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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식 전 총장, 박기일 명예교수 57학번 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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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일 교수팀,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발생 촉매 개발

투르게네프의 언덕
나 는 고 갯 길 을 넘 고 있 었 다 ……그 때 세 소 년 거 지 가 나 를 지 나 쳤 다
첫째 아이는 잔등에 바구니를 둘러메고 바
, 구니 속에는 사이다병
간즈매통 쇳
, 조각 헌
, 양말짝 등 폐물이 가득하였다 .
둘째 아이도 그러하였다 .

!

셋째 아이도 그러하였다 .
텁수룩한 머리털 시
, 커먼 얼굴에 눈물고인 충혈된 눈 색
, 잃어
푸르스름한 입술 너
, 덜너덜한 남루 찢
, 겨진 맨발 ,
얼마나 무서운 가난이 이 어린 소년들을 삼키었느냐
—
아

나는 측은한 마음이 움직이었다 .
나는 호주머니를 뒤지었다 두
. 툼한 지갑 시
, 계 손
, 수 건 ……

.

있을 것은 죄다 있었다 .
그러나 무턱대고 이것들을 내줄 용기는 없었다 손
. 으로
만지작만지작 거릴 뿐이었다

.

다 정 스 레 이 야 기 나 하 리 라 하 고 얘“ 들 아 불
” 러 보았다 .
첫째 아이가 충혈된 눈으로 흘끔 돌아다 볼 뿐이었다 .
둘째 아이도 그러할 뿐이었다

.

셋째 아이도 그러할 뿐이었다 .
그리고는 너는 상관없다는 듯이 자기네끼리 소근소근

—

.

이야기하면서 고개로 넘어갔다
언덕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짙어가는 황혼이 밀려들 뿐

,

.

www.youtube.com/user/ysuniversity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요일 3:18-19)

blog.naver.com/yonseiblog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www.facebook.com/ys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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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는 오는 4월 8일(토) 오전 10

의과대학이 역사적인 통합을 이룬 연·

우리 대학교는 지난해부터 진리와 자유

시 교내 백주년기념관 전시실을 비롯한

세 통합 60주년을 기념해 박물관과 동

의 건학정신을 계승하며 연세의 역사성

각종 공간에서 ‘창립 132주년·통합 60주

은의학박물관이 공동으로 개최한다.

에 바탕을 둔 리더십을 발현하고 연세대

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인물을 ‘연세 정
제중원과 연희의 출발로부터 오늘날에

신을 빛낸 인물’로 선정하는 기념사업을

이르는 132년의 시간 속에서 연·세 통합

시행하고 있다. 제1회 인물로 윤동주 시

연희·세브란스 통합 60돌 맞아

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돌아볼 수 있도

인이 선정된 바 있으며 창립 132주년을

창립기념일 변경

록 두 박물관이 보존해온 대표적인 학교

맞은 올해 제2회 연세정신을 빛낸 인물

의 사진 자료와 문헌 자료가 전시된다.

로서 몽골에서 한국 독립운동을 펼친 이

우리 대학교는 매년 5월 둘째 주 토요일

특히 100년 전인 1917년 학교 부지를 구

태준 선생이 선정됐다.

에 창립 기념행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입해 현재의 신촌캠퍼스를 조성하기 시

연희와 세브란스 통합 60주년을 맞은 올

작하던 광경을 비롯해 연·세 통합과 함

해부터 진정한 통합의 의미를 되새기고

께 진행된 세브란스병원의 이전 공사 과

김용학 총장, 통합 60주년 맞아

자 창립기념일을 제중원 설립일인 4월 8

정 사진 자료들도 함께 제공된다.

‘융합’의 중요성 강조

이어서 오전 10시 30분 금호아트홀 연

이날 김용학 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융

세에서 ‘창립 132주년·통합 60주년 기념

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세 통합 60

우리 대학교의 역사는 1885년 4월 10일,

행사’가 열리며, 정오에는 백양누리 동

주년을 맞아 연구와 교육, 사회봉사 영

한국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었던 ‘제중원

문광장에서 ‘연세정신을 빛낸 인물 선

역에서 이뤄질 상호간의 긴밀한 결합에

(광혜원)’에서 시작됐다. 복음선교사 언

포 및 부조동판 제막행사’가 이어진다.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예컨대, 본교와

일로 변경하고, 매년 4월 둘째 주 토요일
에 창립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1957년 창립기념식

더우드(H. G. Underwood)는 의료선교

의료원이 함께 계획하고 있는 ‘융합사이

사 알렌과 더불어 제중원의 의료사업을

언스 파크’, 의대와 공대의 협업, 선교와

도우며 교육사업과 전도사업을 전개했

봉사 활동을 통합한 ‘글로벌사회공헌원’

다. 제중원을 터전으로 한 두 사람의 의

개원에 관해 언급한다.

료와 교육사업이 오늘날 연세의 뿌리가

창립 132돌 맞아
창립기념일 변경
제중원 설립일인 4월 둘째 주 토요일에 창립기념행사 개최
연희와 세브란스 통합의 의미 강조

됐다. 각각 근대교육기관으로 성장한 연

더불어 김 총장은 “연과 세가 하나 되어

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는

함께 연구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나눔을

처음부터 통합의 꿈을 갖고 출발했으며,

배우고 배움을 나눈다면 60년 이후 우

1957년 마침내 연세대학교라는 하나의

리의 후배들은 오늘의 첫 통합기념식의

대학이 됐다.

의미를 기억하고 기념할 것”이라며 통
합 60주년의 의미를 강조했다.

기념 전시회 비롯한 다양한 행사 진행

한편, 이날 ‘창립 132주년·통합 60주년

연세정신을 빛낸 인물 선포 …

기념행사’에서는 연세학술상, 사회봉사

대암 이태준 선생

상, 의학대상, 장기근속상, 연세창업대
상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먼저 오전 10시 백주년기념관 전시실에
서 ‘연·세 합동 60주년 기념 전시회 개
막식’이 열린다.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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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연세 가족 여러분
오늘은 뜻깊은 날입니다. 연·세가 하나가 된 지 60년 만에 처음으로 창립기념식을 함께
갖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광혜원이 세워진 지 132년 만이요, 조선기독대학이 세워진 지

“지금부터 연과 세가 참으로

룹이 융합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 심혈관 의료기기나 영상 기기 등의 분

하나 되어 함께 연구하고

야에서 의대와 공대가 벽을 허물고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첫 걸음이 한국 의료기기

교육하고 그리고 나눔을

산업을 발전시키고 창업으로 이어져 연세의 교육과 연구, 재원확보의 새로운 길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02년 만입니다. 오늘 이 기쁜 행사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허동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배우고 배움을 나눈다면 60년

이사님들과 박삼구 총동문회장님, 전임 총장님들,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들께 환영과

이후 우리의 후배들은 오늘의

미래의 교육에서도 융합은 핵심 키워드입니다. 교육 목표는 융합적 사고에 근거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첫 통합기념식의 의미를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Creativity)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정되어야 합니다. 전공

창립 132주년과 통합 60주년을 맞은 오늘 우리는 본교와 세브란스에서 각각 열리던 창

새롭게 기념할 것입니다.”

질문에 답을 잘하는 학생보다 호기심 가득한 질문을 던지는 학생들을 키워내야 합니
다. 또한 미래사회에서는 똑똑함으로 표현되는 인지적 능력보다 원만한 대인관계로 측

립기념 행사를 한자리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알렌, 언더우드, 그리고 에비슨 선

정되는 비인지적 능력이 훨씬 중요해진다고 합니다. 22세기까지 살아갈 우리 학생들이

교사께서 오래전 품었던 꿈을 완성시키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알렌 선생이 제중원을

미래의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도 다른 이의 아픔을 내 것으로 내면화하여 공감

떠나신 후, 언더우드와 에비슨 선교사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의 연세를 위한 모

하는 성품이라고 합니다. 친화력, 공감능력, 배려와 같은 소프트스킬이야말로 연·세가

금활동도 함께 하셨고 조선기독대학이 설립되자 나란히 교장과 부교장으로 봉사하셨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미 교실과 생활공간 사이의 벽을 허문

습니다. 초창기부터 세브란스와 연희는 이름과 위치만 달랐지, 한 몸이었던 것입니다.

RC교육을 통해 서로 다른 전공 학생들과의 토론과 교감을 나누며 공감능력을 키워가

1956년 10월 연세대학교라는 이름을 탄생시키며 이듬해 4월, 마침내 연과 세는 하나로

고 있습니다.

합쳐졌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연세는 물리적으로만 결합되었지, 화학적으로 제대로
결합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봉사의 영역에서도 융합을 시작합니다. 창립 132주년, 그리고 통합 60주년을 맞
이한 오늘 본교와 의료원의 각 소속기관들이 따로 수행해 왔던 다양한 선교와 봉사활

이제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하는 길목에서 우리는 연과 세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동을 통합하여 글로벌사회공헌원을 개원합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

야만 합니다. 함께 있으면서 함께 하지 못했던 한계를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온 다양하고도 중첩된 봉사 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국내외에서 벌여온 사

세상에서 우리는 함께 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대학의 기본적 사명인 연구와

회공헌활동을 통합해 운영하려고 합니다. 연세는 우리 사회와 지구촌 곳곳에 산적한

교육 그리고 사회봉사 영역에서 상호간의 긴밀한 연결이 너무도 절실합니다. 둘이 진정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깊이 참여하는 대학(engaged university)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연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존경하는 연세인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지난 60년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60년을 내다봅니다. 지금부터 연과
앞으로는 인류에게 남겨진 마지막 미지의 영역인 생명현상에 대한 탐구가 대학에서 이

세가 참으로 하나 되어 함께 연구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나눔을 배우고 배움을 나

루어지는 연구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의학과 생명과학, 공학 그리고 인접학문들이 한

눈다면 60년 이후 우리의 후배들은 오늘의 첫 통합기념식의 의미를 새롭게 기

캠퍼스에 자리 잡은 연세대학교는 융합학문의 최적지입니다. Life Science의 융합을 위

념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연세가 통합을 넘어 융합으로 나아가는 첫걸음

해서 본교와 의료원은 “융합사이언스 파크”의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서로를 잇는 길목

을 뗀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에 이를 건립하여 서로의 경계를 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은 물론 생명시스템대학과

1957년 당시 본관(스팀슨관)에 연세대학교
현판을 거는 백낙준 초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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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 인문·사회과학에 이르기까지 여러 학문분야가 어우러진 공간의 청사진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임을 예배당도 없

이것입니다. 단과대학의 틀 안에서만 이뤄지던 교수들 간의 교류도 이제 연·세를 넘나

고 학교도 없었던 이 땅에서 연세를 통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받들

들며 활발히 이루어져야합니다. 한 캠퍼스에 함께 있으면서 함께 하지 못했던 한계를

어, 오늘 연세의 하나됨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이제는 뛰어 넘어야 합니다. 저는 융합연구만이 연세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유

참석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이 자리

일한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에 계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행히 융합은 작지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미래융합연구원에서는 약 232개 세부전

2017년 4월 8일

공 간의 융합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며, 44개의 교수 연구센터와 17개의 대학원생 연구그

연세대학교 총장 김 용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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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용재상 수상자에
존 던컨 UCLA 한국학연구소장

역대 용재 학술상 수상자
수상년도

전 세계 역사학계 선도하는 한국사학자
척박한 국외의 한국학 연구 후속세대 양성

UCLA 한국학연구소장 존 던컨(John

학술 교류를 선도하고 있다.

Duncan) 교수가 제23회 용재학술상의

활동하는 한 온 힘을 다해 한국어 진흥을 위해 노력하면서 연세대와

1996년(제2회)

Frits Vos(라이덴대학 명예교수)

1997년(제3회)

이가원(단국대학교 초빙교수)

1998년(제4회)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9년(제5회)

민영규(연세대학교 명예교수)

2000년(제6회)

고병익(민족문화추진위원회 이사장)
외솔회

2001년(제7회)

Maritina Deuchler(런던대학교 교수)
전해종(전 서강대학교 교수)

2002년(제8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이광린(특별상, 전 서강대학교 교수)

2003년(제9회)

이기백(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2004년(제10회)

강신항(한국어문연구교육회 회장)

2005년(제11회)

민경배(서울장신대학교 총장)
이영욱(특별상, 연세대학교 교수)

무엇보다 던컨 교수는 척박한 국외의 한

외에서 한국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나 젊은 한국학 연구자들에게

준 선생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그의 탄

국학 연구 후속 세대를 양성하는 데 많

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생 100주년이 되던 1995년에 제정된 상

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가 배출한 박사

으로 국내외 최고의 한국학 학자들에게

학위자만 거의 30명에 이른다. 이들은

수여된다. 올해로 23회를 맞은 용재상은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서 한국학

한국사 연구와 교육에 헌신하며 한국과

연구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한국의 역사를 세계에 널리 알린 존 던

점에서 하나의 ‘학파’를 형성함으로써

한편, 지난 3월 10일에는 던컨 교수의 수상 기념 강연이 교육관 301

컨 교수에게 돌아갔다.

UCLA가 위치한 지명(Westwood)을 딴

호에서 열렸다. ‘한국과 함께 50년’이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 그

‘서림학파(西林學派)’를 구축했다고 자

는 지난 50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사회를 보는

2006년(제12회)

김석득(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부하고 있다.

그의 눈이 어떻게 달라져왔는지를 이야기했다.

2007년(제13회)

김병민(연변대학교 총장)

지난 3월 9일 루스채플에서 열린 시상

그는 특히 한국의 유교에 대한 재평가, 민족형성 문제, 19세기 말과

2008년(제14회)

한태동(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식에는 김용학 총장을 비롯한 우리 대학

20세기 초에 대한 실패 담론 등과 같은 주제들을 연구하며 어떻게

2009년(제15회)

김용섭(전 연세대학교 교수)

던컨 교수는 전 세계의 역사학계를 선

관계자 뿐만 아니라 특별히 고려대학교

한국사에 대한 자신만의 시각을 형성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

도하는 한국사학자로서 특히 고려와 조

염재호 총장이 참석해 시상의 기쁨을 함

했다. 기존 구미 사회과학자들의 지배적 이론에 문제를 제기하며,

2010년(제16회)

김용구(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장)

선시대사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께 나눴다.

우리 민족의 주체적 관점을 인정하며 보편사적 안목으로 한국사

2011년(제17회)

조동걸(국민대학교 명예교수)

2012년(제18회)

남기심(전 연세대학교 교수)

‘한국과 함께 50년’ 주제로 수상 기념강연

남겼다. 주한미군을 통해 한국과 인연을

연구를 정립해나간 것이다.

맺은 후 1972년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졸

이날 김 총장은 “교수님의 학문은 우리

업한 그는 1977년 하와이대학교 석사학

민족의 주체적인 관점에 동의하면서도

이밖에도 던컨 교수는 UCLA에서의 한국사 강의에 대해 설명하며

2013년(제19회)

안휘준(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백낙준 총장님이

위를, 1988년 워싱턴대학교(시애틀)에서

국수주의에 빠지지 않고 보편사적인 안

“한국학자들의 연구를 그대로 따라가기보다 한국학자들의 문제의

2014년(제20회)

진덕규(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어 보급과 한국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목을 제시하신 점에서 용재 선생님이 추

식과 사명감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공감대를 가지고 한국사에 대

구해 오신 ‘동서고근(東西古近) 사상의

한 세계적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학자를 양성하려 한다.”고 말했

2015년(제21회)

김인회(전 연세대학교 교수)

1989년 UCLA 아시아언어문화학과에

화충(和衷)’ 정신과 일맥상통한다.”며 축

다. 나아가 시대에 따라 한국학 내 연구주제와 접근 방법이 다양해

2016년(제22회)

이융조(한국선사문화연구원 이사장)

교수로 부임한 이래, 2001년부터 같은

하의 인사를 전했다.

져 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스승 세대와 현재 한국사 연구자로

2017년(제23회)

John B. Duncan
(UCLA 한국학연구소 소장)

한국어학당이었습니다.

세계화를 위해 만드신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를

8

James Palais(워싱턴대학교 교수)

주인공이 됐다. 용재학술상은 용재 백낙

한국학자가 되기까지

공부한 곳은 연세대학교

1995년(제1회)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번 용재학술상 수상으로 해

주한미군으로 시작된 인연 … 세계적

“제가 한국에서 제일 먼저

용재학술상

배운 것이 저의 학문생활의

대학 한국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하며 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국 역사 연구와 후학 양성 및 한국과의

새로 자라는 신진세대 사이, 한국학계와 미국학계 사이에 조금이
던컨 교수는 “앞으로도 한국학연구자로

라도 교량 역할을 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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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빛난
연세인들,
한국의
위상 높이다

교육대학원 창립 50주년
맞아 기념행사 개최

제19회 KBS 해외동포상 수상

우리 대학 교육대학원이 창립 50주년

아트홀에서 열리는 기념음악회는 교육

을 맞이한다. 1967년 2월, 5개 전공의 석

대학원 음악교육 전공의 졸업생과 재

사학위과정을 개설 인가 받아 당시 박

학생들의 공연으로 이루어지며, 바리

대선 총장이 초대 원장으로 부임한 교

톤 김관동 명예교수, 피아니스트 김금

육대학원은 50년이 지난 오늘날 19개 전

봉 음대학장이 찬조 출연할 예정이다.

공, 1,000여 명의 재학생, 10,000여 명의

이밖에도 기념식에서는 교육대학원 창

동문을 보유한 큰 교육기관으로 성장했

립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김란수 제2

‘다시 듣고 싶은 명강의’부터 기념식까지 다양한 행사 마련

왼쪽부터 박경만 동문, 이배웅 동문

올해로 19회를 맞은 KBS 해외동포상 수

출 가스 오염물을 제어하는 데 기여했

상자 5명 가운데 2명의 연세인이 이름을

다. 이들 제품의 개발로 Kavlico는 직원

올렸다. 한국방송공사 KBS는 지난 1992

이 124명에서 1,500여 명으로 늘어나는

또한 윌슨병원 고위험 임신센터 원장으

다. 나아가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고,

대 원장에 대한 공로패 수여와 많은 금

년부터 대한민국과 한국인의 위상을 높

등 미국 내 고급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

로 재직시에는 헌신적 노력을 통해 수많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

액의 발전기금을 쾌척한 동문들에 대한

이는 데 기여한 해외동포를 발굴해 시

을 했다. 본 사례는 미국 상원 104차 제2

은 여성들과 아기들이 최신 의료 혜택을

하여 한국 교육을 혁신할 인재를 양성

감사패 증정도 이어진다.

상하고 있다. 올해에는 17개국에서 46건

회기에 인용되어 미국 의회가 이민자 감

받을 수 있었다. 이밖에도 1972년 초음파

하고 있는, 현존하는 국내 교육대학원

의 추천서가 접수됐으며, 한승주 심사위

축법안을 부결해 이민 기술과학자에 대

를 의학에 응용하는 지식과 기술을 최초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교육 기관으

정희모 교육대학원장은 “이번 창립 50

원장 등 사회각계의 원로 및 전문가들로

한 제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계기가

로 우리 대학교와 제일병원에 소개하는

로 평가받고 있다.

주년을 계기로 이전에 쌓아온 국내 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본

되기도 했다.

등 국내에 선진의학 지식과 의료기술을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있었다.

보급하고 실용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고의 교육기관으로서의 발자취를 되돌
교육대학원은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아보고, 미래 50년에는 세계적으로도

위해 4월 마지막 주에 다양한 기념행사

인정받는 교육대학원이 되도록 성장의

지난 2000년 Lee&Yum Foundation 자

를 개최한다. 4월 24일(월)부터 4월 29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선교육 재단설립을 통해 사회환원 철학

일(토)까지 이어지는 주간행사에 ‘50주

사회봉사 부문 수상은 우리 대학 의과

을 실천하고 있는 이 동문은 한인 동포

년 기념예배’, ‘다시 듣고 싶은 명강의’,

먼저 우리 대학 물리학과에서 이학사

대학을 졸업(1962)한 이배웅 Lee&Yum

회관과 뉴욕 한인 봉사센터에 후원하며

‘듣고 싶은 동문 특강’, ‘50주년 기념학술

(1963)와 이학석사(1968)를 취득한 박경

Foundation 재단 대표에게 돌아갔다.

한인 동포의 만성 질환 예방 관리를 위

대회’, ‘50주년 기념 음악회’, ‘50주년 기

해 힘쓰고 있으며, 미국 내 세브란스 의

념식’이 열린다.

사회봉사 부문 이배웅 동문
과학기술·산업 부문 박경만 동문

만 동문(前 Kavlico 부사장)이 과학기술·
산업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본교 졸업 후 미국에서 인턴, 레지던트

사협회를 후원해 의료 전문 인재 양성도

과정을 마친 이 동문은 평생을 의학기술

돕고 있다.

교육대학원 개원식(1967.3.10)

50주년 기념행사 안내
일시

행사명

장소

4.24(월) 17:30

50주년 기념 예배

교육과학관 101호

4.24(월) 18:00

다시 듣고 싶은 명강의
(이성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교육과학관 101호

외행정 부총장을 역임한 이성호 명예

4.25(화) 18:00

듣고 싶은 동문 특강
(설민석 역사교육전공 동문)

교육과학관 101호

‘다시 듣고 싶은 명강의’에서는 본교 대

박경만 동문은 1977년부터 27년 동안

과 지역 사회 보건사업 등 의학 발전과

Kavlico Corp.에서 연구 부사장으로 재

봉사활동에 기여해 왔다. 특히 미국 산

한편, 제19회 KBS 해외동포상 시상식은

교수의 특강을 만날 수 있다. ‘듣고 싶은

4.27(목) 13:30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문과대학 100주년 기념홀(위당관 6층)

임하는 동안 획기적인 세라믹 전기용

부인과 의료계를 이끌고 있는 인물 중

지난 3월 7일 KBS 여의도 본사에서 개

동문 특강’은 현재 한국사 강의 분야에

4.27(목) 18:00

50주년 기념 수업시연 경연대회

교육과학관 101호

량(Ceramic capacitive) 압력센서를 개

하나로 그의 도움으로 7,000명 이상의

최됐으며, 수상자들은 수상패와 함께 상

서 주목을 받고 있는 설민석 동문이 강

4.28(금) 19:30

50주년 기념 음악회

연세대학교 금호아트홀

발해 Ford, Chrysler 등에서 자동차 배

아기들이 건강하게 세상의 빛을 볼 수

금 3천만 원을 받았다.

의를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본교 금호

4.29(토) 11:00

50주년 기념식

백양누리 그랜드볼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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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아이로
시각장애인 정보접근성 높여

노벨석학 심포지움 개최
노벨 생리의학상 랜디 셰크먼 교수 방문

<연세소식>과 교내 증명서에 코드 삽입
스캐닝하면 제목과 본문 읽어줘
로 결정, 대학원 진학, 과학자로서의 해
외진출 기회 등의 이야기를 나눴다.
또한 송도국제캠퍼스를 방문해 이경태
<연세소식>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연세소식>을 읽어드립니다

국제부총장, 한균희 약학대학장과 면담
을 가졌고, 송도캠퍼스 투어를 통해 글로

이제 시각장애인도 언제 어디서든 <연세소식>을 ‘소리로’ 읽을 수 있게 됐다. 우리

벌융합원 실험실과 UIC Design Factory

대학은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개선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준수하기 위해

Korea 등을 방문했다. 이어서 셰크만 교

교내 소식지와 증명 발급 시스템에 음성바코드를 도입했다.

수는 Y-IBS Lectureship Program에서 융
합과학부(ISED)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

그 일환으로 지난 3월호(605호)부터 <연세소식> 매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시각장애

신의 생애와 노벨상을 받기까지의 과정

인을 위한 점자 음성변환 바코드인 ‘보이스아이’를 삽입했다. 이를 전용 보조기기 또

을 대담 형식으로 진행하며 학생들과 학

는 스마트폰 무료 애플리케이션 ‘보이스아이(VOICEYE)’를 통해 스캔하면 코드에

문적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저장된 활자 정보가 음성으로 출력돼, 눈이 보이지 않아도 해당 정보를 음성으로 들
을 수 있다.

노벨상 수상자 랜디 셰크만 교수(Randy

포지움에서 셰크만 교수와 우리 대학 교

향후에도 셰크먼 교수는 Y-IBS과학원

W. Schekman)가 지난 3월 20~24일 우

수진은 세포막과 단백질의 기능과 관련

자문교수로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연

시각장애 1급인 김진영 학생은 “효율성 측면에서 따지자면 수요가 많지 않음에도 교

리 대학에 방문해 심포지움 및 세미나에

된 중요한 연구주제를 도출했다. 나아가

구에 대한 평가 및 전문가 그룹(Advisory

내에 이와 같은 서비스가 도입되어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학교가 더 함께

서 연구 현황을 공유하고 특별강연을 펼

이를 공동연구로 실현하는 것은 물론 국

Board)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 대학이 장

사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쳤다.

외 연구진과의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하

기적인 연구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는 데

고 정부 연구과제를 수주하는 등 실제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증명발급 통합시스템 고도화

2013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셰크만

인 협력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초석을 마

교수는 지난해 9월 우리 대학교 생명시

련했다.

스템대학 석좌교수 및 Y-IBS과학원 자

음성변환용 코드

보이스아이

12

한편, 실생활에서 필요한 각종 민원서류에도 보이스아이 코드가 삽입돼 시각장애인

문교수에 임용됐으며, 실질적인 공동연

이밖에도 셰크만 교수는 5일간 우리 대

의 복지 서비스를 강화한다. 종합서비스센터는 증명발급 시스템을 통합하고 이용자

구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대학

학교에 머무르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

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1년간 증명발급 통합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진행

원 생명공학부로 소속이 변경됐다.

해 강연을 진행했다. 먼저 언더우드국제

했다. 시각장애인을 비롯해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

대학의 이공계열 학생들과 생명과학부

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기술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각종 법령을 충족할 수 있게

우리 대학은 셰크만 교수의 최근 연구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과학 분야에서

됐다. 이밖에도 현금으로만 결제 가능했던 무인증명발급기를 신용카드, 티머니, 캐

와 대학원 생명과학부 전공별 교수들의

의 진로탐색’이라는 주제로 멘토링 프로

시비, 휴대폰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연구 현황을 공유하고자 지난 3월 24일

그램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셰크먼 교

2017 노벨석학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심

수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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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주 탄생 100주년

윤동주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개최

2018학년도
입학설명회 개최 안내
새로 도입된 전형 선발 방법 등 주요 정보 소개

음악회, 학술대회 등 다채로운 연중행사 진행

“윤동주와 나” 강연시리즈
입학처에서는 연·세 통합 60주년의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초청
해 캠퍼스 입학설명회를 두 차례 진행한다.

올해는 윤동주 시인(1917~1945)의 탄생
연번

구분

일시
4월 1일(토) 14:00

1
2

4월 12일(수) 15:00

와 더불어 ▲ 새로 도입된 학생부종합전형
면접형 선발 방법 ▲ 수능 이후 실시되는
논술 시험 출제 경향과 준비 요령 ▲ 수시
모집에서만 선발하던 국제계열의 정시모집
선발 방법 등 중요한 새로운 입학정보를 제
공할 예정이다.

3
4
5
6

광주지역 설명회
인천지역 설명회
세종지역 설명회
울산지역 박람회(설명회)

연세대학교 대강당

4월 19일(수)

주년을 기리고자 연중 다양한 행사를 진

광주교육정보원 대강당

리즈, 음악회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윤

5월 20일(토) 10:00

경인교대 대강당

5월 27일(토) 15:40

도담고등학교 2층
대강당

5월 12일(금) 추후 안내

추후 안내

할 예정이다. 또한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소
하기 위한 ‘고교생 학부모 초청 간담회’(회당
350여 명)를 오는 6월 10일(토), 7월 8일(토),

7

울산지역 박람회(논술특강)

5월 13일(금) 추후 안내

추후 안내

8

인천지역학생부종합전형 박람회

6월 3일(토) 추후 안내

연세심포니에타
(연주, 지휘: 이택주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상진 교수
(비올라 독주, 음대 관현악)

윤동주 시문학상
•접수: 2017년 5월 1일 - 2017년 5월 15일

연변 윤동주 백일장

김소희(연극배우 겸 연출가):
9월 6일(수) 5-6시 30분, 신촌캠퍼스
성석제(소설가):
10월 11일(수) 5-6시 30분, 의료원
성기웅(연출가):
11월 1일(수) 5-6시 30분, 송도캠퍼스

국학연구원, 연변대학 공동 학술대회

•날짜: 2017년 5월 20일 연변대학교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금호아트홀

9

고교생 학부모 초청 간담회(1회차)

6월 10일(토) 14:00

10

대전 유성구청 박람회

6월 10일(토) 추후 안내 추후 안내

향후 추가되는 일정은 우리 대학교 입학처

고교생 학부모 초청 간담회(2회차) 7월 8일(토) 14:00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금호아트홀

13

부산지역 박람회

7월 15일(토) ~ 16(일)

해운대 벡스코 제1
전시장 및 세미나실

14

고교생 학부모 초청 간담회(3회차)

8월 5일(토) 14:00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금호아트홀

15

고교생 학부모 초청 간담회(4회차) 8월 26일(토) 14:00

6월 24일(토) ~ 25(일)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음을 기억한다

인이 몸담고 글을 썼던 연세의 정신 속

12

14

것’에게 바쳐진 시인의 삶과 시정신이

나카무라 노리코 교수
(작곡, 교토 시립예술대학)

나희덕(시인, 조선대 교수):
7월 3일(월) 의료원—윤동주 시문학상
시상식

리가 함께 윤동주 시인을 추모하면서 시

세종지역 박람회

입학처 홈페이지 http://admission.yonsei.ac.kr/seoul
문의전화 02-2123-4131

윤동주기념사업회는 “‘모든 죽어가는

임지선 교수
(작곡, 음악대학 작곡과)

임찬상(영화감독, “효자동 이발사”):
6월 12일(월) 5-6시 30분, 원주캠퍼스

추후 안내

11

페이지를 확인해야 한다.

해 고민해 볼 예정이다.

•작곡 및 연주

•시상식: 2017년 7월 3일, 의료원

“윤동주의 시와 삶”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석 전 반드시 홈

시인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

김별아(소설가):
5월 8일(월) 5-6시 30분, 송도캠퍼스

는 사명감으로 사업을 준비했다.”며 “우

8월 5일(토), 8월 26일(토) 오후 2시, 모두 4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일정 및 장소

행한다. 다학제적 국제학술대회, 강연시

정현종(시인): 
4월 4일(화) 5-6시 30분, 신촌캠퍼스 학술정
보원

•날짜 및 장소: 2017년
5월 18일(목) 저녁 8시,

연세대학교 금호아트홀

•날짜: 2017년 5월 20일, 연변대학

윤동주 백일장(원주캠퍼스)
– 전국 고등학생 대상
•날짜: 예심- 2017년 4월
본심- 2017년 8월 9일(추후확정)

연세와 민족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에

회를 시작으로, 각 시·도교육청과 연계한 설
명회와 박람회, 교사간담회 등에 적극 참여

주기념사업회는 ‘윤동주, 새로운 길’이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우리 대학교는 4월 1일(토) 신촌캠퍼스 설명
회와 4월 12일(수) 강남세브란스병원 설명

100주년이 되는 해다. 우리 대학교 윤동
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시인 탄생 100

캠퍼스 내 설명회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8학년도 전형 안내

장소

•강연자

윤동주 기념음악회

추후 안내

에서 80여 년이란 시간을 건너 시인을
만나고, 이 시대를 건너 연세의 정신을

국제학술대회

“윤동주, 새로운 길”

더욱 새롭게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기조강연: 나까지마 타까히로 교수
(일본 동경 대학) 외

전했다.

•날짜: 2017년 12월 8일(금) - 9일(토)

윤동주 탄생 100주년 기념식
•날짜: 2017년 12월 8, 9일(추후재공지)

윤동주 시비 주변
재정비 사업 및 봉헌식
•날짜: 2017년 12월

•장소: 문과대 100주년 기념홀

문의전화 02-2123-2253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금호아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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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연세

칭찬편지·
UCC 공모전

Y

O

N

S

E

I

당신에게 연세란 어떤 의미인가요?
연세대학교가 당신의 칭찬을 기다립니다.

칭찬대상

화제의 인물

연세사랑

창업톡톡

김우식 전 총장
박기일 명예교수

송현욱 동문

연세-넥슨√i RC
창의플랫폼

김범준 대표

연세와 관련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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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소식〉에
참여1

여기연세인

‘칭찬편지’

를 보내주세요!

참여2

‘59초 영상
콘테스트’에 참여하세요!

참가대상 : 제한 없음

참가대상 : 제한 없음(개인 또는 팀)

형식

형식

300자~1000자 내 자유 형식(사진 별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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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규격양식을 작성하여 3월 26일까지
우편 및 이메일 접수

접수

4월 30일까지 참가신청서 및 영상 원본파일 제출
시상

시상
4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수상작 발표
최우수작 3명(30만원 상품권)
우수작 5명(10만원 상품권)
행운상 무작위 20명(2만원 상품권)

5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수상작 발표
대상 200만원(1점)
최우수상 100만원(1점)
우수상 30만원(2점)
입선 10만원(5점)
※ 시상 기준에 적합한 응모작이 없을 경우
시상 내역을 조정하거나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접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연세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문의처 : 연세대학교 홍보팀

02)2123 - 2071, 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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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PEOPLE

여기연세인

연세 통합의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인 1957년,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

의미를 돌아보다

재탄생한다. 당시 연세에 입학한 57학번 동문들이야말로 그

의학전문학교는 마침내 ‘연세대학교’라는 새로운 교명으로
역사의 현장을 온몸으로 경험한 산증인일 것이다. <연세소
식>에서는 연·세 통합 60주년이라는 뜻깊은 날을 맞아 그

통합 1기 입학생
김우식 전 총장
(화학공학 57)
박기일 명예교수
(의과대학 57)

의미를 조명하고자 사회의 귀감이되는 두 명의 57학번 연세
인 김우식 전 총장과 박기일 명예교수를 만났다.
제1회 교내체육대회

전교생 채플

우리 사회의 대표적 과학기술인으로 꼽히는 김우식 전 총장
은 대통령비서실장,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을 등을 지내

고등학교라는 별명은 있었지만 캠퍼스 분위기는 아주 좋

였을 겁니다. 지금도 연고전을 하긴 하지만 옛날 같진 않지

며 오늘날까지 과학기술 발전에 힘쓰고 있다. 신장이식의 선

았습니다. 그때 연세대학교는 이른바 ‘연희고등학교’라고

요.

구자로 불리는 박기일 명예교수는 국내 신장이식을 활성화

불렸어요. 대학에 들어가면 자유로울 것 같았지만 실상 들

하고 수십 명의 이식전문가를 양성해 학문 발전을 이끄는 등

어와 보니 그게 아니었지요. 교복을 입고 가슴에는 연세대

김: 저도 연고전의 추억을 잊지 못합니다. 그 날은 다 미치

의학 분야의 귀감이 되고 있다. 서로 다른 분야에서 교육 및

학교 배지를 달고 다녔죠. 학점이 안 나오면 그 다음 학기

는 날이에요.(웃음) 명동에서 스크럼을 짜고 몰려 있는데

사회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이들은 대담을 통해 연세 통합

에 다시 딸 수 있는 게 아니라 낙제였어요. 실상 고등학교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 선배라며 박수를 쳐주고 데려가서

60주년을 돌아보며 연세의 과거와 오늘, 나아가 미래를 함께

였죠. 장기원 선생님 등 특히 유명한 선생님들이 계셨지요.

술을 사주기도 했어요. 당시 ‘열차집’이라는 빈대떡집에 우
리들을 20명씩 데려가셨어요. 지금도 연고전이면 동문회

논의했다.
김: 장기원 선생님, 저도 참 생각이 납니다. 어찌나 엄격하

장이 학교 정문에서 맥주를 나눠주곤 하는데 당시의 선배

시고 꼼꼼하셨던지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 ‘장석두’라는 별

사랑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Q. 통합 당시 시대상과 전반적인 캠퍼스 분위기가 어떠했는

명으로 불렸지요. 당시 등교 시간에 건물 앞에 지켜서고

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셨는데 교복을 입지 않으면 수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

또 기억에 남는 건 1학년 당시 신입생 환영회입니다. 입학

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간 친구가 건물 뒤 유리창으로 교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선배들이 신입생 환영회를

김: 당시는 전쟁이 끝난 지 몇 년 되지 않은 때라 참 어려운

복을 던져주면 그걸 입고 들어가기도 했어요. 구두 조사를

해준다며 음식점이 아니라 루스채플 아래에 있던 수경원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신촌로터리가 버스 종점이었는데

하기도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굽이 닳지 말라고 쇠(징)을

이라는 능으로 모이라고 하더군요. 선배들이랑 선생님들

먼지가 풀풀 나고 비가 올 때는 진흙밭이었죠. 굴다리 옆에

박고 다녔는데 그 쇠가 건물에 닿는다고 징을 빼라고 할

이 다 와서 사이다 한 병과 손가락 과자를 나눠줬습니다.

는 개천이 흐르고 공과대학을 넘어서는 목장길이라 소가 있

정도로 애교심이 강한 분이었습니다. 그밖에도 최현배, 김

그게 60년 전 신입생 환영회였어요.

었습니다. 당시 연세대학교의 자랑거리 중 하나는 자연환경

윤경, 강필승 교수님 등 깐깐하기로 유명한 교수님들이 많

이었어요. 숲이 특히 아름다웠습니다. 뻐꾸기 소리를 들으며

았습니다.

박: 개인적으로는 연세대학교에 두 가지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의과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성적 장학금

수업을 들을 정도였으니까요.

수혜를 받아 6년 내내 등록금을 내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
박: 정말 좋았죠. 신촌로터리에서부터 캠퍼스 건물이 빤히

Q. 학창시절 특별히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다면 말씀해주

습니다. 의과대학의 신세를 많이 졌지요. 또 하나는 우리

보여요. 그런데 지금과 마찬가지로 눈으로 보이긴 하지만 거

세요.

집사람을 연대에서 만났습니다. 의대 동기였는데 65년에
결혼해 지금까지 그 사람과 살고 있어요.(웃음) 이렇게 학

리가 정말 멀었죠. 늦었을 때 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었습

18

니다. 특히 시험이 있는 날은 어찌나 멀던지요. 처음에는 좀

박: 뭐니뭐니해도 연고전이죠. 이기고 지고는 둘째 문제였

교에 많은 신세를 져서 늘 이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뛰어봤지만, 뛰어도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를 하곤 했습니

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양교가 스크럼을 짜서 서울 시내

하며 살아왔습니다. 당시 의과대학에서는 다소 취약했던

다.(웃음) 지금은 너무 커져서 옛날 같은 운치는 없어요.

를 돌아다니는데 연대가 종로로 가면 고대는 을지로로 나

장기이식 분야를 선택해 열심히 연구해온 것 역시 나를 키

오는 식이었어요. 진짜 낭만이었죠.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

워준 학교를 위해 뭔가 기여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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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통합은 지금 보면

Q. 입학 후 6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연세대학교가 지켜오고 있는 전통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시대의 흐름을 앞서간
것이었습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을 보면 융합과 통섭을

없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연세대 역시 바이오산업에 적극적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아프리카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태동이 되면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요

등 오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한 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며, 앞으로 60년의 시너지가 붙으면 연세 발전의 원
김: 무엇보다 연세대학교는 기독교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켜오고 있는

동력 될 것입니다.

것 같습니다. 그 바탕이 학생들에게 기독교 대학이라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우리 졸업생
이라 그런지 별난 구석이 많지요.

통한 경쟁력 도출이

채플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바뀌었지만 당시에는 노천극장에서

김: 그렇습니다. 그 당시 통합은 지금 보면 시대의 흐름을 앞서간 것이었습니

선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전교생이 모여 채플을 들었는데 서로 누군지 모르지만 함께 지내며 유명한

다. 지금 시대의 흐름을 보면 융합과 통섭을 통한 경쟁력 도출이 중요해졌습

선생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당시 채플에서 들었던 “연세는 연세인

니다. 연세대학교는 과거 통합을 바탕으로 오늘날 의생명 융합연구를 비롯해

아니니까요. 더불어 다른 대학과

의 연세요, 이 나라의 연세다. 그리고 세계의 연세이어야 한다.”는 백낙준 선

융합연구를 하기에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생님의 말씀은 감명 깊이 남아, 제가 총장시절 연설 등에서 많이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차별화되는 연세만의 ‘풍’을 잘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에는 4년제 대
학이 200개 이상 되는데 연세 통합이 미래 대학 사회의 모델이 되리라 봅니

이밖에도 5월마다 하는 재상봉행사는 연세대학교만의 자랑이자 전통일 것입

다. 연세대학교의 통합이 한국 대학사회 발전의 시금석이 되길 기대합니다.

니다. 특히 총장공관 오찬에는 1,000명 이상의 25주년, 50주년 동문들이 오는
데 교내 구성원들이 온 힘을 모아 식사를 대접하지요. 연세대이기 때문에 가
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75주년 행사도 해야 하지 않나 싶습

Q. 대학 선배, 인생의 선배로서 연세의 청년들에게 조언의 말씀을 부탁드립

니다.

니다.

박: 김 전 총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역시 연세의 전통이란 기독

박: 그동안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 가든

교 정신에 입각한 나눔의 전통일 것입니다. 예컨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아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남보다 한 시간 일찍 나오고 한 시간

프리카 등 오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우리 졸업생이라

늦게 나오라”는 말이 있는데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말에는 진리가 숨어 있습니

그런지 별난 구석이 많지요. 선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더불

다. 요즘은 정말 살기가 힘들고 사회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자기 분야

어 다른 대학과 차별화되는 연세만의 ‘풍’을 잘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결국 극심한 경쟁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좌절하지 말고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정진하기를 바랍니다.

Q. 연·세 통합 60주년이 오늘날 우리 대학사회, 혹은 사회 전반에 던지는 메

김: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다 성숙한 자아를 만들

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기 위해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건강 관리, 실력 배양, 인
격 수양 등 다양한 방면에서 자신을 아껴주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타인과 더

박기일

박: 어느덧 연세가 통합된 지 60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 백낙준, 김명선 선

불어 사는 데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베풀고 봉사

1974.2

연세대학교 총장

생님 두 분의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이죠. 두 기관이 통합하면서 시너지 효과

한다면 이 세상의 갈등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세의대 졸업 및 同대학원 의학박사

2004.2 ~ 2005.8

가 생겼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의료원이 빠지면 이빨 빠진 종합대학이요, 세

제27대 대통령비서실장

브란스도 연대라는 큰 틀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자체로 발전의 한계가 있

취업난 등으로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 생각하고 철저

었을 겁니다. 당시의 통합이 오늘날 크게 발전한 기틀이 된 것이지요.

히 자기관리를 해보세요. 나아가 여유가 생긴다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공

2001.9 ~ 2002.2

헌하는 우리 연세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브란스병원 및 분당차병원 장기이식센터 소장

김우식
2000.8 ~ 2004.2

2006.2 ~ 2008.2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2009.2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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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창의공학연구원 이사장

그 통합의 중요성은 오늘날에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2009.4 ~ 현재

세계적으로 바이오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간산업으로 클 가능성이

(사)과학문화융합Forum 이사장

있는 분야이지요. 이는 나아가 임상과 기초를 합쳐서 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1995.2 ~ 2001.2
연세의대 외과학교실 주임교수 및 세브란스병원
외과부장

1995 ~ 2001
대한이식학회 및 아시아이식학회 회장

2001.10 ~ 현재
대한이식학회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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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인물

연세사랑

“통일법의 불모지를

지난 2월, 우리 대학에서 최초로 탈북자 출신 첫 법학박사가 탄생했다.

연세-넥슨√i

개척해가고 싶어요”

2001년 홀로 한국에 들어온 송현욱 동문은 2007년부터 우리 대학에서 10여 년

RC창의플랫폼

의 석박사 과정을 거쳐 “통일 이후 북한 고용제도의 재편에 관한 연구”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논문을 통해 과거 통일 독일의 사례를 분석

새터민 1호 법학박사
송현욱 동문

해 통일 한국에 적용시킬 수 있는 기업의 고용 모델을 제시했다. 그의 연구결과

협약식 맺어

는 통일 대비 차원에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실업, 고용, 기업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북한에서도 인문학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인문학은 출신 성분이 좋아야만 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창의 인재 양성

택할 수 있는 탓에 기회가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기계학을 공부했지만 늘 인문학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는 그는 한국
에 온 뒤 국내 사립대 경영학과에 편입했다. 하지만 남북한 학문의 격차가 큰
상황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방황의 시간을 지내야만 했다. 또한 생계를 위해 주

우리 대학교와 넥슨의 지주회사인 ㈜엔

에는 우리 대학 창업지원단과 넥슨에서

서 ‘연세-넥슨√i RC창의플랫폼’ 프로그

차관리 요원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약자를 위한 법학’에 관

엑스씨가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연결해주는 전문가 멘토링 지원을 받으

램의 총 운영을 맡게 되며, 이를 통해 신

심을 갖게 됐고, 두 차례 실패 끝에 우리 대학 법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됐다.

교육 방안의 일환으로 ‘연세-넥슨√i RC

며 문제해결 역량을 키우고, 2학기에 최

입생들은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

창의플랫폼’을 구상한다. 이는 4차 산업

종 결과물을 산출하게 된다.

를 뿐 아니라, 새로운 것에 도전하여 스

“입학을 한 뒤에도 소소한 정보를 제때 알지 못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

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는 바람에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종합시험이나 기타 규정을 충족시키는 데 시

위해 우리 대학교가 창의융합형 교육의

팀별 활동이 마무리되는 11월에는 ‘연

간이 지체되기도 했고요. 쉽지 않았지만 강수미, 백태순, 김태훈 교수 등의 도

하나로 실시하는 것으로, ㈜엔엑스씨는

세-넥슨√i RC창의플랫폼 공모전’을 개

움을 통해 논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고 대학원 사무실 도움을 통해 크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이 프로

최하여 최우수상 1개팀과 우수상 5개팀

지난 3월 10일 총장실에서 열린 협약식

작은 행정 문제들까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학비의 많은 부분을 연

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을 선정한다. 최우수팀에게는 상금과 실

에서 김용학 총장은 “허수에 루트를 씌

리콘밸리 등의 해외연수 기회가, 우수팀

운 루트아이라는 프로그램의 이름에서

세대학교에서 지원해줬습니다. 서울의 크리스천 재단과 연세대학교 새터민

양할 수 있다.

생활 장학금을 통해 생활비를 지원받아, 힘든 석박사 기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

‘연세-넥슨√i RC창의플랫폼’은 지난

에게는 상금과 국내연수 기회가 제공되

알 수 있듯이 RC창의플랫폼은 호기심

니다.”

2016년 2학기에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며 전시회를 통해 모든 팀들의 프로젝트

유발 프로젝트”라며 “넥슨에서도 앞으

‘RC창의플랫폼’이 확대된 것으로서 학

수행 결과를 교내 및 일반에게 공개할

로 좋은 아이디어와 지속적인 지원을 통

통일법이 불모지에 가까운 우리 대학교에서 관련 학술 연구를 계속해나가고

생들이 도전 정신을 기르고, 창의적 아

예정이다.

해 연세의 창의교육에 보탬이 되어주길

싶다는 송 동문은 “이제는 소소하게라도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금전적, 학술적

이디어를 직접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

나눔을 통해 되돌려 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법학 논문 횟수를 늘이는 한

는 우리 대학만의 차별적 창의교육 프로

‘연세-넥슨√i RC창의플랫폼’은 우리

편, 약자들을 위한 법을 제정할 수 있는 토양 조성에 힘쓰고 싶다.”며 “머지않

그램이다.

대학교가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RC교육원 관계자는 “‘연세-넥슨√i RC

Residential College(이하 RC) 교육 환경

창의플랫폼’에는 총 100여 팀 500명 내

넥슨과 함께하게 될 ‘연세-넥슨√i RC창

에서 이루어진다.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

외의 학생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

한편, ‘새터민 1호 법학박사’라는 그의 이야기는 매일경제신문 등에 크게 보도

의플랫폼’은 1년간 장기적으로 진행될

이 함께 생활하며 학습하는 RC는 학생

다.”며 “넥슨의 지원과 연세대학교 관련

됐다.(관련기사: 탈북자 출신 첫 법학박사 탄생 “목숨 걸고 온 보람 느낍니다”)

계획이다. 먼저 1학기에는 창의 특강을

들이 공동체 안에서 협업하며 새로운 문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의미있는 성

통해 도전정신을 기르고, 팀별로 프로젝

제를 발견하고 현장 경험과 실습을 통해

과를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

트를 구상한 뒤 중간점검 피드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을 수행하는 데 최

했다.

문제의식을 구체화한다. 여름방학 동안

적화된 환경이다. 학부대학 RC교육원에

은 미래에 교단에 서서 한국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취재: 이경재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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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도전정신을 함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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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톡톡

라프텔, 범람하는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현실 속에서 오늘날 창업은 학생들의

평가 데이터와 이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서도 정작 인식 자체는 크게 개선되지

합류하게 되는데 기여한 게 아닌가 생각

새로운 진로가 되고 있다. 우리 대학은 창업이 자연스러운 대학문화로 자리

만화에 특화된 추천 엔진은 넷플릭스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만화에 대한 인

됩니다.

만화 콘텐츠의

잡을 수 있도록 창의성에 기반한 도전과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유사한 추천 신뢰도를 달성했습니다. 추

식을 바꾸고 나아가 건전한 만화 생태계

<연세소식>에서는 ‘창업톡톡’이라는 새로운 코너를 통해 실패에 굴하지 않

천 엔진의 성능 개선과 차별화된 비즈니

조성에 일조하고 싶어 해당 슬로건을 차

등대가 되다

고 엉뚱한 발상을 새로운 미래로 만들어나가는 연세 창업인들의 솔직담백한

스 모델을 붙이기 위해 최근에는 애니메

용했습니다.

이야기를 소개한다.

이션에 특화된 영상 분석 시스템 연구에
팀원 구성을 보면 스타트업답게

A. 프랑스에서는 만화를 제9의 예술로

기업이 상당히 젊고, 연대 출신 동문들

정의할 정도로 만화에 대한 예술성을 높

이렇게 만화에 특화된 기술이 향후 만화

도 상당 수 있다는 것이 눈에 띄는데요.

게 평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A. 라프텔은 개인화 만화 서비스입니다. 만화 콘텐츠가 넘치는 시대에 자신

디지털 콘텐츠 커머스 시장에서 경쟁 우

어떤 경로로 현재의 팀을 모으게 되었

만화를 많이 소비하면서도 정작 인식 자

의 취향에 맞는 만화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

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요?

체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죠. 저는 좋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만화 큐레이팅 서비스 ‘라프텔’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범준 대표
(전기전자공학 04)

앞으로의 포부와 계획을 듣고 싶
습니다.

용자의 취향을 분석하는 개인화 추천 엔진을 통해 콘텐츠 소비 만족도를 높

은 작품을 소비하는 경험이 만화에 대한
회사 소개에서 “만화는 제9의 예

A. 스타트업은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식을 바꾸고 나아가 건전한 만화 생태

술”이라고 말했는데요. 어떤 의미인가

성과가 회사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그래

계 조성에 기여할 거라 믿어요. 독자들

요?

서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는 신뢰할 수

이 자신의 취향에 꼭 맞는 좋은 작품을

있는 사람들을 신중하게 모으다 보니 자

보다 쉽고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전 세계

이고, 영상 분석 시스템을 통해 콘텐츠 이용자의 부담을 덜고자 합니다.
어떤 계기로 라프텔을 창업하게 되었나요?
A. 만화는 독자의 취향이 매우 크게 작용하는 콘텐츠 중 하나입니다. 영화, 도

A. 프랑스에서는 20세기 초 연극, 회화,

연스레 오랜 시간 알고 지내던 분들이

만화 작품들과 독자들을 연결해주는 세

서, 심지어 일반 상품들을 판매하는 쇼핑몰에서조차 개인의 취향을 고려한

무용, 건축, 문학, 음악, 영화, 사진에 이

합류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계적인 서비스로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추천을 제공하고 있는데, 정작 만화에는 이와 같은 기술적 시도가 아직 없다

어 만화를 제 9의 예술로 정의하며 그

동문 출신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또한

는 점이 참 아쉬웠습니다.

예술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

창업지원단의 도움으로 사무실이 교내

만 국내의 경우, 만화를 많이 소비하면

공학원에 있는 점도 동문 출신들이 많이

(취재: 이경재 학생기자)

최근 국내에서 웹툰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다양한 웹툰 플랫폼들이 우
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고, 웹툰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화 콘텐츠들을 정리하고 취향에 맞게 추천해 주는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만화/애니메이션에 특화된 스타트업은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양
산을 띄고 있는데요 어떤 점에서 틈새시장과 기회를 보셨나요?
A. 3강 체제가 잡힌 웹툰 시장과 달리 디지털 만화, 애니메이션 스트리밍 시
장은 아직 TOM(Top of Mind)이 형성되지 않아서 스타트업으로서 기회가 있
다고 생각했습니다. 만화는 서브컬쳐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다른 콘텐
츠 산업대비 저평가를 받고 있어 기술이 접목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다고
판단했고요.
저희는 만화에 특화된 추천 엔진과 애니메이션에 특화된 영상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북스의 120배에 해당하는 500만 개 이상의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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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자 하나를 백금 원자로 치환하여 합금 거
대원자입자를 제조하고, 이를 수소 발생 반응
촉매로 이용했다. 실제 물분해 수소 발생 반응
결과, 0.1 V 이하의 매우 낮은 과전압을 가지며,

어된 거대원자입자(Superatomic Particle) 제
조 기술을 이용하여 세계 최고 성능의 수소 발
생 반응(Hydrogen Evolution Reaction) 촉매를
개발했다.

성과 전기화학특성 연구를, 같은 연구팀의 최우
준 연구원(공동 제1저자)이 촉매활성평가 연구

은 단위시간당 수소 발생량을 나타낸다. 이 결
과는 새롭게 설계·제조된 거대원자입자 촉매
가 기존의 촉매 시스템보다 성능이 우수함을
입증한 것이며, 현재까지 보고된 모든 수소 발
생 촉매 중 최고 수준의 성능이다.

의 전·자기적, 광학적, 전기화학적 특성이 구
성 원소의 종류, 개수, 조성, 구조 등에 따라 매
우 민감하게 변화하는 원자 수준에서 특성 제
어가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기능 소재다.

하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은 흡착에너지를 가
질 때 최고의 촉매 활성을 나타낸다. 연구팀은
반응물인 수소이온에 대해 ‘0’에 가까운 흡착
에너지를 가지는 거대원자입자를 설계·합성
했고, 그 결과 최고 수준의 촉매활성을 나타낸
다는 사실을 실험적인 방법과 전산모사법을
통해 입증했다. 이는 거대원자입자의 조성을
제어하여 반응물에 맞는 흡착에너지를 갖는
반응 맞춤형 촉매의 개발 가능성을 보여주는
최초의 연구결과이다.

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나아가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효과적으로 발생시키고자 하는 촉매의
개발이 지난 수년간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수
소 발생 촉매로는 귀금속인 백금이 주로 사용
되고 있으나, 소재의 높은 가격과 낮은 안정성
이 문제시 되어 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촉매 개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촉매의 복
잡한 구조 및 합성과정, 그리고 반응에 필요한
높은 과전압과 낮은 수소 발생 효율의 문제로
실용화는 요원한 실정이다. 이 교수 연구팀은

촉매 시스템을 통해 수소 에너지 상용화에 한

념 촉매 기술을 제시했다.

단계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이 교수는 “새롭게 개발한 합금 거대원자입자

기존 촉매 개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신개

거대원자입자가 갖는 조절성에 주목함으로써,

학과 데엔 지앙 교수 연구팀이 촉매반응에 대한

반응을 촉진 시키는 촉매는 반응물과 너무 강

없고, 환경 친화적이기 때문에 차세대 에너지

a) 거대원자입자: 단일원자-나노입자 사이의 전이영역에 해당
함. b) 원자 수준에서 제어된 합금 거대원자입자. c) 합금 거대원
자입자 촉매와 백금 촉매의 수소 발생 속도 비교

전산모사 연구를 수행했다.

를 수행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화

수소 에너지는 채굴량 한계 및 지역 편재성이

규주 박사(공동 제1저자)가 거대원자입자의 합

게재됐다. 이번 연구에서 이 교수 연구팀의 곽

Communications)’ 온라인판에 지난 3월 10일에

인 학술지 ‘네이쳐 커뮤니케이션즈(Nature

기존 유사 촉매 시스템 대비 무려 15배나 더 많

이루어진 매우 작은 크기의 나노입자다. 입자

지원을 받아 수행된 본 연구 결과는 세계적

발생 속도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는

미래창조과학부의 Korea CCS 2020 사업의

을 것”이라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관련 분야의 맞춤형 촉매 개발에 응용될 수 있

수소 발생 반응 외에도 다양한 에너지 및 환경

번 연구에서 개발한 거대원자입자 제어 기술은

거대원자입자는 최대 수백 개의 금속 원자로

기존의 백금계 촉매에 비해 2.3배 증가한 수소

연구팀은 금으로 구성된 거대원자입자의 중심

이동일 교수(화학과) 연구팀이 원자 단위로 제

거대원자입자에 기반한 맞춤형 촉매 기술 제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발생 촉매 개발

이동일 교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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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스를 바이오 임플란터블 유연 회로 소자
의 방수제로 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일
리노이대학교(UIUC), 노스웨스턴대학교
(Northwestern), 조지워싱턴대학교(GWU), 듀

(Bio-medical) 소자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 소
자들을 이용해 정확히 신호를 읽어 질병을 진
단하고 적절한 시기에 약물을 주입해 더욱 효
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Nature Biomedical Engineering)’에
게재됐다.

체액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게 된다. 따라서 생
체액이 소자로 투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

전자 소자보다 누설 전류가 10,000배 적고 생
체 임플란트 수명은 약 100~1,000배 길다. 본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 향후 생명과
학 및 의학적 응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
다. 예컨대, 현재의 부피가 크고 수명이 짧은 페
이스 메이커 대체해 효과적인 고해상도 뇌질
환 검사 및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아가 유연 전자 소자를 뇌에 이식한 뒤 고해상
도의 생체 정보를 받아 로보틱스와 결합하면

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소자와 생체액의 지속적인 전기 화학 반응
을 통해 신호가 점점 약해지거나 노이즈가 심
해지고 채널들 간의 간섭현상으로 점차 소자
로서의 특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누전
전류로 이어질 수 있는 회로 소자 임플란트 역
시 불가능하다고 여겨져 방수 문제는 바이오
임플란터블 소자 연구 분야에서 풀 수 없는 숙
제로 남아 있었다.

처럼 정교한 의족 의수를 만드는 것도 가능해
질 것이다. 또한 OLED 디스플레이, 고분자 태
양전지, 고분자 소자의 두께 1µm 이내의 초박

부분의 전자 소자는 딱딱하고 유연하지 못한
탓에 사람의 몸에 직관적으로 좋은 계면을 이
루는 데 한계가 있고 장기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유기준 교수(전기․전자공학부)팀은 이러한

보틱 팔과 다리 등을 연결해 정상인의 움직임

한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상용화된 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막 방수제로 사용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

Interface)을 구현해 반신불수가 된 사람의 로

또한 사람의 피부나 장기는 불규칙하고 복잡

유연 인간기계교합(flexible Human Machine

연구팀이 개발한 유연 전자 소자는 다른 유전

화된 소자들은 영구적인 방수가 불가능한 치

절한 방수제 사용은 필수다. 하지만 현재 상용

결과는 네이처 자매지인 ‘네이처 바이오메디컬

이와 같은 소자들은 임플란트 시 몸속에서 생

크대학교(Duke) 등과 공동으로 진행한 본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벽한 절연체의 글

사람 몸에 직접 임플란트 할 수 있는 생물 의학

네이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에 소개

바이오 임플란트 소재 분야 최대 난제 해결

체내 의료용 전자장치 개발

유기준 교수팀,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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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자 뒷면 유연기판 결합

3. 첫번째 메탈 증착 및 패턴
고분자 코팅

1. 트랜지스터 제작 위한 인
불순물 주입 및 소자 생성

6. 뒷면 실리콘 식각

4. 두번째 메탈 증착, 패턴
및 고분자 코팅

2. 실리콘 패턴 및 식각

완전 형성 역소자 공정 기술을 이용한 유연 전자 소자 공정도

단(NRF) 등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미국 국방성(DARPA) 및 한국연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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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의 암세포 대사 조절에 관한 최초의 연

단백질을 이용해 대사물질인 ‘PFKP’를 억제해

발 시 필요한 적절한 프로그래밍 기법 및 명령
어를 검색하는 코드 패턴 분석 및 검색 시스템
JACE를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인터넷상에 존
재하는 다양한 공개 소스 저장소(OSS, Open
Source Storage)의 수많은 소프트웨어 프로젝
트를 분석하여 소스 코드 사용 패턴을 분석한
다.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명령어들은 정형화
된 사용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개발자
들이 작성한 코드를 분석하면 명령어들의 사
용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기법과 명
령어들의 조합으로 제작되며, 이러한 명령어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들의
모든 사용 방법을 이해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을 진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소
프트웨어 개발 시 특정 명령어의 사용 방법이
나 예시를 검색하기 위해 명령어의 공식 홈페
이지를 방문했을 때,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을
해당 홈페이지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일부만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검색 엔진을 사용

공학 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으로 선정됐다.

보처리학회에서 주최한 KCSE(한국 소프트웨어

본 연구결과는 2017년 한국정보과학회와 한국정

더욱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를 제공한다면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개선에

와 신뢰도가 향상된 소스 코드 패턴 정보 및 예

스 코드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을 통하여 정확도

줄여준다. 그리고 향후 많은 공개 저장소의 소

하여 검색할 때 소모되는 불필요한 검색 시간을

해당 시스템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필요한

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

산성과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해주는 S/W 재사용 기술을 활용하여 소프트

으로 검색할 수 있게 해주며, 검색 엔진을 활용

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소프트웨어의 생

합한 프로그래밍 코드 예시를 제시하고 추천

하고 적절한 코드 패턴을 제시했다.

남 교수 연구팀은 이러한 소프트웨어 개발 과

황은 개발자로 하여금 많은 시간 비용을 소모

소프트웨어 개발 시 현재 작업 중인 코드에 적

의 질의 요청에 따라 타 검색 시스템보다 정확

에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했다.

서는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은 상

다양한 프로그래밍 패턴을 분석하는 기술과

자료를 기반으로 JACE는 개발 진행 시 사용자

수많은 명령어들의 사용 및 활용 방법을 실시간

시는 검색해 주지만 정확한 사용 방법에 대해

부) 연구팀은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로부터

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분석하였다. 해당 분석

語, Collocation) 관계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소

턴을 분석하기 위해 언어학적 관점의 연어(連

및 제시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스 코드 사용 패

라 소프트웨어 통합 개발 환경(IDE)에서 추천

으며, 수집된 패턴은 사용자의 검색 요청에 따

면 신뢰도 높은 빈발 사용 패턴을 구성할 수 있

웨어 개발 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하여 검색할 경우 해당 명령어를 포함하는 예

남영광 교수(원주캠퍼스 컴퓨터정보통신공학

프로그래밍 코드 기반 패턴 추출

2017년 KCSE에서 최우수논문상 수상

코드 패턴 분석 시스템 개발

남영광 교수팀,

이렇게 다수에 의해 검증된 사용 패턴을 수집하

됐다.

육종인 교수는 “그동안 연구가 전혀 없었던 전

(전이)은 암세포 스스로 ‘스네일’이라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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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최근 게재

받아 수행됐으며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

구재단의 학문후속세대양성지원사업의 지원을

고 말했다.

림프관을 타고 다른 조직으로 퍼져 나가는 것

주는 결과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이 PFKP 발현을 억제해 암세포 생존능력을 증
나가고(침윤), 처음 발생한 장기로부터 혈관,

입하면 폐 전이가 다시 억제됐다. 이는 스네일

한 메커니즘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가시켜 생체 내에서 암 전이를 유도함을 보여

단의 기초연구사업(개인연구), 교육부·한국연

폐 전이를 증가시키는 데, 여기에 PFKP를 주

어떻게 생존하고, 대사 경로를 바꾸는지에 대

연구팀은 암세포가 주변 조직을 공격해 뻗어

이번 연구 성과는 미래창조과학부·한국연구재

동물 전이 모델에 대한 실험에서도 스네일은

학지원연구원 박사가 전이 과정 중 암세포가

있는 새로운 대사 치료 표적을 제공할 것”이라

로 밝혔다.

강종양연구소) 교수팀과 황금숙 한국기초과

구 보고”라며 “암의 재발과 전이를 억제할 수

대사를 조절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을 최초

치대 육종인, 김현실(구강병리학), 김남희(구

암의 재발과 전이 억제 가능한 새로운 대사 치료 표적 제공

전이 암세포의 생존 메커니즘 세계 최초 규명

육종인 교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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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어 연구톡톡

한반도 폭염의 현실과
대응 방안을 진단하다

‘한반도 폭염 적응 정책 진단’팀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나요?

연구의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어내는 것이 융합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각자 전문 분야가 다

A. 저희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폭염에 대해 대기 과학적으로

A. 현재 폭염의 세기, 일수, 빈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21세기

연구하고, 데이터를 수학적으로 해석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중후반까지 폭염이 확률적으로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에 대한

폭염에 대한 융합적 분석 …

적, 법학적으로 어떤 함의를 갖고, 어떤 정책을 요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는 이뤄진 상태입니다. 21세기 중반쯤에는 대략 지난 1994

(최) 많은 대학원생들이 서로 접점이 없고, 팀이 꾸려져도 바

대기과학·정치정책학·계산과학공학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폭염 데이터를 해석하고 현실에

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했다고 기록된 폭염 강도가 일반적

빠서 잘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적합하게 응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 현상으로 변화할 것이라 예측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

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 교류를 하고 서로 다른 관점

로 객관적인 수자원 데이터나 환경 관련 데이터와 연관 지어

을 배울 수 있어서 도움이 됐습니다.

한반도 폭염 적응 정책 진단

르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서 미래의 한반도 폭염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합
우리 대학교 대학원과 미래융합연구원은 다양

폭염을 연구 주제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 전공의 대학원생들이 모임과 협력을 통해 창

니다. 일단 필요한 데이터는 갖춰진 상태입니다. 이를 어떤 사
회 현상과 관련 지어서 정책적으로 나아가려는 단계에 있습

연구의 최종 목표는?

의적인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Junior 융합 연

A.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의해 온도가 증가하고 있고, 그로

구그룹’을 모집해 융·복합 사고 역량 강화를 위한

인해서 미래에는 폭염이 더욱 증가하리라는 선행연구들은 이미 이

A.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수자원이나 보건, 환경 관련 데이터

도전적인 연구에의 관심을 지원하고 있다. 본 프

뤄져있습니다. 특히 21세기 중후반에 말이죠. 그런데 폭염은 특히

와 폭염의 연관관계를 찾아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면 법적,

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함께 연

인명과 관련된 피해가 많습니다. 태풍, 폭우, 홍수와 같은 극심한

구함으로써 융합연구 문화의 기반을 조성할 수

기상현상 중에서도 폭염이 사망률과 가장 연관이 높다는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을 기상 현상 중에서도 연구주제로

A. (신) 원래 제가 폭염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입학도 기후

수 있겠죠. 하지만 비교연구를 넘어 정책 제안까지 갈 지는 연

선정했습니다.

변화에 의해 생기는 피해를 막아보자는 생각으로 했었죠. 그

구 상황에 따라 아직은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웃음) 저희의

<연세소식>에서는 지원 대상자로 선발된 대학원

러던 중 연구는 가능하지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

확실한 최종 단계는 법적, 행정적 이야기까지 도달하는 것입

생 연구팀을 만나 학생들의 연구 아이디어를 직

아가고자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적응정책

니다.

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한반도 폭염에 대
한 융합연구를 하고 있는 최윤영(계산과학공학),

한반도 폭염에 대해서 융·복합팀으로서 어떤 독창적인 접근
을 하고 계신가요?

손효동(정치외교학), 송진숙(법학), 신종수(대기

니다.

어떻게 팀을 꾸리게 됐나요?

행정적 정책 제안이나 진단으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개편이나 정책 제도 변화가 그 예시가 될

진단’을 하려고 사람을 모았습니다. 제가 윤영 씨랑 같은 학부

(취재: 오지혜 학생기자)

출신이라 아는 사이였어요. 또, 효동 씨는 정책을 전문으로 하
고 있어서 영입하게 됐습니다.

과학) 학생으로 구성된 ‘한반도 폭염 적응 정책

A. 저희는 다양한 학과가 모여 있어서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이 가

진단’팀을 만나보자.

능했습니다. 처음에는 전력 소비량, 특히 누진세와 관련한 연구를

(최) 효동 씨가 졸업을 하게 돼 참여가 상대적으로 힘들어졌는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누진세 개편이 이뤄진 이후여

데, ‘연세 Junior 융합 연구그룹 지원 프로그램’ 중간점검 모임

서 더 흥미로운 주제를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

에서 종숙 씨를 추천해주셔서 팀에 같이 합류하게 됐습니다.

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폭염은 인명과 관련이 많습
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안은 적은 편입니다. 특히, 정부에서 저
소득층에게 난방비 지원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
와 달리 상대적으로 냉방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다

‘연세 Junior 융합 연구그룹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어
떻게 생각하시나요?

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소득층이 폭염 피해를 많이 입고 있

IPCC 5차 보고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행한 폭염 일수 예측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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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말이죠. 그래서 21세기 중후반 극심해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A. (송) 우선 외국에선 브라운 100 세미나라고 해 소셜 다이닝

폭염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이를테면 정책이나 법안 등

이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 이런 노력을 캠퍼스 차원에서 한다

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과학적, 수학적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하고 실질적인 해석으로 결과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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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통합 60주년

캠퍼스 소식

연희와 세브란스의 통합 60주년을 맞아 <연세소식>에서는 2017년 우리 대학이 선도하는 융합연구의 오늘을 조명한다. 지난 60년간 우리
대학교와 세브란스가 함께 쌓아온 연구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문의 융합을 이루고 있는 연세 융합 연구의 이모저모를 나누고자 한다. 그

신촌캠퍼스 소식

두 번째 순서로 2017년 ‘미래선도연구 문제해결형 융합연구 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 가운데 ‘미래 안전 사회를 위한 의료 환경 및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소개한다.

최되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흐름
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행사로, 2017년에는

의료사고 예방

단계를 파악하고, 의료사고의 재발방지

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보건의료인 및

글로벌 기업 2,200여 개, 200여 개 국가, 10만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에 의료법윤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은 의료현장에서

1,000여 명 참관객들이 방문했으며, 국내 업체

대책으로 미래 안전

리학과 김소윤 교수는 의료와 법학 분야

발생 가능한 의료사고들을 간접적으로

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KT, SKT, LG U+ 등

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

체험할 수 있으며, 환자안전을 위해 지켜

이 참여하고 있다.

사회 구축

환경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법·제도적인

야 할 사항들을 숙지할 수 있다.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미래 의료 환
경과 법·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GSMA-연세대 MOU의 주요 내용은 ▲ 국내

2차년도 진행 사항이었던 마취 관련 의

이동통신사업자, 정보통신 관련 장비 및 핸드

료소송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은

폰 제조업체 대상으로 양 기관 간 ‘ICT정책 및

본 연구에서는 응급의료, 마취 관련 의

올해 7월 출판을 목표로 작업 중이며, 3

규제 관련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진행’(Ca-

료, 성형 관련 의료에서의 의료사고 재발

차년도 성형 관련 의료소송 원인 분석

여성 최초 프린스턴 화학박사 존

했다. 또한 여성이기 때문에 과학자로서 마주

pacity Building Partner Program), ▲ 미래

의료소송 자료 분석해 사고의 원인

방지를 위해 의료소송 판결문을 의학·법

및 재발방지 대책 제시는 현재 연구 진

밸런타인 교수, 우리 대학 방문

하는 어려움, 커리어에서 여성과학자들의 처우

지능정보화 시대의 글로벌 ICT정책 및 전략 아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제시

학·간호학 차원에서 분석하고 사고 발

행 중이다.

등에 관한 학생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

젠다 발굴 ▲ 양기관 간 ICT정책 전문가 교류

세계적 여성과학자가 진행한 여성리더십

며 학생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 장 마련 및 공동 연구프로젝트 발굴·수행 ▲

특강

이와 더불어 밸런타인 교수는 Y-IBS과학원 나

아시아 지역중심의 국제 협력 공저를 통한 아

노의학연구단장 및 Partner Faculty 교수와 함

시아 지역의 GSMA-연세대 글로벌 네트워크

의학과 법학의 만남 …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판례 분석

생단계, 발생원인 등을 파악해 발생원인
별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한다. 재발방지

이밖에도 김소윤 교수는 대학원 수업으

대책은 의료인의 행위와 의료기관의 시

로 의료소송 판결문을 분석하고 재발방

스템 개선, 법과 제도 개선 방안까지 포

지 대책을 제시하는 수업을 2013년 2학기

프린스턴 대학에서 여성 최초로 화학박사를 취

께 Y-IBS과학원의 발전방향, 교육 프로그램 및

역량 확보 등이다. 이를 토대로 올해 여름부터

함한다. 이 때 보다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부터 개설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현

득한 존 밸런타인 교수(Joan S. Valentine)가

커리어 프로그램, 연구단 연구 성과 평가방법

는 GSMA본부가 있는 영국 런던에 20~50여

세월호 사건을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가

분석을 위해 의학·법학·간호학 분야 전

장 실습을 시행하고, 각 과목별로 의과대

지난 3월 18일~25일 일주일간 Y-IBS과학원

등을 논의했다.

명이 글로벌 IoT, 빅데이터, 핀테크 전문가들과

발생함에 따라 우리 사회 내 안전 문제

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연구

학 교수가 수업에 참여해 함께 판례를 분

나노의학연구단(단장 천진우) 자문위원으로서

함께 진행하는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보건

를 진행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파악된

석하면서 실제로 현장에서 환자안전을

우리 대학을 방문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예정이다. 또한 GSMA 전문가들이 연세대에서

의료 분야에서는 이미 종현이 사건(백

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은 미래의 의료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교(UCLA)에서 생화학과 화학생물학을 연구하

정보대학원,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

공동으로 진행하는 강연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혈병 항암치료를 받던 어린이가 척수강

환경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연구로

는 밸런타인 교수는 ‘생체 내 활성산소 종 연구’

회(GSMA)와 전략적 상호협력협약

참여한 이들은 과정 수료증을 받게 된다.

내에 항암제(빈크리스틴)를 잘못 투약

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 일인자로서 지난 수십 년간 생무기화학 발

체결

이봉규 정보대학원 원장은 “양 기관은 다가올

설립배경 및 연구내용

받아 사망한 사건)이 큰 이슈가 되면서

참여 교수진

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화학회가 수

2015년 환자안전법이 제정되었고, 2016

김소윤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여하는 ‘Richard C. Tolman Medal’을 수상한

미래 지능정보화시대 패러다임을

글로벌 리더 양성과 아시아 지역의 ICT정책·전

김인숙 간호대학

바 있다.

선도하는 지식공유 플랫폼 역할 수행

략 네트워크의 기반을 마련하는 지식공유 플렛

박지용 법학전문대학원

밸런타인 교수는 23일 신촌캠퍼스에서 총여학

이 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생회 주최 강연을 진행했으며 21일에는 송도

우리 대학이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이하

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자안

연구 현황 및 성과

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보고 학습시

지능정보화 시대에 ICT관련 핵심정책 분야의

폼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스템이 구축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아직

연구진들은 1차년도에 시행한 응급의료

은 초기 단계이며, 기관 내 환자안전사고

관련 의료소송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재

국제캠퍼스 언더우드 국제대학(UIC) 학생들을

GSMA)와 지난 3월 1일 스페인 바로셀로나

를 외부 기관에 보고하는 과정에는 어려

발방지 대책 연구결과를 저서로 출판하

대상으로 여성리더십 강연을 펼쳤다. 강연에서

에서 GSMA가 개최하는 2017 Mobile World

움이 존재한다.

였다. 총 7장으로 구성된 저서에는 ▲진

밸런타인 교수는 미국과학진흥협회(AAAS)가

Congress(이하 MWC*) 현장에서 전략적 상호

단 지연 또는 진단 미비 관련 판례 ▲주

발간하는 사이언스 논문 두 편을 포함해 여러

협력(MOU)을 체결했다.

이러한 가운데 의료분야의 안전 향상을

적절한 처치 또는 처치 지연 관련 판례

우수학술지에 총 21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한 업

위해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수집 가능한

▲경과관찰 관련 판례 ▲전원 관련 판례

적과 자신의 경력 및 생애를 학생들에게 소개

분쟁자료를 분석해 사고의 원인과 발생

▲기타 판례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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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C는 매년 2월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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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학기 2명의

최종 8개 팀 중 2개 팀이 우리 대학교 법학전문

학생에게 1,0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하고

대학원 학생들이었으며, 공자영, 원혜인 학생

있다. 이번 2017-1학기에는 김민철 학생(천문

이 은상을, 유시환, 최자유, 한상원 학생이 동상

우주학과 석사과정 3학기), 장재연 학생(정보

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산업공학과 통합과정 5학기) 2명이 각각 500
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특강 열려

한편, 대학원 동창회는 1967년 설립되어 1971
년부터 매학기 대학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
급해 왔으며, 동문들의 기부 및 졸업생들의 동

‘법치주의,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라는

창회비를 재원으로 하고 있다.

주제로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정오)은 지난 3월 16일

K-MOOC 오프라인 특강 ‘철학의

의를 MOOC로 제작하여 지식 기부를 통한 섬

외국어학당,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온라인 공개강좌), Flipped Classroom 등 신교

식탁’ 개최

김의 리더십을 실천함과 동시에 교내 학습 콘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영어회화테스

육기법 도입 교과목을 운영하는 교수들과 관심

회장 김현 변호사의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법

텐츠로 활용하여 학습효과 증진 및 교육역량

트 주관

있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보이스 트레이닝’ 워크

치주의,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

교무처 Open Smart Education(OSE)센터(센

강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제공할 예정이다.” 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오후 4시 광복관 국제회의장에서 대한변호사협

숍을 개최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린 본 특강에는 350여 명이 참석했다.

모의헌법재판 경영대회 입상

김현 변호사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

터장 허준)는 지난 2월 10일 연세·삼성 학술정

언어연구교육원(원장 유현경) 외국어학당은 외

지난 2월 15일과 16일 연세·삼성 학술정보관

보관 장기원국제회의실에서 K-MOOC(한국형

국어위탁과정을 통해 교내기관뿐 아니라 외부

멀티미디어교육실에서 열린 이 워크숍에서는

통령의 탄핵 인용결정의 시사점을 ‘법조인의 윤

온라인 공개강좌) ‘당신의 삶을 위한 철학의 에

2017-1학기 대학원 동창회 장학금

사업체 및 각종 공공기관에 외국어 사업을 활

EBS 전문 성우를 초청하여 강의 전달력 향상

지난 1월 20일 헌법재판소 산하의 헌법재판연

리의식 제고와 법 앞의 평등’으로 보고, 법치주

피소드’(철학과 김형철 교수)의 오프라인 특강

수여식 열려

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2015년부터 시작된 대

을 위한 목소리 개선 및 강화에 대한 이론 특강

구원에서 주최한 제3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

의 확립을 위해 ‘법무담당관 확대’, ‘준법지원인

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직원 채용

과 개인별 특성에 맞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

회에서 우리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정

제도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아파

을 ‘철학의 식탁’이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우리
대학교는 2015년 K-MOOC 시범대학에 선정되

우리 대학교 대학원 동창회는 지난 3월 20일

의 영어회화테스트는 매년 진행되어 어느덧 3

도록 호흡부터 발성, 발음, 억양까지 지도하는

오) 학생들이 입상했다.

트 관리비 감사제도’, ‘유사직역의 공존과 통합’

어 현재 8개의 강좌를 개설했고, 김형철 교수의

오후 5시 스팀슨관 대학원장실에서 2017-1학

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우수한 면접관들을 바

1:1 전문가 코칭이 제공되었다. 신청 접수를 시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는 헌법재판 실무능력

의 다섯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강좌는 1,500명의 수강생들로부터 호평 받는 인

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장학금 수여식

탕으로 객관적이고 정밀한 영어회화 테스트를

작 하자마자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이번 워크

배양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우

세세한 과제 제시를 통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 강좌 중 하나다.

에서는 대학원 동창회장 홍복기 교수(법학과,

진행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강점으로 테스트

숍에는 약 40명의 교수들이 참석하여 목소리

수한 전문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

법치주의의 저변 확대’라는 점에서 김현 변호사

이날 진행된 특강에서는 K-MOOC 수강생과

법인본부장), 대학원장 최문근 교수(화학과, 연

의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외부 기업체의 직

관리와 발성에 유용한 여러 가지 이론을 학습

다. 이번 경연대회는 전국에서 47개 팀들이 예

의 강연은 청중들의 많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관심 있는 교내 학생들 약 100여 명이 참석하

구본부장)를 비롯해 여러 내외빈이 참석했다.

원 채용 및 진급 테스트(외국어 부분)의 활용에

하고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에 참

선에 참가한 가운데 본심에 최종 8개 팀이 참가

여 김형철 교수의 강연을 듣고, 함께 토론하는

대학원 동창회는 동문들이 출연한 기금을 바탕

대해서는 외국어학당(02-2123-3451)을 통해

여한 교수들은 “강의에 필요한 팁을 많이 얻을

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실력을 겨뤘다.

서 상담 가능하다.

수 있어 좋았다.” “개인별 실습을 통해 부족한

시간을 가졌다. 오프라인 특강에 참여한 학생
들은 “온라인에서만 보던 교수님의 강의를 직

점을 보완할 수 있어 도움이 되었다” 등의 참여

접 들을 수 있어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즐거운

소감을 밝혔다.

시간이었다.”, “K-MOOC에 대해서 잘 몰랐는

OSE센터, ‘보이스 트레이닝’ 워크숍

이호근 교무처장은 “지난 여름 개최한 ‘동영상

데 이번 특강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개최

강의 코칭’ 워크숍에 이어 이번 겨울에는 ‘보이

앞으로도 다른 강좌들을 찾아보고 수강해 볼

스 트레이닝’ 워크숍을 통해 우리 대학교 교수

생각이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Open Smart Education(OSE)센터(센터장 허

님들의 교육역량 강화에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OSE센터는 앞으로 우리 대학교의 다양한 명강

준)는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다양한 교수·학습 관련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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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가 직접 방문했으며, 우리 대학교에서는

호텔 메이플홀에서 개최되었다.

백영서 문과대학장, 이경훈 국어국문학과 학과

2015년 3월부터 시작된 본 프로그램은 국내 유

장, 한영균, 강현화, 원미진, 유준 교수 등이 참

일의 대사관저 탐방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

석했다.

램의 원우들은 매 학기 주한 대사관저 10여 곳

이번 협정으로 두 학교는 연간 학교별로 최

을 방문하여 대사와의 만찬을 통해 다채로운

대 15명의 교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학업

문화를 체험한다. 매 학기 새로운 국가들의 대

을 마치고 나면 USC에서는 MAT-TESOL

사관저를 방문하며, 이번 5기 입학생들은 미국,

degree를 우리 대학교에서는 M.A.(in Korean

뉴질랜드, 브라질, 태국, 인도, 에콰도르, 이집

Language and Literature)를 취득하게 된다.

트, 아르헨티나, 스페인 등의 대사관저를 방문

이 프로그램은 각 영역의 교사를 양성하는 것

하여 전통 음식을 즐기고 각국의 독특한 문화

을 목표로 계획되었으며 양교가 지정한 추가

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입학식에는 각

과목, 이수하는 경우, 국가 수여의 어학 교사 자

계의 전문가와 기업 대표로 구성된 20여 명의

미래교육원, 제1회 ‘석학에게 인생을

길’이란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참석을 희망

격증(한국어교사자격증, 미국 캘리포니아 한국

미래교육원, 최고전문가과정 입학식

참석하여 축하했다. 김용학 총장은 “‘취향의 발

입학생들과 이재용 교학부총장, 이두원 미래교

묻다’ 명예교수 특강 개최

할 경우, 미래교육원 행정팀(02-2123-3582)

어교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다.

열려

견’을 통하여 원우 각자의 취향을 발견할 뿐 아

육원장, 김장호 미래교육원 부원장, 뉴질랜드

으로 접수하면 된다.

USC 학장은 “LA는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

니라 국내 미술계의 발전을 모색하고, 이를 통

대사관 존 라일리 차석대사, 브라질 대사관 마

미래교육원(원장 이두원, 경제학부 교수)은 지

고 USC에도 많은 한국인 학생들이 있다. 또한

미술 최고전문가과정 ‘취향의 발견’

해 인류 문화를 보다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리아 플리노 정치문화 공보관과 페르난도 멜만

난 3월 14일 쉐라톤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제1

오랜 전통의 한국학센터가 있으므로 연세대학

입학식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축사했다.

영사부 총영사, 이집트 대사관 디아 함메드 참

회 명예교수 특강을 조찬으로 진행했다. 본 특

국어국문학과, 서던캘리포니아

교와 협정을 맺은 것은 USC 입장에서 볼 때 매

강은 우리 대학교 명예교수 중에서 강사를 선

대학과 석사과정 복수학위 협정 체결

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공동 교육

미래교육원(원장 이두원, 경제학부 교수)의 미

과정을 통해서 언어 간의 간격을 메우고 공통

술 최고전문가 과정인 ‘취향의 발견(지도교수

‘제5기 프리미엄 세계문화체험

입학을 축하했다.

프로그램’ 입학식 개최

본 프로그램은 오는 4월 21일부터 2박 3일 간

정하여, 명품 강의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개

사관, 에콰도르 대사관의 하승연 대사 보좌관
등 4개국의 외빈들이 참석해 5기 프로그램의

설된 연속 기획 강의다.

국어국문학과 BK사업단(단장 강현화)은 지난

의 학문적 관심사를 함께 논의해 갈 수 있다는

이두원, 책임강사 이승현)’ 제1기 입학식이 지

제1회 명예교수 특강의 강사로 선정된 김형석

3월 3일 미국 서던캘리포이나 대학(University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난 3월 8일 총장공관에서 열렸다.

명예교수는 “100세까지 끊임없는 성장은 가능

of Southern California, Rossier School

향후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들의 교류도 함께

‘취향의 발견’은 연세대학교에서 최초로 개설

미래교육원(원장 이두원, 경제학부 교수)의 최

하여, 주필리핀 미국 대사관저(Sung Kim 대사)

하며, 그 원동력은 철저한 자기 관리와 자기 성

of Education)과 복수 학위 협정을 체결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되는 현대 미술 관련 최고과정으로서 미술애호

고전문가과정인 ‘프리미엄 세계문화체험 프로

를 방문하고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저(김재

장에 대한 책임감에 있다. 콩나물에 물을 주지

다. 문과대 교수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 협정을 시작으로 우리 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가 또는 미술품 콜렉터들을 위해 강의 및 경매

그램’ 5기 입학식이 지난 3월 15일 서울 프라자

신 대사)에서 만찬을 가진다.

않으면 마르는 것처럼 남을 위해서가 아닌 나

USC(Rossier School of Education)의 캐런

BK사업단은 ‘한국 언어 문학 문화 국제 창의

체험, 해외 워크숍을 경험하도록 구성된 프로

스스로를 위해 공부를 해야 한다. 성장을 위한

심스 갤레거(Karen Symms Gallagher) 학장

인력 양성’을 목표로 향후 다양한 국제화 사업

그램이다. 본 과정은 미술품의 올바른 감상과

노력을 멈출 때, 더 이상 삶에 대한 희망이 없

과 프로그램 책임자인 롭 필백(Rob Fillback)

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기만의 취향을 가진 콜렉션 구성을 위한 미

다고 보면 된다.”며 독서를 통한 성장을 특별

술사 및 미술이론 지식과 더불어 성공적인 투

히 강조했다. 또한 마지막으로 민족을 걱정하

자에 이르도록 실질적인 구입, 소장, 매각 과정

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 때, 진정 보

에서 요구되는 제반 지식을 제공한다.

람 있는 인생이 될 것임을 당부했다.

본 과정에는 미술계의 전문인과 기업 대표로

미래교육원은 지속적으로 미래교육원 총동문

구성된 20여 명의 원우들이 입학했고, 김용학

회와 협력하여 이 같은 특강을 운영해 나갈 계

총장, 이두원 미래교육원장, 김장호 미래교육

획이다. 다음 제2회 특강은 4월 11일 동문회관

원 부원장, 전영백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교

에서 김동길 명예교수가 ‘대한민국의 나아갈

수, 김상근 연합신학대학원 교수 등 내외빈이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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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했다.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이 기증한 안

강남세브란스, 미래의학연구센터

장 그리고 강남세브란스병원 시설팀 박성준 시

5,000만 원을 기부했다.

봉헌

설기사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김용학 총장은 봉헌사를 통해 “강남세브란스병

참석자들은 기념 테잎을 자른 뒤, 완공된 미래

원이 부족한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연구력을

연구력 강화, 환자 편의 공간 확보 위해

의학연구센터를 둘러봤다.

증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로 국민을 섬기고 신

연구실 원외 이전

병원 인근 500m 거리에 위치한 연구센터는 지

뢰와 사랑을 받기를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상 5층, 지하 5층, 연면적 약 12,000m² 규모다.

윤도흠 의료원장은 “세브란스는 항상 능동적으

교직원 포함 148명 후원자,

교수와 강사실 126실을 갖췄고, 내부에는 다목

로 나아갈 길을 개척했기 때문에 지금의 발전

27억 5,000만 원 건축기금 기부도

적 회의실, 피트니스센터 등도 배치됐으며, 첨

을 이룰 수 있었다”면서 “미래의학연구센터 외

단 안전장치 및 정보통신시설도 갖췄다. 또한,

에도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추진 중인 발전 계획

의사 관련 자료 1천여 건을 집대성하여 국가관
리연구원 내에 사료센터를 개소한 것이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의과대학 미래의학연구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건축을 위해 녹색건축

이 좋은 결실을 보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소장자료는 안중근 의사 순국 당시 감옥 주변

센터’를 신축하고 23일 봉헌식을 했다. 봉헌식

인증을 받았고 지열시스템을 이용한 신재생에

김근수 강남세브란스병원장은 “미래의학연구

‘연세·한경 글로벌 콘텐츠 비즈니스

모색하고, 이를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을 더욱

여순지도, 의거 당시 중국·일본·러시아의 신문

에는 김용학 총장, 박창일 재단 이사, 김병수 전

너지를 이용한다. 또 각 연구실은 출입통제 시

센터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한 장기발전계획

전략가 과정’ 입학식

발전시켜 불안한 국내외 정세에도 굳건하게 나

기사, 러시아 및 일본 정부의 반응을 보여주는

총장, 윤도흠 의료원장, 송시영 의대학장, 이병

스템을 통해 전력·조명을 자동 제어해 에너지

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환자를 배려하는 마

아가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각종 문서들, 구리하라(栗原) 뤼순 감옥 교도

석 세브란스병원장, 김근수 강남세브란스병원

를 절약할 수 있게 했다.

음으로 불편함을 감수해 준 교수와 강사진에게

미래교육원과 한국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진행

1기 입학생들은 중국 콘텐츠 시장의 최신 트렌

소장의 일기 사본 등이다.

장, 김영명·김병길 전 강남세브란스병원장 등

강남세브란스병원은 2012년 진료 및 환자 편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하는 ‘연세·한경 글로벌 콘텐츠 비즈니스 전략

드를 시작으로 아세안 지역의 콘텐츠 비즈니스

안중근사료센터 개소식을 맞아 안중근 의사의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의 공간 확보를 위해 3,700m² 상당의 교수 연

가 과정(지도교수 김장호, 책임강사 김원동)’의

영역을 이해하는 수준 높은 강의를 듣게 될 것

유족과 사료기증자인 최서면 원장을 비롯해 이

송우용 강남세브란스병원 원목의 사회로 진행

구실을 외부로 이전하기로 하고, 2015년 1월 현

기존 교수실, 환자와 학생 위한 공간으로

입학식이 지난 3월 9일 우리 대학교 백양누리

이며, 향후 실제 비즈니스 체험을 위한 아세안

종수 원장, 김영석 부총장, 김우식 전 총장 등이

된 봉헌식은 김지홍 기획관리실장이 건립 경과

위치에 연구센터를 착공했다.

리모델링

헬리녹스홀에서 열렸다.

지역 관련 마켓에 참가하는 해외 연수를 경험

참석했다.

보고를 했고, 김용학 총장의 봉헌사 및 열쇠 증

2012년 건축계획 수립 후부터 교직원을 비롯

‘연세·한경 글로벌 콘텐츠 비즈니스 전략가 과

할 예정이다.

한편, 안중근사료센터 개소식을 기념하여 청곡

정, 김근수 병원장의 인사말, 윤도흠 의료원장

한 148명의 후원자가 27억 5,000만 원 상당의

한편, 교수 연구실 이전이 완료되면 기존 연구

정’은 콘텐츠 비즈니스 현업 종사자들의 실무

(淸谷) 김시영(금속공학 77) 작가의 도자기 초

의 축사가 이어졌다. 설계사인 동우건축 이종

건축기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강 건 후원자는 3

실 공간을 활용해 병동 리모델링 및 환경 개선

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춰 최적의 커리큘럼과

대전이 진행 중이다. 이 전시회에서 판매되는

우 본부장과 시행사인 한진중공업 문선동 본부

억 원이 넘게, 변동준 (주)삼영전자 회장은 1억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수 연구실 이전으

최고의 강사진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본

안중근사료센터

개소

과정은 중국 및 아세안 콘텐츠 비즈니스 관련

모든 수익금은 안중근장학금 및 연구기금으로

로 생기는 1동 7, 8, 9층 공간을 중심으로 병원

활용될 예정이며 전시기간은 4월 7일까지다.

외관을 포함한 병원의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진

전문가의 강의와 실제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

올해는 안중근 의사 순국 107주년으로, 우리 대

행된다.

해 시사점을 도출하며, 오픈 클래스를 통한 비

학교 국가관리연구원은 안중근사료센터를 개

1동 7층 교직원식당을 지하 1층으로 옮겨 새로

즈니스 인사이트 제공 및 해외연수를 통해 비

조성될 푸드코트, 베이커리 등과 함께 운영해

즈니스 기회를 창출한다.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 마련될 대형라운지를

본 과정에는 국내 콘텐츠 산업을 선두하는 업

통해 내원객들에게 편의와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 대표 및 실무진 20여 명의 원우들이 입학했

예정이다. 또한, 7, 8층 일정 공간에 병동을 설

고, 이두원 미래교육원장, 김장호 미래교육원

치해 운용 병상수의 손실 없이 차례대로 기존

부원장과 한국경제 김형배 부국장 등 내외 빈

병동의 리모델링을 진행한다. 이 밖에도 1동 7,

이 참석하여 개강을 축하했다.

8, 9층 공간을 활용해 교수라운지, 학생교육 공

이두원 원장은 “‘연세·한경 글로벌 콘텐츠 비

간, 항암주사실, 재활치료실 등을 배치할 예정

즈니스 전략가 과정’을 통하여 원우 모두 4차

이다.

산업 혁명의 중심인 콘텐츠 산업에서의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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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소식
수술용 로봇 국산화 큰 진전

의료원 소식
다”고 밝혔다.

관리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할

치료의 근거와 연구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미

임상종료 보고회 후, 세브란스와 미래컴퍼니는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래의 의학자를 육성하기 위한 훌륭한 교육 임

세브란스-미래컴퍼니, 임상종료 보고회 및

국산 로봇 수술기 개발연구 및 교육센터 구축

개발연구 협약

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치협, 치의학회 학술상 대상

암병원-한국메이크어위시재단 협력
암병원과 한국메이크어위시재단이 소아암 등

호흡재활 워크숍 15주년 맞아
개발도상국 보건안보 전문가 육성

소원성취의 꿈을 전한다

이승종 명예교수, 김의성 교수

을 앓는 아이들에게 소원성취의 꿈을 이뤄주고
자 협력하기로 했다.

호흡재활 워크숍이 올해로 15회째를 맞아 3월

지난달 21일 암병원과 한국메이크어위시재단

치과대학 연구진들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

18일 강남세브란스병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본

은 암병원 2층 회의실에서 난치병 아동에 대한

치의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상을 모두 받는다.

워크숍은 연세의대 희귀난치성 신경근육병재

소원성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

보건대학원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개발도

지난 2월 정년퇴임한 이승종 명예교수가 제43

활연구소와 대한숨재활연구회가 주최하고 강

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상국의 보건안보 전문가 육성을 위해 손잡았다.

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상 대상을, 제36회

남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소장 강성웅)가

노성훈 암병원장, 윤홍섭 재단 이사장 등 10여

10여 년간 세브란스와 미래컴퍼니가 협력해 개

보건대학원은 지난 9일 KOICA와 글로벌 보건

신인학술상은 치대 최성환 교수(교정과학)가

주관하며 강남세브란스 척추병원, 대한심장호

명이 참석했다.

발된 국산 로봇 수술기 ‘레보 아이(Revo-i)’의

안보 보건학 석사학위 연수 과정을 운영하기로

받는다.

세브란스병원이 20년간의 진료통계를 담은 보

흡재활의학회에서 후원하는 행사로 매년 개최

협약에 따라 암병원은 병원 내 재단의 소원성

임상시험이 최근 종료되어 수술용 로봇 국산화

계약했다.

이승종 명예교수는 30년 이상 재직하면서 후

고서를 발간했다.

되고 있다.

취 사업을 홍보하고 주 대상자인 아동과 보호

에 큰 진전을 이뤘다.

이에 따라 올해 9월부터 5년 동안 70개 개발도

학 양성을 위해 교육, 진료, 연구에 매진했고 다

세브란스병원 의무기록위원회와 의무기록실,

올해는 특히 호흡재활과 관련된 급여 수가 신

자에게 재단을 연계한다. 재단은 대상자가 선

지난 15일 세브란스병원 의료진과 미래컴퍼니

상국 보건안보 분야 연수생 후보 총 60명을 선

수의 우수 논문을 발표했으며, 대한치과의사협

의대 남정모 교수(예방의학)가 주축이 돼 만든

설과 함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어 전국에서

정되면 소원성취 이벤트를 기획하고 진행한다.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상시험 종료 보고

발해 연수과정을 진행한다. 연수과정은 보건대

회 학술이사,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 회장, 자

보고서는 1995년부터 2015년까지 21년간 환자

호흡재활에 관심이 있는 의사, 간호사 및 물리

노성훈 암병원장은 “사회의 큰 인물이 될 여러 소

회가 의료원장실 회의실에서 열렸다.

학원 서원석 교수(국제보건학과)팀이 중심이

연치아아끼기운동본부 상임대표 등을 맡아 치

질병 추이를 전체 분석과 진료과별로 나눠 분

치료사 200여 명이 참석하며 성황리에 개최되

아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원성취 과정에서

이 자리에는 윤도흠 의료원장과 임상시험을 이

돼 글로벌 보건안보 예방, 감지 및 대응 분야에

의학계 발전에 공헌한 공로로 수상한다.

석했다.

었다. 환기조절 및 호흡근의 기능적 해부학, 신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 사회의 중요한 일꾼으

끌었던 의대 이우정, 강창무 교수(외과학), 나

서 5학기 석사학위과정으로 운영된다.

최성환 교수는 작년 네이처(NATURE) 자매지

전체 분석 자료는 ▲입원 환자수 및 일반정보

경근육질환 및 척수 손상 환자의 호흡재활에

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호 교수(비뇨기과학) 등과 개발업체인 김준

KOICA는 석사학위 연수 과정의 원활한 진행을

인 SCIENTIFIC REPORT에 치과의사로서는

▲입원환자 다빈도 진단 및 수술 분석 ▲사망

대해 강성웅 교수, 수면 무호흡의 진단 및 치료

윤홍섭 이사장은 “오랜 시간 투병으로 힘들어

홍 미래컴퍼니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등이

위해 총 2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대학

드물게 제1저자로 논문을 게재하고, 작년 한 해

분석 ▲외래 및 응급실 통계로 구성됐다.

에 대해 최원아 교수가 강의를 했다. 만성폐쇄

하는 아동들에게 소원성취의 기쁨과 희망, 기

참석해 그 간의 임상시험 성과를 공유했다.

원은 전용 강의실과 컴퓨터 실습실, 전용 도서

SCI급 해외 학술지에 제1저자로 16편, 공저자 6

진료과별 분석 자료는 ▲퇴원환자 수 및 평균

성 폐질환 및 노인 환자의 호흡재활에 대해 한

적을 전한다는 미션에 더욱 정진할 수 있게 되

윤도흠 의료원장은 “세브란스는 지난 2005년

실, 제중학사 등을 활용해 연수생의 교육, 실습,

편 등 총 22편의 논문을 게재한 연구 성과를 인

재원일 수 ▲입원환자 다빈도 진단의 5년 단위

림의대 김동현 교수, 중환자실에서의 호흡재활

었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로 로봇 수술기를 도입해 단일 병원

논문지도와 성과관리 등을 진행하고 생활 편의

정받았다.

분포 ▲수술과별 입원환자 다빈도 수술 분포

에 대해 전북의대 원유희 교수가 강의를 진행

한국메이크어위시재단은 전 세계 난치병 아동들

중 가장 많은 1만 6,000건 이상을 시행, 세계

를 제공한다.

한편, 김의성 교수(보존과학)는 제13회 대한치

▲진료과별 외래환자수로 구성됐다.

했다. 강의 이후 진행된 호흡재활기법과 도구

의 소원을 이뤄주는 국제단체인 메이크어위시의

최고의 로봇 수술 실적을 갖고 있다”며 “세브

또한 현업 복귀 후 석사학위 과정에서 배운 지

의학회 학술상(연송치의학상) 대상, 김광만 교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60대 이상 환자 수의 증

별 사용법 관찰 및 실습은 다섯 개 조로 나누어

한국 지부로 2002년에 설립돼 작년까지 3,500

란스의 세계적인 로봇 수술기 운용 경험과 연

식의 적용 능력 향상을 위해 국제백신연구소

수(치과생체재료공학)는 같은 학회 금상 수상

가세가 두드러졌다.

다섯 개의 호흡재활 관련 주제를 모두 실습해

여 명의 국내 난치병 아동의 소원을 이루어 줬다.

구 성과가 국산 로봇 수술기 개발에 큰 도움이

등 백신관리 관련 기관과 연계해 감염역학, 백

자로 지난 13일 선정됐다.

특히 80세 이상의 환자가 10배 이상 증가해 우

볼 수 있도록 진행되었는데, 조기에 마감될 만

되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 연구 분야에서 연수생들이 연구와 실험을

리 사회의 고령화 현상이 반영되어 있다.

큼 인기가 높았다.

김준홍 미래컴퍼니 대표는 “세브란스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진단 및 질병에서는 위암과 간암, 결장 및

호흡재활 워크숍은 2003년부터 시작하여 매

지난 10년간 국산 로봇 수술기 개발을 위한 긴

노재훈 보건대학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감

직장암 환자 등은 최근 감소 추세이지만 여성

해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현

밀한 협력을 맺어 왔다”며 “앞으로 국산 로봇

염병 관리 방법을 세부 분야별로 교육하고 보

은 결장 및 직장암과 갑상선암 환자 비율의 증

재까지도 전국에서 유일한 호흡재활 집중 교육

수술기의 상용화를 위해 두 기관이 더욱 협력

건안보 구축에 요구되는 역량 개발을 지원함으

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프로그램으로 국내 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해 성공적인 산학협력의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

로써 해당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과 감염병

최동훈 의무기록위원장은 “통계는 환자 질병

외국 의사도 매해 참석하고 있다.

보건대학원-KOICA, 5년간 60명 연수

이승종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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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20년 진료통계 보고서 발간

김의성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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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캠퍼스 소식

원주캠퍼스 소식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올림픽 의료

계올림픽 개최 시 필요한 다양한 의료서비스에

지원 준비 완료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 ‘S등급(매우 우수)’라는 뛰어난 결과를 성취

특히 이 사업을 계기로 4D(Discover-Design-

전통시장 탐방 등의 교육 및 사업 등을 통해 횡

했다. 국어국문학과는 이번 평가에서 교육과정

Develop-Deploy) 기반의 i-DESIGN CAREER

성군 신성장 동력을 위한 창업양성 및 전통시장

구축 및 운영실적 등 모든 부문에서 높은 점수

로드맵을 구성하여, ▲강원영서지역 원스톱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를 받았다.

취·창업지원허브, ▲지역산업/학생맞춤형 취·

윤방섭 원주캠퍼스 부총장은 “횡성군은 전통적

지난 2014년 지방대학특성화사업(CK-1)의 ‘특

창업서비스 ▲청년고용정책 외부 유관기관 협

으로 서울과 강릉, 원주와 양평, 춘천과 충청도

성화 우수학과’로 선정된 원주캠퍼스 국어국문

업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등을 잇는 교통의 요지로, 현재는 귀촌, 귀향 등

학과는 현재 ‘근대 한국어문학 전문인력 양성

윤방섭 원주캠퍼스 부총장은 “정부와 지자체,

외부로부터 유입인구가 증가하며 1인당 소득

사업단’ 운영을 통해 근대시기의 한국어문학에

대학이 연계된 통합 취업 지원 시스템이 구축됨

도 향상되고 있는 매력적인 도농복합도시”라며

집중한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학술

에 따라 지역 인재의 취업역량 강화와 청년 취

“우리 대학교 원주캠퍼스의 전문적인 창업교육

연구자 및 문화 기획자 양성에 힘쓰며 기초학문

업률 제고가 기대된다.”며 “지역 사회와 청년,

경험과 우수한 강사진을 바탕으로 횡성군의 지

분야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적극

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지원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제86회 연세콘서

일자리 창출 사업의 예산은 1억5천6백만 원(국

트시리즈 ‘최소녀 Pop-Vocal Flutist Cross-

비 1억4천만 원, 지방비 1천5백6십만 원)이며

Over Recital’이 진행되었다.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위한 업무

사업기간은 9개월(2017년 4월∼2017년 12월)

이날 최소녀는 드럼(최기웅), 베이스(김유성),

협약 체결

이다.

피아노(김동민), 색소폰(LuKas), 팝페라가수 오

뿐만 아니라 올림픽 팀 닥터들의 방문도 계속되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지정병

고 있다. 지난 2월 8일에는 미국과 호주의 스키

원주고용노동지청과 원주시 대학

원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하 병원)은 스포

팀 닥터 4명이, 28일에는 미국 올림픽대표팀

창조일자리센터 3자 지원약정 체결

츠 손상 및 올림픽 유산에 대한 각종 학술행사

팀 닥터 3명이 병원을 방문하여 외상센터와 응

를 유치 및 개최하고 있으며, 병원과 긴밀한 협

급의료센터, 닥터헬기 관련 시설을 둘러보며 자

원주캠퍼스와 원주고용노동지청, 원주시가 지

조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세계 각국의 올림픽대

국선수의 중증 부상에 대비했다.

난 3월 2일 원주캠퍼스 청파회의실에서 3자 지

지난 3월 21일 원주캠퍼스 부총장실 회의실에

표팀 팀 닥터와 올림픽 관련 단체의 의료책임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2015년 11월 2018 평

원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지원약정 통해 각 당

서 원주산학협력단과 횡성군, 고용노동부 원주

제86회 연세콘서트시리즈 ‘최소녀

틱한 연주를 선보였다.

들의 방문이 계속되고 있다.

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지정병원으로

사자들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과 관련, 각

지청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

Pop-Vocal Flutist Cross-Over

제86회 연세콘서트시리즈를 시작으로 2017학

학술행사와 관련하여 지난 2월 13일에는 ‘2018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올림픽 지원단을 구성

참여주체의 역할과 사업대상, 지원내용, 지원절

업(이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한 3자 업무협

Recital’ 진행

년도 1학기 공연이 시작되었으며, 특히 이번학

평창 동계 올림픽! Perfect 의료를 위한 국제 심

하여 계속 진행되고 있는 테스트 이벤트에 의료

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여

약을 체결했다.

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적

이번 협약식에는 윤방섭 원주캠퍼스 부총장, 이

지난 3월 14일 저녁7시 원주캠퍼스 정의관 대

이번 심포지엄은 우리 기관 권역외상센터와 권

원회 최고의료책임자(CMO)로 이영희 원주연

극협력하기로 했다.

창열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장, 김상호 횡성군 부

강당에서 33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역응급의료센터, 연세스포츠과학 및 운동의

세의료원장(재활의학)과 의무전문위원에 이강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원주캠퍼스는 향후 5년

군수, 정형선 원주산학협력단장을 비롯한 주요

학연구소, 한국동계스포츠안전학회가 주최하

현 원주의대학장(응급의학), 김두섭 교수(정형

간 정부 지원금과 지자체(강원도, 원주시) 지원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고 대한외상학회, 대한응급의학회, 2018평창

외과), 권우철 교수(영상의학)가 평창동계올림

금, 대학 부담금을 포함해 약 30억 원의 사업비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우리 대학교 원주산학협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후원하는 학술행사

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로 재학생을 비롯한 강원 지역 청년들의 진로지

력단은 횡성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귀농, 귀촌

로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최고의료책임

않고 있다.

도와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 소상공인, 창업에 관심이 있는 여성(주부) 등

정환과 함께 플루트 연주는 물론 보컬로서의 재

자(CMO)인 이영희 의료원장과 런던올림픽과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공개 모집·선

리우올림픽 의료담당인 데이비드 지드만(Dr.

발하여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

David Zideman), 국제올림픽위원회 연구위원

국어국문학과, 특성화 우수학과

실천 창업교육과 분야별 전문가 교육 및 멘토링

인 라스 교수(Prof. Lars Engebretsen, 오슬로

성과점검평가 S등급 받아

실시, ▲국내 우수 스타트업 기업 방문 및 2박3

대학)가 연자로 참여하였으며, 양혁준(대한응

기에는 3~5월 세 달간 총 5회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일 창업캠프 실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한

급의학회 이사장), 이강현 원주의대학장(대한

원주캠퍼스 국어국문학과가 최근 한국연구재

전통시장 인식변화 및 활성화, ▲전문화된 교육

외상학회 부회장)이 좌장으로 참여하여 평창동

단이 주관한 특성화 우수학과 성과점검평가에

을 통한 창업자들의 자부심 고취, ▲국내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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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어려움, 경제적

인재개발원, 우수 학생 대상

부담감, 사회복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

글로벌엘리트 인증서 수여식 개최

(50여 명 대상)씩 연간 1억 원을 수여하고 있다.

을 주고 치료효과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전문적
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인재개발원(원장 오병근)은 지난 2월 27일 원

베트남 꽝찌성 인민위원회, 메디피스

한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대한의료사회복

주캠퍼스 청파회의실에서 윤방섭 원주부총장

베트남사무소와 3자 MOU 체결

지사협회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의료사회복지

및 각 학과 교수진과 글로벌 엘리트 인증자, 가

사 수련제도’는 1년간 내과계 480시간, 외과계

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 글로벌엘리트 인

480시간의 임상수련을 받고 수련과제 제출 후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지엄을 개최하여 당사의 패키징 신기술(가칭:

민위원회에서 원주산학협력단, 베트남 꽝찌성

평가를 시행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과한 수련

글로벌엘리트 인증서 수여 대상으로 학생경력

의료기기 수출 경로별 수출포장 적용 기술 경

인민위원회, 메디피스 베트남사무소가 3자 업

원주캠퍼스는 지난 3월 13일 베트남 꽝찌성 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야성 문창모

해 매년 추모회를 통해 청파장학회, 국제로타리

의료사회복지사에게는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시

개발관리시스템(Y-GEMs)을 통해 섬김의 리더

향)을 소개하고 Packaging Innovation Center

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조상현

박사 15주기 추모예배 진행

3730지구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십, 탁월한 능력, 창조적 도전 세 영역에서 150

구축을 위한 기자재를 기증하는 등 포장산업의

원주캠퍼스 물리치료학과 교수(프로젝트 매니

에는 문보라, 이래헌, 이민호 학생 등 총 3인에

점 이상, 총 600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을 선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저), 마이 특 베트남 꽝찌성 인민위원회 부위원

게 지급했다.

하는데, 올해는 21명의 학생들이 선정됐다.

원주캠퍼스는 협약식 후 원주캠퍼스 패키징학

장, 홍정표 메디피스 베트남지부장을 비롯한 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초대 병원장인 故 문
창모 박사의 추모예배가 지난 3월 13일 오후 2

원주의과대학, 간호사 국가고시 13년

과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벨리, 원주LINC

요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외래센터 예배실에서

연속 100% 합격

사업단 산업체 간의 상생할 수 있는 산학협력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원주산학협력단과 메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피스는 ▲현지 강사진 역량 강화 프로그램 커

진행됐다. 이번 예배에는 이영희 원주연세의료

원주연세의료원, 의료사회복지사

원장, 이강현 원주의대학장과 국제로타리 3730

강원1호 배출

리큘럼 개발 및 강사진 양성, ▲물리치료사 양

지구의 최철민 총재, 김범일 이사장 그리고 남

성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인력양성, ▲지역사회

승화 교장(남승화직업전문학교) 등 여러 분야의

원주연세의료원은 지난 2015년 12월 대한의료

2017학년도 1학기 둥지장학금 수여식

재활치료사 보수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인력양

관계자가 참석하여 고인을 추모하였다.

사회복지사협회의 수련 슈퍼바이저 인증을 받

개최

성, ▲재활치료 기자재 지원 및 운용교육, ▲베

이번 추모예배는 우병필 기독교대한감리회 원

은 후 2016년 3월부터 2명의 수련생을 채용하

로목사의 설교를 시작으로 1부 예배가 진행되었

여 수련하였으며, 지난 2월 강원도 내 최초의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벨리, (사)강

지난 3월 22일 오후 5시 원주캠퍼스 대학교회

▲치료 인프라 구축 등 베트남 꽝찌성 재활치료

으며, 2부 추모회에서는 최철민 총재의 추모사,

의료사회복지사 수련생을 배출하였다.

원의료기기산업협회 등과 4자 MOU

소예배실에서 ‘2017학년도 1학기 둥지장학금

서비스 제공기관 역량강화를 통한 서비스의 질

남승화, 황창성 이사의 회고담 발표가 이어졌다.

이번에 수련을 마친 김상철 수련생은 의료사회

체결

수여식’(이하 수여식)이 개최됐다.

을 개선하고 꽝찌성 보건대학을 통한 베트남 중

우리 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故 문창

복지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취약계

원주의과대학 간호학과 졸업생들이 ‘2017년 제

이번 수여식에는 윤방섭 원주캠퍼스 부총장을

부지역의 재활치료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모 박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매년 3월 중순경

층에 대한 통합적인 사회복지 접근방법을 연구

57회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13년 연속으로 졸업

원주캠퍼스와 Sealed Air Corp., (재)원주의료

비롯해 임걸 원주교목실장, 각 단과대학장, 학

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추모예배를 지속해 왔으며, 이번 행사는 서거

하기 위해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있다. 또한, 안

생의 100%(전국평균 96.4%)가 합격하는 위업

기기테크노벨리, (사)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가

과장 및 교수진, 둥지장학금 수혜 대상 학생들

베트남 중부지역 물리치료교육 역량 강화사업

15주기를 추모하기 위함이다.

영화 수련생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사회사

을 달성했다.

4자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각 당

이 참석했다. 4개 단과대학 1개 학부 59명의 학

의 예산인 약 73만 달러는 연세대학교 원주산

한편, 故 문창모 박사는 1931년 세브란스의학

업팀에 채용되어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환자와

1994년 첫 입학생을 받은 원주의과대학 간호학

사자들은 의료기기 분야의 패키징 활용을 위한

생들에게 총 5천8백여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2

학협력단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지원하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원주연합기독병원(원주

과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수학습

제조, 정보, 환경과 운영 시스템 관련 연구 및 개

학기 수여식은 10월 28일로 예정된 ‘2017 원주

며, 사업기간은 3년(2017. 3.∼2019. 12.)이다.

세브란스기독병원 전신) 초대병원장, 제14대 국

법과 임상교육 실습 등 다양한 의학교육방법을

선방안, 품질시스템과 그 규정에 관한 내용에 대

캠퍼스 동문 캠퍼스 방문의 날’의 기념행사에서

회의원, 국제로타리 3730지구 초대 총재를 역

개발하고 있으며, 그 결과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하여 적극적인 협업을 진행할 것이며 학부와 대

진행될 예정이다.

임하였으며, 크리스마스씰 재발행사업 추진, 원

3명의 전국수석(04년 신윤희 씨, 06년 함영임

학원 교육을 향상시키고, 국제적 인증을 위한 연

둥지장학금은 2011년 원주캠퍼스에서 진행한 최

주맹아학교 지원, 방글라데시 후원 등 원주지

씨, 08년 정현희 씨) 배출과 더불어 2005년부

구 및 개발에 대해서도 협력할 예정이다.

초의 대중모금(Public Funding)캠페인으로서

역을 넘어 우리 사회의 소외된 자들에게 따뜻

터 올해까지 13년간 졸업생 전원이 국가고시에

특히 Sealed Air Corp.에서는 MOU 체결과 동

동문, 학부모, 교직원의 참여로 시작되었으며,

한 불빛이 되었다. 이러한 그의 뜻을 기리기 위

합격하는 위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시에 ‘의료/전자기기 포장기술’을 주제로 심포

2015학년도 1학기를 시작으로 매 학기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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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은 취업을 위한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 아님을

및 토플 특별반으로 구성되었으며 우수한 강사

Market Access 분야로 진출을 희망하거나, 전문

강조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을 익히기에

진 및 커리큘럼을 토대로 재학생들의 어학성적

성 향상 및 제약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력을 돕기

앞서 모든 현상의 근간이 되는 원리를 배워야

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강등

위해 국내, 다국적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병

하기에 학생들이 대학에서 원리를 배우는 데 힘

록을 통해 교내 및 모의테스트 무료제공 등 다

원, CRO, 컨설팅회사 등에 근무하는 다양한 인

쓰기를 당부했다. 특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구매하는

재들이 2기에 등록했다. 수강생 규모는 1년 만에

지 고민하는 데에 있어 인문학은 중요한 지침이

것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영단기 스타 강사들의

30%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Market Access 관

되기 때문에 눈앞에 도래한 백세시대에는 그 어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련 제도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려는 제약산업의

느 때보다 인문학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부총장과 바레인 국가보건최고위원회 셰이크

해당 강의는 4월 첫째 주에 개강하여 약 3개월 과

잠재교육수요의 발현이라고도 볼 수 있다.

서울대 음대 동문으로 구성된 클래식 기타 연주

강조했다.

모하메드 빈 압둘라 알-칼리파(H.E. Sheikh

정으로 저녁시간 대에 진행될 예정이다. 외국어

또한 본 과정은 교육과정의 50%를 제약업계

그룹인 ‘Viva Guitar Quartet’와 특별히 얼후 연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

Mohammed Bin Abdulla Al-Khalifa) 의장

학당에서 진행하는 교내특강에 대한 자세한 내용

MA 업무 10년 이상 경력자인 산업계 전문가들

동아리연합회와 클래식 기타 연주 그룹

주자 김상은 씨, 캐스터네츠 연주자 소니아 양

여로 활발히 진행되었고,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 등 여러 기

안내 및 수강신청은 외국어학당 홈페이지(http://

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론과 실무교육을 모두

‘Viva Guitar Quartet’의 봄을 부르는 공연

씨가 함께 하였다. Viva Guitar Quartet은 봄에

이 부총장에게 향하는 학생들의 질문은 계속되

관의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하여 성공적인 협력

fli.yonsei.ac.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접할 수 있으며, 산업계 리더들과 네트워크를

어울리는 클래식 기타의 선율을 학생들에게 선

었다. 특강 후 도서관과 기숙사로 향하는 학생들

을 기원했다.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

지난 3월 8일, 한 학기의 시작을 알리는 RC 공

사했으며, 얼후 연주자 김상은 씨와 함께한 대장

의 눈빛은 반짝였고 발걸음은 가벼워졌음을 볼

김 총장은 “이번 양해각서를 계기로 양 기관의

이 있다.

연이 열렸다. 그 시작은 동아리연합회로, 매 학

금 OST와 아리랑은 기타 연주와는 또 다른 매

수 있었다.

상호협력을 통해 더 큰 성장과 변화의 기회가

약학대학, ‘연세 제약산업 Market

2011년에 연세대학교 송도 국제캠퍼스에 신설

기 RC 전체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고 있어 학

력을 느끼게 했다. 캐스터네츠 연주자 소니아 왕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것이 인천지역 뿐만 아

Access 전문가 과정’ 제2기 입학식

된 연세대학교 약학대학은 송도 바이오산업 단

생들이 유독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 이번

씨와는 열정적인 스페인 플라멩코 분위기의 곡

니라 국가의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

개최

지에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제약 및 바이오산

공연도 어김없이 천 명 남짓한 학생들이 동아리

들이 이어가며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한 시

바레인 국가보건최고위원회와

란다.”면서 “앞으로 연세대학교는 국제캠퍼스

선배들의 공연을 보기 위해 종합관으로 모였다.

간 반여에 걸친 공연은 조플린의 Entertainer를

상호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의 글로벌화를 통해 인천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연세 제약 산업 Market Access 전문가 과정

다. 약학대학 한균희 학장은 “앞으로도 Market

공연 시작 전부터 길게 늘어선 줄을 통해 동아

앙코르곡으로 하며 마무리되었다. 아직은 쌀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

(주임교수 강혜영)’ 제2기 입학식이 지난 3월

Access 전문가 과정을 연 1회 봄 학기 정규 프

리에 대한 새내기 학생들의 관심을 엿볼 수 있

한 봄 저녁, 학생들이 따뜻하고 잔잔한 선율을

지난 3월 7일, 우리 대학교와 바레인 국가보

이라고 밝혔다.

17일 개최됐다. 본 과정은 미래교육원(원장 이

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운영 중인

었다.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회로

가진 클래식 기타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는

건최고위원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

바레인 국가보건최고위원회 셰이크 모하메드

두원)과 약학대학(학장 한균희), 대학원 제약의

대학원 제약의료 규제과학과 석박사과정을 비

진행된 이번 공연에서는 울림터, 메이, 유포니

시간이었다.

구에 위치한 국제캠퍼스의 YIBC(Yonsei IT-

빈 압둘라 알-칼리파 의장은 “바레인 국민 건

료·규제과학과(주임교수 강혜영)가 공동으로

롯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제약강국으로 발돋

Biomedical Cluster) 조성 및 바레인 국민 건

강 보험과 Biomedical 산업의 발전을 성공적

전문인력 양성과 신약의 시장접근성 향상에 기

움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바이오산업 전문인

다채로운 RC 공연과 특강 열려

아, 오르페우스, 아브낭뜨, 재즈필이 노래와 악

업과 긴밀한 연구·교육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

기 연주, 춤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다.

이경태 국제캠퍼스 부총장 “꿈에 눈이

강 보험과 Biomedical 산업의 발전을 위한 상

으로 도입한 후 이를 이웃 중동 국가로 확산시

여하고자 2016년 국내 최초로 개설됐다. 연 1회

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학위 및 비학위과정 교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된 이번 공연은 새롭게 대

멀어라” 특강 개최

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켜 가겠다.”고 말했다.

봄 학기에 개강하며, 15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

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포부를

어 있다.

밝혔다.

학생이 된 신입생들에게 대학 생활의 즐거운 추

이번 양해각서는 대학의 글로벌 인력 양성과

억을 만들 수 있는 동아리를 소개하는 자리이기

지난 3월 15일, 이번 학기 첫 RC 특강 연사로 초

연구 성과의 향상, 바레인의 국민 건강 시스

도 해서 공연에 임한 동아리 선배들의 감회도

청된 이경태 국제캠퍼스 부총장은 “꿈에 눈이

템의 성과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외국어학당, 국제캠퍼스 재학생을

남달랐다. 공연에 참여한 아브낭뜨 회장 윤유라

멀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인문학의 중요성에

를 통해 두 기관이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위한 교내특강 개설

(경영학과 15) 학생은 “신입생 여러분을 보니 기

대해 강조했다.

수 있는 기업 및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이를 활

분이 새롭고 무대에 호응을 너무 잘 해주어서

이 부총장은 “청년의 가장 큰 특권은 꿈을 갖는

성화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장

외국어학당은 국제캠퍼스 재학생들을 위한 교

고마웠다. 신입생 분들 앞에서 공연할 수 있어서

것”이라며 민태원 작가의 ‘청춘예찬’의 서두로

기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가 IT와

내특강(공인어학시험 대비반)을 개설했다.

감사했고 기회가 있다면 동아리에서 함께 무대

강의를 시작했다. 이 후 꿈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Biomedical 분야의 세계적인 중심 지역으로

국제캠퍼스의 지리적 단점을 극복하고 교내에

를 꾸며보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인문학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신입생들

발전하는 것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도 충분히 공인어학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동아리 연합회 공연에 이은 두 번째 RC 공연은

에게 적절한 실례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이어 대

체결식에는 김용학 총장, 이경태 국제캠퍼스

기회를 제공하고자 진행되는 해당 특강은 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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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INSIDE

캠퍼스 바로 알기

국제캠퍼스 소식
신임 RA 대상 리더십 개발론 수업

비롯한 각 하우스 RM(Residential Master) 교

정실 앞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한 지승룡 목사는

진행

수님들의 소개와 함께 전체 RA들이 참가하는

“오늘은 무엇보다 내 자신에게도 설레고 유의

워크숍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기간에는 각 하우

미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RC 교육의 이론적, 실무적 이해 지원

스 오리엔테이션을 위한 발표 자료와 팜플렛을

대학출판문화원

만드는 시간을 가지며 새로이 입학하는 RC 학
생들을 맞이할 준비에 힘을 쏟았다.

2017년 1학기, 연합신학대학원

언더우드 류다솜(문헌정보학과 14) RA는 이번 수

GIT(Global Institute of Theology)

업에 대해 “우리 대학교 RC의 발전 가능성에 대

과정 개강

해 알 수 있었고 앞으로의 RA 생활을 해나가는데

1929년 이후 역사와 비전 2030
우리 대학출판문화원은 1929년 <연희전문학교 출판부>로 출범한 후, 어

학술서적을 발간하는 일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었지만, 학술교양저서의

좋은 발판이 되었다. 또한 동료 RA들과도 많은

연합신학대학원은 이 땅에 복음의 씨앗과 교육의

느덧 90주년(2019년)을 앞두고 있다.

저작상 또는 추천도서, 한국출판문화상 수상으로 대학출판부로의 우수성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다.”라고 소감을 밝혔

기회를 제공해 주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를 생각하

최초로 발행된 책은 당시 연희전문학교 교수였던 외솔 최현배 선생의 『우

을 인정받았고 양질의 연구 성과가 축적됐음을 증명하기도 했다.

다. 2017년 1학기 RC 교육이 열정이 가득한 RA들

며 제2의 언더우드를 양성하고자 2015년 3월부

리말본(첫재 매, 1929.4.13.)』로 1920년대 일제 강점기, 탄압 속에서도 우

1990년대에는 전문적인 출판을 위한 출판위원회를 개편하고 한국어 교재

의 노력과 함께 알차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터 GIT(Global Institute of Theology) 과정(석

리말과 글을 가르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해방과 한국전쟁, 그리고

및 종교서적을 중점적으로 발간하면서 특성을 강화하였으며, IMF외환위

임 RA들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0일부터 24일

사 및 박사)을 송도 국제캠퍼스에서 진행하고 있

1955년에 대통령령에 의한 대학설치기준령을 거쳐 1957년 연희대학교와

기 등 급변하는 시대상황에도 불구하고 양적・질적으로 성장했다.

까지 5일간 국제캠퍼스에서 RA 리더십 개발론

다. 이 과정은 21세기 국제화시대 글로벌 기독교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통합되어 연세대학교가 설립되면서 <연세대학교 출

우리 대학교 학풍 진작과 대중화를 위한 노력은 2000년대에도 지속되어,

우리 대학교 RC교육의 중요한 축을 담당할 신

수업이 진행됐다. 신임 RA들은 수업을 통해 RC

2017-1학기 송도 신학부 새내기와

리더 양성을 목표로 100% 장학금으로 등록금, 생

판부>로 이름이 바뀐 후 현재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으로 그 소명

해외출판시장의 유통 및 저작권 수출을 위한 해외시장개척 사업, 전 세계

교육의 조교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이론을

동문 선배와의 만남

활비, 숙박비를 지원하며 Emerging South의 외

을 다하고 있다.

시장을 대상으로 미래 지식시대를 대비하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사업 등

학습하고 실무를 익혔다.

국인 학생을 교육시키는 과정이다. 현재 16개국

1950년대 <연세대학교 출판부>는 교내에서 필요한 교과서의 자체제작

꾸준한 노력과 체제개편을 통해 운영 및 출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였

수업은 ▲ RC 교육의 역사와 다양한 모델 및 연세

에서 온 총 27명(2017-1학기 신입생 11명 포함)의

및 학생들을 위한 교양서적 간행과 대학 내의 연구 업적을 학술전문 도서

다. 또한 우수 학술도서 및 우수 교양·전공 교재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대학교의 RC 교육 모델과 목표 이해, ▲1학년의

학생이 GIT 과정을 수강하고 있으며 언더우드가

로 출판함으로 연세대학의 학술발전에 기여하는 학문보급역할을 수행하

저자를 우대하고 있으며, 패밀리브랜드인 <청송미디어>출판을 통해 교내

특징과 대학생의 과업 이해, ▲글로벌 리더의 역

꾸었던 꿈을 펼쳐가고 있다. 이번 학기 GIT 수업

기 시작하였다.

외로 독자층을 넓혔고, 구글북스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고객에게 더욱

량인 5C(Christian Leadership, Communication,

방문교수(Visiting Professor)들은 다음과 같다.

1960-70년대에는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대학문고』를 기획하여 ‘대학의

빠르고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학문’을 ‘사회’로 개방하였고, 『한국근대사』(홍이섭), 『한국민족교회형성

자랑스러운 연세의 역사와 함께 한 우리 대학출판문화원은 ‘VISION

사론』(민경배), 『자아와 무아』(김하태) 등의 전문서적을 일반서점으로 보

2030’이라는 중장기 발전계획 하에, 1929년 외솔 최현배 선생의 『우리말

급하여 대중에게 소개하기 시작하였다.

본』이 발간된 지 101주년이 되는 2030년까지 ‘세계 10대 대학출판부’로

1980년대는 사회참여적인 성격의 출판이 더 중시되어 순수학문 성격의

도약하기 위해 전 구성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다.

Creativity, Convergence, Cultural Diversity) 이

YON SE I UN I V E R SI T Y
GLOBAL INSTITUTE OF
THEOLOGY

해, ▲RC 교육환경을 활용하여 5C 역량을 함양할

VISITING
PROFESSORS

수 있는 지적문화공동체 프로그램 기획의 4가지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지난 3월 22일 신학과 동문인 지승룡 목사(76

내용은 크게 이론 교육, 위기관리와 재난대응안

학번, 민들레영토 및 귀납적경영연구소 대표)가

전 교육 및 실습, 교내 학생 지원 센터 소개로 구

송도에 방문해 크리스틴 채플실에서 신학실천

성되었다. 23, 24일에는 김성수 RC 교육원장을

채플을 통해 새내기들과 만났다. 이날 지 목사

2017 SPRING SEMESTER

Dr.
Mor Geevarghese
Coorilos
From_
Malankara Jacobite
Syrian Christian Church
INDIA
Class_
Theology And Mission:
Ecotheological
Perspectives

Contacts_ 032. 749. 2813

2017.4.3 - 5.6

Dr.
Reinerio Miguel
Arce Valentin

Dr.
Abraham Kovacs

는 “훌륭한 시도는 실패하더라도 위대하다.”라

From_
Evangelical Seminary of
Theology, Matanzas
CUBA

From_
Debrecen Reformed
Theological Univ.
HUNGARY

는 설교 제목으로 새내기들과 공감하고 소통하

Class_
Jürgen Moltmann's
Theology: A Critical
Dialogue from Our
Respective Context

Class_
Conversion, Changes
of Religion, or Shifting
Allegiance

2017.4.10 - 5.13

2017.5.15-6.13

면서 메시지를 전달했다. 채플 전에는 일부 새

외솔
최현배
전집

1

공동체 속에서 친밀감과 소속감을 가지는 것이
미래의 주요한 인적 자산이 될 것이라고 권하
기도 했다. 김현숙 부학장과의 오찬 후 GIT 행

Dr.
Nancy Virginia
Wiles

Dr.
Rasiah
Sachithananthan
Sugirtharajah

From_
New Brunswick
Theological Seminary
U.S.A

From_
University of Birmingham
U.K

Class_
Decolonizing Paul

Class_
Postcolonial Biblical
Criticism

2017.5.15 - 6.13

2017.6.15-7.14

01권-최현배 전집 표지-좌수.indd 1

『우리말본(첫재 매)』,
1929

『담원 정인보 전집』
(전6권), 1983

『정치학 총론』,
2010
최현배전집금박01.indd 1

50

조선민족갱생의 도(동아일보연재본) -1926년판

내기들에게 다양한 동아리 활동 및 선배들과의

외솔
전집11
외솔 최현배
최현배 전집

조선민족갱생의 도
(동아일보연재본)

1926년판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10-10 오후 5:08:42

『외솔 최현배 전집』
(전28권), 2012

『Mastering Noon
Nopi』, 2015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한국의 우주관』,
2016

2012-04-02 오후 2: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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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신간안내

권수영 교수
(사)한국상담학회 부부·
가족상담학회장 선출

송시영 교수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
위원장으로 위촉

원영신 교수
한국스포츠미디어학회장
선출

권수영 교수(연합신학대학원)가 (사)한국상담학회 부부·가족상담학회 학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부부·

어린나무의
눈을 털어주다

나쁜 감정은
나쁘지 않다

역자: 임선기

저자: 권수영

출판: 봄날의 책

출판: 그리고책

전략 수립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과제의 우선순위 설정 ▲연구개발사업 지원자금 배분 ▲보건의

불어불문학과 임재호 교수가 번역한 울라브 하우게(Olav Hauge

연일 분노 범죄, 부모의 아동학대 사건 등이 끊이지 않는 한국사회는 과

료기술육성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주요·신규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 등을 심의한다.

1908-1994)의 시선집 『어린나무의 눈을 털어주다』가 출간됐다. 울라

연 앵그리 사회인가? 연합신학대학원 권수영 교수는 분노, 혐오, 무력

한편, 송 학장은 보건복지부의 향후 5개년 연구개발 전략을 기획하는 보건의료 R&D 중장기 전략기

브 하우게는 국내에는 많이 소개되지 않은 노르웨이의 국민시인이다. 임

감, 슬픔 등과 같은 소위 나쁜 감정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심

획단 단장도 맡았다. 기획단은 글로벌 변화에 따른 윤리·제도의 개정, 협력 생태계 구축, 산·학·연·

선기라는 필명으로 시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임교수는 하우게가 남긴

리 가이드북 『나쁜 감정은 나쁘지 않다』를 펴냈다. 이 책은 2017년 한국

병과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한 Global Health Leader’s 포럼(가칭) 신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400여 편의 시 중 30편을 골라 한국어로 번역하고 해설을 달았다. 학부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청소년 권장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저자는 나

에서 번역론을 강의하는 임 교수의 이번 작업은 번역 이론의 실천으로서

쁜 감정들이 마음 속 시스템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감

도 의미가 있다. 이번 시선집은 노르웨이 대사관의 일부 지원을 받았으

정들이라고 주장한다. 누군가 애써 숨겨놓은 나의 수치심을 들추려고 할

며 낭독 행사를 통해 구어(口語)로도 발표할 예정이다.

때, 분노가 수치심을 방어하기 위해 깜짝 등장한다. 이 책은 풍부한 상담

가족상담학회는 한국상담학회의 14개 분과학회 중 5,600여 명의 학회원을 보유한 최대 규모의 학술
및 임상단체다. 임기는 2017년 1월부터 2년이다. 한편, 권 교수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고용노동부 상담
분야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운영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송시영 의과대학장이 3월부터 2년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
다. 위원회에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수립 및 조정 ▲중장기 보건의료기술 개발

원영신 교수(스포츠응용산업학과)가 한국스포츠미디어학회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스포츠

사례를 제시하면서 누구나 마음 속 시스템을 알고 나면 나쁜 감정과 짝

미디어학회는 학계 및 스포츠미디어 현장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학술 교류와 협력, 전문집

을 이루고 있는 유배된 감정을 만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발간 등을 통해 한국스포츠미디어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다. 지난 3월 31일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원 교수의 임기는 2년이다.

평생교육학
입문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탐색

저자: 이상오

저자: 유춘동 외

출판: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출판: 청송미디어

이 땅에 ‘평생교육’이라는 ‘용어’가 나온 지 꽤 오래되었지만 평생교육이

이 책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 대한 학생들의 탐사보고서다. 대한민국에

라는 ‘개념’은 여전히 낯설다. ‘21세기는 평생교육의 시대이며, 앞으로 평

서 노량진은 도시의 존재 의미를 탐색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곳 중의 하나

생학습이 나의 삶을 결정한다’는 무시무시한 말에 공감하면서도 평생학

다. 조그만 역에 불과했던 이 지역은 1980년대 학원가가 형성된 이후로,

습이란 단어에 대해서는 아직 떨떠름하다. 애써 외면하고 싶은 말이기도

지금은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이들, 공무원 지원자, 교사 지망생들로 늘

하다. 아니면 남는 시간 동안 문화센터나 평생교육원 같은 데에서 정말

북적이고 있다. 그리고 도시가 이들로 인하여 최적화됨으로써 우리들에

할 일이 없어서 여분으로 하는 공부? 한마디로 평생학습은 심심풀이로

게 다양한 볼거리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해도 무방한 허접한 것인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이 책은 집필되었다.

문제의식과 현상 등을 대학생의 시각에서 다뤘다. 노량진의 고시생의 일

한마디로 평생교육은 ‘학문적 소산’이다. 즉 평생교육은 여느 학문영역

상에서부터, 노량진을 통한 현 세대의 문제와 앞으로의 대안 등을 이야

과 마찬가지로 ‘과학’이다. 그래서 ‘평생교육학’(學) 입문이다. 적어도 대

기하고 있다.

학에서는 평생교육을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 이 책은 이제부터
라도 평생교육이 ‘학문적 토대’ 위에서 계속 연구되길 바라는 간절한 소
망에서 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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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소식

지금 SNS에서는

금호아트홀 연세 공연안내

4/8-10
(토-월)

2017 제43회
중앙음악콩쿠르 본선
출연자 콩쿠르 참가자
주최 중앙일보 JTBC

4/25
(화) 20:00

소프라노 김경희
귀국 독창회
출연자 Soprano 김경희
주최 야곱의 사다리

4/13
(목) 20:00

연세신포니에타 유망 신세대
초청시리즈 XXVIII
출연자 연세신포니에타
Oboe 권희진 Clarinet 김해리
Violin 배서윤, 김정윤 Flute 정혜원
주최 ㈜마스트미디어

4/22
(토) 19:30

조주연 피아노 독주회 SCHUBRAMUS III
출연자 Piano 조주연
주최 이든예술기획

4/24
(일) 20:00

김정인 귀국 피아노 독주회
출연자 Piano 김정인
주최 JJ예술기획

지금

SNS
에서는

3

March

새로운 시작은 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한다. 2달의 방학이 끝날 즈음 찾아온 개강과 졸업. 아쉬운 헤어짐
의 인사와 함께 오랜만에 만난 이들과의 인사로 캠퍼스가 북적거렸다. 특히, 국제캠퍼스에서 1년 간 RC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신촌새내기’가 돼 무리지어 즐겁게 다니는 모습은 캠퍼스를 한층 활기
차게 했다. 시작과 적응의 시기인 3월, 이달의 키워드는 ‘학사일정’, ‘연잠 탐구생활’, ‘동아리’다.

하나, 학사일정

4/26

셋,

백양로 동아리박람회
#개강이라니
#종강했으면

(수) 20:00

오윤아 피아노 독주회
출연자 Piano 오윤아
주최 조인클래식

이번엔 어떤 동아리를 들어
가볼까?

3월의 가장 큰 일은 ‘개강’이다. 방학을 어떻
게 보냈던, 많은 학생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
는 시기다. 그래서 학사일정을 담은 게시물이

※프로그램 및 연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3월은
수강변경과 철회, 그리고 일반휴학 마감 일정

백주년콘서트홀 공연안내

4/12
(수) 19:30

한경닷컴 신춘음악회
출연자 한경필하모닉오케스트라

협연: 테너 나승서, 소프라노
박현주, 하모니카 이윤석
주최 ㈜한경필하모닉오케스트라

4/20
(목) 9:00

사회성과 인센티브 2nd
어워드

이 담겨 있다. 그리고 한 눈에 보기 좋게 달력

4/25

4/28

주최 ㈜대학내일

주최 연세대학교 대외협력처

(화) 9:00

신세계 지식향연

주최 SK사회공헌팀

(토) 18:00

에디킴 & 유승우의 달달한
봄소풍 ‘봄이에유’
출연자 에디킴, 유승우
주최 ㈜하늘이엔티

들의 ‘좋아요’를 받았다.

(금) 15:00

최우등생 시상식

둘,

연잠 탐구생활

연세인이라면
누구나 있는 연잠의 모든 것!

#우리_동아리가_최고야

#특성있는_연잠들의_향연

새학기를 맞아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고학번도_할래요

새로운 동아리를 찾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그래
서 지난 3월 8~9일 백양로에서 열렸던 동아리박

대강당 공연안내

4/8

으로 정리 돼 있어서, 100여 명 가까운 사람

4/27

4/28

주최 KEB하나은행 외환사업부

주최 서울 CCC

(목) 13:00

KEB하나은행 유학설명회

(금) 19:00

2017 CCC 여호수아 기도회

연세대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하나쯤 갖고

람회에서 다양한 동아리들에 대한 홍보가 이뤄졌

있을 법한 연잠. 백양로를 거닐다보면 각 학

고, 학생들의 많은 성원을 받아 성공적으로 마무

과나 동아리마다 특색 있는 연잠들을 쉽게 마

리됐다. 연세대학교에는 중앙동아리만 70여 개로

주칠 수 있다. 창의적인 연잠의 인기를 반영

공연예술분과, 교양분과, 사회활동분과, 종교분

하듯, 각 학과만의 연잠을 소개한 게시글이

과, 창작예술분과, 체육분과, 학술분과로 나뉘어

‘좋아요’ 200개 이상을 받았다. 특히, 언더우

있다. 중앙동아리를 분과별로 정리해 놓은 이 게

드학부는 알파벳 ‘UNDERWOOD’로 독수리

시물은 160명 이상의 사람들이 ‘좋아요’를 표시하

를, 기계공학부는 기계처럼 조립된 독수리를

며 좋은 반응을 보였다.

형상화 해 이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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