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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헤는 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추억과
사랑과
쓸쓸함과
동경과
시와
어머니 어머니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다 못 헤는 것은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밤이 남은 까닭이요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하나에
하나에
하나에
하나에
하나에
하나에

가슴
이제
쉬이
내일
아직
별
별
별
별
별
별

.
.

.

.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 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패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 새 노 루 『프 란 시 스 쟘
· 』 『라 이 너 마
· 리아 릴
· 케 』이 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히 멀 듯이

.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나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 버리었습니다
딴은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blog.naver.com/yonseiblog

김동호 교수 연구팀, 방향성 역전현상으로
광화학 반응 메커니즘 첫 규명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게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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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박빙 끝 1점차로 첫 승 알려

농구, 확연한 실력 압도적 승리

하 연고전)에서 5대0으로 짜릿한 승리

먼저 22일 오전 11시 잠실야구장에서 열

같은 날 오후 3시 잠실농구장에서 열린

를 거뒀다. 고려대학교를 상대로 ▲ 야구

린 야구경기에서 5대4로 이기며 첫 승리

농구경기에서 우리 대학교 농구부는 전

▲ 농구 ▲ 아이스하키 ▲ 럭비 ▲ 축구

5개

의 포문을 열었다. 3회까지 스코어 0대2

반부부터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종목에서 모두 승리한 것은 연고전 역사

로 조금 뒤지는 듯 했으나, 이어진 4회말

83대73으로 기분 좋은 승리를 추가했

상 최초다. 이로써 우리 대학교는 종합

김재윤 선수가 2대2 동점을 만들며 승

다. 특히 허훈 선수가 30점을 홀로 득점

전적 19승 10무 18패를 기록하며 우위를

리의 초석을 다졌다. 이후 5회말 정진수

하며 팀의 주장이자 에이스로서의 면모

선점하게 됐다.

선수의 중견수 앞 적시타와 6회 말 나영

를 다졌다. 농구부는 1쿼터부터 3쿼터까

채 선수의 2루 땅볼로, 3루주자가 홈으

지 상당히 큰 점수 차를 보이며 경기를

우리 대학교의 주관으로 열린 올해 연고

로 들어오면서 4대2 역전에 성공했다.

이끌었다. 하지만 4쿼터가 시작되고 나

전은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잠

우리 대학교 야구부는 이어진 이닝에서

서 점수 차가 4점으로 줄면서 긴장감을

실종합운동장과 목동종합운동장에서

도 승기를 빼앗기지 않았다. 9회 초, 고

자아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농구부는

진행됐다.

려대학교 공격에서 고려대 타자들의 실

흔들리지 않은 채 계속 득점했고, 연장

책이 이어지며 5대4로 우리 대학교가 첫

전 없이 83대73의 승리로 경기를 마무

승을 거뒀다.

리했다.

우리 대학교가 2017학년도 정기 연세

연고전 5대0 승리,
연세의 클래스는 달랐다
정기전 이래 첫 5전 5승 기록

대학교·고려대학교 친선경기대회(이

연고전의 새로운 역사를 쓰다

4

5

명불허전 아이스하키,

럭비, 3년 연속 우승팀의

5대1로 연고전 승리 확정

퀄리티 보여줘

축구, 극적인 연장 골로 5승까지 골인

값진 승리에 기쁨도 두 배

4승의 기운에 힘입어 축구 역시 우리 대

5대0으로 압도적 승리를 기록한 이번

경기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말

지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증 소지만으로

했다.

입장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입장 시
스템 개편으로 농구장 앞은 특히 인산인

22일 마지막 경기였던 아이스하키는 오

연세의 승리는 연고전 이튿날인 23일에

학교가 2대1로 승리했다. 전반전까지는

연고전 승리는 지난 2010년 3승 1무 1패

올해 연고전은 축구경기가 끝난 이후 연

해를 이뤘다. 이날 농구장을 찾은 이하

후 5시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시작했다.

도 계속됐다. 오전 11시 럭비 경기가 열

양 팀 모두 득실 없이 경기를 진행했으

로 고려대에 승리한 이후 기록한 7년 만

세로에서 치러진 폐막제로 막을 내렸다.

은(언론홍보영상학부 13) 학생은 “티켓

우리 대학교는 아이스하키에서 5대1로

린 목동주경기장은 그 어느 때보다 파란

나, 후반전에서는 매우 위협적인 공격들

의 승리이기도 했다. 그만큼 연고전에

오후 8시부터 시작된 폐막제는 우리 대

이 필요한 농구와 아이스하키의 경우 티

대승하며 첫날 2017 정기 연고전의 승리

물결이 넘실거렸다. 럭비팀은 맹민영 선

이 이어지며 점수 차를 내갔다. 후반 7

참여한 학생들의 기쁨은 배가될 수밖에

학교 학생들과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얼

켓의 불법적인 매매가 이뤄지기도 했는

를 확정지었다. 아이스하키는 모든 경기

수의 공격 성공으로 5점을 따내며 초반

분, 먼저 우리 대학교 이정문 선수가 공

없었다.

싸안고 길거리 응원을 즐겼으며 10시가

데 더 많은 학생이 즐길 수 있게끔 마련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경

기세를 선점했고, 전반에서 19대0의 스

격에 성공하며 선점했다. 축구부는 경

넘어서야 끝이 났다. 5승이라는 대기록

된 제도이기 때문에 좋은 시도라고 생각

기였다. 1피리어드까지 득점이 이뤄지

코어를 만들며 경기 분위기를 확실히 이

기 마지막까지 수비력을 유지하며 경기

이번 경기를 관전한 박은미(글로벌행

을 세운 우리 학생들의 응원소리가 신촌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 않아 손에 땀을 쥐게 했으나, 2피리어

끌었다. 후반전에서 고려대학교 선수들

를 마무리 하는 듯 했으나, 후반 42분 고

정/정외·13) 학생은 “졸업하기 전에 처

을 가득 매웠다.

드부터 득점하며 계속해 점수 차를 벌

도 상당히 많은 득점에 성공했지만 탄탄

려대에 한 점을 허용했다. 기적은 3분 후

음으로 우리 대학교가 승리하는 것을 눈

이밖에도 우리 대학은 연고전 기간 동안

렸다. 경기 중반 마이너패널티로 퇴장당

한 수비로 실점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에 이뤄졌다. 후반 45분 하승운 선수가

으로 봐서 너무 좋았다.”며 “특히 농구를

책임운영제를 도입해 각 담당기관이 정

해 5명으로 경기가 진행되기도 했으나,

있었다. 경기는 이변 없이 26대21로 우

승리를 확정 짓는 골을 성공하면서 우리

5년 만에 이겨 매우 기쁘고 선수들에게

승기를 굳건히 지켰다. 4피리어드에서

리 대학교가 승리하며 마무리됐다.

대학교는 정기 연고전 사상 최초로 5승

박수를 보내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을 거둘 수 있었다.

차지현(정경경제/심리·14) 학생은 “1학

한편, 이번 연고전에서는 티켓 없이도

결 등을 수행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했으나 경기는 5대1 우리 대학의 승리로

년 때 0대5로 졌던 기억이 있는데, 4학

농구 경기 관람이 가능했다. 입장 시간

동문 서비스를 제공했다.

끝났다.

년엔 5대0으로 이겨서 매우 기분이 좋

을 조절해 티켓 소지자는 선착순으로 우

다.”며 “압도적으로 승리한 아이스하키

선 입장하되, 일정 시각이 되면 티켓 소

고려대학교 이제희 선수가 득점에 성공

6

2017 정기 연고전 이모저모

해진 구역 별로 좌석 안내에서부터 기념
품 및 도시락 배부 등 각종 불편사항 해

(취재 : 김회진·오지혜 학생기자)
7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여정의 시작
글로벌사회공헌원 개원 및 반기문 명예원장 취임

“보다 나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우리 대학교가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명예원장 취임식’에서 우리 대학은 사회

해 그 사명을 이어가려 한다.”며 “이 기

조정을 통해서 화합과 상생을 이끌어 내

게 ‘반기문지속가능발전센터’, ‘사회참여

노력해 온 반기문 제8대 유엔

과 손잡고 지구촌의 푸른 미래를 함께

참여를 중심책무로 한 우리 대학의 비

관이 그의 의지와 소망을 발전시키길 간

는 것이었던 만큼, 저의 역할과 경험이

센터’, ‘제중원보건개발원’으로 구성된다.

만들어나가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전을 선포했다. 이 날은 UN이 ‘새천년개

절히 기원한다.”고 축하메시지를 전하

필요한 자리가 있다면 사명을 갖고 돕겠

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기도 했다.

습니다.”

사무총장이 글로벌사회공헌원의
명예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우리

우리 대학은 지난 4월 창립 132주년을 맞

MDGs)’의 후속 과제로 ‘지속가능발전

대학의 사회공헌 활동에 박차를

아 대학본부와 의료원의 각 소속 기관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서 따로 수행해 오던 다양한 선교와

SDGs)’를 공식 채택한 지 딱 2주년이 되

봉사활동을 통합한 ‘글로벌사회공헌원

는 날이기도 하다.

SDGs에 대한 정보교류와 교육 및 연
반 명예원장은 유엔 사무총장 임기 중

구, 기후변화 관련 연구와 공적개발원조

“함께 참여하는 사회공헌의 장 만들어

2000년부터 시작된 새천년개발목표를

(ODA) 프로젝트 등의 활동을 다학제간

갈 것”

2015년에 마무리했다. 8개의 목표로 진

협력을 통해 실천할 예정이다. 사회참여

행됐던 MDGs 사업의 후속으로 지구촌

센터는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학생과 교

취임식에서 반기문 명예원장은 “이제

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17개 분야

직원들의 사회참여를 고양하는 각종 프

(Institution for Global Engagement and
Empowerment, IGEE)’을 발족했다. 이는
국내 대학이 인류의 다양한 필요와 절실

경제부총리 등 내외빈 대거 참석

연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에 참여

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해

로그램을 운영하며, 제중원보건개발원

한 문제 해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현 UN 사무총장 축하영상 보내기도

하면서 대학의 학문적인 능력과 인적·

2015년 9월 25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

은 의료선교와 통일보건의료, 보건분야

지적 자원이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치로 채택하도록 했다. 아울러 2015년 12

의 공적원조사업(ODA) 등을 체계적으
로 진행한다.

에 지니고 있는 인적·지적 자원들을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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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반기문지속가능발전센터는

적으로 활용하고, 우리 사회와 지구촌 곳

개원식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

위해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격려

월 파리 기후변화협정 체결을 이끌어

곳에 산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깊

재정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박원

하고 돕고자 한다.”며 “지구촌 곳곳의 현

냄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Mr. Climate

이 참여하는 대학(engaged university)이

순 서울시장, 조현 외교부 제2차관, 미하

장에서 경험한 필요와 국제적인 네트워

Change’라는 닉네임으로 불리는 등 그

한편, 이날 김용학 총장은 환영사를 통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엘라이터러 주한 EU 대사 등 사회 각계

크를 국내의 우수한 자원과 연결할 수

업적을 인정받았다. 지난 10년 동안 국

해 오는 2018년 2월 우리 대학이 개최

인사가 참석해 글로벌사회공헌원과 반

있다면 이전에는 없었던 시너지와 변화

제사회에서 리더십을 펼쳐온 반기문 명

하는 ‘국제 지속가능발전 포럼(World

지난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

기문 명예원장의 만남을 축하했다. 또한

를 이루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예원장의 식견과 경험이 함께 어우러져

Sustainable Development Forum)’을 예

며 보다 나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노력

허동수 이사장, 김용학 총장, 박삼구 총

말했다.

큰 힘을 발휘하며, 여러 국제기구와 협

고했다. 이는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해 온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이 글

동문회장, 원한석 이사, 김우식 전 총장

력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단체들이 함께 모여 주제별로 이행을 점

로벌사회공헌원의 명예원장으로 취임

등이 함께하며 연세의 새로운 도전에 힘

“연세대학교가 큰 뜻을 품고 사회공헌

하면서 우리 대학의 사회공헌 활동에 박

을 보탰다. 이밖에도 안토니오 구테헤스

에 있어 의미 있는 행보를 걷는 만큼 다

글로벌사회공헌원은 반 명예원장이 주

럼이다. 김 총장은 “본 포럼이 지속가능

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UN 사무총장은 영상을 통해 “전 세계의

양한 목소리와 입장을 배제하지 않고 각

도한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 분야 성과

발전과 관련해 다보스포럼과 같은 영향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

계각층의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

지표의 달성 정도와 인류 노력을 평가하

력을 가지는 포럼으로 성장하는 첫 출발

지난 9월 25일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열

해 온 반기문 명예원장이 이제 새로 개

리를 마련해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 이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연구를 뒷

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많은 관심과 참

린 ‘글로벌사회공헌원 개원식 및 반기문

원하는 연세대 글로벌사회공헌원을 통

UN 사무총장의 역할 중 하나가 타협과

받침할 수 있는 최적의 싱크탱크로서 크

여를 당부했다.

검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국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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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와
‘공유경제’ 확산 나선다

‘대학창업펀드’ 기금
30억 원 조성

공동연구 위한 상호 협약식 개최

대학 창업 활성화 위해 ‘YUTH 대학창업기업 펀드’ 결성

우리 대학 기술지주회사(대표 최문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대학창업펀드 선

한국벤처투자(대표 조강래)는 30억 원

가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학창업펀드 대

정에는 (대학)기술지주형 11개와 (개인)

규모의 ‘YUTH 대학창업기업 펀드’ 결성

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전문투자형 1개 등 모두 12개 조합이 지

을 위한 1차 출자금 납입을 완료하고 지

원했으며, 1차 서류·현장 심의와 2차 대

난 8월 21일 결성총회를 개최했다.

대학창업펀드는 대학과 정부 매칭으로

면평가를 통해 대학의 창업지원 의지와

대학의 창업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

펀드 운용능력 등을 평가했다.

로 대학창업교육이 실제 창업으로 이어

대표펀드매니저인 김훈배 기술지주 본
부장은 “본 펀드는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질 수 있도록 투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이번에 선정된 5개 조합은 조합 결성 절

스타트업에 투자하여 대학 창업을 활성

다. 교육부와 한국벤처투자(주)는 지난

차를 거쳐 대학 내 초기 창업기업 대상으

화 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결성되었지만,

6월 20일 우리 대학 기술지주회사를 비

로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게 된다. 또 창업

그렇다고 해서 펀드의 수익률을 포기한

롯해 고려대기술지주, 부산연합기술지

경진대회, 창업동아리, 대학원 랩 등 다양

것은 아니다.” 라면서 “성장 가능성 높은

주, 서울대기술지주, 전남대기술지주 등

한 경로를 통해 창업 유망 인재를 발굴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한 이후 다양

고 실전 창업까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 지원을 통해 성장시키는 전략을 구사

우리 대학교가 세계 최대 공유숙박 플

2008년부터 지금까지 2억 명 이상이 숙

이날 협약식에서 김용학 총장은 “두 기

5개 대학의 조합을 최종 선정자로 발표

랫폼 에어비앤비와 손을 맞잡았다. 세

박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며 축적한 빅데

관이 함께 힘을 합쳐 색다른 공유모델

하고 171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 계획을

계 경제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이터를 아시아 대학 중 최초로 우리 대

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인류의 발전에 새

밝혔다. 이로써 우리 대학은 30억 원 규

그 일환으로 우리 대학 기술지주회사와

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있는 공유경제를 함께 연구하고 새로운

학에 제공해 공유경제 플랫폼 연구에

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

모의 지원을 받게 됐다.

와이앤아처(Y&ARCHER, 대표 신진오),

전했다.

시대를 준비하자는 취지다.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대학 또한

다.”고 말했다.

하여 IPO나 구주 매각, M&A 등으로 회

학술연구를 위한 인적교류를 지원하는
김용학 총장과 크리스토퍼 리헤인 에어

한편 혁신 관련 교내 강연 프로그램에

협약 체결 실무를 총괄한 이봉규 정보

비앤비 공공 및 미디어정책 총괄 대표

서 에어비앤비를 소개하는 등 에어비앤

대학원장은, “이번 협약은 국내 대학과

는 지난 9월 12일 본관 소회의실에서 ‘공

비의 국내 활동을 도울 예정이다.

글로벌 공유경제 선도 기업 간 최초의

유경제 및 4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약”이라며 “이 협약으로 연세대학교

연구 협약’을 맺었다. 에어비앤비는 전

한편, 우리 대학교는 에어비앤비와

는 ‘강의실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대학

세계 190여 개국 6만 5,000여 개 도시에

2016년부터 시작된 ‘(사)글로벌 ICT 포

교육개혁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

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집주인과

럼’을 비롯해 아이디어·학술 공모전을

며, 에어비앤비 역시 한국 사회에서 공

관광객을 연결해주는 글로벌 숙박공유

함께 개최하며 협력관계를 이어왔다.

유경제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구축할

업체로서, 국내 대학과 양해각서(MOU)

본 협약을 통해 학술연구를 위한 인적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를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류, 공동연구, 연구센터 설립 등 양 기
관의 협력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

이번 협약에 따라 에어비앤비는 지난
10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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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 최초로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파른본 삼국유사』 (보물 제 1866호)
최초 공개

정보통신 환경 고도화로 글로벌 명문 대학 도약 기반 마련

‘파른 손보기 교수 기증유물 특별전-파른, 역사의 기억을 연세에 남기다’ 전시 개막
『파른 손보기와 석장리 유적』 출간

최초로 모든 교내 기관 및 대학 웹사이

AWS 코리아 공공 부문 대표, 이주완 메

트를 AWS 클라우드로 이전할 계획이

가존 대표 등이 참석해 AWS 클라우드

세한 손보기 교수와 일생을 함께한 유물

다. 또한 AWS 에듀케이트 프로그램을

서비스 및 에듀케이트 프로그램의 도입

을 기증한 유족의 큰 도움으로 이루어지

도입해 약 2,00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

과 향후 교육과정 개설 방안 등을 논의

게 되었다. 전시되는 유물은 『파른본 삼

으로 AWS 솔루션 아키텍트(Solution

했다.

국유사』(보물 제1866호), 안평대군이 왕

Architect) 교육을 실시한다. 컴퓨터 실

안석의 시를 선별해 간행한 『비해당선

습실에 가상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인

김용학 총장은 “최적의 파트너와 함께 4

반산정화匪懈堂選半山精華』 등 고문헌,

우리 대학의 교내 정보통신 환경이 한

AWS 워크스페이스(WorkSpaces) 서비

차 산업혁명형 인재 양성을 위한 전산

고려청자, 조선백자, 목가구 등 다양하

층 개선될 예정이다. 우리 대학은 지난

스와 동영상 관리 서비스 도입을 추가로

환경 혁신을 추진하게 되어 기쁘다.”며

다. 이 가운데 일반인에게 처음 공개되

9월 8일 아마존웹서비스(Amazon Web

진행할 예정이다.

“AWS가 제공하는 폭넓은 기능과 안정

는 『파른본 삼국유사』(보물 제1866호)는

적인 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에게 세계적

『왕력(王曆)』을 포함하는 조선 초기본

Services 이하 AWS, 한국 대표 염동훈)
와 협약을 맺고 클라우드 서비스와 에듀

AWS 에듀케이트 프로그램은 클라우드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과 앞선 컴퓨팅 환

으로 일그러진 글자나 탈획된 부분이 거

케이트(Educate)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AWS의 대학 지

경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의 없고 선명한 인쇄 상태를 가진 희귀

로 했다.

원 프로그램으로 하버드대학, 카네기멜

말했다.

론대학 등 전 세계 천여 개 대학들이 활

박물관에서는 9월 27일부터 12월 29일

학교 전신)에 입학하여 일제강점기에

까지 ‘파른 손보기 교수 기증유물 특별

왜곡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본이다.

클라우드 플랫폼인 아마존웹서비스

용하고 있다. 학생들의 IT 역량을 강화

피터 무어 AWS 아시아태평양 공공 총

전-파른, 역사의 기억을 연세에 남기다’

자 손진태, 이인영 교수 등에게 역사 교

전시와 함께 공주 석장리 유적 발굴 관

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호주, 브라질,

해 클라우드 기술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괄은 “전 세계적으로 유수의 명문 대학

전시를 연다.

육을 받으며 학문의 길을 시작했다. 또,

련 기록을 책으로 엮은 『파른 손보기와

캐나다, 중국, 독일, 인도, 아일랜드, 일

있도록 설계됐으며, 클라우드 서비스 무

들이 이미 AWS 클라우드를 활용해 높

학창시절에 정병욱, 윤동주, 송몽규 등

석장리 유적』도 출간한다. 1964년 발굴

본, 싱가포르, 영국 등에 위치한 16개

료 사용권을 지원해 학생들이 클라우드

은 확장성, 상당한 비용절감 등의 혜택

손보기 교수는 우리 역사의 뿌리를 찾는

과 교우했으며 이 벗들과의 만남은 민족

과정의 생생함과 당시 생활 모습을 알

의 리전(Region)과 43개의 가용 영역

기술과 AWS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을 누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션 크리

일에 남다른 관심을 지니며 그것을 몸소

의 암울한 고통을 이겨내는 데 큰 힘이

수 있는 발굴일지, 연세춘추에 다뤄진

(Availability Zone)을 통해 컴퓨트, 스토

있도록 돕는다.

티컬한 백엔드(Backend) 애플리케이션

실천으로 옮긴 분이다. 한국 고고학사에

되었다. 1963년 버클리대학(University of

석장리 발굴 관련 기사, 손보기 교수가

을 지원하고 교육 콘텐츠를 원활하게

서 가장 빛나는 순간인 1964년 ‘공주 석장

California, Berkeley)에서 박사학위를 받

연재한 ‘선사 문화를 찾아서’ 등을 묶은
책이다.

리지, 데이터베이스, 애널리틱스, 애플
리케이션 서비스, 구축, 관리, 개발자, 모

한편, 지난 9월 8일 본관 소회의실에서

공급하고 있다.”면서 “한국 최고의 명문

리 유적’ 발굴을 통해 우리 역사 무대가

은 후 한국으로 돌아와 1964년부터 우리

바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AI), 보안,

열린 ‘제4차산업혁명형 인재 교육·양성

대학인 연세대학교가 교내 IT 인프라를

구석기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후학을 양성하

하이브리드 및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

및 정보통신 환경 혁신을 위한 간담회’

AWS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을 밝혔다. 또한 한국의 고활자, 조선사,

며 쌓아 온 모든 것을 남김없이 물려주

전시는 2017년 9월 27일 부터 12월 29

이션과 관련된 90여 종의 서비스를 제

에는 김용학 총장을 비롯해 이재용 교학

교사 및 학생들을 위한 AWS 에듀케이

광복사, 한글, 한미관계사 등 우리 역사

어 후학들이 따르고 싶은 큰 배움의 기

일까지 연세대학교박물관 1층 전시실

공하고 있다.

부총장, 김영석 행정대외부총장, 이정우

트 프로그램을 도입해 미래 혁신을 위한

전반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 헌신했다.

억을 안겨주었다.

에서 열린다. 개관시간은 오전 9시 30

학술정보원장, 피터무어(Peter Moore)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

AWS 아시아태평양 공공 총괄, 윤정원

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 대학교는 국내
12

분부터 오후 5시까지다.(02-2123-3340,
손 교수는 1940년 연희전문학교(연세대

이번 전시회는 2010년 88세를 일기로 별

museum.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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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한국 신학 MOOC 개설
한국학 분야 강좌 개설 잇달아
신과대학 권수영 교수의 ‘Re-imaging God in Korean Context’ 개설

강좌명
Re-imaging God in Korean Context

교수명

and Social Change In Contemporary

니스 환경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를

South Korea), 문화(“K-Movie,” or the

다루는 후속 강좌들을 개발하고 있다.

Changing Faces of Korean Cinema) 등
다양한 한국학 주제에 관한 MOOC를

경영대학 장대련 교수는 수강 비율이 높

개발·운영 중에 있다.

은 남미 학습자들의 수요와 기대에 부

권수영 교수(연합신학대학원)

응하고자 우리 대학이 코세라에 최초
로 개설했던 마케팅 강좌 “International

강좌오픈일 2017 9. 26.
플랫폼
Coursera(http://www.coursera.org)
강좌 바로가기
https://www.coursera.org/learn/
god-korean-context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Marketing in Asia”의 스페인어 버전을

교육 혁신을 선도하는 MOOC 개설

올해 10월 중 개설할 예정이다.

OSE 센터는 우리 대학을 대표할 수 있는

이호근 교무처장은 “MOOC를 통해 연

주제 분야로 한국학, 경영학, IT/컴퓨터

세 명품 강의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분야를 선정하고 관련 MOOC를 적극 개

우리 대학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발해 운영하고 있다.

지식 기부와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

우리 대학은 지난 2014년 세계 최대

서 신학의 발전을 고찰해볼 수 있는 입

데 이 가운데 최다 수강생 국가는 미국

MOOC 플랫폼인 코세라(Coursera)와

문 과정으로 한국 교회 발전사와 더불어

(20%)이며 중국(15%)에 이어 멕시코, 인

지난 2015년 7월 코세라(Coursera)

욱 공고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영국의 퓨처런(FutureLearn)에 동시 가

한국의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무처

에 개설한 전기전자공학과 정종문 교

한 “열린 스마트 교육 실현과 대학교육

입한 이래 현재까지 총 28개 강좌를 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수강생들이 한국의

Open Smart Education 센터(이하 OSE

수의 Specialization 강좌 “Emerging

의 혁신을 선도하고자 최선을 다해 좋

설해 전 세계 각국 40만 수강생들의 큰

신학뿐만 아니라 각자의 문화적 배경을

센터, 센터장 허준)는 이와 같은 현상을

Technologies(총 6개 강좌 개설)”는 현재

은 성과를 거두겠다.”고 덧붙였다. 우리

호응을 얻고 있다. 세계 최초로 개설한

토대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통찰을 얻

“한류 열풍으로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

수강 등록생 수가 15만 명에 달하는 인기

대학의 MOOC 개설 현황은 OSE 센터

한국어 강좌에 이어 한국 정치, 경제, 사

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 강

한 전 세계인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라

강좌로 주목받고 있다. 정 교수는 급변하

의 MOOC 전용 홈페이지(mooc.yonsei.

회·문화를 다룬 한국학 분야 강좌를 개

좌는 기독교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자 하

고 분석했다.

는 IT 환경 속에 새롭게 대두되는 Deep

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하여 우리나라 국학의 산실로서 교

는 우리 대학의 건학 이념을 실천했다는

육 한류 선도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9

데 그 의미가 크다.

로 한 연합신학대학원 권수영 교수의

해를 돕고 한국학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권 교수의 강좌는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
14

자 한국어 강좌 외에도 국내 대학 최초

플랫폼
2017학년도 2학기

로 한국의 정치(Understanding Korean

글로벌 무크

현재 200여 개 국가에서 우리 대학

Politics), 경제(The Korean Economic

개설 예정 강좌

의 한국학 분야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Development), 사회(Gender, Family,

MOOC를 코세라에 개설했다.

Marketing Internacional en Asia(장대련 교수)

이와 더불어 우리 대학은 대한민국 교
육 한류의 선두주자로서 한국에 대한 이

한국학 분야 누적 수강생 17만 명 돌파

는 최고 명문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더

Learning, AI 등의 다양한 기술이 비즈

월에는 국내 최초로 한국 신학을 주제
“Re-imaging God in Korean Context”

Deep Learning for Business(정종문 교수)

코세라

강좌수

분야

강좌명

교수

소속

1

한국신학

Re-imaging God in Korean Context

권수영

연합신학대학원

1

IT/컴퓨터

Deep Learning for Business

정종문

전기전자공학과

1

경영학

장대련

경영학과

Marketing Internacional en Asia
※스페인어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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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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톡톡

연세사랑

섬김의 리더십

반기문 명예원장

강사문 할머니
엄찬왕 동문

스트레톤 톨미

황유미 대표

故 곽상수 교수
장창현 동문
여철현 명예교수
문수웅 동문

연세대 강의 맛보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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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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연세인

“대학은 더불어

국제사회의 공동 번영을 위해 힘써온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국 원조, 통일 선교 등 여러 봉사활동을 한 데 뭉쳐서 좀 더

글로벌사회공헌원 명예원장으로 취임했다. 반기문 명예원장과 함

조직적으로 해보겠다는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만든 기관

살아가는 세계시민

께 우리 대학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참여하는 대학’으

입니다.

양성해야”

취임식에 앞서 반기문 명예원장을 만나 글로벌사회공헌원 명예원

반기문지속가능개발센터는 사회공헌원의 주요 목표를 수

롯해 일상의 작은 곳에서부터 이를 실천해나가는 일이 필

장으로서의 비전과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행하기 위해 설립된 센터의 하나로써 제가 지난 10년 동안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선진국에 있든 개도국에 있든 말이에요.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나아가 반기문센터와 글로벌사회공헌원을 비

로서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연세소식>에서는 지난 9월 25일

유엔에서 해왔던 것들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
해 연세대 네트워크와 협력해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이

반기문

Q. 하버드대 초빙교수 임기가 끝난 이후, 반기문 명예원장님의 거

러한 활동이 비단 연세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Q. ‘2030 지속가능개발 목표’를 달성하고 글로벌 지속가

글로벌사회공헌원 명예원장

취에 관심이 주목됐습니다. 국내외 유수 대학 가운데 연세대학교

국 전체, 나아가 세계 전체로 퍼지는 좋은 시발이 되길 바

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단위의 노력뿐만 아니라

에 부임하기로 결정하신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랍니다.

개개인의 관심과 참여도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위해
대학생들과 연세대학교가 할 수 있는 활동에는 무엇이 있
다고 생각하시는지요?

3개월간 하버드에서 연구 생활을 하면서 전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도움이 될 수

Q. 반 명예원장님께서 추구하는 ‘2030 지속가능개발 목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젊은 세대를 교육하고 그들의 어려움과 희

표’가 무엇인지, 이를 연세대학교에서 어떻게 이룰 것인지

저는 대통령을 비롯해 도지사, 시장 등 정책 책임자들을 만

망을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대학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날 때마다 SDGs의 17개 목표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SDGs는 유엔에서 결정이 된 것이지만

가기로 결정했지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인류는 자원고갈과 기후변화, 인류

각 회원국들이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를 반영해 이뤄

그 중에서도 특히 연세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연세대가 국내에서

의 폭발적 양적 성장 등의 공통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

나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가장 오래된 대학이자 최고의 대학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연세

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 세계 지도자들이 한 데 모여 전

대학교의 창립정신, 즉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정신에 깊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새천년개발목표

대학에는 많은 교육자들이 있고 이를 강의하는 것 역시 하

은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언더우드를 비롯한 선교사들이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만들었습니다.

나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

130여 년 전 왜 불모지와 같은 나라에 와서 학교를 세우려고 했을

이는 보편적이라기보다 개발도상국을 위한 계획이었고 15

다. 여러분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스스로 주인의식을

까요? 아마도 학교를 세워서 젊은 세대를 교육함으로써 국제사회

년에 걸쳐 이뤄져 지난 2015년에 끝이 났지요.

가지고 SDGs는 나의 것, 연세대학교의 것, 대한민국의 것
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에 기여하려는 정신을 갖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이후 유엔에서는 이 MDGs를 승계하여 2030년까지 이어
김용학 총장님을 만나 이와 같은 창립정신과 연세대의 사회공헌

지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유엔에서 나온 계획이니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지금껏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SDGs)를 새로이 만들게 됐죠. SDGs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고 쉬운 것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수도 한 방

해온 일들과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유로

구분을 벗어나 인류 공통의 발전을 위해 모두에게 적용되

울, 전기 한 등이라도 아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연세대학교에 오기로 했는데 아주 잘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는 보편적이고 변혁적인 의제입니다. 빈곤종식, 공평한 교

이 앞장서야 합니다.

육 보장, 불평등 완화, 생태계 보호 등 경제·사회·환경 분
야를 포괄하는 17개 목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 지속가능한 개발이 중요해지는 미래 시대에 대학은 어

Q. 향후 활동하게 되실 글로벌사회공헌원과 반기문지속가능성장
센터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

SDGs라는 것은 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오늘과 내일의

떤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지 명예원장님이 꿈꾸는 인재상

니다.

공간을 연결하는 것이며 결국은 우리의 생활을 위한 것입

이 궁금합니다.

니다. 2030년에는 어떤 사람도 가난하거나 배고프지 않고
글로벌사회공헌원은 연세대학교가 기존에 해오던 의료봉사, 개도

1818

치료할 수 있는 병으로 인해 죽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대학에서 학문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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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인물

는 지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이상 쓸모없는 정보가 될

제가 살았던 세대와 여러분의 세대는 50년 이상의 차이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강 할머니에게 베푸는 것은 삶 그 자

지도 모릅니다. 물론 양질의 정보를 쌓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기 때문에 그 50년을 압축해서 볼 때 저는 가끔 저와 여러

더 많이 주고 떠나지 못할까 두려워했

체였다. 평소에도 복지기관 세 곳에

이를 어떻게 분석하고 응용할 것인지 배우는 것이 보다 중

분이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

던 이가 있다. 전 재산 15억 원과 함께

정기 후원을 이어왔다. 행동에만 옮기

요합니다.

다. 어쩌면 여러분이 나름의 특권도 가지고 있지만 대신 여

자신의 시신까지 기증하고 떠난 강사

고 말은 삼갔다. 가까운 지인 몇 명을

러분이 갖고 있는 고민도 그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겁니다.

문 할머니의 이야기다.

제외하고 주변에서도 그의 선행을 아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연세대 구성원이기 전에

제가 당부하고 싶은 점은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 학교를 다

그의 삶은 굴곡이 적지 않았다. 1980

대한민국 국민이자 세계시민입니다. 세계는 하나가 되고

니고 공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

년대 초부터 파킨슨병으로 10년을 투

타인을 위해 아낌없이 내놓은 강 할머

있습니다. 국경의 의미는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은 세대는 좀 더 넓은 시각과 국제적 안목을 가질 필요 있

병한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니는 정작 자신의 장례는 간소하게 치

에서 문제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타인과 함께 잘 살아가느

습니다. 어떻게 하면 봉사하고 쓰임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하

연달아 노환으로 쓰러진 아버지도 10

러 달라 부탁하고 떠났다. 그를 그리

냐의 질문입니다. 결국 대학 역시 세계시민을 양성해야 합

는 게 중요하지요.

년간 간병했다. 고난은 여기서 그치지

워하기에는 너무도 짧은 1일장으로 지

않았다. 그의 몸에도 병마가 찾아들었

난 8월 30일 강 할머니는 세상과 작별

사무총장으로서 전 세계 오지에 많이 방문했는데 그때마

다. 1997년 강 할머니는 혈액암의 일종

인사를 했다. 할머니의 시신은 염습하

다 젊은 한국 청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방식

인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진단받았

지 않고 곧바로 우리 대학교 의과대학

Q. 유엔사무총장으로 계시면서 많은 업무를 해 오셨습니

으로 봉사하는 그들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당

다. 오랜 투병 생활의 시작이었다. 연

해부학교실로 옮겨졌다.

다. 지금까지의 유엔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연세

장 판단했을 때 1, 2년의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지 모

세암병원을 오가며 쉽지 않은 치료를

대학교에서 어떻게 활동해나갈 계획이신지요?

르지만 10~20년 지났을 때 이러한 경험이 여러분에게 주

견뎌냈다.

니다.

기증하고 별세
강사문 할머니

극한의 상황에서도 자신보다 타인을

앞으로 저는 젊은 세대들과 최대한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입니다. 저 역시 고 3때 미국에 한번 가서 문화적 충격을

그러나 병이 찾아왔을 때 강 할머니의

SBS, 동아일보, 연합뉴스 등 각종 언

합니다. 연세대뿐 아니라 국내 대학, 고고생들과도 대중강

받았었지요.

시선이 향한 곳은 자신이 아닌 세상이

론 매체에 ‘천사 할머니’로 소개되며

었다. 차근차근 가진 것을 다 주고 갈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연 등을 통해 만나고 소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젊은 세

투병 중 전 재산·시신

먼저 돌아본 강 할머니의 이야기는

는 영향은 훨씬 클 것입니다.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질 것

세상의 75억 인구 가운데 여전히 12억 명이 밥을 먹지 못하

준비를 시작했다. 2004년에는 시신 기

고, 14억 명이 안전한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증 서약서에 서명했다. 끊임없는 치료

아울러 글로벌사회공헌원을 중심으로 다른 기관들과 협업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며 내게 주어진 10분의 시간이라

에도 온갖 감염 질환이 잇따르자 생

하고 교수 및 전문가들과 연계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도 유용하게 쓰고 모든 자원을 아껴 쓰는 자세를 기르는 것

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의료

기후변화 협정, 지속가능한 개발, 여성의 사회적 지위 신장

이 중요합니다.

원에 아파트와 주식 투자 등으로 모은

등을 이야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못해 미안해요”

는 이가 많지 않았다.

나아가 무엇을 전공하든지 간에 글로벌 마인드와 글로벌

대가 세계시민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더 드리고 가지

전 재산 기부 의사를 밝혔다. 세상을
떠나기 5일 여를 앞둔 때였다.

Q. 현재 대학생들은 취업난이나 경제적 문제 등 많은 어

다 베풀고 떠나면서도 강 할머니는 미

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한 마디 조언을 부탁드립

안함을 먼저 말했다. 40억 원을 기부

니다.

하려 평생 노력해 왔는데 치료비로 지
출된 돈도 있고 목표한 만큼 벌지 못

오늘날의 취업난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졸업 후에 어떤 직

해 15억 원밖에 주고 가지 못했다며 아

업을 갖고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것인지는 젊은 세대들에

쉬움을 표했다.

게 큰 숙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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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in 연세

평창 동계올림픽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가 오는

람 목적이 아니더라도 자원봉사 등을

미국에서 온 스트레톤 톨미(Stratton Tolmie)는 지난해 여름 세계보건기구(World

2018년 2월 9일(금)부터 25일(일)까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고요. 실제로

Health Organization)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중 한국에서 온 동료들과 교류하며

마케팅국장에게

지 평창, 강릉, 정선에서 펼쳐진다. 15

연세인 가운데 이영희 연세대 원주의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다.

개 종목으로 102개의 금메달을 걸고

료원장이 평창동계올림픽 최고의료

듣는 올림픽 관전

경쟁하는 이번 올림픽에는 95개국

책임자로서 올림픽 기간 동안 모든

당시 주말을 이용해 3일간 짧게나마 한국을 방문했는데, 첨단기술과 전통문화가

2,900명의 선수가 최고의 경기를 선

의료 서비스를 책임지는 임무를 수행

잘 어우러져 있는 점에 매료되어 한국 유학을 결정하게 됐다. 그 중에서도 영어

포인트

보일 예정이다.

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많고, 다양한 수업들이 제공되는 연세대학교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전 세계의 축제이자 국가적 행사인

이밖에도 엄 동문은 우리에게 잘 알

향후 의과대학원 진학을 계획하고 있다는 그는 그간 미국에서 관련 분야 공부에

“어떤 방식으로든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마케팅을 총괄

려진 쇼트트랙 이외에 비교적 생소할

매진해왔으나, 한국에 온 만큼 한국에서만 들을 수 있는 수업들을 수강하고 있다.

하는 동문이 있다. 엄찬왕 동문은 평

수 있는 동계올림픽의 경기 관전 포

그 중 한국경제론(Korean Economy) 수업은 평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한국

참여한다면 인생에서

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인트를 전하기도 했다. 먼저 세계 최

근현대사 및 경제발전과정을 흥미롭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대회 조직위원회 마케팅 국장으로서

고 수준의 스타트 스피드 조합으로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후원금 모금, 입장권 판매, 라이센스

탁월한 팀워크를 선보이는 원윤종·

“지금껏 대부분 자연과학 계열 수업들만 들어왔는데, 사회과학분야의 다양한 이

상품 판매, 식음료 준비 등 성공적인

서영우 선수의 봅슬레이 경기는 평창

론과 접근들을 그것도 무려 한국에서 배우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해요. 북한

올림픽 개최를 위한 각종 마케팅 활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주목되는 경기

정치와 사회(Politics and Society of North Korea) 과목도 수강 중인데, 현재 고조

동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중 하나다. 4초 70대 빠른 초반 스피

되고 있는 대치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과 한국 내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

드로 전 세계 관중을 사로잡는 스켈

같아 이 또한 무척 흥미로워요.”

엄찬왕 동문(전자공학 88)

1991년 기술고시를 합격한 엄 동문은

레톤의 윤성빈 선수 역시 높은 기대

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올림

감을 모으고 있다. 또한 엄 동문은 동

이밖에도 스트레톤은 수업에서 만난 연세대학교 친구들이 학문적인 대화를 이어

픽조직위원회 등 약 25년 간 공무원

계패럴림픽대회 가운데 ‘빙판 위의 메

가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의 영어를 구사하는 것을 보고 감탄했다고 전했다.

으로 재직했다. 공대에서 학부를 졸

시’라 불리는 정승환 선수의 장애인

업하고 우리 대학 정보대학원에서 박

아이스 하키를 관전 포인트로 꼽았다.

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올림픽 조직

“연세의 흥미로운
수업들을 통해
한국을 더 잘
이해하게 됐죠”

한편, 그는 의사가 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통해 관련 경험을 쌓고 있다며 “한국
어에 능통했더라면 세브란스 등 한국의 의료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

위원회에서 일한다는 것은 개인적으

한편, 엄 동문은 “올림픽과 같은 국가

로도 큰 도전이었지만 다양한 사람들

적 행사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과 함께 준비해나가면서 많은 것들을

어떤 전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관광공사에서 소개하는 전국 각지의 축제들을 통해 한국

배울 수 있었다.”며 “우리 연세인들도

면서 “여러 기능이 모두 요구되기 때

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다는 스트레톤이 일상 속에서도 다양한 모습의 한국을 체

이 국가적 행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갖

문에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된다는

험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고 어떤 형태로든 참여할 수 있길 바

생각으로 준비하면 될 것 같다.”고 조

란다.”고 말했다.

언했다. 나아가 그는 “글로벌 행사이

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스트레톤 톨미
시카고 대학교

다보니 언어적 능력을 키울 필요도
“올림픽이 비싸다는 고정관념이 있지

있지만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만 이는 개막식 A석이나 쇼트트랙 결

있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갖추는 것

승전과 같은 일부 좌석에 한해 그런

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것이지 대부분의 티켓은 5~6만 원으
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꼭 경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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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톡톡

사람을 통해 여행의

오늘날 창업은 학생들의 새로운 진로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현실에 발맞춰 연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나가며 제가 진

혹시나 있을 거래 파기나 연락 두절 문제

세소식은 ‘창업톡톡’을 통해 창업으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나가고 있는 연세

짜 하고 싶은 것이 뭔지 진지하게 생각

를 대비하기 위해 자동 매칭 시스템과 블

가치를 나누다

동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이번 창업톡톡에서는 여행과 사람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랙 리스트 제도도 마련되어 있어요. 여행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와이오엘오’의 황유미 대표(문화디자인

말, 입사가 확정된 대기업이 있었지만 입

자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돼도, 가장 귀국

경영 13)를 만나봤다.

사를 포기하고, 여행의 직구를 선택했습

일이 빠른 다음 여행자에게 넘어가 물건

니다. 입사 포기 각서를 쓸 때는 과연 이

을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했어요. 또 판매

길이 맞는 걸까 조금 심란했지만, 오히려

자 인증 절차도 까다롭게 만들어서, 핸드

그 계기로 사업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폰이나 이메일로 1차 인증을 거치고, 신분

된 것 같아요.

증과 사진이 들어간 프로필까지 총 3단계

황유미
와이오엘오 대표

와이오엘오는 어떤 일을 하는 회

명해주세요.

사인가요?
A.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행을 너무 좋
A. 와이오엘오는 ‘여행자들을 통해 마

아해서 지금까지 6대륙을 다 여행해

음을 전달하자’라는 모토로 서비스를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보고 들은 좋은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운영중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인 서비스 이름은 ‘여행의 직구’인데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최근

사람들이 쉽고 빠르게 해외직구를 이

온라인에서 여행 관련된 콘텐츠들이

용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구매자와 여
행자를 매칭해주는 서비스죠. 9월부터

서비스가 50개 정도가 있는데요. ‘에어프

배송 부분과 상품 만족도 부분으로 나눠

로브’라고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서비스

서 평가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

가 있는데, 그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품

다. 그래서 고객들이 세밀한 부분까지 만

A. 아무래도 고객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목이 한국 제품들일 정도예요. 그래서 그

족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행하면서 ‘여행’이 꽤 매력적인 사업

좋지 않을 때 힘든 것 같아요. 체력적, 정

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외 서비스를 개

아이템이 될 수 있겠다 생각했죠.

신적으로 힘든 것보다 소비자들의 반응

척하려고 아마 10월부터 조금씩 구체화

이 저조할 때 팀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죠.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이폰용 애플

는 구매자들이 직접 골라서 사온 물건

사업을 꾸려나가시면서 힘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마지막으로 창업을 꿈꾸는 여러 후
배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을 팔 수 있는 개인용 스토어 기능을

그러던 중 2015년에 저의 여행 파트

그렇지만 고객들로부터 예상치 못한 즐

리케이션도 10월중에 오픈할 예정입니

추가했는데요. 일종의 온라인 플리마

너이자 학과 동기인 친구 한 명과 초

거움을 얻기도 해요. 지금 저희 고객들의

다. 장기적으로는 단순한 물품을 넘어서

A. 창업을 꿈꾸는 후배들의 고민을 상담

켓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 아이디어를 기획했습니다. 그 아이

60%가 계속해서 재구매해주시는 분들

여행 정보까지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해주다보면, 구체적인 아이디어 없이 무

디어를 교수님께 보여드려서 피드백

인데, 가끔 회사로 맛있는 것도 보내주고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마 형식은 커

작정 창업이 하고 싶다는 친구들이 많

‘YOLO(와이오엘오)’라는 회사

도 받고, 2016년 초에는 벤처 창업 수

손 편지도 써주세요. 아무래도 저희 서비

뮤니티 형식이 될 것 같은데 아직 아이

았어요. 일단은 자신의 아이템과 서비스

이름이 재미있는데, 이렇게 지은 특별

업 등을 들으며 점차 발전시킬 수 있었

스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서비스다

디어 단계예요.

에 대해 애정을 갖는 것이 가장 먼저라

한 이유가 있나요?

어요. 이후 2명의 개발자까지 4명으로

보니, 그럴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 것 같

2016년 11월 14일에 회사를 시작했습니

아요.

A. 저희는 이윤을 만드는 회사이기도

다. 올해 1월, 베타 서비스를 오픈해 3

하지만, 우선은 마음의 부자가 되자는

개월간 여러 피드백과 반응을 본 뒤, 4

생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월 25일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

딱한 분위기가 아니라 유연하고 재미

다. 현재는 7명의 직원들이 개발, 마케

있게 일하자는 의미의 ‘욜로(YOLO)’

팅, 영업, 경영 4개 팀으로 일하고 있

라고 지었어요. 또 ‘Pioneer, Culture,
People, Society’에서 한 글자씩 따서,
되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고 생각해요. 저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그렇다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여
행의 직구’만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관심이 없었지만, 여행의 직구라는 서비
스에 마음을 뺏겨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앞으로의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나
요?

모두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스타트업에

A.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구하기도 어렵
고 값도 비싼 물건들을 쉽고 안전하게

또 사람들이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A. 올해 말까지는 국내 서비스를 안정적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 같

지 알아보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많

고, 이제 운영한 지 4개월째에 접어들

으로 운영하는 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아요. 그리고 여행자들이 직접 사용해본

이 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후

었습니다.

지금 2,800여 명 정도의 회원 분들이 계

검증된 제품들이다보니, 구매자들의 만

에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

신데, 1만 명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예요.

족도도 높은 것 같습니다. 주로 화장품이

에서 아이템을 찾고 구체화시켜나가야

그러면서 조금씩 해외 서비스를 시작해

나 외국 캐릭터 상품들의 인기가 많고,

겠죠.

보려고 합니다.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최근에 생리대 안전성이 문제가 되면서
생리컵을 찾는 고객 분들도 많으셨어요.

사람, 사회, 문화를 연결하는 개척자가

24
24

인증을 거쳐야 하죠. 그리고 구매 후기도

원래 창업이 꿈이셨나요?

‘여행의 직구’ 서비스를 시작한

A. 아니요. 원래 제 꿈은 마케터였습니

는 한국 물건들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요.

계기와 지금까지의 과정을 간략히 설

다. 하지만, ‘여행의 직구’를 기획하고

지금 전 세계에 여행의 직구와 비슷한

(취재 : 김회진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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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사랑

루스채플에 바로크

장창현 동문,

장창현 ㈜한맥중공업 회장(금속공학

지난 1월 공과대학 동문회장으로 취임

69)이 공과대학 및 동문회 발전을 위해

한 장 동문은 실제로 동문들 간의 교류

파이프오르간 설치

공과대학 발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다.

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고

1억 원 쾌척

장창현 동문의 공대사랑은 남다른 것으

을 대상으로 친목을 다지고 학과별로

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에도 공과대

신기술이나 미래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학 강의동 건축기금으로 선뜻 1억 원을

‘연세엔지니어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故 곽상수 교수 추모의

있다. 지난 3월부터는 공과대학 동문들

기부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공

뜻으로 4억 1천만 원 모금

“동문회 활성화와
학생들과의 교류 위해
힘쓸 것”

연세대학교회 루스채플에는 파이프오

헌신한 故 곽상수(郭商洙, 1923-2013)

년까지 약 42년 동안 한국 최초의 파이

르간이 두 대 설치되어있다. 첫 번째 파

교수를 추모하고, 수백 년 대대로 자랑

프오르간 전공자인 곽상수 교수와 부인

이프오르간은 1976년 미국 루스재단

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계식 바

이영옥 교수(이화여대, 피아노), 장녀이

(Luce Foundation)이 독일 Bosch사에

로크 파이프오르간의 건립을 추진하게

자 세계적인 오르가니스트인 곽동순 교

주문하여 제작한 소형 파이프오르간으

되었다.

수의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오르간 연

로 한국 내 파이프오르간의 효시가 되

대 동문회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를 결

2017학년도 2학기부터는 공과대학 동

정하게 됐다.”고 했다.

문회가 ‘창업103:21C기술경영’ 수업의
CEO 연사로 나서는 등 학생들과의 만

“공대는 다른 단과대학에 비해 학과별

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로 비교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

본 수업의 첫 번째 강사로 초빙된 장창

다. 동문들이 학교와 보다 긴밀한 유대

현 동문은 “우리 학생들이 동문들과의

관계를 맺고, 나아가 동문과 재학생들

만남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기르고 향

의 교류를 통해 학생들의 창업에도 도

후 창업 등을 통해 기업인 및 엔지니어

움이 되고자 합니다.”

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관련기사 44면)

주를 매 주일마다 들을 수 있어 행복했

었다. 두 번째는 프랑스 Garnier 오르간

바로크파이프오르간 가격은 30만 유로

다고 회상했다. 곽동순 교수는 부모님

회사에서 2년 6개월에 걸쳐 제작한 바

(약 3억 8천만 원)이며 기타 운송비, 세

의 뒤를 이어 1987년부터 교회 오르가니

로크(Baroque) 파이프오르간으로 지난

금 등 총 소요 금액은 약 4억 1천만 원이

스트로 30년을 봉사한 후 지난 2014년

8월 13일에 봉헌했다.

다. 재원은 2013년 12월 유가족(곽동순

퇴임했다.

교수(교회음악과) 1억 6,500만원, 곽동
1976년에 설치된 오르간은 전기액션의

경 교수(식품영양학과) 3,500만원)이 2

연세대학교회 정종훈 담임목사는 곽동

파이프오르간으로 섬세한 터치의 음

억 원을 기부했으며, 나머지는 음대파

순 교수에 “지난 30년 동안 연세대학교

악적 표현이 어렵고, 특히 바로크 음악

이프오르간기금 1억 1천만 원(곽동순 교

대학교회의 오르가니스트로서 예배의

(Baroque music) 연주에 어려움이 많았

수 2천만 원과 제자 동문 모금), 김혜옥

내실을 기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예

다. 교회음악의 절반을 차지하는 바로

교수(연세대학교회 성가대지휘자) 5천

배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크 음악의 올바른 연주를 위해 바로크

만 원. 신동일 교수 1천만 원 등 음악대

교우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선생님의

오르간이 절실히 필요했다. 이에 연세

및 대학본부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아름다운 오르간 연주를 대학교회 교우

대 교회음악과 교수(1959-1988)이자 연
세대학교회 음악지도자(1975-2001)로

26

들은 마음 속 깊이 간직할 것”이라는 내
연세대학교회 교우들은 1975년부터 금

용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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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김의 리더십

여철현 명예교수,

찾아가는

이과대학발전기금

연세아카데미로

1억 원 기부

교육격차 해소한다
교육 소외지역 고교생
대상 강의부터 진로

여철현 명예교수(이과대학 화학)가 지

“아내가 가사 도우미 한 번 쓰는 법 없이

리며 발전기금은 귀하게 쓰도록 하겠

난 9월 12일 학교에 방문해 1억 원을 쾌척

열심히 일하고 규모 있게 살림을 해주어

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했다. 본 기부금은 향후 이과대학 발전을

서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위해 쓰일 예정이다.

저희 두 자녀도 모두 연세대에서 공부했

한편, 지난 1970년부터 2002년까지 우리

고 아내가 먼저 학교에 기여하는 것이

대학교 화학과 교수로 재직한 여철현 명

어떻겠느냐 권유했어요.”

예교수는 대한화학회 기획 간사, 물리화

총장 부속회의실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
식에서 여 명예교수는 특별히 아내 박영

상담까지

학분과 회장, 고체화학분과 회장, 제3대

숙 씨의 이과대학 사랑이 기부로까지 이

이날 김용학 총장은 “학교를 위해 큰 결

한국전지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폭넓

우리 대학교가 교육 소외지역 고교생들

람회를 통해 대상고교를 선정했다. 이

려운 강의들을 고등학생의 눈높이에 맞

어졌다고 설명했다.

심을 해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

은 학회할동을 수행해왔다.

을 위해 직접 찾아가 고품질의 강의를

에 따라 백령도(백령고등학교), 전라남

추어 풀어주고 있다.

선보이고 있다.

도 목포(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 화순
(능주고등학교), 진도(진도고등학교), 경

뿐만 아니라 김응빈 입학처장의 대학 입

우리 대학 입학처는 도서벽지 및 지방

상남도 남해(남해해성고등학교), 산청

학전형에 대한 설명과 학생들의 자유로

2017학년도 2학기

2017학년도 2학기 문수웅 장학금 전달

받게 됐지만 여전히 수업료 부담이 있어

중소도시 등 교육 소외지역 고교생들에

(지리산고등학교), 제주(제주여자고등

운 질의응답을 통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식이 지난 9월 21일 대외협력처장실에

고민하던 차에 문수웅 장학금을 받게 돼

게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대

학교,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경상북도

부족한 지역의 학생들이 진로·진학의

문수웅 장학금

서 열렸다.

정말 감사했다.”며 “고마운 마음을 되새

학교 강의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연세

경산(무학고등학교), 경기도 남부 등에

정보를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기며 앞으로도 학업에 충실하겠다.”고

대 강의 맛보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위치한 14개 고교를 12월까지 방문할 예

제공하고 있다.

전달식 열려

2015년 3월 문수웅 동문(영문 61)은 가정

말했다.

있다. 2017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

정이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돕기 위해 장학금

업의 일환인 본 프로그램은 교육 소외지

으로 1억 원을 모교에 기부했다. ‘문수웅

이날 문수웅 동문은 연신 후배의 손을

역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

강의는 입학처장인 김응빈 시스템생물

체험이나 정보로부터 소외된 지역을 선

장학금’을 신설한 이래 우리 대학은 본

잡으며 “우리 사회의 경쟁이 점점 극심

로 인문학, 자연과학, 인문·자연과학 융

학과 교수와 유광수 학부대학 교수, 이

별하여 학생들에게 연세대학교 강의 체

교 학부 재학생 가운데 재정적 어려움을

해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나 자신을

합 강의 등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관

헬렌 언더우드 학부 교수가 담당하고 있

험, 전공과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겪는 학생을 선발해 매학기 250만 원의

돌아보고 나와의 경쟁에서 먼저 승리해

심분야에 대한 지적 호기심에 부응하고,

다. ‘활과 리라, 인문학과 생명과학의 접

는 기회를 넓혀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야 한다.”며 “이를 통해 미래에 연세 동문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점 찾기’, ‘미생물학’, ‘윤동주라는 매력적

으로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귀
장학생으로 선발된 홍석빈(신소재공학
11) 학생은 “이번 학기에 국가장학금을

28

입학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로 관련

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상징체’, ‘문화콘텐츠와 창조적 상상력’
입학처는 지난 4~7월 전국적으로 실시

등 인문학과 자연과학, 인문학과 자연과

된 지역거점설명회, 고교방문, 교육청박

학의 융합 등 학생들이 평소 접하기 어

29

30

리게 일어나는 점을 발견했다. 빛의 유무에 따
라 발생하는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반응속도론
(reaction kinetics)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했다.

본 연구팀은 지난 2015년부터 삼성미래기술육
성재단의 지원을 받아 ‘분자에서의 방향성 역전
현상’을 연구하며 세계적 유수 학술지에 다수의

반방향성을 가지며, 빛을 쬐어 주었을 때는 분
자가 들뜬 상태로 올라가 이 상태의 전이구조
가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을 계산 및 실험을 통
해 확인했다. 다시 말해, 전이구조에서의 방향
성과 반방향성은 분자의 에너지와 이성질체화
속도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었다. 즉, 빛이 없
을 때 분자는 반방향성 상태를 나타내게 되며,
이 상태에서는 전이구조의 에너지가 높아서 이
성질체화가 느리게 일어나지만 빛이 있을 때는
전이상태 분자가 방향성을 나타내 에너지가 낮

(Takuzo Aida) 교수팀, 스웨덴 웁살라대학교
헨릭 오토슨(Henrik Ottosson) 교수팀)과 함
께 공동연구를 진행해 “들뜬 상태의 방향성 변
화 정도에 따라 광학 이성질체화 속도를 조절
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 연구는 세계 저
명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8월호에 실렸다. 본 연구는
들뜬 상태의 방향성 역전현상을 광화학 반응의
메커니즘 규명에 적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활용해 빛을 이용한 구
조변화를 예측하고 조절할 수 있었다. 김동호
교수는 “향후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들뜬

광학 이성질체로 변하는 것) 속도가 차이 나는
현상을 들뜬 상태의 방향성 역전 현상을 이용
해 설명했다.
우선 연구팀은 8개의 파이전자를 갖는 대상 분

을 실험적인 방법으로 관측만 했지만, 본 연구

성질체화(화합물의 구조가 변경되어 서로 다른

택적 합성법 제안 등과 같은 후속 연구가 가능

상태에서의 반응물 안정성 예측을 통한 광 선

이전 연구들은 들뜬 상태에서 방향성 역전현상

것이다.
용해서 이 분자들이 빛의 유무에 따라 광학 이

액 화합물(cyclic conjugated compounds)을 이

이번 연구에서는 파이전자를 갖는 고리형 공

전현상에 따라 빛이 없을 때는 전이구조체가

수의 연구단(일본 동경대학교 타쿠조 아이다

아지기 때문에 이성질체화가 쉽게 일어난다는

구조(transition state)에 주목했는데, 방향성 역

연구팀은 이전의 연구들을 기반으로 세계 유

이에 연구팀은 이성질체화 중간에 생기는 전이

게 일어나고, 빛이 없을 때는 이 반응이 매우 느

박사)이 다시 한 번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논문을 게재해왔다.

자가 빛이 있을 때는 이성질체화 반응이 빠르

화학과 김동호 교수 연구팀(참여저자 성영모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연구 결과 게재

방향성 역전현상으로 광화학 반응 메커니즘 첫 규명

김동호 교수 연구팀,

RESEARCH FRONTIER

줄 것으로 기대된다.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기술 개발 가능성을 보여

양광 에너지 변환, 광 동역학 치료, 디스플레이

해당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태

해 분광학 기법으로 심도 있게 분석한 연구로

들을 합성하고, 이들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시분

자로서 이용가치가 큰 다양한 파이전자 분자체

한편, 연구팀은 파이전자 구조체 중 광전자 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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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프론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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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제어해 지방간 유발을 억제하는 것이 확
인됐다. 또 연구팀이 PPARγ의 활성화를 억제하
는 약물인 GW9662를 고지방식과 같이 투약한
결과 RORα 결핍 쥐에서도 비만과 지방간이 의

는 RORα 핵수용체의 기전을 밝혔다. 연구팀은
간에 RORα결핍이 있는 쥐와 정상 쥐에게 일반
식과 고지방식을 섭취시켰다. 그 결과 일반식을
섭취한 경우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없었으나, 고

활성화되어 스네일(Snail) 유전자의 발현을 유
도하고, 이로 인해 증가한 스네일 단백질은 간
세포의 종양 세포화를 유도하며 세포의 성장을
증식시켰다.
연구팀은 마우스 실험을 통해, 정상적인 TGFβ 신호를 갖는 경우에는 간암이 전체 간을 덮을
정도로 잘 생기지만, TGF-β의 신호경로를 차단
하거나 스네일 유전자 발현을 억제했을 때 간
암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간암조직 유
전자발현 패턴을 분석하고, 인간 간암세포의
조직배양 실험을 통해 생쥐 모델에서 발견된
TGF-β와 스네일 유전자의 종양유발 효과가 인
간의 간암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대 노원상(소화기병연구소), 한광협(내과학) 교
수팀은 간경화가 진행된 간에 활성화돼 있는
티지에프-베타(TGF-β) 신호가 간암을 유발한
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간경화는 대표적 간암유발 인자로 알려져 있으
며, 간경화 환자는 5년 이내에 간암 발생 비율
이 10∼30%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간경
화 상태에서 간암발생이 높게 나타나는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다.
기존 연구에서는 TGF-β 신호가 암 발생 초기
에는 비활성화되었다가, 암 발생 후기에 활성
화되어 암세포의 조직침투 및 전이능력을 향상
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연구팀은
활성화된 TGF-β 신호가 암 발생 초기부터 간암
생성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냈다.

연구 결과 종양 발생 초기부터 TGF-β 신호는

간경화 환자의 간암 발병 경로가 규명됐다. 의

활성화된 특정 신호가 암 발생 초기부터 간암 생성 촉진

간경화 환자의 간암 발병 경로 규명

노원상·한광협 교수팀,

RESEARCH FRONTIER

에 있는 RORα가 PPARγ의 과도한 신호체계 증

팀은 동물 실험을 통해 지방간 생성을 억제하

‘소화기학(Gastroenterology)’에 최근 게재됐다.

됐으며, 소화기학 및 간장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의 지원으로 수행

한편, 이번 연구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향상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번 연구는 강남세브란스병원 기초 분야 연구력

강화를 위해 영입한 연구교수 중 한 명으로 이

황성순 교수는 강남세브란스병원이 기초 연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련 질환의 치료제 개발 및 치료 전략을 제시할

이 일어날 경우 간에서 PPARγ 신호가 과도하
게 활성화돼 지방축적이 활발해지는데 이때 간

제의 새로운 신호 전달 경로 발견으로 향후 관

분자생물학적 실험결과, 고지방식에 의해 비만

션즈에 논문을 게재했다.
황성순 교수와 서울대 백성희 교수 공동 연구

황성순 교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및 비만 억

심각한 비만과 지방간이 유발됐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억제에 관여하는 핵수용체

제하는 기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PPARγ의 활성화를 억제해 비만과 지방간을 억

미 있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됐다. 즉, RORα가

를 발견해 최근 과학 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

지방식을 섭취한 경우 RORα가 결핍된 쥐에서

의대 황성순 교수(강남 의생명과학부)가 비만,

연구 결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게재

비만·비알코올성 지방간 억제 기전 밝혀

황성순 교수팀,

RESEARCH FRON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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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통합 60주년

<연세소식>에서는 2017년 우리 대학이 선도하는 융합연구의 오늘을 조명한다. 지난 60년간 우리 대학교와 세브란스가 함께 쌓
아온 연구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문의 융합을 이루고 있는 연세 융합 연구의 이모저모를 나누고자 한다. 그 다섯 번째 순서로
지역학협동과정, 연합신학대학원, 시스템생물학과, 사회복지학과, 독문학, 의학교육학과가 함께 수행하고 있는 ‘인간평화와 치
유연구센터’의 연구 과제를 소개한다.

은 물론 가해(자)단체, 정부고위인사, 학

서 다뤘고, 올해에는 남아프리카 공화

학문적(multi-disciplinary) 연구를 뛰

자, 의료전문가, 시민단체, 법률가, 종교,

국, 북아일랜드, 아르헨티나, 르완다의

어넘어 분과초월적(trans-disciplinary)

예술치료, NGO 등이 포괄됐다. 전문학

트라우마와 화해·치유의 문제를 다룰

이며 학제적(inter-disciplinary)이며 통

술서는 물론 해당 주제를 다룬 문학과

예정이다.

(統/通)학문적(uni-disciplinary)인 지평

영화를 함께 읽고 보고 토론했다. 나아

을 개척해보고자 한다. 세계의 사례들

가 우리사회의 현재의 문제도 새로운 통

또한 센터는 연세 학풍의 진작과 도약

에 대한 현장답사와 비교연구가 끝나면

최적화된 인간

합지평에서 연구해 사회치유로서의 통

을 위해 후속연구세대의 융합연구도 매

최적의 인간평화와 화해와 치유를 위

일, 남남갈등의 극복방안에 대한 융합연

우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고전이론 공

해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개념·유형·기

평화를 꿈꾸다

구도 진행했다.

통세미나, 국내외의 현장답사와 면담,

준·지표·목표의 개발과 제시에 심혈을

국제학술회의를 진행하며 수준 높은 박

기울일 예정이다.

사학위 논문들의 제출을 앞두고 있다.
경계를 뛰어넘은 치유·화해·평화

이들 후속세대들은 기존의 분과연구들

이를 통해 인간조건의 최적평화(pax

과는 크게 다르게 인간고통과 트라우마

optimus)와 최적화해와 최적치유에 대

사례들, 그리고 종교와 문명과 이념이

한 통합이론, 통합지표, 통합대안을 제

센터는 화해와 치유의 통합관점에서 각

충돌해온 경계국가·경계지역들에 대한

시함으로써 연세를 융합학으로서의 평

각 과거비극, 남한 내부, 남북통일문제

치유·화해·평화 관점에서의 심층 분석

화학/평안학, 화해학, 치유학의 프론티

등을 다룬 프로젝트를 연속 수주했다.

을 통한 융합연구를 제출함으로써 장차

어이자 세계 허브로 만들어 나가고자

융합접근에 바탕한 연구보고서를 정부

한국과 세계의 융합학을 선도할 것으로

한다. 궁극적으로 자연생태계와 인간생

기관에 제출했고 개별 학술논문들도 여

기대된다.

태계와 생명생태계에 대한 포괄적인 통

연구 현황 및 성과

관점에서의 심층 분석

인간평화와 치유연구센터

럿 발표했다. 그중에는 개인·마음의 치

(通/統)학문적 비전, 즉 생명-자연-인간

유와 전체·사회의 치유에 이르는 통합

생태계를 융합하는 통합(학)생태계를

치유, 세월호 사태의 통합치유, 문화와

구축할 예정이다.

문학과 예술을 통한 통합치유에 관한
끌어 온 우리 대학의 창립정신이었다.

향후 방향과 기대효과

극적인 인간 치유 및 안정 상태를 구축

연구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현장답사

하기 위해서는 여러 학문이 함께 인간과

와 공동연구에 바탕한 국내외 인간비극

초기 연구가 자리를 잡으면서 센터는

둘째는 한국사회의 역사와 현실이었다.

세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공동으로 연구

의 사례들에 대한 트라우마와 통합치유

곧 자연과학과 신학의 긴밀한 결합을

인간평화와 치유연구센터는 2012년부

전쟁과 분단을 포함해 우리나라는 늘 세

해야만 했다.

관점에서의 공동 학술저서도 곧 출간할

통한 융합 범위의 확장과 심화를 추구

터 의학·인문학·사회복지학·정치학이

계 고난의 중심이었다. 산업화와 민주화

예정이다.

할 예정이다. 나아가 장차 사회갈등, 네

함께 모여 공동연구를 진행해오다 2016

의 빛나는 성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초기에는 국내외 주요 인간비극과 트라

년에 시스템생물학과 신학이 합류하며

도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 자

우마의 화해 및 치유에 대한 융합연구를

센터는 그동안 평화·화해·치유 및 제노

류를 통해 궁극적으로 연세를 융합 평

공식 출범했다. 공동연구와 설립배경은

살, 고령화, 빈부격차, 환경오염, 전쟁위

진행했다. 위안부 문제, 제주 4.3사건, 광

사이드와 트라우마에 대한 최고 이론가

화학·화해학·치유학의 중심으로 자리

아래와 같은 세 가지였다.

기에 놓여 있다.

주민주화운동, 아우슈비츠, 북아일랜드,

와 전문가, 실천가를 다수 초청하여 수

잡게 할 구상을 갖고 있다.

캄보디아 킬링필드를 포함해 현장답사

준 높은 국제학술회의, 전문가 심포지

설립배경 및 연구내용

트워크 분석, 심리학, 경제학 분야의 합
현재 참여연구진
권수영 교수(연합신학대학원)
김응빈 교수(시스템생물학과)

하나는 언더우드, 알렌, 에비슨, 세브란

셋째로 분과별 연구의 한계로 인한 문제

와 면담은 물론 화해·치유·위령·의료·

엄, 발표회를 연속해서 개최하고 있다.

예컨대, 인간 평화·평안·화해·치유·안

전우택 교수(의학교육학과)

스, 윤동주, 백낙준을 포함해 고난받고

의식이었다. 개인과 사회, 내면과 외면,

법률 체계와 국제협조를 통합적으로 탐

국제회의에서는 아우슈비츠, 폴란드, 킬

정에 관해 신학·인문학·자연과학·의

임정택 교수(독문학과)

고통받는 인류를 위로하고 치유하며 평

인간과 자연, 국가와 지구 문제의 모든

색하는 융합연구에 초점을 뒀다. 현지

링필드, 유대-팔레스타인 갈등, 제주 4.3

학·사회과학에 걸친 통합적인, 즉 단일

송인한 교수(사회복지학과)

안케 하려 이 땅에 연세를 설립하고 이

현상이 밀접히 연결된 세계 현실에서 궁

면담에는 융합연구답게 피해자와 유족

문제를 평화·화해·치유의 통합관점에

분과적(mono-disciplinary)이거나 다

박명림 교수(지역학협동과정.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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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어 연구톡톡

다양성을 인정하고

교실을 넘어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인식 변화까지 필요하다고

넷 등을 참고한 교육보다 더 좋은 질의 교육을 해줄 수 있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교육 과정을 통해 인권 감수성이 높은 사

점에서요. 교사들을 위한 교육도 따로 진행되고 있고요.

존중하는 교육 환경

람을 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들기

현재까지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연구의 분야는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A. 퀴어를 포함한 성폭력 예방 교육 실천 어려움에 대한 연구

퀴어 고

A. 저희는 퀴어에 관련한 교육 과정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요.

를 진행했어요. 성소수자 인권단체 인터뷰, 성교육 프로그램

퀴어란 애너매리 야고스가 정합한 개념으로 다양한 방식의

진행 강사의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강사들의 정체성이 어

성적 실천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상

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지 등의 맥락에 집중했죠.

대적으로 퀴어에 관한 교육이 부족해요. 성을 이분법적으로,
우리 대학교 대학원과 미래융합연구원은 다양

‘양성’에 기반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기 더 힘

그래서 기존에는 청소년 교육에 집중해서 연구를 진행했었어

한 전공의 대학원생들이 모임과 협력을 통해 창

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법의 규범을 넘어선 성에 대한

요. 그런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했

의적인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Junior 융합 연

올바른 교육 과정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있어요.

고 현재는 편견과 낙인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 연구를 중점적

구그룹’을 모집해 융·복합 사고 역량 강화를 위한

으로 하고 있어요. 성폭력범죄로 기소 유예된 사람이나 집행

소개 부탁드립니다.

도전적인 연구에의 관심을 지원하고 있다. 본 프

유예자들은 필수적으로 성교육을 받아야 해요. 이 교육은 앞

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함께 연

A. 이) 저희는 교육과정 속 성소수자(이하 퀴어)와 젠더 의식이 있

구함으로써 융합연구 문화의 기반을 조성할 수

는 교육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온 ‘퀴어 고’ 팀입니다. 대학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 중에 우연히 관심 있는 분야가 겹쳐서 만나 연구하게 됐어요. 저

A. 퀴어 교육이라고 명명하기 힘들 정도에요. 이와 관련한 교

는 특히 기존 교육 안에서 퀴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나타내야 할지

육이 거의 전무하거든요. 우선 기본적으로 성교육은 연간 15

그런데 요즘 교육 시스템이 변화해 참여식 교육을 하기가 힘

<연세소식>에서는 지원 대상자로 선발된 대학원

에 관심이 많았고, 허 선생님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에 관심

시간이 필요한데, 이조차도 잘 시행되지 않는 편이에요. 그리

들어졌어요. 한 번에 교육을 받는 대상자가 14~5명에서 20~30

생 연구팀을 만나 학생들의 연구 아이디어를 직

이 많았죠.

고 교사들도 성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이

명 사이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변화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

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호에서는 퀴

부족하기도 하구요. 아무래도 성인지적 관점이 내재화되어

고 있습니다.

어 교육을 연구하고 있는 이지수(교육학·석사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재 논의되는 이슈에 대해 다루기엔

졸), 허은영(문화인류·통합5학기) 학생을 만나 연

연구를 진행하게 된 계기와 연구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구 이야기를 들어봤다.

우리나라 퀴어 교육의 현실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으로의 퀴어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 다시 생각할 기회
를 만들어주기도 하죠.

역부족이죠. 이런 주제를 다루려면 본 과목 수업 시간을 줄여
야 하는지라 업무의 부담도 명백하죠.

연구를 통해 바라는 최종 목표나 변화는 무엇인가요?

A. 2014년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진행된 성소수자 실태 연구에서
성소수자 청소년의 자살시도율, 자해율, 자살률이 매우 높은 것으

연구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퀴어 교육을 전문적으로

A. 우선은 현재 기획하고 진행되는 연구를 토대로 보완을 거

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들에 대한 교사나 학생들의 혐오표현도

하는 강사들이 교육 현장으로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쳐 논문을 출판하려고 해요. 저희 연구가 더 나은 교육에 대한

심각한 수준으로 분석되기도 했죠. 가령, 여성스러운 남학생을 보

학교에서 오는 신청이 우선적으로 존재해야 하고, 그러려면 아

생각을 가능하게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면 이를 낮잡아 부르는 표현을 공공연하게 하기도 하고요. 동성연

무래도 논란이 되는 주제는 다루기 쉽지 않아지죠. 이 강사들은

고 생각해요.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초·중·고등학교가

애에 대한 공개적, 비공개적 검열이 심각해요.

성교육 표준안에 기반해 교육을 해야 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이

아닌 대학에서도 퀴어 교육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야기 할 수 없어 자기검열도 높은 수준으로 이뤄져야 하구요.

거예요. 대학도 교육기관이잖아요. 대학을 구성하는 학생, 교
수, 교직원 모두가 이런 교육을 통해 조금 더 나은 학교를 만

그래서 성소수자에 관한 문제를 학교 내에서 다룰 수 있는 방법이

36

없을까에 관한 생각을 했어요. 성소수자 학생들이 안전함을 느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시간을 따로 배정해 학생들의 퀴어

수 있는 교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요. 그리고 단순히

인식을 위한 수업을 요청하는 교사들도 있어요. 책이나 인터

들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취재 : 오지혜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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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소식

신촌캠퍼스 소식

신촌캠퍼스 소식
Festival 2017 연세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연

현상에 대해 창의적인 시각에서 천착하고 있는

세취업박람회는 우리 대학교 학생들과 인근 지

당대 최고의 대만 언어학자로 명망이 높다. 이

역 취업준비생들이 대거 참여하는 서울 지역의

날 참가한 우리 대학교 중국어법 전공 대학원생

제1회 동아시아 민속문화와 민간문학 논단

대표적인 취업박람회다. 매년 총 약 5,000여

과 연구자들 역시 날카로운 질문으로 성의 있는

개최

명에 달하는 참가자들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토론을 이끌었다.

또한 2017년 하반기 공채시즌을 맞이하여 삼성

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20부터 22일까지 “당대 동아시아 각

제13회 중국어 원어 연극 ‘택시드리벌’ 공연

그룹, LG그룹,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 롯데그

국의 민속문화 전승의 현황과 추세”라는 주제

룹, 포스코, KT, CJ 등 130여 개 국내 주요 기업

미래교육원장, 김경덕 미래교육원 총동창회 사

로 제1회 동아시아 민속문화와 민간문학 논단

들이 참가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외 주요

무총장, 전영백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교수

공자아카데미(원장 김현철)에서 매년 지원하

이 개최됐다. 이 행사는 우리 대학교가 중국 운

기업에 종사하는 인사담당자와 직무전문가들

등 내빈이 참석하여 개강을 축하했다. 연강흠

고 중어중문학과 원어연극 극단 ‘熱延中’ 멤버

남대학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올해는 중

에 의한 현장 채용 상담이 진행되며 롯데그룹

미래교육원장은 “‘취향의 발견’을 통해 원우 여

들이 꾸린 중국어 원어 연극 ‘택시드리벌’이 교

국 운남성 곤명시 운남대학 과학관에서 열렸다.

스마트시티 국제 공동연구를 위한

성격을 담은 인덱스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지식

한국전력, 제너럴밀스코리아 등의 인사담당자

러분은 보다 높은 예술적 안목을 갖추게 될 것

내외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0일부터

우리 대학교 백영서 문과대학장의 기조강연을

다자간 업무협약(MOU) 체결

이전에 노력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MOU협

에 의한 취업 특강이 실시됐다. 또한 입사서류

이며, 다양하고 전문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형

12일까지 학생회관 4층 무악극장에서 총 3회의

시작으로 중국연구원의 전문연구원과 운남대

약에 참석한 국토연구원 이재용 스마트·녹색도

일대일 컨설팅과 다중지능 창의성 검사 등 다

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과정이 국내 미술 분

공연을 개최했다. 특별히 올해에는 영화감독이

학의 전문가들,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 내 전

포르투갈 CEiiA, 국토연구원과 스마트시티

시연구센터장은 “제1회 월드스마트시티위크 행

채로운 행사가 열려 취업준비생들의 눈길을 끌

야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면서 극작가인 장진 감독의 작품으로 물질 만능

문가들 62명이 모여 2박 3일 동안 진지하게 발

지표 및 인증 관련 연구협력

사에 체결해 더욱 뜻깊은 이번 연구협약을 기반

었다.

축사했다.

사회와 인간 소외를 바탕으로 주인공 개인의 아

표하고 토론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인류

으로, 우리 스마트시티 모델과 연구 성과가 세

픔에서 사회 전반에 대한 풍자가 일품인 작품을

무형문화유산 지역을 방문하여 실제 민속문화

우리 대학교는 지난 7일 경기도 KINTEX에서 주

계 도시로 확산되고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선보였다.

가 어떻게 계승되고 발전되고 있는 지를 살펴보

최하는 제1회 World Smart City Week(WSCW)

계기가 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에서 포르투갈 CEiiA, 국토연구원과 함께 다양

미래교육원, 미술 인문 최고위과정

중국연구원, 다양한 강연과 중국어

당일 KBS1 ‘한중 수교 25주년 기념특집 ― 미래

는 좋은 시간도 가졌다. 21일에는 우리 대학 중

‘취향의 발견’ 2기 입학식 개최

공연 개최를 통해 학생들에게

를 말하다’(2017.8.27. 09시 방영)에서 공자아

국연구원 김현철 원장과 운남대학 문과대학 이

중국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 늘려

카데미 교사와 김현철 원장 등을 함께 취재하기

생삼 문과대학장이 직접 협정서를 체결하고, 향

도 했다. 이 원어 연극은 올해가 13회째로 해가

후 연구과제 신청 및 실제 연구진행을 같이 도

한 국가 도시의 스마트시티 우수사례와 정책, 기
술 동향을 서로 공유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

‘Job Festival 2017 연세취업박람회’

미래교육원(원장 연강흠)의 미술 인문 최고위

대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개최

과정인 ‘취향의 발견’ 제2기 입학식이 지난 9월

공자아카데미 중국학논단 및 중국연구원

거듭할수록 학생들의 중국어 실력 향상뿐만 아

모하기로 했다. 제2회 논단은 내년 우리 학교에

6일 동문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해 3월부터

해외 저명학자 초청 강연

니라 극의 완성도 역시 날로 발전해 나가는 모

서 개최된다.

주 업무협약 내용은 스마트시티 지표 개발 및
스마트시티 인증 절차 등에 대하여 상호협력하

현장 채용 상담, 취업 특강, 입사서류

최초로 개설된 본 과정은 2기를 맞아 프로그램

고 국제공동연구 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관련

일대일 컨설팅 등 다양한 행사 진행

을 전면 개편해 미술 이론과 함께 풍부한 인문

우리 대학교 공자아카데미와 중국연구원(원

학적 지식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

장 김현철)에서는 매 학기 해외 저명학자를 초

분야의 국제 확산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
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앞으로 공동

우리 대학교(총장 김용학)는 지난 9월 5일부터

을 재구성했다. 일반적인 문화예술이나 인문학

청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열고 있다.

연구, 공동학술세미나, 연구 인력교류, 정보교

7일까지 학생복지처 장학취업팀 주최로 ‘Job

과정과 차별화하여 미술품 감상과 이해에 초점

지난 8월 8일에는 언어학 분야의 대가인 미국

환 등을 통해서 한국과 포르투갈 도시 더 나아

을 맞추고 미술과 관련된 인문학 및 경영과 비

MIT 촘스키의 수제자이면서 국립대만청화대학

가 브라질 등 해외 도시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즈니스 강좌가 유기적으로 조합된 구성이 특징

교수인 채유천(蔡維天) 선생을 모시고 “及物

시티 지표 및 인증 절차를 개발하고, 더 나아가

이다. 서양 미술과 아시아 근현대 미술에 대한

化、施用結構與輕動詞分析”이라는 제목으로

국제 표준 모델로 선도하기 위해 상호 협력체계

이론적 개관과 철학, 건축, 문학, 영화, 여행, 경

전문가 모임을 진행했다. 채유천 교수는 MIT에

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본 MOU협약의 실무

영 등의 강의를 병행한다.

서 언어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립청화대학

를 맡은 정보대학원(원장 이봉규) 이정훈 부원

2기 과정에는 미술계의 전문인과 기업 대표로

뿐 아니라 북경대 등에서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

장은 “국토연구원과 함께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구성된 20여 명의 원우들이 입학했고, 연강흠

는 중국어법의 대가이다. 그는 꾸준히 중국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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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으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독단적인 태도(headship)가 아닌 여러 사람과

해 예식홀과 피로연장, 폐백실 등을 리뉴얼했다.

협력하는 파트너십(partnership)이 전제되어

연세동문회관은 지난해와 올해 리모델링을 통

야 함을 강조했다. 즉, 리더십의 온전한 구현은

해 30명부터 최대 3백 명까지 참가할 수 있는

‘리더십과 리드십 : 이성계와 정도전,

자신에게 할애된 총 시간의 반을 자신의 아이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고 동문들의 적극적인 이

누가 이끌었나?’, 이철희 국회의원 강연

디어를 구상하는데 쓰고, 나머지 반은 ‘상대방’

용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동문이 예식홀을 이

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고민하

용할 경우 다양한 특전을 제공하고 있다. (문의

타인과 협력적인 관계에서 타인을

는데 사용해야 가능해진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 02-2123-4760~1)

리드해야 실질적인 리더가 될 수 있어

예와 방법들을 제시하며 설명했다. 또한 반드시

다고 말했다. 그의 강연이 끝나고 계속되는 청

지위적으로 리더의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리더

중들의 질문들로 이번 강연을 통해 연세인들이

지난 9월 14일에 이철희 국회의원이 리더십 워

십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타인과 협력적인

사회의 현상을 물리학으로써 이해하는 것에 대

Cubesat Yonsei팀,

크숍에 초청되어 ‘이성계와 정도전, 누가 이끌

관계에서 타인을 리드함으로써 실질적인 리더

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0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개최 2017년
큐브위성경연대회 우승

반기문 글로벌사회공헌원 명예원장,

추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학생들이 더 큰 사

었나?’ 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1988년 한국정치

의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 명의 연세인들이 본 세미나에 많은 관심을

UN과 21세기 리더십에 대한 강연

회와 국가에서 인정과 존중을 받는 리더가 될

연구회 운영위원으로 정치의 길로 들어선 그는

마지막으로 그는 학생들에게 모두가 리더가 될

갖고 참석하여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개최

수 있음을 강조했다. 반 명예원장은 UN 사무총

국회의원 비서관, 정보화 전략 연구회 기획팀,

수 있다고 말했다. 남을 리드할 수 있는 힘은 타

도 미래융합연구원은 다양한 전공의 연세인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원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

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을 회고하면서, 이 세상에

대통령 비서실 정책 행정관, 노무현 대통령 당

인과의 협력 속에서 타인의 가치를 유용하게 사

이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융합주제를 다루는

원이 주관하는 2017년 큐브위성경연대회에서

솔선수범 태도를 갖춘 리더로

서 어떻게 하면 단 한 사람의 생명과 인격도 존

선자 비서실 전문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했고

용할 때, 그리고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서

ICONS 세미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 대학교 Cubesat Yonsei팀이 최종 선정됐

성장해야함을 강조해

중을 받고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생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활

오는 두려움을 버릴 때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하

다. 큐브위성경연대회는 대학(원)생들에게 위

각하며 불철주야 노력을 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동하고 있다.

며 강연을 마쳤다.

성시스템의 설계와 제작, 시험, 발사 등 우주시

지난 9월 7일 반기문 글로벌사회공헌원 명예원

그 과정에서, 아직은 이 세상이 모든 사람의 인

이 의원은 현대사회에서의 올바른 리더십에 대

장이 리더십워크숍에 초청되어 ‘UN과 21세기

권을 보호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지 않

해 이성계, 정도전, 링컨, 유방, 항우, 빌 클린턴,

리더십’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반기문 명예원장

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딕 모리슨 등 여러 예를 들면서 강연을 진행했

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제8대 UN 사무총

강연 이후 활발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고,

다. 특히 그는 리더십과 리드십을 구분하면서

장을 역임하여, 인류의 평화를 위해 활발히 활

이 과정에서 그는 리더십을 자신만의 기준을 가

그 예로 이성계와 정도전을 제시했다. 리더는

동했으며, 현재는 글로벌사회공헌원 및 반기문

지고 다른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라 정

이성계이지만 이를 이끄는 리드 역할은 정도전

지속가능성장센터 명예원장으로서 향후 유엔

의했다. 그리고 본인이 UN의 리더로 재임하면

이 한 것처럼, 현대사회에서 리드 역할은 어느

의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국내적 이행

서 깨달았던 ‘Moral power’의 기준으로서 진리

특정한 개인에게만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

촉진 및 달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를 재차 강조했다. 즉, 진리라는 것이 애매모호

그는 연세대학교의 건학정신인 ‘진리가 너희를

연세동문회관, ‘2017년 웨딩페어’ 개최

스템 개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미래융합연구원, ICONS 세미나 개최

‘2017년 웨딩페어’가 지난 9월 15일 연세동문회

천문우주학과의 박상영 교수의 지도하에 만들

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결혼을 앞둔

어진 Cubesat Yonsei팀은 천문우주학과, 기계

‘물리학으로 보는 세상’을 주제로 김범준

예비 신랑․신부 등 2백30여 명이 참석했다. 특

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대기과학과 학부생과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강연

히 뮤지컬 형식으로 진행된 웨딩 시연은 눈길을

대학원생들로 구성돼있다. 앞으로 큐브위성 제

끌었다.

작비 1억 7,000만 원과 발사 비용을 지원받아

지난 9월 12일 신촌캠퍼스 학술정보원 장기원

연세동문회관은 7월 중순부터 한 달간 리모델

큐브위성을 띄워 우주 환경에서 연구를 수행하

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참신한 시각을 학생들에

국제회의실에서 ‘제19회 ICONS세미나’가 열렸

링을 통해 최신 시설을 확충했다. 다양한 행사를

게 된다. Cubesat Yonsei팀은 우주에서 태양

하고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에 답이

게 가르쳐줬다. 이 의원은 지금의 사회에서 리

다. 세미나에서는 현재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개최할 수 있도록 음향과 조명은 물론 영상 시

의 코로나 촬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2기의 큐

자유케 하리라’의 진리에 대한 의미를 재해석

있는 단순한 것이고, 이는 자신의 이기심을 버

더십이 온전하게 발휘되기 위해서는 한 개인의

교수로 있는 김범준 연사가 ‘물리학으로 보는

설 등을 전면 교체했으며, 품격 있는 예식을 위

브위성을 개발하고 운용할 예정이다.

하는 것을 시작으로 강연을 이끌었다. 그는 우

리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정신이며, 일

세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리 대학교 학생들이 사회 각계각층에 필요한 리

상생활에서 많은 것이 진실될 때 발현된다고 했

김 교수는 ‘자연 현상이나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더로서의 자질이 있다고 말하면서, 무엇보다도

다. 덧붙여 그는 학생들에게 기독교 정신, 창조

물리학의 관점’을 화두로 강연을 시작했다. 물

‘Lead by example’, 즉 솔선수범의 태도를 갖

성, 연결성으로 대표되는 연세대학교의 3C 정

리학이란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생각한

춘 리더로서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즉, 가

신에 기초한 세계적 시민 교육을 받고 있다는

다는 그는 물리학자가 사고할 수 있는 틀이 있

만히 뒤에서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것에 자부심을 가지라고 하면서 이 세대의 지도

는데 그 틀이 적용되는 대상에 있어서 물리학

한걸음 더 빨리, 그리고 더 멀리 가는 태도를 갖

자로서 소양을 길러나가길 바란다는 진심어린

이냐 아니냐로 나뉘는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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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위한 전략적 업무 제휴를 추진하는 양해

정인)가 주관하며 대한민국 공군이 후원하는

2017-2학기 대학원 동창회 장학금

각서(MOU)를 체결했다.

‘2017 제20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가 오는

수여식 열려

KIC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으로 국

11월 1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내 벤처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설립됐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의 ‘한

대학원 동창회는 지난 9월 19일 오후 5시 스팀

으며, 세계적으로 미국 워싱턴D.C, 실리콘밸리,

국의 국방개혁 방향’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슨관 201호 대학원장실에서 2017-2학기 장학

독일 베를린, 중국 베이징의 4개 센터를 운영하

시작으로 총 3세션(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과

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고 있다. 워싱턴 센터는 4차 산업과 바이오 분

한국공군, 북한 핵미사일과 항공 우주력, 심포

장학금수여식에서는 대학원 동창회장인 홍복

야에 특화된 Lean Innovation 기반 고객 개발

지엄 20주년 회고 및 발전방향)으로 진행되며,

OSE 센터에서는 매학기 튜터링 프로그램을 운

기 교수(법학전문대학원), 대학원장 최문근 교

중심의 교육 및 법인 설립, 전문가 멘토링, 투자

국내·외 안보, 군사, 외교, 학계의 주요 인사들

영하고 있다. 이는 선수 지식을 가진 튜터와 이

수(화학과)를 비롯하여 내외빈이 참석했다.

유지 등의 현지 활동을 지원한다.

이 참여하여 국방개혁에 따른 국방구조 개편과

를 배우고자 하는 튜티가 팀을 이루어 함께 공

대학원 동창회는 동문들이 출연한 기금을 바

노벨생리의학상 랜디 셰크먼 교수,

열었고, 약 150여 명의 교수 및 대학원생 등이

지난 8월 우리 학교 기술탐색팀인 씨리얼팀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항공우주력 발전방

부하는 학생 주도의 학습 커뮤니티다. 또한 효

탕으로 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학기 2명

2017년 2학기 노벨석학 강연 개최

셰크먼 교수의 열띤 강연을 경청하기도 했다.  

(박일석 대표,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박사과

향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과적인 학습 노하우에 관한 연세인들의 생각과

의 학생에게 1,0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하

9월 21, 22일은 Y-IBS과학원 자문교수로서 천

정)은 KIC 워싱턴에서 주관하는 4주간의 Lean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는 1998년 제1회 학

체험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대학 학습 문화를

고 있다. 2017-2학기에는 이재인 학생(시스템

생명시스템대학(이주헌 학장)과 Y-IBS과학원

진우 원장, 발렌타인 교수(Joan Valentine,

Innovation 교육을 받았으며, 향후 바이오 분

술회의를 개최한 이래 매해 정기적으로 개최되

조성하고자 매년 학부생을 대상으로 우수 학습

생물학과 석사과정 2학기), 김윤하 학생(신학과

나노의학연구단(천진우 단장)은 노벨생리의학

UCLA 소속)와 함께 자문회의를 통해 깊이 있

야에 특화된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도 연세대 기

고 있으며, 항공 및 안보 분야 학술회의로는 국

법 사례를 선발하고 있다.

석사과정 2학기) 2명이 각 500만 원의 장학금

상을 수상한 랜디 셰크먼(Randy Schekman)

는 학문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뿐

술 창업팀을 연계 지원하여 글로벌 창업 기업을

내 최고의 위상을 정립해오고 있다. 국제학술회

지난 8월 30일 진행된 시상식에는 튜터링 우수

을 받았다.

미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UC Berkeley)

만 아니라, IBS 나노의학연구단 소속 박사급 연

육성하는데 힘쓸 계획이다.

의 진행을 총괄하고 있는 공평원 교수(항공전

팀 29명, 우수 튜터 6명을 비롯하여 학습법 공

한편, 대학원 동창회는 1967년 설립되어 1971년

분자 및 세포생물학과 교수 겸 연세대학교 대학

구원과 Y-IBS과학원 석박사 과정생들과의 연

창업지원단의 손홍규 단장은 “금번 업무 협력

략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는 “문재인 정부 출

모전 수상자 10명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해 수상

부터 매학기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동창회 장

원 생명과학부 석좌교수를 초청해 노벨석학 강

구세미나를 통해 연구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간

을 통하여 연세대 만의 차별적 글로벌 창업 지

범을 맞이하여 현재 당면하고 있는 안보환경과

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학금은 동문들의 기부 및 졸업생들의 동창회비

연 및 자문회의를 지난 9월 18일~23일까지 6

을 가졌다.

원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 할 계획으로 특히

연계된 국방개혁 및 항공우주력의 역할을 정립

이날 우수 튜터상을 수상한 신용호 튜터(컴퓨

를 재원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최근 시중예금금

일간 진행했다.

한편, 셰크먼 교수는 오는 2018년 5월에 다시

바이오분야 창업 기업의 미국 진출을 위한 획기

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

터과학과)는 “튜터링을 준비하면서 과목을 복

리의 하락과 졸업시에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회

셰크먼 교수는 9월 18일과 9월 19일에 이공계

방문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셰크먼 교수는 우리

적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다”라며 학술회의에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튜티들과 함께 서

비의 금액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면서,

열 학부생(생명시스템대학, 언더우드국제대학)

대학 대학원 생명과학부 석좌교수 및 Y-IBS과

전했다.

로 질문하고 소통하면서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할

장학금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을 대상으로 ‘Careers in Biomedical Science’

학원 자문교수로서 선진 연구 교류 및 자문단의

수 있어 좋았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회비 납부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장학금 재원 마

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학생들이

역할을 통해서 장기적인 연구 시스템을 갖추어

한편, 이호근 교무처장은 “튜터링 프로그램에

련에 있어서 대학원 동문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진로 결정, 대학원 진학,

나가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17학년도 1학기 튜터링 우수

참여하는 튜터들이 우리 학교가 지향하는 섬김

을 기대하고 있다.

참가자 시상식 열려

의 리더십을 실천하는 교육 인재상의 좋은 예라

문의 : 동창회 재무이사 법과대학 김홍기 교수

고 생각한다. 학습법 공모전 응시작들 역시 우

(☎ 02-2123-6017, khk9804@yonsei.ac.kr)

과학자로서의 해외진출 기회 등의 주제를 다뤘
다. 또한, 9월 18일 오후에는 대학원 생명과학
부 소속 교수 및 석박사 과정생들과 현재 진행

KIC Washington과 MOU 협약 체결

중인 연구에 대한 세미나를 통하여 셰크먼 교수
의 통찰력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석·박사 및 실험실 기술 기반 스타트업

9월 20일에는 생명시스템대학, BK21플러스 생

미국 진출 지원할 것

체기능시스템 사업단과 Y-IBS과학원이 공동

2017학년도 연세 학습법 공모전 시상도

리 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창의적 발상을 엿볼

함께 진행

수 있어 좋았다.”고 격려사를 전하며 수상자들
을 축하했다.

항공전략연구원, ‘2017 제20회

교무처 Open Smart Education(OSE) 센터

OSE 센터에서는 온·오프라인 튜터링을 비롯한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 개최

(센터장 허준)는 2017학년도 1학기 및 하계 튜

학습 공동체(Peer Learning Study Group) 활

터링 프로그램 우수 참가자 및 2017학년도 연

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동기 향상 및 자기

으로 주최하는 노벨석학 세미나에서 ‘Sorting

우리 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손홍규)과 KIC

of Small RNAs into Exosomes Secreted by

(Korea Innovation Center) Washington(센

항공전략연구원(원장 손광훈)이 주최하고 항

세 학습법 공모전 우수작 시상식을 언더우드관

주도적 학습 능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Human Cultured Cell’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터장 한면기)은 지난 9월 11일 글로벌 창업 지

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 조직위원회(위원장 문

에서 진행했다.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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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은행의 키코(KIKO)사태까지. 온갖 고난에

시상에는 홍복기 법인본부장이 참석하여 직접

제학 등을 중심으로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

도 장 회장은 끝없는 기술 개발로 이란과 사우

상장을 수여했으며, 장려상에는 각각 50만 원,

한 책을 주로 집필하고 있다. 112명의 학생이 참

디아라비아 등의 중동 시장으로 진출해 위기를

우수상에는 1백만 원의 상금도 함께 전달되었

석한 이 날 강연은 “인생의 성장을 위한 완벽한

극복했고, 이를 계기로 한맥은 수출 2억불 기업

다. 홍복기 본부장은 학업과 취업을 위해 최선

공부법”이라는 주제로 2시간가량 진행되었고,

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을 다하고 있는 이번 공모전 참가 학생들을 위

학생들은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작가의 열정적

자신의 어린시절 사진을 앞에 두고 항상 “꼬마야

하여 따뜻한 격려의 말과 함께 “연세대학(원)생

인 강연을 경청했다.

너는 나중에 뭐할거니?”라고 물으며 스스로를

들의 장학재원을 위해 55년간 열심히 일해오고

고 작가는 ‘모든 공부의 최고 지침서’라는 부제

채찍질했다는 장창현 회장. 그는 “늘 10년후 계

했다.

있는 연세우유를 연세대학교의 공공재산으로

를 달고 있는 본인 저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

획을 세워놓고 산다”며 후배들에게 호기심 넘치

배민수 목사(1869-1968)는 일제강점기에 항일

서 아끼고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달라”는 당

부는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는 청년이 될 것을 주문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운동으로 두차례나 투옥된 민족주의자였으며,

부의 말도 잊지 않고 덧붙였다.

실전적인 노하우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Chai Jing rur(건축공학 16) 학생은 “철 구조물

동시에 농촌운동을 통해 한국 사회를 변혁하고

연세우유 관계자는 “연세우유에 대한 대학(원)

공부법을 제시하며 학생들의 깊은 공감을 이끌

공대 선배들의 창업 신화,

한 인문학 모임인 ‘자유교양’의 창립 멤버로 함

이라는 분야에 관심을 가진 계기가 되었다”고

자 한 기독교 실천가였다. 우리 대학은 그의 정

생들의 진취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어냈다. 특히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보여

이제 강의로 듣는다

께 했던 강영우 박사(교육 68)와의 사진을 보여

강연을 들은 소감을 밝혔다. Peiqui(건축공학

신을 이어 받아 매년 그의 이름으로 기념강좌를

청취하고 싶어 이번 공모전을 개최했다”며 “자

주고 있는 우리나라의 성인 문해력 수준을 언급

주며 추억에 젖기도 했다. 하숙방 월세내기에도

16) 학생도 “회장님의 솔직한 경험담을 들어서

열고 있다.

사 우유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이해도에 다시

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꾸준한 독서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장창현

빠듯했던 시절이었지만, 장 회장은 대학 내내 경

감동적이고 좋았다”며 “다음 강연도 매우 기대

특별히 올해 강좌에서는 『배민수 목사의 그 나

한번 놀랐으며, 에너지 넘치는 20대 학생들의

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좋은 책을 제대로

㈜한맥중공업 회장 강연 열려

제신문을 보며 창업의 꿈을 키웠다. 그 시절을

된다”는 감회를 전했다.

라와 한국농촌(1958년 초판 발행)』의 현대어

열정과 자사에 대한 높은 인식을 알 수 있었던

읽고, 토론하고, 서평을 남기고, 피드백을 받는

개정판 출판되어 김용학 총장과 유영권 학장이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독서의 과정을 거치며 독서가 습관이 될 수 있

이야기하며 그는 “산업 전선에 뛰어드는 것을

‘철공소 장사장’을 꿈꾸던 소년에서,

숙명처럼 여겼다”고 고백하며, 학생들에게도 큰

80개국 수출 기업 회장으로

포부를 갖고 창업에 도전하기를 강조했다.

날짜

졸업 후, 장 회장은 대한중기에 입사해 4년간

9/14

장창현 회장 한맥중공업

금속69

9/28

강덕현 대표 RSA 오토메이션

전자77

10/12

김동호 대표 한국신용데이터

산업공학06

2017-2학기 창업103:21C기술경영
강사

기업명

미국에서 온 배민수 목사 셋째 아들 내외에 저

도록 꾸준히 뇌의 근육을 단련해야 한다는 것.

서를 헌정하기도 했다.

학술정보원은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베스트셀
러 작가를 직접 만나서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

지난 9월 14일 ㈜한맥중공업의 장창현 회장(금

2000도가 넘는 뜨거운 용광로 앞에서 직접 쇳

속공학 69)이 ‘창업 103:21C 기술경영’ 수업의

물을 끓여가며 기술을 닦았다. 그에겐 오로지 자

11/2

신지웅 사장 EAN 테크놀로지

건축89

‘연세대학(원)생과 함께하는

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북콘서트 행사를

첫 문을 열었다. 공대에서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기만의 회사를 빨리 차려야겠다는 열망뿐이었

11/9

차기철 대표 인바디

기계76
도시03

시리즈로 기획하고 있다. 본 행사는 올해로 5년

다. 대학 시절에 미리 지어놓은 이름 ‘한맥’으로

김경하 대표 도레도레

연세우유 아이디어 공모전’ 열려

실제산업 현장에서 기업을 창업하고 경영하는

11/16
11/23

김방희 대표 제이엔케이히터

화공79

CEO들을 초청해 살아있는 벤처 이야기를 전하

구로의 작은 연탄공장을 개조한 것이 한맥 중공

11/30

김현영 대표 마켓디자이너스

컴퓨터88

수익금 전액을 장학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학교

인 문학상을 석권하며 화제의 작가로 떠오른 장

는 창업교과목을 개설했다. 이번 강의는 특히

업의 시작이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기

12/7

한동빈 대표 위너테크놀로지

세라믹80

법인 연세우유에서 우리 대학(원)생을 대상으

강명 동문 작가(도시공학과 94)를 초청해 ‘이야

공대 동창회에서 직접 연사를 추천함으로써 공

계와 설비를 일본, 독일 등에서 비싼 값에 수입

로 진행한 ‘2017 연세대학(원)생과 함께하는 연

대 선후배의 만남이 장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

해 사용하고 있었다. 이런 틈새시장을 노리기 위

세우유 아이디어 공모전’의 시상식이 지난 9월

미가 깊다.

해 장 회장은 4~5배나 저렴한 가격과 최고의 기

공대 동문회장으로서 강연의 막을 연 장창현 회

술력으로 승부를 걸었다. 이후 한맥은 국내 최초

장은 “항상 철공소 사장님이 되고 싶어 해서 별

로 스페이스 프레임 공법을 개발해 김포공항, 말

지난 9월 21일 오후 3시, 원두우 신학관 예배실

이디어 공모전’은 ‘연세우유의 경쟁력 향상을 위

명이 ‘장사장’이었다”는 농담을 던지며 자신의

레이시아 스타디움 등을 성공적으로 건축하며

에서 제15회 배민수 목사 기념강좌가 열렸다.

한 신제품 아이디어’와 ‘향후 연세우유를 이끌어

학술정보원(원장 이정우)은 지난 9월 26일 베

이야기를 풀어놨다.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인정받기 시작했다.

‘한국 기독교와 민족운동’을 주제로 우리 대학

나갈 신사업 아이디어’라는 2개의 주제로 지난

스트셀러 <완벽한 공부법>의 저자인 고영성

어렸을 때부터 과학과 철학에 관심이 많았다는

그러나 그의 회사가 늘 성공가도만 달린 것은

유상현 교수와 광주대학교 한규무 교수가 각각

8월 진행되었으며, 제품에 대한 이해도, 아이디

작가를 초청해 북콘서트 행사를 개최했다. 자

그는 전공인 금속공학 외에도 학교에서 안 들어

아니었다. 기술 협약을 맺은 일본 업체의 몰락,

“교회와 권력-‘누가의 바울’ 사례”, “배민수의

어의 창의성 그리고 향후 활용가능성 등을 기준

기계발서의 대표 저자인 고영성 작가는 인문·

본 수업이 없을 정도로 열성적인 학생이었다. 또

IMF, 경쟁 기업의 스카웃 제의 그리고 2008년

기독교 농촌운동과 고등농사학원”에 대해 강연

으로 장려상 2명과 우수상 1팀을 선정했다.

사회과학 전문 작가로 심리학, 뇌과학, 행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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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배민수 목사 기념강좌 개최

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책을 더욱 깊이 있게 이

째 이어지고 있으며, 오는 11월 1일 국내 대표적

학술정보원 북콘서트 개최

기꾼을 경계하라’는 주제로 북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25일 연세우유 서울사무소 카페Y에서 열렸다.

독서 전문가 고영성 작가와 함께하는

‘2017 연세대학(원)생과 함께하는 연세우유 아

“인생의 성장을 위한 완벽한 공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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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소식

의료원소식
인모니터가 설치된 안락한 의자에 앉아 수액치

고, 참석자들은 세브란스병원 앞에 마련된 명예

료를 받는다.

의 전당에서 명판 제막과 기념사진 촬영을 했다.

핑크존(Pink Zone)인 소아중환구역에는 격리

행사 후에는 알렌관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오찬

실을 포함해 모두 8개의 침상이 마련됐다. 소아

을 하며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까지 285곳의 의료기관과 협력병원을 맺었다.

의료분야 3D 프린팅 적용 확대

응급환자들은 중환보다 경환의 비율이 높아 치

의과대학-스트라타시스코리아 MOU

료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간 확보가 우선 고려됐

여수제일·맑은샘병원과 협력병원

다. 대신 환아와 보호자가 함께 앉아 치료를 받
을 수 있도록 총 20set의 치료유닛을 설치해 동

감염·과밀 없는 응급진료센터

응급진료센터 내부의 진료 및 처치 공간은 감염

시에 4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공간은 기존 소

운영한다

환자에 의한 감염매개물질이 외부로 확산되지

아중환구역보다 약 70% 확장됐다.

않는 공조시스템을 갖췄다.

오렌지존(Orange Zone)은 수액치료가 필요

세브란스병원, 공간 두 배 넓어지고 격벽

진료 및 처치 공간에 설치된 격벽 차단 시설은

없으며 앉아서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

설치, 신속진료시스템 갖춰

대량 감염사태 발생 시, 감염환자 공간과 일반

“나눔정신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협약 체결

의과대학과 3D 프린팅 기업인 스트라타시스
코리아가 지난 8월 28일 의대 회의실에서 의

후원자 169명 명예의 전당 새로 헌액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8월 12일 의대 박영환 교

료분야 3D 프린팅 적용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

수(흉부외과학)와 강병석 여수제일병원장 등이

(MOU)를 체결했다.

의료원은 기부자들의 나눔 정신을 기억하고자

참석한 가운데 여수제일병원과 협력병원 협약

이번 체결식은 의대 송시영 학장, 이규성, 조용

자들이 대상이다. 오렌지존에는 접수 및 대기공

지난 9월 5일 우리라운지에서 2017년 후원자

식을 체결했다. 박영환 교수는 여수 명예시민으

은, 김용배(강남 신경외과), 박종철(의학공학),

환자 공간을 완벽히 분리한다. 선박 침수 시 격

간도 포함된다.

명예의 전당 헌액식을 했다.

로 십여 년간 소아 심장질환 환아를 위해 여수

성학준(의생명과학부) 교수 등과 스트라타시스

1987년 국내 최초로 응급의학과를 개설해 응

벽이 가동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처럼, 응급

감염성 질환 의심환자를 위한 특수구역에는 국

헌액식을 통해 어려운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코리아 황혜영 지사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

급의료 체계와 응급의학 수련제도를 뿌리내린

진료센터 구역 곳곳을 탄력적으로 폐쇄할 수

가기준에 맞는 음압병실 2병상이 마련됐으며

난치병 퇴치를 위한 의학연구 발전에 이바지한

지난 8월 23일에는 이정진 맑은샘병원 상임이

운데 진행됐다.

세브란스가 시설과 진료시스템 그리고 기능면

있다.

모두 전실을 갖췄다. 응급진료센터 중환구역에

169명의 기부자 이름을 명예의 전당에 새로 새

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맑은샘병원과도 협력병

두 기관은 이번 체결을 통해 진단 모델, 환자 커

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응급진료센터를 선보

환자 침상 간격도 1인실 침상 사이를 2.5m, 2

서도 별도의 격실구조를 갖춰 원내 감염을 원천

겨 넣었다.

원 협약식을 가졌다.

뮤니케이션 모델, 사전 수술 계획 모델, 신체 모

인다.

인실 침상 사이는 5m로 국가 권고 규정인 침상

봉쇄한다.

기부자, 윤도흠 의료원장과 행정책임자 등 100

이번 협약으로 여수제일병원과 맑은샘병원은

형, 맞춤형 수술 장비 등 의료분야에 3D프린팅

지난 9월 12일 개소식을 한 세브란스병원 응

간 1.5m를 넘어섰다.

여 명이 참석한 헌액식은 정종훈 교목실장의 기

세브란스병원에 의뢰하는 모든 환자에 대해 신

기술 적용을 공동 연구 목표로 삼고 적극 협력

도를 시작으로 이유미 발전기금사무국장이 참

속한 진료 예약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의

해 나갈 계획이다.

석자를 소개했다.

뢰된 환자는 적극적인 회송(외래/입원)을 통해

구체적으로 의과대학은 의학 전문성을 기반으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자체 검사장비

윤도흠 의료원장은 “평소 많은 애정과 관심에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로 3D 프린팅 기술 적용 가능 과제 제안, 개별

신속한 진료흐름 확보를 위해 전문간호사가 실

도 확충했다. 기존 CT 촬영실에 더해 ANGIO

감사하며, 세브란스가 사회 약자에게 할 수 있

여수제일병원은 여수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

도입 사례에 대한 소재 적용 정보, 모델 사용 및

시하는 내원 환자분류(트리아제, triage) 접수

촬영실을 내부에 확보함으로써 심장질환과 뇌

는 것을 다하며, 기부자분들의 고귀한 뜻을 이

보훈진료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맑

결과물 도출을 위한 피드백 등을 제공한다. 스

대를 2곳으로 증설했다. 중증환자는 나이에 따

혈관질환처럼 초응급 상황에 있는 환자를 대상

어받아 기부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온 힘을

은샘병원은 의료선교기관으로 2013년 개원한

트라타시스코리아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3D

라 모두 52병상으로 구성된 성인응급구역과 소

으로 진료 수월성을 갖게 됐다.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거제시 내 종합병원으로 인공신장실, 중환자실,

프린팅 기술에 대한 전문성, 의료분야에 특화된

감염 위험성을 초기단계부터 제거하기 위한 노

아응급구역으로 나뉘어 분산된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4단계로 구분된 전자현황판

이어 이유미 발전기금사무국장은 6,888명의

응급실, 소화기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3D 프린팅 응용 정보, 3D 프린팅 모델 생산, 의

력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드나드는 출입구에서

블루존(Blue Zone)인 성인중환구역은 A·B·C

을 통해 예정된 진료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

후원자가 219억 원을 기부한 2016년도 기부금

한편, 세브란스병원은 이번 협약을 포함해 지금

료분야에 적합한 3D 프린팅 소재 제안 등 실제

부터 시작된다. 3개 주출입구(도보 거동 환자

세 구역으로 나뉜다. 모두 격벽이 설치돼 감염

다. 전자현황판은 의료진이 환자의 검사와 진료

현황을 참석자들에게 전했다.

의료 현장에서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할 수 있

용, 구급차 이동 환자용, 발열 환자용)에는 발열

예방은 기본적으로 이뤄진다.

단계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문흥렬 HB코퍼레이션 회장은 답사를 통해 “암

도록 지원한다.

환자 출입을 감시하는 시스템과 외부의 오염원

중증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A구역에는 1인용 침

5명의 간호 인력이 24시간 활동하게 될 전원전

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중입자 치료기 도입에

송시영 학장은 “관련 기술 고도화를 통해 의학

이 실내로 유입되지 못하게 음압공조시스템이

상이 국내에서 가장 많은 16개가 배치됐다. 2인

담코디네이터 제도는 타 의료기관에서부터의

도 많은 힘을 보태자”며 “교직원 한 분 한 분이

실험 및 진료에 3D 프린팅 기술 사용을 확대함

설치됐다. 폐쇄회로 카메라와 발열감지 카메라

실로 구성된 B구역은 공간을 넓게 배치했고, C

이송을 조정하고 원내 각 임상과와 원활한 의사

환자들을 정성스럽게 보살핀다면 많은 사람이

으로써 산업 기술 및 의료의 융복합으로 혁신을

를 설치해 출입문 개폐장치와 연동시켜 발열환

구역은 침상에 눕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한 중증

소통을 통해 신속한 진료흐름이 이어지는데 도

기부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룩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자의 출입을 막는다.

환자들의 치료 공간으로 항공기 일등석처럼 개

움을 줄 전망이다.

이어 강무림 연세대 음대 교수의 축가가 이어졌

고 말했다.

신속·정확한 진료시스템 완비

급진료센터는 기존 1,520㎡(약 460평)에서
3,300㎡(약 1,000평)로 220% 확장된 전용면

과밀화 해소

적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더욱 강화된 감염방
지 대책과 과밀화 해소 시스템을 갖췄다.

감염예방을 위한 4대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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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소식

의료원소식
능해지고, 업무 생산성 향상과 프로세스 간소화

거래 등 직접 구매의 한계를 극복할 방안을 검

노재훈 보건대학원 원장은 “국제학술대회를 통

그리고 전문 물류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됐

토 중이다.

해 아태 지역의 공중보건 분야의 발전 방향을

다. 또한, 원내 공간 활용 등 물류 관련 업무가

확인하고, 향후 도전과제 제안을 넘어 비전과

개선되며, 연간 약 172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

패러다임을 제시한 국제적 협력의 장이 됐다”

아·태 공중보건 국제학술대회 개최

도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물류 외주

이를 위해 물류팀을 주축으로 간호국은 재고파

보건대학원, 반기문 글로벌사회공헌원

악을, 후헬스케어가 전산시스템 개발을, 의료정

명예원장 강연도

세브란스병원은 2015년 4월부터 물류 외주를 준

보팀이 ERP 및 OCS 전산시스템 개발을 맡아

전염성 질환, 치매 및 노화 관련 질환으로의 보

비하여 1년 만에 신촌지역 물류를 외주화 했다.

구축했다.

건 문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며 “CAM-

이후 전문 유통업체의 물류 관리로 병원 내 물

글로벌 의과학 및 보건 인재 양성 위한

PUS Asia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

류 서비스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CAMPUS Asia 프로그램

하고, 의료 분야 한중일 교류 네트워크를 구성

배송은 2주 단위에서 1주로 빨라졌고, 품목은

하며, 노령화 사회의 보건 문제에 대한 공동 대

409개에서 755개로 늘어났다. 토요일, 점심시

고령화 시대 관련 질병을 극복하고, 글로벌 의

응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 및 보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한중일

한·중·일 교류 네트워크 구성

보건대학원은 지난 8월 16일부터 4일간 우리

고 말했다.

소비자웰빙지수 11년 연속 1위
세브란스병원, 건강성·안전성 우수 평가

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아시아-태평양 공중보

비용 및 재고 절감 효과

건학회와 제49회 아시아-태평양 공중보건 국

세브란스병원이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한

제학술대회(APACH2017)를 공동 개최했다.

국소비자웰빙지수(KS-WCI)’ 종합병원 부문에

물류개선을 통한 부서 인력의 물류업무 효율화

올해 49주년을 맞이하는 아시아-태평양 공중보

서 11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간, 야간 배송 등의 새로운 서비스도 생겼다.

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는 약 13억 원이며, 진료

건학회는 세계 3대 공중보건학회 중 하나로, 최

한국소비자웰빙지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참여대상은 의대 의학과, 대학원 의학과, 의

또 수술실 반품회수와 검수를 전담할 인력은 4

업무 집중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

신 보건 분야 연구 성과와 보건 교육 전문성 강

소비자의 만족도를 측정, 수치화한 지표로 한국

CAMPUS Asia’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과학과, 보건학과 학생이며, 웹사이트(http://

명이 배치됐다. 수술실 물류 배송 횟수도 2주 1

으로 기대된다. 수술실의 바코드 처방 도입으로

화, 향후 도전과제 해결안을 제시하는 국제행사

표준협회와 우리 대학교 환경과학기술연구소

한중일 CAMPUS Asia 프로그램은 보건 문제

camph. yonsei.ac.kr/)에서도 구체적인 내용

회에서 1주 3회로 늘어났다.

처방성 물품에 대한 처방 누락 개선과 동시에

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30여 개국 약 80여

가 2004년에 공동 개발했으며, 건강성, 환경성,

해결을 위해 3국 간 긴밀하게 협조가 가능한 의

확인이 가능하다.

물류외주를 도입하면서 의료원 전체의 물류 코

환자 비용 청구의 정확도도 향상될 것으로 보

개 보건대학원 및 보건 분야 기관이 회원이다.

안전성, 고객충족성, 사회적 책임 5개 부문을

료 인재를 양성하고, 의과학 및 보건 분야 협력

한편, CAMPUS Asia는 교육부 산하 한국대학

드 중 이중코드, 불용코드 등 불필요한 코드를

인다. 수술실 진료재료 및 진단검사의학과, 병

이번 학술대회에는 손명세 아시아-태평양 공중

평가한다.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협의회 주관의 공모 과제로 3국의 지리적

정리한 결과 세브란스병원은 1만 8,200여 개의

리과의 시약물품 무(無)재고 및 물류센터 이전

보건학회장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30여 개국

올해에는 5월부터 2개월간 38개 서비스를 포

이 프로그램에는 우리 대학교 의대, 일본 오사

인접성, 활발한 유학생 교류 등 유리한 조건을

물류 코드를 가지고 있었으나, 약 17% 정도 줄

에 따른 공간이 확보되면서 부서재고 감소로 약

800여 명의 학자와 정책전문가가 참석했다. 세계

함한 127개 상품군, 419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카대학, 중국 북경대학 보건대학, 칭화대학 생

바탕으로 단기교류, 학점교환, 공동학위, 복수

어 들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약 15%, 용인세

159억 원의 재고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WPRO),

해당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해 본 소비자

명과학대학 등 4곳을 포함해 한국, 일본, 중국

학위 등 학생교류 제도의 체계적 발전 기반을

브란스병원은 약 27%, 치과대학병원은 약 37%

보건복지부, 대한예방의학회, 대한보건협회, 한국

8만 3,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6곳의 대학이 함께 참여하며, 프로그램은 단기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코드를 정리했다. 의료원 전체로는 4만 6,800

보건대학원협의회 등도 같이 참여했다.

세브란스병원은 건강성과 안전성에서 우수한

학술대회에서는 30여 명의 초청 강연을 포함해

평가를 받아 1위를 차지했고, 5년 이상 KS-WCI

한편, 세브란스병원은 향후 소모성 자재구매뿐

약 30개 국가에서 총 800여 편의 논문이 발표

1위에 올라 황금나비상도 수상했다.

아니라 설비와 시설물 유지 보수를 대행하는 업

됐다.

한편, 시상식은 지난 8월 22일 소공동 롯데호

무인 MRO(Maintenance, Repair, Operation)

또한, 반기문 글로벌사회공헌원 명예원장(전

텔에서 열렸다.

2015년 11월부터 효율적인 재고관리와 정보 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UN사무총장)은 주제 강연을 통해 지속가능발

집중강좌, 중기(3~6개월), 장기(1~2년)로 구분

MRO 도입 추진

여 개의 전체 코드 중 약 20% 정도 정리했다.

해, 약 150명 이상의 교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지난 8월 7일 의대 1층 회의실에서는 프

외주 및 바코드 시스템으로 물류

로그램의 하나로 ‘노령화 시대 글로벌 공중보건

최적화

발전 전략’을 주제로 워크숍이 열렸다.

바코드 시스템

워크숍에는 송시영 의대학장, 박상욱 캠퍼스아

재고·추적 관리 가능, 약 172억 원 비용

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 효율화를 위해

직접 구매로는 △다품종 소량 구매로 제품비용

전의 의미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이루

시아 사업단장, CAMPUS Asia 운영위원회 위

절감 효과

물품 바코드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대비 과다한 업무비용 △전략적 구매계획 수립

기 위한 보건 분야의 중요성, SDGs 달성을 위

올해 6월부터 진단검사의학과와 병리과의 시약

의 어려움 △재고유지 비용 과다 발생 △신규

한 학계의 역할을 제시했다.

원, 북경대, 칭화대, 오사카대 학생 및 교원 등
이 참여했다.

세브란스병원이 물류 선진화를 위해 물류 외주

부문에서 바코드 시스템을 시행했다. 진료 재료

업체의 발굴 및 가격 협상 활동 제한 등 자체 원

한편, 개막식에서는 김한중 전 총장(현 차병원

박상욱 사업단장은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 저

및 바코드 시스템을 구축했다.

에 대한 전체 바코드 시스템은 다음 달 초 본격

가 절감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룹 미래전략위원회 회장 및 말라야대학교 부

하를 동반한 노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변환, 비

이를 통해 효율적인 재고관리와 추적 관리가 가

가동된다.

이를 위해 토탈 구매, 선택적 구매, B2B 전자상

총장)이 공로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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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간호 등 보건소 기반의 다양한 지역 사회 건

계를 통과한 폐암 신약물질에 대한 국내 및 아

개발 영역에서 평가받았다.

강증진 사업을 견학하고 꽝찌성 내 각 지역

시아·태평양지역의 환자 대상의 임상연구계획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과 김근수 강남세브란

(Commune)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을 수립하고 그 연구진행을 총괄하는 핵심 역할

스병원장은 “평가 1등급은 지속적으로 의료서

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을 맡는다.

비스와 진료·교육·연구 영역을 발전시켜온 결

연수자들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보건소, 보건지

조병철 교수는 “국내 병원들이 글로벌 제약사

과물이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발전하는

소 등 다양한 지역보건 의료기관을 견학했다.

의 신약 임상연구에만 참여하던 경험에서 벗어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 전문가들이 주관하며 학교보건, 만성질

나 신약 개발의 첫 단계인 전임상연구부터 주도

보건복지부 의료질 평가는 의료기관이 환자에

환 관리 등이 주제로 다뤄진 워크숍을 통해 각

적으로 참여하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중개연구

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수준을 측정해, 우수한

현지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해

센터 지정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룹은 서로 다른 운동 프로그램을 3개월간 진

의료기관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국민은 양질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동안 글로벌 제약사들은 항암제를 비롯한 신

행하면서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피드백을

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수생 대표인 꽝찌성 보건부 딘 부국장은 “지

약 후보물질의 선정과 필요한 전임상연구에 있

주게 된다.

원받은 의료선교 후원금과 에비슨의료선교교

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마다 가지고 있

어 미국의 동부지역 유명 대학연구소와 부속병

프로그램을 기획한 의대 김혜원 교수(강남 류

육기금으로 마련됐다.

는 자원과 활용할 수 있는 예시를 배웠고, 현장

원에 대부분 맡겨왔다.

마티스내과)는 “강직성 척추염 치료에서 운동

재활학교, 유호경 교장 퇴임식 및

연세글로벌 헬스 리더십 코스,

에서 적용 가능한 중장기 전략을 함께 나눴고,

중개연구 허브센터 지정과 함께 암병원은 폐암을

요법이 상당히 중요한데 따로 교육 시간을 내기

주애경 교장 취임식 개최

한국·베트남·몽골 30명 참가

전문가 조언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사업을 구상

비롯한 다양한 난치성 고형암에 대한 새로운 면

쉽지 않고 어떤 운동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

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역항암 신약 후보물질 검증과 최신 항암 표적세

가 부족하다”면서 “실제 환자의 피드백을 통해

재활학교는 지난 8월 30일 제4대 유호경 교장

한편, 연수생들은 연수과정 동안 수립한 보건소

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에도 착수했다.

효과적인 운동법에 대한 연구가 시작될 수 있을

의 퇴임식을 개최했다. 유호경 교장은 재임기간

국제보건개발 차세대 리더 양성

베트남 보건의료 인력 초청연수
의료선교센터는 한국과 베트남, 몽골에서 의학,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간호대, 서울·경기 보건의료기관 견학 및

기반 고혈압 환자 관리사업을 올해 말까지 수행

것”이라고 말했다.

(2009.9.1.~2017.08.31.) 동안 재활학교 3~4층

세 글로벌 헬스 리더십 코스’를 진행했다.

워크숍 등

하고, 꽝찌성 전 지역의 보건소 인력을 대상으

운동 프로토콜을 개발한 의대 박진영 교수(강남

특별교실 증축과 5층 전공과 시설을 증축하여

“자세 교정과 운동으로 증상 개선

재활의학과)는 “강직성척추염은 주로 한창 일을

재활학교가 최고의 특수학교로 자리매김 할 수

가능”

하는 20~40대 연령에서 발병하는 점을 고려해,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지난 9월 1일

언제 어디서나 환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

에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회에서 재활학

동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교 제5대 교장(임기: 2017.09.01.~2021.08.31.)

지난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리더십 코

로 한 워크숍에서 그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스에는 30명이 참가해 국제보건 현황에 대해 깊

간호대학의 ‘베트남 꽝찌성 행복프로그램 지역

이 있게 이해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

사회 보건역량 강화 사업팀’(책임자 이현경 교

다. 다양한 문화권 내의 리더십, 개발도상국의

수)이 꽝찌성 지방정부 보건의료인 18명을 초

보건의료 이슈, MDG(새천년개발목표), SDGs(

청해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연수를

지속가능개발목표)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 알아

시행했다.

조병철 교수팀, 노바티스 중개연구센터로

강남세브란스병원 류마티스내과와 재활의학과

보고 각국 학생들이 각각 HIV/AIDS, 치매, 결핵

꽝찌성은 베트남에서 빈곤층 비율이 높은 의료

지정

는 지난 8월 20일과 27일 강직성 척추염 환자

에 대해 직접 발표하는 순서도 진행됐다.

취약지역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2015

주요 강사로 우간다에서 5년간 활동하며 오지

년부터 지역개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곳이다.

암병원 조병철, 김혜련, 홍민희 교수팀(종양내

직성 척추염 학교’를 열었다.

세브란스·강남세브란스, 환자안전 등 5개

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EMR을 개발한 영

이번 초청연수는 만성질환 관리, 모자보건, 방

과)과 유한-연세 폐암연구소 표경호 박사팀이

강직성 척추염 학교는 효과적인 운동과 자가 평

영역

국의사 피터 스미스를 초청했다. 또한 의대 이

최근 글로벌 제약회사인 노바티스(Novartis)사

가하는 방법을 교육하여 약물 치료만으로 개선

민걸 교수(피부과학)와 박진용 의료선교센터

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개연구 허브(Hub)센

되지 않는 척추 강직 증상을 완화하고, 환자들

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최근 보

소장, 김시찬, 최원규 선교사, 베트남의 위엔 교

터로 처음 지정됐다.

이 스스로 지속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건복지부의 ‘2017년 의료질평가’에서 1등급을

수, 몽골국립의과대학의 우느르체첵 교수 등이

이번 지정에 따라 암병원은 폐암 항암 신약물질

만들고자 시작되었다.

받았다.

참여해 학생들과 경험을 나눴다.

에 대한 인체 독성여부 검증을 비롯해 치료효

20일과 27일 각각 20여 명의 환자가 참여했으

이번 평가는 전국 327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

리더십 코스는 아시아 기독교 교육기관을 위한

과를 살피기 위한 전임상연구(동물실험연구 및

며, 이규완 파트장(강남 재활의학과, 물리치료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해 △의료질과 환자안전

후원재단인 United Board의 공모에 채택돼 지

세포연구) 단계부터 참여한다. 또한, 전임상단

사)의 교육을 받으며 그룹 운동을 진행했다. 각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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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신약개발 주도적 참여

강남, 강직성 척추염 학교

으로 임명한 주예경 교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주예경 교장은 우리 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복지부 의료질 평가 1등급

를 대상으로 스트레칭과 운동법을 알려주는 ‘강

정신여고 교사를 거쳐 이번에 재활학교 교장으
로 임용됐다.

좌측부터 유호경, 허동수 이사장, 주예경

51

의료원소식

원주캠퍼스 소식
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육, 협력병원 집담회 등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

한강을 통해 경기도, 충청북도, 강원도 영서지

위해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

한 회의실과 개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개별

방과 연결되는 곳이며 특히 남한강 수로는 고려

지난 9월 1일 심장혈관병원 3층 회의실에서 열

연구 공간, 업무 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교수라

시대 조운제도의 성립으로 국가의 기간 교통로

린 체결식에는 최동훈 심장혈관병원장, 의대 박

운지 및 당직실(남/녀) 등을 마련했다.

가 됐다. 이러한 이유에서 신라와 고려의 왕들

희남, 정보영, 김중선 교수(내과학) 등 의료진과

은 교통의 거점으로서 원주지역을 중요하게 여

허민행 보스톤 사이언티픽 사장, 최진혁 상무

겨, 대규모 사찰을 후원하고 왕사와 국사를 파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사회 치과진료 소외계층 돕기로

견하였던 것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좌심방이 폐색술

“포기말고 꿈 이루길”

및 삼차원 전극 지도화를 통한 전극 도자술 분

한편 옥재원 박사(원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는

치대·병원, 연동복지재단과 협약

특별전과 연계하여 원주시민들이 법천사를 보

야에서 국내·외 의료 기관들의 임상 교육과 기

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강좌를 개설·진

노사공익기금, 연세대 학생 점심나눔

술적 교류를 위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연

행했다. 특별강좌는 고고학은 물론 미술사, 건

프로젝트 지원

2~3회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축학, 지리학 등 여러 학문의 시각에서 법천사

그 일환으로 올해 11월 10일 심장혈관병원에서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IPAID),

파트너십을 형성하면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

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특히 어린이를

의료원 노사공익기금 운영위원회가 지난 8월

좌심방이 폐색기기 분야 Physician Exchange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고 주민의 참여와 학습을 장려하여 빈곤, 실업,

위한 강의도 마련되어 어린이들이 법천사를 쉽

23일 수요교직원 예배 후 연세대 학생 점심나

program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선정

돌봄, 주거 환경개선 등을 해결하는데 기여해

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눔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1,280만 원을 우리 대

최동훈 심장혈관병원장은 “전문 교육 프로그램

학교 교목실에 전했다.

을 통해 임상 교육 및 의학정보 교류가 지속해

치과대학과 치과대학병원, 사회복지법인 연동

원주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원장 정

정과 역사를 추적하여 빅데이타화함으로써 지

노사공익기금 운영위원회는 이 금액으로 점심

서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복지재단이 지역사회 치과 진료 소외 계층에 대

무권 교수)은 지난 9월 9일 한국연구재단 인문

역공동체의 기초연구 DB구축은 물론 우리나라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40명에게 매월 20일

해 적절한 치료 기회를 제공해 이들의 구강건강

사회분야의 지식생산을 위한 원천 제공 및 독창

지역사회 공동체 연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

씩 4개월간 매일 점심 한 끼의 식사를 돕는다.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적 연구이론 발전과 연구자료 축적 등 연구 인

으로 기대된다.

지난 7월 24일 치과대학병원 6층 회의실에서

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한 토대연구지원사업에

서 윤방섭 원주부총장과 글로벌엘리트 인증

열린 협약식에는 김광만 치과대학장, 김기덕 치

‘공동체, 기업가정신, 지역경제 활성화: 인과성

자 및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 글로벌엘

한영수 노사공익기금 운영위원장과 권성탁 사무

강남, 교육시설 및 교수라운지 리뉴얼

국장은 한인철 교목실장에게 기금을 전하며 “세

오고 있는 한국의 공동체를 대상으로 그 발전과

글로벌엘리트 인증서 수여식 개최
인재개발원은 지난 8월 25일 청파회의실에

브란스와 연희의 합동 60주년을 기념하며 어려

강남세브란스병원 1동 9층이 새롭게 리뉴얼됐다.

과대학병원장, 오세정 연동복지재단 이사장, 소

규명과 빅데이터 응용을 위한 DB구축’주제로

원주박물관, 원주 법천사지 영상

리트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글로벌엘리

운 형편의 학생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이번 공사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중장기 공간 리

외 계층 치료를 담당할 원내생진료실의 박원서

최종 선정되어 5년간(2017년~2022년) 10억 원

특별전 개최

트 인증서 수여식은 학생경력개발관리시스템

서 이뤄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얼 계획에 따라 미래의학연구센터로 교수실

원내생진료실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한편, 의료원 노사공익기금 운영위원회는 지난

이전 후 기존의 연구실 공간이었던 1동 9층을

이번 협약을 통해 치과대학과 치과대학병원은

이에 따라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은 급변하

원주박물관(관장 이인재)이 A&A문화연구소,

창조적 도전 세 영역에서 150점 이상, 총 600

여름 서울시 여러 복지 기관에 여름 이불 200

학생교육 및 연구, 공용공간으로 리모델링한 것

연동복지재단과 협력해 진료 지원 및 지역사회

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는 한국

한국문화유산콘텐츠 사회적협동조합 등과 함

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을 선발하는데, 이번 8월

채를 전하는 등 원내외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이다.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연동복지재단은 진

지역공동체의 가치와 역량을 탐색하고 공동체

께 지난 9월 1일부터 17일까지 원주교육문화관

에는 12명의 학생들이 선정됐다.

펼치고 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진

료 소외 계층을 진료 지원 대상으로 추천하기로

의 발전을 견인하는 기업가 정신의 특성을 밝히

전시실에서 ‘원주 법천사지 영상특별전- ‘진리

행된 공사를 통해 각종 회의 및 간담회, 학생 교

했다.

기 위해 연구대상지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의 샘, 法泉’을 개최했다.

김광만 치과대학장과 김기덕 치과대학병원장

구축하고, 이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향후 한

이인재 관장에 따르면 남한강 유역 일대에 규모

은 “지역사회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계속해

국의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가 큰 사찰이 집중적으로 세워진 배경에는 정치

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적 이유뿐만 아니라 원주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

한편, 연동복지재단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연

특히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지역공동체의

른 경제적 이유도 있다. 원주는 한반도 중심부

동교회(담임목사 이성희) 부설기관으로 다양한

역량강화의 맥락에서 사회적 기업을 비롯한 사

에 위치하며, 육로를 통해 충청북도 남부, 경상

사회봉사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회적 경제조직들의 다양한 행위자와 장기적인

북도, 강원도 영동지역과 연결되고, 수로로 남

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심장혈관병원-보스톤 사이언티픽 MOU
심장혈관병원과 보스톤 사이언티픽이 국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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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이 됐다. 특히 이번 연세콘서트시리즈 중

체’로 알려진 곰벌레를 태우고 발사하여 곰벌레

11월 14일에 진행되는 제93회 연세콘서트시리

의 생활사를 관찰할 예정이다.

즈 ‘네오 색소폰 콰르텟’은 연세대학교 원주의

박준수 교수는 “이번 우주실험으로 우주의 독

과대학 루가홀에서 진행되어 의과대학 학생들

특한 환경을 이용하는 생명과학 연구가 활성화

과 교직원은 물론, 원주시민들 또한 높은 수준

되어 암·치매 등 불치병 연구에 활용될 수 있기

의 문화체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017 큐브위성 경연대회에서는 연세대(원
주)와 조선대의 연합연구팀인 ‘KMSL팀’과 연
세대(신촌)의 ‘Cubesat Yonsei팀’ 등 2팀이 최
종 선정됐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자살예방의

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개발, 운

디자인예술학부, KT와 캠퍼스아시아

를 구축한 것에 감명 받았다. 이번 워크숍에서

날 기념행사서 표창

영하여 성과를 도출하고 사업이 확장 운영할 수

디자인워크숍 공동개최

도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디자인을 시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지역사회 자살예방 사

원주캠퍼스 학위수여식 개최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 많은 디자인들이 나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김민혁 교수(정신건

업에 지속적인 참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문예술대학 디자인예술학부가 KT와 공동으

올 수 있었다. 한일중이 모여 디자인이라는 이

강의학과)가 9월 8일 서울 충무로 포스트타워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로 지난 8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2017

름아래 하나가 될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을 할 수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

을 포함하여 자살예방에 공헌한 기관(26개소)

캠퍼스 아시아 디자인 리더십 썸머 워크숍’을

있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사에서 표창을 받았다.

및 개인(24명)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정병원인 원주세브란스

수여됐다.

※‘2017 가을 연세콘서트시리즈’ 일정

학사 421명, 석사 51명 등 총 472명 학위 받아
2017년 8월 원주캠퍼스 학위수여식이 지난 8

개최했다. 총 8개 팀으로 구성된 40명의 학생

월 25일 원주캠퍼스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

들은 워크숍 주제인 ‘미래의 장애인 스마트팜

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421명, 석사 51명 등

기독병원은 국내 최초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

일시: 10월 31일(화) 오후 7시

디자인’에 맞춰 사전 과제, 특강 및 견학, 본 과

생명과학기술학부 박준수 교수

모두 472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날 학위수여식

자 사후관리를 시작하여 다른 기관에 확장 적용

내용: 제92회 연세콘서트시리즈 Baritone Noh

제를 2주간 수행했다. 학생들은 사전 과제로 준

연구팀, ‘지구 최강의 생명체’

은 임걸 원주교목실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

비해온 각 국가의 스마트팜 적용 농작물과 시설

곰벌레를 우주로 보낸다

영철 원주교무처장의 학사보고 그리고 윤방섭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사례 관리의 높

2017 가을 연세콘서트시리즈 개최

James Daesan(바리톤 노대산)
장소: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대학교회 

은 수행율과 지역사회 연계율로 우수한 사업성
과를 보였으며,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서비스가

지난 9월 19일 대학교회에서 목관5중주 ‘뷔에

자살사망률을 2.5배 줄인다는 통계학적 유의성

르 앙상블’로 ‘2017 가을 연세콘서트시리즈(이

도 입증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하 연세콘서트시리즈)’의 시작을 알렸다. 원주

또한 김민혁 교수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응

캠퍼스는 2007년 국내 최초로 기숙형 사립대
학인 Residential College(이하 RC)를 시작하
며 교내 체류 시간이 많아진 재학생들의 교양

대예배실

원주부총장의 졸업식사 순으로 진행됐다. 윤방

워크숍의 본 과제는 KT가 지난해 경기도 남양

생명과학기술학부 박준수 교수 연구팀은 조선

섭 원주부총장은 졸업식사를 통해 “진리와 자

주시에 구축한 장애인 맞춤형 스마트팜을 보다

대 기계설계공학과 박설현·이성준 교수 연구팀

유의 연세정신을 통해 앞으로 속할 조직과 지역

일시: 11월 14일(화) 오후 7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디자인 아이디어 제

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지구 최강의 생명체’로

사회 발전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새로

내용: 제93회 연세콘서트시리즈 Neo Saxo-

안이었다. 본 과제 발표회의 우수 제안으로는

알려진 곰벌레를 큐브위성에 실어 우주로 보내

운 출발을 격려했다. 한편, 이번 졸업생 중 6명

‘스텝퍼(stepper)’란 이름으로 시각장애인이 점

는 과제를 기획하여 최종 선정됐다.

에게는 최우등 졸업생, 10명에게는 우등 졸업생

자로 고설배드의 위치를 조정하고, 휠체어를 탄

이번 과제 선정을 통해 원주캠퍼스와 조선대의

이란 영예가 돌아갔다.

사람들의 원활한 작업을 위해 휠체어에 고설배

연합연구팀인 KMSL팀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phone Quartet(네오 색소폰 콰르텟)
장소: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루가홀

함양을 위해 2006년 가을부터 연세콘서트시리
즈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일시: 12월 5일(화) 오후 7시

드 조정 핸들과 작업 레일 설치를 제안한 C조(

이 주최한 ‘2017 큐브위성 경연대회’에서 최종

연세콘서트시리즈는 지난 11년간 다양한 장르

내용: 제94회 연세콘서트시리즈 Hanyang

김주희(한국), 김진주(한국), 세이 아다니야(일

선정되어 큐브위성 제작과 발사 기회(2019년

의 국내외 저명 연주자와 영재 아티스트 그리고

University Jazz Bigband(한양대 재즈

본), 시아순(중국), 한보(중국))가 선정됐다.

하반기)를 갖게 됐다.

재즈와 인대밴드 음악인 등을 초청하여 총 90

빅밴드)

워크숍에 참여해 우수상으로 선정된 C조의 한

KMSL팀은 2년간 연구를 통해 자체 제작하는

보(Han Bo, 중국 저장대, 23세)는 “KT가 첨단

초소형 큐브위성에 우주방사선은 물론 진공환

기술을 활용해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는 장비

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지구 최강의 생명

회의 공연을 진행했으며, 학생들은 물론 교직원
과 원주지역시민들에게까지 사랑받는 문화프

54

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장소: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정의관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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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캠퍼스 소식

원주캠퍼스 소식
의료IT융합교육센터장 및 국제표준 협의체 책

적 기전을 활용, 대사개선, 건강증진 및 수명연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위한 지역개발

임교수인 강원석 교수(방사선학과)는 “이번 행

장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 성과들을 얻

역량강화 석사학위과정 입학식 거행

사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상호호환성 표준 구현

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거나 시험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

연구센터는 3개의 세부과제와 협력기업들로 구

정경·창업대학원이 지난 9월 12일 대학교회 1

소하고 마음껏 시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성되어 있다. 제1세부 과제는 미토콘드리아 스

층 소예배실에서 ‘지역개발 역량강화 석사학위

모든 참여 업체들이 만족하고 있다”며 “앞으로

트레스 병태생리 연구(박규상, 정양식, 남궁준

과정’의 입학식을 거행했다. 석사학위 과정은

도 협의체 회원사 재직자들이나 연세대학교 학

교수), 제2세부 과제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체 연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재정 지원 하에 지

생들이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구(고상백, 김주원, 김장영 교수), 제3세부 과제

서 이동이 가능), 경제성(가격이 저렴함) 맞춤

역개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공무

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는 미토호메시스 기반 질환제어 연구(차승규,

형(턱과 계단에 정확하게 맞음)의 경사로를 원

원을 초청하여 16개월 연수한 후에 행정학석사

김기우, 백순구 교수)를 진행하며, 협력기업으

주캠퍼스 일대 음식점, 편의점 등 1층에 있는 가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원 과정으로, 지난 2016

로 파미셀(주), 바이오FD&C(주) 및 퀀타매트

게에 무료로 설치해 주는 프로젝트이다.

년 17명이 입학한 데 이어, 올해는 25개국 36명

원주의과대학 미토콘드리아 스트레스

릭스(주)가 참여한다.

FFF 경사로는 기성품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한

의 중견 공무원들이 제7기생으로 입학했다.

원주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ACE+)

원주LINC+사업단,

자기방어 연구센터, 미래창조과학부

아직까지 이 연구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도입

것은 물론 이동식·초경량으로 손님이 요청할 때

입학식에는 윤방섭 원주부총장, 김범일 가나안

사업단 출범식 개최

의료IT융합교육센터 개소식 및

선도연구센터로 지정

시기에 있음으로 연구센터가 차세대 대사질환

설치하고 필요한 손님이 없을 때에는 쉽게 접어

농군학교장, 권명중 정경·창업대학원장을 비

치료 전략과 기능체 기반 정밀의료기술을 개발

보관할 수 있어 경사로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롯하여 많은 교수들과 연수생 그리고 내외 귀

원주의과대학 ‘미토콘드리아 스트레스 자기방

할 경우, 국제 경쟁력을 가지는 선도적 위치를

없애고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아 장

빈들이 참석했다. 권명중 정경창업대학원장의

국제표준협의체 기술워크숍 개최
지난 9월 12일 미래관 1층 로비에서 ‘원주 대
학자율역량강화지원(ACE+)사업단 출범식’이

소프트웨어 관련 애로 사항을 해소할 수

어 연구센터(센터장 박규상)’가 최근 한국연구

가지고 차세대 국가바이오산업에 기여할 수 있

애인은 물론 유모차를 사용하는 부모들의 이동

환영사에 이어, 윤방섭 원주부총장은 언더우드

개최됐다. 사업단 출범식에는 윤방섭 원주부

있는 장 마련

재단이 발표한 ‘2017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선도

는 미토콘드리아 전문연구센터로 자리매김 할

권,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Underwood) 선교사의 연세대학교 창립역사

연구 신규과제 기초의과학분야’에 선정됐다.

것이라 크게 기대하고 있다.

한편 창업동아리 MLP는 원주캠퍼스 일대 25개

에 대해 설명하며 연수생들의 입학을 축하하고

총장과 교직원, 학생들이 참여하여 ACE+사업
의 본격적인 시작을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을

원주LINC+사업단(단장 정형선)이 지난 8월 29

이번 과제에 선정된 연구센터는 2017년 7월부

가게에 FFF 경사로 설치를 시작으로 향후 평창

격려했다.

가졌다.

일부터 31일까지 원주캠퍼스 산학관 508호에

터 7년 동안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67.5억 원,

올림픽 개최지, 강원도, 서울에도 FFF 제작/보

한편 김범일 가나안농군학교 교장은 “25개국

원주캠퍼스의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

서 의료IT융합교육센터 개소식과 함께 연세대

대학대응자금 35억 원, 그리고 협력기업체로부

원주캠퍼스 창업동아리 MLP,

급사업을 진행하여 이를 전국적인 캠페인으로

의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한 데 모여 한국에서

(ACE+)은 원주ACE+사업단이 사업을 총괄하

학교 의료영상 국제표준 산학협력협의체(이하

터 4.6억 원 등 총 107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최우수상

확산시키고, 접근성 지도와 연계하여 지속가능

석사과정을 밟는 것은 매우 흔치 않은 일”이라

며, 8개 사업군별 주 시행부서(학부교육원, 교

국제표준 협의체) 기술워크숍을 개최했다.

원받아 미토콘드리아 기반 질환제어연구를 진

수상

한 사회운동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며 학생들의 의지를 북돋았다.

무부, 교수학습센터, 교육혁신센터, 인재개발

의료IT융합교육센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

행하게 된다.

원 등)에서 세부사업을 실행하게 된다. ACE+

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는 의

‘미토콘드리아 스트레스 자기방어’란 대사 및

원주캠퍼스의 창업동아리 MLP(Make Level

사업명은 ‘RC교육시스템 혁신을 통한 학부교

료기기 관련 소프트웨어를 구현할 수 있는 실무

에너지 조절의 핵심 세포내 소기관인 미토콘드

Paths)가 지난 1일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육역량 강화’이며, 사업 목표는 ‘YONSEI人 양

능력을 배양하고, 기업 재직자들에게는 현장에

리아가 주어진 스트레스에 대해 내재된 보호 작

‘2017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에서 ‘한국형

성을 위한 사제동행 교육 공동체 구축’으로 4년

서 겪는 소프트웨어 관련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용을 증가시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향상시키

경사로 First Floor Free 제작/보급사업(이하

(2+2)간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위해 설립됐다. 이번 기술워크숍은 국내 의료영

는 생리적 기전을 말한다.

FFF 제작/보급사업)’으로 프로젝트 부문 최우

출범식에 참여한 윤방섭 원주부총장은 “이번

상 장비 업체들이 실제 표준을 구현하는데 겪는

현대인의 5대 질환(고혈압, 당뇨, 비만, 콜레스

수상을 수상했다.

사업이 우리대학의 자율역량을 한층 높일 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직접 국제 표준 시험 프로

테롤, 암)에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가 주요 원

MLP의 ‘FFF 제작/보급’사업은 LINC사업단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학교 모든

세스를 체험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됐

인이라고 알려져 있으므로, 이러한 자기방어의

지원을 받아 캡스톤디자인 수업과 창업동아리

구성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본 사

다. 아울러, 업체들이 상시 상호호환성 시험이

분자적 기전을 규명하여 이를 질환의 예방, 진

활동을 통해 개발한 한국형(좁은 도로에 방해

업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가능한 테스트베드를 우리 대학교 원주캠퍼스

단 및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밝혀낼 것

가 되지 않음), 초경량(쉽게 설치하고 접을 수

고 했다.

에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창의

있도록 가벼움), 이동식(사용 후에는 쉽게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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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국제캠퍼스 소식

윤성현 교수
를 모두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구성됐다.
첫 팀으로는 중앙아카펠라동아리 YAYAN이 등

Emissary Quartet
국제 공모 당선

윤성현 교수(작곡과)가 지난 8월 미국 Emissary Quartet 국제 공모에 당선되어 오는 11월 뉴욕에서
연주회와 스튜디오 리코딩을 하게 된다. 한편, 윤 교수는 지난해 영국 RMN 음반사 국제 공모에 당
선되어 음반이 출시된 바 있다.

장해 밴드 Twenty One Pilots의 곡들을 신나
는 아카펠라 메들리 버전으로 편곡하여 부르는
등 뛰어난 비트박스와 노래 실력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순서인 Piano in Yonsei는 리스트의
‘라 캄파넬라’,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 등 친
숙하면서도 난이도 높은 곡들을 소화하여 탄성

고경봉 명예교수
국제정신신체의학회
차기 회장

의대 고경봉 명예교수가 지난 9월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세계정신신체의학 학술대회 총회에
서 국제정신신체의학회(International College of Psychosomatic Medicine) 차기 회장으로 선출
됐다.
1970년에 창립된 국제정신신체의학회는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제외하고 회장으로 선출된 적이 없으

을 자아냈다. NTIZ는 ‘마술은 트릭이 아니라 열

며, 한국에서 처음으로 고경봉 명예교수가 회장을 맡게 됐다.

정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마술동아리이다.

고 명예교수는 4년간 재무이사로 활동해 왔으며, 앞으로 2년간 학회 이사로서 활동한 후 2019년부

링, 병, Dots Next를 주제로 한 신기한 마술 공

터 2021년까지 2년간 회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부산에서 열린 Youngstars AD

때문에” 우리 대학교 팀이 금상을 탔다고 덧붙

연에 학생들은 놀라움과 즐거움을 느꼈다. 또한

Competition 우승

였다.

작년 고려대학교와의 랩 배틀로 이목을 끌었던
RYU가 분위기를 전환해 오로지 자작곡만으로

지난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된

준비한 힙합 공연을 선보였다. 버스킹 동아리

Young Stars AD 경진대회에서 정요한, 조형준

2017-2학기 제1회 RC공연

무아는 ‘우주를 줄게’, ‘officially missing you’

및 신예린으로 구성된 우리 대학교 학생들이 우

‘총동아리연합회’ 개최

등 감미로운 노래들로 귀를 녹였고, 중앙 락 밴

승했다. 이 대회에는 11개국에서 총 118명이 참

드 MEDUSA는 실력 있는 드럼, 기타, 보컬이

가했다. 하루 동안 전문가의 멘토링 후에, 부산

지친 일상 속 다채로운 공연으로 활기 되찾

어우러진 또 다른 느낌의 공연으로 많은 호응을

에 있는 새로운 케이블카인 부산에어크루즈를

아줘

얻었다.

사람들이 케이블카를 여러 번 타러 가도록 격려
하는 도전과제가 주어졌다.

공연 중간마다 이벤트가 준비되어 관객들의 열
여섯 개의 동아리가 방학 동안 열심히 연습하여

광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 다재다능한 연세대

준비한 총동아리연합회 RC공연이 2017년 2번

학교의 동아리들이 펼치는 공연에 학생들도 공

째 학기의 출발을 장식했다. 우리 대학교 송도

연자들도 지치는 일상 속 활기를 되찾는 시간을

캠퍼스에서는 격주 수요일마다 다양한 분야의

보냈다. 더불어 학생들은 앞으로 남은 학기 동

RC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총 동아리연합

안 활동할 동아리를 탐색하는 데에 도움을 얻을

회 공연은 합창, 힙합, 마술, 악기 등 여러 장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설문 응답 비밀번호

2018 연세달력 구입안내

2018
설문 응답설문
비밀번호
응답 비밀번호
20182018
설문 응답 비밀번호

1. 규격 •벽걸이용 : 36cm×32cm (트윈스프링, 개별 케이스 제공, 1박스: 30부)
(트윈스프링,
개별개별
케이스
제공,
1박스:
30부)
1. 규격1. •벽걸이용
(트윈스프링,
개별
케이스
제공,
1박스:
30부)
규격
: 36cm×32cm
(트윈스프링,
봉투
제공,
1박스:
50부)
•탁 •벽걸이용
상 용: 36cm×32cm
: 24cm×22cm

2018

(트윈스프링,
개별 봉투
제공,
•탁 상
용상
: 24cm×22cm
(트윈스프링,
개별
봉투1박스:
제공, 50부)
1박스: 50부)
•탁
용 : 24cm×22cm

심사 위원장이자, 2017 AD STARS의 트로피
를 디자인 한 오리콤코리아의 박서원 최고창조
책임자는 “금년에 Young Stars의 심사위원을
세 번째 맡고 있습니다. Young stars 프로그램
의 일원이 되는 것은 언제나 흥분됩니다. 또한,
그것은 재능을 발견하는 좋은 기회입니다”라며
“그들의 아이디어는 명료하고 실행은 뛰어났기

2. 가격 •벽걸이용
:•벽걸이용
정가 9,000원
•탁상용(트윈스프링,
: 정가 7,500원
개별 케이스 제공, 1박스: 30부)
1. 규격: 정가
: 36cm×32cm
2. 가격2. •벽걸이용
•탁상용
: 정가 :7,500원
가격 •벽걸이용
:9,000원
정가 9,000원
•탁상용
정가 7,500원
(트윈스프링, 개별 봉투 제공, 1박스: 50부)
•탁 상 용(2017년
: 24cm×22cm
11월 13일부터
판매 예정)
3. 구매 •교내 생활협동조합
(2017년
11월 13일부터
판매 예정)
3. 구매3. •교내
생활협동조합
(2017년
11월 13일부터
판매 예정)
구매 •교내
생활협동조합
•대학출판문화원
홈페이지
2. 가격 •벽걸이용
: 정가(http://press.yonsei.ac.kr)
9,000원 •탁상용 : 정가 7,500원
•대학출판문화원
홈페이지
(http://press.yonsei.ac.kr)
•대학출판문화원
홈페이지
(http://press.yonsei.ac.kr)
※ 대학출판문화원에서 대량 구매(1박스 이상)시 10% 할인

(2017년
11월
판매 예정)
3.※
구매
•교내
생활협동조합
대량
구매(1박스
이상)시
10%
할인
※ 대학출판문화원에서
대학출판문화원에서
대량 구매(1박스
이상)시
10%13일부터
할인

•대학출판문화원 홈페이지
(http://press.yonsei.ac.kr)
*이후
판매는 소진시까지

4. 신청
신청
•2017.9.9.20(수)
20(수)
~ 10.
20(금)
*이후 판매는
소진시까지
4.
~ 10.
20(금)
*이후
판매는10%
소진시까지
4. •2017.
신청 •2017.
9.
20(수)
~
10.대량
20(금)
구매(1박스
이상)시
할인
※ 대학출판문화원에서

5. 배부
배부
•기간
내신청시
신청시
2017.
11.
10(금)
당일
우선
배부
예정
5.
내신청
2017.
11.
10(금)
당일
우선
배부
예정
5. •기간
배부
•기간
내
신청시
2017.
11.
10(금)
당일
우선
배부
예정
*이후
판매는
소진시까지
4.
•2017.
9.
20(수)
~ 10.
20(금)
(신촌교내에
교내에
한함) 한함)
(신촌
(신촌한함)
교내에

5.외배부
•기간 내대학출판문화원
신청시
2017. 11.
10(금)
당일
우선
배부
예정
•기간
외신청시에는
신청시에는
대학출판문화원
방문
수령
또는
•기간
방문
수령
또는
택배
배송
•기간
외 신청시에는
대학출판문화원
방문
수령
또는택배
택배배송
배송
(신촌 교내에 한함)

(택배비별도)
별도) 별도)
(택배비
(택배비
58

•기간 외 신청시에는 대학출판문화원 방문 수령 또는 택배 배송
(택배비 별도)

59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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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안내

공연소식

소비의 역사

금호아트홀 연세 공연 안내

10/12

10/13

출연자 Piano 이선경, 노선영
주최 가온클래식

출연자 Cello 문태국  Piano 안지원
주최 (재)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10/16

10/17

10/18

출연자 Soprano 김현희, 김경미, 박현옥,
하성림, 김은주, 정선화, 이인선  
Mezzo Soprano 김동주  
Tenor 권희준  Baritone 손승혁  
Piano 고승희, 신윤이
주최 지음기획

출연자 P
 iano 방기수, 신영주, 이선호,
조영훈
주최 제이케이앤컴퍼니

출연자 Piano 신정혜
주최 영음예술기획

10/20

10/22

문에서 “여태껏 출판된 『베오울프』의 현대영어 번역 가운데 가장 탁월한 번역”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하버드 대

정세준 피아노 독주회

10/21

학교의 Derek Pearsall 교수, 저명한 남미문학 번역가인 그레고리 라바사(Gregory Rabassa), 고대영문학자인 존 힐

출연자 Piano 정세준
주최 예진문화기획사

출연자 B
 aritone 노선호, 이규성  
Tenor 나승서, 정낙영 
Soprano 이석란
주최 솔크

10/25

10/26

저자: 설혜심   출판: 휴머니스트
사학과 설혜심 교수가 신작 『소비의 역사』를 내놓았다.
현대인을 소비하는 인간, ‘호모 콘수무스’라 부를 만큼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소비하며 살아간다. 우리 생활의 큰 부분
을 차지하는 소비는 지금까지 욕망과 쾌락만을 위한 천박한 물질주의의 산물로 여겨졌고, 나아가 소비를 사치나 방탕
과 연결시키곤 하는 사회적 통념은 소비를 진지한 연구의 대상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다.
이 책은 지금껏 어떤 역사가도 주목하지 않은 익숙한 물건과 공간, 그리고 '소비'라는 인간의 행위와 동기를 통해 인간

10/10
(화) 20:00

마르신딜라 기타 첫
내한공연
출연자 G
 uitar 마르신 딜라
주최 (주)뮤직앤아트컴퍼니

(목) 20:00

이선경 노선영 듀오리사이틀

(금) 20:00

문태국 첼로 독주회

10/14

(토) 19:30

Ensemble PiuM
창단연주회

출연자 P
 iano 문채윤, 최주현, 한은주,
윤지선
주최 클라시코예술기획

의 역사를 내밀하고 다층적으로 살피며, ‘사람’과 ‘생활’이 생생하게 살아 있는 역사를 들려준다.
근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준 여러 상품의 역사는 물론, 약장수와 방문
판매, 백화점과 쇼핑몰 같은 근대적 판매 방식과 공간의 역사를 펼쳐놓는가 하면, 제국주의의 영향을 받은 상품이나
불매운동 같은 행위를 통해 소비의 이면에 숨겨진 저항과 해방, 연대의 장구한 발자취를 추적한다.
그동안 『그랜드 투어』, 『온천의 문화사』, 『서양의 관상학』, 『지도 만드는 사람』 등을 선보여 온 저자는 거대한 사료
더미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며 인간이 중심이 된 역사를 연구하는 사학자다. 『소비의 역사』는 발간되자
마자 각종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여러 대형 서점과 매체에서 ‘이달의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Beowulf in Parallel Texts
저자: 이성일   출판: Wipf and Stock Publishers
영문학과 이성일 명예교수가 고대영어 서사시 『베오울프』를 현대영어로 번역하여, 원시와 번역시 대역판을 미국 오
레곤주 유진에 소재하는 출판사 Wipf and Stock Publishers에서 출간했다. 이 책은 고대영어를 공부하는 영문학도
들이 원시와 병행하여 현대영어 번역본을 읽어나갈 수 있도록 편집되었고, 원문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관한 주석
을 책의 뒷부분에 실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의 Robert D. Stevick 교수는 이 책의 서

(John M. Hill) 교수 등도 호평한 바 있다.

초기 중국 고전시의 형성
저자: 스티븐 오웬   역자: 허경진, 김성은, 김지인, 부찬용, 폴김   출판: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이 책은 기원전 1세기 말에서 기원후 3세기 사이에 지어진 ‘초기 중국 고전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다루고 있다.
저자 스티븐 오웬은 기존의 초기 중국 고전시에 대한 연대기적 서술에 의문을 제기하는 동시에, 이 연대기적 서술은
배제한 채 현재 전해지는 시들을 공시적인 것으로 상정하여 분석했다. 이를 통해 당시에 공유되었던 시적 레퍼토리와
시를 짓는 관습을 추적함으로써 남아있는 시들이 결국 ‘하나의 시’였음을 밝혔다. 또한 5세기 후반과 6세기 초반의 학
자들이 고전시에 대한 서술을 하기 위해 어떻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선택하고 재구성하였는지에 대해 고찰
했다. 그 결과 초기 시들이 이를 전파하거나 공연한 사람들에 의해 저마다의 필요에 따라서 재생산되었으며, 이 과정
을 거쳐서 현재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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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00

한국가곡연구회 정기연주회

(금) 20:00

(수) 20:00

무지카미아 렉처콘서트
시즌 5
유럽 문화도시 기행 #1
빈: 대지의 노래. 동양과 서양
의 만남

(화) 20:00

앙상블 클라비어

(토) 19:30

솔크의 여덟번째 이야기

(목) 20:00

소프라노 나경혜
제자음악회 II

출연자 Soprano 허진아, 임현주, 민병숙,
최혜선, 마민정  Baritone 박세진  
Tenor 정제윤  Piano 석혜은
주최 영음예술기획

10/19

(수) 20:00

(목) 20:00

신정혜 피아노 독주회

현대약품 사회공헌 콘서트
김다미와 함께하는 100회
아트엠콘서트
출연자 Violin 김다미  P
 iano 이시현
주최 아트엠콘서트

10/24

(일) 19:30

(화) 20:00

윤소은 귀국 독창회

바리톤 정재원 독창회

출연자 Mezzo Soprano 윤소은
주최 골든스코어

출연자 B
 aritone 정재원
주최 연예술기획

10/27

10/28

출연자 Piano 박은혜  Violin 윤은규  
Viola 김정희  Flute 김정현  
Oboe 이정민  Clarinet 김건주
주최 지클레프

출연자 코리아싱어즈 합창단
주최 영음예술기획

(금) 20:00

Ensemble Project D7

(토) 19:30

제14회 코리아싱어즈
정기연주회

출연자 앙상블 무지카미아
주최 앙상블 무지카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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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INSIDE

지금 SNS에서는

지금

금호아트홀 연세 공연 안내

10/29
(일) 15:00

앙상블 The Feliz
- Episode. 2 Together
출연자 Piano 드롤 비란, 정승훈
Violin 한규현, 한규선, 이새결,
천민경  Viola 전지윤, 홍지희
Cello 원현진
Double Bass 크리스토퍼 글라박
주최 앙상블 The Feliz

10/30

10/31

출연자 Flute 정혜란
주최 이든예술기획

출연자 작곡가 최자영
주최 영음예술기획

(월) 20:00

정혜란 플루트 독주회

최자영 작곡발표회

금호아트홀 연세 홈페이지:
http://yskh.yonsei.ac.kr

백주년콘서트홀 공연 안내

10/12
(목) 19:00

영화 <부라더> 쇼케이스
출연자 마동석, 이동휘, 이하늬, 
장유정 감독
주최 ㈜비플레이

SNS

(화) 20:00

10/16
(월) 16:00

William J. Perry Lecture
Series
출연자 Robert Gallucci(전 미 북핵 특사)
주최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대강당 공연 안내

10/21
(토) 15:00

조혈모세포은행 감사공연
출연자 개그팀 졸탄
주최 ㈜엔플래닛

9

September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찾아왔다. 캠퍼스에도 삼삼오오 모여 산책하는 학생

에서는

들이 늘어갔고, 아침, 저녁으로는 따듯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한 해 중 날씨가 가장 좋

하나,

#에어비앤비부터_KT까지

연세와 함께하는
글로벌 기업

10/26

은 9월의 키워드는 ‘연세와 함께하는 글로벌 기업’, ‘필승, 전승, 압승 ‘정기 연고전’ 현수막’, ‘정기 연고
전 5전 전승’이다.

#글로벌연세

우리 대학교는 다양한 글로벌 기업과 함께
협업하고 있다. 그 중 ▲에어비앤비 ▲아마

셋, 전 종목 승리,

정기 연고전 최종
스코어 5:0

존 ▲한국어도비시스템즈 ▲삼성전자 ▲CJ
E&M ▲KT가 소개됐다. 우리 대학교는 에어
비앤비와 국내 대학과 글로벌 공유경제 선도

(목) 14:00

2017 융합상생토론 5차
심포지엄

기업 간에 맺어진 최초의 협약을 맺었고, 아

출연자 오케스트라동아리 유포니아
주최 오케스트라동아리 유포니아

이트를 AWS(아마존 웹서비스)클라우드로 이

마존과는 국내 최초 모든 교내 기관 및 웹사
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게시글이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박수를
받았다.

10/24
(화) 19:00

서부지역 주민을 위한
‘제28회 가곡의 밤’
주최 ㈜서부신문사

10/27
(금) 15:00

2017학년도 1학기 최우등생
시상식
주최 연세대학교 대외협력처

10/29
(일) 17:00

서울싱잉커플즈 창단
42주년, 제38회 정기연주회
출연자 서울싱잉커플즈 합창단
주최 서울싱잉커플즈

둘, 필승, 전승, 압승

‘정기 연고전’ 현수막

#5승_실화냐
#빨간맛_안_궁금해_허니
#따라해봐_연.고.전

정기 연고전이 다가오면 연세로와 명물거리

#고5ㅕ패학교

에는 정기 연고전의 승리를 갈망하는 다양한

#오대빵

현수막이 내걸린다. 이번 현수막에서는 ‘고
대 산.소.부.족.해’를 비롯해 인기리에 종영한

지난 9월 22일부터 23일 간 정기 연고전이 치러

TV 프로그램인 <쇼미더머니 6> 패러디가 인

졌다. 이번 정기 연고전에서 우리대학교 운동부

기를 끌었다. 또한, 정기전이 치러진 이후 ‘고

선수들은 전 종목에서 승리하며 5:0이라는 쾌거

대 5패 실화냐?’라는 현수막 아래에서는 ‘인

를 이뤘다. 특히, 2014학년도에 5전 전패 이후 찾

증샷’을 남기기 위한 행렬이 줄 지었다. 정기

아온 극적인 승리라 반응은 뜨거웠다. 이에 정기

연고전 승리를 기원하는 현수막을 담은 게시

연고전의 스코어 게시물에 많은 학생들의 시선이

글이 약 1,000명의 ‘좋아요’를 받았다.

몰렸다. 이 게시물에는 ‘누가 고연전 소리를 내었
는가’, ‘자 따라해봐 연고전’이라는 댓글도 달리면
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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