 최고의 기술사업화 연구기관인 독

멘토 934명이 인천시 내 111개교 1,952

연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일 프라운호퍼와 공동으로 국제연구

명의 멘티들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를 위한 환경이 조성되고 실력을 갖추

소(GRLFYK)를 설립했습니다. 앞으로

독일 화학·의료기업 머크의 생명과학

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촌캠퍼스의

이 연구소는 산업화와 관련된 연구력

뿐만 아니라 인천시 서구청, SK인천석

사업을 총괄하는 우딧 바트라 최고경영

면적은 30만 평가량인데, 그중 건물을

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유화학 등과 ‘멘토링 협력사업’을 진행

자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바이오산업

지을 수 있는 면적은 17만 평이 채 되

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매 학기 서구의 중학생

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이

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국제캠퍼스는

계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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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미리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고사 보기 일주일 전에 교재가 완성되는 경
우도 더러 있죠. 그래도 교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강의를
듣고 있어요.”
우리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소장 전용관)는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매 수업마
다 도우미 학생을 한 명씩 배치해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장애학생의 교내 이동
을 돕고 판서나 수업 피피티를 옮겨 적는 등 수업에서 필요한 것들을 보조해준

연세 PEOPLE

다. 김진영 학생은 “센터의 도움 없이는 공부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연신 감사하
다는 말을 건넸다.

화제의 인물

향후 소수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그는 특히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관심이 많다. 장애학생들의 고등 교육권 확보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쓰는
교내 동아리 ‘게르니카’에 가입해 활동하기도 하고, 시각장애를 체험해보는 전시
‘어둠 속의 대화’에서 전시장 안내를 하기도 했단다.
“장애를 갖고 살다보니 일상에서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배려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종종 개인 혹은 집단의 원칙에 의해 무시당하는 경우

어둠 속에서 진리의

지난 11월 11일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에서 열린 ‘2016학년도 1학기 최우등생 시

가 있죠. 그럴 때 대처 방안이 법밖에는 없더라구요. 졸업 후 로스쿨에 진학해서

상식’에서 참석자들로부터 유독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은 이가 있다. 바로 시각

인권법을 공부하고 저와 같은 장애 학생들과 소수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빛을 찾다

장애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학업을 향한 열정을 보여준 김진영 학생이

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요.”

다. 앞은 보이지 않지만 꿈을 향한 그의 신념과 목표는 누구보다 뚜렷하게 빛나
고 있었다.

현재 연세대학교에는 학부와 대학원을 통틀어 86명의 장애학생들이 학업의 열

졸업 후 로스쿨에 진학해서
인권법을 공부하고 저와 같은
장애 학생들과 소수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요.

정을 이어가고 있다. 그중 시각장애인 학생은 10명. 최우등생 김진영 학생이 오늘

2016년도 1학기 최우등생
김진영 학생(사회학과 13)

초등학교 4학년 즈음 망막박리라는 희귀 눈질환으로 시력을 잃게 된 김진영 학

날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은 단순히 그가 지닌 장애 때문만은 아니리라.

생은 현재 빛의 유무만 구분할 수 있는 시각장애 1급이다. 눈이 보이지 않는 탓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절실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다.”는 삶에 대한 그의

학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는 지난 학기 4.3 만점을 받아 최우등생으로 선

태도가 큰 울림으로 남는 까닭이다.

정됐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운이 좋았던 것도 있고요. 물론 가끔씩 마음껏 책을 볼
수 있는 비장애 학생들이 부럽기도 하지만 ‘절실함’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
어요.”
‘운이 좋았다’고 말하지만 시각 장애인으로서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학업을 이어
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수업에 필요한 ‘교재’를 구하는 일이 쉽
지 않기 때문이다. 김진영 학생과 같은 시각장애 학생들의 경우 점자나 음성프로
그램을 통해 교재의 내용을 공부할 수 있다. 봉사자들이 필요한 교재를 타이핑하
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준비기간만 평균 한 달 이상이 걸린다는 것.
“9월에 학기가 시작하면 규정상으로는 적어도 7월 말에 수업계획서를 올리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보통 8월 말이나 9월 초에나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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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에게 질문을

지난 11월 30일 개봉한 영화 <미씽: 사라진 여자>(이하 <미씽>)는 다이스필름의

“미국에 한국영화가 별로 소개도 되지 않았던 IMF시절이었는데, 미국 친구들이

대표이자 프로듀서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성우

랑 ‘한석규 영화제’를 한 적이 있어요. 이스트빌리지에서 극장도 직접 빌리고, 엽

던지게 하는 것이

대표의 작품이다. 워킹맘인 지선(엄지원 분)의 어린 딸을 돌보는 보모 한매(공효

서도 만들고 타임아웃뉴욕에 광고도 내고 하면서 영화에 대해 본격적으로 뛰어

진 분)가 아이를 데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서 이를 추적하는 내용의 미스테리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죠.”

영화와 대학원의

영화로, <미씽>은 워킹맘, 다문화 가정, 복지 및 의료문제 등 사회의 이슈들을 완

공통점”

성도 높게 다룬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뉴욕에서 영화공부를 마치고 귀국한 김성우 대표는 우노필름에 입사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영화산업에 뛰어들었다. 여러 궤적을 거쳐 그토록 좋아하던 영화를

<미씽>의 프로듀서 김성우 대표는 “대학원에 진학하고, 학업을 시작하는 동시에

만드는 프로듀서로 10여 년을 지낸 그는 동년배의 감독들이나 동료 영화인들이

제작에서 촬영과 개봉까지 오롯이 이루어진 작품”이라며 감회가 남다르다고 전

교수나 강의를 할 때 다시 학생으로 돌아온 것이다.

했다. 그는 <아저씨>(2010), <우는남자>(2013), <미씽>에 이르기까지 프로듀서로

김성우 동문(다이스필름
대표 및 프로듀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동시에 우리 대학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에서 영상커뮤니케

“대학을 졸업하고 거의 20여년 만에 다시 학생이 된건데.. 중학생 아들의 아빠이

이션을 전공하고 있다.

자 영화 제작자 등 제게는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었는데 이제 학생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면서 모든 것을 굉장히 새롭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랑

우리 대학 학부 동문(정치외교학과, 87)이기도 한 그는 20여년 만에 다시 학생 신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서로의 생각을 거침없이 이야기하면서 지적 자극을 받기도

분으로 모교에 돌아왔다. 대학 시절 연극반에서 활동하며 연극하는 재미에 빠져

하고. 그러면서 영화도, 제 삶의 태도까지도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살았다는 그는 당시의 어수선한 시대 분위기에 수업보다는 매일 시내에서 살던
학생이었다고 회고했다. 대학 졸업 후에는 광고 카피라이터로 일을 시작해 광고

커뮤니케이션대학원에서 각종 영화이론, 영화제작 수업 외에도 문화이론 수업

일도 좋아했지만, 매일 영화를 보고 영화평을 쓰면서 영화에도 빠져있었던 자신

등 다양한 분야의 수업을 듣고 있다는 김성우 대표는 “수업을 통해서 스스로 질

을 발견하고는, 문득 회사를 그만두고 영화공부를 위해 무작정 뉴욕으로 떠났다.

문을 던지게 된다.”면서 영화를 만들어가는 데 이 질문들이 중요한 실마리나 답을
전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들이랑 함께 수업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적 자극이 된다.”며 대학원에서의 치열한 학문적 고민들이 쉽지
않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대학원 수업에서 예술이 무엇일까, 영화에 대한 이론들은 대체 뭘까 이런 질문
을 던지게 됐어요. 제가 프로듀서로서 상업영화를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예술’을 한다고 생각해요. 앞서 던지는 이 질문들이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만들더라고요. 어떤 영화를 할 것
인가라는 질문의 답으로 <미씽>처럼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는 영화들을 만들고
기획하게 됐죠.”
올 연말, 영화 <미씽>과 함께 연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
려가는 김성우 대표의 ‘질문’을 함께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
(취재: 한미소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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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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에서 학부

옐레나 데니센코(Yelena Denisenko)에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AI 시대에 대비

게 한국은 13세 때부터 삶의 한 부분이

해 인류가 고민해보아야 할 윤리에 대

최고의 수업을

었다. 친구들을 통해 한국의 대중문화

한 문제를 제기하는 수업이었죠.”

만났죠”

럼 옐레나는 한국 드라마 보는 것을 즐

옐레나는 연세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

겼다. 인기 드라마 <커피 프린스>를 애

로 지내면서 장래 직업에 대한 생각이

청하며 한때 배우 공유에게 푹 빠지기

바뀌었다고 했다. 한국으로 오기 전에

를 처음 접한 이후 여느 사춘기 소녀처

연세, 나와 한국의

스위스 교외에서 자란 로빈 본(Robin

도 했었단다. 이후 15세인 2011년 그녀

는 일반 학생들처럼 졸업 후 샌프란시

Born)은 아직도 신촌에 처음 도착한

는 고등학교 교환 프로그램의 일환으

스코나 미국 동북 지역의 IT 회사에서

연결고리

날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인천공항에

로 2주 동안 서울에서 머물기도 했다.

일할 생각이었지만 한국에서 지내면서

옐레나 데니센코

도착한 뒤 곧바로 공항철도를 타고 밤
12시 무렵 신촌에 도착한 그는 늦은 시

(미국/브라운대학교)

각에도 불구하고 북적거리는 신촌거
리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로빈 본
(스위스-한국/세인트갈렌
대학교)

한국 IT 기업에도 관심이 생겼고 기회
“당시 홈스테이 가족이 커피프린스 촬

가 된다면 가까운 미래에 인턴십에 도

영지인 홍대 지역에 거주하는 바람에

전하고 싶다고 했다. 특히 그녀는 교내

오랫동안 꿈꿔왔던 드라마 촬영지 방

에서 가장 오래된 중앙동아리 중 하나

문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었어요(웃

인 AKFN Listeners Club(ALC)을 통해

음).”

한국 기업 모의 면접도 보면서 나름 준

사실 로빈에게 한국은 처음이 아니다.

“금융계 쪽으로 진로계획을 세웠기 때

스위스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를

문에 금융 관련 법에 대한 지식이 필

둔 그는 유년 시절 부산에 있는 외가

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수업에서 현직

연세대학교와의 인연도 2011년에 시작

친척 집에 1년에 한 번씩 방문하곤 했

변호사로 활동 중인 강사가 전해주는

됐다. 옐레나가 참가했던 교환 프로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다른

다. 그가 파견국 선택 시 호주와 한국

투자분쟁사례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

램 활동 중 일부가 신촌캠퍼스에서 진

브라운대학교 학생들에게 연세대학교

가운데 후자를 선택한 것도 이와 같은

를 들을 수 있었는데 향후 진로에 큰

행된 덕분이었다. 잠깐이었지만 당시

를 추천하고 싶어요. 특히 연세대학교

배경이 크게 작용했다. 한국인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연세대학교

고등학생이었던 옐레나는 연세대학교

는 CIEE를 통해 브라운대학교와 교환

불구하고 한국어를 거의 못해서 부끄

대학원 수업은 수강생 수가 적어서 마

대학생들을 보며 언젠가는 연세에서의

학생 프로그램이 있어 견학이나 봉사

러움을 느꼈다는 그는 성장하면서 언

음에 들어요. 강의 사이즈가 작다 보니

캠퍼스 라이프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어의 장벽이 점점 커진다는 것을 깨달

교수와 학생들 간에 활발한 교류가 가

었다고 했다. 그로부터 5년 뒤인 지금,

는 큰 장점이 있어요. 그 외에도 브라운

았다고 했다. 특히 한국에 있는 가족들

능할뿐더러 수업시간에 진행되는 토

옐레나는 고등학생이 아닌 대학생으로

대학교는 졸업 요건으로 수강해야 할

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어

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수강생으로

연세대학교로 돌아왔고, 15세 당시 가

필수과목이 없기 때문에 연세대학교에

를 배워야겠다는 필요성을 뼈저리게

서 더욱 열심히 예습을 하게 됐어요.”

졌던 연세대학교에 대한 좋은 인상이

있는 다양하고 우수한 강의 중에서 관

결국 틀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심이 많은 주제에 대한 강의를 수강할

느끼게 됐다고. 연세대학교를 선택한

비를 시작했다고 한다.

이유는 국내 최고라 정평이 난 연세대

로빈은 인구밀도가 높은 신촌 지역에

한국어학당의 영향이 컸다.

서 거주하면서 서울의 도시 라이프 스

옐레나의 전공은 컴퓨터과학이지만 그

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역시 연세

녀는 연세대학교에서 전공과목 이외에

한국의 문화뿐 아니라 시사에도 관심

석사과정에서 회계금융을 공부하고

의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로빈은 당분

신학과에서 개설된 ‘AI 윤리와 사회적

이 많다는 그녀는 연세대학교에서 한

있는 로빈은 현재 우리 대학교에서 전

간 “모국인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유지

의미’ 강의를 비롯해 한반도 통일에 관

반도 통일 관련 수업을 통해 한국 대북

공과목 대신 법 관련 수업을 수강하고

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내년에 한국으

한 과목을 수강하고 있다. 옐레나는 특

정책과 통일에 대한 세대 간의 인식 차

있다. 그는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로 돌아와 비즈니스 한국어를 배울 계

히 AI 윤리 수업이 그녀의 학부생활을

이 등을 배웠다고 했다. 졸업 후 다시

개설한 “Dispute Settlement Practice

획”이라며 향후 스위스계 은행의 한국

통틀어서 역대 가장 좋은 수업이라고

한국을 방문할 그녀가 연세대학교와

on International Economic Law” 수업

지점에서 일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

했다.

어떤 인연을 맺게 될지 궁금해진다.

이 가장 흥미롭고 도움이 된다고 했다.

다.

수 있죠.”

“제 전공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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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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노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워
낙 다양하기에, 어떤 경로로 수익을
창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련하는 가장 좋은 도구였습니다. 결국
분야를 막론하고 사람간의, 사람에 의
해, 사람을 위해 모든 일이 진행되기에
인간관계에서의 사소한 처세술과 언행

코너를 통해 실패에 굴하지 않고 엉뚱한 발상을 새로운 미래로 만들어나가는 연세 창업인
들의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마이다노의 수강료와 다노샵의 제품

을 큰 부담 없이 훈련하고 숙달할 수 있

매출이 주 수익원입니다. 마이다노는

는 곳이 바로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어트 전문 코치에게 4주 동안 1:1

다노, 건강한

다이어트 코칭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또한, 생각만 하지 말고 우선 과감하게

월 99,000원의 수강료를 내고 운동, 식

저질러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다이어트의 새

단, 습관개선 밀착 관리를 받을 수 있

같은 경우에는, 교환학생을 가기 위해

습니다. 퍼스널트레이닝 1회 가격으로

가기 전에도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 계

길을 제시하다

한 달 동안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속해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절실했

다노샵은 영양가는 높고, 당과 나트륨

으니까요.

은 적은, 저자극 저가공 식품을 판매
하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로는 설탕

사실 회사는 매일 매일이 고비이고 새

이후에는 굳이 제 경력, 취업에 도움이

을 넣지 않은 통두유(심콩두유), 현미

로운 도전이라 현재의 다노가 힘든 시

되지 않을지라도 흥미가 가는 분야라

넛츠바(다노바), 구운 콩스낵(꺼내먹

기를 다 극복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면, 동아리, 강연의 방법을 통해 부딪

콩), 단백질과자(단백질공화국), 통현

다소 상투적으로 들리겠지만, 일관되

치고 봤어요. 지나고 보니, 그 실천과

미시리얼(브라운라이스소울) 등이 있

게 ‘사람’에 큰 가치를 두고 투자를 해

경험들이 서로 연결되어 현재의 저를

습니다.

왔기에 가능한 결과였으리라 생각합

이루고 있더군요. 과감하게 도전해 보

단기간에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지속 불가능한 다이어트에 문제의식을 갖고 ‘건강

니다. 대학 선배이자 공동대표인 정범

세요!

한 다이어트’를 위한 믿을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균 대표와 뜻을 모아 시작한 다노가 올

다노(DANO)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지수 공동대표
(실내건축공학 08)

다노는 여성을 위한 피트니스 & 헬스케어 브랜드입니다.

현재는 온라인으로 일대일 다이어트 코칭을 제공하는 서비스 ‘마이다노’와 다이어
트하는 여성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하는 ‘다노샵, 여성의 몸을 연

향후 해외시장을 타켓팅하여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구해 만든 피트니스웨어 ‘헤이다노’ 그리고 여성전용 피트니스 스튜디오 ‘다노핏’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 1월 22억 원 규모의 시리즈 a투자를

(취재: 이경재 학생기자)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팀원 간의 신
뢰, 당장의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기업

해외 진출은 언젠가는 이루어야 할 장

문화와 기업비전에 대해 고심하고 실

기적인 목표인 것은 맞지만, 조급하게

천하는 “사람” 중심의 철학이 있었기

“누구나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WE HELP YOU LOVE

생각하지 않고 우선 국내에서 내실을

에 가능했습니다.

YOURSELF)_ 바로 다노의 비전입니다.

다지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은
우선 한국의 다이어트 패러다임부터

어떤 계기로 창업하게 되셨나요?

바꾸는 것입니다.
경쟁사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고 우

많은 사람들이 ‘취업하기 싫다는 이유로 창업하면 절대 안 된다.’ , ‘창업은 취업의

어떤 조직에서 리더의 역할을 해보는

니다. 나름 공부도 열심히 했고 착실하게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막상 구직활동을

것은 창업이 아니더라도 회사생활을

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닌 연봉과 네임밸류를 보고 지원한 회사였기 때
문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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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도피처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저는 취업하는 것이 싫어서 창업을 했습
해보니 면접은커녕 서류에서부터 탈락하기 일쑤였고, 그나마 합격한 회사들도 제

다노에서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다이어트 콘텐츠

아직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추후 창업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
는 활동들을 추천해주신다면요?

2013년 여름 회사를 창업한
뒤 많은 고비가 있으셨을 것이라 생
각되는데, 힘든 시기를 어떻게 극복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하는 데에 정말 큰 자양분이 됩니다. 그
조직이 대단한 학회나 동아리일 필요
도 없습니다. 저의 경우엔 학교 다닐 때
지겹게 했던 팀플 수업이 리더십을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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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면 동문,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연희전문 정치 45년 입학)이 우리 대학 국가관리연구

안중근 사료 기증

집한 안중근 의사 관련 자료 수만 건을 우리 대학에 기증한 바 있다. 당시 정창영

원에 600권 분량의 안중근 사료를 기증했다. 그는 지난 2005년에도 50여 년간 수
전 총장에게 안중근 의사 관련 자료를 모두 기증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번에 소장
하고 있던 주요 부분을 기증하게 된 것이다.
최서면 원장은 1960년대부터 평생 안중근 사료를 찾고 연구하는 데 혼심의 힘을

김기조 대사, 평생

쏟았다.

향후 안중근 사료센터의

수집한 역사문헌

주요 자료될 것

기증

“일본에서 대학 교수를 하며 우리나라의 자랑할 만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했는
데, 그때 한국의 독립과 더불어 아시아 평화를 부르짖은 안중근이 눈에 들어왔
습니다.”

김기조 전 외무부 본부 대사가 우리 대학 이승만연구원에 일생 동안 모은 고서를

그가 기증한 사료 중에는 책뿐만 아니라 그가 연구하던 노트와 자료가 담겨 있어

기증했다.

최 원장의 연구를 향한 태도와 노력이 오롯이 담겨 있다. 최 원장은 “두꺼운 종이
한 장, 메모지, 원래의 자료, 당시 신문 등 안중근을 어떻게 연구하느냐가 나타나

“연세대학교는 모교 이상
으로 특별한 곳”

1931년 충남 홍성에서 출생한 김기조 대사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59년

있다.”며 “후학들이 그 흔적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래 외무부에서 북미과장, 브라질 공사, 이탈리아 공사, 제다 총영사, 외무부 본
부 대사 등을 지냈으며 『38선 분할의 역사』 등의 저서를 남긴 바 있다.

이번 기부를 계기로 이종수 국가관리연구원장(행정학과 교수)은 “안중근 사료센
터를 만들어 우선 연세의 학생들이 안중근을 만나게 하고, 나아가 한국사회의 미

이번에 김 대사가 기증한 도서는 그가 외교 일선에서 봉직하고 정치학 박사로서

래와 남북통일 그리고 아시아 평화에 그의 사상이 어떤 가치를 갖는지 드러나게

한국 정치 외교사를 연구하는 동안 모은 자료들이다. 앞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소에 기증한 전쟁 관련 도서를 제외한 약 4천 권의 도서와 미국 국립 보존 기록관
(National Archives) 등지에서 직접 수집한 문서들이 포함돼 있다. 그는 특히 한국
현대사 분야의 주요 도서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해 왔으며, 이는 역사문헌으로서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증대되는 도서들로 평가된다.
김 대사는 지난 11월 22일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장서 기증식을 위해 우리 대
학을 방문했다. 김영석 행정대외부총장을 비롯해 한국정치외교사학회를 통해 김
대사와 인연을 맺은 김명석 이승만연구원장(청지외교학과 교수) 및 연구원 관계
자들이 참석해 김 대사를 맞았다.
김 대사는 “연세대가 모교는 아니지만 서울대 재학시절 연세대 출신 교수님들을
통해 늘 연세대학교 이야기를 듣고 많이 방문해서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
이라며 “기증한 도서가 후학들의 연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그
는 “지난 4~5년간 새로이 모은 2,000권의 책도 향후 연세대학교에 기증하고 싶
다.”고 덧붙였다.
본 기증 문고는 종로구 부암동에 위치한 이승만연구원 2층에 전수 비치 및 보존
되며, 향후 이승만연구원 내 추진 사업들과 연계해서 활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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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품에 대해 설명하는 최서면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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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학 총장, 동문
들과 상호 발전방안
모색 본격화

김용학 총장이 동문들과의 상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동문 네트워크를 활성하

사, 동국성신(주) 강국창 회장, 부천시청 김만수 시장, 부강라바텍 김동국 대표국

기 위해 인천·부천동문회 및 동문 사업장을 찾았다.

장을 방문했다. 본 방문 일정은 인천·부천동문회 한원일 수석부회장이 동행하며
안내했다.

지난 9월 27일 인천·부천동문회를 방문한 김 총장은 김하운 회장을 비롯한 20명
의 동문들을 만나 학교의 비전과 소식을 전하고, 동문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등을

김용학 총장은 연세인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동문들 간의 유대관계

논의했다. 또한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동문들을 만나기 위해 지난 11월 22일과 28

를 돈독히 함으로써 상호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동문 정책(Honoring Alumni)을

일에는 직접 동문들의 사업장을 개별적으로 찾아가 인사를 나눴다.

발표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5월부터 동문들에게 주말 무료주차 서비스를
시작했다. 김 총장은 이번 인천·부천동문회 방문을 시작으로 동문 네트워크를 활

먼저 11월22일에는 대봉LS(주) 박진오 대표이사, 경인기계(주) 구제병 회장, 경인

성화하기 위해 각 동문회 및 동문들을 찾아가 만남을 지속할 예정이다.

운수 유충희 대표, ㈜선광 심장식 회장을 방문해 동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인천·부천동문회와 동문
사업장 개별 방문

경인운수 유충희 대표

이어 11월28일에는 우련통운(주) 배준영 부회장, 인천문화재단 김윤식 대표이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박정의 검사, 경인일보 인천본사 김은환 사장, 진산중학교
성윤미 교감, 공항철도(주) 장영일 기획본부장, 박현수법률사무소 박현수 변호

경인기계 구제병 회장

인하대병원 김영모 병원장

김은환 경인일보 인천본사 사장

강국창 동국성신 회장

김동국 부강라바텍

28

강국창 동국성신 회장

김만수 부천시청 시장

인천부천동문회 방문

(주)선광 심장식 회장

배준영 우련통운(주)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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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봉LS(주) 박진오 대표이사

인천 동문 방문

김윤식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정의 서부지방검창청 검사

박현수 법률사무소 변호사

성윤미 진산중학교 교감

장영일 공항철도(주) 기획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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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지역 후원회

창립 22주년을 맞은 신촌지역 후원회가 올해에도 십시일반으로 모은 따뜻한 정

장학금 전달식

달식이 열렸다.

개최

신촌지역 사업체 대표와 주민들로 구성된 신촌지역 후원회는 1994년 11월 설립

22년간 이어진 연세사랑

성을 나눴다. 지난 11월 29일 신촌형제갈비 4층에서 신촌지역 후원회의 장학금 전

이래 장학사업과 학교발전기금 등을 통해 우리 대학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
해 왔다. 현재까지 총 215명의 학생들이 약 3억 5천만 원의 장학금을 수혜 받았다.

연세 PEOPLE

이날 안용준 후원회장은 “상황이 어렵고 세상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더라도 꺾

섬김의 리더십

이지 않고 정진하여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학생 여러분께서 흔들리지 않
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한다.”며 10명의 학생들에게 각 3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
했다.
장학금을 받은 봉현오 학생(수학과)은 “대학을 다니는 동안 학생뿐 아니라 신촌
이라는 공간을 공유하는 분들과 만나 뵙고 이야기하며 대학과 그 지역은 공존하
며 함께 발전해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신촌지역후원회
는 가정형편이 급격하게 어려워져 장학금이 간절했던 내게 신촌이 준 소중한 또
하나의 행복”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지역사회와 사랑의
온기 함께 나눠요

첫눈이 내리던 지난 11월 26일 우리 대학교 학부생, 교직원 및 동문 등 80명이 서
대문 지역 15가구에 총 4,250장의 연탄을 배달했다.
‘2016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는 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하는 동계 프로그램의 하나
로서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과 함께 7년째 진행해오고 있다.
눈이 쏟아지는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학고 이날 학생들은 서로 도와가며 연탄을
운반했다. 연탄 수혜자의 이웃집에서는 “추운데 학생들이 고생이 많다.”며 따뜻한

2016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어묵국물에 소면을 말아 30인 분을 마련해 봉사자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지
나가던 주민들도 엄지를 내밀며 성원해주었다.
연탄 나눔 활동을 기획한 홍주찬 학생봉사팀장단(VC) 단장(전기전자 14)은 “저
희가 후원을 요청하는 손 편지를 동아리 회원 당 50통을 넘게 써서 총 500여 통을
보내드렸는데 혈액종양학과의 모 교수님의 50만 원을 비롯해 작년보다 후원금이
150% 넘게 모여 힘이 났다.”며 “행사 당일 눈이 많이 내려 걱정되기도 했지만 다행
히 아무런 사고 없이 마쳐서 다행스럽고 앞으로도 이 활동을 학우들에게 소개하
고 싶다.”고 참여소감을 밝혔다.
전예진(국제학부 3학년) 학생은 “이번이 첫 번째 연탄봉사인데 갑자기 눈이 와
서 힘들었지만 다함께 일렬로 서서 연탄을 나를 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
다.”고 말했다. 연탄을 지원받은 지역 주민 중 한 명은 배달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
직접 끓인 커피를 전달하며 “이렇게 추운 날 와서 배달을 해준다니 미안하고 또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 날 배달된 연탄은 학생들의 참가비 15,000원과 교직원들의 후원금으로
구입했으며, 연세 구성원의 많은 후원과 참여로 올해도 성황리에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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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으로서 독립국가 조선의
위신을 지켜내다

원의 책임을 다시 맡았다. 1890년 11월
12일 부총영사로 승진했으며, 1897년 7
월 27일에는 주한 미국 공사 겸 총영사

연세 PEOPLE

한편, 1887년 8월 조선정부는 미국에 공

로 임명받았다. 알렌은 이처럼 외교관

사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

으로 전직했으나 자신이 선교사였던

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 알렌에

만큼 가끔 현지 사정에 어두운 선교사

게 도움을 청했다. 이렇게 해서 알렌의

들이 일으킨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

외교관으로서의 경력이 시작되었다.

장서기도 했다.

알렌의 검안경-등록문화재 제446호-1

조선정부는 박정양을 초대 전권대신으

역사 속 연세

로 임명하면서 알렌을 참찬관(參贊官)
으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알렌은 선교
사직을 사임하고 조선의 관리들을 대

격동의 한국 근대사에 알렌이 남긴
유산

동하고 1887년 10월 초 제물포를 떠나
미국으로 돌아갔다. 조선의 이 같은 독

알렌은 1901년 6월 21일 주한 미국 특명

자적인 외교행위를 청나라는 못마땅하

전권공사로 임명받았다. 그런데 미국

게 생각했고 이를 방해하기 위해 갖은

과 일본 사이에 소위 카쓰라-테프트 밀

알렌(Horace N. Allen, 安連, 1858-1932)은 1858년 4월 23일 미국 오하이오주 델라웨

시도를 다했다. 예컨대, 외교사절단 자

약이 맺어져 일본이 필리핀에 대한 미

어의 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는 고향에서 초등 및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체를 소환시키려 시도하거나 미국에

국의 지배권을 인정하는 대가로 조선

1881년 오하이오주의 웨슬리안대학교(Wesleyan University)에서 이학사(理學士) 학

가서는 청국공사관에 먼저 출두해 미

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미국이 인정

위를 받았다. 이어 1년간 콜럼버스에서 의학을 공부한 후 1883년 3월 신시내티의 마

국에서의 모든 외교활동을 청국의 지

해주기로 되었다. 미국의 이러한 대조

이애미의과대학(Miami Medical College)을 졸업했다.

시에 따라 하도록 요구했다. 박정양은

선정책에 크게 반발한 알렌은 1903년 9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려 했지만 알

월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와 조선에 대

렌은 이는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스

한 정책을 두고 격론을 벌였고 을사보

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청국의 부당

호조약이 체결될 즈음인 1905년 3월 29

한 요구를 거부하도록 하여 독립국가

일 결국 미국 공사에서 해임 당했다. 그

로의 위신을 지키도록 했다.

의 해임 이후 주한 미국공사관은 폐쇄

고종이 하사한 당나귀 탄 알렌

알렌과 한국 근대사

여인석 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은
의학박물관장)

조선땅에 최초의 서양식 병원 광혜원을 설립하다
알렌은 졸업 직전인 1883년 3월 북장로회 해외선교부에 선교사가 되겠다고 자원했
고, 의사가 되자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어 1883년 10월 11일 중국에 도착했다. 그러나

알렌의 진단서(1885년 9월 13일)-등록문화재
제445호

되었다.
알렌의 명함

알렌이 도착한 중국은 그가 처음 생각하던 것과는 상황이 많이 달랐고, 그쪽 생활

1889년 6월 참찬관을 사임하고 조선으

에 적응하지 못해 약 1년 동안을 떠돌아다녔다. 그러던 중 상하이에서 알고 지내던

로 다시 돌아온 알렌은 미국 선교부로

알렌은 1905년 6월 9일 오랫동안 정들

다른 선교의사로부터 중국의 옆에 있으며 막 개항한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는 것이

부터 부산에 선교 기지를 개척할 임무

었던 조선을 떠나 9월 미국 오하이오주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알렌은 숙고한 끝에 조선에서 외국인 의사가 필

를 받고 다시 선교사로 임명되어, 10월

톨레도에 정착하지만 1909년 9월 서울

요하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동료들의 권유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결국 그는

에는 재한 미국 북장로회 미션과 빅토

에서 개최된 미국 북장로회 한국 선교

1884년 6월 8일 미국 북장로회 해외선교부에 조선의 선교사로 갈 것을 자원했고,

리아 미션 연합공의회를 창설하기도

25주년 기념식에 축사를 보내기도 했

같은 해 7월 22일 선교부로부터 허락을 받은 뒤 9월 20일 제물포에 도착했다.

했다.

다. 1930년 알렌은 건강이 악화되어 두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고

제중원 1차년도 보고서(1886년)-등록문화재 제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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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조선은 개항이 되었으나 아직 선교가 자유롭지 않았으므로 그는 미국 공사관

1890년 7월 9일 미국 공사관의 참찬관

1932년 12월 11일 향년 74세로 타계했다.

의 의사로 활동하며 외국 거류민들의 건강도 돌보았다. 그러던 중 12월 4일 갑신정

으로 임명되면서 알렌은 선교사를 완

알렌은 이처럼 격동의 한국 근대사의

변 중 민영익의 생명을 구하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1885년 4월 10일 우리나라 최초

전히 사임하게 된다. 그렇지만 헤론이

한 가운데에 있었고, 누구보다도 한국

의 서양식 병원 광혜원(제중원)이 설립될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그는 고종의 어

병에 걸리자 선교부와 조선정부의 요

에 애정을 가진 인물이었다.

의로, 나아가 각국 공사관의 부속의사로 임명되었다.

청으로 8월부터 거의 반 년 동안 제중

1905년 일본공사관에서 열린 알렌의 환송 오찬에
참석한 주한외교사절들(앞줄 오른쪽에서 3번째가
알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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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유제욱

1992년에 개봉한 영화 ‘로렌즈 오일

접 뇌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Lorenzo's Oil)’은 희귀 난치질병인 부

‘25-HC’라는 원인 물질을 많이 만들도

교수 연구팀, 유도

신백질이영양증(ALD)을 주제로 다루

록 유도하는 것으로 새롭게 확인됐다.

고 있다. 퍼옥시좀(세포 내 소기관)에

연구진은 이 과정을 밝히는 데 환자의

만능줄기세포로

존재하는 ‘ABCD1’이라는 유전자가 변

세포로 만든 역분화줄기세포를 이용했

형되면 세포가 사용하고 남은 ‘긴 사슬

다. 역분화줄기세포는 이미 분화된 세

질병 원인 규명

지방산(Very Long Chain Fatty Acids)’

포에 특정 유전자나 단백질 등을 넣어

이 분해되지 못하고 세포에 쌓이게 된

다시 분화능력이 있도록 되돌린 세포

다. 이로 인해 뇌의 염증 유발과 함께

로, 환자의 역분화줄기세포는 병리 현

뇌세포가 사멸하고 결국 식물인간 및

상을 그대로 담고 있다.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신경질환이
바로 ALD다. 하지만 아직 세포에 축적

25-HC는 ABCD1이라는 유전자 변이

된 긴 사슬지방산이 어떻게 뇌 염증을

에 의해 세포 내에 비정상적으로 쌓이

유발하는지, 그 기전이 규명되지 않아

는 긴 사슬 지방산에 의해 유도 및 과잉

치료제를 개발하기 어려웠다.

생산되는데, 특히 뇌염증 환자의 올리

홍종일 교수 연구팀,

홍종일 교수 연구팀(신소재공학부, 제1저자 손장엽, 공저자 김재훈 물리학과 교수)

꿈의 소재 그래핀의

공했다.

물리적 한계 극복

탄소 동소체 중 하나인 그래핀은 탄소 원자들이 육각의 벌집구조로 이루어진 이차

그러한 가운데 김동욱 교수(의대 생

많이 생산 및 분비되는 것으로 판명됐

원 평면 구조의 물질이다. 전자소자의 핵심 소재인 실리콘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리학 교실, 줄기세포기반 신약개발연

다. 그 후 이 물질은 주변 미세아교세포

물질로 평가받아 왔으나 전기적 제어가 가능한 ‘진성반도체’로 합성이 어려워 IT 관

구단장) 연구팀은 유제욱 교수팀(의

(microglia)의 NLRP3 인플라마좀을 활

련 전자소자로 응용은 요원했다. 진성반도체란 전자의 주기적 혼성화로 밴드갭이

대 미생물학 교실)과 환자 유래 역분

성화시켜 염증 사이토카인인 인터루킨

형성되는 반도체로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실리콘이다.

화 줄기세포(유도만능줄기세포, iPS

1-베타를 분비시키고, 결국 뇌 염증을

cell)를 이용해 ALD를 일으키는 원인

촉진하여 올리고덴드로사이트를 사멸

홍종일 교수 연구팀은 4년 이상의 노력과 연구를 통해 위와 같은 그래핀의 전기

을 학계 최초로 밝히고 치료 가능성

시키는 것으로 관찰됐다. 또한 NLRP3

전도 특성을 제어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본 연구실만의 오랜 노하우인 비파

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는 네이처 자매

결핍 마우스 모델을 통하여 인플라마

괴 수소 플라즈마 처리 방법을 이용하여 그래핀 표면에 물리적 결함을 발생시키지

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좀 활성이 억제된 경우 뇌염증 반응이

않으면서 탄소와 수소 원자를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수소화그래핀(hydrogenated

Communications)’에 게재됐다.(제1저

현저히 감소함을 확인했다.

graphene)*을 합성했다. 또한 수소결합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이론적으로 예측되었

자: 의대 생리학 교실 장지호 박사, 미

던 넓은 범위의 밴드갭(0~4 eV*)을 제어할 수 있음을 다양한 물리적 방법을 이용하

생물학 교실 박상준 박사과정 학생)

세계 최초 수소화그래핀
진성반도체 합성 및
그 트랜지스터 증명
그래핀 기반의 전자소자
상용화 토대 마련

이 꿈의 소재로 알려진 ‘그래핀’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획기적 기술 개발에 성

부신백질이영양증의
뇌 염증 원인 규명

고덴드로사이트 세포에서 특이적으로

여 증명했다. 나아가 이를 이용해 만든 트랜지스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보임으

연구팀은 “25-HC에 의한 뇌 염증 유발
기전도 밝혀졌기 때문에 이 과정에 관

로써 세계 최초로 진성밴드갭(intrinsic bandgap)을 갖는 수소화그래핀 트랜지스터

ALD 환자의 뇌세포에 독성물질인 긴

여하는 인자들은 치명적인 뇌 염증을

를 성공적으로 구현했다.

사슬 지방산이 쌓인다는 사실은 이미

막을 수 있는 독창적 신약 후보 타겟이

알려졌다. 이번 연구에서 이 물질은 직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본 연구를 통해 그래핀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전자소자 시대를 앞당길 것
으로 기대된다. 홍종일 교수는 “지금까지 이론적으로만 설계해왔던 탄소기반 전자
정보소자, 특히, 유연한 투명전자소자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 및 상용화에 크게 기여
*수소화그래핀: 그래핀의 표면에 수소 원자가 화
학적으로 결합하여, 전도성 그래핀과는 구별되는
전기적 특성을 보이는 재료.
*eV(electron-volt): 에너지의 단위로 1 eV=1.6×
10-19 J(Joule)에 해당함.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협업함으로써
꿈의 소재를 이용한 미래소자를 개척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구팀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연구를 수행했으며,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쳐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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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교수 공동

이인석 교수

이인석 교수(생명공학과) 연구팀이 인

한 8개의 후보 질환유전자에 염기서

터넷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다양한 바

열변이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했다. 관

연구팀, 환경나노

연구팀, 빅데이터

이오 빅데이터를 분석․통합하여 인간

련 논문은 해당 연구분야의 권위 있는

질환유전자들을 효과적으로 발굴할 수

국제 학술지 ‘뉴클레익 애시드 리서치

독성이온 고속·저

기반 질환유전자

있는 개방형 예측시스템을 개발했다.

(Nucleic Acids Research)’에 최근 게재

비용 검출법 개발

예측시스템 개발

인간 게놈프로젝트가 완성된 이후 다

분야 최고 권위지
‘분석화학’에 표지논문
게재

되었다.
양한 종류의 대용량 유전체 데이터들

한편, 같은 연구실의 양순모 학생이 주

의 생산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

도한 Coexpedia 개발 연구에서는 역시

지만 이를 분석해 질환 연구에 이용하

공공데이터베이스에 공개되어 있는

는 기술 개발에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

수십만 개의 인간 및 실험용 흰쥐 DNA

가 많다. 이인석 교수 연구팀은 세계의

칩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를 통

많은 연구자들이 생산해 인터넷 상에

해 유전자 네트워크를 만들고 세계 최

무료로 공유하고 있는 바이오 빅데이

초로 의학 분야 연구논문의 Medical

터를 분석하여 유전자들의 기능적 상

Subject Heading 정보들과 통합함으로

이용하여 환경나노독성이온 검출 및 나노독성이온과 생체분자(DNA) 간 결합특성

관관계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나아

써 질환과 관련된 새로운 후보 유전자

분석이 가능한 고속, 고효율, 저비용 센서를 개발했다.

가 이를 이용하여 질환과 관련된 새로

혹은 관련 합병증 등의 예측을 가능케

운 유전자들을 효과적으로 발굴하는

했다.

이상우 교수(원주캠퍼스 의공학부)와 박진성 교수(고려대학교 전자·기계융합공
학과) 연구팀이 유전영동집게기술(Dielectrophoretic tweezers-based technique)을

환경나노독성물질의 생체분자와의 결합은 유전자 변형을 야기하여 생태학적 위
험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유전자 구성의 핵심인 DNA와 환경나노독성이온의 결합

유전자 질환 획기적으로
예측 및 검증 가능해져
‘뉴클레익 애시드 리서치’
에 결과 게재

은 DNA의 변형을 유발하여 인체 건강에도 치명적이라고 알려져 왔다. 최근 세계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예측시스템
을 개발하는 연구를 지난 수년간 진행

본 예측시스템은 웹 서비스로 세계 모

해 왔다.

든 연구자들에게 공개되어 다양한 연

각 유수의 연구소에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기존의 측정법은 나노

구가설을 효과적으로 도출할 수 있게

독성이온의 검출 및 생체분자와 결합력 특성 분석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한계점

먼저 연구팀은 심홍석, 김찬영 학생이

되었다. 예컨대, 이인석 교수 연구팀은

을 가지고 있었다.

주도하는 삼성의료원과의 공동연구에

Coexpedia를 통해 기존에 유방암 유전

서 ‘실험실물고기(Zebrafish)의 유전자

자로 많이 알려진 BRCA1가 심장의 기

이 교수 공동연구팀은 이러한 기술적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유체영동집게를 사

네트워크’를 통해 인간의 질환유전자

능에도 중요한 유전자임을 예측하고

용했다. 미세유체칩 내 다수의 마이크로입자들을 생체분자(DNA)를 이용해 기판

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인 DanioNet

이를 검증했으며 만성신장질환이 알츠

에 고정 시킨 후 환경나노독성이온(은이온(Ag+))을 첨가하고, 유전영동집게를 이

을 개발했다. 또한 이를 이용해 인간의

하이머병과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예

용해 마이크로 입자를 수직뱡향으로 운동 제어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하여 3분 안

섬모(cilia) 유전자 이상으로 생기는 유

측 및 검증했다. 관련 논문은 역시 ‘뉴

에 나노독성이온과 생체분자(DNA)의 결합력(nN:나노뉴턴)을 200개 이상 한 번에

전병인 융모질환(ciliopathies)에 관련

클레익 애시드 리서치’에 게재되었다.

측정할 수 있었으며, 나노독성이온의 고민감도 검출 및 생체분자와의 결합력을 분

된 새로운 유전자 8개를 예측하고 실

석할 수 있었다.

험을 통하여 이들의 섬모기능질환과

이인석 교수는 “이번에 공개된 개방형

의 연관성을 검증하는 데 성공했다.

질환유전자예측시스템이 유전적으로

이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향후 실제 환경에서 환경나노독성이온의 고속, 고민

매우 복잡한 암이나 당뇨 등의 질환 연

감도 검출과 다양한 생체분자와의 결합력 특성분석이 가능한 스마트 센서의 개발

더불어 연구팀은 최근 영국에서 발표

구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나노독성이온 및 생체분자 결합 관련 연구의 새로

된 영국인 만 명의 유전체염기서열 데

전했다.

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터베이스 UK10k(http://www.uk10k.
org)로부터 약 120명의 융모질환 환자

본 연구결과는 미국 화학회에서 발행하는 분석화학(Chemistry, Analytical) 분야 최
고 권위지인 ‘분석화학(Analtycial Chemistry)’ 11월 15일자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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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rafish의 유전자네트워크에 표시된 다양한 질환
관련 유전자 그룹들.

유전체데이터를 제공받아 분석함으로
써 유의미한 수의 환자들이 새로 발굴

* 연구팀이 개발한 질환유전자 예측시스템
DanioNet(www.inetbio.org/danionet)
Coexpedia(www.coex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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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용선 교수 공동
연구팀, 차세대
항진균 치료기술
개발 및 기술이전

연세 RESEARCH

성공

총 계약금 12억 원에
㈜앰틱스바이오로 기술
이전

아카데미아
반용선 교수(생명공학과)와 KIST 공동연구팀이 산학연협동연구를 통해 차세대 항
진균 치료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기술이전하는 데 성공했다.
진균 감염증은 전 세계 인구의 약 25%가 보균하고 있으며, 이 중 침습성 진균 감염

파도 칠 때가 바로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인근 해저에서 규모 9.1 강진과 함께 초대
그로 인해 11개국에서 20만 명 이상의 사상자와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지

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핑하기 좋은

만이 이 재앙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다.

현재 다양한 진균 감염질환에 사용되는 기존 약물들은 심각한 독성, 약물 저항성

시간이다!

증에 의한 사망 인구는 연간 2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질병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진균 감염증은 항암치료, 장기이식 환자 및 노령층과 같이 면역성이

진균성 뇌수막염 및
향진균 치료제 분야 신규
시장 창출 기대

저하된 사람들에게 주로 발병하기 때문에 앞으로 고령화 사회로 인한 미래 질병으

형 쓰나미가 발생했다. 지진 발생 15분 후 쓰나미가 수마트라 서부 해안을 강타했고,
진 발생 전 바닷물이 약 2.5킬로미터 빠지는 것과 같은 자연의 경고를 읽어낸 일부

균주의 출현 및 일부 진균증에만 사용될 수 있는 제한된 약효 등의 문제를 가지고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핵심 의제는 ‘제4차 산업혁명

있었다. 따라서 항진균제의 독성 및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진균증에 효과

의 이해’였다. 세계경제포럼을 이끌고 있는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회장은 최

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약물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첨단 기술의 융합으로 인류의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는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사람이다.

반용선 교수와 KIST 박기덕 박사 공동연구팀은 아미노산을 기본 골격으로 하여
기존 약물의 인체 독성 문제를 극복함과 동시에, 차별화된 약물기전 기반의 우수

나정은 교수(학부대학)

그는 “이전 1·2·3차 산업혁명과 달리 4차 산업혁명은 그 변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한 효능을 통해 다양한 병원성 진균증 치료에 적용이 가능한 차세대 항진균 치료

빠르다. (...)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일하고 있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제 개발에 성공했다. (국내특허출원번호: 10-2016-0142266)

바꿀 기술 혁명의 직전에 와 있다. 이 변화의 규모와 범위, 복잡성 등은 이전에 인류
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라면서 4차 산업혁명을 “쓰나미와 같다.”고

연구진이 개발한 기술은 출연과 대학교의 산학협력연구의 일환인 동시에, KIST/연

표현했다. 그의 말처럼 어떤 조짐도 없이 갑작스레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4차 산업

세대 학·연 과정(공동지도교수: 반용선 교수, KIST 박기덕 박사, 박사과정: 연슬기)

혁명. 우리는 이 ‘문명의 예고’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을 통한 융합 연구 결과다.
누군가는 우리를 IT강국이라 부른다.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고 언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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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틱스바이오는 신규 항진균 치료 후보물질 및 후속 신규 타겟 기반 치료기술의

디서건 무선 연결이 가능한 상황만을 두고 IT강국이라 하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인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해 후속연구 지원 및 개발 관련 자문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

다.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클라우드(Cloud), 인공지능과 같은

여, 연간 14조 원에 이르는 항진균제 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술

말은 넘쳐나지만 이것들을 창의적으로 적용하고 사용하는 사례는 주변에 그리 많

이전 규모는 총 계약금 12억 원(선급금 1억 원, 경상기술료 별도)으로 이뤄졌다.

아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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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기초과목을 개설하면 수강할 의향이 있습니까?(학년별)

우리 대학교는 2015년 4월 CT(Computational Thinking) 교육

Mathematics)영역에서도 컴퓨팅적 사고의 개념을 적용한 문

과정을 개발하여 국내 최초로 전체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제해결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교육부

컴퓨팅적 사고력 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2015년 7월 정

가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고, 초등

부가 ‘SW 중심사회 실현 전략’에 따라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

학교는 2017년부터 중학교는 2018년부터 소프트웨어(SW) 교

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SW 중심대학 사업에 부응하

육이 의무화된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확대 시행되는 ‘자유학

■ 반드시 수강할 것임

여 많은 대학이 해당 교육과정 개발에 나섰는데, 연세대학교

기제’를 통해 SW분야 진로교육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

■ 수강할 것임

가 한 발 앞서 과감한 시도를 시작한 것이다.

는 교육과정을 확정하고 교재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2018년

■ 잘 모르겠음

이후에는 SW과정이 정규 교과과목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 수강하지 않음
■ 절대 수강하지 않음

그에 따라 우리 대학에서는 2015-2학기 ‘Computational
Thinking’(1학점) 과목을 RC HE2영역 교과로 개설하여 프로

이 같은 변화는 대학에 발 빠른 대응을 요구한다. 2020년 이후

토타입 형식의 과목으로 시행했다. 나아가 한 학기 동안의 수

에는 초·중등과정에서 정규 교과과정으로 SW교육을 경험한

학부대학 SW과목 개설에 대한 설문

업 경험과 학생들의 피드백을 통해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므로, 대

서 교과과정을 보완해 2016년도부

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신

터 필수교양, 논리와 수리 영역에

입생들을 교육할 준비를 해야 한다.

서는 Teaching 관점에서 Learning 관점으로의 전환 노력이 필

그렇다면 향후 진행될 대학에서의

요하다. 교실에서는 IT세상의 많은 사례를 보여주고, 이를 개

컴퓨팅적 사고 교육의 목표과 방법

념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게

한편, 설문조사 결과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의 경우 컴퓨터 관

은 어떠해야 할까.

해야 한다. 프로그래밍의 기술을 익히거나 컴퓨터 이론을 배

련 과목 이수에 대한 부담감이 컸다. SW교육과 관련하여 의

우고 이해하는 선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융합의 관점에서 IT

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재하라는 물음에 242명(기타 응답자

컴퓨팅적 사고 교육의 목표는 기존

를 통한 창의적 발상을 자신의 전공 영역에 어떻게 적용할지

의 41.9%)의 학생들이 교육과정 개설 시 문과생들의 수준을

의 컴퓨터 언어를 가르치거나 컴퓨

아이디어를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고려한 수준별 강좌, 소규모 강좌, P/NP 과정으로의 강좌 개설

‘컴퓨팅적 사고와 문제해결’(3학점)
과목을 개설 운영 중이다. 2017년부
터는 필수교양 SW영역을 신설하
고 ‘컴퓨팅적 사고와 SW 프로그래
밍’(3학점) 과목으로 보완하여 주당
수업 2시간, 실습 2시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컴퓨팅적 사고 교육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Teaching
관점에서 Learning
관점으로의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

임에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듯하다.

을 요청했다. 하지만 실제 수업에서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는

터의 응용 도구적 기술을 가르치는
것에서 탈피하여, 실제로 컴퓨터가

학생들이 배우고 대학이 가르쳐야 할 것은 하드웨어·소프트

인문사회계열 학생과 이공계열 학생 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컴퓨팅적 사고(Computational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웨어에 국한되지 않는다. 컴퓨터 지식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오히려 열심히 공부하는 인문사회계열 학생의 시험 성적이

Thinking)란 컴퓨터 과학의 이론과

알게 하는 데 있다. 한 학기 배우고

시나리오에 어떻게 적용되도록 할 것인가 알게 하는 일이 중

더 우수한 경우도 많았다. 다만, 이공계열 학생들은 수학, 물

기술, 도구를 활용하여 실세계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사

마치는 과정상의 교과가 아니라 이 과목을 통해 IT의 역할을

요하다. 나아가 어떤 전공 분야, 어떤 산업 분야라 하더라도

리, 화학 등 다른 교과과정에서 배운 절차적인 순서의 전개에

고체계를 뜻한다. 컴퓨팅적 관점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새롭게 인식하고 IT를 응용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각자의 전

컴퓨팅적 사고를 통해 문제해결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익숙한 반면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은 이런 훈련이 덜 되어 초

할 수 있도록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자

공과 융합하여 싹 틔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어렵게 느끼는 컴퓨터 교과 내용을 조금 낯설지만 즐거운 학

기의 적응이 다소 더뎠을 뿐이다. 이는 능력의 차이라기보다

습 경험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학생들의 학습

경험의 차이이기 때문에 쉬운 연습부터 반복학습을 하면 충

네트 윙(Jeannette Wing)에 따르면 컴퓨팅적 사고는 21세기에
사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기술이며, 3R 즉 읽기(Reading)·쓰기

70년대 후반 또는 80년대 초반 대학에 입학했던 이공계 학생

동기에 부합하면서, 컴퓨팅적 사고로 접근하여 배운 것을 자

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2018년부터는 문

(wRiting)·셈하기(aRithmetic)와 더불어 반드시 배워야 하는

들은 이유도 모르는 채 컴퓨터 과목을 필수교과로 배워야 했

신의 전공영역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기 피드백

과·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 실시되니 이러한 염려는 더욱 줄

영역이다.(Communications of the ACM, Vol. 49, No. 3, March

다. 컴퓨터 언어를 익히고, 그 언어를 이용하여 프로그래밍을

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 기술 교육이 아니라 능력 함양 중심의

어들 것이다.

2006, pp. 33–35.) 어떤 이는 컴퓨팅적 사고를 pRogramming 이

해야 했다. 새로 배우는 언어의 기초문법을 익히기에도 버거

교과과정으로 IT/SW교육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란 단어를 이용해 4R로 표현하는데, 이는 ‘컴퓨팅적 사고’라

운데 회화까지 구사해야 하는 상황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한

는 개념을 소프트웨어적 관점으로만 이해하여 표현하는 것일

학기는 기본적인 컴퓨터 관련 지식을 쌓기에도 짧은 시간인

2016년 10월, 학부대학에서는 2017년 이후의 SW교육에 대비

비가 되어 있다. 오늘의 사회, 기술, 지식의 상황과 변화를 인

뿐, ‘컴퓨팅적 사고’라는 말의 의미를 다 담아내지는 못한다.

데 부담스러운 프로그래밍 과제까지 수행해야 했던 것이다.

하여 우리 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SW과목 개설에 대한

지하고 이에 맞춰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다. 학생들이 시대가

그 결과 힘들게 과제 수행을 마치고 나면 대부분 컴퓨터의 세

설문’을 시행했다. 재학생 전체 응답률은 31.3%로, SW기초과

요구하는 지식을 습득하고 운용하는 융합적인 능력을 확보할

계로 눈조차 돌리지 않게 되었다.

목을 개설하면 수강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65.3%의 학

수 있도록, 나아가 맞닥뜨린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배운 지식

생들이 수강하겠다(반드시 수강할 것임 20.4%, 수강할 것임

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함양

컴퓨팅적 사고를 정규 교육과정에 처음 도입한 나라는 영국,
미국, 이스라엘 등으로 K-12(초중고) 교육과정에서부터 컴퓨

파도가 밀려올 때 준비된 사람은 파도에 몸을 맡기고 즐길 준

팅적 사고를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컴퓨터과학 영역에

과거의 컴퓨터 관련 교육이 범했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

44.9%)고 응답했다. 설문 전 예상했던 수치보다 훨씬 더 높은

시키는 것, 이것이 SW영역이 기초·교양교육으로서 해야 할

서는 물론이요,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다. 컴퓨팅적 사고 교육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긍정적인 결과이다. 학생들 스스로도 변화하는 세상의 움직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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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단, 2016년 대한민국

우리 대학 창업지원단(단장 손홍규)이 2016년

업교육을 통해 2,700여 명의 창업 강좌 수강생

창조경제 대상 공헌분야 국무총리상

대한민국 창조경제 대상 공헌분야의 국무총리

을 배출했으며, 170여 개의 창업동아리와 160

수상

상을 수상했다. 창업지원단은 우리 대학 창업

여 개 기업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 전담기구로 1999년 설립 이래 학생들의

대한민국 창조경제 대상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매일경제

특히 예비창업자 발굴, 교육, 보육, 투자, 성장

가 주최한다. 창조경제 생태계조성, 문화 확산

지원으로 연계되는 단계별 맞춤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은 타 대학 및 해외기관으로부터 우수사례로

단체를 발굴하고, 창조경제 활동을 확산시키고

인정받는 ‘한국형 창업보육모델’로 인정받고

자 2013년부터 포상을 진행해 왔다.

있다. 우리 대학 창업지원단은 최근 3년간 창

창업지원 시너지 효과 제고 위한

우리 대학은 지난 11월 8일 학내 창업 프로그램

업 교과 및 창업 관련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창

‘창업지원 협력위원회’ 발족

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학

의공간에 대해서 논의했다. 특히 취임 때부터

내 기관들의 협력을 통한 창업지원 효과를 제

“학생들이 세계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창업·취

고하기 위해 창업지원 협력위원회를 발족했다.

업 초석을 놓겠다.”고 했던 김용학 총장은 회

손홍규 위원장을 비롯해 창업 관련 유관 부서

의에서 “교내에 운영 중인 다양한 창업교육 및

와 각 단과대학 부학장 및 대학원 부원장 등으

창업 관련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연세대학교가

로 구성된 창업지원 협력위원회는 창업 관련

창업과 관련해서 앞서나가는 대학이 되길 바란

프로그램을 공유·설계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다.”고 말했다. 이어, “창업지원을 통해 학생들

담당하게 된다.

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위원회가 되기를

창업지원 협력위원회의 첫 회의에서는 학내 창

바란다.”고 전했다.

진 블록(Gene Block) UCLA 총장이 지난 11

서도 활동했다.

진 블록 UCLA 총장 초청강연 열려
캠퍼스에서 인도를 만나다
국제처, 백양누리서 India Day 개최

우리 대학교는 매 학기 국제화를 도모하는 취

국제처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국제처 산하

월 1일 우리 대학을 방문해 ‘Lesson in Crisis

이날 강연에서 진 블록 총장은 대학을 구성하

지로 글로벌데이(Global Day) 행사를 개최하

학생동아리인 연세글로벌(Yonsei Global)에

Management: A Chancellor’s Perspective’라

는 교수진, 학생, 그리고 사무직원을 이끌어 나

고 있다. 이번 학기 글로벌데이 행사는 ‘India

서 주관했다. 연세글로벌 관계자는 “이번 In-

는 주제로 강연했다.

갈 세 개의 리더십 모델을 제시했다. 첫째는 비

Day’라는 주제로 지난 11월 1일~2일 이틀간 백

dia Day를 통해 우리 대학 학생들이 인도 문화

진 블록 총장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심리학 학

전으로 리드하는 것이고, 둘째는 전문가를 통

양누리 무악로터리홀에서 열렸다.

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사, 오레곤 대학에서 심리학 석사 및 박사 학위

해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며, 세번째는 합의

이날 행사에서는 전통 요가, 인도의 역사 및

며 “다음 글로벌데이에서는 더욱 다채로운 프

를 취득한 뒤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 후 과정

(consensus)를 통한 파트너십 구축이다. 이어

건축물 등 인도의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와 포

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의 타문화에 대한 관심

을 마쳤다. 1978년부터는 버지니아 대학의 교

서 그는 이러한 리더십 모델을 기반으로 과거

용력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인도

을 증대시키고 글로벌 마인드를 기를 수 있도

수로 재직하며 research and public service

UCLA에 닥친 위기를 해결한 사례를 직접 이야

전통 의상 착용과 사진 촬영, 인도 전통문화

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분야에서 부학장과 학장, 부총장으로 활동했고,

기해줬다. 강연에 참석한 학생들은 UCLA의 실

관련 퀴즈대회, 인도에서 유래한 다양한 게임

한편, 글로벌데이는 글로벌 명문 교육기관인

2007년 8월부터 현재까지 UCLA대학 총장을

제적인 사례를 흥미롭게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

등을 통해 방문자들이 자연스럽게 인도를 알

우리 대학교의 재학생들이 타문화와의 활발한

역임하고 있다. 이밖에도 그는 100편이 넘는 저

다. 이번 강연은 우리 대학교 학생들이 UCLA

아가고, 인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교류를 통해 세계에 대한 안목을 폭넓게 증진

술 활동에 참여했으며 30회 이상의 과학 분야

총장을 직접 만나고, 리더십의 이상적인 모습에

총 4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사로, 매년 2회씩 정

모임을 조직했다. 펜실베니아, 피츠버그, 에모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자들에게는 인도 전통 간식 ‘난’과 간단한 음료

기적으로 개최된다.

리 대학, 모어하우스 의학스쿨, 메릴랜드 대학,

가 제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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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INSIDE 캠퍼스 소식

제9회 연세 아카펠라 성가제 개최
대상에 ‘글리 클럽’

홍영만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강연

홍영만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지난 11월 3

을 사전적으로 정의하는 이론적 접근법이며,

다. 또한 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이화여대 박신

일 백양관 대강당에서 ‘리더의 조건’이라는 주

다른 하나는 사례를 통한 실천적 접근법이다.

배실에서 열렸다.

화 교수가 지휘하는 ‘이화챔버콰이어’와 우리

제로 강연을 했다. 홍영만 사장은 1981년 행정

홍영만 사장은 후자의 접근법으로 자신이 직접

교목실에서 주관하는 본 성가제에는 치열한 예

대학 ‘교회음악과 중창단’이 찬조 출연해 현장

고시에 합격한 후, 재무부 증권보험국에서 공

겪은 경험들을 통해 리더의 소임이 조직에 주

선을 거친 팀들이 참가했으며, 교회음악과 합

의 분위기를 뜨겁게 만들었다.

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대학원

어진 미션을 완성시키는 것과 조직원을 행복하

창지휘 전공 김보미 교수, 신동일 교회음악과

이번 성가제에서는 글리 클럽(Glee Club)이

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미국 워싱턴주립대

게 하는 것임을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리더가

학과장, 나경혜 성악과 교수, 이대성 기독학생

최고의 평가를 받아 대상을 수상했으며 1백만

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

문제에 봉착할 경우, 상황파악 능력과 통찰력,

지도 담당 교목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원의 상금을 받았다. 금상은 아브낭뜨, 은상은

다. 그는 재무부와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전문가

인간적인 모습 등을 발휘해야 함을 강조했다.

본선에서는 아카펠라 성가에 대한 열정을 가

야얀, 동상은 복사중창단, 장려상은 RC무악하

로 평가받았으며,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 보

홍영만 사장은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 인문

진 총 6개 팀이 그동안 연습한 아카펠라 실력

우스와 그루터기 중창단이 차지했다. 대상과

좌관으로도 근무했다.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

학을 공부하고 친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을 아낌없이 뽐냈다. 국제캠퍼스 RA, RC 학생

금상을 수상한 두 팀은 지난 11월 22, 23일 양

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사장으로 취임하고,

고 말했다. 또한, 창의성을 키우기 위한 방법

들로 구성된 ‘RC무악하우스’, 치과대학 유일한

일간 학부 채플에서 특송을 하기도 했다.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경영안정화에 성공했다

으로 모방과 상상을 통한 ‘엔터테인먼트’를 제

아카펠라 남성 합창단인 ‘복사중창단’, 공학대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보미 교수는 “예선 이후

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했다. 홍 사장은 학생들에게 항상 “주체적인

학원 학생들이 뭉친 ‘그루터기 중창단’, 최근 5

에 엄청난 연습을 한 결과가 돋보였다.”며 본

홍영만 사장은 본 강연에 앞서 리더십에 대한

삶을 살길 바란다.”고 조언하며 강연을 마무리

년 연속 본 대회에서 수상을 한 중앙동아리 소

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의 열정에 대해 높이 평

두 가지 접근법을 이야기했다. 하나는 리더십

했다.

속 합창 동아리 ‘아브낭뜨’, 적은 인원으로 아

가했다.

름다운 화음을 보여준 중앙동아리 소속의 아

한편, 교목실에서는 내년 10주기를 맞아 아카

카펠라 동아리 ‘야얀(YAYAN)’, 우리 대학 창립

펠라 성가제의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하여 전국

현직 헌법재판관에게 주요사건을

김이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난 11월 7일 우

해산’과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사건을 중심

100주년을 기념하여 창단된 남성 합창단 ‘글리

아카펠라 성가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듣다

리 대학을 방문해 사회통합과 헌법재판을 주제

으로 사회통합과 헌법재판에 대한 심도 있는

로 강연을 했다. 우리 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

접근을 보여주었다.

원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법조실무 분야에

한편, 김 재판관은 1977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초청

이후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남부

올해로 제9회를 맞는 ‘연세 아카펠라 성가제’

라 하모니들을 보여주는 생기 넘치는 현장이었

가 지난 11월 10일 저녁 6시 30분 루스채플 예

클럽(Glee Club)’ 등 저마다 아름다운 아카펠

2016-2학기 대학원생 우수논문

대학원생 2016-2학기 우수논문 선정자에 대

사 5학기) 학생은 “우수논문상 수상의 영광을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시상식 열려

한 시상식이 지난 11월 23일 오후 4시 스팀슨

얻은 선배님들과 원우님들께 축하를 드리며,

이번 특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부터 주요

역임했으며, 2012년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

관 2층 대학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대학원 부

각자의 학문분야에 축복과 행운이 있기를 바란

사건에 대해 직접 설명을 듣는 유익한 시간으

로 봉직하고 있다.

원장 장용석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

다.”고 말했다. 이어 수상자 대표 김국래(시스

로 구성되었다. 김이수 재판관은 ‘통합진보당

에서는 김동하(경제학과), 김선함(경제학과),

템생물학과 박사) 학생은 “이 자리에 있기까지

강동호(국어국문학과), 백지원(사회학과), 이

도와주신 학교와 지도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은지(사회학과), 김현주(음악학과), 나은(시스

며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졸업

2016 Yonsei Biotech Fair

생명시스템대학 생명공학과(학과장 정형일)

고 생명공학도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

템생물학과), 김국래(시스템생물학과), 이경태

을 하고, 논문으로 영광스러운 상까지 받게 되

성황리 개최

는 지난 11월 11일 제2공학관에서 ‘2016 Yonsei

는 기회이기도 했다. 또한, 정형일 교수(생명공

(생명공학과), 박인수(의공학과), 김창래(기계

어 기쁘다.”고 말했다.

Biotech Fair’를 개최했다. 학부생, 대학원생,

학과 학과장)는 생명공학과를 소개하고 전공과

공학과), 권혁찬(신소재공학과), 권혁재(물리

우리 대학교의 우수논문 시상은 지난 1993년

학과 교수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

진로에 관한 강연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생

학과), 장성일(의학과), 전익현(의과학과), 박

우수 대학원생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는 성황리에 진행됐다.

명공학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도를 높여줬다.

기원(의과학과), 김도현(치의학과) 등 총 17명

이번 심사에는 각 학과에서 추천한 박사 74명,

창의연구 포스터발표 세션에서는 3, 4학년 학

생명공학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부생, 대학

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석사 38명, 총 112명이 지원하여 6.6:1 의 경쟁

부생으로 구성된 30팀이 참가하여 연구 결과

원생 및 학과 교수 상호간의 친밀한 교류를 추

최문근 대학원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이 자리

률을 보였다. 심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를 발표하고 우수 연구상을 수상했다. 이어진

진하고, 생명공학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에 있는 대학원생들이 국제적 학문분야의 리더

심사위원은 인접학과 교수들로 구성되었으며,

OPEN LAB 행사에서는 1, 2학년 학부생 70여

고취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정기적으로 제공

로서 각자 연구의욕을 더욱 높여 발전할 수 있

수상자들은 심사위원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

명이 학과 내 연구실을 방문해 학부와 대학원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발되었다.

간 소통의 기회를 가졌다. 학생들이 생명공학의

대학원 총학생부회장 서유리(중어중문학과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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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융합연구원, ICONS 세미나 개최

‘제14회 ICONS세미나’가 지난 10월 25일 오후

기계들은 언제쯤 만들어 질 것인가?”라는 질문

국학연구원, 강진 다산기념관과

국학연구원(원장 김도형)이 지난 11월 4일 강

방사 연구와 ‘강진학’에 대한 모색(2)-고려시

4시, 학술정보원 장기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렸

으로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인공지능 기술이

공동 협약 맺어

진군 다산기념관(관장 최종렬)과 향후 5년간

대 강진과 강진학”이라는 주제로 제18회 학술

‘인공지능의 사회적 이슈와 윤리’를

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현재 소셜컴퓨팅연구

크게 발전함에 따라 여러 부작용이나 위험성

연장될 ‘學·官 공동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번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강진지

논하다

소 설립자 겸 대표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

이 지적되고 있지만, 여전히 로봇은 특정 분야

협약 연장 체결로 강진 다산실학연구원은 국학

역의 역사, 문화적 특성을 학문적으로 정리해,

는 한상기 대표(소셜컴퓨팅연구소 대표)가 “인

에서만 그 능력을 인정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원 산하연구소로 운영될 예정이다. 나아가

지역학으로서의 ‘강진학’을 정립했다는 점에

공지능의 사회적 이슈와 윤리”라는 주제로 강

로봇이 대체할 수많은 일자리와 로봇의 행위에

이를 바탕으로 다산실학연구원이 앞으로 대한

서 의미가 크다. 2017년에는 경세유표(經世遺

연을 진행했다.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함을

민국을 대표하는 民·官·學 협동 연구기관으

表) 200년 기념 실학 학술회의가 개최될 예정

한상기 박사는 서울대학교 컴퓨터 공학과를 졸

강조했다. 로봇과 공존하는 사회가 될 미래를

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

이다.

업하고 KAIST에서 전산학과 석사, 박사학위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궁금증을 남기며

고 있다.

받았다. 삼성전자 멀티미디어 추진실과 전략기

한상기 대표는 강연을 마무리했다.

같은 날 강진 다산기념관 다목적 홀에서는 “지

획실 부장을 역임했으며, 카이스트 문화기술대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청중들의 활발

학원 교수를 역임했다. 또한, 서울시 ‘개포 디

한 질문이 이어졌다. 많은 연세인이 인공지능

지털 마당: 모바일 융합 공간 조성’ 자문위원,

과 윤리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2016 기술매칭 컨퍼런스,

지난 10월 26일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2016

입자를 활용한 고성능 전도성 섬유 및 섬유기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 운영위원, 방통위 제한

있었다. 미래융합연구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전

산·학 협력을 통한 가치창출의

기술매칭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우리 대학

반 압력센서의 개발)와 기계공학과 주철민 교

적 본인 확인제 개선방향 포럼 위원 등 다양한

공의 연세인들이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주

새 장을 열다

과 서울대·고려대·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

수(광산란을 이용한 혈액 내 헤모글로빈 농도

방면에서 활동했다.

제의 ICONS 세미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동으로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는 우수 R&D성

측정 기술) ▲나노/환경 분야에는 기계공학과

과 및 시작품 전시를 통해 대학의 창의적 자산

김경식 교수(나노 와이어 번들 어레이를 이용

실용화 사례를 보여주었다. 또한 대학별 1:1기

한 광대역의 초고성능 광안개 필름 및 증기 발

술상담부스를 운영하여 중견·중소기업과의 기

생 메타필름) 연구팀이 참여했다. 발표가 끝난

한상기 대표는 “인간의 지적능력을 넘어서는

신라시대 삼층석탑, 연세 역사의

김병철 동문(정치외교 58)이 기증한 삼층석탑

1개로 줄어든 점과 옥개받침이 4단인 점 등으

술 매칭 및 사업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모

후에도 기업 관계자들의 질문 세례가 이어져

뜰에서 만나다

이 연세 역사의 뜰에 새 터를 마련했다. 이 삼

로 미루어 신라시대 말(9세기)에 제작된 것으

색하였다.

우리 대학의 연구팀들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층석탑은 우리의 귀중한 역사 유물이자 석조

로 추정된다. 상·하층 기단 갑석(덮개돌) 상면

이날 컨퍼런스는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었다. 1:1기술상담부스에서는 우

예술품으로 보물로 지정된 신라시대 말기의 여

의 기울기가 급하게 나타나는 여타 9세기 석탑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 컨퍼런스의 환영사에서

리 대학이 보유한 우수 기술에 관심이 있는 중

러 삼층석탑들과 대등한 수작으로 평가된다.

들에 비하여 이 석탑의 갑석 기울기는 약하게

우리 대학 최문근 연구본부장(산학협력단장

견·중소기업 관계자들이 방문해, 우리 대학 기

이 삼층석탑은 이중기단(탑받침)에 삼층의 탑

처리되었다. 석탑의 높이는 약 3.5m이며, 하층

겸 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은 “기업과 대학,

술지주회사의 전문 인력과 함께 기술을 사업화

신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신라양식의 석탑이

기단부의 최대 너비는 2m이다.

대학과 기업 간의 공유와 개방적 협력을 통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활발한 상담이 이루어

혁신을 바탕으로 대학이 보유한 창의적 자산을

졌다.

실용화하여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기업 관계자는 “주요

고자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연세대학

대학들이 가진 기술과 아이디어들을 한 자리에

교는 앞으로도 대학의 창의적 자산이 기술이전

서 집약하여 확인할 수 있고, 직접 기술 상담도

과 기술기반의 새로운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

받아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참가 소감을 전

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지속적인

했다. 우리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2015년 연세

관심과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Tech Fair에 이어 2016년에도 기술매칭 컨퍼

이어서 대학의 우수 기술을 소개하는 분야별

런스를 개최함으로써 산학협력 활성화 증진의

유망기술 발표가 진행되었는데, 우리 대학은

기회를 제공했다. 연세대학교는 앞으로도 유망

▲바이오/의료 분야에는 식품영양학과 박태선

기술을 널리 홍보하고 사업화 전략을 개발해

교수(천연물 유래 피부주름 개선제 후보물질

대학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도

기술)와 약학과 성종혁 교수(천연물 바이오소

로 노력할 것이다.

다. 상·하층기단 면석의 탱주(가운데 기둥)가

재를 이용한 두발화장품 개발) ▲IT융합/기계
분야에는 전기전자공학과 이태윤 교수(은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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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MBA 경영인상에 3인 선정

학생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개최

음악대학이 지난 11월 4일~6일 제23회 학생

준비하여 무대에 올린 것이다. 음악대학 관계

낸 인물’로는 김효준 BMW KOREA 사장이 선

오페라 정기공연 ‘피가로의 결혼’을 4회에 걸

자는 “이 무대 경험이 학생들에게 향후 성악가

정되었다.

쳐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에 개최했다. 학생

로서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경영전문대학원 MBA 총동창회(이동준 GA

MBA 총동창회 50주년을 기념하여 ‘연세를 빛

KOREA 회장)는 ‘제16회 연세MBA 경영인상’
수상자를 시상했다. 수상자로는 민경묵 대신제
과 대표와 황규동 와이즈교육 대표, 최상우 대

오페라는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안텍스타일 대표가 선정되었다. 아울러 연세대

이번 공연은 모차르트가 가장 사랑한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오디션, 개인연습, 마스터 클
래스 등을 통하여 학생과 교수님들이 1년 동안

BRIDGE 사업단, 창의적 자산에서

‘함께 도약하는 오늘: 내일을 열다’라는 주제로

브릿지 사업단 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실용화 자산으로의 변신에 가교 역할

‘2016 산학협력 EXPO’가 지난 10월 20일부터

최문근 연구본부장은 투자유치설명회 축사에

3일간 개최되었다. 이번 엑스포에는 우리 대학

서 “이번 행사를 통해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상

음악대학, 도쿄 예술대학과

음악대학이 지난 11월 15일~18일 도쿄 예술대

4회에 걸쳐 진행됐다. 본 음악회는 양교의 결

교 BRIDGE 사업단 등 20개 사업단이 참여해

호 네트워크를 구축해 성공 창업 기업으로 발

교류 음악회

학 교류음악회를 열었다. 본 음악회는 도쿄 예

속을 공고히 다지고 서로의 실력 향상에 견인

우수 기술 및 시작품을 선보였다.

돋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대학의 창

술대학에서 2회,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2회 총

차 역할을 하고자 기획됐다.

BRIDGE 사업단(단장 최문근 산학협력단장)

의적 자산을 실용화하는 브릿지 사업의 방향

은 지난 2015년 5월 교육부의 ‘대학 창의적 자

을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많은 대학에서 우

산 실용화 지원(BRIDGE, Beyond Research

수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갈

Innovation and Development for Good

것”이라고 밝혔다. 최문근 부장은 이어진 대

Enterprises, 이하 브릿지) 사업에 선정되었다.

학 창의적 자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협력각서

브릿지 사업은 대학의 아이디어, 기술 등의 실

(MOU) 조인식에도 참가해, 한국벤처투자, 한

용화 가능성을 탐색한 후 사업적 가치를 실사

국캐피탈협회 등 투자기관과의 협력각서에 서

하고, 완성도를 높인 뒤 시작품이 상용화되도

명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상호간의 협력 의

록 하는 과정을 통해 대학의 창의적 자산의 실

지를 공고히 했다.

용화를 돕는다. 브릿지 사업에 선정된 52개 대

행사의 마지막 날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연세대

학 20개 사업단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

학교와 한양대학교가 브릿지 사업 우수사업단

년간 총 450억 원을 지원받는다. 우리 대학은

으로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우리

신과대학, 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신과대학이 지난 11월 8일 “생명공학기술의 발

제로 여러 학문 간의 융, 복합이 이루어지는 모

연간 약 7.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대학 브릿지 사업단은 실용화경진대회 부분에

영생에 대한 심포지엄 개최

전과 의학, 법학, 신학이 바라보는 영원한 삶”을

습을 볼 수 있었던 자리였다.

이번 브릿지 페스티벌에는 100개 부스가 운영

서도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투자유치설명회 부

주제로 신학관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1부

이번 심포지엄은 신과대학 한국기독교문화연

되어, 최신기술 체험관, 시작품 전시관 등 다

문에서는 연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인

는 김소윤 교수(연세대 의대)의 기조발표와 이

구소(소장 정재현 교수, 연세대 신대원)가 주최

양한 전시가 진행되었다. 또한, 투자 유치 설

㈜옴니센스(연세대학교 연계)가 장려상을 수

에 대한 남형두 교수(연세대 법학)와 방연상 교

하고 우리 대학 미래융합연구원종교와사회센

명회, 실용화 경진대회 등의 행사를 통해, 많

상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산학협력 EXPO 시

수(연세대 신학대학원)의 논평으로 진행되었

터, NRF 2016 연세대 학제간 융합연구팀에서

은 대학의 창의적 자산 실용화 사례도 제공되

상식에서는 우리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김훈배

고, 2부는 김명희 사무총장(국가생명윤리정책

주관했다. 심포지움을 총괄 기획한 정재현 교

었다. 특히 시작품 전시관에서는 우리 대학의

실장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장을 수

연구원), 박길준 석좌교수(연세대 법대), 한인

수는 “생명공학기술 발전의 가공할 발전에 대

비접촉식 기반의 심박 체크 기능이 있는 스포

상했다. 연세대학교의 기술 사업화와 창의적

철 교수(연세대 교목실장), 김왕배 교수(연세대

해 기대와 우려를 가지고 있는 의학 분야와 격

츠 의류, 관내 주행 로봇, R&D용 ALD(Atomic

자산 실용화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자리였다

사회학) 및 1부 참가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려와 제재를 고려하는 법학분야 사이에는 이미

Layer Deposition) 장비 등을 포함한 총 51개

우리 대학 기술지주회사 및 브릿지 사업단은

심포지엄 참가자들은 각자의 학문 분야에서 바

활발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의 시작품들이 전시되었다.

연구처, 산학협력단, 창업지원단을 비롯한 교

라본 ‘영생’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새로이 과제를 부여받는 종교계와 신학분야가

김용학 총장과 최문근 연구본부장은 2016 대

내 유관부서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앞

특히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간의 죽음,

동의할 수 있는 한계와 사명을 동시에 고민해

한민국 행복교육 박람회 및 산학협력 EXPO

으로도 대학의 창의적 자산의 실용화와 창업

노화의 극복 가능성과 그에 따라 예상되는 미

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뜻 깊은 모임이었

개막식 등의 주요 행사에 참가해, 시작품 전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래 사회의 모습을 그리며, 생물학적인 영생과

다.”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의제를 선정해 지

관을 둘러보며 기술의 상용화와 창업과의 연계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영생을 함께 생각해 보는

속적으로 융복합적 학술대회를 진행할 뜻을 밝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

뜻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하나의 학술적인 주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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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INSIDE 의료원 소식

중국연구원 - 공자아카데미

중국연구원(원장 김장환)과 공자아카데미(원

기념식도 함께 열렸다. 축사를 위해 특별히 북

공동 주관 좌담회 개최

장 김현철)가 지난 11월 19일 백양누리 그랜드

경대학의 육검명 교수가 참석했다. 그는 92년

볼룸에서 공동으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150명

한중수교 이후 처음으로 우리 대학 중문과에서

의 교수, 강사와 중국어 관련 출판사, 잡지사

수업을 한 어법학자이자 중국 최고의 언어학

및 DB구축업체의 편집장, 영업팀장 등이 한 자

자이기도 하다. 그는 “<中國語文學論集>의

리에 모여 중국어교육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

100호가 출간된 것은 아주 뜻깊은 일이며 격월

한 토론을 진행했다.

로 출간되는 이 학술지가 한국을 대표하는 국

이날에는 1988년 연세중어중문학회로 출발해

제적 학술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진하길 바

오늘날 세계적 학술지로 발돋움한 중국어문학

란다.”고 말했다.

December 2016

연세 INSIDE 캠퍼스 소식

의료원 소식

연구회의 <中國語文學論集> 제100호 출간

국학연구원, 중국 상해외국어대학과

국학연구원(원장 김도형)이 중국 상해외국어

의 학술 교류와 더불어 중국 내 한국학 연구기

MOU체결

대학의 한중일합작연구중심과 MOU를 체결했

관들과의 폭넓은 연구 및 학술 교류가 활성화

다. 두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상호 유대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계를 강화하고 교육, 연구 및 기타 분야에서 교

아울러 이번 MOU 체결에는 양교의 총장도 참

류와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석했다. 상해외국어대학 방문단은 연세 역사의

이번 협의서 체결을 계기로 양교의 두 기관은

뜰을 비롯한 연세 교정을 둘러보고, 학술정보

공동 연구 및 학술 조사, 정보 및 자료 교환, 교
수 및 학생 교류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의

“세브란스의 지원 감동”

A. 아시다시피 요르단은 많은 수의 시리아 난

A. 정말 대단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

민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요르단에는 약

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전 세계의 여러 나라

160만 명의 시리아 난민뿐만 아니라, 약 35만

에서 오는 국제적 지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에 방문해 양교의 도서관 교류 방안을 모색

명의 이라크인, 예멘인과 리비아 사람들이 각각

한국은 시리안 난민 사태와 관련해 요르단에 지

하기도 했다.

3만 5,000명 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난

원 및 도움을 주는 국가 중 하나이며, 세브란스

아델 모하마드 아다일레 주한 요르단 대사와 대

민들이 요르단 경제 및 전반적인 상황에 미치는

병원은 정말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요

사관 일행이 10월 13일 윤도흠 의료원장을 만나

영향은 매우 큽니다.

르단을 두 번 방문했으며, 시리아 난민들을 돕

요르단 의료지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난민들이 난민캠프에 사는 것

고 의료 서비스 및 의료기기를 제공했습니다.

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상해외국어대학과

주한 요르단 대사 의료원 방문

외국어학당, 전문화된

언어연구교육원(원장 유현경) 외국어학당은

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받아 서비스를 제공받

주한 요르단 대사는 “요르단으로 넘어오는 대

이 아니라, 요르단의 도시 및 시골지역의 마을

교정·번역서비스 실시

교정 및 번역을 필요로 하는 교내외 구성원들

을 수 있다. 학위학술논문 및 학술지 투고 논문

부분의 시리아 난민들이 난민캠프에 살지 않고,

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르단 정부는

Q. 의료지원팀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

을 대상으로 교정·번역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

에 대해 원어민 전문 교정가에게 영어 교정을

요르단 마을에 정착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

특히 의료와 교육 분야에서 이들을 위한 많은

가요?

다. 제공하는 언어는 영어, 중국어로 우수한 교

받을 수 있으며 정밀한 교정작업으로 대학원생

생하는 보건 및 교육문제들을 요르단 정부의 자

지출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A. 고맙다는 말 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한국 사람

정·번역가를 통해 해외대학 지원 서류(자기소

들로부터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체적인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현지

한 예로 요르단에 있는 병원 및 의료센터를 방

들에게, 한국 정부에게 또 세브란스병원에 감사

개서, 이력서, 학업계획서 등), 학술학위논문

작성한 논문에 대한 교정가들의 총평 및 체크

상황을 전했다. 대사는 “전 세계적으로 난민에

문하는 요르단 및 시리아 사람들은 300% 이상

합니다. 지속적으로 난민들 및 요르단의 시리아

(인문사회, 자연과학, 이공 및 의학계열), 국제

리스트를 통해 외국어학당에서 직접 1:1 코칭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멀리 요

증가했습니다. 또 수술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난민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술지발표지, 취업 및 비즈니스 관련 문서(회

을 받을 수 있어 영어 논문 작성에 많은 도움이

르단까지 찾아 도움을 준 것에 대해 요르단 국

600% 이상이나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사 소개, 사업 제안서) 등에서 완성도 높은 서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들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서 요르단의 보건부와 교육부가 이전과 같은 서

Q. 세브란스병원의 가족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완성문서에 대한

외국어학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정번역서비

이후 대사는 재난의료교육센터를 방문해 재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립니다.

피드백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만족도 높은

스 및 대학원 영어 학위학술논문에 대한 자세

의료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상황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또 국제사회의

A. 그들은 매우 친절합니다. 그들은 1885년에

결과물을 제공하고 있다.

한 내용 안내 및 서비스 신청은 외국어학당 홈

지원 및 도움을 더 받지 못한다면, 요르단 정부

세워진 병원의 철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와 더불어 외국어학당은 교내 대학원생들의

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인터뷰 | 아델 모하마드 아다일레 주한 요르

가 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의료 및 교육 서비스

분들은 사랑과 신뢰를 전파하며, 많은 사람들과

영어 학위학술논문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대학

관련문의: 외국어학당 행정팀 교정번역서비스

단 대사

를 제공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협력해 일을 합니다. 요르단뿐만 아니라 전 세

원과 협업하여 영어 학위학술논문 지원사업을

담당자 02)2123-3451

실시하고 있다. 해당 지원사업은 대학원생들이

홈페이지: http://fli.yonsei.ac.kr/

대학원 영어 학위학술논문에도 기여

신청서와 지도교수 추천서를 제출하면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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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아이디어 경쟁, 학생들이

의·치·간호대 학생들이 학교수업과 학점 경쟁

화 등 수년간의 많은 노력이 조금씩 결과물이

아시아 최고의 감각기 전문병원으로

안·이비인후과병원이 개원 20주년을 맞아 암

한 계획안을 토대로 향후 신규 병원 건축에 대

변화하고 있다

에 집중한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각종 연구에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발전

병원 서암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여하고 내·외부 아이디어 대회에 적극 참여

한편,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기념식에서 최은창 안·이비인후과병원장은 미

최 원장은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환자에게 더

디지털 헬스케어 아이디어 경진대회

하는 등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3회 의·치·

안·이비인후과병원 20주년 맞아

래발전전략 발표를 통해 향후 발전 전략을 제

다가가고, 구성원이 행복을 느끼는 안·이비인

대상 등 상위권 휩쓸어

최근 서울 역삼동 D캠프에서 열린 제1회 2016

간 Bio & Medical Idea Fair가 간호대학 학생

발전전략 제시·히스토리 도너 월 제막

시했다. 최 원장은 미래발전전략의 첫 번째로

후과병원을 만들어, 아시아 최고의 감각기 전

디지털 헬스케어 아이디어 경진대회 데모데이

회 주관으로 10월 10일 의과대학 강당에서 개

미래를 내다 ‘보는’ 패러다임 선도 병원으로서

문병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공유 및

에서 의대 김성수 학생(본과4)팀이 대상을 수

최됐다.

각 과의 성장 동력이 될 미래 핵심 의료서비스

이후 홍원표 안·이비인후과병원 초대원장은

실현의 장 마련

상하는 등 최종 5개 부문 중 3개 부문을 휩쓸었

이번 Idea Fair는 연구, 의료기기, 질병진단 및

를 소개하고 향후 병원 경영에 병원 내·외부

안·이비인후과병원이 설립되기까지의 배경과

다. 김성수 학생팀은 심근경색 시술법 중 하나

치료 관련 아이디어를 내는 Cure 부문과 공중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임을 밝혔다.

당시 의료원 환경, 치과대학병원으로 사용되던

인 스텐트 시술의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아

보건, 건강관리, 의료정책, 임상 현장의 실현

두 번째 발전 전략으로는 ICT 융·복합을 통해

건물을 새롭게 만든 이야기 등을 전하며 지난

이디어로 대상을 수상했다.

가능한 아이디어를 내는 Care 부문으로 나눠

환자의 목소리를 ‘듣는’ 환자 중심병원으로서

20주년을 참석자들과 함께 되돌아봤다.

의대 남상호, 김진현 학생(본과4), 치대 곽도

지원을 받았다. 올해는 의·치·간호대 14개 팀

안·이비인후과병원을 스마트폰과 비콘(차세대

또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홍원표 초대원장, 안·

은 학생(본과3)과 약학대학 김아영 학생(6학

이 예선에 참가해 최종 7개 팀이 자신들의 아

스마트폰 근거리통신 기술) 위치기반 솔루션

이비인후과병원의 발전을 위해 큰 금액을 기부

년)은 당뇨 합병증을 개선시키기 위한 pulse

이디어를 발표했다.

을 활용해 예약, 접수, 대기관리, 경로안내까지

했던 호종일 (주)호성흥업 회장 등 9명과 심연

coordinated air compression system을 이

대상은 ‘치과 치료 중 능동적 의사소통 향상을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병원으

옥 간호사(외래파트) 등 20년 근속 근무한 13

용한 당뇨의 합병증 예방기기를 제시해 우수상

위한 기술’을 발표한 치대와 간호대 연합팀(치대

로 발전시킬 계획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구

명의 직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후 참

을 수상했다. 또 의대 이광섭, 최윤영 학생(본

유지흔(본과4), 강준구(본과3), 간호대 조승현(4

성원의 고충을 ‘느끼는’ 가족 행복병원으로서

석자들은 안·이비인후과병원 1층으로 이동해

과3)은 고기능자폐아를 위한 사회 증진 교육용

학년), 장다혜(3학년))가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안·이비인후과병원의 미래상을 제시했다.

새로 마련된 역사 및 기부자 명판 제막식을 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최종 5개 팀에 명단을

‘유방암 수술 환자 전용 국소 산소요법 기기’를

또한 이러한 미래발전전략을 현실화하기 위한

졌다.

올렸다.

발표한 간호대 임정현, 문지원(4학년), 이은영,

기반인 진료공간 확충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특히 우수상을 받은 곽도은 학생팀과 이광섭

최한나(3학년), 이다영(2학년)팀이 수상했다.

학생팀은 연세대학교 의학 분야 학생들을 중심

행사에 참석한 이태화 간호대 학장은 “작은 아

으로 의료 산업화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모

이디어들이 이런 행사를 통해 현실화 될 수 있

인 연합 서클 ‘MEDILUX’ 소속이다. 남상호 서

다.”며 “수상 여부를 넘어 학생들의 아이디어

클 회장(의대 본과4)은 “아이디어의 기반은 더

가 작은 성공의 시작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욱 정확하고 체계화된 의학 지식이 필요하다는

송시영 의대학장은 “아이디어가 현실화되기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용인, 응급실 증축 봉헌

용인세브란스병원이 감염병 및 중증 응급환자

의 진단과 치료 등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게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실을 증축했다.

했다. 또, 중증응급환자 전용구역도 설치해 중

음압병실 및 중증응급환자 전용구역

올해 6월부터 시작했던 증축공사를 통해 응급

증환자가 보다 집중적인 처치와 관리를 받을

신설

실 면적은 새로 지은 음압병실을 포함, 약 141

수 있다. 이 외에 선별진료실, 주사실, 처치실

위해서는 혼자 보다는 융합, 현실화 시켜줄 수

㎡(약 42.7평)가 확장됐다. 별도의 공간에 전

을 구분해 응급진료의 체계화를 도모했다.

송시영 의대학장은 “학생 교육에서 혁신

있는 파이널 프로덕트, 공학-IT-경영분야와의

실을 갖춘 음압병실을 설치해 감염성 질환자

(innovation)은 매우 중요하다. 교육과정의 변

협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우주 의학사전 네이버 백과사전에

국내 의학계의 대표적인 의학사전인 ‘이우주

이우주 의학사전은 이우주 명예교수가 6년간

등재

의학사전’이 국내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

의 준비를 거쳐 1990년에 의학대사전을 편찬

의 백과사전 코너에 등재돼, PC 인터넷과 모바

발간했다. 이후 2005년 칼라판 의학사전을 낼

일로 접속해 이우주 의학사전 열람이 가능하게

때까지 4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보완돼 왔다.

됐다.

그러나 2007년 이 교수가 작고하면서 직접 개

현재 18,246건의 표제어가 1차로 등록됐고,

정판이 나올 수 없었으나, 2012년 김경환 명예

계속해서 표제어가 추가 등록될 예정이다. 11

교수를 중심으로 새로 구성된 편집위원회가 2

월 1일까지 가장 많이 조회된 표제어는 DNA,

년 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우주 의학사전’이

COPD, amphiarthrosis 등이다.

란 이름으로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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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로봇재활 올림픽 첫 출전에

의대 나동욱 교수(재활의학)와 공경철 서강대

리 걷기, 20도 경사 오르기, 지그재그 보행하

동메달

기계공학과 교수팀이 이끄는 한국팀이 제1회

기 등의 5개 장애물 코스를 10분 안에 통과해

사이배슬론(CYBATHLON)에 첫 출전해 동메

야 했다.

달을 획득했다.

나동욱 교수팀-하반신 마비 김병욱 씨

의료원과 피부 전문 기업체 (주)엘앤씨바이오

박민수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기술이전 및 공

가 지난 10월 12일 의대 1층 회의실에서 산학협

동연구 체결은 의료인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

력단 주관으로 ‘피부질환 치료제’ 기술이전 및

험을 산업체에 전수한 중개연구의 산학 시스템

이 종목은 첨단 로봇공학 기술은 물론 착용자

공동연구 계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을 확립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현지시각 지난 10월 8일 스위스 취리히 아레나

(환자)의 안전도와 움직임을 그대로 반영해야

이번 기술은 의대 이광훈 교수(피부과학)팀이

엘앤씨바이오 이환철 대표이사도 “지속적인

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하반신 완전마비 환

하는 재활의학 분야가 접목되어야 하기에 미

아토피피부염 등의 피부 장벽 기능 이상을 치

투자와 연구를 통해 이전 받은 기술이 상용화

자인 김병욱 씨는 나동욱ㆍ공경철 교수팀이 개

국항공우주국(NASA)의 지원을 받는 미국팀과

료할 수 있는 유전자 발굴해 이를 활용한 기술

되어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하

발한 로봇슈트인 워크 온(Walk-on)을 착용하

세계적인 재활치료기 생산국인 독일 등 유럽

로, 연구팀이 발굴한 타깃 유전자는 피부장벽

겠다.”고 말했다.

고 출전, 독일과 미국선수에 이어 3위의 성적

및 첫 출전을 한 한국팀 등 총 10개 팀에 불과

개선 역할과 함께 면역학적 이상을 동시에 차

한편, 엘앤씨바이오는 피부와 관련한 인체조

을 거두었다.

했다.

단할 수 있을 것 알려졌다. 향후 이 기술이 상

직, 의료기기 및 화장품과 관련한 연구개발을

나동욱 교수와 의대 생체공학ㆍ로봇재활연구

한편, 이번 사이배슬론 대회는 유럽과 미국 등

용화되면 아토피피부염, 피부 건조증, 피부장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피부 전문 기업

소의 연구원들은 김병욱 씨에게 맞는 로봇슈트

선진국을 중심으로 25개국 74개 팀 300여 명

벽 기능 이상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

체다.

를 제작하기 위해 상세한 X-촬영을 통해 기본

의 선수들이 출전했다. 대회에는 각종 신체장

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계를 마련하고, 서강대 공경철 교수팀은 이

애 환자들의 재활과 일상복귀를 위한 첨단 보

를 토대로 로봇을 제작했다. 김병욱 씨는 목발

조로봇들이 선보여졌다.

의료원-엘앤씨바이오

1957년 세브란스 의대 졸업증서 기증

을 짚고 하지에는 로봇슈트를 착용해 징검다

10년 연속 대학생 선호 1위

피부질환 치료제 기술 이전

1957년 1월 세브란스의과대학과 연희대학교가

보낸 세월의 증표로 간직하던 소중한 대학 졸

연세대학교로 합동할 전후로 졸업했던 의대동

업장을 의대 동은의학박물관에 기증한 것이다.

1957, 58년 부산 의대동창, 1958년

창 4명이 당시 졸업증서를 동은의학박물관에

의대 부산동창회는 10월 15일 부산 해운대 노

연세의대 첫 졸업장도

기증했다.

보텔앰배서더호텔에서 ‘The Last Severance,

세브란스병원이 10년 연속으로 대학생들이 가

(375명, 26.9%) 2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장 선호하는 대학병원 1위에 선정됐다.

2위는 서울대학교병원이, 3위는 서울아산병원

주인공은 세브란스의과대학 명의의 마지막 졸

The First Yonsei’라는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

세브란스병원, 의료경쟁력·고객만족도

한국대학신문은 10월 16일 서울클럽에서 제16

이 차지했다.

업장을 받은 박종근 동창(57년졸)과 연세대 의

서 동창들은 송시영 의대학장과 여인석 동은의

높게 평가 받아

회 한국대학신문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세

시상식에 참가한 이준수 진료부원장은 “지난

과대학 명의의 첫 번째 졸업장을 받은 강동숙,

학박물관장에게 졸업증서를 전달했고, 의대는

브란스병원이 전국 대학생들이 선정한 기업이

10년간 세브란스를 사랑해 준 모든 대학생들

홍순박, 박용상 동창(58년졸)이다.

새 졸업장을 만들어 전달하기로 약속했다.

미지 대학병원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

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발전하면서 주

의대 부산동창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들 4명의

혔다.

변의 어려운 이웃을 챙기는 따뜻한 세브란스가

동창들은 지난 5월 동창회 모임에서 강동숙 동

한국대학신문은 올해 8월 20일부터 9월 10일

되겠다.”고 말했다.

창이 기증을 제안하면서 시작돼, 학창시절을

까지 전국 4년제 대학생 1,3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세브란스병원
은 의료경쟁력(410명, 29.4%)과 고객만족도

치대 예방치과학교실 개설 20주년

Medical Korea Academy 참여기관

치과대학병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

수 의료기관에서 해외 의료인들이 임상 교육을

선정

관하는 2016년 하반기 Medical Korea

받는 사업이다.

Academy의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

가자마다대학교와 치과대학은 2014년 9월부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이 개설 20주년을 맞

념 영상이 상영됐으며, 교실 졸업생 50명이 20

치과대학병원, 인도네시아 치과의사

이에 10월 17일 김기덕 치대병원장과 지도교

터 협약을 맺고 인적교류 및 학술교류를 이어

아 지난 10월 10일 연세대 백양로 그랜드볼룸

주년을 기념해 교실에 5억 800여만 원의 발전

4명 연수 진행

수, 연수의가 참여한 가운데 입교식을 갖고, 12

오고 있다.

졸업생 50명 5억 800여만 원 발전기금

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금을 전달했다.

월 1일까지 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학교 치과

김기덕 치대병원장은 “이번 사업 참여를 통해

전달

김백일 교실 주임교수는 기념사에서 “다가오

예방치과학교실은 1996년 2월 구강생물학교

대학 치과의사 4명(구강악안면외과 2명, 치과

두 기관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고, 나아가 인

는 새로운 10년을 위해 구강질환의 조기 탐지

실에서 독자적으로 분리돼, 현재까지 총 26명

교정과 1명, 구강악안면방사선과 1명)에 대한

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에 우수한 의료

를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개인별 맞춤

의 석사와 35명의 박사를 배출했고, 10월 현재

원내 연수를 진행했다.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해 연세대 치대가 널리

형 예방치료법 개발이란 목표를 향해 한걸음

석사과정 1명, 박사과정 9명, 석·박사 통합과정

Medical Korea Academy는 한국의 우수 의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11명이 재학 중에 있다.

료기술을 전수하고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기념식에서는 20주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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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캥거루 케어 4주년 기념행사

강남세브란스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실제로 신생아집중치료실은 45명의 미숙아를

창립정신과 정체성을 되새기는

세브란스의 창립정신과 정체성을 되새기고, 세

이첼 학생의 간증이, 16일에는 에티오피아에서

은 지난 10월 10일 병원 3층 중강당에서 캥거

대상으로 캥거루 케어의 효과를 연구했다. 캥

의료선교의 달

브란스가 의료선교의 사명을 가진 영적 공동체

동문선교사로 사역 중인 김영훈 의대동창(63년

루 케어 4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거루 케어를 실시하지 않았던 미숙아의 패혈증

임을 체험하는 의료선교의 달이 시작됐다.

졸)이 이야기를 전했다. 레이첼 학생은 3명의 다

현재 25개의 신생아집중 치료병상을 운영하고

발생률이 11%였던 반면, 총 917회, 1개월 평균

아프리카 선교사역 공유 위한 다양한

의료선교센터에서는 지난 9월 의료선교의 달

른 환자와 같이 어려운 환자들을 초청해 치료하

있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은

70회의 캥거루 케어를 실시한 미숙아들의 패

행사 마련

표어 공모전을 실시해 45명이 참여하였고, 김

는 글로벌 세브란스, 글로벌 체리티 사업으로 초

캥커루 케어 시행 만 4년째인 올해 9월까지 총

혈증 발생률은 0%였다. 또한 엄마를 대상으로

아영 간호사(외래간호팀)의 ‘함께 세워가는 하

청돼 몸속에 남아있는 한발의 총알을 제거하려

307명의 이른둥이를 대상으로 4,654건의 치

조사한 모성애착도는 99.5점으로, 실시하지

나님 나라’가 올해 의료선교의 달 표어로 선정

고 했으나 허리의 상황과 총탄의 위치, 수술 후

료를 시행했다.

않은 경우의 애착도 93.2에 비해 높은 수치를

됐다.

회복 등을 고려하여 몸속에 남겨놓기로 했다. 현

캥거루 케어란 37주 미만 이른둥이에 대해 엄

보였고, 우울감 지수는 30%에서 5%로 감소하

지난 10월 31일 선교기도회를 시작으로 의료선

재는 부상부위의 염증 치료와 재활 치료를 받고

마와 아기가 서로 피부를 맞대고 가슴으로 감

는 효과가 확인됐다.

교의 달 시작을 알렸다. 병원 6층 예배실에서 열

있다.

싸 안음으로써 아기의 정서 안정과 발달을 돕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아버지는 “캥거루 케어

린 선교기도회는 옥창원 팀장(치과대학 사무팀)

11월 7일 은명대강당에서는 방송인 이성미 집사

는 보조적 치료방법이다. 부모의 품에 아이를 1

를 통해서 아내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감수성이

의 기도와 의대 안신기 교수(의학교육학과)의

를 초청해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9일에는

시간 정도 안아줘 불안했던 정서를 안정시켜,

증가했을 뿐 아니라 스트레스도 감소해 우울증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라는 설교가 진행됐다.

이집트에서 사역중인 유해석 F.I.M 국제 선교회

체온, 맥박, 산소포화도를 높여 안정된 신체리

에 걸리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안신기 교수는 “역사를 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

교수가 강남세브란스병원 대강당에서 ‘우리 곁

님임을 알고, 그분의 뜻을 신뢰하며 그 이끄심에

에 다가온 이슬람’이라는 주제로 신앙강좌를 펼

순종함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쳤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14일 2층 대강당에서

안 교수는 사도 바울과 안디옥 교회의 선교에

권수영 연세대 연합신학대학교 교수가 ‘목회자

대해 전하며, 그들은 사람을 세웠고, ‘안디옥’의

전문윤리와 회복’을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를 개

이름을 남기지 않고, 데살로니가교회라고 이름

최했다.

을 지었다고 전했다. 의료원의 의료선교전략도

간호국은 17일 은명대강당에서 이상준 온누리

기관보다는 사람이 우선 세워져야 하며, 이름도

교회 목사를 초청해 신앙부흥집회를 가졌다. 18

연세가 아닌 그들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남아

일에는 본관 6층 예배실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기쁨은 주께 드릴 열

사역중인 김영훈 선교사, 케냐 김정은 선교사,

매를 볼 수 있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나이지리아 이재혁 선교사, 몽골 최원규 선교사

11월 2일 은명대강당에서는 선교사와 함께하는

가 ‘아프리카 의료선교사가 본 삶과 문화’라는

교직원 예배 첫 번째 순서로 아프리카 유학생으

주제로 토크쇼가 열리기도 했다. 의료선교의 달

로 구성된 Salem Worship팀의 찬양이 진행됐

의 하이라이트인 세브란스 찬양축제는 25일 오

다. Worship팀은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후 4시 30분 연세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입어’ 등 여러 찬송을 들려줬다.

한편, 아프리카 및 세브란스 의료봉사 활동을 담

듬을 찾게 하는 효과가 있다.

메디컬 코리아 대통령 표창

세브란스병원이 지난해 가장 많은 해외환자 유

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며 “세브란스병원은

11월 9일 교직원 예배시간에는 작년 4월 이슬람

은 사진전이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치와 한국의료의 해외 인지도 제고 공로로 대

매해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쟁

교도의 케냐 기독교인 학살 때 총상을 입은 레

본관 3층 아트 스페이스에서 열렸다.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로 국가경쟁력

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력 강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여

보건산업진흥원과 병원협회 주최로 지난 10월

한편, 2015년 시상식에서는 강남세브란스병원

21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메디

이 카자흐스탄에 한국형 검진센터를 설립하고

컬코리아 2016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포상 시

보건의료분야 발전을 위해 수년 째 협력해 온

상식에서 세브란스병원은 2015년 1만 6,000

공로로, 2013년에는 세브란스병원이 가장 많

여 명(실환자 수 기준)의 해외환자를 유치해

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공로로 각각 국무총

한국 의료의 높은 수준을 널리 알린 공로로 수

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윤도흠 의료원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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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혈관병원 부정맥센터

1986년 국내 최초로 전기생리검사 및 우회로

여하여 5,900만 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30주년 맞아

전극도자 절제술을 시작한 심장혈관병원 부정

2012년 서울대 조소과 이용덕 교수가 흉판을

맥센터가 올해 30주년을 맞아 지난 10월 27일

제작했고, 올해 5월 역사위원회와 10월 기념물

기념식 및 故 차홍도 선생 흉판 제막

심장혈관병원 3층 강당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행사 가져

심장이식 가족 교류의 장 마련

심장혈관병원이 지난 10월 28일 연세대 동문

하루를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심장이식 환자

회관에서 제6회 심장이식 가족모임을 가졌다.

들의 자조모임인 ‘마음이’의 새로운 임원진도

김창대 영산 조영기 재단 고문의 인사말과 최

소개됐다.

건립심의위원회 승인을 통해 3층 강당에 설치

동훈 심장혈관병원장의 축사에 이에 심장이식

강석민 심부전센터장은 “한마음으로 한 자리

기념식 후에는 강당 정문에서 서양 심장학을

됐다.

을 받은 지 10년이 된 조승현 씨와 1년이 된 박

에 모여, 평소 궁금했던 것에 대해 의료진에 문

국내에 소개하고 국내 심장학의 정통성 확립과

차홍도 선생은 1957년에 졸업 후 미국 필라델

정은 씨 등 총 6명에게 축하의 꽃다발이 전해

의하고 여러 행사를 통해 소통과 교류의 장으

심장학 분야의 임상, 학술, 교육에 기여한 故

피아 General Hospital에서 5년간 내과 및 심

졌다.

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차홍도 선생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흉판 봉헌

장내과 분야를 연구한 후 1964년에 귀국해 심

조승현 씨는 “지난 10년 동안 주치의가 시킨대

식이 열렸다.

도자법에 의한 심질환의 진단을 체계적으로 시

로 건강을 관리해 큰 문제없이 열심히 삶을 살

차홍도 선생 흉판은 2009~2010년에 차홍도 기

작했고, 흉부외과 홍필훈 선생과 함께 근대적

아가고 있다.”고, 심장이식 100번 째 환자인 박

념사업을 통해 차홍도 선생에게 교육을 받았던

인 의미에서의 우심도자법 및 좌심도자법을 소

정은 씨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루

후학(회장 이우형, 간사 장양수, 김성순, 한경훈,

개했다. 1972년에 국내에서 최초로 관동맥촬영

박영배, 심봉섭, 김현승, 조범구, 조승연, 심원흠,

(coronary angiogram)을 도입해 최초로 관

박승정, 탁승제, 양주영, 백경권)들이 모금에 참

상동맥우회로술을 하는 기초를 만들었다.

10년·1년 환자 축하, 자조모임 소개

재난은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재난의료교육센터가 지난 10월 25일 연세대 백

동을 감지한 순간부터 ‘병원 내 재난 대비계획’

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을 실행했고, 중앙응급료센터 재난상황실에

재난의료교육센터, 현실감 높은

재난준비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재난

서 응급처치를 위해 DMAT(Disaster Medical

모의훈련 개최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Assistance Team)팀의 현장 출동을 요청했다.

통일보건의료센터,

통일보건의료센터가 통일 준비 과정에서 필요

전우택 통일보건의료센터 소장은 “약학 종사

국내 첫 약학기획단 발족

한 약학의 연구와 교육을 위해 국내 최초로 ‘약

자들도 통일 준비 과정에서 보건의료의 한 영

이번 워크숍은 태풍,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으로

현장에 도착한 팀은 첫 번째 훈련에서는 중증

학기획단’을 구성했다. 통일보건의료센터는 지

역으로 함께 한다면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대량 환자 발생 시 병원의 대처와 현장 처치 능

도 분류, 현장응급처치, 이송을, 두 번째 모의

난 10월 26일 암병원 서암강당에서 세브란스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균희 약학대학장은

력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고, 서대문 소방서,

훈련에서는 병원 재난 진료체계를 점검했다.

병원 약사, 연세대 약학대학생 등 300여 명이

“북한의 의료제도를 이해해 북한 사람에게 필

서대문구 보건소가 함께 훈련에 참가했다. 특히

정현수 재난의료교육센터 소장은 “경주 지진 등

참석한 가운데 약학기획단 발대식을 가졌다.

요한 약과 북한 주민을 위한 약사의 역할이 무

이번 훈련은 현실감 있는 재난 현장 재현을 위

자연재난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국가, 사회

약학기획단은 그동안 축적된 보건 연구자료를

엇인지 고민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 각종 건물 잔해와 환자 마네킹 그리고 42명

적 시스템의 개선뿐만 아니라 재난대비를 위한

토대로, 통일보건에서 약학 분야 주제탐구, 과

“오늘의 약학기획단 시작은 통일준비를 위한

의 환자 대역자들이 실제 재난현장처럼 소음과

지역사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제 수주, 대북 지원 사업 모색 등을 진행할 예

첫걸음”이라고 격려했다.

비명을 통해 재난 현장 분위기를 조성했다.

말했다. 정 소장은 “라이브-하이브리드 및 도상

훈련은 수도권에 규모 6.3 정도의 지진이 발

시뮬레이션의 멀티모드 방법을 활용해 지역사

생, 서대문구 대신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이 붕

회가 함께하는 훈련, 실질적인 훈련, 평가와 피

괴되어 약 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가

드백이 병행되는 훈련으로 지역사회 재난대비

정 하에 진행됐다. 세브란스병원은 지진의 진

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었다.”고 덧붙였다.

정이다.

“제약없는 학술정보 이용 우수”

의학도서관이 지난 10월 13일 국립중앙도

에서 쉽게 검색되고 원문 이용도 가능하다. 이

서관에서 개최된 오픈액세스 컨퍼런스에서

를 통해 의료원의 연구 논문 이용이 활성화돼

의학도서관, 리포지터리 우수

OAK(Open Access Korea) 리포지터리 우수

연구 영향력을 증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

운영기관에

운영기관에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다. 의학도서관은 YUHSpace를 통해 의료원

받았다.

간행물 보존 사업도 진행해 의료원 역사를 보

의학도서관은 2012년부터 의료원 기관 리포

존하기 시작했다.

지터리인 YUHSpace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OAK 컨퍼런스는 국내·외 오픈액세스 정보를

YUHSpace는 의료원 연구자들이 발표한 연구

공유하고 학술정보 유통의 미래를 논의하는 행

논문(2001년 이후)과 대학원 의ㆍ치ㆍ간호학

사이다.

과, 보건대학원의 학위논문 약 4만여 편이 등

* 리포지터리: 조직 내의 흩어져 있는 각종 정

록돼 검색과 원문 이용(공개논문)이 가능하다.

보를 모아 놓고,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한 정보

YUHSpace에 등록된 논문은 구글, 네이버 등

의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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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연세 메디치 플러스 산학협력

연세대학교 원주LINC(링크)사업단(단장 겸

한 산학협력 친화형 활동사례들이 전시됐다.

페스티벌 개최

원주부총장 윤방섭)은 11월 7일과 8일 양일간

윤방섭 원주부총장은 “LINC사업이 교육부 외

‘2016 연세 MEDICI+ 산학협력 페스티벌’(이

에도 강원도, 원주시의 꾸준한 지원이 있어

하 산학협력 페스티벌)을 원주캠퍼스 스포츠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지난 5년간의

센터 2층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했다.

LINC사업의 성과를 지역 내 기업 및 대학과

이번 산학협력 페스티벌에서는 현장실습, 글로

공유하여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벌 기술교류 및 마케터 양성 프로그램, 우수 산

계기로 삼아서 더욱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겠

학공동기술개발 등 인력양성 우수성과 사례발

다.”고 다짐을 밝혔다.

표가 있었고, 창업동아리 활동, 산학협력기술
동아리 활동, 캡스톤디자인 우수성과 등 다양

원주캠퍼스, ‘캠퍼스아시아’ 선정

원주캠퍼스가 한·중·일 3국 정부가 추진하는

공을 중심으로 교육연구협력 프로그램(Global

‘캠퍼스아시아(CAMPUS Asia)’ 사업에 선정

Design Leadership Program)을 구성하여 공

됐다.

동워크숍, 캠퍼스 타임시프트 인턴십, 계절학

교육부는 중국교육부, 일본문부과학성과 공동

기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으로 지난 10월 31일 한·중·일 대학이 공동·

또한 이번 ‘캠퍼스아시아’ 사업 선정으로 디자

복수학위 과정을 실시하는 ‘캠퍼스아시아’ 사

인예술학부는 향후 5년 동안 학부 융합디자인

업에 참여할 신규 사업단 9곳을 포함한 17개

연계전공과 대학원 과정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사업단의 명단을 발표했다.

300여 명의 학생들이 교환학생프로그램에 참

원주캠퍼스 디자인예술학부는 일본 치바대학

여하며, 컨소시엄의 대학들 간 다양한 교육연구

교, 중국 칭화대학교, 절강대학교와 컨소시엄

협력으로 동아시아의 디자인적 가치 발굴과 공

을 이뤄 동아시아 글로벌 디자인교육네트워크

유를 위한 프로그램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를 구축하고, 대학원 과정과 융합디자인연계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병원장 윤여승)은 다

다인용 고압산소치료챔버를 도입하고 고압산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창업경진대회

원주캠퍼스 하진석(의공09) 학우와 진희원

대상을 받은 Life Chair팀의 창업아이템은 팀

고압산소치료센터 오픈식

인용 고압산소치료챔버를 설치하고 지난 10월

소치료센터를 개소했으며, 이를 통해 많은 환

대상 차지

(의공14) 학우의 Life Chair팀이 지난 11월 11

명과 같은 Life chair로, 해양사고 시 즉각적

27일 고압산소치료센터 오픈식을 가졌다.

자들에게 한층 업그레이드 된 고압산소치료를

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창업경진대회인

으로 이용가능 하도록 설계된 의자 형태의 구

최근 급성일산화탄소중독 환자가 늘어나고 있

제공할 수 있게 됐다.

‘Global Case Challenge 2016’에서 대상을

명조끼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자의 대부

는 추세이다. 연탄이나 숯불사용 사고에 의한

또한, 병원은 연구중심의 대학병원으로써 고압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분이 구명조끼를 획득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에

경우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로

산소치료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

이 대회는 ‘Global Chamber San Francisco’

착안하여 사고 즉시 획득 및 착용으로 초기대

부각되고 있는 자살시도자의 번개탄 사용 등이

라 고압산소의학을 이끌어 나가게 된다. 이를

에서 주최하는 창업대회로 스탠퍼드 대학

응 시간을 확보하고, 해양구조를 효율적으로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위해 개소식과 함께 고압산소의학에 대한 국내

(Stanford University)과 산호세 주립대학

도울 아이템으로 그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지난 1986년부터 1인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심포지엄과 ‘제1회 고압

(San Jose State University) 등 실리콘밸리

Life Chair팀은 대상 혜택으로 12월 중 세계

용 고압산소치료챔버를 구비하여 급성일산화

산소치료 교육과정 코스’를 11월 27일과 28일

에서 실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대거 참

적인 투자자인 Timothy Draper와의 점심 식

탄소중독을 비롯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왔으

국내 최초로 열었으며, 이 코스를 통과한 의료

여했다. 본선에 9개팀(한국 3팀, 현지 6팀)이

사 및 투자협약이 계획되어 있으며, Start-up

며, 다양한 연구를 통해 해외 유명저널에 치료

진은 고압산소의학에 대한 인정 자격증을 받게

진출했으며, 각자의 창업아이템을 바탕으로

World cup 및 IF Design awards 등 세계대

효과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와 연구활동

된다.

사업화 계획 및 시장 진출 가능성을 선보이는

회 진출 및 투자를 받아 글로벌 창업을 진행해

자리가 마련됐다.

나가고 있다.

을 진행해 왔다. 병원은 이번에 업그레이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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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2차

연세대학교 환경공학부가 지난 7월 20일 한국

은 본 사업의 세부 목표인 폐기물 에너지화 공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금연 성공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병원장 윤여승) 강원금

연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인력양성사업에 선정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공고한 ‘2016년도 제2

정시스템 기술 분야의 다학제 간 융합 전문 교

장학증서 수여

연지원센터(센터장 고상백)와 춘천 한림성심

특히, 강원금연지원센터와 한림성심대학교는

차 에너지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됐다.

육프로그램 개발, 참여기업 애로기술 해결을

대학교(총장 우형식)는 지난 10월 26일 춘천

지난 2016년 4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연

세부 과제명은 ‘가연성/유기성 폐기물 에너지

통한 핵심인력 전문화, 현장맞춤형 교육프로

한림성심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2016년 강원

지원서비스의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

화 공정시스템 기술 고급트랙’으로 사업단 정

그램을 개발하여 핵심고급인력 양성 및 관련

금연지원센터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신

력하고 있으며, 금연캠페인을 통한 대학생 금

식 명칭은 ‘연세대학교 가연성/유기성 폐기물

분야 취업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청하여 6개월 금연에 성공한 대학생을 대상으

연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에너지화 공정시스템 기술 인력양성사업단’

본 사업에 원주시 등 지자체와 한국중부발전

로 수료증 및 한림성심대학교에서 장학증서를

있다.

(단장 최항석 교수)이다. 본 사업은 총 5년간

원주그린열병합 발전소 등 16개 폐자원 에너

수여했다.

한편, 2016년 한림성심대학교 찾아가는 금연

(2016.11.1.~2021.6.30.) 정부출연금 19억8천만

지화 관련 기업과 함께 연계하여 산학협력 교

센터는 강원지역 거주민과 기존 금연사업의

지원서비스에 등록한 금연지원자는 121명이

원, 민간부담금 17억8천만 원으로 총 37억6천

육프로그램 개발, 인턴십 및 기초 공동연구, 현

사각지대였던 대학생, 여성, 학교 밖 청소년들

며, 이중 4주간 금연에 성공한 지원자는 75명

만 원의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산학연계 R&D 등을

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하여 금연버스와 금연

(61.9%)이고 6개월 성공자는 19명(15.7%)으

사업단은 신규 인력양성 사업선정을 통해 기

공동 수행할 예정이다.

캠프를 이용하여 1대1 맞춤형 금연상담 및 금

로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선교사 합동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병원장 윤여승)은 지난

사의 위업을 기념하고, 선교정신을 계승하며,

추모예배

11월 4일 외래센터 7층 예배실에서 ‘2016 선교

미래의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쥬디 선교

사 합동 추모예배’를 개최했다.

사 기념 장학사업회’와 더불어 제정됐으며, 올

합동 추모예배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당시

해 수혜대상자로 김현지 학생(원주의과대학

구축되었던 국제화/광역화 인력양성 프로그램
을 보다 확대·발전시킬 예정이다. 또한 사업단

김종배 교수, 직접 만든 휠체어 타고

김종배(작업치료학) 교수가 직접 만든 전동

발명하는 등 국내 장애인들의 환경 개선을 위

사이보그 올림픽 출전

휠체어를 타고 지난 10월 8일 스위스 취리히

해 힘쓰고 있다.

에서 열린 ‘제1회 사이배슬론’에 출전했다. 사

김 교수는 세계에서 출전한 12개 팀 중 9위에

원주연합기독병원) 설립 당시부터 지역의 건

간호학과 3학년)이 선정됐다.

이배슬론은 중증 장애인들이 특수 자전거, 전

머물러 메달 획득은 하지 못했지만 "대회장을

강과 교육, 사회봉사 등을 위해 헌신한 선교사

한편, 이번 합동 추모예배는 머레이 선교사

동 휠체어, 외골격 로봇 등을 이용해 승부를

가득 채운 응원 소리 속에서 내가 살아 있다는

들의 뜻을 이어가고자 지난해부터 매해 개최

(Dr. Florence Jessie Murray, 모례리, 1894.2.

겨루는 대회로 '사이보그 올림픽'으로 불린다.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하고 있다. 또한, 추모예배 중 모례리의료선교

16.~1975.4.14.), 쥬디 선교사(Rev. Carl Wes-

가슴 아래가 마비된 김 교수는 직접 만든 휠체

상과 쥬디장학상 시상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ley Judy, 주덕, 1918.4.10.~2008.1.3.), 마

어로 전동 휠체어 장애물달리기 종목에 출전

모례리의료선교상은 모례리 의료선교사의 선

우 선교사(Thelma Beidges Maw, 모우숙,

했다.

교정신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설립정신

1916.2.19.~2005.11.15.), 산더스 선교사(Ruth

김 교수는 25살 무렵 옥탑방 계단을 내려오다

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됐으며, 올해 수상자로

Saunders R. N. 손덕수, 1923.2.28.~2002.

굴러 떨어지면서 하반신이 마비됐다. 이후 장

장영인 선교사(방글라데시)가 선정됐다.

5.8.), 매슨 선교사(Dr. Donald S. Mattson, 마

애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기들을 끊임없이

쥬디장학상은 평생 우리나라에서 교육기관과

도선, 1930.3.22.~2011.12.29.) 등 5명의 선교

병원의 건립과 발전을 위해 헌신한 쥬디 선교

사를 기리기 위하여 마련됐다.

모례리의료선교상, 쥬디장학상 시상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요르단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병원장 윤여승)은 10월

최상급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한 경험과 콩고민

보건부 공무원 응급의료체계 개발

23일부터 11월 8일까지 요르단 보건부 공무원

주공화국 수도 킨샤사에서의 응급의료체계 구

아이티 허리케인 재난피해 구호기금

원주캠퍼스 RC프로그램 베리타스하우스(마스

특히 나눔 콘서트에는 원주캠퍼스에 재학 중

교육과정 개최

들을 대상으로 요르단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축을 시행한 경험을 토대로 한국국제협력단의

모금행사

터교수 김장생)는 허리케인 ‘매튜’로 인해 극

인 아이티 학생인 에반스가 아이티에 대한 자

위한 교육과정을 진행했다.

과제를 수주해 이 사업을 수행 중이다.

심한 피해와 고통을 입은 아이티를 위하여 모

세한 소개와 피해현황을 발표했으며 KOICA

이 교육과정은 요르단에 응급의료체계를 개

이번 교육과정에 참여한 10명의 요르단 보건

금행사를 진행했다.

연수생들의 다문화 공연이 이어졌다.

발·지원하기 위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국 공무원들은 과정 수료 후 요르단의 응급의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모금활동에서

이번 모금행사를 통해 모인 금액은 기아대책

사업으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료체계 구축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는 아이티가 현재 겪고 있는 고통과 실상을 전

기구를 통해 아이티 주민들에게 전액 전달될

이강현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했고, 11월 16일에는 ‘아이티 허리케인 극복을

예정이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위한 나눔 콘서트’(이하 나눔 콘서트)가 진행

권역외상센터 및 닥터헬기 사업 등 지역사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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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캠퍼스 소식

국제캠퍼스를 물들인 RC 공연의 향연

국제캠퍼스의 가을 정취를 고조시킨

했다. 특히 우리 대학 작곡과 07학번이기도 한

맨>에 삽입되어 학생들에게 친숙한 멜로디인

차여울 밴드

차여울은 “후배들 앞에서 하는 공연이라 더 정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이 이어졌다. 뒤이

성껏 공연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어 연주된 아놀드의 <피털루 서곡>은 국내에

눈과 귀가 즐거운 음악대학의

공연은 드라마 <내조의 여왕>의 OST로 잘 알

서는 초연된 곡이라, 더욱 의미 있는 공연이었

원드 오케스트라 공연

려져 있는 ‘사랑이야’로 시작되었다. 이어진 ‘봄

다. 모차르트의 <플루트 협주곡>에 이은 마지

이 오면’은 쌀쌀한 가을밤의 분위기를 한껏 따

막 정규곡은 나바로의 <리베르타도레스>였

뜻하게 만들어주었다. 클래식 작곡 전공자인

다. ‘해방자’라는 뜻을 가진 <리베르타도레스>

차여울이 직접 만든 곡들도 들어볼 수 있었다.

는 특히 아마존의 느낌을 생생하게 살린 곡이

특히 윤동주 시인의 시를 바탕으로 만든 곡 ‘또

었다. 공연의 중간 중간에 타악기 연주자들이

다른 고향’이 공연될 때에는 관객들 모두가 진

북을 들고 무대 앞으로 나와 곡 전체를 이끄는

지한 태도로 노래를 감상했다. 차여울 밴드는

가 하면, 목관악기 연주자들이 악기를 내려놓

유명 애니메이션 주제가를 응용한 ‘곰돌이 푸’

고 박수를 치기도 했다. 생생한 멜로디와 함께

에 이어 앵콜곡으로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를

이색적인 퍼포먼스가 진행되어, 학생들의 눈과

열창하며 공연을 마무리했다.

귀 모두를 만족시켜 주었다.

이번 공연에는 중간 중간 관객들이 함께 참여

또한 이번 공연은 사회자가 매 연주곡마다 간

할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

략한 해설을 해주어, 학생들이 어렵고 멀게만

다. SNS 참여를 통해 차여울 밴드의 친필사인

생각하던 클래식을 친근하게 즐길 수 있도록

CD를 증정하는 이벤트에는 특히 많은 학생들

했다. 연주곡과 관련된 간단한 상식과 뒷이야

이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었다. 차여울 밴드는

기를 들은 많은 학생들이 흥미로워 했으며, 공

공연이 끝난 이후 밀려드는 학생들에게 사인도

연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화배우 에델 머먼은 ‘뮤지컬 쇼보다 즐거운

‘레베카’나 <위키드>의 ‘Defying Gravity’와

해주고 함께 사진도 찍어주는 등 팬이 된 후배

이번 공연은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학생들의

인생은 없다’고 했다. 그만큼 뮤지컬이 화려한

같은 곡에서 배우가 고음을 매끄럽게 처리하

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주었다.

뛰어난 실력과 함께 국제캠퍼스의 후배들을

뮤지컬 갈라쇼로 중간고사의 피로

음악과 풍부한 볼거리를 통해 관객들에게 어

자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특히 신동필 배우는

마지막으로 지난 11월 23일 음악대학의 심포닉

위해 한 학기 내내 준비한 노력이 더욱 빛을

날리기

깨를 들썩일 만큼 즐거운 경험을 선사한다는

보컬 트레이너라는 안정된 길을 뒤로 하고 뮤

윈드 오케스트라가 2학기 RC 공연의 대미를

발한 공연이었다. 멋진 클래식 공연을 본 학

뜻이다. 학생들의 중간고사가 막 끝난 지난 10

지컬 배우의 꿈을 추구했던 자신을 <맨 오브

장식했다. 이철웅 교수가 지휘를 맡은 이번 공

생들은 공연자들의 땀방울에 아낌없는 박수

월 26일, 국제캠퍼스에서는 시험기간의 노고

라만차>의 돈키호테에 ‘비유하며 Impossible

연은 정규 연주곡 5곡과 앵콜 2곡으로 저녁 7

를 보냈다. 이철웅 교수도 제자들의 연주와 학

를 풀어 줄 경쾌한 리듬의 뮤지컬 공연이 열렸

Dream’을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시부터 8시까지 한 시간 가량 펼쳐졌다.

생들의 열띤 성원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특히

다. RC교육원이 김정, 김규리, 신동필 배우를

공연을 관람한 유세은(심리학과, 15) 학생은

공연은 쇼스타코비치의 <축전 서곡>으로 시

2016년 2학기의 마지막 RC 프로그램이었던

초대해 뮤지컬 갈라쇼를 마련한 것이다.

“평소 좋아하던 뮤지컬 곡을 직접 들으면서 전

작되었다. 학생들은 즐거운 축제에 온 것처럼

이번 공연은 송도 캠퍼스와의 헤어짐을 앞두

뮤지컬은 뮤지컬을 원작으로 한 영화들이 인기

율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뮤지컬과 음악 연

활기차면서도 웅장한 느낌을 주는 첫 곡에 금

고 있는 학생들의 아쉬움을 달래주기에 충분

를 끌면서 대중들에게 더욱 친근한 장르가 됐

주회가 많이 개최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러

세 빠져들었다. 첫 곡이 끝나자, 영화 <킹스

한 좋은 공연이었다.

다. 특히 <지킬 앤 하이드>의 주제를 담고 있는

한 학생들의 기대에 부응해, RC교육원에서는

아리아 ‘지금 이 순간’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앞으로 인디밴드인 차여울 밴드 공연과 음대

가장 많이 불리는 곡으로 꼽힐 만큼 인기가 있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다. 이번 갈라쇼에는 <지킬 앤 하이드>, <오페

선선한 바람과 단풍이 가을을 알리던 11월 2일

라의 유령>과 같이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뮤지

밤에는 가을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RC 공

컬의 메인 넘버와 <서편제>와 같은 한국 창작

연이 열렸다. 이번 공연의 주인공은 인디 밴드

뮤지컬의 넘버를 고루 들어볼 수 있었다.

인 차여울 밴드. 보컬 차여울과 기타 유종훈으

이날 공연을 찾은 많은 관객들은 배우들의 공

로 구성된 차여울 밴드에 더욱 완성도 있는 무

연에 연신 열띤 성원을 보냈다. <레베카>의

대를 위해 객원 멤버인 퍼커션 한상옥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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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INSIDE 국제캠퍼스 소식

진로탐색의 달, Find Your Dream!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다시 한 번 사춘

대한 개괄적인 강연을 진행했다, 이우곤 소장

글로벌융합공학부 김현준 학생,

‘인재’를 규정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뛰어난 지

수상했고, 올해는 ‘이매진컵(Imagine Cup)’에

기를 겪는다고 한다. 특히 부모님과 선생님이

은 학생들에게 본격적으로 취업 시장에 뛰어들

2016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적 능력, 체력, 카리스마 등 인재에게 필요한

출전해 청각장애아동의 학습을 도와주는 프로

시키는 대로 따르는 삶을 살다가 대학교에 진

기 전까지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고, 회사와 직

여러 자질 중 하나가 바로 ‘타인에 대한 배려와

그램 개발로 세계대회 준결승에도 진출했다.

학한 이후로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고민을 시작

무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

공동체의 발전’일 것이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올해 수상자는 고교생 50명, 대학생 40명, 청

하게 되는 경우 더욱 혼란스럽다. RC 프로그

다. 둘째 날부터는 본격적으로 각 직무별 선배

이처럼 창의와 열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년 일반 10명 등 총 100명으로 중앙심사위원회

램은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제캠퍼스의 신입

들의 특강이 진행되었다. 윤종수 유엔 지속가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발전시킨 인재에게

서류 심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선정되었다. 모

생들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해나갈 동력을 얻

능개발센터 원장은 국제기구 취업을 위한 설명

수여되는 상이다.

든 수상자는 교육부장관상과 함께 상금 300만

도록 해 준다. 2016년이 얼마 남지 않은 11월,

과 함께 학생들이 참여해 볼 만한 인턴십도 소

글로벌융합공학부는 2013년 남궁석 학생,

원을 받았다. 김현준 학생은 “평소 가장 중요

RC교육원은 곧 신촌으로 떠날 아기 독수리들

개해 주었다. 회계사 업무와 금융감독원에 대

2015년 최지혜 학생에 이어 올해로 세 번째 수

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인 정직과 성실을 바

의 성공적인 비행을 응원하기 위해 ‘진로탐색

해 설명한 금융감독원 구차성 선임검사역의 강

상자를 냈다. 글로벌융합공학부 2학년 김현준

탕으로 우리나라에, 나아가 세계에 선한 영향

의 달’ 행사를 개최했다.

연을 들은 김유림(경영 16) 학생은 “평소 회계

학생이 2016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한 것이

력을 미치는 리더로 성장하겠다.”고 수상 소감

RC 교육원은 진로탐색의 달 행사에서 학생들

업무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 강연을 통해 유

다. 김현준 학생은 평소 컴퓨터 프로그래밍 분

을 밝혔다.

이 직업을 탐색하고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야의 탁월한 능력을 바탕으로 청각 장애인 등

매주 월, 화요일마다 강연을 열었다. 이번 행사

여덟 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진로특강에는

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술 개발에 기여해왔

는 국제기구, 창업, 금융공기업, 이공계 연구,

매 강연마다 강의실이 가득 찰 만큼 많은 학생

다. 2014년에는 한국정보올림피아드 대상을

방송, 외국계 IT 기업 등 다양한 직군에서 근무

들이 관심을 가졌다. 곧 국제캠퍼스를 떠나 신

하는 선배들이 직접 준비한 8차례의 강연으로

촌으로 향할 1학년 학생들이 취업과 미래에 대

구성되어 있었다.

해 건설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특강 첫 날에는 이우곤 HR 연구소장이 취업에

되었길 기대해본다.

2016 국제신진아티스트 초청 전시회
“글로벌 아트 시장을 큐레이팅하다”

언더우드국제대학 테크노아트학부 문화디자

팀의 글로벌 온라인 홍보 활동을 통해 회화,

인경영(Culture & Design Management) 전

패션, 건축, 사진, 영상 등 5개 분야에서 국제

공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국제신진아티스트

적으로 활동 중인 신진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초청 전시회’가 지난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5

공모전을 통해 마련되었다. 19개국에서 활동

국가고시지원센터와 함께하는

나날이 심해지는 취업난 속에서 상당수 학생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등을 솔

일간 백양누리 무악 로터리홀에서 개최됐다.

중인 301명의 신진작가들이 700점이 넘는 작

제4회 RC특강

들이 국가고시 응시를 준비한다. 하지만 국가

직하게 이야기해주었다.

‘글로벌 아트 시장 혁신의 도식화’라는 주제로

품을 제출했으며, 국내외 저명한 대학교수 및

고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얻지 못해 어

둘째 날은 법학전문대학원과 외무고시를 주제

개최된 이번 전시에는 국제적으로 활동 중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심사위원장 생

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 이에 RC교

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현재 로스쿨에 재학 중

17명의 신진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됐으며, 천

활디자인학과 이지현 교수)이 엄정한 심사를

육원은 연세대학교의 국가고시지원센터와 연

인 박제인(영어영문학과 11) 선배가 로스쿨 지

여 명의 교내외 관계자, 학생 및 기업, 동문 등

통해 총 25명의 수상자를 선발했다. 이번에 개

계해 지난 11월 9, 10일 양일간 RC 특강을 진

원 계기와 학점 관리, LEET 공부법, 관련 활동

국내외 외부 방문객들에게 예술을 통한 공감

최된 전시회에는 수상 작가들 중 17명의 작품

행했다.

등 로스쿨 입학 준비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 알

의 장을 선사했다.

이 전시됐다.

첫날은 5급 공채시험(행정고시, 기술고시)에

려주었다. 또, 2014년 외무고시를 합격한 정연

본 전시회는 언더우드국제대학 문화디자인경

전시 기간 동안 문화브랜드마케팅관리, 소비

관련된 내용으로 특강이 진행되었다. 국가고

이(영어영문학과 09) 선배는 3년간의 외무고

영전공(책임교수 고은주)이 주최하고, 미술과

와 패션트렌드 등 다양한 수업도 진행되었다.

시 지원센터장 안강현 교수의 인사말을 시작

시 준비 과정을 직접 소개해주었다. 실무진 특

건축으로 저명한 플로렌스대학이 파트너로 참

전시장이 예술문화공간이자 창의적인 사고와

으로 합격자 사례발표가 있었다. 2015년에 합

강에서는 심기하 검사가 법조인으로서의 업무

여했으며, 예술경영수업 수강생들이 전시기획

혁신적인 교류, 접근을 할 수 있는 교육의 장

격한 진성익(행정학과 08), 이성진(건축학과

를 소개하고 검사로서 가져야 하는 태도와 가

과 마케팅을 담당했다. 또한, 영문 문화매거진

이 된 것이다. 또한, 작가들과의 만남, 교내외

09) 학생이 각자 시험을 준비하던 시절 활용

치에 대해 이야기했다.

<ACCESS>는 이번 전시회에 참여한 작가들의

주요 관계자들의 미래창업 및 문화경영에 관

했던 공부 방법과 학습 동기에 관한 진솔한 이

RC특강에 참여한 학생들은 강연자에게 각자

인터뷰와 작품 해설이 담긴 전시 도록을 특별

한 강연도 진행되었다. 미래의 문화디자인산

야기를 털어놓았다. 뒤이어 이어진 실무진 특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등, 매번 열정적인 태도

호로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ACCESS>는

업을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큰 격려와 좋은 경

강에서는 2012년에 합격하여 현재 행정자치부

로 강의를 들었다. 이번 특강은 RC 학생들이

2014년부터 지속 가능한 문화, 특히 한국문화

험이 된 진정한 융합교육과 산학현장교육의

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종훈(법학과 06) 사무

국가고시에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을 뿐만 아

의 정체성을 해석 및 연구하여 국내외에 알리

자리였다.

관이 학생들 앞에 섰다. 특히 박종훈 사무관은

니라 현직 선배들도 직접 만나볼 수도 있는 좋

고 있는 연세대학교 유일의 영문 문화잡지다.

현장에서 실제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은 기회였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5월 한 달 간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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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스토리
House Story
전인교육의 혁명, Holistic Education
언더우드국제대학

언더우드국제대학 테크노아트학부 정보·인터

상, 설치미술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했다는

정보·인터랙션디자인 졸업전시회

랙션디자인 전공(Information and Interac-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학생들은 모션그래픽부

전인교육을 목표로 국제캠퍼스를 새로 조성한 우리 대학교는 기숙사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최

tion Design, 이하 IID)의 제2회 졸업전시회가

터 아트 포스터, 게임, UX/UI디자인에 이르는

이를 교육에 접목하고 있다. 바로 Holistic Education(이하 HE)이라고 불리는 이 교육은 세 개의

지난 10월 22일 백양누리 무악로타리홀에서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였다. 인터넷 중독

파트, 즉 봉사, 예술,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소에 할 수 있는 것부터 쉽게 접할 수 없는 것까지

열렸다. 2012년 신설된 테크노아트학부는 기

자를 위한 익명 SNS, 도시의 잃어버린 색깔을

다양한 내용들을 배울 수 있어 흥미롭고 특별하다는 국제캠퍼스의 HE에 대해 알아보자.

술, 경영, 디자인을 아우르는 미래지향적 융합

되찾아가는 모바일 게임, 선의 아름다움을 살

학부다. 특히 IID 전공은 인간 중심의 디자인

린 일러스트 작품 등 다채로운 전시작품들이

원칙에 기반한 효과적인 정보 체계를 개발하

많은 이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고, 새로운 형태의 인터랙션을 탐색하여 시대

IID의 강연아 전임교수는 “졸업전시회를 할 때

에 맞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를 양

마다 학생들의 뜨거운 열정과 일취월장한 실

HE1의 구성은 봉사로 되어 있다. 송도는 지리적 특성상 서울 내 봉사활동 참여가 녹록지 않다. 이

성하고 있다. 이번 제2회 IID 졸업전시회는 많

력을 볼 수 있어 기쁘다. 학생 개개인이 즐기

에 대한 봉사를 제공해주는 것이 바로 HE1이다. 더욱이 겉핥기 식의 봉사가 아닌 제대로 된 교육

은 관심과 기대 속에 10일간 진행되었다.

면서 준비하도록 했는데, 다양한 주제와 표현

을 바탕으로 참된 봉사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다.

‘GYRO’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졸업전시회

방식이 나타나 의미 있는 전시회였다고 생각

대표적인 예로는 ‘연인’이 있다. 연인 과목은 연세대학교와 인천 내 초·중·고등학교가 연계하여

에는 총 16명의 IIID 학생들이 자신의 작품을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졸업전시회에는 우리

교육 봉사를 하는 것이다. 캠퍼스 밖에서 봉사를 하며 자신의 재능을 기부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

선보였다. ‘GYRO’는 라틴어로 ‘회전하다’, ‘고

대학 교직원, 재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

가 있다. 이동, 수업 준비로 꽤 힘들 수 있는 일정이지만 학생들은 봉사에서 얻는 기쁨으로 피로를

리’라는 뜻으로 하나의 디자인적 바탕을 기반

해 학생들의 새로운 도약을 축하했다.

잊는다. 멘티들과 친해져 멘토링이 끝날 무렵 같이 치킨과 피자를 먹으며 마무리하는 정겨운 모습

으로 학생 각각의 개성을 앱디자인, 게임, 영

봉사의 삶! HE1

도 종종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미추홀 에스코트’가 있다. 기숙사까지 오는 길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지역 경찰서
와 연계하여 자전거를 타면서 학생들을 지켜주는 봉사활동이다. 자신의 자전거에 학생들의 안전
이 달려있다는 책임감에 사뭇 진지함을 보이는 학생들도 많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송도의 아름다
운 야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숨겨진 이점이다.

예술의 경험! HE2
HE2의 구성은 예술분야로 되어 있다. 강의식 수업부터 직접 경험하고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수업
까지 다양한 강의가 있다. ‘스무 살 동서양 고전을 만나다’라는 강의는 한 명의 교수님이 만들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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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업이 아니다. 매 수업마다 내외부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다양한 과목에 대
한 지식을 넓혀 제너럴리스트로의 기반을 학생들이 다질 수 있게 해준다.
‘유화’, ‘클래식 통기타’, ‘합창’ 등은 직접 경험하는 강의이다. 작품을 만들어 학기말에 전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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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을 하고 채플에서 결과물을 보여주기도 한다. 작품들은 보통 종합관에 전시되며 흥미로운 작
품도 꽤나 보인다. 직접 예술관을 찾아가 음악을 듣는 것이 과제인 강의도 있다. 덕분에 오케스트
라의 아름다운 선율도 느끼고 예술적 감수성도 기르게 한다.

휴머니티의 길을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HE3

열어가는 곳,

HE3는 신체 활동과 관련이 있다. 축구, 농구, 야구, 헬스 등 평소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가양4종합사회

있지만 이를 보다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다. 원리를 구체적으로 배운 뒤 직접 활동함으로써 자신
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헬스 강의 인 ‘Body for Life’는 마구잡이 식으로 운동을 하던 학생들에
게 더욱 좋은 강의다. 더욱 효과적이고 안전한 운동법을 배우면서 잘못된 점을 바로 고쳐 나갈 수

복지관

있기 때문이다.
물론 HE3에는 이렇게 항상 보던 것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펜싱이 더욱 호평을 받고 있는 까닭이
다. 그저 올림픽 기간에만 볼 수 있었던 펜싱을 강의를 통해서 직접 배우고 경험할 수 있다. 한 번
펜싱의 재미에 빠진 학생들이 강의가 끝난 후 펜싱 동아리에 지원을 했다는 것은 잘 알려졌다. 이

[후원분야]

우리 대학의 창립 이념인 진리와 자유의 뜻을 따라 희생과 사랑의 마음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기
관이 있다. 강서구 가양2동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위치한 연세대학교 가양4종합사회복지관은 몸

외에도 ‘양생체조’, ‘포크댄스’ 등의 강의를 통해 학기말에 댄스 페스티벌에 참여할 수 있다.
HE는 이전의 교육과는 확연히 다르다. 원리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경험을 통한 활용, 습득이 동시
에 이루어진다. 한 학기만에 모든 것을 완성시킬 수는 없지만 앞으로 더 배워갈 원동력을 준다. 각

결연후원

기금후원

물품후원

어려운 이웃
(아동, 어르신)과
1:1 결연후원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복지사업 기금 후원

일상생활용품 등
물품을 통한 나눔

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HE가 이끌어 간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취재 : 지상근 학생기자)

어 주민들에게 살맛나는 마을을 만들고자 1996년 설립됐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아동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분야에서 기초에 대한 완벽한 학습은 이를 가능하게 한다. 단순히 지식만 가르쳐주는 것으로 한정
될 수 있는 대학의 의미를 더욱 확장시킨 교육의 혁명이다. 앞으로 여러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새

과 마음이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희망과 기쁨과 행복의 마중물이 되

[자원봉사 분야]

특히 가양4단지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복지관에서는 무료급식지원사업을 실

무료급식사업

학습지도

노력봉사

경로식당, 도시락배달,

아동, 청소년

뒤뜰까페, 김장나눔 등

밑반찬 배달

학습지도

행사 진행시 수지모집

시하고 있다. 하루 140여 분의 무료급식을 진행하며 30여 분의 도시락 배달을 통해 결식을 예방
하고 신체적·심리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복지관은 학교 내 다양한 자원들과 지속적인 연계와 협업을 통해 아동, 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세브란스 어린이병원과 방문 진료를 연계해 아동의 질병 예방에 힘쓰는 것은

[후원 및 자원봉사 문의]

물론 치료 아이 발견 시 세브란스 어린이전문병원에서 직접 조기발견 및 치료를 지원받고 있다.

홈페이지(www.yonseigayang.or.kr)와 전화신청
으로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07년부터는 여름방학마다 학교 교직원 및 법인 직원들의 자녀들과 함께 ‘청소년 자원봉사 아

문 의 : 가 양 4 종 합 사 회 복 지 관 ( T. 0 2 - 2 6 6 8 6689/1231, www.yonseigayang.or.kr)

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직접 자원봉사를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자원봉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2006년부터 우리 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리더십센터와 협력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다. 우리 대학교 재학생이 아동·청소년의 짝꿍 멘토가 되어 1년 동안 정서·진로·학습·
문화 멘토링을 진행하며 다양한 문화적 경험과 정서적 교류를 나눔으로써 멘토·멘티가 삶의 비
전을 세우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온 가양4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 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해 온 지 올
해로 20년을 맞이했다. 복지관 관계자는 “‘그동안 한마음으로 함께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
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힘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되어 살맛나는 마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고의 감동, 최고의 만족, 최고의 즐거움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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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준 교수

홍태경 교수

KSIAM-금곡 학술상 수상

올해의 과학자상 수상

최희준 교수(수학과)가 2016년 KSIAM-금곡 학술상을 수상했다. 최 교

홍태경 교수(지구시스템과학과)가 한국과학기자협회가 뽑는 ‘올해의

민동준 교수

이상우 교수

수는 수학계의 지평 확대와 내실화에 힘쓰고 수학 연구자들 간의 협력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홍 교수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백두산

대한금속재료학회 회장 선출

신임 한국미디어경영학회 회장 선출

을 위해 노력하는 등 우리나라 수학 연구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

분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로 지진학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인 공로

았다. 금곡 학술상은 한국산업응용수학회(KSIAM)가 응용수학 및 계산

를 인정받았다.

수학 분야와 계산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이룩하여
민동준 교수(신소재공학부)가 지난 10월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

이상우 교수(정보대학원)가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제11대 회장으로 선

된 대한금속재료학회 2016년 정기총회에서 대한금속재료학회 47대

출되었다. 12월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한국미디어경영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17년 1월부터 1년이다. 재료 관련 산업

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취임하며 임기는 1년이다.

해당 학문의 진보에 기여한 국내외 한인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체, 학교, 연구소 연구자 등 총 1만 5천여 명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허준행 교수

대한금속재료학회는 활발한 학술활동을 펼치며 금속 및 재료 관련 학

제26대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당선

술발전과 산업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허준행 교수(토목·환경공학과)가 지난 11월 4일 실시한 제26대 한국수

박기영 교수

조화순 교수

자원학회 회장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됐다. 2017년 1월 한국수자원학

UNEP 산하 연구 공모 당선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장으로 선출

월까지다.

박기영 교수(경제학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금융투자 방안을

조화순 교수(정치외교학과)가 지난 11월 11일 열린 사이버커뮤니케이

주제로 한 연구 공모에 당선되어 스탠포드 대학 연구팀과 함께 1년

션학회 정기총회에서 제16대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조 교수는 현재 우

동안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 유엔 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EP

리 대학교 사회과학데이터 연구혁신센터장, 브레인코리아 사업단장

Finance Initiative) 산하 기구가 주최한 본 공모에는 전 세계 20여개

등을 맡고 있다. 임기는 1년이다.

회 정기총회에서 취임할 예정이며, 임기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주 교수
제30회 약의날 기념 보건복지부장
관상 수상

연구팀이 지원했으며 최종 선발된 박 교수팀은 1년간 연구비 12,500
유로 지원과 함께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미래 100년을 향한 연세의 새로운 도전에

황성주 교수(약학과)가 30회 약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

Trucost 데이타베이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창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300여 명의 단체장, 약업인들이
모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만들자고 다짐했다.

서영준 교수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천진우 교수
홍대식 교수

3년 연속 세계 상위 1% 연구자 선정

대한전자공학회 회장 선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서영준 교수(원주 이비인후과)가 지난 11월 2

천진우 교수(화학과)가 톰슨로이터 학술정보서비스 클래리베이트 애

일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한 ‘헬스케어·농어촌자원 부문 공

널리틱스(Clarivate Analytics)가 지난 11월 16일 공개한 ‘2016년 세계

홍대식 교수(전기전자공학부)가 대한전자공학회 제47대 회장으로

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제4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천진우 교수

선출됐다. 대한전자공학회는 지난 11월 26일 대구 EXCO에서 정기총

에서 헬스케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는 3년 연속 HCR 1% 연구자로 선정되었다.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

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2017년 1월 1일 취임하며 임기는 1

서 교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이용한 조기 난청검진 어플리케이

는 21개 과학 분야에서 3,000여 명의 연구자를 선정했고, 그 중 국내

년이다.

션 개발’이라는 주제의 제품개발 아이디어로 이 상을 수상했다.

에서 연구성과를 낸 한국 국적 연구자는 2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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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INSIDE 공연소식

공연소식
금호아트홀 연세 공연 안내
12.1(목) 20:00
공연명 더블베이스 독주회
출연자 Double Bass 장린
주최 ㈜마스트미디어

공연내용 계원예고와 서울대 음대를 졸업
하고 뉴잉글랜드 음악원 석사, 미시간 주립
대학교 박사학위를 취득한 더블베이시스
트 장린은 American Fine Arts Festival’s
Golden Era of Romantic 국제콩쿨에서 1
위를 거머쥐며 그 명성을 알리기 시작했다.
장엄하고 육중한 바디의 악기인 더블베이스
의 독주회는 악기의 특성상 공연장에서 솔
로악기로의 형태로는 눈에 띄지 않으나, 이
번 공연에서는 악기의 솔리스트적인 면모를
가감없이 선사하여 보테시니의 작품 Elegia
와 Passione Amorosa, la sonnambula,
힌데미트의 소나타를 연주할 예정이다.

12.3(토) 15:00
공연명 사랑x감동=나눔

콘서트
출연자 Piano 김예지, 양명진
주최 유니온앙상블

공 연 내 용 유 니 온 앙 상 블 ( YO U n I o n
Ensemble)의 이름은 영어의 YOU(당신)와
I(나)를 함께 포함한다는 뜻으로 영어단어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뜻의 전달 목적으로 새
롭게 만든 단체명이다. 연합, 결합을 뜻하는
union이란 단어를 함께 내포하여 서로 전
혀 다른 모습과, 다른 취향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궁극적으로는 자
립과 더불어 삶이란 두 가지의 이상향을 음
악을 통해 보여주고, 실천하고자 2013년 창
단되었다. 이번 콘서트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다양한 장르의 연주자들의 긴밀한 협
동으로 이루어내는 조화로운 음악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하나의
무대를 이룰 수 있음을 관객들과 공유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더불어 삶”의 두 가지
이상향의 실현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한 목
적으로 기획되었다.

12.3(토) 19:30
공연명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수석연주자
와 함께하는 서울 플루트 트리오
출연자 Flute. 김소연 윤현임, Philipp
Jundt
Concert Master. Florian
Sonnleitner
Concert Master 2nd Violin.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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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al Flute. Henrik Wiese
Principal Oboe. Ramón Ortega
Quero
Piccolo. Natalie Schwaabe
Piano. Lukas Maria Kuen
주최 Seoul Flute Trio
공연내용 서울 플루트 트리오는 그동안 베
를린 방송 교향악단, 뮌헨 필하모닉, 바이에
른 방송 교향악단,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
라 등 독일과 유럽의 저명한 오케스트라 플
레이어들과 멋진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통해
청중에게 그 어디서도 듣기 힘든 수준 높은
앙상블을 선사해 오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
는 세계 정상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의 수석 연주자들과
매번 긴밀한 호흡을 통해 그 음악적 깊이를
더해가고 있는 서울 플루트 트리오(김소연,
윤현임, 필립 윤트)의 세계적 수준의 앙상블
사운드를 만나볼 수 있다. 프로그램으로는
이베르, 슈만, 쇼팽, 모차르트, 베토벤 등의
곡이 연주될 예정이다.

12.4(일) 19:30
공연명 박은경 피아노 독주회
출연자 Piano 박은경
주최 음악교육신문
공연내용 서울대학교를 우등 졸업 및 피아
노과를 실기 수석으로 졸업하여 현재 순천
대, 백석콘서바토리, 계원예고에 출강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박은경은 국내 다수의 공
연장에서 독주회를 가지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피아니스트이다. 이번 공연의 프
로그램은 모두 바흐의 곡으로 프랑스 모음
곡 5번, 평균율 클라비어, 토카타 7번과 파
르티타 2번이 연주될 예정이다.

12.5(월) 20:00
공연명 연세음악아카데미합창단
정기연주회
출연자 연세음악아카데미합창단
주최 연세음악아카데미합창단
공연내용 연세음악 아카데미합창단은
2005년 3월 연세대 생활환경대학원 여성
최고고위자과정을 수료한 동문 중에서 음악
을 사랑하는 동문들이 모여 창단한 TMP 동
창회 산하 기관으로, 그동안 10회의 정기공
연과 여러 차례의 자선공연을 통하여 모교
의 발전에 기여했다. 또한 순직 경찰관, 소
방관 자녀 탈북학생,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
교후배를 위한 장학금, 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어린 환자를 위한 수

술비, 때로는 기아로 고통 받는 아프리카 어
린이 등을 돕는 나눔을 실천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으로 이웃을 돕는 나눔을 위
한 희망 음악회로 이어오는 합창단이다.

12.6(화) 20:00
공연명 제25회 사랑의 플룻콘서트
<음악 산타>
출연자 사랑의 플룻콰이어
지휘 이철호
협연: Flute 이주희, 윤혜리
음악감독 배재영
주최 사)서울나눔뮤직그룹
공연내용 사랑의 플룻콰이어는 1992년 창
단되어 국내 유수 교향악단의 플루트 주자
들과 신예 연주자들이 함께 모여 음악을 통
한 사회공헌과 재능 기부를 실천하고 있
는 국내 최고의 플루트 오케스트라이며 이
번 공연에서는 음악을 통해 사랑과 나눔의
의미를 전하는 자선음악회로 진행된다. 프
로그램으로는 스트라우스의 오페라 <박쥐
‘서곡’>, 바흐의 <칸타타 208번 ‘양들은 평
안히 풀을 뜯고’(편곡. 안성민)>, 비오티의
<두대의 플루트와 플루트 오케스트라를 위
한 협주곡 3번>등이 연주될 예정이다.

12.7(수) 20:00
공연명 변보경 귀국 클라리넷 독주회
출연자 Clarinet 변보경 Piano 이유빈
주최 윤예술기획
공연내용 클라리네티스트 변보경은 최근
보스톤 챔버 오케스트라와 일본투어에 참가
하며, 국내외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연
주자이다. 국내외 다수 콩쿨에서 1위를 수
상하여 실력을 인정받았고, 실내악과 오케
스트라에도 관심이 많아 다양한 레퍼토리
의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프로그램으로는
도나토니의 <클라리넷 독주를 위한 클레어
>, 리옹의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소
나타>, 카스텔누오보 테데스코의 <소나타
Op.128>등이 연주될 예정이다.

12.8(목) 20:00
공연명 소프라노 나경혜와 함께하는 제자

음악회
출연자 Soprano 박은진, 이지영, 류지혜,
전현정, 조주현, 신영미, 진수아,
도희선
Mezzo Soprano 이소연
Tenor 이홍재

Baritone 조상현, 손준호
주최 영음예술기획
공연내용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에 교수로
재직중인 소프라노 나경혜 교수의 제자음악
회로 국내 각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제자들이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프로
그램으로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편지의 이중창’>, 모차르트의 오페
라 <후궁으로부터의 탈출 중 ‘아 나는 사랑
했었네’>, 이흥렬의 <꽃구름 속에>, 거슈윈
의 오페라 <포기와 베스 중 ‘섬머타임>, 비
제의 오페라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
임긍수의 <강 건너 봄이 오듯>등이 연주될
예정이다.

12.10(토) 19:30
공연명 트리오 블랑 연주회
출연자 Violin 안희전 Cello 오유진 Piano
민은나
주최 JJ예술기획
공연내용 현재 연세대학교 박사과정에 재
학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안희전, 첼리스트
오유진, 피아니스트 민은나는 많은 오케스
트라와 협연뿐만 아니라 각자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고있는 연주자들이다. 프로그램으
로는 베토벤의 <피아노 트리오 3번>, 라벨
의 <피아노 트리오>, 브람스의 <피아노 트
리오 3번>이 연주될 예정이다.

12.12(월) 20:00
공연명 서울음악원 정기연주회 ‘내 마음의
클래식’ #1 클래식 문인화와 만나다
출연자 Soprano 곽연희, 이혜진, 서회수,
이정아
Tenor 김상곤, 김상진
Bass 전희진 Piano 김혜정
주최 서울음악원
공연내용 서울음악원의 정기연주회 ‘내 마
음의 클래식’은 성악가들과 한국문인화협회
가 함께 하는 공연으로, 국내의 저명한 문인
화 작가의 작품을 배경으로 성악곡이 펼쳐
질 예정이다. 동심초, 내 마음, 눈 등 한국가
곡의 멋을 한껏 느껴볼 수 있는 공연이다.

12.13(화) 20:00
공연명 스케치 VI 정기연주회
출연자 Soprano 나경혜, 조경화, 이윤숙,
최영심, 김수진, 이선영
Piano 민소영
주최 영음예술기획

공연내용 음악대학 나경혜(소프라노) 교수
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스케치’ 콘서트는 실
력있는 소프라노 성악가로만 구성, 한국가
곡만으로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나경혜 교
수는 연세대 음대를 졸업하고 비엔나 국립
음대 오페라과 졸업, 리트와 오라토리오과
수료 및 오스트라아 문화예술부장관상을 수
상하였고 독일 아헨 오페라단 전속 주역배
우로 활동하였다. ‘스케치’ 콘서트는 여섯 번
째의 정기연주회를 맞이하여, 그들의 음악
적 열정을 더욱 불태우는 무대가 될 것이다.

12.16(금) 20:00
공연명 오류림 피아노 독주회
출연자 Piano 오류림
주최 마스트미디어
공연내용 피아니스트 오류림은 독일
Dresden 국립음대의 전문연주자과정과 최
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서귀포 예술
영재교육원, 국립제주대학교 예술디자인대
학 음악학부에 출강하여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다. 독일 유학 당시 오케스트라와 협연 뿐
만 아니라 국내 다수의 공연장에서 독주와
실내악 연주로 꾸준하게 관객들을 찾아가고
있으며, 2016년 제주문화예술재단 신진예술
가로 선정되어 금호아트홀 연세와 서귀포시
김정 문화회관에서 2회의 독주회를 개최한
다. 프로그램으로는 프로코피예프의 <피아
노 소나타 2번>, <피아노 소나타 3번>, <피
아노 소나타 6번>이 연주될 예정이다.

12.17(토) 19:30
공연명 첼로프로젝트 제3회 정기연주회
출연자 Cello 남정현, 박진영, 임재성, 장우
리, 조은
Piano 박영성
주최 이든예술기획
공연내용 5인의 첼리스트로 이루어진
<Cello Project>는 2016년 2월과 3월 예
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Classy Lounge
와 J. S. Bach & L. v. Beethoven 전곡연주
회 “Cello Project Double B” 콘서트로 대
중들에게 첫 선을 보였다. 이들은 매 시즌마
다 획기적인 기획력과 프로그램 구성을 통
해 점차 그들의 음악을 보다 많은 대중들
에게 소개하고자 하는데, 이번 공연에서는
“Virtuosity Unlimited”라는 테마로 기교넘
치는 바이올린곡들을 첼로를 통해 관객들을
만난다. 프로그램으로는 이자이의 <소나타
3번>, 파가니니의 <카프리스 5, 11, 24번>,
헨델의 <두 대의 첼로를 위한 파사칼리아>,
비탈리의 <샤콘느>, 사라사테의 <치고이네
르바이젠> 등이 연주될 예정이다.

12.18(일) 20:00
공연명 Villa-Lobos가 전하는 브라질 이야
기 -피아노 독주회
출연자 Piano 김레다
주최 주한 브라질문화원
공연내용 현재 주한 브라질 문화원 부원
장으로 활동 중이며, 중앙대 예술대학원 교

수로 재직 중인 피아니스트 김레다는 브라
질 상파울로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수
많은 콩쿠르를 석권하며 음악 영재로 주목
을 받았다. 12세 때에는 마에스트로 Eleazar
de Carvalho가 지휘하는 상파울로 심포
니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브라질 음악
계에 공식 데뷔하였으며, 줄리어드 음대 및
컬럼비아 대학을 졸업해 세계 각국에서 활
발한 연주활동을 지속하였다. 빌라 로보스
는 브라지를 대표하는 작곡가로, 민족의 풍
속ㆍ민요 등을 연구하여 작품에 민족적 특
징을 반영한 수많은 작품을 낳았고, 교향곡
및 1,300여 곡을 다작하여 브라질 예술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그의
작품으로만 구성되어 브라질민족의 음악성
을 느껴볼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12.21(수) 20:00
공연명 <연세 클래식> 크리스마스 선물:
조재혁 Piano, 김지영 & 이영철
Ballet
출연자 Piano 조재혁
Ballet 김지영, 이영철, 김현웅 외
Choreography 유회웅, 이영철
주최 (재)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
금호아트홀 연세
공연내용 2016년 금호아트홀 연세의 마지
막 기획공연은 어디에서나 볼 수 없는 피아
노와 발레의 콜라보레이션 무대로 진행된
다. 감성과 지성을 겸비하고 과장없이 섬세
한 완성도를 추구하는 연주로 정평이 나있
는 피아니스트 조재혁과 1997년 국립발레
단에 최연소로 입단하여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과 국립발레단 부설 발레 아카데미 교
장으로 후진양성에도 열정을 쏟고 있는 국
립발레단 수석무용수 김지영, 뛰어난 연기
력과 춤 실력으로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이영철, 미국 워싱
턴발레단의 수석무용수로 활동하다가 다시
돌아와 해외 무대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유
감없이 펼치고 있는 국립발레단 게스트 수
석무용수 김현웅이 무대에 오르며, 한국예
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국립발레단에서 활
동하고 한국공연예술센터가 선정한 차세대
안무가에 이름을 올린 안무가 유회웅이 이
번 공연의 안무를 맡아 작품을 선보인다.

12.23(금) 20:00
공연명 미시간 피아노 카메라타
정기연주회
출연자 Piano 강지은, 김재희, 장미화,
김정권, 이소진, 이중희, 김현주,
주연수, 설윤경
주최 영음예술기획
공연내용 미시간 피아노 카메라타
(Michigan Piano Camerata)는 미시간 주
립대학교 동문을 주축으로 설립된 연구 단
체로 다양한 시대의 작품을 연구하고 개발
하는 데 주력하여 피아노 음악에 대한 다양
한 연주법의 고찰 등 바람직하고 학구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단체이다. 금호아트홀, 세
종체임버홀, 예술의전당 등지에서 10회의

정기연주회를 개최해 왔으며 2016년 창단
10주년을 맞이하여 건반악기의 폭넓은 음
악세계를 전하고자 기획하고 있다. 매 연
주마다 춤곡 등의 특정 장르 혹은 한 작곡
가 등을 레퍼토리로 삼아 깊게 연구하고 연
주학적으로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져왔으며
2016년 11회의 정기연주회에서는 다양한 작
곡가와 작품을 중심으로 선보이고자 한다.

12.24(토) 19:30
공연명 This is Piano 피아노 블러바드
출연자 Piano 블러바드
주최 (주)마피아컴퍼니
공연내용 전통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한 젊
은 피아니스트들이 모여 새로운 연주문화
창조를 모토로 창단한 피아노 블러바드는
주로 독주 혹은 반주악기로 사용되었던 전
통적인 피아노의 역할에서 벗어나 다양한
건반악기와 협주하는 앙상블로서 조화로운
사운드를 빚어내며, 피아노 음악의 대중화
에 기여하며 다수의 프로젝트 공연을 성공
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공연은 ‘피아노, 영
화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친숙한 레퍼토리
로 관객을 찾아갈 예정이며 프로그램으로는
<시네마 천국 OST>, <러브 어페어 OST>,
<번지점프를 하다 OST>, <말할 수 없는 비
밀 OST>,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등이
연주될 예정이다.

12.25(일) 19:30

의 의미를 담아 한 해를 보내고 기쁘게 새해
를 맞이하는 송년음악회이다. 유럽과 한국
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전문 연주
자들이 모여 유럽과 한국을 잇는 국제문화
교류의 장을 열어가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유럽과 한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
는 클래식 전문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연주단체 앙상블 ‘뷰티풀 랑데부(Beautiful
Rendez-vous)’는 ‘아름다운 만남, 아름다
운 약속’의 의미를 따라 생명을 귀히 여기는
휴머니즘을 지향하며 국제문화교류와 자선
연주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람과 문화 사
이를 잇는 오작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 동물의 사육제와 바
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비발
디 사계 중 겨울 등이 연주될 예정이다.

12.30(금) 20:00
공연명 정지윤 피아노 독주회
출연자 Piano 정지윤
주최 오즈 클래식
공연내용 ‘FantasYonata’의 부재를 가진
이 공연은 프로그램의 전곡이 소나타 형식
의 환상곡(또는 환상곡 풍의 소나타)으로 구
성됐다. 1부는 베토벤의 환상곡 풍 소나타
Op.27의 두 곡, 2부는 슈만의 환상곡 C장조
를 연주할 예정이다. 연세대 음대 기악과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피아노교수학 석사, 미
국 신시내티 피아노 석사, 동대학원 박사를
전공한 피아니스트 정지윤이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공연명 2016 음악예술학회 크리스마스
음악회
출연자 Piano 이주혜, 성지연, 장진영,
이상연, 최영화, 심관섭, 함윤미
주최 지음기획
공연내용 ‘The Pianissimo 음악예술학회’
는 2005년 창립되어 현재 120여 명의 회원
이 참여하는 음악 예술 연구 및 연주단체로
서 음악과 관련된 모든 학문을 대상으로 학
술지 발행, 학술대회 개최, 음악전문서적 집
필, 공개강의 등의 학술활동과 이를 바탕으
로 한 수준 높은 정기연주회, 우수신인연주
회, 공개레슨 등의 전문 연주를 병행할 수
있는 역량있는 국내외의 음악인들로 구성되
어 있다. ‘The Pianissimo 음악예술학회’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성탄절에 어울리는 음악
으로 즐거운 음악회를 선사할 예정이다.

12.29(목) 20:00
공연명 앙상블 뷰티풀 랑데부의 세밑콘서
트 ‘2017 Together’
출연자 Piano 김가람(리더)
Violin 신서늬(예술감독)
Viola 정하진 Cello 박윤수
Flute 황효진, 이성준
Piccolo 이민희 Soprano 김지수
Tenor 최재도
주최 위드엔터테인먼트
공연내용 피아니스트 김가람을 주축으로
앙상블 뷰티풀 랑데부의 최고의 기획 프로
젝트로, 연말을 나타내는 순우리말 ‘세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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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INSIDE 이달의 도서
일 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연말 송년회를 비롯한 다양

백주년 기념관 콘서트홀 공연 안내
12.1(목) 19:00-22:00
공연명 이
 솔리스띠 제2회 정기연주회
출연자 이 솔리스띠
주최 종합예술기획 시스띠나
공연내용 남녀 전문성악가 24명으로 구성된 혼성합창단
‘이 솔리스띠’의 제2회 정기연주회로서 정통 클래식 합창
곡과 송년 분위기에 맞는 곡들이 연주된다.

12.2(금) 19:00-22:30
공연명 2016 차이나데이
출연자 중국인유학생
주최 중국대사관교육처, 국제처
공연내용 중·한 예술문화 교류를 주제로 한 정기 행사

12.3(토) 18:00-20:00
공연명 이글스콰이어 제3회 정기연주회
출연자 이글스콰이어
주최 연세84동문합창단 이글스콰이어
공연내용 단원수 90명, 연주인원 70명에 이르는 84학번
동기합창단으로 2013년 창단하여 봉사공연을 계속하며
노래를 통해 밝은 사회를 구현하며 동문의 단합을 이루어
내는 합창단으로 성장해가고 있다.

12.8(목) 19:00-21:30
공연명 2016 파리나무십자가소년합창단 크리스마스
특별초청공연

대강당 공연 안내

출연자 파리나무십자가소년합창단
주최 SPA

엔터테인먼트,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
목위원회
공연내용 전 세계 유일한 아카펠라 합창단인 파리나무십
자가 소년합창단의 크리스마스 특별초청공연으로 매혹
적인 최정상의 솔리스트들을 포함한 24명의 소년들이 들
려주는 아름다운 감동의 선율로 보이 소프라노의 진수를
보여준다.

12.2(금) 19:00-22:00

12.14-18(목-일) 19:00-23:30
12.23-25(금-일) 19:00-23:30

공연명 제8회 명지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출연자 명지오케스트라
주최 명지초등학교

공연명 십센치 연말콘서트
출연자 10cm
주최 ㈜머스트엔터테인먼트
공연내용 2인조 밴드 10cm(십센치)의 연말콘서트

12.28-31(수-토) 20:00-24:00

12.28-31(수-토) 20:00-24:00
공연명 로이킴 연말콘서트 ‘로큐멘터리’
출연자 로이킴
주최 CJ E&M
공연내용 길고도 짧았던 지난 4년, 지금까지 기록해 온
로이킴의 음악들을 돌아보고, 함께해 준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진실된 또 하나의 기록

공연명 츄러스 정기공연
출연자 츄러스
주최 사회과학대학 댄스동아리 츄러스
공연내용 츄러스 정기공연

12.10(토) 15:00-17:00

공연명 다비치 연말콘서트 <50 X HALF>
출연자 다비치
주최 CJ E&M
공연내용 2008년 데뷔 이후, 차곡차곡 쌓아 올린 다비치만
의 음악세계를 만날 수 있는 연말콘서트

한 모임에 참석하다 보면 12월은 금방 지나가버리기 마련이다. 이렇게 연말을 시끌벅적

이달의 도서

한 만남으로 보내는 것도 좋지만, 홀로 조용히 지난 일 년을 생각하며 마무리하는 건 어
떨까? 때로는 혼자서 여유로운 시간을 즐겨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눈이 소복이
쌓이는 조용한 겨울 밤,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잘 어울리는 책들을 만나보자.

December 2016

연세 INSIDE 공연소식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

지금 외롭다면 잘되고 있는 것이다

한상복, 위즈덤하우스

외로움을 뜻하는 영어 단어로는 론리니스(loneliness)와 솔리튜드(solitude)가 있다. 이 두 단어
는 둘 다 ‘혼자 있음’을 나타내지만, 전자가 혼자 있는 동안의 고통에 초점을 둔다면, 후자는 그
순간의 즐거움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론리니스는 언제나 우리 일상 속에 존재한다. 그래
서 왁자지껄한 송년회에 있다가도 문득 외로움이 느껴질 수 있다. 이 책은 누구나 한번쯤 마주하
는 론리니스를 솔리튜드로 바꾸는 48개의 에피소드를 통해 외로움의 가치를 알려준다. 책 속의
잔잔한 이야기들을 읽으며 어느 날 갑자기 느껴지는 론리니스를 솔리튜드로 바꾸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혼자의 발견 곽정은, 달
하루하루 반복되는 삶 속에서 우리 모두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간다. 가깝게는 친구나
연인에서 시작해 멀게는 사회생활 속 관계까지. 이렇게 맺어진 관계 속에서 때로는 과연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동안에도 왜 근원적인 외로움이 느껴지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다. 저자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으려면 혼자서도 잘 있
어야 한다며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전달한다. 혼자 있는 시간을 오롯이 행복하게 즐기기 힘
들 때, 이 책을 읽으면 누군가가 등을 토닥여 주는듯한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얻을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의 힘

사이토 다카시, 위즈덤하우스

혼밥(혼자 밥먹기), 혼술(혼자 술마시기)족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혼자 있
는 시간은 어색하고 견디기 힘들다. 이 책의 저자인 사이토 다카시에게도 혼자 있는 시간은 두려
운 존재였다. 그러나 그가 자신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바탕으로 홀로 보내는 시간에 몰입한 결과,
그는 좀 더 단단해 질 수 있었다. 사이토 다카시는 독자들에게 혼자 있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
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을 소개한고 있다. 저자가 담담하게 풀어놓은 경험들을 읽으며 스스로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보면 어떨까. 화려한 연말 모임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 잠시 혼
자 있는 시간을 가져본다면 2016년을 더욱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취재: 하혜빈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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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안내

지금

SNS에서는

11월의 연세는 조금은 한적하다. 중간고사가 끝난 뒤 잠시 다가 온 여유를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이를 환영하듯 캠퍼스는 더욱 알록달록한 단풍으로 물들었다. 찬바람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
하는 11월의 SNS키워드는 ‘연세대학교 외국어 학당’, ‘연세대학교 카페 정보’, ‘수능 응원’이다.

하나 [연세대학교 외국어학당]

인간현상과 인성교육의 현상학

#외국어학당에서
#6개_국어_마스터한다_말리지_마라

저자: 고요한 출판: 박영사

고요한 교수(원주캠퍼스 교양교육학부)는 공적 담론의 중심에 있는 인성교육 문제를 현상학적 이해를 바

쌀쌀한 겨울 찬바람이 들어오고 어느덧 학기를 마무리 할 때가 왔다. 학생들은 전공, 교양 등 다양한 수

탕으로 논의했다. 올바른 인성의 형성과 실천이야말로 교육의 최종 목적이며 핵심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업의 마무리를 바라보고 있다.앞으로 다가올 해를 더욱 알차고 유의미하게 보내기 위한 학생들을 위해

사실은 어쩌면 추상적이거나 명목적 슬로건에 머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즉, 인성의 개별성과 인성교

연세대학교에는 외국어학당이 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물론 스페인어, 러시아어까지 다양한 언어

육의 공공성 간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인성교육을 위한 공적 간섭에 대
한 교육학적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학술담론체에서 다양한 연찬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책은 이

를 탄탄한 프로그램으로 습득할 수 있게 해주는 역사를 자랑하는 외국어학당이다. 연세인은 물론 일반
일까지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올 겨울은 외국어학당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어떨까.

러한 경향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향후 전개될 논의의 방향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둘

대한민국 핵심 산업의 창조경영전략 4
엮은이: 양정미 출판: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이 책은 한국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가능하게 한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국제적 질문에 대답하기 위
한 것이다. 이 질문에는 그동안 경제적인 접근이나 제도적인 접근에 기초한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다.

[연세대학교 카페 정보]

#아메리카노_좋아_좋아_좋아
#다른_카페가면
#너무해

너무해

중간고사도 끝나고 약간의 여유가 생긴 지금, 캠퍼스까지 아름다운 지금 연세인들은 캠퍼스를 누리고
싶어한다. 그러나 어느새 겨울바람이 옷속으로 스며들고, 조금만 걸어도 어깨를 움츠리게 된다. 이러한
아쉬움을 달래 주기 위한 캠퍼스 내 카페 소개가 인기를 끌었다. 백양로를 걷다가 춥다면 백양누리 광장

하지만 이 책은 보이는 요인보다는 보이지 않는 정신적 요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게 특징이다. 이 책은

카페로, 정문으로 나가다 춥다면 과학관 카페, 수업을 들으러 가다 춥다면 청송관 카페 등 연세인의 몸

한국의 발전궤적을 경제성장, 민주화, 정보화와 세계화, 스마트 파워 등 네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가

도 마음도 따뜻하고 달달하게 녹여줄 카페가 캠퍼스 안에 위치하고 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옆에 놓고

조화롭게 전환되어 온 선순환의 메커니즘을 찾고 있다.

노트북으로 업무를 한다면 이곳이 곧 낭만 연세이다.

사람살이 한 세상 박제된 세월

셋

[수능 응원 영상]

#수능_대박_수능_만점

엮은이: 김태성 출판: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본교 영문과 김태성 명예교수가 대학출판문화원을 통해 시집을 간행했다.
김태성 교수는 한국동란 중 17세의 어린 나이에 혈혈단신으로 평양을 떠나 온 월남인이다. 그것은 그의 정

11월은 작년 이맘 때를 떠올리게 한다. 바로 국가적 시험인 수능이 있기 때문이다. 수능 응원을 받고 손난로

체성을 규정하는 결정적인 사실이다.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서 가족 이산(離散)의 아픔과 사무치는 외로

로 긴장을 녹이며 시험장에 들어갔던 추억도 떠올리게 한다. 선배에게 수능 조언도 얻었던 좋은 기억을 바

움과 고립무원의 처연한 현실의 암담함을 그도 일찍이 경험해야만 했다. 그리하여 ‘눈 오는 밤’은 ‘돌아갈

탕으로 이제는 우리가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응원을 해주었다. ‘연세인에게 수험생활이란?’이라는 주제를

곳 없는 길 위에 / 살고 싶은 서러움이 / 소리 없이 / 쌓이는 밤’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한이 서린 개인
적 경험은 반드시 개인적인 지평 안에 머물러야 하는가? 김태성 교수는 그것을 설득력 있게 펼쳐 보인다.

바탕으로 각자가 겪었던 느낌, 생각을 알려주고 응원을 전했다. 선배들의 응원은 물론, 이를 받고 힘을 내겠
다는 후배들의 답까지 훈훈한 대화들이 SNS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http://www.facebook.com/ys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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