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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창립 132주년·통합 60주년 기념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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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으로 나눔의 가치를 전달하다
- 리듬오브호프

연세 RESEARCH

만성 창상 줄기세포 치료의 새로운 길

자화상

.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

.

.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
. 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십시오. (롬 12:18)
www.youtube.com/user/ysuniversity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blog.naver.com/yonseiblog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www.facebook.com/ys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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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식

우리 대학은 창립 132주년을 맞아 지난

강정애 숙명여대 총장, 문석진 서대문

템대학과 이·공, 인문·사회과학에 이르

4월 8일 오전 10시 30분 연세 금호아트

구청장 등 내외빈이 참석해 뜻깊은 날

기까지 여러 학문분야가 어우러지는 ‘융

홀에서 ‘창립 132주년·통합 60주년 기념

의 의미를 함께했다. 이밖에도 18년 간

합사이언스 파크’ 설립 계획을 언급했

식’을 개최했다.

연희전문과 세브란스의학전문 두 학교

다. 또한 “친화력, 공감능력, 배려와 같은

의 교장으로 활동하며 통합의 발판을 마

소프트스킬이야말로 연·세가 함께 추구

올해는 연세대학교의 뿌리인 광혜원(제

련한 에비슨 선교사의 후손들(Douglas

해야 할 가치”라면서 “미래의 교육 목표

중원)이 세워진 지 132주년을 맞는 해다.

Avison Black, Peter Lee Black, Ralph

는 융합적 사고에 근거해 창의적인 문제

나아가 광혜원으로부터 각각 근대교육

Crewe)이 방한해 자리를 빛냈다.

해결 능력(Creativity)을 강화하는 방향

기관으로 성장한 연희전문학교와 세브

으로 재설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란스의학전문학교가 통합된 지 60주년

이날 김용학 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이

총장은 또 “연세대학교와 의료원의 각

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우리 대학교는

제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하는 길목

소속기관들이 따로 수행해 왔던 다양한

매년 5월 둘째 주 토요일에 창립 기념행

에서 우리는 연과 세를 유기적으로 결합

선교와 봉사활동을 통합하는 글로벌사

사를 진행해왔으나 연·세 통합의 의미

시켜야만 한다. 함께 있으면서 함께 하

회공헌원을 개원해 지구촌 곳곳에 산적

를 되새기고자 올해부터 제중원 개원일

지 못했던 한계를 넘어서야 할 것이다.”

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깊이 참여하

이 있는 매년 4월 둘째 주 토요일에 창

라며 ‘상호간의 긴밀한 연결’의 필요성

는 대학(Engaged univerisity)으로 거듭

립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을 강조했다. 더불어 연구와 교육, 사회

날 것”이라고 밝혔다.

봉사 영역에서 이뤄질 두 기관의 연계활
기념식에는 허동수 이사장, 김용학 총

동에 대해 설명했다.

장, 박삼구 총동문회장, 원한석 이사, 안
세희·김병수·김우식·정창영 전 총장,

이밖에도 기념식에서는 장기근속상, 사
회봉사상, 창업대상, 의학대상, 학술상

먼저 김 총장은 의료원은 물론 생명시스

시상이 진행됐다.

연세 창립 132주년·
통합 60주년 기념행사 개최
에비슨 선교사 증손자 등 후손 방한
“함께 있으며 함께 하지 못했던 한계 넘어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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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통합 60주년 기념
특별전시를 만나다
‘현판에 새긴 오랜 꿈’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와 연희전문시절

통합 이후 오늘에 이르는 연세의 역사를

의 교가, 연세찬가가 연이어 흐르는 가

연표와 사진 자료를 섞어 설명하고 있

운데 전시실 안쪽에는 두 학교의 교기가

다. 그 건너편에는 학교 부지로 구입한

높이 걸려 있어 관람객의 이목을 끌었

이래 신촌캠퍼스 100년의 변화 과정을

다. 전시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

보여주는 사진자료들이 영상으로 꾸며

있는데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져 남대문 앞의 옛 세브란스 건물들, 신
촌 연세의료원의 건축 과정, 사라지거나

1부에 해당하는 <연세의 첫걸음> 코너

크게 변모한 신촌캠퍼스의 옛 건물들에

는 세브란스와 연희의 창립시기의 자료

대한 사진들과 함께 소개된다. 역사적인

와 알렌과 언더우드 등 학교 설립자들

장면마다 학교 지도자들이 피력한 문구

창립 132주년, 연·세 통합 60주년을 맞은 4월 둘째 주 토요일, 백주년기념관 1층 기

을 다루고 있다. 특히 알렌 의사의 제중

들이 벽면에 소개되고 있어 따라 읽어보

획전시실에서는 박물관과 동은의학박물관이 함께 준비한 특별전시가 시작됐다.

원 설립제안서와 1902년 남대문 앞에 세

는 재미도 크다.

‘현판에 새긴 오랜 꿈’이라는 부제에 걸맞게 연세 창립기념식이 열린 1957년 5월 11일

운 새 제중원, 세브란스병원 및 의학교

당시 본관인 스팀슨관 입구에 내걸었던 연세대학교延世大學校 현판이 전시실 도입

의 정초석에서 나온 23종의 자료들이 나

“오늘까지 내려온 이 전통을 받고, 2,000년

부에 걸려 있다.

란히 소개되고 있다.

동안 우리를 길러온 기독교의 문화를 맞아
들이면서 4,000년 우리의 민족이 키워 준

2부 <연합과 화충> 코너에는 일제시기

전통을 이어서 이 학원으로 하여금 우리의

세브란스와 연희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민족과 우리의 교회에 부과된 사명을 다 하

담은 사진과 함께 두 학교의 교장을 동

기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 겸하면서 통합을 모색했던 에비슨

가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과 자유를 위해

의 활동을 소개하는 자료들이 전시되어

서 싸우는 것이 이 학교의 사명이요, 또한

있다. 특히 40여 년간의 봉사를 마치고

이 대학가의 역사에서 볼 수 있는 사실입니

귀국하는 에비슨 박사에게 전한 전별첩

다.”(백낙준, 연세대학교 초대총장 취임사,

에는 연희와 세브란스의 관계자 이외에

1957.5.11.)

도 총 217명의 동료 선교사와 사회명사
들의 친필 서명이 확인된다.

“우리는 이 의료원을 서울 시민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의지할 곳 없는 형

제3부 <하나 되는 연세> 코너는 1920년

제의 고통을 구제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자

대 이래의 양교 통합 논의를 다룬 언론

선의 처소로, 그들의 생을 희생과 봉사로써

보도 기사를 소개하고, 해방 이후 마침

치료하는 일에 바치고자 하는 의사와 간호

내 연세로 통합되고 신촌캠퍼스에 의료

원의 훈련도장으로, 병고로부터 인류를 해

원이 자리잡는 과정의 자료들을 전시하

방시키기 위하여 연구에 종사하는 과학자

고 있다. 양교의 교수회가 통합을 건의

의 연구소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한 문서와 양교 이사회에서 통합을 심의

(윤인구, 연세의료원 봉헌사, 1962)

하고 추진해간 문서, 연세대학교 합동에
관련한 정부 인가서 등 다양한 문헌자료

본 전시회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5월 27

를 볼 수 있다.

일까지 연세인들과 시민들에게 개방되며
전시된 자료들의 도록이 함께 제공된다.

제4부 <연세의 이름으로> 코너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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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연세 정신을 빛낸 인물
이태준 선생

2017학년도
연세학술상 수상자 선정

동문광장에 부조동판 설치

백영서·신인재·장양수 교수
탁월한 연구업적으로 학문 발전에 기여

우리 대학교는 지난해부터 진리와 자유

2017학년도 연세학술상 수상자에 인문

예컨대, 사람 중심의 평생업적 사항에

올해 수상자인 백영서 교수는 동아시아

의 건학정신을 계승하며 연세의 역사성

부문 백영서 교수, 자연부문 신인재 교

대한 종합평가로 평생 1회 수상 자격이

담론을 주도하고 분과학문의 경계를 넘

에 바탕을 둔 리더십을 발현하고 학교의

수, 의생명 부문 장양수 교수가 선정됐

주어진다. 기존 5개 부문을 3개 부문(인

는 사회인문학을 수행해 왔으며, 그 주

명예를 드높인 인물을 ‘연세 정신을 빛

다. 시상식은 지난 4월 8일 ‘창립 132주

문, 자연, 의생명)으로 통합했으며 심사

요 연구업적이 여러 언어권에서 간행

낸 인물’로 선정하는 기념사업을 시행하

년·통합 60주년 기념행사’에서 열렸다.

규정을 전면 개선했다.

되어 널리 인용되고 있다. 신인재 교수

고 있다. 제1회 인물로 윤동주 시인이 선

는 세포내 이온 농도를 변화시킬 수 있

정된 바 있으며 창립 132주년을 맞은 올

우리 대학교는 매년 탁월한 연구업적을

개선된 심사 절차에 따라 대학장 추천,

는 소(小)유기분자 기반 인공 이온 운반

해 제2회 연세정신을 빛낸 인물로서 몽

통해 학문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전임

기학술상 수상자 추천 등 다양한 후보자

체를 개발해 암세포가 어떤 과정을 통

골에서 의료활동과 한국 독립운동을 펼

교수에게 연세학술상을 수여하고 있다.

추천 제도를 도입했다. 더불어 대학원,

해 사면되는지 규명하여 두 편의 Nature

친 이태준 선생을 선정했다.

1968년 제정된 이래 우리 대학교를 대표

교무처, 연구처, 의료원 의과학 연구처

Chemistry 논문에 발표한 바 있다. 장양

는 병원을 개설하고 근대식 의술을 통해

이에 우리 대학은 희생과 봉사의 삶을

하는 최고 권위의 상으로, 대학원에서는

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방면

수 교수는 유전체연구를 통해 심혈관질

세브란스의학교 2회 졸업생이자 몽골

당시 몽골에 만연해 있던 화류병을 퇴치

실천한 이태준 선생을 2017년 연세정신

학술상의 취지에 부합하고 그 위상을 더

으로 업적을 검증하게 된다. 이후 교외

환자에 정밀의료를 도입하고, 심혈관계

의 신의(神醫)라 불리는 독립운동가 대

한다. 몽골 마지막 황제의 주치의가 된

을 빛낸 인물로 선정하고 백양누리 동문

욱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검증과 심사

전문가의 피어리뷰(Peer review), 각 부

제품 유효성평가를 표준화하는 등 심혈

암 이태준 선생(1883~1921)은 몽골에서

그는 1919년 몽골의 최고 훈장인 ‘에르테

광장에 부조동판을 설치했다. 지난 4월

절차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문별 심사위원회,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

관질환 치료에 다차원 영상기술 도입으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경

닌오치르’를 수여받기도 했다.

8일 기념식이 끝난 뒤 곧바로 백양누리

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로써 새로운 치료기술을 개발했다.

상남도 함안에서 태어난 그는 1907년 세

동문광장에서 ‘연세 정신을 빛낸 인물

브란스의학교에 입학해 에비슨에게 의

몽골사회에서의 이러한 신뢰를 발판으

부조동판 제막식’이 이어졌다. 동판 제

학을 배웠으며, 당시 독립운동가 도산

로 이태준은 각지의 애국지사들과 긴밀

막식에는 이태준 선생의 외증손자인 이

안창호의 권유로 ‘청년학우회’에 가입해

하게 연락관계를 유지하며 여러 주요한

희승 선생을 비롯해 후손 9명이 전국 각

구국 운동에 참여하던 청년이었다.

비밀 항일활동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

지에서 올라와 참석하기도 했다.

다. 그는 소련이나 중국을 왕래하던 독
세브란스를 졸업한 뒤 모교 병원에서 인

립운동가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러시

이희승 선생은 “우리는 몽골인의 복지를

턴으로 일하는 동안에도 항상 독립운동

아로부터 상해 임시정부로 가는 독립운

위하고 의사로서 세계인류평화에 일생

을 펼칠 기회를 찾던 그는 1911년 12월, 1

동자금 40만 불을 무사히 전달하기도

을 바친 선생의 거룩한 희생정신을 기리

회 졸업생 김필순이 중국으로 망명하자

했다. 이후 의열단에 가입해 폭넓은 독

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연세인들

중국 난징으로 떠나 조선 독립군 부상자

립운동을 펼치던 그는 1921년 2월 당시

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를 돌본다. 이후 항일 애국지사인 김규

몽골을 점령한 러시아군 내 친일세력에

“대암 이태준 선생의 나라사랑 뜻을 새

식의 권유로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의해 피살당하고 만다.

기고 그 뜻을 이어받아 서로를 배려하고

도착한 그는 ‘동의의국(同義醫局)’이라

사랑하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왼쪽부터 신인재 교수, 장양수 교수, 김용학 총장, 백영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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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소감 및 주요업적

해서는 “동아시아의 구체적인 장소에 관한 지역적인 논의와, 추상적

화물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속으로 조사할 수 있는 고집적 탄수화물칩

수 있었습니다.

이고 이론적인 사색을 동시에 수행하고자” 한 것이라거나 “새로운 보

을 최초로 개발(Angew Chem Int Ed에 발표)했으며, 이 기술은 현

현재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관상 동맥 스텐트 디자인의 기본이

편에의 지표”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재 탄수화물 관련 연구를 수행할 때 핵심기술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된 MAC 관상 동맥 스텐트의 개발(2001년 US 6,187,035 B1 특허취

위와 같은 반응도 제게 큰 격려가 되었지만, 연세공동체가 수여한 이

이 연구는 2002년 미국화학회 올해의 연구 중 하나로 선정되었고,

득), 2004년 금속공학과 김도훈 교수님의 도움으로 최초 국산에 성

번의 학술상은 그 어떤 것보다도 힘을 불어넣어줍니다. 그것은 인문

2004년 사이언스에 하이라이트 연구로 소개되었습니다.

공 하였고 심혈관질환 관련 의료기술 지적재산권의 기술 이전으로 국

학의 유용성에 대한 동료들의 긍정적 평가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

내 관상 동맥 스텐트 개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산업계로의 기술 이

물론 그 유용성은 단기적 유용성이 아니라 가치창조적 유용성, 달리

니다. 특히 화학생물학 연구 분야는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많은

전을 통해 교내 산학 연구 개발의 본보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말하면 새로운 사유의 틀에 대한 자극을 의미할 것입니다.

연구비가 필요하고, 결과를 얻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학

심혈관질환 원인규명 분야에서는 오랜 기간 축적된 임상적인 노하우

저는 이 학술상을 연세공동체가 수여한 ‘훈장’으로 간직할 것입니다.

생들과 밤늦도록 연구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토의하

와 환자 시료를 기반으로 보건복지부 주관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에

새롭게 개편되어 한층 더 영

동시에 연세의 학술발전에 계속 기여하라는 ‘채찍’으로 기꺼이 받아

여 새로운 연구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얻

선정되어 2000년부터 10년 동안 질환유전체 연구의 시초라 할 수 있

예로워진 연세학술상 첫 수상

들이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은 결과를 인정받아 2010년부터 생기능성 유기분자 연구단(리더연구

는 국내 유일의 심혈관질환 유전체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했습니다. 한

자로 선정되어 대단히 영광스

자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올해 연세대학교 학술

국인의 심혈관질환 관련 유전자들을 새로이 규명하고 관련 연구결과

럽습니다. 그런 영광을 주신

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저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를 유수 해외 논문들에 보고하는 등 국제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

추천인과 심사위원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국내 화학생물학 분야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고,

았습니다.(SCI논문 53편). 구체적으로는 10,000여 명의 국내 심혈관

향후 이 분야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

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Genome-wide association study를 수행

다. 더불어 연세대학교 학문 위상을 조금이나마 높이는 데 기여하고

하여 유전체은행 구축 및 임상자료 Database화 완성하였으며, 심혈

싶습니다.

관 질환 관련 유전자 SNP 분석을 이용한 질병위험인자 발굴 및 심혈

마지막으로 누구보다 마음속으로 많이 응원한 가족들과 어느 연구실

관 질환 조기진단 및 질병예측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보다 열심히 연구한 졸업생 및 현 연구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또한, 심혈관질환 치료분야에 있어서 융합영상을 활용한 심혈관 질환

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치료법들을 개척하여 다양한 심혈관질환 영상기술을 개발하여 임상

인문부문

백영서 교수

저는 이 영예가 저 개인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문과대 동료 전체에 대

자연부문

한 것으로 여기고 싶습니다. 개편된 인문 분야의 첫 수상이 문과대학
소속 교수에게 주어진 것은 ‘인문학의 위기’와 글로벌 경쟁력이 운위
되는 어려운 여건에서 수행되는 인문학의 가치와 효용에 대한  인정

신인재 교수

이자 격려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국현대사 연구로 시작해 점차 동아시아 역사와 현실에 대한

1998년 본교 화학과에 부임

연구로 관심을 넓혀 왔습니다. 특히 1990년대 초부터 국민국가라는

한 이후 저는 유기분자를 합

적용하는 등 이 분야에서 선도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SCI

단위를 넘어선 동아시아적 시각의 필요성을 주창하면서 나라 안팎에

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생명

논문 78편). 혈관내 초음파(IVUS)와 광학 간섭 단층 촬영(OCT) 기술

서 동아시아 담론을 주도했습니다. 최근에는 동아시아 근대사의 모순

현상을 분자수준에서 규명하

을 이용한 임상연구를 통하여 약물방출 스텐트에 의한 내피화를 스텐

이 응집된 핵심현장에서 동아시아 공생사회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

고 더 나아가 신약후보물질을 발굴하는 ‘화학생물학 연구’를 수행하

다. 동아시아 공생사회란 국가와 자본이 주도하는 제도적 동아시아

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위해 저는 현재 유기화학 연구팀과 생물학 연

공동체라기보다 인간다움을 좀 더 충실히 구현하는 지역적 공생사회

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두 연구팀이 서로 협력하여 다양한 생기능

로 다가가는 ‘과정으로서의 동아시아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성 유기분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2014년과 2017

이 작업은 자연스럽게 기존의 분과학문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학술

년에 두 종류의 저분자 인공 염소이온 운반체의 암세포 사멸과정을

이념과 제도의 탐색으로 이어졌습니다.

규명하여 네이처 케미스트리에 각각 발표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이십년 전인 1997년부터 심혈

증명하고 융합영상장비를 광범위한 치료 영역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

학술체계의 쇄신을 구상한 저의 학문론은, 국학연구원장이던 기

세포내 염소이온 농도가 높아지면 세포자살 과정을 촉진시키고, 다른

관질환 관련 기초연구를 위해

습니다.

간 인문한국사업(이른바 HK사업)의 과제인 ‘사회인문학’(Social

한편으로 자가소화작용을 억제하여 암세포가 사멸된다는 것을 규명

심혈관계질환 유전체연구센

연세대학교 학술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여러 훌륭한 교수님들

humanities)으로 구현되었습니다. 그 관점에 입각해 저는 역사학, 한

했습니다. 이 연구는 ‘초분자 화학생물학’ 분야를 개척한 것으로 평가

터 소장, 연세대학교 노화과

중에 제가 선정이 된 것에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

국학 및 중국학의 재구성을 시도하였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학연구소 소장과 협동과정 대학원 주임교수, 2008년부터 연세의대

로도 기초-영상진단-임상연구를 융합하는 창의적인 연구로 심혈관

그간 저의 연구성과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정한 반향을 얻었습니

2007년에는 최초로 인간근육세포를 신경세포로 분화시킬 수 있는

심혈관 연구소 소장, 2010년부터 심혈관제품 유효성평가센터 센터

질환 R&D 분야의 발전에 더욱 힘쓰고, 심혈관계 질환의 진단, 예방,

다. 저의 저작을 집중분석하는 저서와 논문들이 국내외에서 다수 발

유기분자를 발굴(J Am Chem Soc에 발표)했고, 이 연구는 네이처에

장,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심혈관 중재 학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치료기술 개발 등의 기초연구 성과 실용화를 위해 힘쓰고자 합니다.

표되었고 첫 중국어 저서 『思想東亞』는 홍콩 봉황 TV의 교양프로

하이라이트 연구로 소개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소유기분자를 이용한

한국 심혈관계 질환 치료를 발전시키기 위해 기초, 응용  및 기술개발

또한, 국가 의료산업에 핵심 거점으로서 연세대학교의 연구 발전을

(2010.12.29.)에서 단독으로 집중 소개된 바 있습니다.

세포 연금술(Small molecule-based cellular alchemy)’이라는 분

등의 다양한 분야를 접목시킨 연구를 수행하다보니 관련 논문 663편

통하여 국가 보건의료 기술 선진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출간된 일본어 저서 『共生への道と核心現場』에 대

야를 개척한 연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단백질과 탄수

(SCI 450편), 국내외 특허등록/출원 56건 등의 연구업적을 달성할

10

의생명부문

트 시술 전 후에 촬영하여 스텐트 삽입 후의 임상적 사건의 발생을 예
측하는 근거자료 확보 및 임상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2010년

장양수 교수

에는 CT(Computed tomography)를 개발하는 회사를 찾아가 설득
하여 신개념의 Intraprocedural cardiac CT 기술을 최초로 고안, 융
합영상장비를 개발하여 환자맞춤 치료와 의료 정밀도 향상 가능성을

11

함께 나누는 삶 실천한
올해의 연세인들

제2회
연세창업대상 수상자 선정

창립기념식서 사회봉사상 수여… 개인부문 2인, 단체 1개팀 시상

교원, 동문, 학생 등 우수 창업인 7명

우리 대학은 교육이념인 진리와 자유를

가 장애우, 소아암 환우, 외국인교환학

바탕으로 ‘연세와 만드는 아름다운 세

생, 저개발국의 주민 등 의지가 필요한

상’을 위해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치

이웃을 위해 의술을 실천하며 참 기쁨

단체부문 진리상 수상자로는 봉사동아

고 있는 연세인들을 발굴해 사회봉사상

의 삶을 지속하고 있다.

리 ‘리듬오브호프’가 선정됐다. 이들은

을 수여하고 있다.

식을 결합시켜 나가고 있다.

‘창립 132주년·통합 60주년 기념행사’에
서는 ‘제2회 연세창업대상’ 수상자를 선
정하고 시상했다.

미디어를 통해 선한 임팩트를 창출시키

우리 대학교는 도전과 창의 그리고 섬

개인부문 자유상은 조성현 학생(경영

고 있는 학생 동아리다. 전공과 재능을

김의 정신을 바탕으로 창업한 우수 창

사회봉사상 수상자로는 먼저 개인부문

11)에게 돌아갔다. 조성현 학생은 ‘섬김

살려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해 사례를

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널리 창

진리상에 김태욱 동문(일반대학원 정형

의 리더십’ 수업을 통해 ‘함께 사는 삶’의

발굴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사연을 소

업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지난해 연세창

외과학 16)이 선정됐다. 김태욱 동문은

중요성과 가치를 심화시키며 요양원과

개하는 등 온라인 모금 콘텐츠를 제작

업대상을 제정했다. 시상 부문은 교원

올해 연세창업대상 수상자로는 교원 창

진 공동대표, 학생 창업 부문에 한국신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 및 정신적 후유

중증 장애인 가정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며 지금까지

창업, 동문 창업, 학생 창업이 있으며,

업 부문에 스템모어 주식회사 성종혁

용데이터 김동호 대표와 ㈜아이테크유

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힘든 상황

꾸준히 해왔다. 2016년에는 1년 동안 해

총 5억여 원의 후원금을 전달해 왔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교원 및 동

교수(약학대학 약학)와 ㈜노보믹스 허

윤창모 대표, 주식회사 브로컨설팅그룹

에 놓인 타인에 대한 공감과 함께 나누

외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등 학업과 나눔

(관련기사 22면)

문 각 100만 원, 학생 50만 원의 상금을

용민 교수(의과대학 영상의학교실), 동

권희재 대표가 선정됐다.

는 삶을 모범적으로 실천해 왔다. 나아

의 균형을 실천하고 있으며, 나눔과 지

수여한다.

문 창업 부문에 ㈜시지온 김미균·김범

2016년 연세창업대상
수상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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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26면)

동문 창업 부문

학생 창업 부문(신촌)

교원 창업 부문

김미균(신문방송 05학번),
김범진(화학공학 06학번) 공동대표

김동호 대표(정보산업공학 06학번)

성종혁 교수(약학대학 약학)

창업기업명: ㈜시지온(2011. 1. 설립)
창업 아이템:	소셜댓글 플랫폼 ‘라이브리(LiveRe)’ 운영

창업기업명: 	한국신용데이터(2016. 1. 설립) 및 
㈜아이디인큐(2011. 2. 설립)
창업 아이템: ERP/전자결제 데이터 융합분석을 통한 
중소사업자 신용평가 플랫폼
수상 업적
- 첫 번째 창업(아이디인큐) 성공 후 재창업 도전
- 언론을 통한 연세대학교 평판도 향상 기여, 
CEO특강을 통한 학내 창업분위기 활성화

창업기업명: 스템모어 주식회사(2015. 12. 설립)
창업 아이템:	줄기세포를 이용한 여성용 발모
치료제, 탈모방지용 기능성 샴푸 등   
수상 업적
- 기술창업의 우수한 성공 모델 도출로 교내 교원창업 
및 자회사 창업 활성화 기여
- 유상증자 시 지분 무상 증여 등 재정 기여

수상 업적
- 2016년 매출 10.5억 원, 고용 25명. 누적 투자유치 12.1억 원
- 다수 수상경력 및 언론을 통한 연세대학교 평판도 향상
기여

학생 창업 부문(원주)

윤창모 대표(전기전자공학 09학번)

허용민 교수(의과대학 영상의학교실)

권희재 대표(정경대학 경영학 11학번)

창업기업명: ㈜아이테크유(2015. 12. 설립)    
창업 아이템: 반도체 장비(ALD) 제작 및 기술 컨설팅

창업기업명: ㈜노보믹스(2010. 3. 설립)  
창업 아이템:	위암 수술 후 예후 및 항암제 적합성 
판단 분자진단키트 제조 및 서비스
수상 업적
- 2015~2017년 V.C 100억 원 투자 유치, 교원창업으로 
의료원과 재정적 기여사항 협약

창업기업명: 주식회사 브로컨설팅그룹(2014. 10. 설립)    
창업 아이템: Directors Company(마케팅을 디자인하다)
수상 업적
- 다수의 행사 기획, 기업 홍보/마케팅 등 프로젝트 수주
(3개월 매출 4억 원)
- 대한민국 창업 V리그 지역예선 대상 등 수상 경력 다수

수상 업적
- 2016 제5회 기술사업화 경진대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 대학원생 창업을 통한 기술사업화 진행으로 
연세대학교의 연구기술 우수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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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양로, 봄을 품다

정문에서부터 언더우드 동상에 이르기

세 개의 길

둘, 정문에서부터 백양로의 오른편에

장소의 기억을 살려 왼쪽 가로에는 느

조성된 또 하나의 길은 낭만과 여유를

티나무, 회화나무, 느릅나무 등 장대한

하나, 먼저 과거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

즐길 수 있는 거리다. 이 길은 에비슨가

나무들이 서 있다. 이밖에도 구름 위에

되어 복잡했던 백양로는 보다 푸르르고

든과 이한열 동산을 지나 경영대 앞까

날갯짓하는 독수리의 모습을 연출한

은행나무가 늘어선 직선의 중앙로, 즉

안락한 사람 중심의 길로 우리 곁에 돌

지 이어진다. 이팝나무, 라일락, 청단풍,

‘안개분수’를 비롯한 각종 수변(水邊)공

전통적 백양로와 백양로를 따라 좌우에

아왔다. 길이 끝나는 지점까지 백양로

상록패랭이, 대왕참나무 등을 식재해

간과 한글탑, 독수리상 등이 자리하고

조성된 두 개의 테마 가로가 그것이다.

를 상징하는 은행나무가 끝없이 펼쳐져

캠퍼스의 아기자기하고도 화려한 면모

있어 걷는 것만으로도 연세정신을 느낄

길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싱그러워진다.

를 살려낸 공간으로 바쁜 일상에서 사

수 있다.

까지 캠퍼스를 연결하는 백양로에는 세
개의 길이 있다.

캠퍼스 곳곳에서 만끽하는 봄꽃의 향연

백양로 재창조사업 이후 백양로는 단지

색하며 걷는 일을 가능케 한다.

통행을 위한 거리에서 나아가 다양한 경

은행나무가 심겨진 지점에는 나무를 따

험을 선사하는 머뭄의 공간이 되었다.

라 회양목을 배치해 정돈된 푸르름을

셋, 오른편의 가로가 낭만의 거리라면

세 개의 길은 계절에 따라 새로운 옷을

더했다. 아울러 백양로 중앙계단 녹지

백양로 왼편으로 난 가로는 연세의 역

입는다. <연세소식>에서는 봄을 맞아

특히 녹지를 확충하고 조경에 변화를

형상의 연장으로 백양로 가운데를 관통

사를 상징하는 하나의 축이라 볼 수 있

수목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백양

꾀함으로써 계절에 따라 색다르고 입체

하는 폭 1.2m의 녹지 띠를 두름으로써

다. 백양로 사업 전 공과대 주변에는 울

로 곳곳을 소개한다. 본 특집기사는 여

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캠퍼스의 연결성을 강화했다.

창한 느티나무 숲이 있었다. 이와 같은

름과 가을에 걸쳐 연재될 예정이다.

백양로의 봄이 그린 한 편의 수채화

1

이처럼 저마다의 색다른 매력을 지닌

공조팝나무: 4~5월에 가지 끝에 흰색

의 꽃이 마치 공을 쪼개어 나열한 것 같아
봄이 되면 백양로 오른쪽 가로에 심겨진

공조팝나무라고 한다.

각종 봄꽃들이 그 면모를 드러낸다. 정
문에 들어서는 순간 온몸에 하얀 꽃을

2

수수꽃다리: 꽃차례가 수수이삭을 닮

매단 공조팝나무와 연보랏빛 수수꽃다

아 수수꽃다리라 하며 5월경에 연한 자주

리(라일락)가 흐드러지게 펴 있다. 길을

색의 꽃이 피며 진한 향기를 뿜어내는 것이

지나고 있노라면 봄을 머금은 수수꽃다

특징이다.

리의 달콤한 향기에 취할 것만 같다. 꽃
의 인사가 끝나면 곧바로 붉고 푸른 옷
을 입은 단풍나무 길이 이어진다. 봄에

2

는 암적색으로 피어난 단풍나무의 꽃도
볼 수 있다.
1

14

15

7

박태기 나무: 4월에 피는 진홍 빛

의 작은 꽃들이 밥알 모양과 비슷하

8

여 박태기라 한다.

꽃잔디: 잔디 같으나 연분홍색의 꽃이 피기

때문에 꽃잔디 라고 한다. 봄부터 초여름에 걸
쳐 꽃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글광장에 돌아온
미친나무

8
7

연세를 상징하는 명물 중 하나는 과거 중앙도서
관 한글탑 옆에 심겨져 있던 겹복사나무였다. 빨
강, 분홍, 하양 등 여러 빛깔의 꽃잎이 한 나무에
서 피는 진기한 모습에 이른 바 ‘미친나무’라 불
리곤 했다. 백양로 사업으로 나무는 보존을 위해
6

3

일산 삼애캠퍼스로 이식했으며, 현재 그 2세 나
무가 신촌 캠퍼스 두 곳으로 돌아와 미친나무를
다시 볼 수 있게 됐다. 먼저 국어국문학과 서상
규 교수가 종자를 발아하여 키운 겹복사나무를

4

금호아트홀 옆 한글탑광장에 기증했다. 또 한 그
5

루는 현재 언어교육연구원 건물 옆에 심겨져 자
라고 있다.

3

대왕참나무: 잎 모양이 뾰족하고 깊게 갈라

지는 특색이 있어 영명으로 Pin Oak라 하며 가
을에 붉은색 단풍이 아름답고 겨울 내내 낙엽
이 떨어지지 않아 이색적 경관을 연출한다.

6
4

산철쭉: 진달래과로 4-5월 가

5

영산홍: 철쭉의 원예 종으로 겨울

지 끝에 홍자색의 꽃이 달리며 진

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는 반상록성이

달래 잎이 털이 없는데 반해 철쭉

며 4~5월에 홍자색의 겹꽃이 피고 키

은 잎에 털이 있다.

와 잎의 크기가 철쭉에 비해 작다.

계수나무: 심장 모양의 잎이 마주 나며 가을에 오색으

로 물드는 단풍이 아름답다. 가을 낙엽기에 잎에서 연한 카
라멜향이 나서 Caramel tree라고도 한다.

단풍나무길이 끝나면 백주년기념관에서

나리와 산수유 나무, 자목련이 심겨져 이

다. 학생회관에서 대강당으로 이어지는

었다. 특히 수수꽃다리와 함께 심장 모

관에서부터 한글광장에 이르기까지 작

모에 진홍색 꽃잔디 18,600본을 조성해

부터 이한열 동산까지 대왕참나무길이

한열 동산을 추모의 공간을 넘어선 친숙

오르막은 과거 아스팔트 언덕이었다.

양의 잎이 마주 나는 계수나무를 식재해

은 길 곳곳으로 하얀 조팝꽃와 진보랏빛

봄의 화사함을 더해준다.

보행자들을 반긴다. 봄을 맞은 이한열 동

하고도 따뜻한 분위기로 조성했다.

로맨틱한 느낌을 강조했다.

박태기나무 꽃이 어우러져 있다. 중앙도

산에서는 산철쭉, 영산홍, 자산홍 등 갖

백양로 사업 이후 이 공간을 리본처럼

서관 백낙준 동상 뒤로는 수수꽃다리가

<연세소식>에서는 7월호에서 백양로에

가지 붉은 색으로 빛나는 각종 진달래과

학생회관을 지나면 다시 한 번 수수꽃다

부드럽게 흘러 내려오는 형상의 계단으

한편, 상징의 축 오른쪽 가로 가운데 독

하늘거리며, 동문광장에서 체육관으로

피어나는 여름꽃과 캠퍼스를 시원하게

꽃을 만날 수 있다. 이밖에도 노오란 개

리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구간이 나온

로 구성했으며 양 옆에 수수꽃다리를 심

수리상 근방에도 봄꽃은 만발한다. 백양

이어지는 광장에는 약 500제곱미터 규

적셔줄 각종 수공간을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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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주 탄생 100주년

2016학년도 2학기
최우등생 시상식 개최

“윤동주는 진정성
느낄 수 있는 진짜 시인”

상위 1% 우등생들 선발해 격려

정현종 시인이 말하는 ‘윤동주와 나’

“삶의 의미에 목표 둔 리더가 되길”
가지지만 특히나 윤동주의 시는 읽는 사

정신이 담겨있는 시 중 하나다. 정 시인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여준 435명의 학

지난 4월 28일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

위해 공부하기보다 ‘삶의 의미’에 목표

람이 스스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은 “초는 몸을 태워 빛을 내는 희생적인

생들이 2016학년도 2학기 최우등생 수

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최우등생 230여

를 둔 상위 1%의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해준다.”며 윤동주를 ‘진짜 시인’이라고

물건”이라며 “촛불은 도약하고 상승하

상의 기쁨을 안았다.

명을 비롯해 이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참

축사했다. 또한 김 총장은 ”우수한 지적

표현했다.

는 무거운 의미가 담긴 존재”라고 말했

석해 식장을 가득 메웠다. 또한 김용학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과

우리 대학은 학업성적이 탁월하여 타의

총장과 이재용 교학부총장, 김영석 행정

어떻게 어울리고 베풀며 살아갈 지에 대

윤동주의 수많은 작품 가운데 정 시인은

럼 상승하고 도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모범이 되는 학생들을 선발해 격려하는

대외부총장 등 부총장단과 실·처장 및

해 고민하면서 인간관계에 필요한 능력

특히 ‘초 한 대’와 ‘새로운 길’이라는 두

하며 “정신활동의 상승이 시를 읽는 이

‘최우등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선발

대학별 학장이 모두 참석해 이들의 성과

을 갖추도록 노력하길 당부한다.“고 덧

“많은 작고한 시인 가운데 진짜 시인이

작품을 조명했다.

유이자 문학을 보는 이유”라고 말했다.

된 최우등생들은 물론 모든 학생들에게

를 축하하고 격려했다.

붙였다.

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 학생들과

다. 또한 그는 정신활동이 초의 불꽃처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진

학업수행에 더욱 정진하도록 하는 동기
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매학기 각 대학

김용학 총장은 시상식에 참석한 모든 최

이날 최우등생으로 선발된 장원준 학생

정성을 느낄 수 있는 진짜 시인 중 하나

학년 별 성적이 4.3 만점에 4.0 이상, 상

우등생에게 직접 상장을 수여하고 함

(정보산업공학 11)은 “이전에는 평균 학

입니다.”

위 1% 이내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나아가 “연세

점이 높지 않았는데 하고 싶은 일을 찾

2016학년도 2학기에는 전체 재학생 총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만도 어려운데 그

고 나니 자연스럽게 학업에 더욱 흥미가

정현종 시인(전 국문과 교수)이 지난 4월

25,779명 중 435명이 최우등생으로 선발

중 상위 1%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대

생기고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고

4일 학술정보원 소극장에서 윤동주에

됐다.

단한 성과”라며 “단순히 좋은 직업 갖기

수상 소감을 밝혔다.

관한 특별강연을 펼쳤다. 정 시인은 1965
년 <현대문학>에 ‘독무’ 등을 발표하며

초한대

한편, 정 시인은 ‘새로운 길’이라는 시를
소개하면서 진정한 시인으로서 윤동주

내 방에 품긴 향내를 맡는다.

의 모습을 이야기했다. 그는 “시에서 윤

광명의 제단이 무너지기 전
나는 깨끗한 제물을 보았다.

동주는 늘 지나는 길을 새롭게 바라봤
다.”며 “삶에서 늘 새로운 것을 느끼고
발견해내 말하는 일이 시”라고 했다.

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의 몸
그의 생명인 심지까지

본 강연은 우리 대학교 윤동주기념사업

백옥 같은 눈물과 피를 흘려
불살라 버린다.

졸업을 앞두고 있는 강다은 학생(경영

등단했다. 지난 2015년 등단 50주년을 맞

학 13)은 “최우등생으로 뽑히니 학교를

은 우리나라 대표 시인 중 한명이다. 첫

대표하는 기분이 들고 앞으로 더 열심히

시집 『사물의 꿈』을 비롯해 『견딜 수 없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경영학

네』 등 다수의 시집과 시선집을 출판했

초와 촛불에 대해 이야기 하는 시 ‘초 한

과는 ‘조별과제 잔혹사’라는 말이 있을

으며, 1978년 한국문학작가상, 1990년 연

대’는 윤동주의 자기희생 의지와 고매한

정도로 팀 프로젝트가 중요한데 여기에

암문학상, 1992년 이산문학상 등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실전이라 생각하

수상기록을 남겼다. 또한 정 시인은 1982

고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업 성취

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 대학교 국어국

의 비결을 전했다.

문학과 교수로 재직한 바 있다.

한편, 2017학년도 1학기 시상식은 올해

정 시인은 윤동주 시의 특징을 ‘내면성’

10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이라고 밝히며 강연을 시작했다. 정 시

회에서 윤동주 탄생 100주년을 맞아 기
획한 강연 시리즈로 정현종 시인의 강연
을 시작으로 오는 11일까지 일곱 차례에

“윤
동
주와

걸쳐 진행된다.
(취재: 오지혜 학생기자)

김별아(소설가): 5월 8일(월) 5시~6시 30분, 국제캠퍼스
임찬상(영화감독, “효자동 이발사”): 6월 12일(월) 5시~6시 30분, 원주캠퍼스
나희덕(시인, 조선대 교수): 7월 3일(월) 의료원 - 윤동주 시문학상 시상식
김소희(연극배우 겸 연출가): 9월 6일(수) 5시~6시 30분, 신촌캠퍼스

나”강연시리즈

성석제(소설가): 10월 11일(수) 5시~6시 30분, 의료원
성기웅(연출가): 11월 1일(수) 5시~6시 30분, 국제캠퍼스

인은 내면성에 대해 “다른 문학도 마찬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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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칭찬 편지 공모전

수상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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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는 2017년을 맞아 감사의 마
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 지난 2월 10일부
터 3월 26일까지 연세 칭찬 편지 공모
전을 진행했습니다. 접수된 편지 가운
데 아래와 같이 최우수작 3편, 우수작 5
편 등 총 8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습

섬김의 리더십

세계 in 연세

창업톡톡

연세사랑

니다. 연세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관심과

리듬오브호프

니콜 굳 페헤이라
등펑루

김미균·김범진 대표

프레지덴셜 클럽
문수웅 동문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연세소식>에서
는 최우수작 3편을 차례로 연재합니다.

2017 연세 칭찬 편지 공모전 수상자

최우수상

우수상

유순희

남현경

오지훈

김영욱
황채희

윤새별

이근순
LIU RENHE

행운상
박성호 최송이 윤여홍 황승호
장두원 양은경 서치원 엄나희
박민수 이재은 김민지 박상인
김예찬 백지영 신지연 노소영
강민정 최진호 김종현 강민주

시상식 안내
시상식은 5월 중 열릴 예정이며 최우수상과 우수상
시상이 이뤄집니다.(수상자에게 개별 연락 예정)
※ 행운상 수상자는 5월 11일부터 5월 31일(오전 10시
~오후 3시)까지 홍보팀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품을 수
령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령 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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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김의 리더십

사례를 발굴하면 리듬오브호프의 모든 학생들은 함께 사례자를 방문한다. 작업은
시나리오, 촬영, 포스터 디자인, 영상편집, 작곡부로 나뉘어 진행하지만 모두가 사례
자의 이야기에 직접 귀를 기울이고 공감해야 최적의 시너지가 나온다고 생각해서
다. 김예원 학생은 “사례자에 따라 촬영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도 각각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며 현장 방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촬영 장비를 낯설게 느끼는 어
르신부터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 상처를 품은 어린 아이까지 리듬오브호프
는 전국 곳곳을 발로 뛰며 따뜻한 손길을 건네고 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전달받은 얘기만으로는 그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시각이나 환경 같은 여러 장벽을 허물고 가까이 다가가 그분들을 생
생히 담아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리듬오브호프는 단순히 사례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콘텐츠로 만드는 일에 그

“제작에 어려움을 겪는

치지 않고 한 발짝 더 내딛을 준비를 하고 있다. 김예원 학생은 “온라인 모금 플랫폼

복지시설들을 대신해 재능기부

에 올라온 콘텐츠들을 보면, 후원금의 사용 출처를 공개하라는 댓글들이 많다.”며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여주는 모금 후기를 함께 촬영하고 싶다.”고 앞으로

형태로 만들기 시작했다.”

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는 후속 작업까지 진행할 인력과 비용 등의 현실적
인 한계에 부딪힌 상황. 그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드는 비용을 회비로만 충
당하기 어려워 함께 공모전에 나가 받은 상금을 쓰기도 한다.”며 우스갯소리를 전
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88개의 후원 모금함 개설에 성공한 리듬오브호프는 이제 카카오의 사회
공헌 서비스 ‘같이가치’와도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함께 내려놓고, 함께 힘

콘텐츠 제작으로
나눔의 가치를
전달하다

2017 연세 사회봉사상 수상한 학생 동아리

들자’라는 모토로 점차 봉사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리듬오브호프. 김예원 학생은
“누구나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
라는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리듬오브호프가 앞으로도 힘든 우리 이웃들의 이야

지난 4월 8일 우리 대학의 132돌을 맞아 열린 ‘창립 132주년·통합 60주년 기념행사’
에서 봉사동아리 ‘리듬오브호프’가 사회봉사상 단체부문 진리상을 수상했다.

기를 널리 전하기를 기대해본다.
(취재: 김회진 학생기자)

2014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리듬오브호프는 미디어를 통해 사회에 선한 에너지를
전파하고 있는 학생 동아리다. 이들은 작곡·영상 제작 등 다양한 재능을 살려 사회

리듬오브호프

적 소외계층의 온라인 모금 콘텐츠를 제작해 지금까지 총 5억여 원의 후원금을 전
달해 왔다. 리듬오브호프의 회장 김예원(작곡 14) 학생은 콘텐츠 제작이라는 색다른
봉사활동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교육봉사나 청소봉사도 좋지만 치료비나 목돈이
시급한 분들에게는 사연을 알리는 것이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러 온라인 모금 플랫폼의 실 후원자 수가 현저히 적은 이유는 콘텐츠의 질
이 부실하기 때문”이라며 “제작에 어려움을 겪는 복지시설들을 대신해 재능기부 형
태로 만들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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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in 연세

“교정에서 느끼는
‘공동체 의식’과
‘연세인의 자부심’에
반했죠”

니콜 굳 페헤이라(Nicole Gut Ferreira)는 국립국제교육원의 정부초청외국인장학

등펑루(Deng Penglu) 학생은 5년 전 가족을 따라 처음 한국에 왔다. 신입생 시절

생으로 선발되어 2015년 처음 학부생 신분으로 우리 대학교에 오게 됐다. 정부초

언어 장벽과 문화차이로 어려움을 겪던 중 교수님의 추천으로 처음 교내 중국학

청외국인장학생 사업은 세계 우수 인재의 초청 및 장학을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

인학자연의회(이하 “중국 유학생회”)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그 후 임원진(혹

및 교육부문에서의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다.

은 운영진)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었고, 작년부터 회장직을 맡고
있다.

현재 정치외교학을 공부하며 3학년에 재학 중인 니콜은 국제학과 펜싱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한국에 오기 전 브라질의 산타마리아대학에서 3년간 국제관계학을

중국 유학생회는 약 800명에 이르는 교내 중국 유학생을 대표하는 우리 대학 최

공부했다는 그녀는 그 과정에서 동아시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 나아가 높은

대 외국인 유학생회로, ‘차이나 데이(China Day)’라는 중국 문화축제는 물론 대동

교육 수준과 안전한 생활환경이 보장된 나라로 가서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는 생

제, 자체 특강 등을 통해 교내에 중국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지

각을 하게 되면서 고심 끝에 한국의 연세대학교를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

난해 차이나 데이에는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를 포함한 800여 명의 관객이 참석

“중국 유학생회 공간
개소, 유학생회를
캠퍼스에 알릴 수
있는 디딤돌”

했으며, 오는 5월 대동제에서도 각종 중국 전통 음식을 선보일 예정이다.
“학문적인 측면과 개인적인 측면 모두 제 선택에 만족하고 있어요. 우선 학문적
으로는 수업을 들으면서 도전정신을 느끼고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깨닫고 있습

자국이 아닌 곳에서 학생회를 조직하

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 중 하나는 2016년에 수강했던 “현대사회와 행정”이

여 활동하는 것이 힘들 법도 하지만,

라는 과목입니다. 그 과목을 들으면서 현대 한국 사회와 국제사회에 대해 더 깊

펑루와 다른 운영진들은 “혼자 전전

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며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었어요.”

긍긍하기보다는 다같이 협업해서 일
하고 있고, 협동하면 모든 문제를 해

그녀는 전공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 작년에 국립국제교육원의 학업성적우수상

결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

을 수여하기도 했다. 개인적 차원에서 그녀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으로 손꼽

다.”며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은 것은 연세대학교 펜싱 동아리에서의 활동이었다. 니콜은 이 동아리에서 한국
학생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구성원 모두가 “하나의 대가족”이라는 느낌을

유학생회의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펜싱을 이번에 처음 접하게 됐음에도 니콜은 적극적으

는 펑루는 최근 학생회관 지하 1층에

로 펜싱을 배웠고 대회도 참가했다. 현재는 동아리의 팀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마련된 중국 유학생회 공간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회의 및 교류공간 마

니콜 굳 페헤이라
정치외교학 15학번

“학생들, 그리고 교정에서 느낄 수 있는 ‘공동체 의식’과 ‘연세인의 자부심’이 정말

련은 물론 중국 유학생회를 홍보하고, 나아가 각국 유학생회를 캠퍼스에 알릴 수

마음에 들어요.”

있는 첫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그는 교내 다른 유학생회와
연합하여 ‘유학생위원회’를 구성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우리 대학교에서의 다양한 경험들은 니콜이 새로운 진로 및 경력 선택의 폭을 넓
힐 수 있게 했다. 브라질로 돌아가 외교관으로서의 꿈을 이루려 했던 그녀는 우

“현재는 각국 유학생회 간에 큰 교류가 없지만, 여러 유학생회가 모여 ‘유학생위

리 대학교에서 2년간 공부하게 되면서 대학원에 진학해 계속 공부하는 목표를

원회’를 이루고, 총학생회와 함께 활동할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특히 한-중 간의

세웠다. 연세의 교수님들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아 교수라는 새로운 꿈을 고려하

정치적 긴장감에도 불구 한국 학생들과 예전과 다를 바 없이 너무나도 잘 지내

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녀는 우리 대학교와 한국에서의 남은 기간 동안 더

고 있고, 우리 모두 연세인이란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등펑루
중어중문학 13학번

큰 꿈과 포부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곧 졸업을 앞두고 있는 펑루는 “곧 연세를 떠나게 되지만 계속적으로 후배 및 친
구들과 교류할 예정”이라며 “특히 한-중 학생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
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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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톡톡

살아있는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현실 속에서 오늘날 창업은 학생들의 새

소셜댓글의 중심

로 창업한 학생·동문들 중 우수 창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널리 창업의

그럼 두 분처럼 창업을 꿈꾸는 후
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로운 진로가 되고 있다. 우리 대학은 도전과 창의 그리고 섬김의 정신을 바탕으

2017 연세창업대상
동문 부문 수상자

지를 고취하기 위해 지난해 ‘연세창업대상’을 제정했다. 이번 창업톡톡에서는

A. (김미균 대표) 후배들이 더욱 매력적

올해 연세창업대상 동문 부문에 선정된 ‘㈜시지온’의 김미균(신방 05)·김범진

인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눈빛을

(화공 06) 공동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반짝이면서 삶을 즐길 줄도 알고, 때로
는 독하게 뭔가에 매달리는 후배들을 보

라이브리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
니다.

해지면서 극단적 상황까지 벌어지고

쓰고, 좋은 행동을 하면 팔로워가 늘어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았죠. 또 스

고 싶어요. 자기만의 장점과 능력을 계

있었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문제의

나는 일종의 보상 구조가 사람들을 자극

타트업일수록 더 뛰어난 사람들이 필요

발해서 미래의 자기 꿈에 대해서도 자신

식을 느꼈습니다.

한 거죠.

해요. 전문가들이 모여야 그나마 성공률

감을 갖고 밀어붙이길 바랍니다.

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A. 라이브리는 2009년 9월 국내 최

김미균·김범진 시지온 대표

초로 개발된 ‘소셜댓글’ 서비스입니

그때만 해도 보통 댓글을 달려고 하면

그래서 트위터로 로그인을 해서 댓글을

학생들끼리 시작한 나머지 조직 경험이

A. (김범진 대표) 노력한 것 이상의 가

다. 사용자들이 별도의 로그인 없이

사이트마다 가입해야 했습니다. 그래

달 수 있게 하는 기능을 만들기 시작했

나 전문성 부분에서 여러모로 많이 부족

치를 만드는 가능성이 창업의 핵심이라

도 SNS 아이디로 로그인해 댓글을 작

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찮다고 생각

고, 트위터를 많이 사용하는 IT나 언론

했죠. 지금은 라이브리의 1년 사용료가 1

고 생각합니다. 노력한 만큼만 딱 거두

성할 수 있고, 해당 댓글 정보는 그의

해서 굳이 가입까지 해서 댓글을 쓰지

사에 홍보해서 엄청난 호응을 이끌어냈

억 가까이 되지만, 그때 저희가 만든 소

는 것이 아니라 명예든 보람이든 더 많

SNS 지인들에게 자동으로 전파되는

않아요. 성가신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죠. 이후 페이스북도 붙이고 구글 플러

프트웨어는 돈을 받을 수준이 아니었죠.

은 가치를 만들 가능성 말이죠. 그래서

시스템입니다. 2015년 11월 기준으로

분노를 표출하겠다는 사람들만 쓰는

스도 추가해서 지금의 라이브리가 되었

사용자 2,000만 명, 고객사 1,005개, 사

거죠. 아, 그러면 이러한 불편함을 해

습니다.

이트 21,200개 이상이 저희 라이브리

결하면 나쁜 생각을 품은 사람들 말고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 더 많은 사람들이 착한 댓글을 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라이브리는 어떻게 지금의 모습
으로 발전하게 되었나요?

A. 라이브리는 ‘라이브 리플라이’, ‘라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 된 시지온
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사업을 꾸려 나가면서 힘들었던
점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라이브리라는 이름이 독특한데
요. 어떻게 만들어진 이름인가요?

후배들이 더 많이 도전하고, 더 많이 실

A. 제가 다니고 싶고 만들고 싶었던 기

을 더 낫게 만들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

업은 공공의 가치를 실천하는 기업이었

람입니다.

A. 네, 맞아요. 사업을 하려면 아이템, 돈

습니다. 시지온이 바로 그런 기업이라

그리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스타트업

고 생각해요. 최근에는 기업에서 제품·

은 보통 이 세 가지 다 없이 시작합니다.

서비스 외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도

A. 2009년에 저희는 처음에는 욕설을

저희도 마찬가지였죠. 먼저 아이템 선정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단

이라는 뜻인데요, 사람들의 반응을 생

필터링하는 기능을 개발하기 시작했

면에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이템이라

순히 재단 설립이나 현금 기부와 같은

생히 전하겠다는 생각에서 지은 이름

어요. 그런데 한글로 욕을 쓰면, 변형

고 하려면 소비자의 니즈와 시장이 존재

활동들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했

이었습니다.

해서 쓸 수 있는 형태가 너무 많아서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여야 하는데 저희

습니다.

일일이 필터링하기가 너무 어려웠습

가 만든 라이브리는 기존에는 없던 아예

니다. 그때 트위터가 나왔는데 기존의

새로운 아이템이라 더 힘들었던 것 같습

그래서 저희 시지온은 1년에 한 번씩 교

사이버 커뮤니케이션과는 너무 달랐

니다.

육과학기술부와 함께 ‘선플 운동’을 진

라이브리를 만들게 되셨나요?

알기 때문에 섣불리 권하기 어렵지만,
후배들이 만들어낼 새로운 혁신이 세상

이브 리액션’ 즉, 살아있는 댓글 반응

어떤 계기로 시지온을 창업하고

패해보면 좋겠어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취재: 김회진 학생기자)

행하고 있습니다. 윤리 교육도 하고, 아

어요. 굳이 실명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A. 처음에는 연세리더스클럽이라는

되는데 실명을 밝히고, 자신의 신상정

다음은 돈과 사람 문제인데요. 특히 저

이들에게 위로하고 칭찬하는 댓글을 써

동아리에서 활동하던 저희 둘과 다른

보를 스스럼없이 오픈하는 것이 신기

희 회사처럼 기술 창업, 즉 소프트웨어

보는 경험을 해보도록 돕는 거죠. 라이

한 친구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했습니

했죠. 그 이유는 바로 팔로워에 있었

를 개발하는 회사들은 요식업계 창업과

브리 플랫폼을 활용하면 더 쉽게 할 수

다. 사회적으로 악성댓글 문제가 심각

어요. 자신의 이름을 밝히 좋은 글을

는 또 다르게 R&D 영역에서 많은 연구

있는 일이니까요.

투자가 이뤄집니다. 이때 그 막대한 투
김범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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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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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PEOPLE

연세사랑

연세 프레지덴셜

연세 프레지덴셜 클럽 (Yonsei Presidential Club) 연간 1천만 원 이상 기부를 하며 ‘세

클럽 초대 만찬 개최

리 대학은 이와 같은 기부자 모임을 통해 안정적인 모금을 지속하고 기부문화를 확

계 속에 자랑스러운 연세’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는 ‘연세사랑 기부자 모임’이다. 우
산하고자 매년 프레지덴셜 클럽 초청 만찬을 개최하고 있다.

제4회 문수웅
장학금 전달식 열려

어느덧 4회째를 맞은 문수웅 장학금 전달식이 지난 4월 13일 대외협력처장실에서
열렸다.
2015년 9월 문수웅 동문(영문 61)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돕기 위해 장학금으
로 1억 원을 모교에 기부했다. ‘문수웅 장학금’을 신설한 이래 우리 대학은 본교 학부

지난 4월 26일 영빈관에서 2017년도 프레지덴셜 클럽 회원 초대 만찬이 열렸다. 김

연간 1천만 원 이상

용학 총장, 박삼구 총동문회장(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비롯해 심재웅 고려대학

기부자 모임

김욱남 배우자 등 부부 참석자들이 함께 했다. 이밖에도 이남숙 새생명교회 목사(법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연세를 만들어가는
연세인들

교 수학교육 명예교수(수학 55)와 김갑수 배우자, 김계숙 상명대학교 교수(영문 71)와

재학생 가운데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선발해 매학기 250만 원의 장학금을

“향후 기부 통해 CDC

지급하고 있다.

정신 이어가고 싶어”

이번 학기 문수웅 장학금의 수혜를 받게 된 이는 박정현 학생(천문우주 12)이다.

학 55), 이연배 ㈜오토젠 회장(기악 66), 임부자 ㈜기흥 대표이사(생활원 여성고위자

이날 안강현 대외협력처장에게 장학금을 전달 받은 그는 “문수웅 선배님께서

과정 94), 조은경 ㈜다손 대표이사(식품공학 73) 등 여성 참석자를 포함한 100여 명의

CDC(Contribution, Donation, Charity) 정신으로 모교에 기부를 했다는 뉴스를 본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적이 있다.”며 “나 역시 향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유가 된다면 꼭 후배들을 위해 기
부 등의 환원 활동을 하며 선배의 길을 이어가고 싶다.”고 전했다.

이날 김용학 총장은 “연세를 사랑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고마운 마음을 고맙다고 표
현할 수 있는 기회 갖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
랑을 부탁드린다.”며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각각의 가관들이 따로
수행해 왔던 다양한 선교와 봉사 활동을 통합하는 ‘글로벌사회공헌원’을 개원함으로
써 전 세계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고, 학생들이 ‘주는 습
관’을 실천하는 참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이라며 향후 포부를 밝혔다.
만찬에 앞서 회원증 수여가 이뤄졌으며 음악대학 재학생들이 축하연주와 축가로 분
위기를 고조시켰다. 김영석 행정·대외부총장은 “기부란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
이 아니라 나름의 소명의식과 미래 세대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철학이 있어야만 가
능한 일”이라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감사의 마음을 보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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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가 724개나 발견됐다. 발견된 유전자 대
부분 원핵생물(Prokaryote)이 아닌 아메바 혹은
조류와 같은 단세포 진핵생물(Eukaryote)에서

연구팀과 함께 번역과정(translation system)의
유전체계를 보유하여 세포 생물과 유사한 거대
바이러스(Giant virus)를 발견했다.

가 가지고 있는 유전정보에 따라 RNA를 거쳐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통칭하는
데 이 바이러스는 25개의 tRNA와 이를 합성하
는 19개의 핵심 tRNA 합성효소 등을 가지고 있
다. 이는 현재까지 보고된 일반 바이러스를 포
함한 모든 바이러스에서 최초로 보고된 연구결
과로써 세포 생물과 가장 유사한 바이러스라고
볼 수 있어 기존 생물 분류체계에 대한 질문을

준이다. 2003년 프랑스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발견한 ‘미미바이러스’를 시작으로, 2013년 칠레
해안에서 ‘판도라바이러스’, 2015년 3만 년된 시
베리아 동토에서 발견된 ‘몰리바이러스’가 차례
대로 보고된 바 있다. 일반 바이러스에 비해 큰
몸집과 유전체 크기는 최근 생명과학계에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작은 바이러스가 숙주를 옮겨 다니면서 지속적
으로 획득하여 유전체 크기가 커지면서 거대바

이러스’라고 명명되었다.

단백질 생산에 숙주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져온 것으로 분석됐다”고 결과를 설명하였다.

바이러스 이름은 지역 이름을 따서 ‘클로스뉴바

크기로 약 1,500개의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Program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본 연구 결과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숙주 생물에서 가

거대 바이러스의 존재를 확인했다. 분리된 거대

이러스로 점점 진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전히

Institute)의 Emerging Technologies Opportunity

이 어떤 단일한 생물체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대량고속 분리하는 기술을 개발하던 중 우연히

유전체 분석 결과 이 거대 바이러스는 1.57Mb의

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다.”고 연구의 의미를 설
이태권 교수는 “클로스뉴바이러스의 유전자들

이용하여 질산화 세균의 단일세포(Single cell)를

월 7일 게재되었다.

세계적인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지난 4

미국 에너지부 산하기구인 JGI(Joint Genome

명했다.

이러스의 역할을 추가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흥

하수처리장과 같은 복잡한 생태계에서 거대바

이 교수는 “번역시스템을 완벽히 갖춘 거대 바

판단된다.

니라 우리 주변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고

으로 보아 거대 바이러스는 예외적인 존재가 아

른 지역의 하수처리장과 호수에서도 발견된 것

전체 크기는 각각 0.86Mb, 1.53Mb, 1.33Mb다. 다

부르그 지역의 하수처리장에서 라만분광법을

제기하였다.

화에 대한 또 하나의 수수께끼를 얻은 것 같다.

을 완벽히 갖추게 되었다. 번역시스템은 DNA

가 넘어 세포 안에 기생하는 세균과 유사한 수

연구팀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인근 클로이노이

이러스를 발견함으로써 생물 분류 체계 혹은 진

포 생물들만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변역시스템

바이러스는 크기가 200nm 이상, 유전체도 1Mb

이러스’(Hokovirus) 등이 대표 사례로, 이들의 유

스’(Indivirus), ‘카토바이러스’(Catovirus), ‘호코바
이 과정에서 클로스뉴바이러스는 일반적인 세

과 클로스뉴바이러스 외에도 3종의 유사한 거
전 체계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거대

화했음을 의미한다.

단백질을 합성하여 번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

에 등록된 약 7,000건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

환경시료에서 획득한 유전체) 데이터베이스

한편, 연구진은 전세계 메타지놈(Metagenome:

적인 실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식으로 진화가 진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대 바이러스를 추가 발견했다. ‘인디바이러

져와 자신의 유전 체계에 포함시키는 형태로 진

할 수 없고 숙주 세포의 대사계를 통해 필요한

[그림2] 연구에서 발견된 4개의 거대
바이러스의 유전체 분석 결과

세포생물의 유전체계를 획득하여 간직하는 형

[그림1] 클로스터노이
부르그 하수처리장에서
발견된 거대 바이러스

로 수나노미터 수준의 작은 크기와 최소한의 유

스가 숙주에 감염되었을 때 이들의 유전자를 가

바이러스는 일반 생명체와 달리 스스로 대사를

유래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거대 바이러

또한 기존 바이러스에서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이태권 교수(환경공학부) 연구팀이 국제 공동

세계적 학술지 ‘사이언스’에 결과 게재

세포 생물만 지니는 번역시스템 갖춰

세포 닮은 거대 바이러스 발견

이태권 교수, 국제 공동연구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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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프론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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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 41%~53% 더 높게 나타났다. “스트레스가 없

혀 없었던 그룹에 비해 “행복하다”고 응답한 확

상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한 주간 신체활동이 전

명의 청소년을 분석한 결과 신체활동을 주 1회 이

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 참여한 총 370,568

구원: 민지희)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청

스포츠응용산업학과 전용관 교수연구팀(책임 연

왔다.

행복감을 느끼는 비율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

체육 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학생일수록 스스로

우리나라 청소년 행복지수는 OECD 최하위

운동 많이 할수록 행복감도 높아져

[ 추천자격 ]

3월 31일 게재되었다.

고 전했다.

도록 사회적 차원의 제도와 기반이 필요하다.”

은 청소년들이 충분한 신체활동에 참여 할 수 있

강이 심각한 상태에 이른 현 시점에서, 보다 많

살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청소년 정신건

전용관 교수는 “최근 줄어들던 학령기 학생 자

하위를 차지했다(OECD 평균: 100점±10점).

관적 행복지수는 82점으로 OECD국가들 중 최

조사되었다(OECD 평균: 3.8일±0.4일). 또한 주

평균 3.5일로 OECD국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1시간 이상 운동하는 날은

행복지수 국제 비교 연구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참여는 부족한 실정이다. ‘2016 어린이·청소년

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청소년들의 신체활동

빙(주관적 행복감, 스트레스 인지)에 중요한 요

이처럼 청소년들의 신체활동 참여는 심리적 웰

각각 선정했습니다. 2018년 창립기념식에서 발표할 연세 정신을 빛낸 인물과 관련하여,

문은 Mental health and physical activity에 지난

할 확률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

률이 증가했다. 스트레스가 낮거나 없다고 응답

여하는 일수가 많을수록 행복하다고 응답할 확

굽혀 펴기와 같이 근육을 키우는 근력운동에 참

신체활동 참여 일수가 많을수록, 아령 들기, 팔

과 같이 숨이 차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고강도

또한 한 주 동안 달리기, 농구 게임, 축구 게임 등

다”고 응답한 확률은 26%~35% 더 높았다.

신체적 활동과 청소년 행복 관계 규명

전용관 교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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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정신을 빛낸 인물
선정 사업 및 후보 추천 안내

우리 대학교는 「연세 정신 정립 및 구현 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연세 정신을 빛낸 인물’ 선정 사업을 기획하여, 2016년에 윤동주 시인과 2017년에 이태준 선생을
다음과 같이 관련 사업내용을 안내하오니 후보 추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와 자유의 건학정신을 계승하여 연세 발전에 기여한 인물
학문 발전과 사회 기여 및 기독교 정신을 실천한 인물
<추천 제외 대상자>

공적은 인정되나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인물

기 선정된 인물(2016년: 윤동주, 2017년: 이태준)

● 추천방식

(아래 2가지 모두 가능)
1. 각 단위기관별 기관장 추천
(전자문서 공문 발송, 수신처: 기획실)
전자문서 공문 발송
추천 공적조서 첨부(소정양식)
●

●

2. 연세출신 동문 또는 재직중인 교직원
5명 이상의 추천
5명 서명부 첨부
추천 공적조서 첨부 (소정양식)

1. 발표
2018년 창립기념식 당일

● 연세정신을

빛낸 인물

선정 절차

1. 각 캠퍼스별 추천인사 및
교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선정
위원회에서 1차 심의

2. 기념사업심의위원회에서 2차 심의

3. 법인이사회에서 최종 선정(부적격
판단으로 미승인시 당해연도 미선정)

●

●

● 연세정신을

빛낸 인물

선정 사업 일정

1. 후보 추천서 접수:

2. 선정위원회 1차 심의 : 2017년 9월 중

2017. 5. 1.(화) ~

8. 31.(금)

3. 기념사업심의위원회 2차 심의:
2017년 9월 중
4. 법인이사회 최종 승인:
2017년 10월 이사회

인물 선정 발표 및 후속사업
2. 후속사업
3. 기타사항

가. 부조 동판 제작 후 제막행사 진행
나. 학교 홈페이지 및 홍보책자에 관련 내용 게재
다. 학술대회 등 부대행사 개최 추진
가. 별도 상장 및 상금은 없음
나. 교내 다른 기 수상자도 추천 가능함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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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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학문의 융합을 이루고 있는 연세 융합 연구의 이모저

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주로 온도감응성

흥원의 첨단의료기술개발 줄기세포 재

검증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의

고분자를 활용하여 세포시트 형태로 탈

생의료과제에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3

허가를 획득하고 임상시험을 진행해야

착하는 기술이 알려져 있으나, 세포탈착

년간 15억 원의 연구비를 받아 진행되고

하므로 이러한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들

을 위해 세포를 저온상태에서 장시간 노

있으며 현재 2년차에 접어들었다. 두 개

도 수집하고 있다.

출이 되어야 하므로 지속적인 저온자극

의 세부과제로 개발 중이며, 1세부과제

만성 창상 줄기세포

이 세포대사의 저해 및 괴사를 유도할

는 유대현 교수가 공대에서 제작된 줄

수 있고, 또한 고분자 물질을 준비하기

기세포 시트를 생물학적 특성을 밝히고

치료의 새로운 길

위해서는 복잡한 공정단계를 수행해야

동물실험을 통해 유효성을 검증하고 있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다. 2세부과제는 공대 화공생명공학과

연구 총괄 책임자:

의 김은경 교수가 맡고 있으며 줄기세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 유대현 교수

모를 나누고자 한다. 그 세 번째 순서로 우리 대학 공대와 의대가 함께 연구하고 있는 ‘난치성 창상 치료를 위한 광열기반 시트형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연구과제를 소개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

포 시트 제작 공정 확립 및 검증을 담당

고분자 물질의 복잡한 공정단계

팀에서는 고분자 물질의 복잡한 공정단

하고 있다.

단순화해 세포시트 생산 향상

계를 단순화 하고, 전도성 고분자의 광

참여 교수진

1세부과제 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유대현 교수, 송승용 교수, 양채은 교수,

열효과(Photo-Thermal effect)를 활용하

1차년도에 지방줄기세포 정제 및 세포

박은영 연구원

공대에서 공정 확립하고 의대에서

여 세포탈착이 가능한 기술을 독자 개발

시트 제작에 성공했으며, 전도성 고분자

(이상 의대 성형외과학교실)

유효성 검증

하여 만성 창상 치료를 위한 세포 시트

의 광열특성 제어를 통해 더 효과적인

김현옥 교수, 허준석 연구원

생산에 활용하고자 했다. 생체에 무해한

줄기세포시트 탈착 기술을 개발했다. 제

(이상 세포치료센터)

근적외선을 이용하여 수초 이내에 전도

작된 줄기세포 시트는 임상적 활용이 가

성 고분자에서 발생되는 열을 이용하고,

능한 충분한 세포 생존율을 보였으며,

2세부과제 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열에 반응하는 단백질을 이용하여 세포

기존의 용액 상태의 치료제보다 창상 치

김은경 교수, 나종범 연구원, 한민수 연구원,

시트를 수확하는 방법으로 세포에 전달

유에 도움을 주는 성장인자 분비가 활발

김병관 연구원

지금까지의 줄기세포를 이용한 창상 치

되는 온도자극 또한 최소화 할 수 있다.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일반 창

(이상 공과대학 화공생명공학과)

료법은 세포를 배양한 후 효소처리를 통

쉽고 빠르게 제작 가능한 세포 배양 용

상모델에서 우월한 창상 치료능력이 있

해 세포를 배양용기로부터 떼어낸 후 병

기 또한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했다. 이

음이 증명되었다.

당뇨발, 방사선궤양, 욕창 등으로 대표

변에 직접 주사하는 방식으로, 세포간

밖에도 근적외선 광학기술을 더욱 확장

되는 만성 창상은 충분히 치료하더라도

상호작용이 소실된 상태로 적용되어 왔

해 다양한 패턴 형태 및 크기로 세포시

2차년도에는 광학제어를 통한 줄기세

상처 치유가 지연되는 질병이다. 이는

다. 세포간 상호작용이 없는 경우 세포

트를 탈착할 수 있고 한 번에 여러 개의

포 시트의 모양, 크기 제어 기술을 비롯

환자의 가정 및 사회생활에 많은 불편을

의 성장인자 분비 능력이 떨어지고 세포

세포시트를 수확할 수 있어, 이러한 기

해 광열효과가 더욱 증가된 전도성 고분

야기하므로 환자가 정상적인 생활로 빨

가 원하는 위치에 계속 존재하도록 하기

술을 통해 만성 창상 줄기세포 치료법의

자를 개발하여 줄기 세포 시트를 단시간

리 복귀할 수 있도록 많은 치료법들이

가 어려워 창상 부위에서 충분한 효과를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활용될 수 있을

에 효율적으로 수확하는 기술을 개발하

개발되어 왔다. 현 시점에서 가장 유망

발휘한다고 볼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

것으로 기대된다.

고 있다. 또한, 당뇨 및 방사선 창상 동물

설립배경 및 연구내용

하게 연구 및 개발되는 방법은 줄기세포

34

모델에서 실험 결과 빠른 치유를 보이는

를 이용한 세포치료제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배양된 세

실험실적으로는 그 효용성이 인정되고

포에서 개별적인 세포로 분리하지 않고

있으나 사람에게 투여하기에는 아직 걸

세포간 상호작용을 유지한 상태로 환자

음마 단계이다.

에게 적용하기 위해 시트형으로 탈착하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남은 기간 동안
연구 현황 및 성과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인간지방유래 줄
기세포 시트를 실제 난치성 만성창상 환

본 연구는 2015년 전반기에 보건산업진

자에게 적용하여 그 유효성과 안전성을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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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어 연구톡톡

단백질 통해 바이러스
질병의 단서 찾는다

팀원들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만나서 연구를 진행하게 됐나요?

닝을 통해서면 어떤 부분이 가장 최적화된 부분인지까지 선
별할 수 있어요. 이를 다 알게 되면 전체 단백질이 발현하는

A. (박) 융복합 프로그램 지원을 전반적으로 담당한 박찬입니다.

A. 교수님 간의 왕래가 많아져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평

것보다 특정 부분만 발현하게 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에 일

생물소재공학 협동과정에서 통합 박사 과정 수료하기 전 다양한

상시 혼자 연구하기에 쉽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같이

을 줄일 수 있죠. 즉, 짧은 기간에서 해낼 수 있는 최대한을 할

질환 비정형단백질(IUP) 후보군 탐색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주로 다양한 단백질들이 어떻게 기능하고 하

연구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4명이

수 있고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기존 다국적기업들은 대규모

기술 개발 융합연구

게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요. 이 프로그램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총

모여서 지도교수님의 도움을 받아 1년째 연구를 진행하고 있

의 자본을 투자해서 개발하지만, 우리는 현실이 녹록치 않아

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권) 생명공학 통합과정을 밟고 있는 권순빈입니다. 연구실에서 대

이 팀은 어떤 것을 연구하고 있는 것인가요?

연구에 있어서 지원프로그램의 역할은 어떤가요?

우리 대학교 대학원과 미래융합연구원은 다양

장균 속에 있는 신체 구성 요소인 단백질을 생산하고 정제하는 연

한 전공의 대학원생들이 모임과 협력을 통해 창

구를 해요. 단백질은 3차 구조부터 형성의 의미를 갖는데 이게 제

A. 단백질은 몸을 이루는 기본적인 블록이에요. 대부분 생체

A. 우선 혼자 진행할 수 없는 연구를 같이 할 수 있게 회의를

의적인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Junior 융합 연

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3차 구조를 유

내의 단백질은 모양이 정해져있긴 하지만 결합 과정에서 형

하게 해준 부분에서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 과의

구그룹’을 모집해 융·복합 사고 역량 강화를 위한

도하는 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3차 구조를 만드는 과정을

태가 잡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비정형단백질(IUP)이라는

융합을 통해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생명공학 연구에서

도전적인 연구에의 관심을 지원하고 있다. 본 프

중점적으로 함께 연구 중이에요.

구조가 정해지지 않은 단백질에 집중했습니다. 비정형단백질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죠. 융합 연구의 목적을 제대로

은 파트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구조가 변해요. 또, 비정형 단

살렸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있는 방법들보다는 훨씬 효율적

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함께 연
구함으로써 융합연구 문화의 기반을 조성할 수

(김영석) 생명공학 통합과정 3학기 째인 김영석입니다. 원하는 바

백질은 주로 암과 같은 질병에 있어서 진단을 하거나 치료를

이고 우리나라에 없는 방법이라 창의적이기도 해요. 한편, 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스 예를 들면 MERS와 같은 특정 바이러스의 항원을 만들거나

할 때 치료 대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원프로그램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간이 최대 1년이
라 조금 더 제대로 된 연구를 진행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이에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만드는 연구를 주로 진행 중이에요.
<연세소식>에서는 지원 대상자로 선발된 대학원

비정형단백질은 구조가 없어서 연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구조

요. 그래서 여력이 된다면 학위 과정을 마칠 때까지는 가능성
있는 팀을 끝까지 유지시켜주면 좋겠어요.

생 연구팀을 만나 학생들의 연구 아이디어를 직

(김바울) 융합오믹스 의생명과학과 통합과정을 밟고 있는 김바울

형성을 유도하는 방법이나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배경지

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생명공학과 컴퓨

입니다. 컴퓨터로 단백질 3차 구조가 잘 형성되는지 시뮬레이팅하

식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정형단백질의 성질을 이용

터공학의 결합으로 바이러스 질병의 치료를 돕

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해 병에 대한 진단을 쉽게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면 좋을

현재 연구의 진행 상황은?

는 단백질을 찾고 있는 박찬(생물소재공학협동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 방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

과정 통합 10학기), 권순빈(생명공학 통합과정 13

리는 컴퓨터 시뮬레이팅을 결합했죠. 진단 등을 하기 위해서

A. 현재는 MERS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항원을 기존 방

학기), 김바울(융합오믹스의생명과학 통합과정

는 중요한 단백질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씩 하려면 시간과 비

법대로 연구 중이에요. 여기에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나왔던

12학기), 김영석(생명공학 통합과정 3학기) 학생

용이 많이 들어요. 이걸 컴퓨터로 선별하는 거예요. 후보군으

것을 적용해보려 하는 중이에요. 단백질 전체 부분과 일부분

의 연구 이야기를 들어봤다.

로 좁혀진 것들로 실제 실험을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결론을

을 발현할 때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기존 연구

낼 수 있어요.

와 현재 우리의 연구 중 어떤 것이 더 효용성이 높은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평가 중입니다. 만약 우리의 연구가 훨

연구의 특징을 꼽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씬 효용성이 높다 평가가 되면 실질적인 실험을 하려고 해요.
만들면 더 큰 목표에 까지 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구요. 조

A.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스크리닝(Screening), 즉 선별

금 더 비용을 들여서 끝까지 진행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구조가 형성이 되지 않는 단백질을 발
현시키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할 때 여러 조건을 잡아요. 실제

(취재: 오지혜 학생기자)

로 가능성이 있는 단백질을 선별하는 과정이에요. 또한 단백
질은 특정 부분만 생체 내에서 인식을 하는데 컴퓨터 스크리
왼쪽부터 김영석, 김바울, 권순빈, 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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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캠퍼스 소식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독교문화연구소는 5월과 6월에도 세계적인 학

복지국가연구센터, '유럽의 기본소득

원 최한수 박사가 참여했다. 경북대 이정우 교

해외학자초청 학술강좌 시리즈 열어

자들을 초청하여 <해외학자초청 학술강좌 시

실험: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경험'

수,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박사, 한국보건사회

리즈>를 개최할 계획이다.

세미나 개최

연구원 윤석명, 노대명 박사, 연세대 홍훈, 김왕

미국 Calvin College 이원우 교수 초청

배, 김현미, 조문영 교수 등 많은 학자들과 한신

특별강연

대 강남훈 교수와 한국기본소득네트워크(BIKN)

미래융합연구원, ICONS 세미나 개최

회원들도 함께 했다. 이날 기본소득 세미나의 발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소장 정재현)는 지난 3
월 23일 해외학자를 초청한 특별강연이 개최

표와 토론에 대한 주요 내용은 복지국가연구센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 관장 강연

터 홈페이지(www.welfarestate.re.kr)에서 확인

되었다. 우리 대학교 신학과 동문(1985년졸)

해 볼 수 있다.

이자 현재 미국 Calvin College에서 종교학

미래융합연구원 주최로 지난 3월 28일 학술정

(Religion)과 아시아학(Asian Studies) 전공

보원 장기원 국제회의실에서 “제16회 ICONS세

을 지도하는 Won Lee(이원우) 교수가 초빙된

미나”가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는 김동호 원장

지난 3월 31일 장기원국제세미나실에서 복지국

2017 대학 윈드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의 창업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나아가

이번 강연에서는 “Holy Terror: Can We Trust

(화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현재 서

가연구센터와 행정학과 BK사업단 그리고 한국

개최

실제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the God of Violence?”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울시립과학관의 관장으로 있는 이정모 연사의

사회보장학회 공동 주최로 기본소득 국제세미

뇌인지적성검사 통해 최적의 창업 로드맵

현재 우리의 창업현실을 보면 정부나 대학에서

전공의 많은 대학원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깊이

“공생 멸종 진화 – 여섯 번째 대멸종에서 살아

나가 열렸다.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 이후

지난 4월 15일 신촌 연세로 스타광장에서 많은

수립

대학생들에게 아무리 창업을 장려해도 대학생

있는 강의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남기”라는 주제로 강연이 있었다.

우리나라 대선 정국에서 기본소득이 공약으로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참석한 가운데 “2017 대

들이 창업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 창업이란 용

강의 서두에 Won Lee 교수는 구약 성경에 나

이 관장은 우리 대학교에서 생화학 학사와 석사

제시되는 등 기본소득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학 윈드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이 개최됐다. 이

우리 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손홍규)은 서울

기가 필요한데 창업의 리스크를 감내할 용기가

타난 하나님의 폭력성을 해석하는 것이 현대

학위를 마쳤으며, 아울러 독일의 Bonn대학교 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50석 강당이 청중으로

번 페스티벌은 우리 대학교 음악대학 주최하고

소재 대학생들이 뇌인지적성검사(BOSI)를 통

선뜻 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창업을 하고 싶어

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

학원 화학과 박사과정을 수학했다. 그는 독일에

가득 채워져 기본소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

서대문구가 주관이 된 행사로 음악대학 학생에

해 각자의 성격과 성향을 파악하고 최적의 창

도 자신이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제임을 밝혔다. 이어서 그는 기존의 연구가 가

서 대학원을 다닐 당시 생화학과 무관한 『달력과

인할 수 있었다.

게는 무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신촌을 찾는

업 로드맵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뇌분석 스

알지 못하기에 어떤 아이템으로 창업을 해야

지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고, 하나의 단순한 설

권력』이라는 책을 집필하며 이름을 알렸다. 과

복지국가연구센터 양재진 소장(행정학과)은 “운

이들에게는 윈드 오케스트라를 통한 수준 높은

타트업 캠프 : 창업자의 세포들’을 개최했다. 브

할 지 막연하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창업이

명을 도출하기보다는 성경의 맥락 안에서 이해

학이 어렵고 딱딱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대중

동과 선거 차원에서 제기된 기본소득 논의를 이

클래식문화를 제공하여 신촌의 문화 가치를 드

레인OS연구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본 캠프는

란 혼자서 하기는 힘들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하려는 시도(Hermeneutic appreciation)가

들에게 널리 퍼뜨리는 좋은 장을 마련했다는 평

제 학문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

높이고자 기획됐다. 우리 대학교(지휘: 이철웅)

지난 26일 백양누리에서 열렸다.

누군가와 함께 팀을 이루어야 하는데 실제로

필요함을 역설했다.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김

가를 받고 있다. 이 관장은 ‘인간이 지금부터라도

다.”며 “국가차원의 기본소득 실험이 선도적으

를 비롯하여 이화여자대학교(지휘: 박찬유), 상

우리 대학교는 현재 학생들이 아이디어만 있으

뜻이 맞는 공동창업자를 찾기란 거의 불가능에

현숙 부소장(신과대학 교수)의 사회로 이루어

살아남으려면 지구에서 공존하고 배려하는 것을

로 이루어지고 있는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경험

명대학교(지휘: 동준모), 경희대학교(지휘: 유

면 세계 시장을 무대로 창업할 수 있도록 교내

가까운 수준이다.

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현대적 상식 수준을 넘

잘 해야 한다’라는 의미 있는 강연을 펼쳤다.

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세미나 개최

병엽), 국민대학교(지휘: 이봉환) 등 여러 학교

에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힘쓰고 있다. 이

창업지원단 관계자는 “이와 같은 창업의 어려

어서는 구약의 폭력성 이해 문제’, ‘인종적인 폭

앞으로도 미래융합연구원은 다양한 전공의 연

취지를 밝혔다.

가 참여하였으며, 봄날 연세로에 울려 퍼진 오

에 따라 창업지원단을 창업컨트롤타워로 세우

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이번 캠프의

력과 성경 해석의 문제’ 등에 관한 질문과 이에

세인들이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융합주제를

세미나에서는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설계와

케스트라의 연주에 지나가는 이들은 발걸음을

고 학내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

목적”이라며 “캠프의 프로그램 구성은 총 4단

대한 강연자의 응답이 이어졌다. 한편 한국기

다루는 ICONS 세미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모니터링을 담당한 Ville-Veikko Pulkka 핀란드

멈추고 음악에 심취했다.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마다 성공적인

사회보장공단(KELA) 연구원과 네덜란드 기본

본 캠프는 학내 벤처 활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으

창업팀이 만들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소득지구네트워크 창립 멤버인 Robert van der

로서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적성을 알아보고 가

8시간의 프로그램을 따라가다 보면 참가자들

Veen 암스테르담 대학 정치학과 교수가 발표자

장 적합한 방향성 수립 후 이상적인 스타트업으

이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거두고 각 개인에 최

로 나섰다. 지정토론자로는 국민대 정치학과 노

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학중심의 스

적화된 창업 가이드라인을 찾을 수 있다.”고 전

정호 교수, 이대 사회복지학과 이승윤 교수, 한

타트업 밸리를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인 ‘연세

했다.

국기본소득네트워크 안효상 상임이사(정치경제

뇌분석 스타트업 캠프 개최

스타트업 랩’의 시작점으로서 본 캠프는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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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대안 부소장), 그리고 한국조세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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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캠퍼스 소식
장 발판을 마련했다.

제임스 최 주한호주대사 강연 개최

(주)노바렉스 이상준 대표이사는 “(주)노바렉

이처럼 각 집단 내 구성원들의 특성을 인지하고

크게 높였다.

그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전략을 펼치는 리

중앙일보ㆍJTBC가 주최하고 KT&G가 후원한

스는 건강기능성식품 개발 및 생산에 국내를

국적 초월한 협력과 열린 태도가 성공적인

더십은 스포츠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분

“2017 제43회 중앙음악콩쿠르” 대회는 1975년

대표하는 기업으로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사업

리더십의 핵심

야에서도 필요한 리더십임을 역설했다.

중앙일보 창간 10주년을 기념하여 제정되었으

또한 그는 전 세계가 네트워크화 된 디지털 시

며, 조수미, 김동규, 최현수, 연광철, 김대진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세대학교 및 연세대기술
지주와 손을 잡았다.”며 “㈜노바헬스케이의 설

지난 3월 17일 제임스 최(James Choi) 주한호

대에서는 국적을 초월한 협력과 다양성에 대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악인을 배출한 국내 최

립을 통해 국내 건강기능성식품 및 반려동물

주대사가 우리 대학교 리더십워크숍에 초청되

열린 태도가 성공적인 리더십의 핵심임을 강조

고의 음악대회이다.

식품시장의 경쟁력 제고 및 기업의 사회적 책

어 ‘Personal reflections on leadership: Ko-

했다.

문학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연세와 한국의

기술지주회사 - (주)노바렉스

임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a to Australia and beyond’라는 주제로 강

마지막으로 그는 ‘헬조선’, ‘흙수저’ 등의 자조

천문학, 기상학 수립에 기틀을 놓았던 이원철

합작투자회사 출범

연세대기술지주㈜ 최문근 대표는 “우수한 기

연을 했다. 제임스 최 주한호주대사는 1974년

적인 말을 하는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어쩌면

술력을 보유한 연세대학교와 든든한 중견기업

호주로 이민을 간 후 시드니대학교에서 법학과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주)노바케이헬스 설립으로 산학 협력

(주)노바렉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출범한 자회

경제학을 공부했고, 모나쉬 대학교에서 문학

변화하는 현 시대의 자연스러운 부분임을 인정

국학연구원 산하 연세학풍연구소에서 에비슨

가 쓴 논저를 모아 영인하고, 대표적인 한국천

성공 모델 창출 앞장서

사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노바케이헬스가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4년에 호주외교통상

하면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타인의 성공 기

자료집을 발간했다. 에비슨은 1893년 내한하여

문학 관련 2편을 번역했다.

건강기능성식품 및 반려동물 식품 사업 분야에

부에 들어간 이후 주한호주대사관 3등 서기관,

준을 따르기 보다는 자신만의 가치를 정립해

1916년부터 1934년까지 연희전문학교와 세브

우리 대학교(총장 김용학)가 기술지주 주식회

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지

북아시아국 한국과 차석, 유엔 호주대표부 참

나갈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임을 당부했다.

란스의학전문학교, 두 학교의 교장으로 활동했

사(대표이사 최문근)를 통해 대학에서 발명한

원 및 경영지원, 재무관리 등 최선의 지원을 다

사관등을 역임하였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다. 그는 교장 시절 두 학교를 통합하여 종합대

제3기 <연세글로벌차이나프로그램>

기술의 본격적인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기업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덴마크 호주대사로 근무했다. 2013년부터

학으로 만들고자 노력했고, 대학 수준으로 운

장학생 참가자 모집

연세학풍연구소, 에비슨 자료집 발간

을 제자로 양성하여 연전의 자연과학, 천문학
의 수립에 큰 공헌을 했다. 이 자료집은 루퍼스

과 손잡고 합작투자회사(Joint Venture)를 설

호주 집권 자유당 핵심 각료인 Julie Bishop

음악대학, 제43회 중앙음악콩쿠르

영하여 연세의 기틀을 세우고 연세학풍의 정립

립했다.

외교장관의 수석자문으로 일하던 중 최근에 주

대회 수상

을 이끌었다. 이러한 에비슨의 활동과 글이 연

언어연구교육원 외국어학당 산하기관인 공자

전과 세의전을 넘어 기독교 선교, 한국의 교육

아카데미(원장 김현철)에서는 중국 문화 체험

최문근 대표이사는 지난 4월 24일 백양누리 김

공과대학, 상반기 삼성전자

한호주대사직에 임명됐다. 호주 정부의 한국계

순전홀에서 (주)노바렉스(대표 이상준)와 기술

미래기술육성센터 자유공모 과제

호주대사 임명은 1961년 한국과 호주 양국 수

지난 3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금호아트홀 연

과 학문을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이므로 자료집

및 급변하는 중국 경제를 고찰해 봄으로써 진

사업화 추진을 위한 합작투자회사 설립 투자협

선정

교 이후 최초이다.

세에서 개최된 “2017 제43회 중앙음악콩쿠르”

을 편찬하게 되었다. 에비슨 자료집 첫째 권은

정한 의미의 ‘중국통(中国通)’ 육성을 목표로

그는 한국과 호주를 관통하는 인물로 거스 히딩

대회에서 우리 대학교 음악대학(학장 김금봉)

국내에서 발간된 영문 선교잡지의 기사를 모았

하는 <연세글로벌차이나프로그램>을 운영하

약 및 주식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설립된 ㈜노바헬스케이(대표 민복기)

공과대학 교수진 3팀이 삼성전자 미래기술육

크를 언급하며, 그를 글로벌 리더의 한 예로 소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다. 플루트 부

다. 연세통합의 기틀을 놓았던 점에서 4월 창립

고 있다.

는 생활과학대학 박태선 교수가 개발한 ‘필버톤

성센터의 2017년도 상반기 자유공모 지원사업

개했다. 히딩크는 한국 팀 내의 선후배 위계문

문에서 1위 장수경(관현악과, 4), 2위 김성찬(관

기념일에 맞추어 출간했다. 현재 둘째 권의 출

2016년 8월과 2017년 1월 <연세글로벌차이나

(filbertone)을 이용한 체지방 감소 소재 기술’을

에 선정됐다. ICT 분야에서는 총 15개의 과제

화를 허물어 개개인의 창의성이 보다 쉽게 발현

현악과 4), 3위 이수연(관현악과 2) 학생이 1위,

간작업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관련 자료집

프로그램> 1기와 2기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출자해 만든 합작법인으로 공학원에 입주했다.

가 선정됐으며, 선정된 과제는 전기전자공학과

되도록 노력하였고, 호주 팀에서는 반대로 독립

2위, 3위를 모두 석권했으며, 피아노 부문에서

을 지속적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어느덧 3기 수강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수강신

㈜노바헬스케이는 설립과 동시에  ‘17 사업화

이장원 교수의 “Self-sustainable IoT 기기들

적 성향이 강한 선수들의 개별성을 다스려 팀

는 2위 유현성(피아노과 박사 1), 2위 이준석(피

연계기술개발사업(R&BD) 민간투자연계형(프

을 위한 무선전력 전송”, 전기전자공학과 채영

에 어우러질 수 있게 힘썼다. 제임스 최 대사는

아노과 1) 학생이 수상하여 우리 학교의 위상을

로젝트법인지원-SPARC) 사업(산업부)’을 수

철 교수의 “활동성 기반 아날로그 신호처리 기

주했다. 이에 따라 2년간 약 14억 원의 R&D 자

술”, 컴퓨터과학과 김선주 교수의 “질의 기반

금을 지원받아 출자된 기술을 바탕으로 건강기

비디오 하이라이트 제작을 위한 시각 및 언어

연세학풍연구소는 연세사료총서의 하나로 『루

운 중국어 실력을 2주 동안 중국 현지에서 극대

능식품용 기능성원료 원천기술 개발 및 반려동

지능 융합 기술 개발” 등이 있다. 이들 과제들

퍼스의 한국 천문학』 을 발간했다. 루퍼스는 연

화 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용 기능성 식품개발을 진행한다. 나아가 사

은 앞으로 6월부터 최대 4년간 지원을 받을 예

희전문 개교 초기에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의

자세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공자아카데미 홈페

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엠비인베스트먼트(

정이다.

자연과학, 천문학을 개척했다. 한국의 천문학

이지(http://kongzi.yonsei.ac.kr/) 공지사항

연구를 서양학계에 알리고 이를 통해 한국 천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문의: 02-2123-3452)

주)에서 10억 원 투자를 유치하여 사업 초기 성

40

청 기간은 2017. 4. 24(월) ~ 5. 17(수)까지며 총

연세사료총서로 천문학자 루퍼스 자료집

50명의 인원을 모집 중에 있다. 교육기간은 여

출간

름방학기간인 2017. 6. 26(월) ~ 7. 30(일)이며,
한국에서 3주간의 중국어 집중과정을 통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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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캠퍼스 소식
연세우유 창립 55주년 맞아

신촌캠퍼스 소식
는 미생물 기준, 위생, 품질 등의 검사가 포함된

초청되어 ‘대학시절-내 삶의 주인이 되는 시간’

하면 ‘나’라는 개인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을

를 가졌다.

ISO 22000인증을 획득하는 등 전 제품 안전성

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성석제 작가는 1960

까, 또한 타인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자유로이

한국어학당은 그동안 한국어 교육의 질을 높

인재를 키우는 우유에서 온 국민의 생활

을 확보하며 우수한 품질관리를 인정받고 있다.

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우리 대학교 법학과를

내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모색하는

이기 위해 일반 목적 한국어 교재뿐만 아니라

건강 브랜드로의 도약

연세우유는 국내에서 55년 간 쌓아온 유제품

졸업한 후, 1986년 『문학사상』에서 시 「유리 닦

일이 어느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학습자의 학습 목적과 요구를 반영한 여러 가

에 대한 차별화된 전문성을 발판으로 만리장성

는 사람」으로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문단에 등단

마지막으로 그는 문학이 대학생들의 삶에 큰 자

지 특수 목적 한국어 교재를 개발해 왔다. 그동

연세우유가 올해로 창립 55주년을 맞는다.

을 넘어 세계에 새로운 판로를 개척했다. 지난

했다. 그는 1995년 『문학동네』 여름 호에 단편

양분이 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본인 역시 문학

안 개발된 교재로는 『연세한국어 1~6』을 필두

1962년 국제 구호 사업 헤퍼 프로젝트(Heifer

2009년 6월 중국에 진출한 연세우유는 국내에

소설 「내 인생의 마지막 4.5초」를 발표하여 문

의 덕을 보았음을 이야기하면서 20대 때 맛보

로 하여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한국

project)의 지원금으로 젖소 10두를 기증받은

서 생산한 우유가 중국 마트에 2-3일 만에 도착

United Nations, 이하 NMUN)에 참가했다.

학계에 주목을 받았고, 이후 여러 작품으로 다양

지 못하고 흘러 보내는 여러 문화적, 문학적 경

어』, 단기 한국어 연수생을 위한 『3주 완성 연

것에서부터 시작한 연세우유는 국내 사학대학

하는 빠른 배송 시스템을 구축해 중국 마트에서

NMUN은 전 세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Nation-

한 수상을 했다. 성 작가는 시와 소설뿐만 아니

험들이 훗날에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귀한 것

세한국어 1~8』, 재외 동포를 위한 『100시간

유업체 중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한다. 우리 대학

가장 먼저 품절되는 인기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al College Conference Association(NCCA)

라 산문, 칼럼, 동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글을 쓰

들임을 강조했다. 특히, 도서관에 아무도 빌려

한국어1~6』 등이 있다.

교 교육재원확보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엄중

지난해 중국 최대 유제품 생산업체 네이멍구이

을 개최하며, YDMUN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

고 있고, 그의 작품은 현재 여러 나라 언어로 번

가지 않아 꽂혀 있는 책들이 언젠가 스스로 삶

이번에 완간된 『대학한국어 초·중·고급』 시리

한 사명을 안고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리실업그룹과 10년간 총 4,000억 원 규모의 흰

게 참가하고 있다.

역되어 세계 독자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즈는 한국의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수학하고자

온 연세우유는 매년 수익금 전액을 재단에 전출

우유 수출 계약을 맺으며 단일 계약으로는 역대

이번 NMUN에서는 “Growing Together,

그는 대학 시절 한 교수님께 들었던 ‘참기름을

큰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음을 힘주어 말하며

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교재로서 2010

하며 연세 인재 육성의 탄탄한 버팀목이 되고

최대의 흰 우유 수출 성과를 기록했다.

Growing United”라는 주제로 모든 위원회가

먹어라!’라는 말이 현재까지도 가장 흥미롭다며

그는 강연을 마쳤다.

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한국어 초

있다. 연세인과 함께 성장해온 연세우유는 오는

한편, 연세우유는 창립 55주년을 맞아 기념 엠

UN의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

청중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강연을 시작했다. 그

급 학습자와 중급 학습자를 위한 『대학 생활을

5월 55돌을 맞아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으로,

블럼을 제작하고 제품 패키지에 기념 엠블럼

opment)이라는 커다란 기조 아래에서 안보,

가 대학에 입학한 1979년은 당시 정부의 국가

위한 한국어 말하기, 듣기, 쓰기』 총 12권, 중급

유업 브랜드를 넘어 국민 생활건강 브랜드로의

을 적용해 새롭게 선보인다. 5월 한 달 동안 연

인권, 환경, 교육 등의 세부 주제를 전문적으로

주의적 교육으로 정신적, 육체적 속박이 가해지

학습자와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대학 강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세우유 공식쇼핑몰 연세샵(www.yonseishop.

다루었으며, 학생들은 평소 자신의 국제적 관

던 시기였는데, 이에 답답함을 느끼고 자유를

의 수강을 위한 한국어 말하기, 듣기, 쓰기, 읽

지난 55년간 연세우유는 대학우유로서는 이례

com)과 연세우유 페이스북·블로그 등에서는

심사를 고려해 위원회를 선택했다. 또한 배정

갈망하던 그에게 돌파구가 되어 준 것은 채플을

기』 총 12권이 2012년과 2016년에 출판된 바

적으로 연매출 2,000억 원을 달성하며 지속적

다양한 55주년 이벤트를 진행한다. 공영홈쇼핑

받은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을 대표하여 Gen-

들으며 우연히 만나게 된 마광수 교수, 화학 수

있다. 그리고 2016년 7월과 12월에 『대학 생활

인 성장을 이뤄왔다. 연세우유가 믿을 수 있는

을 통해 ‘약콩365 55주년 패키지’도 판매할 예

eral Assembly 1, 2, 3을 비롯해 IAEA(국제 원

업 때 참기름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길상 교수,

을 위한 한국어』 시리즈와 『대학 강의 수강을

제품으로 경쟁력을 갖추게 된 배경에는 연세대

정이다.

자력 기구), UNEA(유엔 환경 총회), HLPF(고

국어 시간에 만난 시인 신대철 교수와 함께 한

위한 한국어』 시리즈를 보완할 수 있는 『대학

학교 의학·식품공학 교수진들의 아낌없는 지원

위급 정치 포럼)를 포함한 총 6개의 위원회에

시간들이었다고 한다. 그도 역시 오늘 강연에서

한국어 어휘·문법』 시리즈 5권이 출판됨으로

이 있었다. 연세우유는 1996년 연세대학교 교수

서 활약하여 Honorable Mention Award를

현재 많은 고민을 품고 있을 학생들에게 ‘참기

써 대학 생활과 대학 강의 수강을 위한 학문 목

진으로 구성된 식품과학위원회를 발족해 신제

연세모의유엔총회 대표단, 국제모의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단원들이 참여한 6개의

름’처럼 묘한 해방감을 맛보게 하는 경험을 제

한국어학당, 『대학한국어』 교재 완간

적 교재 시리즈 총 29권이 국내 최초로 완간된

품 개발과 제품 개선 등에 대한 자문을 받아왔

유엔총회에 참가

위원회 중 2개의 위원회에서 Position Paper

공하고 싶다며 본격적인 강연을 펼쳤다.

출판기념식

것이다.

Award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그는 대학생 때 우연히 방문한 문학회에서 처

다. 그 결과 현재 연세우유가 생산하는 모든 제
품군이 HACCP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11년에

우즈베키스탄을 대표해 Honorable

음으로 희미하게 ‘자유’를 느낀 후 문학을 시작

언어연구교육원(원장 유현경) 한국어학당이

월 1일에 설립된 한국어학당은 한국어를 배우

Mention Award 수상

하게 되었다고 한다. 자유를 얻고자, 자립하고

창립 58주년을 맞아 지난 3월 31일 언어연구

고자 하는 학생들, 언론인, 선교사, 외교관 등

소설 「투명인간」의 성석제 작가 강연

자 몸부림치던 그에게 우연히 만난 문학은 마치

교육원 대강당에서 『대학한국어』 교재 완간을

다양한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의 언어와

개최

영원한 무지개처럼 커다란 이상으로 느껴졌다

축하하는 출판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문화, 역사를 알리는 데에 힘써 왔다. 매 학기

고 회상했다. 이렇게 그는 문학을 접한 후 품게

는 유현경 언어연구교육원장을 비롯한 수많은

약 2,500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

우리 대학교 리더십센터 산하 학생자치단체
인 연세대학교 모의 유엔총회 대표단(Yonsei
Delegation for Model United Nations, 이하

대학시절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된 작은 두근거림 같은 것들이 누적되고 반복되

한국어 교육 관계자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에

으며, 2017년 현재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

YDMUN) 13기 단원 12명은 지난 3월 19일부터

시간’이라는 주제로 학생들과 소통해

면서 본인도 모르게 큰 도약이 일어나고, 이전

평생을 헌신한 한국어학당 원로 교수들도 참석

서 한국어를 배운 외국인과 재외 동포의 수는

에 존재하지 않던 것들을 창조하면서 소설가로

하여 한국어학당의 58돌을 축하하고 한국어학

140,000명에 이르고 있다.

거듭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당 교재 편찬의 역사도 돌아보는 뜻깊은 순서

23일까지 4박 5일 동안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
서 개최된 국제모의유엔총회(Nation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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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한국어 교육 기관으로 1959년 4

지난 3월 30일 성석제 작가가 리더십워크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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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소식

의료원소식
개 기업의 의료데이터 처리와 분석을 돕는 머신

설명이다. 이 교수는 “대학병원에 남았던 것이

폐 이식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약 5시간 만에

200례 시행 관련해 백효채 교수는 폐 이식에

러닝(Machine learning) 기능을 가진 클라우

이렇게 보람 있을 수 없었다”면서 “CPR 교육을

끝났고, 수술 후 4일째 되는 날 환자는 인공호

대한 의료인 대상 교육 및 홍보의 중요성을 강

드 플랫폼 ‘애저(Azure)’를 제공한다.

접할 기회가 거의 없는 다른 의료진과 더불어

흡기의 도움 없이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었다.

조했다. 백 교수는 “일부 환자들은 이식 수술을

앞으로 끊임없이 새로 배우고 익히는 노력을 이

이식수술에 따른 감염 우려로 6일간 중환자실

받기 전까지 여느 의료인에게서도 폐 이식 치료

어가야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말했다.

에서 집중치료를 받은 후 환자는 일반병실로 옮

방법에 관해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 오랫동안

병원으로 이송됐던 동료 의사가 뇌 손상 없이

겨져 수술 후 8일 만에 산소호흡장치 없이 걷기

호흡곤란으로 큰 고생을 했다는 것에 억울함을

회복 후 퇴원했다는 소식에 이 교수는 가슴을

운동을 시작했고 빠른 회복 속도를 보여 수술

호소하는 때도 있다”고 말했다.

탁구대회 우승하고 의사도 살려
의료 4차 산업 혁명 이끈다

또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가시

제45회 전국의사 탁구대회에서 CPR

쓸어내렸다. 도움을 받은 동료가 애써 전하려고

25일 만에 퇴원했다.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백 교수는

권 안에 들어온 첨단 IT 기술을 통해 의료격차

시행한 이우정 교수

했던 감사 인사에는 손사래를 쳤다. 그는 “CPR

백효채 교수는 “폐이식 수술 200례는 수많은

“일본처럼 폐도 간이나 신장처럼 살아있는 사

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인 만큼 함께한 모든 분들

의료진이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걸어 온 결과

람에게서 직접 공여 받는 생체이식이 시행되면

10개 IT기업과 연구 협약 체결, 향후 100개

와 노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 VR,

기업까지 확대

AR 기술은 의료진에 대한 재교육, 의료분야에

지난달 3월 26일, 대

의 덕분이다”이라면서 “많은 의료진이 모이는

물”이라고 말했다.

더욱 효과적”이라며 “국내법으로 묶여 있는 심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구의 한 탁구장에서

자리였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었다. 앞으로는 늘

수술을 시행하는 흉부외과 의료진뿐 아니라 장

정지 상태 환자에 대한 폐 적출과 이식이 가능

의료원이 4차 산업 전환기에 국내 헬스 IT 분야

위해 의과대학에서는 실감 맞춤형 시스템을, 간

한창 진행 중이었던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뿐이다”라고 밝혔다.

기이식센터 이식지원팀,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해진다면 폐 이식 분야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

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물인터넷, 클

호대에서는 독거노인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

전국의사 탁구대회.

심장내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중환자실,

고 말했다.

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기술을 기반으로 의

가 이미 진행 중이다.

다급한 목소리와 함

마취통증의학과, 간호국, 물리치료실, 사회사업

료의 4차 산업 혁명을 이끌어 나간다.

이 밖에도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

께 삽시간에 라켓 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수요자의 욕

바일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치료법 개발을 선도

리가 멈췄다. 4부 경기 우승 후 심판을 보다가

구(Needs)에 맞춰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할 예정이다.

갑자기 동료 의사에게 달려간 이우정(외과학)

세브란스병원 폐 이식팀, 국내 최초 200례

의견을 교환하고 언제든 수술이 진행될 수 있도

것을 넘어 질병 예측시대를 열어간다. 이를 위

윤도흠 의료원장은 “선언적 발표가 아닌 구체

교수에게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시행

록 준비를 했기에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세브란스·강남세브란스,

해 의료원은 성인병 발생, 아토피, 임신중독증,

적인 과제 진행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최적화,

이 교수의 직감은 적중했다. 탁구 시합 후 앉아

한편, 폐 이식팀은 올해 3월 말 현재, 총 205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

소화기 암 등을 예측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

수요자 중심의 건강지식 서비스 제공, 건강한

서 쉬던 중 파란 얼굴로 쓰러진 동료 의사에게

세브란스병원 폐 이식팀인 백효채·이진구 교수

의 폐 이식 수술을 시행해 국내 수술의 약 50%

트를 의료원 교수진과 국내 IT 기업들이 시작했

사회를 위한 커뮤니티 헬스케어 구축, 의료 산

심정지가 발생한 것이다. 심정지가 맞는지 아

(흉부외과학), 박무석·김송이·송주한·정수진

를 담당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위암을

다. 아울러 IT 기반 모니터링을 통해 수술 및 재

업화를 통한 국부 창출 등 구체적인 전략과 목

닌지를 두고 주위의 여러 의사가 왈가왈부하

교수(내과학)가 최근 국내 최초 폐 이식 수술

축적된 수술 경험과 노하우를 발전시켜 과거 약

잘 치료하는 1등급 병원으로 선정됐다.

활 환자의 치료 효과를 향상하기 위한 수면 평

표를 가지고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 있는 사이 이 교수는 지체하지 않고 심폐소

200례 달성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기록했다.

400분 이상 소요되던 수술시간도 최근에는 평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5년 1월부터 12월까

가 프로젝트 등도 시작됐다.

의료원은 이를 위해 지난달 29일 교수회의실에

생술(CPR)을 단행했다. 이 교수의 판단에 동의

폐 이식팀은 지난 2월 말, 간질성폐질환으로 고

315분으로 단축됐다. 빨라진 수술 소요시간은 수

지 221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위암 수술(내시

국내 최초로 전자의무기록(EMR), 처방전달시

서 국내 IT 기업 10곳과 ‘한국형 디지털 헬스케

한 다른 의사들도 이 교수의 손을 이어받으며

농도 산소치료를 받던 63세 여성 환자에게 폐

술 관련 합병증과 환자의 체력 부담을 줄임으로

경절제술 또는 위절제술) 22,042건의 진료 적

스템(OCS)을 구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차세

어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참여한 기업은

CPR을 이어갔다.

이식을 시행했다. 환자는 폐에서 산소의 교환이

써 이식수술 후 회복력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정성을 평가해 최근 발표했다.

대 의료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환자 중심 의

한국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 디에스이트레이

10여 분이 흘렀을 무렵 119가 도착해 제세동기

일어나는 간질 부위에 여러 원인으로 이상이 발

평가는 △(진단영역) 수술 전 정확한 진단을 위

료 서비스도 의료정보실 주도로 준비 중이다.

드, 아임클라우드, 센서웨이, 베이스코리아IC,

를 가동하기에 이르렀다. 생사를 오가던 동료

생했으며, 타 병원에서의 잦은 입·퇴원에도 불

한 검사 여부 △(수술영역) 치료와 예후에 중요

의료원은 새로 문을 열 응급실의 디지털 시스템

핑거앤, 셀바스AI, 마젤원, 제이어스, 디엔에이

의사의 심장은 수많은 이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구하고 점차 악화됐다.

한 판단 기준이 되는 림프절 절제 여부 △(항암

과 스마트 응급 의료시스템을 기반으로 응급환

링크 등 디지털 헬스 기업들이다.

않고 마침내 회복됐다. 본래 심장이 약했던 터

환자는 작년 10월부터는 고농도 산소치료에 의

제영역) 수술 후 적기에 항암제 투여 여부 △(

자 및 재난상황 등 위기 대응에도 앞장선다. 의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원 교수진과 각 기업은

라 특히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우려했던 결과를

존해 호흡을 겨우 했고, 폐 이식만이 유일한 치

진료결과영역) 수술 후 사망률은 얼마나 되는

료원은 지난 3년간 재난대응의료안전망 사업단

사전에 조율된 의료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

피해갔다.

료 방법이라는 결정에 따라 올해 1월 세브란스

지 등 총 19개 지표를 평가했다.

을 구축해 운용한 성과를 바탕으로 스마트 시스

토피와 심혈관, 당뇨, 천식 등 주요 질환의 진단

이 교수는 세브란스병원에 공을 돌렸다. 1년에

병원을 통해 폐 이식 대기자로 등록했다.

한편, 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작

템 개발이 상당수 완료돼 이른 시일 내 시범서

과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협약 기업

최소 두 번 의무적으로 받는 CPR 교육이 위급

환자는 등록 35일 만에 기증자로부터 이식에

년에 발표됐던 1차 위암 적정성 평가에서도 1등

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중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세브란스와 참여한 9

한 순간 빠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적합한 폐를 공여 받아 백효채 교수팀에게 양측

급을 받은 바 있다.

44

폐 이식 2명 중 1명 세브란스 거쳐

팀, 정신건강의학과 등 폐이식 팀에 소속된 수
많은 교직원이 ‘다학제 진료’를 기반으로 평소

위암 치료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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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소식

의료원소식
외과, 안과, 방사선종양학과를 비롯한 다양한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학술상으로 서울

임상 진료과와 긴밀한 다학제 진료시스템을 운

특별시의사회가 전년도에 연구논문을 발표한

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 회원 중 가장 우수한 연구실적을 보인 회

모즈미세도식 수술은 피부와 연부조직에 발생

원을 선정해 수상하고 있다.
의료원과 연세대 공과대학이 로봇수술을 대표

장 높은 치료법이다. 치료는 먼저 환자의 암 부

하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전략

의 특성을 고려해 수술계획을 수립한다.

美부통령 부인, 어린이병원 찾아
유한의학상 수상

술실에서 절제할 피부 부위를 국소 마취 후 수

천재희, 곽영란 교수

술을 받는다. 제거한 암 조직은 즉시 병리과 전

성형안과클리닉, 청주맹학교 봉사 및 기증

피부암 절제술 2,000례
안·이비인후과병원 성형안과클리닉이 2008년

적인 산학연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공과대학
에 ‘Yonsei Surgical Engineering Center’를

미술치료 프로그램 참여

환자는 입원이 아닌 수술 당일 피부과 외래 수

힘을 주고 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Yonsei Surgical Engineering Center 운영

한 암 조직을 완전히 절제함으로써 완치율이 가
위 조직검사를 통해 유형을 확인 후, 진단된 암

시각장애인과 함께한 10년

의료원-공과대학 협력 강화

만들었다. 올해 1월부터 두 기관은 수술 로봇과
관련해 협력 분야 및 방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부인 캐런 펜스 여

했으며, 2월에는 다빈치 수술 로봇을 제작하는

문의에 의해 암 조직이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판

의대 교수진이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수여하는

사가 딸 샬럿과 함께 지난 17일 어린이병원을

미국 인튜이티브서지컬사와 의료원 간 리더십

독하며, 남아 있으면 그 부위만 재차 절제하는

학술업적상인 ‘유한의학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방문했다.

미팅을 통해 로봇수술 트레이닝 관련 장비 구

수술을 하게 된다.

지난 1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50

이번 방문은 수채화 전문가이며 미국 인디애나

축 등의 인프라 강화에 대해 의논했다.

일반적으로 3~4시간 이내에 평균 2~3단계에

회 유한의학상 시상식에서 의대 천재희 교수(

아동병원의 미술치료 명예회장을 맡았던 펜스

또한, 의료원과 공과대학은 의료클러스터 구성

서 마무리되며 이후 환자는 바로 귀가해 일상생

내과학)가 대상을, 곽영란 교수(마취통증의학)

여사가 한국 방한 시 미술치료 모습을 직접 보

을 통한 첨단 의료기기 및 영상기기 분야의 협

활로 복귀할 수 있다.

가 우수상을 받았다.

고 싶다고 요청해 이뤄졌다.

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달까지 의료원-공과

부터 10년 동안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청주맹학

모즈미세도식 수술, 5년 내 재발률 세계적

정 교수는 “일반적인 광범위 절제술로 제거할

천재희 교수는 지난해 4월 세계적 학술지인

대학-인튜이티브서지컬사의 전략적 산학연 협

교를 찾아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수준

경우 적잖은 흉터가 발생할 수 있고 재발률이

‘Immunity’에 우리 몸 속 공생미생물 중 하나

력을 위한 실무진 미팅을 지속적으로 가져왔다.

높을 수 있다”며 “모즈미세도식 수술을 시행하

인 장내바이러스가 면역세포 내 신호전달체계

이러한 협력과 논의를 기반으로 지난 10일 연세

올해에도 성형안과클리닉은 지난달 25일 학교
를 찾아 240만 원 상당의 유아용 휠체어, 신체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피부암특수클리닉이

면 암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면서 최소한의 절제

활성화에 기여해 체내 면역물질 분비를 촉진시

대 공학원에서 Yonsei Surgical Engineering

지지의자, 말하기 학습 도구 등을 기증하고 무

피부암 절제술인 모즈미세도식 수술(Mohs

부위로 미용 효과와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치료

키므로써 장내 염증반응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Center의 현판 제막식이 진행됐다.

료 안과 진료를 진행했다. 또 의대 윤진숙 교수

Micrographic Surgery) 2,000례를 국내 단일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첫 입증했다. 이를 통해 장내 바이러스의 기능

제막식에는 윤도흠 의료원장, 송시영 의대학

(안과학)는 ‘눈 건강 의학’에 대해 강의했다.

병원으로서는 처음으로 달성했다.

단, 진행된 악성 피부암이면 약 3일에 걸쳐서

을 약화시킬 수 있는 항생제 사용에 대한 주의

장, 김광만 치대학장,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

성형안과클리닉은 청주맹학교 학생들을 위해

2000년 7월 첫 수술을 시행한 이래 2013년 5

10단계까지도 진행되는 등 피부암의 종류에 따

와 함께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등 난치병으

방문단은 어린이병원 1층에 있는 ‘블리자드

김기덕 치대병원장, 이재용 교학부총장, 홍대

2008년부터 매년 10여 명으로 의료진을 구성

월 1,000례를 달성했고, 3년여 만에 다시 1,000

라 장시간 수술이 이뤄질 수도 있다. 따라서 국

로 알려진 염증성 장 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

i-Room’을 둘러본 후 4층으로 이동해 김용학 연

식 공과대학장, 데이브 로사 인튜이티브서지컬

해 안과 진료를 해오고 있다.

례의 수술실적을 더했다.

내에서는 환자의 컨디션 유지와 출혈 가능성에

발의 기반을 마련했다.

세대 총장, 윤도흠 의료원장, 김호성 어린이병원

수석부사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백승운 직원(의안실)은 경제적으로 어려

수술 환자 중 많은 수가 악성도가 낮은 기저세

대비해 응급진료 시스템을 갖춘 대학병원을 중

곽영란 교수도 지난해 4월 ‘Intensive Care

장, 인요한 국제진료소장 등과 함께 어린이병원에

한편, 두 기관은 지난 5년간 총 40개, 150억 원

움이 있는 학생을 추천받아 지금까지 매년 10

포암과 편평상피암이었다. 환자의 약 25%는

심으로만 시행되고 있다.

Medicine’지에 판막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스

서 이뤄지는 미술치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규모의 공동 연구과제를 수행해 왔으며, 현재

여 명을 세브란스병원으로 초청해 의안 시술

악성도가 매우 높은 악성 흑색종이거나 육종 및

타틴계열 약물 투여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어 치료실로 이동해 미술치료 프로그램

약 80여 명이 공동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과 상담을 해주고 있다. 시술 비용은 YBM 에듀

희귀 피부암이었다.

급성 콩팥손상을 억제할 수 없다는 결과를 대

에 참여했다. 캐런 펜스 여사는 가슴에 Art

케이션이 의안을 착용하는 장애시설의 환자 및

5년 내 재발률은 기저세포암은 1% 미만, 편평

규모 임상연구를 통해 규명했다. 이를 통해 고

Therapist(미술 치료사)라는 명찰을 달고 6명

의료보호 환자를 위해 매년 1,000만 원을 기부

상피암은 3% 미만으로 해외 선진 모즈미세도

지혈증 치료약물로 널리 쓰이는 스타틴 약물이

의 환아를 만났다.

해 도움을 받고 있다.

식 수술팀과 비슷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수술환자에게 선택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그는 토끼 모양의 마스크를 집어 들어 알록달록

구문회 청주맹학교 교장은 “아름다운 선행은

정기양 교수는 “피부암의 진단과 수술 완치율

점을 밝혔다.

하게 색칠한 후 아이들에게 ‘말렌’이라고 소개

학생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개척해 나갈

을 더욱 높이기 위해 병리과와 종양내과, 성형

한편, 1967년 제정된 유한의학상은 국내에서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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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치료를 지원했다.

정기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아왔다.

사미르는 17세 딸과 11세, 4세의 아들이 있다.

그러던 중 허혈성 심장근육병증이 악화되고 말

사미르가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게 되자 아이들

기 심부전으로 인해 지난달 2일 급하게 세브란

은 고등학교와 초등학교를 그만뒀다. 한국으로

스병원에 입원했다. 증세 악화로 인해 질병관리

치료받으러 오는 과정에서도 아내가 일하지 않

본부 장기이식관리 센터에 뇌사장기이식 심장-

으면 생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둘째 이슬람이

신장 동시이식 대기자로 등록됐다.

아버지와의 동행을 자처했다.

지난달 14일 타 병원 뇌사장기 기증자가 발생해

사미르는 지난 4일 의대 양규현 교수(강남 정형

민명숙 환자는 심장-신장 동시이식 수혜자로

외과)의 집도로 수술을 받았다. 양 교수는 “현

선정돼 8시간에 걸쳐 심장과 신장의 동시 이식

하는 환자들의 상황 등이 속속들이 담겼다.

지에서 수술 당시 골절에 대한 내고정 방법이

수술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듣고 올해 1월 의대 김원호(내과

적절하지 않았다. 불안정한 고정력으로 인해 걷

이번 수술에서 심장이식은 심장혈관외과 윤영

학), 안신기(의학교육학과) 교수가 직접 네팔

지 못했고, 골유합 실패와 이로 인한 2차성 골

남 교수팀이, 신장이식은 이식외과 김명수 교수

의 상황을 확인한 후 지원에 나섰다. 사흘에 걸

관절염이 생겼다”면서 “골절 불유합 부위에 대

의료원이 의료 환경이 열악한 네팔 쩌우르저하

쳐 현지를 돌아본 두 교수는 쩌우르저하리 병

한 회복과 유지를 위한 자가경골이식술을 시행

리 병원에 약 1억 9,000만 원 상당의 내시경 장

원 외에 대안 의료기관을 찾기 어렵고, 지속적

했다”고 말했다.

비와 의료 장비를 기부한다.

인 발전을 위해 자체적 노력을 하는 병원 운영

수술 후 빠른 회복을 보인 사미르는 12일 가족

위내시경·대장내시경 장비, 영상 녹화기, 전기

상황을 확인한 후 의료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들이 기다리는 요르단으로 떠났다. 사미르의 아

소작기 등을 포함해 장비 8대는 이번 주 네팔
의 환자들을 위해 떠난다. 내시경 장비들은 의

네팔에 내시경·의료 장비 기부
내시경실·V팀 등 개인 후원금도 모아 지원

료원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수리와 재정비를 거

“아빠는 제가 보살필 거예요!”

친 것이다.
장비가 네팔로 향하기까지 많은 이들이 도움의

강남세브란스, 요르단 골절 환자 치료 지원

손길을 보탰다. 내시경실은 기쁨나눔행사 지원

역사기록화 전시회

설명을 들으면서 작품을 관람했다.

팀이 집도했다.

한편, 의료원은 정남식 전 의료원장의 주도하에

수술 후에는 심장내과 강석민, 오재원 교수팀을

역사기록화를 제작하기 시작했고, 유화 전시회

중심으로, 심장혈관외과, 이식외과, 신장내과

와 함께 본관 3층 아트스페이스에서 김영택 화

등 다양한 진료과가 협력해 집중적으로 민명숙

우리 대학교 창립 132주년·통합 60주년 기념행

백의 세브란스 옛 건물 펜화 작품 12점이 전시

환자를 관리했다.

들 이슬람은 아버지를 열심히 보살폈고, 특유의

사의 하나로 역사기록화 전시회가 지난 4월 5

중이며, 향후 종합관 4층 알렌기념관 쪽으로 이

다학제 이식팀의 집중 관리로 민명숙 환자는 수

활달한 성격으로 병동의 재간둥이로 큰사랑을

일 종합관 4층에서 개막했다. 전시회에는 세브

동 전시할 예정이다.

술 후 30일 만인 지난 13일 퇴원했다. 퇴원 당

받았다.

란스 역사의 주요 사건과 정황을 다룬 김건배

시 민명숙 환자는 수술 후 심장 기능을 나타내

사미르는 “걸어서 돌아갈 수 있게 해줘서 너무

화백의 유화작품으로 구성됐다.

는 심장구축률은 정상 수치인 70% 이상을 회

감사하다. 한국에 있던 시간을 잊지 않겠다”라

한국 최초 선교사 알렌 박사의 민영익 치료, 카

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네기홀에서 처음 만난 에비슨 박사와 세브란스

창립 132주년·통합 60주년 기념 주간 맞아

심장-신장 동시 이식 수술 성공

복했고,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크레아틴 수치도
정상인 0.94mg/dL를 나타냈다.

금을 모아 내시경 장비와 함께 보낼 전기 소작

강남세브란스병원이 복합골절 치료를 받지 못

한편, 강남세브란스병원은 교직원이 급여의 1%

씨, 통감부에 의한 구한국 군대의 강제 해산 중

다학제 이식팀의 집중 관리로 30일 만에

강석민 교수는 “다학제 이식팀의 유기적인 협

기와 흡인 장치를 구입했고, V팀 등 여타 부서

해 걷지 못하던 이집트 국적의 요르단 환자 사

를 기부하는 1% 나눔기금을 이용해 체류비와

부상당한 한국 군인을 치료하는 세브란스 의료

퇴원

력으로 빠른 퇴원이 가능했다”며 “심장이식 대

교직원들과 함께 개인 후원금도 460만 원가량

미르 모하메드(45세)의 치료를 지원했다. 특히

치료비 1,100만 원 상당을 지원했다. 강남세브

진과 학생들, 3.1 독립선언문을 해부학 실습실

모아 장비 수리비와 수송비를 지원했다. 본죽

사미르의 아내가 요르단에 남은 가족을 보살펴

란스병원 1% 나눔기금은 2010년부터 모금활동

에 숨기는 세브란스의전 학생 등 13점의 작품

말기콩팥병과 관상동맥질환, 허혈성 심장근육

는 가장 위험한 인자 중 하나다. 국내에서도 드

김철호 대표의 후원 기금도 함께했다.

야 했기 때문에 11살 아들 이슬람이 보호자로

을 시작해 2012년부터 20여 명의 환자에게 약

이다.

병증을 앓고 있던 환자가 심장과 신장 동시 이

물게 보고된 고난도 수술인 심장-신장 동시이

이번 기부는 2~3년에 한 번씩 세브란스병원 소

아버지를 보살펴 눈길을 끌었다.

3억 원의 후원금을 지원해왔다.

이번 전시에는 의대 여인석 교수(의사학과), 박

식 수술을 받고 건강하게 회복돼 퇴원했다.

식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화기병센터 내시경검사실에서 연수를 받아 온

사미르는 작년 9월에 좌측 발목이 꺾이는 부상

형우 동은의학박물관장, 인요한 국제진료소장

민명숙 환자(59세)는 2012년부터 말기콩팥병

이용만 선교사와의 인연에서 시작됐다. 1997

을 당했다. 현지 병원을 찾았으나 가난한 형편

이 고증과 주석 작성 등의 도움을 줬다.

으로 천안의 집 근처 병원에서 복막투석을 받아

년부터 네팔에서 의료선교 활동 중인 그는 열

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 걷지 못하

개막식에는 윤도흠 의료원장,  김영석 행정대외

왔다. 또한, 동반된 관상동맥질환으로 같은 병

악한 현지 병원의 상황을 확인하고 의료원으로

는 상태에 이르렀다.

부총장, 김건배 화백, 이승영 전 재단이사, 정남

원에서 여러 차례 스탠트 삽입술과 풍선확장 시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관

사미르의 딱한 사정을 들은 현지의 문재섭(가

식 전 의료원장, 대학본부와 의료원 보직자, 교

술을 받았고, 관상동맥질환 때문에 심장에서 충

리 미흡으로 심하게 녹슨 내시경 장비의 상태,

명) 의료선교사는 강남세브란스병원에 도움을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분한 피를 몸 전체로 공급하지 못하는 허혈성

내시경 검사 한 번을 위해 12시간을 이동해야

요청했고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사미르를 초청

참석자들은 기념 테이프 커팅 후 김건배 화백의

심장근육병증도 있어 같은 병원 심장내과에서

48

상 환자에게 신부전은 수술 결과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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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캠퍼스 소식

원주캠퍼스 소식
1990년 제12회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폐암 3차

을 조성하기 위한 “2017-1학기 제1차 북카페 콜

위 없는 2위를 차지하고 폴로네이즈상을 수상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로키아”가 지난 4월 11일 원주캠퍼스 청송관 1
층 ‘북카페 토지’에서 개최됐다.

한 피아니스트 케빈 케너는 11년간 영국 왕립음
악원의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마이애미

위암에 이어 폐암 치료 최고 등급 평가받아

행사에는 오영교 인문예술대학장을 비롯하여
교수 20여 명, 학생 10여 명 등 모두 30여 명이

대학 프로스트 음악원에서 후학을 지도하고 있

2017학년도 1학기 청파 및 한경범장

주는 것이 아닌 우리 대학교와 사회 전체의 사

학회 장학금 수여식

랑을 나누어 주는 것을 실천하고 이 나라를 짊

19명 학생에게 장학금 전달해

다. 그는 이번 공연을 통해 피아노의 아름다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

참가했다.

선율로 500명에 달하는 관중들에게 감동을 선

가원)이 지난 4월 18일 공개한 ‘폐암 3차 적정

이날 ‘뜨는 원주, 지는 국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사했다. 다음달 25일 있을 제88회 연세콘서트

성 평가’ 결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1등급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원주캠퍼스와 한국교통

진행한 이인재 교수(역사문화학과)는 자신의

시리즈에서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기타리스

을 획득했다.

연구원은 ▶공항소음저감 등 교통부문 공동연

최신 저서인 ‘북원경과 남한강 불교문화’에 대

트 박규희의 ‘Guitar Recital’이 진행된다.

강원권 병원 중 위의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한

구 과제 수행 ▶공항소음 효과평가와 공동연구

한 소개와 연계하여 원주의 학풍이 특정 국가에

기관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상급종합병원

를 위한 인적자원 지원에 대한 상호 협력 ▶기

서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이웃 국가나 공간적으

급)과 강릉아산병원(종합병원급)이다.

타 양 기관이 합의하는 상호 협력사항의 추진

로 더 떨어진 선진 국가들도 그 성과를 공유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위암 2차

심사평가원은 폐암 치료과정의 적절성을 평가

및 재원 등 양 기관의 협력과 발전을 위한 가능

다는 점에서 학풍의 국제적 특성도 인정되어야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하고 진료의 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 모든 분야에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하며,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산물들과 함께할

2014년부터 폐암 적정성평가를 실시하여 결과

나가기로 했다.

원주에서 성취할 생명, 나눔, 미래적 삶과 학문

어지고 갈 학생들의 가슴속에 꿈과 희망, 용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

를 공개하고 있다.

에서의 기대 속에서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원주

와 도전정신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가원)이 지난 3월 24일 공개한 ‘2차 위암 적정성

이번 폐암 3차 적정성 평가는 2015년 1월부터

캠퍼스 학생들의 미래가 희망참을 시사했다.

평가’ 결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1등급을 획

12월까지 원발성 폐암(폐에서 기원한 악성 종

인문예술대학, “2017-1학기 제1차 북

“북카페 콜로키아”는 2017-1학기동안 3회 강

득했다. 강원권 병원 중 위의 평가에서 1등급을

양)을 진료(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한

카페 콜로키아” 개최

연으로 기획되어 있으며, 이번 강연을 시작으

청파 및 한경범장학회(이사장 한승룡)는 지
난 3월 28일 원주캠퍼스 학생회관 3층 에코

제87회 연세콘서트시리즈 ‘Kevin

획득한 기관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상급종합

전국 12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소극장에서 ‘2017-1학기 청파 및 한경범 장학

Kenner Piano recital <CHOPIN>’

병원급)과 강릉아산병원, 강원대학교병원, 한림

특히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이번 평가의 총

대학교 부속 춘천성심병원(종합병원급) 등 총 4

21개 지표 중 △전문인력 구성, △항암제 부작

회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총 19명의 학생에게

로 ▲복합평등의 철학적 기원(5월 16일, 철학과

교수와 학생 간 학술 교류의 장 마련

일, 영어영문학과 김명복 교수)순으로 진행될

57,502,000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로 500여 명의

개 기관이다.

용 평가 비율, △병리보고서 기록 충실률 등 구

인문·예술 전공교수의 학술 업적을 축하하고,

청파장학회는 청파 한승룡 이사장의 출연금 15

관중에게 감동 선사

심사평가원은 의료 질 향상과 국민에게 필요한

조과정 17개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교수-학생 간의 교류를 통한 학문적 만남의 장

억여 원을 기본자산으로 매학기 15명 내외의 장
지난 3월 28일, 제87회 연세콘서트시리즈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학금으로 구분하여 수여하고 있으며, 1996년부

‘Kevin Kenner Piano recital <CHOPIN>’가

이번 2차 위암 적정성평가는 2015년 1월부터

원주캠퍼스 – 한국교통연구원, 업무

터 현재까지 522명이 장학금을 수혜 받았다. 한

원주캠퍼스 대학교회 대예배실에서 진행됐다.

12월까지 원발성 위암으로 수술(내시경절제술

협약 체결

경범장학회는 1989년 교통사고로 숨진 한승룡

또는 위절제술)을 실시한 221기관, 만 18세 이

이사장의 차남 한경범군을 기리기 위해 설립되

상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원주세브란스

원주캠퍼스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4월 12일

어 현재 5억여 원을 기본자산으로 매학기 4명

기독병원은 이번 평가의 총 19개 지표에서 △전

원주캠퍼스 내 청파회의실에서 공항소음 등 교

내외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등록금전액 장학금

문인력 구성, △내시경 절제술 치료 내용 기록

통부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원주

을 수여하고 있으며, 1991년부터 현재까지 233

충실률 등 구조과정 11개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

캠퍼스의 윤방섭 부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와

명이 장학금을 수혜 받았다.

하며 ‘위암 치료 잘하는’ 강원지역 유일 상급종

관련 교수진과 한국교통연구워의 백수현 회장

청파 및 한경범장학회의 장학금수여는 단순히

합병원의 위엄을 입증했다.

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50

예정이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위암 적정성

학생을 선발하여 등록금 전액, 우수, 외국인 장

가계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나눠

박정순 교수), ▲공부의 리듬 : 기억기술(6월 12

협약식이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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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캠퍼스 소식
서 교수는 또한 “이번 체결은 마일스톤을 통한

를 마련하고자 학부대학에서 실시하는 프로그

1억 원 상당의 기술 이전이며 이는 원주세브란

램이다.

스기독병원의 의료기기 기술 이전 중 가장 큰

창의플랫폼의 목적과 취지를 알리고 학생들의

규모이다. 2년 이내에 생산을 예정하고 있으며,

창의성을 진작시키기 위해 진행된 이번 특강에

생산 이후에는 병원에 더 큰 부가가치를 안겨줄

서는 한국신용데이터의 김동호 대표이사(정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 06)가 강단에 올랐다. 그는 본인의 창업
경험담을 진솔하게 나누며 “내가 했던 실수들
을 후배들이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7 기부자의 날’ 행사 개최

간 ‘중이염 치료용 고막천공관 기술이전 체결

자연방사능환경보건센터 – 하동군,

김 대표이사는 “창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관

‘라돈 안전지대 구축’ 업무협약

심 있는 산업의 역사와 변화, 또는 흐름을 파악

식’이 지난 4월 5일 원주캠퍼스 미래관 세미나

언더우드국제대학, 인천광역시와

익한 강의 후에는 행사에 참석한 송도 주민들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고등학교 동기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사랑과 응원을 보내온 기

실에서 진행됐다. 체결식에는 정형선 단장과,

지난 4월 19일 하동군 화개면 켄싱턴리조트에

함께 Open Lecture and

함께 Community Talk가 이어져, 지역사회에

들과 함께 ‘오픈서베이’라는 모바일 리서치 회

부자들을 초청하는 ‘2017 기부자의 날’ 행사가

서영준 원주의과대학 이비인후과 교수, 그리고

서 연세대학교 자연방사능 환경보건센터와 경

Community Talk 개최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사를 창립하고 성공적으로 번창시킬 수 있었던

4월 21일 원주캠퍼스 청파회의실에서 진행됐

㈜제이앤킴 대표가 참석했다.

남 하동군이 국내 최초 ‘라돈 세이프 군 선언’을

행사에 참석한 강병진 인천광역시 GCF 협력팀

것도 뉴미디어의 동향 혹은 추세를 파악하고 잘

다.

이번 체결식을 통해 이전되는 기술은 총 3건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은 “OLAC Talk는 인천이라는 공통분모로 함

이용했기 때문이었다. 이어 그는 “거창하고 대

윤방섭 원주부총장 및 학장단과 함께 20여 명

으로 ▶고막천공관과 그 제조방법 및 사용방

업무협약식에는 원주캠퍼스 환경공학부 교수

께 모인 연세대와 인천거주 외국인들이 함께 소

단하지 않더라도 문제를 정의하고 풀어나가는

의 기부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뿐만 아

법(특허등록번호 10-1685966) ▶중이염 치료

인 조승연 환경보건센터장과 윤상기 경남 하동

지난 3월 24일 저녁 송도 G-Tower에서 언더

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라며 “세계 각지

과정에서 배팅해 볼 만한 곳을 찾아야 한다.”는

니라 기부자들의 지원으로 장학금을 수혜한 세

용 고막천공관의 제조방법(출원번호 10-2016-

군수를 비롯하여 환경보건센터 연구원, 하동군

우드국제대학과 인천광역시가 공동 개최한 제

에서 온 외국인들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조언과 함께 강연을 마무리했다.

명의 학생들도 참석해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마

0155260) ▶중이염 치료용 고막천공술 시술장

환경보호과 담당공무원 및 관내 환경 단체, 탄

1회 “Open Lecture and Community Talk(이

인천 지역 주민과 연세인이 글로벌 사회에서 안

뒤이어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창의플랫폼 관련

음을 전했다.

치(출원번호 10-2016-0155261) 이다.

소 없는 마을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하여 자연

하 OLAC Talk)”가 열렸다.

목을 넓히고 서로 공감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

일정과 진행방식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이번

행사는 정병조 대외정책부처장의 사회를 시작

서영준 교수는 이번 개발한 기술에 대해 “소아

방사능 물질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하동군을 만

송도는 16개 UN 국제기구와 여러 다국적 기

다”고 말했다.

RC 창의플랫폼의 공식 명칭은 ‘연세-넥슨  RC

으로 임걸 원주교목실장의 기도, 윤방섭 원주

중이염 환자에게 환기관(Ventilation tube) 삽

드는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업이 자리한 만큼 다양한 외국인들이 거주하

OLAL Talk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강좌

창의플랫폼’으로, 넥슨의 지주회사인 엔엑스씨

부총장 환영사, 대학발전현황 보고, 만찬 및 소

입 시 전신마취 실시에 대한 위험성이 지적되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자연방사능환경보건센

고 있는 국제도시다. 언더우드국제대학은 이러

로, 오는 6월에도 개최될 예정이다.

와의 협약 아래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송도학

통과 나눔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고 있는데, 이번 이전된 기술은 수초 이내에 시

터는 하동군 내의 실내 라돈 농도를 모니터링하

한 송도의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인천광역시와 함

사 출입증 미소지 방지를 위한 공학적설계“라

윤방섭 원주부총장은 “지난 한 해 원주캠퍼스

술이 가능한 ‘원스탑 고막환기관 삽입술’에 대

고 이에 맞는 적절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한,

께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리고 교감할 수 있는

는 명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팀이 최우수상을

는 기부자님들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 많은 발

한 기술로 소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외래에

라돈 농도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동 세

OLAC Talk을 개최했다. OLAC Talk에는 녹색

RC 창의플랫폼에서 만난 김동호

받았다. 올해에도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실용적

전을 이룰 수 있었다”며 “내년 개교 40주년을

서 손쉽게 환기관 삽입을 할 수 있다”며 “중이

미나 개최를 통한 연구 기술 교류 등 상호 협력

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재해

한국신용데이터 대표이사

인 아이디어가 RC교육원의 지원 속에서 큰 결

맞이하는 원주캠퍼스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기

염 치료에 있어서 혁신적이고 세계 최초로 시도

을 할 예정이다.

감소를 위한 국제전략기구(UNISDR, United

부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 사랑을 부

되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탁드린다”며 인사를 전했다.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 마련

Nations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실을 맺길 기대해본다.

진솔한 창업 경험담 들려줘

Reduction)를 포함한 다국적 국제기구 담당자
들 및 송도 주민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RC 창의플랫폼’은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

언더우드국제대학 정진배 학장의 개회사로 시

창의적 사고, 도전정신, 그리고 섬김의 리더십

원주산학협력단 - ㈜제이앤킴 간 1억

작된 OLAC Talk은 Dennis Lee 교수의 “인

을 함양하기 위한 RC 교육의 일환으로, 다양

원 규모 기술이전 체결

천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근세 역사”와

한 과의 학생들이 한 팀을 이루어 캠퍼스나 지

Haward Kahm 교수의 “인천의 현대 역사와 대

역사회, 또는 인류에 관한 문제를 탐색하고 그

외적인 지역사회”에 대한 강의로 이어졌다. 유

에 대한 해결 방안을 도출해나갈 수 있는 기회

원주산학협력단(단장 정형선)과 ㈜제이앤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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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INSIDE

인물동정

국제캠퍼스 소식

김동구 교수
‘민관협력 5G 포럼
집행위원장’ 선출

김동구 교수(전기전자공학부)가 지난 3월 27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 제 5회 5G 포
럼 정기총회에서 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2013년에 설립된 5G 포럼은 5G 이동통신산업

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연의 끝자

간을 가졌다. 안내하는 학생기획단의 친절한 설

락에 이 총재는 “어느 조직이든 진실된 인재는

명으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대학 캠퍼스에서

알아본다.”면서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취업을 걱

어떤 추억을 만들며 지내는지 알 수 있었으며,

LGU+, 삼성전자, LG, 엘지에릭슨등 9개의 의장사와 22개의 산업체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다. 2013

정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건넸다.

이어진 지도교수 간담회에서는 전공별 지도교

년도부터 우리 대학도 포럼에 참여 대학으로 활동하고 있다.

의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전략, 기술표준, 주파수, 서비스, 생태계활성화 및 5세대 이동통신 전략자
문의 중심 역할을 해오고 있는 국내 유일한 민관포럼이다. 대표의장사로는 KT가 선출되었고, SKT,

수와 만나 전공과 학사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다.

학부모와 함께 하는 2017 페어런츠

3시부터 진행된 본 행사는 이례 없는 인원을 수

데이 개최

용하기 위해 종합관 강당에서 진행되는 행사를
진리관 대형 강의실에 생방송하는 시스템을 도

“초불확실성 미래에의 대비”

봄과 함께 찾아온 미세먼지로 뿌옇던 하늘이 유

입하여 모든 부모님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

례없이 맑게 개었던 4월 1일, 연세대학교 국제

다. 김성수 RC교육원장의 사회로 김동환 교목

캠퍼스에는 전에 없이 많은 인파로 가득 찼다.

의 개회기도와 김용학 총장의 환영사, 이경태

RC 학생들의 학부모가 페어런츠 데이(Parents

부총장의 국제캠퍼스 소개, 전혜영 학부대학장

40년이 넘는 사회생활을 한 인생의 선배이자 본

Day) 행사를 위해 국제캠퍼스로 찾아 왔기 때

의 1학년 교육 소개가 이어졌고, 마지막으로 음

교의 동문으로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문이다. 매년 봄 진행되는 Parents Day는 학

악대학 현악 4중주팀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

막 대학생활을 시작한 새내기 학생들에게 “송도

부모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지만, 특히 올해

하여 부모님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에서의 생활은 보람 있고 뜻깊을 것”이며, “동질

에는 약 1,200분의 학부모가 참석하여 RC와

이어 진행된 하우스 행사에서는 하우스 RA의

성을 가진 사람들과 공유하는 기숙사생활이 사

Parents Day 행사를 향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

안내를 받으며 학부모님과 RM 교수가 교류할

회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할 수 있었다.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하우스가 각기 준비한

이 총재는 RC 특강을 통해 불확실성이 만연해

오후 1시부터 등록과 함께 시작된 행사는 다

프로그램을 마친 뒤에는 기숙사 식당과 나눌

짐에 따라 사람들은 점점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채로운 순서로 저녁까지 이어졌다. 등록을 마

샘에서 준비된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Parents

안정을 추구하고 행동유보 성향을 보이게 되었

친 부모님들은 각종 자료와 함께 기념품으로 제

Day 행사를 마무리했다.

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현상유지가 목표인 사

공된 연세 에코백을 들고 캠퍼스를 투어하는 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RC 특강

회는 미래가 없다.”고 말하며 이러한 시대적 흐
름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이 총재가 여러
가지 대응방식 중에서 특히 강조한 것은 교육패
러다임의 혁신이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창의성,

백태승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지난 2017년 4월 25일 법무부에서 열린 제54회 법의 날

백태승 교수

에 민법개정분과위원장, 전자문서법 개정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법제도 개선을 통한 서민생활 보호에

홍조근정훈장 수상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홍조근정훈장을 수여 받았다.

백효채 교수

의대 백효채 교수(흉부외과학)가 1996년 국내 최초 폐 이식 수술에 참여하고 국내에서 시행된 폐 이

제13회 바이엘임상
의학상 수상

식 수술의 50% 이상을 집도하며 다양한 임상적 시도를 통해 폐 이식 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공로로 제13회 바이엘임상의학상을 받았다.
바이엘임상의학상은 인류의 질병 치료에 이바지한 국내 임상 의사를 발굴해, 한국 의료 수준의 선진
화를 촉진하고 의학자들의 연구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지난 2004년에 제정됐다.

송시영 교수

송시영 의대학장이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족한 분산형 바이오 빅데이터 추진TF의 단장으로

분산형 바이오 빅데이터
추진TF 단장

보험사, 화장품업체 등과 데이터 중개 기관인 통신사, SW업체 등이 참여한다.

신의진 교수

의대 신의진 교수(정신과학)가 지난 15일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국여자의사회 정

한국여자의사회
여의대상 길봉사상

위촉됐다. 이번 TF에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 병원, 데이터 수요기관인 서비스기업, 제약사,

기총회에서 제27회 여의대상 길봉사상과 상금 1,000만 원을 받았다.
신의진 교수는 영유아 심리발달 및 육아정책, 발달장애,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 아동과 가족 진료 활
동 그리고 관련 전문가 양성 및 학술활동을 통해 해당 분야를 발전시킨 공로로 수상했다. 또한, 2008년

문제해결능력, 공감능력 등 ‘근본적 능력’을 배

한국 영유아 아동정신건강학회를 설립했고, 국내 최초로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인 해바라기

양함으로써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대처해야 한

센터 초대 운영위원장을 맡아 전국적인 해바라기센터 제도의 틀을 마련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대2병’이나 ‘헬조선’ 등의 단어가 유
행하고, 『한국이 싫어서』라는 제목의 책이 인기
를 끄는 요즘 시대에 “사회에 나오자마자 탈진
해버리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지적하며, 이러
한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고전들을 많이
접해 사고의 폭을 넓히고 창의적 능력을 배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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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로 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
약 정책자문관 위촉 /
보건복지부 의료기기산
업 발전기획단 민관 공동
단장 선임

윤영로 교수(원주캠퍼스 보건과학대학 의공학부)가 2017년 4월부터 2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
의약 정책자문관으로 위촉됐다. 식의약 정책자문관은 주요 인허가·심사 현안 등에 대한 관계자 상
담 및 현장방문, 민원인과 인허가·심사자간 소통 활동, 인허가·심사 등과 관련된 부당요구 사항 해
소, 불합리한 제도, 관행, 업무절차 등에 대한 정책제언을 담당한다.
또한 윤영로 교수는 보건복지부 ‘의료기기사업 발전기획단(이하 ‘발전기획단’)’의 민관 공동단장으
로 선임되었다. 산·학·연 전문가 50여 명이 참여하는 발전기획단은 ▲연구개발(R&D) ▲해외진출
▲인프라·생태계 조성 ▲제도·규제개선 등 4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돼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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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안내

이상호 교수

이상호 교수(토목·환경공학)가 지난 4월 6일 열린 2017년도 한국전산구조공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고대영시선

구술사 연구

정기총회에서 한국전산구조공학회 제16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18년 4월까지이다.

한국전산구조공학회
제16대 회장 취임

표창을 수상했다.

조상래 교수

의대 조상래 교수(미생물학)가 지난달 24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제7회 결핵예방의 날 기

역주: 이성일

저자: 유춘동 외

념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출판: 한국문화사

출판: 청송미디어

치료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또한 결핵진료 지침에 반영, 고가의 약제임에도 무료복용이

이성일 영문학과 명예교수 역주 『고대영시선: 베오울프 외』는 고대영어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의 역사학계에서는 미시사(微時史)·구술사(口

가능하도록 국가 정책에 반영시켰고, 세계보건기구(WHO) 결핵치료 지침에도 반영되는 계기가 됐다.

서사시 『베오울프』를 비롯한 고대영시 9편을 원전의 시행을 따라 완역하

述史)·지역문화(地域文化)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 결과 이

고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각주를 첨가한 역시집이다. 일반 독자들을

와 관련된 서적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분야의 서적들은

위한 교양서적이면서도, 영문학도들이 고대영시 원전을 공부할 때 도움을

외국학자들의 전문서나 개론서를 번역하거나 소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줄 전공연구서로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할 것이다. 특히 이 책에 담긴 번역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들에 의해 이

시들은 고대영시의 특징인 네 박자의 소리때림과 반복적인 두운의 사용을

분야의 신선한 단행본인 『구술사 연구: 이 시대 주변인들을 기록하다』가

반영하고 있다.

만들어졌다.

결핵퇴치 지원 공로
대통령 표창

오영섭 연구교수
제18회 의암대상 수상

한편, 이 교수는 지난 3월 3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제20회 토목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

국제결핵연구소장으로 활동 중인 조상래 교수는 리네졸리드 임상시험으로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의

오영섭 이승만연구원 연구교수는 한국독립운동사 연구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강원도청과 강원도민
일보사가 공동 주관하는 제18회 의암대상(義菴大賞)을 수상했다. 그간 오영섭 박사는 2008년에
한국학 분야의 연륜 깊은 월봉저작상을 수상했으며 2009년에는 이승만문서 정리·편찬의 공을 인정

이 책은 구술사에 있어서 단순히 외국 서적을 읽거나 이론만을 수용할

받아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는 이승만연구원에서 『이승만전집』 간행 사업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다가 그 의미를 되새기고 활용할

의 실무를 총괄하는 가운데, 한국연구재단 인문학단 전문위원, 안중근의사기념관 연구위원장, 대통

것인가를 고민한 학생들의 결과물이다.

령기록관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Acceptance of
European Social
Sciences in Early
Modern Asia

복음, 성령, 교회 –
재한선교사들 연구

저자: 김동노

저자: 김명구

출판: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출판: 예영커뮤니케이션

이 책은 김동노 사회학과 교수가 서양의 근대를 학술적으로 체계화한 근

이승만연구원의 김명구 연구교수가 『복음, 성령, 교회 - 재한선교사들

대 ‘사회과학’이 동아시아로 전이된 경로를 추적하는 6개의 논문으로 구

연구』를 출간했다. 기존 해석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저자는 초기 재한

성되어 있다. 예컨대, 서양과의 조우를 통해서 동양이 근대적인 개혁을

개신교 선교사들이 19세기 영미 복음주의 신학의 영향 아래 있음을 다시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 사회과학적인 인식과 내용이 각성되

확인했고, 지역적, 전략적, 시대적 상황에 의해 그들의 사상이 분화되었

고 학습되기 시작한 것을 보여주는 3편의 실증적인 논문과 일본의 사례

다고 주장한다. 또한 재한 복음주의 선교사들이 선교를 이루어가는 방식

를 보여주는 2편의 글, 그리고 동·서양의 지적 교류를 고찰한 글들로 이

이 ‘복음’, ‘성령’, ‘교회’라는 세 축에 근거했다고 본다. 김 교수는 선교사

루어져 있다.

들에 대한 과장된 해석보다는 그들의 실제적 모습과 시대와 사건의 대처
를 보려 했고, 그 귀결을 찾으려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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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소식

지금 SNS에서는

금호아트홀 연세 공연안내

5/14
(일)

제18회유니버셜 뮤직 콩쿠르
출연자 콩쿠르 참가자
주최 한음아트페스티발

5/18
(목) 20:00

윤동주 시인 탄생 100주년
기념음악회, “새로운 길”
(A New Path)
출연자 작곡 임지선 교수 
비올라 김상진 교수, 나카무라
노리코(교토시립예술대학)
연세신포니에타
주최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5/21

5/23

출연자 콩쿠르 참가자
주최 한음아트페스티발

출연자 박은하 공공외교대사, 
다니엘 린데만
주최 외교부

(일)

2017 16회 한음필하모닉
콩쿠르

(화) 18:00

D-talks 연세대

지금

SNS
에서는

하나, 연세대학교

필수 앱 총정리

(토) 18:00

JOO WON FANMEETING
TALK&CONCERT <See
You Again!>

5/23

출연자 음악대학 관현악과 3, 4학년
주최 연세 심포니 오케스트라

출연자 음악대학 관현악과 1, 2학년
주최 연세 심포니 오케스트라

교향악의 밤

(화) 19:30

협주곡의 밤

출연자 주원
주최 ㈜해피콘서트

5/26
(금) 18:00

아브낭뜨 제54회 봄 정기공
연
출연자 아브낭뜨
주최 연세대학교 중앙동아리 혼성합창단
아브낭뜨

5/24

‘연세의 봄’, ‘연세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 YIRB’다.

#새내기분들_마켓에서_다운받아가요
#완전_많음

셋,

연세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 YIRB

관 좌석배정, 셔틀버스 실시간 위치 확인까지
앱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개수가 많
아 혼란을 겪는 새내기가 많다. 그래서인지

(수) 13:00

이를 총 정리한 게시물이 연세대학교 공식 블

NASA 신재원 국장 초청
세미나

로그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학교 내 시설
이용뿐만 아니라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연세

출연자 신재원 국장
주최 공과대학

5/27

포탈 아이디로 이용할 수 있는 ‘교보문고 전

둘,

(토) 17:00

글리클럽 5월의 노래축제

연세의 봄 지금 봄

출연자 글
 리클럽
주최 연
 세대학교 중앙동아리 남성합창단
글리클럽

노천극장 공연안내

5/20

출연자 연세대학교 동문
주최 연세대학교 대외협력팀

출연자 YBS
주최 YBS

출연자 연세대학교 응원단
주최 연세대학교 응원단

(수) 16:00

YBS 제81회 숲속의 향연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 잎이~
#벚꽃엔딩_은중간고사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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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돌을 맞기도 했다. 학기의 절반을 향해 가는 4월, 이달의 키워드는 ‘연세대학교 필수 앱 총정리’,

reader’에 대한 사용 방법도 담겨있다.

5/13

2017 재상봉 행사

부터 성암관 앞, 연희관 앞에 많은 연세인들이 찾아와 봄을 만끽했다. 그 사이 연세대학교는 올해로 132

자도서관’, 신문과 기사를 볼 수 있는 ‘press

대강당 공연안내

(토) 14:00

봄바람 휘날리며 벚꽃 잎이 흩날리던 봄. 캠퍼스에 꽃이 피는 4월이었다. 백양로 삼거리 나무에 핀 벚꽃

있다. 비콘 기술을 이용한 전자출석부터 도서

5/15
(월) 19:30

April

연세대학교는 스마트폰 앱을 적극 활용하고

백주년콘서트홀 공연안내

5/13

4

(토) 10:00

아카라카를 온누리에

5/27~28
(토~일) 19:00

성시경콘서트
<2017 성시경의 축가>
출연자 성시경
주최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예쁘다_봄

#목소리_심쿵

연세대학교 캠퍼스 안에 꽃이 가득 피어 연세

연세대학교에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이 있다.

인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많은 연세인들은

연세 라디오 방송국을 한 글자로 줄여 ‘엷’이라고

봄을 만끽하듯 삼삼오오 카메라를 들고 캠퍼

불리기도 하는 이곳. 청취자들의 에피소드를 모

스를 거닐었다. 이런 아름다운 연세대학교의

으기도 하고 여러 노래를 공유하는 등의 방송을

봄을 카메라로 담은 게시물이 280명 가까운

통해 청취자와 소통하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끌

사람들의 ‘좋아요’를 받기도 했다. 사진은 언

고 있기도 하다. 이런 ‘엷’에 대한 소개를 담은 게

더우드관 앞과 경영관 앞 진달래, 백양로 삼

시글이 좋은 반응을 이끌었다. 동영상 조회수는

거리의 벚꽃 나무, 연희관 앞 목련나무 등을

2,000건을 돌파했고, ‘좋아요’를 비롯한 반응들도

담고 있다.

100여 건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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