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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와 세브란스 통합 60주년 맞아

연세 PEOPLE
최문근 연구본부장 겸 대학원장

연세 RESEARCH
김동호 교수 연구팀, 분자의 방향성 조절 규명

잡아비담심론
보물 1529호

수용삼수요행법
보물 1530호

초조대장경
초조대장경은 거란의 침입을 종교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고려 현종 때 간행된 우리
나라 최초의 대장경이다. 몽골의 침입으로 대부분 소실되고 국내에는 300여 권만
전해지고 있다.
학술정보원에는 『사두간진일태자이십팔수경(舍頭諫晉日太子二十八宿經)』,
『잡아비담심론(雜我毘曇心論)』, 『수용삼수요행법(受用三水要行法)』 3종이 소
장되어 있으며, 2007년 10월 24일에 모두 보물로 지정되었다. 중국의 북송판이나
재조대장경에 비해 판각술이 매우 뛰어나고 간행 당시의 장정인 두루마리 형태를
원형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고려대장경 연구 및 불교학, 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
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엡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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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연세 가족 여러분!

때입니다.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혼란스러웠던 병신(丙申)년

다른 한편으로 한국 대학은 연구력의 저하, 취약한 재

을 뒤로하고, 밝아오는 정유(丁酉)년 닭띠 해에는 연세

정구조, 그리고 분열과 반목이 일상화된 위기를 맞고

가족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새

하루하루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연세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는 꿈을

56 공연소식

지난해에는 우리 모두가 국가의 근본이 흔들리고 사회

꾸어야 합니다. 연세가 미래를 이끌어가는 대학으로, 그

57

의 신뢰가 무너지는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학교 안에서

리고 전 세계인으로부터 존경받는 대학으로 발돋움하

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새해에는 어떤 어

는 꿈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려움도 극복하고, 연세의 전통을 지키면서 동시에 새로

우리 모두의 과제이며 사명입니다.

이달의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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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지금 SNS에서는

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오래된 미래’로 한걸음 더 나아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연세사랑

그 꿈을 향한 첫걸음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대학 운
영방식을 과감히 분권화시킴으로써 단위기관이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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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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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2월 취임사에서 이 시대를 문명사적 변환의

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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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로 규정하고 산업사회의 대학 모델을 근본적으로

재 학과와 단과대학에서 연구력 증진을 포함한 발전방

바꾸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거의 일 년이 지

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연구업적을 질적으로 평가하는

난 지금 저는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한국 대학들이 이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통합연구정보시스템을 구

24 김용학 총장단, 미주동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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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연구 강화로 연세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 최문근 연구본부장 겸
대학원장

중적 위기에 처해 있음을 깊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대

축했고, 송도 국제화단지 2단계 건립 추진을 시작했으

역사 속 연세

학들이 사회 변화를 이끌지 못함은 물론이며, 문명사

며, 산학융복합의료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창업지원을

26 연
 세 통합의 두 주역, 백낙준과
김명선

적 변환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위기에 처해있습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도입되었습니다. 차 없는 친환경

니다. 이로 인해 대학이 사회로부터 존경받기는커녕

캠퍼스를 만들고, 문화가 있는 캠퍼스로 바꾸고 있습니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대학이 사회와 맺

다. 그리고 저는 많은 연세 구성원들을 만나 다양한 의

은 암묵적인 계약이 깨지고 있는 현 상황은 한국 대학

견을 들었습니다. 이 의견들은 앞으로 학교 발전을 위

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위기입니다.

해서 그리고 갈등과 분열로 상처받은 공동체를 회복하

깊은 성찰을 통해 대학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길잡이

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가 됨으로써 대학의 위상을 새롭게 자리매김해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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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연세 가족 여러분!

해 본교와 의료원의 교육과 연구를 하나로 묶는 것이

건강검진이나 진료의 빅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준

액예산제와 단과대학 주도의 연구업적 평가 이외에도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새해에 봉헌될 제중법현학사의

비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산출되는 연구결과는 우리 대

middle-up-down 정신을 계속 실현하면서 자율성을 확

새해에도 연세의 도전과 전진은 한층 더 강하게 추진

건립과 함께 의생명과학단지의 설립은 연·세의 통합

학의 연구력 향상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을 높이고 궁극

대해 갈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

될 것입니다. 저는 취임 후 우리 대학이 나아갈 방향을

을 유기적으로 완성시켜 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신

적으로는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여 우리 대학이 사

해서는 연세 구성원 모두가 변화의 주체라는 주인의식

3C(Christianity, Creativity, Connectivity)의 철학적 정신

촌, 원주, 송도의 세 캠퍼스 구성원 모두가 연세 정신 안

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연세의 오랜 전통이며 또한 기독

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 완성해

에서 하나로 뭉치는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그

야 할 10개의 정책 과제’를 선정하여 ‘미래도전 10 by 20’

일환으로 Faculty Lounge를 만들어 모든 연세의 구성원

원주캠퍼스에서는 국내 최초로 원주에 도입한 레지덴

(Calling)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이 학교에서 각자

라는 이름으로 제안했습니다(wikireform.yonsei.ac.kr).

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셜 칼리지(RC)의 10주년을 기념하면서 국제캠퍼스와

에게 부여된 임무를 다할 수 있을 때 연세대학이 연세다

함께 RC의 질적 혁신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작년에

울 수 있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책들은 앞으로 연세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집단
지성을 통해 완성될 것이며, 저는 이를 강력히 추진할

둘째, 연세가 기존의 경계를 넘어 연결되도록 하겠습니

신설된 글로벌엘리트학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반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금년 한

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창의력이 융합에서 나오는 것임

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K-Move스쿨사업을 통한 인도

이제 한 해의 첫 날을 새롭게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 모

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려 합니다.

을 강조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는 한

네시아로의 해외취업을 추진하는 등 국제화 교육에 더

두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나폴

전공분야의 실험실이나 연구실에

욱 매진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 스마트헬스케어분야로

레옹은 자신의 손안에 있는 비장의 무기가 바로 ‘희망’

우선, 연세가 진정 하나로 통합되

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LINC+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KOICA와 협력을 통해

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속의 많은 선지자나 언더우드

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연희와

지식들이 충돌하면서 만들어질 것

파라과이에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건 및 의료

와 같은 선교사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언제나 희망을

입니다. 그런 점에서 융합을 강화

기기 분야 특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재창조 사

바라보았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미래대학’에 대한

하는 것은 창의성 있는 인재를 키

업이 완료된 원주의료원 역시 크게 개선된 수익성과 캠

꿈을 함께 꾸면서, 긍정과 희망이 가득 찬 한 해가 되기

우기 위해서나 새로운 시대를 이

퍼스 간 융합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

를 소망합니다.

끌어갈 연구 과제를 만들어내기

나갈 것입니다.

세브란스의 통합 60주년입니다.
그동안 연·세의 물리적인 결합은
이루어졌지만 화학적이고 유기적
인 결합은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
입니다. 지금은 알렌, 언더우드, 에

‘2020년까지 완성해야 할
10개의 정책 과제’를 선정하여
‘미래도전 10 by 20’라는
이름으로 제안했습니다.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청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올 한 해 하나님의 은총이

비슨 선교사님들이 이 학교를 세

새로운 교육-연구 패러다임을 만

셋째, 연세의 재정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기부금 모금을

우면서 기원했던 통합과 화합을

들기 위해서 지난해에 ‘연세 주니

한층 강화하고, 다양한 수입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증가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첫 발걸음으로 132

어 융합연구 지원 사업’을 시작하여 대학원생으로 구성

하는 평생교육 수요에 대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주년 창립기념식을 제중원 설립일인 4월 10일에 개최하

된 10개 팀이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학부생들이 스스로

하여 사회적으로 기여하면서 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

겠습니다. 5월 둘째 주 토요일에 창립기념행사가 열리

조직한 40여 개의 융합 연구팀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동시에 총액예산제를 도입하여

2017년 1월 2일

던 전통도 함께 살리기 위해 동문재상봉 등 개교 기념

등, 새로운 창의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으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려 합니다. 단위기

총장 김 용 학

행사는 종전처럼 시행하겠습니다. 동시에 연·세의 개교

로 성장한 글로벌 MOOC와 ‘거꾸로 교실(Flipped Class-

관에 배분된 예산총액의 범위 내에서 기관장이 자율적

정신에 입각한 글로벌사회공헌원을 설립하여 제중원

room)’, 그리고 현장학습을 한층 더 확장할 것입니다.

으로 가장 적절한 곳에 예산을 배분하여 사용하게 하

에서 시작된 사회봉사를 본교와 의료원이 함께 세계를
향해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교정신에 입각한 우리 대학의 구성원이 가져야 할 소명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 이를 평가하는 합리적인 예산시스템을 구축하겠습
학문분야 사이의 융합연구 뿐만 아니라 해외 연구기관

니다. 이 제도는 분권화를 통한 자율성의 증진에도 도

과의 융합연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Yonsei Frontier

움이 될 것입니다.

연·세의 통합을 더 한층 높이기 위해 의생명과학단지

Lab을 개설하여 세계적 수준의 학자들과 우리 연구진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의료원과 의과대학, 생명시스

이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학과 인

템대학, 공과대학과 이과대학 등이 한 캠퍼스에 있는

문학과 경영학의 만남, 의학과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것은 우리의 큰 장점입니다.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

만남 등이 우리가 가야할 길입니다. 의료원이 축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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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언더우드

세계적 수준의 연구로 우리 대학의 위상을 높인 ‘2016년 언더우드 특훈교수’가 선

특훈교수 3인 선정

최강열 교수(생명공학과) 등 3명이다.

정됐다. 그 주인공은 바로 김동호 교수(화학과), 채찬병 교수(글로벌융합공학부),

우리 대학은 지난 2007년부터 국제적으로 탁월한 연구 성과를 이뤄 학교 발전에
기여한 전임교원을 언더우드 특훈교수로 선정하고, 3년의 임기 동안 각종 인센
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특훈교수로 선정되면 그 명칭에 상응하는 명예 및 금전적

연세 NEWS

세계적 수준의 연구로
노벨상 수상에 도전

주요 소식

인센티브와 책임강의 감면 및 3시간 연속강의 허용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받
을 수 있다.

연희와 세브란스

1월 5일은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의과대학이 하나로 합쳐진 지 60돌이 되는 날

통합 60주년 맞아

내 하나의 대학, 연세대학교로 재탄생한 것이다. 이 통합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우

김동호 교수는 2007년부터 언더우드특훈교수에 4회 연속 임명되는 영광을 안았

리 대학은 학문과 교육의 길을 이끌며 국내 최고의 대학으로 발전해 왔다.

다. 김 교수는 최첨단의 시간·공간 분해 레이저 분광기를 이용해 다양한 나노 분

“뛰어난 연구 성과로 4회 연속 임명”

이다. 제중원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두 줄기로 뻗어나간 두 학교가 1957년 마침

자 집합체에서 일어나는 광동역학을 밝히는 연구를 수행해 왔다. 특히 오랫동안
합동 당시 6개 대학(문과, 상경, 이공, 정법, 신과, 의과)에 전체 학생은 3,600명에

과학계의 난제였던 뫼비우스띠 구조의 방향성 분자를 구현했다. 최근에는 여기

불과했다.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오늘 단과대학의 수만 신촌 12개, 국제 3개, 의료

상태에서의 방향성 역전 현상을 실험적으로 규명해 세계 과학계의 큰 주목을 받

원 4개, 원주 7개에 이르며 2만 7천 여 명의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대학

융합연구의 새 길을 트다

원 역시 84개의 학과를 중심으로 만 2천 여 명의 원생들이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김동호 교수
이과대학 화학과

고 있다.
김 교수는 현재까지 SCI급 논문 총 530여 편을 발표했으며, 논문의 피인용 횟수

특히 우리 대학은 연희와 세브란스의 통합정신에 따라 의·생명 연구 분야에서

는 19,000여 회를 상회한다. 논문의 질과 양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표인 H-index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 왔다. 연희를 중심으로 한 기초연구와 세브란스의 응용·

는 75를 기록했으며, 표지 및 해설 논문이 총 25편에 달하는 등 뛰어난 연구업적

임상연구 사이에 협업이 이뤄지면서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현

을 달성했다. 현재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과제, 한국연구재단의 Global Research

재 우리 대학은 생명시스템대학, 공과대학, 이과대학 등이 의과대학과 융합 연구

Laboratory과 전략(도약) 과제, 미국 AOARD 과제 등을 수행하고 있다.

를 통해 신약개발, 임상·보건, 바이오 융·복합, 의료기기 분야 등 의·생명 융합연
구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나노의학을 비롯해 세계적 수준의 학

위와 같은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2007년 초대 ‘국가석학’에 선정됐으며, 한국의

제 간 융합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Y-IBS과학원의 행보는 괄목할 만하다. 김용학

노벨상으로 평가 받는 ‘한국과학상’의 화학 분야의 수상자로 선정되어 대통령

총장 역시 ‘2020년까지 완성할 10개 정책과제(10by20)’ 중 하나로 ‘의·생명 융합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주관하는

연구’를 선정한 바 있다.

S-Oil 우수 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현재 미국화학회의
저명 물리화학 학술지인 ‘물리화학저널(Journal of Physical Chemistry)’의 편집위

연희와 세브란스의 통합 60주년을 맞아 <연세소식>에서는 2017년 우리 대학이

원으로 활동 중이다.

선도하는 융합 연구의 오늘을 조명하고자 한다. 새로이 발간되는 3월호부터 지
난 60년간 우리 대학교와 세브란스가 함께 쌓아온 연구력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
하고 있는 융합 연구를 소개하고 융합 연구의 미래를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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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무선 통신 연구의 새 기준”
채찬병 교수는 2011년 3월 우리 대학에 부임한 이래 통신네트워크 분야 연구를
수행해 왔다. 특히 전이중, 밀리미터파 등 차세대 무선 통신의 요소 기술 개발 결
과가 국내외 언론에 소개되었으며, 전파가 아닌 새로운 매개체를 활용하는 분자
통신 개념을 제안해 세계 학계·산업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채찬병

부교수

공과대학 글로벌융합공학부

채 교수의 연구 결과는 현재 4,100여 회 인용됐으며,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국제
전기전자학회(IEEE) 신호처리매거진 올해의 저널 논문상, 인포컴학회 베스트 데
모상, IEEE 젊은연구자상, IEIE/IEEE 젊은IT공학자상, 해동신진학술상, 연세대 공
과대학 최우수젊은교수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지난 2년간 JCR 분야 상위 3% 저
널에 7편을 게재했으며, 휴먼테크논문 대상에서 금상, 은상, 동상을 모두 수상했
다. 채 교수는 현재 ‘IEEE Trans. Wireless Comm.’, ‘IEEE Comm. Magazine’, ‘IEEE
Wireless Comm. Letters’, ‘IEEE Trans. Mole., Biological, Multiscale Comm.’ 저널
의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현봉학 박사의
숭고한 인류애를
“혁신형 질병치료제 개발 연구 수행”

“자유와 평화, 인류애를 위해, 그리고 한 평생 조국통일과 이산가족의 만남을 위
해 헌신한 현봉학 박사의 큰 업적을 기립니다.”
6.25 전쟁 당시 흥남철수작전을 통해 10만여 명의 피난민을 구한 故 현봉학 박사

기리다

(1922~2007. 11. 25.) 동상이 지난 12월 19일 서울역 앞 연세 세브란스빌딩 앞에 세

연세 세브란스빌딩에 동상

10만 피난민 구한 전쟁 영웅

세워

함경북도 성진에서 태어난 현봉학 박사는 1944년 세브란스의전(현 의과대학)을

워졌다. 이곳은 현 박사가 졸업한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가 자리하던 곳이다.

최강열 교수는 단백질기능제어이행연구센터(TRCP/ERC)의 센터장으로서 사람
의 질병과 관련된 중요한 연구 분야 중 하나인 세포신호전달계에 관한 연구를 수
행해 왔다. 생리·병리현상을 규명하는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암, 상처치유, 발모,
골다공증 등 혁신형 질병치료제 개발 연구를 수행해 JCR, 상위 10% 이내 논문 25

최강열

교수

대학원 생명과학부/
생명시스템 생명공학과

여 편을 포함한 120건의 논문을 발표했다. 또한 80여 건의 특허를 출원 및 등록했

졸업하고 모교의 병리학 강사로 학생교육과 연구활동 중 6.25전쟁을 맞았다. 미

으며 실제 산업화에 가까운 다양한 치료제 후보물질을 발굴하여 6개 기업에 기

국 유학파로 영어에 능통했던 현 박사는 해병대 통역관으로 차출되어 미군과의

술이전을 한 바 있다.

지원업무를 담당했다. 전 부대원이 일계급 특진을 한 마산 진동리전투를 시작
으로 통영상륙작전 등 여러 전투에서 한국 해병대가 승리할 수 있도록 미군으

현재 최 교수는 4개 국제 저명학술지의 편집위원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관련분

로부터 많은 군수물자 및 작전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큰 공헌을 한 것으로 알려

야 연구 우수성을 바탕으로 국가우수연구개발성과 100선(2회), 한국연구재단 기

져 있다.

초연구우수성과 50선(2회), 생화학분자생물학회 디아이 학술상, 연세대 학술상
등을 수상했다.

특히 1950년 12월 중공군 포위 공세로 길이 막혀 흥남부두에 모인 피난민을 군 수
송선으로 철수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영화 <국제시장>에서도 인용된 바
있듯 그는 철수지휘관인 알몬드 사령관을 설득해 수송선에 적재한 군수품을 버
리고 10만여 명의 피난민을 태워 경남 거제도로 성공적으로 후송했다. 이러한 공
헌으로 그는 2014년 12월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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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시일반 기부금 모아 동상 제작

2.5m 청동 재질의 전신
동상은 300여 명이 총 1억
5,300여만 원의 기부금을
모아 제작했다.

현봉학 박사 동상건립추진위원회는 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이번 동상제막식
을 주관했고, 의료원, 국가보훈처, 해병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조각가 오광섭
씨가 제작한 2.5m 청동 재질의 전신 동상은 현추모, 의대 국내외 동창과 교수, 교
직원, 행정보직자, 일반 후원자, 실향민, 오승일 오림건설 대표이사 등 300여 명

RC 창의플랫폼,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며 세상을 밝게 비춘 기업 ‘제너럴 일렉트릭(GE)’은 세계

스스로 생각하는

나 생산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변했다. 오랜 제조업 기술을 기반으로 빅

힘을 기르는 곳

그 말 자체가 혁신적이지 못할 정도로 일상이 됐다.

제조업의 선두주자였다. 하지만 세계 변화 흐름에 따른 혁신 끝에 GE는 전구 하
데이터를 수집해 기업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혁신은

이 총 1억 5,300여만 원의 기부금을 모아 제작했다. 동상 왼쪽 어깨에는 영어로 세

‘RC 창의플랫폼(RC Creative Platform)’은 우리 대학 내 혁신의 장이 될 것으로 기

브란스가 표시돼, 사람들이 현 박사가 세브란스 출신임을 알게 했다.

대된다. RC 창의플랫폼이란 국제캠퍼스 내 신입생들이 자유롭게 주제 및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팀별로 논의 및 연구한 뒤, 시제품 제작 등의 구현을 통해 아이디

이날 제막식에는 현 박사의 딸인 에스더 현과 헬렌 현, 현 박사를 도와 1950년 12
월 피난민의 후송을 이룬 미 10군단 알몬드 사령관의 외손자인 토머스 퍼거슨 미
육군 예비역 대령, 미 10군단 포니 대령의 손자인 존 포니와 증손자 벤 포니 씨 등
이 멀리서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밖에도 김용학 총장과 법인이사, 윤도흠

어를 발표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 대학은 1학년 학생들이 RC 교육 환경을 바탕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다

으로 ‘창의적 사고, 융합적 사고 및 협업 능력, 문제해결 능력, 나눔과 섬김의 리더
십’을 함양할 수 있도록 2016학년도 2학기부터 본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의료원장, 명예교수 등 학교 관계자를 비롯해 총 500여 명의 국내외 인사들이 자

첫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번 프로젝트에는 200여 명의 학생들이 48개의 팀을 이

리했다.

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학기 초부터 팀을 구성해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할 혁신적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을 거듭했다. 우리

김용학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뜨거운 동포애와 민족정신, 모교인 연세의 사랑이

대학의 RC 교육원은 창의특강, 티타임, 멘토링 등을 통해 참여 학생들을 위한 지

가득했던 현봉학 박사의 업적이 동상제막식을 통해 더욱 널리 알려지기 기대한

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최종 31개 팀이 최종 결과물과 포스터를 제출했다.

다.”고 말했다.

출품작들은 지난 12월 1일부터 9일까지 ‘RC 창의플랫폼 Fair’를 통해 전시됐으며,
이 중 결선에 오른 6개 팀을 대상으로 ‘RC 창의 공모전’이 열렸다.

이날 정부는 에스더 현 씨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했다. 또한 이상훈 해병대
사령관은 보국훈장 통일장과 해병대 핵심가치 상을 각각 수여했다. 현 박사의 가

실생활 속 불편함을 해결할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특히 돋보였던 공모전에서는 출

족을 대표해 에스더 현 씨는 “아버님의 업적을 기리는 동상제막식을 위해 큰 노

입증 알림 장치를 개발한 ‘카드캡쳐연세’ 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어서 표준어

력을 다해준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가족 모두는 선친의 업적을 영원

사용 공익 프로그램을 제시한 ‘세련’ 팀이 우수상에 올랐으며 나머지 팀들은 장려상

한 자긍심으로 품고 살겠다.”고 말했다.

을 받았다. 최우수상을 받은 ‘카드캡쳐연세’ 팀의 이지현(전기전자 16) 학생은 “평소
기숙사 출입증을 여러 번 잃어버렸던 쓴 경험들이 장치 개발의 양분이 됐다.”며 “장
치를 더 보완하여 실생활에 널리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C 창의플랫폼은 2017년 5월부터 12월까지 두 학기간의 프로젝트로 진행되어 더
많은 신입생들의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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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수강신청

연세 PEOPLE

제도 특허 등록돼

특별인터뷰

수강신청!
수강신청 문화의 새로운

<연세소식>에서는 18대 김용학 총장과 더불어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며 연세대학교를
이끌어가는 부총장단을 소개하고 해당 업무를 알리는 특별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
해 학교 행정에 소통과 공감을 실현함으로써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연세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마지막 순서로 최문근 연구본부장 겸 대학원장을 소개합니다.

빠른 클릭속도가 아니라
수강선호도가 결정한다.

YCE
S

흐름

“융·복합 연구 강화로 연세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대학교의 마일리지 수강신청제도(이하 Y-CES)가 특허 등록됐다.
우리 대학은 2015학년도 2학기부터 마일리지 및 대기순번제를 활용한 수강신청
제도를 도입했다. 학생들이 수강신청 전 받은 마일리지를 과목 선호도에 따라 배
분하게 함으로써 마우스 클릭 속도가 아닌 선호도 중심으로 수강 신청이 이뤄지
도록 한 것이다.

최문근 연구본부장 겸 대학원장

이 시스템은 현재 예일대, 스탠퍼드대, 코넬대, MIT 등 해외 유수대학에서 시행하
고 있는 ‘마일리지 제도’와 수강과목을 학년이나 전공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짓는 ‘타임티켓제도’, 나아가 ‘대기순번제도’를 복합적으로 재구성한 우리 대학만
의 제도다. Y-CES 도입으로 기존 대비 6%에 불과한 총 14만7천여 건의 수강신청
횟수만으로 기존과 동일한 수준인 84%의 수강신청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Y-CES가 기존 수강신청제도의 폐해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수강신청 문화의 새
로운 흐름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은 지난 2015년 6월 26일 ‘마

2016.~현재

연세대학교 연구본부장 겸 대학원장

일리지 할당 및 대기 순번제를 이용한 온라인 수강신청 방법’이라는 이름의 특허

2014.~현재

원자력 클러스터 포럼 위원

를 출원했고 해당 특허는 등록 및 공고됐다.

2010.~현재

KT&G 장학재단 이사

2012.~2013.

대한화학회 화학전공학위인증위원회 위원장

이번 특허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허권과 그로 인

2011.~2012.

지식경제부 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 위원

해 발생하는 금전적 이익은 출원인인 산학협력단에게 주어진다.

2010.~2012.

연세 학술정보원장

2000.~2004.

연세교육방송국 주간

1993.~현재

연세대학교 화학과 교수

1990.~1993.

Beckman Institute,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apign,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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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데 의료원과 근접해 있다는 것은 우

Q1.

리 대학만의 특기할 만한 점이기도 합
연구본부장으로서 어떤 비전과

철학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미래의 학문은 전공의 경계를 넘어
융·복합적인 특성을 가질 것으로 예

다양한 분야의 융합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창출하지
못했던 연구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니다.
최근 의생명 융합 연구를 비롯해 학문
간 경계를 넘나드는 융·복합 연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

측됩니다. 연세대학교가 미래를 선도

황에서 우리 대학은 한 울타리 안에 다

하는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한 전공영역이 있다는 장점을 살려

융·복합 연구 분야가 활성화되어야 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연구 전략을

다고 생각합니다.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
더불어 국제공동연구를 강화해 나가

학 및 이공계분야의 융합뿐만 아니라

대학원, 연구처, 산학협력단. 기술지주

겠습니다. 2016년 2학기부터 대학원에

우리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의료 빅데

회사, 학생창업지원단의 업무를 총괄

서 시행 중인 ‘국제화인프라구축지원

이터를 이용한 인문 사회학적인 융합

하는 연구본부장으로서 각 기관 간 네

사업 IV’를 비롯해 우수연구기관과 연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연구를 통

트워크를 강화하여 학문 발전이라는

구자가 모여 공동연구를 모색할 수 있

해 지금까지 창출하지 못했던 연구 성

대학의 고유 영역을 넘어, 대학이 보유

는 플랫폼 ‘Yonsei Frontier Lab’ 등을

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 창의적 자산을 가치화할 수 있도록

조성해 국제공동연구가 활성화될 수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적 관점에서 ‘학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한 축과 ‘창
조적 혁신’이라는 또 다른 축을 수평적

마지막으로 대학과 산업체 간 협력을

연결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함으로써

증진시킬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산학

Q4.

우리 대학의 연구 역량을 강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신’, ‘이질성의 만남에서 시작된 혁신’이

워크 강화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지원

미래 선도 대학의 비전과 철학을 제시

협력단의 조직 체계화와 연구자와의

하기 위해 어떤 과제가 시급하다고 생

생과 연구원들의 기숙사 확보나 연구

라는 기본틀에서 구상한 정책들을 지

을 시작했습니다. 예컨대, 국제공동연

하고자 합니다.

근접업무를 통한 연구 관련 서비스 향

각하시는지요?

에 필요한 장비와 공간을 마련해주는

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구 활동을 지속적인 협력으로 정착시

기본적 지원이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

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산학협력

우선 대학원생의 융·복합 연구 환경의

축지원사업 Ⅳ’를 신설했습니다. 총 13

우수 교원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특히

기틀을 마련하고자 ‘연세 Junior 융합

개 연구팀을 선정한 본 사업은 크게 두

신진 연구원과 이들을 서포트할 수 있

연구 그룹’ 10개 팀을 선정해 지원하고

가지 점에서 혁신적입니다. 첫째, 선진

는 우수한 대학원생을 확보하는 일도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국 연구자와 기관을 주요 대상으로 한

점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연구가 활성화

기존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지원과 더

니다.

되는 데 있어 기본적 토대는 대학원생

Q5.

주제를 발굴하고 다양한 전공(전 캠퍼
대학원은 ‘세계적 수준의 융합

스 대상) 간 실험적 협력연구를 활성

불어 제3세계 우수 연구자와의 협력

이기 때문이지요.

형 창의 인재 육성’이라는 목표를 천명

화하기 위해 최초로 기획되었으며, 현

을 발굴·지원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둘

한 바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

재 다양한 융·복합적인 결과물이 산출

째, 여타 연구 지원사업과 달리 지원대

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요?

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연구심

상이 대학원생이라는 점입니다. 국제

화, 창업, 사회기여 등 다차원적인 연

공동연구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제가 대학원장으로 부임한 2016년 이

결고리를 확대하여 융합 시너지의 산

지닌 우리 교수님들께서 국제공동연

후 대학원의 비전인 ‘세계적 수준의 융

실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내용을 확대

구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대학원에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는 선정된 국제공동연구팀에 참여하

Q2. 임기 동안 꼭 이루고자 하는 중

의 증진을 통해 대학의 창의적 자산을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신진

기술화하고 실용화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연구소의 대형화를 통해 융·복합

Q3.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

우리 대학의 연구 전략에 대해 말씀해

나아가 이러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본

하겠습니다. 교내 중소 연구소들을 통

주시기 바랍니다.

적인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합하여 대형 연구원으로 발전시킴으

각합니다.

입니다.

키기 위한 지원책인 ‘국제화인프라구

로써 대학원생을 비롯해 교수와 일반

우리 대학의 특징 중 하나는 한 캠퍼스

연구자들이 마음껏 소통하며 연구하

안에 다양한 학문이 상존한다는 것입

특히 이공계의 경우 국가지원 대학원

합형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해 시행해 온

고 새로운 연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

니다. 특히 의과대학이나 병원은 전통

들과 비교했을 때 종합대학의 특성상

정책들의 공통분모는 ‘네트워크’와 ‘혁

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적으로 대학과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측면이

신’입니다. ‘네트워크를 통한 연구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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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이 된 국제공동연구 네트워크를 활

이밖에도 서울대, 고려대, 카이스트,

이러한 특성을 살려 기술지주회사와

성화하여 연구와 교육의 시너지 효과

포스텍이 함께하고 있는 ‘U-테크 밸

창업지원단이 함께 ‘공동창업 보육모

를 극대화한다는 취지입니다.

리’ 프로그램을 통해 그간 창업의 발목

델’을 설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을 잡았던 연대보증의 위험 부담을 덜

그 일환으로 올해에는 기술지주회사

앞서 말씀드린 융합연구 활성화 사업

어줄 예정입니다. 더불어 2017년도 산

가 발굴한 네 개 기업에 대해 창업지원

은 대학원의 기본 자산인 대학원생들

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을

단에서 아이템 개발비, 보육 공간, 멘

에게 그 혜택이 직접적으로 환원될 수

유치해 산학 협력의 구심점이 되도록

토링 등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한 것입니다. 학문

추진할 것입니다.

럼 성공적인 창업기업을 배출할 수 있

후속세대인 대학원생들에게 연구 인

도록 두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을 독려

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

하고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력은 추후에도 대학원의 비전 실현을
위한 기본틀이 될 것입니다.

Q6. 산학협력을 확대해나가기 위해

모든 구성원들 간의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진정한 융·복합이 일어나고
창의적 동산으로서의 연세가
되기를 마음 깊이 바랍니다.

세계 in 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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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에서 느낄

폴은 2008년 영어 어학연수 차 영국

수 없는 연세만의

대 학생을 통해 연세대학교에 대해 처

문화

캠브리지대학교에 있을 때 알게 된 연
음 알게 됐다.
“그 친구가 연고전이 얼마나 재미있고
대학생활도 얼마나 즐거운지에 대해

Q8. 마지막으로 연세 구성원들에게

늘 자랑을 했어요. 그 이후부터 연세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자유롭게

학교는 제가 다녀보고 싶은 유일한 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국 대학교였죠.”

어떤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계시는
지 궁금합니다.

연세 PEOPLE

글로벌 명문사학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연세에는 현재 전 세계의 우수한 인재들이 함께 수

연세 가족, 연세 동산, 연세 정신. 저는
‘연세’라는 말이 들어간 단어를 좋아합

폴 라이더
(독일 / 아크헨 대학교)

폴은 아크헨대학교에서 전공 관련 강
의를 이미 거의 수강했기 때문에 연대

우리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그 성공적

니다. 과거 우리 대학교의 규모가 작았

에 있는 동안에는 전공과 관련 없는 수

이 강한 것 같아요. 연대에서처럼 학생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을 때에는 구성원들 간에 소통하고 만

업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들이 모두 모여 연고전 같은 행사에서

에는 국내대학 기술지주회사 최초로

Q7.

창업지원단은 대학의 창업 문

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

학교를 위해 응원하고 학교나 학과 이

실질적인 투자 회수를 실현하기도 했

화를 선도해가고 있습니다. 향후 창업

오늘날에는 캠퍼스의 규모가 커지고

이 오히려 장점이라고 말했다. 교환 프

름이 들어간 티셔츠나 점퍼를 입는 것

지요.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자회사

지원단의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

인원수도 증가하다 보니 연세 정신을

로그램을 통해 연대에서 다른 전공 강

은 유럽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현상

를 설립한 이후 꾸준한 기술개발과 관

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부족해

의를 수강하면서 한국에 대해 많이 배

이죠.”

지는 것 같습니다.

울 수 있었기 때문이란다. 그는 국제경

리, 적절한 투자 유치를 통해 달성한
결과입니다.

우리 대학에는 창업지원 역할을 하는

영 수업을 통해 한국경제를 배웠고 한

직장을 갖기 전에 먼저 인턴십을 하

국역사 수업에서 한국역사를 익혔다.

고 싶다는 그는 인천대교 공사에 참여

기구로 크게 연구처, 기술지주회사, 창

이제 어떤 분야에서든 ‘융·복합’이라

또한 우리 대학은 브릿지 사업(BRIDGE,

업지원단이 있습니다. 기술지주회사

는 개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Beyond Research Innovation and

는 우리 대학의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일수록 우리는 연세 공동체 의식을 회

그는 수업 뿐 아니라 대학 생활 가운데

다고 밝혔다. 그는 “룩셈부르크어, 프

Development for Good Enterprises),

통해 자회사를 발굴하고 연구처와 협

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연고전이 가장 즐거웠다고 회상했다.

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영어에 능

즉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

력하여 교원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

에게 가장 가깝고도 중요한 네트워크

특히 신촌 캠퍼스에서 느낄 수 있는 연

통하고 어느 정도의 한국어를 구사할

업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

다. 창업지원단은 학내 구성원을 포함

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 연세 가족이기

세 공동체 구성원 간의 유대감이 가장

수 있다.”며 “독일에서 토목공학을 전

니다. 브릿지 사업에 선정된 52개 대학

해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자를

때문이지요. 학생, 교수, 직원, 동문 등

좋았다고 했다.

공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사업이 있

20개 사업단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원하고자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모든 구성원들 간의 네트워크가 잘 형

3년간 총 450억 원을 지원받는데 우리

교육, 사업화, 투자까지 연계 기능을

성되어 진정한 융·복합이 일어나고 창

“유럽 대학교에서는 모든 학과가 한

대학은 연간 약 7.5억 원의 사업비를 지

수행하며 창업아이템이나 성장단계에

의적 동산으로서의 연세가 되기를 마

캠퍼스에 모여 있는 것은 매우 드물어

원받고 있습니다.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 깊이 바랍니다.

요. 연대 신촌 캠퍼스에는 거의 모든

했던 삼성물산에서 인턴십을 하고 싶

는 한국 기업이 나를 데려갔으면 좋겠
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학과가 모여 있어서 학생들의 애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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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역사를

아이코 나카모토에게 한국은 전혀 낯

더 잘 알기 위해

교환학생으로 한국에서 지내기도 했

한국에 왔죠

이코는 한국이란 나라와 한국과 일본

아이코 나카모토
(일본 / 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

선 곳이 아니다. 심지어 고등학생 시절
다. 대부분의 일본 청년들과는 달리 아
간 역사문제에 대한 호기심이 특히 많

YONSEI NEWSLETTER

깐깐한 학점 인정 조건 때문에 이공계

정되는 수업을 듣고 있다. 언더우드국

학부생에게 교환 프로그램이란 사치일

제대학에서 개설된 ‘Molecular Biology’

진정한 배움을

지 모른다. 그러나 토론토대학교에서

라는 수업은 수강생이 매우 적은데 이

인간 생물학을 전공하는 이스라 쇼케

러한 점이 이스라에게는 큰 장점으로

얻다

르(Issraa Shoucair)는 오히려 교환 프

작용했다.

로그램을 통해 얻은 것이 더 많다고 했

았다. 아이코는 “이런 개방적인 사고

다. 이공계 학생 중 아시아로 교환을 가

“토론토대학의 자연과학 과목들의 수

는 부모님의 영향도 있지만 5년의 유

는 학생 수는 손꼽을 정도로 적을뿐더

강생수가 평균 수백 명이기 때문에 교

년시절을 싱가포르에서 보내면서 캐

러 다른 캐나다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수님과의 소통이 거의 없어요. 연세대

나다 국제학교를 다녔기 때문이기도

이스라 역시 연세대학교로 오기 전까

학교에서 수강생이 적은 과목을 들으

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

면서 교수님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도

다. 그는 토론토대학에 교환학생으로

배웠고 교수님과 연구에 대해 직접 이

온 한국학생들과 얘기를 나누는 과정

야기를 나눠보니 연구에 대한 관심과

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작은데도 불

열의도 높아졌어요. 교수님과 소통하

구하고 고속 경제성장을 통해 자연과

다 보니 고등학교 이후 처음으로 제가

하다.”라고 설명했다.

제로 강의 수준이 높아서 놀랐다.”며
“대부분 교수님들이 영어를 잘하실 뿐

일본에서 한류 붐을 처음 일으킨 드라

만 아니라 영어 강의도 잘한다.”고 말

마 <겨울연가>를 통해 아이코는 한국

했다.

대중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러한

이스라 쇼케르
(캐나다 / 토론토대학교)

관심은 곧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정

아이코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Korea

학과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발달된 곳”

정말 무언가를 배운다는 느낌이 들었

치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아

Movie and Culture Study’라는 강의라

이라는 점을 깨닫고 한국행을 선택하

어요. 이러한 점은 토론토로 돌아가서

이코는 고등학교 2학년 무렵 대전에서

고 했다. 이 과목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게 됐다고 했다.

도 꼭 응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경험

10개월 동안 한국 호스트가족과 지내

제작된 국내영화를 감상하면서 관련된

며 한국 고등학교를 다니게 됐다. 대학

토론이나 발표를 하는데 그 중 아이코

“연세대학교가 공부를 많이 시킨다고

교 교환 프로그램에서 다시 한국을 선

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영화는 1941년

들었어요. 거기에다 교육환경도 좋고

연세대학교에서 보낸 한 학기는 이스

택한 것 역시 동일한 이유에서였다.

일제시대에 제작돼 2005년에서야 중

혁신적인 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교환

라의 장래희망뿐만 아니라 자기계발에

국에서 발견된 <한반도의 봄>이라고

학교의 조건에 충족했죠.”

도 도움이 됐다. 캐나다를 떠나 한국이

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항상 일본 옆에 있

했다. 이와 같은 수업을 통해 아이코는

었지만 한국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일본에서만 있었다면 알지 못했을 한

그는 우리 대학교에서 가장 좋아하

많았고 특히 한국 역사와 한일관계에

일 과거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

는 과목으로 ‘Cold War International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양국 간에 여러

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History’를 꼽았다. 이스라는 “교수님도

“한국이 낯선 곳인데도 불구하고 다행

너무 좋으시고 다양한 배경을 갖은 20

히 한국과 연세대학교가 집과 같은 편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있었

18

소통을 통해

라는 낯선 나라로 오면서 독립심을 더
욱 키우게 됐다는 것.

지만 일본 국내 언론이나 교육만으로

“과거사 때문에 악화된 한일관계에도

여 명의 학생이 수업 토론에 참여하는

안함을 줬어요. 수강 선택의 폭도 높은

는 한국의 입장이나 전체 그림을 알 수

불구하고 양쪽 국민들이 서로의 문화

데 너무 즐겁다.”며 “역사 과목이다 보

편이죠. 특히 UIC에서 개설된 과목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이런 민감한

를 즐기고 있다는 사실도 놀라워요. 한

니 자연과학 수업에서는 배울 수 없는

다른 대학교 교환 프로그램 과목에 비

이슈에 대해 고정관념을 갖는 것이 싫

국에 일본 음식점이 이렇게 많다는 것

스킬도 배울 수 있다.”고 수강 소감을

해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

어 양국 간 역사적 문제를 더욱 잘 이해

도 신기했어요. 오늘날 특히 한일 양국

밝혔다. 또한 캐나다는 한국전쟁에 참

경영, 동아시아지역학 외에 다양한 전

하기 위해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에서 서로의 문화를 더욱 많이 소비하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중등 교육에서

공과목이 많아요. 토론토대에 돌아가

고 있으니 서로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

는 특히 냉전 시대 아시아에 대해 거의

서도 후배들에게 연세대학교를 당연히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식도 많아져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연세대학교에서

추천할 생각이에요.”

많은 아이코는 이런 지적 갈증을 해소

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조금

관련 수업을 들으면서 많이 배웠다고

하기 위해 연세대학교를 선택했다. 그

더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

덧붙였다.

는 “연세대학교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

호적인 문화 소비를 통해 한일관계가

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는데 실

좋아지길 희망합니다.”

이외에도 이스라는 전공 학점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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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톡톡
“위기는 또 다른
기회였죠”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현실 속에서 오늘날 창업은 학생들의 새로운 진로가

상점의 POS 매출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유로 상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

업을 이야기할 수 있고, 나와 비슷한 친

되고 있다. 우리 대학은 창업이 자연스러운 대학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창의성에 기반

펀다만의 기술력이 응집된 ‘펀다 에이

대출에 소극적입니다. 각 은행들은 다

구들과 함께 창업에 대해 공부할 수 있

한 도전과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연세소식>에서는 ‘창업톡톡’이라는 새로운

전트(FUNDA AGENT)’ 소프트웨어를

양한 자영업자 대출 상품을 정의하고

어 좋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학회원들

코너를 통해 실패에 굴하지 않고 엉뚱한 발상을 새로운 미래로 만들어나가는 연세 창업인

통해 상환 여력이 충분한 건실한 상점

있지만, 실제로 은행 창구에서 담당 직

이 실제로 창업하고, 서로가 도와주는

들의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을 엄선하는 것이 그 하나라 할 수 있습

원을 만나면 그 온도 차이가 극명합니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때의 인연이

니다.

다. 대부분 신용보증재단으로 보내기

창업 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마련입니다.

사람들과 네트워킹 할 수 있는 행사에

펀다(FUNDA)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재 P2P 대출시장에서 경쟁
사 대비 펀다만의 강점은 뭐라고 생
각하시나요?

펀다는 자영업자 전문 P2P 금융 플랫폼

참여하며 자신과 뜻이 맞는 사람을 만

과거 창업 실패의 경험이 있으
신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회생
할 수 있었는지 진솔한 이야기를 듣
고 싶습니다.

나인플라바가 적립서비스를 하면서

나시길 바랍니다.

가지고 있었던 기술이 POS 기기에서
실시간으로 매출을 파악하여 자동으

마지막으로 창업은 목적이 아니라고

로 영수증 뒤에 적립 QR코드를 내보

생각합니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서

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를 자

의미 있는 가치를 자신이 스스로 만들

입니다. 자금이 필요한 건실한 상점을

국내의 P2P 대출시장은 이제 환경이 조

엄선해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크라우

성되고 산업이 성장하는 단계라고 생

드펀딩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연결하

각합니다. P2P시장이 발전하고 자리 잡

사실 펀다를 창업하기 전에 나인플라

동화된 적립 서비스에 적용했습니다.

고 전달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창업입

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입니다. 창업 후

기 위해 각 업체들은 협력하고, 건전한

바라는 회사에서 위패스 서비스를 운

이를 다르게 활용해보면 해당 상점의

니다. 그렇기에 "나는 꼭 창업을 할거

P2P 금융 플랫폼

현재까지 1년 8개월 동안 평균이자율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

영했습니다. 위패스는 지역상점의 적

실시간 매출로부터 상점의 건전성, 성

야" 하면서 조급해하기보다 내가 세상

FUNDA(펀다)

11.64%로 220여 개의 상점에 14,000명의

비자들로부터 선택받는 업체와 그렇지

립과 마케팅을 도와드리는 서비스인데

장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겠다는 생각

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방향

투자를 연결하였습니다.

못한 업체들이 생길 것입니다.

요. 서비스가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와

으로 이어졌습니다. 나인플라바라는

으로 생각하며 여러 활동들을 하신다

방법은 충분히 유의미했지만, 저희가

회사가 어려워졌지만 그 과정에서 상

면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취업

P2P 업체가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원동

느낀 상점의 큰 니즈 중 하나가 자금 확

점의 자금 니즈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

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다가도 창업 기

력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결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을 발견하

회는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병남 총괄이사
(기계공학 06)

어떤 계기로 창업을 결심하셨
나요?

째, 모험적 투자를 감행하는 대중을 대
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플랫폼으로서

상점들은 창업부터 성장 과정을 거치

제가 군생활을 할 당시에 국내에 아이

의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저렴한 비

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 과정에서

동할 수 있는 과감함은 항상 장착하고

폰이 처음으로 출시됐는데요. 아이폰

용구조를 기반으로 편리한 서비스를

수시로 자금을 필요로 합니다. 학교 앞

계시기 바랍니다.

의 등장과 함께 휴대폰 시장을 비롯해

제공하고 효과적인 마케팅을 펼침으로

상점은 방학 기간에 매출이 줄어들기

주변의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세상이

써 가능합니다. 둘째, 대출자와 그 부근

도 하고 준비 못한 부가세 기간이 도래

바뀌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저도 이

에서 발생하는 기존에 간과되고 있던

하여 지출이 뛰기도 하고, 혹은 원자재

처럼 세상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일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를 대량으로 매입하여 수익률을 높이

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창업

새로운 판별력의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 위한 자금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창업학회 혹은 동아리를 해보는

이 그러한 일들을 제가 스스로 만들어

것입니다.

이런 상점들에게 부동산 담보가 있으

것은 막연할 수 있는 창업에 쉽게 다가

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상점들은 일

갈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는 이중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

부 보유한 부동산이 있더라도 창업 과

대학생일 때를 생각해보면, 창업은 어

당시에는 대학생으로서 어떻게 시작할

각합니다. 펀다는 창업 초기 때부터 상

정에서 담보력을 소진하고 그 이후의

떻게 시작할 수 있고 회사는 어떻게 운

지 막막했는데요. 창업학회를 시작으

환의지, 매출예측, 상권분석, 기타 상점

운영자금에서는 더 이상 사용할 담보

영되며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

로 다양한 활동과 교육프로그램을 통

건실도 등 남들은 보지 않는 새로운 데

가 없습니다.

주는 사람도 없고 배울 수 있는 방법도

해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것

이터를 적용해 기존의 신용평가 모델

들이 현재의 펀다 창업까지 이어지게

보다 진보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

하지만 은행을 비롯한 전통적 금융기

창업학회를 만들어질 때부터 함께 했

한 것 같습니다.

니다.

관들은 상점의 환경이 너무 다양해서

습니다.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열정적

예측이 어렵고 ROI가 나오지 않는다는

인 친구들과 만나 각자가 생각하는 창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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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펀다가 시작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순간 자신이 뜻하는 것을 행

창업가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재학 중 추천해주고 싶은 활동들이
있다면요?

잘 몰랐는데요. 저는 인사이더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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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윤 총재, 대학
교회에 선교기금
지원

“사회 지도층이 마음먹고 절약한다면 회갑에 1억 원, 고희에 1억 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의 기부 문화 조성 캠페인을 펼치며 자신의 신념을 현실에서 실천하
는 이가 있다. 박명윤 한국파인트리클럽 총재는 회갑을 맞은 1999년, 모교인 서울
대학교와 아동복지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등으로 1억 원을 기부했다. 당시 우리
대학교회에도 1천만 원을 기부해 ‘박명윤이행자 선교기금’을 조성했다.
고희를 맞은 2009년, 박 총재는 대학교회에 1천만 원을 추가 기부한 것을 비롯해

연세 PEOPLE

청소년지도장학회, 소년소녀가장장학회, 아동복지기금 등에 기부하면서 다시 1

2019년까지 총 5천만 원

연세사랑

기부

억 원을 사회에 환원했다. 그가 주장하는 캠페인은 실현되었지만 박 총재의 기부
는 아직 현재진행중이다. 팔순을 맞는 2019년까지 1억 원 기부를 실천하기 위해서
다. 그 일환으로 박 총재는 우리 대학교회에 2016년에서 2018년까지 매년 총 3천
만 원의 기부를 약정하고 지난 12월 1천만 원을 쾌척했다.
지난 12월 20일 총장실에서 열린 감사패 전달식에는 김용학 총장을 비롯해 이재
용 교학부총장, 김영석 행정·대외부총장, 안강현 대외협력처장, 조재국 대학교회
담임목사 등이 자리해 박 총재를 맞았다. 이날 김 총장은 “학교를 위해 애써주셔

구애련 선교사,

한국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故 구애련(Ms. Marion

생의 끝에서

사랑을 놓지 않았다.

실천한 연세사랑

캐나다 출신의 구애련 선교사는 1954년 캐나다 토론

래 약 1만2천 명의 회원을 배출한 한국파인트리클럽을 이끌어가고 있는 박 총재

토 대학에서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을 전공했다.

는 칼럼기고 등을 통해 재능기부에도 힘쓰고 있다.

서 감사하다.”며 “기금은 소중한 곳에 잘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Current) 선교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연세를 향한
장학금을 내고 싶다는 작은 바람으로 시작된 박 총재의 기부는 어느 덧 3억 원을
육박하고 있다. 이밖에도 ‘인재양성·사회봉사·국제친선’을 목표로 1958년 창설 이

캐나다연합교회(The United Church of Canada)에서
故 구애련 선교사

1959년 한국기독교장로회에 파송돼 1997년까지 37년
간 한국에 머물며 봉사의 삶을 살았다. 세브란스 병

원에서 물리치료사로 22년, 1981년부터 1997년 은퇴할 때까지는 원주캠퍼스 보건

유언에 따라 신촌·원주
캠퍼스에 1억여 원 기부

학과 재활학과 교수를 지냈다. 1997년 3월초 캐나다로 다시 돌아간 그는 토론토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파견된 여성 선교사들의 활약 저술 작업과 남북한 통일을 위
한 인권활동에 힘썼다.
2013년 11월 18일 별세한 구애련 선교사는 특히 우리 대학교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
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재산 중 일부를 원주캠퍼스와 신
촌캠퍼스 연합신학대학원에 기부해달라는 부탁을 남겼다고 한다.
구애련 선교사의 유언에 따라 캐서린 크리스티(Catherine Christie) 캐나다연합교
회 파송 선교동역자와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민희 목사가 지난 12월 14일 우리 대학
에 방문해 신촌캠퍼스와 원주캠퍼스에 각각 63,775캐나다달러, 총 127,550캐나다
달러(한화 1억 1천4백만 원)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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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학 총장단,

김용학 총장단이 해외 동문들과의 상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해외동문 네트워

미주동문 방문

시카고동문회, 뉴욕동문회 등을 찾았다.

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2월2일~12일 열흘간 남가주동문회, 북가주동문회,

해외 동문들과 함께하는 송년회

해외 동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논의
연세사랑 모아 12억 원
쾌척

ARCH Venture Partners 공동설립자 Keith Crandell
미팅(12월 8일)

2016년의 끝을 알리는 12월인 만큼 총장단은 미주 동문들과 송년회의 기쁨을 함
께 나눴다. 먼저 3일에는 남가주동문회 송년회에 참석했다. 280여 명의 동문들이
모인 가운데 연세인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6일에는 북가주동문회 송년모임, 8일에는 시카고동문회 송년모임에 방문해 동
문회 임원들과 주요 동문들을 만났다. 이어진 10일에는 뉴욕동문회 송년회에 참
석해 150여 명의 동문들과 한 해의 기쁨과 슬픔을 반추했다.

LG전자 북미기술센터장 서윤원 미팅(12월 5일)

Arch Venture Partners Keith

동문 기업체 개별 방문해 격려
현지 주요 인사 만나 상호 발전 방안 모색

에 대해 의논했다. 이어서 차지연(간호 91) 동문이 근무하는
Magnificent Mile Art Institute of Chicago를 둘러봤다.

공식적인 송년모임 이외에도 총장단은 미국에서 성공적
으로 정착한 동문이 운영하는 기업체를 개별 방문했다. 임
덕순(정외 70) 동문의 미주복음방송, 박준환(정외 50) 동문

12억 원 넘는 기부금 조성
연세국제재단 백만 불 쾌척

의 사우스 베일로 한의대 및 CUMS 애나하임 캠퍼스, 유철
시카고 송년모임(12월 7일)

남가주 송년회(12월 3일)

수(천문 68) 동문의 올림피아 USA, 정병위(금속 70) 동문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각 동문회에서는 모교를 위해 정성을

Frontier Logistics, 강승헌(경영 90) 동문과 이유민(신방 84)

모아 기부금을 쾌척했다. YG총연우회 $10,000, 북가주동문

동문이 각각 사장 및 전무로 있는 Wang Globalet, 이경훈

회 $20,000, 뉴욕동문회 $8,000, 연세국제재단 $1,000,000

(기계 75) 동문의 Kabuki를 방문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등 총 $1,038,000(12억 3백8십5만 원)를 기부했다.

성공적으로 기업을 일군 동문들을 격려했다.
특히 연세국제재단은 연세 창립 120주년인 2005년 백영중

뉴욕 송년모임(12월 9일)

이밖에도 총장단은 UCLA 필름 스쿨 테리 슈왈츠 학장을

동문(물리 53)과 뜻을 같이한 미주지역의 동문들이 주축이

만나 상호 발전을 위한 교류협정을 논했다. 북가주에서는

돼 창단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백영중 동문은 1956년 연

실리콘밸리에 있는 LG전자 북미기술센터 서윤원 부사장

희대(연세대 전신) 재학 중 흥사단 장학생으로 혈혈단신 미

을 만나 최신 IT, BT 관련 업계 동향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국 땅에 건너가 ‘철강계의 거인’이 되어 인생의 디딤돌이 된

Apple에 근무하고 있는 김도훈(전자 92) 동문을 만나 Apple

모교를 위해 백만 불을 기부했다.

HQ를 둘러보기도 했다.
총장단은 해외 동문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해외 동문과의

북가주 송년모임(1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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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송년모임(12월 10일)

시카고에서는 ARCH 벤처 파트너스(Venture Partners)의 공

돈독한 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향후에도 각 해외 동문회 및

동설립자인 케이스 크렌델과 Cambridge Corporate Advisors

해외 동문들을 찾아갈 계획이다.

의 창업주이자 대표인 서중원 동문을 만나 교내 벤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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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낙준, 명문 연세를 설계하고 키워내다
백낙준(1895~1985) 초대총장은 미국 파크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는 동안 기독
교 세례를 받았고, 목사가 되고자 프린스턴신학교에 진학하여 신학사 학위를 받
았다. 이후 다시 프린스턴대학에서 역사학으로 문학 석사를 받은 후, 예일대학으
로 진학하여 1927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해 가을에 귀국해 연희전문의 교수가
되어 문과 과장이 되었다. 연희전문의 문과가 조선어, 조선문학, 조선역사를 연구
하고 가르치는 ‘국학’의 산실, ‘민족의 대학’으로서 성장해갈 수 있었던 데에는 그
의 신념과 안목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연세 PEOPLE

그는 1937년 수양동우회사건으로 더 이상 강의를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자 도서관

역사 속 연세
신촌캠퍼스 마스터플랜, 1917

의 사서로 근무하면서 계속해서 연희에 헌신하고자 했다. 하지만 1942년 9월 조선

초대 총장 백낙준

어학회 사건에 연루되면서 결국 해직 당하게 된다.

신촌캠퍼스 1960년대 초반

해방 후 유억겸의 뒤를 이어 교장이 되었고, 마침내 종합대학 연희대학교의 초대
총장이 되었다. 그는 오늘날 종합대학으로서 연세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일제
하에서 연희전문이 견지해온 민족정신의 고양과 민족학문의 발전이라는 정신을

연세 통합의

1915년 연희전문학교는 아직 캠퍼스를 갖추지 못한 채 개교했다. 1917년 당시 국유

계승해 1948년 한국 최초의 대학연구소인 ‘동방학연구소’를 설립하고 직접 소장

지였던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 창천리 일대의 약 19만 평을 동양척식주식회사로부

직을 겸했다. 오늘날의 국학연구원의 모태로서 연세의 학문이 국학에서 비롯되

두 주역, 백낙준과

터 구입하면서 신촌 교정의 역사도 함께 시작됐다. “언더우드의 꿈”이라 불리는

었음을 다시 한 번 공표한 것이다.

김명선

신촌캠퍼스 최초의 마스터플랜이 마련된 것도 바로 이때였다.
그의 교육 철학은 1950년 5월 문교부장관으로 취임하면서 꽃을 피웠다. 한국의 교
이후 스팀슨관, 핀슨관, 언더우드관, 아펜젤러관 등 주요 건물을 준공하면서 첨단

육 이념으로 “홍익인간(弘益人間)”을 표방하고, 초등학교 의무교육과 교육자치

고등교육 기지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동시에 연희전문과 세브란스의학전문을

제, 교과서 무상 공급을 위한 국정교과서 인쇄소 설립, 지방 국립대학 설립, 학술

통합하여 종합대학으로 개편하자는 논의도 활발히 개진되었다. 비록 한국인이

원 설치 등 교육의 근간이 되는 제도들을 수립 및 실시했다. 6.25 전쟁 발발 후에

주도하는 대학을 허락하지 않는 일제의 정책으로 종합대학의 꿈은 실현되지 못

도 국민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노천학교, 전시연합대학 등을 추진했다. 그는

하였지만, 두 학교의 지도자들과 이를 지원하는 선교부는 오랜 시간에 걸쳐 오늘

장관 퇴임 후에는 다시 연희대학교의 총장으로 복귀하여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교

의 연세를 꿈꿔왔던 것이다.

육을 재개하고 학교시설을 복구하는 등 연희의 재건에 앞장섰다. 이후 1957년 백

6.25전쟁의 피해를 복구해 간 연희대학교, 1956

낙준은 연희와 세브란스를 통합한 연세의 초대 총장이 됐다.
해방이 되어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의과대학으로 승격되자 통합 논의는 급물살
을 타게 되었다. 1948년 두 학교의 교수회에서 합동 찬성의 의결이 있었고, 1949년
에는 세브란스의과대학의 예과가 연희대학교 안에 설치되었다. 곧이어 터진 6.25
전쟁으로 양교의 통합 논의는 일시 중단되었지만, 전후 학교와 병원의 재건에 힘
을 쏟는 과정에서 통합의 필요성은 더욱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신촌캠퍼스 40주년을 맞은 1957년 연희와 세브란스가 마침내 통합을 이루고 그로
부터 5년 뒤 병원과 의과대학을 포함하는 연세의료원이 준공됨에 따라 연세의 새
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나아가 그 역사의 이면에는 연세의 교육이념과 통합의 정
신을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던 백낙준 연희대학교 총장과 김명선 세브란스의과
대학 학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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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낙준 총장 취임서명,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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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RESEARCH 연구 프론티어

김명선, 연세 통합과 새 병원 건설을 이끌어내다

연세 RESEARCH

김명선(1897~1982)이 자란 황해도 장연 솔내 마을은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소래
교회가 세워진 역사적인 곳이었다. 평양 숭실학교를 마치고 그는 에비슨과 원한경
의 권고로 1920년 연희전문 수물과에 입학했으며, 1년 만에 다시 세브란스의학전문

연구 프론티어

에 입학했다. 생리학을 전공한 그는 미국 시카고의 노스웨스턴 대학으로 유학해 3
년 반 만에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명실상부한 한국 생리학자 제1세대로
한국의 생리학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김동호 교수 연구팀,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최소 단위인 분

린 분자 시스템들에서 공액구조와 방향

자에서 파이 공액구조(π-Conjugation)

성 조절에 의한 물질 성질의 변화를 시공

분자의 방향성 조절

와 방향성(Aromaticity)은 분자의 안정

간 분해 분광학 기법을 이용하여 심도 있

성 및 물리·화학적 성질을 결정짓는 핵

게 연구해 왔다. 본 총설 논문에서는 확

규명

심적인 요소다. 이들은 비선형 광학 물

장 포피린에서 중요한 물성 중 하나인 방

질, 음이온 포획, 광 동역학 치료 등 관

향성이 온도 및 용매 변화, 양성자 첨가

국장으로 일했다. 또 군정청 문교부장이 된 유억겸의 부탁으로 고등교육국 의학교

련 응용연구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

및 제거나 광유도 현상 등의 화학반응이

육담당관도 맡았다. 당시 새로운 한국 인재가 필요했던 의과대학과 병원에 교수진

하기 때문에 다양한 파이 공액 분자(π

아닌 가역적인 방법에 의해 변화되고, 이

을 확보해주고 운영이 정상화되도록 돕는 일을 맡았다. 최초의 의학 잡지인 『조선

-Conjugated molecule) 시스템에서 방

에 따라 분자의 성질이 조절된다는 연구

의사시보』를 창간하여 학술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향성 조절이 연구되고 있다. 그 중 자연

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종합되었다.

김명선은 학문적인 면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도 큰 공적을 남겼다. 학문적으로는
김명선 부총장

“공명선병(恐鳴善病)”이라는 말이 따라 붙을 정도로 엄격했지만 평소 제자들이 당
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주었던 스승으로 존경받았다.
해방 후 그는 새로운 한국의 의료, 교육의 체계를 세우는 데 참여했다. 미군정 시절
세브란스의 선배였던 이용설이 보건후생부장이 되자, 그의 요청으로 경기도 후생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과학계에서 주목

기능 발현에 핵심적 요소로 작용하는 포

받는 이유는 분자의 특성에 가장 많은

도 등에 세브란스 분원을 만들어 전쟁으로 상한 동포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했는

피린 유사 분자들은 응용 가능성이 큰

영향을 주는 방향성을 외부 조작하여 특

데, 김명선은 피난지 부산에서 전시연합대학의 부학장으로 일하면서 거제도의 병

분자로 학계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성 변화를 쉽게 유도하고, 분자의 방향

이상이 파괴되었고 교수와 학생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 가운데서도 거제도와 청

게재

원에서도 근무했다. 전쟁의 포성이 완전히 멎지 않은 1952년 그는 세브란스 제6대

성 예측을 통한 합성법 제안, 레이저 및
자연계의 헤모글로빈, 엽록소 등에서 산

비선형 광스위치의 중요 물질인 NIR영

소운반, 광합성, 산화환원 등의 다양한

역에서의 과포화 흡수체(fast saturable

그는 학장으로서 전후 복구에 앞장섰을 뿐 아니라 미군의 지원을 받아 연세 통합

생화학 기능 발현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

absorber) 합성 등과 같은 다양한 응용

을 전제로 한 새 병원 건설을 이끌어내었다. 물론 합동에 반대하는 동창들과 교수

용하는 포피린 유사 분자들은 응용 가능

분야에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기

들도 적지 않았지만 세브란스의 장래를 생각할 때 단과대학으로 남아있는 것보다

성이 큰 분자로 학계의 많은 관심을 받

때문이다.

는 종합대학에 속하는 것이 장래의 발전을 위해 유리하다는 것이 김명선의 신념이

고 있다. 김동호 교수(화학과) 연구팀은

었다. 그 자신이 연희와 세브란스를 모두 다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 신

확장 포피린(Expanded porophyrin)에서

한편, 김동호 교수 연구팀은 파이전자

념과 열정으로 임할 수 있었다.

의 분자의 방향성 조절 연구들을 수행해

구조체 중 생물학적·광전자공학적으로

왔으며, 연구의 중요성과 우수성을 인정

산업 이용가치가 큰 다양한 파이전자 분

1961년까지 통합된 연세의 부총장으로 봉직한 그는 명예교수로서 대한가족계획협

받아 세계 저명 학술지인 ‘케미컬 리뷰

자체들을 합성 및 제안하고, 이들의 물

회장, 원자력원 원장, 사회복지법인 꽃동산애육원 이사장 등을 지냈으며, 1982년

(Chemical Reviews)’ 12월 16일자에 총설

리화학적 특성을 심도 있게 분석한 연구

자신의 시신까지 의학연구와 교육의 발전을 위해 기증했다.

(review) 논문으로 게재됐다.

로 널리 알려져 있다. 관련 연구는 향후

학장으로 취임했다.

신촌캠퍼스의 의료원 기공식에서 축사하는 김명선
선생(1955.04.23)

태양광 에너지 변환, 광 동역학 치료, 차
(자료 및 사진 제공: 박물관)
확장 포피린에서의 방향성 조절에 대한 요약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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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헤모글로빈, 엽록소 등에서 산소운
반, 광합성, 산화환원 등 다양한 생화학

6.25전쟁이 터지자 세브란스의과대학과 병원 건물은 포화와 폭격으로 건물의 85%

김명선 생리학실습, 1932

‘케미컬 리뷰’에 총설논문

연구팀은 포피린 유사 분자들 중에서도

세대 디스플레이 등의 다양한 기술 적용

응용성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확장 포피

가능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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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택 교수,

오문현 교수팀,

화학과 오문현 교수 연구팀(최소라,

에 각기 다른 성분과 구조의 배위고분

김태호, 지호연, 이희정)의 연구 성과

자 물질이 동시에 존재하는 혼성 배위

식물의 환경 스트

배위고분자 물질의

가 화학분야 국제 최상위 학술지인 ‘미

고분자 입자를 균일하고 효과적으로

국화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형성할 수 있었다.

레스 대응 유전자

구조 추론

Chemical Society. JACS)’ 11월호에 게

메커니즘 규명

김우택 교수(앞줄 왼쪽), 공동저자인 김은유 연구교수(앞줄 오른쪽), 안민용 박사과정 연구원(두번째줄 오른
쪽), 박기열 박사과정 연구원(뒷줄 가운데)

가능해질 것
식물학 최고 권위지
‘플랜트 셀’에 발표

연구팀은 새로운 배위고분자를 성장
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유기 리간드에

‘미국화학회지’에 논문 게재
가뭄에도 강한 작물 생산

재됐다.
금속 이온과 유기 분자들의 규칙적

따라 템플레이트 위의 모든 방향에서

인 배열로 이루어진 배위고분자 물

배위고분자가 성장(등방 성장)하기도

질(Metal-Organic Framework, 이하

하고 특정 방향에서 성장(비등방 성

MOF)은 물질 내부에 잘 발달된 기공

장)하기도 하는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

과 넓은 표면적을 이용하여 가스 저장,

했다. 이러한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

가스 분리, 촉매반응, 센싱 등 다양한

서 배위고분자 입자의 내부 구조는 외

분야에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부 모양으로 반영된다는 점과 템플레
이트로 사용한 육각기둥 모양의 배위

전 세계 경작 면적의 약 30%가 건조 스

김 교수팀은 식물의 스트레스 반응 호

이러한 배위고분자 입자를 템플레이

고분자 입자의 옆면에서만 2차 배위고

트레스에 직면해 있으며, 작물 최대 생

르몬인 ABA의 신호전달 과정을 조절

트로 사용하고, 그 위에 다른 특성을

분자가 성장하는 점으로부터 2차로 성

산 가능량의 50% 이상이 건조 스트레

하는 U-box type의 E3 ubiquitin ligase

갖는 배위고분자 물질을 질서 있게 성

장한 배위고분자의 셀 파라미터를 유

스를 포함한 환경 스트레스에 의해 소

PUB18이 건조 스트레스 신호 전달 반

장시켜 혼성 배위고분자 입자를 생성

추할 수 있었다.

실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같은 건

응에서 Exo70B1 단백질을 분해하는 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지

조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성 인자로 작용함을 발견했다. 그 결과,

니는 복합 특성의 소재를 합성할 수 있

위와 같은 유추는 다양한 데이터를 통

위해 스트레스에 저항성을 가지는 새

음성 조절자인 PUB18 유전자가 제거된

다. 그러나 템플레이트로 사용된 배위

해 증명됐다. 일반적으로 매크로 크기

로운 품종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knock-out 돌연변이체가 건조 스트레

고분자 입자 위에 전혀 다른 구조를 가

의 단결정이 아니고서는 배위고분자

있는 실정이다. 환경 스트레스 대응 유

스에 강한 내성을 나타냄을 확인했다.

지는 배위고분자 물질의 성장에 관한

물질의 내부 구조를 분석하기 어려웠

연구 및 이와 관련한 메커니즘에 대한

지만, 본 연구에서는 배위고분자의 성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장 양상과 모양으로부터 배위고분자

전자의 발굴을 통한 작물 개발이 식량
난을 해소하고 농생명 산업의 경쟁력

이는 음성 인자로 작용하는 유전자의

을 높이는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결실이 건조 스트레스에 저항성을 가

것이다.

져올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본 연구결

본 연구에서는 배위고분자 입자를 템

나아가 배위고분자 물질이 등방/비등

과를 CRISPR/Cas9 유전자 가위 시스

플레이트로 사용하고 그 위에 템플레

방 성장하는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김우택 교수팀(시스템생물학과)은

템과 접목한다면 환경 스트레스에 저

이트와 다른 성분이나 구조를 지니는

설명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다양

100% 순수 국내 연구를 통해 식물의

항성을 갖는 non GMO 작물 개발이 가

배위고분자를 마이크로 크기 수준으

한 종류의 복합 소재의 합성이 가능해

건조 스트레스 내성 반응의 음성 인자

능해진다. 나아가 이러한 기초연구 결

로 성장시켰다. 결과적으로 한 입자 내

질 것으로 평가된다.

(negative factor)로 작용하는 유전자의

과를 농업에 응용한다면 환경스트레스

기능과 그 세부 메커니즘을 규명함으

에 강한 내성을 나타내는 새로운 품종

로써, 가뭄에 강한 작물 생산의 가능성

개발을 통해 농작물의 수확량을 향상

을 확인했다. 본 연구 결과는 미국식물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 내부 구조를 유추해 낼 수 있었다.

학회에서 발간하는 식물학분야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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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지인 ‘플랜트 셀(The Plant Cell)’

한편,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우장춘 특

온라인 최신판에 게재됐다.

별 프로젝트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배위고분자(MOF)의 등방/
비등방 성장에 의한 혼성
배위고분자 입자 생성

Vol.604

31

연세 INSIDE 캠퍼스 소식

문석준 교수팀,

같은 용량의 당 성분을 함유했다는 가정 하에 딱딱한 사탕과 말랑한 젤리 중 어느

굳기와 맛의 인지

가 달라진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관계 밝혀

치대 문석준 교수팀(구강생물학)은 최근 ‘음식 굳기와 맛인지 상호관계 규명’ 연

것이 더 달게 느껴질까? 같은 맛을 보유한 식품도 음식의 굳기 등에 따라 선호도

Januar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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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논문을 네이처(Nature)의 자매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굳기를 인식하는 기계적 감각과 맛감각에 대한 신호전달 연구가 용이
한 초파리를 이용해 딱딱한 음식과 부드러운 음식 중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지 행
동을 분석했다. 초파리들은 같은 굳기에서는 당 성분이 더 강한 쪽에 몰렸으나,

사탕 vs 젤리, 더 달게
느껴지는 것은?

딱딱함이 높아질수록 조금 덜 달더라도 부드러운 쪽으로 옮겨갔다.
또한 당 성분 함유량의 차이(10배)가 크면, 딱딱함의 차이(10배)를 극복하고 당 성
분이 더 높은 쪽으로 초파리들이 옮겨갔다.

연구 성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게재

한편, 연구팀은 초파리가 촉각신경이 활성화 되면, 같은 농도의 당 성분을 제공하
더라도 단맛을 느끼는 정도가 저하된다는 점도 밝혀냈다. 당 농도가 증가하면, 당
성분에 대한 인지도가 증가하지만 인위적으로 촉각신경을 활성화하면 같은 농도
의 당 성분에 대한 인지도가 급격히 저하됐다.
문석준 교수는 “초파리 행동 분석을 통해 음식 굳기가 음식에 대한 선호도를 결
정하는 요소로 작용함을 알게 됐다. 같은 단맛의 음식이라도 딱딱한 상태라면 미
각기관의 기계적 자극인지 신경세포가 음식 굳기 정보를 뇌에 전달하면서 단맛
을 느끼게 하는 신경세포의 신호전달 기능을 억제해 선호도를 떨어뜨렸다.”고 말
했다.
이번 연구는 음식의 굳기와 맛 인지의 상관관계를 행동학 및 유전학적 관점에서
최신 이미징 기법으로 증명해,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알고 있던 ‘서로 다른 감각의
상호작용에 의한 풍미 형성’을 처음으로 실험적 방법으로 입증했다.

차이나 데이(China Day) 문화 축제

제4회 차이나 데이(China Day) 문화 축제가

서 미래사회의 리더로 성장하는 데에 큰 도움

개최

지난 12월 2일 백양 콘서트홀에서 개최됐다.

이 될 것”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행

중국인 유학생과 한국 재학생을 포함한 900여

사를 주최한 펑루 중국 유학생회 회장도 “이번

명의 학생들이 참석했으며, 중국 전통문화 공

행사는 우리 대학에 중국 문화를 알리고 양국

연은 물론 K-pop 공연까지 아우르는 흥겨운

학생 간 우의를 증진시키는 즐거운 시간”이라

문화교류 축제였다.

고 전했다.

이번 차이나 데이에서는 “손에 손잡고”라는 슬

한편, 이번 2016 차이나 데이 행사는 우리 대

로건을 중심으로 중국 전통무용, 무술, 경극,

학교 중국 유학생회가 주최했으며 국제처, 중

중국 만담, 라틴 댄스, 시낭송, K-pop 댄스 등

어중문학과, 중국연구원, 공자아카데미를 비롯

의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이재용 교학부총

한 주한 중국대사관, 전한중국학인학자연합회

장은 차이나 데이가 “중국 유학생이 다양한 문

등이 후원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화를 이해하고, 창의력과 소통의 능력을 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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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우유, 서울시 영양플러스 공식

연세우유가 업계 최초로 3회 연속 ‘서울시 영

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 보

사업자로 3회 연속 선정

양플러스’ 공식 사업자로 선정돼 4년째 연세우

충식품을 제공해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

유 제품을 공급하게 되었다.

한 식생활 개선을 유도하는 국민건강증진 복지

연세우유는 서울시 영양플러스 공식 사업자로

사업이다. 연세우유는 영양플러스 지원대상으

선정됨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각 자

미래 사이버 전략 연합체 출범

우리 대학 정보대학원(원장 이봉규)이 고려

련 및 관련 연구수행 ▲ 학·연간 협동과정 프

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로그램 개설 및 연구인력 교류·협력 활성화

고려대-KISA-NIA와 미래 사이버 정책

(KISA),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등 3개 기관

▲ 국제협력 공조를 위한 네트워크 역량 확보

구상

과 ‘미래 사이버 전략 얼라이언스’를 출범했다.

▲ ICT 다보스 포럼을 지향하는 가칭 ‘Cyber

로 선정된 약 5,500가구에 1년 동안 연세우유

이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 사회상과 이

Policy Asia Summit’ 개최 등을 수행한다.

치구별로 선정된 영양플러스 대상자에게 연세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에 요구되는 사이버 정책 및 전략방향을 제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각 기관의 전

우유 제품을 공급하게 된다. 대상 제품은 연세

연세우유 관계자는 “연세우유의 뛰어난 품질

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3일 알렌관 청송홀에

문성을 상호 공유 및 교류하여 국가적인 시너

대학교 전용목장 우유 200/500/1,000ml, 연

과 안전성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아 서울시 영양

서 출범식이 열렸다.

지 효과를 창출할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세대학교 저지방+칼슘 우유 180/450/930ml,

플러스의 공식 사업자로 3회 연속 채택돼 기쁘

ICT 및 정보보안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번 상호협력협약

연세우유(멸균) 200/1,000ml, 연세랑 플레인

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사명

행하고 있는 이들 기관은 출범식에서 미래 사

(MOU)은 단순 학술교류가 아닌 실제적인 상

90g 등 총 9품목이다.

아래 건강한 우유를 만들기 위한 연구개발에

이버 전략에 대한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프로

호협력(Collaboration)을 하는 데 기관장들이

서울시가 통합 운영하고,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젝트 수행, 사이버분야의 글로벌리더 양성 및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ICT 산업을 이끌어갈 산·학 생태계 기반 구축

이봉규 원장은 “이번 협약(MOU)이 우리나라

을 목표로 하는 상호협력협약(MOU)을 체결

가 ICT 분야에서 글로벌리더로서 자리매김하

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 미래 사이버 전략

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가 주관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은 상대적으로 영

경영대학, 세계적 HR 사례대회

경영대학 학생 팀이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경

들은 이번 2016 CIHRCom에서 전 세계 약 30

CIHIRCom에서 수상

영대학(Carlson School of Management,

여 개국의 학교의 학생 팀이 모여든 온라인 예

University of Minnesota)에서 지난 11월

선에 참가하였으며, 블라인드 심사 결과 선발

10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된 The Carlson

된 6개 팀으로 선정되어 결승에 진출했다. 대

제40회 언어정보연구원 학술대회

언어정보연구원(원장 서상규)은 지난 12월 2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기능을 포함

International Human Resources Case

회의 결승전은 3일 동안 진행되었다.

개최

일 ‘한국어 언어 자원 구축과 활용’이라는 주제

하고 있다. 또한 봉미경, 김선혜 연구원은 실제

Competition(CIHRCom) 결승전에서 3위를

박현선 팀장은 비영미권 참가 팀으로서의 최초

로 ‘제40회 언어정보연구원 학술대회’를 개최

언어 자원을 활용해 개발 중인 ‘유의어 사전’을

차지했다. CIHRCom은 HR 분야에서 두각을

수상이라는 영광에 대해 “예선준비부터 결승

인공지능 시대의 한국어 언어 자원의

했다. 이번 학술대회의 1부에서는 연세 말뭉치

발표하고, 학술대회에 참여한 다른 연구자들과

나타내는 미네소타 경영대학이 주최하는 행사

까지 열정적으로 지도하고 격려한 양혁승, 노

구축과 활용 논의

의 역사를 돌아보고 인터넷에서 말뭉치의 용례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로, 세계 각국의 훌륭한 학교 학생들이 참가하

현탁 교수에게 감사하다”며 “팀원 각각의 장점

를 검색하는 시스템을 시연했다. 연세 말뭉치

2부에서는 ‘국어 어휘 정리를 위한 언어 자원

며 포드, 랜드오레이크스, LG전자 등의 대기업

을 파악해 서로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

를 기반으로 한 사전 편찬 과정도 공유했다. 2

구축·활용 기초 연구’ 과제의 책임을 맡고 있

들이 후원하는 대회이다.

구를 효율적으로 분담했다. 또한, 프레젠테이

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국립국어원 연구 과

는 김한샘 교수(연세대학교)의 발표를 시작으

우리 대학교 경영대학 팀은 비영미권 국가의

션 과정에서 배운 점을 공유하면서 전달력을

제 ‘국어 어휘 정리를 위한 언어 자원 구축·활

로 공동 연구원인 최기선 교수(카이스트), 김

참가 팀으로서는 최초로 수상한 팀이다. 이번

끌어 올렸기 때문에 수상이 가능했다”고 했다.

용 기초 연구(연구책임자 김한샘 교수)’의 연구

평 교수(전주교대), 정희창 교수(성균관대), 곽

에 좋은 성과를 거둔 학생 팀은 석사과정 박현

이어, 미국 출신 케이틀린과 체코 출신 엘리스

성과를 발표했다.

용진 박사((주)이르테크)의 발표가 이어졌다.

선 학생을 팀장으로 글로벌 MBA 이정민, 케이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로 팀을 꾸린 덕분에

서상규 교수(연세대학교)는 연세 말뭉치의 시

김한샘 교수는 과제의 개요와 함께 한국어 언

틀린 캐롤(Kaitlyn Carroll), 엘리스 울리로바

다양한 시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작을 1930년대에 최현배 선생이 구축한 말뭉

어 자원의 현황과 전망을 소개했다. 최기선 교

(Eliska Uhlirova) 등 4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치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밝히며, ‘연세 말뭉치’

수, 김평 교수, 정희창 교수, 곽용진 박사는 인

의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 언어 자원 연구가

공지능, 빅데이터, 국제표준 등의 키워드를 중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제시했다. 언어정보연구

심으로 한국어 언어 자원의 구축 및 연구 방안

아젠다 발굴과 이를 위한 전문가 교류의 장 마

2017년 자랑스러운 연세인상에

서경배(경영 81) 아모레퍼시픽그룹 대표이사

66) (주)오토젠 회장이 수상하게 됐다.

원은 1980년대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현대적

을 고민한 성과를 발표하였다. 인간 수준으로

서경배 회장

회장이 ‘2017년 자랑스러운 연세인상’ 수상자

시상식은 1월 10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삼성동

의미의 말뭉치(corpus,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

언어를 이해하는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 여

로 선정됐다. 또한 ‘연세를 빛낸 동문상’ 수상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리는 ‘2017년

게 모은 언어 표본)를 구축했다. 강범일 연구원

러 층위로 분석된 말뭉치가 필요한 이유와 언

자로는 김의숙(간호 64) (사)국제한인간호재

연세동문 새해 인사의 밤’ 행사에서 열릴 예정

은 언어정보연구원에서 개발한 말뭉치 용례 검

어 자원의 국제적 호환성 확보 방안, 한국어 빅

단 이사장, 성영훈(법학 78) 국민권익위원회

이다.

색 시스템을 시연했다. 이 시스템은 인터넷에

데이터의 구축과 활용 등에 대한 논의가 큰 호

서 연세 말뭉치의 용례를 검색하는 도구로서

응을 얻었다.

위원장이 선정됐으며 ‘공로상’은 이연배(기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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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연세공학인상에 전우명 회장

공학대학원(원장 허준행)은 2016 연세공학인

스러운 연세 공학대학원 최고위공학인상 수상

연세 MBA, 경영사례분석대회에서

우리 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과 머니투데이 방

를 가진 덕분에 수상을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상 수상자로 전우명 연학산업 회장을 선정했다.

자로 백상훈 (주)삼광 E.M.C 대표이사, 송대석

수상 휩쓸다

송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내 최고의 MBA 경영

장진영(MBA 16) 원우는 김태훈(MBA 16) 원우

공학대학원 최고위공학인상 수상자 3인

시상식은 지난 12월 19일 동문회관 3층 대회의

(주)정방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송재선

사례분석대회에서 연세 MBA의 4개 팀이 수상

와 팀을 이루어 출전하여 최고상인 교육부장관

선정

실에서 공학대학원 총동창회(회장 케이아이티

(주)금풍아트 대표이사를 선정했다. 시상식은

했다. 이들은 전체 8개 수상팀 중 교육부장관상,

상을 받았다. 이들은 단순히 학점이나 학위를 따

밸리(주) 장미호 대표이사)가 주관하는 ‘2016

12월 22일 리베라호텔에서 총동우회회장(㈜

한국수력원자력상, 머니투데이방송사장상, 우

기 위한 것이 아닌,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

연세공학인의 밤 행사’에서 함께 진행됐다.

금홍팬시 김선군 회장) 주관 공학최고위 송년

수상을 받았다.

참가하게 되었다. 이전에 한 교수님으로부터 들

한편, 공학대학원(원장 허준행)은 제15회 자랑

모임에서 개최됐다.

본 대회 지도교수인 경영대학 박경민(매니지먼

었던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

트 전공) 교수는 올해 사례대회의 성과에 대해

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도전의 계기였다고도 전

“대회 주제인 에너지 및 전력 산업이 IT, 태양광,

했다. 장진영 원우는 “직장생활 경험이 사례를

원자력 등 각종 융·복합적 기술과 사회적 선택

이해하거나 전략을 제시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

을 필요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사업이

다.”며 “수업과 겹쳐 스트레스를 받기는 했지만

라는 점에서 MBA 학생들의 관심이 높았으며,

그러한 과정을 극복하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하게

참가한 학생들이 풍부한 경험과 창의적인 사고

되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지난 11월 24일 백양당 대강당에서 하승창 서

한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과거 사

울시 정무부시장이 “상상력이 세상을 바꾼다”

회운동에 참여할 당시 접했던 프랑스의 문화예

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하승창 정무부시장

술인들이 만든 결의안을 보고 느꼈던 충격을

전우명 회장

백상훈 대표이사

송대석 대표이사

송재선 대표이사

세상을 바꾸는 상상력을 논하다
인문학연구원 HK문자연구사업단,

인문학연구원 HK문자연구사업단은 겨울방학

는 무료이며 연세대학교의 대학생, 대학원생

문자아카데미 개설

을 맞이해 인문학의 기반이 되는 문자해독력

과 서양 고전문어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참여

을 높이기 위한 서양 고전문어 강좌 문자아카

가능하다. 방학을 이용해 인문학적 소양도 기

은 우리 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회상하며 자신이 상상력을 발휘한 사례를 제시

데미를 개설한다. 이번에 개설되는 과목은 고

르고, 그리스어와 라틴어도 배워볼 수 있는 좋

원에서 사회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하 부시

했다. 첫 번째는 광화문 촛불집회와 같은 집단

전 그리스어I, 고전 그리스어 강독, 라틴어II, 라

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업과 관련

장은 1980년대부터 학생운동, 노동운동에 참

적인 움직임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방식의 변화

틴어III이다. 이 외에도 평소에 쉽게 접하기 힘

된 기타 안내사항과 수강신청 과정은 HK문자

여하였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 시

에 대한 상상, 그 다음은 ‘공간’을 스스로 운동

든 그리스어의 기본문법과 원전강독, 그리고

연구사업단 홈페이지(http://munja.yonsei.

민사회단체연대회 운영위원장 등을 맡으며 시

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상상이었다.

라틴어 학습의 심화과정도 개설된다. 수강료

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운동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해 왔다. 2011년,

하승찬 시장은 앞선 두 가지 상상을 결합해 우

2014년 서울시장 선거 때에는 박원순 서울시

리 사회 전체를 구성하는 원리와 원칙들을 바

장 후보의 캠프에서 총괄기획단장을 지냈으며,

꿀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며, 오늘날의 변화에

하승창 서울시 정무부시장 특강

한국영화 성장의 중심,

지난 11월 10일 목요일, 백양관 대강당에서 김동

뒤로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부상할 수 있었던

2016년에는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으로 임명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상상력이 중요함

부산국제영화제

호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의 리더십 워크

이유로 세 가지 요인을 꼽았다. 먼저 제작비 문

되어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힘썼다.

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쳤다.

숍이 있었다. 김동호 위원장은 1961년 서울대학

제를 겪고 있는 신인 감독들의 프로젝트를 투자

하승창 정무부시장은 “상상력이 권력을 인수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

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이후 오랫동안 공직에서

자와 연결시켜주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했으

강연

활동하며, 여러 대학에서 객원 교수 혹은 연구

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했고, 영화와 관련된

교수로 활동했다. 현재는 부산국제영화제 조직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 덕분이라고 했다.

위원장 및 이사장, 동대문미래창조재단 이사장

김동호 위원장은 1990년대 한국영화 성장의 중

으로 활동하며, 단국대학교 영화 콘텐츠 전문대

심부에 부산국제영화제가 있다고 했다. 부산을

학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한

36

YONSEI NEWSLETTER

제31회 고문헌작은전시회 진행

학술정보원(원장 이정우) 국학자료실에서는 ‘조

식으로 편집된 『태상감응편도설(太上感應篇

선후기의 도교류(道敎類) 고문헌’이라는 주제

圖說)』, 『문창제군음즐문(文昌帝君陰騭文)』,

로 제31회 고문헌작은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관성제군성적도지전집(關聖帝君聖蹟圖誌

영화의 도시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

도교(道敎)의 경전은 교리를 표현하거나 전달할

全集)』, 『경신록(敬信錄)』 등의 자료들을 통하

국 최초의 국제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를 출

를 세계로 진출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냈기 때문

뿐만 아니라 신비한 힘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으며

여 도교의 교리와 신앙 및 수행의 양상 등을 살

범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다. 김 위원장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앞으로도

종교적 의례와 수행에 필수 요소로 간주되었다.

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강연은 “부산국제영화제와 한국영화”라는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영화제가 안정적인

본 전시회에서는 조선 후기에 간행된 대표적

본 전시는 2017년 2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전시

주제로 진행되었다. 김동호 위원장은 부산국제

기반을 바탕으로 존속되어, 정상적으로 개최되

인 도교류 고문헌 12종 18책을 엄선하여 전시하

장소는 ‘중앙도서관 5층 국학자료실’ 내 전시 공

영화제가 1996년 9월 13일에 첫 번째 막을 올린

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강연을 끝마쳤다.

고 있다. 삽화와 해설, 언해(諺解) 등 다양한 방

간이다.

‘조선후기의 도교류 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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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업 주재원 대상 최고위과정

행정대학원(원장 김기정)이 국내 일본기업 주

(Networking Party)’를 통해 양국 참가자의

은희경 작가의 리더십 워크숍

지난 12월 1일 백양관 대강당에서 ‘글쓰기와 리

이를 제3자에게 설득하는 과정과 같다고 하며,

수료식 열려

재원을 대상으로 한 최고위과정 ‘Gateway to

비즈니스 기회 창출은 물론, 상호 간 진정한 이

‘글쓰기와 리더십’

더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은희경 작가의 강연이

소설을 쓰는 과정에서 발휘되는 글쓰기 리더십

Korea’의 제1기 수료식을 가졌다. 지난 12월 21

해와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한일관계

열렸다. 은희경 작가는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

세 가지를 제시했다. 글쓰기 리더십은 자기 자신

국내 최초 국내 일본기업 주재원 대상

일 오후 6시 30분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개선을 위한 새로운 민간외교의 무대로 자리매

문학과와 우리 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를

을 먼저 주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때, 독자, 혹

최고위과정

열린 수료식에는 김용학 총장, 나가미네 야스

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졸업했다. 1995년 중편소설 『이중주』로 동아일

은 타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지에 대한 비전이

마사 주한일본대사, 수료생 등 한일 양국에서

제1기는 개설학기임에도 불구하고 미쓰이물

보 신춘문예에 등단했고, 같은 해 첫 장편소설

있을 때, 그리고 타인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산, 미츠비스상사 등 국내에 진출해 있는 일본

『새의 선물』로 제1회 문학동네 소설상을 수상했

갖추었을 때 발휘된다.

행정대학원은 지난 9월 한국의 정치, 경제, 사

기업 18개사 20명의 주재원이 등록해 다양한

다. 뒤이어 1997년 소설집 『타인에게 말 걸기』

은 작가는 특히 자기만의 성숙된 관점과 사유에

회, 문화를 비롯해 현장에서의 경영전략을 아

테마로 구성된 13주간의 과정을 수료했다.

로 제10호 동서문학상, 1998년에 단편소설 『아

서 비롯된 비전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능력

우르는 본 과정을 발족시켰다. 국내 일본기업

행정대학원 엄태진 팀장은 “현재 국내에는 약

내의 상자』로 제22회 이상문학상을 받았고, 이

을 바탕으로 한 문학적 상상력을 강조했다. 은희

주재원을 대상으로 한 최고위과정 개설은 국

700개의 일본기업(거점)이 진출해 있으며 약

외에도 한국소설문학상, 한국일보문학상, 이산

경 작가는 문학이 실패의 서사라고 하면서, “실

내 최초의 시도로서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30만 명의 주재원과 그 가족이 체재하고 있

문학상, 동인문학상, 황순원문학상 등 다수의 문

패한 인간의 이야기인 문학이, 우리의 리더십에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 정구현 카이스트 경영

다.”며 “이번 Gateway to Korea 과정의 성공

학상을 수상했다.

어떤 비전을 줄 수 있을지 스스로 고민해보면

대학 교수 등 각 분야 최고의 강사진으로 구성

적 출범으로 연세대학교가 앞으로 국내에 체재

이번 워크숍에서 은희경 작가는 한 편의 글을

좋을 것 같다”며 강연을 마쳤다.

된 강의를 통해 주한 일본기업 주재원이 한국

하는 일본인들과의 지속적 교류와 이해 증진을

쓰는 과정은 자기가 창조해낸 세계를 장악하고,

을 보다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

위한 새로운 창구로서 역할하기를 기대한다.”

공했다.

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내 각
계 오피니언 리더를 초청하는 ‘네트워킹 파티

미래융합연구원, ‘적응과 협력’을

지난 11월 22일 학술정보원 장기원 국제회의

방식의 변화, SNS 키워드의 변화 등 일상생활

주제로 ICONS 세미나 개최

실에서 ‘제15회 ICONS세미나’가 열렸다. 김동

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변화를 언급하며 강연

호 미래융합연구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세

을 시작했다. 송 부사장은 이러한 변화의 물결

미나에는 100여 명의 연세인이 참여한 가운

가운데 하나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며, 이에 따

데, 한국BI데이터마이닝학회 부회장과 다음소

라 기존 직업군이 소멸되거나 기계로 대체될

프트 송길영 부사장이 참석했다. 오피니언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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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에 CPA 고시실 개관

경영대학은 지난 12월 23일 CPA 고시실 개관

륭(경영 86,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오종진(경

수 있다고 했다. 송길영 연사는 인공지능과 일

식을 가졌다. 대우관 별관 4층 410호를 리모델

영 91, 삼일회계법인 상무), 이복한(경영 92,

이닝 워킹그룹(Opinion Mining Working

자리가 협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적응이 필

링하여 공인회계사(CPA)를 준비하는 학생들

한영회계법인 상무) 동문이 참석했다. 학교 측

Group)을 개설해 데이터 마이닝 활용연구를

요함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쳤다.

의 공부 공간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에서는 김동훈 경영대학장, 김성문 경영대학

하고 있는 송길영 연사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강연이 끝나자 청중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강

공인회계사 동문의 중심인 연세회계사회는 오

부학장, 임수빈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을 비

적응, 그리고 협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연에 참여한 많은 연세인이 인공지능이라는

랫동안 모교의 발전과 유능한 후배 공인회계사

롯하여 경영대학 회계 분야 손성규, 최원욱, 윤

송길영 부사장은 고려대학교 전산과학과에서

변화의 물결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가에 대

배출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왔다. 또

대희 교수가 이 자리에 함께 했다. CPA 고시실

학, 석사 학위를, 컴퓨터학과에서는 박사 학위

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

한 ‘연세회계사의 밤’ 행사를 매년 개최하여 공

학생 대표도 참석하여 CPA 고시실 개관을 축

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KAIST, 고려대학

으로도 미래융합연구원은 다양한 전공의 연세

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배들을 축하하고 향

하했다.

교, 연세대학교 최고위과정과 MBA course에

인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볼 만한 융합주제의

후 공인회계사로 활동하면서 필요한 역량과 자

김학수 동문은 “향후 우리나라 회계사 수요가

서 매 학기 강연을 하고 있다. 아울러, 수많은

ICONS 세미나를 계속 개최할 예정이다. 2017

질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을 만큼 후배에 대

계속 증가할 것이고 사회적 역할이 매우 높아

사람들의 일상적 기록이 담겨 있는 소셜 빅데

년에는 6번의 ICONS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

한 사랑이 남다르다.

질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분야보다도 똑똑한 인

이터에서 분석한 내용을 여러 영역에 전달하는

이다.

이번 개관식에는 연세회계사회 전 회장 김학수

재가 필요하다.”며 “새로 개관한 훌륭한 공간

작업도 진행하는 중이다.

(경영 71,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현 회장 서진

에서 유능한 후배 공인회계사가 많이 배출되길

이번 세미나에서 송길영 부사장은 음식 주문

석(경영 84, 한영회계법인 대표) 동문과 장석

기대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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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바이오인더스트리 포럼 성황리

대학원 생물소재공학협동과정(주임교수 이인석)

질의응답이 이어지며 분위기가 가열되었다. 그

스마트 미디어 교육센터(SMEC),

우리 대학 내 디지털 콘텐츠 교육기관인 미래

성과를 기록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VR, 지적

개최

이 올해로 학과 개설 2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

간 바이오식품, 바이오코스메틱스, 바이오산업

국제게임전시회 참가

교육원 스마트미디어교육센터(SMEC)가 지

재산권(IP) 등 게임 산업의 미래 핵심키워드를

념하여 지난 11월 25일 ‘제8회 연세 바이오인더

개발에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또 해당 사업들

난 11월 17일부터 시작된 제12회 국제게임 전시

접하고, 넥슨, 넷마블, 웹진, 소니 등 경쟁력 있

‘기능성 식품, 화장품의 산업화 전략과

스트리 포럼 2016’에서 “기능성 식품, 화장품의

의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 있는 좋은

회 ‘지스타(G-Star) 2016’에 센터가 설립된 이

는 게임업체와 인디게임의 BIC 부스가 함께 설

발전 방안’을 주제로

산업화 전략과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의 강연이

기회였다.  

후  두 번째로 참가했다. SMEC는 센터 소속 학

치되어 있어, 게임의 다양성을 볼 수 있었다.

열렸다. 이번 포럼에는 9명의 연사와 교수, 기업

올해로 8회를 맞은 ‘연세 바이오인더스트리 포

생들이 한 해 동안 개발한 프로젝트 결과물인

한편,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의 SMEC에는 자

체 연구원 및 대학원생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럼’은 고부가가치의 첨단 생물소재 발굴 및 신

모바일, VR 게임과 더불어 그래픽 작업물, 조각

격증과 프로젝트기반 실무현장강화교육을 통

이번 포럼은 바이오식품, 바이오코스메틱스, 바

기술 개발, 제품 가공과 조제, 산업화 및 마케

상, 아트북 등을 전시해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해 멀티미디어공학사 학위 수여가 가능한 △게

이오산업의 세 가지 바이오인더스트리 분야에

팅, 미래전략 등의 주요 주제와 관련된 정기적

일반인을 위한 입학상담도 함께 진행했다.

임기획, △디지털스토리텔링, △게임소프트웨

대한 강연으로 구성되었고, 각 분야별 관련 교

인 정보 교환 및 인재 교류의 장이 되어 왔으며,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진행된 이번 전시회

어개발 및 △게임그래픽&웹툰의 4개 전문 과

수나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SMEC 센터장 등

앞으로도 국내 생물 산업 활성화와 발전에 기

는 ‘게임, 그 이상의 것을 경험하라’라는 슬로건

정이 개설되어 있다. 현재 내신과 수능성적을

이 강의를 진행했다. 매 강연마다 열띤 토론과

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으로 진행되었으며, 전 세계 35개국의 653개

반영하지 않고 면접과 필기시험으로만 2017학

(2,719부스) 기업이 참여하고, 22만여 명 이상

년도 신입생을 모집 중이다.(홈페이지 http://

의 관람객이 참가하는 등 역대 최대의 규모와

smec.yonsei.ac.kr )

제4기 프리미엄 세계문화체험

미래교육원(원장 이두원 경제학부 교수)의 최

를 체험하고 전통음식도 즐겼다.

프로그램 수료식 행사

고전문가과정인 ‘프리미엄 세계문화체험 프로

수료식에는 기업 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

그램’ 4기 수료식이 지난 12월 7일 총장공관에

된 20명의 수료생과 이두원 미래교육원장, 김

2016 장애학생지원센터 총장간담회

지난 12월 31일 학생회관 204호 세미나실에서

생들은 “총장님과 교학부총장님께서 우리의 이

서 열렸다.

장호 미래교육원 부원장 및 미국, 싱가포르, 태

개최

‘2016학년도 장애학생지원센터 총장간담회’가

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시는 것이 느껴졌다.”

2015년 3월부터 시작된 본 프로그램은 국내

국, 파나마, 페루 등 각국의 외빈들이 참석했

개최됐다. 총장간담회에는 17명의 장애학생과

고 소회를 밝혔다.

유일의 대사관저 탐방 프로그램이다. 지난 한

다. 이두원 미래교육원장은 “이 프로그램을 통

도우미학생을 비롯해 김용학 총장, 이재용 교

한편, 학생복지처 산하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우

학기동안 수료생들은 프리미엄 세계문화체험

해 다른 곳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지식을 습득

학부총장, 육동원 학생복지처장, 전용관 장애학

리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2016년 10월

프로그램을 통해 다채로운 문화를 체험할 수

하고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것에 감사하고, 원

생지원센터 소장 등이 참석해 장애학생 지원의

1일 기준) 86명의 학업수행과 대학생활을 전반

있었다. 서울 용산기지 내 Hartel House, 페루

우들의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했다.

역사와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적으로 지원(강의대필 및 속기, 이동 및 생활지

대사관저, 태국 대사관저, 싱가포르 대사관저,

한편, 제5기 프리미엄 세계문화체험 프로그램

교수/학습, 시설/설비, 장애인식개선 관련 사

원, 교재제작 등)하고 있다. 또한 학내 장애인식

필리핀 대사관저, 파나마 대사관저, 주 말레이

은 오는 3월 15일에 개강을 앞두고 있으며, 4기

항 등과 관련해 향후 우리 대학 장애학생 지원

개선을 위한 관련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교육

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저 방문, 뉴질랜드 차석

와 중복되지 않는 나라들로 구성되었다. 현재

정책 수립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해나가기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장애학생

대사와의 만남 등을 통해, 각국의 독특한 문화

미래교육원에서 제5기 입학생을 모집 중이다.

했다. 특히 장애학생 지원이 사후적 문제해결의

지원 업무는 특히 교무처, 시설처, 총무처, 각 단

방식을 넘어, 선제적으로 문제를 예방할 수 있

과대, 생활관 등 학내 다양한 부서의 지원이 필수

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

적”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부서들의 지속적이고

다. 총장간담회에 참여한 장애학생 및 도우미학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CAMPUS Asia 신규사업단에

지난 10월 우리대학 의과대학 사업단이

카대, 중국 북경대, 칭화대, 상해교통대, 천진

의과대학 사업단 선정

CAMPUS Asia 신규사업단으로 선정됐다.

중의학대 등 6개의 대학이 컨소시엄을 이루고

한국, 일본, 중국 3개국 간 학생 교류증진

있으며 ‘고령화시대 연관 질병 극복을 위한 글

본사업 발대식 및 제1회 한일중

을 통한 교육협력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는

로벌 의과학 및 보건 인재 양성프로그램’을 주

총장포럼 개최

CAMPUS Asia 사업은 2012년 시범사업을 시

제로 향후 5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참여 학생

작으로 2016년 본사업이 시행되었다. 한국대

들은 컨소시엄 내 참여대학과 단기교류, 학점

학교육협의회는 본사업 출범의 첫 행사로 지

교류,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과정에 참여할 수

난 12월 13일 제1회 한일중 총장포럼 및 사업

있다.

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재용 교학

이를 통해 의과학 및 보건 분야에서 글로벌 인

부총장을 비롯해 송시영 의과대학장, 김준기

재 양성, 의료 분야 한중일 교류 네트워크 구

국제처장, 박상욱 사업단장이 참석했다.

성, 노령화 사회의 보건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이번에 선정된 의과대학 사업단은 일본 오사

발판 마련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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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2학기 미래교육원

미래교육원(원장 이두원 경제학부 교수)의 최

명이 참석하여 행사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최고전문가과정 합동수료식 열려

고전문가과정 원우 및 강사진이 한자리에 모이

원우들을 위한 다채로운 공연과 만찬, 행운권

는 ‘2016학년도 2학기 최고전문가과정 합동수

추첨 등의 행사가 이어졌으며 각 과정들의 활

료식 및 송년의 밤’ 행사가 지난 12월 17일 백양

동사진이 담긴 동영상을 시청하며 친목의 시간

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도 가졌다. 미래교육원은 2016학년도 2학기에

김장호 미래교육원부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제

‘세브란스 메디컬 아카데미(4기)’, ‘프리미엄 세

6기 연세골프CEO과정’과 ‘제5기 연세 패션&

계문화체험 프로그램(4기)’, ‘연세골프CEO과

라이프 최고전문가과정’의 합동수료식에는 이

정(6기)’, ‘연세패션&라이프 최고전문가과정(5

재용 교학부총장, 이두원 미래교육원장 및 각

기)’ ‘연세 리더스포럼 최고위과정(2기)’의 5개

과정의 동문들이 참석하여 원우들의 수료를 축

최고전문가과정을 성공적으로 개설했다. 2017

하했다. 뒤이어 미래교육원 총동문회(회장 장

학년도 1학기에는 미술 분야의 최고전문가과정

준표)의 주최로 개최된 송년의 밤 행사에는 최

인 “취향의 발견”을 추가 개발해, 총 6개 과정

고전문가과정의 원우, 강사진을 포함한 100여

의 수업이 개설될 예정이다.

Januar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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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소식

“국경 초월한 도움에 감사”

후두 종양으로 고통 받던 카자흐스탄 환아가

시작했다.

세브란스 안·이비인후과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지난 11월 7일 아슬름 가족이 입국하자마자 바

외국어학당, 전화 외국어 교육 실시 및

언어연구교육원(원장 유현경) 외국어학당은 온

당에서는 전화 외국어를 통해 학습한 이후, 원

안·이비인후과병원, 카자흐스탄 환아

완쾌됐다.

로 병원에 입원했고 각종 검사를 진행한 후 11

온라인 교육에 첫 발 내딛어

라인 외국어 교육시장에 발맞춰, 1월부터 전화

어민 강사 선생님과 직접 만나 배운 내용들을

치료

후두유두종을 앓고 있었던 아슬름(8세) 여아는

월 10일 의대 김원식 교수(이비인후과학)에게

외국어 교육을 론칭해 진행해왔다. 전화 외국어

활용하고 응용하는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

2014년 카자흐스탄 알마티 시 병원 등에서 수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빠른 회복을 보인 아슬

교육은 현장강의를 수강하기 힘든 학생들을 위

을 접할 수 있어, 수강생들의 언어능력 향상 효

술을 받았으나, 수술 효과가 적었고 음성 장애

름 환아는 11월 15일 마지막 외래 진료와 함께

한 맞춤형 외국어 교육으로, 자기 주도적 상시

과가 더욱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 지속됐다.

퇴원했다.

학습 문화도 정착시키고, 수강생이 원하는 시점

또한, 외국어학당에서는 정규과정의 일환으로

아슬름의 아버지는 군인으로 복무하며 매달 21

환아 부모는 “처음에는 과연 대한민국에서 우

에 언제든지 강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

겨울방학기간동안 1개월 특별 인텐시브 강좌가

만원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지만, 가정의

리 가족을 받아줄지 많은 걱정을 했다.”며 “경

이 있다.

운영된다. 1개월 영어 속성 과정, 영문이력서 작

빚이 150만원이 넘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

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경을 초월해 큰

현재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비롯한 제2외국

성법 및 영어 면접 대비반, 그리고 HSK 5, 6급

에서 가족들은 조금 더 좋은 의술을 가진 한국

도움과 희망을 준 세브란스 안·이비인후과병원

어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반 회화 및 비즈

쓰기 시험에 필요한 원고지 작성법을 훈련하는

에서 치료를 받기를 희망했고, 가족이 거주했던

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니스, 공인 말하기 시험 대비반(TOEFL, TOEIC

특별반이 개설되어 있으며, 1월 중으로 개강한

타라즈 시의 보건국은 세브란스 안·이비인후과

최은창 안·이비인후과병원장은 환아가 평소 책

Speaking, OPIc 등) 등의 다양한 과정이 준비

다. 외국어학당에서 진행하는 전화 외국어 교육

병원에 이 환아를 치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방을 가지고 싶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되어 있다. 직군별 특수 목적형 강좌도 제공되

과 방학 특강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안내 및 서비

안·이비인후과병원은 개원 20주년 의료나눔

가방을 구입해 퇴원 시 선물로 전했다.

어, 직업별 전문 외국어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

스 신청은 외국어학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사업의 일환으로 아슬름 가족을 선정해 보건산

한편, 이번 치료과정은 카자흐스탄 최대 상업

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세대학교 외국어학

가능하다.(홈페이지 http://fli.yonsei.ac.kr)

업진흥원과 사회사업팀의 후원을 받아 치료를

방송국인 KTK에서 취재해 자국에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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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대 미각연구센터, MRC 선정 및

치과대학 미각연구센터가 미래창조과학부와

오사카대, 규슈대, 미국국립보건원(NIH)의 전

개소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소화기 치료내시경 분야 연구 협약
의료원-보스톤사이언티픽

강남세브란스병원이 법무부로부터 ‘믿을 수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는 재정능력 입증서류

문가들과도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있는 의료관광 우수병원’으로 선정됐다. 법무

등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전자비자를 받아 국

기초의과학 분야(MRC)에 선정돼 새로이 개소

미각연구센터에서는 미각인지기전의 이해를

부는 지난 11월 4일 강남세브란스병원을 비롯

내에서 진료와 관광을 할 수 있다.

했다.

바탕으로 미각질환 및 응용연구를 수행해 한국

해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고려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은 2014년 메디컬코리아 글

미각연구센터는 미각인지에 대한 다양한 학문

인 미각 유전체 변이 발굴, 미각이상환자 검사

구로병원, 충북대학교병원 등 34개 의료기관

로벌 헬스케어 장관표창에 이어 2015년에는

적 접근과 융합연구를 통해 미각인지 기전을

표준화, 미각조절을 이용한 대사질환 치료, 미

과 유치업체를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바 있고 지난 9월에는

규명한다. 또한 국민건강 개선 및 바이오 신산

각대체제 및 조절물질 발굴 등을 통해 지적재

선정했다.

강남구로부터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우수 공

업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권 확보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 등의 산업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을

로패를 받은 바 있다.

센터에는 치대 문석준, 신동민, 장인익, 이종민,

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연구소 기업 설립을

이지현 교수(구강생물학), 안형준 교수(구강내

추진할 예정이다.

과학) 뿐만 아니라, 의대 김창훈 교수(이비인후

문석준 미각연구센터장은 “미각인지와 인간 행

어린이병원 소아간이식클리닉이 국내에서는

은 환아와 보호자들이 외과·내과 의료진을 같

과학), 복진웅 교수(해부학) 등 다양한 전공 분

복과 관련된 요인들을 이해하고, 관련 산업으

처음으로 다학제 진료를 시작했다.

은 시간, 장소에서 함께 진료를 볼 수 있게 하기

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아울러 미국 하버

로 응용 가능한 기술 개발을 이뤄 국내 의료산

지난 11월 16일 어린이병원 4층 U-Health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간이식 수술 후 관리를

드대,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바바라, 일본의

업과 의학발전에 공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Room에서 이식외과 김명수 교수와 소아소화

위해 이식외과와 관련 진료과를 수시로 다니며

기영양과 고홍 교수가 오전 9시부터 국내 환아

일상생활과 병원생활을 병행해야 했다. 이로 인

4명과 외국 환아 1명에 대해 환아 당 평균 15분

해 아이들은 학교나 유치원을 수시로 빠져야

심장 구조 분야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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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간이식클리닉, 내·외과 동시 진료

스, 벨기에, 미국 등 3개의 글로벌 소화기 연구

정도의 진료를 진행했다.

했고, 보호자들도 여러 번 휴가를 내어야 하는

에 나선다. 의료원과 보스톤사이언티픽은 지

개발센터를 두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아

2013년에 간이식을 받았던 김나연(가명, 여, 8

불편함이 존재했다.

난 11월 10일 의대 회의실에서 소화기 치료내

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의료원과 소화기 내시경

세) 환아와 가족은 두 교수에게 몸무게 변화, 정

고홍 교수는 “아이들과 부모들의 잦은 병원 방

시경 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포괄적 연구협약

관련 연구개발센터를 확립할 계획이다.

기적인 대소변 여부 등의 일상생활 점검, 복약

문에 대한 불편함,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지장에

(Master Research Agreement)을 체결했다.

송시영 학장은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세계적

지도, 영양상담 등을 받았다. 나연이가 최근 무

대해 진지하게 이식외과 김명수 교수와 고민해

이번 협약으로 의료원과 보스톤사이언티픽은

인 경쟁력을 보유한 제품 개발은 물론 국내 의

릎이 아프다는 증상에 직접 문진을 통해 건강

이번 다학제 진료를 개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화기 치료내시경 분야의 연구개발에 협력하

료기기 연구개발 첨단화의 구심점 역할을 해나

상태를 체크하기도 했다. 또한 학교 방과 후 수

소아간이식클리닉 다학제 진료는 매주 수요일

고,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제품 고도·상용화에

가겠다.”고 밝혔다.

업에 적응해 나가는 것에 대해 부모와 함께 이

9시 U-Health Room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노력한다.

한편, 보스톤사이언티픽은 심혈관, 심박동기,

야기를 나눴다.

(문의: 어린이병원 외래 02-2228-5920~1)

의료원은 2015년 4월 산학융복합의료센터를

말초혈관, 소화기, 비뇨기, 전기생리학 등 6개

소아간이식클리닉 다학제 진료는 간이식을 받

신설해 의료기기 및 IT개발 연구환경과 연구인

사업 군을 갖고 있는 글로벌 의료기기 전문기

프라를 조성하며 산학협력을 통한 융합연구를

업이다.

미래 의과학자 육성의 첫 단추

의과대학이 지난 11월 22일 연세대 백양로 김

생 연구 활동에 대해 발표했다. 의대 정진세 교

순전 홀에서 제1회 석산 의과학자의 밤 행사를

수(이비인후과학)는 의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의

허동수 회장이 돕는 석산 의과학자 한

개최했다. 행사에는 송시영 의대학장, 이민구

성과와 보완점에 대해 전했다.

자리에

의과학자육성사업위원장, 석산 의과학자 육성

한편, 지난 10월 25일 송시영 의대 학장, 이민

의료원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표준화해 해당 산업

서 지정하는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 중 ‘영

계는 물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검증된 정확

프로그램으로 장학금을 받은 학생 등 100여 명

구 위원장, 이종은 학생부학장, 장학금 수혜 학

상기반 한국인 표준 심장구조 데이터센터’의

한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참조표준을

이 참석했다.

생 등은 허동수 회장을 만나 프로그램 경과 등

신규 협력기관으로 선정됐다.

제정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한다.

송시영 학장은 “의과학자 양성은 대한민국의

을 전했다.

국가 표준데이터 협력분야 및 범위는 보건·의

이번 신규 협력기관에는 의료원과 전자에너지

미래가 걸려있다.”며 “자부심을 가지고 바이오

석산 의과학자 육성 프로그램은 2011년 GS칼

료분야 중 심혈관 영상 관련 영역으로, 2016년

손실 데이터센터로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

연구를 이끌자”고 말했다. 이민구 위원장은 석

텍스 허동수 회장이 의과학자 육성을 위해 10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말까지 5년간 지정

술원이, 환경방사능 데이터센터로 한국표준과

산 의과학자 양성 등 의대 전주기적 의과학자

억 원의 연구 및 장학기부금을 기부하고, 계속

운영될 예정이다.

학연구원이 함께 선정됐다.

양성 프로그램에 대해 전했고, 이민영 학생(본

적인 후원으로 기금의 규모가 20억 원으로 늘

과1)과 윤보경 원생(생화학분자생물학)은 장학

어났다.

국가 참조표준 데이터센터는 국내 유관분야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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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위한 다학제 시작

의료원이 소화기 치료내시경 분야 연구개발

지원해 오고 있다. 보스톤사이언티픽은 프랑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 선정

강남, 의료관광 우수병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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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INSIDE 의료원 소식

인체 조직·장기 대체 의료기 개발

의대 하종원 교수(내과학) 연구팀의 ‘형상기억

원식 교수(이비인후과학)가 세부 연구 책임자

고분자 기반 튜브 그래프트’ 연구가 지난 10월

로 참여한다.

하종원 교수팀, 5년간 50억 원

한국연구재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에 최

특히 이번 연구는 의료기관 내 창업을 목표로

연구재단 지원받아

종 선정됐다.

新 고속철도 고객 건강 챙긴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새로운 수서고속철도

한편, 이번 라운지 운영을 위해 강남세브란스

(SRT) 수서역에 ‘고객 건강 라운지’를 운영한다.

병원은 지난 12월 6일 SRT 운영 업체인 (주)

수서역 지하 1층 맞이방 내에 마련될 라운지에

SR과 수서역 ‘SRT 고객 건강 라운지’ 운영 및

하는 사업으로 퓨처바이오웍스 장우순 대표팀

는 혈압계 및 체성분 분석기 등을 갖추고 안내

고객 서비스 증진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

2021년 10월까지 5년간 총 50억 원의 연구비

과의 공동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인력이 간단한 건강 체크 등의 서비스를 제공

결했다.

를 지원 받는 연구팀은 인체 조직·장기의 생체

하종원 교수는 “의학공학·의생명과학부와 공

한다. 또 SRT 이용객 중 응급환자 발생 시 강

대체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전임상·임상 시험

동 연구를 통해 임상 적용이 가능한 의공학과

남세브란스병원 응급실 후송 및 핫라인 대응

을 통해 검증된 의료기기를 확보해 국내외 시

조직공학 연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SRT 임

장을 겨냥한 제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고 말했다.

직원을 대상으로 한 CPR 교육 및 건강강좌 등

강남, 수서역에 건강라운지 설치 예정

연구팀은 하종원 교수를 총괄책임자로 의대 박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종철·이미희 교수(의학공학), 성학준 교수(의
생명과학부), 서경률·윤진숙 교수(안과학), 김

세브란스병원 6년 연속 NCSI 1위
4년 연속 서비스 품질 1등급 달성

세계적 약리학자 故 이우주 교수 흉상

국내 약리학을 발전시킨 고 이우주 교수의 업

1966년 브라질에서 열린 제3회 국제약리학회

제막

적을 기리기 위해 지난 11월 26일 의대 약리학

에 한국인 최초로 초청받아 심근 카테콜아민에

세브란스병원이 6년 연속으로 국내 병원 중 가

이번 NCSI 조사는 지난 8월부터 11월에 걸쳐

교실에서 이우주 교수 흉상 제막식이 개최됐다.

대한 논문을 발표하고 좌장을 맡기도 했다.

장 만족도가 높은 병원으로 조사됐다. 한국생

19개 업종, 123개 기업(대학)에 대해 고객 3만

이 교수는 1941년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이우주 교수는 1947년에는 대한약리학회를 발

산성본부는 지난 12월 6일 세브란스병원이 국

3,43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통해 실시

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1년 반

족해 국내 약리학의 세계화에 기여했고, 1975

가고객만족도(NCSI)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

됐다.

동안 약리학 연구와 실험을 하고 귀국해, 세브

년부터 1980년까지 연세대 제 7·8대 총장을

다. 2011년 이후 6년 연속 1위다.

세브란스병원의 4년 연속 1등급은 서비스 품질

란스의과대학 교수로 약리학 연구에 매진했다.

역임했다. 1981년 대한민국학술원 정회원으로

특히 2013년 이후 4년 연속으로 80점 이상을

이 국내 최고 수준에 안정적으로 도달했음을

이후 1955년 다시 유학길에 올라 동 대학원에

선임됐으며, 1961년 삼일문화상 학술상, 1983

달성했다. 한국생산성본부에서는 80점 이상인

의미한다. 세브란스병원의 1위 선정과 관련해

서 3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위스콘신

년 학술원상, 1985년 동아의료문화상 저작상

경우 1등급을 부여하는데, 2015년도 평가에서

한국생산성본부는 배려, 환자를 위한 문화, 환

대학교도 그의 연구업적과 능력을 높이 평가해

등을 수상했고,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

호텔신라, 조선호텔 등 호텔 분야만 80점 이상

자경험은 가치, 환경개선, 체감 대기시간 관리

1년간 객원교수로 임명하기도 했다.

과 동백장을 수훈했다. 대표저서로 첫 우리말

을 획득했고, 타 업종에서는 대구도시철도공

등 다섯 가지 차별화된 서비스를 꼽았다.

귀국 후 미국에서의 연구를 토대로 국립보건원

교과서인 약리학 강의 등이 있으며, 1990년 의

(NIH) 연구비를 신청해 아시아 최초로 1960년

학대사전을 편찬했다.

에 5년간 총 4만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이우주 교수 흉상 제작을 위해 제자들이 자발

연구결과는 미국 심장협회, 미국 약리학회, 영

적으로 제작비를 모았고, 이행균 조각가가 제
작했다.

사, 영남이공대학교만 80점을 획득했다.

노사공익기금으로 네팔에 희망학교

세브란스 노사공익기금위원회와 이주노동자

세브란스 노사공익기금위원회는 2015년 4월

국 약리학회에서 발행하는 당시 세계 최고의

세워

를 후원하는 사단법인 이주노동희망센터가 네

지진으로 붕괴된 네팔 러수아 지역의 학교를

저널에 30여 편의 논문으로 게재됐다.

팔 러수아 지역에 ‘부메데비 희망학교’를 새로

건립하기 위해 올해 초 이주노동희망센터에 건

지진 피해 입은 러수아 지역에 건립,

세웠다.

립사업비 1억 원 중 5,000만 원을 기부했다.

교직원 기부 의류 등 전달

지난 11월 1일 열린 희망학교 준공식에는 정윤

한편 세브란스 노사공익기금위원회는 전 교직

수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양영규 전 노무파
트장 등 노사공익기금 운영위원과 이주노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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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간담회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12월 6일 세브란스병

과 정책을 공유하고 병원 현장의 의견을 수렴

원이 참여해 기금을 적립하고 다양한 사회공익

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박민수 의과학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 중인

처장이 ‘세브란스의 보건의료 산업화를 위한

망센터 직원 등 20여 명이 함께했다. 운영위원

‘바이오 창조경제 10대 활성화 프로젝트’의 정

생태계 조성’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후 참석

들은 네팔 현지 학생들에게 가방 및 학용품을

책 공유와 프로젝트의 핵심 주체인 병원의 의

자들은 산학융복합의료센터와 에비슨의생명

전달했고, 학생들도 공연을 준비하는 등 축제

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센터를 둘러봤다.

분위기 속에서 준공식이 진행됐다. 특히 네팔

종합관 6층 교수회의실에서 열린 정책간담회

의료원에서는 10대 활성화 프로젝트에 의대

의 학생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의료원 교직원

에서는 산학연병 공동연구 및 벤처 지원 등 병

하종원, 이유미 교수(내과학), 최재영 교수(이

들이 기부한 의류와 운동화도 전달됐다.

원 내 연구환경 조성과 확산에 대해 참석자들

비인후과학)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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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약대·생명대 공동연구 결과물

의료원과 신약개발 전문기업 브릿지바이오(주)

연구팀은 2014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정 선도

바이오 기업에 이전

가 지난 11월 29일 종합관 6층 교수회의실에서

형 뇌심혈관질환융합연구사업단의 세부과제

호흡기 염증성 질환 치료용 혁신신약개발에 대

로 혈압 및 호흡기 염증조절에 관여하는 신규

한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체크업 특화센터 개소
만성피로, 비만, 남성건강 분야

13만 국군 전사자를 찾기 위해!
치대-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협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작

강남세브란스병원이 2동 7층 72병동을 간호·

으로 운영을 시작한 뒤 성과에 따라 의료원 전

간병통합서비스 전용 병동으로 지정하고 지난

체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강남세

12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브란스병원은 간호 인력 충원 및 병동 출입통

표적 막단백질의 특이적 억제제에 대해 연구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는 상주 보호자나

제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다. 또 서비스의 원활

이번 체결을 통해 두 기관은 호흡기 염증성 질

왔다.

간병인 없이 전담 간호사가 24시간 간호 및 간

한 정착을 위해 관련 워크숍 및 교육을 마쳤다.

환 치료용 신약개발을 위한 후보물질을 도출

의과대학에서는 평소 환자를 진료하면서 특정

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전문 간호 인력

지난 12월 15일에는 윤도흠 의료원장, 김근수

하고, 브릿지바이오가 개발후보에 대한 전임상

질환에 대한 새로운 약물의 필요성을 느껴, 생

의 질 높은 입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

강남세브란스병원장 등 30여 명의 교직원이

및 임상개발을 통해 글로벌 신약 개발을 추진

물학적 기초연구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만 아니라 정해진 면회시간에 보호자와 지정된

참석한 가운데 병동 개소식이 진행됐다.

한다.

신규약물 표적을 발굴해 왔다. 약학대학에서는

면회객만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 감염병

윤도흠 의료원장은 “의료원을 대표해 간호·간

또한 의료원은 브릿지바이오로부터 계약금, 단

고속대량스크리닝 및 의약화학 합성연구를 통

유입의 위험도 줄일 수 있다.

병통합서비스를 처음 운영하는 만큼 좋은 성과

계별 기술실시료 그리고 향후 발생하는 수익에

해 신규약물표적에 최적화된 선도물질을 도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의료원에서 처음 시행

가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대한 로열티를 지급받게 된다.

해냈다. 이를 바이오 기업에 기술이전하고 연

되는 서비스로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시범적

최재영 교수와 한균희 생명시스템대학 생명공

구 협력함으로써 산-학이 협력해 신약개발을

학 교수, 남궁완 약학대학 교수로 구성된 공동

만드는 모델을 구축하게 됐다.

세브란스 체크업이 검진 전문성 강화 및 고객

세한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난 11월 28일 ‘만성피로,

만성피로, 비만클리닉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

비만, 남성건강’의 특화센터를 개소했다.

태하 교수가, 남성클리닉은 비뇨기과 전문의

특화센터는 필요한 수검자에게 1차 진료 및 약

권종규 교수가 맡는다.

물치료에 대한 상담과 간단한 처방을 논스톱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은 “특화센터를 통해

으로 제공해 고객의 시간을 절약하고, 타 검진

체크업을 찾는 고객들에게 한 차원 높은 의료

기관과 차별화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마련됐다.

말했다.

검진고객은 기존의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체크업은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대응하고자 신

검사를 하거나, 해당 질환별로 준비된 특화검

체리모델링센터, 연세골프사이언스 등 특별한

사를 받은 후, 특화센터의 의료진으로부터 상

프로그램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강남, 보호자 없는 전용병동 운영

소아암 환자들의 ‘키다리아저씨’

연세대 공학대학원 공학경영전공 동문회가 소

체리티 대회를 기획한 김지중 연공골프회장은

아암 환자들을 위한 ‘키다리아저씨’가 되기 위

“졸업생들의 뜻을 모아 전달하며, 앞으로 더욱

연세대 공학대학원 공학경영전공

해 나섰다.

커다란 사랑을 전하도록 노력하겠다. 우리의

동문회 성금 전달

동문회는 지난 12월 1일 암병원 병원장실 회의

정성이 어려운 환경에서 치료받는 환아들에게

실에서 제51회 연공골프대회 겸 제1회 체리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회를 통해 모금된 기금 500만 원을 어려운

노성훈 암병원장은 “연세 가족들의 따뜻한 마

치과대학은 지난 11월 29일 치대 학장 회의실

한 법치의학, 법의인류학, 법의유전학 등의 내

환경에서 치료받고 있는 소아암 환자를 위해

음에 감사드리며, 아픈 환자들의 치료에 더욱

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감식단의 교육,

용을 감식단원에게 교육한다. 1월 3일부터 1월

써달라며 암병원에 전달했다.

전력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공동연구, 유해발굴·감식 전문분야에서 상호

24일까지는 약 50여 명의 국방부 유해발굴감

교류 및 협력을 위해 MOU를 체결했다.

식단원을 대상으로 유해감식 전문과정도 개최

체결식에는 김광만 치대학장, 유형석 교무부학

한다.

장, 김희진 개인식별연구소장과 치대 허경석

김희진 교수(구강생물학)는 2007년 창설된 국

교수(구강생물학)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

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게 자문을 해 왔고, 허

이학기 대령, 장유량 감식소장, 공보장교, 감식

경석 교수는 2013년도부터 감식단의 자문위원

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으로 활동해 매년 감식단원의 교육을 실시하고

이번 협력을 통해 치과대학은 감식단의 유해

있다.

발굴 전문성 향상을 위해 치아형태학을 포함

48

YONSEI NEWSLETTER

Vol.604

49

January 2017

연세 INSIDE 원주캠퍼스 소식

원주캠퍼스 소식

김종우 동문 장학금 전달식 열려

『(주)듀켐바이오 김종우 장학금 수여식』(이하

화학및의화학과 1명, 의공학부 1명, 의학과 2명

수여식)이 11월 29일 오후 2시 원주캠퍼스 청파

에게 타장학금 수혜분을 제외한 등록금 전액을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장학금으로 지급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총 71명

수여식에는 윤방섭 원주부총장을 비롯해 수여

에게 2억 8천여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학생 학과 교수진 및 학생과 김종우 동문(경영

한편, 김종우 동문은 장학금 외에도 특강을 통해

86, (주)듀켐바이오 대표이사)이 참석했다.

후배들에게 멘토 역할도 충실히 담당하고 있으

김종우 동문은 제약·보건·바이오 산업 중심으

며,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창업 특강

로 (주)듀켐바이오를 운영하면서 미래인재양성

을 진행하는 등 캠퍼스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

을 목표로 2012학년도 1학기부터 경영학부 2명,

을 해오고 있다.

제85회 연세콘서트시리즈 ‘김봄소리

제85회 연세콘서트시리즈 ‘김봄소리 바이올린

이번 공연은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아름다운 선

바이올린 독주회’

독주회’가 12월 6일 원주캠퍼스 대학교회 대예

율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연세콘

배실에서 진행됐다.

서트시리즈는 이번 공연으로 2016학년도 2학

2013년 제62회 뮌헨 ARD 국제 콩쿠르 우승자

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2017학년도 1학기 3월

김봄소리는 한국인 바이올리니스트로는 최초

부터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로 줄리어드 아티스트 디플로마 과정에 전액장
학생으로 재학 중이며, 현재 금호 아시아나 문
화재단으로부터 1774년산 바이올린 J.B.과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병원장 윤여승)은 지난

Violin, 박에셀 Cello) 등 교직원과 교직원 가

‘제4회 원주연세의료원

12월 23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외래센터 로

족이 출연하여 성탄절 칸타타 음악과 캐롤 등

재창조사업기념음악회’ 개최

비에서 ‘제4회 원주연세의료원 재창조사업기

을 연주했다. 원주시립합창단 상임단원인 경

념음악회’를 개최했다.

지현(바리톤), 김윤희(소프라노) 부부가 특별

故 구애련 교수, 원주캠퍼스에 장학금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가 고 구애련 교수(본

다연합교회에서 기장에 파송된 후 37년간 한

이번 기념음악회는 ‘성탄절 환자를 위한 공

출연하여 참석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다양한

기탁

명 Marion Current)의 유언에 따라 장학금을

국에 머무르면서 물리치료 및 재활의학 분야에

감음악회’로 원주연세의료원 찬양대(단장 김

장르의 찬양연주를 통해 성탄의 기쁨을 전달

원주캠퍼스에 전달했다.

씨앗을 뿌렸으며, 1981년부터 1997년까지 원주

영신, 지휘 신민희, 반주 공지희)와 피아니스

하는 시간도 가졌다.

기장은 12월 7일 원주캠퍼스 정의관 대강당에

캠퍼스 보건학과와 재활학과의 교수를 지냈다.

서 진행된 채플에서 고 구애련 교수의 재산 일

장학금은 캐나다 연합교회 파송 선교사인 캐

부인 6만3천775캐나다달러(약 5,410만 원)를

서린 크리스티 목사가 전했다.

니니 투린을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다.

트 김향기, Klesis Trio(박애린 Piano, 박에벤

원주캠퍼스에 기증했다.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우수기관 표창

원주캠퍼스(부총장 윤방섭)는 지난 11월 29

로 심사해 시상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연

수상

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에 소재한 엘타워에

세대학교 원주캠퍼스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2016년도 “제

(DGIST)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0회 연구실 안전의 날” 행사에서 연구실 안

2016년, 10회를 맞이한 “연구실 안전의 날”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외상전문의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병원장 윤여승) 권역외

환자의 초진 판단능력을 배양하여 궁극적으로

전법(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

연구실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수련기관 선정

상센터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는 ‘국가

는 중증외상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후유증을

행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다양한 안전활동을

하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개최

지정 권역외상센터 외상전문의 수련센터’에 최

줄이기 위한 과정이다.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미래창

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연구실 안전관계자

종 선정됐다.

이번에 외상전문의 수련센터로 선정된 의료기

조과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연구실 안

권역외상센터 외상전의 수련센터는 여러 외상

관은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가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현장의 안전사고를 미

전 유공자 등에 대한 시상과 학술대회로 진행

부위의 전문의들로 구성된 외상팀을 이끌 수

천대학교 길병원이며, 지원자를 선발하여 2년

연에 방지하기 위해 매년 전국에 소재한 대학

됐다.

있는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진료 전

간 교육과 실습, 해외견학, 연구논문 발표 등의

공과목에 관계없이 외상전문의로서 중증외상

교육과정을 실시하게 된다.

교 및 연구기관(부설연구소 포함)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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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INSIDE 국제캠퍼스 소식

2017학년도
새로운 캠퍼스의 주인공,

학기가 끝나 고요해진 캠퍼스는 떠나는 선배들의 아쉬움과 이제 곧 캠

미래의 새내기들에게

새내기로서의 경험과 추억이 넘치는 곳이다. 2017학년도를 맞아 <연세

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기억을 남겨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 곁을 떠

소식>에서는 정든 기억을 뒤로 한 채 국제캠퍼스를 떠나는 16학번들의

드럼이 멋있게 느껴져 드럼을 택했고 처음 해보는 것이기

나 살면서 약간의 독립심도 기를 수 있고요. 룸메이트와

퍼스의 주인공이 될 새내기들의 기대감으로 가득하다. 특히 1년 동안 기
숙사 생활을 하며 대학생활의 꿈을 그린 16학번들에게 국제캠퍼스는

이야기를 들어 봤다. 오직 연세에서만 가능한 특별한 추억에서부터 아
쉬웠던 점, 미래의 새내기가 될 17학번들에게 건네는 조언에 이르기까
지 16학번들이 전하는 국제캠퍼스의 이모저모를 만나보자.

16학번들의 이야기

“새터에서 친해진 선배의 권유로 밴드 동아리에서 활동하

“국제캠퍼스에서 1년 동안 국캠의 방방곡곡에 자신만의

에 학원을 다녔습니다. 물론 배우기 위해 시간을 쪼개고,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과의 학생을 매칭해주는 것이 원칙

합주를 위해 신촌으로 오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라 국제캠퍼스에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맺

활동을 하면서 점점 할 수 있는 곡들도 많아지고 합주하면

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송도에 아직 상업시

서 무언가를 생산하고 사람들과 같이 간다는 느낌을 받을

설이 발달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주변에 즐길 거리가 부

때 희열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아리 활동을 통해 행

족한 편이에요. 이런 문제도 주변 상가가 들어서면서 해결

복감을 느꼈으면 합니다. 과정 속에서 나오는 행복을 동아

이 되고 있어 앞으로는 더 즐거운 대학생활이 가능해지리

리만이 전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송도의 특성상

라 생각해요.”
(경영학과 노 재 현)

선배들과 교류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럴 때 본인이 애정을
갖고 속할 수 있는 동아리 혹은 학회 사람들과 즐거운 시
“친구들과 늦게까지 공부한 것들이 도움이 됐어요. 혼자 공

국제캠퍼스를 떠나는

선배들이 보내는 편지

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학과 김 홍 진)

부할 때는 금방 지칠 수 있지만, 세미나룸을 빌려 다함께 공
부하고 모르는 것을 서로 물어보며 도움을 주고받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구요.”

(정치외교학과 임 가 희)

- 새내기가 만들어가는 캠퍼스 라이프 -

“일주일에 2번 신촌에 가야하는 동아리를 해서 송도 1년
은 거의 셔틀과의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신촌에 갈 일이
있으면 셔틀을 꼭 예약하세요! 교통비를 아낄 수 있을 뿐
더러 훨씬 편하거든요. 또 소요시간을 예상하기 어려운 엠
버스와 달리 셔틀은 시간 계산이 가능해서 딱 맞춰 가기

“외로운 송도생활에서 다들 자기 할 일만 하는 것 같
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이 가운데서 조금
더 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 외로움이 너무 넘
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학과 안 태 욱)

좋아요.”
“국제캠퍼스는 추억을 쌓기에 정말 좋은 캠퍼스에요.
친구들이 바로 옆에 있으니 유배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

금은 난항을 겪을 수 있었던 공학과정에 순
탄하게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기계공학과 박 정 민)

니 누구에게 간섭 받지 않고 자유를 누리며 즐길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언을 받지 못해 우왕좌왕
하는 경우도 있으니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제
어가 필요한 부분을 주변 선배와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받
는 것도 중요할 거예요.”

아니라 하우스 분반모임에도 나가서 많은 친구들을 사
귀어 보세요!”  
“1,2학기 모두 한 교수님의 영어 강의를 연속으로 들었습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송도 국

니다. 제가 영어에 자신이 없었는데 교수님께서 말도 많이

제캠퍼스는 다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만나기가 편해

걸어 주시고, 늘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 등의 응원을 해

요. 굳이 시간표를 맞추지 않아도 언제든 친구들을 불러

주셔서 자신감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러다 보니 수업 전후

내서 밥 먹고, 얘기하고, 술 마실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

로 대화도 많이 나눴습니다. 교수님과 정이 들고 친해지다

이자 추억인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모이기 좋은 장소들도

“RC 창의플랫폼이 기억에 남아요. 우리들만의 생각으로

보니 영어로 대화를 하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많고 그곳에서 친구들이랑 즐겁게 대화하던 것, 서로의 고

스스로 창의성을 발휘해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법을 창

송도에서 교수님과 친해진다는 것은 자신의 학업과 진로

민을 나누며 위로가 되어줬던 것 모두 기억에 남아요.”

“성숙한 학생일수록 국제캠퍼스에서 많은
리고 동기들과 학업에 함께 참여하면서 조

하우스 친구들과 더 친해지기도 했어요. 1학년만 있다 보

(화학생명공학과 이 윤 수)

유를 최대한 누렸으면 좋겠어요.(웃음) 학과 동기뿐만

(행정학과 차 승 현)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RM’, ‘RA’ 그

(행정학과 한 지 원)

“기숙사 하우스의 하우스 파티를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같
은 기숙사 공동체에 살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동기들보다

조해내는 과정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국어국문학과 김 명 중)

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학업에 대한 관심을 표할

(사회복지학과 김 규 리)

수록 교수님께서도 열성을 다해 도움을 주신답니다. 신촌
생활을 위한 준비를 송도에서 알차게 하고 가세요!”
(행정학과 최 연 준)

(취재: 지상근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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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동정

고재원 교수

김혜숙 교수

제20회 한림원 젊은 과학자상 수상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당선

고재원 교수(생화학과)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김혜숙 교수(교육학부)가 지난 11월 1일~22일에 우편으로 실시된 한

수여하는 ‘2016년도 젊은과학자상(대통령상)’ 생명과학 분야 수상자

국교육행정학회 차기 회장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이에 따라 2017년에

로 선정됐다. 고 교수는 뇌 기능을 매개하는 기본 단위인 시냅스 생성

부회장으로, 2018년에는 회장으로 봉사하게 된다. 한국교육행정학회

의 핵심 분자들을 발굴하고 분자기전을 연구하여 뇌 기능 및 뇌정신

는 김 교수의 이번 당선으로 창립 51년 만에 첫 여성 회장을 배출하게

질환의 핵심 병인 기전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됐다.

신현윤 교수
신임 광고법학회장 선출

주인기 명예교수
한국인 최초 국제회계사연맹
차기 회장 선출

신현윤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지난 12월 2일 열린 광고법학회 창립

주인기 명예교수(경영대학)가 한국인 최초로 국제회계사연맹(IFAC)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2년이다. 광고법학회는 광고학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주 교수는 IFAC 규정에 따라 앞으로 2년간

자와 법학자가 융합연구를 수행하여 올바른 광고문화를 확산하고 합

IFAC 부회장직을 수행한 뒤 2018년 11월 제 19대 회장으로 취임한다.

리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광고산업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

국제회계사연맹(IFAC)는 전 세계 175여 개 회계사회를 대표하는 기

모하는 학회다.

관으로서 회원은 약 3백만 명이다. 연맹은 국제회계감사기준, 국제회
계사윤리기준, 국제회계교육기준, 국제공공기관 회계기준들이 공익
에 맞게 제정되도록 재정적 지원 및 제정된 기준들이 전 세계에서 제
대로 적용되도록 돕는 기관이다.

젊은과학자상은 만 40세 미만의 연구개발 업적이 뛰어나고 향후 세계

이상우 교수

홍종화 교수

적인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는 젊은 과학자를 발굴해 지원하는 상으

한국미디어경영학회장 선출

한국불어불문학회장 선임

로 1997년부터 자연과학 분야와 공학 분야에서 각각 4명을 격년제로
선정하고 있다.

김상하 교수

김혜영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한림원 정회원 선정

김상하 교수(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호흡기내과)가 지난 11월 강원도

김혜영 교수(식품영양학과)가 2017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농수산학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에서 개최된 ‘2016년 감염병관리 컨퍼런스’ 행

부 정회원에 선정됐다. 한림원은 과학기술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학

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결핵을 포함한 호

문적 수월성을 인정받는 석학들을 회원으로 엄선해 이들의 부문별 전

흡기감염질환의 관리와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보건증진에 기

문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의 진흥과 창달에 이

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바지하고 있는 순수 민간 과학기술 아카데미다.

김한샘 교수
2016 한국어문상 학술부문 공로상
수상

이상우 교수(정보대학원)가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제11대 회장으로 선출

홍종화 교수(불어불문학과)가 지난 12월 10일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된

되었다. 12월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한국미디어경영학

한국불어불문학회 동계학술대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됐다.

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취임하며 임기는 1년이다.

2017년 1월 1일 취임하며, 임기는 1년이다.

임일 교수

황정호 교수

2016 초헌학술상 수상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임일 교수(경영대학)가 2016학년도 초헌학술상을 수상했다. 초헌학술

황정호 교수(기계공학부)가 지난 10월 22일 제7회 공기의 날 기념행

상은 연세대학교 상경·경영대학 동창회가 매년 연구업적이 우수한 경

사에서 맑은 공기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로 선정되어 환경부 장

영대학 교수를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으로, 고병헌 동문(경영 64, 금비

관 표창을 수상했다.

백융기 교수

회장)이 2003년 동창회장 역임 당시 제정되었다.

국제 단백체컨소시엄 회장 재선

의 연구논문을 게재하고 우수강의상을 여러 차례 수상했다. 특히 올해

임 교수는 2005년 경영대학에 부임한 후에 다양한 저널에 최고 수준
정보시스템 분야 최고권위지인 『MIS Quarterly』에 제1저자로서 논문
을 게재했으며 우수 국제 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Electronic

김한샘 교수(언어정보연구원)가 2016 한국어문상 학술부문 공로상을

백융기 교수(생화학과)가 지난 9월18~22일 타이완에서 열린 C-HPP

Commerce와 Computers in Human Behavior』에 논문을 게재하

수상했다. 한국어문상은 한국어문기자협회가 1989년 우리 말 글 발전

국제컨소시엄 회원국 전체 총회에서 제2대 C-HPP컨소시엄 회장에

는 성과를 보였다.

에 기여한 언론사 기자와 아나운서 및 연구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

만장일치로 재선됐다. 백 교수는 2019년 말까지 향후 3년 간 본 국제

기 위해 만든 상이다.

단백체컨소시엄을 이끌게 된다.

김 교수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언어자원 분과 국내위원, 한국어의미

C-HPP는 우리 대학교에 본부를 둔 전 세계 20개국 25개 연구팀으로

학회 이사 등을 맡고 있으며 ‘한국어의 명사・부사 품사 통용’, ‘신어사

구성된 국제 인간단백체컨소시엄으로 백 교수는 초대 회장을 지낸 바

전에 나타난 근대 사회 문화 연구’ 등 말뭉치와 사전을 기반으로 한 다

있다.

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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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소식

매일 새로운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일독할만한 ‘양서’를 구별하기란 쉽지 않은

이달의 도서

일이다. 그 가운데 <연세소식>에서는 출간부터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화제가 된 두 권
의 책을 소개한다. 우리 대학 명예교수로 재직 중인 두 저자는 명저를 통해 삶과 학문에
대한 진솔한 태도를 보여주며 2017년의 우리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기고 있다.

January 2017

연세 INSIDE 이달의 도서

January 2017

연세 INSIDE 공연소식

금호아트홀 연세 공연 안내
1.7(토) 15:00

1.8(일) 15:00

1.10(화) 20:00

1.21(토) 17:00

백년을 살아보니

공연명 송지해 피아노 독주회

공연명 박민 피아노 독주회

공연명 박보경 피아노 독주회

공연명 금호아시아나 가족음악회

저자 김형석    출판 덴스토리

출연자 Piano 송지해

출연자 Piano 박민

출연자 Piano 박보경

주최 (재)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주최 이든예술기획

주최 뮤직클레프

주최 이든예술기획

공연내용 매년 전통적으로 열리는 금호

공연내용 전주예술고등학교와 청주대

공연내용 경남예술고등학교와 한양대

공연내용 현재 동아대학교와 고신대학

아시아나 가족음악회는 국내 실력 있는

학교 음악교육과를 졸업하고 이태리 노

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맨해튼

교에서 피아노과 외래교수로 후학을 양

연주자들의 공연을 마련하여 금호아시아

바야흐로 100세 시대를 맞아 우리는 설레고 기쁘기보다는 불안하고 허둥대기 바쁘다. 남은

르마 시립음악원에서 오페라 코치 졸업

음악대학에서 석사과정을 졸업한 피아니

성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박보경은 섬세

나 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연관람을

후 독일 뮌스터 국립음대 피아노과와 실

스트 박민은 일찍이 각종 국내 콩쿨에서

한 터치와 파워풀한 연주로 호평을 받은

제공하며,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장

인생을 어떤 인생관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왜 사는가, 무엇을 위

내악과 석사를 졸업한 피아니스트 송지

입상하며 평단의 인정을 받아 음악을 진

연주자다. 미국, 독일, 한국에서 다양한

으로 열린다. 2015년에는 보컬리스트 소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

해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이 행복인가.

해는 국내외 많은 연주에서 반주자로 활

정한 내면으로부터 이끌어내는 표현력과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맨하탄 피아

프라노 양지영, 홍주영, 바리톤 공병우,

『백년을 살아보니』는 1960년대 초대형 베스트셀러 『영원과 사랑의 대화』의 저자이자, 97

동하며 활동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는 연

우아함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평을 받

노 앙상블’ 멤버로서 ‘세실하우스콘서트’,

테너 정상혁의 유명 오페라 아리아를 만

주자다. 이번 공연의 프로그램으로는 바

고있는 연주자다. 이번 공연의 프로그램

‘공토음악회’, ‘실내악 페스티벌’ 등의 폭

끽할 수 있는 시간이였으며, 2016년은 피

세의 나이에도 왕성한 저작 및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영원한 현역’ 김형석 교수의 저서

흐의 이탈리아 협주곡, 하이든의 소나타

으로는 모차르트의 변주곡, 베토벤의 피

넓은 연주로 청중들과 교류하고 있다. 이

아니스트 조재혁의 토크콘서트, 김의명

6번,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7번과 30

아노 소나타 21번, 멘델스존의 판타지, 카

번 공연의 프로그램으로는 리스트의 순

지휘 아래 JK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이 이

러냈으며, 끊임없는 학문 연구와 집필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김 교수는 이 책을 통해 90의

번, 슈만의 알레그로, 멘델스존의 판타지

푸스틴의 콘서트 에튀드 1번과 7번이 연

례의 해와 스페인 광시곡, 바흐의 파르티

어졌다. 2017년에는 신년음악회로 좀더

가 연주될 예정이다.

주될 예정이다.

타와 샤콘느가 연주될 예정이다.

향상된 연주를 선보이며, 관객들과 호흡

언덕에서 스스로 살아본 인생을 돌이켜 깨달은 삶의 비밀들을 100세 시대를 맞아 미래가

다. 우리 대학 철학과에서 30여 년 동안 철학 연구에 대한 깊은 열정으로 많은 제자들을 길

막막한 인생 후배들에게 다정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들려준다.

할 예정이다.

백주년 기념관 콘서트홀 공연 안내

대강당 공연 안내

셰익스피어 전집
저자 윌리엄 셰익스피어(역자 이상섭)    출판 문학과 지성사

1.2(월) 11:00

1.21(토) 18:00-19:30

1.13(금) 14:00-17:00

1.21(토) 9:00-15:00

공연명 2017년 교직원 새해인사

공연명 피플게이트 1월 뮤직토크쇼 with

공연명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발대식

공연명 KEB하나은행 영업추진회의

셰익스피어 사후 400주년을 맞아 셰익스피어의 모든 작품을 한 권에 담은 『셰익스피어 전집』이

주최 주식회사 쇼비티

출간됐다. 국내 최초로 셰익스피어가 쓴 희곡과 소네트 연작 등 44편을 모두 실었고, 운문으로

주최 연세대학교

바스타즈

& 오리엔테이션

공연내용

출연자 바스타즈(블락비)

주최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공연내용

우리 학교 교직원의 새해인사 개최

주최 피플게이트

공연내용 청소년으로서 언론인의 꿈을

KEB하나은행 영업추진회의 진행

공연내용 피플게이트 유저와 대학생 및

키워나갈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을 제공하

- 2016년도 경영평가시상식

명예교수가 『옥스퍼드 판 셰익스피어 전집』을 저본으로 삼아 10년을 쏟아 부은 결과물이다.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미디어 콘텐

고, 우리 청소년의 진로개발 활성화와 다

- 2017년 전략방향 및 비전공유

츠 제공

양한 직업세계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

여러 출판사에서 여러 권의 단행본이 나왔지만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완역한 것은 이 책이 처음

1.7(토) 17:00-19:30
공연명 연세 글리클럽 & 하버드 글리
클럽 합동 연주회
출연자 연세 글리클럽 & 하버드 글리
클럽
주최 연세글리클럽

한 청소년 기자단 발대식

옮겨 입말을 살렸다. 무게 4.5kg에 1,800쪽이 넘는 이 방대한 분량의 전집은 우리 대학 이상섭

이다. 특히 이 전집의 특징은 학술적 의미보다는 우리말의 입말로 잘 읽히는 것에 무게중심을
두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옮긴이는 각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의 역사·문화·신화·언어
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거의 매 쪽마다 상당량의 친절한 ‘주석’을 꼼꼼히 달았다. 우리말로 옮기
는 게 거의 불가능한 원문인 ‘영어식 말장난들’에 대해서는 원문의 상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공연내용 연세대학교 남성합창단 글리

에서 우리 문화에 어울리는 적절한 우리말로 치환함으로써 옮긴이로서의 재치를 한껏 보여준

클럽과 미국 하버드 대학교 남성합창단

다. <한겨레> 등 각종 언론에서는 이 책을 ‘올해의 책’으로 선정하며 출간에 주목했다.

글리클럽과의 합동 연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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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INSIDE 신간안내

January 2017

연세 INSIDE 지금 SNS에서는

신간안내

지금

SNS에서는

일 년 중 캠퍼스가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말고사와
성탄절이 있는 캠퍼스는 기쁨, 설렘 그리고 아쉬움으로 가득하다. 연말에 대한 기대와 한 해의 마
무리가 담긴 12월의 SNS 키워드는 무엇이었을까? 모두 캠퍼스에 새롭게 ‘등장’한 것들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했던 키워드는 성탄의 설렘이 물씬 느껴지는 ‘연세 트리 명소’, 새로운 연세의 마스
코트 ‘연냥이 탐구백서’ 그리고 새로운 맛의 발견 ‘연세우유 3총사’였다.

하나 [연세 트리 명소]
#댓글_기다리고_있사옵니다
#연세대학교는_트리_마저_예쁘네

내 삶을 바꾸는 공감

2017 커리어 연세

저자: 김지홍   
출판: 맑은나무

12월을 맞이해 언더우드 동상 앞 웅장한 트리만큼이나 캠퍼스 곳곳이 예쁜 트리들로 가득했다. 공학원
입구, 세브란스 병원, 본관 로비까지 곳곳에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가 소개되자, 연세인들은 댓글을
통해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로비 등 예쁜 트리를 발견해 사진으로 자랑하기도 했다. 연세인들은 “이렇

최근 기업과 공공기관이 채용 조건으로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

경영대학 김지홍(회계 전공) 교수가 발간한 이 책은 우리 모두의 삶 가운

을 중시함에 따라 취업 전략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전처럼 스

데 가장 필요한 공감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주기 위한 책이다. 저자는 다

펙에 치중할 경우에는 취업 경쟁력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양한 사례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와 갈등으로 부족하고

특히 취업 시 면접 전형은 물론이고 서류 전형을 무사히 통과하려

비어 있는 마음의 공간을 공감으로 채워가는 법을 일깨워 주고자 한다. 이

면 저학년 때부터 자신의 적성과 이에 적합한 직업에 관심을 두

책은 공감에 대한 이해를 인성의 이해, 차이에 대한 이해, 대화와 소통, 사

고, 필요한 직무역량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랑의 언어와 핵심감정이라는 4개의 주제로 다루었다. 또한 공감의 실패와

학생복지처 장학취업팀은 직무중심 채용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성공의 사례를 질문에 적용시킴으로써 독자 스스로 공감의 이해와 지식을

대학교 취업 준비생의 취업 활동에 도움을 주고 취업을 활성화하

쌓을 수 있도록 했다. 본 도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추천도서로 선정됐다.

게 학교 캠퍼스 트리가 예뻤나?”, “성탄 분위기가 물씬 느껴진다”, “기말고사의 고통을 위로해준 트리”
등의 댓글을 통해 12월의 캠퍼스에 대한 추억을 공유했다.

둘

[연냥이 탐구백서]

#냥덕주의
#심쿵주의

고자 취업가이드북인 ‘2017 커리어연세’를 인앤잡과 함께 제작했
다. 이를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미리 진로와 취업을 위

연세대학교의 또 다른 식구인 귀염둥이 고양이들. 어느새 애칭과 별명 그리고 각종 냥이와의  사진제보

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에 이르기까지 어엿한 연세대학교의 명물로 떠오른 ‘연냥이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 연냥이들은 약 30여

이 책에는 우리 대학교 취업 프로그램을 비롯해 인사전문가 면접

마리에 이르는 고양이들의 귀여운 소개와 <연세대 냥이는 심심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까지 생겨 연세
인들의 사랑을 독차지 하고 있다. 추운 겨울 연냥이들을 위한 집 관리와 건강관리까지 연냥이에 대한 정

비법, 입사서류 작성법, 면접 전형 대비 전략 등 취업 역량과 스킬

문자의 언어학

을 높이는 데 유익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내년도 채용 동향, NCS
채용 전형, 업종별 면접 예상 문제 등 취업과 관련한 최신 정보를

저자: 쿨마스(역자 연규동)  

수록했다.

출판: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장학취업팀은 지난 12월 2일 총 250여 권의 책자를 단과대학과
각 학과에 배부했다. 본 책자는 앞으로 장학취업팀이 주관하는 취
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책은 기억 도구로서 문자가 발생하는 인류 역사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학생의 편의를 위해 취업포탈(http://career.yonsei.ac.kr)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주요 문자가 다 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E-book으로도 볼 수 있도록 했다.

최근 현대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문해력(literacy)까지 폭넓게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자에 관한 주요한 주제들을 모두 포괄한다. 특

보가 담겨있는 페이지에는 연세인의 애정 어린 댓글이 가득하다.

셋

[연세우유 3총사]

#1일_1연세우유
#셋_다_취향저격
#내_최애는_아보카도우유

캠퍼스의 곳곳 매점에 등장한 대세 연세우유 3총사. 흰 우유 이후 새롭게 등장한 연세우유들이 SNS 상에서

히 문자 자체를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호와 언어 사이의 관

화제가 되었다. 달콤한 마카다미아 초코우유, 고소한 믹스너츠 우유, 궁금한 맛의 아보카도 우유 3종류에

계, 자소‐음소와의 관계 등 구조적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 관심이 댓글로 이어졌다. “이게 연세우유였다니!”, “400칼로리에 달하지만, 진하고 맛있는” 우유들에

여러 문자들이 사회에 끼친 영향도 기술되어 있어서, 해당 문자의 원리와
기능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대한 리얼한 후기를 찾아볼 수 있다. 학교 매점 곳곳에서 연세우유 3총사를 찾아 맛보는 재미 또한 쏠쏠하
다는 팁까지.

http://www.facebook.com/ysuniversity     http://blog.naver.com/yonsei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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