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않은 살구나무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

.

.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화단에서 금잔화 한 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안 된다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

다리를 드러내 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나절이

뒷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병원

박철민 교수팀, 인체 정보 감지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

―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https://www.instagram.com/yonsei_official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롬 12:21)
www.youtube.com/user/ys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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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식

재상봉 행사

“50년 만에 추억 속에만 존재하던 학교

을 펼쳤다.

에 돌아오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동문회장은 축사를 통해 “모교의 빛난
역사는 연세를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사

세월 속에서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오랜

이어진 총장공관에서의 오찬과 기념사

람의 마음이 쌓여 만들어낸 것”이라며

만에 잊고 지냈던 친구들을 만나니 마치

진 촬영이 끝나고 오후 2시 20분부터 대

연세의 발전을 위한 동문들의 적극적인

대학 시절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강당에서 공식행사가 진행됐다. 2천여

동참을 주문하기도 했다.

명이 함께한 올해 행사에는 김호용·차
지난 5월 13일 졸업 25·50주년을 맞은

인태 졸업 50주년 재상봉 공동대표를

재상봉 행사의 막바지에는 방송인 윤종

동문들을 위한 특별한 동창회가 열렸다.

중심으로 50주년 동문들의 활약이 돋보

신(국문 88)의 사회로 재상봉 합창단의

우리 대학은 1956년부터 매년 둘째주 토

였다. 졸업 50주년을 맞은 박삼구 총동

무대와 가수 정승환의 축하공연 등으로

요일, 졸업생들을 위한 재상봉 행사를

문회장과 정창영 전 총장을 비롯한 50

꾸려진 각종 축하행사가 축제의 열기를

개최하고 있다. 다른 국내 대학에서는

주년 동문 300여 명과 그 배우자 100여

더했다.

찾아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연세만의 축

명이 참석해 재상봉 행사를 향한 높은

제로 올해는 졸업 25주년을 맞은 88학

관심을 보여줬다. 재상봉 행사 최초로

재상봉행사에 50주년 동문의 일원으로

번과 어느덧 졸업 50주년을 맞은 63학

50주년 기념문집을 별도로 출간했으며

참석한 정창영 전 총장은 “감개무량하

번이 각자의 세월 속에서 오래도록 잊고

연세발전기금으로 11억 3천만 원을 기부

고 이런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 준 학교

지냈던 학우들과 재회의 기쁨을 나눴다.

하기도 했다.

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평생 연세인
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참석 소

연세 졸업 25·50주년
재상봉 행사 개최

학교가 직접 마련한 재상봉 행사는 올해

이날 김용학 총장은 “오늘 반가운 동기

특히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려져 모

들과 함께 캠퍼스 곳곳에 묻어둔 아름다

교를 방문한 동문들을 맞이했다. 본격적

운 학창시절의 옛 추억을 함께 나누고,

졸업 25년 만에 학교를 찾았다는 정치외

인 행사에 앞서 먼저 오전 11시 금호아트

앞으로 여러분께 오랜 시간 따뜻한 위로

교학과 동기 강백미·이유진 동문은 “지

홀 연세에서 김동길 명예교수의 특강이

가 되어줄 즐거운 추억들을 많이 만드는

하주차장이 생기고 백양로 잔디도 넓어

열렸다. 김 교수는 “내가 연희대학교 전

시간을 갖길 바란다.”면서 “25년 나아가

진 캠퍼스 모습이 새롭다.”며 “과거의 모

문부 문과에 입학한 것이 꼭 71년 전인

50년 만의 재회가 모두에게 행복한 축

습과는 달라졌지만 오랜만에 학교에 와

1946년이었는데 그 때 열아홉이던 홍안

제의 추억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재

서 동기들을 만나니 정말 반갑다.”고 말

의 소년이 구십 노인이 되어 후배들 앞

상봉 동문들을 환영했다.

했다. 또 “기회가 된다면 졸업 50주년 재

에 나타나니 감개가 무량하다.”며 ‘역사
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약 50분간 강연

감을 밝혔다.

상봉 행사에도 꼭 방문하고 싶다.”고 덧
이어서 졸업 50주년을 맞은 박삼구 총

붙였다.

1988 너와 나의 연세
1963 거친 강 건너와 강 건너를 돌아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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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끝자락에 펼쳐진
연세의 ‘청춘’
132주년 기념 무악대동제 열려

“‘청춘’이라는 이름답게
이번 축제는 청춘의 중심에서
축제를 만끽하는 학생들의
활기로 가득했다.”

지난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약 한 주에

연세인의 푸른 함성, 아카라카

걸쳐 우리 대학교는 축제의 설렘으로 가

밴드 등과 같은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공

효경(식품영양학·15) 학생은 “공연이 알

‘화사:꽃으로 모이다’ 부스 등이 열러 직

연과 응원이 주를 이뤘던 1부와는 달리 다

차고 응원도 즐거워 행복한 아카라카였

접 만든 스티커나 엽서 등을 구매하려는

득 찼다.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아카라카

아카라카를 계기로 본격적인 축제가 시

양한 게스트들이 무대에 올랐다. 이번 아

다”며 “다만 사람이 노천극장에서 수용할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또한 축

를 온누리에(이하 아카라카)’가 지난 20

작됐다. 차 없는 연세로에는 아카라카 시

카라카에는 자이언티, 싸이, 블랙핑크, 아

수 있는 인원보다 과했다고 느껴졌다”며

제 기간에 맞춰 팬미팅 차 깜짝 방문한

일 토요일 노천극장에서 먼저 진행됐으

작 전부터 푸른 계열의 옷을 입은 학생들

이유, 로이킴, 박정현이 게스트로 참여했

아쉬움 또한 전달했다.

힙합 가수 ‘그레이’를 보려는 학생들로 학

며, 132주년 기념 무악대동제가 24일 국

이 가득했다. 캠퍼스 이곳저곳에서는 다

다. 모든 게스트의 공연에 관객들은 ‘떼창’

생회관 앞이 팬들의 함성으로 시끌벅적

제캠퍼스에서 시작해 25일부터 26일까

양한 문양의 스티커를 붙이는 행렬도 줄

으로 화답했다. 특히, 싸이의 공연에서는

하기도 했다.

지 신촌캠퍼스에서 이어졌다.

을 이었다. 모두 얼굴에 웃음이 한 가득이

공연 열기를 담은 영상과 더불어 다 같이

었다. 각자 특색 있는 스티커를 양 볼에

플래시몹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는데, 현

올해 무악대동제는 ‘연세의 푸른 봄, 청

붙이기도, 응원도구를 몸에 지니기도 한

재 영상 모두 온라인 상에서 큰 반응을 이

25일부터 26일에는 신촌캠퍼스에서 무악

개가 넘는 공연팀들이 무대에 올라 축제

춘’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됐다. ‘청춘’이라

학생들은 모두 노천극장으로 향했다. 노

끌고 있다.

대동제가 이어졌다. 대운동장을 둘러싼

의 흥을 한껏 돋웠다. 상경대밴드 ‘헤드

는 이름답게 이번 축제는 청춘의 중심에

천극장은 이른 시간부터 많은 학생들이

200여 개의 주점은 저마다의 메뉴와 볼거

락’으로 무대에 선 최정민(경제·13) 학생

서 축제를 만끽하는 학생들의 활기로 가

자리했다.

아카라카에 참여한 한태웅(지구시스템

리로 손님들을 반겼다. 심리학과 주점 ‘심

은 “즐거워하는 관객들을 보니 오늘을 위

과학·14) 학생은 “입학 이후 4학년이 된

(心)금술사’, 치과대학 주점 ‘오빠 치아 뽑

해 연습한 시간이 아깝지 않았다”고 말했

득했다. 각 단위의 부스들뿐만 아니라 다

캠퍼스를 수놓은 축제의 낭만
대운동장, 정문에서는 이틀 동안 총 100

양한 푸드트럭과 칵테일 부스들에서 이

오후 3시, 본격적으로 아카라카가 막을 올

지금까지 아카라카에 참여하고 있다”며

았다 널 데리러 가’ 등의 재치 있는 간판

다. 정문에서 진행되는 공연이 신기했는

색적인 먹거리도 맛 볼 수 있었다. 또한

렸다. 재즈댄스 동아리 재즈필(Jazzfeel)

“아카라카는 다양한 가수의 공연과 더

도 눈길을 사로잡았다. 민선혜(토목공학

지, 지나가던 어른들과 아이들까지 모두

올해에는 성평등과 인권에 대한 학생들

등의 공연을 시작으로 각 팀이 무대에 올

불어 재미있는 응원이 더해진 최고의 축

13) 학생은 “전구모양의 칵테일을 팔았는

함께 즐기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황규진

의 높은 관심을 입증하듯 이와 관련된 다

라 공연을 진행했다. 아카라카의 게스트

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태욱(치

데 반응이 좋았다”며 “손님들이 귀여운

(사회·09) 학생은 “정문에서 공연하는 팀

양한 부스들을 찾을 수 있었고, 이밖에도

가 오기 이전임에도 학생들의 반응은 뜨

예·15) 학생은 “좋아하는 가수가 와서 매

모습에 재밌어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들의 노랫소리가 신촌역에서부터 들렸

‘연세대 냥이는 심심해’ 부스, ‘조구만스튜

거웠다. 뜨거운 5월의 햇살 아래 모두가

우 좋았다”며 “그런데 관객의 호응도 좋

디오‘ 부스 등이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진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응원가를 제창하고

아서 관객과 가수 모두가 만족할만한 축

한편, 백양로에는 ‘연세상사’ 부스, 연세

행해 참가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몸을 움직이며 응원했다. 2부에는 소나기

제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

대학교 캘리그라피 동아리 ‘필연’ 부스,

6

다”며 “공연 수준이 높아서 축제 분위기
를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취재: 김회진·오지혜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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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운’ 도서관에서
창업의 꿈 펼친다

어를 구현 및 제작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도서관 700여 평에 창의공간 ‘Y-Valley’ 조성

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각종 테이블과 의자, 빈백 소파 등

이 만든 뗏목을 타고 망망대해로 나아가
야 한다.”며 “도전정신을 확산하고자 하

안락하고도 편안한 분위기로 조성된 ‘아

학술정보원 관계자는 “창업지원단과 연

는 의미로 만든 Y-Valley는 창업을 준비

이디어 커먼스(Idea Commons)’에서 자

계하여 각종 교육 및 창업 준비 프로그

하는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시끄

유롭게 사색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램을 운영하는 한편, 간단한 기초 사용

러운 도서관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

떠올릴 수 있다. 다인용 테이블도 곳곳

교육을 이수한 학생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라고 덧붙였다.

에 마련돼 언제든 서로의 아이디어를

아이디어 작품화를 시도하고 지원받을

나누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아이디어

수 있는 시설로 운영할 것”이라며 “실제

개소식에서는 창의공간 명칭 공모 최우

커먼스 안쪽에 설치된 ‘미디어월’에서

창업의지를 갖춘 학생 그룹은 이후 창업

수작 시상도 진행됐다. 학술정보원은 지

는 학술영상, 동문 스타트업 관련 영상,

지원단의 본격적인 지원과 연계시켜나

난 3월 연세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연세

TED 등 엄선된 영상이 상영된다.

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창의공간 명칭 공모전’을 개최해 856개
에 이르는 공모작 중 성정수(신소재공

만약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에서 나아

학 15)이 응모한 ‘Y-Valley’를 명칭으로

가 이를 직접 시현해보고 싶다면 ‘메이

“Y-Valley는 꿈을 이루는 시끄러운

커스페이스(Makerspace)’ 공간을 활용

도서관의 첫걸음”

하면 된다. 3D프린터 및 스캐너와 각종

우리 대학교 학생이라면 이제 ‘도서관’

대 변화 속에서 학술정보관 1층 U라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도서관을 스타트

에서 머릿속에만 있던 상상력과 창의력

지(U-Lounge) 700여 평을 창의적 공간

업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공간으로

을 현실화할 수 있게 된다.

으로 조성해 연세 창업의 산실로 거듭날

조성한 것은 국내 대학에서는 특히 이례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적인 일이다.

선정했다.
Y-Valley는 5월 13일(토) 오전 10시 30분

공작도구 비치된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한편, 지난 5월 13일 오전 10시 30분 학술

개소식을 시작으로 도서관 운영시간(월

연세인들은 IoT, VR, Data Technology,

정보관 1층에서 Y-Valley 개소식이 열렸

~금 09:00~22:00, 토 09:00~17:00)에 준

Emerging Trend 등을 체험 학습할 수

다. 이날 김용학 총장은 “대규모 채용이

하여 운영된다. 단, 메이커스페이스 공

있다. 이밖에도 학술정보원은 이 공간을

라는 대형 여객선이 사라지고 있는 사회

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활용해 학생 주도의 데이터분석 공모전

변화 속에서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자신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우리 대학교는 창의적인 미래형 교육과
창업의 문화적 확산을 위해 대학의 중

첨단 IT 도서관의 상징 공간이었던 학술

심이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학

정보원 내 ‘Y-Valley’에서 우리 대학교

술정보관 1층에 창의공간 ‘Y-Valley’를

학생들은 마음껏 아이디어를 나누고 상

조성했다. 문명사적으로 대학 내 창업

상력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Y-Valley’에서 학생들은 아이디어를 발

이 피할 수 없는 도전이자 숙명이 된 시

미래형 기술과 플랫폼을 활용해 창의적

현시키고 3D 프린터 등을 통해 아이디

8

아이디어 창출에서 시제품 시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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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공학관
봉헌식 개최

김용학 총장,
고려대서 초청 강연 펼쳐

기존 공과대학 공간 연결하며 창의연구의 중심될 것

대학 간 장벽 허물기, 총장부터 시작한다
2학기부터 고려대와 공동 강의 개설

공과대학이 제4공학관 완공과 함께 새
로운 도약을 꿈꾸게 됐다. 지난 5월 13일
오전 9시 30분 제4공학관 로비에서 봉
헌식이 열렸다.
리를 적용한 건축물을 만들게 했다.”는
부족한 공간으로 연구에 어려움을 겪었

사례를 설명하며 “연결될 것 같지 않은

던 공과대학은 2015년 8월 10일부터 2017

다른 차원의 것들이 경계를 허물고 연결

년 2월 23일까지 약 19개월에 걸쳐 제4

되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

공학관을 완공했다. 연건평 4,836평, 지

고 말했다. 또 “앞으로 대학교육은 창의

하 1층, 지상 10층의 규모의 제4공학관

적 사고로 문제의 정의를 스스로 내리

상층부에는 18개의 중·대형 강의실, 36

고, 문제 해결 방법도 스스로 찾아내는

개의 교수연구실, 51개의 대학원연구실,

준공으로 공과대학이 모두 연결되면서

인재를 길러내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

나아가 기타 행정실과 회의실을 배치함

연세대학교에 새로운 창발성을 가져오

이라고 덧붙였다.

으로써 교육,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

리라 생각한다.”며 “특히 높은 천장의 창

경을 조성했다. 저층부에는 학생들의 이

의적 공간에서 새로운 아이디를 꿈꾸고

이밖에도 김 총장은 취임 이래 추구해

용이 편리하도록 스튜던트 챔버, 정보도

그 아이디어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오고 있는 도전 과제와 우리 대학의 철

서관, 정보라운지, 컨설팅 룸, 학생회실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등을 마련했다.

연결과 융합 시대를 맞아 우리 대학은

시대인 오늘날 경계를 뛰어넘는 ‘창조적

학적 기초인 3C(Chritianity, Creativity,

고려대학교와 함께 대학 간 장벽 허물기

사고’를 깨우는 것에 대해 설명했다.

Connectivity)에 대해서도 이날 강연에

나아가 봉헌식에서는 김태연 교수(건

에 나선다. 그 일환으로 김용학 총장은

특히 제4공학관은 기존 공과대학 공간

축공학과), 김형관 교수(토목·환경공학

고려대학교 사회봉사단 자원봉사교육

“한국의 교육은 정답만을 찾는 교육, 즉

들과의 연결성을 강조했다. 제1공학관

과), 성주은 교수(건축공학과), 이병화

센터 초청으로 지난 5월 17일 고려대 백

수렴적 사고(Convergent Thinking)에

한편, 김 총장의 고대 특강을 시작으로

중앙 홀과는 1층부터 6층까지 연결되며,

두산건설㈜ 대표이사, 이관표 ㈜엄&이

주년기념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명사

만 집중하고 있지만 앞으로 대학교육

양교는 2017학년도 2학기부터 공동 강

특히 4층에는 남쪽과 북쪽에 별도의 연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에게 감사패를

초청 특강을 펼쳤다.

은 시대적 전환기에 발맞춰 발산적 사

의를 개설할 예정이다. 두 대학의 인적

결 통로를 각 1개소씩 설치해 제2공학

증정했다. 또한 신홍철 두산건설㈜ 부

고(Divergent Thinking)를 길러줘야 합

자원(교원)과 학습 자원 등을 최대한 활

관, 제3공학관, 공학원과도 실내에서 자

장, 이민 ㈜엄&이종합건축사사무소 대

니다.”

용해 학교와 학과의 장벽에 구애받지 않

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동선을 구

표소장, 박정규 ㈜엄&이종합건축사사

자연 채광과 자연 환기를 최대한 반영했

는 주제로 강연한 김 총장은 약 90분간

성했다.

무소 이사에 공로패를 수여했다.

고, 친환경에너지인 지열과 태양광을 이

강연과 질의응답을 통해 고려대 학생들

김 총장은 “생물학자들이 발견한 아프

를 바탕으로 개설된 공동 강의는 궁극적

용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운영이 가능하

과 만났다. 네트워크이론 전공자인 김

리카 개미굴의 실내 온도 연구가 건축학

으로는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총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연결과 융합의

자들에게 영감을 주어 개미굴의 통풍원

것으로 기대된다.

봉헌식에서 김용학 총장은 “제4공학관
10

한편, 본 건물은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이날 ‘Connectivity; 네트워크의 힘’이라

서 밝혔다.

는 수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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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조락교경제학상에
미치히로 칸도리 도쿄대 교수

된 “Learning, mutation, and long run

가 달성될 수 있음을 보여 사회적 규범

상식에서 칸도리 교수는 “이와 같은

equilibria in games”라는 논문은 칸도

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중

영예로운 상을 받게 되어 무척 기쁘

리 교수의 가장 큰 업적으로 꼽힌다.

요한 학문적 업적을 이뤘다. 현재 구글

게 생각한다.”며 “향후 후속세대들에

그는 이 논문에서 동태적 게임에 변이

스칼라 기준 피인용수가 1,611회에 달할

게 귀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수

(mutation)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러

정도로 경제학뿐만 아니라 법학, 정치

상 소감을 밝혔다. 또한 시상식에 이어

한 변이가 동태적 게임의 균형에 어떤

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후속 연구를

“Understanding Human Cooperation”을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이 논문은

촉발했다.

주제로 특별강연을 펼쳤다.

동태적 게임에 업적 쌓은 대표적 미시이론 경제학자

을 자극하여 많은 후속연구를 낳도록 하

이러한 탁월한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칸

한편, 조락교경제학상 역대 수상자로는

는 촉매제가 되었으며, 현재 피인용수

도리 교수는 1999년 미시이론 및 계량

1회 최연구 컬럼비아대 교수, 2회 신현

2,000회가 넘을 정도로 경제이론 분야

경제학 분야의 최고의 영예인 이코노메

송 프린스턴대 교수, 3회 박준용 인디애

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중 하나로 평가

트릭 소사이어티 펠로우(Econometric

나대 교수, 4회 한진용 캘리포니아대 교

되고 있다.

Society Fellow)에 선정되었고, 2001년부

수, 5회 조인구 일리노이대 교수, 6회 장

터 2006년까지 Council Member를 역임

용성 연세대-로체스터대 교수, 7회 최

했다.

재필 연세대-미시간주립대 교수, 8회

이후 수많은 경제학자들의 지적 호기심

이밖에도 1992년 리뷰 오브 이코노믹
스터디즈에 게재된 “Social Norms and

Richard Rogerson 프린스턴대 교수, 9회

Community Enforcement”에서 서로 모

지난 5월 18일 오후 4시 대우관 각당헌

르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협조

에서 열린 제10회 조락교경제학상 시

Quong Vuong 뉴욕대 교수 등이 있다.

세계적 석학 미치히로 칸도리(Michihiro
Kandori) 일본 도쿄대학 교수가 열 번째
조락교경제학상의 주인공이 됐다.
조락교경제학상은 경제학 분야에서 연
구 업적이 탁월한 국내외 경제학자의 연
구력을 진작하고, 학문적 연구 성과를
높임으로써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을 뒷받침하고자 지난 2007년 제정됐
다. 삼륭물산 조락교 회장(경제학과 55)
이 쾌척한 기금으로 조성됐으며, 용운장
학재단(이사장 조락교)에서 지원한 상
금은 1억 원 규모로 국내 최고 수준의 경
제학상이다.

학에서 학부를 마친 뒤, 1989년 미국 스

면서 경제학 분야의 최고 학술지인 ‘이

탠포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

코노메트리카(Econometrica)’에 5편, ‘리

제10회 조락교경제학상을 받은 칸도리

득하고 이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와 프

뷰 오브 이코노믹 스터디즈(Review of

교수는 미시경제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

린스턴 대학교의 교수를 역임했으며,

Economic Studies)’에 4편, ‘경제이론 저

구업적을 이룬 동양을 대표하는 경제학

1992년부터 일본 도쿄대학교에 재직 중

널(Journal of Economic Theory)’에 3편

자다. 특히 미시경제학 이론 중 반복게

이다.

등을 포함하여 다수의 논문을 출간했다.

그는 미시경제학 분야의 연구에 집중하

특히 1993년 이코노메트리카에 게재

임과 동태적 게임 분야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칸도리 교수는 일본 도쿄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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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주 탄생 100주년

<연세소식>에서는 연세 칭찬 편지 공모전에서

RC제도야 안녕!

수상한 최우수작 3편을 차례로 연재합니다.

처음 너를 만났을 때가 기억나.
신촌에서 한 학기를 보내고, 나의 두 번째 학기를 너와 함께 했었지.
송도라는 머나먼 땅에 살고 있는 너를 만나기 위해
울산에서 6시간이나 걸려서 여기 도착했었어.

20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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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작

새로운 길, 그 위에서 만난
윤동주의 시와 음악

나의 오랜 벗,
RC제도에게
쓰는 편지

윤동주 시인 탄생 100주년 기념음악회 개최

윤동주 시인 탄생 100주년을 맞아 지난

로 북적였다. 음악회의 1부는 비발디의

오유키가 맡아 특별한 소리를 선물했다.

정치외교학과 3학년

5월 18일 오후 8시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사계 중 “겨울”로 막을 열고 그리그의

휴식 이후 조금은 가라앉은 공연장의 분

기념음악회 ‘새로운 길’이 열렸다. 윤동

“빈에의 노래”중 두 곡으로 매듭지었다.

위기를 띄우고자 아나운서 변창립 동문

오지훈

주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린 이번 음악회

서정적인 멜로디와 함께 홍다연 동문의

이 윤동주 시인의 시 “새로운 길”을 낭

는 세상을 섬세하게 써내려갔던 그의 언

바이올린 연주는 관객들에게 차가운 겨

독했다. 낭독이 끝나고 오케스트라가 비

어를 기리는 자리였다.

울을 살다간 시인의 애환과 고통을 떠올

발디의 사계 중 “봄”을 연주하자 장내에

리게 했다.

는 희망의 기운이 스며들었고, 임지선

음악회는 동문 이택주 교수(70학번, 전

교수가 작곡한 비올라 협주곡 “새로운

이화여대 음대학장)의 지휘와 동문 오

1부의 중심은 나카무라 노리코 교수가

길”이 연주회의 대미를 장식했다. 김상

케스트라인 ‘연세 신포니에타’의 합주로

작곡한 “해·환·초·목·천·화·주·명”이

진 교수의 생동감 넘치는 비올라 연주를

진행됐으며, 김상진 교수와 홍다연 동문

었다. 2015년 쿄토에서 열린 한일국교정

들으며 관객들은 시인에게 찾아올 따뜻

이 각각 비올라와 바이올린 솔로로 참여

상화 50주년 기념 화음프로젝트 페스티

한 봄날을 함께 기도했다.

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두

벌에서 초연된 곡의 길이를 줄여 개작한

작곡가인 음악대학 작곡과의 임지선 교

곡이었다. 윤동주의 아명이었던 ‘해환’

어두웠던 시절, 연희전문에서 청춘의 봄

수와 쿄토시립예술대학의 나카무라 노

으로 시작해 모든 풀, 나무, 강, 꽃들에

을 보낸 시인 윤동주는 지식인이자 한

리코 교수가 윤동주 시인의 시와 삶에서

녹아있는 윤동주의 혼과 그의 빛을 담고

사람의 청년으로서 답답함과 부끄러움

받은 영감을 창작곡으로 선보이는 화합

싶었다는 노리코 교수의 설명처럼 음악

을 노래했다. 그의 순수한 정신은 지금

의 장이었다.

을 듣는 동안 마치 우주 한 가운데에서

껏 100년의 세월을 우리 곁에서 함께 했

시인과 조우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

던 것처럼 앞으로도 늘 연세 정신 속에

당일 오후 8시 무렵, 금호아트홀 연세에

다. 일본 전통악기인 쇼 연주는 일본 아

숨 쉴 것이다.

는 윤동주를 기리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

악연주의 1인자로 평가받는 마나베 나

14

이건 비밀인데, 사실 난 네가 아주 어렸을 때 이곳에 와본 적이 있었어.

5년 전인 2012년, 내가 고등학생일 때 이곳에서 리더십 캠프를 했었거든.
그때 머물렀던 이곳의 분위기는 처음으로 꽤 오랜 기간
집을 떠났던 내게 큰 힘과 동기를 주었어.
그때 처음으로 나는 연세대학교에 와야겠다는 꿈을 키웠고
다행스럽게도 그 꿈을 이루게 되었단다.
그때까지만 해도 난 너를 만날 거라는 상상을 하지 못했어.
누가 대체 내가 사는 공간과 배우는 공간이 합쳐진 곳에서
학교를 다닐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니.
내가 배정된 하우스에 입사할 때까지만 해도 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있었어. 너를 만날 생각에 어색했고, 또 두렵기도 했었지.

하지만!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더라.

결론부터 얘기하면, 너와 함께해서 나의 두 번째 학기가 너무도 행복했어.
네가 도와준 덕분에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고 많은 경험들을 쌓을 수 있었어.
나의 RC생활이 한 학기뿐이라는 사실이 너무 아쉬울 정도로 좋은 기억들이었어.
그렇게 우리는 헤어지고 나는 군대에 다녀왔지.
하지만 나는 네가 정말 좋은 친구라는걸 알기에

도저히 이렇게 헤어질 수 없었어..
그동안 넌 정말 많이 변해있더라. 하지만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
학교를 더 다니고 싶었고, 또 너를 도와서 신입생 친구들이
내가 느꼈던 것과 같은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싶었어.
그래서! 난 지금 정확히 4년 전, 내가 생활했던
언더우드 하우스의 RA가 되어 있어.
이제 막 신입생 친구들이 입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너에게 편지를 쓰는 거야.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그리고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고.
물론 끝은 있겠지. 언젠가 분명 우린 다시 헤어질 거야.
하지만 너는 연세대학교의 많은 학생들의 가슴 속에 남아서
오랫동안 함께 할 거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모두들 너를 기다리고, 또 그리워해서
나처럼 언젠가는 다시 너에게로 돌아올 거거든.

(취재: 김회진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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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작 발표

O

N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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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는 2017년을 맞아 감사의 마
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 연세 칭찬UCC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총 41개의 응모
작 가운데 유투브 ‘좋아요’ 투표와 전문
가 심사를 통해 아래와 같이 최우수작 1
편, 우수작 2편, 입선 5편 등 총 8편이 수
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연세를 사랑

최우수작 ㅣ 연세에 대하여 연세를 칭찬합니다

하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

화제의 인물

세계 in 연세

창업톡톡

섬김의 리더십

유순희 행정학 63

타이 누엔

김동호 대표

정지용 동문

니다.
2017 연세 칭찬 UCC 공모전 수상자

최우수상
임준환(연세에 대하여 연세를 칭찬합니다)
우 수 상
안지훈(Winter of Yonsei)
김종우, Alex Kim, 박서회(윤동주 선생님)
입

선

동만소 팀(연세의 윤동주들에게)
연고티비(연세대가 부러운 순간)

우수작 ㅣ Winter of Yonsei

신우현, Artem Koker
(Why do you like Yonsei)

유재룡, 김균영,
김혜빈, 문종필, 안지선
(연세의 공간,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

김다혜, 탁성균, 강민주, 주시현
(연세 글로벌 사회공헌원)

수상작은 연세대학교 공식
유투브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youtube.com/user/ys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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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작 ㅣ 윤동주 선생님

17

연세 PEOPLE

연세 PEOPLE

화제의 인물

세계 in 연세

72세 복학생이
그리는 만학의 꿈

“남들보다 5배는 더 노력해야 하지만

요. 몸과 마음도 더욱 건강해졌고요.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정말 즐거워요.”

가끔은 너무 기뻐서 눈물이 흐르기도

베트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핀란드 알토대학교(Aalto University)에서 유

합니다.”

학 중인 타이 누엔(Thai Nguyen)에게 한국은 낯선 곳이 아니다. 알토대학에서

‘고희(古稀)’가 넘은 나이지만 만학의

홍보대사(Ambassador)로 활동하면서 처음 맛본 한국의 김밥, 나아가 자국인 베

꿈을 현실로 만드는 이가 있다. 바로

지난 5월 13일 열린 ‘졸업 50주년 재상

트남에서 사용해 온 한국 화장품으로 이미 한국을 접해온 그는 교환학생으로 우

월남 파병으로 휴학한 뒤 50년 만에

봉 행사’에서 동기들과 재회했다는 그

리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국내 곳곳을 여행하며 한국 생활을 즐기고 있다.

월남 파병 후

모교에 돌아온 유순희 동문이다.

에게는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다. 수업

50년 만에 복학
유순희(행정학 63)

과 도서관 등에서 도움을 준 후배들에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는 타이는 우리나라와 연세대학교의 경쟁적인 환경이 교

지난 1963년 행정학과에 입학한 유 동

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그는 지

환학생 생활에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했다.

문은 월남 파병 후 미국 유학길에 오

난 학기부터 ‘피자 동호회’를 만들었

르면서 복학을 포기해야만 했다. 미국

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학관에서는

“핀란드의 경우 교육은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반면, 한국

에서 가정을 꾸리고 작은 부동산 투

유순희 동문과 함께하는 피자 동호회

은 경쟁적인 환경에서 모두가 발전해나가고 있어요. 이와 같은 환경이 저에게는

자회사를 운영하며 살아온 지 어느 덧

가 열린다. 그는 “함께 공부하는 학생

도전이고, 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한 과목은 한국 학생들과

50년.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늘 마음

들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밥 한 끼라도

함께 수강하고 있는데 열의에 찬 학생들을 보며 더 열심히 하려 노력하고 있습

한켠에는 “연세대학교에 돌아가 못다

대접하고자 시작했는데 매주 평균 5

니다.”

한 공부를 마치고 싶다.”는 바람이 있

명 이상의 학생들과 피자를 함께 먹는

었다고 했다.

다.”며 “지난 학기 졸업한 친구들과는

함께 공부하는 교환학생들의 적극적인 모습 역시 좋은 자극이 되고 있다고 했

지금도 매달 한 번씩 저녁식사를 하며

다. 그는 “흔히들 교환학생은 공부보다는 취미활동에 더 매진할 것이라 생각하

칠순이 넘어서야 가슴 속 소망을 실천

교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동문은

곤 하는데 연세대학교에서 본 모습은 사뭇 달랐다.”며 “대부분의 교환학생들도

하게 된 그는 ‘순수한 학업에의 열망’

덕분에 ‘올해 밥을 제일 많이 사준 선

한국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적극적인 태도로 학업에 임하고 있으며 매 수업

으로 학기에 임하고 있었다. 매일 오

배님 상’을 받기도 했다며 너털웃음을

시간 열띤 토론이 진행되어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된다.”고 전했다.

전 6시 무렵 중앙도서관에 도착해 오

지어보였다.

후 7시가 다 되어 학교를 떠나는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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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연세대
분위기에 감명
받아”

공부 외에도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고 있다는 타이는 특히 화장품에 관심이

일정은 복학 첫 학기인 2015년 9월부

지난달 교내에서 열린 ‘연세 칭찬편지

많은 편이다. 한국에 오기 전부터 한국 화장품을 이따금씩 사용하곤 했는데, 요

터 그의 새로운 일상이 됐다. 강의실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그의

즘은 신촌 곳곳에 위치한 로드샵을 찾아 다양한 화장품을 구매하는 즐거움을 누

에서도, 얼마 전 도서관에 문을 연 창

사연은 <조선일보>에 “50년 만에 돌

리고 있다고 했다. 향후에는 한국의 미용 산업에 대한 블로그도 운영할 계획이

의공간 Y-Valley에서도, 점심 무렵 학

아온 은빛 복학생”이라는 제목으로 크

란다. 이밖에도 그는 베트남 음식과 비슷한 면이 많은 한국 음식에 대한 애정을

관에서도 제법 무거워 보이는 백팩을

게 소개되기도 했다. 오늘날 이 늦깍

드러냈다.

멘 백발의 유순의 동문을 어렵지 않게

이 복학생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울림

만날 수 있다.

을 주는 까닭은 ‘70대 복학생’이라는

타이는 학부를 졸업한 뒤 대학원 진학 전 1년여 동안 핀란드에서 베트남 음식점

타이틀에서 나아가 세대를 초월해 삶

을 운영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언젠가 서울에 분점을 개업하게 되는 날을 기대

“사실 이 나이에 공부한다는 게 보통

을 대하는 그의 진실한 태도 때문일

해 본다.

힘든 일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5배는

것이리라. “졸업 후에도 자주 한국에

더 공부해야 겨우 따라갈 수 있어요.

들어와 교정을 거닐고 도서관에서 책

과제를 하는 것도 처음에는 많이 힘

을 읽고 싶다.”는 유순희 동문을 캠퍼

들었는데 이렇게 모교에 돌아와 공

스에서 오래도록 마주할 수 있기를 희

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즐거워

망해 본다.

타이 누엔
핀란드 / 알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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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톡톡

“회사의 비전을 파는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현실 속에서 오늘날 창업은 학생들의 새로

끄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국내에서는 흔

다. 저는 대전의 대덕연구단지에서 중·고

일즈가 중요합니다. 투자금을 얻을 때도

운 진로가 되고 있다. 우리 대학은 도전과 창의 그리고 섬김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일이지만, 미국이나 실리콘밸

등학교 시절을 보냈고, 아버지도 연구원

마찬가지죠. 저는 상대가 누구든 잘 설

나만의 세일즈가

창업한 학생·동문들 중 우수 창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널리 창업의지를

리에서는 이미 흔한 일이예요. 구글의 경

으로 일하고 계서서 저도 자연스럽게 연

득해서 인적자원과 금전적인 투자를 이

고취하기 위해 지난해 ‘연세창업대상’을 제정했다. 이번 창업톡톡에서는 올해 연

우도 창업자 래리 페이지는 최근에 복귀

구원의 꿈을 갖고 있었죠. 그러다가 우리

끌어내 그것들을 연결하는 일을 잘 하는

가장 중요하죠”

세창업대상 학생 창업 부문에 선정된 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 대표(정보산업공

하기 전에 4, 5년 정도만 회사를 이끌었

대학교에 입학한 뒤 다양한 경험들을 접

것 같아요. 또한 제가 비교적 젊은 나이

학 06)를 만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고, 거의 10년 동안은 에릭 슈미츠가 이

하고 친구들을 만나면서 연구만이 내 길

에 창업을 시작해서 경쟁이 지금보다 훨

끌었죠. 실제로 오픈서베이도 지금 저뿐

이 아닐 수 있겠다 싶었어요. 연구원의 길

씬 덜했던 것과, 버텨줄 체력이 충분했던

도 만나면서 다양한 얘기를 들을 기회

만 아니라 다른 공동창업자들도 모두 경

을 접고 나서는 사회생활을 해보는 것도

것도 제 강점이지 않을까요?(웃음)

가 있었죠. 다른 업종에 계신 분들이나

영진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자

좋겠다 싶어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하

벤처가 아닌 일반 사업자 분들을 만나

의 역할에 더 어울리는 사람들이 따로

지만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

있으니까요.

들이 있었어요. 보통 직장에서는 기존에

한국신용데이터는 어떤 일을 하

2017 연세창업대상

는 회사인가요?

학생 부문 수상자

A. 한국신용데이터는 정보기술을 이

면서 창업 아이디어를 얻었던 것 같아

용해서 사업자 금융 거래를 쉽고 편하

요. 사업의 성공 정도와 상관없이 모두

게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현재는 ‘크

들 금융거래가 불편하고 어렵다고 말

레딧 체크’와 ‘캐시노트’라는 두 가지

씀하시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크레

볼 때 잘 되는 회사는 대출받기 쉬워야

딧 체크는 사업자 금융 거래, 특히 대출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데

A. 창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막막함

심사과정에 필요한 여러 종이서류들을

이터베이스가 어느 정도 갖춰진 개인

과 불확실성이 제일 힘들었어요. 무언가

그리고 마침 그때가 한국에 스마트폰이

했든 실제로 겪는 시행착오와 경험들은

저희 기술을 통해 자동화해주는 일입

거래는 서류가 간소화 되어 있지만, 사

를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

막 생겨나면서 여러 IT 회사의 젊은 CEO

그 생각보다 훨씬 밀도가 높고 힘든 것

니다. 캐시노트는 회계 세무를 간편하

업자 거래의 경우에는 매번 사업자등

인지 명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아이디어

들이 성과를 내던 2010, 2011년이었어요.

들입니다. 저는 창업 생태계가 할리우드

게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죠. 결

록증을 포함해서 필요한 서류가 5~6

가 수익으로 이어질지도 불확실했죠. 누

저는 창업은 나이도 있고, 경력과 돈도

나 충무로와 똑같다고 말합니다. 정말 극

국, 저희 회사의 핵심기술은 금융거래

개가 넘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점을 보

군가 창업이 성공할 확률에 대해 이런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스

소수의 사람들이 스타가 되지만, 그것을

로 생성되는 기초데이터를 잘 수집하

면서 사업자 거래 시장에는 변화의 여

말을 했어요. “창업을 하는 것은 절벽에

마트폰이 세상을 바꾸면서 젊은 사람들

쳐다보면서 수많은 엑스트라들이 버티

고 분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가 많다고 생각했고 한국신용데이

서 맨몸으로 떨어지면서 비행기를 조립

도 충분히 가능성 있다 싶었던 것이죠.

고 있죠. 기댓값을 계산해서는 창업은 절

터를 창업하게 된 것이죠.

해서 다시 날아오를 확률에 가깝다.” 시

조금 고생해도 체력적으로 버텨줄 수 있

대 해선 안 되는 일이예요. 설령 큰 기업

작 단계를 지나서 회사가 성장기에 접어

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시도해보고 싶어

을 못 만들더라도 이 아이디어와 팀, 과

국내 스타트업계에서는 처음으

들었을 때는 사람 문제가 힘들었던 것

서 창업에 뛰어들게 됐어요.

정 자체가 나에게 비금전적으로도 충분

로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했다고 들

같아요. 좋은 사람들을 뽑고 끝나는 것

A. 저는 지금껏 10여 년간 계속해서 데

었습니다. 전문경영인 선임에 특별한

이 아니라 그들이 회사에서 제 역할을

이번에 연세창업대상을 수상하시

을 버틸 수 있어요. 또한 자신이 어느 정

이터를 분석하고 부가가치를 만들어

이유가 있었나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까지가 ‘인사’

고, 지난해에는 포브스아시아가 뽑은 젊

도 경쟁력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

예요. 그런데 저희 회사처럼 이제 막 성

은 리더 중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하셨

요하고, 이미 성장하고 있는 회사에서 먼

어요. 대표님만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저 일해 보면서 간접경험을 쌓는다면 확

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 대표

한국신용데이터를 창업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일을 해왔어

사업을 꾸려나가면서 가장 힘들었
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A. 창업이 0에서 1을 만드는 일이라고

장하는 회사에는 인사 담당 부서가 제대

서베이’였죠. 오픈서베이의 규모가 점

한다면, 성장한 회사를 이끄는 일은 1

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정

차 커지자 작년 초에 전문경영인을 모

을 10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말 어려웠죠.

시고 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얼마

창업과 경영의 영역은 완전히 다른 일

간의 휴식기를 가졌습니다.

이죠. 그렇기에 회사들이 성장하다보

덕분에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원래부터 창업의 꿈을 갖고 계셨나
요?

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회사를 이

역할을 맡지, 새로운 것을 만들 기회는 별

A. 창업을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저는 어

로 없어요.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지간하면 “창업하지 마라”고 말해요. 제

아니라 제가 꿈꾸던 삶과는 달랐던 거죠.

말이 조금 아이러니하게 들리죠? 무엇
을 생각하든 창업을 해보면 무엇을 생각

히 가치 있는 일이어야만 그 힘든 과정

률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을 거예요.
A. 저는 제 강점으로 세일즈를 꼽고 싶

저는 어떤 비즈니스도 완전히 새로운 시

어요. 이때 세일즈는 단순한 영업이 아니

장을 만들지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렇

라 회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파는 것

기에 기존의 시장에서 새로운 틈을 찾는

을 의미해요. 창업가의 가장 중요한 자질

것이 중요합니다.

중 하나가 세일즈인데, 함께할 사람을 뽑
A. 아니요. 제 원래 꿈은 연구원이었습니

20

세인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운영해온 서비스를 개선하고 관리하는

요. 그렇게 처음 시작한 회사가 ‘오픈

면 어느 시점부터는 창업자보다 경영

대표님처럼 창업을 꿈꾸는 많은 연

을 때도 그에게 회사의 비전을 파는 세

(취재 : 김회진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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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김의 리더십

연세 정신을 빛낸 인물
선정 사업 및 후보 추천 안내

스타강사를 넘어
나눔의 리더로
도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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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 건축기금으로 15억,
소방관 처우 개선 위해
100억 조성
정지웅 동문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04)

‘연세 정신을 빛낸 인물’ 선정 사업을 기획하여, 2016년에 윤동주 시인과 2017년에 이태준 선생을
‘국어영역 스타강사’. 약 20년 간 정지웅

는 다수의 고등학교에 자신이 집필한 교

동문을 따라다니던 수식어다. 현재 스

재를 매년 기부하고 있다. 또한 약 2,000

카이에듀 국어 영역 강사로 활동하고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성적을 관리하는

있는 그는 노량진 정진 학원, 스카이라

사이트(https://jjwedu.weakpoint.co.kr)

이프, EBS, 이투스 등 주요 교육 기관을

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치며 이른 바 스타강사의 경력을 쌓

있다. 실제로 올해 정 동문이 기부한 교

아 왔다.

재로 공부한 학생이 우리 대학 통계학과

각각 선정했습니다. 2018년 창립기념식에서 발표할 연세 정신을 빛낸 인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사업내용을 안내하오니 후보 추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자격 ]
진리와 자유의 건학정신을 계승하여 연세 발전에 기여한 인물
학문 발전과 사회 기여 및 기독교 정신을 실천한 인물

에 입학하기도 했다.
주말 밤낮으로 강의를 뛰며 강사로서 최

<추천 제외 대상자>

고의 명성을 쌓고, 억 소리 나는 연봉을

그는 “공교육을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

받게 됐지만 그는 스타강사로서의 삶이

은 사교육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기 선정된 인물(2016년: 윤동주, 2017년: 이태준)

행복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행에 가까웠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향후 학생들이

공적은 인정되나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인물

다고 회고했다.

보다 나은 공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무리하게 일을 하다보니 육체적으로도

을 강구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정 동문

너무 피로했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

은 우리 대학교와 함께 공교육 교사 및

었어요. 오랜 시간 전국 1등 강사를 해왔

강사에게 효과적인 교수법을 제공하는

는데 사실 스타강사라는 게 연예인과 같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재능기부로 강의

아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많이 우울해

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그는 “연세대

질 수밖에 없거든요. 경쟁에서 오는 인

학교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15억 규모의

간적 상처도 많았어요. 돈을 많이 벌었

건축기금을 기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만 투자의 실패와 성공을 겪으며 이게
내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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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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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밖에도 그는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

● 연세정신을

빛낸 인물

선정 사업 일정

1. 후보 추천서 접수:

2017. 5. 1.(화) ~

8. 31.(금)

2. 선정위원회 1차 심의 : 2017년 9월 중
3. 기념사업심의위원회 2차 심의:
2017년 9월 중
4. 법인이사회 최종 승인:
2017년 10월 이사회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100억 원 가량의

22

이후 정 동문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

기부금을 조성할 계획을 밝혔다. 스타강

닌 ‘타인과 함께 하는 것’에서 삶의 의미

사를 넘어 “청소년들이 희망을 안고 살

를 찾게 됐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정지웅

일이 가장 행복하다”는 그는 현재 강원

동문이 만들어 갈 내일의 변화를 기대해

도 영월과 삼척 등 교육 소외지역에 있

본다.

인물 선정 발표 및 후속사업
1. 발표
2018년 창립기념식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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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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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발광보드에 접촉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자
체 발광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지
문을 유기발광보드에 발광시키는 것에 성공했
다. OLEB는 신호의 감지, 처리, 나아가 디스플
레이의 3가지 처리과정을 1개의 소자로 통합한
만큼 제작 공정과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큰 장
점이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매우 얇은 소자개발
이 가능해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에 불과한
500nm(나노미터·1nm=10억분의 1m) 정도의 소
자 제작이 가능했으며, 얇은 두께로 기계적 유
연성 또한 확보했다.
일반 가정이 교류전압을 사용하므로 직류소자
를 교류전압으로 전환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하
지만 유기발광보드는 이러한 전환 과정을 거치
지 않기 때문에 전환되는 과정에서 에너지 손
실을 줄일 수 있어 높은 효율의 소자개발 또한
가능하다.
박철민 교수는 “이 연구는 지문과 같은 전도를
띄는 생체정보를 감지하면서 동시에 이미지로
표시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차세대 디스플
레이를 개발한 것이며, 향후 디스플레이 관련
추가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휴대용 및 차량용
디스플레이, 광고용 스마트 윈도우 등에 적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터넷(IoT) 시대에 센서, 디스플레이 시장은 지
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이
와 같은 스마트 디바이스 기술은 외부자극에
반응하는 센서와 이를 받아들여 표시하는 디스
플레이 기술로 구분되어 있었다. 이 경우 인체
정보를 감지하는 센서소자, 감지된 신호를 처
리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신호처리소자, 처리
된 신호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 소자가 필요하
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로 인해 디스플레이의
대면적, 유연성 및 인체정보감지 등의 새로운
기능 기술 구현에 어려움이 있다.
박철민 교수(신소재공학) 연구팀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압력 또는 전기전도와
같은 외부 자극을 감지하는 센서와 이 센서의
정보를 받아들여 이미지로 표시해주는 디스플
레이를 결합한 ‘유기발광보드’(OLEB)를 개발
했다.
연구진이 개발한 교류전계 기반 유기발광보드
는 교류에 의한 전기장을 기반으로 구동된다는
점에서 직류 기반의 OLED 기술과는 구분되며,
더욱 중요하게 상부전극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전도재료에 따라 교류전압이 달라지고 이로 인
해 발광의 정도가 조절될 수 있다는 특성을 갖
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전도재료를 즉각적
으로 감지하고 동시에 발광할 수 있다.

연구진은 전도성을 갖는 사람의 손가락 또한

사물과 사물을 디지털 신호로 연결하는 사물인

연구 결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게재

휴대·차량용 디스플레이에 적용 기대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

박철민 교수팀, 인체 정보 감지하는

RESEARCH FRONTIER

렸다.

즈(Nature Communications)’ 4월 13일 자에 실

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지원사업(개인연구) 지원으로 수행했으며 연

한편,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

연세 RESEARCH

연구프론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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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을 예측함으로써 유전체코호트 빅데이터
의 가치를 획기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기술적
인 발판을 마련했다.

모 유전체코호트 빅데이터를 네트워크 정보
와 통합하여 고효율저비용으로 신규 질병유
전자들을 발굴할 수 있는 개방형 예측 시스템

에서 서로 잘 연결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기존
의 관찰 결과를 근거로 삼았다. 나아가 GWAS
결과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낮은 후보유전자들
을 유의미한 질병유전자들과 네트워크상에서
의 연결 정도를 이용하여 다시 발굴하는 방법
을 개발했다. 또한 이를 개방형 분석 시스템인
GWAB(www.inetbio.org/gwab)으로 개발하여
국내외 모든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유전체코호
트 빅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분석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코호트기반 질병유전
체 연구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편, 관련 논문은 해당 연구 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 ‘뉴클레익 애시드 리서치(Nucleic
Acids Research)’에 최근 게재되었다.

환자의 대규모집단(cohort)을 구축하고 이들
의 유전체정보를 분석·비교하여 질병에 연
관된 유전체 변이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
로 질병유전자까지도 발굴할 수 있는 연구인
GWAS(Genome-wide association study)가 다
양한 질병의 연구를 위해 진행되어 왔다. 이러
한 유전체 연구법은 이제까지 많은 질병유전
자를 발굴하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일반적으
로 수십억 원의 연구비용으로 수십 개 이하의
질병유전자만을 발굴할 수 있는 효율성의 한
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의 유전체를 분석하거나 여러 집
단으로부터 나온 데이터를 병합하여 통계적인
민감도를 올리는 방법들이 사용되어 왔으나,

생물학을 이용한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이용

의 통계적인 문제 해결 접근법 대신에 시스템

최근 이인석 교수와 심정은 연구교수는 기존

자들이 쉽게 시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고가의 추가 연구비용이 요구되어 많은 연구

도출된 후보 질병유전자들이 유전자네트워크

인간 게놈프로젝트가 완성된 이후 정상인과

연구팀은 코호트기반 GWAS에서 우선적으로

질환 등의 다양한 질병들에 관련된 신규 유전

유전자 발굴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규

‘GWAB’을 개발했다.

하여 대사질환, 심혈관질환, 뇌신경질환, 면역

이인석 교수(생명공학과) 연구팀이 최근 질병

시스템생물학 이용해 유전체코호트 빅데이터 기반 질병유전자 예측력 획기적으로 증대

분석을 통한 질병유전자 예측 시스템 개발

이인석 교수 연구팀, 유전체코호트 네트워크

RESEARCH FRONTIER

[그림2] 유전체코호크 빅데이터에서 도출된 심장동맥질환
(Cardiac Artery Disease) 관련 유전자들의 네트워트 분석

[그림1] 유전체코호트 빅데이터와 유전자네트워크 통합 시스템
의 개념 요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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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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생산, 표현형 분석 및 생명자원보존

등의 질병을 가진 34종의 질환모델동물

가원은 “체내 단백질을 비정상적으로

을 목표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을 개발했으며, 2018년까지 26종을 추가

변형시켜 암, 치매 등 퇴행성 질환 등을

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신약 후

로 개발하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대

일으킬 수 있는 마우스 동물모델을 세

보물질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성·유효성

표적인 암모델로 알려진 p53 KO 마우스,

계 최초로 개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예측 평가기반의 제공, 유용 질환모델마

비만모델인 ob/ob 마우스와 db/db 마우

국내 실험동물

우스의 수입대체를 통한 시간 및 경제적

스, 면역결핍모델 Rag KO 마우스 등을

※ 논문명: Expanding the genetic code

효율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

of Mus musculus

연구의 개척지

기대된다.

원을 통해서 일반연구자에게 분양할 수

모를 나누고자 한다. 그 네 번째 순서로 생명시스템대학과 의대가 함께 연구하고 있는 ‘미래 맞춤형 모델동물개발’ 연구과제를
소개한다.

있게 되었다. 또한 LoxP 시스템을 가지
고 있는 조건적 KO 마우스에서 특정 조
직 및 장기의 유전자만 제거할 수 있도

미래 맞춤형 모델동물개발 연구사업단

연구 현황 및 성과

출범

록 하는 Cre 마우스 5종을 인프라 마우
스로 개발해 함께 분양하고 있다.

사업단의 연구는 사업단장인 이한웅 교
의약품 실험에 필요한 질환모델 생쥐

수팀에서 CRISPR/Cas9과 같은 첨단 유

최근에는 본 사업단의 아주대학교 박

자체 개발해 신약 개발의 지평 넓혀

전자 조작 기법을 통해 마우스를 제작

찬배 교수와 KAIST 박희성 교수가 공

하고, 의대 남기택 교수팀에서 질환모

동으로 수행한 연구결과가 국제 학술

델마우스의 질환 및 유전자의 특성에

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따른 질환분석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

Communicaitons)’에 게재(2월 21일, 온

영되고 있다.

라인판)되어, 개발된 동물모델의 우수

왼쪽부터 이한웅 교수, 남기택 교수

성이 소개되기도 했다. 본 연구에 대해
2014년부터 비만·당뇨, 종양, 면역결핍
마우스를 제작할 수 있다.
설립배경 및 연구내용

이러한 가운데 질환모델마우스 개발
의 권위자로 알려진 이한웅 교수는 지

이와 같은 생명연구자원은 첨단 BT산업

난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원 아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치

을 선도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

래 ‘미래 맞춤형 모델동물개발 연구사업

료법과 약물 개발을 위해서는 직접 환자

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국가 차원의

단’을 출범시켰다. 암, 대사, 면역, 순환계

에게 적용하기 전에 치료효과와 더불어

돌연변이 마우스 개발프로젝트로 바이

질환 등에 대한 60종의 질환모델마우스

안전성을 반드시 확인해야만 한다. 이

오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모

를 개발하기 위해 2018년까지 5년간 42

와 같은 임상 전 단계에서 필수적인 요

델동물자원의 대량제작 기반을 구축하

억 원을 투자받게 된 본 사업단은 의약

소가 바로 인간과 동일한 질병을 앓도

기 위한 연구 확대를 통해 신약개발 산

품 실험에 필요한 질환모델 생쥐를 개발

록 조작된 질환모델동물(disease-model

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신약개발

하는 국내 최초의 ‘마우스 센터’다.

animal)이다. 예컨대, 마우스(mouse, 생

가속화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

쥐)의 유전체는 사람과 거의 동일할 뿐

라는 모델동물자원개발 및 활용률이 전

이한웅 교수는 의대 남기택 교수를 비

아니라 배아줄기세포나 유전자가위 기

반적으로 세계 최고국 대비 50~70% 수

롯해 본교를 포함한 총 8개 기관, 14명의

술을 통해 원하는 질병을 앓는 돌연변이

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연구 책임자들과 함께 질환모델마우스

2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

참여 연구진
이한웅 생
 명시스템대학 생화학과 교수
(실험동물연구센터 센터장)
남기택 의과대학 의생명과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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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RESEARCH

주니어 연구톡톡

다가올 인공지능

연구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전성시대를 다양한

로에 분야에 대해 오해가 많아요. 여기에 적용시킬 제도를 논
의하는 법학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해 오해를 많이 하죠. 인공

A. 의료와 관련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다 보니 여기에 적

지능을 전문적으로 알지 않는 사람들은 주로 영화 속 이미지

용되는 법체계가 모호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희

가 주를 이뤄요. 뭔가 인류를 위협할 것만 같이 그려지잖아요.

는 인공지능 의료에서 불거질 수 있는 법적, 윤리적 문제에

(웃음) 근데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일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대해 연구합니다.

수 있게 돼요.

우선,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그리고 인공지능이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하는 것처럼 그려지

생겨요. 의료를 위한 데이터는 개인정보일 수밖에 없는데, 이

는데 데이터를 통한 학습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개발에 사용되는

걸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제공하게 된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

이 무조건적인 게 사실이에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 학제 간의

X-ray 사진의 재산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야 하는지를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소통이 필요하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저희 연구는 각 분

학문으로 접근하다
인공지능, 의료, 그리고 법

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오해
우리 대학교 대학원과 미래융합연구원은 다양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 전공의 대학원생들이 모임과 협력을 통해 창

또, 법 감정적 문제도 있어요. 만약 심장마비를 체크할 수 있

를 줄여서 더 완벽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에 도움을 줄 뿐만

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싶을 때에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 그

아니라, 인공지능이 상용화 된 시점이 되기 전에 어떤 제도적

건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의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 데이터를

대처가 필요한 지에 대해 다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적인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Junior 융합 연

A. (김홍준) 저희는 인공지능과 의료, 법에 대한 융합 연구를

상업화시키는 것에 대해 충분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

구그룹’을 모집해 융·복합 사고 역량 강화를 위한

진행하고 있는 융합연구 팀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

게 되죠.

도전적인 연구에의 관심을 지원하고 있다. 본 프

술의 활약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에 적용될 수 있는

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함께 연

법의 필요성이나 법 구상에 대해 논의하는 게 주를 이뤄요. 무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은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실제로 얼마

구함으로써 융합연구 문화의 기반을 조성할 수

언가 실험하거나 계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연구를 진행하고

전에 테슬라에서 만든 자동주행 자동차가 사고가 났어요. 하

A.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 논의를 계속 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있습니다.

얀 트럭을 하얀 하늘이라고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바람에 벌

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일단 현재는 우리나라가 미국

어진 일이었죠. 인공지능도 사람처럼 실수를 해요. 그런데 이

처럼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해 입법이나 법적 문제를 해결하

앞으로 연구의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연세소식>에서는 지원 대상자로 선발된 대학원

(정환보) 저는 의료법의료윤리학에서 통합과정을 진행하고 있

런 일이 의료 분야에서 일어난다면 많은 인명피해를 낳을 수

는 정도까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진 않아요. 그럼에도 의학이

생 연구팀을 만나 학생들의 연구 아이디어를 직

는 정환보입니다. 의료윤리학에 대해 강연도 종종 하구요. 저

도 있어요. 근데 아직 누구의 책임인지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

나 법학 모두 인공지능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

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호에서는 법

는 의대를 졸업한지라 팀 내에서 의학, 의료 윤리학에 관련한

았어요. 피해가 발생해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논의가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과 의료윤리학의 결합으로 인공지능 전성시

부분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학제 간 논의가 활발해져야 한다고 생각

대에 대비하고 있는 김홍준(법학전문대학원 2학
년), 김준연(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정환보(일반
대학원 의료법윤리 협동과정 4학기) 학생을 만나

팀을 꾸리게 된 과정이 독특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구
성된 것인가요?

(취재: 오지혜 학생기자)

했어요. 또,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서도 이런 융합 연구의 필요
성을 느꼈어요. 각 학문에서 협력이 없다면 완벽한 인공지능
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연구 이야기를 들어봤다.
A. (김홍준) 환보씨와 저는 의료 관련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Vuno(뷰노)에서 만났어요. 각자 대학원생이었죠. 근데 학교에

융합연구만의 특성을 살린 지점은 어디인가요?

서 융합 연구 그룹을 모집한다고 하기에 다시금 팀을 꾸리게
됐어요. 당시 했던 일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니 연구를

A.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

진행하기에도 수월했습니다.

들이 인공지능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의료 인공지
능과 같이 기술적으로 융합이 이뤄지고 있는 분야에서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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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INSIDE

캠퍼스 소식

신촌캠퍼스 소식

신촌캠퍼스 소식
내외 인사 및 교육대학원 동문들이 참석한 가

한편, 글로벌데이는 글로벌 명문 교육기관인

운데 교육대학원 50년의 시간을 회고하는 뜻

우리 대학교의 재학생들이 타문화와의 활발한

깊은 시간을 보냈다. 김용학 총장은 축사에서

교류를 통해 세계에 대한 안목을 폭넓게 증진

우리 학교가 추구하는 3C 중 ‘Connectivity’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표 행사로, 매년 2회

2017 해외학자초청 학술강좌 시리즈

강조함으로써 동문이 참석한 50주년 기념식이

씩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개최

통한 기업포상 등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더욱 의미 있는 자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에모리 대학 조나단 스트롬 교수 특별강연

1967년 1월 교육부(당시 문교부) 인가를 받아 5

우수 창업기업 육성 위한 산학협력

개 전공의 석사학위과정으로 시작한 교육대학
원은 50년이 지난 오늘날 19개 전공 1,000여

국제처, 백양누리 글로벌라운지에서

명의 재학생 10,000여 명의 동문들이 여러 교

‘터키데이’ 개최

체결

2017 해외학자초청 학술강좌 시리즈의 두 번째
순서로 지난 5월 17일 미국 에모리 대학의 조

노벨화학상 아다 요나스 교수

5월 15일 오후 2시 삼성학술정보관 장기원국제

육 분야에서 활약해왔을 뿐 아니라 두각을 나

특별강연 개최

회의실에서 열린 노벨석학특별강연에는 다수

타내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교사 양성 및 교육

터키 문화에 대한 다양한 경험 즐길 수

강의를 진행했다. 그는 종교개혁을 단순히 부

의 교수 및 학생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여

계 저명인사들을 배출한 교육대학원의 지나온

있는 기회 마련

패한 교회와 종교권력의 개혁이라는 입장에서

리보솜의 구조 밝혀낸 이스라엘 최초의

줬다. 강연에서 요나스 교수는 “새로운 항생제

50년 시간을 담은 ‘교육대학원 50년사’ 책자도

여성 노벨상 수상자

개발 시 항생제 저항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발간했다. 또한, 음악교육 전공 재학생들의 축

우리 대학교는 매 학기 국제화를 도모하는 취지

에서 종교개혁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

을 항생제 내성균이 가지고 있는 리보솜의 특

하공연 등 다양한 2부 행사와 함께 1기 졸업동

로 글로벌데이(Global Day) 행사를 개최하고

했다. 또 회개를 중심으로 루터의 종교개혁이

징적 구조로부터 풀어나갈 수 있다”는 새로운

문과 재학생 등이 지난 시간의 회고와 앞으로

있다. 이번 학기 글로벌데이 행사는 ‘터키데이’

지향하고자 했던 바를 이해한다면, 오늘날 한

개념을 제안했다. 나아가 이를 통해 향후 국제

나아갈 50년을 향해 한 자리에 어울려 친목을

를 주제로 지난 4월 25일~26일 이틀간 새롭게

김용학 총장은 2017년 5월 31일 10시 30분 더

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종

2009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아다 요나스

및 산학 협력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이밖에도 기념식에서는

오픈한 백양누리 글로벌라운지에서 열렸다.

플라자 호텔 4층에서 열린 우수 창업기업 육성

교개혁 500주년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해

(Ada Yonath) 이스라엘 와이즈만연구소 교수

해서 본교 교수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교육대학원 창립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김란

이날 행사에서는 터키 관련 퀴즈, 터키식 땅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식에 참석

줄 것이라고 말했다.

가 지난 5월 15일 우리 대학을 방문해 “생명의

이밖에도 요나스 교수는 우리 대학 생명공학과

수 제2대 원장에 대한 공로패 수여와 많은 금

먹기, 벨리댄스, 터키어체험, 터키 주요지역 소

했다. 본 행사를 통해 우리 대학을 포함한 9개

신과대학 부학장인 방연상 교수의 사회로 진

기원에 관한 생각(Thoughts about the ori-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진행하며 대

액의 발전기금을 쾌척한 동문들에 대한 감사패

개 등 터키의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와 포용력

창업선도대학, 신용보증기금, 창업진흥원, 매일

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체적인 죄와 회개

gin of life)”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선보였다.

학원생들이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과학자의 해

증정도 이어졌다.

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틀

경제신문이 우수 스타트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식민주의,

요나스 교수는 이스라엘 최초의 여성 노벨상

외진출, 연구자의 바람직한 자세 등에 대한 조

기념식에 앞서 교육대학원은 동문강연회, 기념

간 총 6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환경파괴와 같은 역사적 과오에 대한 회개는

수상자로서 생애동안 생체 내 단백질 합성에

언을 들려주기도 했다.

학술대회, 기념음악회, 수업시연경연대회 등을

가자들에게는 터키 ‘케밥’과 간단한 음료가 제

협약 체결로 우리 대학은 ‘영스타트업(Young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등에 관한 질문과 강연

관여하는 리보솜(Ribosome)의 구조와 기능과

향후 요나스 교수는 우리 대학의 교수, 연구진

열어 창립 50주년을 축하했다. 아울러 창립 50

공됐고, 추첨을 통해 터키 관련 기념품을 제공

Start-up) 육성 프로젝트’(가칭) 운영을 통해

자의 응답이 이어졌다. 한편 한국기독교문화

관련된 연구를 수행해왔다. 최근에는 이들 연

및 학생과 긴밀한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주년을 맞이하여 기금 모금도 함께 진행되었는

했다.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인근대학의 우수 스

연구소는 앞으로도 세계적인 학자들을 초청하

구를 바탕으로 세균의 리보솜을 표적하는 항생

세계 수준의 연구 동향에 대한 조언을 통해 우

데, 정희모 교육대학원장은 “이번 창립 50주년

국제처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국제처 산하

타트업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산학

여 ‘해외학자초청 학술강좌시리즈’를 개최할

제의 작용 기작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리 대학의 글로벌 연구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

을 계기로 지나온 교육대학원의 발자취를 되돌

학생 동아리인 연세글로벌(Yonsei Global)에

협력 및 창업지원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해나

계획이다.

우리 대학 생명시스템대학(학장 이주헌)과 생

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보고 미래 50년을 위한 도약의 기회로 삼겠

서 주관했다. 연세글로벌 관계자는 “이번 터키

갈 계획이다.

명공학과의 글로벌 연구실(단장 권호정)은 생

다.”는 의지를 밝히며 “교육대학원 교직원과 동

데이를 통해 우리 대학 학생들이 터키문화를

‘영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는 창업선도대학이

명과학 분야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구축과 연

문 여러분이 기부한 1억 9천여 원에 달하는 발

비롯한 다른 국가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추천한 기업에게 3억 원 내외의  R&D 및 사업

전기금이 그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며 “특히 백양누리 글

화자금을 신속히 지원해 준다. 이와 더불어 우

였다.

로벌라운지에서 개최하여 많은 학생들이 자연

수기업 집중육성을 위해 최대 30억 원까지 지

우리 대학과 상호 연구 협력 방안 논의

구력 발전을 위해 요나스 교수를 초청했다. 특

교육대학원 창립 50주년 기념식 열려

별강연에 앞서 요나스 교수는 김용학 총장과의

나단 스트롬(Jonathan Strom) 교수가 방한해

볼 것이 아니라, ‘회개의 촉구’라는 새로운 관점

면담을 통해 향후 상호 연구 협력 방안을 논의

지난 4월 29일 우리 대학 교육대학원 창립 50

스럽게 행사장을 방문하여 타 문화를 체험할

원하며 연대보증도 면제한다. 또한 신용보증기

하기도 했다.

주년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450명에 이르는 교

수 있었다‘고 전했다.

금과 창업상담회 개최 및 우수 스타트업 선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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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캠퍼스 소식

스타트업 채용 박람회 개최
각 기관과 대학 행사 통합한 국내 최대 규모

신촌캠퍼스 소식
한국 국적 최초로 미국 LPGA Teaching and

을 밝혔다. 덧붙여 그는 학생들에게 “자신을 잘

완성이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태양계가 정

Club Professional의 멤버가 되었으며, 한국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에 스스로를 던져보

치적, 경제적으로 우리의 행동반경이 될 것”이

인 최초로 미국 LPGA Class A 멤버에 등록됐

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학 시절에

라 말했다. 끝으로 ‘미래는 항상 현재에 와있다.

다. 저서로는 「최혜영의 반대로 하는 골프」, 「골

많은 일들을 경험해보길 바란다.”는 진심어린

글로벌을 넘어서 태양계까지 생각해야하는 시

프가 안 되는 108가지 이유」 등이 있으며 최근

조언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기가 도래했다.’는 말을 남겼다.

2016년 10월에는 미국 LPGA로부터 아시안 최

앞으로도 미래융합연구원은 다양한 전공의 연

초의 ‘Master Member’ 자격을 획득했다.

세인들이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융합주제를

미래융합연구원, ICONS 세미나 개최

이날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된 강연에서 최혜영

스’, ‘해피선데이-1박 2일’, ‘인간의 조건 등 여

프로골퍼는 자신의 학창시절 공부경험부터 대

러 예능 프로그램의 연출을 담당했다. 2013년

학 졸업 후 골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그

tvN으로 이적하여 배낭여행 프로젝트 시리즈

“태양계 시대의 서막”을 주제로 이명현

리고 티칭프로로서 모교 강단에 서서 강연을

인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꽃보다 청춘’

천문학자 강연

하기까지의 경험들을 후배들에게 전했다. 특히

등을 성공적으로 연출했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모한 도전처럼 보였을 골

시도를 인정받아 2015년에는 제51회 백상예술

현재 과학책방 ‘갈다’의 대표이사와 과학저술가

또한, 스타트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프 아카데미에 입학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불

대상 TV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명현 박사가 지난

지난 5월 30일 전기전자학부 커넥티드카 인포

긍정적인 면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다채로운 행

가능의 냄새가 강하게 나야 진정한 꿈일 가능

나영석 PD는 요즘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만든

4월 25일 우리 대학교 학술정보원 장기원 국제

텔리전스 연구그룹은 자율주행기술교류를 위

사도 진행됐다.

성이 높다고 말하며 새로운 것에 용기 있게 도

다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일하는 방

회의실에서 “태양계 시대의 서막”이라는 주제

한 R&D포럼(Connected Car Infotainment &

개막 행사에서는 개그맨 김영철의 특강을 시작

전할 것을 당부했다.

식과 그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중심

로 강연을 진행했다.

Infotelligence Forum, 이하 “C2I”) 발족식을 열

다루는 ICONS 세미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KT 자율주행차 R&D 기술교류 위한
MOU 체결

우리 대학을 비롯해 청년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으로, 스타트업 취업 인식개선 공모전 최종 공개

으로 강연을 이어갔다. 그는 사회에서 개인은

그는 우리 대학교 천문기상학과를 졸업한 후,

고 커넥티드카(Connected Car) 기술의 상호발

정부기관과 청년희망재단, 서울산업진흥원 등

심사와 시상이 이어졌다. 스타트업 대표와 재직

홀로 일할 수 없기에 타인과 협업하는 법을 배

네덜란드 그로닝겐대학교 대학원 천문학 박사

전과 활성화를 위한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민간기관 등 7개 대학이 연합해 청년 취업난과

자가 모여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는 보람과 애로

워야 하고, 좋은 파트너 혹은 팀과 작업하는 건

를 마쳤다. 네덜란드 캅테인 천문학연구소와 한

두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지식교류 및 사

스타트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사항을 소통하는 ‘스타트업 루키들의 이야기’를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인의 잠재력까지 고조시

국천문연구원의 연구원을 역임하고, 우리 대학

업화 자문지원을 통해 향후 ▶자율주행핵심기

스타트업 전용 채용박람회를 지난 5월 23일 백

통해 청년들에게 스타트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켜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게 하는 동력이라고

교 천문대 책임연구원으로 활동했다. 또한 세티

술  ▶5G 기반 V2X ▶인포테인먼트 소프트웨

양누리에서 개최했다.

을 제고했다.

강조했다.

코리아 조직위원회 사무국장과 외계 지성체를

어 및 사용자경험(UI/UX)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번 행사에는 ‘미미박스’, ‘플리토’, ‘와디즈’ 등

그는 “좋은 성과를 위해서는 좋은 팀이 필요하

탐색하는 세티(SETI) 연구소의 한국책임자를

연구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대학교와 KT

민간으로부터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유망 스

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전보다 큰 성과를 원

겸했다.

는 공동 연구를 통해 5G 인텔리전스 네트워크

하다 보면 규모가 커져 개인별 관리가 힘들어

그는 강연에서 “화성탐사는 아직 산소, 식량,

기반의 자율주행 인프라 및 V2X 분야 요소기술

‘함께 만들어 가는 협업하는 것이

져, 조직에 대한 고민이 든다.”고 했다. 현재 나

물, 사람의 관절이나 건강 문제 등 기술적으로

개발을 선도하고, 향후 자율주행 상용화에 따라

좋은 성과를 내는 동력’

PD는 현재 본인이 더 큰 성과를 추구하면서 관

부족하지만 대략 2030년 정도 가능하리라고

콘텐츠 소비 공간으로 새롭게 창출될 차량 내

리자로 변모해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본인은

생각된다.”며, “이 기술들이 언제 실현이 되고

인포테인먼트분야에 특화된 신규 서비스/콘텐

타트업 101개사를 VC 등의 추천을 통해 선발됐

최혜영 프로골퍼 초청 강연

으며, 스타트업이 구직청년을 채용할 경우 청년
희망재단의 ‘스타트Up - 청년취Up 매칭사업’

‘노력은 천재를 만들고 집념은 기적을

인재지원금(월 50만 원×6개월)을 지원한다.

낳는다’
크리에이터 나영석 PD의 인생 강연 열려
지난 4월 6일 최혜영 프로골퍼가 우리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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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의 정서적 관리에도 소홀하지 않는 그런

츠 개발 등 협력분야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크리에이터로 남고 싶다는 말을 전하면서 강연

커넥티드카 인포텔리전스 연구그룹의 손광

리더십워크숍에 초청되어 ‘노력은 천재를 만들

지난 4월 13일 나영석 PD가 우리 대학교 리더

을 마쳤다.

훈 교수는 “최근 세계적으로 완전 자율주행자

고 집념은 기적을 낳는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십워크숍에서 ‘크리에이터, 나 PD의 인생’이란

강연 이후 활발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고,

동차 개발이 급속히 발전되고 있어 이에 따른

했다. 최혜영 프로골퍼는 우리 대학교 79학번

주제로 강연을 했다. 나영석 PD는 우리 대학교

이 과정에서 나 PD는 시청자들이 예능을 통해

C2I 산업이 필연적으로 강화될 것이므로, KT

으로 아동학과 학부를 졸업한 후 미국으로 건너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KBS에 공채 프로

원하는 바를 다채롭게 충족시키고 그저 즐길

와 함께 C2I 기술 개발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

가 샌디에고 골프 아카데미를 졸업했다. 1996년

듀서로 입사했다. 입사 후 ‘해피선데이-여걸식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예능에 대한 자신의 생각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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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캠퍼스 소식

신촌캠퍼스 소식
린다. 이 행사는 UNOSD와 환경부의 지원을 받

로 개칭하려는 노력은 지난해 초부터 진행됐다.

과), 이성운(생화과), 김민경(식품영양학과), 유

아 미래 융합원 Warm Heart 센터(센터장 정미

기념물 건립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상혁(물리학과), 오주원(화학과), 김용재(기계

현)가 주최한다.

11월 29일에 승인되어 신과대학·연합신학대학

공학과), 구민희(의과학과), 김지유(의학전산통

Warm Heart 센터는 기후변화시대에 지속가

원 건물 명칭이 ‘신학관’에서 ‘원두우 신학관’으

계학협동과정), 박진하(의학과), 김희권(의과학

능한 개발을 위해 스위스의 대학, 연구기관과

로 개명됐다. 현판식에는 피터 언더우드 이사를

과) 총 17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협력하며 신촌, 송도, 원주를 잇는 학내 교수들

비롯하여 신과대학 교수, 동문, GIT 초빙교수

이날 시상식에서 최문근 대학원장은 “이 자리

의 융합연구를 추구한다. 이 프로그램은 UN이

그리고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이 참석했다.

에 있는 대학원생들이 학문적 리더로서, 다른

2030년까지 설정한 지속가능개발 목표가 무엇

‘박람강기(博覽强記)’의 방대한 지식의 원천

분야와의 연구융합을 통해 시대를 선도할 수 있

인지를 배우고, 연세인들이 각 전공영역과 캠퍼

을 기반으로 ‘촌철살인(寸鐵殺人)’의 날카로

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사를 전했다.

스 안에서 동참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고민하

운 고견으로 ‘새 한국의 미래, 중국의 미래’라는

대학원 부총학생회장 정수민(응용통계학과 석

생명공학과 ‘2017 신입생 및 학부모

업계획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고 전공과 진로

고 모색하는 자리다.  

주제로 청중과 호흡하며 의미 있는 5월의 밤을

사 2학기) 학생은 “학문적 수준을 세계적으로

간담회’ 성황리 개최

에 관한 실질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지난 제1차 모임은 지난해 20여 명의 연세인들

보냈다.

끌어 올리는 전위대가 되어 학문기술의 르네상

생명공학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학과

과 호주 시드니 대학 학생들과의 공동 워크숍

‘노자’의 ‘성공이불거(功成而弗居)’, 즉 큰 공

스 시대를 만들어 가는 데 새로운 지평과 토대

진로에 대한 탐색과 고민을 함께 나누는

구성원의 만남의 장을 제공하여 학생, 학부모,

으로 진행됐다.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토론과 국

을 세웠어도 그 자리에 오르지 않는다. 그리고

를 형성하는 일들이 시작되길 기원한다”고 인

시간 가져

학과교수 상호간의 친밀한 교류가 이루어지도

제적 해법 찾기를 시도하는 자리였다. 올해에는

그 공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지 않는다는 구절

사를 전했다. 이어 수상자 대표 조은일(정치학

록 하고, 연세 생명공학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문

로 시작된 강연은 2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동

과 박사) 씨는 “우수논문상을 수상하게 되어 박

생명시스템대학 생명공학과(학과장 정형일)는

를 고취하는 교류의 장을 정기적으로 제공할 예

화를 바로 알기 위해 통영지역 유산을 둘러보며

서양의 지식인과 사상의 보고를 넘나들며 결국

2017-1학기 대학원생 우수논문

사과정을 성공적으로 일단락 짓는 성취감을 느

지난 4월 28일 공학원 대강당에서 ‘2017 신입

정”이라고 전했다.

지속가능한 관광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자

우리 대한민국의 새 미래를 위한 성찰과 다짐으

시상식 열려

꼈다면서, 앞으로 학자로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

생 및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다. 또한 지역 청소년들에게 배운 지식을 나

로 강연의 끝을 맺었다.

학생, 학부모, 학과교수 등 총 120명이 참석하

누고 미래적 발전을 위한 시너지 창출과 실천방

2017-1학기 대학원생 우수논문 시상식이 지난

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월 24일 오후 4시 스팀슨관 2층 대학원 회의

우수논문 시상은 지난 1993년 우수 대학원생을

실에서 열렸다. 한인철 교목실장의 기도로 시작

격려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번 심사에는 각

된 시상식은 대학원 부원장 장용석 교수의 사회

학과에서 추천한 박사 77명, 석사 26명  총 103

여 성황리에 진행됐다.

미래융합원, 지속가능개발 위한

안을 함께 찾아보고자 하며, 신청에 대한 안내

이인석 교수(생명공학과)의 기도를 시작으로

워크숍 주최

는 ‘http://www.facebook.com/yonseisdgs’

정형일 교수(생명공학과 학과장)의 환영인사,

원두우 신학관 현판식 열려

를 참고하면 된다.

가는 과정에서 연세라는 이름에 걸맞은 연구자

노영훈 교수(생명공학과)의 사회로 진행됐다.

통영지역 문화유산 답사 통해 지속 가능한

신과대학·연합신학대학원 건물 명칭

로 진행됐다. 이번 학기에는 이정석(철학과), 김

명이 지원하여 6.1: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심사의

이어서 정형일 학과장의 학과 연혁 및 현황 소

관광의 의미 되새겨

‘신학관’에서 ‘원두우 신학관’으로 변경

보경(경제학과), 조은일(정치학과), 강성민(사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접학과 교수들로 구

회학과), 송정경(영어영문학과), 김태형(행정학

성된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되

과), 김우경(대기과학과), 나태희(전기전자공학

었다.

도올 김용옥 선생 초청 특강 개최

개, 생명공학의 비전에 대한 소개를 통해 우리
학과의 알찬 교육과 연구 내용을 알리고 대학생

제2차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지난 5월 17일 우리 대학교 원두우 신학관의 현

활에서 가장 중요한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위한 Youth community 역할”을 주제로 오는

‘새 한국의 미래, 중국의 미래’로 청중과

판식이 열렸다. 신학관은 2005년 건립되었으

세우는데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통영RCE 세자트라 센

호흡해

며 우리 대학교의 기독교정신을 담당하는 교육

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올해부터는 학

터에서 우리 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워크숍이 열

기관의 핵심 장소로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언

과 교수님들과의 자유토론을 패널 토의 형식으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 기념, 도올 김용옥 선

더우드 선교사(한글 이름 원두우 선교사)는 연

로 진행하였으며 ‘진로, 진학, 취업’, ‘병역, 전문

생 초청특강’이 백양관 대강당을 가득 채운 채

세대학교의 설립자이자 1915년 설립된 신과대

연구요원’, ‘장학금’, ‘교과과정, 학사지도’로 나

성황리에 진행됐다. 우리 대학교 공자아카데미

학의 초대 교수였다. 이에 2016년 원두우 선교

누어 각 분야별 자유토론 시간을 통해 신입생들

와 중국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이 행사에는 교직

사의 초상화를 신학관 2층에, 선교사의 사진을

과 학부모님들께 전공 및 진로 탐색에 대한 이

원과 학생, 동문들 600여 명의 신청을 받아 진

신학관 4층 교수회의실 앞에 설치했다. 이러한

해를 돕고 성공적인 대학생활과 미래를 위한 학

행됐다.

일련의 과정 가운데 신학관을 원두우 신학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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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신학대학원 권수영 교수, ‘가습기

원석호 SK서비스 에이스 대표이사

때문에 경영전략을 수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

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카스트로 혁명 성공 이후

살균제 피해자 심리상담 사업’ 실시

강연 개최

수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에 쿠바로 돌아가기로 결정해 귀국길에 올랐다.

이후에 그는 SK가 중국에서 진행한 사업의 성

당시 레이네리오 교수는 7살이었으며, 그 후 아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로

중국사업 진출 전략: 성공-실패사업의

공과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경영전략이 실제로

버지 세르지오 목사는 공산국가 쿠바에서 기독

인한 피해 보도로 인해 온

사례를 중심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소개했다. 나아가 “미래

교의 명맥을 이어나가는 데 공을 세운다. 오랜

를 길게 내다보고 진정성을 바탕으로 철저히 현

기독교 전통에서 그리고 공산국가에서 기독교

국민이 충격에 빠진 가운
데,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지난 4월 25일 원석호 SK서비스 에이스 대표

지화하는 것이 중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택해

목사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레이네리오

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

이사가 우리 대학교 리더십워크숍에 초청되어

야 할 최선의 경영전략”이라 말하며 강연을 마

교수는 현재도 쿠바 장로교단의 중요한 인물이

들을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이들을 위한 의

‘중국사업 진출 전략: 성공-실패사업의 사례를

무리했다.

자 학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료 및 정신건강 영역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원석호 대

정부는 2017년도까지 1~4차에 걸쳐 가습기 살

표이사는 우리 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균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피해신청 받

1989년에 SK 에너지 입사를 시작으로 SK 네트

았고, 현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부 산

워크 유통사업 본부, SK 네트워크 글로벌 HR

제57회 연세신학 공개학술강좌 개최

외국어학당, 금융감독원 해외연수
준비 영어 위탁과정 실시

‘2017 학술정보원 전자정보박람회’

이와 더불어 오프닝 및 스탬프 응모 이벤트, OX

하)을 통해 피해를 접수하고 있다.

등을 거쳐 현재는 SK 서비스 에이스의 대표이

레이네리오 발렌틴 특별초청 교수 강연

성황리 개최

퀴즈대회, 후기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우리 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상담코칭지원센

사로 재직 중이다.

진행

함께 진행하여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터 소장 권수영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는 (사)

원 대표는 SK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 주유소 충

보고서 작성에 유용한 전자정보에서 표절

행사에 참여한 백건현(건축공학과 4학년) 학생

한국상담진흥협회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공

전소 사업 등 2011년을 시작으로 중국에서 수행

지난 5월 10일 우리 대학교 원두우 신학관 예배

공공기관의 외국어 교육에 있어 우수한 학습 커

검사 프로그램 활용까지

은 “전자정보박람회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검색

모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심리상담 사업’의

했던 업무 경험을 토대로 경영전략의 중요성을

실에서 제57회 연세신학 공개학술강좌가 열렸

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다. 2015년부터 시작하여

방법을 쉽고, 자세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배우게

위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가습기 살균제

설명했다. 먼저 경영전략이란 사업 내의 핵심역

다. 이번 강의를 맡은 레이네리오 아르세 발렌

벌써 3년을 맞이한 금감원 해외 연수 과정 준비

우리 대학교는 지난 5월 16일 연세·삼성 학술

됐다. 앞으로도 보고서를 작성할 때 도서관에서

피해자 심리상담’은 4단계 피해자와 4차 신청

량을 토대로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우위를 확보

틴(Reinerio Arce Valentin)교수는 2017년 봄

영어 위탁과정은 Professional Presentation,

정보관 1층 Y-Valley에서 ‘2017 학술정보원 전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활용하

자들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유선(전화)상담 및

할 것인지를 다룬 기업의 의사결정 내용을 담고

학기 GIT 특별초청교수로서 ‘사회주의 안에서

Academic Writing, Cross Cultural Commu-

자정보박람회’를 개최했다. 전자정보박람회는

겠다.”고 말했다.

대면상담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프

있는 것으로 사업의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nication 과정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해외 연수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보의 이용 활성화

한편, 학술정보원은 전자정보박람회뿐만 아니

로그램을 위해 지난 5월 13일 (사)한국상담진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경영환

레이네리오 교수는 쿠바 국립 하바대학교에서

파견 전 직원들의 영어 학습에 이바지하고 있다.

와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기획됐다. 올해

라 북 콘서트, 밤샘 책읽기, 옥상영화제 등 다양

흥협회 소속 (사)한국상담학회의 전문상담사와

경이 수시로 변화함에 따라 이전에 수립한 경영

심리학 교수를 역임하고, 이후에 쿠바 마탄사스

해외 연수 파견 전 위의 과정들을 통해 영어 능

로 3회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총 600여 명의

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와의 소통을 강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의 놀이·아동상담사

전략과는 다르게 상황이 돌아가는 경우가 빈번

개신교 대학 총장을 역임했다. 특히, 부친인 세

력 향상은 물론 이문화적 요소의 이해와 학습으

학생들이 참가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화하고 있다. 이밖에도 연세 구성원의 학습과

등 약 100여 명이 우리 대학 신학관에서 사전교

하기 때문에 수시로 초기의 전략과 달라진 점

르지오 아르세 마르티네즈(Sergio Arce Mar-

로 타국에서의 원활한 사회성 유지에 기여하고

박람회에서는 교보문고, Elsevier, EBSCO,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논문작성 및 학술 데

육을 받았으며, 연합신학대학원 상담코칭전공

을 찾고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tinez) 목사는 쿠바 장로교 소속 목사로서 1959

있다. 해당 과정은 5월 29일 개강하여 4주간 진

ProQuest 등 총 18개 전자정보 공급사가 참여

이터베이스 검색 교육, 연구력 강화 워크숍 등

의 재학생 및 졸업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했다. 특히 중국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년 쿠바 카스트로 혁명 당시 미국 프린스턴 신

행되며 소수로 선발된 직원들은 해당 과정을 이

하여 전자정보 검색방법을 시연했다. 또한 학술

을 개최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심리상담 사업’의 책임

중국 내 법규의 종류가 방대하고 자주 변화하기

학대학교에서 Ph. D를 마친 뒤 친지들과 동료

수한 뒤 선발된 각 국으로 파견되어 임무를 수

언어연구교육원(원장 유현경) 외국어학당은 외
국어 위탁과정을 통해 교내기관뿐 아니라 외부

정보원 사서 상담부스를 마련해 전공에 맞는 학

을 맡은 권수영 교수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행하게 된다. 외국어학당의 외부 위탁과정들은

술 데이터베이스를 추천하고 정보검색 상담을

서 국가의 지원이 미치지 못했던 4단계 피해자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개편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보고서 작성에 유용한 전

들이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지원을 받고, 심리적

하여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강생들에

자정보와 서지관리 및 표절 검사 프로그램 활용

안정을 찾기를 희망한다.”며 피해자들에게 꼭

게 높은 만족감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귀추

법 등을 한자리에서 직접 체험하고, 평소 전자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

가 주목된다. 위탁과정에 대한 문의는 언제든지

정보에 관해 궁금했던 점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외국어학당을 통해서 상담 가능하다. 관련문의:

배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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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기기원 홈페이지: http://ycrf.yons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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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규 카이스트 교수, 경영대학

속으로 글로벌 암병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석좌교수로 임용

메디컬아시아운영위원회는 “카자흐스탄, 러시
아, 아랍에미리트, 중국, 미국 등 약 40여 개국

밝은인터넷연구센터 공동센터장에 위촉

에서 2015년 6,054명, 2016년 6,233명의 해외

국제 중재 분야 권위자 개리 본(Gary

공동기기원, 전자현미경 분석실 완비

환자가 내원했고, 연세암병원의 선진 의료기술

Born)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우리 대학교가 정보시스

및 시스템을 경험하기 위해 2016년 47개국의

겸임교수 취임

템 분야 석학인 이재규 카

225명의 해외 의사들이 암병원에서 연수를 받

이스트 명예교수를 경영

는 등 글로벌 연세암병원의 입지를 확인했다”

오는 여름 개리 본(Gary

대학 석좌교수로 임용하

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Born) 변호사가 겸임 교

고, 신설된 ‘밝은인터넷연

화창한 봄날, 특별한 산행

숨쉬기조차 어려워 온종일 누워 지냈지만, 폐이

한편, 노성훈 암병원장은 취임 후 한 해 5,000

식을 통해 숨 쉬는 행복을 되찾았다”며 “감회가

명 이상의 해외 환자를 진료한 공로로 ‘한국의
료 세계화 공헌상’을 수상했다.

공동기기원(원장 고원건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수로서 우리 대학교 법

구센터’의 공동센터장에 위촉했다.

은 지난 5월 22일 첨단과학기술연구관 지하 1

학전문대학원 강단에 설

이재규 교수는 세계정보시스템학회(Associ-

폐이식 환우와 가족, 의료진 등 150여 명

새롭고 힘이 닿는 데까지 이 모임에 나올 것”이

층에서 전자현미경 분석실 개소식을 가졌다.   

예정이다. 개리 본 변호

ation for Information Systems)의 석학회

한 자리에

라고 말했다.

공동기기원은 2010년 설립된 첨단분석기관으

사는 국제 중재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서 윌

원으로 회장을 역임했으며 ‘밝은 인터넷(The

로 55여종, 약 120억 원 상당의 고가연구장비

머 헤일(Wilmer Hale) 법률사무소의 국제 중

Bright Internet)’ 개념을 최초로 제시했다. 밝

세브란스병원 장기이식센터 폐이식팀은 지난

폐이식 수술은 400여 건으로 폐이식 후 생존율

구강악안면외과 첫

를 보유하여 연구자들의 공동활용과 교내외 다

재 팀을 이끌고 있다.  본 변호사는 600개 이

은 인터넷이란 사이버 범죄의 원인을 사전에 제

달 29일 토요일 청주시에 있는 상당산성에서

도 꾸준히 올라 지금은 90%까지 높아졌지만,

로봇수술 성공

양한 연구자들의 정밀 분석서비스를 지원하

상의 국제 상사 분쟁 사건에 참여했으며, 챔버

거하는 예방적 보안 개념으로, 이 목표를 구현

폐이식을 받은 환우와 가족 그리고 의료진이 한

이식 건수는 심장이식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

고 있다. 이번에 보다 우수한 연구지원을 위해

스 글로벌(Chambers Global)이 선정한 단 두

하기 위한 기술, 경영, 정책, 국제 협력을 융합

자리에 모여 서로 격려하며 함께 산행을 했다.

다”며 “기증이 활성화되면 이식도 많이 활성화

HR-TEM과 FIB를 도입하고, 장비 사용시 최고

명의 ‘Star Performers’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적으로 연구하며 안전한 차세대 인터넷 환경 개

올해 세 번째로 열린 ‘폐이식인과 산행의 만남’

되고 더 많은 환자에게 건강을 찾아줄 수 있을

의 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시설환경공사도 병행

2012년과 2014년에 이어 2016년에도 국제 법

발을 목표로 한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안전

행사에는 폐이식팀장인 의대 백효채 교수(흉부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여 진행했으며 성공적으로 테스트 과정을 마

센터(International Law Office, ILO)가 선정

한 인터넷이어야 하는 만큼 ‘밝은 인터넷’은 4

외과학)를 중심으로 전국에 거주하는 환우 50여

술용 로봇 다빈치를 이용해 치의학분야에서는

치고 전자현미경 분석실을 완비했다.

하는 ‘Client Choice Awards for Arbitration’

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명과 가족 8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폐이식팀

국내 처음으로 타석증 수술에 성공했다.

최문근 연구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보다 나은

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세계 유수 대학

지난 3월에 신설된 연세대학교 ‘밝은인터넷연

소속인 호흡기내과 박무석·김송이 교수, 흉부외

연구지원이 가능토록 지원할 계획이며 고가연

에서 국제 중재 분야의 기본서로 채택되는 『국

구센터’는 향후 KAIST와 중국의 시안교통대학

과 이진구 교수, 중환자실과 외래 간호사 및 재

구장비의 원활한 운영 및 전문적인 분석 지원

제상사중재(International Commercial Arbi-

을 비롯해 미국 내 연구센터와 국제 공동연구

활치료팀, 장기이식코디네이터 등 의료진 20여

에 각별히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조

tration)』(2판, Kluwer 2014)의 저자로, 이 업

를 수행하게 된다. 나아가 국제 협력을 위한 ‘밝

명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오랜만에 다시 만난

형희 연구처장은 “전자현미경실 개소가 다양한

적으로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은 인터넷 국제회의(Bright Internet Global

의료진과 환우는 그동안의 근황과 안부를 서로

암병원이 지난달 27일 서울 더프라자호텔에서

침샘을 제거하는 수술이 진행됐다. 남 웅 교수는

분야의 연구에 도움이 되고 많은 교내 연구자

Law’s Certificate of Merit for High Techni-

Summit)’를 오는 12월 서울에서 최초로 개최

물으며 상당산성 산책로 약 3km를 함께 걸었다.

열린 ‘제10회 대한민국 글로벌 의료서비스 대상

“눈에 보이는 경부쪽이 아닌 귀 뒤쪽 헤어라인

들이 보다 손쉽게 연구 장비를 활용할 것으로

cal Craftmanship’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하여 연구자, 산업계, 국제기구, 정부 기구가 함

지난해 폐이식을 받고 올해 처음으로 산행에 나

(메디컬아시아 2017)’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

쪽에서 절개했기 때문에 미용상의 장점 또한 컸

기대한다.”고 전했다.

스위스 세인트 겔런 대학교와 중국 청화 대학

께 논의하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선 고동현 씨(24)는 “고교 시절 희귀 혈액병에

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치의학 분야 다른 영

이번 전자현미경 분석실은 2017년 6월 12일 정

교의 명예 교수로서 유럽, 북미, 아시아의 유수

이재규 교수는 1985년 펜실베니아대학교 워턴

걸려 골수이식을 받았는데 당시 부작용이 생겨

역에도 로봇이 도입되면 다양한 가능성을 창출

식오픈을 통해 TEM과 FIB 장비를 본격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그는 오

스쿨 박사졸업 후 KAIST 교수로 부임하여 HHI

심각한 폐 손상을 겪다 폐이식으로 새로운 삶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자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개소식과

는 6월 25일~7월 2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

석좌교수, 경영대학장, 녹색성장대학원장 등을

을 살고 있다”며 “산행에 참여하게 된 것 자체

남 웅 교수는 이번 증례를 대한구강악안면외과

더불어 여러 전자현미경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

제 상사 중재 과목(International Commercial

역임했으며, 국내외 많은 논문과 저서를 출간하

가 나에게는 값지고 꿈같은 시간”이라고 소감

학회 및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등에서

여 전자현미경분석법을 주제로 워크숍을 주기

Arbitration)을 담당할 예정이다.

여 다수의 학술상을 수상했다.

을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6년 전 폐이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40

백효채 교수는 “지난 20년간 국내에서 이뤄진

암병원, 메디컬아시아 2017 대상

남웅 교수, 타석증 치료
치대 남웅 교수(구강악안면외과학)가 최근 수

이번에 수술을 받은 40대 여성 환자는 3년 동안
타석증과 도관위축이 진행돼 통증이 매우 심한

노성훈 병원장, 한국의료 세계화 공헌상

상황이었다. 침샘의 기능이 거의 소실됐고, 지속
적으로 통증을 호소해 다빈치 로봇수술을 통해

식 수술을 받았던 이정화 씨(39)는 “폐가 굳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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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소식

의료원소식
4,840여만 원을 모아 오긍선 선생의 외손녀인

“그간 축적된 입자선 치료기의 개발, 운영 노하

가장 치료 기간이 긴 전립선암이나 두경부암은

있는 의료인을 발굴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최숙경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대표로 전했다.

우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중입자 치료기가 세

3주 이내에 치료를 완료한다.

1993년 제정된 이래 지난해까지 37명의 수상

참석자들은 영상으로 준비된 피부과학교실

브란스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세계입자방사선치료학회 자료를 보면 전 세계

자가 배출됐다.

100년 역사를 함께 시청했고, 기념사진 촬영을

임직원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원

적으로 총 11개 기관에서 중입자 치료기를 운용

시상식은 12일 홍정용 대한병원협회 회장 등이

끝으로 100주년 기념행사가 마무리됐다.

은 이번 중입자 치료기 도입을 위해 지난 수년

중이다. 일본 5곳, 독일 2곳, 중국 2곳(한 곳은

참석한 가운데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

간 세계 각국의 중입자치료기 운영 현황과 치료

연구용),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가 각 1곳의 기

렸다.

성과 등을 검토하고 현지를 방문했다.

관에서 운용하고 있다.

암의 명사수 중입자 치료기 도입한다

한편, 중입자 치료는 탄소이온의 중입자를 빛

재활병원 30주년 기념사업

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한 후 환자의 암 조직에

히타치와 사업추진협약서 체결, 2020년

투사해 암 조직에 닿는 순간 방사선 에너지를

가동 목표

방출해 암세포 DNA 자체를 파괴하고 암 조직
도 사멸시키는 원리다. 방사선량은 양성자 치

의대 피부과학교실 100주년

윤도흠 의료원장 JW중외박애상 수상
10년간 외국의사 30명 초청 연수
인류애 실천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 기여

으로도 더 알려지고 외국과 활발한 교류를 하는

의료원이 현존하는 최고의 암 치료기로 불리는

료보다 적지만 양성자보다 중입자의 질량이 12

교실이 되며, 후학을 키우고 투자하겠다. 여기까

‘중입자 치료기’를 국내 처음으로 도입한다.

배 정도 무거워 암세포 사멸률은 3배 이상 높

윤도흠 의료원장이 제25회 JW중외박애상을 받

100년사 헌정, 특강 및 발전기금 전달식 등

지 올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대학본부, 의

지난 5월 26일 윤도흠 의료원장과 타케우치 케

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장점으로 세계적

았다.

기념식 개최

료원, 대한피부과학회와 오긍선 선생님의 가족

이지 한국히타치 대표이사 사장은 종합관 교수

으로 권위 있는 과학학술지 네이처에서는 중입

JW중외제약과 대한병원협회는 “누구나 건강한

과 역대 선배 교수님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회의실에서 중입자 치료기 도입에 관한 사업추

자 치료기를 암 치료의 명사수(Sharp Shoot-

사회를 만들겠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헌신적인

의대 피부과학교실이 창립 100주년을 맞아 지

김용학 총장, 윤도흠 의료원장, 송시영 의대학

진협약서(LOI)를 체결했다.

ers)로 소개하기도 했다. 중입자 치료 대상은

나눔 활동을 통해 인류애 실천과 환자의 건강

난 5월 9일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기념식을

장, 한승경 총동창회장, 최지호 대한피부과학회

이날 체결식에는 노성훈 암병원장, 한상원 기획

전체 암 환자의 20%를 차지한다. 5년 생존율

증진을 위한 의료 환경 개선에 앞장섰다”고 선

하고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기로 다짐했다.

장의 축사에 이어 100주년 기념 특강이 진행됐

조정실장, 윤영설 미래전략실장을 비롯한 의료

이 다른 암에 비해 낮은 폐암, 간암, 췌장암은

정 이유를 밝혔다.

재활병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아 매해 외국 재

기념식에는 김용학 총장, 김병수 전 총장, 송시

다. 김도형 연세대 사학과 교수는 ‘세브란스의

원 보직자와 ㈜히타치제작소 헬스케어사업 부

물론 치료가 어려웠던 재발성 직장암, 골육종,

또한 “윤 의료원장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

활의료기관 1곳의 의료진 3명씩 10년간 총 30

영 의대학장, 한승경 의대 총동창회장, 김근수

전의 발전과 오긍선’을 주제로, 임철완 전북대

문의 와타나베 마사야 CEO, 나카무라 후미토

척삭종 등 난치암 치료 그리고 고령의 암 환자

해 급여 1% 모금, 기쁨 나눔 프로젝트 등 교직

명의 의료진을 초청 연수하는 ‘3-10-30’ 프로

강남세브란스병원장, 해관 오긍선 선생 기념사

명예교수는 ‘원로 피부과학회 회원이 본 연세의

Chief Executive 및 한국히타치의 여러 임직

들에 대한 비침습적 치료 해법을 제시할 것으

원 나눔 운동을 펼쳐왔으며, 2011년부터 ‘글로

그램을 시작했다.

업회 방동식 이사장, 최지호 대한피부과학회 회

대 피부과학교실’을 주제로 강연했다.

원이 참석했다. 윤도흠 의료원장은 “세브란스

로 기대되고 있다.

벌 세브란스, 글로벌 체리티’ 사업을 통해 총 18

첫 번째로 몽골 국립의과학대학병원 의료진 3

장, 각 대학 피부과 명예교수와 교수, 피부과 동

김병수 전 총장의 건배 제의와 만찬이 이어졌

는 지난 1969년 한국 최초의 암 전문 진료기관

일본 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NIRS)가 주요 의

개국 129명의 환자를 무상으로 치료하고, 서울

명에 대한 단기 집중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

문 모임인 세미회 김동건 회장, 오긍선 선생 가

고, 정기양 주임교수가 오긍선 전기 증보판 출

인 연세암병원 개원 후 지난 반세기 동안 가장

학학술지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수술이 가능한

시 서대문구 공공시설에 휠체어와 보관소를 기

다. 이번 연수는 몽골 국립의과학대학병원 발진

족, 간호부, 연구부, 교실원 등 300여 명이 참석

판, 100년사 책 국영문본 제작, 100주년 홍보사

앞선 암 치료법을 선도해 왔다”며 “중입자 치료

췌장암 환자에게 수술 전 중입자 치료를 시행한

증했다”고 전했다.

얌 교수, 바치멕 교수, 다와스룽 치료사를 초청

했다.

업 및 기념식 등 100주년 기념사업 경과에 대해

기 도입을 통해 암을 완치의 질환으로 변화시키

결과 5년 생존율이 20% 이하에서 53%까지 향

JW중외박애상은 JW중외제약과 대한병원협

해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6일까지 약 4주간 진

정종훈 교목실장의 개회기도에 이어, 정기양 피

보고했다.

고자 한다”고 밝혔다. 와타나베 마사야 CEO는

상됐다. 또 수술이 불가능한 췌장암 환자의 경

회가 공동으로 사회에서 박애 정신을 구현하고

행됐다. 특히 몽골 의료진 연수는 재활병원 개

부과학교실 주임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이어 2015년 5월부터 준비를 시작해 최근 출간

우 항암제와 중입자치료를 병행할 경우 2년 생

원 30주년 기념과 함께 내년 몽골 국립의과학

과거 100년을 뒤돌아보고 앞으로의 100년을

한 ‘피부과학교실 100년사’를 이성낙 가천대 명

존율이 10% 미만에서 66%까지 향상된 것으로

대학병원 내 재활의학센터 설립 계획에 따라,

향해 첫발을 내딛는 뜻깊은 날이다. 100년 전

예총장에게 헌정했다. 또한, 세미회 회원, 교직

나타났다. 아울러 기존 방사선 및 양성자 치료

몽골 재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의학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 오긍선 선생님

원들은 피부과학교실 발전기금 3억 3,360여만

횟수는 평균 30회에 이르고 있으나, 중입자 치

발진얌 교수는 재활병원 조직, 경영, 재활의학

께서 피부과 뿌리를 내리시고 여러 선배님께서

원을 모아, 김동건 세미회 회장이 대표로 정기

료는 그 절반 이하인 12회이다. 치료기간도 보

인력교육 과정에 큰 관심을 나타냈고, 바치멕

뿌리를 키우고 풍성한 꽃을 키웠다”고 말했다.

양 주임교수에게 전했다. 오긍선 선생 가족들

통 5~7주 치료하는 기존의 방사선 치료보다 중

교수와 다와스룽 치료사는 재활 전문 치료기법

정 주임교수는 “다른 교실과 힘을 합치고 국제적

도 해관 오긍선 선생 기념사업회 발전기금으로

입자 치료는 초기 폐암의 경우 1회, 간암 2회,

을 집중 교육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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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소식

원주캠퍼스 소식
병실환경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병상마다

프로라젠은 세브란스 연구중심병원 육성R&D

2.85에서 3.19로, 2학기에는 2.91에서 3.20으로

스마트케어 시스템이 설치돼 TV와 간호사 호

사업 ‘글로벌 감염면역질환 진단 및 치료기술

각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 교육 동영상 등이 개인별로 제공된다. 환자

개발’ 과제를 수행하던 중 마이크로니들에 탑재

는 자가 간호 능력 향상 방법과 치료, 검사 관련

할 GMP시설에서 제조한 알러젠의 필요성에 의

교육을 동영상으로 배울 수 있다.

해 과제 연구자인 의대 이광훈(피부과학), 박중

신입생 학부모 초청 2017

특히, 이번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는 환자의

원(내과학), 용태순(환경의생물학) 교수를 주축

페어런츠데이

빠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입원생활 중 환자

으로 일부 기업의 합자로 만든 알러젠 제조 전

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간호활동과 생활영역을

문 교원 창업 회사이다.

지난 5월 19일 윤방섭 원주부총장을 비롯한 많

환자 참여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구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입원 전

주요 사업 기술은 고순도 알러젠 항원 추출 기

은 교수진들과 500여 명의 신입생 학부모 및

시행

환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스스로 해야

술, 면역 진단 기술(알러지 비염 및 천식 원인

학부모 대학발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

할 부분에 대해 교육받은 후 병실생활에서 실천

진단, 아토피피부염 원인 진단), 면역 치료 기술

페어런츠데이’가 열렸다.

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등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에 따라 16병동 병문

프로라젠은 국내에는 알러젠 전문 기업이 전무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8일부터 암병원 16병동

안 시간을 제한한다. 평일은 저녁 6시부터, 주

한 상태에서 국내 최초로 설립된 알러젠 원료

종양내과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전문

말과 공휴일은 오전 10시, 저녁 6시부터 각각 2

제조회사로서 알러젠 생산 기술의 축적, 국내에

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자 참여형 간

시간만 병문안이 가능하다.

특화된 알러젠 진단 시약 및 면역치료제 제조

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작하고 23일 개소식을

보호자는 환자에게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경우,

등의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했다.

상태가 악화됐을 때, 수술 당일 등 의사의 처방

환자 참여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나 보

에 따라 병실에 상주할 수 있다.

자가간호 프로그램 등 빠른 사회 복귀 지원

RC교육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행 멘토링 체제를 강화하며 ▶RC기반 학습-생

올해로 11회째 접어들고 있는 페어런츠데이는 1

활 통합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전체 교육과정

부 행사로 ‘교수-학부모’ 간담회가 학부(과)별

국내 대학 RC교육 혁신전략 학술

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로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됐다. 부모님들이 자녀

심포지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이 외에도 대학 언론사 연세춘추 주관으로 진행

들의 학교생활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전공교

되는 ‘학생참여 RC교육 혁신 토론회’, 전체 학

수와의 대화를 통해 해소할 수 있었다.

2007년 국내 최초로 RC교육 프로그램을 도입

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수 RC프로그램 아이

이후 진행된 본 행사는 스포츠센터 실내체육

한편, 지난 18일 의과대학 1층 회의실에서 송시

한 원주캠퍼스가 RC교육 10주년을 맞아 5월 17

디어 공모전’, 지난 10년간 RC교육에 기여한 전

관에서 정병조 대외정책부처장의 사회로 힙합

영 의대학장, 이광훈, 박중원, 용태순 교수와 박

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국내 25개 대학 RC교

직 RA(Residential Advisor)를 초청하여 RC프

동아리 OMG의 축하공연, 임걸 원주교목실장

호자가 치료과정부터 퇴원까지 전 과정에 직접

민수 의과학연구처장, 정도현 기업 주주, 김정

육 담당자가 참여하는 학술 심포지엄과 새로운

로그램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듣는 ‘RA동문 홈커

의 개회기도, 김용학 총장의 인사영상 시청, 윤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의료서비스다.

동 프로라젠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업식

RC교육 비전 선포식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

밍데이’ 등이 진행됐다.

방섭 원주부총장의 환영사, 황재훈 원주기획처

과 알러젠 GMP시설 완공 기념식이 개최됐다.

최했다.

한편, 지난 10년간의 원주캠퍼스의 RC교육은 1

장의 원주캠퍼스 소개, 학부교육원의 RC 3.0교

연구중심병원 육성R&D사업 감염·면역 유닛

학술 심포지엄은 ‘학부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학년 학생들의 학업성적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

육 비전 선포식, 환영만찬으로 이어졌다. 우리

주중에는 입원전담의와 간호 인력이 24시간

교원 창업회사 프로라젠 출범

환자를 보살핀다. 입원전담의는 주치의 교수진
과 의견을 교환하며 경과관찰, 퇴원 계획 등을

국내 최초의 알러젠 생산 및 사업 성공

책임을 맡은 이광훈 교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RC교육 혁신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심

으로 분석됐다. RC도입 전후 10년간(1997년부

대학교 응원단의 ‘다함께 배우는 연세응원가’를

세운다. 환자는 입원, 치료 과정에서 입원전담

기대

진행된 개업식에서 송시영 학장은 축사를 통해

포지엄에는 원주캠퍼스를 비롯한 RC교육을 실

터 2016년까지)의 1학년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마지막으로 ‘2017페어런츠데이’ 행사가 마무리

“오늘날 연구환경은 대학과 병원, 바이오 산업

시하고 있는 한동대학교, 동국대학교, 순천향

분석한 결과 1학년 1학기 학업성취도(학점)는

됐다.

의와 의견을 나눠 치료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입원전담의도 입원 시기부터 병동생활, 회복

대학과 병원, 바이오 산업체가 함께 힘을 모아

체, 정부가 총력을 다해 바이오헬스 산업 및 기

대학교 등 국내 27개 대학 60여 명의 전문가가

과정, 퇴원 시기에 대해 환자 의견을 듣고 반영

만든 교원 창업회사인 ‘프로라젠’이 지난 18일

술의 획기적 전환의 중심에 서야 하는 시기”라

참석해 교육학적 의미를 살펴보고 각 대학의 교

한다.

공식으로 문을 열였다.

며 “그러한 점에서 프로라젠을 창업하고, 그동

육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침상마다 설치된 환자 참여 보드를 통해 환자

안 이룩한 연구성과와 연계해 추진되는 일련의

또한 교수와 학부모 500여 명이 참석하는 2017

스스로 원하는 활동 등이 병동 간호사에게 전달

과정은 앞으로 우리 대학과 병원이 나아가야 할

신입생 학부모 초청 페어런츠데이에서 RC 3.0

돼 쌍방향 의사소통이 이뤄진다. 보호자도 치료

방향”이라고 말했다.

교육 비전을 선포했다. 지난 10년간의 RC교육

계획과 경과를 문자로 전송받고, 회진 때 동석

이후 김정동 프로라젠 CEO가 회사의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RC 3.0 교육 비전은

해 치료 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다. 간호사는

계획을 소개했고, 임상의학연구센터 2층에

‘지역을 섬기며, 세계를 변화시키는 학습-생활

2

침상 인수인계를 통해 환자를 치료 계획에 참여

약 230m 규모로 구축된 프로라젠의 알러젠

공동체 교육’이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

시키고, 환자 안전을 증대시킨다.

GMP 시설을 둘러봤다.

자율형 RC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평생 사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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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협동조합 등으로 산학협력을 확대하여 지역

기독병원이 1등급을 획득했다.

귀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경직성 기관지경술이

행사에는 오영교 인문예술대학장을 비롯하여

가에 선재 대응하기 위해 진료현장에서 적용 가

사회 전반에 공헌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은 대장암 환자가 안전하고 질 높은

하나의 대안이 됐다.

교수 20여 명, 학생 10여 명 등 모두 30여 명이

능한 강의와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원주세브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2012년부터

경직성 기관지경술은 기관 및 기관지 협착의 확

참가했다.

스기독병원의 허철 교수(신경외과)는 “신경과

대장암 적정성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개하

장이나 종괴 또는 이물 제거 등에 이용되며, 최

이날 ‘복합평등의 철학적 기원’이라는 주제로

와 신경외과 석학들이 처음으로 함께 개최하는

“잘 가르치는 대학” 2017년

고 있다. 이번 대장암 5차 적정성 평가는 2015년

근 도구 및 기술의 발전으로 경직성 기관지경술

강연한 박정순 교수(인문예술대학 철학과)는

심포지엄인 만큼, Neuroscience와 관련하여

ACE+사업 신규 선정

1월부터 12월까지 원발성 대장암(대장에서 처음

을 통한 다양한 시술이 증가하고 있다. 경직성

마이클 월저의 ‘복합평등론’의 철학적 의의·기

대학 및 개원가의 진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으로 생긴 악성 종양)으로 수술을 시행한 전국

기관지경을 통한 시술은 수술과 비교하여 안전

원·해석의 논란을 설명하고, 복합평등론이 인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대학교 원주캠퍼스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

252개 기관, 만 18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전신마취를 시행해야하기 때문에 마취

류의 동서 문명세계를 관통하는 하나의 ‘궁극적

이번 행사는 허혈성 뇌졸중(Ischemic stroke), 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협의회가 주관하는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이번 평가의 총 21개

통증의학과 및 합병증 발생 시 대처를 위해 이

원리’로서 인류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초혈액성 신경장애(Peripheral nerve disorder),

(LINC+) 육성사업 최종 선정

업(이하 ACE+사업)에 선정됐다. 2017년 ACE+

지표 중 전문인력 구성, 수술 전 통증 평가율,

비인후과, 흉부외과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

새로운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강연

기능성장애(Functional disorder), 척추(spine)

사업은 2010년에 출범한 ‘학부교육선도대학육

병리보고서 기록 충실률 등 구조과정 14개 지표

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몇몇 대학병원에서만

후 박정순 교수와 참석자들 간의 활발한 질의응

를 주제로 한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올해부터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맞춤형

성(ACE)사업’을 확대/개편한 사업으로, ‘잘 가르

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이루어지고 있으며 강원도 내에서는 시행하는

답이 이루어졌으며, 우리 캠퍼스가 나아가야할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이하

치는 대학’ 육성을 목표로 매년 신규 지원 대학

한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이번 결과로 올

곳이 없었다.

방향을 복합평등론이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는

LINC+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5년간 38억 원씩

을 선정하여 4년(2+2년) 동안 지원하고 있다.

해 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위암과 폐암 치료 적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시행된 이번 시술

오영교 인문예술대학장의 평으로 제2차 북카페

약 19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2017년 ACE+사업의 신규 지원 대학으로 선정

정성 평가에 이어 대장암 치료까지 모두 1등급

에서도 마취통증의학과를 비롯한 여러 과의 협

콜로키아가 마무리됐다.

LINC+사업은 2012년부터 시행한 ‘산학협력 선

되어 연간 20억 원씩 4년간 총 80억 원을 지원

을 획득했다. 이번 대장암 치료 적정성 평가로

조로 합병증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자세한 강연의 내용은 박정순 교수의 최신 저서

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산학

받을 예정이며, RC시스템 혁신을 통한 학부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4년 연속 1등급을 유

한편, 이번 시술을 시행한 호흡기내과 리원연

인 『사회사상과 철학적 깨달음』에서 확인할 수

협력 고도화형’과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두

육 역량 강화를 위해 ▶RC교육시스템 혁신을

지하고 있다.

교수는 중환자 분야의 진료를 주로하고 있으며,

있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원주캠퍼스는 ‘산학협력

통한 RC기반 인성, 기초교양, 전문역량교육 강

신범수 교수는 중재호흡기와 다양한 진단적 기

‘북카페 콜로키아’는 2017-1학기에 3회의 강연

고도화형’에 선정되어 ‘지역연계 산학협력의 세

화 ▶YONSEI人의 핵심가치와 핵심역량 공유

관지경 시술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으로 기획되어 ▲뜨는 원주, 지는 국가(4월 11

공군 제8전투비행지원단,

계적인 모델’을 비전으로 수립하여 사업을 수행

및 확산 ▶사제동행 멘토링 교육 모델(SLI) 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원도내 최초

일, 역사문화학과 이인재 교수), ▲복합평등의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헌혈증

하게 된다.

축 ▶학과중심 전공벽을 허무는 공유전공제를

기관지 내 스텐트 삽입 시술 성공

철학적 기원(5월 16일, 철학과 박정순 교수) 순

5,000장 기증

우리 대학교 원주캠퍼스는 단과대학별로 상아

통한 교육과정 개선 ▶지역사회 연계, 현장/경

탑의 교육현장에서 글로벌 시장까지 필요한 특

험/실무 기반 교양/전공/비교과 교육 강화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지난 4월 13일 기관지

화산업별 단계적 핵심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전략적 선도교과 개발 및 평가환류시스템 체계

협착 환자에 대해 강원도 내 의료기관 최초로

‘Lab-to-Market’플랫폼을 창의적으로 개발·

화를 통한 교과과정 전 분야의 단계적, 지속적

스텐트 삽입 시술에 성공했다.

인문·예술 전공교수의 학술 업적을 축하하고,

주의과대학 의학관에서 열렸다.

구축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단과대학

혁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술받은 환자는 58세 남성으로 사고로

교수-학생 간의 교류를 통한 학문적 만남의 장

이날 행사에는 원주연세의료원 대외협력실장

별 산학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체제와 교

인한 외상에 의해 왼쪽 주기관지가 좁아지는 협

을 조성하기 위한 ‘2017-1학기 제2차 북카페 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제1회

인 배금석 교수와 8전비 항공의무대대장인 김

육과정을 산업친화형으로 개편하고, 각 단과대

착이 발생하여 호흡이 힘든 증상이 계속되고 있

로키아’가 5월 16일 원주캠퍼스  청송관 1층 ‘북

Neuroscience update 2017 in

미정 소령이 참석했다. 이번에 기증받은 헌혈증

카페 토지’에서 개최됐다.

Wonju 개최

5,000장은 8전비 소속 장병들이 5년간 모은

학의 강점과 특성을 살린 산학협력을 추진할 예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대장암 5차

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호흡기센터 리원

정이다.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연, 신범수 교수팀은 이 환자에게 경직성 기관

또한 산학협력의 영역을 지역산업에서 지역사
회로 확장할 계획이다. 원주지역의 특화산업인

4년 연속 대장암 치료 최고등급 받아

의료기기를 스마트헬스케어로 고도화하기 위

원주캠퍼스 인문예술대학, ‘2017-

으로 진행되었으며, ▲공부의 리듬: 기억기술(6

1학기 제2차 북카페 콜로키아’ 개최

월 12일, 영어영문학과 김명복 교수)을 마지막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공군 제8전투비행단(

으로 남겨두고 있다.

이하 8전비)간의 ‘헌혈증 기증식’이 5월 4일 원

것으로, 중환자 250여 명을 살릴 수 있는 양인

지경(rigid bronchoscope)을 이용한 기계적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지난 5월 21일에 원주

약 200만 cc에 달한다.

확장술과 협착 부위의 안정성을 위해 스텐트 삽

의과대학 진리관1층에서 ‘제1회 Neuroscience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기증받은 5,000장의

입을 시행, 이에 성공했다.  과거에는 위와 같은

update 2017 in Wonju’를 개최했다.

헌혈증을 원주지역 저소득계층을 위한 암, 백혈

해 혁신도시 공공기관(심평원 등)과의 연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5월 17일 공개한

경우, 수술이 일차적 치료법이었다. 그러나 수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됨에

병 등 고위험질병 수술 및 치료에 사용할 예정

강화하는 한편, 문화·도시재생·환경·지역농산

‘대장암 5차 적정성 평가’ 결과, 원주세브란스

술 후 합병증의 위험성과 시술 후 일상생활 복

따른 뇌졸중, 신경계 퇴행성 질환의 유병률 증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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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캐나다 메이플 국제대학과

B#의 공연으로 구성됐다. 멤버의 대부분이 우

이었다. 지휘자 이택주 교수는 연주 사이사이

깨달았다고 전하면서 대학공부의 중요성을 강

업무협약 체결, 상호교류 확대

리 대학교 출신이며, 다양한 음악활동을 펼치고

에 작곡가와 곡에 관련한 이야기를 친절하게 설

조했다. 김 대표가 악성댓글이 구조적 문제라는

있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와 보컬로 구성된 그

명하면서 이해를 도왔으며, 이 때문에 학생들이

것을 깨달은 것도 학부 수업을 통해서였다는 것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네트워크

룹이다.

좀 더 공연을 깊이 즐길 수 있었다.

이다.

구축 목표

연기자 출신이자 B#의 리더인 이재석 씨는 공

이날 공연에는 무려 9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

김 대표는 수업에서 배운 원리를 응용하여 ‘라

연에 앞서 후배들과 만나게 된 소회를 나누며

했으며, 공연이 끝난 뒤 RC교육원에서 감사의

이브리’라는 댓글 시스템을 개발했다. 라이브리

재치 있고 세련된 무대 매너를 보여주어 관람

마음을 담아 꽃다발을 전해 공연의 성공적인 마

댓글 시스템은 로그인을 간편화하고 댓글에 작

우리 대학교는 송도에 위치한 CMIS(캐나다 메
이플 국제학교, Canadian Maple Internatioanl

이다. 이를 통해 대학별 학점 상호인정, 강의 수

하는 학생들의 관심과 반응을 성공적으로 이끌

무리를 축하했다. 매 학기 진행되는 음대 오케

성자의 프로필을 게시할 뿐 아니라 댓글이 친구

School)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상호교류를

업방식 등 공동 교육과정 운영, 강의 수업방식

어냈다. 공연을 진행하면서도 곡 소개뿐 아니

스트라 공연이지만 윈드, 스트링, 심포니 등 매

들에게 전송되는 구조적 시스템이어서 댓글 작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등 교수학습법 교류, 공동연구 활성화, 학술회

라 본인들의 대학 시절을 후배 청중들과 나누면

번 차별화된 공연을 마련하는 음대 덕분에 RC

성자의 책임감과 자기인지 효과를 증진시키기

이번 업무협약은 축구장, 야구장, 다목적체육관

의 공동 개최 등의 협력이 이뤄진다.

서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종일관 웃음이 끊이지

학생들의 클래식 감성도 한층 깊어지고 있다.

때문에, 이 시스템을 도입한 웹사이트의 스팸

등 국제캠퍼스의 시설 이용과 CMIS 학생을 대

인천지역 4년제 5개 대학의 협업을 통해 교육·

않는 공연을 만들었다. 공연은 앙코르를 포함해

상으로 우리 대학교 교수진의 멘토링 제공, 우

연구·특성화·인프라 분야의 공동 활용 및 인천

총 10곡을 선보였는데, 유명한 가수들의 익숙

리 대학교 교수진 자녀가 CMIS에 입학할 시 수

지역 고등교육 시너지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

한 곡을 아카펠라로 멋지게 편곡해 소화했을 뿐

지난 3월 8일 RC 공연의 첫 문을 열었던 동아

업료 할인 등 각 기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로 기대된다.

만 아니라 싱어송라이터답게 자신들이 직접 만

리 연합회의 공연을 시작으로 아카펠라 그룹

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 기관의

든 곡을 소개해 주기도 했다. 특히 세월호 사건

B#에 이어 드디어 음악대학의 연세 심포니 오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 더불어 본인들의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힘이

케스트라가 2017년 1학기 RC공연의 대미를 장

음악대학 ‘연세 심포니 오케스트라’
완성도 높은 연주로 RC 공연의 대미 장식

댓글 비율을 10분의 1로 감소시키는 쾌거로까
지 이어졌다. 이어 김 대표는 창업을 위해서 ‘사

RC교육원, 제2회 창의 특강 개최

회적 문제를 혁신적인 방안으로 지속 가능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회에 꼭 필요한

김미균 대표의 “시지온 창업 스토리”

것, 즉 ‘비타민이 아닌 백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삶의 질이 높아지면 더 좋은 발상

국제캠퍼스 이경태 부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아카펠라 그룹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른 노래 ‘걱정말아요

식했다.

RC교육원에서는 신입생들의 창의활동을 지원

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윤을 많이 창출하는 것

양 기관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B#의 RC공연

그대’는 많은 학생들의 공감을 얻었다.

매학기 마지막 RC공연을 아름답게 빛내주는

하기 위해 RC 창의플랫폼 프로그램을 운영하

역시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선후배이기 때문에 공연자도 관객인 학생들도

음악대학 오케스트라는 수준 높은 연주와 완성

고 있는데, 이번 학기부터는 넥슨과 함께 손잡

시작은 언제나 막막하지만 끈기와 집중, 그리고

다른 공연과는 차별된 끈끈함을 느낄 수 있었

도 높은 공연을 RC 학생들에게 선보여 왔다. 이

고 연세-넥슨  RC 창의플랫폼으로 진행하면서

대범함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계속해서 갱신해

다. 우리 대학교 선배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

번 학기에는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인 이택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학생들의

나간 것이 큰 자양분이 됐다고 밝힌 김 대표는

각 분야의 연사를 초청해 강연을 듣는 RC 특강

약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 RC 학생들이

주 지휘자의 지도 아래 우리 대학교에 재학 중

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창의특강도 마련하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만나는 사람마

과 더불어 문화 예술의 장을 제공하는 다양한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이며 서울시 유스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

고 있으며, 지난 1회의 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

다 성심성의껏 대하길 바란다.”는 진심어린 조

인천지역 대학과 고등교육 발전 위한

분야의 RC 공연이 매학기 진행된다. 이번 학기

해본다.

고 있는 호른 연주자 유해리 씨와의 협연을 보

대표이사에 이어 이번에는 시지온(Cizion)의

언으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업무협약 체결

에는 남성 보컬 4인조로 구성된 아카펠라 그룹

여줬다.

김미균 대표가 강단에 올랐다.

총 74명의 연주자로 구성된 연세 심포니 오케

우리 대학교 신문방송학(현 언론홍보영상학)과

상호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의 연구 및 교육

스트라는 프란츠 리스트의 교향시 ‘전주곡(Les

경영학을 전공한 김 대표는 사이버테러나 악성

증진을 위한 협력 예정

Preludes)’으로 공연의 서막을 열었다. 이후 러

댓글들로 인한 유명 연예인 혹은 일반인들의 피

시아의 작곡가인 글리에르의 호른 협주곡을 유

해 사건들을 접하고 이러한 온라인 커뮤니케이

우리 대학교가 가천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해리 연주자와 함께하며 학생들에게 클래식의

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창업에 나섰으며, 학부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등 4개 대학과 인천지

매력을 일깨워 줬다.

생활 도중 휴학을 하고 동기와 함께 사업을 시

역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 시간 반 정도의 공연은 인터미션 없이 이어

작했다고 한다. 김 대표는 대학시절을 회상하며

본 협약을 통해 우리 대학을 비롯한 협약대학교

졌다. 한 곡당 20분이 넘는 정통 클래식 공연

학교를 다닐 때는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접근들

는 각자 보유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사회

이었지만 연주자와 지휘자의 열정적인 공연에

에 회의를 느꼈는데 후에 실전에서 이론을 응

의 연구 및 교육 증진을 위해 공동 협력할 예정

RC 학생들 또한 곡을 집중해서 감상하는 모습

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탄탄해야 한다는 것을

며, “특히 외국인 학생 및 교수들의 만족도 증대
를 통해 인천지역사회의 국제적인 역량이 강화

다양한 선곡으로 관객들과 공감대 형성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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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김성수 교수
2017 한국연구재단 우수
학자지원사업에 선정

김성수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2017년 한국연구재단 우수학자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연구
재단 우수학자지원사업은 인문사회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할만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지닌 우
수학자 지원 및 우수연구성과의 사회적 확산을 도모하고 우수학자가 저술을 통해 그동안의 연구업
적을 집대성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지원한다. 김 교수는 ‘신사조 행정법 - 행정법의 패

송인한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송인한 교수(사회복지대학원)가 지난 4월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송
교수는 자살예방 관련 연구와 다양한 활동으로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
아 표창을 수상했다.

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연구주제로 5년간 1.5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류왕식 교수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신임 소장 취임

류왕식 교수(생화학)가 지난 5월 1일 한국파스퇴르연구소 3대 소장으로 선임됐다. 현재 한국파스퇴
르연구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경기도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간염, 결핵, 인플루엔자, 항생제내
성 등 감염병과 간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류 교수는 그동안 한국파스퇴르연구소와 B형 간염 등 바이러스 분야 연구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맺

신동천 교수
Environmental Health
Hero Award 수상

의대 신동천 교수(예방의학)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개최된 CleanMed
콘퍼런스에서 ‘Environmental Health Hero Award’를 받았다.
신동천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환경보건 10개년 계획을 주도했고, 세계의사회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이끌어 왔으며, 친환경병원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헌신을 인정받아 미국 외 국가에서는 최초로 상을

어왔다.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이사회 오우택 이사장은 “바이러스 전문가를 신임 소장으로 모신 만큼,

받았다.

바이러스 감염 분야 연구에 큰 진척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매년 미국과 유럽에서 개최되는 CleanMed 콘퍼런스에서는 친환경 화학물질과 소재를 개발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감축 기술을 전파해 모든 보건의료 기관이 공통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반용선 교수
한국미생물학회
‘메디톡스 학술상’ 수상

제학술대회에서 미생물분야 선도과학자로 메디톡스 학술상을 수상했다. 한국미생물학회는 1959년
에 창립한 기초과학 분야 학술단체로, 미생물학자와 산업계 인사 등 2천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백융기 교수

백융기 교수(융합오믹스 의생명과학과, 연세프로테옴연구원장)가 국내 생명과학의 발전에 기여한

생화학분자생물학회
디아이(DI) 학술상 수상

백체학 기술을 활용해 노화를 조절하는 페로몬(다우몬)을 세계 최초로 발견하여 2005년 연구 결과
를 Nature에 게재했다. 나아가 이를 시약으로 상용화하고 생합성조절기전과 센싱 신경전달 회로를
단백질의 규명과 지도 플랫폼을 고안해 2012년 Nature Biotechnology에 논문을 게재하고, 우리

WTERT-ASIA 부회장
선출

임홍철 교수

임홍철 교수(건축공학과)가 2017년 5월부터 한국은행 별관 신축 및 본관 리모델링 공사를 자문하는
‘한국은행 건축 총괄고문’직을 맡게 되었다. 앞으로 3년간 진행될 이번 공사는 소공동 소재 한국은행

한국은행 건축
총괄고문으로 선출

임 교수는 지난 4월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의 수행 성과로 대한건축학회 기술상을 수상했다.

정희모 교수

정희모 교수(교육대학원장)가 전국교육대학원장협의회 회장의 자격으로 지난 5월 4일 국회(제1세

부지 내에 오래된 건물을 대체하고, 대규모 통합 건축물을 지상과 지하에 신축하는 사업이다. 한편,

만 55세 이상의 생화학분자생물학회 회원에게 수여하는 ‘디아이 학술상’을 수상했다. 백 교수는 단

규명 페로몬생화학 분야를 개척한 바 있다. 또한 사람의 2만여 개 단백질 중 3,000여 개의 미확인

서용칠 교수

하고 있다.

반용선 교수(생명과학부)가 지난 4월 26~28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한국미생물학회(MSK) 국

교원양성 정책 토론회
주관

미나실)에서 ‘교원양성 정책 토론회’를 주관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국회 도종환 의원, 유성엽
의원의 도움을 받았으며, 전국의 교육대학원장·사범대학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및 관
계자, 문재인 캠프와 안철수 캠프의 교육정책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교원양성정책에 관한

대학교가 총괄 본부인 25개국 컨소시엄을 창설했다. 1999년 ‘연세프로테옴연구원’을 설립해 아시아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새로 설립될 정부에 교원양성정책에 관한 전국교육대학

최초의 국제사업본부로 키웠으며 HUPO와 AOHUPO, KHUPO회장직을 역임하면서  대사조절연구

원장의 입장과 견해를 전달하고, 제4차 산업혁명기에 보다 바람직한 교원양성정책을 검토해 보고자

에 기여해왔다.

기획됐다.

서용칠 교수(원주캠퍼스 보건과학대학 환경공학부)가 지난 4월 26일∼28일 진행된 WTERT(국제
폐자원에너지화 연구 및 기술위원회)-ASIA 창립회의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17년 4월
부터 2019년 3월까지 2년이다.
WTERT는 미국 뉴욕의 콜롬비아대학에 본부를 두고 전 세계 국가 및 지역에 지부를 두어 폐자원에
너지화 및 지속가능 기술에 관한 국제협력과 정보교환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WTERTASIA 창립회의에서 아시아 지역의 협력을 위해 중국의 Everbright International(光大國際)사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부를 창립했다.
서 교수는 2010년부터 WTERT 한국지부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2014년 제8차 ICIPEC 학술대회에
서 대한민국이 수상한 WTERT 2014 Award를 대한민국 대표로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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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안내

공연소식

중세의 여성 독자
지은이: 데니스 하워드 그린   옮긴이: 이혜민   출판: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이 책은 6세기부터 16세기 초까지 유럽의 여성 독자와 독서 관행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저자 데니스 하워드 그린은 중
세 독서 문화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대부분의 중세 여성, 더 나아가 대부분의 평신도를 문맹자로 간주했던 전통적인
관념에 정면으로 비판을 가한다. 저자는 이와 같은 고정관념이 문자능력을 독점함으로써 권위를 유지하고자 했던 중
세의 성직자에게서 기인하며, 정전(canon) 개념을 만들어내면서 다수의 중세 종교 문학을 배제한 근대의 문학 개념
에 의해 강화되었고, 더 나아가 20세기 학계에서도 끊임없이 재생산되었다고 지적한다.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라틴어

금호아트홀 연세 공연안내

6/9

6/10

(금) 20:00

가온앙상블 정기연주회
Soprano. 나경혜, 박현진
출연자
Mezzo Soparno. 정은서 
Tenor. 국윤종 Baritone. 조상현 
Bass. 박문규 Piano. 석혜은
주최 영음예술기획

(월) 20:00

2018학년도 입학전형 안내
를 위한 고교생 학부모 초청
간담회

Economic Belgian
Mission Gala

주최 연세대학교 입학처

를 읽고 쓰는 성직자만을 문자능력자로 간주했다. 하지만 저자는 독서의 개념과 대상, 도구(언어)를 확대해서 일반적
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중세 시대에 여성 독자들이 더 많이 존재했다고 주장한다.

도시의 이방인

랩에서 그래피티까지

지은이: 알랭 밀롱   옮긴이: 김미성   출판: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도시라는 공간에서 사람들은 스스로의 익명성을 절감하며, 이러한 상황은 ‘이방인’인 경우는 더욱 두드러진다. 저자
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방인을 “이곳 출신이 아닌 사람”이 아니라 “한 장소로 한정되는 것을 거부한 채 끊
임없는 통과 혹은 끊임없는 움직임의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는 까닭에 영원한 방랑, 그리고 낯섦이라는 감정

6/25

6/25

출연자 Violin. 송수현, 장새봄
Viola. 손혜민
Oboe. 송애리
주최 뮤직클레프

Soprano. 김주미
출연자
Piano. Alexander Kato–Willis
주최 뮤직클레프

(일) 15:00

4인4색 콘서트

6/12

(토)

6/21
(수)

한국전자파학회 학술대회
주최 한국전자파학회

출연자 Violin. Hyeonjin Jane Cho
Viola. Tanguy Parisot
Cello. Jeong Hyoun Lee
Piano. Jonathan Fournel
주최 주한벨기에대사관
*초대손님만 입장가능

6/27

(일) 19:30

(화) 20:00

김주미 Alexander Kato –
Willis 듀오 리사이틀

정자영 피아노 독주회
출연자 Piano. 정자영
주최 이든예술기획

을 구체화하는 존재인 이방인은 도시의 본질이 된다. 이처럼 이방인은 우리를 매혹하는 동시에 두렵게 하며, 도시라
는 공동체의 관계와 균형을 재구성하도록 요구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현재 파리 10대학 철학교수인 저자는 유동성,
교환, 사회적인 상호작용, 낯섦의 공간인 도시, 그리고 이방인이 도시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철학적인 분석을 기본
으로 심리학적, 사회학적, 정치학적인 해석을 결합한다.

한자론

불가피한 타자

지은이: 고야스 노부쿠니   옮긴이: 이한정   출판: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백주년콘서트홀 공연안내

6/7

6/9

6/13

출연자 영화 <박열> 감독 및 배우
주최 로드쇼

출연자 Yonsei Concert Choir
주최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회음악과

(수) 19:30

영화 <박열> 쇼케이스,
‘박열, 청춘을 말하다’

(금) 19:30

연세 콘서트 콰이어
합창 연주

6/17

(화) 19:30

(토) 17:00

38회 정기공연
(사랑의 콘서트)

언더우드찬양선교단 제10회
정기연주회

출연자 Holy Cross 선교합창단
주최 Holy Cross 선교합창단

출연자 언더우드찬양선교단
주최 세브란스의료원 사회사업팀

이 책은 고야스 노부쿠니子安宣邦의 『한자론-불가피한 타자漢字論-不可避の他者』를 번역한 것이다. 일본어
와 한자의 관계를 통해 일본문화의 ‘내부’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에서 한자를 어떻게 타자로 규정했는가를 밝히고 있
다. 그렇지만 과연 일본인들이 다른 나라, 즉 중국의 글자라고 치부한 한자가 일본어와는 별개의 언어일까. 한자를
배제하고 일본어가 성립할 수 있을까.
고야스 노부쿠니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 『고사기』가 한자로 표기된 문헌이라는 점과 일본인의 한문 읽기
방식 문제, 나아가 근대 일본의 국어학자의 담론과 윤리사상 등을 종횡무진으로 넘나들면서 일본문화론이 형성되
는 기저에 대해 비판적 시선을 던지고 있다. 일본어라는 언어에 불가피한 존재였던 ‘한자’에 일본어의 타자라는 딱
지가 붙여졌다. ‘순수한 국어’를 표방하기 위해 일본어와 한자를 분리시킨 것이다. 『한자론-불가피한 타자』는 국어
학, 일본어학의 문제를 다루면서 동시에 18세기 일본에서 국학사상이 어떻게 한자에 타자의 성격을 부여하면서 일
본의 ‘내부’를 만들어갔는지를 파고들고 있다. 일본문화의 폐쇄성의 일면을 드러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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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당 공연안내

6/1

6/8

주최 대한민국ROTC중앙회

출연자 서
 울 및 수도권 고등학교
합창단
주최 전국고등학교 합창연합회

(목) 10:00

제56주년 ROTC의 날

(목) 19:00

제38회 청소년합창제

6/24 6/27
(토) 시간미정

(화) 09:00

청소년 권장공연 단체
관람 - 비보이를 사랑
한 발레리나

국제하계대학
오리엔테이션

주최 서대문구청

출연자 YBS
주최 연세대학교 국제처
국제교육센터

6/30
(금) 15:00, 19:00

청년수당
오리엔테이션

출연자 YBS
주최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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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SNS에서는

지금

SNS
에서는

5

May

중간고사가 치러졌던 4월 이후 가장 신나는 5월이 됐다. 장장 10일 간의 연휴로 많은 학생들의 얼굴에
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고, 드디어 축제가 우리 곁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이번 축제는 20일 아카라카를
시작으로 5월 26일 막을 내렸다. 청춘을 들여다 볼 수 있었던 축제의 달 5월, 이달의 키워드는 ‘아카라
카의 열기’, ‘양세찬의 텐2 촬영 현장’, ‘연세의 밤’이다.

연세대학교 공식 페이스북을
Follow 하고 나의 휴대폰에서
연세의 소식을 받아보세요
홍보팀에서는 연세대학교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하나,

아카라카의 열기

둘,

양세찬의 텐2 촬영
현장

의 ‘좋아요’를 받았다. 촬영은 부를샘에서 진행됐
다. 한편, 방송에 따르면 우리 대학교에서 가장 맛
있는 학식으로는 부를샘의 ‘보쌈정식’과 고를샘의
‘풍기리소또’가 선정됐다.

통합마케팅커뮤니케이션의 일환으로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공식 SNS로 운영되고 있는 채널은 페이스북과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그램입니다.
연세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교수·직원·학생·동문들을 서로 연결하고,
이를 통해 연세대의 대외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협조 요청 드립니다.

#연세대_인기_최고_학식
#갑시다_학식먹으러

교내 각 기관 및 단체, 연세 구성원 개인 등이 연세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소식을
받을 수 있도록 페이스북 아이디를 활용하여 ‘페이지 팔로우’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맛있는 학식으로 선정된 연세대학교의
학식을 소개하기 위해 JTBC2의 방송 프로그
램인 생활밀착 랭킹쇼 <양세찬의 텐 2>가 우
리 대학교를 찾았다. 그 관심을 반영하듯 촬
영 현장 스케치를 담은 게시물이 약 260명

셋,

연세의 밤
#아카라카

#우리의_밤은_당신의_낮보다_아름답다

#아라칭아라쵸아라칭칭쵸쵸쵸

날이 따뜻해지면서 밤에도 캠퍼스를 거니는
5월 20일 노천극장에서 ‘아카라카를 온누리에’가

사람들이 많아졌다. 백양로 재창조 사업 이

진행됐다. 이번 아카라카에는 응원단의 응원 뿐만

후 산책로와 벤치가 많아져 밤에 산책하기가

또한 직원, 학생, 동문들 중

아니라 다양한 가수들과 공연 동아리팀 등이 무대

한층 더 좋아지기도 했다. 이런 모습을 반영

인플루언서(Influencer, 소셜네트워크상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에 게스트로 올라 큰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런 아

하듯 우리대학교 밤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주위의 인플루언서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라카의 분위기를 담은 사진들이 약 1,200명의

500명 가까운 사람들의 ‘좋아요’를 받았다.

‘좋아요’를 받았다. 사진 속의 많은 학생들은 푸른

사진 속에는 해가진 채로 조명을 받는 독수리

빛의 옷을 입은 채로 환하게 웃고 있다.

동상과 백양로, 백양로 콤플렉스, 언더우드관

인플루언서 추천

연세대학교 홍보팀 ysmedia@yonsei.ac.kr
02-2123-2076 남수연

등의 모습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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