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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마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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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는 사회혁신적이고 따뜻한

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적으로 정착시키고 장기적인 국내외 확

인재를 길러내는 한편 사회문제를 해결

했다. 나아가 이를 전 사회로 확산시켜

산에 힘쓸 것을 논의했다.

하는 데 깊이 참여하는 대학(Engaged

한국 고등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

university)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으

대된다.
미래 인재상과 고등교육 철학 공유

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고등교육재
단과의 이번 사업이 사회 전반에 바람직

본 협약으로 한국고등교육재단은 2017

한 인재상을 변화시키고 고등교육의 사

년부터 5년간 우리 대학교에 총 100억

하드웨어보다는 사람 중심의 인프라 구

명과 역할 변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일 대학의 교

축에 투자

길 바랍니다.”

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투자로는 이례적
인 규모다.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우리 대학이 한국

우리 대학은 김용학 총장 취임 이래 창
립정신을 발전시켜 3C(Christianity,

고등교육재단과 함께 새로운 시대 우리

이날 협약식에는 김용학 총장, 이재용

Creativity, Connectivity)를 핵심가치로

사회를 이끌어나갈 ‘사회혁신적’ 인재를

교학부총장, 김영석 행정·대외부총장을

한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인재’

양성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비롯해 박인국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

를 미래형 인재상으로 제시하고 전교적

총장, 최광철 SK사회공헌위원장 등 재

변화에 힘쓰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각 소

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두 기관이 그려나

속 기관의 선교 및 봉사활동을 통합한

갈 청사진을 제시했다. 예컨대, 적극적

‘글로벌사회공헌원’을 발족한 바 있다.

재정지원은 물론 장학재단과 대기업의

명예원장으로 취임한 반기문 전 UN 사

양측은 지난 10월 31일 ‘연세대-한국고

교육·연구·사회공헌 노하우, 기술, 프로

무총장과 함께 지속가능한 인류의 발전

등교육재단 미래형 사회혁신 인재 육성

그램 등을 공유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예

사업’ 협약을 맺고 사회혁신적 인재 육

새로 개발할 고등교육혁신 모델을 성공

정이다.

교육 콘텐츠 개발에 100억 원 지원

미래 밝히는
‘새로운’ 창의 인재 키운다
한국고등교육재단과 손잡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
5년간 100억 원 지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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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양로, 가을에 물들다

“양측의 고등교육 철학과
사회 기여에 대한 뜻이 모아져
시작된 만큼, 본 사업은

노란 은행잎 흩날리는 가을 백양로의 정취

건물 증축과 같은

정문에서부터 언더우드 동상에 이르기
까지 캠퍼스를 연결하는 백양로에는 세
개의 길이 있다. 은행나무가 늘어선 직
선의 중앙로, 즉 전통적 백양로와 백양
로를 따라 좌우에 조성된 두 개의 테마

하드웨어 중심의 투자보다는

가로가 그것이다. 예컨대 독수리상, 동

‘학생’과 ‘교육 프로그램’을

문광장 등으로 이어지는 왼쪽 가로는 넓
은 녹지면 속에서 건축적 매력을 뽐내는

중심으로 재정과 인프라를

반면, 학생회관에서 이한열동산, 백주년

투자하고 공유할 예정이다.”

기념관으로 이어지는 오른쪽 가로는 보
다 감성적 요인을 강화해 자연스러움과
보행의 편안함을 더했다. 이처럼 백양로
재창조사업 이후 백양로는 단지 통행을
위한 거리에서 나아가 다양한 경험을 선
사하는 머묾의 공간이 되었다.

본 사업을 기념하기 위해 심겨진 회화나무

한국고등교육재단은 엘리트 인재양성

전인교육 확산 위해 ‘고등교육혁신원’

설한다. ‘사회혁신역량 기초교육’, ‘글로

의 메카로 국내외 고등교육 네트워크

신설

벌 사회적기업’, ‘사회혁신의 세계’ 등 신

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 사회
가 요구하던 인재상이 똑똑한 리더였

규 강좌를 개설하거나 ‘공공가치(Public
사회혁신 인재양성 위한 교과목 개설

다면 오늘날 초연결시대에는 도전정신

Value Learning)’ 등 기존 강좌에 사회혁

<연세소식>에서는 이 세 개의 길 가운

신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5년간 총

데 계절에 따라 새로운 옷을 입는 백양

과 공유의식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

먼저 우리 대학은 향후 5년간 100억 원

200여 개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또

로 곳곳을 소개하고 있다. 지난 5월호에

는 것이 시대가치 변화에 부응하는 것

의 지원금 가운데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강의실 수업과 실무 경험이 결합될 수

서는 백양로 오른쪽 가로를 중심으로 캠

임을 인지하고, 사회혁신 생태계에 도

및 운영에 80억 원, 공유 인프라 구축에

있도록 ‘소셜벤처 창업’, ‘사회혁신 직업

퍼스 곳곳에 피어난 봄꽃의 매력을 소

움이 되는 인재의 배출과 유입에 관심

20억 원을 투입한다. 혁신적 신규 교육

현장학습(Externship)’ 등 대학과 산업을

개한 바 있다(Vol. 607 백양로, 봄을 품

을 갖고 있다.

프로그램인 Yonsei Engagement, Global

연결하는 강좌도 개설한다.

다). 7월호에서는 여름을 맞아 환한 자태
를 뽐내는 여름 꽃나무와 무더위를 식혀

Social Entrepreneurship(가칭)을 도입
양측의 고등교육 철학과 사회 기여에 대

하는 것은 물론 기존 우수 프로그램인

한편, 한국고등교육재단은 본 사업 지원

주는 각종 수변(水邊)공간을 조명했다

한 뜻이 모아져 시작된 만큼, 본 사업은

지역사회 경험학습(Community Based

을 기념하기 위해 교훈석(진리자유석)

(Vol. 609 백양로, 여름을 적시다). 본 시

건물 증축과 같은 하드웨어 중심의 투자

Learning), 전인교육(Holistic Education)

주변 잔디에 회화나무를 심었다. 예로부

리즈의 마지막으로 11월호에서는 가을

가 주로 이루어졌던 기존의 교육기부 방

등도 확대·개편한다. 전교적 변화의 실

터 천년을 사는 학자의 나무라 불리는

옷으로 갈아입은 백양로의 새로운 모습

식을 지양한다. ‘학생’과 ‘교육 프로그램’

천을 앞당기기 위해 총장 직속의 ‘고등

회화나무가 연세동산에 새로이 식수됨

을 만나보자.

을 중심으로 재정과 인프라를 투자하고

교육혁신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으로써 132년 이상 훌륭한 인재를 배출

공유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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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온 우리 대학이 향후에도 오랜 세월
또한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사회혁신 인

동안 나무와 더불어 설립정신을 실천해

재양성을 위한 교과목을 순차적으로 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7

과거의 유산 계승한 오늘의 백양로

푸르름을 더했다.

라진 잎이 특색인 대왕참나무 역시 어느

강가에 온 듯 고즈넉한 억새와의 만남

새 오묘한 빛으로 물들었다. 천천히 걷
백양로 재창조 사업으로 백양로는 차량
이 지나던 아스팔트 대신 학생들이 안

붉게 물든 단풍의 향연

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푸른 녹지로

근처에 산책을 나온 것 같은 기분마저

대학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지

들게 한다. 언덕 뒤에 분포하고 있어 언

만, 가을이면 건물을 휘감고 있는 담쟁

는다면 약 5분간 이어지는 이 단풍길은

가을의 백양로에서는 각종 지피류가 자

뜻 보면 찾기 어렵지만 한글탑까지 이어

이덩굴이 붉게 물들어 또 다른 장관을

겨울까지 낙엽이 떨어지지 않아 이색적

아내는 고즈넉한 정취 또한 느낄 수 있

지는 이 가을의 풍경을 한 번 마주한다

연출한다.

경관을 연출할 예정이다.

다. 놀랍게도 여름의 더위를 씻어줄 수

면 가을이 끝나기 전 다시금 찾게 될 것

변공간으로 여겨지는 조형분수가 바로

이 분명하다.

재탄생했다. 먼저 백양로의 터줏대감인

가을은 백양로에 늘어선 은행나무에

은행나무는 보다 풍성하게 심겨져 가을

만 찾아온 것은 아니다. 캠퍼스 곳곳에

동문광장과 중앙도서관 옆 백낙준 동상

그 주인공이다. 가을이면 바람에 몸을

르면 최초의 담쟁이덩굴은 1920년 10월

이면 온통 노란빛으로 물들어 그 진면

서 붉게 물든 가을의 향기를 만끽할 수

주변을 휘돌 듯 심겨진 화살나무 역시

나부끼는 몰리니아가 조형분수를 둘러

스팀슨관을 시작으로 언더우드관, 아펜

목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백양로 가운데

있다.

가을이면 색다른 모습으로 변신한다. 멀

싸며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공간에 새로

리서 보면 마치 새빨간 꽃이 무더기로

운 분위기를 더한다.

에 폭 1.2m의 녹지 띠를 두름으로써 과
거 백양로의 유산을 온전하게 계승하고

정문에서부터 백주년기념관까지 이어

피어난 것으로 착각할 만큼 화사한 빛깔

있다. 이는 언더우드관 계단의 녹지 형

지는 오른쪽 가로는 온통 붉은 빛으로

의 단풍을 만날 수 있다.

상을 연장한 것이다. 더불어 백양로 양
옆으로 나란히 회양목을 심어 공간의

담쟁이덩굴에 매달린 가을

<연세춘추> 기록(제76호 1956.7.6.)에 따

젤러관, 연희관, 유억겸기념관, 성암관
등에 순차적으로 조성됐다. 오늘날 우리

한편, 백양로를 지나 본관(언더우드관)

가 마주하는 연세의 담쟁이덩굴은 최대

조형분수 주변에 조성된 벤치 뒤로는 강

주변에서도 가을의 향기를 마음껏 느낄

80세가 넘은 셈이다. 온통 붉게 물든 사

가득하다. 여름내 푸르던 청단풍은 빨간

아지풀마냥 부드러운 적색모로 단장한

수 있다. 본래 초록 담쟁이덩굴이 조성

적들을 거닐며 과거의 시간 속으로 잠시

옷으로 단장을 마쳤고 뾰족하고 깊게 갈

수크령과 무늬억새가 심겨져 마치 강변

된 본관의 외관은 미디어를 통해 우리

가을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6 수크령 : 벼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
로 가을에 줄기 끝에 긴 브러시 모양의
꽃 이삭이 맺힌다.

5 몰리니아 : 벼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로 치밀한 포기를 이루는 것이 특징
이며 7~9월에 꽃이 핀다.

1
6
5

7 담쟁이덩굴 : 덩굴성 목본으로 덩굴손은 잎과 마
주나며, 개구리 발가락처럼 생긴 덩굴손 끝부분에 흡
반이 있고, 줄기에 수피가 발달할 때면 기근를 만들기
도 한다. 잎은 어긋나며, 길이와 너비가 비슷하고, 형
태가 다양하며, 가을 단풍이 아름답다.
7

1 은행나무 : 암수 구분

이 있는 수종으로 원추형의
수형과 가을에 물드는 노란
단풍이 아름답고 열매인 은
행은 10월경 암나무에만 열
린다.

조형
분수

2

2 회양목 : 상록활엽관목
으로 광택이 나는 잎이 특
징이며 전정에 강하여 토피
어리로 주로 이용한다.
3
3 청단풍 : 잎은 5~7개가 마주 나고
좁게 갈라져있으며 가을철 붉게 물드는
단풍이 아름답다.

8

4
4 화살나무 : 가지에 화살모양의 코르크
질 날개가 달려 화살나무라 하며 특히 가을
에 붉은 단풍이 매우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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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1학기
최우등생 시상식 개최

제17회 언더우드선교상에
상영규·안성원·이규대 선교사

학업 동기 부여 위해 상위 1% 우등생 선발

헌신적 선교활동으로 언더우드 선교사 정신 기려

“공감능력 갖춘 따뜻한 인재로 성장하길”

남다른 노력으로 높은 학업성적을 거둔

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지 고민하길 바

비결인 것 같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올해 언더우드선교상은 세계

들의 사역 또한 돕고 있다. 최

학부 재학생 410명이 2017학년도 1학기

라며, 우리 대학 역시 경험교육, 동료학

시상식에 함께 참가한 이준홍 학생의 어

각지에서 희생과 봉사의 정신

근에는 인도네시아 교회의 세

최우등생으로 선발됐다.

습 등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머니 전향숙 씨는 “많이 챙겨주지 못했

으로 선교활동에 힘쓰고 있는

계선교를 위한 현지인 선교회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 즉 ‘생각할 줄 아

는데 스스로 열심히 해줘서 정말 고맙고

3명의 선교사들에게 돌아갔다.

(WP)를 세워 인도네시아도 세

우리 대학은 학업성적이 탁월하여 타의

는 사람’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상까지 받게 되어 자랑스럽다.”

모범이 되는 학생들을 선발해 격려하는

전했다.

고 말했다.

‘최우등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선발

계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언더우드선교상은 우리 대학

끌고 있다.

교 설립자인 언더우드 선교사

된 최우등생들은 물론 모든 학생들에게

한편, 시상식에 참석한 최우등생들은 연

신입생인 손진아(학부대학 17) 학생은

의 정신을 기리고자 2001년 제

이규대 선교사는 2006년, 말라

학업수행에 더욱 정진하도록 하는 동기

단에 올라 김용학 총장에게 직접 상장을

“학점이 잘 나와서 기뻤는데 학교에서

정한 상으로, 세계 오지에서 헌

리아 댕기열병과 이슬람 세력

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매학기 각 대학

받고 해당 대학 학장과 함께 기념사진을

이렇게 시상식까지 해주어 매우 감사하

신적으로 선교사역을 하고 있

이 강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학년 별 성적이 4.3 만점에 4.0 이상, 상

촬영했다.

게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학업에 동기

는 선교사를 선정하여 수여한

섬 빨렘방 지역에 스리위자야

부여를 갖게 됐으며 앞으로 더 열심히

다. 제경오 동방푸드마스타 회

신학대학교를 설립하는 등 선

위 1% 이내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2017학년도 1학기에는 전체 재학생 총

졸업을 앞둔 이준홍 학생(경영학 12)은

공부해서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는 것이

장이 기탁한 30여억 원의 언더

26,659명 중 410명이 최우등생 수상의

“마지막 학기에 최우등생으로 뽑혀 무

꿈”이라고 말했다.

우드선교기금으로 운영되며

영광을 안았다.

엇보다 기쁘다.”며 “교수님과 친밀한 관

왼쪽부터 이규대, 상영규, 안성원 선교사

교학 교수로서 전문적인 교육
선교에 힘쓰고 있다. 또한 현지

열악한 해외 오지에서 15년 이상 헌신적

2016년에는 의료법인(Heavenly Blessing

자립을 위한 ‘정착존 건설 사업’과 농촌

계를 쌓으며 조언을 얻고 스터디를 통해

2017학년도 2학기 시상식은 내년 4월 중

으로 사역한 선교사들에게 상패와 상금

Medical & Dental Clinic)을 설립, 직접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소은행 프로그

친구들과 함께 전략적으로 공부한 것이

개최될 예정이다.

3,000만 원을 전달하고 있다. 제17회 수

운영하면서 비즈니스 선교사로 활동하

램’을 실시하는 등, 현지 교단과 동반자

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최우등생 380여

상자로는 상영규 선교사(62세)와 안성

고 있다.

선교를 통해 ‘지속가능한 선교’, ‘현지교

명을 비롯해 이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참

원 선교사(65세), 이규대 선교사(59세)

석해 식장을 가득 메웠다. 또한 김용학

가 선정됐다.

지난 10월 27일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

총장과 이재용 교학부총장, 김영석 행정

회에 의한 선교’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안성원 선교사는 배로 20시간 이상 거

있다.

슬러 올라가야 하는 깊은 정글지역인 수

대외부총장 등 부총장단과 학부 교육에

먼저 상영규 선교사는 21년 동안 필리핀

마트라섬 끄따방을 비롯해 지금까지 40

지난 13일 오후 3시 루스채플 예배실에

헌신하고 있는 각 대학 학장이 모두 참

만다나오 지역에서 학교 설립, 교회개

여 개의 오지 마을에 교회를 개척·건축

서 열린 시상식에서 김용학 총장은 “이

석해 이들의 성과를 축하하고 격려했다.

척, 의료 활동을 펼치며 지역 사회의 선

했다. 인도네시아 교인들의 성경봉독을

상이 지금까지의 선교사역에 다소라도

이날 김용학 총장은 “다가오는 공감 문

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화재로 집을 잃

위한 월간 성경 읽기책 ‘바이블타임’을

격려가 되고 이 상을 통해 언더우드 선

명 시대에는 지식 획득보다는 남의 고통

은 주민들을 위해 교회당, 유치원, 무료

매월 2,500여 권 발간하고, 교인 자녀들

교사님의 정신과 삶이 전 세계로 퍼져나

을 함께 느끼며 배려하고 베풀 줄 아는

진료소와 37채의 주택을 건축하여 다

을 위한 안디옥 기독 고등학교를 설립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수상자들의

인재가 필요하다.”며 “따뜻한 인재가 되

바오 시 명예 시민권을 받은 바 있으며

약 30년 동안 운영하는 등 현지 교역자

선교활동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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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한글백일장 개최
72개국 2,303명 참가해 한국어 솜씨 겨뤄

이밖에도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편, 국외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미

“72개국, 2,303명의 외국인 및

장상, 세종대왕기념사업회장상, 외솔회

국 국방외국어대학교(DLI-Defense

장상, 한글학회장상 등의 본상 외에도 특

Language Institute), 중국 산동대학교,

해외 교포 참가자들은 노천극장에

별상 수상자 등 모두 78명에게 상장과 상

일본 주일 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에서

금, 트로피, 상품 등이 돌아갔다. 특히 올

우리 대학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해는 아모레퍼시픽의 후원을 받아 다문

주최 백일장이 열렸다.

쏟아지는 가을비도 한국어를 향한 열정

간 100여 개국에서 온 34,000여 명의 외

화어울림상 수상자를 5명으로 확대하고

을 막을 수 없었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

국인과 해외동포들이 한국어라는 하나

아리따체상을 신설했다. 다문화어울림

던 지난 9월 27일 제26회 외국인 한글백

의 언어를 통해 모두가 하나이며 친구임

상, 재외동포상, 아리따체상, 예쁜글씨상

일장이 열렸다. 72개국에서 온 2,303명

을 확인하는 장이 되어 왔다.

등 특별상 수상자와 시상 내역을 풍성하

의 외국인 및 해외 교포 참가자들은 노

모여 앉아 그동안 갈고 닦은
우리말 실력을 겨뤘다. ”

게 하여 한국어를 배우는 유학생뿐만 아

천극장에 모여 앉아 그동안 갈고 닦은

올해 백일장의 글제로는 ‘색(시 부문)’,

니라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이주여성 등

우리말 실력을 겨뤘다.

‘처음(수필 부문)’이 제시됐다. 수많은 참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많은

가자 가운데 시 부문은 일본의 이마오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

외국인 한글백일장은 한글날을 기념하

리사(IMAOKA LISA) 씨가 수필 부문은

여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및 해외동포

중국의 리 링나(LI LINNA) 씨가 각각 장

대회 당일에는 백일장 이외에도 태권도

들에게 한글 창제의 뜻을 널리 알리고,

원을 차지했다. 두 사람은 문화체육관광

시범과 외국인 학생들의 끼가 펼쳐지는

한글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부 장관상과 연세대학교 총장상을 비롯

장기자랑 무대가 함께 진행되어 본 행사

지난 1992년부터 우리 대학교 언어연구

해 각각 상금 100만 원과 트로피를 수상

는 학술과 예술이 공존하는 축제의 장이

교육원 한국어학당(원장 유현경)이 매

했다.

됐다.

년 개최해 오고 있는 행사다. 지난 25년
시 부문 장원작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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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NEWS

윤동주 탄생 100주년

“윤동주는 사춘기 소녀의
눈부신 연인이었다”
소설가 한강 동문 특별강연
윤동주는 계속 분투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세계

한국인 최초로 맨부커상을 수상한 소설

윤동주의 사진을 보면 아파왔고, 말하지

풍경처럼 매우 밝고 눈부시다.”고 설명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다. 한 동문은 “봉

“사춘기 시절부터 그는

가 한강 동문이 지난 10월 25일 우리 대

않는 무차별적인 잔인한 폭력에 대해 사

했다. 한 동문은 그 역시 윤 시인처럼 눈

쇄된 도시에서 피를 나누고 음식을 나

학을 찾아 아주 특별한 강연을 펼쳤다.

진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고 느꼈다.

부시게 밝은 세계로 가고 싶었지만 오를

누고, 매일 같이 장례식을 하는 모습”을

윤동주의 사진을 보면 아파왔고,

윤동주 탄생 100주년을 맞아 윤동주기

수 없는 꿈속의 높고 푸른 산처럼 다가

보고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공포와 폭

념사업회가 진행 중인 ‘윤동주와 나’ 강

갈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력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을

닿을 수 없는 윤동주의 눈부신 세계

연시리즈 연사로 초청된 그는 윤동주와

했을까”를 고민했다.

말하지 않는 무차별적인 잔인한
폭력에 대해 사진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고 느꼈다.”

광주,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냈
다. 한 동문은 “재학 시절 공부했던 공간

한 동문에게 윤동주는 닿을 수 없는 산

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다.”

것을 알기에, 그 역사적 맥락에서 그의

과 같은 존재였다. 그는 시 <자화상>을

며 문과대학 100주년 기념홀을 가득 메

사진들이 중첩되면서 다른 의미로 다가

낭독한 뒤 “아주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

운 500여 명의 청중에게 인사를 건네며

왔다.”고 말했다. 사춘기 시절부터 그는

고 있지만 그가 그리는 세계는 우물 속

강연을 시작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 <자화상> 중 -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수수께끼는 미
결로 남아 한동안 덮여 있었다. 밝은 곳
을 향해 왜 나아갈 수 없는가를 고민할
때, 이 수수께끼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한 동문은 “쓰레기를 눈으로 덮
듯,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빛의 세계
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잘못

닳도록 읽고 외운 사춘기의 윤동주

항상 밝은 이야기를 상상하며 쓰지만 결

된 생각이었다.”고 회고했다.

세계 문학계가 주목한 자랑스러운 연세인 한강

과물이 항상 어둡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된 것은 중학교 3학년부터였다. 사춘기

1970년 광주에서 태어난 한강(국어국문 89)

문학상·오늘의젊은예술가상·한국소설문학상

절 수수께끼처럼 남아 있던 광주의 기억

시절에는 누군가를 아주 깊이 사랑할 수

은 1993년 문학잡지 <문학과 사회> 겨울호에

등 국내 주요 문학상을 휩쓴 그는 지난해 5월

시 ‘서울의 겨울’을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

소설 <채식주의자>로 맨부커상(인터내셔널

을 떠올렸다.

했다. 이듬해 단편소설 ‘붉은 닻’으로 서울신문

부문)을 수상하며 세계적 작가의 반열에 올랐

런 존재였다. 윤동주 시집과 산문집을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면서 아버지 한승원

다. 노벨문학상, 프랑스 콩쿠르상과 함께 세계

중학생 시절 아버지가 구해온 광주민주

니라 아주 실존적이고 근원적인 사건이

닳도록 읽고 외웠다. 윤동주의 사진을

작가의 대를 이어 소설가로 활동을 시작했다.

3대 문학상 중 하나로 꼽히는 맨부커상은 영

이후 <여수의 사랑>, <검은 사슴>, <바람이

어권 문학상 중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상이다.  

항쟁기록 사진집을 몰래 본 경험은 그

었습니다. 이걸 쓰면 제가 원했던 파란

에게 충격으로 남았다. ‘인간이 인간에

우물, 푸른 산의 세계에 갈 수 있을지 모

게 어떻게 이런 폭력을 저지를 수 있는

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료를 읽을

인상은 문과대학 동창회가 모교의 명예를 빛

가?’ 이것이 그에게 다가온 첫 번째 수수

수록 점점 미궁으로 빠져 들어갔어요.

내거나 사회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께끼였다. 이상한 점은 또 있었다. 사진

인간에 대한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는 경

졸업생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집에는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친

험이었죠.”

한 동문이 윤동주라는 시인을 좋아하게

있다. 한 동문에게는 시인 윤동주가 그

가만히 들여다 볼 때마다 그의 인간 내
면이 느껴졌다.

분다 가라>, <희랍어 시간> 등 다양한 소설을
발표하며 섬세한 감수성과 비극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한 동문은 “사진 속 그는 너무나 깨끗한

받았다.

사람이었고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기

만해문학상·황순원문학상·동리문학상·이상

에, 저 깨끗함이 폭력에 저항을 가졌던
14

지난해 우리 대학은 한국문학의 위상을 높인
한 동문에게 연문인상을 시상한 바 있다. 연문

없는 이유를 알고 싶었던 그는 어린 시
실존적이고 근원적인 사건, 광주
“제게 광주는 정치적, 역사적 사건이 아

사람들을 위해 길게 줄을 서 헌혈하는
15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고 생각했을 때

소년의 얼굴, 흑백사진은 제가 중3때 왜

행 중이다.

우연히 시민군 박용춘 선생의 마지막 일

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들여다 봤던 윤동

기를 본 그는 벼락처럼 순간 무언가를

주 시인의 얼굴과 닿아 있습니다. 소설

“제게 문학이란 인간과 근원을 연결하

깨달았다.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을 쓰면서 느끼는 건 과거가 오히려 현

는 행위이기에 앞으로도 글을 쓰며 답을

가’ 하는 질문에만 골몰했지만 그 앞에

재를 돕고, 죽은 자들이 지금의 저를 돕

찾아갈 겁니다.”

두 번째 수수께끼처럼 폭력 앞에서 행동

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포기하거나 도망

했던 인간이 있었다는 것. 그는 “나의 소

치고 싶을 때마다 죽은 자들이 저를 계

현재 ‘사랑’을 소재로 한 3부작 소설을

설은 비록 인간의 폭력에서 출발할 수밖

속 밀고 끌고 가는 느낌이에요. 힘이 약

준비 중이라는 그는 “사랑이 어딘가에

에 없지만 두 번째 수수께끼를 안고 나

해질 때마다 동호가 저를 밝은 쪽으로

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아가는 소설을 써야겠다.”고 결심했다.

이끌었던 거죠.”

인간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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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I

쓰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모든 죽
그가 소설을 쓰며 떠올린 얼굴들은 묘비

어가는 것을 사랑해야겠다는 윤 시인의

죽은 자들의 도움으로 완성한

에 붙어 있었을 흑백 사진 속 얼굴들이

‘서시’처럼 다음 소설이 죽어가는 것들

화제의 인물

창업톡톡

세계 in 연세

연세사랑

<소년이 온다>

었다. 중학교 시절 광주 사진집 속에서

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기를 바란다.”고

장진우 교수

신종훈 대표

메이 파귀오

왜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들여다봤던 그

덧붙였다.

김호 동문
ROTC 후배사랑장학기금
고호성 동문

하루 8~9시간씩 자료를 보며 석 달을 보

얼굴들이 마음속에 연결되어 있었던 것

낸 그는 고민과 좌절, 희망 속에서 소설

이다.

(취재 : 이은정 학생기자)

<소년이 온다>를 완성했다. 놀랍게도
주인공 ‘동호’의 얼굴을 생각했을 때 그
는 윤동주 시인의 얼굴이 떠올랐다고 했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기 위해

다. 외꺼풀 눈에 조용하고 예민한 소년
의 모습. 그녀가 상상한 소년 윤동주는

<소년이 온다>를 쓴 뒤에도 한 동문의

‘동호’로 형상화됐다.

숙제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 윤동주 시
인의 눈부신 세계로 어떻게 나아갈 수

“‘소년이 온다’ 속 묘비에 붙어 있었을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희망은 여전히 진

하루 8~9시간씩 자료를 보며 석 달을 보낸 그는 고민과 좌절,
희망 속에서 소설 <소년이 온다>를 완성했다. 놀랍게도 주인공 ‘동호’의
얼굴을 생각했을 때 그는 윤동주 시인의 얼굴이 떠올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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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인물

장진우 교수, 한국

한국인 최초 세계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회장 선출

서 초대 주임교수님의 혜안과 후배들의 노력으로 타 대학에 비하여 세부 영

넘어 세계 뇌 질환

인간답게 살기 위해 뇌를 이해해야

비교했을 때 아직도 인프라 측면 더욱이 연구비 지원 측면에서는 선진 외국

“뇌는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

향후 학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세계에 우리나라의 임상 뇌 연구를 더 많이 알

한 기관입니다. 기능신경외과란 뇌의 비정상적인 기능으로 발생하는 병, 예

리고, 나아가 국내에서도 이 분야에 관한 기업, 독지가 및 정부의 인식을 높

컨대 파킨슨병, 우울증과 같은 질병을 치료하여 다시 육체와 마음을 컨트롤

여서 관련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고 동시에 또한 그러한 연구를 통하여 실제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분야죠. 쉽지 않은 연구 주제지만 의학과 과학, 공학

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연구 이끌 것
장진우 교수(신경외과학교실)

역 전문화가 가장 앞서서 잘 이뤄졌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세계적 관점으로
에 비하여 여건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의 접목을 통해 심신을 치료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복잡한 네트워크로 구성된 뇌를 공부하는 것 자체가 ‘재미
의대 장진우 교수(신경외과학교실)가 뇌의 기능 이상 질환을 연구하는 세계

있어’ 신경외과를 선택했다는 그는 의대 후배들에게도 관련 분야에 대한 관

최고 권위 학회인 ‘세계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World Society for Stereotactic

심을 촉구했다.

“기능신경외과란

& Functional Neurosurgery·WSSFN)’의 차기 회장으로 선임됐다.
“사실 요즘에는 신경외과가 크게 인기가 없는 편이에요. 공부는 재밌지만 힘

뇌의 비정상적인 기능으로

1961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창립된 세계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는 신경해부,

들기 때문이죠. 신경과학과 공학의 발전으로 점차로 더 사람의 실체를 이해

다양한 수술 기법 등 의학 영역에 뇌 과학과 공학 기술을 결합한 21세기 최첨

할 수 있게 되고 있고, 결국 머지않아 수많은 난치성 신경계 질환 환자들에게

단 학문 분야로, 난치성 뇌질환 치료를 넘어 뇌 기능 이해와 조절을 통한 인

삶의 질 개선과 이를 통하여 다시 정상인이 되어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울증과 같은 질병을 치료하여

류의 건강한 삶 추구에 공헌함을 목표로 한다. 현재 70여 개국 1,500여 명의

삶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노력은 곧 의학과 과학 분야

다시 육체와 마음을 컨트롤할

신경외과 전문의, 뇌과학자, 공학자 등이 회원으로 활동하며 파킨슨병, 뇌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의료 산업 분야의 미래에서도 주력분야가 될 것이라고

증, 치매, 우울증 등 난치성 신경계 질환을 연구하고 있다. 한국인이 본 학회

기대합니다.”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분야죠.
쉽지 않은 연구 주제지만 의학과

의 수장에 오른 것은 장 교수가 최초로 그는 2019년부터 2년간의 임기를 시
작할 예정이다.

발생하는 병, 예컨대 파킨슨병,

향후 장 교수와 연세 의대가 함께 이끌어나갈 임상 뇌 과학의 미래를 기대해

과학, 공학의 접목을 통해 심신을
치료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본다.
1983년 우리대학 의대를 졸업한 장 교수는 미국 시카고의대에서 2년간 연수
를 마쳤다. 그동안 신경외과학교실 주임교수, 대한정위신경외과학회 회장,
아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회장등을 역임했다. 현재 연세의대 뇌연구소 소
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직을 수행중이다.
이미 수술과 연구 분야에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은 그는 지난해
두개골을 열지 않고 초음파 열로 수전증과 강박 장애, 우울증 등을 치료하는
연구 결과를 세계 최초로 발표하는 등 기능성 뇌질환 수술 분야를 선도해나
가고 있다.
“임상 뇌과학쪽으로는 국내의 다른 대학과 비교했을 때 우리 연대가 훨씬 앞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세브란스 신경외과가 국내 처음 자리 잡으면

1818

이용한 강박장애 수술
세계 최초로 시행한 초음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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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톡톡

건강간식으로

오늘날 창업은 학생들에게 막연한 꿈이 아닌 하나의 진로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현

싶어요. 기존에도 간식을 배송하는 여러

실에 발맞춰 <연세소식>은 창업톡톡을 통해 창업으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나가고

서비스들이 있었지만 강력한 콘셉트를

전하는 북유럽의

있는 연세 동문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경험담을 전하고 있다. 이번 창업톡톡에서는

가진 회사는 없었어요. 고객이 요청하는

간식으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전파하는 ‘피카(FIKA)’의 신종훈 대표(건축 11)를

대로 컵라면, 봉지과자, 샌드위치, 빵 등

일상 한 조각

만나보았다.

여러 가지를 중구난방으로 취급하다보
업동아리 친구, 지금의 공동대표와 함께

학교 식품공학과 교수님의 자문을 받아,

로 올린 글이 있어요. 이제는 창업이 필

매일 아이템을 고민했고, 그때 생각난

품질이 보증된 건강간식만을 큐레이션

수교양과목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내

것이 건강간식이었어요. 일전에 제가 인

하고 있습니다. 또 간식의 양에서도 고객

용이었어요. 창업은 A부터 Z까지 자신

A. 피카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만들

턴생활을 했을 때 먹는 일이 정말 중요

들을 배려했는데요. 업무 중에 먹기 편한

이 그려나간다는 점에서 과제나 공모전

겠다는 목표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모

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당시 간식 시장

간식들 위주로, 양은 남기지 않고 한 번에

두가 자연스러운 일상에서 건강한 삶을

을 눈여겨 찾아보니 굉장히 열악한 상황

먹기 편한 정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의

이었고 그 열악함을 곧 기회로 연결시킬

일이죠. 그 첫 번째 서비스로 이번에 ‘피

수 있겠다는 생각에 건강간식 사업을 시

이밖에도 저희가 회사에 간식을 보관할

카 스낵’을 런칭하게 되었어요.

작하겠다고 결심했죠.

수 있는 보관함을 따로 비품실에 마련해

A. 보장되지 않은 미래라도 기꺼이 뚫고

주고 있어요. 보통은 아무렇게나 쌓아두

나갈 만큼 확실한 동기와 의지가 있어야

또 언론이나 매체에 나온 얘기에 휘둘리

고 먹는데, 저희 보관함을 사용하면 좀

해요. 앞에서 부차적인 어려움이라고 말

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듣고 창업

더 쾌적하고 보기도 좋죠. 추후에는 이

했던 돈, 시간은 어떻게든 해결돼요. 실

을 결심하는 건 마치 영화 리뷰만 보고

보관함 서비스를 IoT(사물인터넷) 기술

제로 저도 현재 다른 아르바이트를 병행

영화를 고르는 셈이죠. 본인이 직접 해보

‘피카’라는 이름은 어떻게 붙여졌
나요?

창업동아리도 하셨을 정도면, 원래
창업에 뜻이 있으셨던 건가요?

그렇다면 반대로 사업에 있어서 가

보다 훨씬 능동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요소는 무엇인

능동적인 경험들이 마치 하나의 거울이

가요?

되어 자기 모습을 가감 없이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A. ‘피카(FIKA)’는 원래 일상 속에서 30분

A. 입학했을 때만 해도 창업에 전혀 문외

과 연계해 고객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자기가 이 일을 왜

면서 자신만의 객관적인 기준을 선정하

정도 티타임을 가지는 스웨덴의 문화인

한이었어요.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제가

분석할 계획입니다.

하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

면 좋겠어요. 만일 일이나 학업 때문에

데요. 사실 학교나 회사 등에서 30분이라

전공한 건축도 나중에 건축사무소를 여

면 완전히 얘기가 다르겠죠. 스스로의 이

창업이 힘들다면 그런 형태의 창업을 이

는 시간은 굉장히 큰 시간이잖아요. 그렇

는 것이 곧 창업이고, 실제로 건축사무소

유와 의미만 정확하게 찾으면, 이루겠다

르는 ‘스텔스 창업’과 관련된 책들을 참

지만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에서 인턴 생활을 하며 경영 능력이 굉장

는 의지는 저절로 뒤따라오니까요.

고해보는 것도 추천해요. 결론적으로 자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그 시간을 배려

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 연

해주는 것이죠. 다들 알다시피 우리나라

장선상에서 경영 역량을 길러보자는 생

A. 정신적인 문제가 가장 힘들어요. 취업

는 현재 노동시간 면에서 OECD 회원국

각으로 시작했는데 교육도 받고 관심이

이나 고시를 준비하면 어느 정도는 미래

중 가장 높아요. 이런 현실을 저희 서비

커지다보니 창업하게 된 거죠. 수업이 가

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이를테면 정기적

스로 조금은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장 중요한 요인이었어요. 그 전에는 막연

‘피카’를 회사 이름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을 설명해주세요.

사업을 꾸려나가시면서 힘들었던
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기 인생을 살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앞으로의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시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나요?

대학생 때잖아요.

으로 월급을 받고, 사회적 지위 같은 것

A. 당분간은 피카 스낵서비스에 집중할

이제 막 창업을 시작하려는 재학생, 휴학

하게만 생각했던 것들이 수업을 통해 구

들이요. 하지만 창업은 그런 것들을 보장

계획입니다. 확실한 유통 시스템을 구축

생 분들은 지금 아주 기초적인 것들부터

체화되니까 점점 자신감을 갖게 됐죠.

해주지 않아요. 오로지 저 혼자 전부 만

하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이후 직장인들

다 고민일 거예요. 그런 분들께 1, 2년 정

들어 나가야하는 미래니까 불안하고 정

위주로 운영하는 서비스를 확장시켜서

도 먼저 고민한 사람으로서 제 이야기가

신적으로 지칠 때가 있죠. 게다가 어마어

영유아나 어르신들을 위한 제품 큐레이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한 노력과 시간, 돈도 필요하니까 아무

션도 구상중입니다.

래도 부담이 되죠. 아무도 딱 맞는 해답

최종적으로는 저희만의 PB 제품을 만드

지금의 회사를 만들기까지의 과정
비슷한 동종회사와 차별화된 피카
만의 강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2016년에 창업 관련 수업을 통해 아

20
20

배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작년에 창업 교육을 듣고 제가 실제

요?

피카 대표

마지막으로 창업을 꿈꾸는 여러 후

니 질도 떨어졌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피카는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가

신종훈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이템을 발전시키는 법을 배우면서 시작

A. 간식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을 제시해주지 않잖아요. 완전히 맨땅에

는 것이 최종 목표예요. 제조사와 유통사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수업에서 만난 창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을 강점으로 꼽고

헤딩하는 느낌인거죠.

가 상생하면서 양질의 PB 제품을 만드는

(취재 : 김회진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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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in 연세

연세사랑

“인턴십, 한국어
배우며 할 수 있어요”

미국 UCLA(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메이
파귀오(Mae Paguio)는 지난해 우연한 기회로 고려대학교 국제하계대학에 참가

김호 동문,

김호 동문(의생활 64)이 모교 발전을 위해 5억 원의 기금을

연세발전기금 5억 원 기부

신인 의생활학과의 1기 졸업생이기도 하다.

쾌척했다. 김 동문은 현재 생활과학대학 의류환경학과의 전

하게 되면서 한국을 처음 방문했다. 6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경험이 한국어

지난 10월 12일 발전기금 전달식을 위해 모교를 방문한 김 동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고, 더 좋은 기회를 찾던 중 그는 우리 대학 국제하계

문은 “내가 학교에 입학한 1964년도에는 여학생 수가 많지

대학(Yonsei International Summer School, YISS)과 정규학기 교환학생 프로그램

않았는데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며 반

을 통해 다시 한국을 찾았다.

가움을 표했다.

“지난 6~8월 국제하계대학을 통해 한국어 및 한국문화 관련 수업을 수강하면서

총장실에서 열린 이날 전달식에서 김용학 총장은 “학교를 향

K-Pop 등을 통해 접했던 한국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또 중간에 친

한 동문들의 관심과 참여가 시급한 이 상황에 이렇게 큰 기

구들과 제주도를 방문했는데, 제주의 맑고 투명한 바다와 멋진 풍경이 유년 시절

부를 결심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연세 발전을 위해 귀하

을 보냈던 괌을 연상시켜 꼭 다시 방문하고 싶어요.”

게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동문은 “늘 연세
대학교와 생활과학대학을 위해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었

이번 학기에는 한국어 수업 수강과 더불어 외부 기관에서 인턴십을 수행 중이

는데 기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기쁘고 행복하다.”고 화

다. 외국인 교환학생이 인턴십을 구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인데, 운 좋게도 그는

답했다.

University of California Education Abroad Program에서 제공하는 인턴십 프로그
램을 통해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다. 메이가 일하는 곳은 스타트업 창업 지원 서
비스를 제공하는 Accelerate Korea라는 회사로 우리 대학과 가까운 광화문에 위
치하고 있어 출퇴근도 편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했다. 주 20시간, 총 4명
의 동료 인턴들과 일하면서 종종 재택근무를 통해 사무실에서 처리하지 못한 업
무를 마무리하기도 한단다.
“내년 봄학기까지 총 2개 학기 동안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할 계획인데 다음 학기
에는 한국 문학이나 문화 관련 수업을 듣고 싶어요. 여전히 한국사람들 앞에서

ROTC 후배사랑장학기금
전달식 열려

메이 파귀오
UCLA

University of California Education Abroad Program(UCEAP)은 University of

고 후배들을 돕기 위해 지원 사격에 나섰다.
지난 10월 17일 박보명 연세ROTC발전후원회장, 박경한
ROTC동문회장, 이찬희 사무총장, 김영철 신촌학군단장 등

한국어를 말할 때 완벽한 문장을 구사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기도 하는데, 교환
학생 생활이 끝날 때 쯤이면 더 자신감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군사관후보생(ROTC) 선배들이 ROTC 동문회를 활성화하

더 많은 기수들의 참여와 후원 독려

연세 ROTC 관계자들이 총장실에 방문해 장학기금 1억 2천만
원을 전달했다. 본 기금은 매년 2천만 원씩 ROTC 후보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California(UC) 전 캠퍼스의 학생 해외파견 프로그램을 통합관리 및 운영하
고 있는 기관으로, 한국 대학 중에는 유일하게 연세대학교와 협정을 맺고 있다.

본래 연세 ROTC는 동문회 차원에서 장학금을 마련해 후배

UCEAP 한국 사무소는 우리학교 학생회관 별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 학기 우

들에게 전달해왔으나, 학교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ROTC

리학교로 파견되는 UC 교환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메이가 참가 중인 인턴십

동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본 기금을 마련하게 됐다.

프로그램도 UCEAP를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단순 학점교류를 넘어
서 다양한 한국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박보명 발전후원회장은 “이번에 기부한 1억 2천만 원은 8기,
15기, 17기, 18기, 19기 선배들이 중심이 되어 모금한 것”이라며
“7,500명에 달하는 ROTC 동문들이 보다 많이 참여하고 성원
함으로써 동문회 및 연세 ROTC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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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호성 동문,

고호성 ㈜피엔지코퍼레이션 대표(화학 69)가 발전기금 5천

화학과 발전 위한 기금 쾌척

와 같은 기부를 진행케 됐다.

만 원을 쾌척했다. 고 대표는 화학과 설립 100주년을 맞아 이

고 동문은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화학과 동문회장을
역임하는 등 화학과 및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 애써왔다. 지
난 9월 28일 총장실에서 열린 기금전달식에서 고 동문은 “올
해는 학과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일뿐더러 우리나라에서 대
학 화학교육을 시작한 지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작은
도움이나마 화학과 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 대학 화학과는 학과 창립 100주년을 맞아 연세화
학 교육의 10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화학과 동문 및 구성원이 합심하여 다채로운 기념사업을 준
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대학화학교육 100주년 사진 전시
회,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학생축제 및 학술 발표회, 화
학교육 100년 기념우표 발행, 연세화학교육 100년사 발간 등
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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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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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30%

무료검진권 1매

무료검진권 2매

무료검진권 4매

무료검진권 8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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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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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내성을 보이는, 암 환자 유래의 엠토르 돌연
변이를 갖는 세포에 대해서도 동일한 항암 효
과를 보인다는 것이다.

기전이 규명됐다. 한정민(약학대학), 한균희(생
명시스템대학) 교수팀(제1제자 이철호 박사)은
서울대학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김성훈 교

에 보고한 LRS를 통한 엠토르 조절 기작을 새

달체계를 밝혀냈다.

면서 “이를 통해 엠토르 억제를 위한 전혀 새로
운 전략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고
새로운 전략에 기반한 차세대 항암제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
다.”고 말했다.

(mTOR)라 불리는 단백질 합성조절 신호전달
체계에 결합해 항암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최
근 들어 이 약물에 내성을 가지는 환자들로부
터 유전체 분석을 통해 항암제 투약 전 이미 엠
토르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거나 투약 후 돌연

약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다.

나아가 이러한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았으며 연구결과는 지난 9월 29일 최고 권
위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온라인 게재됐다.

통해 ‘Leucyl-tRNA synthetase(LRS)’라는 효
소가 엠토로의 활성을 조절한다는 논문을 발
표했으며, 이번 후속 연구를 통해 LRS에 작용

타나는 것이 확인됐다. 더욱 놀라운 점은 기존

것으로 밝혀졌으며 결과적으로 항암 효과를 나

mTORC1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는

에 직접 결합해 하위 신호전달체계인 RagD-

하는 신물질을 개발해 냈다. 이 신물질은 LRS

진하는 글로벌프런티어사업의 지원을 받

연구팀은 지난 2012년 국제 학술지 ‘셀(Cell)’을

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

를 타겟으로 하는 항암 신물질을 이용하여 신

제제들에 대해 내성을 나타내는 것이 알려졌다.
항암제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동 연구팀은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LRS

적으로 라파마이신을 포함한 기존의 엠토르 억

변이로 인해 엠토르 돌연변이를 획득하여 결과

적 방법을 통해 다시 한번 증명해낼 수 있었다.”

기존 항암제 라파마이신(Rapamycin)은 엠토르

로 발굴된 특이적 억제제를 활용한 화학생물학

한정민 교수는 “본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기존

내성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암 억제 신호전

수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기존 항암제에 대한

의 라파마이신이나 엠토르 인산화 효소 억제제

기존 항암제의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결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게재

차세대 항암제 개발 가능성 열어

기존 항암제의 내성 극복 위한 새로운 기전 규명

한정민-한균희 교수팀,

RESEARCH FRONTIER

왼쪽부터 이철호 박사, 한균희·한정민 교수

연세 RESEARCH

연구프론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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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의 생성 반응이 경쟁적으로 일어나
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높은 선택성을 갖는 촉
매 제조를 위해 구리로 구성된 거대원자입자의
격자 내에 수소 음이온을 도핑한 촉매를 설계·
제조했다. 수용액 상에서 이산화탄소를 전기화
학적으로 전환한 결과, 0.4V 이하의 낮은 과전
압에서 포름산이 90 % 이상의 선택성으로 제조

자란 수 개에서 수백 개의 금속 원자로 이루어
진 매우 작은 크기의 나노입자로 입자의 전·자
기적, 광학적, 전기화학적 특성이 구성 원소의
종류, 개수, 조성, 구조 등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변화하는 원자 수준에서 특성 제어가 가능한
새로운 기능 소재다.

용액 상에서 공급 받기보다는 자체 내의 수소
음이온을 활용하는 독특한 매커니즘을 따르며,
그 결과 높은 촉매 선택성이 나타남을 실험적
으로 입증했다. 기존의 촉매와는 다르게 내재된
수소 음이온을 촉매 반응에 사용할 수 있으며,
소모된 수소 음이온은 수용액 상에서 물과의
반응을 통해 촉매 내에서 재생성되어 장시간
촉매의 활성이 유지될 수 있음을 밝혀내었다.

개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저장 기술과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시키는
기술 등이 있다. 이산화탄소를 다른 화학물질이
나 연료로 전환시키는 연구는 최근 기술의 유
용성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산화
탄소의 화학적인 안정성으로 인해 전환에 높은
에너지가 요구되고 값비싼 귀금속 기반의 촉매
시스템이 필요하게 된다. 이동일 교수 연구팀은

향상시킬 수 있어 이산화탄소 전환 촉매의 새

방법을 제시했다.

2개를 받아 환원된 형태의 물질로 유기화합물

포름산은 이산화탄소가 전자 2개와 수소 이온

음이온이 도핑된 촉매는 반응 선택성을 크게

탄소를 포름산으로 선택적 전환을 할 수 있는

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로운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결과”라고 연

이동일 교수는 “금속 나노입자 격자 내에 수소

자를 활용해 전기화학적인 방법을 통해 이산화

본 연구에서 경제적인 구리 기반의 거대원자입

연구진은 구리 거대원자입자가 수소 이온을 수

저감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기술들이

작하면서 온실가스로 잘 알려진 이산화탄소를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학과 데엔 지앙 교수 연구팀이 촉매반응에 대한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부반응물인 수소와

는 촉매 기술을 개발했다. 여기서 거대원자입

지구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제시되기 시

촉매합성을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화

소를 환원시켜 선택적으로 포름산을 제조하는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포름산으로 전환할 수 있

이산화탄소 전환 반응에
따른 생성물 비교

구리 거대원자입자에서의
포름산 생성 메커니즘

구리 기반 거대원자입자의 구조

전산모사 연구를 수행했다.

화국립대학교 화학과 첸웨이 류 교수 연구팀이

특성 평가 연구를 각각 수행했다. 또한, 대만 동

최우준 연구원이 이산화탄소 전환 연구와 촉매

한편, 이동일 교수 연구팀의 이용진 연구원과

American Chemical Society)’에 최근 게재됐다.

었으며, 국제 저명 학술지 ‘JACS(Journal of the

사업과 중견연구자 도약사업 지원으로 수행되

용되고 있다. 하지만 수용액 상태에서 이산화탄

어된 구리 기반의 거대원자입자 제조 기술을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Korea CCS 2020

의 환원제로 사용되거나 연료전지용 연료로 활

이동일 교수(화학과) 연구팀이 원자 단위로 제

구리 나노입자 촉매를 이용한 선택적 포름산 제조 기술 제시

고효율 이산화탄소 전환 촉매 개발

이동일 교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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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력 방식의 수소 검출 센서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수소센서들과 비교하여 저렴한 공정 및 원

답속도가 느리다. 또한 상온에서 비가역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실제 상용화의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없이 동작하는 초고속 수소 센서 개발에 성공
했다.

기인한 소자의 광학적 특성 변화를 극대화하여
부수적인 디스플레이 및 전원 장치 없이 맨눈
으로 수소 가스 자극을 확인할 수 있다.

공기 중 농도 4% 이상만 되어도 쉽게 폭발하는
특성 때문에 수소 누출 검지 시스템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현재까지 상용화된 수소 센서의 경

트 표면, 수소에 의해 접착력을 조절할 수 있는
수소 감응형 잠금장치 등을 시현하는 등 새로
운 형태의 수소 감지 장치들을 개발했다.

부가적인 장치를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수소 검지를 위해 전력 공급을 필요로 하
는데 이는 수소가 누출되었을 때 폭발의 위험

같은 산업뿐만 아니라 수소스테이션, 수소 자동
차, 연료전지 분산발전시스템과 같은 일상생활
분야까지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다. 특히 무
전원, 비폭발성, 초고감응성 등 기존의 수소 센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기적인 신
호 대신 광학적인 신호를 사용하며, 수소 누출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의 센서
가 개발되긴 했으나 이들은 대부분 수소와 반

이번 연구 결과는 기존의 석유, 화학, 철강 등과

의하여 표면 젖음 특성을 조절할 수 있는 스마

이들 대부분은 디스플레이 및 스피커와 같은

성을 오히려 증가시킨다.

이밖에도 나노엑츄에이터를 활용하여 수소에

라믹 센서 및 반도체 소자식 센서 등이 있는데,

우 전기화학식 센서, 촉매 센서, 음향식 센서, 세

로, 수소에 의한 나노엑츄에이터의 형태 변화에

서도 그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성 폴리머 위에 비대칭적으로 팔라듐을 코팅했
는 수소 감응형 나노엑츄에이터(Nanoactuator)

사하여 나노섬유배열 구조를 지니고 있는 유연

으로 예상된다.

필수적인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행되었으며, 재료 분야 국제적 권위의 학술지

서를 개발하기 위해 곤충의 더듬이 구조를 모

산업 및 가정 전반에 걸쳐서 파급효과가 클 것

다. 수소에 의하여 나노섬유의 형태가 변화하

도약사업 및 선도연구센터사업의 지원으로 수

민감도 및 고속의 반응속도를 가지는 수소 센

출 경보에까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 향후

수소는 석유, 화학, 철강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갖출 수 있는 요소다.

연구진은 전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높은

한 새로운 센서는 정밀 계측 장비부터 단순 누

도하여 진행되었다.

지도하에 한희탁 박사과정 학생(제1저자)이 주

관대학교 화학공학과 방창현 교수(교신저자)의

로 선정되었다. 이태윤 교수(교신저자)와 성균

Functional Materials)’의 온라인판 표지 논문으

인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티리얼즈(Advanced

한편, 이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중견연구자

료로 생산된다는 점도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높은 수소 검출 성능과 안전성을 동시에 구현

려 높은 수요가 예상된다. 맨눈 검지가 가능한

로 성장하고 있는 수소 연료 전지 시장과 맞물

시간이 수분에서 수십 분까지 소요되는 등 응

존재하는 곤충이 더듬이 구조를 모사하여 전원

서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장점이 있어 폭발적으

응 물질간의 화학 반응 기반이기 때문에 반응

이태윤 교수(전기전자공학) 연구팀이 자연계에

국제 저명 학술지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표지 논문 선정

디스플레이 역할 동시 수행하는 무전원, 비폭발성, 초고감응성 수소 센서 개발

수소 유출 감지하는 ‘고성능 더듬이’ 개발

이태윤 교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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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양은 적을지라도 일시적으로 그리고 간헐적
으로 한 번에 더 많은 양의 보상이 나오는 윈도
우를 선택하는 위험추구군을 구분해낼 수 있게
된다.

고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또한 매우 크다.
하지만 행위중독에 대한 객관적 진단기술 및
발병 기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
며, 특히 약물중독과 달리 행위중독은 동물모델

친 뒤 코카인 또는 식염수를 장기간 투여하는
등의 변수를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위험선택에
대한 선호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했다. 그
결과 사전에 식염수를 맞았던 그룹의 쥐들은
기존의 선택을 그대로 고수했으나, 코카인에 노
출되었던 그룹의 쥐들은 그 선택의 패턴이 보
다 위험을 추구하는 쪽으로 바뀌는 것을 관찰
했다. 그러나 매우 흥미롭게도 이러한 선택의
변화는 모든 그룹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다.
즉, 기질적으로 위험회피 성향을 보이면서 동시

델이 불과 수년전에 처음 개발된 바 있고, 현재
까지 세계적으로도 한손에 꼽을 정도로 소수
의 연구실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김 교수 연구
팀에서는 몇 년간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도박성
게임 동물모델을 국내 최초로 보유하게 되었으
며, 특히 터치스크린 방식을 접목시켜 마치 사
람이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게임을 하듯이 쥐
들도 그와 가장 유사한 모습으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개량된 모델로 결과를 얻어내는 데 성

씩 쌍으로 구분하여 키우거나, 게임 학습을 마
해외의 경우 쥐를 이용한 도박성 게임 동물모

있어 왔다.

연구팀은 더 나아가 쥐들을 홀로 혹은 두 마리

는 윈도우를 선택하는 위험회피군과 비록 전

게임중독은 폭력성 및 자살 등과 연관성이 높

개발 자체가 쉽지 않아 제반 연구에 어려움이

면, 주어진 시간 동안 가장 많은 양의 보상을 주

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도박,

게임정지시간(처벌)을 받게 된다. 일정 시간의
우 중 어느 것을 가장 선호하는지 선택하게 하

확률로 설탕먹이(보상)를 받거나, 혹은 일시적

세계 최초다.

장이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탐닉하는 행위중독

은 각각의 윈도우를 터치할 때마다, 서로 다른

게임 학습과 접목시켜 논문으로 발표한 것은

학습을 마친 뒤 쥐들에게 4개의 서로 다른 윈도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이러한 행동선택의 변

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훈련시켰다. 쥐들

것과 동일한 터치스크린 방식을 쥐들의 도박성

약물중독뿐만 아니라 도박이나 게임을 삶에 지

과 같은 중독성 약물에 의하여 더욱 악화될 수

오는 작은 사각형 모양의 윈도우 4개를 제시하

리해내는 데 성공했다. 특히 사람이 사용하는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인 판에 게재되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7월 18일자 온라

본 연구성과는 세계적인 국제학술지 ‘사이언티

한 연구”라고 그 의의를 밝혔다.

춤형으로 달라질 수도 있음을 시사해주는 중요

료의 기준 또한 환자의 기질 및 환경에 따라 맞

독질환 관련 환자를 대하는 의사의 진단 및 치

가 요구되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는 임상에서 중

김정훈 교수는 “앞으로 보다 많은 정밀한 연구

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화가 기질과 사육환경의 상호작용에 따라 차등

관찰되는 위험을 추구하는 선택행동이 코카인

이러한 결과는 도박이나 도박성 게임에서 흔히

타났다.

연구팀은 쥐들에게 터치스크린 화면에 빛이 나

기질에 따른 위험회피 및 위험추구 성향을 분

에 홀로 사육되던 그룹의 쥐들에게서는 변화가
없이 본래의 선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

공했다.

터치스크린 방식을 이용한 도박성게임행동 모델과 실제 사진

들에게 도박성 게임을 성공적으로 학습시키고,

의대 김정훈 교수팀(생리학)이 국내 최초로 쥐

기질과 환경에 따라 위험 선택행동이 차등적으로 발현됨을 규명

도박성 게임 동물모델 개발

김정훈 교수팀, 터치스크린 방식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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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셜미디어 마케팅 속성
중 엔터테인먼트가 가치, 관계, 브랜드자산 모
두에 영향을 미치고, 상호작용과 트렌드가 브랜
드자산에, 맞춤은 관계자산에, 구전효과는 가치
자산에 추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김지영 박사)의 연구가 지난 10월 경영학 분야
국제우수학술지 ‘저널 오브 비즈니스 리서치
(Journal of Business Research)’에서 지난 5년
간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Top 3에 오르는 성
과를 기록했다. 본 논문은 플로리다 대학교의

되고 있는 소셜미디어 마케팅 활동이 기업의

계 10위에 랭크된 바 있다.

에 따라 기업과 럭셔리브랜드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틀을 제공했다.

석했다. 나아가 럭셔리브랜드에서 사용 가능한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척도를 세계 최초로 개발

표한 ‘SCOPUS 활용 논문 작성과 학술지 등재
전략’에 따르면 고은주 교수는 최근 6년간 한국
에서 SCOPUS 등재저널 마케팅 분야에서 가장
많은 업적을 달성한 우수연구자 1위로 선정되
기도 했다. 연구팀은 국내 기업들이 국제 시장

활동의 속성과 럭셔리브랜드의 고객자산속성
을 새롭게 규명하는 것은 물론, 소셜미디어 마
케팅활동이 가치자산, 관계자산, 브랜드자산을
통해 고객자산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
를 밝혔다.

내기업들의 국제경쟁력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
으로 기대된다.

테인먼트, 상호작용, 트렌드, 맞춤, 구전효과 등
5개 차원으로 도출했다. 더불어 소비자가 인지
한 소셜미디어 마케팅 활동은 가치자산, 관계자

에 사용할 수 있는 분석 프레임을 제공하여 국

예컨대, 소셜미디어 마케팅 활동의 속성을 엔터

에서 고급브랜드를 론칭하거나 지속적인 관리

비어(Elsevier)가 우리 대학 학술정보원에서 발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다. 지난 8월 24일 엘스
연구팀은 럭셔리브랜드의 소셜미디어 마케팅

인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현재 연구팀은 럭셔리브랜드경영 연구 분야를

아가 현재 급변하는 럭셔리 비즈니스 환경변화

셔리브랜드 고객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

해 전 세계 소셜미디어 마케팅 관련 연구에서

팅 전략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나

고은주 교수 연구팀은 소셜미디어 마케팅이 럭

중장기적인 수익 관점에서 기업에 적합한 마케

이는 최근 패션산업과 기업에서 활발하게 도입

Cited Marketing Articles)에서 지난해 10월 세

Shugan’s Top 20 Marketing Meta Journal(Most

산, 브랜드자산 모두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의류환경학과 고은주 교수 연구팀(공동저자

소셜미디어 마케팅이 럭셔리브랜드 고객자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마케팅 분야 최다 인용 논문으로 꼽혀

고은주 교수 연구팀,

RESEARCH FRONTIER

연세 RESEARCH

주니어 연구톡톡

정도를 넘는 소리,

Wang) 두 분과 다르게 제가 혼자 한양대학교에 다니고 있어

소음을 연구하다

시간을 맞춰서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로 주말에

그래서 2차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지금은 디자인을 수정하고,

만나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측정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지를 실

는 결론에 다다르게 됐죠.

서 불편하기도 해요. 각자 할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 평일에

험적으로 계속 고쳐나가고 있어요. 동력을 만드는 방법과 프
언어가 달라서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자료에 접근하기가 힘들
Interactive Sound Barrier design

레임 수정에 있어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도 했어요. 언어 자체는 캠퍼스 밖에서의 협업과 같은 일이
있을 때 많은 장벽이 되기도 하지만 연세대학교에서 좋은 플

디자인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나요?

랫폼을 제공해줘서 많은 도움이 됐어요.
A. 처음 생각했던 디자인과는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그 과정

우리 대학교 대학원과 미래융합연구원은 다양
연구를 진행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한 전공의 대학원생들이 모임과 협력을 통해 창

에서 합동연구의 이점을 톡톡히 누리고 있기도 하고요.

의적인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Junior 융합 연
구그룹’을 모집해 융·복합 사고 역량 강화를 위한

A. 다 같이 친구 집에 놀러가면서 연구 아이디어를 얻게 됐어

우선, 저희는 장치 내부에 단단히 고정될 수 있는 프레임을 넣

도전적인 연구에의 관심을 지원하고 있다. 본 프

요. 그 집이 홍대 한복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집을 가는 길

어 장치의 형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함께 연

에 정말 시끄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 거리에 버스킹

서 접었다 폈다가 가능한 재질로 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기

구함으로써 융합연구 문화의 기반을 조성할 수

도 너무 많았고, 가게에서는 저마다 엄청난 크기의 소리를 내

전자공학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 Wang 씨가 가장 핵심적인 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는 스피커들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의

자 센서를 만들고 있어요. 이 센서를 통해 소음을 측정하게 되

피해가 분명하리라 생각했고, 소음을 줄이는 연구가 필요하

고, 그 데이터가 모토를 통해 구조물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다는 생각이 들었죠.

거죠. 소음이 크면 프레임이 커지고 작으면 작아지게 할 수 있

팀 소개 부탁드립니다.
<연세소식>에서는 지원 대상자로 선발된 대학원
생 연구팀을 만나 학생들의 연구 아이디어를 직

A. 저희는 도시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을 줄이는 방법

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호에서는 도

을 연구하고 있는 Interactive Sound Barrier Design팀이에요. 정확

시 생활환경 개선을 연구하고 있는 3명의 중국

하게는 소음을 잡아내 흡수할 수 있는 쌍방향 음향 장벽을 만들고

유학생 Yuanyuan Che(건축공학·4학기), Angie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창조적인 디자인과 설계물을 만들 수 있

A. 저희는 우선 사전연구를 거쳐서 1차적인 결론을 낸 이후,

Ngan(건축공학·3학기), Dingyang Wang(한양대·

을 거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팀입니다.

현재는 2차적인 연구를 하고 있어요. 먼저 사전연구는 홍대

연구의 진행 과정은 어떻게 이뤄졌나요?

팀 구성원은 어떻게 모인 건가요? 학교나 언어가 달라서 불
편한 점은 없었나요?

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조형물로도 작용할 수 있게끔 디자
인에 다양성을 시도하고 있어요. 경제성과 심미성 둘 다 잡으

‘걷고 싶은 거리’에서 진행했어요. 1층이나 지층에서 나오는 소

전기전자공학)을 만나 연구 이야기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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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그리고 단순히 소음을 막아주는 구조물 역할만을 담당

려는 계획입니다.
연구를 마친 이후 정해둔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음 문제가 가장 심각한 대표적인 장소라고 생각했거든요. 결
과는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본래 사람은 40dB(데시벨) 정도에

A. 연구를 단순히 저희만의 결과물로 남기지 않을 거예요. 저

서 적당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거리에서는 평균 90~95dB

희는 소음을 센서가 파악하는 핵심 소재로 활용하고 있지만,

A. Ngan) 저는 홍콩에서 대학을 다녔어요. 대학원을 한국에 있는

수준을 보였고, 최대 100dB까지도 측정이 됐어요. 이런 소음

이 활용도는 무궁무진하거든요. 햇빛의 강도를 측정하면 해

연세대학교로 오게 된 거고요.

에 장시간 노출이 된다면 청력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를 가릴 수 있는 구조물이 될 수도 있고요. 비를 센서가 파악

소음이 1층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2층 이상에 있는 가게나

하는 요소로 둔다면 비가 올 때 비를 막아주는 구조물을 만들

Che) 저희는 사실 팀 구성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저와 Ngan 씨

주거지에는 당연히 상당히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뜻이겠죠.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 연구를 오픈소스로 공개할 예정

는 같은 과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처음 팀 구성을 할 때 같이 의

그래서 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1층에서 나오는 소음을 차단

입니다.

견을 맞췄었죠. 그런데 각자 사정으로 본래 있던 팀원들이 빠지게

해줄 수 있는 구조물이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돼, 저와 학부시절 룸메이트였던 Wang 씨가 합류하게 됐어요. 저

결과 1차 연구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디자인을 구상하게 됐

희는 한국에 있는 안동대학교에서 함께 학부생활을 했거든요.

지만 토론을 거치다 보니 이 디자인의 형태가 적절하지 않다

(취재 : 오지혜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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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소식

신촌캠퍼스 소식

신촌캠퍼스 소식
합 이전하고 지난 10월 18일부터 학과행정 통

한 관심을 넘어 구매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것

속됐다.

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다.

중국약사회 Meng, Lihua 비서장은 중국의 임

학과행정통합TF팀에서 기획한 본 통합 서비스

마지막으로, 강봉규 PD는 새로운 기획을 하기

상약사들이 실무 능력을 향상하고 임상약사의

는 대학 행정체제 개편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위해서는 어떤 거창한 것을 새롭게 창조하려고

직능을 확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 앞으로도

홍대식 공과대학장은 “이번 통합 서비스 개편

힘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보았던 것들을

이런 교류의 장을 많이 만들어 한국 임상약사들

을 통해 학과행정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우리 대

다르게 볼 것을 주문했다. 즉, ‘창조’는 ‘발견’에

과의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중국의 실정에 맞게

학의 철학적 기초인 기독교 정신(Christianity),

서 시작한다는 것을 힘주어 말하면서, 방송 제

약사직책과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창의성(Creativity), 연결성(Connectivity)의 가

작이라는 일이 특정 전공자들에게 유리한 것이

했다. 중국약학회 국제교류센터(팀장 Zhang,

“슈퍼맨이

돌아왔다” 강봉규 PD,

아니라 본인의 관심사와 기획력이 있으면 누구

Ziye)는 연수생들의 연수효과가 뛰어나 향후 연

‘기획에 관한 짧은 이야기’ 강연 개최

에게나 열려 있는 일이라고 말하며 강연을 마무

세대학교 약학대학과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열

리 했다.

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치를 구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8 재상봉행사 위한 첫 준비모임

을 되새기고 향후 동문회 활동이 활성화될 수

열려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며 학과 대표자들

연문인 수상자에 작가 윤후명 등 3명

‘창조’는 ‘발견’에서 시작하는 것

한균희 학장은 “이번 연수가 중국과 한국 약사

에게 각각 위촉장을 수여했다.

교류의 중요한 시작점이 돼 양국에서 약사 직능

한·중 임상약학연수 프로그램 개최

각 학과 대표자에 위촉장 수여

이밖에도 전체대표를 선정하고 조직을 구성하

제17회 연문인 수상자로 학술부문에 김수용 명

지난 9월 28일, 강봉규 PD가 본교에 초청되어

수차례 걸쳐 논의 이어갈 것

는 안 등 각종 안건들을 함께 논의했다. 이들 학

예교수, 문화예술부문에 작가 윤후명, 사회봉사

‘기획에 관한 짧은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과 대표자들은 향후 6차례 이상의 모임을 통해

부문에 조남철 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사가 선

했다. 강봉규 PD는 본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이

우리 대학은 창립기념일인 매년 5월 둘째 주 토

보다 뜻깊은 재상봉행사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정됐다.

후 KBS PD로 입사하여 여러 방송프로그램들

요일 졸업 25주년 및 50주년 동문들을 초청해

본격화할 예정이다.

연문인상은 문과대학 동창회가 모교의 명예를

을 제작했다. 특히, 수많은 시트콤과 예능 영역

약학대학(학장 한균희)과 미래교육원(원장 연강

은 실무와 결부된 단기적인 교육이 주가 될 것

‘동문 재상봉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동문과 모

빛내거나 사회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

을 두루 거치면서 경력을 쌓았고, 최근에는 육

흠)은 지난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백양누리 그

이다. 한국과 중국은 같은 문화의 뿌리를 갖고

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최대 동문 행사로서 동

긴 졸업생 또는 전·현직 교수에게 수여하는 상

아 예능계의 대세인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제

랜드볼룸에서 한·중 임상약학 연수를 진행했다.

있고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서 서로 도움이 될

이다.

작하여 시청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2009년을 의약분업 원년으로 정한 중국은 현

수밖에 없는 두 나라이다. 임상약학연수와 같은

김 교수는 괴테, 하이네 등 독일문학 번역과 연

강봉규 PD는 기획의 중요성을 화두로 강연을

재까지도 의약분업 시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실무교육을 통해 서로 교류하면서 지속적인 공

문들이 모교를 방문해 학창시절의 소중한 기억

공과대학 학과행정 통합 서비스 개시

을 되새기며 동문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과 지역이 확대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이를 통해 약학의 가치와 미래를 위한 소중한

한국의 의약분업에 대한 경험 전수해

비전이 공유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
다. 미래교육원 김장호 부원장은 “미래의 교육

있는 축제의 장이다.

공과대학(학장 홍대식)이 학과 행정의 효율성

구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하게 됐으며 윤 작가는

시작했다. 기획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팀의

있다. 이번 연수에는 중국의 50여 개 대형병원

동발전을 이루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2018년 5월 12일 열리는 재상봉 행사는

을 높이기 위해 통합 서비스를 도입한다. 기존

문단 데뷔 50년 동안 시와 소설 등에서 독특한

일원으로서 필요한 것이고, 기획을 잘 하기 위해

의 52명 약무국장들이 참석하여 한국의 의약분

약학대학은 앞으로 중국약학회, 중국약사회와

졸업 50주년을 맞은 64학번(의학은 68년 졸

공과대학 내 9개 사무실은 각 건물별로 분산되

서술방식의 창작활동을 이어온 것이 인정됐다.

서는 먼저 팀이 어떤 일을 할 지를 고민해야 하

업 정책, 역사, 시행방법등에 대해 많은 경험을

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학술연구의 폭을 넓히고

업)과 졸업 25주년을 맞은 89학번(의학 및 치

어 구성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지는 한

조 상임이사는 20여 년간 중국 조선족 학생을

고, 다음으로 어떤 결과물을 내야 할지를 고민

전수해갔다. 교육내용은 실무와 직결된 내용을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의학은 93년 졸업)이 주인공이 되어 행사를 꾸

계가 있었다.

위한 장학사업과 책 보내기운동을 전개했다. 시

해야 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리

위주로 편성되어 강의 후 열띤 질의 응답이 지

리게 된다. 본 행사는 특히 각 학과 대표자들이

공과대학은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9개

상식은 지난 10월 24일 문과대학 100주년 기념

더십인데, PD라는 위치는 본인의 의견도 중요

힘을 합쳐 함께 만들어간다는 데 더 큰 의미가

학과 사무실을 제4공학관 3층(D301호)으로 통

홀에서 열렸다.

하지만 같이 작업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잘

있는데, 지난 10월 24일 영빈관에서 그 첫 번째

조율하는 것도 못지않게 필요하다고 했다.

준비모임이 열렸다.

그는 또한 사람들에게 공감을 시킬 수 있는 것

김용학 총장과 김영석 행정대외부총장, 안강현

이 기획의 핵심이라고 했다. 사람들에게 어떤

대외협력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학과 대표

내용을 이야기로 들려주면 쉽게 잊어버리고, 그

자 50여 명이 한 데 모여 ‘2018 재상봉행사’ 준

내용을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면 더 잘 기

비를 위한 첫 삽을 떴다. 이날 김 총장은 “재상

억은 하겠지만 거기까지 이고, 그 내용을 만들

봉행사를 통해 학창시절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

어가는 주체로서 시청자들을 참여시키면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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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진들은 수업 후 학생들의 열정적인 모습과

연강흠 미래교육원장은 이날 입학식에 참석한

세계 16위를 차지했다. 이는 매니지먼트 역량을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하

수강생들에게 연세가족이 된 것을 축하하며, 배

한 단계 향상시켜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경영자

며, 함께 방문한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됐다

움을 통해 더욱 발전하는 삼성생명이 되길 당부

로 성장해 나아가도록 한다는 EMBA의 교육목

고 했다.

하고, 수강생의 앞날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표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수업을 마치고 오찬을 같이 하며 좋은 시간을

기원했다.

경영전문대학원 엄영호 원장은 “연세 MBA는

보냈고 언어연구교육원 유현경 원장도 자리를

이번 과정은 이성호 명예교수(교육학과)의 입

2010년 국내 최초로 세계 랭킹에 오르면서 한

빛내주기 위해 방문하여 캘리포니아 교수들과

학식 특강부터 시작하여 12월 20일 연강흠 미

국형 MBA의 역량을 세계에 알리기 시작했고,

인사를 나눴다.

마지막으로 노 상무이사는 학생들에게 앞으로

래교육원장의 수료식 특강까지 총 10주 동안

국내 다른 MBA 프로그램들의 글로벌 스탠다드

오찬을 마친 후 관계자들은 연세대학교 캠퍼스

의 인생에서 자신의 뜻과는 달리 일이 잘 풀리

금융 트랙과 리더십 트랙, 각 트랙별 3개씩 모

를 끌어올리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며 “앞

를 투어하며 가을 풍경을 감상했으며 짧은 시간

지 않는 상황이 있을 것이고, 그때 일 하나하나

듈을 구성하여 주제별 집중학습으로 진행된다.

으로도 글로벌 협력을 근간으로 최고의 리더를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오스트리아

방한해 강의를 통해 독단적인 성서 읽기를 넘어

이었지만 상호 대화를 하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

에 너무 낙담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으며, 많은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것”이

비엔나대학 교수 특별강연 개최

서 역사와 맥락과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순환하

해 의견을 나눴다.

시간이 지난 후 그때의 경험 하나하나가 자신에

라는 다짐을 보였다.

는 해석학적 성서 읽기를 소개했다. 또한 표면

이번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교수들의 방문은

게 ‘자격’과 ‘기회’라는 모습으로 찾아올 것임을

연세 MBA, 파이낸셜타임스 세계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소장 정재현)는 지난 10

적인 접근보다는 텍스트 배후에서 들려오는 사

영어교육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하고 영어 교육

기억할 것을 당부하면서 강연을 마무리 했다.

43위로 평가

월 16일 ‘Christianity and the Encounter of

회-문화-정치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가 과정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World Religions’라는 제목의 특별강연을 진행

고 전했다.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드는 자리가 됐다.

2017 법현 Festival 개최
최고의 리더를 양성하는 교육

했다. 이번 강좌에서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

미래교육원, ‘2017 연대-삼성 금융

의 Christian Danz 교수가 방한하여 강의를 진

리더 과정’ 입학식 개최

행했다. 그는 강의를 통해 타종교에 대한 이해

‘내 인생의 길 찾기’, 더 나은 자신이

를 통해 자신의 종교 보다 깊은 차원에 이를 수

될 수 있게 하는 방법

있다고 말하며 틸리히의 종교신학적 관점을 소

아모레퍼시픽 노지혜 상무이사 강연 개최

개했다.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부소장인 홍국
평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나가

지난 9월 23일 광복관 뒤뜰에서 재학생 및 동문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현 Festival이 개
최됐다.

미래교육원은 산업협동프로그램으로 ‘2017 연

이날 행사는 동문들의 후원으로 개최됐으며, 재

대-삼성 금융 리더 과정’을 새롭게 개설하고,

학생들의 장기자랑과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지난 10월 19일 제1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우리 대학교 MBA 프로그램이 올해 영국 파이

펼쳐졌다. 참석한 성영훈 법과대학 총동창회장

‘연대-삼성 금융 리더 과정’은 삼성생명의 10년

낸셜타임스(FT) 평가에서 43위를 차지했다. 이

(78 법과대학)과 치킨 200마리와 음료를 제공

‘종교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다른 상황에서 본

질의응답 시간에는, ‘해석학적 성서 읽기의 실

지난 10월 12일 노지혜 아모레퍼시픽 상무이사

차 이상 활동 중인 우수 금융컨설턴트를 대상으

는 2015년 45위에 이어 두 단계 상승한 것으로

한 정재영(71 법과대학) 동문은 인사말에서 재

강의 주제가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테러와 차

질적인 사례’, ‘공동체마다 다른 문화적 맥락에

가 우리 대학교 리더십 워크숍 강의에 초청되어

로 우리 대학교 교수진의 명강의와 해외 선진금

연세 MBA가 세계 50위권 글로벌 프로그램으

학생들에게 예비 법조인들로서 능력을 마음껏

별 등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여러 배타적 신념

서 성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등에 관한

‘Leading Self – 내 인생의 길 찾기’라는 주제

융중심지역 견학 등으로 구성됐으며, 과정 수료

로 자리매김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을 보내며, 더불

을 본 강의의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질문과 강연자의 응답이 이어졌다.

로 강연을 했다.

후 컨설턴트들이 고객의 인생 전반에 걸쳐 보험

이번 FT 랭킹에 참여한 프로그램은 연세 MBA

어 매년 법현 Festial 개최에 적극적인 후원을

것인지’ 등에 관한 질문과 강연자의 응답이 이

노 상무이사는 많은 학생들이 “내가 무엇을 해

설계부터 종합자산관리까지 책임지는 ‘인생금

네 개의 프로그램 중 기업 임원이나 최고경영자

약속했다.

어졌다.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는 2학기에도 다

야 하나”하는 난관에 봉착할 때가 있는데 이러

융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추도록 설계됐다.

를 위한 EMBA(Executive MBA)이다. 랭킹의

양한 강연으로 신학 연구자들의 학문적 지평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교수진,

한 선택의 기로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다른 사

평가기준은 크게 졸업생들의 경력개발 성취도,

넓히는데 앞장 설 예정이다.

외국어학당 방문

람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의식 없이 함께 올라가

학생 및 교원의 다양성, 학문적 성과이다. 연구

지 않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녀는 자신을 리드

실적이 국내에서 가장 뛰어났다는 점은 주목할

지난 10월 19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롱

(Lead)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

점이다. 또한 연세대 EMBA는 경력개발 성취

비치 캠퍼스 교수들이 우리 대학교 외국어학당

게 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들은 자신

도를 평가하는 기준에서 두드러진 성적을 거두

한편, 지난 9월 27일에는 GTU(Graduate

을 방문하여 TESOL 수업을 참관하며 의견을

이 특정한 ‘자격’을 갖춰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었다. 세부 지표인 현 연봉 평가에서 세계 12위,

Theological Union)의 Uriah Y. Kim 교수가

나눴다.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입학 전 경력 세계 14위, 입학 전후 직급 상승

유기적 성서 읽기에 관한 강연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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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이론 수립과 창안’ 주제의 연구과제를

하라서방(原書房)에서 제작한 이 책의 부록에

데 제안 내용 등에 대한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Privacy Bridges의 창시자’

지난해 선정 받아 진행하고 있다.

졸업생 명단이 기수별로 정리되어 있다.

지영석 회장은 본교 경영전문대학원의 특임교

라고 할 수 있는 前 네덜란드 DPA 의장 Jacob

연구 과정에서 육군 나카노학교(陸軍中野學

또한, 연구팀은 나카노학교 제1기생이 1년간 교

수로 활동 중에 있으며, 본교와 엘스비어사는

Kohnstamm이 발표자로 참석하여 Privacy

校)가 배출한 졸업생 전체의 명부를 발굴했다.

육받은 교과목, 강사진 등 교육내용도 입수했다.

2018년 6월 20일 ~ 21일 양일간 백양누리에

Bridges에 대한 철학을 소개했고, 한국인터넷

나카노학교는 적 후방에 침투하여 암살, 파괴

서 2018 Asia Pacific Research Intelligence

진흥원(KISA) 개인정보협력팀 윤재석 팀장,

등 다양한 정보공작활동을 전개하는 비밀요원

Conference를 개최할 예정이다.

바른ICT연구소 김범수 소장이 Asia Privacy

을 양성했던 제국주의 일본의 비밀 교육기관이

엘스비어(Elsevier)사 지영석 회장,

Bridge Forum에 대한 활동, 그리고 아시아에

었다. 관련 자료를 수집하던 중 일본 국회도서

본교 연구력 강화를 위한 특강 실시

서의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발전

관에 소장되어 있는 책자에서 졸업생 명부를 찾

바른ICT연구소, 세계적인 개인정보

방향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아냈다. 나카노학교 졸업생 전체의 명단이 국내

보호회의 제39차 ICDPPC 참석

유럽 주요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석함

에 소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인

으로써 성황리에 세션이 진행됐고, 김범수 바른

다. 연구진은 그동안 국내외 데이터베이스, 각

유럽 주요 국가들의 참석으로 성황리에

ICT연구소장은 “이번 발표 전후로 싱가포르, 홍

1369~1430)의 『봉사(奉事)』와 양성지(1415∼

급 도서관을 수차 열람했으나 관련 자료를 찾지

세션 진행

콩, 일본 등의 APB Forum 운영에 대한 관심과

1482)의 『편의이십사사(便宜二十四事), 굴원

못해 일본 국회도서관 소장 책자를 열람하던 중

학술정보원 국학자료실,

의 『초사(楚辭)』, 『구가(九歌)』의 형식을 채

명부를 찾아냈다.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

히 싱가포르와 홍콩은 교수네트워크 협회와 연

제34회 고문헌작은전시회 진행

용하여 단군의 사적을 시적으로 형상화한 김시

졸업자 명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네야마 마

아시아권 국가들과 정책적 연대 강화 필요

구소 지원 등을 통해 한국과 유사한 노력을 하

습(金時習, 1435∼1493)의 『의초사구가사수

사하루(金山正治)란 일본명을 쓴 북한 평양

세계 최대 연구업적 색인·분석기관인 엘스비

고 있으며, APB Forum을 적극적으로 자국에

지난 8월 31일까지 학술정보원(원장 이정우) 국

(擬楚辭九歌四首)』, 단군에 대한 제반 기록에

출신 김양찬(金良贊)이란 인물이 이번에 입수

어(Elsevier)사의 지영석 회장(Chairman, YS

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학자료실에서는 ‘문집으로 살펴보는 단군(檀

대하여 비판적 인식을 피력한 남구만(南九萬,

한 나카노학교 출신자 명단에 실려 있는 것을

Chi)이 지난 9월 27일 본교에서 교직원 대상으

APB Forum을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君)’이라는 주제로 제34회 고문헌작은전시회를

1629∼1711)의 『동사변증(東史辨證)』, 『삼국

확인했다. 김양찬은 1943년 5월에서 1944년 3

로 특강을 진행했다.

현재의 입지를 계속 유지하려면 아시아권 국가

진행했다. 단군은 주지하듯이 ‘단군왕검(檀君

유사』의 기록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제시한 안

월까지 훈련 받은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경영관 용재홀에서 오전 11시부터 1시간동안 진

들과 정책적 연대 강화가 필요하며, 정부의 적극

王儉)’, ‘단군천왕(檀君天王)’이라고 하며 천제

정복(安鼎福, 1712∼1791)의 『동사문답(東史

나카노학교 출신 중 한국인이 있었다는 것도 이

행된 특강에서는 ‘Yonsei: Facing the Fourth

적인 연구 및 국제적 협력 지원이 필요한 실정

인 환인(桓因)의 손자이자 환웅(桓雄)의 아들

問答)』 등을 통하여 단군에 대한 역사적 논설

번에 처음 찾아낸 사실이다. 나카노학교가 설립

Industrial Revolution’을 제목으로 4차 산업혁

이다.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그리고 바른ICT

로서 기원전 2333년 아사달(阿斯達)에 도읍을

과 문화적 채용의 양상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될 당시에는 창씨개명이 이루어진 이후이기 때

명 시대의  본교 연구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아

연구소는 앞으로 정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및

정하고 개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조선과 단

접근할 수 있었다.

문에 다른 조선인의 졸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디어들이 논의되었다. 지영석 회장은 엘스비

우리 대학교 바른ICT연구소는 지난 9월 25

시민단체 등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며 그

군에 대한 초기기록으로는 『위서(魏書)』, 『삼

서는 이들의 일본식 이름을 우선 파악해야하는

어사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연세대학교의 연구

일 홍콩 Kowloon Shangri-La Hotel에서

범위를 더욱 넓혀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제39차

국유사』, 이승휴(李承休, 1224∼1300)의 『제

점을 감안, 연구진에서는 이들의 일본식 이름을

전략 재설정, 국제협력연구 강화, 연세문화 및

열린 세계적인 개인정보보호회의인 제39차

ICDPPC 관련 추가 정보는 홈페이지(https://

‘문집으로 살펴보는 단군(檀君)’

참여 의지가 매우 높아졌음을 확인하였고, 특

왕운기(帝王韻記)』, 권근(權近, 1352~1409)의

‘일제 전위세력 양성소, 육군

계속 탐문 중이다.

아이덴티티 창에 대해 제안했다. 더불어 김용학

ICDPPC(International Conference of Data

www.privacyconference2017.org)에서 확인

『응제시주(應製詩註)』 등이 있다.

나카노학교의 조선인 졸업생 첫 확인’

졸업생 명부를 실은 책자는 일본이 패망한 후 나

총장을 비롯한 50여 명의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

Protection and Privacy Commissioners)에

가능하다.

본 전시회에서는 ‘단군신화’로 익숙한 단군에

카노학교 출신자들로 조직된 친목단체인 나카노

초대받아 참석했다. 전 세계 각국(일본, 홍콩,

대한 기존의 기사를 조선시대의 주요한 문집 13

국가관리연구원, 나카노 학교 졸업생 전체

교우회에서 1978년 3월 10일 발행한 단행본이다.

싱가포르, 마카오, 중국,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종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반

명부 발굴

교우회 회원들만 소장하기 위해 제작한 책자로

등)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문가 및 정부관

서 당시 시중에 판매되지 않았던 비매품 책자다.

계자 등과 함께 ‘Asia Privacy Bridge Forum’

적으로 단군의 사적에 대한 기사는 『삼국유사』
의 기록과 대동소이하지만, 조선 초기 제천(祭

국가관리연구원(원장 조화순)은 한국연구재단

그만큼 사료로서의 가치가 크다. 이 책의 책자명

개최로부터 얻은 Asia Privacy정책에 대한 바

天)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맥락에서 동방의 시

토대연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정보활동

은 ‘육군 나카노학교’이며 책이 발간될 당시 교우

른ICT연구소의 지식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

조로서 단군의 위상을 서술한 변계량(卞季良,

사료수집, 사료검증, 사료연구를 통한 한국적

회장은 타로라 사다오(太郞良 定夫)였다. 일본

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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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는 이틀간 128명의 당대 최고의 국내외

외 저명대학들의 학자들이 대거 모여 21세기 중

진행했다.

주도 마련되어 있다.

중국어법학자들의 열띤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

국어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열

노스웨스턴 대학의 Chad Mirkin 교수와 도쿄대

8일은 바로크 시대의 상징과도 같은 악기인 하

다. 이 학술대회는 30년 간 중국 내에서만 행해

띤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북경과 상해

학의 카타오카 교수등 세계적인 석학들이 발표

프시코드 두대를 함께 연주하는 하프시코드 듀

지던 가장 권위있고 활발한 중국언어학회 중 하

의 웹기반 기업들과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 시

를 진행 했고, 코펜하겐 대학의 부총장과 네이

오 연주가 준비되어 있다. 한국에서 흔하게 볼

나로 올해 처음 해외대학인 우리 대학교에서 진

대에 걸맞은 웹기반 중국어교육 모델 개발 등의

쳐 저널의 자매지인 네이쳐 바이오엔지니어링의

수 없는 악기인 하프시코드 두대가 동시에 연주

행됐다. 발표자 이외의 일반 참여자까지 200여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chief editor가 발표를 이어갔다. 또한 우리 대

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이색적인 무대를

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우리 대학을 처음 방

2018년 대회는 국립대만청화대학에서 개최된다.

학 화학과의 이동일 교수와 오문현 교수가 나노

제공한다. 바로크와 고전시대의 작품을 두루 연

문한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학부인 연세

와 바이오 사이언스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여 우

주하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한국에서

대학교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리 학과 연구의 우수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

드물게 연주되는 악기 편성과 작품을 감상할 수

한편, 제10회(2019년) 학술대회는 일본 오사카

2017년 연세대 출신 검사 임용 전국

번 행사 연사들은 여러 분야의 주제에 대해 발표

있다.

산업대학에서 개최된다.

1위

를 진행해, 대학원 화학과 소속 교수 및 석박사

9일에는 금년 8월에 루스채플에 설치된 바로크

과정생, IBS 나노의학연구단 소속 석박사 과정생

오르간을 기념하는 봉헌 연주로 진행된다. 음악

들과 학문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대학 교회음악과 곽동순 명예교수와 신동일교

우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 임용이

공자아카데미 제10차 중국학논단

제9회 현대중국어어법 국제학술대회

및 중국연구원 제6회 해외저명학자

개최

제9회 아시아태평양 중국어교육

2017년 10명으로 7명과 6명에 각각 머무른 고

수가 루스채플에 설치된 바로크 오르간의 음색

국제학술대회 열려

려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비해 전국 1위

의 특징과 아름다움을 잘 알릴 수 있는 바로크

를 차지했다. 또한 출신대학 검사임용에서도

초청강연

연세 바로크 뮤직 페스티벌 개최

2017년 12명으로 1위를 나타냈다. 정갑윤 국회

시대 독일, 프랑스 작곡가의 작품을 연주하는 무
대로 꾸몄다. 또한, 바로크 음악에 관심이 있는

지난 10월 14~15일 양일간 백양누리 그랜드볼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검사임용현황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우리 대학교 교회

분들을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주제의 교육 프

공자아카데미와 중국연구원(원장 김현철)에서

룸과 국제회의실에서 ‘제9회 현대중국어어법

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6년간 법학전문

음악과 주최로 연세 바로크 뮤직 페스티벌이 개

로그램이 마련 되어 있고 유럽에서 활동하는 최

는 매학기 해외 저명학자를 초청하여 우리 학교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북경대학, 복단대학,

대학원 출신 검사임용현황에서 모교가 총 36명

최된다. 전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유럽의 바로크

정상 음악가들의 바로크 건반음악, 바로크 성악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열고 있다.

남경대학, 기남대학, 화중사범대학, 상해사범대

으로 서울대에 이어 2위를 나타냈고, 출신대학

음악 전문가들과 연주자를 초청하여 나흘간 진

마스터클래스도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연세

그 일환으로 지난 10월 20일 중국 언어학 분야

학, 절강사범대학, 북경어언대학, 중산대학, 무

검사임용통계에서도 서울대(94명)에 이어 53

행되는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다양한 연주 프로

대학교 교회음악과 02-2123-3025, 연세대학

의 대가인 국립대만사범대학과 중원대학 등수

한대학, 절강대학, 홍콩이공대학, 홍콩중문대

명(고려대는 36명)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램과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교 미래교육원 고음악 전문연구과정 간사 010-

신(鄧守信) 교수를 초청해 “对外汉语的语法

학, 마카오대학 등 14개 해외 유명 대학이 컨소

중국연구원과 공자아카데미는 지난 10월

7일 연주에는 바로크 음악의 거장 료 테라카

8745-6637)

教学與教学语法”이라는 제목으로 중국어법

시움 형식으로 참여하는 최고의 중국어 어법 학

21~22일 양일간 백양누리 그랜드볼룸과 국제

도 교수(헤이그 왕립 음악원, 브뤼셀 왕립 음악

및 교육전문가 모임을 진행했다. 등수신 교수는

술대회인 본 국제학술대회를 우리 대학 중국연

회의실에서 ‘제9회 아시아태평양 중국어교육

화학과 100주년 기념 및 IBS 국제

원 교수, 일본 도호 음악원 특임 교수)를 초청

1940년생으로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언어교육

구원, 공자아카데미, 중국어문학연구회가 공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심포지엄 개최

하여, 세계적인 바로크 연주자들로 구성된 오

학으로 석사를 받은 뒤,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으로 개최한 것이다.

백영서 문과대학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학술대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에서 박사학위

이재용 교학부총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학술대

회는 이틀간 한국, 미국, 중국, 영국, 대만, 일

지난 11월 2일 목요일, 화학과(학과장 이동일)

펼쳐진다.

를 취득한 후 미국과 대만, 태국 등의 대학에서

본, 싱가포르, 홍콩, 월남, 마카오 등 11개국에서

는 Y-IBS 과학원 나노의학연구단(단장 천진

현재 활동하는 바로크 성악 분야에서 가장 중요

꾸준히 중국교육어법의 대가로서 창의적인 시

148명의 당대 최고 중국어교육 학자들이 참여

우)과 공동 주최로 “연세대 화학과 100주년 기

한 연주자 중 한사람으로 꼽히는 스웨덴, 칠레

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는 대표적 중국 언어학

해 열띤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올해는 ‘중국

념 및 IBS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Future

출신 메조 소프라노 루치아나 만치니가 내한하

자다. 이날 참가한 우리 대학교 중국어법 전공

어교육의 언어 및 문화 융합과 응용’이라는 주

Innovations on Nano and Bio Systems”이

여 한국에서 잘 알려진 레퍼토리인 헨델, 비발디

대학원생과 연구자들 역시 진지하고도 의미 있

제로 우리 대학을 비롯해 스탠포드대학, 북경

라는 주제로 과거 100년의 역사를 기반으로 미

의 오페라 음악을 정통 바로크 주법으로 연주하

는 토론을 이어나갔다.

대학, 리치몬드대학, 대만국립사범대학, 동경대

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 다양한 분

며 또한 루스채플에 설치된 바로크 오르간을 기

학, 남양이공대학, 홍콩대학, 하노이대학 등 해

야의 국내외 유명 석학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념하는 순서로 신동일, 조성연 교수의 오르간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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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소식

의료원소식
압, 그 외의 합병증과 싸우며 23년이 훌쩍 지나

이 막연하게 품고 있는 두 번째 꿈이다. 조금 더

술 후 신장의 기능을 평가하고자 연구를 진행했

5%, 수모세포종 4%, 기타 질환 17%을 앓았던

갔다. 갑자기 열이 오르거나 응급실로 달려가는

욕심을 내자면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이 그 기

다. 수술 전/후 신실질 입체 해부학 및 부피변

환자들이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았다.

일이 다반사였다. 씩씩하게 이 모든 것과 맞서

록을 읽고 삶의 희망을 얻는 것이 조심스레 품

화의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임상 결과에 수렴하

공여자와 조직적합항원 일치도에 따라서는 환

온 그에게도 도저히 견뎌내기 어려운 순간은 있

은 세 번째 꿈이다.

는 최적의 수술 모델을 개발했다.

자 본인의 조혈모세포를 사용하는 자가조혈모

었다. 몸을 지탱하는 약도 모두 끊고 소중히 지

세포이식이 52%를, 타인의 조혈모세포를 사용

켜온 첫 아이를 7개월 만에 뱃속에서 떠나 보냈

하는 동종조혈모세포이식(혈연일치동종 22%,

을 때였다. 바로 전날 산부인과 진료를 보며 태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세브란스 조혈모세포 이식 2,000례

동을 느꼈던 아이는 열이 끓어 응급실을 찾았던
그날 엄마와 영영 이별했다.

산학융복합의료센터 1주년 심포지엄
빅데이터, 뇌과학, PET-CT, 3D 프린팅

치하는 혈연과 비혈연 공여자가 없을 때 주로

의대 최병욱·나군호 교수

국내 최초 및 선구자 역할, JACIE 국제

선택하는 반일치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이 4%를

인증 도전

차지했다.

원센터가 입주했다. 올해 1월에는 MRI, 5월에는

이런 가슴 아픈 기억에도 백씨는 삶이 감사하다

PET-CT와 3D 프린팅 운영을 시작했으며 7월

고 말한다. 더 조심하고 더 간절히 지켜가며 다

에는 연구용 영상분석 서비스를 시작했다.

시 얻은 딸은 무엇보다 소중한 삶의 선물이자

세브란스병원의 조혈모세포 이식이 2,000례를

이어 이식병동의 3차 증설, 이식환자를 위한 운

이유다. 투병 생활 중 백씨의 손을 잡으려 다가

넘어섰다.

동과 재활센터, 의료진과 간호사 인력 확충, 조

와 준 수많은 사람에게도 고맙기 그지없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1981년 4월 고 김길영 명예

혈모세포이식 분야의 JCI급 인증이라고 할 수

교수가 국내 최초로 골수이식에 성공하면서 시

있는 JACIE 국제 인증에도 도전한다.

작됐다. 이후 세브란스병원은 조혈모세포 이식

한편, 세브란스병원은 조혈모세포이식 2,000

분야
산학융복합의료센터가 지난 9월 20일 개원 1주

타인일치동종 21%)이 43%를, 조혈모세포가 일

소원트리가 선물한 추억 그리고 ‘희망’

년을 맞아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 유일한 홀에

앞으로 세브란스병원은 1998년과 2006년에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베풀어 보려 애쓰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시신 기증 서약도 했다. 지닌 것이

최병욱 교수

나군호 교수

서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3년째 투병 백명아 씨, 딸·어머니와 첫

없고, 건강하지 않아 더 줄 수 없는 것이 안타까

의대 최병욱 교수(영상의학)와 나군호 교수(비

학 분야에서 선구자로서의 역할도 다했다.

례를 기념하고자 지난 9월 25일 서암강당에서

심포지엄에는 윤도흠 의료원장, 송시영 의대학

가족여행

울 따름이다. 가능한 때는 교회에 나가 주일학교

뇨기과학)의 연구 성과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

2002년 6월 의대 민유홍 교수팀(내과학)은 조

기념 감사예배를 했다.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한다.

신부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됐다.

직형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도 조혈모세포를

1부 감사예배에서는 최형철 원목의 인도로 이

장 겸 센터 소장, 박민수 의과학연구처장, 최동
훈 심장혈관병원장 등 행정책임자와 이규성 명

가족들과 제주도나 갈까. 한없이 가벼운 이 소

백씨는 소원트리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추억과

최병욱 교수는 ‘뇌심혈관질환 진단에 특화된 자

이식할 수 있는 새로운 백혈병 이식 치료법을

병석 세브란스병원장의 축사와 윤도흠 의료원

예교수, 국내외 연자, 교직원, 연구원 등 300여

망을 누군가는 ‘소원’이라 부른다. 세브란스병

더불어 ‘희망’을 얻었다고 말한다. 생각지도 못

기공명영상 조영제 개발’ 성과로, 나군호 교수

개발했다.

장의 격려사가 이어졌고, 다 함께 찬송과 기도

명이 참석했다.

원 ‘소원트리’에 사랑하는 딸과 여행 한번 가보

하게 대상자로 뽑혀 보니 시도하면 될 수도 있

는 ‘신장질환자에서 외과적 치료 후 신장 기능

이 연구결과는 혈액질환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를 드렸다.

심포지엄은 빅데이터를 이용한 중개연구, 뇌과

고 싶다고 적었다가 꿈에 그리던 제주도 여행을

구나, 원하는 것이 이뤄지기도 하는구나 하는

예측 모델 개발’ 성과로 선정됐다.

유명한 영국혈액학회지에 발표되기도 했다.

2부 행사에서는 정준원 혈액내과장이 조혈모세

학 영상, 신약개발을 위한 PET-CT, 3D 프린팅

떠난 백명아 씨가 그랬다.

희망을 다시 품게 됐다.

최병욱 교수는 현재 상용되는 조영제 대비 조영

세브란스병원의 조혈모세포 이식 2,000례를 살

포 이식 역사를 주제로 발표했다. 2005년에 이

분야 등 총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연자로는

평범한 즐거움조차 누리기 어려운 환자들을 위

언제부터인가 꿈을 꾸는 것이 두려웠지만 덕분

효과와 안전성이 월등히 향상된 뇌심혈관질환

펴보면, 내과 환자가 68%, 소아청소년과 환자가

식을 받았던 이상우 씨는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

의과대학 교수, 일본 오사카 대학 준 하타자와

해 세브란스병원과 우리카드가 함께 세운 소원

에 다시 꿈을 가져본다는 그다. 보물 같은 딸이

특화 MRI 진단 조영제를 개발했다. 뇌심혈관계

32%, 남자는 1,185명, 여자가 815명을 차지했다.

고, 1994년 이식을 받은 최지혜 씨는 남편과 딸

교수, 스트라타시스 코리아 황혜영 지사장, 한

트리. 우리카드에서 기부한 4,000만 원으로 환

지금처럼 건강하게 커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에만 머무르며 타 조직으로의 유입이 없도록 디

질환별로는 림프종이 22%, 급성골수성백혈병

과 함께 직접 행사에 참여했고, 2002년에 이식

국전기연구원 설승권 박사 등이 참여해 강의와

자들의 소박한 바람을 이뤄주고 있다. 최근 지

첫 번째 꿈, 현재의 경험과 투병 중 만난 좋은

자인해 뇌심혈관계 조영증강 효과를 극대화했

20%, 급성림프모구백혈병 14%, 형질세포종양

을 받았던 강신중 씨도 연단에 올라 본인의 경

토의를 통해 관련 연구 경험을 공유했다.

원 대상자로 선정된 백씨는 그의 어머니, 딸과

사람들과의 기록을 적어 언젠가 책으로 내는 것

다. 또 몸속에 축적되지 않고, 체외로 완전히 배

13% 그리고 재생불량 빈혈 6%, 신경아세포종

험을 전하며 환우들을 격려했다.

한편, 작년 7월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산학

3박 4일을 여행할 수 있는 150만 원을 전달받

출되는 새로운 물질설계를 구현했고, 현재 상

또한, 베타-지중해빈혈(B-thalassemia)을 진

융복합의료센터는 헬스IT, 의료영상과 의료기기

고 함박웃음을 지었다.

용되는 조영제의 핵심 성분인 가돌리늄(부작용

단받고 아랍에미리트에서 와 작년 8월에 이식

임상연구 분야에서 산업체, 대학, 병원 등 다양

딸과 뒤늦은 첫 여행을 한 데는 백씨의 오랜 투

위험 내재)을 전혀 포함하지 않아 부작용 위험

받은 알야즈야 알한투비(여, 14세), 올해 6월에

한 연구 기관들의 지속 가능한 융합 연구를 촉

병 생활이 자리한다. 학교를 졸업하고 부푼 마

이 없도록 했다.

6살 남동생에게서 이식을 받은 마하 알힌다(여,

진하기 위한 기초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2015

음으로 첫 출근을 기다리던 20대의 어느 날 루

나군호 교수는 신장 수술 전/후의 양측 신장의

24세) 그리고 올해 7월에 남동생에게 이식받은

년 12월에는 헬스IT산업화지원센터가 이미 입주

푸스가 찾아왔고 다발성 류마티스 관절염, 쉐그

입체 영상 분리 자동화 알고리즘을 개발, 즉 환

칼리드 알힌다(남, 18세)는 영상을 통해 의료진

했고, 작년 12월에는 모바일헬스케어 사업화지

렌증후군, 간경변, 간질성 폐질환, 폐동맥고혈

자의 현재 신장 상태(CT 이미지)를 토대로 수

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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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자와 방청객이 함께 참여했으며, 환자 안전사

환자를 위한 수술(선택적 척추 후신경근 절제

고에 관한 인식을 다시 한 번 높이기 위해 원내

술, selective dorsal rhizotomy)로, 지난 30년

감염관리, 환자 확인방법, 응급환자 발생 시 대

동안 대한민국, 브라질, 이스라엘, 캐나다, 이탈

처요령 등 병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

리아, 프랑스 등 72개국 926명의 외국환자를 유

고예방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됐다.

치했다. 또한, 2,330여 명이 넘는 환자를 미국의

환자안전 도전 골든벨 ‘최후의 1인’으로는 ‘환자

모든 주에서 유치해 환자와 가족들이 세인트루

안전은 내가 지킨다’라는 구호로 참여한 조소진

이스 시에서 약 16만 7,000여 일을 보내게 했다.

간호사(136병동)가 선정돼, 20만 원의 상금을

(99년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창환(2009

박태성 동창은 1971년부터 1976년까지 세브란

이틀 동안 추석을 맞아 SRT 수서역을 이용한 시

받았다. 또한, 환자안전과 감염관리에 대해 특

년졸, 삼성서울병원) 동창 그리고 2~4학년 재

스병원 신경외과에서 수련 후, 1989년부터 지

민 100여 명이 찾아 상담을 받았으며, 방문한 시

강도 진행됐다.

학생 멘티 30명이 참석했다.

금까지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의대와 미국 최고

민들에게는 여행용 응급처치 키트도 증정했다.

노성훈 암병원장은 “환자안전 골든벨을 통해

재학생 멘티들은 조별로 약 5개월 동안 여러 차

의 소아전문병원 중 하나인 세인트루이스 어린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주)SR이 올해 1월 함께

지식으로 아는 것을 뛰어넘어 행동으로 실천하

례 멘토들을 만나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이병원에서 신경외과 교수로 재직했다. 작년까

개소한 SRT 고객건강라운지는 여행자들에게

는 감염관리와 환자 안전문화 활동을 적극적으

들을 예정이다.

지 소아 신경외과장을 역임했고, 이후 신경외과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혈압과 혈당 측정,

생들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해, 재난 시 원활

로 펼쳐나가길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이태화 간호대학장은 “2010년부터 시작된 멘

부과장을 맡았다.

간단한 응급처치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한 팀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예정

오경환 간호담당 부원장은 “원내 안전사고를

토링 프로그램으로 선배들과의 교류를 통해 본

또한, 지난 9월 9일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의대

있다. 또한, 열차와 역내에서 응급 환자 발생 시

세브란스병원 약무국과 재난교육센터가 최근

이다”라고 말했다.

미리 방지하고 환자 안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하

인들의 꿈을 이뤄 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

에서는 소아 신경외과를 발전시킨 박 동창의 업

초동 조치와 상황별 대응을 담당하고 있다.

원내 약사 전체와 전공약사, 약학대학 실습생

한편, 세브란스병원 약무국과 재난교육센터는

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다”라고 말했다.

적을 기념하는 ‘The T.S. Park Symposium’도

등을 대상으로 국내 처음으로 재난위기대응 통

앞으로 전공약사와 신규 약사에게 재난교육을

개최했다.

합교육을 했다.

필수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박 동창은 “세브란스병원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노사가 함께하는 사랑나눔 헌혈

많은 외국환자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캠페인

약사 대상 국내 첫 재난 교육

간호대 멘토링 체결식

이번 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지카, 에볼라 등 신

박태성 의대동창 기념일 지정

종 전염병 발생과 지진 등 각종 재난 위기 상황

다. 더욱 발전하려면 개인보다 팀, 다학제 활동

도전 골든벨! 최후의 1인은?

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 시 요구되는 약사의 역
할을 파악해 실제 상황에서 약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기획됐다.

암병원,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주제로

교육은 세 차례에 걸쳐 정현수 재난의료교육센

각 분야 선배의 경험과 지식 배워

미국,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시

을 소개하고, 세브란스만의 치료 방법을 개발하

의료원 노사공익기금 운영위원회가 부족한 혈

고 효과에 대한 연구를 학술지에 발표한다면 외

액을 보충해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자 교직원

간호대학은 지난 9월 28일 간호대 창조관에서

미국 중서부에 있는 미

국환자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조

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7일부터 3일간 의대

학생과 사회에 진출한 선배들 간의 네트워크 구

주리 주와 세인트루이스

언했다.

정문 앞과 광혜관 정문 앞 헌혈버스 두 곳에서

터 소장과 교육센터 강사 그리고 김재송 파트장

암병원이 지난 9월 28일 서암강당에서 환자안

축을 통해 진로 결정 등에 도움을 주고자 멘토

시가 박태성 재미의대동

헌혈 캠페인을 벌여 많은 교직원이 참여했다.

(약무팀 임상지원파트)이 재난 관련 교육을 했

전과 감염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환자안전 도

링 체결식을 진행했다.

창(71년졸)의 의학 업적

이번에 모인 혈액은 모두 세브란스병원으로

고, 실제 재난과 비슷한 상황에서 약사의 역할

전 골든벨’ 행사를 진행했다.

체결식에는 이태화 간호대학장과 추상희 교무

과 사회적 공헌을 기념

을 체험하도록 30여 명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행사는 TV 퀴즈프로그램 형식으로 진행되어 출

부학장, 김상희 학생부학장과 멘토로 활동할 세

하고자 9월 9일을 ‘Dr.

추석 귀향 시민 검진 및 상담
강남, SRT 수서역 건강라운지

교육도 진행했다.

브란스병원 김필자 특수간호팀장, 암병원 150

Tae Sung Park Day’로 결정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한 손은선 약무국장

병동 강정애 파트장, 강남세브란스병원 65병동

미주리 주와 세인트루이스 시는 “주와 시에 거

은 “재난 발생 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등

김명신 파트장,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 김가

주하는 여러 사람의 성과와 공헌을 평가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지난 10월 1일부터 2일까

약사가 꼭 필요하고 그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영 간호사 등이 참석했다.

박태성 박사는 의료분야와 지역 사회에 큰 영향

지 SRT 수서역 고객건강라운지에서 추석 연휴

말했다.

또한, 김지연(91년졸, 서울아산병원), 우애영

을 미쳤고, 지역 사회 평판이 더 좋아지는 데 큰

를 맞아 귀향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혈압과 혈

재난위기대응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정

(94년졸, Quintiles IMS), 이월숙(99년졸, 한

공헌을 했다”라고 밝혔다.

당 측정 등 건강 상담을 해주는 ‘한가위 건강 캠

현수 소장은 “앞으로 의·치·간호대와 약대 학

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단), 김숙향

박태성 재미의대동창은 직접 개발한 뇌성마비

페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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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캠퍼스 소식
재준)이 지난 9월 26일, SAS 코리아가 주관하

벽시장을 찾은 지역주민 총 125명을 대상으로

고 LG유플러스가 후원하는 ‘제15회 SAS 분석

진행됐으며, 신장열 교수(내분비내과)와 간호

챔피언십’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사 등 총 11명의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의료

SAS 분석 챔피언십은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

진이 참여했다.

분석 공모전으로 올해는 LG유플러스의 후원으

한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당뇨병센터는 매

로 ‘나도 몰랐던 나의 취향을 찾다 – 모바일 행

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혈당측정 캠페인뿐만

동 기반의 개인화 비디오 콘텐츠 추천 분석’을

아니라 당뇨병 공개강좌, 고지혈증 공개강좌,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역대 최대 규모인 전국

당뇨캠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당뇨병 조기진

대학생 및 대학원생 620여 명, 320개팀이 참가

단과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무료검

해 치열한 경연을 펼친 끝에 정보통계학과 학생

진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

들이 대상을 차지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권역외상센터,

가하였으나 외상환자 진료 체계는 아직 부족한

er-Design-Develop-Deploy) 기반의 I-DE-

대상을 수상한 김윤건(정보통계 16), 김은성(정

외상심포지엄 개최

부분이 존재한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중

SIGN CAREER 로드맵을 통해 자기 주도형 저

보통계 11), 지혜린(정보통계 14) 팀은 심사위원

원스톱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학생들의 취업

학년 진로지도 프로그램 및 맞춤형 고학년 취업

단에게 “상당한 수준의 이해를 기반으로 짜임

지원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학생경력개발관리시

새 있는 분석 수행과 다양한 접근을 통한 결과

스템(YGEMS)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경력

도출이 돋보였으며, 실행 가능한 마케팅 아이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권역외상센터가 지난 9

원주캠퍼스가 학생들에게 원스톱 고용서비스

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재학생, 졸업생, 지역 청

어가 훌륭했다”고 평가 받았다.

월 22일 외래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외상심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제20회 무료

를 제공하는 대학일자리센터(센터장 오병근 교

년들의 진로 및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취·창업

이로써 정보통계학과는 ‘SAS 분석 챔피언십’에

지엄’을 개최했다.

혈당 측정 캠페인 개최

수)를 학생회관 2층에 개설하고 지난 9월 20일

지원 프로그램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서 2015년부터 3년 연속으로 수상을 하였으며,

이번 외상심포지엄은 ‘REBOA in Korea Trau-

‘대학일자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원주고용복지센터, 원주시, 강원도인적자원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ma Center’라는 주제로 중증외상환자의 출혈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당뇨병센터가 지난 9월

스기독병원을 찾아 금 300만 원을 기부했다.

대학일자리센터는 대학 내 흩어져 있는 진로 및

발위원회 및 인근 대학과 함께 지역고용거버넌

이뤘다.

로 인한 사망과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최근 환

15일 원주천 둔치 새벽시장에서 상인 및 지역주

총동문회는 어려운 환경에 놓인 환자와 학생 장

취·창업 지원기능을 공간적·기능적으로 일원

스를 구축하여 지역단위 공동 협력 프로그램을

정보통계학과는 2014년부터 학부생 대상으로

자 진료에 적용하기 시작한 REBOA가 중점으

민을 대상으로 ‘제20회 무료 혈당 측정 캠페인’

학금을 위해 사용되도록 2013년부터 매년 일정

화하여 대학생 및 지역 청년들에게 특화된 맞춤

제공한다.

YDMS(Yonsei Data Mining School, 지도교

로 다뤄졌다.

을 개최했다.

액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기부해 왔으며,

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년간 매

개소식에 참여한 윤방섭 원주부총장은 “심각한

수 안재준)라는 연구소모임을 운영하고 있으며,

‘REBOA’란 Resuscitative Endovascular Bal-

새벽시장 무료 혈당 측정 캠페인은 중·장년층

이번 기탁으로 총 1,300만 원의 기금이 총동문

년 6억원의 사업비를 제공받는다.

청년 취업난 속에서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가

YDMS의 독자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loon Occlusion of the Aorta의 약자로, 대동

에 발병률이 높은 당뇨병과 고혈압에 대한 검진

회 이름으로 모아지게 됐다.

이날 부대행사로는 SNS서포터즈 발대식, 취업

원주시·원주고용노동지청 등과 협력하여 지역

데이터 분석에 관심과 열의가 있는 학생들에게

맥에 풍선을 삽입하여 이를 통해 출혈을 임시적

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혈당과 혈압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총동문회의 뜻에 따

스터디 발대식, 진로취업 공로상수상 수여, 진

청년들의 취·창업 허브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심도 있는 교육 제공을 통해 공모전 참여를 독

으로 막는 것으로 빠르게 출혈이 발생하는 중증

관리 중요성을 각인시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라 모아진 기금을 학생 장학금과 경제적 여건이

로취업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며 “대학일자리센터가 중심이 되어 재학생·졸

려하고 있다.

외상환자에게 사용되는 기법이다.

와 질병의 예방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

좋지 않은 환자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원주캠퍼스 대학일자리센터는 4D(Discov-

업생은 물론 지역 청년들의 취·창업 역량을 강

이번 행사는 ‘REBOA란?(What is REBOA?)’,

이번 캠페인은 오전 6시부터 1시간 30분간 새

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외상센터에서의 REBOA 적용 현황

대학일자리센터 개소식 개최

고 있다.

증 외상 환자의 진료와 외상학 발전에 도움이

REBOA에 관련된 내용의 다양한 세션 열려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경대학원 고위자과정 총동문회,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에 300만 원
기부
정경대학원 고위자과정 총동문회(회장 김인환,
이하 총동문회)가 지난 10월 10일 원주세브란

(Current state of REBOA in Korea Trauma
Center)’, ‘향후 REBOA의 방향(Future Direc-

제15회 SAS분석 챔피언십,

tion of REBOA in Korea Trauma Center)’에

원주캠퍼스 정보통계학과팀 대상 수상

대한 내용으로 모두 3개의 세션이 준비됐다.
권역외상센터장을 맡고 있는 배금석 교수(외

원주캠퍼스 정보통계학과 학생들(지도교수 안

50

과)는 “우리나라 외상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

51

원주캠퍼스 소식

원주캠퍼스 소식
산업계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 전문 인

개강했다. 본 교육과정은 지역 여성복지 증진을

위를 수상했다.

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원주캠퍼스

위해 원주시가 연세대학교에 위탁하여 진행하

이 학회는 미국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미국 가스

가 전문 인력 양성에 착수한 것이다.

는 것으로 11월 말까지 총 10주간 진행되며, 원

기술연구소(GTI : Gas Technology Institute)

이번 사업을 통해 환경공학부는 관련 기술에 대

주캠퍼스 전임교수진 위주로 강사진을 구성하

가 주최하는 바이오매스의 열화학적 변환 및 혁

한 SCI급 논문 50편 이상 등재, 동 교육프로그

여 사회교육개발원이 주관하여 운영한다.

신적인 바이오연료의 생산을 주제로 개최된 학

램 수혜인원 150명 이상을 배출했고, 효율적이

올해로 원주캠퍼스에서 7회째를 맞이하는 여성

회로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기술 개발연구와 관

고 체계적인 사업단 운영을 통해 다학제 간 융

지도자 고위과정의 목적은 21세기 여성 지도자

련된 세계적인 기업들과 많은 대학교 학생들이

합, 산학 광역화 및 국제화 사업단을 구축했다

의 역할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능력을 배양하

참여했다. 그 중 박훈채 박사과정생의 포스터

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폐기물 에너지화 분

기 위함이다. 프로그램은 지역 리더로서 원주지

발표가 여러 심사위원들의 이목을 끌었고 연구

야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분야 취업 확대

역의 현안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건설적 시각을

Volume Tomography)를 이용한 원뿔형 분사

성과를 인정받아 Student Poster Challenge

와 지역의 에너지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갖고 해결에 앞장설 수 있는 리더십 함양 프로

층 반응기 내 수력학적 특성을 연구하는 주제

부문 1위를 수상했다.

전망된다.

그램으로 짜여 있으며 지역 발전에 필요한 여성

로 포스터 발표를 진행했다. ECVT는 급속열분

GTI(Gas Technology Institute)사는 정부 및

2017학년도 2학기 청파 및 한경범

게 등록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닌 연세대학교와

최항석 책임교수는 “가연성/유기성 폐기물 에

인적자원 양성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해 유동층 반응기 장치의 최적 설계를 위한 시

기업의 가스․화학 관련 연구와 인력교육에 특

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개최

사회전체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을 실천하고

너지화 기술 중 공정시스템 기술은 고도의 기술

2017년 여성지도자 고위과정은 적극적인 원주

스템으로 유동층 내부에서 발생하는 유체의 흐

화된 미국 비영리 연구소로 가스기술연구소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학생들의 가슴 속에 꿈

집약적 분야로, 기술 파급효과가 크고, 관련 분

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분야별 최고의 전

름, 다상(Multiphase)의 혼합 정도, 반응의 진

(Institute of Gas Technology, 1941)와 가스

청파 및 한경범장학회(이사장 한승룡)는 지

과 희망, 용기와 도전정신을 심어줄 것으로 기

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문가로 구성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지역발전을

행 상황 등을 감지하고 이를 3D 이미지로 변환

연구소(Gas Research Institute, 1976)의 통합

난 9월 26일 원주캠퍼스 학생회관 3층 에코

대된다.

전망했다. 다만, “국내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

견인할 여성지도자를 배출할 예정이다.

하여 유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육안으

으로 2000년도에 설립됐다. 현재 폐기물 및 신

소극장에서 ‘2017-2학기 청파 및 한경범 장학

개발 등이 미미한 만큼, 연세대가 현장밀착형

로 확인할 수 없는 층 내 입자 분포를 파악할 수

재생에너지 처리, 연료전지 등 분산형 발전시스

회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총 21명의 학생에게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고급 인력을 배

있는 기술이다. 이를 활용하여 반응기 최적 설

템, 난방기기, 정보 및 전자상거래 사업 분야에

61,174,000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

환경공학부, 가연성 폐기물을 소중한

출하고, 원천기술 개발로 국내외 시장을 선도해

환경공학부 김효성 석사생,

계를 위한 유동층 내 기체-고체 유동의 수력학

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로

금 수여식에는 한승룡 이사장과 윤방섭 연세대

에너지로 바꿔줄 인재 양성에 초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CIPEC학회 포스터 부문 우수

적 특성연구를 진행한 김효성 학생은 연구의 우

많이 알려져 있다.

학교 원주부총장 등 100여 명의 장학회 관계자

맞춰

논문발표상 수상

수성과 첨단성을 인정받아 포스터 부문 우수 논

한편 환경공학부 최항석 교수 연구진은 청정에

문발표상을 수상했다.

너지 전환공정 기술 및 전산해석 기법에 관한

및 교수진과 학생들이 참석했다.
청파장학회는 청파 한승룡 이사장의 출연금 15

원주캠퍼스 환경공학부(책임교수 최항석)가 에

2017년 원주시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환경공학부 김효성 석사과정 학생(지도교수 최

연구 결과를 국내/국제 학회 및 학술지에 꾸준

억 원여를 기본자산으로 매학기 17명 내외의 장

너지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면서, 가연성/유기

개강

항석)이 지난 9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서울

히 발표하고 있으며 연구실이 2012년 최초 발

학생을 선발하여 등록금 전액, 우수, 특별, 외

성 폐기물 에너지화 공정시스템 기술 개발과 전

국인 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수여하고 있으며,

문 인력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1996년부터 현재까지 539명이 장학금을 수혜

공정시스템 기술은 가연성/유기성 폐기물 에너

받았다. 한경범장학회는 1989년 교통사고로 숨

지화 기술 중 핵심원천기술이기 때문에 국내외

지역발전을 위한 여성 전문가 양성 예정
지난 9월 21일 원주시 여성지도자 고위과정이

라마다호텔에서 개최된 ‘K-CIPEC’ 학회에서

환경공학부 박훈채 박사생,

족한 이후 다수의 논문을 유수 학술지에 발표

포스터 부문 우수 논문발표상을 수상했다.

TC Biomass학회 Student Poster

함으로써 이 분야 연구에서 경쟁력을 확보했고,

이 학회는 한국에너지기후환경협의회와 한국

Challenge부문 1위 수상

연구의 우수성과 첨단성을 인정 받았다.

폐기물자원순환학회가 공동주최 하여 국내외

진 한승룡 이사장의 차남 한경범 군을 기리기

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친환경연소기술 및 청

환경공학부 박훈채 박사

위해 설립되어 현재 5억 원여를 기본자산으로

정에너지 전환, 폐자원 에너지화, 대기오염물

과정 학생(지도교수 최

매학기 4명 내외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등록금

질,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관리, 그리고 관련 경

항석)이 지난 9월 18일

전액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으며, 1991년부터 현

제 및 정책 문제 등을 주제로 여러 관련 분야의

부터 9월 22일까지 미국

재까지 237명이 장학금을 수혜 받았다.

전문가와 산업관계자 등 최신의 기술 동향과 정

시카고에서 개최된 세계

앞으로 청파 및 한경범장학회는 지속적인 장학

보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적인 학회 ‘TCBiomass

금수여로 단순히 가계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

김효성 학생은 ECVT(Electrical Capac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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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국제캠퍼스 소식

금기창 교수
대한방사선종양학회
17대 회장 취임

김상근 교수
한국선교신학회
회장 선출

김판석 교수

엄현배, Dentoy

이가현, Iolox

워너 스톡버그 공로상
수상

금기창 교수(방사선종양학) 교수가 최근 더케이 호텔에서 개최된 ‘2017 방사선종양학회 정기학술대
회’에서 대한방사선종양학회 제17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금기창 교수는 의대 방사선종양학교실 주임교수와 연세암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과장을 거쳐 연세의
료원 2대 홍보실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연세암병원 부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김상근 교수(신과대학)가 지난 10월 20일 열린 한국선교신학회 정기총회에서 한국선교신학회 회장
으로 선출됐다. 한국선교신학회는 전국의 40여 개 기독교대학과 신학대학교에서 선교신학을 연구하
는 교수와 전공대학생들이 소속된 학회로, 김상근 교수는 앞으로 1년간 회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판석 교수(정경대학 글로벌행정학)가 지난 9월 19일 국제공공인사관리학회(IPMA-HR)가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시에서 개최한 연례총회에서 워너 스톡버그 공로상(Warner W. Stockberger
Achievement Award)을 수상했다. 국제공공인사관리학회(International Public Management
Association for Human Resources)는 공공인사관리분야의 세계 최대 학회로서 1948년부터 공공
분야의 인사관리발전에 기여한 고위공직자 혹은 학자들에게 공로상을 수상해왔다. 주로 구미학자들

정보·인터랙션디자인 전공, 제3회

트학부는 기술, 경영, 디자인을 아우르는 미래

예고한다. 학생들은 앱디자인부터 모션그래픽,

이나 고위관료들이 수상했으나 이번에 아시아인으로서는 김 교수가 처음으로 수상했다. 한편, 김교

졸업전시회 개최

지향적 융합 학부로, 특히 IID 전공은 인간 중

게임, UX(User Experience) 디자인에 이르는

수는 현재 정부의 인사혁신처장으로 봉사 중이다.

심의 디자인 원칙에 기반한 효과적인 정보 체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였다. 소소한 안부

창의적으로 관심사를 반영한 다양한 작품

계를 개발하고, 새로운 형태의 인터랙션을 탐

로 수험생에게 힘을 주는 플래너, 인생 맛집을

선보여

색하여 시대에 맞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글로벌

찾게 돕는 식당 평가 앱, 그림을 따라 이야기를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그려주는 인터렉티브 게임 등 다채로운 디자인

지난 10월 13일 청담동에 위치한 전시장 갤러

‘CODA’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졸업전시회

작품들이 전시됐다. 언더우드국제 대학의 제3

리원에서 언더우드국제대학 테크노아트학부

는 총 15명의 IID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과 관심

회 IID 졸업전시회는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서

소속 정보·인터랙션디자인 전공(Information

사를 반영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CODA’

10월 13일부터 6일간 진행된 후 18일 막을 내

and Interaction Design, 이하 IID) 제3회 졸

는 ‘꼬리’를 의미하는 이탈리아 단어에서 유래

렸다.

업전시회가 개최됐다. 2012년 신설된 테크노아

한 것으로, IID 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시작점을

박승한 교수
국제광(光)연합회
부회장 선출

박승한 교수(물리학과)가 최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24회 국제광(光)연합회(ICO: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Optics)총회’에서 부회장(Vice President)으로 선출되었다. 7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현재 53개 회원국이 가입한 ‘국제광(光)연합회’는 ‘광학과 광공학’ 분야의
학술 활동을 주도하는 전 세계적인 광학 커뮤니티다. 박승한 교수는 2017년 10월부터 2020년 9월
까지 3년간 부회장으로서 활동하게 된다.

정민예 교수
국회의장 공로장 수상

정민예 교수(원주캠퍼스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가 지난 10월 21일 국회의장 공로장을 수상했
다. 정 교수는 재활 관련 전문가 양성, 지역사회 재활, 건강한 마음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의 다양한 자원봉사활동과 각종 학회에서의 활발한 활동과 우수한 연구활동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
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혜지, Moving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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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지, 소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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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안내

공연소식

대학물리학 2
저자: 최진문   출판: 청송미디어(청송미디어는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의 패밀리브랜드입니다.)
융합적이고 통합적인 사고와 창조성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반물리학은 잘 배워두면 다
른 여타의 전공이나 분야에서 매우 긴요하게 쓰일 수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생활 중에 접하는 거의 모
든 수많은 것들이 물리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에 그 응용가치가 거의 무한대라고 해고 과언이 아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대학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일반물리학을 읽는 이가 홀로 무리하지 않고 일 년 정도에 학습할 수 있도록

금호아트홀 연세 공연 안내

11/6

11/7

출연자 B
 ariton 김흥완, Piano 신한나,
스트링앙상블 로만짜
주최 한우리오페라예술단

출연자 Soprano 김현나 Piano 김성희
주최 영음예술기획

(월) 19:30

김흥완 독창회

(화) 20:00

소프라노 김현나 독창회

엮었다. 일반물리학의 모든 영역을 자세히 다룰 수 없어 역학의 기본 원리와 회전체 운동, 진동과 파동운동, 열역학,
분의 개념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기술하려고 했다. 각 분야별로 필요한 개념을 간단히 설

저자: 이태동   출판: 청송미디어
한국은 핵 발전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지향해야 하는가? 한국은 국제 기후변화 협약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더 강화

조성연 & 마르친 스비아트키
에비쯔 하프시코드 듀오
리사이틀

11/13

11/14

11/15

출연자 Bariton 황 혁,  Soprano 김신오
Soprano 석동령 Bariton 신기환
Soprano 정재희 Soprano 류문규
Tenor 조규성 Soprano 이민정
Bariton 서용교 Soprano 홍은영
주최 (사)서울오케스트라

출연자 Tenor 최승태 Piano 최세원
주최 영음예술기획

출연자 Baritone 이태일 Piano 배민수
주최 영음예술기획

11/19

11/20

11/21

출연자 Vn. 홍지영, 박선하, 고은빈 
Va. 최보경, 최지혜 Vc. 장지혜 
Db. 구수지 Pf 정현지
주최 채음앙상블

출연자 김보미, 주경선, 이주영, 조현진,
전지영, 김한나, 김용훈, 이천규,
김상희, 류승각, 박미현, 이주영,
진한서
주최 더 싱어즈

11/23

11/25

(월) 20:00

토론으로 배우는 환경-에너지 정치

(수) 20:00

출연자 Harpsichord 조성연, 마르친
스비아트키에비쯔
주최 대전예술기획

그리고 전자기 현상과 빛의 간섭과 회절 부분을 주로 다루었다. 특히 회전체의 운동과 열역학 그리고 전자기 현상 부
명하고 예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에서 개념을 더욱 확고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11/8

펠리체 오페라단 창단연주회

(화) 20:00

테너 최승태 독창회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일) 19:30

채음앙상블
제5회 정기연주회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mall Welfare State in
South Korea
저자: 양재진   출판: Cambridge University Press
양재진 교수(행정학과)가 Cambridge University Press에서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mall Welfare State

in South Korea 를 출간했다. 저자는 유럽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기존 복지국가 발전이론들이 당연시 하였던 전
제 조건들(예컨대, 시장경제, 비례대표제와 의원내각제, 초기업적 산별노조, 합리적 관료제)이 한국에는 부재하거나
달리 제도화가 되어 있음을 밝히고, 이를 역사제도주의적으로 풀어냈다. 다른 OECD국가에 비해서 복지국가 발달 정
도가 뒤쳐져 있는 한국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는 미국과 일본의 ‘작은’ 복지국가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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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00

제3회 P&P정기연주회
출연자 Piano 이선경, 심희정, 이정선,
이유선, 김기량 Vn. 배상은, 정진희
Vl. 박용은 Vc.정광준
주최 가온클래식

출연자 지
 휘 양승열, 악장 이활 
Cb. 김창호 Vn. 신혜영 Vn. 서빛나
Vn. 남유경 Vn. 박민영 Vn. 김진경
Vn. 김희진 Va. 도진석
주최 지음기획

11/18

(토) 19:30

바리톤 이태일 독창회

베를린 필하모닉 수석연주
자와 함께하는 서울 플루트
트리오
출연자 F
 lute 김소연, 윤현임, 필립 윤트
Violin Philipp Bohnen, Marlene
Ito Viola Martin von der
Nahmer Cello Rachel Helleur
주최 클래시라운지

지 정치의 쟁점을 설명한다. 각 주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생생한 찬-반 토론(Debate)은 환경-에너지 정치와 같이 다
환경-에너지 정치 분야의 경력 개발(Career development)에 대한 논의는 대학생, 중고생, 일반 독자들에게 진로

S챔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수) 20:00

해야 하는가? 본 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 정책, 국제 환경 레짐, 지역과 국제 개발, 녹색 일자리와 같은 환경-에너
면적인 문제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동료들과 함께 자신의 의견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준다. 아울러 녹색 일자리와

11/10

(금) 20:00

(월) 20:00

더 싱어즈 창단연주회

(토) 15:00

텔레만 서거 250주년
Telemann in Electronics
출연자 리코더 김규리, 전자음악/작곡
현종찬하프시코드Arend Grosfeld,
바로크 첼로/비올라다감바
강지연, 바로크 바이올린 백승록,
바로크 소프라노 이선영
주최 텔
 레만 서거 250주년 Telemann in
Electronics

11/22

(화) 20:00

(수) 20:00

김건아 피아노 독주회

변혜린 귀국 피아노 독주회

출연자 Piano 김건아
주최 클라시코예술기획

출연자 Piano 변혜린
주최 이든예술기획

11/25

11/27

출연자 서울시립교향악단
주최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자 Piano 서영희
주최 지음기획

(토) 19:30

서울시향 ‘SPO Day’

(월) 20:00

서영희 피아노 독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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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INSIDE

지금 SNS에서는

지금

금호아트홀 연세 공연 안내

11/29

11/30

출연자 S oprano 최세정
주최 영앤잎섬(주)

출연자 Soprano  나경혜, 조주현 
Tenor 국윤종 
Baritone 조상현, 김종홍
주최 영음예술기획

(수) 20:00

소프라노 최세정 독창회

SNS

(목)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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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주년콘서트홀 공연 안내

11/7
(화) 19:00

2017 국제키비탄 한국본부
자선음악회
주최 국제키비탄한국본부

11/13
(월) 19:30

연세음악아카데미 합창단
12회 정기연주회
출연자 연세음악아카데미합창단
주최 연세음악아카데미합창단

11/14
(화) 19:30

협주곡의 밤

출연자 음악대학 관현악과 02오케스트라
주최 연세 심포니 오케스트라

11/22

10

October

제법 차가워진 바람이 코를 스쳐가는 10월이 됐다. 백양로는 노란 옷을 입었고,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에서는

날씨에 따듯한 옷차림을 한 학생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만 같은 학기는 어느

하나,

#노란색_연세대학교

가을의 연세

새 중반을 넘었고, 중간고사 기간 역시 지나갔다. 계절의 변화가 확연해진 10월의 키워드는 ‘가을의 연
세’, ‘KVN 전파망원경의 모든 것’, ‘보람샘 연세 굿즈’다.

#은행냄새는_안_돼요

셋, 보람샘 연세 굿즈

가을이 완연해지면서 캠퍼스 이곳저곳에는
노란 빛을 담으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가을의
대명사인 은행이 우수수 떨어지기도 했고, 알

(수) 18:00

록달록 물든 단풍잎은 장관이었다. 가을 우

제51회 홍익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리 대학교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기라도 하듯
우리 대학교 가을 풍경을 휴대전화 배경화면

출연자 홍익 오케스트라
주최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으로 만든 게시물이 약 660개 이상의 좋아요
를 받았다. 게시물에는 연희관의 붉은 담쟁이

11/23

11/24

11/25

출연자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동문합창단
주최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동문합창단

출연자 연세대학교 중앙동아리 혼성합창단
아브낭뜨
주최 연세대학교 중앙동아리 혼성합창단
아브낭뜨

출연자 연세아마란스합창단
주최 연세아마란스합창단
(83학번 동문합창단)

(목)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동문합창단 제4회
정기연주회

(금) 19:30

제55회 아브낭뜨 가을 정기
공연

(토) 17:00

연세아마란스합창단 2017년
정기연주회

11/27

(수) 19:00

2017 연세대학교 중앙
스트릿댄스 동아리 HARIE
정기대공연
출연자 연세대학교 중앙 스트릿댄스
동아리 HARIE(하리)
주최 연세대학교 중앙 스트릿댄스 동아리
HARIE(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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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11/11

출연자 테
 너 김동원, 소프라노 박혜림,
성악크로스오버팀 ‘팬텀보이스’,
박종현재즈밴드
주최 다음예술기획

출연자 차인표, 송은이, 황보,
제아(브아걸), 심태윤
주최 한국컴패션

(목) 19:30

뉴데일리 송년음악회

(토) 14:00 / 19:00

2017 컴패션밴드 콘서트
‘좋아요’

모습이 담겨있다.

(월) 19:00

2017년도 차이나데이
출연자 연세대학교 중국인유학생회
주최 연세대학교 중국인유학생회

둘, KVN 전파망원경

#엄청_큰_안테나

#연곰이_너무_귀여워요

#전국에_3개_뿐

#살림살이_장만해요

우리 대학교 노천극장 뒤편에는 KVN(Korean

백양누리 지하에 있는 보람샘에서는 다양한 연세

VLBI Network) 전파 망원경이 있다. 이 망원

대학교 관련 물품(굿즈, Goods)을 판매하고 있

경은 울산, 제주, 그리고 우리 대학교까지 전

다. 보람샘에서는 연곰이를 비롯해 다이어리, 포

11/24

국에 총 3대만 있다. 이는 우리 대학교가 천문

스트잇, 텀블러, 카드지갑, 키링, 문구류 등 실용

학 분야에서 뛰어나기 때문인데 실제로 우리

적인 물품들에 아름다운 연세만의 디자인을 담아

대학교에서는 한국 최초로 NASA와 우주망원

판매하고 있다. 연세 로고가 새겨진 다양한 종류

경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도 했다. 이 망원경에

의 의류를 판매하고 있으며 꾸준한 구매가 이뤄

주최 연세대학교 의료원

대한 궁금증 때문인지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지고 있다. 이런 연세 굿즈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

받았다. 전파망원경에 대한 소개를 담은 게시

듯, 연세 굿즈 사진을 담은 게시물은 약 160명의

물이 240여 명의 좋아요를 받았다.

관심을 받았다.

의 모든 것

대강당 공연 안내

11/29

덩굴, 백양로 입구에 심어진 붉은 단풍나무의

(금) 16:30

제17회 세브란스 찬양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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