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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학위수여식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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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우 교수팀, 나노 영역의
자기공명 신호 조절 원리 규명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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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식

2017년 2월
학위수여식 열려

매년 2월이면 늘 열리는 졸업식이지만

이날 김용학 총장은 졸업식사를 통해

을 점차로 확대하여 여러분이 연세의 일

졸업식의 풍경은 매번이 새롭다. 졸업이

‘Extelligence’, 즉 우리 주변에 이미 있

원이라는 자부심을 평생 동안 마음 깊이

란 아쉬움으로 가득한 작별이라기보다

는 것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느끼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지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또 하나의

내는 능력인 외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하

시작인 까닭이리라. 새로운 출발을 기

며, “지금까지 각자 익숙해진 생활이나

졸업생 대표로 단상 위에 선 공학석사

학사 2,978명, 석사 692명, 박사 407명 졸업

약하고 축복하는 2017년 2월 학위수여

전공 영역의 협소함을 벗어나 생소했던

조민지 학우는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식이 지난 2월 27일 오전 11시 30분 대강

분야에 주목하고 관련 없을 것 같은 현

사람이지만 하나의 연세인”이라며 “서

당에서 열렸다. 올해 2월에는 학사 2,978

상들을 연결하는 상상력을 발휘하기”를

로 힘들어도 연결되어 있는 연세인들의

명, 석사 692명, 박사 407명 등 총 4,077

당부했다.

화합을 기억하고 서로 이끌어주며 나아

명이 졸업의 기쁨을 안았다. 이번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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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고 졸업 소감을 밝혔다.

식에서는 졸업생들이 연세의 기상을 담

더불어 “주변에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은 새로운 학위 가운을 착용해 어느 때

하는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진

한편, 의과대학은 지난 2월 9일, 치과대

보다 진취적이고 낭만적인 졸업식 풍경

정한 연세인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바란

학과 원주의과대학은 2월 17일에 각각

을 연출했다.

다.”면서 “학교는 졸업생들에 대한 지원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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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예로운 학위를 품에 안고, 정든 연세의 뜰을 떠나 새롭게 출발하는 졸업생 여러

제가 취임한 이후 우리대학은 3C의 가치, 곧 Christianity, Creativity, Connectivity의

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연세의 품에 맡기고, 정성스럽게 뒷받침

가치에 기초하여 교육과 연구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Connectivity,

하신 학부모님과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즉 연결성은 홀로 존재하던 것들이 연결되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의미를 담

아울러, 영광스런 졸업까지 제자들을 이끌어 주신 교수님들께도 존경의 마음을 전

고 있습니다. 가령, 대학과 동문이 연결되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가치가 만

합니다. 훌륭하신 교수님들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오늘 졸업생 여러분은 이 자리에

들어집니다. 과거에는 졸업하면 학교와 단절되었지만, 앞으로는 동문들이 평생교

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스승의 고마움을 마음 깊이 새기기를 당부합니다.

육을 통해서 학교와 계속 연결되어야 할 필요가 생겨났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결코
연세와의 끈을 놓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학교 도서관의 자원을 계속 이용하시기 바

매번 이 때가 되면 아쉬운 마음으로 제자들을 떠나보내는 일이 저를 비롯한 교직에

라며, 졸업 후에라도 창업의지가 있으면 창업지원단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몸담은 사람들의 숙명입니다. 여러분이 떠난 빈 둥지를 바라보는 쓸쓸함이 매년 반

는 졸업생들에 대한 지원을 점차로 확대하여 여러분이 연세의 일원이라는 자부심

복되지만, 졸업식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이 자리를 채우는 사람들과 그들의 사연이

을 평생 동안 마음 깊이 느끼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모

같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졸업식이 다른 해보다 특히 새롭

교, 연세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게 느껴지는 이유는 지금 우리의 현실이 엄중하고, 미래가 결코 녹록치 않기 때문입
니다. 여러분이 직면해야 할 세상은 이전의 졸업생이 직면한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끝으로 주변에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진정한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어려운 현실을 개척하고 이겨내야만 합니다. 마치 뗏

연세인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학은 인간을 목수로 만드는 곳이 아니라,

목을 타고 거친 바다로 나아가는 도전적인 삶의 첫 시작입니다. 첫 출발이 좋다고

목수를 인간으로 만드는 곳이라는 말의 참뜻을 졸업 후에도 계속 마음속에 간직하

기뻐하지 말며, 나쁘다고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길

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연세인입니다.

기 때문입니다.
졸업생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보살핌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졸업을 다시
미지의 세계를 향하는 새 출발이 호기심과 모험심을 자극하기도 하지만, 떨쳐내기

한 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든 불안감이 엄습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독수리가 창공으로 박차 올라
미지의 세상을 향해 날아오르듯, 미래에 이끌려가지 말고 미래를 이끌어가겠다는
패기를 갖고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각자 익숙해진 생활이나 전공 영역
의 협소함을 벗어나, 생소했던 분야에 주목하고 관련 없을 것 같은 현상들을 연결하
는 상상력을 발휘하기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런 인간의 능력을 Extelligence

2017년 2월

총장 김 용 학

라고 부릅니다. Intelligence와 대비되는 개념인 Extelligence, 즉 외지능이란, 우리 주
변에 이미 있는 것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입니다. 혁신은 무
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Extelligence에서 오며, 이것은 미지의 세계를 헤쳐
가는 데 필요한 강력한 무기입니다.

“앞으로는 동문들이
평생교육을 통해서 학교와 계속
연결되어야 할 필요가 생겨났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결코 연세와의 끈을
놓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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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132년 만에
새로운 학위가운 선보여

제중학사-법현학사
봉헌식 개최

독수리 비상하는 진취적 연세정신 표현

신촌캠퍼스와 의료원 잇는 최첨단 친환경 기숙사

유경선 동문, 제작 비용 전액 기부
정신을 강화했다.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의과대학의 통
합 60주년을 맞아 ‘제중학사-법현학사’

이밖에도 학위모는 외국 및 국내대학의

가 약 40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

트렌드를 반영해 천편일률적인 사각모

생했다. 의과대학생 기숙사인 제중학사

에서 벨벳 소재의 8각 베레모 형식을 취

와 법학전문대학원생이 머물게 되는 법

했다.

현학사를 통합한 이번 공동 신축은 노후
화된 기숙사를 허물고 첨단시설을 갖춘

대학원 졸업가운 역시 학부와 같은 디자

기숙사를 새로 짓는 것 이상의 특별한

인의 가운과 학위모를 착용하되 전공 분

의미를 지닌다. 지난 2015년 6월 첫 삽을

야에 따라 지정된 색상의 후드를 함께

뜬 지 1년 7개월 만에 기숙사 재건축을

착용해야 한다.

통해 캠퍼스 간 융합을 구체적으로 실현
하게 된 것이다.

이번 학위가운은 연세인이 힘을 합쳐 만
들었다는 데 그 의미가 더욱 깊다. 먼저

기숙사 건축면적은 종전보다 4배 가까

지난 1월 18일 오전 10시 제중학사-법현

천종숙 교수를 중심으로 의료환경학과

이 확장되었으며, 연면적은 무려 10배로

학사 로비에서 열린 봉헌식에는 김석수

출신 동문들이 디자인에 직접 참여했다.

확대됐다. 기존 제중학사와 법현학사를

전 이사장, 김용학 총장, 윤도흠 의료원

또한 김영석 행정·대외부총장의 적극

모두 합해 300명 정도가 머물 수 있었지

장, 이훈규 법과대학 총동창회장, 홍영재

적인 기금 모금 활동 결과 유경선 유진

만 신축 기숙사는 1천 명의 학생을 수용

의과대학 총동창회장 등 여러 내빈이 참
석해 두 캠퍼스의 융합을 축복했다.

우리 대학이 2017년 2월 학위수여식에

차별화되고 연세의 역사와 이미지를 반

그룹 회장(중문 80)이 가운 제작에 필요

할 수 있다. 또한 100여 세대가 생활할 수

서 창립 정신과 132년 역사를 반영한 학

영한 학부 및 대학원 학위가운 디자인

한 모든 비용(약 3억 7천만 원)을 쾌척했

있는 외국인 교원 숙소도 추가로 마련되

위가운을 새로이 선보였다. 132년 만에

개선사업에 착수해, 천종숙 교수(의류

다. 학위가운에는 졸업생들이 선배들의

어 학교의 경쟁력을 크게 확장시킬 수

이날 김 총장은 “제중학사-법현학사의 건

새까만 가운과 사각모는 사라지고, 연세

환경학과) 주도로 연세의 정신과 오랜

마음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기부자명이

있게 됐다. 이밖에도 제중학사-법현학사

립은 의생명과학단지의 건립과 함께 연·

블루가 가미된 독수리 가운과 베레모로

전통을 담은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했다.

새겨져 있다.

는 라운지, 체력단련실, 카페, 편의점, 멀

세의 통합을 유기적으로 완성시켜줄 것”

정체성을 더했다.

먼저 학부 졸업가운은 소매 부분을 넓

티룸, 세미나실, 독서실, 휴게실 등 최상

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연세 구성원 모두

게 디자인함으로써 팔을 양쪽으로 펼쳤

김영석 부총장은 “새로운 학위가운은

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각종 친환경

가 연세 정신 안에서 하나로 뭉치는 진정

한편, 이번 새 기숙사 건축에는 후배들

1908년 첫 졸업생(제중원의학교) 배출

을 때 독수리가 비상하는 이미지를 표

해외 어느 대학과 견주었을 때에도 결코

건축자재를 사용했으며 지열을 이용한

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의 학업정진을 위한 동문들의 기부가 이

이후 지난 2016학년도까지 우리 대학은

현했다. 또한 검은색과 우리 대학교의

뒤떨어지지 않으면서 연세정신과 시대

냉난방과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다.

전국대학 공통으로 통용되던 졸업가운

교색인 ‘로열 블루’ 색상을 배색하고 넥

정신을 잘 보여준다.”며 “연세인들에게

또한 전기차 충전시스템 및 LED 조명기

국제학사와 SK국제학사가 이미 건립된

시 건축기금 1억 2천여만 원을 전액 기

을 디자인의 변화 없이 사용해왔다.

라인을 ‘Y자’ 형상으로 디자인해 연세

오래도록 사랑 받으며 전통을 이어나갈

구와 각종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등을 설

동문 주변은 제중학사-법현학사가 완공

부했던 의대동창들이 다시 중심이 되어

(Yonsei)의 Y를 담아냈다. 더불어 방패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치해 녹색 건축물과 에너지효율 등급에

되면서 캠퍼스 내에서 학생들의 주요 주

재학생 학부모 등과 함께 15억여 원의

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거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기금을 다시 기부했다.

이에 지난 2014학년도부터 다른 대학과
8

모양의 교표 등을 디자인에 반영해 연세

어졌다. 지난 1974년 옛 제중학사 건립

9

공과대학과 함께하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공학이 꿈꾸는 더 나은 미래

글로벌라운지의
새로운 변신
백양누리 중심으로 이전
연세의 국제화 상징하는 랜드마크 될 것

홍대식
공과대학장

미디어월 뒤편으로는 홍보서가와 각종
기념품들을 만날 수 있다. 협정대학 홍
보자료, 유학생을 위한 생활정보, 문화
행사 홍보자료 등이 섹션별로 비치되며,
본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국내외
인사나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을 알리
는 ‘Wall of fame’도 마련된다.

외국인 위한 서비스 iHelp 기능 강화

CBS TV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을

세상’, ‘공학자로서의 보람과 꿈’ 등의 메

통해 홍대식 공과대학장 등 공과대학 명

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평소에 접하기

교수들의 강의를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어려운 전문적인 공학 지식을 이해하기

강연 내용 및 방송 일정

글로벌라운지가 새로운 모습으로 백양

대양 6대주를 상징하는 컬러(푸른색 유

누리에 들어선다. 지난 2002년 학생회

럽, 검정색 아프리카, 빨간색 아메리카,

한편, 국제처는 새로워진 글로벌라운지

관 별관에 국내 최초로 설립된 글로벌

노란색 아시아, 초록색 오세아니아)를

를 토대로 외국인 학생 및 교원에게 각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은 TED 형

부모 등 모든 강연 참가자들이 공학의

라운지는 연세 국제화의 홍보마당이자

활용한 책상, 의자 등의 가구를 배치해

종 안내를 지원하는 ‘iHelp’ 기능을 강화

식의 한국형 미니 프레젠테이션 강의를

현재와 새로운 도전을 진지하고도 유쾌

내·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교류 공간으

우리 대학과 세계의 융합을 가시화했다.

할 예정이다. 예컨대, 라운지 내에 외국

제공하는 CBS의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

로 활용되어 왔다. 우리 대학은 이와 같

마지막으로 전체 라운지 모양을 기독교

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자료를 비치해

우리 사회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15

은 국제화의 상징성을 강화하고 학생들

를 상징하는 ‘아일랜드 형태의 물고기

두는 것은 물론, 안내도우미가 상주하며

분 동안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들과 공유

지난 2월 27일 방영된 홍대식 공과대학

3. 1(수)

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라운지

모양’으로 설계해 설립이념인 기독교 정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에게 1대1로 적극

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이다.

장의 강연을 시작으로 본 특집 프로그

최문규 교수(건축공학과)

를 백양누리 중심으로 이전하게 됐다.

신을 강화했다.

적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쉽게 준비함으로써 청소년, 대학생, 학

홍대식 교수(전기전자공학부)

‘정보통신의 변신, 놀라운 미래를 열다’

2. 27(월)

●
●

15:00 유튜브 및 sns 채널 본편 영상
17:40 TV CBS 본방송

심우영 교수(신소재공학과)

‘낯익은 생활 소재의 발견’

2. 28(화)

●
●

15:00 유튜브 및 sns 채널 본편 영상
17:40 TV CBS 본방송

이제선 교수(도시공학과)

‘걷기 미학이 바꿔가는 도시 모습’

램은 오는 3월 13일까지 CBS 본방송 및
공과대학은 지난 2월 8일 백주년기념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유투브와
SNS 채널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
●

15:00 유튜브 및 sns 채널 본편 영상
17:40 TV CBS 본방송

‘건축은 질문이다’

3. 6(월)

●
●

15:00 유튜브 및 sns 채널 본편 영상
17:40 TV CBS 본방송

안종현 교수(전기전자공학부)

‘혁신과 변화, 그리고 우리’

이밖에도 글로벌라운지에는 9개의 대형

이외에도 한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의

콘서트홀에서 CBS와 함께 ‘세상을 바꾸

모니터가 연결된 ‘미디어월(media wall)’

교류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

는 시간 15분 연세대 공과대학 특집’을

이 설치됐다. 행사시 행사자료를 전시할

설·운영할 계획이다. 오픈시간 또한 기

진행했다.

새로워진 글로벌라운지는 우리 대학의

수 있을 뿐 아니라 평상시에는 학교 홍

존 평일 오전 9시~오후 7시에서 오전 8

정체성이 인테리어 전반에 잘 드러나도

보 동영상, YNN, 국내외 뉴스채널 등을

시~오후 8시로 연장 운영함으로써 보다

‘공학이 꿈꾸는 더 나은 미래’라는 주제

연구 성과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확산

김경식 교수(기계공학과)

록 표현했다. 먼저 라운지의 천장, 바닥,

방송함으로써 학교소식 및 국내외 뉴스

많은 학생들이 언제든 편안하게 방문할

로 열린 이번 강연에서는 7명의 공과대

하는 대학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는

3. 13(월)

벽면 전체를 연세블루 컬러로 통일함으

들을 실시간 전달할 수 있다.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 교수진이 ‘혁신과 창조’, ‘공학자가 내

중요한 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3월 6일 이후의 CBS TV 편성 요일 및 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다 본 미래와 희망’, ‘공학이 만들어가는

고 전했다.

인테리어에 연세 정체성 적극 반영

로써 연세의 이미지를 강화했다. 또한 5
10

홍대식 학장은 “이번 특집 프로그램은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의 우수한 교육과

3. 7(화)

●
●

15:00 유튜브 및 sns 채널 본편 영상
17:40 TV CBS 본방송

정상섬 교수(토목환경공학과)

‘미래를 읽는 코드, 기후변화와 재난’

3. 8(수)

●
●

15:00 유튜브 및 sns 채널 본편 영상
17:40 TV CBS 본방송

‘상상이 현실로, 투명망토 이야기’
●
●

15:00 유튜브 및 sns 채널 본편 영상
17:40 TV CBS 본방송

세바시 페이스북 페이지 : https://www.facebook.com/cbs15min/
세바시 유튜브 채널 : https://www.youtube.com/cbs15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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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우수업적교수상
수상자 선정

최우수(15명)
분야/계열
이학
논문
공학

교육, 연구, 봉사 부문에서 탁월한 업적 보여줘

연구비
산학협동

최고의 명강의, 세계를 선도하는 뛰어난 연구 업적, 사회
의 모범이 되는 봉사 실천. 이와 같은 가치를 실천한 114명
의 교수가 2016학년도 우수업적교수상을 받게 됐다.
우리 대학은 매년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교육, 연구, 봉사
부문에서 뛰어난 업적을 보여준 교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시상식은 지난 2월 28일 교직원 수양회의 일환으로 진행
됐으며, 연구 부문은 특별히 그 연구 성과를 축하하고자

저역서

교육부문(총 14명)
성명

소속

분야

이크리스틴은경

언더우드국제대학 언더우드학부

인문

김보경

경영대학 경영학과

사회

김철영

상경대학 경제학부

사회

박보연

대학원 생명과학부

이학

고광백

공과대학 토목·환경공학과

공학

이영훈

공과대학 정보산업공학과

공학

허진무

교육과학대학 스포츠레저학과

예체능 및 기타

조남훈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의료원

분야/계열

의료원

린 연구 부문 시상식에는 최우수교육자로 선정된 화학과

김광숙

간호대학 간호환경시스템학과

의료원

이종민

정경대학 경영학부

매지캠퍼스

전성란

과학기술대학 화학및의화학과

매지캠퍼스

원주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Hi-Ci

원주의과대학

공과대학
이과대학

비고

분야/계열

홍태경

이과대학 지구시스템과학과

서경률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권호근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김소선

간호대학 임상간호과학과

생명과학부

화학

사회과학대학

통합업적
특훈교수

노원우
한재원

공헌교수

성명

대학

학과

Hi-Ci

신인재

이과대학

화학

손 일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김동호

이과대학

화학

이종호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

인문

송 민

문과대학

문헌정보학

사회

백영민

사회과학대학

언론홍보영상학부

비고
특훈교수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대학원

특훈교수

홍태훈

건축공학과
공과대학

특훈교수

비고

홍대식

전기전자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이상훈

전기전자공학과

황정호

기계공학과
공과대학

사회

최기숙

국학연구원

특훈교수

논문
이학

공학

특훈교수

문헌정보학

정보대학원

화공생명공학과

민동준

신소재공학과
글로벌융합공학부

설용건

화공생명공학과
정보산업공학과

함승주

화공생명공학과

정상섬

토목·환경공학과
대학원

연
구
비

물리학

이종석
공과대학

공학
특훈교수

이과대학

화학

김혜영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

김정훈

이과대학

수학

공헌교수

김대은

기계공학과

공헌교수

박효선

건축공학과

손광훈
이상엽

화공생명공학과

전용관

화공생명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이철원

김영준

교육과학대학

스포츠레저학과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
실내건축학

이과대학

대기과학

대학원

공헌교수

특훈교수

융합오믹스의생명과학과
생명과학부

이과대학

천문우주학

고대홍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노경태

대학원

생명과학부

민병권

김상효

공헌교수

교육대학원
생활과학대학

박상영

이경우

저역서

전기전자공학과
정보산업공학과

황성주

전기전자공학과
생명과학부

공과대학

손소영

기계공학과
공과대학

허 견

최우영

공과대학

문명희

채영철

산학협동

대학원

정치외교학

김지현

생명과학부

이상윤
공과대학

경영학과

사회과학대학

김 준
이학

언론홍보영상학부

이태동

인문/ 이연호
사회/
예체능 이상오
이연숙

특훈교수

행정학

경영대학

예체능

신소재공학과

사회과학대학

김진우

신소재공학과
화공생명공학과

이과대학

홍순만

전기전자공학과

김은경

최수용

언어정보연구원

박남기

전기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김중현

문과대학

구인모

이봉규

화공생명공학과

전성찬

정형일

박지홍

이정우

생명과학부
전기전자공학과

정성욱

기계공학과

김희웅

안종현

권호정

공과대학

애들러안소니 언더우드국제대학 언더우드학부

정치외교학

학과

화공생명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이종수

대학

비고

전기전자공학과
심리학

김성호

이영국

분야/계열

공과대학

대학원

생명과학부

박철민

최우수(15명)

생명과학부

성백린

법학전문대학원

지용구

대학원

전기전자공학과

대학원

오경환

김우택
김은태

특훈교수

문과대학

함재학

이창하

소속

학과

정경미

황재관

김광범

대학

한병찬

기계공학과

성명

성명

신소재공학과

공과대학

육종관

연구부문(총 9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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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

명재민

봉사부문(총 4명)

논문

이과대

이우영

통합업적

(좌)김성호 교수, (우)김용학 총장

학과

조형희

한상국

하기도 했다.

통합
업적

천진우

김종학

의료원

다음과 같다.

박진배

조승우

치과대학 구강생물학교실

성명

박형호

이관형

의과대학 방사선종양학교실

2016학년도 뛰어난 성과를 보여준 연세의 우수업적교원은

임성일

문주호

허경석

최성진

김충선

대학

우수(81명)

서창옥

의 인사를 나누고, 향후 우리 대학의 연구 발전 방향을 논

성명

인문

별도의 시상식을 진행했다. 지난 2월 14일 영빈관에서 열
신인재 교수를 비롯해 50여 명의 수상자들이 참석해 축하

우수(81명)

약학대학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과
약학과
토목·환경공학과
컴퓨터과학과

김명섭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

이경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

장대련

경영대학

경영학과

이상길

커뮤니케이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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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트 대사, 한국
떠나기 전 우리 대학 방문

2017년
입학식 개최

피습 이후 맺어 온 특별한 인연

인성교육 강화 위해
학생명예선언 최초 실시

마크 리퍼트 주한 미대사가 지난 1월 20

“기독교 정신에 바탕으로 두고

일 오전 10시 30분 우리 대학교에 방문

정직성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해 출국 전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실천하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마무리했다.

지성인이 될 것”
리퍼트 대사는 2014년 10월 당시 41세 나
이로 역대 주한 미국대사 가운데 최연
소 대사로 부임했다. 2년 3개월간 역대

겨우내 꽁꽁 얼었던 캠퍼스가 새로운 학

올해는 입학식에서 ‘학생명예선언’을 하

대사 가운데 가장 친근한 대사로 재임기

기를 맞을 준비로 분주해졌다. 연세인으

는 첫 해이기도 하다. 김 총장은 지난해 5

간 많은 주목을 받았고 우리 대학교와

로서의 생활을 시작하는 새내기들과 이

월 창립 131주년 기념식에서 “교육은 사

도 특별한 인연을 맺어 왔다. 2015년 3월

를 축하하고자 모인 가족과 친구들이 입

람을 목수로 만드는 것이라기보다 목수

5일 흉기 피습으로 얼굴 등에 큰 부상을

학식을 위해 캠퍼스를 찾았기 때문이다.

를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뒤부아의

입은 그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봉합

지난 2월 24일 오전 11시 2017년 입학식이

말을 인용하며,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제

수술을 받으며 우리 대학교와 인연을 맺

노천극장에서 열렸다.

도의 일환으로 학생명예선언을 실시하

었다. 이후 우리 대학 강단에서 ‘한·미관

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계’를 주제로 특강을 펼치며 재학생들과

신입생을 환영하는 연세 심포닉 윈드오

도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케스트라의 축하 연주가 노천극장을 가

이날 신입생 전원은 강단에 오른 두 명

트 대사는 1월 20일 오후 출국 전 가족들

후 언젠가 연세대학교에 다시 돌아올 수

득 메운 가운데 이날 김용학 총장은 ‘창

의 신입생 학생 대표와 함께 학생명예선

2015년 4월 27일에는 우리 대학교에 대

과 함께 우리 대학교에 방문해 마지막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학 총장

의성’을 강조하며 입학생들을 격려했다.

언을 외치며 “기독교 정신에 바탕으로

기쁜 마음으로 입학식에 참석한 황은희

한 감사의 증표로 백양로에 리퍼트나

인사를 전했다. 리퍼트 대사와 부인 로

은 “언제나 대사님의 방문을 환영하며,

김 총장은 “더 이상 스펙을 쌓는다면서

두고 정직성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실천

(53) 학부모는 “성인으로서 첫 출발이기

무(은행나무)를 기증하기도 했다. 같은

빈 리퍼트, 아들 세준과 딸 세희는 오전

앞으로 다양한 기회를 통해 계속 인연을

자기 자신을 가두지 말고 가능한 한 많

하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지성인이 될

도 한 아이의 입학식에 오니까 기쁘기도

해 9월에는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10시 30분 총장실에 방문해 김용학 총장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은 친구와 다양한 방면에서 사귀길 바란

것”을 약속했다.

하고, 대학생활만큼은 즐겁고 신나게 보

‘2015 정기 연고전’ 아이스하키 경기에

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참석해 파란 연세점퍼를 입고 우리 대학

다.”면서 “대학생활을 통해서 키워야할

냈으면 한다.”는 소망을 전했다.

이어서 리퍼트 대사는 백양로에 심겨진

창의성이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

김은지(20, 경영학) 학생은 “공식적으로

교와 우정을 나눴다. 한국 이름을 가진

리퍼트 대사는 “그동안 연세대학교에

‘리퍼트나무’ 앞에서 가족들, 우리 대학

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이질적인 지식

처음 하는 대학교 행사에 와서 학생명

입학식을 시작으로 2017년 신입생들은

그의 아들 세준과 딸 세희 모두 세브란

서 베풀어 준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

교 홍보대사 학생들과 함께 “연세대학

들 간의 교감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예선언까지 하게 되니 연세인으로 새롭

앞으로 1년간 송도 국제캠퍼스에서 학

스 병원에서 태어났다.

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류하기를 희

교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 촬영을 진행

라고 말했다.

게 시작하는 마음이 더욱 든다.”면서 입

업과 생활이 통합된 기숙형 대학 교육을

한국에서의 모든 공식 일정을 마친 리퍼

망한다.”면서 “강의 등 기회가 된다면 향

했다.

학식의 설렘을 밝혔다. 신입생만큼이나

받게 된다.

14

15

입
학
식
사

자랑스러운 입학생 여러분!

해에는 기숙사 방에 열쇠를 두고 나오지 않는 방법을 구상한 팀이 최우수상을 수상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많은 노력과 인내 끝에 마침내 이 자리에 서게 된

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 번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밤낮으로 여러분을 보살펴 주시
고 숱한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으신 부모님과 여러분을 돌봐 주신 모든 분들께 존경

여러분은 2100년까지 살아갈 세대(Super-centennial)입니다. 과학자들이 예측하는

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미래사회는 여러분에게 많은 기회뿐 아니라 난관과 역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
러분이 아직 30대 초반일 2030년까지 현존하는 직업의 절반가량이 없어지는가 하

올해는 입학식에서 학생명예선언을 하는 첫 해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연세대학교

면 2050년경이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두뇌를 능가한다고 예측하는 과학자도 있습니

학생으로서 섬김의 정신과 열린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봉사할 것, 창의력과 비판력

다. 이 예측이 옳다면, 여러분은 자신보다 훨씬 더 똑똑한 인공지능과 함께 50년의

을 길러 학문의 발전을 이끌어갈 것, 그리고 대학공동체의 구성원을 배려하며 존중

세월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장수시대에 여러분의 삶의 질과 행복의 깊이는 앞으

할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이 약속을 잘 지키는 일이 여러분과 학교와 사회를 발전

로의 대학생활 4년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공부하는 것과 노는 것 사이의 경계는 무

시키는 초석이 됩니다.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총장을 비롯한 연세의 모든 교직

너지고 있습니다. 4년의 대학생활을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원이 여러분을 힘껏 돕겠습니다.
여러분의 대학생활이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 맺게 되기를 간구
입학 후 여러분들은 1년간 국내 대학 중 오직 연세만이 운영하는 RC(Residential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가호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College) 교육을 받게 됩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헤크먼(James
Heckman) 교수는 사회의 엘리트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똑똑함으로 표현되
는 인지적 능력보다는, 원만한 대인관계로 측정되는 비인지적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지식과 정보가 검색하는 손끝에 다다른 시대
(Information at your fingertips)에 암기력과 두뇌속의 지식보다는, 인간관계에서의

2017년 2월

총장 김 용 학

친화력, 공감능력, 배려와 같은 소프트스킬(Soft skill)이 두각을 나타낸다는 것입니
다. 소프트스킬은 미래 사회로 갈수록 공부 잘하는 능력보다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
니다.
연세에서 여러분은 친구들과 맺는 우정과 신뢰의 네트워크 속에서 다름에 대한 이
해와 존중, 소통과 공감,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섬김과 봉사의
열린 마음이야말로 인공지능시대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며 연세를 세운 선
각자들이 오래전 우리 가슴에 새겨준 연세의 얼입니다. 오늘의 학생명예선언은 연
세의 얼을 담은 연세인이 되겠다는 약속이자,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로 성장하
겠다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스펙을 쌓는다면서
자기 자신을 가두지 마십시오.
가능한 한 많은 친구와
다양한 방면에서 사귀십시오.

연세대학교에 입학한 여러분은 교실과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동
료들과 끊임없이 토론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 다른 견해와 지식을 접하며
스스로 깨우치는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스펙을 쌓는다면서 자기 자신을
가두지 마십시오. 가능한 한 많은 친구와 다양한 방면에서 사귀십시오. 여러분이 대
학생활을 통해서 키워야할 창의성이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이질적인 지식들 간의 교감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왠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재밌어 보이고 관심이 가는 곳에 남들과 다른 나만의 것(Uniqueness)을
가꾼다면, 졸업할 때쯤 평생을 벗해줄 여러분만의 전문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학교는 여러분의 호기심을 키워주기 위해 학생 연구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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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주 탄생 100주년

윤동주 시인
72주기 추모식 열려

노래로 만나는 윤동주
한인동포 밴드 ‘눈오는 지도’의 특별공연

탄생 100주년 맞아 다채로운 연중행사 마련
올해는 민족시인 윤동주의 탄생 100주

‘사랑스런 추억’과 ‘십자가’를 낭독하며

년, 서거 72주기를 맞는 해다. 이 뜻깊은

선배의 발자취를 좇았다.

해를 맞아 우리 대학교 윤동주기념사업
회는 ‘윤동주, 새로운 길’이라는 슬로건

추모식에 이어 제5회 ‘윤동주 시인을 기

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연중행사를 진행

리며: 시·산문 창작대회’ 시상식이 열렸

하며 윤 시인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해나

다. 본 대회는 윤동주 시인의 문학과 삶

갈 예정이다.

을 기리고 그 뜻을 이어받기 위해 우리
대학교 윤동주기념사업회가 지난 2013

그 첫 번째 기념행사로서 지난 2월 16일

년부터 서울 소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오전 10시 윤동주 시비와 문과대학 100

개최하고 있는 행사다. 올해는 총 118명

주년기념홀에서 윤동주 시인의 72주기

의 학생들이 응모했으며 그 가운데 유찬

추모식이 열렸다. 시인 탄생 100주년에

우(명덕외국어고등학교) 학생이 ‘눈의

거행되는 추모식인 만큼 올해는 특별히

의지’라는 작품으로 금상을 차지했다.

윤인석 선생(장조카), 윤인하 선생(조카,

윤동주 탄신 100주년을 맞아 우리 대학

올해에는 특별히 윤동주가 재학하던 우

에서는 특별한 음악 공연이 열렸다. 지

리 대학을 비롯해 중국 륭정중학교와 일

윤인석의 동생), 윤형주 장로(육촌), 이

한편, 본 추모식을 시작으로 우리 대학에

난 2월 14일 오후 2시 미동부 뉴저지를

본 릿교대학에서도 공연을 하게 됐다.

상만 선생(육촌 매제) 등 시인의 유족이

서는 1년 동안 학술대회를 비롯해 강연회,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인동포 밴드

이날 밴드는 ‘서시’, ‘별헤는 밤’, ‘자화상’,

다수 참석했다.

전시 등 다양한 추모 행사가 펼쳐진다.

‘눈오는 지도’의 윤동주 추모공연이 문

‘눈오는 지도’ 등 윤동주의 시를 가사로

과대학 100주년 기념홀에서 펼쳐졌다.

삼아 만든 노래들을 선보였다. 공연 중

또한 송몽규의 조카이자 책 『윤동주 평

에는 윤동주 시를 주제로 논문을 집필한

전』의 저자인 송우혜 작가와 시인의 육

음악을 전공한 이들로 구성된 이 밴드

신경숙 영문학과 교수와 대담을 나누기

필원고를 숨겨 유고시집 출간을 도모한

는 시인 윤동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

도 했다.

정병욱의 차남 정학성 선생도 추모에 동

로 결성됐다. 작곡겸 기타를 담당하고

참했다. 이밖에도 김용학 총장, 김영석

있는 한은준 씨를 중심으로 총 11명으로

한은준 씨는 “윤동주의 시만으로도 감

행정·대외부총장, 최문근 대학원장, 백

구성된 밴드는 지난 2008년 ‘서시’, ‘별

동적이지만 부끄러움조차 부끄럽지 않

영서 문과대학장 등 우리 대학교 관계자

헤는 밤’ 등 윤동주의 시 14개로 만든 곡

고자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걷는 윤동주

들이 참석해 윤동주 시비 앞에서 헌화하

들이 들어있는 음반 <윤동주 프로젝트

의 삶을 더 널리 알리고 싶어 밴드를 결

며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노래한 윤 시

Chapter 1>을 발매했다. 이후 매년 윤동

성하게 됐다.”며 “시인이 나온 연세대학

인과 마주했다.

주 서거일인 2월 16일을 기해 미국의 뉴

교에서 공연하게 되어 감사하고 기쁘게

욕, 뉴저지, LA, 샌디에고, 보스톤, 그리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시인이 수학한 일본의 릿쿄대학과 동

고 캐나다와 일본, 한국에서 작게나마

지사대학에서 멀리 찾아 온 동문들은

추모공연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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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편지·UCC 공모전 개최
당신에게 연세란 어떤 의미인가요?

연세대학교가 당신의 칭찬을 기다립니다

칭찬 대상 :

연세와 관련된 모든 것

화제의 인물

세계 in 연세

창업톡톡

연세사랑

섬김의 리더십

특별기고

허동수

양일선

박청호

강성웅

서울대 법인이사
김윤도 학생

아모레퍼시픽
현대자동차
김형근 동문

법학전문대학원

신임 이사장

잔 유크셀
수젠 웡

센트비 CTO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 소장

언더우드, 윤동주 등 역사적 인물 혹은 가까운 지인 등 연세인 전체
신촌캠퍼스의 청송대 등 관련 사물이나 유무형 유산
연세대학교 수강신청시스템, 자원봉사센터 등 관련 제도 및 시스템

참여 1 
<연세소식>에 ‘칭찬편지’를

참여 2
‘59초 영상 콘테스트’에

보내주세요!

참여하세요!

가. 참가 대상 : 제한 없음

가. 참가 대상 : 제한 없음(개인 또는 팀)

나. 형식 : 300자~1,000자 내 자유 형식(사진 별첨 가능)

나. 형식 : 패러디,

드라마, 다큐멘터리, CF 등 다양한 형태의
순수 창작 동영상(시간은 최대 3분 이내로)

다. 접수 : 규격양식을 작성하여

3월 26일까지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다. 접수 : 4월

라. 시상 : 4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수상작 발표

30일까지 참가신청서 및 영상 원본파일 제출

- 웹하드 업로드 webhard.yonsei.ac.kr(ID:yspr, Password:2017
로그인하여 신청자 이름 폴더 생성 후 영상 및 신청서 업로드)
- 이메일 접수 ysmedia@yonsei.ac.kr

- 우편 접수처 : 03722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스팀슨관 107호(당일 소인 유효)
- 이메일 접수 : news@yonsei.ac.kr

라. 시상 : 5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수상작 발표
대상 200만 원(1점), 최우수상 100만 원(1점), 우수상 30만 원(2점),
입선 10만 원(5점)

최우수작 3명(30만 원 상품권), 우수작 5명(10만 원 상품권),
행운상 무작위 20명(2만 원 상품권)

여기연세인

			

※ 시상 기준에 적합한 응모작이 없을 경우 시상 내역을 조정하거나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규격양식과 참가신청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연세대학교 홍보팀 02)2123-2071, 2076

※ 접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연세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문의처

연세대학교 홍보팀 02)2123-2071, 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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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상의 전환으로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이 지난 1월 20일 열린 재단 이사회에서

“입학 1년 후, 첫 해에 최소 2과목 이상 총 4과목을 2년 내

해 그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언제나 기본에

제10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김석수 전 이사장의 뒤를 이어 지

에 이수해야 하는 학사규정이 있었는데 첫 해에 한 과목만

충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다

난 2월 18일 임기를 시작한 신임 허동수 이사장은 오는 2020년 4

통과하여 자칫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월 3일까지 학교법인을 이끌게 된다.

하지만 통과된 과목이 위스콘신 화공과 교수 세 분이 새롭

“상대방이 어려울수록 상대방의 처지나 입장에서 먼저 생

게 만든 ‘Transport Phenomenon’이라는 매우 어려운 과목

각해보고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은 나의 오래된 경

이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다음 해에

영철학입니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생각이 무엇

나머지 3과목을 모두 통과한 끝에 결국 박사까지 할 수 있

인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바른 의사결정을

게 되었습니다.”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허동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하는 한국 정유 산업의 산역사

신임 이사장(화학공학 60)

허 이사장은 우리 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위스콘
신대에서 화학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3년 GS칼텍스에

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람이나 조직이나 기본이 잘

입사해 2003년 회장직에 오른 그는 한국 정유 산업의 산증인이

허 이사장은 당시 하루에 세 시간도 자지 못할 정도로 힘들

되어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자

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른 바 ‘미스터 오일’로 불리는 그는 40

게 공부했지만 열심히 노력해 마침내 박사학위 취득할 수

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년 넘게 정유업계에 몸담으며 정유 산업을 수출 주력 산업으로

있었다며 유학 시절을 떠올렸다. 더불어 “누구에게나 삶의

키워냈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그 어려움을 헤쳐 나가면서 한 발

이사장으로서 대학의 본질적 사명 위해 노력할 것

씩 성장해 나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덧붙였다.
재계 오너로는 드물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을 맡고 있는 허 이
사장은 평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

그 일환으로 허 이사장은 신임 이사장으로서 ‘훌륭한 인재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기본에 충실하길”

다. 환경과 경제,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고자 지난 2002

를 양성하는 대학의 본질적 사명을 다할 것’이란 비전을 밝
혔다. 그는 특히 “최고의 역량을 갖춘 우수한 교수들을 더

년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를 창설했다. 2006년에는 GS칼텍스

이후에도 위기는 때때로 닥쳐왔다. 우리나라가 한참 경제

많이 확보해 연세인들을 훌륭한 인재로 길러내는 데 집중

재단을 설립해 10년간 약 1,100억 원 규모의 출연금으로 공익사업

발전을 거듭하던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 초 GS칼텍스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을 전개했으며, 여수지역에 ‘예울마루’라는 공연시설을 지어 지

는 늘어나는 석유제품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공장을 새롭

방 시민들도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300억 원

게 증축했다. 하지만 당시 2차 오일쇼크로 인해 원유를 수

또한 등록금 동결, 경기불황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상당의 GS 주식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는 등 ‘조용한 선행’을

입해 오기도 어려웠고, 석유 수요가 오히려 줄어들어 가동

있는 오늘날, 기업인으로서 쌓은 지식과 경험들을 활용해

실천하고 있다.

중단 위기에 이르렀다.

좀 더 나은 경영환경에서 법인이 운영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연세의 선배이자

태권도와 학업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대학생활

이때 허 이사장은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중동 이외에

법인 이사장으로서 모든 연세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당부

서도 원유를 수입할 수 있는 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처음으

했다.

이처럼 다방면에서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고 있는 허 이사장은

로 시도했다. 나아가 정유업계 사상 최초로 임가공 방식을

“평범하지만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대학 생활을 보냈다.”고 회상

통해 일본 등 해외로 석유제품을 수출하게 됐다. 원유는 수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열풍이 불어 닥치고, 창의성의

했다. 점심 도시락을 직접 가지고 다니며 친구들과 함께 자유롭

입해야 하지만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세계 최고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혁의 시기에 우리 연세 동문

게 토론하고 캠퍼스의 낭만을 즐겼다는 그는 특히 운동을 좋아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아시아 최대 석유제품 수출국

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으로 확신

하는 학생이었다. 선수로 활약할 정도로 태권도에 열중했으며,

으로 격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합니다. 현실에 충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날을 예측할

교내 태권도 및 유도 동아리인 ‘연무회’ 회장을 맡아 활동하기도
했다.
학업에 대한 열정도 남달랐다. 학부를 졸업할 무렵인 1966년, 그

수 있는 시각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변화를 능동적으로 리
허 이사장은 “어떤 어려움에 당면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드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가 되기 바랍니다.

기본에 충실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충분히 극복

사고의 역발상, 즉 Think Different를 통해 자기 자리에서

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걸음 더 멀리 내다보고, 맡은 바 책임을 충실히 실행하는

는 당시 화학공학과 최고의 명문인 위스콘신 대학의 학과장에게
편지를 써서 어렵게 입학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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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처럼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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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인물

양일선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이사 선임

“연세에서의 경험 바탕으로 주어진 소명 다할 것”

튜터링 통해 행정고시 합격한 비결

양일선 명예교수(식품영양학, 전 교학부총장)가 지난 12월 8일 개최된 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대학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

사회에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이사에 선임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서 교수와 학생 간의 일방향적인 교육방식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그 가

이사초빙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 중 외부인사 4명, 내부인사 2명 등 총

운데 선후배, 동년배 간 학문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6명의 신임 이사를 선임했다.

배양하기 위해 설계된 ‘동료연계학습(Peer Learning)’은 하나의 대안이

“함께 공부하면 더
많이 배울 수 있죠”
김윤도 학생(토목공학)

될 수 있다. 행정고시에 합격한 김윤도 학생 역시 “이러한 학생주도의 학
연세대학교 최초의 여성 교무처장, 최초의 교학부총장 등 늘 ‘최초’라는 수

습커뮤니티인 튜터링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식어를 지닌 양 교수는 우리 대학에서 봉직하는 동안 ‘섬세하고 배려하는

OSE센터가 운영하는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해 토목환경공학과 튜터로

리더십’을 발휘하며 다방면에서 학교 행정의 변화를 꾀한 것으로 잘 알려

서 활동했다.

져 있다. 우리 대학 출신의 교원이 서울대 이사로 선임된 것 역시 매우 이
례적인 일이다.

“처음에는 튜터링 프로그램의 튜터를 맡는 것이 다소 부담이 되었지만
행정고시 시험과목 중에 하나인 토질역학 과목을 복습할 시간이 될 수

이사 선임 소식에 양 교수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하고 사실 조금 낯선 땅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기본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 내용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국의 사학 명문 대표주자인 연세 구성원으로

을 정리하고 설명해 주다보니 토질역학의 기본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튜터링 시간 내 질의응답을 통해 새로운 접근방법
을 생각해내거나 몰랐던 내용에 대해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양 교수는 대외적으로 한식재단 이사장, 대한영양사협회 회장 등으로 활
동하면서 식품영양학과 급식·외식경영 전문가로 알려졌지만, 사실 교내

그는 튜터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결과 ‘우수 튜터상’을 받았을 뿐 아니

에서 다양한 보직을 거친 행정의 베테랑이기도 하다. 사회교육원 원장과

라 전년도 시험에서 60점대에 불과했던 토질역학 시험점수가 90점 이상

알렌관 관장을 지내며 대학의 수익사업을 경험했고, 기숙사 생활관장으로

으로 향상됐다. 이는 2016년도 행정고시(기술직) 시험에 최종합격하는 데

서 연세인들의 숙식을 책임지고 운영 및 관리했다. 이후 교무처장과 교학

에도 큰 도움이 됐다.

부총장을 역임하며 행정 총괄 업무의 최전선에서 대학 행정을 이끌었다.
“튜터링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학생입장에서 교수님들과는 다른 시각으

튜터링 프로그램

그는 “특히 교학업무를 맡았던 4년(2008년~2011년)은 우리 대학교가 송

로 가까이 접근하여 지식을 전달해준다는 점에서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

도캠퍼스를 확대하며 RC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해나갔던 시기인지라 수

고 생각합니다. 튜터링은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

우리 대학 교무처 OSE센터는 학부 교과목 학

차례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시키고 문제해결과 의사 결정을 해야만 했

합니다. 말솜씨를 기를 수도 있고 그 내용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죠.

습 향상을 위해 선수 지식을 가진 튜터(tutor)와

다.”며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새로운 전략 구상 시, 과거 위기 극복의 경

더 많은 학생들이 튜터링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신의 발전 기회로 활용

이를 배우고자 하는 튜티(tutee)가 팀을 이루어

험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학생 주도형 학습 커뮤니티 프로
그램인 튜터링을 운영하고 있다. 계절 학기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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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교원퇴임식에서 양 교수는 “주변 사람들에게 진 사랑의 빚을 앞으

그는 튜터링 프로그램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부족한 튜터링 공간 문제

함하여 매 학기 독수리튜터링, 글로벌튜터링 및

로의 시간 동안 사랑의 빛을 뿜어내며 새로운 계절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

에 아쉬움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무처

학과단위튜터링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규학

을 떠나겠다.”고 전한 바 있다. 또 하나의 최초를 만들어가며 새로운 터전

OSE센터에서는 튜터링 홍보를 강화하면서 튜터링 전용 공간을 추가 확

기 기준으로 평균 50여 개의 팀, 약 200여 명의

에서 활약할 그의 행보가 기대된다.

보할 계획이다. OSE센터 관계자는 “튜터링을 통해 학업능력의 향상은 물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튜터로 활동하는 학생

론 성공적인 대학 생활과 미래를 열어 나가는 연세인이 늘어나기를 기대

에게는 사회봉사학점 취득, 자원봉사인증서 발

한다.”고 덧붙였다.

급의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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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in 연세

국제동계대학은
대학원생에게도
필요한 경험

대부분의 계절학기 수강생들은 학부

교환 혹은 방문 학생으로 오는 외국인

‘Contemporary Arts’ 수업을 수강하고

생으로서 필요한 학점 이수를 주목적

학생 가운데 사실 한국 대중문화의 예술

오후에는 한국어 수업을 듣는다. 그녀는

으로 수강 신청을 하기 마련이다. 하지

적 가치에 이끌려 오게 된 이는 드물다.

수업의 강도가 적당하면서도 수업 일정

만 호주 퀸즈랜드대학교 경영대학원에

홍콩대학교에서 음악과 예술을 전공하

이 외국인 학생들이 서울을 충분히 즐길

재학 중인 터키 출신의 잔 유크셀(Can

는 수젠 웡(Suzanne Wong)은 이와 같은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점이 특히 만족

Yuksel)은 온전히 자기계발을 위해 우리

연유로 국제동계대학(Winter Abroad at

스럽다고 했다.

대학의 국제동계대학(Winter Abroad at

Yonsei)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현실 도

Yonsei, WAY)에 등록했다.

피’를 위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기 시

“한국에서 한국어를 연습할 수 있을 뿐

작한 그녀는 드라마 OST의 음악적 요소

만 아니라 수업에서 한국과 일본 문화에

에 끌리기 시작했다.

대해 배울 수 있어요. 모든 수업 일정이

“모교 대학원 과정에는 교환 프로그램
이 없어요. 게다가 퀸즈랜드대학교와

오후 2시 반에 끝나기 때문에 서울 구경

연세대학교가 교환 협정을 맺고 있다는

“제가 본 한국 드라마는 많지 않지만 드

도 할 수 있어 공부와 여행 두 가지 모두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연세대학교가 한

라마와 OST의 조합이 너무 좋아서 한국

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프로그램이에요.”

국의 명문대라는 점도 잘 알고 있었습

어 가사가 주는 감정에 관심이 생겼고

니다. 제 지인들에게 물어본 결과, 모두

한국어를 배우기로 했어요. 광동어나 독

“WAY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또

연세대를 추천해서 여기로 오게 됐습니

일어와 같은 다른 언어에 비해 한국어는

다른 이유는 제가 감독이나 배우와의 인

다.”

확실히 더 얌전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

터뷰 동영상을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

는 것 같아요.”

이에요. 동영상을 보면 즐거움과 동시에

그는 학부과정까지 터키에서 교육을 받

잔 유크셀
터키
퀸즈랜드대학교

지식을 얻을 수 있죠. 예를 들어, 감독이

았지만 터키 문화나 사고방식은 서양과

“연세 국제동계대학을 통해서만 할 수

이에 따라 수젠은 지난해 9월부터 모

어떤 이유로 특정 배우를 출연시켰고,

더 가까웠다. 잔은 11살 때부터 어학연수

있는 공부와 여행은 저에게 아주 값진

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기 시작

또 배우들이 맡은 역에 대한 생각을 엿

로 영국을 방문하는 등 미국과 유럽을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이라

했고, 연세 동계대학에 참여하기 위해

볼 수 있어서 재미있어요. 한국 영화에

경험하면서 아시아 국가에서 새로운 경

는 낯선 환경에서 제가 성공적으로 수업

한국행을 선택했다. 수젠은 오전에는

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터뷰들을

험을 쌓고 싶었다고 말했다.

도 듣고 큰 문제없이 지낸 경험은 취업

더욱 잘 이해하고 싶어 한국어를 배우게

할 때에도 큰 장점으로 비춰질 것 같아

됐습니다.”

잔은 특히 국제동계대학에서 수강한 수

요. 어차피 요즘 시대에서는 변하지 않

업(Introduction to Psychology)이 생각

는 것이 없어요. 부모님 세대와 달리 저

그녀는 졸업 후에 음악과 관련된 일을

보다 우수했다고 한다. 그는 “사실 여기

희 세대는 업무 또는 직업이 늘 바뀔 거

하고 싶다고 밝혔다. 수젠은 “3주 동안

니까요.”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

에서 이수한 학점은 모교에서 인정받

연세대를 통해
한국 문화와 언어를
체험하다

수젠 웡

한 이해도가 높아져 장래희망에도 도움

홍콩

한국을 방문하면서 카카오톡과 같이 성

이 됐다.”며 “홍콩대학교의 학사 일정만

업에 관심이 많아 기업이나 조직에서의

홍콩대학교

공한 국내 스타트업에 관심이 생겼다는

아니었다면 연세 국제동계대학에서 두

리더십과 관련된 심리학이 흥미롭다.”

그의 행보가 기대된다.

번째 세션도 등록했을 것”이라는 소회

을 수 없지만 개인적인 관심 때문에 수
강하게 됐다”며 “벤처 자본이나 스타트

고 말했다. 또한, 일반 과정 외에도 국제

를 표했다.

동계대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녀온
스키나 DMZ 견학은 외국인 학생 편의
를 생각하여 배려있게 진행되었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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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톡톡

창업휴학제도를

우리 대학은 자유로운 창업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창업휴학제도’를 운

있었는데, 평소 다방면에서 도움을 주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보기도 했습니다.

영하고 있다. 이는 창업 또는 창업준비를 사유로 최대 2년(4학기)까지 휴학이

던 창업지원단 관계자 분을 통해 창업

취미를 미친듯이 해보기도 했으며 대학

통해 재학 중에도

가능한 제도다. 예컨대, 1년 이내에 등록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

휴학제도를 알게 되어 신청했고, 덕분에

원 인턴으로 들어가 간단한 프로젝트를

하고 사업활동을 지속해나가는 경우 창업휴학 지원이 가능하며, 휴학신청 후

현재까지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

진행해 보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센트비

마음껏 도전하세요!

6개월 이내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창업준비휴학이 적용된다.

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컴퓨터과학

창업까지 이어졌죠.

과에서 주최한 창업열정대회에서 수상
2014년 창업휴학제도가 도입된 이래 총 17명의 동문들이 휴학 승인을 받았으

하기도 했고요. 창업지원단을 통한 창업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일단 해

며, 이들 중 다수가 성공적으로 창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창업톡톡에서는

네트워크 참여 등 학교에서 센트비에 여

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당장 내일 무

창업휴학제도를 통해 창업에 도전해 해외송금서비스 ‘센트비’를 운영하고 있

러 차례 행정적인 도움을 제공해주셨습

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 없는데 지금

는 박청호 CTO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니다.

뭘 고민하고 있지?” 하는 생각으로 기회
가 주어지면 무조건 행동에 옮겼습니다.

센트비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금 사업에만 집중할 것 같습니다. 그래

창업을 목표로 하는 재학생들에게

먼저 행동으로 옮기고 나면 이전에 했던

추천해주실 만한 활동이나 책이 있을까

고민들은 자연스레 해결되고 저에게 더

요?

욱 고차원적인 고민들을 하도록 만들었
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에게 맞지 않는

센트비는 해외 송금 전문 기업입니다. 기존 은행을 통한 해외송금 대비 수수

서 사업 확장 계획보다는 제가 센트비

료를 최대 95%까지 절감할 수 있으며 받는 국가에 따라 은행이 아닌 다른 수

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에 대하여

저는 재학생이었을 때 제가 무엇을 하고

것, 맞는 것을 찾을 수 있었죠. 또한 행동

취 방법으로도 자유롭게 받을 수 있고 최소 10분 이내에 송금이 완료되는 강

더 많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

싶은지에 대하여 고민했고 이를 위해 무

으로 옮겼을 때 고민만 하고 있을 땐 알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으로 서비스를

습니다. 저는 현재 화폐의 종류가 너무

엇을 해야 하는지를 항상 찾아 다녔습니

수 없는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글로벌 사회

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알기 위해 가

를 진보시키지 못하는 큰 장애물이라고

슴 설레는 것들을 찾아 다녔고 그 결과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생각으로 기회

생각합니다. 센트비가 그저 빠르고 저

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하고

가 주어질 때마다 했던 많은 경험들이

렴한 해외송금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엔

싶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둘 모여 하나의 큰 자산이 되었다고

2015년 센트비를 창업하셨지요. 어떠한 계기로 해외 송금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생각합니다.

달러를 원화처럼, 원화를 엔화처럼, 엔
처음에는 공동 대표들과 함께 다른 아이템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소액 외화

화를 달러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해외송금서비스

이체업 허용과 관련된 기사를 접하면서 아이템을 수정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를 제공하고 나아가 하나의 화폐로 통

센트비

서 외화이체업 즉 해외송금은 은행에게만 허락되던 서비스로서 은행 이외에

합하여 화폐단일화를 이루어 글로벌 사

제공하던 곳이 없었기 때문에 빨리 시장을 장악한다면 퍼스트무버로서 큰 강

회를 한 단계 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대합니다.

박청호 CTO
(컴퓨터과학 12)

또한 기존 은행이 제공하던 서비스보다 강점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비트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여러 모임에서

(취재: 이경재 학생기자)

창업 휴학제도를 어떻게 알게 되

인’이라는 강력한 기술적 뒷받침도 존재하였기 때문에 바로 실행에 옮길 수

고 활용하셨나요? 또 창업 지원단을 통

있다는 것도 큰 강점이었죠. 결정적으로 이를 통해 금융 시장의 변화를 이끌

해 현재까지 어떤 도움을 받으셨나요?

어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자금 유치 및 사업확장 등 창업을 실
2017년 센트비의 사업 확장 계획이 궁금합니다.

행으로 옮기며 재학생의 신분으로서 한
계점에 부딪히곤 했습니다. 당시 이미

해외송금만을 집중하기에도 너무나 큰 시장이기에 센트비는 한동안 해외 송

28

일반 휴학제도를 통해 창업에 매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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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사랑

아모레퍼시픽,

현대자동차(주),

현대자동차(주)가 교내 장애학생들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차량을 기증했다.

연세창업혁신프로

차량 기증으로

현재 우리 대학에는 86명(2016년 9월 기준)의 장애학생이 수학하고 있으며, 이 가

그램에 25억 원 기탁

장애학생 이동 지원

대의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스타렉스 차량 1대를 운영해왔으나, 기숙사에 거주하는

운데 전맹학생을 비롯해 20여 명의 학생들이 휠체어를 이용해야 한다. 그동안은 1
장애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장애학생의 이동지원을 위해 차량 보완
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새로운 가치 창출하는

최대 4대의 휠체어 탑승

지난해 제1차 장애학생교육위원회에서 이러한 이슈가 논의되면서 현대자동차(주)

창업 혁신의 재원으로

가능해져

량 대비 폭이 넓고 길어서 다목적 차량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특히 휠체어 장애인의

활동

에서 장애인 전용차량인 쏠라티를 기증받게 됐다. 솔라티 차량은 기존 스타렉스 차
탑승이 용이하다. 또한 휠체어 장애인 4명이 동시 탑승 및 이동할 수 있다.
지난 2월 22일 총장실에서 열린 차량 기증식에는 한성권 사장과 조미진 전무가 방
문해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용학 총장은
“우리 대학은 국내대학 가운데 특히 장애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

아모레퍼시픽이 우리 대학 ‘연세창업혁신프로그램(YVIP,

특히 이번 협약으로 우리 대학은 창업혁신 교과과정 개발, 창

울이고 있다.”며 “이번에 기증해주신 차량은 장애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Yonsei Venture, Innovation & Startup Program)’에 25억 원을 기

업경진대회 개최와 창업 공간 지원 등을 통한 학생 창업 활동

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탁했다.

육성, 해외 대학과의 글로벌 협력 강화와 동문 멘토그룹 결성
및 글로벌 컨퍼런스 등을 통한 네트워크 확장, 나아가 창업혁

오는 3월부터 운행되는 쏠라티 차량으로 미래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장애학생들이

연세창업혁신프로그램은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신 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학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과 네트워크, 영감을 제공함으로써 창업혁신에 관한 지식

된다.

연구의 허브로 성장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육성
을 목표로 한다.

이날 서경배 회장은 “모교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항상 새로움
을 개척하는 역사였다.”며 “21세기 변혁의 시대에 그 개척정신

지난 2월 27일 총장실에서 열린 협약 체결식에는 아모레퍼시

을 바탕으로 또 다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선도적인 대학

픽그룹 서경배 회장(경영 81), 아모레퍼시픽 심상배 사장, 김용

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학 총장, 김영석 행정·대외부총장, 안강현 대외협력처장, 엄영
호 경영대학장이 참석해 프로그램의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

김용학 총장은 “평소 모교 발전과 후배들의 성장에 남다른 관

다. 우리 대학과 아모레퍼시픽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호 협

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서 회장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기탁을

력해 실질적인 프로그램과 기금 운용을 추진 및 관리해 나갈

계기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가치를 끊임없이 만들어 내는

계획이다.

21세기 창업혁신 지식플랫폼의 초석을 다져 나가겠다.”고 화답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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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김형근 동문,

형편이 넉넉지 않은 대학생들에게 매학기 수백만 원의 등록금을 감당하는 것은 결

장학기금 1억 원

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풍경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기부

이와 같은 가계곤란 학생들이 보다 안락한 환경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김형

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등록금을 낼 수 없어 휴학을 하거나 밤낮으

근 동문(영문학 78)이 1억 원의 장학기금을 쾌척했다. 어린 시절부터 어려운 환경 속

희귀난치성 환자들의 특별한 졸업식
이색적인 졸업식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에서 자라며 선생님을 비롯해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김 동문은 “학교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 향한 의지 잃지 않길

며, 사회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
해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느껴야 합니다. 적절한 의료적

시스템을 통해 많이 성장할 수 있었고 기회가 된다면 꼭 보은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졸업생을 호명하면 졸업생이 단상으로 올라가는 대신 수

관리가 이루어지고, 경제 사회적인 여건만 어느 정도 갖

품고 있었다.”며 기부를 결정했다.

여자가 졸업생 앞으로 다가갑니다. 졸업생은 손을 겨우 움

추어진다면 많은 환자들이 이들처럼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직이거나 아예 움직이지 못해 안구 움직임을 이용한 마우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 이 사회가 관심을 가지면 이루어진

김 동문의 기부금은 ‘김형근 장학기금’으로 조성되어 2017년 1학기부터 영문학과 재

스로 소통하는 희귀난치성 신경근육 환자들입니다. 입학

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시작이고 관심이 희망인 것입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특히 “가계곤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싶

생을 위한 입학식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들은 선물을 받는

다.”는 그의 바람을 담아 소득 1, 2분위에 있는 학생 가운데 성적 우수생에게 생활비

것도 꽃다발을 받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가가

지난 수개월간 우리는 참 허탈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의

명목으로 300만 원의 장학금이 지원된다. 그 첫 번째 수혜자로서 지난 학기 4.3 만점

야 합니다. 학생들이 몸이 불편하니 다가가는 것이 당연한

한 축에 부정 입학과 졸업이 있었습니다. 묵묵히 최선을

을 받은 김시내 학생이 김형근 장학기금을 전달 받을 예정이다.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축하의 선물을 주기

다하고 있는 이들에게 좌절과 분노를 느끼게 했으며 그

위해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지마비 상태에서 호흡마

과정이 자세히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허탈감에 휩싸

이제 막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김 동문은 후배들에게 “엘리트층에 속할수록 자신의

저도 약해 매일 일정 시간 인공호흡기를 사용해야만 하는

이기도 했습니다. 제도나 규정의 틈을 이용하고, 남을 무

성공만을 좇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발전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것인가를 고민하

경우가 대부분인 이들의 의지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다가

시하고, 어떻게든 요령을 부려 쉽게 취하려 하고, 권력을

는 후배들이 많아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서는 것이기도 합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6년 전부터

이용해 사회 불합리를 조장한 욕심과 독단을 보았습니다.

행해지고 있는 특별한 졸업식·희망의 입학식을 이야기하

그러나 세상은 늘 그랬듯 항상 어두운 면만 있는 것은 아

고 있습니다.

니었습니다. 불합리한 사회의 인식이나 시스템도 극복하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들이 본격적인 학기 시작에 앞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나섰다.

나눔 통해 법조인의
덕목 길러

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이들이 있고 이들 곁
숨을 쉰다는 것은 의식도 못할 만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엔 또 이들을 위해 희생하고 배려하는 누군가가 있는 그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정오)은 올해부터 신입생들이 법학 공부를 시작하기 전 봉

그러나 이런 호흡을 매일 고민해야 하는 친구들이 있습

런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심어주

사활동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삶을 몸소 체험하도록 지원하고자 ‘프로 보노

니다. 근육의 힘이 서서히 약해져가는 희귀난치성 신경근

고 좌절과 허탈감 대신 좀 더 분발할 수 있는 다짐과 용기

(Pro Bono)’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신입생 전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본 프

육 질환, 특정 시기에 도달하면 호흡근육도 약해져 인공호

를 주는 것입니다.

로그램을 통해 법조인이 갖춰야 하는 기본 덕목 중 하나인 ‘전문가 공익활동’을 체

흡기를 사용해야만 하는 질환입니다. 일상으로 일어나는

득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을 고민해야 하는 것은 힘든 일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돌이켜 보면 우리는 그들에게 일상의 졸업식이나 입학식

는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일을 가장 극복해야 하는 짐으

처럼 늘 ‘받으러 오라’고만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서대문구 어르신케어

그 시작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110여 명이 지난 2월 17일 서대문구와 연계해

로 지고 매일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 힘든 일입니

이들은 항상 손을 내밀고 있었고 늘 우리에게 주고 있었

어르신케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학생들은 10~15명씩 나뉘어 오전 9시부터

다. 그러나 이들은 인공호흡기를 매일 사용하며 호흡재활

습니다. 아쉬울 때만 주변을 되돌아보고, 우연히 관심을

봉사활동 진행

오후 4시까지 홍은노인복지센터, 인왕어르신복지센터, 수효사효림원 등 서대문구

을 받아야만 하는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회에

가지게 될 때만 보았기에 우리가 필요할 때만 받은 것이

일대의 복지시설 및 홀트일산복지타운을 방문했다. 어르신 식사보조에서부터 말

‘할 수 있다’는 긍정의 힘을 심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

었습니다. 이 특별한 졸업식·입학식에는 우리도 주고, 그

벗 봉사, 시설청소에 이르기까지 하루 동안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친구가 되어줬다.

니다. 이들이 비록 육체적으로는 도움을 받을지라도 우리

들도 주고, 서로가 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관련

이밖에도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안내하고 장기자랑을 통해 즐거움을

에게 희망을 품게 하고 해낼 수 있다는 무한한 가치를 가

기사 50p)

선사하기도 했다.

르쳐주는 이 사회의 중요한 한 축이자 구성원이라는 것을

법학전문대학원은 앞으로도 매년 2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프로 보노’ 프로그램

우리는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환우들은 일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 소장 강성웅

반인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교수

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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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MRI 램프는 암전이 인자 MMP-2(matrix
metalloproteinase-2)가 생체인자 인식물질(펩
타이드)을 끊으면 자성나노입자와 상자성물
질이 멀어져 MRI 신호가 켜지는 작동 원리다.
실험 결과, 나노 MRI 램프는 나노 몰(nM) 농도

연구단) 연구팀이 자기 공명 튜너(Magnetic
REsonance Tuning, 이하 MRET, 엠레트) 현상
을 최초로 발견해 원리를 규명했다. 나아가 이
를 이용해 질병을 선택적으로 찾아내 MRI 신
호를 보내는 ‘나노 MRI 램프’를 개발했다.

MRI 신호를 보내는 것을 확인했다.

신호 강도가 달라지는 현상이다. 연구팀은

인자를 탐색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관찰도구
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MRET을 활용하면 질
병인자 탐색은 물론 생체 내 생명화학 현상도

구결과는 재료 과학 분야 국제 저명 학술지인
‘네이처 머티리얼즈(Nature Materials)’ 온라인
판에 2월 7일에 게재되었다.

FRET)은 생명현상을 관찰하는 데 널리 이용되
고 있지만 생체 깊이 존재하는 조직을 관찰하
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이와 달리 연구진이 규
명한 MRET은 자기장을 기반으로 해 광학적 방
법이 갖는 빛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해 최대 10배 밝게 보이는 고감도 영상을 구현
한다. 현재 상용화된 MRI 조영제는 MRI 신호
가 켜진 상태로 몸 안으로 주입되어 주변 조직
과 병든 조직 간 명확한 구분이 어려웠다. 이
와 달리 나노 MRI 램프는 특정 질병과 연관된

하고 정확한 진단을 가능하게 한다.”며 “분자
수준에서 관찰하고 진단하는 영상진단의 신개

것”이라고 설명했다. MRI 조영 진단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연구진은 나노 MRI 램프

서 높은 정확도와 민감도를 나타내 더욱 정밀

라면 나노 MRI 램프는 밤에 램프를 하나 켜는

념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나노 MRI 램프는 원리가 간단하면

MRI 조영제가 밝은 대낮에 램프를 켜는 것이

생체인자에만 반응한다. 천진우 교수는 “기존

전달(fluorescence resonance energy transfer,

나노 MRI 램프는 병든 조직을 주변 조직에 비

볼 수 있다. 광학적 방법인 형광 공명 에너지

나노 MRI 램프는 생체 깊은 곳에 있는 질병

고 질병 진단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연

MRET의 작동원리를 실험과 이론으로 증명하

고, 암에 걸린 동물모델의 암 부위에서만 강한

MRET는 두 자성물질의 근접도에 따라 MRI

이하 극미량의 MMP-2를 선택적으로 검출하

를 암 진단에 적용해 실험을 진행했다. 나

천진우 교수(화학과, Y-IBS과학원 나노의학

‘네이처 머티리얼즈’에 게재

각종 생체인자 찾아내는 자기 공명 튜너 개발

나노 영역의 자기공명 신호 조절 원리 규명

천진우 교수팀,

RESEARCH FRONTIER

<그림 1> 자기공명 튜너(Magnetic Resonance Tuning,
MRET) 원리
<그림 2> 나노 MRI 램프를 이용한 생체인자 검출

MRI 기계와 천진우 교수 연구단
왼쪽부터 신태현 연구원, 유동원 교수, 천진우 교수, 김수진
연구원, 김호영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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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키고, 이로 인해 자가소화작용을 억제하
여 세포사멸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만약 이온농도가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으
면 다양한 질병에 걸리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는 것은 이전 이온운반체는 리소좀의 염소이
온 농도는 변화시키지 못해 자가소화작용에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현재의 염소이온 운반
체는 리소좀의 염소이온도 변화시켜 자가소

문에 세포 내 이온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인
공 이온운반체 개발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세포 내 이온농도의 변화와 세포사멸
에 관한 관계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한 이온운반체와 달리 세포 내 염소이온 농도
도 변화시키면서 세포소기관 내의 염소이온
농도도 변화시켜 세포자살과 자가소화작용을
동시에 영향을 주어 세포를 사멸시킨다. 본 연
구 결과는 향후 새로운 형태의 항암제 개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alixpyrrole) 구조의 인공 염소이온 운반체가
어떻게 암세포를 사멸시키는지를 규명하여
‘네이처 케미스트리’ 논문에 발표했으며, 이 연
구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 후속 연구의 일환으로 연구팀은 스쿠아르
아미드(squaramide) 구조의 인공 염소이온 운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의적 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본 연구 결과는 네이처 자매지인

멸되는지 규명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인공 염
소이온 운반체는 세포 내 염소이온과 소듐이

반체를 개발하여 어떤 과정으로 암세포가 사

는 점이다. 즉 현재의 이온운반체는 이전 발표

신 교수 연구팀은 지난 2014년 칼릭스피롤

화작용에도 영향을 주어 세포를 사멸시킨다

본 연구가 2014년에 발표한 연구와 차별화되

세포사멸이 일어난다는 것이 보고됐다. 이 때

세포내 이온농도를 비정상적으로 변화시키면

좀의 염소이온 농도를 감소시켜 산성도를 감

정상적인 생명 유지를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는 것을 밝혔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인공 염
소이온 운반체가 세포소기관의 하나인 리소

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 화학과 조나단 세슬러

존형 세포자살과정을 통해 세포가 사멸된다

써 새로운 항암제 개발의 길을 열었다.
세포 내 이온농도를 정교하게 조절하는 것은

턴 대학 화학과 필립 개일 교수(교신저자), 미

서부터 세포질로 빠져 나온 뒤 캐스페이즈 의

정을 통해 세포가 사멸되는지를 규명함으로

교수(교신저자) 연구팀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저자)와 약학대학 남궁완 교수, 영국 사우샘프

판에 최근 게재되었다. 또한 신인재 교수(교신

로 인해 사이토크롬 시(c)가 미토콘드리아에

운반체를 개발하고 이들이 어떤 생물학적 과

‘네이처 케미스트리(Nature Chemistry)’ 온라인

온(舊, 나트륨 이온)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이

신인재 교수(화학과) 연구팀이 인공 염소이온

인공 염소이온 운반체의 세포사멸 기전 규명

새로운 항암제 개발 가능성 열어

신인재 교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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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는 인쇄전자소자에 응용했다.

연소자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

용액소재는 직접패터닝(Direct Patterning)이
가능하고 연속생산공정으로 유연투명전극을
대량생산할 수 있다.”며 “향후 태양전지, 디스
플레이 등 다양한 전자소재 제조에 응용이 가
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
했다.
김중현 교수, 동국대학교 노용영 교수 연구팀
이 공동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
단의 나노소재기술개발산업(나노소재원천기
술개발산업)을 통해 지원되었다. 본 연구 결과
는 재료과학 분야 세계적 권위지인 ‘어드밴스
드 머티리얼즈(Advanced Materials)’ 10월 7일
자에 온라인 게재되었으며, Inside Cover Story
논문으로 선정되었다.

점인 가볍고 가공이 쉽다는 점을 가지면서도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이다. 그러나 지금까
지 연구된 전도성 고분자의 전기전도도(전기
가 통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낮아 실제
응용에서 높은 성능을 구현하는 데 큰 어려움
을 겪고 있다.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진들이 전도
성 고분자의 전기전도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정연
구는 용액상 공정이 아닌 전도성 고분자의 박
막을 형성한 후 극성 용매 또는 황산 수용액과
같은 용액에 담그거나 표면에 바르는 방식이
었다. 이러한 방식은 공정 과정에서 전도성 박
막의 결함과 같은 실제 공정에 응용되기에 많

약 2,000S/cm을 가지는 전도성 고분자를 제조

용화된 PEDOT:PSS의 약 2배의 전기전도도인

PEDOT:PSS를 용액 정제공정을 이용하여 상

필름의 안정성을 가진 전도성 고분자인

김중현 교수(화공생명공학)팀은 용액 및

은 한계에 부딪쳤다.

김 교수는 “본 연구에서 제조된 고전도성 유기

각광받고 있다. 전도성 고분자는 고분자의 장

데 ‘전도성 고분자’가 차세대 유연소자 소재로

했다. 나아가 이를 모든 공정이 용액상으로 이

최근 전전기적 특성과 유연성을 함께 갖는 유

플렉서블 전자소재 응용 기술로 주목

고전도성 유기투명소재의 대량생산 길 열어

김중현 교수팀,

RESEARCH FRONTIER

<그림 1> 전도성고분자 정제 공정 개념도 및 결과(전도도 및 두
께 변화)
(a) 장치의 구조도 및 이를 통해 정제 공정이 이루어지는 과정
(b) 정제 공정을 거쳐 전도성고분자의 전도도가 약 2배 가량 향
상되었으며, (사진)정제 후에도 높은 안정성을 가진 용액상태를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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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게 활성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이를 조절
하는 단백질의 기능과 새로운 통증 조절 기전
을 규명했다.
예컨대, 교수팀은 신체에서 감지되는 촉각, 통
증, 온도 등의 감각 정보를 최초로 받아들이
는 뇌 영역인 시상(thalamus)의 신경 세포에서
‘아녹타민-2’(ANO2)라는 단백질을 발견했다.
나아가 이 이온 채널이 신경 세포의 활성화를
조절하는 것을 확인했다. ANO2 유전자 발현

통증과 관련된 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스치는 듯한 작은 자극에도 통증을 느끼게 되
는 질병을 겪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0년 만성 통
증 환자가 220만 명을 넘어섰다. 통증은 종합
병원의 통증치료실 및 통증클리닉이 따로 운
영되어 만성 혹은 급성 통증 환자를 관리할 정
도로 일반적인 질병이 되었다.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기전을 밝혀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는 한편,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비전에 한걸음

명의 광학 분야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를 배출
한 콜로라도 대학은 US News 광학(물리학) 분
야 대학원 랭킹 1위로 선정될 정도로 탁월한
연구기관이다.

과제에 최종 추가 선정됐다. 연구 주제는 ‘에너
지 하베스팅과 복사냉각을 위한 열플라즈모닉
광제어 기술 연구’다.
이로써 향후 6년 간 약 28억 원의 연구비를 지

석학과의 수준 높은 공동연구를 더욱 활발히 하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15년 간 4

Research Laboratory, 이하 GRL) 사업의 신규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김 교수는 “이번 GRL 수주를 기회로 국제적인

포스트닥(Post-Doc)으로 연구를 수행 중이다.

계공학과 박사졸업)는 현재 콜로라도 대학에서

장 교수, 우리 대학 기계공학과 이형석 교수와

에서 주관하는 2016년 글로벌 연구실(Global

이 연구에 함께 했던 강구민 박사(우리 대학 기

원받게 되었으며, 미국 콜로라도 대학의 박원

(Nature Communications)’에 발표한 바 있다.

발해 국제적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에 물을 끓이는 열플라즈모닉 메타필름을 개

양빛을 나노 크기의 초점으로 모아서 순식간

김 교수는 이전에도 박 교수와의 공동연구로 태

재되었다.

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게

뤄졌으며,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

자원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이

술개발사업, 교육부 BK21플러스사업, 산업통상

한편, 본 연구는 미래부 기초연구사업·원천기

약물 개발의 가능성을 열었다.

했을 뿐 아니라 통증 조절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김경식 교수(기계공학과)가 미래창조과학부

‘글로벌 연구실(GRL) 사업’ 추가 선정

김경식 교수 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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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로 전달된 통증 신호에 의해 신경 세포가 과

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극심한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

해 기존 약물로 제어할 수 없었던 지속적이고

정은지 교수팀(생명공학과)은 신체 조직에서

느끼지 못한다면 치료가 늦어져 죽음에 이르

증 신호 전달만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새로운
통증 조절 기전을 규명한 것이다. 본 연구를 통

는 이유다.

발생하며 신체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

호전달은 방해하지 않고 지속적이고 과도한 통

즉, 이 단백질이 시상 신경세포의 정상적인 신

내는 것을 발견했다.

델이 정상 생쥐보다 통증 반응을 더 많이 나타

역에서 ANO2 유전자의 발현이 억제된 생쥐 모

하게 나타나는 것을 밝혔을 뿐 아니라 시상 영

이 억제된 신경 세포에서 활성화 반응이 과도

준다. 만약 신체에 손상이 가해졌을 때 통증을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에 많은 관심이 모이

통증은 일반적으로 신체 조직의 손상에 의해

만성 통증 치료의 가능성 열어

새로운 통증 조절 기전 규명

정은지 교수팀,

RESEARCH FRON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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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통합 60주년

연희와 세브란스의 통합 60주년을 맞아 <연세소식>에서는 2017년 우리 대학이 선도하는 융합연구의 오늘을 조명한다. 지난
60년간 우리 대학교와 세브란스가 함께 쌓아온 연구력을 바탕으로 특히 강세를 보이는 ‘의·생명 융합연구’를 비롯해 현재 다양
한 학문의 융합을 이루고 있는 연세 융합 연구의 이모저모를 나누고자 한다. 그 첫 번째 순서로 교내 융합연구의 허브인 미래융
합연구원(Institute of Convergence Science, ICONS)에서 진행 중인 ‘노령화에 대한 융복합 연구’를 소개한다.

를 노년 연구의 핵심 위치로 재정립해 나가고 있다.
먼저 센터는 노인이 경험하는 건강과 삶의 질 문제를 주요 사
회안전망의 하나인 ‘사회연결망’의 특성을 통해 파악한다. 기
존 노인건강 연구들은 건강이나 삶의 질 중 한 쪽에 치중하거
나, 건강분야에서도 주관적 건강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

노년 사회를 위한

다. 그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건강에 대한 부분을 생의

통합적 연구의 산실

의 질을 고려한 방식으로 측정함으로써 건강의 두 가지 측면

“노령화에 대한

하게 사회연결망이 노인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

융복합 연구센터”

가 어떻게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지를 밝혀내는 것

융합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제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8

이다.

년에 걸쳐 43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도시와 농촌에 거주

학지표(Biomarker)를 통해 측정하고, 주관적 건강 부분은 삶
을 체계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해 이를 통합한다. 단순
노인들의 사회연결망을 보여주는 모식도

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제를 밝혀내 생물학적인 생체지표

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사회연결망 설문 및 건강검진을 실시
사회연결망 통해 삶의 질 진단 …

특히, 최근에는 brain fMRI로부터 자료를 수집해 노년의 인지

했다. 심뇌혈관질환, 심리 및 신체 기능저하, 장애 발생률, 뇌

성공적 노화를 위한 처방

기능과 사회연결망 사이의 관계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통

심혈관질환, 골절, 사회연결망 변화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

합적 지표는 단순한 생명연장을 넘어서는 성공적 노화의 정

행 중에 있다.

도를 알려주고 관련 정책들의 방향 설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설립배경 및 연구내용

기대된다.

공 동 연 구 원 인 김 현 창 교 수 가 이 끌 고 있 는 ‘ C M E RC
(Cardiovascular and Metabolic Diseases Etiology Research

한국 사회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수준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출산율

참여 교수진

또한 세계에서 가장 낮다. 이미 2007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인구의

Center)’은 보건복지부로부터 5년간 100억 원의 연구비를 지
연구 현황 및 성과

원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CMERC은 심뇌혈망 및 대사질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5명 중 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통계청

염유식 사회학과(연구책임자)

2007). 인구 고령화는 세계적인 추세지만 국내 인구구조 고령화의 주요한 요인 중

이유미 의대 내과학교실

연구단은 크게 세 개의 융합연구 프로젝트를 유기적으로

일반인구와 고위험군 코호트를 구축함으로써 질병 발생에 영

하나가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에 있다는 점과 그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점

김용찬 언론홍보영상학부

진행하고 있다. 먼저 센터장인 염유식 교수가 이끌고 있는

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적, 유전적, 생물학적 위험요인과 예

은 특기할 만하다.

전용관 스포츠레저학과

‘KSHAP(Korean Social Life, Health and Aging Project)’은 한

방 요인을 다차원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창오 의대 노년내과

국 연구재단으로부터 7년간 12억 9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

김현창 의대 예방의학교실

이러한 인구통계학적인 추정은 다른 사회적인 추정과는 달리 상당부분 ‘확정된 미

환의 역학연구를 위한 노출평가도구 및 방법론을 개발하고,

아 한국 노인들의 사회연결망과 건강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

이밖에도 연구센터에서는 대학원 융복합 수업인 ‘의료사회융

래’로서 우리 사회는 인류가 처음으로 겪게 될 초고령화 사회를 최단기간에 겪게 되

다. 그 외에도 미국 예일대학교의 Human Nature Lab(3천만

합연구’를 개발해 실질적인 융합연구를 교육하고 있다. 2017

었다. 특히 빠른 고령화에 따른 노인들의 이혼, 사별, 독거, 자살 등의 사회문제들이

원), 강남세브란스병원(2천만 원), 참포도나무병원(2천만 원)

년도 1학기부터 사회학과, 보건학과, 언론홍보영상학과, 스포

급증함에 따라 이 현상은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건강한 장수, 성공적인 노

등 국내외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매칭 펀드를 확보해 연구를

츠응용산업학과, 대학원 협력전공으로 공동 개설되었으며 지

화, 노인들의 삶의 질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과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 유형인

진행하고 있다.

속적으로 개설할 계획이다. 본 연구단 참여 교수를 중심으로

‘노년 사회’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팀별 프로젝트 단위 소그룹 멘토링을 진행하며 본 미래융합
본 연구센터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 중인 김창오 교수가 이

사회학과 염유식 교수를 중심으로 구성된 노령화에 대한 융복합 연구센터는 기존

끌고 있는 ‘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예방관리를 위한 전향적 추

노년 건강 연구에 있어 생의학적 연구의 부수적인 연구로 여겨지던 사회과학 연구

적관찰 연구’는 KSHAP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노령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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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팀 소속 교수 전원이 수업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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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RESEARCH

주니어 연구톡톡

뇌신호의 수학적 분석에

이번 융합연구를 통해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면

도전하다

무엇인가요?

된 거죠. 연구 경력도 늘어나고. 그런데 이렇게 저희끼리 연구
를 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많아요. 그래도 우리들끼리 한번 해
보는 연구라고 생각하니까 결과가 어떻든 무척 재미있어요.

A. 우선적으로는 저희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특정 상황에서
의학, 인지과학, 컴퓨터과학의 특별한 만남

느끼는 심리적인 상태에 대한 분석이나 분류의 기초가 잘 다
져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렇게 기초를 잘 다져 놓으

뉴로그래머

면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외상 후

다른 연구 그룹의 학생들과도 만날 기회가 많이
있나요?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같은 경우, 환
자들이 느끼는 감정 분석, 혹은 그 감정 상태에서의 뇌파 분

A.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 난 이후 다른 팀들과 함께 개시

역사적으로 세계를 변화시킨 이들은 알고 보면

석과 심리 치료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의

모임과 중간점검 모임을 했어요. 모임에서 다른 팀의 융합연

모두 팔방미인이다. 정약용은 정치, 철학, 수학 등

뇌반응이 잘 정리되어 있다면 호전도, 심각도 등과 관련된 임

구 분야에 대해서도 들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융

다방면에 걸친 업적을 남겼다. 미켈란젤로는 직

상적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합연구다보니 다들 서로서로 상당히 신기해했어요. 또 서로

접 해부하며 공부한 덕에 더욱 섬세하게 인간의

연구를 보면서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고쳐나갈 수도 있어요.

몸을 표현했다. 다빈치 역시 미술, 의학, 과학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과 소통하며 내 것을 다듬어가는 과정

여러 분야의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었다. 이와 같

뉴로그래머팀의 융합연구를 소개해주세요.

은 융·복합적 사고 역량은 4차 산업혁명을 맞이
한 오늘날 더욱 주목받고 있다.

‘연세 Junior 융합 연구그룹 지원 프로그램’에는 어떻게

이죠.

참여하게 됐나요?

A. 뉴로그래머는 사회 내 특수한 상황에서 발견되는 뇌신호를 분
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 등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

A. 저희는 사실 이전에 같은 연구실을 사용해서 이 프로그램

그러한 가운데 우리 대학교 대학원과 미래융합

하는 부정적 감정을 4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수학적으로 분석합니

에 참여하기 전부터 알던 사이였습니다. 평소 각자 연구하던

연구원은 다양한 전공의 대학원생들이 모임과

다. 이후 프로그래밍과 기계학습을 활용해 컴퓨터가 앞서 분류한

분야를 융합해서 뉴로이미징과 분석, 통계로 이루어진 연구

A. (신) 저는 정신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만큼 환자들에게 실

협력을 통해 창의적인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감정을 효과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지 평가해 봅니다. 뇌파를 분석

계획을 짰어요. 그러던 중 지난 해 이세돌과 대결한 인공지능

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연구를 하는 연구원이 되고

‘Junior 융합 연구그룹’을 모집해 융·복합 사고 역

하는 뉴로이미징과 프로그래밍 기술이 융합된 연구인 셈이죠. 그

로봇 알파고를 보면서 기계학습의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

싶어요. 뇌 과학, 혹은 신체적인 반응을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량 강화를 위한 도전적인 연구에의 관심을 지원

래서 팀 이름도 ‘뉴로이미징’과 ‘프로그래밍’을 합쳐 ‘뉴로그래머’로

이후에 셋이 만나서 논문을 많이 읽고 아이디어를 한 명씩 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편한 기술, 제품들을 개발

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전공의 학

지었습니다.

어요. 이렇게 융합연구를 하다 보니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해 내는 것도 좋겠죠.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은 꿈은?

생들이 함께 연구함으로써 융합연구 문화의 기

주면서도 더 많은 발견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알려

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 분석방법이 아닌, 좀 더 트렌디하면서도 기존 분석에서 있

(손) 저는 일단 프로그램 마스터하는거요. (웃음) 그 이후엔 박

었던 한계를 극복하는 연구가 가능해 진 것이죠.

사 후 연구원을 하고 싶어요. 특히 제가 인지과학을 공부한 만

뉴로그래머팀의 융합연구는 어떤 점에서 독창적인가요?
<연세소식>에서는 지원 대상자로 선발된 대학원

큼, 감정 인식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소에서 일하

생 연구팀을 만나 학생들의 연구 아이디어를 직

A. 저희가 연구 계획을 짤 때 해외의 감정인식 관련 선행 연구를

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첫 번째 순서로 신

참고했습니다. 주로 3초의 음성, 혹은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느끼

유빈(의과학과), 손귀영(인지과학협동과정), 김지

는 순간적인 감정을 연구한 것이었죠. 반면 저희는 특정 상황, 특히

현(컴퓨터과학과) 학생으로 구성된 ‘뉴로그래머’

피험자가 4분 이상의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갖는 감정을 다룹니다.

팀을 만나보자.

그래서 실험할 때 동일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패닉, 공포, 또는 즐

A. 연구할 맛이 나요. 교수님 밑에서 연구를 보조하는 것이 아

거움의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영화나 영상물을 보여줬습니

니라 저희가 하고 싶은 분야의 연구를 직접 계획을 세워서 하

다. 연구하는 과정에서 참여했던 컨퍼런스에서도 이 부분이 독창

는 것이니까요. 연구에 필요한 공간들도 주시고 컨퍼런스 참

적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의 기회도 있어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연구를 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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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싶습니다. 연구를 통해 사람들의 실생활에 적용되는 감정
‘연세 Junior 융합 연구그룹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분석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받은 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취재: 하혜빈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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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소식

신촌캠퍼스

제49회 교직원수양회 개최

신촌캠퍼스
를 유지해 호평을 받고 있다.

Centre of Excellence)로의 전환을 모색해왔

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모의유엔의 절차에 대

연세우유의 대표 제품인 ‘연세 자녀사랑 키짱’

으며 국제적인 경쟁을 통해 본교에 쟝 모네 센

한 설명뿐만 아니라 국제적 이슈에 대해 직접

은 20여 년간 성장기 자녀를 위한 영양 맞춤형

터를 유치했다.

토론을 해 볼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우유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성장발육에 꼭 필

2017년 2월 공식 출범한 쟝 모네 EU 센터(소장

요한 DHA, 칼슘, 비타민은 물론 식물성 성장

이연호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주요활동은 유럽

추출물을 함유한 것이 특징으로, 전국 5,000여

통합의 역사와 EU의 정치·경제를 심도 있게 학

외국어학당, 2017년 새학기 재
 학생을

곳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납품되며 급식우유

습하는 EU 특강을 비롯해 유럽 관련 연구와 학

위한 영어 회화 특별반 개설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2017년 2월에

술서 발간 등이 있다.

United Nations)이 주관하는 것으로, 국제기

110㎖ 소용량 제품도 출시할 예정인데, 이를 통

쟝 모네 프로그램은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의

구에서 일하고 싶거나 대사관이 꿈인 중·고

언어연구교육원(원장 유현경) 외국어학당은

해 프리미엄 영유아 시장에서도 자리매김할 계

EACEA(Education, Audiovisual and Cul-

등학생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다. YMUN 2017

2017년 새학기를 맞아 재학생을 위한 영어 회

획이다.

ture Executive Agency)에 의해 운영되고 있

의 테마는 “promoting growth, rethinking

화 특별반(이하 특별반)을 개설했다.

연세우유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통해 연세우

으며 1989년 설립 이래 현재 72개국에서 시행

accountability”로서 경제 및 사회개발이 빠른

외국어학당은 고전적 수업 방식을 탈피하고자

유의 브랜드 신뢰도와 만족도를 대내외적으로

되고 있다.(http://eacea.ec.europa.eu/llp/

속도로 진전되는 현재사회에서 세계인이 가져

총 4주 동안 영어 프로그램 수요도 설문조사를

연세우유, ‘소비자가 뽑은 가장

인정을 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

jean_monnet/jean_monnet_en.php)

야 할 책임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진행해 학부생들이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수상

증진이라는 사명 아래 건강한 우유를 만들기

선정되었다.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원한다는 것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YMUN 행사는 국축안보위원회, 세계무역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반영한 특별반은 본교

기구, 안전보장이사회 등 총 여섯 개의 위원회로

의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재학생들이 수강하기

구성되었고, 각 위원회에서는 더 평등하고 환경

보다 수월하도록 강의 기간 및 시간을 조정했

제9회 연세대학교 모의유엔(Yonsei Model

친화적인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방안에 대해 토

다. 특별반은 1개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

United Nations, 이하 YMUN) 행사가 지난 1

론했다. 학생들은 각자 자신이 관심 있는 의제를

며, 앞으로 매 홀수 달마다 개강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과 대학의 미래’를 주제로

제9회 모의유엔 행사 개최

연세우유(CEO 홍복기)가 ‘2017 소비자가 뽑은
연세 구성원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미래 발전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에서 우유 부문 대

방향을 모색하는 ‘제49회 교직원수양회’가 지

상을 수상했다.

난 2월 28일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2017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

‘4차 산업혁명과 대학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상’은 신뢰도, 인지도, 선호도, 만족도 항목에

연세-SERI EU센터 이어 유럽 관련 연구

월 12일부터 14일까지 신촌캠퍼스에서 성공적

다루는 위원회에 참가해 영어로 열띤 토론을 하

특별반은 특히 반복적인 작문과 회화 훈련을 통

이번 수양회에는 신촌캠퍼스, 의료원, 원주캠

대한 소비자 평가와 경영전략, 경쟁력, 성장성

주도할 것

으로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동서문제연구원 리

고, 실제 유엔 절차에 맞춰 결의안을 작성했다.

해 문장을 만들고 말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룰

퍼스, 국제캠퍼스의 교원 및 직원이 다수 참여

에 대한 전문위원단의 심사를 바탕으로 부문별

더십센터 산하 학생 자치단체인 연세모의유엔

모의유엔 경험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 옵저버 프

예정이다. 수강생들은 고급스러운 표현을 자연

해 대학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했다. 특

선도 기업을 선정하는 시상 행사다.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연세-SERI

총회 대표단(Yonsei Delegation for Model

로그램(Observer Program)이 따로 진행되었

스럽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도를 받을

히 이번 수양회에서는 김도연 포항공과대학교

연세우유는 우리 대학교 의료, 생명공학, 식품

EU센터는 2009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수 있다. 또한, 본 강좌를 통해 수강생들은 원어

총장이 주제강연을 펼치며 대학의 혁신 필요성

영양 분야의 교수들로 구성된 식품과학위원회

지난 7년 간 국내와 아시아 지역에서 EU를 알

민 강사 선생님과 함께 교재를 중심으로 일상

을 설파했고, 질의응답을 통해 우리 대학 구성

가 개발한 RT 제조공법으로 우유의 영양소는

리는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해왔다. 특히 EU

속에서 쓰이는 다양한 주제별 어휘를 학습함으

원들과 구체적 사안들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그대로 지키면서 맛은 더 깊고 풍부하게 만들

관련 아웃리치 사업, 네트워킹 강화, 장학 및

로써 영어 회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어진 ‘공동체 이야기’ 세션에서는 캠퍼스별

었다. 아울러 제품 생산부터 출고까지 자동화

한-EU 교류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국내외 EU

특별반은 본교 재학생들을 위해 개설된 수업으

로 진행되고 있는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상호

한 철저한 위생관리와 전 과정을 저온 상태로

에 관한 인식제고에 기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로, 장학 혜택까지 받아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밖에도 신임교원 소

유지하는 ‘콜드체인시스템’으로 제품의 신선도

국내외 EU 관련 기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

으로 수강이 가능하다. 더불어 수강 기간을 본

개 및 시상이 이뤄졌으며 금호아트홀에서 김

를 이끌어냈다.

교 재학생에게 초점을 맞춰 집중적인 영어 공

금봉 음악대학장이 진행하는 음악회가 열렸다.

본 센터는 EU 본부가 EU센터 지원 사업의 기

부를 원하는 재학생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이번 수양회 일정은 구성원간 화합을 도모하기

존 체제를 변경함에 따라 후속 사업으로 EU

것이다. 본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안내

위한 만찬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에 관한 공보기능을 축소하고 연구와 강의지원

및 문의는 외국어학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을 중점으로 하는 쟝모네 센터(Jean-Monnet

수 있다. (http://fli.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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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캠퍼스

신촌캠퍼스
능시대를 맞이해 실시간으로 급변하는 취업 현

는 훈련과 함께 본인의 취업 포트폴리오 제작에

하고 있다. 손홍규 창업지원단장은 “학내 창업

강하여 5월 셋째 주까지 10주간 강의가 진행되

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다. 비록 어려

도 참여한다. 해외 취업과 창업을 위한 아이템 구

교육을 더욱 체계화하고 양질의 커리큘럼을 구

며, 수강료는 무료다. 수강신청은 HK문자연구

운 상황과 여건 속이지만, 시야를 넓히고 해외

상과 조직 적응력 함양을 위한 활동도 한다.

성하고자 이번 교육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사업단 홈페이지(http://munja.yonsei.ac.kr)

에 눈을 돌려 강점을 바탕으로 과감히 자신의

지원 자격은 연속 2학기(방학 포함, 1년) 활동

이번 교육은 창업자뿐 아니라 우리 대학교에

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한 후에 yon-

미래를 개척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 본교 1~3학년 재학생이며, 휴학생도 지

서 창업교과를 운영하고 설계하는 교수진이 함

seimunja@gmail.com으로 보내면 된다.

이러한 시기에 장학취업팀은 자신의 장점을 발

원할 수 있다. 또한, 매주 정규 세션을 비롯한

께 참여했다. 워크숍 이후 본 교육을 지속적으

견하고 글로벌 취업 시장이 제시하는 직무 능력

‘커리어연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학생이

로 확대·지원하기 위해 교수를 대상으로 ‘Train

에 맞춰 자신의 경력을 쌓아 가도록 학생을 지

다. 제1기에는 1월 25일부터 40명이 지원했고,

the Trainer’ 교육을 추가로 실시했다. 추가교육

원하기 위해 취업 서포터즈를 결성했다. 서포터

2월 22일 면접을 통해, 2월 24일에 최종 합격

을 통해 스탠포드 창업교육법을 전수받아 라이

즈 활동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취업 진로 컨설

자 20명을 선발했다. 제1기의 활동 기간은 올해

센스를 취득한 교수진은 학내 창업교육의 질 향

3월 2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상 및 커리큘럼 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제8회 청소년 글로벌 리더십 캠프

인사들의 특강과 더불어 ‘리더스클럽’의 강의

팅 프로그램을 활용한 실시간 해외 취업 정보를

개최

및 여러 활동들이 진행되었다.

제공하고, 취업 전략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대학교는 2016년부터 창업 교과과정 체계

이번 캠프는 많은 참여자들의 노력으로 성공리

글로벌 취업 시장을 선도하는 직업과 직무 능력

화를 위해 창업단계별 교과목을 구성하고 과목

마칠 수 있었다. 특히 캠프에 참여한 고등학생

을 소개하고, 자신의 강점 위에 적절한 학업과

스탠포드 연구소와 이노베이션

별 커리큘럼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 총 27개

들은 이 캠프를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낄

취업 준비 활동을 준비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워크숍 개최

의 창업교과를 개편하는 등 창업교육의 선도적

동서문제연구원 리더십센터(김주철 소장)는 국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신혜지 학생(안양여

이로써 저학년 때부터 직무 능력을 중심으로 취

제구호개발 NGO 단체인 굿네이버스와 함께

고 2학년)은 “지구 반대편에서 최소한의 권리

업을 준비하도록 독려하고, 조기에 진로 탐색

세계적 창업가 배출한 스탠포드 대학의

제8회 청소년 글로벌 리더십 캠프를 개최했다.

도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이

및 취업 교육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

창업교육 노하우 전달

이 캠프는 글로벌 시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들이 모두 리더가 아닐까 싶다.”며 “다수의 무

중심의 취업 진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

대상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교

게에 눌려 힘들어하는 소수의 목소리를 하나하

울러, 디지털 기반 홍보 매체인 SNS 활용 능력

창업지원단이 스탠포드 연구소 SRI(Stanford

육 및 국제적 평화 시안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을 높이고, 이를 통해 취업 정보 및 교육 프로그

Research Institute)와 협력하여 2월 2일부

인문학연구원 HK문자연구사업단

17일 출범했다. 연구소는 연세의 창립정신과

기르고 실천하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내비쳤다.

램 홍보 활동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터 3일까지 백양누리 IBK기업은행 홀에서

문자아카데미

학문적 성과 등을 연구하여 ‘연세학’을 정립하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0년부터 우리 대학교와

취업 서포터즈는 해외 취업 정보와 노하우의

‘Introduction to Innovation Workshop’을 진

굿네이버스의 업무협약 체결을 토대로 진행된

공유와 확산, 인공지능 진로 탐색 프로그램, 취

행했다. SRI 현지 교수진이 직접 방문하여 교육

인문학연구원 HK문자연구사업단에서는 2017

체성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구촌 곳곳의 불평등 문제에 대한 논의 진행

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학연구원, 연세학풍연구소 출범
“인류 최초의 문자를 배운다”
국학연구원 산하 연세학풍연구소가 지난 2월

며, 이를 통해 연세구성원의 공동체 의식 및 정

이 캠프는 주제 기획을 비롯해 전반적인 프로

“AI시대의 커리어 디자이너를

업 준비용 개인 포트폴리오 작성에 참여한다.

이 이루어지며 국내에서 본 프로그램을 도입한

년 봄학기 문자아카데미에서 인류 최초의 문자

연세 정신과 학풍의 구현에 필요한 신학, 역사,

그램 개발과 운영에 리더십센터 산하 학생자치

꿈꾼다!”

진로 탐색과 창업 준비를 위한 피어 그룹(Peer

기관은 우리 대학교가 최초다.

인 이집트 성각문자(상형문자)와 아카드 쐐기

문학,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등 대학 안에 개설

Group) 컨설팅, 취업 교육 프로그램의 SNS(페

미국의 3대 싱크탱크 중 하나로 꼽히는 스탠포

문자(설형문자) 강좌를 개설했다. 학생과 일반

된 전 분야를 융합적으로 접근하여 연구하고,

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홍보 활동에도 참가한

드 연구소(SRI)는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비영

인을 위한 전문 학술강좌인 문자아카데미는 그

이를 교육적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소장은

다. 또한, 장학금과 취업을 위한 교육비도 지원받

리 연구기관으로 효과적인 창업교육법을 연구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인들이 접하기 어려

국학연구원 원장(김도형 교수)이 겸하게 된다.

단체 ‘리더스클럽’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
해왔다. 리더스클럽은 우리 대학교가 지향하는

취업 서포터즈 ‘커리어연세’ 선발

섬김의 리더십을 기조로 한 차세대 리더를 향
해 발돋움하고 있는 학생 조직으로, ‘리더십의

장학복지처 장학취업팀이 우리 대학교 공식 취

는다. 인공지능 커리어 컨설팅 프로그램에 참가

웠던 고대 문자인 이집트 성각문자와 아카드

경험적 습득’을 목표로 다양한 리더십 관련 프

업 동아리인 ‘커리어연세’에 함께할 학생 20명

하여, 직무 성향과 강점을 확인하고, 1:1 진로 설

쐐기문자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각

로그램을 직접 기획 및 운영하고 있다.

을 선발했다. 학교 기관이 주도해서 취업 동아

계 가이드와 함께 인공지능 커리어 가이드 플랫

강좌에서는 이집트인이 작성한 다양한 텍스트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간 송도 국제캠

리를 모집하게 된 것은 우리 대학교에서 이번이

폼을 1년간 이용할 수 있다. 디지털 시대에 맞게

와 함무라비 법전을 직접 읽고 해석함으로써

퍼스에서 진행된 이번 캠프에는 전국 고등학교

처음이다.

링크드인(LinkedIn), 페이스북(Facebook)과 같

인류문명의 발생과 문자 탄생의 역사를 고찰하

학생회 및 동아리 대표 77명이 참여했고, 올해

최근 취업이 힘들어져 미리 자신의 커리어를 디

은 SNS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강점과 커리어를

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는 지구촌 ‘불평등’ 문제를 주제로 사회 저명

자인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이다. 또한, 인공지

홍보할 수 있도록 디지털 콘텐츠 기술도 습득하

본 아카데미는 오는 3월 9일(목)과 10일(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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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소식

의료원소식
로 치료하는 것에 대해 동료 의사들조차 회의

수주가 1,200억 원을 넘어섰다. 3년 연속 1,000

있으며 강남세브란스병원 직원 2명이 상주해

반 디바이스, 5G 통신 등 정보통신 연관 기업과

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적절한 의료적 관리

억 원이 넘는 연구비 수주 성과다.

혈압 및 혈당 측정, 간단한 응급처치 등의 서비

의료 및 바이오 기업, 의료 정책 전문가와 학계

가 이루어지고, 경제, 사회적인 여건만 갖추어

의·치·간호대학과 보건대학원이 2016년도

스를 제공한다.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ICT

진다면 많은 환자들이 이들처럼 우뚝 설 수 있

(2017년 1월말 기준)에 수주한 연구과제는 872

또한 열차 및 역내에서 응급 환자 발생 시 초동

와 결합한 정밀의료 및 웰니스 산업의 활성화를

다.”며 “호흡재활의 가장 큰 장애물은 사회적

건, 1,217억 3,500여만 원에 달했다. 2015년도

조치 및 상황별 대응을 담당한다. 건강라운지는

위해 시장 협력, 해외 진출, 각종 규제, 진입장벽

인식이기에 범사회적으로 이런 행사들을 통해

1,188억 6,900여만 원에 비해 약 28억 6,000여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연중무

등 관련 주제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호흡부전 환자들에 대한 선입관이 바뀌는 계기

만 원이 늘어났다. 2014년도에는 약 1,053억 원,

휴로 운영된다.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주)SR은

컨퍼런스에서 윤도흠 의료원장은 “세브란스는

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3년도에는 약 991억 원의 연구비를 수주한

승무원과 임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및 의학지식

이미 작년 7월 산학융복합의료센터를 세워 제4

바 있다.

교육, 행사 의무지원 등도 협력하기로 했다.

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왔다.”면서 “HIT포럼

의과대학은 매해 연구과제 건수와 수주 금액이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지난해 12월 SRT 개통에

은 의료 분야 스타트업 기업들과 의료진에 대한

오사카

대학과 학술교류 및 학생교환

증가했다.

발맞춰 병원 안내 광고, 전용 셔틀버스 도입 운

결합의 장을 열어주고 정보통신 기업과 의료 전

위한 MOU체결

2016년도 766건의 연구과제로 1,088억 원이

행 등 SRT 수서역을 중심으로 고객관리에 많은

문가의 협업을 유도한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넘는 연구비를 수주했다. 2014년도 약 925억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을 수립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료 분야

“한국의 호킹들, 졸업과 입학을

지해 생명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학업을 지속

축하합니다”

하기는 물론 일상생활조차도 힘든 경우가 대부

송시영 의대학장과 오사카대학의 사와 요시키

원, 2015년도에는 약 1,061억 원을 수주했다. 연

문제 해결 및 국내 의료 서비스의 글로벌 진출

분이다.

의과대학원장이 지난 2월 17일 일본 오사카 대

구과제 건수도 2014년도 695건, 2015년도 744

도 추진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 역할

강남세브란스 호흡재활센터, 희귀질환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는 호흡근육

학에서 ‘학술교류협약서’ 및 ‘교환학생에 관한

건으로 매해 늘어나고 있다.

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증장애 졸업, 입학생 축하행사

약화로 하루 종일 인공호흡기를 달고 살아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3개국 대학 간 캠퍼스

치과대학도 2014년도 약 68억 원, 2015년도 약

컨퍼런스는 두 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1부

하는 환자들이 호흡재활치료를 통해 인공호흡

아시아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협력을 위하여 집

76억 원, 2016년도 약 91억 원으로 매해 연구비

‘IT가 가져오는 의료혁신’ 시간에는 김용욱 한화

희귀난치성 신경근육병으로 인해 숨쉬기도 어

기 사용 시간을 줄이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중적인 논의를 하였으며,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수주가 증가했다. 간호대학은 2016년도에 16건

S&C대표와 에드 박 미국 아테나헬스 공동설립

려운 중증장애를 겪고 있지만 불굴의 의지로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설정을 위한 워크숍도 진행됐다. 2박 3일간 진

의 연구과제로 9억 9,000여만 원을, 보건대학

자가 기념강연을 진행했다. 2부 순서인 ‘디지털

대학 입학과 졸업을 맞은 ‘한국의 호킹들’을 축

이날 행사에는 졸업, 입학생 및 가족, 이미 호

행된 워크숍에서는 각 대학 내에 국제위원회의

원은 19건의 연구과제로 26억 8,200여만 원을

헬스 생태계를 위한 조건’에서는 박건우 고대안

하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다.

흡재활치료를 통해 대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가

구성, 프로젝트를 위한 스태프 인원, 학생 및 교

수주했다.

암병원 교수의 발제에 이어 허영 KEIT 메디칼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소장 강성웅)

고 있는 선배들, 김용학 총장, 김근수 강남세브

수진 교환 계획, 영어강좌 개설, 학생 선발 및

윤도흠 의료원장은 “1,200억 원이 넘는 연구비

는 지난 2월 22일 병원 3층 중강당에서 사지마

란스병원장,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

평가의 기준, 중장기 학생을 위한 인턴십 프로

수주는 의대, 치대, 간호대, 보건대학원이 개척

비뿐만 아니라 호흡장애를 겪으면서도 학업에

김석훈 씨와 가수 전지윤 씨 등 100여 명이 참

그램 등에 관하여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또

정신과 협동정신으로 새로운 연구영역을 창출

정진해 대학 입학 및 졸업을 맞은 신경근육병

석했다.

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각 대학 간 중점

해 의학기술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 나아가

환자들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를 가졌다.

김석훈 씨의 사회로 올해 우리 대학 심리학과

협력연구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했다. 내년도

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근육병, 루

에 입학한 오성환 군(19세)이 자신의 이야기를

게릭병, 척수근위축증 등 신경근육계 희귀난치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고 대한호흡기보조

성 질환을 앓으면서도 학업에 정진해 대학교

기서비스 협회에서 졸업, 입학생들에게 장학금

입학과 졸업을 맞이한 입학생 4명, 졸업생 2명

을 전달했다.

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다.

지난 2000년부터 국내 최초로 호흡재활치료

신경근육계 희귀난치성질환은 서서히 근육이

를 시행해 호흡장애환자들에게 새 삶을 선사하

퇴화돼 사지근력이 약화된다. 때문에 평생 휠

고 있는 강성웅 소장(재활의학과)은 “호흡재활

체어나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호흡

치료를 처음 도입했을 때만 해도 인공호흡기

근육이 약해짐으로써 결국은 인공호흡기에 의

없이는 생명 유지가 힘든 환자들을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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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반 의료 사업 현실화

디바이스 PD, 장혁재 의료정보실장, 김경남 셀
바스에이아이 대표, 신수용 경희대학교 교수 등

Health&IT 포럼 발족

패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및 토론의 시간이
이어졌다.

의료원은 지난 1월 24일 Health&IT(HIT) 포럼

컨퍼런스에는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도

회의는 오는 2018년 2월 오사카 대학에서 개최

을 발족했다. 이날 포럼 출범을 기념하는 ‘의료

참석해 축사로 자리를 빛냈다.

될 예정이다.

혁신, 뉴 디지털 플랜’ 컨퍼런스도 서울 프레스

강남, SRT 수서역에 건강라운지 운영

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HIT포럼은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렀던 정보통신

교외 연구비 수주 1,200억 원 돌파
3년 연속 1,000억 원 넘어
의·치·간호대학과 보건대학원의 교외연구비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지난 1월 25일 SRT(수서고

기술(ICT) 기반 의료 사업이 현실화될 수 있도

속철도) 수서역에 ‘고객 건강라운지’를 설치했다.

록 의료계 종사자들과 IT기업, 정부 관계자들이

건강라운지는 약 45㎡ 규모로 수서역 지하 1층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에

맞이방(대합실) 내에 위치하고 있다. SRT 이용

서 출범했다.

객 및 강남세브란스병원 등록 고객이 이용할 수

매월 넷째주 화요일에 개최될 포럼에서는 IoT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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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가위 대용량 검증기술 이전

자 개량 등 의료, 생명과학의 전반에 걸쳐 다양

의대 3명, 한양의대 2명, 전남의대, 고려의대,

기상을 수상했다.

한 응용이 가능하다.

경북의대, 성균관의대 각 1명이었다.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은 학술대회 참가자들

김형범 교수는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발

의학한림원의 정회원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이렇게 오랜 역사를

전이 기대되는 유전자 가위 기술의 진보를 이뤄

20년 이상 해당 전문영역 연구 경력을 보유해

지닌 학술대회가 진행된다는 것은 세브란스병

의료원의 유전자 가

유전자교정 기술이 산업화되는 데 기여하는 연

야 하며 진료는 물론 SCI 학술지 게재 논문편

원이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으로 환자 만족

위 대용량 검증기술

구를 지속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수, 다양한 전문 학술저서 출간 등 연구업적에

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이 유전자교정 전문

서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기업인 ㈜툴젠에 기

한국의학 및 국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

의료원-툴젠 계약 체결

술이전 됐다.

의대 이광훈, 한광협, 김남규, 김영태

적으로 2004년에 창립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료원 산학협력단과

교수, 의학한림원 정회원 선정

은 기초 및 임상분야를 포함한 의학 분야에서

㈜툴젠은 지난 1월 31일 크리스퍼(CRISPR) 유

라오스에 세브란스 놀이터 선물

현저한 업적이 있는 의학자들을 회원으로 두고

‘동전모아 기적 만들기’ 후원금 전달

전자 가위 대용량 검증기술에 대한 실시권 계약

의대 이광훈(피부과학), 한광협(내과학), 김남

있다. 최근에는 의학 분야 외에 약학, 보건학,

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툴젠은 의대 김

규(외과학), 김영태(산부인과학) 교수가 대한

영양학, 간호학 및 치의학계 등 의과학 분야의

형범 교수팀(약리학)의 유전자 가위 대용량 검

민국의학한림원 2017년도 신입 정회원에 선정

석학 역시 회원으로 영입하고 있다.

증 기술을 도입해 이를 치료제 및 농업 분야에

됐다.

실 회의실에서 ‘동전모아 기적 만들기’ 후원금

필요한 고성능 유전자 가위 생산에 사용할 예정

의학한림원은 최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총 14

전달식을 가졌다.

의료원 ‘엘하노라’ 아프리카 의료선교후원회의

성경·보건교육팀은 두 곳의 초등학교와 한 곳

이다.

명의 신입 정회원을 선정했다. 신입 정회원 중

세브란스병원 73개 부서 교직원들은 지난해 10

단기 의료선교 봉사팀이 지난 1월 19일부터 27

의 유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구절, 구강

유전자 교정의 핵심 도구로 손꼽히는 CRISPR

이대목동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재직 중인 성

월부터 연말까지 70여 일간 ‘동전모아 기적 만

일까지 아프리카 케냐에서 세브란스의 인술과

위생 및 손씻기 교육, 교사 벽면의 벽화그리기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유전체 교정의 효율 및

주명 의대동창(80년졸)을 포함해 졸업학교 기

들기’ 캠페인을 통해 500만 원의 후원금을 모

사랑을 펼쳤다.

를 통한 미화활동을 펼쳤다. 활동 마지막 날은

정확성은 유전자 가위 단백질과 결합하는 ‘가

준으로 연세의대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은 후 기아대책에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동

의사와 간호사, 사무원 및 그 가족 등 총 22명

전체 봉사단이 나이로비 한인교회에서 교민대

QI 종합학술대회 개최
대상, 금상 고객만족 부문에서 나와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1월 11일 본관 4층 병원장

엘하노라 봉사팀 케냐에서 9일간

원 벤자민(성형외과), 스페키, 기코레(마취과)

1,100여 명 진료·수술

의사도 참여했으며, 콥틱병원 의사 대상으로
재건성형수술 교육도 병행됐다.

이드RNA’에 의해 결정된다. 유전자 교정을 하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1월 12일 병원 6층 은명

남아 라오스 지역 놀이터 설립에 사용된다.

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현지 케냐기독의사회

상의 무료 진료 및 건강상담을 가졌다.

기에 앞서 높은 효율 및 정확성을 가진 가이드

대강당에서 제21회 QI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하

세브란스병원은 2010년부터 ‘동전모아 기적 만

(CMF-Kenya)의 의사, 치과의사, 학생팀 24명

활동기간 중 의료선교센터 및 엘하노라 파송

RNA를 선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지금까지

고 우수 팀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들기’ 캠페인을 통해 동남아 국가 어린이들을

과 한인 선교사 7명과 함께 진료팀, 수술팀, 성

김정은 선교사 가족을 비롯한 여러 한인 선교

는 가이드RNA를 일일이 제작해 실험적으로 효

이번 QI종합학술대회에서는 표준진료지침과

위해 ‘세브란스 놀이터’를 설치해 주고 있으며

경·보건교육팀으로 나눠 1,100여 명의 진료와

사들은 엘하노라 봉사단의 교통편과 숙소마련

율 및 정확성을 검증하는 노동 집약적인 검증

임상지표, 국제환자안전목표, 고객만족지표, 행

지금까지 캄보디아 등 총 3개소에 놀이터를 설

수술실적을 거두었다.

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봉사단은 소속 부서

단계를 거쳐야 했다.

정지표 부문에서 각 부문 당 3팀 씩 총 12팀이

치했다.

심호식 명예교수와 윤주헌·정효진 교수(이비

에 모아진 기쁨나눔행사 기금 등으로 다양한

연제를 발표했다. 2015년 2개 우수 팀의 발표

인후과학) 및 소아청소년과 이선호·허진호 전

진단의료기기를, 윤주헌 교수는 이동형 이비인

와 12개 팀의 포스터 전시도 열렸다.

공의 등으로 구성된 진료팀은 나이로비 교외

후과 진료 장비를 김정은 선교사 및 이동진료

번에 검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생명과

학술대회 대상과 금상은 모두 고객만족지표 부

탈라지역의 한 교회에 진료소를 마련해 많은

팀에게 기부했다.

학 분야 학술지인 Nature Methods(인용지수

문에서 나왔다. 안과, 안과 외래파트, 수술파트

주민들의 질병진단과 함께 필요한 약물처방과

이번 케냐 의료선교봉사단장을 맡은 의대 신전

25.328)에 해당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팀이 ‘안과 외래진료 대기 시간 단축을 위한 업

외과적 처치를 제공했다.

수 교수(미생물학)는 “의료사각시대에 놓인 현

한편 CRISPR 유전자 가위는 세계적으로 가장

무 프로세스 개선 활동’을 주제로 대상을, 암병

또한 유대현·이용석 교수(성형외과학)를 비롯

지 주민들에 대한 응급의료지원과 함께 케냐

혁신적인 생명과학 기술로 손꼽히는 유전자 교

원 VIP 캠페인 팀이 ‘병실문화개선 캠페인 활

한 수술팀은 나이로비 소재 콥틱병원에서 현지

기독의사회와의 공고한 파트너십 구축 그리고

정의 핵심 도구이다. 유전자 교정 기술은 세포

동’을 주제로 금상을 수상했다.

선교사들의 요청을 받은 구순구개열 및 화상환

파송 선교사들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어린이병원 간호팀 97병동은 ‘응급상황관리 교

자들의 무료 수술을 시행했다. 수술에는 세브

소중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육을 통한 대처능력 향상’을 주제로 포스터 인

란스병원에서 연수를 마친 케냐 케냐타국립병

그러나 김형범 교수팀은 작년 12월 1만개 이
상의 대량 가이드RNA의 효율 및 정확성을 한

이광훈 교수

한광협 교수

내의 유전 정보를 자유롭게 조정하는 기술로 기
초연구, 의약품 개발, 유전자·세포치료제 및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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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규 교수

김영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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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드는 행복의 가치

의료원소식
인공지능·가상현실 활용 의료기술

세브란스 교우회보

기념식과 출판기념회를 진행했다. 기념식에서

유방암센터 유방외과와 성형외과 의료진은 이

을 섭취하는 등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

개발 협력

1924년 세브란스교우회 설립과 함께 발간한

는 의사학과의 역사와 주요 성과에 대해 참석

미 많은 수의 내시경 수술로 흉터를 최소화하

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식용 곤충의 환자식

‘세브란스교우회보’는 학교와 동창 소식, 의학

자들에게 전했고, 새로 발간한 3권의 책에 대해

는 술식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었지만, 더

적용 가능성을 살핀 국내 첫 연구다.

논문, 시, 수필, 기행문 등이 함께 실린 종합잡

소개했다.

욱 진화된 수술 술기를 통해 환자의 치료 만족

연구팀은 2016년 3월부터 9월까지 강남세브

지였다. 이 잡지는 제6호부터 제16호까지와 제

도를 높이기 위해 2013년 말부터 카데바 및 동

란스병원에서 위장관 수술을 받은 환자 34명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지난 12월 28일 병원장

19호부터 제25호(1936년 2월 1일 발행)까지 총

물 실험을 통해 로봇 수술을 준비해 왔다.

(90%가 암 환자)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식용곤

회의실에서 인공지능 전문기업 셀바스AI, 가상

18개 호가 남아 있다.

이번에 박형석, 이동원 교수팀이 시행한 로봇

충 갈색거저리 애벌레 분말로 만든 환자식(20

현실 전문기업 에프앤아이와 인공지능과 가상

90여 년 전에 발간되기 시작한 ‘세브란스교우

수술법은 겨드랑이 부위에 6cm 정도의 수술

명)과 기존의 환자식(14명)을 약 3달간 제공했

현실을 활용한 의료기술 개발을 위해 협약을

회보’는 세브란스 내부 상황이나 졸업생들의

절개 부위 하나 만으로 유두와 유륜을 보존하

다. 두 그룹의 열량·영양소 섭취량을 비교한 결

체결했다.

활동을 알려주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이 시기

는 유방 전체 절제술 및 겨드랑이 감시 림프절

과, 곤충식 환자의 경우 하루 평균 965㎉로 기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

의학사연구, 학교사, 교실사 등의 연구에 중요

절제술과 동시에 유방 재건수술이 가능했다.

존의 환자식을 섭취한 환자의 667㎉보다 300

의료원 노사가 사회공헌을 위해 조성한 세브란

된 가상현실 응용 인지행동치료 연구, 음성지

자료로 활용돼 왔다.

따라서 수술 후 흉터가 작고, 흉터의 위치가 겨

㎉가량 많았다. 또, 단백질 섭취량에서도 곤충

스 노사공익기금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다.

능 기술을 활용한 심리평가 및 교육훈련 VR 콘

드랑이 부위여서 잘 보이지 않는다.

식 환자들이 평균 38.8g으로, 대조군 환자의

노사공익기금위원회는 2005년 노사 간 단체교

텐츠 개발,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심리평가 결

알렌의 의료보고서

박 교수는 “조기에 유방암이 발견된 환자 중 종

24.5g보다 1.5배 이상 많게 나타났다. 지방도 각

섭을 통해 기금 조성에 합의한 후 2006년부터

과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반 의료용 VR 치료

‘알렌의 의료보고서’는 조선의 의료 상황에 대

양 위치나 넓은 미세석회화로 부득이 전체 절

각 27.9g과 12.5g으로 많은 차이를 나타냈다.

매년 노사가 각각 5,000만 원을, 2010년부터는

프로그램 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해 알렌이 쓴 글을 모은 것이다.

암병원 유방암센터, 겨드랑이 흉터만 남겨

제를 해야 하는 환자가 유방 재건을 원하며 흉

또한, 체성분에서 체중손실이 대조군에 비해

각각 1억 원을 출연해 기금을 운영해 왔다.

김근수 병원장은 “이미 수 년 전부터 가상현실

알렌은 제중원 개원 후 1년 동안의 진료보고서

만족도 높아

터를 최소화해서 최대한의 미용효과를 얻길 원

1.7%가량 더 낮았으며, 주로 골격과 근육으로

위원회는 지난 12월 23일 종합관 331호에서 지

클리닉 운영하고 있고, 임상에서 얻은 빅데이

를 별도의 책자로 엮어 ‘제중원 일차년도 보고

한다면 로봇 수술을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구성된 제지방량(FFM: Fat free mass)은 대조

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된 기부, 봉사활

터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향후

서’를 작성했으며, 조선의 위생상태에 관한 의

암병원 유방암센터가 국내 최초로 다빈치 수술

또한 박 교수는 “유방암 발생을 높이는 유전자

군과 4.9%정도 차이를 보여 효과가 더 크게 나

동을 돌아보고, 노사공익기금의 비전과 목적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료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로봇을 이용한 유방 전체 절제술 및 동시 재건

인 BRCA1, 2에 돌연변이가 있어 미국 영화배

타났다.

되새기기 위해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알렌의 의료보고서는 제중원의 활동과 조선 사

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우 안젤리나 졸리처럼 예방적으로 유방 절제를

이번 연구에서 단백질을 요구량의 80% 이상

기념식에서는 케냐 의료선교봉사활동을 하는

람들이 앓고 있던 질병에 대해 알려주는 자료

유방암 진단을 받았던 김명순 환자(가명, 여,

원하는 환자에게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

섭취한 환자는 고소애* 환자식섭취 20명 중에

‘엘하노라 아프리카’, 노인요양시설, 위안부 할

이다. 여인석 교수가 우리말로 옮기고 원문 오

49세)는 최근 의대 박형석 교수팀(외과학)으로

다.”고 덧붙였다.

는 12명(60%)이었으나, 기존 환자식을 섭취한

머니 쉼터 봉사 등을 하는 ‘행복나눔 봉사회’,

류까지 바로 잡았다.

부터 제거 수술을, 이동원 교수(성형외과학)로

한편, 로봇을 이용한 유방절제술 및 동시재건

14명 중에는 4명(29%)에 그쳤다. 곤충식품을

부터 재건 수술을 받았다.

은 이탈리아 의료진이 2015년에 세계 최초로

먹은 후 이상 반응은 한 건도 없었다.

시행한 바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갈색거저리 애벌레(밀웜)

노사공익기금 운영 10주년
강남, 셀바스AI-에프엔아이와 협약

강남세브란스병원 외과부에서 진행하는 ‘파주

국내 첫 로봇 유방 절제 및 재건 성공

외국인근로자 진료봉사팀’이 지금까지의 활동

세브란스인의 스승. 스코필드

김명순 환자는 “국내 최초로 받는 것이어서 조

내역을 발표했다. 또한, 세브란스 노사공익기

이 책은 지난해 4월 스코필드 교수 내한 100주

금 불안했지만, 의료진의 상세한 설명으로 수

의 식용을 추진시키기 위해 ‘고소한 애벌레’라

금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서대문구 한마음의

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

술을 결정했고, 상처부위도 겨드랑이 쪽에 안

는 뜻의 ‘고소애’로 부르기로 함

집 최동표 원장은 그동안 받은 다양한 나눔에

이 발표한 원고들을 엮어낸 것이다.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미용적으로도 만족스럽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스코필드 교수의 한국에 대한 숭고한 애정과

다.”고 말했다.

이후 노사공익기금 위원회는 서대문구 복지

의사학과 20주년 맞아

정책과, 강남노인통합복지센터 등 7개 기관에
200채의 겨울 이불을 전달했다.

강남, 식용 곤충 환자식 활용 연구 결과 발표

헌신, 학문적 열정과 종교적 사명감, 그리고 3.1
운동 당시 위험을 무릅쓴 적극적 참여 등을 다

알렌의 의료보고서 등 3권의 책 출간

한편, 지난 12월 19일부터 25일까지 세브란스

루고 있다. 그가 세브란스를 넘어 한국 사회 전

강남세브란스병원 영양팀(김형미 팀장, 김성현)

체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과 외과팀(박준성, 김종원, 강정현 교수)이 수술
후 환자식으로 곤충식을 섭취한 환자들이 기존

병원 3층 아트스페이스에서는 노사공익기금 10

의대 의사학과가 설립 20주년을 맞아 세브란

확인할 수 있다.

년간의 활동 내역 및 사진 전시회가 진행됐다.

스의 중요한 역사를 담은 3권의 책을 출간했다.

한편 의사학과는 지난 12월 22일 알렌관에서

54

곤충식으로 수술환자 회복 더 빠르게

박형석 교수

이동원 교수

환자식을 섭취한 환자보다 높은 열량과 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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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캠퍼스

원주캠퍼스
원주연세의료원 제4대 이영희

K-Move스쿨 2기, 인도네시아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대학 및 현지 기업들

의료원장 취임식 개최

실무·언어 교육 실시

과 협력해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

월 13일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진행됐다.

다.” 고 말했다.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회는 2월 1일자로 원

한편 2015년에 실시된 ‘K-Move스쿨’의 1기 학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제22차 해외

주의과대학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통합관

생들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대기업 및 현지

의료선교단 파송

리체재인 원주연세의료원의 제4대 의료원장에

기업에 취업하여, 중간관리자로서 탁월한 역량

이영희 교수(재활의학과, 제20대 원주세브란스

을 발휘하며 인도네시아 정착을 차근히 준비하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지난 1월 17일부터 23

기독병원장 겸직)와 제19대 원주의과대학장에

고 있다.

일까지 캄보디아 시소퐁(Sisophon) 지역으로

이강현 교수(응급의학과)를 임명하고 2월 7일

제22차 해외의료선교단(단장 리원연 교수)을

원주연세의료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파송했다.

이영희 제4대 원주연세의료원장 겸 제20대 원

원주캠퍼스의 ‘K-Move스쿨’사업의 연수생 15명

연세머레이봉사단, 중학교

이번에 파송한 해외의료선교단은 호흡기내과

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은 1957년생으로 지난

의 학생들이 1월 18일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자유학기제 교육부장관상 수상

와 외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치과 등 5개 진

1983년 우리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세브란

현지 UMN(Universitas Multimedia Nusantara)

료과 교수와 수술실, 약제팀 등 약사와 간호사,

대학에서 언어 및 업무 교육을 시작했다.

원주캠퍼스의 ‘연세CSI과학수사대’ 대학생봉사

자원봉사자, 학생 등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있

2017학년도 원주캠퍼스 신입생

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이번 교육은 원주캠퍼스가 2016년 11월 고용노

단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

으며, 캄보디아 시소퐁 지역 몽쿨보래이 병원

입학식

1,131명, 석사 43명, 등 모두 1,174명이 학위를

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해외취

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

과 번떼이 민쩨이 교회 등을 방문하여 720여

받았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임걸 원주교목실장

업연수사업 ‘K-Move스쿨’의 2기 운영기관으로

는 자유학기제 성과발표회에서 수업지원단 및

명의 현지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132년 연세역사의 새로운 주인공인 2017학번

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박영철 원주교무처장

선정되어 새로이 연수생 15명을 선발하고 2개월

대학생봉사단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부총리 겸

특히 이번 해외의료선교단은 유아부터 성인까

새내기들이 입학했다. 지난 2월 22일 원주캠퍼

의 학사보고 그리고 윤방섭 원주부총장의 졸업

간 국내 실무교육을 마친 후 진행한 것이다.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지 250명의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 위생

스 대강당에서 ‘2017학년도 원주캠퍼스 입학

식사 순으로 진행됐다. 윤방섭 원주부총장은 졸

‘K-Move스쿨’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

보건과학과 과학수사학전공 학생들로 구성된

교육을 광범위하게 실시하였으며 성교육과 구

식’이 진행됐다.

업식사를 통해 “진리와 자유의 연세정신을 통

력공단에서 우리나라 청년들의 해외 우량기업

‘연세CSI과학수사대’ 봉사단은 과학수사 관련

강위생, 손 씻기, 기침 에티켓, 식중독, 알코올

저마다 큰 꿈을 갖고 대학생활의 첫 시작을 원

해 앞으로 속할 조직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할

취업을 지원하는 해외 산업체 수요 맞춤형 프

중학교 대상 진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

중독, 응급처치 등 다양한 영역의 교육을 실시

주캠퍼스와 함께한 신입생들은 캠퍼스의 많은

수 있기를 바란다.”고 새로운 출발을 격려했다.

스병원에서 수련직을 거친 뒤 1990년부터 원주

로그램이다.

하여, 과학수사 프로그램 ‘과학이 밝히는 진실 :

하여 질병의 근본적인 예방에 도움을 줬다.

교수님들과 주요 학교기관 소개를 들으면서 앞

한편, 이번 졸업생 중 13명에게는 최우등 졸업

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연구강사로

인도네시아에서 ‘K-Move스쿨’ 연수를 받고

과학수사의 길’을 기획·운영함으로써 중학생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기관의 설립이념인

으로 시작될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마음껏

생과 26명에게는 우등 졸업생이란 영예가 돌아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며, 원주세브란스기독병

있는 경영학, 경제학, 국제관계학, 글로벌행정

에게 과학수사 기법 체험 및 법과학의 기초원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지난 1992

표현했다. 특히, 신입생들은 ‘학생 명예선언’을

갔다.

원의 교육수련부장, 의료정보실장, 기획관리실

학, 컴퓨터정보통신학, 보건행정학, 벤처학, 패

안내수업을 제공했다.

년 방글라데시 의료선교를 시작으로 매년 해

통해 행동으로 보여주고 실천하는 지성인, 명예

장, 부원장과 원주의과대학 운동의학센터 소장

키징학 전공학생 15명은 인도네시아 UMN대

유공자 및 공모전 수상자, 시·도교육청 관계자,

외로 의료선교단을 파견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로운 연세인으로서 대학생활 동안 정직 및 대학

과 교무부학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이번에 의

학교에서 외국인을 위한 인도네시아어 교육

학교 교원, 체험기관 담당자 등 총 1,000여 명이

총 22차에 걸쳐 423명의 의료선교단을 파송, 3

공동체의 구성원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료원장 겸 병원장으로 보직 발령을 받았다.

인 BIPA(Bahasa Indonesia untuk Penutur

참석한 ‘2016 자유학기제 성과발표회’는 지난 1

만4천여 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다짐했다.

한편, 원주의과대학 재활의학과 이영희 교수는

Asing)과정을 마치고 현지 실무교육을 받을 예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유치되기까지 자문위

정이다.

원으로 참여했고, 지난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K-Move스쿨’ 우리 대학 관계자는 “이 프로

부터 IOC 의무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평창동계

그램은 장기적으로 원주캠퍼스 학생들이 글로

올림픽 최고의료책임자(CMO, Chief Medical

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인의 직무역량

2017년 2월 원주캠퍼스(원주부총장 윤방섭) 학

Officer)로서 평창올림픽 의료서비스를 총 지

강화에 중점을 두고 양질의 해외 일자리로 연

위수여식이 지난 2월 27일 원주캠퍼스 대강당

휘하고 있다.

계해 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해외취업

2017년 2월 원주캠퍼스 학위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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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창조에 힘쓰고 있다.

하여 제품을 구현하는 방법을 배웠다. 또한, 학

탐방(아래 탐방)의 기회를 가졌다. 이는 연세대

생들은 자신의 아이디어와 연구에 사회 혁신의

학교 학부대학, 인천시 서구청, SK인천석유화학

핵심 원리들을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다.

3자간의 산(産)·관(官)·학(學) 교육협력사업으

워크숍 마지막 날에는 각 조별로 최종 프레젠

로 개설된 ‘HE1: 중학생 멘토링’을 통해 시행됐

테이션을 하고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얼

다. 그동안 우리 대학교 학부대학은 ‘HE1: 연인(

학업과 창업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나 잘 계획하고 설계하고 구현했는지에 따

延仁) 멘토링’으로 찾아가는 멘토링 활동을 활

발돋움

라 평가를 받았다. 팀 삼총사(The Three Mus-

발하게 수행해온바 있다. 하지만 이번 탐방은 앞

keteers’)의 ‘구룡 마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서 수행한 멘토링 활동에 연세대학교라는 고등

‘학생벤처센터’ 개소

지난 12월 5일 우리 대학교 창업지원단*이 국

언더우드국제대학, 사회혁신센터

위한 프로젝트’가 1위를 차지하여 200만 원의

교육 공간으로 ‘찾아오는’ 멘토링 활동을 접목해

제캠 Y-플라자 내에 학생벤처센터(아래 센터)

사회혁신 챌린지 워크숍 개최

상금을 받았고, 잭팟(JackPot)과 칙칙(Chic

우리 대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멘토와 멘티간

Chic) 팀이 공동 2위로 100만 원을 받았다.

상호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꾀했다.

를 열었다. 이 센터는 국제캠에도 학업과 창업
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학생들의

언더우드국제대학 사회혁신센터는 지난 1월 16

중학생 대상의 멘토링 활동이 주로 ‘학습’ 멘토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국제캠퍼스 디자인 팩

링으로 진행된 것과는 달리 이번 탐방에서는 캠

센터는 ▲6개 팀이 24시간 사용 가능한 공간 ▲

토리 코리아(DFK)에서 사회혁신 챌린지 워크

퍼스 투어와 더불어 다양한 주제와 형태의 멘

디자인 팩토리 코리아(DFK), 2016

진행된 행사에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

센터 상주 전문 멘토의 멘토링을 지원한다. 또한,

숍(Social Innovation Challenge Workshop)

토링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다. 학교별·조별로

국제 디자인 팩토리 위크(IDFW) 참가

다. 대표적 협력 방안으로 Challenge Based

멘토들은 ▲입주 팀의 창업활동 지원 ▲국제캠

을 개최했다.

이루어진 자율 멘토링 활동에는 ▲재활용 디퓨

Innovation(도전적 혁신, 이하 CBI)이 있었다.

학생들에게 창업에 관련한 상담을 제공할 계획

워크숍에서는 20여 명의 언더우드국제대학 테

저 만들기 ▲조별 보드게임 ▲진로 탐색과 장래

2016년 12월 12~16일 언더우드국제대학 디자

CBI는 2017년 진행될 다학문적 글로벌 프로젝

이다.

크노아트학부(Techno-Art Division)와 융합

희망 발표 ▲게임을 통한 탄성, 충격량에 대한

인팩토리코리아(이하 DFK)가 스위스 제네바

트로, CERN이 지원할 예정이다. DFK는 CBI

이경태 부총장은 센터 창립 축사에서 “우리 대

인문사회계열(Integrated Social Sciences

역학의 이해 ▲오목 대회 ▲종이접기 대회 등이

에서 열린 ‘2016 국제 디자인 팩토리 위크(이하

프로젝트에 참가함으로써 혁신적 사고의 지평

학교 국제캠에는 넓은 부지와 세계적 수준을

Division) 학생들이 사회혁신을 위한 제품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즉, 이번 탐방이 단순한 학교

IDFW)’에 참가했다. IDFW는 디자인 팩토리 글

을 넓히고 국제 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

갖춘 의학기술 및 이공계 인력이 있다.”며 “센

서비스를 제작했다. 다양한 전공을 아우르는 학

인천서구 중학생, ‘HE1: 중학생

방문이 아니라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실제 RC

로벌 네트워크(DFGN)에 소속된 전 세계 14개

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터의 활성화가 더해진다면 바이오메디칼 엔지

생들이 한 조를 이루어 현장 조사, 제품 원형 디

멘토링’으로 우리 대학교 탐방

교육의 일부를 체험해 보는 통합 멘토링 활동인

디자인 팩토리가 모두 참가하는 연간 행사다.

또 다른 주요 행사로는 문제해결 워크숍이었

니어링과 같은 미래산업분야에서 우리 대학교

자인 그리고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냈다.

CERN Ideasqaure(핵 연구를 위한 유럽 단

다. DFGN의 참가자들과 제네바의 NGO 관계

가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사회혁신 챌린지 워크숍은 학생들이 사회 혁신

체)에서 개최된 IDFW은 디자인 팩토리 프로젝

자들이 함께 제네바가 마주한 사회적 문제점을

또한, 창업지원단 관계자는 “국제캠 내 캠퍼스

분야를 배우고, 디자인하고, 탐구하는 촉매제

트 워크숍, 제네바 NGO와의 문제해결 워크숍,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전략적 해결책을 논의했

CEO의 탄생을 기대한다.”며 “성공신화를 꿈꾸

역할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사회 혁신 챌

인천 서구 6개 중학교 학생 80여 명은 지난 11월

신인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교육

CMS 방문, 문화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

다. ‘Social Innovation’(사회적 혁신)이 중요

는 창의적인 학생들의 기술창업을 적극 지원하

린치 워크숍의 목표 크게 두 가지로 분야를 심

19일, 우리 대학교 재학생 멘토들과 함께 대학

경험의 기회가 됐다.

로 구성됐다. 디자인 팩토리 글로벌 네트워크*

한 주제로 다뤄졌다.

겠다.”고 말했다.

화 및 확대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사회에 봉

참가자들과 제네바 기업 전문가들은 5일 동안

2017 IDFW은 언더우드국제대학 디자인 팩토

사하는 사회 혁신에 새로운 역량을 구축하고,

리 코리아(DFK) 주최로 오는 10월 30일~11월

사회혁신의 새로운 기반을 다지고 해당 분야를

3일 국제캠퍼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더 심도 있게 확장하는 것이다.

것이다.

찾아오는 멘토링을 만들어가다

이번 탐방은 멘티 학생들에겐 높은 만족도로 이
어졌고, 우리대학교 재학생 멘토에게도 건학 정

워크숍에서 업계 전문가 및 교수진이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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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팩토리 글로벌 네트워크(Design

사회혁신 사례에 대한 강의를 제공했고, 학생

Factory Global Network, DFGN)는 전 세계

들은 프로토타이핑 실습 경험을 쌓는 시간을

대학교 및 연구기관이 운영하는 혁신 네트워크

가졌다. 참여한 학생들은 3D 모델링 프로그램,

로, 현재 14개의 디자인 팩토리가 혁신적 학습

3D 프린터 및 레이저 커터와 같은 도구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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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체험 ▲미래 사고의 주축인 컴퓨팅적 사고

멘토-멘티 뿐만아니라 멘토들간의 소통, 리더

받는다.

(computational thinking)의 소개를 특징으로

십, 창의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됐다. 즉, 캠프는

2017년도에도 진로탐색 멘토링 캠프는 2학기에

한다.

보람과 더불어 교육봉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HE1(사회기여) 교과로 개설되어 1차년도 자유

우선, 밀착형 멘토링을 통해 중학생들의 흥미

되는 계기를 만들어 우리 대학교 멘토들의 전인

학기 프로그램 시행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다양

유발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고 멘토링의

교육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 체험활동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멀게만 느껴지

이다.

던 진로에 대해 멘토들과 함께 직접 고민해, 멘
티들은 진로·전공 탐색에 그치지 않고 개인별

‘자유학기제 연계 중학생 진로탐색

진로 계획을 세워갔다.

멘토링 캠프’ 우수 운영 대학으로 선정

‘연인(延仁) 멘토링’ 우수 멘토들 표창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대학교의 교육

우리 대학 학부대학(학장 전혜영)이 자유학기

인천광역시는 지난 2016년도 한 해 동안 ‘연인

역량을 바탕으로 캠프 기간 동안 재학생들과 동

제 운영 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 지난 1월 13일,

으로 열악한 도서벽지 및 소외계층 중학생들의

(延仁) 멘토링’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

일한 기숙사에 머무르며 실제 RC교육 프로그램

THE-K 서울호텔에서 진행된 ‘2016 자유학기제

진로탐색 및 창의력 함양에 기여하고 자유학기

18명의 우수 멘토 학생들을 표창했다. 이와 함

을 체험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인성교육뿐만

성과발표회 및 시상식’에서 학부대학은 자유학

제 연계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별

께 2013년도 연인멘토링 기획에 참여하고 매년

국제캠퍼스에서 시행된 캠프는 1박 2일의 일정

아니라, 학습동기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계기를

기제 운영 우수 대학으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격차 해소에 크게 공헌했다. 또한 진로탐색

멘토링 분반을 운영하고 있는 김은영 학부대학

으로, 총 3회에 걸쳐 진행됐다. ▲제1차 자유학

제공했다.

표창장을 받았다. 이와 함께 진로탐색 멘토링 캠

멘토링 캠프는 HE1 과목 개설 및 하우스 연계프

학사지도교수가 2016년도 연인멘토링 업무유

학부대학은 지난 2016학년도 2학기에 ‘HE1(사

기제 진로멘토링 캠프(10/28-29)는 청송하우

컴퓨팅적 사고의 소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흥

프를 진행한 김은정 학부대학 학생지도교수 겸

로그램으로 진행함으로써 재학생들의 인성교육

공 표창을 받았다.

회기여):하우스RC교육연계 자유학기제 멘토링’

스(김은정 RM교수) ▲제2차 캠프(11/4-5)는

미를 제고함과 동시에 과학기술에 대한 고민과

청송하우스RM 교수가 업무유공 표창을 받았다.

을 위한 장이 되기도 했다.

‘연인(延仁) 멘토링’은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을 개설해, 교육부 사업인 ‘자유학기제 대학-도

에비슨하우스(홍혜경 RM교수) ▲제3차 캠프

창의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학부대학은 지난 2016년도 2학기에 교육부와

총 3회에 걸친 자유학기제 진로멘토링 캠프는

에서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RC교육 중 하

서벽지 중학교 연계 진로탐색 멘토링캠프(아래

(11/11-12)는 언더우드하우스(한봉환 RM교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연계하여 ‘자유학기제 대학-도서벽지 중학교

우리 대학교 멘토학생 159명과 전국 도서벽지

나로 인천 지역사회 초·중·고 청소년들을 위

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번 캠프는 자

와 각각 연계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연세대학교

실제로, 멘티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

연계 진로탐색 멘토링캠프’를 실시해 왔다. 1:1

의 10개 중학교에서 중학생 멘티 151명이 참여

한 인천시·인천시 교육청·연세대학교의 교육

유학기제 체험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멘토 학생 159명과 삼성중(충북), 산양중(경북),

면 96%의 멘티가 이번 캠프에 전반적으로 만

진로멘토링 캠프, RC교육 및 Computational

하여 1:1 매칭의 밀착형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면

협력 사업이자 연세대학교 1학년 학생들의 인

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기회와 학습

비금중(전남), 입암중(전북), 지정중(강원) 등을

족감을 느끼며, 동기부여가 컸다고 답했다. 또

Thinking 체험 교육을 통해 체험 여건이 상대적

서 멘토-멘티의 교육효과를 극대화했다고 평가

성교육을 위한 사회기여교과(HE1) 수업이다.

동기를 부여하고 꿈을 키워주는 행복 교육을 실

비롯한 전국 도서벽지의 10개 중학교에서 중학

한, 97%의 멘티가 1:1 진로멘토링에 대해 만족

2016년도에는 940여 명의 학생들이 사회기여

현한다는 교육부의 목표에 부응해 진행됐다. 이

생 멘티 총 151명이 참여했다.

한다고 답했다.

교과(HE1) 영역으로 연인 멘토링을 수강하여,

에 우리대학교는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

한편, 이번 캠프는 진로탐색 및 RC교육체험을

이처럼 캠프는 멘티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교 멘

2,000여 명의 인천지역 초·중·고 학생들에게

한 진로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함과

주제로 구성돼, ▲멘토-멘티간 친밀도 높이기

토들의 교육적 효과 향상에도 큰 영향을 미쳤

학습 멘토링을 비롯하여 다양한 멘토링을 실시

동시에 우리대학교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진로에 따른 단계별 목표 및 방법에 관한 조

다. 멘티의 진로탐색을 도와주면서 멘토 자신의

했다.

장을 성공적으로 마련했다.

별 멘토링 활동 ▲RC교육 체험활동 ▲개인별

진로에 대해 다시 고민해보는 기회가 됐으며,

2017년도에도 지속되는 ‘HE1: 연인 멘토링’은

이와 더불어 멘티들은 대한민국 최초로 RC교육

‘자유학기제 멘토링캠프’ 성공적 개최

진로 로드맵 완성, 발표, 전시 및 평가 순으로 진

섬김의 리더십과 사회적 책임감을 함양하는 인

행됐다.

성교육의 장이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상
생적·실천적 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사교육을

멘토링 캠프의 특징과 성과

받기 어려운 인천 지역의 교육소외 계층 학생들
에게 꿈과 희망 부여하는 역할을 지속해나갈 예

멘토링캠프는 ▲글로벌 융합교육과 1:1 매칭

정이다.

의 밀착형 멘토링 활동 ▲국제캠에서 RC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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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INSIDE

인물동정

고창호 차장

방사선안전관리센터 고창호 선생이 지난 12월 28일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한 공을 인정 받아 원자력

2016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표창

안전위원회에서 표창을 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해 동안 원자력안전활동에 크게 기여한 원자
력안전 유공자를 발굴 및 포상하고 있다.

서영준 교수

서영준 교수(원주캠퍼스 보건행정학과)가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17년 1월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
선출

한국보건행정학회는 예방의학, 사회과학, 보건학 전공 연구자들이 모여 1988년 7월 19일 창립한 다

부터 1년이다.
학제적 학회로서 <보건행정학회지>를 발간하며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와 학술연
구를 통해 보건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권수영 교수
(사)한국상담진흥협회
초대회장으로 선출

연합신학대학원 권수영 교수가 (사)한국상담진흥협회 초대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상담진흥협회는 지
난 2014년 정신건강상담사 자격인증과 국가자격화를 위해 국내 4대 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
상담학회,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한국가족치료학회)가 연합하여 만든 협의체인 한국정신건강상담
사협의회가 교육부 법인으로 등록하면서 출범했다. 특히 상담분야 총 4만여 학회원들이 국가제도권 하
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상담사법 제정에 힘쓰고 있다. 권 교수의 임기는 2017년 1월부터 2년이다.

김동구 교수

김동구 교수(전기전자공학부)가 ICT 및 5G 이동통신 연구개발과 민·관의 국제협력 강화에 기여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 ‘한국통신학회-어
윈제이콥스어워드’ 수상

공으로 지난 12월 27일 과천종합청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한편, 지난 11월 10일에는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제4회 한국통신학회-어윈제이콥스어워드(KICS Dr.
Irwin Jacobs Award)를 수상했다. 한국통신학회(KICS) 주최로 국내 정보 통신 분야의 연구 활성화

유승흠 명예교수
대한보건협회 보건대상
수상

이명식 교수
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선정

유승흠 명예교수가 지난 12월 15일 대한보건협회 보건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보건협회는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하고, 보건학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커 이 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의대 이명식 교수(의생명과학부)가 2017년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의약학부 신입 정회원에 선정됐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과학기술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학문적 우월성을 인정받는 석학들을 회원으
로 엄선, 이들의 부문별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국가 과학기술의 진흥과 창달에 이바지하고 있
는 순수 민간 과학기술 아카데미이다.

와 해당 산업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김 교수는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 실
시간 전이중 통신 및 3차원 하이브리드 빔성형 기술개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동훈 교수
『경영학연구』
편집위원장 선임

김동훈 교수(마케팅 전공)가 『경영학연구』 편집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임기는 2017년 3월 1일부터
2년간이다. 『경영학연구』는 한국 경영학 분야의 학술적 지식의 축적에 기여하고자 경영학 전 분야에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상 수상

이종수 교수(행정학과)가 정명은 박사(행정학과 연구교수)와 함께 한국지방자치학회로부터 학술상
을 받았다. 위 학회는 해마다 1년 동안 출판된 논문을 심사하여 최우수 논문 1편에 대해 학술상을 수
여한다. 연구팀은 중앙-지방정부 사이의 인력과 조직 결정 매커니즘을 분석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
시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걸친 경험적, 개념적 연구논문 등을 게재한다. 또한 한국경영학회 회원들에게 학문토론의 기회를 제
공하며 그들의 연구 및 교육활동에 도움이 될 학술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한국경영학회의 학술지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그리고 경영학 8개 분야별 편집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준기 교수

김준기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한국인으로는 두 번째로 투자자 대 국가 간 분쟁해결사건(ISD) 중

투자자 대 국가 간
분쟁해결사건(ISD)
중재재판관 선임

재재판관으로 선임됐다. 김 교수는 지난 11월 러시아 En+ 그룹 자회사인 CEAC사와 몬테네그로 정
부 간 상소심을 담당할 상소위원회 위원 3인 중 한 명으로 선임됐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각국
정부와 투자자 간에 발생하는 ISD를 담당하는 대표적 중재기관이다. 현재 김 교수 외에 국제투자분
쟁해결센터에서 중재인으로 활약하는 한국인은 신희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일하다.

정상섬 교수
사)한국지반공학회
제17대 회장 당선

조주관 교수
번역 출판 공로로 조지아
대통령상 수상

정상섬 교수(토목환경공학과)가 지난 2월 14~15일 양일간 전자투표로 진행된 (사)한국지반공학회
제17대 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임기는 2017년도 봄 학술발표회 이사회부터 2년이다.

조주관 교수(노어노문학)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조지아(그루지야)의 대서사시 『호피
를 두른 용사』를 번역 출판한 공로를 인정받아 조지아 대통령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지난 1월 19일
오전 11시 한국 조지아대사관에서 열렸다.
이 서사시는 조지아의 국민시인 쇼타 루스타벨리의 작품으로 코카서스 및 중동 지역의 주요한 정

김현창 교수

의대 김현창 교수(예방의학)가 지난 12월 28일 한미생명과학재단 제3회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했다.

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을 섬세하게 묘사해 문학적·역사적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
의 『훈민정음』이나 『직지심경』처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호피를 두른 용사』를 10

한미생명과학재단
젊은 연구자상 수상

김현창 교수는 한미생명과학재단에서 진행하는 생명과학·의과학 분야에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공로
로 수상자로 선정됐다.

여 년에 걸친 노력으로 번역 출간한 조 교수의 업적은 한국어 번역의 중요성을 세계에 알린 계기로

백태승 교수
전자관련법 개정위원회
위원장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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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교수

평가된다.

백태승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사단법인 한국인터넷법학회장)가 지난 2월 10일 법무부와 미래창조
과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자관련법 개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 이 위원회에서는 올
해 내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법 개정을 비롯하여 기술발전에 따른 관련법규 전반의 문제점을 검
토한다.

하일식 교수
한국고대사학회 회장
선출

하일식 교수(사학과)가 지난 2월 16일 열린 한국고대사학회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고대사
학회는 1987년 창립된 한국 고대사 분야의 대표 학회다.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19년 2월까지 활동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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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교직원 소개

퇴임교원

퇴임직원

오늘의 연세는 한 평생을 연구와 임상, 후학양성에 매진했던 교원들의 헌

럽고 너무나 감사하다.”며 “정년퇴임을 하지만 강의를 계속하며 제자들과

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세계 명문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다. 오

함께할 것”이라고 퇴임 소감을 전했다.

로지 참스승의 길을 걸어온 교수 14명이 지난 2월 23일 퇴임을 고했다.

서종수 교수는 “첫 강의를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41번째

루스채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유병삼 교수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학기의 강의를 끝으로 퇴임을 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는 보다 자신을 비우

미래의 기둥이 될 젊은이들과 함께 하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니 영광스

고 본질을 생각하면서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정년퇴임

정년퇴임

정년퇴임

정년퇴임

임대식 선생

최만규 선생

박철웅 선생

이재현 선생

공과대학

총무처

총무처

체육위원회

명예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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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

정년퇴임

정년퇴임

유병삼 교수

정필권 교수

김태현 교수

서종수 교수

상경대학

상경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정년퇴임

정년퇴임

정년퇴임

정년퇴임

김관동 교수

오병훈 교수

허승곤 교수

백형선 교수

음악대학

의과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정년퇴임

정년퇴임

정년퇴임

정년퇴임

이승종 교수

유광수 교수

김종현 교수

김대성 교수

치과대학

정경대학

과학기술대학

원주의과대학

정년퇴임

명예퇴임

황성관 교수

이숙현 교수

원주의과대학

생활과학대학

특별희망퇴임

특별희망퇴임

이윤섭 선생

조남흥 선생

박미자 선생

양현미 선생

생활관

동서문제연구원

학생복지처

언론홍보대학원

특별희망퇴임

정년퇴임

특별희망퇴임

특별희망퇴임

특별희망퇴임

특별희망퇴임

정광순 선생

김상철 선생

김미란 선생

민형진 선생

사회복지대학원

시설처

학술정보원

종합행정센터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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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보직 발령

교무위원

보직명

성 명: 이영희

성 명: 엄영호

보직명: 원주의료원장 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

보직명: 경영대학장 겸 경영전문대학원장

소 속: 재활의학교실

소 속: 경영학과

임 기: 17.02.01 - 19.01.31

임 기: 17.02.01 - 19.01.31

부속기관,
대학(원)부속기관

전공(소속)

임기시작

임기만료

비고

디자인팩토리코리아센터장

정진배

중어중문학

17.03.01

18.02.28

학장이 겸직,
잔여임기

경영교육혁신센터장

엄영호

경영학

17.02.01

19.01.31

학장이 겸직

인문학연구원부원장

홍윤희

중어중문학

17.03.01

19.02.28

미래융합연구원장

김동호

화학

17.02.01

18.08.31

유임

성 명: 한균희

성 명: 오영교

미래융합연구원부원장

송인한

사회복지대학원

17.03.01

19.02.28

유임

보직명: 약학대학장

보직명: 인문예술대학장

글로벌융합기술원장

한건희

글로벌융합공학부

17.03.01

19.02.28

유임

소 속: 융합오믹스의생명과학

소 속: 역사문화학

허준행

토목·환경공학과

17.03.01

19.02.28

임 기: 17.02.01 - 19.01.31(유임)

임 기: 17.02.01 - 18.07.31(유임)

손홍규

토목·환경공학과

17.03.01

19.02.28

정태용

국제학대학원

17.03.01

19.02.28

유임

방재안전연구원장
대학교부설,
대학교부설(급)연구 방재안전연구원부원장
기구
지속가능발전연구원부원장

성 명: 이강현

성 명: 강철희

준결정재료연구단장

김도향

신소재공학과

17.03.01

18.02.28

유임

보직명: 원주의과대학장

보직명: 사회복지대학원장 겸 자원봉사센터장

단백질기능제어이행연구센터소장

최강열

생명과학부

17.03.01

19.02.28

유임

소 속: 응급의학교실

소 속: 사회복지대학원

응용해석 및 계산센터소장

최희준

수학

17.03.01

19.02.28

유임

임 기: 17.02.01 - 19.01.31

임 기: 17.02.01 - 19.01.31

인지과학연구소장

한광희

심리학

17.03.01

19.02.28

지식정보화연구소장

임춘성

정보산업공학과

17.03.01

19.02.28

개인식별연구소장

허경석

구강생물학교실

17.03.01

19.02.28

젠더연구소장

김영희

국어국문학

17.03.01

19.02.28

방송통신정책연구소장

이봉규

정보대학원

17.03.01

19.02.28

비아이티마이크로팹연구소장

명재민

신소재공학과

17.03.01

19.02.28

신촌·국제캠퍼스
대학간연구기구
보직명

윤리인권위원회

백양로관리사업단

전공(소속)

임기시작

임기만료

윤리인권위원장

최중길

화학

17.03.01

18.02.28

윤리센터장

최중길

화학

17.03.01

18.02.28

인권센터장

방사무엘연상

연합신학대학원

17.03.01

19.02.28

경영학과주임

손재열

경영학과

17.03.01

19.02.28

인권센터 성평등책임교수

송현주

심리학

17.03.01

18.08.31

정치학과주임

조화순

정치외교학

17.03.01

18.02.28

유임

인권센터 장애학생지원책임교수

전용관

스포츠레저학과

17.03.01

18.08.31

사회학과주임

염유식

사회학

17.03.01

19.02.28

유임

방사무엘연상

연합신학대학원

17.03.01

19.02.28

행정학과주임

최영준

행정학

17.03.01

19.02.28

음악학과주임

이철웅

관현악과

17.03.01

19.02.28

유임

의공학과주임(원주)

정병조

의공학

17.03.01

19.02.28

유임

환경공학과주임(원주)

서용칠

환경공학부

17.03.01

19.02.28

부속교육기관

계산과학공학과주임

이창훈

계산과학공학과

17.03.01

19.02.28

생체공학협동과정주임

유선국

의학공학교실

17.03.01

19.02.28

유임
유임

부속기관,
대학(원)부속기관

백양로관리사업단장
글로벌교육원장

임홍철
문두철

건축공학과
경영학과

17.03.01
17.03.01

18.02.28

비고

유임

성명

인권센터 인권·상담책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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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유임

19.02.28

대학원

유임

대학교회 담임목사

정종훈

연합신학대학원

17.03.01

18.02.28

통일학협동과정주임

서정민

정치외교학

17.03.01

18.02.28

연세애널스주간

이헬렌

언더우드학부

17.03.01

19.02.28

사회복지정책협동과정주임

강철희

사회복지대학원

17.03.01

19.02.28

천문대장

윤석진

천문우주학

17.03.01

19.02.28

인문사회의학협동과정주임

양은배

의학교육학과

17.03.01

19.02.28

유임

창업지원단장

손홍규

토목·환경공학과

17.03.01

19.02.28

나노물질.의생명 협동과정주임

유동원

Y-IBS과학원

17.03.01

19.02.28

유임

사회복지센터소장

김재엽

사회복지학

17.03.01

19.02.28

지구천문대기학부주임

이기현

지구시스템과학

17.03.01

19.02.28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윤명

학부대학

17.03.01

19.02.28

응용생명과학주임

김의성

보존과학교실

17.03.01

19.02.28

상남경영원장

이동진

경영학과

17.03.01

19.02.28

화공생명공학과주임

장재형

화공생명공학과

17.03.01

19.02.28

유임
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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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명

대학원

문과대학

경영대학

성명

전공(소속)

임기시작

임기만료

비고

보직명

언론홍보영상학주임

조창환

언론홍보영상학부

17.03.01

17.08.31

신설

언어병리학협동과정주임

신지철

재활의학교실

17.03.01

19.02.28

유임

나노과학기술협동과정주임

박승우

내과학교실

17.03.01

19.02.28

유임

기후변화에너지융합기술협동과정주임

설용건

화공생명공학과

17.03.01

18.02.28

유임

엔지니어링융합협동과정주임(계약학과)

임상우

화공생명공학과

17.03.01

18.02.28

유임

첨단방위산업학협동과정주임(계약학과)

정종문

전기전자공학과

17.03.01

19.02.28

유임

기획부학장

신경숙

영어영문학

17.03.01

18.02.28

중어중문학과장

홍윤희

중어중문학

17.03.01

19.02.28

영어영문학과장

윤혜준

영어영문학

17.03.01

18.02.28

교학부학장

허대식

경영학과

17.03.01

19.02.28

기획부학장

이무원

경영학과

17.03.01

19.02.28

마케팅주임

김영찬

경영학과

17.03.01

19.02.28

재무주임

신현한

경영학과

17.03.01

19.02.28

ODI주임

임건신

경영학과

17.03.01

19.02.28

경영연구소장

양혁승

경영학과

17.03.01

19.02.28

학부대학

언더우드국제대학

약학대학

글로벌인재학부

이과대학

기획부학장

김준일

수학

17.03.01

19.02.28

화학과장

이동일

화학

17.03.01

19.02.28

지구시스템과학과장

홍태경

지구시스템과학

17.03.01

19.02.28

천문우주학과장

이석영

천문우주학

17.03.01

19.02.28
연합신학대학원

공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산학협력부학장

이준상

기계공학과

17.02.17

18.02.28

공학연구원장

명재민

신소재공학과

17.03.01

19.02.28

신설

부학장

박남기

언론홍보영상학부

17.03.01

18.02.28

잔여임기

사회복지학과장

송인한

사회복지대학원

17.03.01

19.02.28

유임

사회복지연구소장

송인한

사회복지대학원

17.03.01

19.02.28

사회발전연구소장

염유식

사회학

17.03.01

19.02.28

경영전문대학원

유임
국제학대학원

음악대학

교육과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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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음악과장

김보미

교회음악과

17.03.01

19.02.28

성악과장

문혜원

성악과

17.03.01

19.02.28

작곡과장

정종열

작곡과

17.03.01

19.02.28

유임

음악연구소장

유범석

작곡과

17.03.01

19.02.28

유임

교육학부장

이희승

교육학부

17.03.01

19.02.28

성명

전공(소속)

임기시작

임기만료

교학부학장

이보경

학부대학

17.03.01

19.02.28

기독교의이해운영위원회책임

김현숙

연합신학대학원

17.03.01

19.02.28

글쓰기운영위원회책임

정명교

국어국문학

17.03.01

19.02.28

필수교양(자연A)책임교수

김현미

대기과학

17.03.01

19.02.28

기획부학장

한건희

글로벌융합공학부

17.03.01

18.02.28

비교문학과문화전공책임

서홍원

영어영문학

17.03.01

19.02.28

경제학전공책임

김광환

경제학부

17.03.01

19.02.28

아시아학부장

이삼열

행정학

17.03.01

18.02.28

아시아학전공책임

원재연

사회학

17.03.01

19.02.28

정보인터렉션디자인전공책임교수

전수진

커뮤니케이션대학원

17.03.01

18.08.31

부학장

이진우

약학과

17.03.01

19.02.28

약학과장

강혜영

약학과

17.03.01

19.02.28

종합약학연구소장

황성주

약학과

17.03.01

19.02.28

유임

한국언어문화교육전공책임

한송화

언어정보연구원

17.03.01

19.02.28

신설

기독교교육학전공주임

김현숙

연합신학대학원

17.03.01

19.02.28

유임

상담코칭학전공주임

정석환

연합신학대학원

17.03.01

19.02.28

유임

목회신학전공주임

유영권

연합신학대학원

17.03.01

19.02.28

방사무엘연상

연합신학대학원

17.03.01

19.02.28

권수영

연합신학대학원

17.03.01

19.02.28

종교철학전공주임

방사무엘연상

연합신학대학원

17.03.01

17.08.31

GIT전공주임

방사무엘연상

연합신학대학원

17.03.01

19.02.28

부원장

임일

경영학과

17.03.01

19.02.28

부원장

김마이클

국제학대학원

17.03.01

19.02.28

현대한국학연구소장

이정훈

국제학대학원

17.03.01

19.02.28

유임

부원장

이윤영

커뮤니케이션대학원

17.03.01

19.02.28

유임

윤태진

커뮤니케이션대학원

17.03.01

19.02.28

유임

부원장

박수경

사회복지대학원

17.03.01

19.02.28

사회복지학전공주임

박수경

사회복지대학원

17.03.01

19.02.28

선교학전공주임
예배설교학전공주임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영상학주임

사회복지대학원

비고

유임
잔여임기
잔여임기

유임

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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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명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대학원

행정대학원

공학대학원

언론홍보대학원

교학부원장

임기시작

임기만료

비고

윤태석

법학전문대학원

17.03.01

18.02.28

잔여임기

원주캠퍼스

유임

전공(소속)

임기시작

임기만료

비고

입학홍보처장

리기용

철학

17.02.01

18.07.31

유임

대외정책부처장

정병조

의공학

17.02.01

19.01.31

원주학술정보원장

나성룡

정보통계학

17.02.01

18.07.31

유임

국제교육원장

김명진

영어영문학

17.02.01

18.07.31

유임

서상규

국어국문학

17.03.01

19.02.28

상담교육전공주임

이동귀

심리학

17.03.01

19.02.28

음악교육전공주임

임지선

작곡과

17.03.01

19.02.28

유임

영양교육전공주임

이승민

식품영양학

17.03.01

17.08.31

잔여임기

종교교육전공주임

권수영

연합신학대학원

17.03.01

19.02.28

사회교육개발원장

이윤석

패키징학

17.02.01

19.01.31

조기영어교육전공주임

이석재

영어영문학

17.03.01

19.02.28

원주교육연수원장

이윤석

패키징학

17.02.01

19.01.31

특별과정주임

이상오

교육대학원

17.03.01

19.02.28

유임

학부교육원장

오영교

역사문화학

17.02.01

19.01.31

직제 신설

교원양성평가주임

이희경

교육대학원

17.03.01

18.08.31

잔여임기

원주생활관장

정민예

작업치료학

17.02.01

18.07.31

유임

원주산학협력단장

정형선

보건행정학

17.02.01

18.07.31

잔여임기

북한·동아시아전공주임

서정민

정치외교학

17.03.01

19.02.28

유임

학부교육원 교양교육학부장

오영교

역사문화학

17.03.01

19.01.31

직제신설

지방자치·도시행정전공주임

이종수

행정학

17.03.01

19.02.28

유임

학부교육원 RC교육센터장

신택수

경영학부

17.03.01

18.08.31

직제신설

사회복지전공주임

김재엽

사회복지학

17.03.01

19.02.28

유임

실험동물실장

이기종

임상병리학

17.03.01

19.02.28

유임

정치행정리더십전공주임

최연식

정치외교학

17.03.01

19.02.28

유임

원주박물관장

이인재

역사문화학

17.03.01

19.02.28

유임

원주방사선안전관리센터소장

민철희

방사선학

17.03.01

19.02.28

벤처창업학책임교수(연계)

최종원

경영학부

17.03.01

18.08.31

의료산업책임교수(연계)

민철희

방사선학

17.03.01

19.02.28

의료기기인허가책임교수(연계)

김지현

의공학

17.03.01

19.02.28

원주산학협력단부단장

서광덕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17.03.01

18.08.31

근대한국학연구소장

한수영

국어국문학

17.02.01

18.02.28

잔여임기

의료복지연구소장

서영준

보건행정학

17.03.01

19.02.28

유임

산업정보경영전공주임

정봉주

정보산업공학과

17.03.01

19.02.28

방재안전관리전공주임

한승헌

토목·환경공학과

17.03.01

19.02.28

공학경영전공주임

지용구

정보산업공학과

17.03.01

19.02.28

화공생명·에너지공학전공주임

안익성

화공생명공학과

17.03.01

19.02.28

원주캠퍼스

유임
유임

유임

부원장

박남기

언론홍보영상학부

17.03.01

19.02.28

저널리즘·뉴미디어전공주임

김경모

언론홍보영상학부

17.03.01

19.02.28

유임

의료공학연구소장

이상우

의공학

17.03.01

19.02.28

방송·영상·문화컨텐츠전공주임

백영민

언론홍보영상학부

17.03.01

19.02.28

유임

라이프스타일의학연구소장

예병일

원)의학교육학과

17.03.01

19.02.28

유임

광고·PR전공주임

조창환

언론홍보영상학부

17.03.01

19.02.28

유임
부학장

이주명

디자인예술학부

17.03.01

18.08.31

유임
잔여임기

나종갑

법학전문대학원

17.03.01

19.02.28

인문과학부장

이태훈

역사문화학

17.03.01

18.02.28

심영

법학전문대학원

17.03.01

19.02.28

국어국문학과장

고석주

국어국문학

17.03.01

19.02.28

국제통상·거래법무주임

박덕영

법학전문대학원

17.03.01

19.02.28

영어영문학과장

김창희

영어영문학

17.03.01

17.08.31

잔여임기

IT·정보보호법전공주임

오병철

법학전문대학원

17.03.01

19.02.28

역사문화학과장

이태훈

역사문화학

17.03.01

19.02.28

유임

디자인예술학부장

권오성

디자인예술학부

17.03.01

19.02.28

법학관리주임

김한성

법학

17.03.01

17.08.31

유임

정보통계학과장

문명상

정보통계학

17.03.01

19.02.28

유임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장

윤상균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17.03.01

17.08.31

반도체시스템공학부장

조수행

물리학

17.03.01

18.02.28

가족상담전공주임

전혜정

아동.가족학

17.03.01

인문예술대학

19.02.28
정경대학

과학기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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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어교육전공주임

금융법전공주임

생활환경대학원

전공(소속)

보직명

지식재산권법무전공주임
법무대학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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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보직 발령 / 직원 인사 발령

보건과학대학

보건환경대학원

보직명

성명

전공(소속)

임기시작

임기만료

비고

보직명

성명

전공(소속)

임기시작

임기만료

부학장

정용현

방사선학

17.03.01

18.08.31

잔여임기

부원장

이종인

내과학교실

17.03.01

19.02.28

환경공학부장

최항석

환경공학부

17.03.01

18.02.28

잔여임기

적정진료관리실장

유병수

내과학교실

17.03.01

19.02.28

의공학부장

김지현

의공학

17.03.01

19.02.28

유임

적정진료관리부실장

김문영

내과학교실

17.03.01

19.02.28

작업치료학과장

정민예

작업치료학

17.03.01

18.02.28

진료부장

리원연

내과학교실

17.03.01

19.02.28

방사선학과장

민철희

방사선학

17.03.01

19.02.28

진료부차장

류훈

외과학교실

17.03.01

19.02.28

교육수련부장

어영

진단검사의학교실

17.03.01

19..02.28

부원장

정용현

방사선학

17.03.01

18.08.31

교육수련부차장

김주원

진단검사의학교실

17.03.01

19.02.28

환경공학전공주임

최항석

환경공학부

17.03.01

18.02.28

간호국장

심재숙

간호국

17.03.01

19.02.28

의공학전공주임

김지현

의공학

17.03.01

19.02.28

가정의학과장

김종구

가정의학교실

17.03.01

18.02.28

권역응급의료센터장

이영희

재활의학교실

17.02.01

19.01.31

권역외상센터소장

배금석

외과학교실

17.03.01

19.02.28

유임

소화기병센터소장

김재우

내과학교실

17.03.01

19.02.28

유임

조혈모세포이식센터소장

현신영

내과학교실

17.03.01

19.02.28

감마나이프센터소장

변진수

신경외과학교실

17.03.01

19.02.28

로봇수술센터소장

정현철

비뇨기과학교실

17.03.01

19.02.28

유임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원주의료원
보직명

본부행정조직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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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임

성명

전공(소속)

임기시작

임기만료

기획조정실장

한병근

내과학교실

17.03.01

19.02.28

U-Health센터소장

김현

응급의학교실

17.03.01

19.02.28

대외협력실장

배금석

외과학교실

17.03.01

19.02.28

건강증진센터소장

김종구

가정의학교실

17.03.01

19.02.28

행정국장

정병한

행정국

17.03.01

19.02.28

국제진료센터소장

김종구

가정의학교실

17.03.01

19.02.28

기획부실장

엄민섭

병리학교실

17.03.01

19.02.28

토모테라피센터소장

이종영

방사선종양학교실

17.03.01

19.02.28

유임

남궁미경

소아청소년과학교실

17.03.01

19.02.28

유임

이종혁

안과학교실

17.03.01

19.02.28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소장

원주의과대학

비고

의료선교센터소장

교무부학장

백순구

내과학교실

17.03.01

19.02.28

학생부학장

김장영

내과학교실

17.03.01

19.02.28

교육부학장

김효열

내과학교실

17.03.01

19.02.28

교학부학장

고상백

예방의학교실

17.03.01

19.02.28

간호학사학위특별과정과장

임영미

간호학과

17.03.01

19.02.28

의학도서관장

조원길

해부학교실

17.03.01

19.02.28

가. 승진 발령(8명)

중앙연구실장

차승규

생리학교실

17.03.01

19.02.28

1. 차장(7명)

진료역량개발센터소장

정현철

비뇨기과학교실

17.03.01

19.02.28

라이프스타일의학연구소장

예병일

의학교육학과

17.03.01

19.02.28

모발 및 코스메틱의학연구소장

이원수

피부과학교실

17.03.01

직업 및 환경의학연구소장

장세진

예방의학교실

유전체코호트연구소장

김장영

세포치료 및 조직공학센터소장

직원 인사 발령

발령일자: 2017. 2. 22.

나. 직책 발령(2명)

성명

발령 전 근무처

이동 근무처

유임

권재경

학부대학 행정2팀

학부대학 행정2팀

19.02.28

유임

김지선

국제학대학원 행정팀

국제학대학원 행정팀

17.03.01

19.02.28

유임

손성문

내과학교실

17.03.01

19.02.28

유희경 학술정보원 학술정보서비스팀 학술정보원 학술정보서비스팀

유병수

내과학교실

17.03.01

19.02.28

이은정

기획실 예산팀

학부대학 행정1팀

구강건강증진센터소장

정원균

치위생학과

17.03.01

19.02.28

임응식

이과대학 행정팀(화학과)

이과대학 행정팀(화학과)

상담코칭센터소장

김장영

내과학교실

17.03.01

19.02.28

정우숙

학술정보원 학술정보지원팀

학술정보원 학술정보지원팀

연구지원센터소장

고상백

예방의학교실

17.03.01

19.02.28

가정의학주임교수

김종구

가정의학교실

17.03.01

18.02.28

유임

유임

기획실 기획팀 겸 윤리위원회 기획실 기획팀 겸 윤리위원회

2. 과장(1명)
성명

발령 전 근무처

이동 근무처

이상화

총무처 인사팀

총무처 인사팀

성명

발령 전 근무처 및 직책

이동 근무처 및 직책

송재명

상경대학 행정팀 겸
경제대학원 행정팀

학술정보원 학사정보팀장

박현식

시설처 관재팀

시설처 조경팀장

다. 이동 발령
1. 행정/전문/기술/시설(37명)
성명

발령 전 근무처 및 직책

이동 근무처 및 직책

맹대호

총무처 총무부처장

생활관장

박경숙

연구처(산학협력단 감사관 겸 학생복지처 학생복지부처장
기술지주회사 부사장 파견)
겸 장학취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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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INSIDE

연세 INSIDE

직원 인사 발령

신임교원 소개

성명

발령 전 근무처 및 직책

이동 근무처 및 직책

성명

발령 전 근무처 및 직책

이동 근무처 및 직책

원순진

학술정보원 행정정보팀

기획실 평가팀

윤풍섭

총무처 문화예술지원팀

음악대학 행정팀

김우성

시설처 시설부처장(서리) 겸
관재팀장

총무처 총무부처장(서리)

김경숙

학생복지처 장학취업팀장

대학원 교학팀장

이경민

입학처 입학팀

대학원 교학팀

박상덕

학술정보원 학사정보팀장

연구처
(기술지주회사 부사장 파견)

이승우

시설처 조경팀
(삼애캠퍼스)

총무처 총무팀
(학술정보원 파견)

박상욱

사회과학대학 행정팀장

총무처 총무팀장

서기환

총무처 총무팀장

사회과학대학 행정팀장

이용진

시설처 설비안전팀
(제2전기실)

시설처 설비안전팀
(제1전기실)

양내갑

대학원 교학팀장

행정대학원 행정팀장

이희선

총무처 재무·회계팀

기획실 예산팀

엄태진

행정대학원 행정팀장

자원봉사센터

윤남희

총무처(대기)

사회복지대학원 행정팀장

장명숙

종합서비스센터 행정팀

상경대학 행정팀 겸
경제대학원 행정팀

이상의

문과대학 행정팀장

음악대학 행정팀장

정재영

총무처 재무·회계팀

학생복지처 장학취업팀

최수영

법학전문대학원/법무대학원/
법과대학 행정팀장

문과대학 행정팀장

진미선

교무처 학사지원팀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행정1팀

허경호

글로벌융합기술원 행정팀장

시설처 관재팀장

차명숙

학생복지처 상담센터

자원봉사센터

황은화

음악대학 행정팀장

법학전문대학원/법무대학원/
법과대학 행정팀장

최상수

시설처 설비안전팀
(제2전기실)

시설처 설비안전팀
(종합변전실)

이창훈

대학원 교학팀

국제캠퍼스 종합행정센터
기숙사운영팀

한민우

행정대학원 행정팀

학생복지처 학생지원팀

한인철

학생복지처 학생지원팀

Y-IBS과학원 행정팀

강정임

학부대학 행정1팀

총무처(대기)

강정훈

기획실 예산팀

총무처 재무·회계팀

곽창순

기획실 기획팀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행정1팀

김도엽

음악대학 행정팀

총무처 문화예술지원팀

김명석

Y-IBS과학원 행정팀

행정대학원 행정팀

김현우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행정1팀

총무처 재무·회계팀

안정희

국학연구원

총무처 총무팀

안지현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행정1팀

교무처 학사지원팀

오수찬

시설처 설비안전팀
(제1전기실)

시설처 설비안전팀
(종합변전실)

가. 이동 발령(1명)
성명
김초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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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전 근무처
국제캠퍼스 종합행정센터
총무지원팀 겸 학부대학 행정1팀

발령일자: 2017. 3. 1.
이동 근무처
학부대학 행정1팀

2. 상근직(1명)
성명

발령 전 근무처

이동 근무처

김종만

시설처 설비안전팀
(제2전기실)

시설처 설비안전팀
(제1전기실)

라. 직제 개편(2명)
성명

발령 전 근무처

이동 근무처

김기환

시설처 관재팀(온실)

시설처 조경팀

박광길

시설처 관재팀(온실)

시설처 조경팀

나. 직제 개편(1명)

김재철

주일선

Chaomei Chen

문과대학
영어영문학

문과대학
독어독문학

문과대학
문헌정보학

김지섭

정예림

서승범

박상훈

상경대학
경제학

경영대학
경영학

경영대학
경영학

이과대학
대기과학

김근수

안현서

유기준

송진호

이과대학
물리학

이과대학
화학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

손동욱

강영철

김형일

홍종섭

공과대학
건축공학

공과대학
건축공학

공과대학
토목환경공학

공과대학
기계공학

백우열

서보경

조성연

김민식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

사회과학대학
문화인류학

음악대학
교회음악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

김소연

오석영

김재경

나정은

생활과학대학
생활디자인학

교육과학대학
교육학

학부대학

학부대학

한봉환

Natalja Deng

김영수

이선구

학부대학

언더우드국제대학
언더우드학부

언더우드국제대학
융합과학공학부

언더우드국제대학
융합사회과학부

장민정

허재영

김유미

정용한

약학대학
약학

글로벌인재학부

글로벌인재학부

연합신학대학원
교목실

신촌·국제캠퍼스

발령일자: 2017. 3. 1.

성명

발령 전 근무처 및 직책

이동 근무처 및 직책

김지은

학생복지처 성평등센터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손성문

기획실 기획팀 겸
윤리위원회

기획실 기획팀 겸
윤리인권위원회 윤리센터

75

76

김남철

박경석

김태은

백윤석

이용승

구교철

김경민

박철환

법학전문대학원

국학연구원

언어정보연구원

인문학연구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

의과대학
비뇨기과학

의과대학
영상의학

의과대학
영상의학

전중현

윤홍인

박진하

김나영

의과대학
핵의학

의과대학
방사선종양학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

양헌무

윤진하

장성인

김은정

김선일

신유석

정복영

의료원

의과대학
해부학

의과대학
예방의학

의과대학
예방의학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

치과대학
보존과학

치과대학
보존과학

치과대학
통합진료학

황성순

정경수

김송이

엄재선

최은경

의과대학
의생명과학부

의과대학
내과학

의과대학
내과학

의과대학
내과학

간호대학
간호학

김종윤

홍그루

장지은

김효송

의과대학
내과학

의과대학
내과학

의과대학
내과학

의과대학
내과학

한정우

허혁

김용배

정민

김성훈

최우철

박응석

의과대학
소아과학

의과대학
외과학

의과대학
신경외과학

의과대학
정형외과학

정경대학
경제학

보건과학대학
물리치료학

글로벌엘리트학부

송승용

이정윤

윤보현

한진우

박경혜

변천성

정회정

김지예

의과대학
성형외과학

의과대학
산부인과학

의과대학
산부인과학

의과대학
안과학

원주의과대학
의학교육학

원주의과대학
흉부외과학

원주의과대학
정형외과학

원주의과대학
성형외과학

김민

조형주

정진세

임재열

차용성

한선영

의과대학
안과학

의과대학
이비인후과

의과대학
이비인후과

의과대학
이비인후과

원주의과대학
응급의학

원주의과대학
치위생학

원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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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INSIDE

신입 직원 소개(운영직)

고정남

김경민

김대형

김숙영

이혜린

이혜원

장신기

전정규

입학처 입학팀

미래교육원 행정팀

교무처 OSE센터 OSE팀

학생복지처
국가고시지원센터

입학처 입학팀

교무처 OSE센터 OSE팀

김대중도서관
행정지원팀

정보대학원 행정팀

김의경

김이정

김진희

남수연

정승진

정지윤

정현주

조흥구

경영대학/
경영전문대학원
행정2팀

김대중도서관
행정지원팀

교무처 OSE센터 OSE팀

대외협력처 홍보팀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

공과대학 행정팀

연합신학대학원/
신과대학 행정팀

국제처 국제교육센터
국제교육팀

남홍연

도정민

류주원

문영주

진병선

최보라

최석민

최수정

체육위원회 체육지원팀

교무처 OSE센터 OSE팀

교무처 학사지원팀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

공학원 사무국

공학대학원 행정팀

생활관 행정팀

공학대학원 행정팀

박승용

박은영

박재형

박정아

최익훈

최지나

한나연

한신

대학원 교학팀

국학연구원

국제캠퍼스
종합행정센터
총무지원팀

건강센터 진료지원팀

경영대학/
경영전문대학원 행정1팀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언더우드국제대학
행정팀

학술정보원
학술정보지원팀

손민경

신나래

양귀화

우대권

현채승

학술정보원
학술정보지원팀

경영대학/
경영전문대학원 행정1팀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언론홍보대학원 행정팀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

발령일자: 2017.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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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연

윤정인

이경미

이경아

시설처 건축팀

경영전문대학원 부속
상남경영원 행정팀

대학출판문화원 행정팀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이광범

이동재

이민지

이민희

교무처 OSE센터 OSE팀

교무처 OSE센터 OSE팀

학부대학 행정1팀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행정팀

이상선

이정기

이종현

이주희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생활환경대학원/
생활과학대학 행정팀

학술정보원 행정정보팀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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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INSIDE

공연소식

금호아트홀 연세 공연안내

3/4
(토) 15:00

김현아 피아노 독주회
출연자 Piano 김현아
주최 김현아
연세대학교를 수석 입학, 졸업하여 베를린
국립음대와 데트몰트 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각각 최고 성적으로 졸업한
피아니스트 김현아는 독일언론에서 감성과 세련된
테크닉이 돋보이는 인상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현재 후학양성뿐만 아니라 국내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 피아니스트이다. 이번
공연의 프로그램으로는 스카를라티의 피아노
소나타, 쇼팽의 마주르카와 녹턴, 폴로네이즈,
브람스의 4개의 피아노 소품곡이 연주될 예정이다.

3/23

3/5-14
(일-화)

2017 제43회 중앙음악콩쿠
르 1, 2차 예선
출연자 콩쿠르 참가자
주최 ㈜조인스
1975년 중앙일보 창간 10주년을 기념하여
제정된 중앙음악콩쿠르는 세계적인 음악가를
배출하고 있는 국내 최고 권위의 콩쿠르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로 43회를 맞는 콩쿠르
일정은 3월 5일은 첼로, 6-7일은 피아노, 8일은
바이올린, 9일은 플루트, 10-11일은 성악으로
진행되고, 12-14일은 2차예선이 진행된다.

3/24

3/16
(목) 20:00

인디애나대학교 & 연세대학
교 음악대학 교류음악회
출연자 인디애나대학교 음악대학 &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연주자
주최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미국의 인디애나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음악대학
교류음악회로, 다양한 악기들의 앙상블을 느낄 수
있는 무대가 진행된다.

3/25

3/17
(금) 20:00

3/26
(일)

스케치 오브 이탈리아

보컬앙상블 어쩌다가 제5회
정기연주회

김태기 귀국 피아노 독주회

2017 제 31회 한음 음악
콩쿠르

현재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중인
나경혜(소프라노)교수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스케치’ 콘서트는 지난 12월에 이어 실력있는
소프라노 성악가로만 구성되어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로시니, 마스네, 구노,
푸치니의 작품으로 구성 될 에정이며,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한껏 느껴볼 수 있는 공연이 진행된다.

출연자 Vocal Ensembel 어쩌다歌 Tenor 김성래,
김영우, 이기업 Baritone 오현승, 박대우
Piano 김선희 편곡/작곡가 문지현
주최 오앤엠 엔터테인먼트
Vocal Ensembel 어쩌다歌는 지금까지 후기 낭만
작곡가들의 연가곡부터 한국 민요를 편곡하여
연주하는 등 독창적이면서도 수준높은 정기공연을
지향하는 성악 앙상블 팀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악기로만 연주되었던
소품곡들을 성악곡으로 편곡하여 관객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공연으로 꾸밀 예정이다.

출연자 Piano 김태기
주최 이든예술기획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에서 장학생으로 석사과정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김태기는 현재 울산광역시
교육청 음악 영재반과 울산예술고등학교에
출강하여 후학에 힘쓰며 활발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는 연주자이다. 이번 공연의
프로그램으로는 모차르트의 판타지아,
베토벤 소나타 7번, 거슈윈의 랩소디 인 블루,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를 위한 4개의 소품,
라흐마니노프의 소나타 2번이 연주될 예정이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복사
중창단 제36회 정기공연

음악대학원 음악회

연세대학교 중앙 아카펠라
동아리 YAYAN 제23회 정기
공연

데누콰이어 정기연주회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복사중창단은 1회 차
공연부터 지금까지 총 35회 공연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이번에 36회 차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치과대학 복사 중창 동문들이 1년에 한번 모여
서로를 격려해주는 큰 행사이기도 하다.

(토) 19:30

출연자 콩쿠르 참가자
주최 한음아트페스티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예술계의 등용문인 한음
음악 콩쿠르는 전국의 음악도들에게 다양한
무대경험과 표현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발굴, 나아가 음악계의 질적인 향상과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이 대회를 개최하여
음악계의 발전에 앞장서고자 한다.

3/24

3/7-9

3/10

출연자 통일한마당
주최 중앙동아리 통일한마당

출연자 세브란스 오케스트라
주최 세브란스 오케스트라

출연자 로뎀스
주최 중앙뮤지컬동아리 로뎀스

출연자 Piano in Yonsei
주최 Piano in Yonsei

남과 북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 젊은 통일, 즐거운
통일, 쉬운 통일을 실천하기 위해 합창공연을
기획하게 됐다. 한국에는 3만 여명의 탈북자가
있고, 그 중 약 1만 여명이 “청년”입니다. 청년들이
함께 통일을 노래하기 위해 모였다. 또한 돌아오는
2017년 3월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노래가
만들어진지 70주년이 된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노래하고자 한다.

세브란스 오케스트라 2017년 신입생을 위한
봄 연주회는 새로 들어온 신입생들을 환영하고
오케스트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의도로 기획되었다. 겨울방학 동안 함께 연습하며
쌓아온 실력을 많은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자리이다.

연세대학교 중앙 뮤지컬 동아리 ‘로뎀스’는
저렴한 가격에 뮤지컬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매년 3월, 9월 정기공연을 올리고
있다. 다가오는 2017년 3월 7일 화요일~3월 9일
목요일에는 제17대 정기공연 ‘잭 더 리퍼’를 무대에
올린다.

연세대학교 중앙 피아노 동아리 Piano in
Yonsei의 제14회 정기연주회에서는 총 13팀의
연주자들이 다양한 장르의 피아노 연주를
선보인다. 1부와 2부로 나뉘며 피아노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공연 관람이 가능하다.

통일하모니, 너와 나의
손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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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18:30

세브란스 오케스트라 2017
신입생을 위한 봄 연주회

(화-목) 19:00

로뎀스 제17대 정기공연 잭 더 리퍼

출연자 YAYAN
주최 YAYAN

3/25

3/26

3/29

(일) 17:00

(수) 11:00

BOOK Concert <너에게
하고 싶은 말>

오르페우스 신입생 환영 봄
연주회

2017 손호영 생일파티팬미팅
- HOI's DAY

2018학년도 교사초청 집중
워크숍

출연자 오르페우스
주최 클래식 기타 동아리 오르페우스

출연자 손호영
주최 조프로덕션

주최 연세대학교 입학처

3/3

3/4

출연자 작가 김수민, 피아니스트 조영훈 외
주최 ㈜뮤직앤아트컴퍼니
베스트셀러 힐링에세이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의
저자 김수민이 건네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와
피아노 선율을 만나보자.

전국 고등학교의 진학 담당 교사를 초청하여
우리 대학의 2018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전형 수립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행사다.

대강당 공연안내

3/2
(목) 19:00

백주년콘서트홀 공연안내

3/5

출연자 데누콰이어
주최 데누콰이어

(토) 17:00

출연자 JazzFeel
주최 JazzFeel

(토) 17:00

출연자 음악대학원생
주최 음악대학원

(금) 19:00

JazzFeel 16회 대공연

3/4

3/18

(토) 17:00

출연자 Violin 류희윤 Piano 김재원
주최 이든예술기획

(금) 20:00

3/17
(금) 19:00

류희윤 바이올린 독주회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최우수 성적으로 석사과정까지 마친
바이올리니스트 류희윤은 2015년 동 대학원에서
최고연주자과정 역시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후
러시아를 비롯해 한국, 유럽 각지에서 다양하고
활발한 연주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번 공연의
프로그램으로는 모차르트의 아다지오, 슈베르트의
그랜드 듀오, 쇼숑의 시곡, 파가니니의 내 마음엔
더 이상 느껴지지 않네,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가 연주될 예정이다.

3/15
(수) 19:00

출연자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복사중창단
주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복사중창단

(목) 20:00

출연자 Soprano 나경혜, 조경화, 이윤숙, 최영심,
김수진, 이선영 Piano 민소영
주최 영음예술기획

3/11
(토) 17:00

(금) 19:00

유포니아 29회 신입생환영
연주회
출연자 유포니아
주최 연세대학교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유포니아
신입생 입학을 환영하기 위한 연주회로, 요한
스트라우스의 박쥐서곡,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6번 비창을
연주한다.

3/8

(토) 17:00

(수) 19:30

YDPO 43회 정기연주회

우리은행과 서울시향이
함께하는 우리동네 음악회
- 서대문구

출연자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오케스트라 YDPO
주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오케스트라 YDPO

출연자 서울시향
주최 서대문구, 우리은행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우리동네 음악회-관혁악’
공연을 서대문구에서 진행한다.

(금) 19:00

Piano in Yonsei 제14회
정기연주회

3/10

3/24

출연자 쏘왓
주최 쏘왓

출연자 서울CCC
주최 서울CCC

다양한 장르의 재즈곡을 들을 실 수 있는
공연이다.

서울CCC 50여 개 캠퍼스에서 CCC와 연결된
새내기들과 새 친구들을 초청하여 뮤지컬, 간증,
말씀 등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 대한
소중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시간을 갖는다.

(금) 19:00

쏘왓 정기공연

(금) 19:00

2017 서울CCC여우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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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INSIDE

연세 INSIDE

신간안내

지금 SNS에서는

사회사상과 철학적 깨달음
저자: 박정순
출판: 철학과 현실사

지금

SNS
에서는

2

February

2월의 캠퍼스는 방학 내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학생들로 연신 시끌벅적했다. 캠퍼스 곳곳에서 연
세대학교 학생이 되었다는 들뜸과 설렘으로 가득한 예비 새내기들이 보였다. 이제는 어엿한 선배가
된 2, 3학년 학생들도 새내기맞이와 새 학기 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었다. 3월. 새로운 시작을 앞
둔 이달의 키워드는 ‘연세 5문 사용설명서’, ‘윤동주’, ‘전지적 연세인 시점’이다.

인문예술대학 철학과 박정순 교수가 출간한 이 책은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철학자이며 정치평론가인
프린스턴 고등학술연구소 마이클 월저 교수의 사회사상을 본격적으로 다룬 우리나라 최초의 저서다.
월저 교수의 사회사상에서 핵심적 이론인 복합평등의 철학적 기원을 찾아가는 이 책은 복합평등의
기원이 철학의 여신과 마방진과 연계되며, 더 나아가서 우주론의 균일성과 등방성 원리들과 복잡계
이론과 카오스와 창발과도 연계됨을 밝힌다.

하나,

연세 5문 사용설명서

아직은 신촌이 낯선,
신촌 새내기를 위한 일명 ‘5문 꿀팁’

이러한 복합평등의 기원과 연계성 찾기를 통해 독자들은 인문·사회과학적 상상력과 아울러 자연과

#학생_여기_동문이_어디에요?

학적 상상력을 발휘하며 융합적이고 통섭적인 사유를 통해 “인간세계와 우주를 관통하는 궁극적 원

#동공지진

리”와 “철학적 깨달음의 최고 정수”를 향유하게 될 것이다.

정문, 남문, 동문, 서문, 북문. 연세대학교에는 5
개의 문이 있다. 그런데 캠퍼스가 워낙 크고 넓

셋,

전지적 연세인 시점
사진 6,000장을 이어붙여 만든,
전지적 연세인의 시점에서 바라
본 연세의 캠퍼스

어, 이 5개의 문은 서로 굉장히 멀다. 특히 대로변
과 멀리 떨어진 동문과 북문, 그리고 서문은 위치
는 물론이고 이름도 헷갈릴 때가 있다. 이에 연세
대학교 페이스북과 블로그가 학생들을 위한 5문
사용설명서를 만들었다. 이 사용설명서에는 5개
문의 위치와 각 문과 가까운 학교 건물들에 대한
● 시상내역

제12회
연세사회봉사상
수상후보자 추천안내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많은 학생들이 이

표창패 및 상금 400만원

페이스북 게시글의 댓글을 활용해 연세의 5문을
100퍼센트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공유했다.

● 수상자 발표 및 시상일

#정답_전지적_연세인_시점

가. 수상자 발표: 2017. 3. 29.(수) 연세자원봉사단 홈페이지
나. 시상일시: 2017. 4. 8.(토) 창립기념식 ※예정

● 추천대상

늘 보던 캠퍼스. 혹시 늘 보기 때문에 그 아름

둘, 윤동주

으로 “연세와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분들을 발
굴하여 연세사회봉사상을 수여하고자 합니
다. 주변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헌신적으로

되는 연세구성원(재학생, 동문, 학부모, 교직원, 기타 연세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및
관련단체

● 추천방법 및 접수
가. 추천방법: 아래의 연세자원봉사단 소정양식에 작성하여 다음 주소로 우송(소정 양식은
연세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love.yonsei.ac.kr)의 공지사항에 “연세사회봉사

다움을 미처 느끼지 못하지는 않았을까? 바
쁜 일상 속에서 미처 느끼지 못했던 연세의
캠퍼스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이 있

사회봉사에 대한 신념과 희생정신으로 섬김의 본이 되거나 축적된 업적들이 사회의 귀감이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인 진리와 자유를 바탕

#다음_영상의_서술기법을_고르시오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그시절_별을_헤던_당신의_밤
#윤동주를_기리는_당신의_연세대학교

어 화제가 되고 있다. 바로 연세대학교의 안
지훈 동문이 사진 6,000장을 이어붙인 독특
한 기법을 활용해 제작한 영상이다. 이 영상
은 ‘전지적 연세인 시점’이라는 독특한 이름
을 갖고 있다. 그만큼 연세인의 눈으로 보는
캠퍼스를 그대로 담아냈다는 뜻이다. 연세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시, ‘별 헤는 밤.’ 올해는 시대의 아픔을 시로 노래했던 윤

학교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업로드 된 이

나. 추천기간: 2017. 2. 1.(수) ~ 2017. 3. 17.(금)

동주 시인의 탄생 100주년을 맞는 해다. 동시에 윤동주 시인의 서거 72주기이기도 하다. 연세대학교

영상은 무려 9,000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

여 귀감이 되는 수상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다. 문의 및 접수처

는 윤동주 시인이 남긴 순수한 정신과 가치, 그리고 아름다운 시를 기리기 위해 추모식을 진행했다. 추

했다. 4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좋아요’를 표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담당 ☎ 2123 - 6203, ylove@yonsei.ac.kr)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50 대우관별관 303호 자원봉사센터

모식의 모습을 담은 사진에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좋아요’를 눌러, 연세인의 마음속에 영원히 윤동

시하며, 캠퍼스의 모습을 잘 담아낸 이 영상

주가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에 좋은 반응을 보여주었다.

봉사하며, 나눔과 섬김의 연세정신을 실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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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추천양식”을 다운받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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