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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주 시인 육필 원고

2017년 8월 학위수여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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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 최초로 예일대 학부 이끄는
마빈 천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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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 교수 연구팀, 화학 분야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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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고향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짖는다

어둠을 짖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

연세 PEOPLE

www.facebook.com/ysuniversity
blog.naver.com/yonseiblog
www.youtube.com/user/ysuniversity
https://www.instagram.com/yonsei_official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시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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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의 끝자락인 지난 8월 25일 금요일

김 총장은 “여러분의 졸업장은 단순히

“수고했다며 등을 토닥이는

오전 11시, 2017년 8월 학위수여식이 대

대학을 나왔다는 증명서를 의미하는 게

강당에서 열렸다. 무더운 날씨에도 캠퍼

아니라 인류역사상 가장 불확실한 시

가족들과 함께한 대학시절과의

스는 졸업식이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졸

대로 진입하라는 여행허가서를 의미한

업생들과 기쁨을 나누려는 가족, 친구들

다.”면서 “연세가 발행한 여행허가서가

모습이 가슴을 뭉클하게

로 가득했다. 수고했다며 등을 토닥이는

있으면 극복하지 못할 난관이 없다는 자

만들기도 했다.”

가족들과 함께한 대학시절과의 이별을

신감을 갖고 미지의 세계로 출발하라.”

아쉬워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가슴을 뭉

며 졸업생들의 앞날을 축하했다.

이별을 아쉬워하는 친구들의

클하게 만들기도 했다. 처음 써보는 학
사모와 졸업가운이 어색한 듯 웃는 졸업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1,213명, 석

생들의 얼굴엔 설렘과 시원섭섭한 감정

사 1,421명, 박사 366명, 연구과정 4명 등

이 섞여있는 듯했다.

총 3,004명이 졸업장을 안았다. 학사 졸
업을 맞은 김은샘(사회학 13) 씨는 “많은
대학생들이 취업 문제로 졸업식에 참석

연세라는 이름의 여행허가서

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북적한 백양로
를 보니 반갑다.”며 “수많은 계절을 함께

오전 11시 대강당에서 본식이 거행됐다.

한 교정을 떠나지만 동문으로서 항상 연

한인철 교목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를 생각하고 자랑스러운 동문이 되겠

학위수여식은 학위 및 명예졸업증서 수

다.”는 감회를 밝혔다. 김민호(경제학 11)

여를 거친 후 법인이사 박종화 목사의

씨도 “떠날 때가 되니 더 애교심이 생긴

축도로 마무리 됐다. 이날 김용학 총장

다.”는 졸업 소감을 전했다.

은 졸업식사를 통해 많은 졸업생들에게
따뜻한 졸업축하를 전했다.

2017년 8월
학위 수여식 개최
학사 1,213명, 석사 1,421명, 박사 366명, 연구과정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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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과 꽃다발로 더욱 화려했던 캠퍼스 정경

6

꽃을 사고파는 분주한 사람들의 행렬도

직접 그린 캐리커처 엽서로

의 인기가 높다.”고 판매 이유를 설명

학위수여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풍경이

특별한 추억을

했다. 이 축하 세트를 구매한 오모 씨

매번 학위수여식 때마다 백양로를 비롯한 다양한 캠퍼스 거

다.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전화로 꽃다발

는 “앞으로도 연세를 기억했으면 하는

리에는 각양각색 현수막이 걸린다. 주로 졸업하는 친구들을

을 미리 주문하는 경우도 많아, 정문 앞

이밖에도 이번 졸업생들 사이에서 입

바람에 선물을 준비했다.”며 “귀여운 엽

위한 축하 현수막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동아리 후배들이 선

은 꽃배달 오토바이와 사람들로 북적였

소문을 탄 특별한 축하 선물도 있었다.

서와 티셔츠를 보면서 친구가 항상 우

배들을 위해 제작하는 경우도 많다.

다. 그러나 상인들이 길을 막고 판매하

UIC 테크노아트 학부 정보 인터렉션 디

리의 사랑과 응원을 느끼길 바란다.”고

는 모습이나 지나친 호객 행위는 아쉬움

자인학과(IID)의 동기인 강현지 씨와 홍

말했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동아리연합회에서 준비한 동아리 소속

을 남기기도 했다. 친구의 졸업을 축하

성연 씨가 만든 졸업 축하 세트로 이들

졸업생들의 이름을 담은 현수막을 비롯해 먼저 사회에 나간

하기 위해 학교를 찾은 송효경(식품영

이 자체 제작한 엽서, 티셔츠 등은 지난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 남긴 현수막도 찾아볼 수 있었다.

양학 15) 씨와 한태웅(지구시스템학 14)

대동제 때도 큰 인기를 끌었다.

차지현(정경대 경제학 14) 씨는 “연세춘추에서 선배들이 후

씨는 “학위수여식 전날부터 정문 앞에

배 졸업생들을 위해 세심하게 현수막을 준비해줬다.”며 “선

자리를 잡는 상인들을 많이 봤다.”며 “뒷

강 씨는 “기존에 꽃이나 현수막 등

배들이 해주는 게 특이한 사례이다 보니 더 특별하고 좋았

정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의 선물도 좋지만, 더 실용적이고 하

다.”는 소감을 밝혔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는 의견을

나뿐인 특별한 선물을 만들고 싶었

밝혔다.

다.”며 “특히 직접 그린 캐리커처 엽서

(취재 : 김회진·오지혜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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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영예로운 학위를 받고 정든 연세의 뜰을 떠나는 졸업생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

다양한 조력자를 만나 마음을 열고 더불어 노력하지 않으면서 이룰 수 있는 일은 거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연세의 품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성과 희생으로 뒷받

의 없습니다. 다름을 이해하고 내 생각과 다른 관점을 받아들여 함께 세상을 바꾸는

침하신 학부모님과 가족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졸업생들의

삶의 스토리를 풍부하게 만들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앞길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존경하는 허동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

산업사회가 필요로 한 인재가 똑똑한 인재였다면,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쓰신 교수님들께도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졸업생 여러분, 스승과 스승의 가르침

남들과 공감할 줄 아는 따뜻한 인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을 마음속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나누며 배려하며 돕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사회를 이끌어 가고 변화시킬 수 있
는 인재입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수년 전 추운 겨울 새벽시간 병원의 응급수술실 앞 복도에서 기다림에 지친 환자 가
오늘 여러분은 졸업과 함께 졸업증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졸업장은 단순히 대

족들이 의자에서 쪽 잠을 자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직의사가 지나가다

학을 나왔다는 ‘증’명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인류역사상 가장 불확실한 시대

가 이곳은 잠자는 곳이 아니라며 이들을 깨웁니다. 며칠 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는

(Age of Hyper-uncertainty)로 진입하라는 여행허가서를 의미합니다. 연세가 발행

데, 이번에 나타난 당직의사는 이들 앞에서 서성이다 사라집니다. 잠시 후 어디선가

한 여행허가서가 있으면 극복하지 못할 난관이 없다는 자신감을 갖고 미지의 세계

담요를 구해 와서 웅크리고 잠든 가족에게 덮어 주고 돌아갑니다. 공감이란 거창한

로 출발하십시오.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공감능력입니다. 여러분은 두 번째 나타난 당직의사와
같이 남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20세기의 인터넷이 인간과 인간을 연결했다면, 21세기의 인터넷은 사물인터넷(IoT)
을 통해서 인간과 자연, 그리고 자연과 자연을 조밀하게 연결시킬 것입니다. 사람의

존중하는 졸업생 여러분,

생각과 행동이 클라우드에서 만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되는 초연결사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도 가본 적 없던 미지의 세계가 미래보다 더 빨리 우리 앞에 다가

저는 따뜻한 인재의 양성이라는 가치가 연세의 과거에 가장 잘 드러나 있다고 믿습

“베푸는 정신,

와 있는 것입니다.

니다. 지난 해 10월, 연세를 세우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서거 100주년 기념 추도행

배워서 남 주는 것이 바로

사에 여러 나라에서 오신 스물여덟 분의 언더우드 가족이 참여했습니다. 이 행사에

연세의 정신입니다.

미지의 세계, 불확실성의 바다로 항해할 우리 졸업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는 개

서 언더우드 3세인 원득한 선생은 고종황제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께 하사한 보검

방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람하는 정보에 지쳐서 누에고치처럼 자신만의

을 연세에 기증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생 검을 보관하는 수고를 덜게 되어

남과 더불어 공감하며

정보고치(information cocoon)를 만들어 그 안에 스스로를 가둔 채 살아갑니다. 자

이제야 내 마음이 편하다.” 한 번도 보검을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해 본적이 없다는

살아가는 연세인의 정체성을

신과 다른 의견을 만나면 곧 바로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립니다. 사회에 나가자마자

이 말 한 마디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연세에 심어준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란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베푸는 정신, 배워서 남 주는 것이 바로 연세의 정신입니다. 남과 더불어 공감하며

평생 간직하길 바랍니다.”

살아가는 연세인의 정체성을 평생 간직하길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졸업생 여러분,

“연세가 발행한 여행허가서가 있으면

학교를 떠나더라도, 여러분의 뒤에는 여러분을 성장시킨 연세가 있다는 사실을 잊

극복하지 못할 난관이 없다는 자신감을 갖고

지 마십시오.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배려와 공감 능력을 계속 키워나가시기 바랍니

미지의 세계로 출발하십시오.”

다. 졸업생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보살핌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졸업을 다
시 한 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총장 김 용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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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식 화제의 인물들
故 주기철 목사에 명예졸업장 수여

“어려움과 한계를 딛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시각 장애 딛고 최우등 졸업

노력하는 이들의 스토리는

토종 박사 영국 명문대 교수로 임용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깊은 감동을 남겼다.”

故 주기철 목사

김진영 동문

김동휴 동문

출처: 한국중앙연구회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수많은 이들이 가

뒤 고향인 경남 창원에서 애국운동을

김진영 동문 … 장애학생 최초 최우등

김진영 동문은 “스스로도 열심히 노력

험이 없이도 영국 명문대학교의 교수

업 환경 및 국가 정책 등 연결고리를 찾

슴에 졸업장을 안았지만 이 가운데 특

벌였다. 이후 목회자의 꿈을 품고 평양

졸업

했지만 늘 곁에서 도와준 도우미 학생

로 임용된 졸업생이 있다. 국제학대학

아가며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히 우리의 마음을 울린 특별한 졸업생

신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부산 초

친구들과 장애지원센터 교직원 선생님

원에서 국제학박사를 받은 김동휴 동

들이 있다. 어려움과 한계를 딛고 자신

량교회, 마산 문창교회, 평양 산정현교

우리 대학은 전체 졸업생 중 학업 성적

들, 교수님들, 나아가 부모님의 사랑과

문은 9월 1일자로 영국 글라스고 대학

“저는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국

의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이들의 스토

회 등을 거치며 목사로 활약했다.

이 3.75/4.00, 4.00/4.30 이상으로 대학별

격려가 있었기에 좋은 성적으로 졸업할

(University of Glasgow)에서 교수로서

내에서 영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상위 1% 이내인 졸업생들을 최우등졸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도 우리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다.

확신이 있었고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거

1938년 신사 참배 강요를 거부하다 투옥

업생으로 선발해 격려하고 있다. 이번

대학교가 더 많은 장애 학생들이 어려움

과 석방을 반복하면서 일제의 고문으로

학위수여식에서는 총 12명의 학생이 최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

글라스고 대학 내 아담 스미스 비즈니

을 키우려 노력했어요. 또 이희진 교수

인해 1944년 4월 21일 순교했다. 그간 우

우등졸업의 영예를 안았는데 특히 신체

기를 기대한다.”고 졸업 소감을 전했다.

스 스쿨(Adam Smith Business School)

님께 지도를 받았는데 이처럼 자신의

신사참배 거부하다 순교한 故 주기철

리 대학 입학 사실이 많이 알려지지 않

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초과학기 없이

에서 국제 경영을 가르치게 될 김 동문

가능성을 알아봐주고 이끌어주는 스승

목사에 명예졸업증서 수여

았으나 주 목사는 1963년 건국훈장 독

높은 성적을 취득한 김진영 동문(사회

향후 우리 대학 로스쿨에 진학해 인권

은 한 번도 외국에서 교육을 받은 적 없

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립장이 추서된 대표적 애국지사이자 자

학 13)은 누구보다 뜨거운 박수갈채를

법을 공부하고 싶다는 김 동문은 “장애

는 이른 바 ‘순수 토종학자’다. 우리 대

랑스러운 연세인 중 하나다.

받았다.

학생들과 소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학 국제학대학원에서 석·박사를 이수

한편, 김 동문은 유학을 고민하는 후배

있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

했지만 학부에서는 전자공학을 공부한

들에게 “유학을 가는 것 자체보다 자신

히기도 했다.

융복합 인재이기도 하다.

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리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깊은
감동을 남겼다.

우리 대학교는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와 온갖 고문 속

나 영어 토론에 참여하면서 영어 실력

에서도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은 고

우리 대학교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민족

시각장애 1급의 김진영 동문은 지난해 11

(故) 주기철 목사(1897~1944)에게 명예

의 경제적 자립에 헌신한 고인의 애국

월 4.3만점으로 2016학년도 1학기 최우등

졸업증서를 수여했다. 그의 입학 101년

정신을 기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명예

생으로 선정돼 한 차례 화제를 낳은 바

만이다.

졸업증서를 수여하기로 했으며, 학위수

있다. 이후에도 끊임없는 노력과 놀라운

여식에서는 주 목사의 손자인 주원 흥

성과를 보여주며 최우등졸업생으로 선

고 주기철 목사는 1916년 4월 연희전문

국증권 대표가 유족을 대표해 명예 졸

발된 것이다. 이날 우리 대학은 김진영

학교 상과에 입학했다. 그러나 얼마 되

업장을 받았다.

동문을 위해 그의 졸업장과 최우등 상장

해외 대학 교수가 되려면 유학은 필수

일지 고민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기술

및 식순지를 특별히 점자로 제작했다.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지만 해외 경

의 발달과 사람들과의 관계, 나아가 기

지 않아 심한 안질(眼疾)로 인해 중퇴한
10

면서 “주어진 환경에서 자기 확신을 가
김 동문은 “본래 기술적인 것들에 관심

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분명 우위를 가

해외 경험 전무한 토종 박사 … 영국

이 많았지만 보다 시야를 넓히기 위해

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글라스고 대학 교수 임용돼

국제관계학 등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
두 가지가 접목될 수 있는 분야가 무엇

11

다가온 정기연고전,
‘화합’으로 승리하리라

“우리 대학은 연고전의
성공적 개최와 구성원들의

오는 9월 22일, 23일 잠실야구장 등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책임운영제 도입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할 것

다방면으로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책임운영제 도입으로 동문 서비스 개선

을 수령할 수 있다.

으로 기대된다. 그런 만큼 우리 대학은

더불어 행사 당일 체계적인 동문 서비스

이밖에도 회의에서는 원주 캠퍼스 학생

10:00 개회식 / 잠실야구장

연고전의 성공적 개최와 구성원들의 참

를 제공하기 위해 책임운영제를 도입한

들의 편의를 위해 전세버스 등의 교통

1 1:00 야구 / 잠실야구장

여를 독려하기 위해 사전 준비 TFT를

다. 그동안 연고전에서는 동문들의 자리

수단을 배치하고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

첫째 날인 22일에는 잠실야구장에서 개

15:00 농구 / 잠실실내체육관

구성하고 다방면으로 대회 준비에 만전

배정 및 도시락 배부 문제 등이 매년 제

됐다.

막식과 야구 경기가 진행된다. 이어서

17:00 빙구 / 목동아이스링크

을 기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6월

기되어 왔다. 이번 연고전에서는 각 기

19일 김영석 행정·대외부총장 주재로

관별 책임운영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보

우리 대학은 향후 추가 회의를 통해 사

연고전 관련 기관 소속 30여 명의 담당

다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

전 준비 TFT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보다

‘2017 정기 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 친선

우승하고 농구와 빙구에서 비기면서 1

경기대회’(이하 연고전)가 한 발 앞으로

승 2무 2패를 기록한 바 있다. 이로써 역

다가왔다. 올해 연고전은 오는 9월 22일

대 전적은 18승 10무 18패로 오는 정기 연

(금), 23일(토) 이틀간 잠실야구장 등에

고전의 승패에 보다 귀추가 주목된다.

서 개최될 예정이다.

역대 전적 18승 10무 18패 …

잠실실내체육관에서 농구 경기가, 목동

승패에 귀추 주목

아이스링크에서 빙구 경기가 열린다. 23

지난해 연고전은 우리 대학이 럭비에서

정기 연고전 일정

9.22(금)

9.23(토)

양교 모두 승리를 향한 갈증으로 올해
연고전에서 특히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

일에는 목동주경기장에서 럭비 경기와

1 1:00 럭비 / 목동주경기장

자들이 한데 모여 학생 및 동문의 참여

다. 책임운영제에 따라 각 담당기관이

구체화하고, 연고전이 연세 구성원들이

축구 경기가 연이어 개최된다.

13:30 축구 / 목동주경기장

율을 높이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정해진 구역 별로 좌석 안내에서부터 기

모두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했다.

념품 및 도시락 배부, 기타 불편사항 해

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결 등을 수행하게 된다.
입장 시스템 개편 …
학생증만으로 농구 일부 입장 허용
먼저 올해 연고전에서는 학생들의 참여
율을 높이기 위해 입장시스템이 개편될
예정이다. 농구장에 한하여 티켓 배부는
단과대별 인원수를 고려하여 배분하며

12

구성원별 담당기관 안내
구분
대표단(VIP)
교무위원
동문
학생
교직원

담당기관
미래전략팀
총무처
총동문회, 여자총동문회
학생복지처
총무처

입장시간을 조절하여 티켓 소지자는 선

잠실야구장과 목동주경기장은 티켓 없

착순으로 우선 입장하되, 일정시간이 되

이 입장 가능하나 그밖의 경기 관람을

면 티켓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증

원하는 동문은 총동문회 등에 직접 문의

소지만으로도 입장이 가능하도록 할 예

해 티켓을 신청할 수 있다. 연고전 당일

정이다. 단, 빙구장의 경우 안전을 고려

에는 경기장마다 설치된 동문회 부스에

하여 기존 방식을 유지할 계획이다.

서 동문 신원 확인 후 기념품과 도시락
13

연세-고려 양교
공동강의 최초 개설

이제 강의도
100% 온라인으로 듣는다

“학문 간·학교 간 경계 모두 뛰어넘는다”

우리 대학 최초로 정규과목으로 온라인 강좌 개설

2학기부터 13주간 ‘진리·정의·자유를 향한 인문학적 성찰’ 강의

김상근 교수의 “그리스·로마 고전 집중 탐구”

우리 대학교는 고려대학교(총장 염재

강의실을 찾아갈 필요 없는 우리 대학

호)와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진리·정

최초의 100% 온라인 강좌가 2017학년도

의·자유를 향한 인문학적 성찰’이라는

2학기 정규과목으로 개설됐다.

교과목의 ‘양교 공동강의’를 13주간 진행
한다.

선택교양 3학점으로 개설된 김상근 교
수(신과대학)의 “그리스·로마 고전 집중

국내 최고의 사학인 양교가 공동으로 강

탐구” 강좌는 고전을 읽고 원하는 시간,

의를 개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원하는 장소에서 동영상 강의로 학습할

교육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위해 뜻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토론에 참여하고 과

같이 했다. 진정한 학문에는 학교와 학

등 다양한 학문이 융합돼있다. 양교는

학 김주환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와 이

제를 제출하며, 오프라인에서는 기말고

문간 장벽이 필요 없다는 데에서 출발한

지난 해 말부터 이번 합동강의를 위해

승환 고려대 철학과 교수가 맡았다. 이

사에만 참여하면 학점 취득이 가능하다.

이번 공동강의는 양교를 대표하는 교수

실무진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운영 방안

밖에도 양교 명교수 28명이 강의에 참

들의 강의를 한꺼번에 들을 수 있는 흔

을 마련해왔다.

여할 예정이다.

치 않은 자리다.

본 강좌는 교무처 Open Smart Education

갈 우리 학생들을 위한 인문학 입문과

(OSE) 센터가 우리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으로 설계했다.”며 “그리스·로마 고

‘진리·정의·자유를 향한 인문학적 성찰’

한편, 이 강의는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

학습방법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학습효

전 18권을 엄선하여 서구 인문학이 포괄

게도 군 이러닝 강좌로 제공될 예정이

이번 공동강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라는 전체 강의의 주제에 맞게 참가

이 없고 P(패스·pass) / NP(논패스·Non-

과를 제고하고자 기획한 첫 100% 온라

적으로 접근했던 고전적 지혜 습득과 교

다. 군 이러닝은 군복무 중 학업 단절 해

양대 사학의 교류와 발전에는 체육경기

교수들은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소주제

pass)로 3학점이 주어진다.

인 강좌로, 모든 학습활동은 YSCEC을

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했

소를 위해 2007년부터 국방부에서 실시

뿐 아니라 학문적, 문화적 교류까지 이

를 정해 소속 학교와 무관하게 양교에서

통해 진행된다.

다.”고 설명했다. 특히 “100% 동영상 강

하고 있는 군 원격강좌 학점이수제로 전

어져야 한다는 데에 양교 총장들이 합

수업을 진행한다.

의로 구성하여 오프라인 강의에서 제공

국 143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의함에 따라 추진됐다. 공동강의에 앞서

이호근 교무처장은 “우리 사회의 현안
을 관통하는 통합적 주제와 연구대상에

특히 “차이나는 클라스”, “EBS 인문학

하기 어려운 반복 학습과 고전의 재해

올해 5월 김용학 총장이 고려대에서 ‘총

예를 들면, 우리 대학 신촌캠퍼스에서는

대해 이 시대 최고 전문가들의 식견을

특강”, “세리 CEO” 등 수많은 미디어

석, 이를 통한 성찰의 깊이를 제고할 수

이호근 교무처장은 김 교수의 100% 온

장 교차특강’을 진행했으며 오는 9월에

‘법학’을 주제로 양교 교수진의 합동 강

한자리에서 들어보는 것으로 좀 더 깊이

특강을 통해 서양 고전과 인문학 전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온라인 강좌의 새

라인 강좌를 비롯하여 우리 대학이 추

는 고려대 염재호 총장이 우리 대학교에

의가 열리고 같은 날 고려대 서울캠퍼스

있는 사유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

사로 유명한 신과대학 김상근 교수가

로운 지평을 열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

진하고 있는 MOOC(Massive Open

서 ‘총장 교차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에서는 ‘철학’을 주제로 양교 교수진의

며 “앞으로 양교의 학문적 전통과 학풍

“그리스·로마 고전 집중 탐구” 강좌를

혔다.

Online Course), FC(Flipped Classroom),

합동 강의가 열리는 방식이다. 또한 매

의 특징을 경험하고 느껴볼 기회를 더욱

100% 동영상 강의로 구성하여 기대감을

양교 석학들이 대거 참가하는 합동강의

강의마다 양교에서 각 1명씩 ‘리딩멘토’

폭넓게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을

더한다.

는 9월 7일부터 시작해 매주 1회씩 진행

를 맡은 교수들과 함께 토론으로 강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되며, 심리학·사학·철학·법학·경제학

마무리 하게 된다. ‘리딩멘토’는 우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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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이 강좌는 미래를 이끌어 나

RC(Residential College) 등 다양한 교육
이번 학기 시범 운영되는 김 교수의

혁신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100% 온라인 강좌는 교내 재학생과 더

지식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는 견인차 역

불어 군 복무 중인 우리 대학 학생들에

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15

Y

UCC
공모전
1등은 어디서
나올까?
2017 연고전 장외경기

UCC

맞대결

2017년 연고전을 맞이하여 ‘2017 연
고전 UCC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연고전 장외경기:UCC 맞대결’이
라는 테마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가자격

시상내용

개인 및 4인 이하의 팀

총 9점 작품에 상금 400만 원 수여

(출신 학교 제한 없음)

⦁

대상 200만 원 1점

⦁

최우수상 100만 원 1점

⦁

우수상 각 30만 원 2점

⦁

입선 각 10만 원 4점

모집작품

O

N

S

E

I

여기 연세인

화제의 인물

세계 in 연세

섬김의 리더십

창업톡톡

연세사랑

마빈 천 학장

정형선 교수

소냐 젬젬
브렌트 치 킨 로우

유승흠 명예교수

김영채 대표

유동원 교수
김구회 회장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는 작품의 경우 추후 수상이
취소될 수 있음

연고전 관련 내용을 담은 순수 창작 동영상
(3분 이내)

심사방법
스토리의 참신성, 차별성, 재미, 준비성,

신청기간

9. 1(금) ~ 10. 10(화)
18시까지 40일간
⁎마감 시간(10. 10(화) 18:00) 이후에 접수된 작품은
무효 처리됨

영상미 등 5개 분야 전문가 심사 및 연세대
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 ‘좋아요’ 투표
수상작 발표
10월 30일 홈페이지 및 공식 SNS에
게재 예정

신청방법

문의

첨부 서식을 작성하여 작품과 함께

연세대학교 공식 SNS 계정

이메일 제출
(ysmedia@yonsei.ac.kr)
⦁ 파일명은 ‘제출자명_작품명’으로 작성

예 ‘윤동주_뛰는 호랑이 위에 나는 독수리’

www.facebook.com/ysuniversity
blog.naver.com/yonseiblog
www.youtube.com/user/ysuniversity
https://www.instagram.com/yonsei_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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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PEOPLE

여기 연세인

아시아인 최초로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 중 하나인 예일대학교 학부의 수장
이 된 여기 연세인이 있다. 마빈 천(한국이름 천명우) 동문은

“아시안이기 때문에

예일대 학부 이끄는

지난 4월 예일대 학부인 예일대칼리지 학장으로 임명되어 7

임명되었다기보다 지난

마빈 천 학장

1,100여 명으로 구성된 예일칼리지를 아시아인 학장이 이끌

“연세대, 한국 실정에 맞게

이제 막 학장으로서 약 한 달의 시간을 보낸 천 동문은 “많이

기숙대학제도 정착 중”

학·신경과학 석좌 및 종신교수인 천 동문은 이제 학부 학장

월부터 5년 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학생 6,000여 명, 교직원

2007년부터 10년간 예일대를
구성하는 12개 기숙대학 중

게 된 것은 1701년 개교한 예일대 역사상 최초다.

하나인 버클리칼리지 학장으로
일하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바쁘지만 재미있다”는 취임 소감을 밝혔다. 같은 대학 심리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으로서 입학·학사관리·교육과정 등 학부 운영을 총괄하게
됐다.
한 고마움을 담은 영상을 상영해 화제가 되었을 만큼 학생

마빈 천(심리학 85)

“기존의 최고를 넘어 과학 분야에 강한 예일 만들 것”

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자랑하기도 한다. 지난 2010년에는
언어 문제로 힘들었던 학부 시절 … 주변 도움으로 극복

학생들로부터 ‘교육자상’을 받기도 했단다.

인종이나 출신, 가정 형편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꿈꾸고 다
닐 수 있는 대학을 만들고 싶다는 천 동문은 특히 임기 동

미국에서 태어난 천 동문은 중학교 2학년 무렵에 한국에 들

그는 이번 예일대 학장 학부 임명과 관련해 “아시안이기

어와 1985년 우리 대학교 심리학과에 입학했다. 그는 “한국

때문에 임명되었다기보다 지난 2007년부터 10년간 예일

에 들어올 당시 한국어를 거의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언어

대를 구성하는 12개 기숙대학 중 하나인 버클리칼리지 학

“예일대는 전통적으로 교양 교육 분야가 강하고 특히 인문

문제가 가장 힘들었다.”며 “연세대에 들어와서도 한국어가

장으로 일하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요인이라고 생각한

학, 사회과학, 예술 부문에서 최고라는 인정을 받고 있습

여전히 어려운 탓에 특히 논술형 시험에 적응하기가 힘들었

다.”고 밝혔다.

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신경과학 분야 학자인 만큼

안 과학 분야를 강화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과학·

다.”고 학부 시절의 고충을 토로했다.
“예일의 핵심은 기숙대학제도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4년

기술·공학·수학) 분야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그래도 당시 훌륭하신 여러 교수님과 선배들, 좋은 친구들

간 기숙대학에 소속되어 1, 2학년을 필수로 살아야 합니다.

합니다. 그 일환으로 올해부터 신경과학과 데이터 사이언

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정찬섭

대부분 학생들은 4학년 때까지 자기 기숙대학에 붙어 생활

스 및 통계(Data Science and Statistics) 전공 과목이 새로

(심리학) 교수님의 실험심리학 수업을 들으며 교수님께 많

하게 되지요. 저는 기숙대학의 장(head)으로서 약 450명의

개설됩니다. 과학 분야 인프라와 우수 교수 채용에도 많은

은 조언을 구할 수 있었죠. 또 3학년 즈음 유씨 버클리(UC

학생을 책임지고 있었고, 가족과 함께 기숙대학 안에 살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Berkeley)로 교환학생을 가게 됐는데 이 때의 경험으로 미국

습니다. 기숙대학을 작은 마을로 생각한다면, 저는 본부 예

유학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일에서 돈을 받아 공부하는 마을 촌장역할을 맡은 셈이었

“연세대를 나온 것이 특히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는 천 동

죠.”

문은 “대학에서 멘토를 잘 찾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심리학과 재학 시절 정찬섭 교수님은 지

예일대서 기숙대학 학장으로 일한 경험이 좋은 평가의 요인

천 동문은 “연대의 RC(Residential College)에도 두 번 정도

금의 제 커리어를 가능하게 만든 은사였다.”며 “주변의 조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관련 교수님 및 학생들과 많은

언에 귀 기울이며 하루하루 충실하게 지내도록 노력하길

이후 MIT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천 동문은 1996년 예일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면서 “한국 실정에 맞게 정말 성공

바란다.”고 당부했다.

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뒤 예일대 버클리 기숙대학 학장 등을

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

지내며 신경과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도약했다. 예일대

붙였다.

출신의 가수인 샘 수이가 2011년 예일대 졸업식에서 그에 대

18

19

연세 PEOPLE

연세 PEOPLE

화제의 인물

세계 in 연세

정형선 교수, 건강

정형선 교수(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

보장 발전 공로로

선정돼 ‘황조근정훈장’을 받게 됐다.

황조근정훈장 수훈

한 학문적 기여를 해왔다.
파리 국제경영학교 ESCE(école supérieure de commerce)에서 온 소냐 젬젬

학)가 건강보장 40주년 기념 유공자로
2000년 이후의 ‘통합 건강보험’ 체제

(Sonia Zemzem)은 프랑스와 다른 독특한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자 국제하계대학

하에서 건강보험 최고의 의사결정기

프로그램(Yonsei International Summer School, YISS, 이하 국제하계대학)에 참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4일 서울 KBS

구로 작동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

가하게 됐다.

아트홀에서 개최한 건강보장 40주년

의위원회’의 공익대표로서 2005년부

기념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정

터 현재까지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는

국제관계학과 경영학을 이중 전공하고 있는 소냐는 두 전공 모두를 효과적으로

교수에게 건강보장 발전에 기여한 공

동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주요 쟁

습득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학습 경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했다.

건강보장 40주년 기념

로로 황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현직

점 정책을 논의하는 소위원회를 이끌

교수가 이처럼 높은 등급의 훈장을

고 있다.

유공자로 선정

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형선 교수
(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

“한국에서의
경험은 세계무대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

“배움에 있어 문화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국제하계대학 참가가 경력
개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해요. 한국에 오기 전 프랑스에 있는 주

“보건의료 분야는 일반 재화나 서비

변 친구들이 연세대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칭찬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도 참가

“그간 관료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건

스와 달리 제공자가 절대적인 정보를

해보니 프로그램 구성도 알차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됐어요.”

강보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해

갖고 있어 제3자가 개입해서 균형을

온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

맞춰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보건의

이러한 소냐의 생각들은 국제하계대학 수강과목에도 고스란히 나타나는

며 “개인적으로 과분하다고 느낄 정

료 세계의 특성상 공적 섹터가 개입

데, 그녀는 한국어 강좌와 더불어 ‘Topic in Korean Culture, Globalization and

도로 평가받고 수상하게 되어 매우

해서 국민을 위해 가격과 같은 부분

Multiculturalism’와 ‘Cultural Competence for the Global Citizen’이라는 문화 관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수상 소감

을 잘 설정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

련 강의를 2개 수강했다. 소냐는 “해당 과목들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는

을 밝혔다.

서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료보험이라

물론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며, “특히 그간 갈고 닦은 다른

는 제도를 통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

외국어들(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과 함께 한국어를 활용하여 세계무

정 교수는 학계가 아닌 실무에서 먼

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저 관련 경험을 쌓았다. 제27회 행정

것이죠.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위한

고등고시에 합격한 그는 지난 1984년

국민을 위한 의료 정책을 만드는 데

소냐를 한국으로 이끈 가장 큰 이유는 K-POP이었다. 그녀는 “프랑스에서도

부터 2002년까지 보건복지부에 근

기여하는 방향으로 활동해나가고자

K-Pop과 한국 문화를 많이 접하긴 하지만 정말로 어떠한지 직접 느끼고 경험하

무하며 보건복지 정책 수립에 기여

합니다.”

고 싶었다.”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곳에 머물면서 프랑스와 많이 다른 점들
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일례로 엄격한 계급조직, 사회적 친분 관계 등을 몸소 체

한 바 있다. 특히 1997년부터 3년간 주
OECD 한국대표부의 보건복지 주재

한편, 지난 2월 원주산학협력단장으

험하면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한국 사회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하나씩 알아

관으로 근무하며 한국을 대표해 보건

로 취임한 정 교수는 “공공정책뿐만

가게 되었다고.

의료 및 복지 관련 국제활동을 수행

아니라 학교의 산학연계를 위한 활동

했다.

에도 힘쓸 예정”이라며 향후 활동 계

그는 “한국의 특성들을 다른 국가나 사회와 비교하기보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획을 밝혔다.

타 문화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장차 국

2002년 원주캠퍼스 보건과학대학

제무대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만큼, 소냐는 매 순간 다른 문화와 효과적으로 교

에서 교수직을 시작한 이래 Health

류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는 한국에서의 시간이 그녀에게 유익한 자산이 되리

Affairs 및 Health Policy 등 유수의 국

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전했다.

소냐 젬젬
파리 국제경영대학

제저널에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역사
적 발전과정과 특장점을 소개하는 등

본 기사는 국제하계대학 인턴기자 앤드류 민(Andrew Min)이 작성했습니다.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분야에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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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김의 리더십

“국제하계대학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다”

여름은 여가와 휴식의 시간인 동시에, 브렌트 로우(Brent Law)를 비롯한 약 1,300
명의 외국 학생들에게는 국제하계대학 프로그램(Yonsei International Summer
School, YISS, 이하 국제하계대학)의 시기이기도 하다. 홍콩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는 브렌트는 6월 말에 시작한 우리 학교 국제하계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해

유승흠 명예교수,

유승흠 명예교수(예방의학, 필란트로

이 시대의 ‘나눔’을

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에 출연해 기

“과거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일 때는 이웃

부와 나눔문화에 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 있었고 이웃들이 십시일반으로 한 숟

말하다

피 소사이어티 회장)가 머니투데이방송

가락씩 퍼서 열 숟가락을 모으면 한 그
유 교수는 본 방송에서 최근 초대 회장

릇을 만들어서 이웃을 도왔습니다. 80년

으로서 출범시킨 ‘필란트로피 소사이어

대를 기점으로 산업사회가 되면서 이웃

티’를 소개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

의 의미가 참 희미해졌고 어려울 때에

“생활 속 작은 기부가

노력에 대한 담담한 소회를 밝혔다.

서로가 돕는 문화가 희미해졌다고 봅니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지난 5월 출범한 필란트로피 소사이어

같은 사회에 어떻게 이웃을 돕는 마음을

티는 다양한 학술연구와 구체적 실천방

발전시켜야 될지 필란트로피 소사이어

전공과 관련된 수업을 수강한 브렌트는 높은 수업 만족도를 표하며 “모교에서는

법을 모색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필란

티에서 고민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사회

많은 경제학 강좌가 이론적, 전통적 사고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연세대학교에

트로피(자선) 활동의 발전과 확산에 기

운동도 하고 실천방안도 모색하면서 여

MTV 출연해 기부문화

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러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피력

단·정부· 관련 학계 등 다자간 충분한

한편, 유 교수는 지난 2011년 출범한 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교류 및 협력의

국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우

한국에 온 많은 유학생들처럼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한 사랑 또한 브렌트를 서울

장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지난해 12월

리 대학 동문들과 힘을 합쳐 의료의 사

로 이끌었다. 한류가 세계 곳곳, 특히 동아시아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부터 창립을 준비해왔다.

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는

한국을 경험했다.
“연세대학교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회들에 이끌려 선택하게 됐어요. 특히 연세대
학교의 국제적인 평판, 캠퍼스 위치 및 편의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약 100개의 다
양한 과목이 개설되는 것에 매력을 느꼈어요.”

서는 교수님들이 실제 현실에 적용 가능한 문제들을 자주 던지셔서 사고의 유연
성이 요구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그는 한국의 금융 및 은행 시스템을
접하고 홍콩의 현황과 비교함으로써 학업 경험을 넓히고 있다.

다. 그러한 변화처럼 앞으로 우리가 지금

다. 필란트로피 관계 기관·각 전문가 집

브렌트는 홍콩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있다. 찌개류를

브렌트 치 킨 로우
홍콩대학교

다.”고 말했다.

등 각종 의료 봉사를 펼쳐 왔다.

좋아한다는 브렌트는 특히 부대찌개와 김치찌개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한국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유 교수는 “우리

어를 배우고자 하는 열정도 이어나갈 예정으로, 아직은 초급 단계이지만 미래에

나라의 기부문화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유 교수는 “생활 속 개인의 작은 기부가

한국어가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함께 양적으로는 빨리 발전했지만 경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며 “우리 연세인들

적 힘과 정부의 힘으로 성장한 배경으

도 십시일반으로 기부 문화에 동참해 우

한편, 브렌트는 국제하계대학 프로그램 기간 동안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 국제

로 인해 아직 질적으로 부족한 면이 많

리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아줄 수 있길

하계대학 티셔츠 디자인 공모전 우승자로 선발되었기 때문이다. 국제하계대학에

다.”며 “진정한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는 매년 참가학생들을 위한 티셔츠를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별히 학생들

서는 개인의 기부 문화를 살려나가야 한

로부터 디자인을 응모 받았다. 많은 창의적인 디자인 가운데 브렌트의 디자인이
채택되어 실제 티셔츠로 제작됐는데, 브렌트는 이에 대해 "다른 참가자들의 디자
인이 훌륭하여 제가 우승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겸손한 소감을 밝히기
도 했다.

본 기사는 국제하계대학 인턴기자
앤드류 민(Andrew Min)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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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톡톡

꿈꾸던 게임을

오늘날 창업은 이제 학생들의 새로운 진로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현실에 발맞

현실로 만들다

동문들을 만나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이번 창업톡톡에서는 ㈜

하게 되었습니다.

춰 <연세소식>은 창업톡톡을 통해 창업으로 자신이 꿈꾸던 길을 개척한 연세
오드원게임즈 김영채 대표(컴퓨터과학 09)의 사무실 문을 두드려봤다.

그렇다면 ‘트리 오브 라이프’만의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A. 얼마 전, 한 외국 게임 방송에서 진행

김영채
㈜오드원게임즈 대표

오드원게임즈는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가요?

여러 사람들, 여러 기회들이 따라줘서

자가 저희 게임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았

지금의 회사가 된 거죠.

어요. 방송에서 ‘트리 오브 라이프’가 어
떤 게임이랑 비슷하냐는 질문이 들어왔

A. 오드원게임즈는 현재 ‘트리 오브

게임 산업, 그중에서도 PC용

는데, 그때 진행자가 ‘One of a Kind’라

라이프’라는 PC용 온라인 게임을 만

MMORPG 시장을 선택한 특별한 이

고 대답하더라고요. 즉, 이 장르에서는

또 제가 지금까지 사업을 꾸려오면서

마지막으로 창업을 꿈꾸는 많은 연

들고 있는 게임 회사입니다. 기획 및

유가 있으신가요?

단 하나밖에 없는 게임이라는 뜻이었죠.

얻은 결론은 사업은 마치 책상다리와

세인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MMORPG라는 형태는 제가 만들

또한 저희 게임은 샌드박스 MMORPG

한 요소들로 아이템, 사람, 자금, 비전을

A. 창업을 꿈꾸는 분들에게서 가장 많

고 싶었던 게임이기도 했고, 제가 회

입니다. ‘모래상자’라는 뜻처럼, 쉽게 말

꼽는데요. 하나만 꼽을 수가 없어요. 전

이 받는 질문이 ‘어떻게 창업할 용기를

사를 다니면서 잘 만들던 것이기도 했

하면 사용자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플

이것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제대로 굴러

냈냐’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용

어요. 또한 처음에는 창업을 해야겠다

레이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셈이죠. 저

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을 예

기를 냈던 게 아니라 가만히 아무것도

는 생각보다 게임이라는 어떤 하나의

희 게임 속에서는 미지의 섬이나 그 어

로 들어볼까요? 이전에는 실력자들을

하지 않은 채로 있는 게 더 두려웠어요.

A. 저는 항상 나만의 게임을 만들고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었기 때

느 곳에서든 자신의 마을을 만들어 친구

모아서 뛰어난 성과를 내는 것이 제 목

짧은 인생을 무의미하게 소비하는 것이

싶다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고등학생

문에 시장 상황은 제게 중요치 않았던

를 사귀고, 적을 만들 수도 있어요. 커뮤

적이었다면, 지금은 협업을 잘 할 수 있

무서웠죠. 퇴사하기 바로 전 날에도 퇴

시절, 꿈을 구체화하다보니 창업 프로

것 같아요.

니티를 만들면서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는 사람들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제

근 후 집에 앉아서 하루를 되돌아보니

도 많은 분들의 흥미를 끌 수 있을 것 같

가 커다란 배를 운행하는 선장이라고

마음 한 구석이 굉장히 허전하더라고요.

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인정받으면

한다면, 아무리 힘이 세도 다른 사람들

내가 지금 무얼 하고 있나 싶었던 거죠.

서 지난해까지 150만 달러(한화 약 17억

과 다른 방향으로 노를 젓는 사람이라

그러니 여러 리스크를 떠안더라도 너무

원)의 매출을 올렸고, ‘게임대상’ 인디 게

면 곤란하니까요.

재지 말고 도전해보면 좋겠어요. 해보고

제품 개발을 2012년에 시작해 법인으
로 전환된 시기는 2016년입니다.
오드원게임즈를 창업한 계기와
과정은 어땠나요?

같다는 점입니다. 흔히들 사업의 중요

그램이 잘 마련된 학교에 입학한 뒤
여러 게임회사에서 먼저 일해야겠다
는 계획이 자연스럽게 따라왔죠. 결국

게임 ‘트리 오브 라이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소프톤, 넥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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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게임회사에 다니면서 실력을 쌓

A. ‘트리 오브 라이프’는 2015년에 스

아왔으니 계획대로 됐다고 볼 수 있겠

팀을 통해 2년간의 얼리 액세스(시범

네요.

서비스)를 시작한 샌드박스 방식의

게임을 만들고 회사를 운영하는

MMORPG 게임입니다. 이후 여러 발

데 느낀 어려움과 가장 중요하다 생각

A. 우선은 ‘트리 오브 라이프’의 안정적

물론, 제 말이 정해진 답은 아닙니다. 그

자취방에서 혼자 시작했던 아이디어

전 단계를 거쳐 지난 8월 17일에 본격

한 것은 무엇인가요?

인 운영이 최우선이죠. 해외 진출 등 여

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만을 따라

가 2012년에 프로토타입으로 완성됐

적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얼리 액

러 가지도 함께 고려하고 있어요. 그러

가서 한계에 부딪치기보단 본인만의 스

고, 그 프로토타입을 들고 다니면서

세스라고 하면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

A. 어려운 순간들은 많았지만, 아무래도

면서 틈틈이 다음 게임에 대한 아이디

타일과 방식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

투자를 부탁했지만 번번이 퇴짜 맞았

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의미 자체

제가 개발자다보니 게임 개발과 서비스

어도 모으고 있습니다. 특정 게임을 모

니다.

어요. 그래서 정말 ‘잔고 0원’인 상태

가 ‘빨리 만난다는 것’이고, 미완성된

는 완전히 다른 분야라 더 어렵게 느껴

델로 삼지는 않지만, 국내 서비스를 잘

로 창업지원센터와 중소기업진흥공

게임을 팔아서 생긴 수익으로 차후에

졌던 것 같습니다. 얼리 액세스 과정에

하면서도 해외 서비스까지 잘 해내는

단을 찾아갔고, 그 덕분에 조금 더 게

게임을 완성해가는 시스템입니다. 이

있어서도 창작자로서 덜 완성된 것으로

게임들을 계속 보면서 많이 배우는 중

임을 발전시킬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제 그 과정을 끝내고 정식으로 서비스

평가받는 것이 힘들기도 했죠.

입니다.

임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안 되면 다시 도전하거나 그때 다른 길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을 찾으면 되죠.

(취재 : 김회진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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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PEOPLE

연세사랑

유동원 교수,

김구회 회장,

평소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으로 잘

탈북 대학생·대학원생 장학금 전달 등

알려진 김구회 ㈜대길이에스 회장(행정

을 통해 나눔의 미학을 생활화하고 있

우리나눔신탁 1호로

1억 원 기부 약정

대학원 사회복지학 10)이 연세 발전을

다. 이밖에도 중국집배달부로 일하며

위해 1억 원을 쾌척했다.

결손가장 아이들을 후원하다 교통사고

1억 5천만 원 기부

로 숨진 기부천사 故김우수 씨의 실화

“나눔의 정신 실천하는

김구회 회장은 지난 6월 30일 영빈관에

를 담은 영화 <철가방 우수氏>를 제작

미래 인재로 성장하길”

방문해 사회복지기금 5천만 원, 연세발

해 나눔의 정신을 전파하는 노력을 기

전기금 5천만 원 등 총 1억 원 기부를 약

울이기도 했다.

“신탁 통한 교육기부 문화

정했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서 김 회

확산되길”

장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윤 창출이

김 회장은 “연세대학교가 국내 최고의

최고의 목표지만 이와 더불어 사회적

명문 대학에서 나아가 세계 최고의 대

책임도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후배들

세계적 신약 박사로 알려진 유동원 교

기부자에게 제공하고, 우리 대학은 기

“기부를 통해서라도 학교 발전에 조금

이 열심히 공부하고 창립정신인 나눔의

수(기초과학연구원 나노의학 연구단

부 희망자들을 우리은행에 추천해 우리

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인재들로 성장

연구의원)가 우리나눔 신탁 1호의 주인

나눔신탁 상품을 통해 기부할 수 있도

공이 됐다. 유 교수는 학교발전기금으

록 협력하게 된다. 유 교수의 기부는 이

우리 대학 행정대학원에서 사회복지

로 1억 원을 기부하는 것과 동시에 교육

와 같은 교육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우

학을 공부한 김 회장은 평소 통일운동,

기부 장려를 위한 우리나눔신탁에 5천

리나눔신탁의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만 원을 가입함으로써 본 신탁의 첫 번

더욱 의미가 깊다.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째 기부자가 됐다.
유 교수는 “항상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
우리나눔신탁이란 기부자가 가입금액

생들의 학업을 돕고 학교 발전을 위해

의 50%는 기부하고 50%는 연금으로 수

조금이라도 기부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

령할 수 있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이다.

고 있었다.”면서 “발전기금으로 기부를

우리은행은 기부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

하려던 차에 우리은행을 통해 본 신탁

을 위해 우리 대학과 협약해 금융권 최

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여러모로 의미

초의 기부연금상품인 우리나눔신탁을

가 있을 것 같아 우리나눔신탁에도 가

출시했다.

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분
(기부금 누적액)

독수리

백양

청송

무악

진리

자유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

감사패

○

○

○

○

○

○

학교소식지(연세소식) 발송

○

○

○

○

○

○

연세달력 발송

○

○

○

○

○

○

도서관 무료이용(도서열람 및 대출)

○

○

○

○

○

○

로비 명패

로비 명패

강의실·실험실 명칭

건물 명칭

명칭 부여
무료주차 등록기한

지난해 2월 우리 대학 기초과학연구원
우리은행과 교육 기부금 활성화 위해

의 한 식구가 된 유 교수는 미국에서 신

손잡아

약 엑스탄디를 개발한 뒤 전 세계적으
로 2조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국

우리 대학은 지난 7월 31일 우리은행과

내외 주목을 끌었다. 유 교수는 본 신탁

‘교육 기부금 기부 장려를 위한 업무 협

의 1호로 향후 학교 발전을 위한 기부를

약’을 체결한 바 있다. 본 협약에 따라

지속함으로써 국내 신약 개발은 물론

우리은행은 교육 기부금을 우리 대학에

기부 문화 개척에도 앞장설 것으로 기

기부할 수 있는 우리나눔신탁 상품을

대된다.

학비감면
(배우자 포함)

건강검진
(세브란스 체크업: 서울역)

진료비 감면
(세브란스)
진료편의
(세브란스)

부속교육기관
(언어연구교육원
미래교육원
글로벌교육원)
본교 소속 특수대학원
(학위과정)
1회
계속
총 진료비
감면 한도

5년

10년

무기한

무기한

무기한

20%

20%

30%

30%

50%

100%

30%

50%

100%

무료검진권 2매

무료검진권 4매

무료검진권 8매

30%

30%

무료검진권 1매

무료검진권 1매
무료검진권 2매
평생(매 2년마다)
평생(매년마다)
10%
20%
50%
100%
(본인 5년)
(본인 5년, 배우자 3년) (본인 및 배우자 10년) (본인 평생, 배우자 10년)
연간 감액
연간 감액
연간 감액
5백만 원 한도
1천만 원 한도
총 기부액의 2% 한도
(본인 및 배우자 합산)
(본인 및 배우자 합산)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우선 진료

제공

제공

제공

VIP 라운지

제공

제공

제공

제공

20%

30%

50%

100%(직계자녀 포함)

세브란스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배우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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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제공

27

28

한 세계 최초의 연구다. 또한, 1960년대에 로
알드 호프만(Roald Hoffman)이 제시했으나
미제의 개념으로 남아있던 ‘이중고리방향성

화학에서 지금껏 풀지 못했던 ‘이중고리방향성’
을 실현하는 동시에 ‘삼중항 바닥상태 방향성
뒤집힘’이라는 숙제를 해결했다.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주로 연구되던
안정한 방향성 분자들은 새로운 분자로의 변화
를 원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 새로운 유도체의
합성이 쉽지 않았다. ‘삼중항 바닥 혹은 들뜬 상
태에서의 방향성 뒤집힘’ 연구는 반응물의 안정

(p-orbital)의 파이전자(π-electron)를 공유하며
추가적인 에너지 안정화를 갖게 됨을 뜻한다.
단, 고리형 탄소화합물이 공명(resonance) 상태
를 이루면서 이차원의 평면에 놓여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아주
작은 슈퍼컴퓨터 개발을 위한 분자 스위치로도
활용할 수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된 삼차원적 구조의 확장 포피린을 합성하는
데 성공하면서 삼차원 구조 유기물질도 방향
성을 가질 수 있음을 입증해냈다. 이 물질은 외

미스트리(Nature Chemistry)’ 8월 1일 자에 게재
됐다.

질 수 있다. 김동호 교수팀은 이 사실을 양성
자 핵자기 공명법(proton nuclear magnetic

이는 40여 년간 이론적으로만 제기되어 왔

밝혀냈다.

diffraction spectroscopy)을 이용하여 완벽히

resonance)과 엑스레이 회절분석법(X-ray

본 연구 성과는 세계 저명 학술지인 ‘네이처 케

립적인 두 개의 방향성 고리전류를 동시에 가

부 자기장의 영향 아래, 하나의 유기분자 내 독

커니즘을 밝히고,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연구로

하지만 김 교수팀은 방향성 분자 다리가 삽입

성 예측을 가능케 함으로써 광 선택적 합성 메

이번 연구 결과는 유기합성 분야에 큰 도약을

초로 실현시킨 사례이기도 하다.
이 평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놓여있는 p-오비탈

학 용어로도 사용된다. 평면 고리형 탄소화합물

향기가 난다는 뜻의 ‘방향성’이라는 단어는 화

는 화합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

화합물을 삼차원 구조에서도 구현해내며 현대

(bicyclcoaromaticity)’을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

던 베어드 방향성(Baird aromaticity)을 가지

김동호 교수 연구팀이 이차원에서만 존재하던

두 개의 방향성 고리전류 하나의 유기분자 안에서 실현

‘삼차원적 이중고리방향성’ 화합물 합성 성공

화학 분야 40년 미제 개념 세계 최초로 밝혀내

김동호 교수 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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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자기장의 영향 하에서 하나의 유기분자 내 독립적인 두 개
의 방향성 고리전류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방향성 분자 다리가
삽입된 삼차원 구조의 확장 포피린이 최초로 합성되었다.  또한,
이중 방향성 고리분자에서 2개의 최외각 전자를 제거하면 삼중
항 바닥 상태의 안정한 이가 라디칼이 형성되는데, 2개의 전자
가 제거되어 4n개의 파이전자를 갖는 화학종이 되었을 때에도
방향성을 가지며 구조적·에너지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
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와 같이 삼중항 바닥 상태에서 베어드 방
향성을 갖는 것을 레이저 분광법 등을 통하여 증명했다.

연세 RESEARCH

연구프론티어

29

30
31

백질과의 결합을 통해 진행된다는 것이 밝혀졌
다. 특히 p38에 의한 TEAD 억제조절기전은 기
존에 보고된 Hippo-YAP에 의한 TEAD 활성화

이고 캘리포니아대학(UCSD)의 쿤 리앙 구안
(Kun-Liang Guan) 교수 연구팀과 함께 새로운
암세포 증식 억제 기전을 밝혀냈다.

움을 더하고 있다.

p38 단백질은 강력한 발암유전자인 TEAD와 직

체계를 규명해낸다는 계획이다. 또한 TEAD 활
성을 직접적으로 억제함으로써 강력한 항암효
과를 갖는 유효물질을 탐색하는 데 주력할 예
정이다.

월 28일자에 발표된 본 연구결과는 TEAD 활성
직접 억제를 통한 항암 기전이 밝혀진 세계 최
초의 사례로, TEAD 활성 직접 억제라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항암 약물 개발의 단초가 될 것

기반연구) 및 미래창조과학부의 이공분야기초
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관련 유전자들을 전사시켜 암줄기세포의 발생,
전이, 약물저항성을 일으킨다. 그러나 지금까지

동은 Hippo-YAP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며 대신

착수하게 되었다. 연구 결과 TEAD의 세포질 이

고립되는 흥미로운 현상을 관찰하고 본 연구에

환경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핵 밖의 세포질로

연구진은 세포의 핵 내에 위치한 TEAD가 특정

접적인 조절기전에 집중되어 있었다.

의 상위 신호전달체계인 Hippo-YAP에 의한 간

암과 줄기세포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TEAD

흥원의 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질병중심 중개

TEAD는 강력한 발암유전자로, 암세포증식과

한편,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

로 TEAD를 억제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신호전달

‘네이처 셀 바이올로지(Nature Cell Biology)’ 7

으로 기대된다.

박현우 교수 연구팀은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

을 효과적으로 억제해준다. 영국의 과학전문지

접 결합하여 TEAD의 활성을 통한 암세포 증식

음이 암세포 및 동물 모델에서 증명되어 놀라

한미 공동 연구진의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전 및 암세포 증식을 전면 무력화 시킬 수 있

세포 스트레스 신호에 의해 활성화 되는 p38 단

박현우 교수 연구팀(생화학과)이 미국 샌디에

세포생물학 분야 세계적 권위지 ‘네이처 셀 바이올로지’에 게재

항암약물 개발의 새로운 가능성 제시

새로운 암 억제 신호전달체계 기능 규명

박현우 교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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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연구팀은 672명의 심방세동 환자와 한국 유전
체 역학 조사에 참여한 3,700명을 대상으로 심
방세동 연관 유전자들을 찾기 위한 전장유전
체 연관분석(GWAS)을 시행했다. 분석 결과
기존에 알려졌던 유전자군 5종(1q24/PRRX1,
4q25/PITX2, 10q24/NEURL, 12q24/TBX5, 16q22/
ZFHX3)이 한국인의 심방세동에도 영향을 주
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연구팀은 1q32.1/

으키는 새로운 유전체 2종을 발견했다.
심방세동은 심방 움직임이 불규칙하거나 가늘
게 떨리는 증세로, 허혈성 뇌졸중(뇌경색)의 주
요 원인이다. 연구팀은 오래 전부터 미국과 유
럽에선 심방세동 연관 유전자 위험 점수를 활
용한 위험도 평가 시도가 진행되는 등 유럽인
종 대상 연관분석(GWAS) 내용 활용 범위가 넓
었으나, 국내에선 이미 밝혀진 유전자 다형성
(SNP)이 한국인에게 재현성을 갖는지 여부조

형군이 고혈압과 당뇨를 동반할 시 심방세동을
포함한 여러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정상체형
군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밝힌 많은 연구와

단계인 경우 심방세동 발병 위험률이 더욱 높
아진다는 역학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11%가, 공복혈당장애의 경우 16%나 높아지는

재됐다.

정보영 교수는 “정상체형군이 고혈압 전 단계
와 공복혈당장애를 동반할 경우 비만체형군보
다 심혈관 질환 발병 및 사망률이 높아짐을 확
인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정상체형군에서
고혈압 전 단계나 공복혈당장애, 내당능장애

22만 7,102명의 심방세동 발병유무를 2013년까
지 추적 조사했다. 연구팀은 정상체형과 비만체
형에 있어 고혈압과 당뇨 질환의 위험률을 분
석했다.

방세동 발병률은 27%나 상승했다.
료를 분석했다. 이중 건강한 20세 이상 검진자

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을 받은 41만여 명의 자

연구팀은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국민건

혈압 전 단계일 경우 심방세동 발병 위험률은

심장저널(European Heart Journal) 최근호에 게

것을 확인했다. 특히, 두 질환이 동반할 경우 심

민건강임상연구(HI15C1200) 및 미래창조과학

연구팀은 정상체형군이 비만체형군에 비해 고

인의 다른 특징을 첫 규명한 이번 연구는 유럽

부 후원으로 이뤄졌다.

한편, 이번 정보영·박준범 교수팀의 연구는 국

붙였다. 또 서양인과 달리 정상체형군에서 심방

문적 치료의 필요성을 밝힌 연구결과”라고 덧

에 대한 대규모 역학조사이자, 서양인과 동양

통설을 뒤집는 결과다.

필요성을 강조했다.

높아지는 특징을 찾아냈다. 이는 기존의 비만체

비만체형을 가진 이들보다 고혈압과 당뇨 전

심방세동 발병에 있어 고혈압과 당뇨의 위험성

세동 발병률이 높은 이유에 대한 후속 연구의

형군이 비만군에 비해 심방세동 발병률이 더

병원 순환기내과 교수)이 정상체형 동양인이

로 보고, 적극적인 생활개선과 필요에 따른 전

분석 결과 체질량지수(BMI) 25 이하의 정상 체

등 당뇨 전 단계로 판정 시 심방세동 위험군으

Journal)’ 최근호에 게재됐다.

회가 발행하는 ‘유럽심장저널(European Heart

전자 위치 규명’이라는 제목으로 유럽심장학

논문은 ‘심방세동 발병에 관여하는 새로운 유

다”고 말했다.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이 중요하

응에 대한 예측정도를 한국인 유전 정보로 연구

난치성 질환인 심방세동의 조기진단과 치료반

박희남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대표적

병과 연관되었음을 한 번 더 확인했다.

견된 2개의 유전자 군이 한국인의 심방세동 발

째 연구에서도 5개 유전자군과 더불어 새로 발

상으로 추가로 동일한 연구를 시행했다. 두 번

동이 조기 발병한 200명과 일반인 1,812명을 대

연구팀은 두 번째 단계로 60세 이전에 심방세

방세동 발병에 영향이 있음을 새롭게 발견했다.

PPFIA4 와 4q34.1/HAND2 라는 유전자 역시 심

의대 정보영 교수팀(내과학, 박준범 이대목동

비만 체형군이 발병률 높을 것이란 통설 뒤집어

정상 체형의 고혈압·당뇨 위험성 규명

정보영 교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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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알려진 바 없다는 점에 착안해 연구를 시작

의대 박희남 교수팀(내과학)이 심방세동을 일

한국인 유전 정보로 연구 가능한 기초자료 마련

심방세동 일으키는 유전체 2종 새로 발견

박희남 교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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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있다.
한 교수 연구팀에서는 연구논문에서 기술의 실

하는 산란광의 발생을 억제한다. 많은 종류의

리포트 (Scientific Reports)’ 온라인 판에 게재
되었으며, 관련 기술에 대한 국내외 특허 출원

미사일이 이에 포함된다.

여 해당 레이저 광을 완전히 흡수하는(perfect

7월 27일 세계적인 국제학술지인 ‘사이언티픽

학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본 연구결과는

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방위사업청과 국방과

무기 체계의 기술자립과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

천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국내 방위산업의 첨단

본 연구결과는 새로운 적외선 스텔스 기술의 플

복 개발에 활용할 수도 있다.

외선 탐지장치에 검출되지 않는 적외선 위장군

확보하게 되면, 피복에 메타물질을 도포하여 적

이 가능하다. 플렉시블 유전체 대량 생산기술을

항장치는 물론 군사기지 시설물 방어에도 활용

absorber) 표면을 제작함으로써 미사일을 유도

LR(Third Generation Anti-Tank, Long Range)

다. 이때 플라즈모닉 메타물질 구조를 이용하

일 방어에 활용될 수 있으며, 실전에 널리 사용

헬기 및 비행기에서 지상을 공격하는 TRIGAT-

게 된다. 이 기술은 최신 무기체계인 IRST 미사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오는 광을 이용하여 미사일을 유도하게 된

(Infrared Signature)는 10분의 1이하로 작아지

두 종류의 첨단 유도 미사일을 동시에 방어할

미사일 및 스팅어(Stinger) 미사일이 있다. 또한

지 및 추적 장치에 의해 검출되는 적외선 신호

구에서 개발된 메타물질 적외선 스텔스 기술은

적에 비추고, 표적의 표면에서 산란되어 되돌

에 흡수되는 파장에 맞추어져, 실제 적외선 탐

러한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핵심기술이고, 본 연

고 있는 재블린(Jabelin) 미사일, 코넷(Kornet)

연방출되는 적외선이 메타물질에 의해서 대기

사일’ 두 가지가 있다. 적외선 스텔스 기술은 이

μm 라만편이 앤디야그(Nd:YAG) 레이저를 표

는 신호를 대폭 줄일 수 있다. 물체표면에서 자

지 및 추적(IRST: Infrared Search and Track) 미

되는 것으로는 지상에서 대전차 무기로 사용되

다. 나아가 실제 군사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원

외선 분광을 최대한 억제하여 검출기에 탐지되

외선을 미사일이 탐지하여 요격하는 ‘적외선 탐

레이저 유도 미사일은 대기투과가 우수한 1.54

랫폼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의의가 크

다. 이를 이용하여 표적에서 방출되는 특정 적

‘레이저 유도 미사일’과 표적에서 방출되는 적

지프 등 지상 운송체, 헬리콥터와 같은 항공 운
되는 적외선 분광을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

조사하여 표적에서 반사되는 광으로 유도하는

제작함으로써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다. 탱크,
서 제안된 메타물질을 이용하면 물체에서 방출

얇은 유전체 기판 혹은 블럭타입의 타일 표면에
출기로 탐지하여 표적을 추적한다. 본 연구에
대표적인 첨단 유도미사일은 적외선 레이저를

(MIM: Metal Insulator Metal) 3층으로 구성되며,
방출 되는 적외선 신호를 미사일에 장착된 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메타물질을 실현했
미터 정도의 금속박막, 유전체 박막, 금속 박막

있다.

무기 시스템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적외선

물을 주기적으로 배열하여 적외선 광을 파장에

적외선 탐지 및 추적 미사일은 물체에서 자연

고 공대지 페이브웨이(Paveway) 미사일 등이

스텔스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특히, 최근 실제

블한 유전체 위에 나노 크기의 원반과 링 구조

현함으로써, 국내 국방기술 발전에 큰 기여를

량 다목적 미사일, 소형 유도활강 미사일, 그리

양한 미사일을 동시에 방어할 수 있는 적외선

고 간단히 제작하는 공정을 제시했다. 플렉시

다. 연구에서 제시된 메타물질 구조는 100 나노

며 실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는 경

로 레이저 유도 미사일과 열추적 미사일 등 다

용화를 위하여 플라즈모닉 메타물질을 설계하

IR stealth technology

파장에서 메타물질을 이용한 스텔스 기술을 실

스마트 폭탄이 레이저 광유도로 동작되고 있으

한재원 교수(기계공학부) 연구팀이 세계 최초

레이저 유도 및 열추척 첨단 유도미사일 방어 가능해져

메타물질 이용한 적외선 스텔스 기술 개발

한재원 교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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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어 연구톡톡

피로사회에 적신호를

서도 이런 연구를 인정하고요. 타 직종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테

있지만 아직 연구가 그리 오래 진행된 분야는 아니에요. 국내

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고리즘 제작을 마치

울리다

에서는 전무한 걸로 알고 있어요.

는 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연구의 계기는 무엇인가요?

융합연구만의 장점이 있나요?

판타지스테이션
A. 사실 저희는 이전에 다른 연구로 특정 산업 종사자의 피로

A. 저희는 근무편성을 짜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에 그치지

관리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

않고 그 속에 피로 관리를 녹여내야 해요. 근무 환경이나 피로

우리 대학교 대학원과 미래융합연구원은 다양

고 있다가 저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던 ‘간호사’에게 직업 피

에 관한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하죠. 이 모든 걸 혼자 하라면

한 전공의 대학원생들이 모임과 협력을 통해 창

로도와 관련한 이야기를 듣게 됐고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각자 강점이 있는 분야가 다르니까요.

의적인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Junior 융합 연

게 됐어요. 근무 편성이 주먹구구식에 검증된 절차도 부족한

구그룹’을 모집해 융·복합 사고 역량 강화를 위한

상태였죠. 그리고 사람이 자의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불만

도전적인 연구에의 관심을 지원하고 있다. 본 프

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기도 하죠. 피로를 관리하게 위해서는

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함께 연

근무편성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연구를 통해 바라는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데 이 부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A. 우리나라는 피로에 무지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희는 이를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집중하게 됐

피로하다는 것에 자각이 적고, 피로를 풀어야 할 필요성도 모

A. 저희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연구해 간호사 근무편성 애플리

어요. 실제로 이 연구는 간호사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르고 있죠. 특히, 교대근무자의 경우 피로로 인해 더 큰 문제

<연세소식>에서는 지원 대상자로 선발된 대학원

케이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판타지스테이션입니다. 학과 간 협

도 해요.

를 겪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피로가 누적되면 문제

생 연구팀을 만나 학생들의 연구 아이디어를 직

동과정인 ‘인지과학협동과정’ 학생들과 심리학과, 정보대학원 등

는 절대 개인에게만 그치지 않아요. 간호사의 피로도가 의료

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호에서는 심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연구하고 있어요. 저희는 특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리학과 인지과학의 결합으로 피로위험관리시스

이하게 인지과학협동과정 세미나실을 함께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템을 연구하고 있는 신용환(심리학과, 박사 5학

팀을 만들었어요.

구함으로써 융합연구 문화의 기반을 조성할 수

연구팀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나요?
또한 단순히 과업 수행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기), 추두연(인지과학협동과정, 석사 4학기), 노주

A. 간호사의 피로 정도를 객관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알고리

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서로의 피로

영(인지과학협동과정, 석사 4학기), 이재윤(심리

즘을 통해서 합리적인 근무편성을 해내는 애플리케이션을 만

를 알 수 없으니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한 인정이나 이해가 힘

드는 게 저희 연구의 주요 내용이에요.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

들어지거든요.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면 피로는 더 빠

는 데이터를 통해 근무편성을 하고 이를 통해 의료사고 역시

르게 쌓일 수밖에 없구요. 그래서 피로를 눈으로 볼 수 있게끔

A. 저희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어요. 사람은 모두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더불어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근무

하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저희 연구를 통해서 서로의 피

피로를 느끼고 피로하면 신진대사는 물론, 수행력 역시 저하돼요.

편성을 한다면 불만을 줄여 더 좋은 직장 분위기도 만들 수 있

로를 이해하고 이해 받는 직장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피로가 타인이나 사회에 여파가 큰 사람들

고요.

어요.

학과, 박사 1학기), 노영민(인지과학협동과정, 통

연구의 분야는 무엇인가요?

합과정 4학기), 홍수미(정보대학원, 석사 4학기)
학생을 만나 연구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 있어요. 간호사나 철도·항공 조종사, 트럭 운전사가 여기에 해

36

당되는데, 이들의 피로는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들의

그래서 지금은 이를 위한 알고리즘을 만들고 있어요. 이 알고

피로를 관리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리즘을 만들기 위해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도 했어요. 세브란

란 생각에서 시작된 분야죠. 해외에선 특히 항공 조종사의 피로에

스의 2개 병동과 협업해 10분이 넘는 간호사 분들과 인터뷰를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기도 해요. 피로에 대해 연구를 하고 이를

하기도 해서, 실제로 필요한 기능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이 얻

관리할 수 있는 제도나 규정을 만들고 바꾸기도 하죠. 직종 내부에

었어요. 저희는 기존 문헌에서 논하는 피로 관련 내용을 정리

(취재: 오지혜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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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INSIDE

캠퍼스 소식

신촌캠퍼스 소식

신촌캠퍼스 소식
총장과 함께하는 한여름 밤의 축제

찾아가는 창업상담회로 캠퍼스 내

바탕으로 유망 창업기업들을 적극 발굴, 육성

지난 8월 11일 백양누리 진리홀에서 개최됐다.

창업 열기 확산

함으로써 대학창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창업 열정대회는 우리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교를 대표하는 창업경진대회로 자리매김

신용보증기금과 ‘Campus Start-up

한편, 지난 5월 31일 출범한 “Campus Start-

하고 있다. 지난 1회, 2회 입상한 10개 팀 중 7개

프로젝트’ 본격 가동

up 프로젝트”는 신보-창업선도대학-창업진흥

팀이 법인화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성과를 얻

우리 대학교는 지난 7월 27일 김용학 총장 및

“꿈과 열정이 가득한 창업기업들,

원 3자 간 산학관 협약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

었으며, 올해 또한 약 5대1이라는 높은 경쟁률

연세국제하계대학(YISS)에 참여한 외국 학생

다 모여라!!”

명을 주도할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건강한 대학

을 기록했다.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프로그

대회는 사전 서류 심사 및 예선을 거쳐 본선까

연세국제하계대학 참여한 외국 학생
400여 명 참석

과 교원 4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그간의 배
움과 소회를 나누고 추억을 만드는 행사인 ‘국

우리 대학교와 신용보증기금이 청년창업 활성

램이다.

지 약 3단계에 걸쳐 창업자의 무한 열정과 사업

제하계대학 총장 공관 만찬(Fiesta with the

화를 위해 함께 추진 중인 ‘Campus Start-up

창업선도대학 중 하나인 우리 대학교는 창의적

의 진전도를 중점으로 평가한다. 예선 통과 팀

President)’을 총장공관 뜰에서 개최했다.

프로젝트’의 첫 번째 활동인 ‘찾아가는 창업 상

아이디어와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우수

은 희망자에 한해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학부 및

이 행사는 ‘연세국제하계대학’에 참가하는 외국

담회’가 지난 7월 3일 백양누리 그랜드볼룸홀

창업기업을 신용보증기금에 추천하고, 신용보

대학원 동문 1인과 팀 매칭을 진행할 수 있고,

국제처, 국제하계대학 ‘퓨처 아시안

의 학생이 선발되었다.

학생과 교원이 교실 밖에서 함께 교류하고 어울

에서 개최됐다. 본 상담회에는 대학생, 교수, 창

증기금은 기업별 특성에 따라 최대 60억 원까

심사를 진행했던 심사위원들에게 전문 멘토링

리더스 장학금’ 신설

이 장학금 수혜자인 Yi Tin Wong (University

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것이

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지 맞춤형 보증과 투자를 지원한다. 또한, 희망

을 지원받아 본인 아이템의 장단점과 나아갈 방

of Malaya, 공학전공 2학년) 학생은 “퓨처 아

다. 한국과 연세대학교에 대한 좋은 추억을 만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하는 창업기업에 맞춤형 컨설팅, 액셀러레이팅

향을 더욱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다.

우리 대학교 최초로 스페인 정부 기관과

시안 리더스 장학금 덕분에 연세국제하계대학

들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찾아가는 창업 상담회’는 신용보증기금과

등 비금융 지원까지 원스톱 제공할 예정이다.

본선에서는 최종적으로 실행력과 창업에 대한

업무 협조 체제 구축

에 참가하여 연세대의 수준 높은 강의를 듣고,

올해 행사는 김용학 총장의 환영사로 시작하여,

유관기관 직원들이 우리 대학교를 직접 방문하

열의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수상

세계 각국에서 온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며 한국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 학생들의 장기자랑, 태

여 진행됐다. 창업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최신 정

팀을 선발하며, 수상 시 교내 창업공간 제공, 4

국제처(처장 김준기)가 연세국제하계대학에 참

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행복했다.”며 “국제

권도 시범, K-POP 댄스 공연 등으로 이어졌다.

보와 각종 보증·투자·컨설팅 제도 등을 알기 쉽

가하는 아시아 지역 학생을 위한 ‘퓨처 아시안

하계대학에 참가할 기회를 준 연세대학교에 감

아울러 참석자 전원이 야외 바비큐를 함께 즐기

게 설명한 1부 ‘창업제도 설명회’와 신보의 보

리더스 장학금(Future Asian Leaders Schol-

사하다.”고 전했다.

며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증·투자 상담과 함께 벤처캐피탈·액셀러레이

“예비 창업인들의 무한 열정, 연세가

한편, 이번 대회는 네이버, 카카오, 옐로모바일,

arship)’을 신설했다.

연세국제하계대학은 외국 대학생이 여름방학

행사에 참여한 레이첼 고(미 스탠퍼드대 3학

터·은행 등 창업 유관기관들의 종합적인 상담

응원합니다”

스마일게이트, 이스트소프트, 매쉬업엔젤스, 스

본 장학금은 아시아 지역 우수 교환대학과의 파

동안 신촌캠퍼스에서 학점을 취득하는 프로그

년) 학생은, “수준 높은 수업과 함께 필드트립

이 이루어진 2부 ‘창업 상담회’로 구성됐다.

트너십을 강화하고, 아시아 국가 내에서 연세

램으로서, 1985년 개설되어 올해로 32주년을

등 풍성한 교과 외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이날 상담회는 단순한 제도 홍보에 그쳤던 기존

컴퓨터과학과(학과장 이경호)와 창업지원단

산업진흥원), 아산나눔재단 등 창업계 주요기

국제교육에 대한 인식의 저변을 확대시키는 한

맞이하며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서머스쿨로 자

연세국제하계대학을 선택했다.”며 “학문적인

창업 상담회들과 달리 현장에서 느끼는 금융 및

(단장 손홍규)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3회 연세

관 20여개 사가 후원했다.

편, 국제하계대학 참가 학생의 다양성을 높이고

리 잡고 있다. 올해 연세국제하계대학은 지난 6

소양을 쌓은 것은 물론 한국 문화를 느끼고 체

비금융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주고, 벤

창업 열정대회(Yonsei Startup Challenge)’가

자 마련됐다.

월 28일부터 6주간, 7개 분야에 약 100개의 수

험할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처캐피탈·액셀러레이터 등과 매칭투자를 주선

장학금 수혜 대상은 한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을 개설했으며, 외국 대학생 1,300여 명이 어

하는 등 알찬 구성으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아시아 국가의 우수 대학 재학생이며, 선발된

울려 함께 지식을 쌓고 우정을 나누며 뜨거운

담당 업무별 최고 역량을 가진 직원들로 구성된

학생에게는 국제하계대학 수업료 및 기숙사비

여름을 보냈다.

신보의 ‘창업 드림팀’은 상담회에 참석한 창업기

전액을 지원한다. 올해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국제처 관계자는 “퓨처 아시안 리더스 장학금

업들에 연이어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며 차별화

인도네시아, 태국의 우수 대학 4곳(University

을 통해 보다 다양한 아시아 국가 출신의 학생

된 최고의 상담회였다는 평가를 끌어냈다.

of Malaya,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

이 참가하여 연세국제하계대학이 더욱 다채롭

행사를 주최한 최문근 연구본부장은 “이번 창

noi, Universitas Indonesia, Chulalongkorn

고 매력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업상담회가 캠퍼스 전체에 창업 열기를 확산시

University)과 신규 협정 체결 대학인 방글라데

고 밝혔다.

키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시의 Asian University of Women에서 총 9명

38

제3회 연세 창업 열정대회 개최

명의 전문가 멘토링, 최대 1천만 원의 사업비 지
원 혜택이 주어진다.

톤브릿지캐피탈, DSC인베스트먼트, SBA(서울

대학교는 신용보증기금과의 협력 채널 구축을

39

신촌캠퍼스 소식

신촌캠퍼스 소식
더는 올해 5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합 창

스포츠응용산업학과 BK21 PLUS

역 언론에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이루어졌다. 2016년에는 제네바대학교 신학부

업학회 insiders에서 결성된 팀으로, 우리 대학

사업팀, 한국 전통의 노인건강체조를

이에 지난 7월 28일 지역 노인들을 위한 건강

대표단이 방문하였고, 이번 2017년에는 신과대

교 학생 박현준(전기전자공학 09), 황경태(언

세계에 알리다

체조 보급에 헌신해온 공을 인정받아 사업팀을

학 및 연합신학대학원 대표단이 방문하여, 양교

대표하여 원영신 교수가 캘리포니아 주의회로

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목표를 달성했다.

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그리고 2018년에는 다시 제네바대학교 대표단

론홍보영상 10), 이재하(경영 15) 및 고려대학
교 학생 양현식(체육교육 14) 등으로 구성되어

노인건강체조 시연 및 교육활동으로

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 표창장 수상

이 우리 대학교를 방문하여 공동학술세미나를

여우더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콘서트장, 한강

개최하고, 교수와 학생 교류를 위한 구체적인

공원, 축제 등에서 여성들이 화장을 고칠수 있

스포츠응용산업학과 원영신 교수가 대표로 있

신과대학 교수진, ‘연세-제네바 신학

는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

는 ‘스포츠응용산업학과 BK21 PLUS’ 사업팀

컨퍼런스’ 참석

해 야외 공간에 화장을 고치는 공간(간이 파우

은 지난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샌프란시스코

더룸)을 설치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출창

에서 개최된 세계적인 노년학 컨퍼런스인 제21

협력시스템의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제3기 연세대학교 공자아카데미
글로벌차이나 프로그램

ST

업 대학생 챔피언스리그 결선에서 여우더는 ‘여

회 세계노년학 노인의학대회(The 21 IAGG:

성용 간이 파우더룸’을 아이템으로 청중평가 최

World Congress of Gerontology and Geri-

고 평점을 기록하며 인기상을 수상했고, 최종심

atrics)에 참가하여 2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했

우리 대학교 공자아카데미(원장 김현철)는 지

한편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2016년 7월에 개소

사 결과 역시 가장 높은 점수로 최종 우승을 차

다. 또한 노인건강체조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전

난해에 이어 올해 교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

한 서울창업카페 신촌점은 예비 창업가들을 대

지했다. 우승팀에게는 우승 상금 3,000만 원과

시부스를 운영하고 시연회를 개최했다.

3기 연세대학교 공자아카데미 글로벌차이나 프

창업지원단, ‘뇌분석 팀빌딩 네트워크’

상으로 업무 공간을 제공하는 코워킹 스페이스

창업 공간 지원, VC 연계 기회가 제공된다.

스포츠응용산업학과 BK21 PLUS 사업팀이 개

로그램”을 진행했다. 7월 한 달간 공자아카데미

개최

(Co-Working Space)이다. 아울러 ‘멘토링’,

여우더는 5월 말부터 아이템을 준비하였고 6월

발한 노인건강체조 프로그램은 퇴계 이황의 ‘양

신과대학 및 연합신학대학원 전현식 교수(연세

장학금을 지원받은 22명의 학생들이 먼저 공자

‘네트워킹’, ‘교육 및 강연’ 등 다양한 서비스 제

에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7월에는 신촌 물총축

생도인법’을 활용해 개발한 것으로, 노인 연구

ICONS 생태-문화 융복합 연구센터장)는 지난

아카데미에서 매일 6시간씩 3주간 수준별로 강

창업지원단(단장 손홍규)이 지난 7월 18일 서울

공을 통해 예비 창업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대

제에서 파우더룸을 시범운영했다. 그 과정에서

의 현실 적용성과 한국적 체조의 세계화 가능

6월 21일~22일, 스위스 제네바대학교에서 제

도 높은 수업과 특강 등에 참여했고, 자매대학

창업카페 신촌점에서 뇌분석 전문기관인 브레

학가라는 지리적 장점 덕분에 우리 대학교를 비

보완할 점들을 확인하였고 현재는 문제점들을

성을 확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샌프란시

네바대학교신학부와 공동으로 “연세-제네바

인 중국 사천성 성도시 사천사범대학교로 건너

인OS연구소와 함께 ‘뇌분석 팀빌딩 네트워크’

롯해 주변 대학인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고민하며 아이디어를 발

스코 한인회 및 KOWIN(Korean Women’s In-

신학 컨퍼런스(Yonsei-UNIGE Theological

가 2주간 다시 30시간의 수업과 30시간의 기

를 개최했다.

등 신촌 지역 대학의 주요 창업동아리들이 애용

전시키고 있다. 발 빠른 실행력과 영업력을 최

ternational Network) 초청으로 시연회 및 강

Conference 2017)”를 개최했다.

업 및 문화 탐방을 실시했다. 이랜드와 포스코,

‘뇌분석 팀빌딩 네트워크’는 예비 창업자들이

하는 창업 아지트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고 역량으로 꼽은 여우더는 2년 내에 흑자전환

습회를 개최했다. 그 밖에 로스앤젤레스 Better

이번 방문에는 연세대학교에서 전현식 교수,

그리고 성도시청 등을 방문하여 현장 근로자 및

‘자기 분석’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업 수행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우더는 “여성들이 편하

Life ADHC, 사우스베일로 한의대 한얼연구

정석환 교수, 권수영 교수, 손호현 교수, 송

경영자들과 의미 있는 토론시간도 가졌다. 이밖

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행사이다. 뇌분석

게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나온

소, 테레사 린지 노인센터(Theresa Lindsay

용섭 교수, 김정두 교수가 대표단으로 방문

에도 참가 학생들은 두보와 유비 등 역사적 인

“나를 알고 동료를 골라야 성공창업”

전문기관인 ‘브레인OS연구소’의 스마트폰 앱

연고대실전창업학회 insiders의

아이디어인 만큼 널리 알려져서 편하게 이용할

Senior Center), 한인타운 노인 및 커뮤니티 센

하여, 이틀 동안 “Humanity Enhanced or

물과 관련된 고적도 탐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

SVTN(실리콘밸리 팀밍 네트워크)을 활용해 예

‘여우더’팀, 제1회 청출창업 대상 수상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포부를 밝

터 등에 초청되어 한국적 노인건강체조 프로그

<<Trans-Humanized>> Ethical and Theo-

은 세계문화유산 지역 탐방을 통해 동서고금의

혔다.

램을 소개하고 보급하는 자리를 마련, 현지 지

logical Reflections”를 주제로 각각의 연구 논

시공간을 넘나드는 색다른 경험을 했다.

비 창업자들의 숨겨진 잠재력과 적성을 상세히
분석해주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동료 스타일

여성들의 편안한 야외활동을 꿈꾸다

을 현장에서 추천해준다.

문을 발표했다. 이번 대표단의 제네바대학교 방
문은 한국 신학의 저변을 유럽으로 확장하는 새

손홍규 창업지원단장은 “청년 창업의 효율성을

지난 8월 18일 재단법인 여시재와 서울시, 대학

로운 교두보를 마련하는 학문적이며 실천적인

높이고 우수한 신규 창업팀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생 IT 벤처 창업 동아리 SOPT가 합동으로 주최

쾌거를 달성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됐다.

발굴해내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한 창업동아리 챔피언스리그 제1회 ‘청출창업’

공동학술세미나는 우리 대학교 국제처와 제네

“앞으로도 우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컴퍼니

우승팀으로 우리 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연합창

바대학교 국제처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Yon-

빌더’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업학회 insiders의 ‘여우더’팀이 선정됐다. 여우

sei-UNIGE Seed Funding 프로그램을 통해

40

41

연세 INSIDE

캠퍼스 소식

신촌캠퍼스 소식

신촌캠퍼스 소식
바이오캠프는 2012년도부터 개최되고 있으며,

안과학), 김청묵(작곡과 은퇴) 교수가 B조 준우

소재한 한국 사무소는 카탈루냐 기업의 한국

신과대학 연합신학대학원은 지난 6월 26일~27

학과 동문 자녀들을 대상으로 생명공학 분야를

승을 차지했다.

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지원한다(http://www.

일 원두우 신학관 예배실에서 「교회·국가·이념:

소개하고 실제 연구실 현장을 체험하게 하여 생

현재 교수테니스회에는 90여 명의 회원이 활

catalonia.com/en/). 이번 MOU 체결로 우리

교회의 사회·정치적 위치를 논하다」라는 제목

명공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동문회

동하고 있고, 춘계와 추계 교내대회를 개최하며

대학교 영어영문학과(경영학 복수전공) 학생 1

으로 제36회 미래교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서대문구 테니스회 등 지역 테니스회들과도 친

명이 스페인 카탈루냐 무역 투자청 한국사무소

연합신학대학원은 해마다 한국사회와 교회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초등부와 중등부가 나뉘어

선전을 갖고 있다. 우리 대학교 교수라면 누구

에 근무하게 됐다. 카탈루냐 정부 무역 투자청

주요한 이슈를 주제로 선정하여, 한국교회와 신

져 미생물, 바이오인포매틱스 실험을 하는 시간

든 참여할 수 있는 교수테니스회는 운동을 통해

은 스페인어와 영어로 업무를 처리하고 무역

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을 갖고 첨단과학기술원 공동기기원과 대학원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들의 전문성을 살려 학술

투자 분야의 실무 경험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초청하여 강의를 개최해 왔다. 특히, 이번 세미

실험실을 탐방했다. 캠프 둘째 날에는 현미경,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교내 학문적 교류도 적극

서 매력적인 인턴 근무지 중의 하나다.

나는 촛불집회로 비롯된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

하이드로젤 실험을 진행하고 수료식에서 참가

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편, 카탈루냐의 주도인 바르셀로나는 삶의

령 탄핵, 대통령 선거, 남북갈등 등 한국 사회의

확인증을 수여받으며 본 행사를 마무리했다.

질이 높고 근무 환경이 뛰어나 국제 비즈니스

정치·사회적 위기 속에서 한국신학과 교회가

Open Smart Education 센터,

분야지정으로 선정된 강좌를 포함하여 총 4개

생명공학과 관계자는 “이번 바이오캠프를 통하

전문 인력이 모여 있는 도시다. 또한, 유럽 최

해 온 역할을 성찰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K-MOOC ‘우주의 이해’ 강좌

의 신규 K-MOOC 강좌를 개발할 예정이다. 교

여 동문 자녀들에게 생명공학 분야를 소개하고

초의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

모색했다.

오프라인 특강 개최

무처 OSE 센터(센터장 허준)는 우리 대학의 다

과학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보람 있고

직접 투자) 전략 도시로서 모바일과 스마트 시

채수일 박사(경동교회, 전 한신대 총장)의 개회

양한 명강의를 MOOC 강좌로 제작하여 지식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티 분야는 국제적인 벤치마킹의 모델로 자리

예배를 시작으로, 26일에는 △대한민국헌법상

교무처 Open Smart Education(OSE) 센터

기부를 통한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함과 동시에

학과는 동문회와 긴밀한 교류를 통해 동문과 동

잡고 있다.

종교와 정치의 분리: 헌법 제20조 제2항의 비

는 지난 6월 5일 과학관에서 K-MOOC(한국형

교내 학습 콘텐츠로 활용하여 학습자의 학습효

문 자녀들에게 애교심과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장학취업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스페인을 비

교법적 고찰, 홍기원 교수(서울대학교 법학과)

온라인 공개강좌) 천문우주학과 손영종 교수의

과 증진과 교수진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롯한 유럽 계열 해외 기업, 관련 지역 공기업과

△교회의 이념 논쟁, 정용성 박사(가지와 숲 아

‘우주의 이해’ 오프라인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진출하기 원하는 학생의 취업을 위

카데미 대표) △교회와 시민의식, 박득훈 박사(

한 전략적 교두보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가 강의했다.

장학취업팀, 카탈루냐 무역 투자청

특강에는 K-MOOC 강좌 수강생과 관심 있는

교수테니스회, 2017년 전국대회

교내 학생들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규성 이
과대학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강연과 밤하늘

생명공학과 동문자녀를 위한

의 달과 별, 목성을 직접 관측하는 관측회 순으

바이오캠프 성황리에 개최

27일에는 △교회와 국가주의, 오충일 목사(더

우승, 준우승 차지
우리 대학교 교수테니스회(회장 박영환, 의대

로 진행됐다.

인턴십 협약 체결

불어민주당 상임고문) △교회의 올바른 정치참

우리 대학교 최초로 스페인 정부 기관과

연합신학대학원, 제36회

여, 김성건 교수(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

업무 협조 체제 구축

미래교회컨퍼런스 개최

회와 정치문화, 이정구 총장(성공회대학교) △

우리 대학 스타 교수이기도 한 손 교수는

우리 대학교 생명공학과(학과장 정형일)와 생

흉부외과학)는 지난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강

K-MOOC ‘우주의 이해’에서 다루었던 137억

명공학과 동문회(회장 김종민)에서는 본 학과

원도 춘천 강원대학교에서 개최된 제46회 전국

학생복지처 장학취업팀이 스페인 카탈루냐 무

한국교회와 신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박영신 교수(연세대학교 명예교수)라는 주제로

년 전 빅뱅으로 시작한 우주와 여러 단계에 걸

동문 자녀를 대상으로 “2017 제6회 연세대학교

교수테니스대회에서 단체전 A조 우승, 개인전

역 투자청과 지난 8월 8일에 인턴십 협약을 체

고찰

진행됐다.

친 우주의 변화 속 인간의 출연에 대해 다양한

생명공학과 바이오캠프”를 지난 7월 28일~29

일반부와 시니어부 B조에서 각각 준우승을 차

결했다. 우리 대학교가 스페인 정부 기관과 업무

연령과 배경을 가진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일 양일 동안 개최했다.

지하는 쾌거를 거뒀다. 단체전 A조 우승을 이

협조 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있도록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하여 생

끈 교수님들은 김동현(전기전자공학부), 남영

카탈루냐는 스페인을 구성하고 있는 17개의 자

생하게 전달했다. 특강 이후에는 밤하늘의 달과

광(원주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박기영(경제

치 주 중에서 경제, 산업의 중심이 되는 주다.

별, 목성을 직접 관측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

학부), 박철민(신소재공학부), 이근우(치대, 보

스페인 북동부에 있으며, 주도는 바르셀로나

졌다.

철과학), 한수영(원주 국어국문학과) 이상 여섯

이다. 주 정부 자체적으로 전 세계에 40여 개

우리 대학교는 2015년 K-MOOC 시범대학에

명이다. 또한 개인전 일반부 B조 준우승은 오영

이상의 무역 투자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

선정되어 지난해까지 총 8개의 강좌를 개설하

준(의대 마취통증의학), 지명국(천문우주학) 교

으며, 무역 투자청은 카탈루냐 주 정부가 직접

여 운영 중이다. 한편 2017년에는 4차 산업혁명

수가 차지했으며, 시니어부에서는 김응권(의대

설치한 정부 기구로 비영리 기관이다. 서울에

42

사회에서 기독교의 의미: 종교사회학적 고찰,

43

신촌캠퍼스 소식

신촌캠퍼스 소식
시스템감사통제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7

난 7월 17일부터 TESOL 자격증 과정 및 국제

TESOL 자격증 과정도 역시 신설하여 운영 중

교육 흐름에 발맞춰 세브란스 병원 교직원들에

ISACA Korea Conference”가 지난 9월 1일 신

통역·번역협회가 주관하는 ITT(Interpreta-

에 있다. 테솔(TESOL) 자격증은 Teaching

게 전화 외국어 교육을 실시한다. 해당 과정은

촌캠퍼스 새천년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tion&Translation Test) 비즈니스 통·번역 전문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의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영어, 중국어, 일본어 3

IT Governance와 Risk Management’를 주제

가 영어와 중국어 과정을 개설했다.

약자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에게 영어

개국어 과정이며 일반 회화과정뿐 아니라 비즈

로 진행됐다.

ITT 과정은 7월 29일 개강하여 12월 23일 종

를 가르치기 위한 영어교수법을 배우는 과정이

니스과정, 시험대비과정 등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는 김형철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

강으로 총 20주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

다. 현재 2학기 과정은 개강준비 중에 있으며

영어과정에 있어 산업목적형 전문 과정을 운영

수의 ‘로봇도 윤리적인가?’ 라는 주제의 기조연

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연세대학교 언

해당 과정은 9월 주중 및 주말(20주) 과정으로

함으로 의학 및 간호 전문 분야에 외국어학습이

설을 시작으로 총 4개의 트랙(IT 거버넌스, 위

어연구교육원 수료증 발급은 물론 성적에 따라

편성될 예정이다.

필요한 세브란스 의료진에 좋은 교육 효과를 발

험관리, 사이버보안, APB포럼&블록체인)으로

비즈니스 영어 ITT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취득

진행되었고, 공공기관, 기업, 학계의 주요 인사

할 수 있다. 해당 자격증은 이미 삼성 테크윈,

들이 참여하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적 이

한국철도공사와 같은 400여 개 국내외 기업의

슈와 다양한 정책적/기술적 대응방안에 대한

공채에 반영되고 있어 취업 활용도가 높으며

언어연구교육원(원장 유현경) 외국어학당은 지

대한 자세한 내용 안내 및 서비스 관련 문의는

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과정은 8월에 실시

세브란스 전화 외국어 교육 실시

하여 총 3개월간 과정이 진행된다.
외국어학당에서 진행하는 전화 외국어 교육에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대학생

총 5개국에서 참가한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은

지식을 공유하는 장이 마련되었다.

프리랜서 통·번역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도

난 1월에 론칭한 전화 외국어 교육을 통해 현장

외국어학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워크숍 개최

다각도의 토론을 통해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ISACA Korea Conference’는 국내에서 최초

얻게 된다.

강의가 힘든 교내 구성원들에게 온라인 외국어

(전화 : 02-2123-3451, 홈페이지 : http://fli.

지역적, 국제적 해법을 모색했다. 워크숍이 진

로 개최된 IT 거버넌스 컨퍼런스로, 2007년부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롱비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외국어

yonsei.ac.kr)

미래융합연구원 웜하트 센터와 인천대

행된 관광명소 통영에 적용 가능한 ‘관광자원을

터 매해 개최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연세대학

글로벌 교육 센터 주최

활용한 SDGs 실행 방안’, ‘아시아 국가들이 협

교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 김범수 바른ICT

력하여 황사 문제를 해결할 방안’ 등 참신한 아

연구소 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우리 대학교와 인천대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이디어를 발표했다.

사회에 맞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IT 기술

유투브 통해 만나는 연세 연구의 오늘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2016년에 이어서 2년째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개발을 위한 정책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고교생 대상으로 한 쉽고 재밌는 연구 홍보 콘텐츠 개발

Youth community 역할’을 주제로 한 워크숍

연합신학대학원 정미현 교수(연세 미래융합연

바른ICT연구소는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실질적

이 지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통영 세자트라

구원 웜하트 센터장)는 “젊은이들에게 지속가

인 연구를 통해 우리 삶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대학에 오면 어떤 연구를 하게 될까? 전공을 선택하기 전 중·고교생들이 한

센터(이사장 박은경)에서 진행됐다.

능발전목표에 대한 심화 지식을 교육하기 위해

미래 정보통신 환경을 개척해 나갈 예정이다.

번쯤 가져볼 질문일 것이다. 우리 대학에서는 이와 같은 궁금증을 해결하기

이번 워크숍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이번 워크숍을 기획했다”며 “이순신 장군 한산

위해 짧은 동영상을 제작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세 연구

SDGs)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첩의 배경이자 조선시대 12 공방의 장인 문

현황을 공개한다.

기획된 것으로 미래융합연구원 웜하트 센터와

화를 꽃피워내고 박경리, 윤이상 등 우수한 예

약 2분 30초 분량의 영상에서 우리 대학을 대표하는 교수님들이 직접 출연

인천대학교 ‘글로벌 교육 센터’가 ‘유엔 지속가

술가들을 배출한 통영의 역사적, 현대적 가치와

해 어렵게만 느껴지는 연구 주제를 쉽고 재밌게 설명한다. 이를 통해 연세

능발전센터(UN OSD)’, ‘환경부’, ‘환경보존협

아름다움을 느끼고 생각해 보며 전 지구적인 문

연구의 오늘과 그 연구 결과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 보다 흥

회’의 지원을 받아 주최했다.

제들의 지역적 해법을 마련해 볼 수 있는 시간

미롭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아래와 같은 각종 연구 주제를 우리 대학교 공식 유투브 채널과 페이
스북 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다. 향후에도 더욱 다양한 분야의 연구 주제를

www.youtube.com/user/ysuniversity
www.facebook.com/ysuniversity
교수

소속

김도향

공과대학
신소재공학

구조용 금속 소재(자동차, 항공기, 전자 기기
외장 소재 등 강성을 가지고 구조를 유지하는
데 이용되는 소재에 관한 연구)

김영훈

문과대학
심리학

긍정심리학(칭찬과 꾸중의 긍정적 효과와 부
정적 효과에 관한 연구)

송  민

문과대학
문헌정보학

텍스트마이닝(생물정보학과 소셜미디어에 분
야의 비정형 데이터를 이용하여 유의미한 정
보를 추출하는 텍스트마이닝 방법 개발 연구)

조진원

대학원
융합오믹스의생명과학

당생물학(단백질이나 지질에 달라붙어 있는
탄수화물의 기능 연구)

담은 영상이 제작될 예정이다.

바른ICT연구소, 2017 ISACA Korea

외국어학당, TESOL, 비즈니스

Conference 공동 개최

통번역 과정 신설

정보대학원, 바른ICT연구소 및 (사)한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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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천진우 이과대학 화학

나노 과학(나노물질의 설계, 나노 측량 법칙
정립, 진화 나노 물질 연구)

최강열

대학원
생명과학부(생명공학)

분자생물학(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분자
수준에서 연구

홍대식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

차세대 통신시스템(통신 시스템의 모뎀 기술
을 주로 연구)

언어연구교육원(원장 유현경) 외국어학당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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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선교사 지원·외국환자 초청 치료·국내외 의료봉사 활동도와

최종 선정됐다.

한편, 1960년 창간된 YMJ는 창간호부터 지금

후원금 모집에 교직원 75% 참여

이번 과제는 ‘치과 진료 첨단화를 위한 융복합

까지 4,200여 편의 논문을 온라인으로 제공

중개임상연구 인력 양성’ 과제로 올해 6월부터

하고 있으며, 국제 데이터베이스인 ‘Medline/

2009년부터 시작된 강남세브란스

브웨 하라레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

2019년 12월까지 연구책임자인 치대 김형준 교

`PubMed, SCI, SCOPUS’ 등에 등재돼 있다.

병원의 누적 후원금은 15억 8,100

해 이 지역의 농업학교 운영을 지

수(교육연구부장, 구강악안면외과학)가 이끌어

현재 한국 의학학술지중 SCI Core journal로

여만 원이며, 전체 교직원의 약

원하면서 에이즈 환자에 대한 치료

나간다.

등재된 학술지는 YMJ를 포함해 대한생화학분

75%가 참여하고 있다. 강남세브란

와 관리 및 전산시스템 정착을 도

또한, 치대 김도현(보존과학), 김종은(보철과

자생물학회와 대한의학회 등 3개 학술지에 불

스병원에서는 사회사업후원금, 북

왔다. 특히, 이 지역 한인회와 협력

학), 김성진·최성환(교정과학) 교수도 함께 과

과하다.

방선교기금 그리고 사명실천기금

해 운영한 ‘밥퍼’ 운동은 주민의 건

제에 참여해 중개임상연구 인력을 양성한다.

특히 YMJ는 Open Access Journal로 YMJ 누

을 통합해 1% 나눔기금을 발족했

강 개선에 크게 영향을 미쳤고, 이

으며, ‘불우환자 치료’와 ‘선교 및

들이 파송기간을 마치고 돌아온 후

봉사 활동’으로 각각 절반씩 사용

에도 지속해서 운영되면서 선교활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시 특수구조단 소방항공

된다. 환자 치료를 위해서는 올해

동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대는 지난 6월 27일 병원장실 회의실에서 중증

6월 말까지 총 484명의 환자에게

강남세브란스병원 1% 나눔기금

외상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119 구급헬기 협

5억 5,200여만 원이 지원됐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매년 한 번씩

력 협약식을 했다.

합의학학술지 Yon-

신촌, 10년간 15억 4,500여만 원 모금 804명 후원

환자 지원 이외에도 교직원을 선교

‘1% 나눔주간’ 행사를 열고 있으

협약식에는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 민춘기 서

sei Medical Jour-

‘어르신과 함께하는 나들이’ 사업 지원

사로 외국에 파견하고, 국내외 의

며, 이 행사를 통해 교직원과 고객

울소방재난본부 특수구조단장, 이재길 중환자

nal(YMJ)의 인용지수

료봉사, 불우이웃지원, 외국환자

들을 대상으로 1% 나눔기금 운영

외상외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1% 나눔, 100% 희망으로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 협력
세브란스병원-서울시 119 특수구조단

리집(www.eymj.org)을 비롯해 PubMed 등을
통해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YMJ 인용지수 상승
의대에서 발간하는 종

pISSN 0513-5796 / eISSN 1976-2437
www.eymj.org

연세-에모리 대학 협력 증진
공동 연구사업 진행 및 심포지엄 예정

Vol. 58, No. 4, July 1, 2017

(IF)가 1.537까지 상승

우리 대학교와 미국 에모리대학 간 파트너십을

했다.

기반으로 한 협력이 증진되고 있다. 에모리대

최근 미국 클래리베

학과는 작년 2월 공동 연구협력 사업(GRCF)에

이트 애널리틱스(구

대한 협정을 맺은 바 있다.

르신과 함께하는 나들이’ 사업을

초청치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을 홍보하고 신규참여자들을 모집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응급환자 소생률

의 1% 나눔 운동이 올해로 10년을

위해 약 2,000만 원 상당의 휠체어

있다.

하고 있다. 1% 나눔기금 운동에 새

향상을 위한 119 구급헬기(HELI-EMS) 운영 상

맞이했다.

25대와 보관소를 기부했다.

이 중 기금이 가장 많이 사용된 곳

로 참여를 원하는 교직원은 세브

호 협력, 항공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전문응급

1% 나눔 운동은 교직원들이 본봉

‘어르신과 함께하는 나들이’ 사업

은 외국환자 초청 치료로 올해에는

란스병원 사회사업팀(02-2228-

처치 교육 및 훈련 지원,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

톰슨로이터)가 발표한 JCR(Journal Citation

이 연구협력 사업은 각각의 상대방 대학에서 파

의 1%를 기부해 질병의 고통과 경

은 지역 주민 자원봉사자들이 건

요르단 골절 환자, 카자흐스탄 선

7032/ hiansang@yuhs.ac,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협력, 응급의료 항공

Report) 2016에 따르면 YMJ의 공식 IF는

트너를 구한 후 연구 과제를 결정해 GRCF 사

제적 어려움으로 위기 상황에 있

강상 보행이 어려운 이웃 어르신

천성 흉부기형 소년 등 2012년부터

socialwork @yuhs.ac), 강남세브

이송 관련 연구를 위한 협력 등을 할 예정이다.

1.537로 전년의 1.154에 비해 상향됐고, 1998년

업에 공모하면 두 연구팀을 선정해 팀당 연간 3

는 환자와 가족을 돕는 운동이다.

을 위해 휠체어를 이용, 안산 자락

20여 명의 환자에게 약 3억 원의

란스병원 사회사업팀(02-2019-

한편, 세브란스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014

SCIE 등재 후 2000년 0.332로 시작해, 2010년

만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연구비는 두 대

2008년 시작해 올해 6월 말까지

길에서부터 서대문자연사박물관,

후원금을 지원해왔다. 뿐만 아니

2971/ gnfund@yuhs.ac)으로 연

년에 외상전문의 수련센터로 지정돼 현재까지

1.020으로 높아졌다. 2014년 SCI 등재 이후 발

학이 절반씩 부담한다.

모인 신촌지역 누적 후원금은 15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등 관내 명소

라 2012년부터 교직원 2명을 짐바

락하면 된다.

외상전임의를 배출하고, 서울지역 내 외상환자

표된 IF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현재까지는 의대 백순명 교수(의생명과학부)와

억 4,500여만 원이다. 교직원들의

를 나들이 시켜드리는 사업이다.

의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힘써오고 있다.

또한,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의 ‘Medicine,

재미의대동창인 에모리 대학 혈액종양내과 신

참여 금액도 계속 늘어나 작년에

세브란스병원은 사회사업후원금

General and Internal’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동문 교수(75년졸) 그리고 줄기세포 분야 생명

는 1억 8,900여만 원이 모였다. 모

운영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154종의 학술지 중 70번째로 Quartile 2에 해

과학부 조승우 교수와 에모리 대학의 윤영섭 교

인 금액 대부분은 환자 진료 지원

진행할 계획이며, 올해 11월 경 ‘세

당하며, 창간 후 가장 높게 랭크됐다.

수(의학 및 생체공학)가 팀을 이뤄 연구를 진행

에 사용됐다. 지금까지 총 804명의

브란스 1% 나눔 주간’ 행사를 진행

박중원 YMJ 편집위원장은 “많은 교수님이 우

중이다.

환자에게 12억 6,400여만 원이 지

한다. 행사 때는 1% 나눔 사업을

수한 Review article 및 Original article 게재

한편, 교류 협력을 바탕으로 올해 10월 심포지

원됐다. 이 밖에도 세브란스병원은

홍보하고, 교직원의 참여를 장려

로 YMJ의 인용지수가 상승했다”며 “논문을 외

엄이 열릴 예정이며, 에모리 대학 신동문 교수

2015년 4월에 서대문구청, 서대문

해 1,000명 이상의 참여를 목표로

치과대학병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

국 학회지에 제출할 때 YMJ를 인용해 주길 바

등이 참석해 발표한다.

구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하는 ‘어

하고 있다.

기술개발사업(연구역량 강화지원 분야) 과제에

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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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소식

의료원소식
중입자의학연구소를 방문했다.

의료원, 바이오시노시아, 기술보증기금은 지난 7

28일 기부금 400만 원을 전할 모야모야병 환

노성훈 암병원장은 업무협약에 앞서 의료원과

월 11일 의대 1층 회의실에서 ‘암의 예방 또는 치

아를 직접 만났다.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에서 치

암병원을 소개했고, “중입자 치료기 도입을 통

료용 약학적 조성물’에 대한 기술이전 체결식을

료받는 아이 중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아이를

해 한국의 암 치료가 새롭게 발돋움하기를 기대

했다.

수소문하던 터였다.

하며, 일본 중입자의학연구소를 비롯한 다양한

체결식에는 박민수 의과학연구처장 겸 의료원

그는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태어나자마자 생

기관과 임상 및 연구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이

산학협력단장, 기술이전 책임자인 의대 정재호

사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당시 주치의였던 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수(외과학), 최우제 바이오시노시아 대표이

한동관 교수와 의료진의 노력으로 많은 이들의

오후에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김용배 방사선종

고 심혈관 질환에서 혈관 생성/재생의 치료적

사, 배금철 기술보증기금 서울기술융합센터장

부정적 예상을 깨고 완치됐다. 한동관 교수는

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학과장이 의료원의 역사와 현황, 중입자 치료

적용에 관한 연구들이 소개됐다.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세상을 떠났지만 김 씨는 언젠가 세브란스병원

앞으로 의료영상데이터사이언스센터는 △임상

기 도입 진행 상황, 향후 협력방안 등을 참석한

또한,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맞춤 치료를 위한

정재호 교수는 “기술을 통해 구현되는 조성물

소아과에 보답하겠다고 다짐해 왔다.

연구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 △제품화를 통한 헬

일본 관계자들에게 소개했다.

새로운 접근법과 함께 한국인 표준 영상데이터

은 효과적으로 암 줄기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후원 아동과

스케어산업 주도 △소외 지역 의료서비스 제공

한편, 이날 일본 가나가와 암센터의 히로히코

의 구축을 활용한 임상연구 사례가 다뤄졌고,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암

아이의 어머니를 보면서 그는 다시 한 번 잘했

세브란스병원이 방대한 의료영상을 인공지능

△교육을 통한 의료영상 및 인공지능 전문가 육

쓰지 박사를 의료원 특별자문위원으로 위촉했

순환기질환 발생의 새로운 기전으로 대두하고

줄기세포를 효과적으로 치료해 암의 재발 또는

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적합한 아이를 찾아

과 데이터 사이언스 분석을 통해 다양하게 활용

성에도 나설 예정이다.

다. 히로히코 쓰지 박사는 지난 1994년부터 일

있는 T-세포매개 면역노화의 최근 연구결과도

전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직접 기부금을 전한 것도 가장 도움이 절실한

할 의료영상데이터사이언스센터(CCIDS)를 운

한편, 의료영상데이터사이언스센터는 지난 7

본 중입자의학연구소에서 중입자 치료를 해왔

발표됐다.

된다”고 말했다.

환아에게 곧바로 도움을 주려는 결정이었다.

영한다.

월 14일 종합관 6층 교수회의실에서 윤도흠 의

고, 전 세계 입자방사선학회 회장도 역임한 중

이번 공동심포지엄은 뇌심혈관질환융합연구사

한편, 이번 계약은 기술보증기금 서울기술융합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도 매우 가

의료영상데이터사이언스센터는 병원의 의료영

료원장, 송시영 의대학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입자 치료 전문가다. 의료원은 중입자 치료기

업단, 심혈관제품유효성평가센터, 연세 Cedas-

센터의 중개를 통한 3자 계약으로 진행돼, 기술

난하셨대요. 아픈 저를 돌봤던 부모님도 비슷한

상 빅데이터를 수집·가공해 인공지능이 분석할

가운데 개소식을 하고 기념 심포지엄을 열어 연

도입 시 필요한 자문과 도움을 받을 예정이다.

Sinai 심장융합영상연구센터, 심뇌혈관 및 대사

보증기금은 이번 기술이전 계약과 관련해 바이

심정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뭉클했습

수 있는 형태로 재생산하며, 이 과정에서 영상

구 활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나눴다.

질환 원인연구센터, 영상기반 한국인 표준 심장

오시노시아와 재무적 협력을 진행한다.

니다”라며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또 다른

의료영상 AI 시대 열어간다
CCIDS(의료영상데이터사이언스센터) 운영

의학과 의료진은 영상정보를 분류하고 추가정

구조 데이터센터, 연세 심혈관 줄기세포 및 재생

이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

보를 더해 오진율을 최소화한다.

의학 연구단, SECRET 센터가 공동주최했다.

습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고 말했다.

데이터를 수집, 정제, 가공, 구조화, 저장하는

한편, 세브란스 심뇌혈관연구클러스터는 2013

일본 중입자의학연구소와 협력

년 심뇌혈관질환 분야의 대규모 국책연구과제

전 과정을 최적화된 프로세스로 개발해 표준화
하고, 이렇게 생산된 환자별 의료영상은 질환

암병원, 히로히코 쓰지 박사 특별자문위원

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협의체로, 예방기술 개

예후 예측과 정확한 영상판독으로 치료 효과도

위촉

발부터 치료 효능 평가까지 일련의 연구개발 과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의료영

세브란스빌딩 역사관 이전·확장

정들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200여 편

서울역 세브란스빌딩 역사관이 이전, 확장됐다.

이 넘는 연구논문과 국내외 특허 그리고 기술이

역사관은 유동인구가 많은 빌딩 1층 오른쪽 부

전 성과를 만들어 냈다.

출입구 부근으로 이동했고, 벽면에는 세브란스

상데이터사이언스센터는 최첨단 인공지능 분

암병원은 지난 7월 6일 일본 도쿄 시내 발명회

석과 데이터 사이언스 분석을 위한 산학연 협력

관에서 일본 양자과학기술 연구개발기구(QST)

심뇌혈관연구클러스터 공동심포지엄

체계도 구축했다.

산하 중입자의학연구소(NIRS)와 업무협약

개최

최병욱 의료영상데이터사이언스센터 소장(영

(MOU)을 체결했다.

상의학과)은 “의료영상 데이터 구축과 인공지

일본 중입자의학연구소는 1994년부터 세계 최

세브란스 심뇌혈관연구클러스터(SCRC) 공동

능 분석 기술 개발, 기술의 유효성 평가나 임상

초로 중입자 치료를 시행해, 그동안 1만 명이 넘

심포지엄이 지난 7월 7일 종합관 331호와 337

적 가치 구현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라

는 환자를 치료했으며, 현재 전 세계 10여 개의

호에서 열렸다.

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통한 의료영상 분

중입자치료센터를 선도하는 임상 연구소다. 지

4회째를 맞이한 공동심포지엄에서는 고령화 사

석이 완료되면 다른 임상 정보와 함께 진료실에

금까지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미국 등의

회에 대처하는 국내 건강증진 정책과 심혈관 노

의료원의 암 예방과 치료 목적의 조성물이 바이

세브란스병원에서 선물 받은 삶을 누군가와 나

서 환자의 질환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

많은 연구자가 중입자 치료 연구를 위해 일본

화에 대한 약리학적, 유전학적 연구 동향 그리

오벤처 기업 바이오시노시아에 기술이전 됐다.

누고 싶었다는 김수현(가명, 36세) 씨는 지난달

48

“태어나자마자 받은 선물, 이제 돌려

역사를 소개하는 내용이 추가로 확장 구성됐다.

드려요”

역사관 내에는 알렌, 세브란스, 에비슨 흉판, 정

암 치료용 조성물 기술이전
의료원-바이오시노시아-기술보증기금

초석, 한국전쟁 이후 복구된 세브란스병원 미니

고 한동관 명예교수 환자, 모야모야병

어처 등으로 꾸며져 있다. 역사관 벽면에는 히

환아에 400만 원 기부

스토리 월이 구성돼 알렌의 내한, 제중원의 설
립부터 최근까지의 발전 모습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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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시행

처, 사지접합술 후, 중심성 망막동맥 폐색증 등
다양한 질환에 고압산소치료를 활용하고 있다.

심장혈관병원, 심장내과·노년내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고압산소치료센터는 아

중심으로 시작

직 우리나라에 일반적이지 않은 다인용 고압산
소챔버(Multiplace Chamber)를 선제적으로 운

강남, 비자검진센터 외부로 확장 이전
강남세브란스병원이 병원 외부로 비자신체검

심장혈관병원이 내과 입원환자에 대한 전담전

영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미국 잠수고

문의 서비스를 시작했다.

압의학회(Undersea and Hyperbaric Medical

입원전담전문의 서비스는 입원환자에 대한 전

Society, UHMS)의 자격증을 소유한 응급의학

문 진료를 통해 의료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전문의가 치료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 각

세브란스병원 뇌졸중센터

위한 새로운 제도다.

지의 응급중환자들(급성일산화탄소중독 등)이

의료소비자만족대상 국회

병동에 상주하는 내과 입원전담전문의가 약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을 찾고 있다.

보건복지위원장상

치료, 검사 및 치료에 대한 진료 상담, 시술 전·

사실을 확장 이전하고 지난 3일 비자검진센터

후 처치, 영양관리 등을 통해 입원환자에 대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원도내 최초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산부인과 및 흉부외과 로봇수술 시행

고압산소치료 2,000례 돌파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연구팀,

개소식을 가졌다.

세브란스병원 뇌졸중센터가 국회 보건복지위

통합 진료 및 주치의와의 협조 체계를 더욱 강

개소식에는 윤도흠 의료원장, 강남세브란스 김근

원회가 후원하고 브릿지경제신문이 주최한

화한다. 환자는 입원기간 동안 병동에서 전문적

수 병원장, 김재진 진료부원장, 송영구 연구부원

‘2017 의료소비자만족대상’에서 국회 보건복지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지난 4월을 시작으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고압산소치료센터가

장, 김지홍 기획관리실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장양수 내과부장은 “내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도내 최초로 산부인과 및 흉부외과 질환에 대한

지난 7월 18일 치료 2,000례를 달성했다.

병원 인근 건물에 새로 문을 연 비자검진센터는

소재진 심사위원장(두원공과대학 보건의료행정

는 내과 전문의를 새로운 의료 환경에 맞게 교

로봇수술에 성공했다.

작년 10월 개소한 고압산소치료센터가 운영 5

지난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분당서울대병

기존 72.72㎡(약 22평)의 공간을 231.4㎡(약 70

학과 교수)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뇌졸중센터

육하고 특화시키는 수련의 과정을 포함해 변화

로봇수술은 3차원 입체 영상을 이용하여 집도

개월여 만인 지난 4월에 1,000례를 달성한 이

원 헬스케어혁신센터에서 개최된 ‘제5회 환태

평)로 확장했고, 채혈 및 엑스레이 검사가 한 곳

는 2010년에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CI)로부

되는 의료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중

의의 손 움직임을 정확히 재현할 수 있는 로봇

후 3개월 만에 2배의 치료 건수를 기록한 것이

평양외상학술대회(5th Pan-Pacific Trauma

에서 가능하다.

터 뇌졸중 임상치료프로그램(CCPC) 인증을 획

요한 대안이며, 지속해서 체계화시킬 예정”이

손에 의한 수술로써 최소 절개를 통해 미세한

다. 이와 같이 고압산소치료 건수가 대폭 증가

Congress 2017 Korea)’에서 원주세브란스기독

비자검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대 동재준(강

득한 국내 유일의 뇌혈관질환 치료 메카다. 골든

라고 말했다.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장기의 손상이

하고 있는 이유는 과거와는 달리 다양한 질병

병원 연구팀 중 2개팀이 우수구연상을 수상했다.

남 가정의학과) 교수는 “독립된 공간에서 비자

타임 내 혈전용해제 투여, 다학제 협력 중재시술

한편, 심장혈관병원은 지난 26일 심장혈관병원

나 출혈을 최소화하여 기존 수술보다 정교하고

치료에 고압산소치료를 활용하고 있고 탁월한

김태윤 전공의(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

신체 검진 서비스만 제공하기 있기 때문에 고객

시스템 등으로 응급 뇌환자를 신속하고 효과적

8층 88, 89병동에서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 환자들의 만족도

효능으로 환자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

학과)와 성실 연구원(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

들의 대기시간이 짧아지고, 각종 검사를 받느라

으로 치료한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최동훈 심장혈관병원장, 장양수 내과부장, 의대

가 높다. 지난 4월에는 도내 최초로 자궁근종·

센터 개소 이후 기존의 질병(급성일산화탄소

학)은 각각 ‘한국형 외상팀 활성화를 위한 한국

병원 여러 곳을 돌아다닐 필요가 없고, 혹시 모

한편, 뇌졸중센터는 1974년 미세현미경하 뇌동

박은철(예방의학) 교수, 곽영란 심장혈관병원

자궁내막증·자궁선근종 등의 양성 부인과 질환

중독, 잠수병) 치료 뿐 아니라 고압의학 선진국

형 기준의 검증에 관한 연구’와 ‘한국형 응급실

를 원내 감염병 노출 우려도 적어 수검자의 편

맥류 클립결찰술, 1996년 뇌동맥류 백금코일

진료부장, 이강영 적정진료관리실장 등이 참석

및 악성종양 절제술(산부인과 이산희, 정다은

인 미국, 일본 등에서 환자들에게 이미 적용하

중증도 분류체계와 병원 전 중증도 분류 체계의

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지하

색전술 등 최신 수술법을 선도해왔으며 2004

한 가운데 내과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개소식을

교수)을, 6월에는 흉부외과 종격동 종양 절제술

고 있는 방사선치료에 의한 만성 합병증, 돌발

상관관계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여 우수구연상

철역 연계 셔틀버스 정류장도 추가 설치해 접근

년 급성 뇌경색 표준치료법을 정립했다. 40년

진행했다.

(흉부외과 변천성 교수)을 시행하여 성공적인

성 난청, 당뇨병성 족부 궤양, 만성 난치성 상

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간 축적된 미세뇌혈관수술 경험을 활용해 국내

결과를 거뒀다.

한편, 강남세브란스병원 비자검진센터는 2001

최고 수준의 치료성적을 거두고 있다. 센터는

한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지역주민들에게

년 캐나다 건강검진을 시작으로 현재 캐나다,

국내 최초로 ‘응급실 뇌졸중환자 치료프로그램

첨단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0

호주, 영국, 뉴질랜드, 미국의 5개국 비자 발급

(BEST)’을 구축, 골든타임 내에 혈전용해제 투

년 4월 로봇수술 장비를 도입한바 있으며, 대장

에 필요한 필수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정 신

입 및 혈전제거시술을 실시해 후유증을 최소화

암·갑상선암·위암·전립선암 등 각종 암수술에

체검사기관이다. 현재 월 평균 1,200여 명이 수

하고 있다.

대해 폭넓게 시행하고 있다.

제5회 환태평양외상학술대회
우수구연상 수상

검을 받고 있다.

50

51

원주캠퍼스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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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최되었으며 정부와 산/학/연의 연구자

를 구현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60여 명이 참석했다. 미나마타협약(Minamata

일시적인 인력 동원을 통해 자료를 조사하고 입

Convention)은 수은의 유해성이 지속적이고

력하는 것은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한

인체에 누적되어 뇌신경계 등에 악영향을 주는

계가 있었다.

중금속 중에서는 가장 독성이 큰 물질이기에 이

원주캠퍼스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접근성지도 사

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

용자인 장애인 본인들이 파악하고 있는 정보를

이 필요하여 UNEP에서 제정한 국제협약이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변

본 협약은 약 80개국이 참여에 비준함으로써

화된 접근성정보들이 즉시 반영되도록 하여 기

2018년 8월 16일에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협

존 접근성지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약 실행의 시점에 맞추어 이에 대한 국가적 대

있는 장애인 접근성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제작

응과 산학관의 협력을 위한 수은연구 네트워크

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접근성지도의

보건과학대학 동문회, 총동문회관에

원주캠퍼스, 수은연구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우리 대학교를 중심으로 대학과 유

제작을 위해 접근성지도 제작에 경험이 많은 커

동문회 사무실 개소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관 환경부 연구진들이 함께하여 수은 관리에 대

뮤니티매핑센터 대표이자 미국 메헤리의대 부

한 현황과 미래 협력에 관한 대화의 장을 갖게

교수인 임완수 박사가 도움을 줄 계획이다.

원주캠퍼스 보건과학대학 동문회(회장 송석

원주캠퍼스의 BK21플러스 유해환경관리 및 자

된 것이다.

탄자니아 의사 연수생, 선진 의료기관

예정이다. 이번 견학은 개원 예정인 MUHAS

한편 이번 행사를 통해 파악되는 30cm 이하의

원)가 지난 7월 31일 오전 11시 총동문회관 2층

원순환기술사업단(단장 환경공학부 서용칠 교

수은 워크숍은 ‘미나마타 협약과 국내 이행 현

견학 위해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Academic Medical Center가 동부아프리카에

계단이 있는 기관들 중 경사로 설치를 희망하는

에서 보건과학대학 동문회 사무실 개소식을 진

수)이 지난 8월 9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수은연

황 소개’와 ‘다매체간 수은의 거동과 주변국가

방문최

서 가장 우수한 병원으로 발전하기 위한 준비로

기관에게는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실

행했다.

구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숍(이하 수은 워

간 이동 연구 소개’를 대주제로 총 9개의 발표

써 대한민국 의료기관의 선진 사례를 배우기 위

시하는 이동식 경사로 무료설치사업인 ‘30cm

이날 개소식에는 송석원 보건과학대학 동문회

크숍)’을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 진행되었으며, 수은연구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사장 인요한)의 이종

해 이뤄졌다.

의 기적’과 연세대학교 창업동아리 MLP(Make

장을 비롯하여 양광모 동문(의공학 동문회장),

강원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과 공동개최했다.

논의가 진행되어 수은 연구 및 협력을 위한 공

욱 펠로우십 교수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탄자니

연수생들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기

Level Paths)의 초경량·저가형·이동식 경사로

이승복 동문(임상병리 동문회장), 이용현 동문

이번 수은 워크숍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국제

동협력 기구로 수은 연구회를 지속적으로 갖기

아 의사(교수) 연수생 7명이 8월 4일 원주세브

관으로서의 특성과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성을

인 FFF(First Floor Free)경사로 깔아주기 캠페

(인문예술대학 동문회장), 김정현 총동문회 사

협약(Minamata Convention)을 대비하여 국

로 합의했다.

란스기독병원을 방문했다.

동시에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원주세브란스기독

인인 ‘턱들을 깨자’를 통해 경사로 설치를 검토

무국장, 이해종 보건과학대학장(원주캠퍼스 보

내 관련 분야 연구진들의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

이들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도착하여 원

병원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후 지원하게 된다.

건행정학과), 정병조 대외정책부처장(원주캠퍼

주의과대학 이강현 학장으로 부터 병원 소개를

스 의공학부), 이기종 교수(원주캠퍼스 임상병

받은 뒤 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외상수

리학과장) 등 원주캠퍼스 동문과 교수 등 관계

술실, 진단검사의학과, 외상 병동을 차례로 돌

작업치료학과, ‘30cm의 기적, 턱들을

자들이 참석하여 개소식을 축하하며 동문회의

아보며 진료를 위한 시설과 업무 절차 등을 상

깨자!’ 커뮤니티매핑데이 개최

활발한 활동과 발전을 다짐했다.

세히 견학했다.

송석원 보건과학대학 동문회장은 “그간 동문들

이번에 방문한 탄자니아 연수생들은 2017년 한

2018 평창동계장애인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동문회 사무실

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이종욱 펠로우십

원주캠퍼스 작업치료학과는 지역장애인단체

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며 “보건과

교수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탄자니아의

인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공동으로 ‘평창

학대학 동문회 사무실 마련이 다소 늦었지만 총

MUHAS Academic Medical Center에서 교수

2018 장벽없는 지도만들기 커뮤니티매핑데이’

동문회관에 동문회 사무실을 마련한 만큼 모교

로서 근무할 예정이다.

행사를 커뮤니티매핑센터와의 협력으로 8월

의 발전과 후배 양성 그리고 활발한 동문회 활

MUHAS Academic Medical Center는 한국국

16일 원주에서 개최했다.

동에 힘쓰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보건의료재단이 탄자니아에 지원한 약 600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 등을 통해서도 쉽게 접

병상 규모의 신축 병원으로 오는 9월 개원할

근 가능한 접근성시설을 안내하는 접근성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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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INSIDE

인물동정

국제캠퍼스 소식

김우철 교수(기계공학)가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15회 국제나노기술 심포

김우철 교수

지엄 및 나노융합대전(이하 나노코리아 2017)에서 연구부문 최고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국무총리상 수상

김우철 교수는 나노기술이 방열, 발열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초연구를 제공하고, 응용 연구로

표가 끝난 후 심사위원들은 아이디어의 창의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명문 인문학 대학으로,

성, 실현 가능성 그리고 작품의 완성도를 바

US News에서 선정한 2017 National Liberal

탕으로 최고의 아이디어상을 선정했다. 올해

Arts Colleges 순위에서 9위를 차지했다. 클레

의 심사위원상은 해외 직구 사용자들이 가

어몬트 매케나대학은 경제, 국제관계, 정치, 그

장 어려움을 겪는다는 반품 문제의 해결책

리고 금융 분야의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을 제시하며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있고, 하얏트 호텔 그룹 회장 Thomas Pritzker,

Winsurance팀이 수상했다.

토이저러스회장 및 최고경영자 Robert C.

전수진 테크노아트학부장 및 정보인터랙션 디

Nakasone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동문

언더우드국제대학 테크노아트학부,

자인 전공책임 교수는 “올해로 세 번째를 맞

들을 배출했다.

2017 DFK 캡스톤 갈라나잇 개최

이한 DFK 캡스톤 갈라나잇은 매년 참석하는

우리 대학교는 미국의 코넬대학교, 영국의 옥스

한편 김 교수는 지난 2015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디지펀아트 도시풍경전 ‘Digi Fun Art-Urban

기업 및 관계자들이 학생들의 창의적인 문제

퍼드대학교를 비롯하여 전 세계 70개국의 650

Scape’ 국제 초청 전시회(디지털 아트-모바일아티스트: 국제 4명, 국내 2명)에 세계 최고의 모바일아

해결 과정, 결과물의 완성도, 발표 능력 등 현

개 대학들과 학생교환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트 작가 제레미 서튼, 조안 카터, 수잔 머타, 요르그 힌츠와 함께 국내작가로 초청받아 함께 전시회를

재 창업을 준비 중인 실무자들과 비교해도 손

뿐만 아니라 언더우드국제대학은 미국의 UC

함으로써 그 실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지난 6월 21일 언더우드국제대학 테크노아

색없을 정도로 우수하다고 평가한다. 성공적

버클리 대학, 다트머스 대학, 웨슬리 대학, 알토

트학부 학생들의 2017 DFK 캡스톤 갈라나

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이 매우 자랑

대학, Yale-NUS 대학 등 총 13개 대학과 독점

잇(Design Factory Korea Capstone Gala

스럽다”고 말했다.

학생교환협정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다양한 창의적 종합설계 능력 선보여

서 나노구조를 지닌 소재의 열전특성 및 열전성능 향상에 관한 연구를 통해 열전소자의 열효율을 높
이는 데 기여하여 국가의 나노분야 학문 발전과 기술 상용화에 크게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았다.

김홍규 교수
Seasons Art Exhibition
특별상 수상

이강현 교수

김홍규 교수(도시공학)가 지난 7월 4일 미국에서 열린 디지털아트경기 Seasons 2017 Art Exhibition
에서 ‘Autumn in Our Mind’라는 작품으로 특별상(Special Merit Category Award)을 수상했다. 전
세계 20개국 및 미국 내 29개주에서 377개 작품이 응모된 본 경기에서 김 교수의 작품은 스마트폰
(도구: 갤럭시노트)으로만 그린 그림(모바일 아트)으로서 갤러리 디렉터 등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강현 교수(응급의학과, 원주의과대학장)가 지난 6월 22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센터에서

Night)이 강남구에 위치한 구글 캠퍼스 서

또한 3-Campus Program을 통해 홍콩대, 게

울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언더우드국제대

이오대를 주축으로 프린스턴 대학, 킹스칼리지

학 학생 및 교원뿐 아니라, 구글 코리아, 엘

등 세계 다양한 파트너 대학들과 교류하며 학생

지전자, 삼성 SDS, 서울대, 인하대, Dwight

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쌓을 최고의 기회를 제공

한편, 제5회 환태평양외상학술대회에는 “Giant step toward excellency of trauma care”를 구호

School, Chadwick International School

하고 있다.

로 10여개 국에서 1,1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간 성황리에 개최됐다.

등 다양한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행사를

이번 교환협정은 아시아의 Liberal Arts

빛냈다.

College를 선도하는 언더우드국제대학이 미국

테크노아트 캡스톤 프로젝트(Techno-Art

의 손꼽히는 인문대학인 클레어몬트 매케나대

Capstone Project)는 테크노아트 학부

학과 교류를 맺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교환

의 세 전공인 문화디자인 경영(Culture &

언더우드국제대학, 클레어몬트

협정을 계기로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인문학과

Design Management), 정보 인터랙션 디자

매케나대학과 학생교환협정 체결

정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

인(Information and Interaction Design),

제17대 대한외상학회장
취임

이한웅 교수
한국실험동물학회
이사장 취임

개최된 ‘제5회 환태평양외상학술대회(5th Pan-Pacific Trauma Congress 2017 Korea)’에서 이뤄진
대한외상학회 총회에서 제17대 대한외상학회장으로 취임했다.
이강현 교수는 향후 1년간 대한외상학회의 활동을 이끌어가게 된다.

이한웅 교수(생화학)가 한국실험동물학회 제5대 이사장(18대 학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2019년 9
월부터 2021년 8월까지다.

대된다.

창 의 기 술 경 영 ( C re a t i v e Te c h n o l o g y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인문학 과정을 제공

Management) 학생들이 협력하는 프로젝트

할 것으로 기대

형식의 수업이다. DFK 캡스톤 갈라나잇은 프

장진우 교수

의대 장진우 교수(신경외과학)가 지난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17차 세

로젝트를 마무리하며, 학생들이 열심히 작업

언더우드국제대학은 지난 7월 미국 명문 대

한 작품들을 심사위원과 관객들 앞에서 선보

학인 클레어몬트 매케나대학(Claremont

이는 자리다.

McKenna College)과 학생교환 협정을 체결

올해 총 12개의 팀이 애플리케이션, 웹 서비

했다.

장 교수는 “선진 각국보다 부족했던 국내 임상 뇌과학 분야의 인프라 구축과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스, 제품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발

1946년 설립된 클레어몬트 매케나대학은 미국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국내 임상 및 기초 뇌과학 분야의 학문적 활성화로 고통받는 환자들

세계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차기 회장에 선출

계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장진우 교수는 한국인 최초로 오는 2019년부터 2년 임기로 학회를 이끌며, 2021년 한국에서 개최될
19차 세계학회도 주관한다.

에게 실질적 도움과 삶의 희망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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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교직원 소개

정미현 교수
세계 10대 개혁 신학자로
선정

정미현 교수(연합신학대학원)가 1517년 종교개혁 이래 가장 영향력 있는 세계 10대 개혁 신학자로

퇴임교원

뽑혔다.  
정 교수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개최된 제26차 세계개혁교회성

섬김과 봉사의 정신으로 연세 발전을 위해 힘써 온 교원 24명이 영예로

례공동체연맹(WCRC·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총회에서 이같이 선정됐다.

운 퇴임을 맞았다.

WCRC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개혁신학과 신앙 분야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했거나 하고 있는

지난 8월 25일 오후 3시 루스채플에서 교원퇴임식이 열렸다. 김용학 총

10인을 선정했다. 아시아 여성으로서는 정 교수가 유일하다.  

장, 이재용 교학부총장, 김영석 행정․대외부총장을 비롯한 동료 교수들

오늘 퇴임을 맞이하시는 분들은 70년대의 격동기를 대

정 교수는 “스위스 종교개혁과 그 신학을 우리 신학계와 교계에 더욱 효율적으로 전해야 하는 사명

과 가족들,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이들은 연세에서의 삶을 돌아보며 마

학생으로 보내셨으며,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뜨거울

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막 인사를 건넸다.  

때 교편을 잡으셨고, 90년대 세계화의 격랑 속에서 학

이날 이태영 교수(대기과학)는 “연세에 재직하는 동안 학생들이 성장
하고 사회로 나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나 자신도 많이 발전할 수 있었고

조주관 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으로 선출

조진원 교수
국제당질학회 회장에
임명

조주관 교수(노어노문학과)가 지난 7월 21일에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으로 선출됐다. 조 교수는 러시
아어문학 분야를 선도해 온 우수한 학자로서 뛰어난 연구 업적과 성과를 인정받았다. 러시아문학발

존경하는 동료, 선․후배 교수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귀한 배움을 얻었
다.”며 “최고의 자부심을 느끼며 기쁜 마음으로 퇴임을 맞이한다.”고 퇴

문의 발전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새천년을 맞으면서 월
드컵의 흥분을 학생들의 함성과 벗하며 보내셨고, 급
변하는 교육환경 하에서도 늘 연세와 함께 하시며 한결

전과 한·러 학술교류에 이바지한 공로로 러시아 정부로부터 푸시킨 메달을 수상한 바 있고, 한국과

임 소감을 밝혔다.

같은 마음으로 제자들을 키워 오신 분들입니다. 강산

조지아의 문화교류에 기여한 공로로 조지아 대통령상과 훈장을 받기도 했다.

지난 7월 법무부 장관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맞은 박상기 교수(법학전문

도 여러 번 변하고 사람들 사는 모습도 참 많이 변해 온

대학원)는 “지난 30년을 연세에서 보내며 내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일

세월이었습니다. 긴 세월,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절

궈냈고 연세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연세는

과 휴일을 마다하고 연구실과 실험실의 불을 밝히며 연

내 인생의 요람”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구와 토론, 실험으로 지새우신 나날들 덕분에 우리 연

조진원 교수(의생명과학)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4차
국제당질학회 심포지엄에서 국제당질학회 회장으로 선정됐다. 임기는 2017년 9월 1일부터 2년이다.
한편, 조진원 교수가 조직위원장으로서 개최한 이번 대회에는 당과학(Glycoscience) 관련 전 세계

한편, 이날 김용학 총장은 “인생 3막 시대를 맞아 퇴임 교수님들이 인생
3막 연극의 주인공으로 첫 출발을 힘껏 내딛기를 축원한다.”며 선배 교

세는 세계 속의 명문 사학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교원퇴임식사 중-

수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다.

30개국에서 400여 명의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당과학은  MIT가 선정한 세상을 바꿀
10대 혁신 기술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제3세대 첨단 미래 BT 기술 중 하나다.

김영수 명예교수
아시아척추학회 공로상
수상

김영수 명예교수(토마스병원장)가 지난달 8일부터 10일까지 일본 오사카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8
차 아시아 척추학회(ASIA SPINE 2017) 및 제32차 일본 척추신경외과 학회에서 공로상을 받았다.
김영수 명예교수는 20년 전 일본척추학회 회장과 함께 한일척추학회를 창립했다. 한일척추학회는
그 후 아시아 척추학회로 발전하며 확대·개편됐고, 학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학회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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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

정년퇴임

정년퇴임

정년퇴임

윤건영 교수

이태영 교수

문영현 교수

고광백 교수

상경대학

이과대학

공과대학

공과대학

경제학부

대기과학

전기전자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정년퇴임

정년퇴임

정년퇴임

정년퇴임

최세영 교수

곽동경 교수

신철수 교수

박상기 교수

공과대학

생활과학대학

대학원(생명시스템대학)

신소재공학과

식품영양학

생명과학부(생명공학과)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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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보직 발령

정년퇴임

정년퇴임

정년퇴임

정년퇴임

남택상 교수

조상래 교수

정남식 교수

박용구 교수

의과대학

의과대학

의과대학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미생물학교실

내과학교실

신경외과학교실

교무위원
성 명: 하미경
보직명: 생활과학대학장 겸 생활환경대학원장
소 속: 실내건축학
임 기: 17.08.01 - 19.07.31

정년퇴임

정년퇴임

정년퇴임

정년퇴임

이규성 교수

나동균 교수

이찬영 교수

정문규 교수

의과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치과대학

신경외과학교실

성형외과학교실

보존과학교실

보철과학교실

정년퇴임

정년퇴임

정년퇴임

정년퇴임

채중규 교수

김한성 교수

박정진 교수

권상옥 교수

치과대학

정경대학

치주과학교실

법학

원주의과대학
원주교목실

내과학교실

정년퇴임

정년퇴임

정년퇴임

명예퇴임

홍순기 교수

박희전 교수

이영진 교수

장병철 교수

원주의과대학

원주의과대학

원주의과대학

신경외과학교실

산부인과학교실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신촌·국제캠퍼스

신촌·국제캠퍼스

부속기관

대학,
대학원 부속기관

부속교육기관

흉부외과학교실

대학교부설
연구기구

보직명

성명

전공(소속)

임기시작

임기만료

비고

Open Smart Education 센터장

허준

토목·환경공학과

17.09.01

19.08.31

유임

연구윤리센터장

조만호

물리학

17.09.01

18.02.28 연구처부처장이 당연겸직

디자인센터소장

안강현

법학전문대학원

17.09.01

18.02.28

박물관장(직무대행)

한창균

사학

17.09.01

18.08.31

유임

방사선안전관리센터소장

이태호

생명과학부

17.09.01

19.08.31

유임

체육지도자연수원장

원영신

스포츠응용산업학과

17.09.01

19.08.31

유임

건강운동관리사책임교수

이세용

체육교육학

17.09.01

19.08.31

노인스포츠지도사책임교수

원영신

스포츠응용산업학과

17.09.01

19.08.31

‘건강운동
유임 대외명칭
관리사연수원장’
‘노인스포
유임 대외명칭
츠지도사연수원장’

언어연구교육원장

유현경

국어국문학

17.09.01

19.08.31

유임

언어연구교육원부원장

이동귀

심리학

17.09.01

19.08.31

유임

미래교육원장

연강흠

경영학과

17.09.01

19.08.31

프론티어연구원장

최문근

화학

17.07.26

19.02.28

프론티어연구원부원장

조형희

기계공학

17.07.26

19.02.28

미래도시와사회연구원장

이경태

경영학

17.07.26

19.02.28

미래도시와사회연구원부원장

김갑성

도시공학

17.07.26

19.02.28

언어정보연구원장

서상규

국어국문학

17.09.01

18.08.31

언어정보연구원부원장

조태린

국어국문학

17.09.01

19.08.31

국가관리연구원장

조화순

정치외교학

17.09.01

19.08.31

법학연구원장

이철우

법학전문대학원

17.09.01

19.08.31

심영

법학전문대학원

17.09.01

19.08.31

이승만연구원장

김명섭

정치외교학

17.09.01

19.08.31

항공전략연구원장

손광훈

전기전자공학과

17.09.01

19.08.31

미래융합연구원장

임춘성

산업공학과

17.09.01

19.08.31

중국연구원장

김현철

중어중문학

17.09.01

19.08.31

중국연구원부원장

한석희

국제학대학원

17.09.01

19.08.31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장

박형호

신소재공학

17.07.26

19.02.28

반데르발스물질연구센터장

임성일

물리학

17.06.01

19.02.28

건축구조헬스케어연구단장

박효선

건축공학과

17.09.01

19.08.31

법학연구원부원장

퇴임직원
정년퇴임

정년퇴임

희망퇴임

희망퇴임

최삼용 선생

김충성 선생

한민우 선생

진미선 선생

박물관

시설처

학생복지처

경영대학

대학교부설급
연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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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임
유임

유임
59

보직명

성명

전공(소속)

임기시작

임기만료

비고

보직명

첨단전자물성계산연구단장

최형준

물리학

17.09.01

19.08.31

유임

기후변화적응형사회기반시설연구센터소장

정상섬

토목·환경공학과

17.09.01

19.08.31

초정밀광기계기술연구센터소장

강신일

기계공학과

17.09.01

변형제어고성능전자소자연구단장

안종현

전기전자공학과

세포사멸연구단장

송재환

나노의학연구단장

성명

전공(소속)

임기시작

임기만료

국제학전공책임

이정연

국제학대학원

17.09.01

19.08.31

유임

정치외교학전공책임

서정민

정치외교학

17.09.01

18.02.28

19.08.31

유임

창의기술경영전공책임

이정훈

정보대학원

17.09.01

19.08.31

17.09.01

19.08.31

유임

과학기술정책전공책임

이삼열

행정학

17.09.01

19.08.31

생명과학부

17.09.01

19.08.31

유임

지속개발협력전공책임

김동훈

국제학대학원

17.09.01

19.08.31

천진우

화학

17.09.01

19.08.31

유임

나노과학공학전공책임

김현재

전기전자공학과

17.09.01

19.08.31

공공문제연구소장

이삼열

행정학

17.09.01

19.08.31

유임

에너지환경융합전공책임

김종학

화공생명공학과

17.09.01

19.08.31

영어영문학과주임

이석재

영어영문학

17.09.01

19.08.31

심리학과주임

손영우

심리학

17.09.01

19.08.31

유임

바이오융합전공책임

구남온

융합오믹스
의생명과학협동과정

17.09.01

19.08.31

손일

신소재공학과

17.09.01

18.02.28

잔여임기

구약학전공주임

유상현

연합신학대학원

17.09.01

19.08.31

유임

언론홍보영상학주임

백영민

언론홍보영상학부

17.09.01

19.08.31

신약학전공주임

유상현

연합신학대학원

17.09.01

19.08.31

유임

융합오믹스의생명과학협동과정주임

조진원

생명과학부

17.09.01

19.08.31

유임

조직·문화신학전공주임

전현식

신학

17.09.01

19.08.31

유임

경영학과주임(원주)

장운욱

경영학부

17.09.01

18.08.31

잔여임기

기독교윤리학전공주임

방사무엘연상

연합신학대학원

17.09.01

19.08.31

유임

행정학과주임(원주)

한상일

글로벌행정학

17.09.01

19.08.31

유임

정재현

연합신학대학원

17.09.01

19.08.31

청정공학협동과정주임

황정호

기계공학과

17.09.01

18.08.31

유임

김마이클

국제학대학원

17.09.01

19.08.31

나노메디컬협동과정주임

김덕영

물리학

17.09.01

19.08.31

유임

공통교과과정주임

이희진

국제학대학원

17.09.01

19.08.31

광과학·공학협동과정주임(계약학과)

박승한

물리학

17.09.01

19.08.31

금융정보보호전공주임(계약학과)

김희웅

정보대학원

17.09.01

18.02.28

유임

융합기술경영공학협동과정주임(계약학과)

이영훈

산업공학과

17.09.01

19.08.31

디지털포렌식전공주임(계약학과)

권태경

정보대학원

17.09.01

18.02.28

유임

사학과장

임성모

사학

17.09.01

19.08.31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언론학주임

백영민

언론홍보영상학부

17.09.01

19.08.31

철학과장

이재경

철학

17.09.01

19.08.31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지원센터부소장

오은주

법학전문대학원

17.09.01

18.08.31

상경대학

응용통계학과장

박태영

응용통계학

17.09.01

19.08.31

부원장

김은주

교육대학원

17.09.01

19.08.31

경영대학

매니지먼트주임

정동일

경영학과

17.09.01

18.08.31

교직주임

이원재

교육대학원

17.09.01

19.08.31

유임

시스템생물학과장

최광민

생명과학부

17.09.01

19.08.31

교육공학전공주임

이명근

교육학부

17.09.01

19.08.31

유임

생화학과장

김대원

생명과학부

17.09.01

19.08.31

영양교육전공주임

이승민

식품영양학

17.09.01

19.08.31

유임

부학장

이상원

생활디자인학

17.09.01

19.08.31

부원장

홍순만

행정학

17.09.01

18.08.31

잔여임기

생활과학부장

이상원

생활디자인학

17.09.01

19.08.31

일반행정전공주임

장용석

행정학

17.09.01

18.02.28

잔여임기

의류환경학과장

이승신

의류환경학

17.09.01

19.08.31

국제관계·안보전공주임

김우상

정치외교학

17.09.01

18.08.31

잔여임기

식품영양학과장

이승민

식품영양학

17.09.01

19.08.31

지방자치·도시행정전공주임

배현회

행정학

17.09.01

19.02.28

잔여임기

실내건축학과장

임호균

실내건축학

17.09.01

19.08.31

정치행정리더십전공주임

이연호

정치외교학

17.09.01

19.02.28

잔여임기

아동가족학과장

강민주

아동.가족학

17.09.01

19.08.31

경찰·사법행정전공주임

홍순만

행정학

17.09.01

18.02.28

잔여임기

생활디자인학과장

이현주

생활디자인학

17.09.01

19.08.31

신발전공학전공주임(계약학과)

조형희

기계공학과

17.09.01

19.08.31

유임

체력육성실장

전용관

스포츠응용산업학과

17.09.01

18.08.31

테크노인문학전공주임

김갑성

도시공학과

17.09.01

19.08.31

유임

교양교육연구소장

홍석민

학부대학

17.08.18

19.02.28

부원장

김수영

실내건축학

17.09.01

19.08.31

유임

필수교양(인문A)책임

김현철

중어중문학

17.09.01

19.08.31

임상영양전공주임

김혜영

식품영양학

17.09.01

18.02.28

잔여임기

기초과목주임

최진문

학부대학

17.09.01

19.08.31

연구과정주임

정진욱

경제학부

17.09.01

19.08.31

유임

교학부학장

성태윤

경제학부

17.09.01

18.02.28

유임

언더우드학부장

성태윤

경제학부

17.09.01

19.08.31

유임

대학교부설급
연구기구

대학간연구기구

신소재공학과주임

대학원
대학원

문과대학

생명시스템대학

생활과학대학

교육과학대학
학부대학

언더우드국제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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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우드국제대학

연합신학대학원

종교철학전공주임
국제학대학원
정보대학원

잔여임기

유임

교육대학원

행정대학원

공학대학원
생활환경대학원
경제대학원

한국학전공주임

비고
잔여임기
유임
유임

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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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INSIDE

직원 인사 발령

원주캠퍼스
보직명

원주캠퍼스

인문예술대학

정경대학

과학기술대학

동아시아국제학부

정경·창업대학원

나. 직책 발령(4명)

발령일자: 2017. 8. 29.(단, 주임 승진은  2017. 9. 1.)

성명

발령 전 근무처 및 직책

이동 근무처 및 직책

1. 국장(1명)

김태성

총무처 인사팀

학술정보원 행정정보팀장

박동희

학술정보원 행정정보팀
(산학협력단 파견)

연구처 연구정보팀장 겸
산학협력단 연구전략센터
연구시스템관리팀장 파견

전공(소속)

임기시작

임기만료

교육혁신센터장

고요한

교양교육학부

17.09.01

19.08.31

원주교직교육주임

김성학

교양교육학부

17.09.01

19.08.31

원주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단장

박영철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17.09.01

19.08.31

학부교육원RC교육센터장

김성헌

환경공학부

17.09.01

18.08.31

학부교육원교양교육개발센터장

신태진

교양교육학부

17.09.01

19.08.31

원주사회복지센터소장

박주영

원)미생물학교실

17.09.01

19.08.31

유임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장

정무권

글로벌행정학

17.09.01

19.08.31

유임

바이오신소재연구소장
(바이오메디칼웰니스융합연구원산하)

이기종

임상병리학

17.09.01

19.08.31

연세-가나안교육센터장

김장생

교양교육학부

17.09.01

19.08.31

유임

영어영문학과장

김창희

영어영문학

17.09.01

19.08.31

유임

에코문화디자인연구소장

채승진

디자인예술학부

17.09.01

19.08.31

유임

글로벌행정학과장

이현옥

글로벌행정학

17.09.01

19.08.31

성명

발령 전 근무처 및 직책

이동 근무처 및 직책

국제관계학과장

김형종

국제관계학

17.09.01

19.08.31

김민철

학술정보원 정보통신지원팀

학술정보원 정보통신지원팀

사회과학부장

김형종

국제관계학

17.09.01

19.08.31

이경민

학부대학 행정1팀

학부대학 행정1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장

윤상균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17.09.01

19.08.31

유임

이희선

기획실 예산팀

기획실 예산팀

유일

수학

17.09.01

18.08.31

잔여임기

패키징학과장

박수일

패키징학

17.09.01

18.02.28

잔여임기

기초과학연구소장

김선명

물리학

17.09.01

19.08.31

동아시아국제학부장

주현호

동아시아국제학부

17.09.01

18.07.31

행정학전공주임

이현옥

글로벌행정학

17.09.01

19.08.31

교육행정전공주임

신태진

교양교육학부

17.09.01

19.08.31

지역개발역량강화전공주임

유평준

글로벌행정학

17.09.01

19.08.31

국제복지전공주임

유정식

경제학

17.09.01

19.08.31

수학과장

비고

가. 승진 발령(17명)

성명

유임

성명

발령 전 근무처 및 직책

이동 근무처 및 직책

김우성

총무처 총무부처장 서리

총무처 총무부처장

잔여임기

성명

발령 전 근무처 및 직책

이동 근무처 및 직책

송낙경

총무처 인사팀장

총무처 인사팀장

총무처(노동조합 파견)

경영전문대학원 부속
상남경영원 행정팀장

정광수

잔여임기

유임

채정림 학술정보원 학술정보서비스팀 학술정보원 학술정보지원팀장

2. 부장(2명)

오승훈

4. 과장(9명)

1. 행정/전문/기술/시설/운영(50명)
발령 전 근무처 및 직책

국제캠퍼스 종합행정센터
김광수 소장 겸 연세대학교송도캠퍼스
제2기숙사㈜ 대표이사 파견
이광환

이동 근무처 및 직책
대학원 부처장 겸
발전전략팀장

국제캠퍼스 종합행정센터
국제캠퍼스 종합행정센터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소장 겸 연세대학교송도캠퍼
스제2기숙사㈜ 대표이사 파견
파견)

김두진

연구처 연구전략팀장 겸
연구윤리지원단장 겸
산학협력단 연구전략센터
부센터장 파견

연구처 연구전략팀장 겸
산학협력단 연구전략센터
부센터장 파견

김은수

학술정보원
UML학술정보서비스팀장

학술정보원
이용자통합서비스팀장

김창석

기획실 기획팀장 겸
김대중도서관 행정지원팀장

기획실 기획팀장

성명

발령 전 근무처 및 직책

이동 근무처 및 직책

강정훈

총무처 재무·회계팀

총무처 재무·회계팀

김수철

시설처 건축팀

시설처 건축팀

김현우

총무처 재무·회계팀

총무처 총무팀

류기선

약학대학 행정팀

약학대학 행정팀

박준현

총무처 재무·회계팀

총무처 재무·회계팀

박병록

경영전문대학원 부속
상남경영원 행정팀장

연구처 연구지원팀장 겸
연구윤리센터

신현도

공과대학 행정팀

공과대학 행정팀

서기환

사회과학대학 행정팀장

총무처(노동조합 파견)

전상우

입학처 입학팀

입학처 입학팀

정기선

기획실 평가팀 겸
프론티어연구원

기획실 평가팀 겸
프론티어연구원

이정숙

교무처 학사지원팀장

사회과학대학 행정팀장

조해진

총무처 (노동조합 파견)

입학처 입학팀

이헌묵

공과대학 행정팀장 겸
공학연구원

공과대학 행정팀장 겸 공학연
구원 겸 학과행정통합TF팀장

정희정

학술정보원 행정정보팀장

학술정보원
UML학술정보서비스팀장

최호상

대학원 발전전략팀장

국제캠퍼스 종합행정센터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파견)

홍충란

학술정보원
이용자통합서비스팀장

박물관 학예팀장

이용민 학술정보원 학술정보지원팀장

5. 주임(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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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학사지원팀장

다. 이동 발령(54명)
성명

3. 차장(3명)

교무처 학사지원팀

성명

발령 전 근무처 및 직책

이동 근무처 및 직책

한수진

기획실 예산팀

기획실 예산팀

이서혜

교무처 학사지원팀

국제처 국제교육센터
국제교육팀

김대중도서관 행정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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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교원 소개

성명

발령 전 근무처 및 직책

이동 근무처 및 직책

강정임

총무처(대기)

생명시스템대학 행정팀

국민상

학술정보원 디지털미디어팀

입학처 입학팀

기선아 학술정보원 학술정보서비스팀

교무처 교무팀

김도엽

총무처 문화예술지원팀

시설처 관재팀

김세민

교육대학원 행정팀

학생복지처 학생지원팀

김대중도서관 행정지원팀

생활환경대학원/생활과학대학
행정팀

김이정
김지은

글로벌사회공헌원 사회참여센
터 행정팀 겸 지속가능성장센터

글로벌사회공헌원
사회참여센터 행정팀

김진일

입학처 입학팀

총무처 인사팀 겸
입학처 입학팀

김현중

총무처 총무팀

총무처 재무·회계팀

김현철

국가관리연구원

총무처 총무팀(문서수발실)

김호봉

입학처 입학팀

총무처(노동조합 파견)

문미경

학술정보원 학술정보지원팀

학술정보원 디지털미디어팀

박덕웅

시설처 설비안전팀
(종합변전실)

박미순

성명

발령 전 근무처 및 직책

이동 근무처 및 직책

주민지

학술정보원
UML학술정보서비스팀

학술정보원 학술정보서비스팀

차명숙

글로벌사회공헌원 사회참여센
터 행정팀 겸 지속가능성장센터

글로벌사회공헌원
사회참여센터 행정팀

최상수

시설처 설비안전팀
(종합변전실)

최장춘 시설처 설비안전팀(제1전기실)

시설처 설비안전팀(제1전기실)
시설처 설비안전팀
(종합변전실)

한지선

입학처 입학팀

글로벌인재학부 행정팀

홍경숙

정보대학원 행정팀

시설처 설비안전팀 겸 건축팀

2. 상근직(4명)
발령 전 근무처 및 직책

이동 근무처 및 직책

시설처 설비안전팀
(제2전기실)

김종만

시설처 설비안전팀
(제1전기실)

시설처 설비안전팀
(제2전기실)

김혜진

대학원 교학팀

사회과학대학 행정팀

직장예비군연대

교육과학대학 행정팀

장현아

이과대학 물리학과

대학원 교학팀

박정원

국제학대학원 행정팀

국제처 국제팀

박진균

학술정보원 디지털미디어팀

학술정보원 학술정보지원팀

허순영

이과대학 수학과

생활환경대학원/
생활과학대학 행정팀

배자완

시설처 관재팀

총무처 문화예술지원팀

백영숙

경제대학원 행정팀 겸
상경대학 행정팀

정보대학원 행정팀

오수찬

시설처 설비안전팀
(종합변전실)

시설처 설비안전팀(제1전기실)

우병호

생명시스템대학 행정팀

학생복지처 학생지원팀

이가은

기획실 기획팀

기획실 기획팀 겸
대외협력처 디자인센터

이건희

인문학연구원

교육대학원 행정팀

이명준

시설처 설비안전팀

경제대학원 행정팀 겸
상경대학 행정팀

성명

강기윤

문과대학
심리학

상경대학
경제학

경영대학
경영학

경영대학
경영학

김태선

이도훈

황 짐

권진희

이과대학
천문우주학

사회과학대학
사회학

학부대학

학부대학

필립스 조

임흥순

한아름

언더우드국제대학
융합사회과학

언더우드국제대학
아시아학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

고은선

김부겸

김선덕

김윤정

경영연구소

생활관 행정팀

미래교육원 행정팀

법학전문대학원/
법무대학원/법과대학
행정팀

김주연

김현희

신선정

유정아

공과대학
학과행정통합TF팀

생활관 행정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행정팀

생명시스템대학 행정팀

연세 INSIDE

신입직원 소개(운영직)

발령 전 근무처 및 직책

이동 근무처 및 직책

박보아

연구처 (산학협력단 파견)

연구처 연구정보팀 겸
산학협력단 연구전략센터
연구시스템관리팀 파견

신종규

연구처 연구전략팀

연구처 연구지원팀

장민옥

연구처 연구전략팀

연구처 연구지원팀

김나영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공과대학 학과행정통합TF팀

이수용

이후경

정진영

최미경

김은정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공과대학 학과행정통합TF팀

공과대학 행정팀

창업지원단

행정대학원 행정팀

김주연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과

공과대학 학과행정통합TF팀

법학전문대학원/
법무대학원/법과대학
행정팀

김지숙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공과대학 학과행정통합TF팀

남민화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공과대학 학과행정통합TF팀

이은경

학술정보원 학술정보지원팀

이지영

교무처 교무팀

총무처(대기)

이창훈

시설처 관재팀

글로벌사회공헌원
지속가능성장센터

이호균

학술정보원 디지털미디어팀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행정1팀

박진영

공학교육혁신센터

공과대학 학과행정통합TF팀

이현지

공과대학 컴퓨터과학과

공과대학 학과행정통합TF팀

정우숙

학술정보원 학술정보지원팀

교무처 학사지원팀

이혜경

공과대학 도시공학과

공과대학 학과행정통합TF팀

학술정보원 학술정보지원팀

조미주

공과대학 화공생명공학과

공과대학 학과행정통합TF팀

64

어준경

라. 직제 개편(12명)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행정팀

조철민 학술정보원 학술정보서비스팀

최상엽

최기제 시설처 설비안전팀(제1전기실) 시설처 설비안전팀(제2전기실)

성명

이용진 시설처 설비안전팀(제1전기실) 시설처 설비안전팀(제2전기실)

박수진

최병덕
공학원 사무국

발령일자: 2017. 9. 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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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안내

조신권 명예교수 저작전집 15권 출간
『성경의 문학적 탐구』 -그 아름다움을 찾아서 외 14권
조신권 영문학과 명예교수가 저작전집 15권을 출간했다. 조 교수는 우리 대학 영문과를 졸업하고 대학
원에서 국내 1호로 영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모교에서 교수로서 35년 간 재직했으며 미국 예일대학

대학출판문화원에서 발행한 도서 가운데 『라블레, 새로운 글쓰기의 모험』(유석호)과 『가
상』(박민수)이 2017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됐다. 또한 『한국의 우주관』

대학출판문화원 발행 도서,
2017 우수학술도서로 선정

(나일성)은 2017년 세종도서 우수학술도서(학술부문)로 뽑혔다. 우리 대학출판문화원은
1975년 제15회 한국출판문화상 저작상을 시작으로 약 100여 종의 우수학술도서를 선정·보
급함으로써 학술도서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2017년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된 도서에 대해 우리 대학출판문화원은 적극적인 우수학술

교 객원교수, 한국밀턴학회 설립 초대회장, 한국기독교어문회 초대회장 등을 역임했다.

도서 개발과 지원을 위해 매년 12월에 시행하는 우수학술도서 및 우수저자 특별지원제도에

그는 총 29권의 저서와 110여 편의 학술논문 및 250여 편의평론 등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도 29권의

따라 선정된 저자에게 소정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저서와 평론 등을 모아 총 40권의 전집을 출판 중에 있다. 이번에 출간한 전집 15권은 성서를 문학적으
로 접근 해석한 5권, 영문학 관계 저서 5권, 밀턴관계 저서 2권, 한국문학 관계 저서 3권 등이다.
한편, 조신권 교수는 우리 대학교 인문학술상, 홍조근장훈장, 조선문학 풍시조문학상, 창조문예문학
상, 한국기독교학술원 학술상, 국제 PEN 문학 특별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2017 대한민국학술원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는 기초학문 분야의 연구 및 저술 활동

사회주의 중국에서 탈사회주의 주체의 형성
저자: 원재연   출판: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국내에서 초판 발행(전년도
3월부터 당해 연도 2월까지)된 도서들 중에서 선정하며, 약 천여만 원
상당의 도서를 구입하여 대학 등에 보급하고 있다.

라블레, 새로운 글쓰기의 모험
저자: 유석호

지난 한중수교 25주년 동안 사회주의 중국은 연구자들에게 서구자본주의와는 구분되는 ‘대안적 근대성‘의 모습을 직
접 경험할 수 있게 해주었다.

가상 –미학의 개념저자: 박민수

이 책은 개혁과 개방이라는 거대한 변환을 경험해 왔던 중국에서 실제 살아가는 사람들, 즉 미시적 행위자들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이다. 사회주의 사회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탈사회주의화가 진행되는 중국사회의 다양한 역설과 모
순 속에서 살아가는 노동자, 여성과 지식인 등 여러 행위자들의 경험, 생생한 목소리, 그리고 그 속의 금기와 저항 등

2017 세종도서

을 담고자 했다. 이 책은 미시적 행위자 중심의 중국연구서로 최근 사망한 인권운동가 류샤오보의 저항에 대한 사회
학적 분석도 포함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세종도
서’는 양서출판 의욕 진작 및 국민의 독서문화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우수학술도서를 선정 보급하고 있다. 선정대상은 1년 동안 국내에서

울리히 츠빙글리
울리히 츠빙글리

페터 오피츠 지음
연

개혁교회의 예언자 이
, 단자 선
, 구자

정미현 옮김
연세대학교

페터 오피츠 지음
정미현 옮김

울리히
츠빙글리
개혁교회의 예언자, 이단자, 선구자

78-89-6850-185-2

ess.yonsei.ac.kr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올해는 마틴 루터에 의하여 1517년 본격화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 이렇게 시작된 개신교는 여러 교
파로 나뉘어 발전되어 왔다. 국내 개신교 가운데 장로교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70%이다. 그런데 이 장로교의 근
원은 루터가 아니라 울리히 츠빙글리, 하인리히 불링거와 존 칼뱅이 주도한 스위스의 종교개혁에 있었다.
루터가 자신의 신앙 문제 때문에 종교개혁에 접근했다면, 츠빙글리는 고통당하는 민족의 문제를 고민하며 종교개혁
에 이르렀다. 루터는 자신의 종교개혁을 관철시키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제후들의 손을 들어주며, 착취당하던 농
민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을 외면했다. 이로써 그는 그가 남긴 거대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의 개혁을 ‘미완’으로 만
들었다. 츠빙글리는 그런 점에서 루터와 전적으로 달랐다. 츠빙글리는 소수에 의한 다수의 지배, 공공성을 무시한 소
수 권력자의 횡포에 저항하며 종교개혁을 이끌어 나갔다. 스위스 종교개혁 전문가인 취리히 대학의 페터 오피츠교수
2017-08-01 오후 3:10:47

가 츠빙글리의 역사적, 사회적 상황과 사상을 이해하기 쉽도록 이 책을 통하여 밀도있게 설명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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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의 도서를 선정기관에서 구입하고 있다.

저자: 페터 오피츠   역자: 정미현  출판: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Ulrich Zwingli

Prophet, Ketzer, Pionier des Protestantismus

페터 오피츠 지음 정미현 옮김

초판 발행된 도서이며,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된 도서는 약 천여만 원
한국의 우주관
저자: 나일성

『전쟁과 평화』, 제10차 ICAS 우수학술도서상 수상
김명섭 교수(정치외교학과)의 저작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가 지난 7월 태국 치앙마이
에서 개최된 아시아학자세계총회(International Convention of Asia Scholars: ICAS)에서 한국어 부문 우
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2015년 서강학술총서로 발간된 이 저서는 2016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로도 선정된 바 있다. 저자는 정전협정에 기초한 정전상태를 보다 영구적이고 완전한 평화상태로 대신하고자
하는 이상이 자칫 정전 대신 속전(續戰)을 불러오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연계될 수밖에
없었던 정전체제의 불완전했던 ‘긴 평화’를 보다 완전하고 영구적인 평화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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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소식

금호아트홀 연세 공연 안내

9/04
(월) 20:00

UNITED HANDS:
Reminiscence-회상(삶의
기억)

9/05
(화) 20:00

바리톤 김대수 독창회
출연자 Baritone 김대수 Piano 박은정
주최 영음예술기획

출연자 Piano 이지영, 이보라, 이호연,
권요안
주최 영음예술기획

9/09
(토) 15:00

방인선, 김태은, 최정윤의
“Artistic Sublimation of
Suffering”
출연자 Piano 방인선 Violin 김태은
Cello 최정윤
주최 클라시코예술기획

9/09
(토) 19:30

소프라노 김수진 독창회
출연자 Soprano 김수진 Piano 이유화
Bandoneon 레오 정 Leo Jung
주최 영음예술기획

9/15-16 9/17
(금~토)

(일) 19:30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제31회 학술대회

이정민 피아노 독주회

주최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9/26
(화) 19:30

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출연자 Music Director 이상재 Piano
박혜영, 유지민 Flute 임유진 Violin
김준희, 최윤정, 이보라, 김담희
Viola 고명진, 노혜지 Cello 오동한,
주현수 Clarinet 은성호, 이상재,
김하늘 Guitar 허지연
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 오케스트라
주최 (사)부암뮤직소사이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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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Piano 이정민
주최 (사)부암뮤직소사이어티

백주년콘서트홀 공연 안내

9/07
(목) 20:00

메조소프라노 장현주
독창회

데얀 가브리츠 플루트
리사이틀

9/04-07 9/08
(월~목) 19:00

(금) 19:00

제18대 정기공연
뮤지컬 '피맛골연가'

YAYAN 제24회 정기공연
출연자 아
 카펠라동아리 YAYAN
주최 아카펠라동아리 YAYAN

9/09
(토) 17:00

오르페우스
제45회 정기연주회

출연자 Flute 데얀 가브리츠 Piano 연효정
주최 클래시라운지

출연자 뮤지컬동아리 로뎀스
주최 뮤지컬동아리 로뎀스

9/10

9/11

9/15

9/16

9/18

출연자 음악감독 김소연 Piano 허은열
Flute 강지윤, 구헌정, 김승연,
김지담, 김태은, 문진경, 박미화,
박예진, 서지영, 성진영, 심하경,
안소영, 여아린, 왕지연, 원정인,
유혜진, 이소연, 이하영, 이현주,
장유희, 전지선, 최민경, 황효진
주최 클래시라운지

출연자 Piano 김금봉, 한영란
주최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출연자 피아노 동아리 Piano in Yonsei
주최 피아노 동아리 Piano in Yonsei

출연자 연
 세대학교 동문합창단 연세콰이어
주최 연세대학교 동문합창단 연세콰이어

출연자 연
 세대학교 음악학과 대학원생, 
W Symphony Orchestra
주최 연세대학교 음악학과 대학원

(일) 19:30

FLUTE & FRIENDS
우리들의 이야기 ‘세 번째’

(월) 20:00

김금봉, 한영란
피아노 듀오 콘서트

9/19

9/23

출연자 Baritone 변병철, 박상국 Tenor
조창후 Soprano 김아영, 송미향,
남이슬 Cello 어철민 Piano 조소영,
박양희, 이은경 Clarinet 김경환
Jazz Piano 김윤곤 해설 김호철
주최 예음클래식

출연자 미오노야, 가류
주최 서대문구청

(화) 20:00

KICS 교수 초청 연주회

9/30

출연자 작곡가 유범석
주최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출연자 Violin 이지혜
주최 JJ예술기획

유범석 합창 작품 발표회

(금) 20:00

출연자 Mezzo Soprano 장현주
Piano 최세원
주최 영앤잎섬㈜

9/29
(금) 20:00

9/08

(토) 18:00

한일축제한마당

(금) 19:00

Piano in Yonsei
제15회 정기연주회

연세콰이어 제6회
정기연주회

(금) 19:30

Yonsei Graduate Music
Concert

(월) 19:30

연세 심포닉 윈드
오케스트라 제38회
정기연주회
출연자 연세 심포닉 윈드 오케스트라
주최 연세 심포닉 윈드 오케스트라

9/20
(수) 20:00

제3회 아카첼리 연주회
출연자 아카첼리
주최 연새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

9/29, 9/30, 10/01
(금) 20:00, (토) 18:00, (일) 17:00

Every Day6 Concert in October
출연자 DAY6
주최 JYP 엔터테인먼트

대강당 공연 안내

9/01
(금) 19:00

유포니아 제30회
가을 정기연주회
출연자 오
 케스트라동아리 유포니아
주최 오케스트라동아리 유포니아

(토) 15:00

(토) 17:00

출연자 기타동아리 오르페우스
주최 기타동아리 오르페우스

9/11

노천극장 공연 안내

9/14
(목) 18:00

제39회 연고연합방송제
출연자 연
 세교육방송국 YBS
주최 연세교육방송국 YBS

9/22-23 9/27
(금~토)

(수) 10:00

연고전

제26회 전국 외국인 백일장
주최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9/16

이지혜 바이올린 독주회

(토) 09:30
금호아트홀 연세 홈페이지:
http://yskh.yonsei.ac.kr

제11회 Engineers Korea
학술대회(전국기술사대회)
주최 한국기술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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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SNS에서는

지금

SNS
에서는

8

AUGUST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비도 많이 왔던 여름방학.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캠퍼스는 더 푸르게 변했다.
오랜만에 캠퍼스에 찾아온 학생들은 이런 변화에 놀라기도 했다. 이젠 2달간의 여름방학이 끝나고 선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을까? 재정비의 시간이었던 8월의 키워드는 ‘잠을 잊은 그대에게’, ‘김동호 교수
팀의 미제 해결’, ‘채식주의자를 위한 학식로드’이다.

하나,

#Y_valley

잠을 잊은 그대에게

2017 정기 연고전,

선해진 캠퍼스에는 새 학기가 시작됐다. 두 달 동안 우리 캠퍼스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학생들은 어떤

#왜_나는_도서관에_없었을까
#오늘_밤_주인공은_나야나_나야나

지난 6월 학술정보원에 새로 문을 연

셋,

채식주의자를 위한
연세대 학식로드

기관별로 문의하세요!
국내 대학 최고의 스포츠 축제인 정기 연고전이 이제 한 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대학교는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를 통해 연세인
모두가 만족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오는 2017 정기연고전에서 기

Y-valley에 손님이 찾아왔다. KBS <해피투

관별 책임운영제를 도입합니다.

게더> 녹화를 위해 유재석을 비롯한 MC들과

책임운영제에 따라 각 담당기관이 정해진 구역 별로 좌석 안내에서

화제의 그룹 워너원이 발길을 한 것이다. 이

부터 기념품 및 도시락 배부, 기타 불편사항 해결 등을 도와드릴 예

번 방송의 주제는 ‘잠을 잊은 그대에게’로 도

정입니다. 이제 연고전 당일 내가 속한 기관에 직접 문의하고 불편

서관에 밤늦게까지 있는 학생 중 101번째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세요!

도서관을 나서는 학생에게 선물을 주는 내용

(관련 기사 12면)

이었다. 워너원과 해피투게더의 인기에 힘입
어 녹화 현장을 담은 게시글이 약 120명의 반
응을 얻었다. 특히, 이를 놓쳐 아쉽다는 듯 ‘슬

구성원별 담당기관 안내

퍼요’라는 반응을 얻기도 했다.

둘, 김동호

미제 해결

교수팀의

#화학_분야_40년_미제_개념_세계최초로_해결
#멋있어요!

#채식_렛츠기릿
#우리학교에_고기가_없는_메뉴가_있다니

지난 8월 1일, 네이처 케미스트리에 연세대

#다양성_존중_역시_연세

학교 화학과 김동호 교수님의 연구가 등재됐
다. 김 교수님은 40년간 풀지 못했던 미제 개

학식은 주로 육류를 위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채

념을 풀어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연

식주의 학생들은 학식을 먹을 때마다 고민이 많

구는 2차원에서 존재하던 화합물을 3차원 구

다. 이런 고민을 반영하듯 채식주의자(락토오보

조에서도 구현해 ‘이중고리방향성’과 ‘삼중항

베지테리언 기준)를 위한 학식만을 담은 게시글

바닥상태 방향성 뒤집힘’을 동시해 해결했다.

이 주목을 많았다. 부를샘에 막국수나 야채 비빔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알려졌던 것을 김

밥, 백양누리에 샐러디 등이 소개됐다. 특히, 상록

교수님이 실제로 해낸 것이다. 김 교수님의

샘이나 고를샘의 경우 채식주의자들을 위해 일부

연구 성과를 담은 게시물은 약 280명의 ‘좋

식재료를 빼주기 때문에 더 쉽게 많은 메뉴들을

아요’와 ‘멋져요’를 받으며 주목을 받았다.

접할 수 있다. 이 게시물은 약 150명의 ‘좋아요’를

구분

담당기관

대표단(VIP)

미래전략팀

교무위원

총무처

동문

총동문회, 여자총동문회

학생

학생복지처

교직원

총무처

받았고, 공유 역시 50여 차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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