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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연세 10대 뉴스

연세 PEOPLE
윤동주 시인 육필 원고

대학교 2학년
최연소 ‘우리말 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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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 교수, 한림원
FILA기초과학상 수상

참회록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 만 이십사 년 일 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한다
―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런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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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acebook.com/ysuniversity
https://blog.naver.com/yonseiblog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www.youtube.com/user/ysuniversity
https://www.instagram.com/yonsei_official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표지사진 출처 : YRM Issue2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한 것이다.” (마 22: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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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재호 고려대 총장 특별 강연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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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공동체 문화 확산 위해 앞장선다

•소리 너머에 있는 평등의 가치를 전하는 따뜻한 기술 
- 이상헌 ‘보이스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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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SNS에서는

주니어 연구톡톡
•성공적인 신산업의 육성을 위해 - 링크(LINK)

•재능 기부로 북한이탈주민에게 나눔의 손길을 뻗다
- 김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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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2017년 10대 뉴스
1

연희 세브란스 통합 60주년 맞아
제중학사-법현학사 공동 신축

2
132년 만에
새로운 학위가운 선보여

3
윤동주 시인 탄생
100주년

우리 대학이 2017년 2월 학위수여식에서 창립 정신
과 132년 역사를 반영한 학위가운을 새로이 선보였

올해는 윤동주 시인(1917~1945)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다. 자랑스

다. 132년 만에 새까만 가운과 사각모는 사라지고,

러운 연세 동문이자 민족시인인 윤동주 시인은 일제 말의 암흑기 속에

연세블루가 가미된 독수리 가운과 베레모로 정체성

서도 연세에서 배운 우리말과 글, 겨레의 얼을 잔잔한 시어로 표현했다.

을 더했다.

젊은 20대에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지만 그 시어 속에 담긴 숭고함과 아

1908년 첫 졸업생(제중원의학교) 배출 이후 지난

름다움은 오늘 연세정신으로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있다.

2016학년도까지 우리 대학은 전국대학 공통으로 통

우리 대학은 지난해 윤 시인을 ‘연세정신을 빛낸 인물’로 선정한 바 있

용되던 졸업가운을 디자인의 변화 없이 사용해왔다.

으며, 윤동주기념사업회를 조직해 그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우리 대학교 학생이라면 이제 ‘도서관’에서 머릿속에만 있던 상상력과

이에 지난 2014학년도부터 다른 대학과 차별화되고

다양한 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시인 탄생 100주년을 맞은 올해에

창의력을 현실화할 수 있다.

지난 1월 5일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의과대학이 하나로 합쳐진 지

연세의 역사와 이미지를 반영한 학부 및 대학원 학

는 ‘윤동주, 새로운 길’이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국제학술대회, 강연시

우리 대학교는 창의적인 미래형 교육과 창업의 문화적 확산을 위해 대

60돌을 맞았다. 제중원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두 줄기로 뻗어나간

위가운 디자인개선사업에 착수해, 천종숙 교수(의류

리즈, 음악회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그 일환으로 한국인 최초로 맨부

학의 중심이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학술정보관 1층에 창의

두 학교가 1957년 마침내 연세대학교로 재탄생한 이래 우리 대학은

환경학과) 주도로 연세의 정신과 오랜 전통을 담은

커상을 수상한 동문 작가 한강이 우리 대학을 찾아 윤동주 시인에 관한

공간 ‘Y-Valley’를 조성했다. 문명사적으로 대학 내 창업이 피할 수

학문과 교육의 길을 이끌며 국내 최고의 대학으로 발전해 왔다.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했다.

특별한 강연을 펼치기도 했다.

없는 도전이자 숙명이 된 시대 변화 속에서 학술정보관 1층 U라운지

연희와 세브란스의 통합 60주년을 맞아 우리 대학교는 매년 5월 둘

먼저 학부 졸업가운은 소매 부분을 넓게 디자인함으

(U-Lounge) 700여 평을 창의적 공간으로 조성해 연세 창업의 산실로

째주 토요일에 열리던 창립 기념행사를 제중원 개원일이 있는 4월

로써 팔을 양쪽으로 펼쳤을 때 독수리가 비상하는

거듭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둘째주 토요일에 개최하며 통합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미지를 표현했다. 또한 검은색과 우리 대학교의

‘Y-Valley’에서 학생들은 아이디어를 발현시키고 3D 프린터 등을 통해

그 일환으로 올해에는 의과대학생 기숙사인 제중학사와 법학전문

교색인 ‘로열 블루’ 색상을 배색하고 넥라인을 ‘Y자’

아이디어 구현 및 제작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첨단 IT 도서관의 상징 공

대학원생이 머물게 되는 법현학사를 통합한 ‘제중학사-법현학사’

형상으로 디자인해 연세(Yonsei)의 Y를 담아냈다.

간이었던 학술정보원에 자리한 ‘Y-Valley’에서 우리 대학교 학생들이

를 공동 신축했다. 이는 노후화된 기숙사를 허물고 첨단시설을 갖

더불어 방패모양의 교표 등을 디자인에 반영해 연세

춘 기숙사를 새로 짓는 것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김용학 총

정신을 강화했다. 이밖에도 학위모는 외국 및 국내

장은 “제중학사-법현학사의 건립은 의생명과학단지의 건립과 함께

대학의 트렌드를 반영해 천편일률적인 사각모에서

연·세의 통합을 유기적으로 완성시켜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벨벳 소재의 8각 베레모 형식을 취했다.

5

글로벌사회공헌원 개원 및
반기문 명예원장 취임

4


‘시끄러운
도서관’에서
창업의 꿈 펼친다

마음껏 아이디어를 나누고 상상력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대학교가 반기문 전 UN사무총장과 손잡고

존에 지니고 있는 인적·지적 자원들을 적극적으

연세 구성원 모두가 연세 정신 안에서 하나로 뭉치는 진정한 공동

지구촌의 푸른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가기 위한

로 활용하고, 우리 사회와 지구촌 곳곳에 산적

체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여정을 시작했다.

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깊이 참여하는 대학

우리 대학은 지난 4월 창립 132주년을 맞아 대

(engaged university)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

학본부와 의료원의 각 소속 기관에서 따로 수

식에서 출발했다.

행해 오던 다양한 선교와 봉사활동을 통합

지난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보다

한 ‘글로벌사회공헌원(Institution for Global

나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 온 반기문 제8

Engagement and Empowerment, IGEE)’을

대 유엔 사무총장이 글로벌사회공헌원의 명예

발족했다. 이는 국내 대학이 인류의 다양한 필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우리 대학의 사회공헌 활

요와 절실한 문제 해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

동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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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프론티어랩 개소 및
신임교원 연구지원 강화

우리 대학은 지난 6월 연세의 연구국제화를 추

시작했다. 국내외 우수 박사후연구원이 연세대

진하기 위해 연세프론티어랩(Yonsei Frontier

학교 소속으로 연구에 집중하고, 우수한 연구업

Lab, YFL)을 개소했다. 연세프론티어랩은 우

적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연구지원금 및 논문

리 대학의 연구자와 전 세계 우수 연구자간의

인센티브, 행정지원, 연구 공간 등을 본 프로그

공동연구 허브가 되는 오픈 네트워크 랩(Open

램을 통해 제공한다.

Network Lab)을 구축하고 연구・교육의 새로

한편, 우리 대학은 신임교원의 신생분야 연구 활

운 국제화 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해외공동연구

성화를 위해 신임교원 연구정착금지원을 약 4

증진을 통해 연세 연구업적을 확대하는 등 연구

배 규모로 확대했다. 신임교원의 연구환경을 조

실적증진 및 대외 인지도 제고를 위한 중점적인

기에 정착시켜 임용시 계획한 연구의 본 궤도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일찍 진입함으로써, 연구생애의 전성기를 보다

그 첫걸음으로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우수 박

연장하기 위해서다. 이로써 올해부터 3년간 최

사후연구원 지원을 위한 신진연구자지원사업

대 인문/사회계열은 4천만 원, 이공학계열은 1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우리 대학이 한국고등교육재단과 함께 새로운

세브란스병원이 9월 12일 시설과 진료시스템 그리고 기능면에서 한층

(Young Researcher Supporting Program)을

억6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시대 우리 사회를 이끌어나갈 ‘사회혁신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힘을

업그레이드된 응급진료센터를 선보였다.

모은다.

응급진료센터는 기존 1,520㎡(약 460평)에서 3,300㎡(약 1,000평)로

양측은 지난 10월 31일 ‘연세대-한국고등교육재단 미래형 사회혁신 인

220% 확장된 전용면적을 보유했다. 또한 더욱 강화된 감염방지 대책

재 육성 사업’ 협약을 맺고 ‘사회혁신적’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

과 과밀화 해소 시스템을 갖췄다.

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나아가 이를 전 사회로 확산시켜 한국 고등교육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응급진료센터 내에 ‘응급 심혈관 중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술실’도 마련해, 응급심장질환 환자를 더욱 신속하고 적절하게 치료할

본 협약으로 한국고등교육재단은 2017년부터 5년간 우리 대학교에 총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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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등교육재단서
교육 콘텐츠 개발 위해 100억 원 지원

9

세브란스병원,
응급진료센터 확장

1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일 대학의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투
자로는 이례적인 규모다.

정기연고전
5대0 승리

10

원주캠퍼스, 교육부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 연달아 선정

원주캠퍼스가 2017년 교육부의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거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5전 5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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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가 지난 9월 22, 23일 열린 2017학

관람이 가능해졌다. 입장 시간을 조절해 티켓 소

지난 4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에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5월

년도 정기 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 친선경기대

지자는 선착순으로 우선 입장하되, 일정 시각이

에는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에, 11월에는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 사업에

회(이하 연고전)에서 5대0으로 짜릿한 승리를

되면 티켓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증 소지만

연달아 선정됐다.

거뒀다. 고려대학교를 상대로 ▲야구 ▲농구 ▲

으로 입장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을 통해 수주한 사업비는 향후 5년간 370여억 원에 이르며,

아이스하키 ▲럭비 ▲축구 5개 종목에서 모두

이밖에도 우리 대학은 연고전 기간 동안 책임운

대부분의 사업비는 앞으로 원주캠퍼스의 학부교육 혁신, 연구분야 활성화, 산학협력을

승리한 것은 연고전 역사상 최초다. 이로써 우리

영제를 도입해 각 담당기관이 정해진 구역 별로

통한 지역협력 체제 구축, 건전한 대학문화 조성 사업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대학교는 종합 전적 19승 10무 18패를 기록하며

좌석 안내에서부터 기념품 및 도시락 배부 등

윤방섭 원주부총장은 “이번 대형 대학재정지원사업 수주가 우리 캠퍼스가 한단계 발전할

우위를 선점하게 됐다.

각종 불편사항 해결 등을 수행함에 따라 보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된다.”며 “교내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성공적으로

한편, 이번 연고전에서는 티켓 없이도 농구 경기

체계적인 동문 서비스를 제공했다.

사업을 수행해 원주캠퍼스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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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식

조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폴 레이놀

과 비즈니스의 동반 성장이 중요하고,

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사업을

공동체와의 연계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일으키는 데 필요한 지식과 네트워크,

을 높여준다.”고 강조했다.

영감을 제공함으로써 창업혁신에 관한

즈 교수가 기업 탄생 단계에서 필요한

지식 연구의 허브로 성장하고, 새로운

기업가정신과 정책 수립에 대해 발표했

해외 초청 연사 발표가 끝난 뒤 대담자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육성을 목표로

다. 그는 규제가 완화되고, 지원을 많이

로 참석한 김영규(고려대), 김지현(연세

한다.

받아야만 기업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

대), 박상찬(카이스트), 박선현(서울대),

면서 성공적인 기업을 탄생시키기 위한

배종훈(서울대) 교수가 발표자와 청중

지난 2월 협약을 맺은 우리 대학과 아모

주요 지침으로 10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사이의 활발한 토론을 이끌었다. 세계

레퍼시픽은 상호 협력해 실질적인 프로

“창업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창

적 화두로 떠오르는 기업가정신과 창업

그램과 기금 운용을 추진 및 관리해 나

업을 관두더라도 새로운 창업이나 다른

에 대한 열기와 관심을 반영하듯 참가

가고 있다. 특히 창업혁신 교과과정 개

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을 용이하게 돕는

자 모두 적극적으로 질문과 답변을 주

발, 창업경진대회 개최와 창업 공간 지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고받았다.

원 등을 통한 학생 창업 활동 육성하고
해외 대학과의 글로벌 협력 강화와 동문

국내외 석학들 모여
‘기업가정신’ 논해

세 번째 세션에서는 하워드 알드리치 교

엄영호 경영대학장은 “21세기형 성장의

멘토그룹 결성 및 글로벌 콘퍼런스 등을

수가 미국 기업들의 사례를 들며 진정

핵심인 벤처창업과 혁신을 이끄는 기업

통한 네트워크 확장에 힘쓰고 있다. 나

한 기업가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

가정신이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화두

아가 창업혁신 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발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워드 교수는 “실리

가 되었다.”며, “이번 컨퍼런스가 벤처창

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콘밸리 방식의 기업을 일반화시키지 말

업과 기업가정신, 그리고 혁신에 대한

‘제1회 YVIP 글로벌 콘퍼런스’ 개최

라”며 “단기간에 급속도로 성장하는 유

학문적, 실천적 통찰을 얻는 기회가 됐

본 콘퍼런스 역시 우리 대학 경영대가

니콘 기업과 가젤 기업을 일반 벤처가

길 바란다.”고 전했다.

창업에 필요한 지식·네트워크·영감을

기업가정신 함양 위해서는 학교 때부터 창업 훈련해야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

“학생들이 기업가정신을 기르고 실제

가정신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의 거장 하

의 기업가적 사고 방식’에 대해 발표한

창업에서 성공할 수 있기까지 모든 단계

워드 알드리치 교수(Howard E. Aldrich,

히람 사멜 교수는 “IT 기술산업이 실리

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체는 바로 대

노스캐롤라이나대), 혁신연구의 대가

콘밸리에 자리 잡는 데에는 스탠퍼드대

학교입니다.”

헨리 그레베 교수(Henrich R. Greve,

학교의 공이 컸듯이, 대학교는 학생들이

INSEAD), 세계 벤처창업생태계 연례 조

기업가정신 함양에 이어 실제 창업하고

세계적인 경영 석학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를 총괄하는 폴 레이놀드 교수(Paul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모든 단계

불확실성의 시대를 헤쳐 나가며 새로운

D. Reynolds, 애스턴대), 영국의 기술창

의 지원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

성장을 불러올 기업가정신에 대한 통찰

업에 대한 석학 히람 사멜 교수(Hiram

다. 이어서 왕포캄 교수가 아시아 기업

을 제시했다.

Samel, 옥스포드대), 싱가폴의 기업가정

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험적 학습을 통

신 교육 권위자 왕포캄 교수(Poh Kam

한 기업가정신의 교육 방식’에 대해 강

지난 11월 3일 경영관 용재홀에서 ‘제1

Wong, 싱가폴국립대) 등 5명의 해외 석

연했다. 왕 교수는 ‘NUS 엔터프라이즈’

회 YVIP 글로벌 콘퍼런스’가 열렸다. ‘21

학이 참석했다.

사례를 들며 “대학 교실 안이 아닌 밖에

세기 성장 동력인 기업가정신’을 주제
로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는 미국 기업
8

제공하는 창업혁신지식 연구 허브로 성

했다. 마지막으로 헨리 그레브 교수가

한편, 우리 대학은 아모레퍼시픽과 함께

장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기업가정신의 발전을 위한 공동체적 연

‘연세창업혁신프로그램(YVIP, Yonsei

육성 경영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대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공동체 조직

Venture, Innovation & Startup Program)’

자 기획됐다.

서 실제로 투자자를 만나고 멘토링을 받
먼저 첫 세션에서 ‘테크놀로지 스타트업

는 것이 학생들에게 효과적”이라고 강

히람 사멜 교수

왕포캄 교수

폴 레이놀드 교수

하워드 알드리치 교수

헨리 그레배 교수
9

국내 최대 규모
스타트업 채용 박람회 개최,
유망 스타트업 총 출동
젊은 기업과 젊은 인재의 만남으로 채용 열기 가득
스마트스터디 등 84개사 인력 채용에 구직자들 주목

유망 스타트업 84개사와 청년 구직자

한 이번 행사에는 안정적으로 고용을 하

달리 자유로운 근무환경을 선호하는 캐

1,200여 명이 참여한 ‘스타트업 채용 박

고 있거나 투자 유치 등 성과를 내고 있

주얼 복장의 청년 구직자들이 스타트업

람회’가 지난 21일 백양누리에서 성황리

는 미미박스, 망고플레이트, 플리토, 트

채용 부스에 몰려 들었다. 젊고 생동감

에 열렸다.

리플래닛 등 유망 스타트업이 참여했다.

있는 분위기 속에서 면접이 이뤄졌으며,

동문 기업으로는 다노, 럭스로보, 오픈

채용부스 외에 스타트업 인식 개선을 위

놀 등이 참여했다.

한 다양한 행사와 뇌 분석을 통한 적성

우리 대학교 등 서울권 창업선도대학과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청년희망
재단, 서울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진행

검사 및 진로컨설팅, 면접 메이크업 등
정장 차림의 딱딱한 여느 채용박람회와

취업 준비생을 위한 이벤트도 진행됐다.
이밖에도 박람회에서는 글로벌 콘텐츠

재가 나타날 때까지 공고를 내고 면접

브랜드 ‘핑크퐁’, ‘몬스터 슈퍼리그’로 유

보기를 수 없이 반복해야 하는 어려움

명한 동문기업인 스마트스터디 김민석

이 있었다.”면서 “이번 스타트업 채용 박

손홍규 창업지원단장은 “스타트업에 대

대표(화학공학/경영학, 00학번)가 “성장

람회 덕분에 별도의 홍보나 노력 없이도

한 인식제고와 대기업 위주의 취업문화

하려면 성장을 경험하라”는 주제로 특

지원자 풀이 다양해져서 잠재력을 가진

가 스타트업으로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

별한 강연을 선보였다. 이후 채용 부스

인재 채용이 수월했다.”고 밝혔다.

하고자 했으며, 좋은 일자리 창출과 우

에 참여하여 구직자들의 관심을 집중시
키기도 했다.

트업에 대한 선호도를 밝혔다.

수인재의 매칭을 통해 실제 채용 성과가
김민규 학생(4학년)은 “평소 스타트업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어떤 기업이 유
또한 미미박스 하형석 대표를 비롯해 현

망한지 구별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행사

한편, 이번 스타트업 채용 박람회에 참

재 스타트업에서 CEO, 개발자/엔지니

를 통해 입사하고 싶은 스타트업이 생

여한 현장 면접 인원은 714명, 2차 면접

어, 기획자/마케터, 디자이너로 일하는

겼다.”며 취업 의지를 나타냈다. 정현재

대상자는 193명으로 집계됐다.

직군별 전문가와 스타트업에서 일한 경

학생(4학년)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험담을 공유하는 등 대화의 시간을 가지

물리적 조건은 거의 비슷하지만 기업문

는 커리어톡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화는 완전히 다르다.”면서 “주변 친구들
도 의사결정 구조가 수평적이고 함께 성

10

이번 박람회에 참여한 기업 대표는 “개

장하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스타트

별적으로 채용할 경우, 마음에 드는 인

업에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다.”며 스타
11

염재호 고려대 총장
특별 강연 열려

건강한 교육 공동체
문화 확산 위해 앞장선다

학생들에게 아이디어와 인성 갖추길 당부

대학원 권리장전 및 명예선언문 선포

대학을 지식 공장이 아닌 놀이공원으로 만들어야
“일만 잘하는 똑똑한 양떼가 되어서는

그는 60년대와 현재의 대학 진학률을 비

안 됩니다.”

교하며 “지금 대학 졸업자들은 마치 그

있는 이야기를 들려줬다.

우리 대학이 학생들이 권리를 보장 받
고 교육 및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때 고등학교 중퇴 수준의 경쟁력이기 때

“연세대와 고려대에서 공부하는 우수한

대학원 권리장전 및 명예선언문을 선포

염재호 고려대학교 총장이 우리 대학에

문에 취업하기 힘든 것은 당연하다.”고

인재들은 이제 미래사회의 리더가 되기

했다.

방문해 미래 시대 대학과 사회가 나아가

설명했다. 그렇기에 이제는 단순한 취업

위해 포용성, 넓은 시야, 전문성, 상상력

야 할 길을 설파했다. 제31회 참행복 나눔

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

과 용기, 명확한 사고를 갖춰야 합니다.

이는 구성원 간 존중받고 존경하는 건

포럼의 일환으로 열린 본 특강은 지난 11

는 것. 염 총장은 실제로 점차 대기업 종

이를 위해 대학은 연구 경쟁력을 갖추고,

강한 교육·연구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

월 16일 백양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사자 비율이 줄고 있음을 자료로 제시하

학생들이 질문하게 만들고 제대로 된 사

해 우리 대학교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며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직접 목격하

회적 책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것으로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 대학

변화하는 사회, 개척하는 지성
염 총장은 『사피엔스』의 저자이자 저명

고 체험했던 이야기를 전했다.
이어서 그는 고려대가 선진적으로 시행

와 의무를 명시했다. 권리장전은 대학원

하고 있는 유연 학기제·출석제도 폐지

생들의 개인 존엄권을 보장하는 한편 학

등 여러 제도들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기

교와 학생 간 상호 호혜적인 권리와 의

“미래의 기업은 단순히 종업원 수가 아

도 했다. 고려대가 최근 신축한 ‘파이빌

무 실천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으

닌 아이디어와 네트워크로 경쟁할 것입

(Pioneer Village)’과 ‘X-garage’ 등 학생들

로 이루어졌다.

니다.”

이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도록 만든 공간

대기업에서 정년퇴직? 넌센스!

한 학자인 유발 하라리의 말을 인용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이제 인류는 자신에게 유용한 생물종만

원, 대학원 총학생회 협의를 통해 권리

남기고 멸종시키는 과정을 거치면서 호

지난 11월 22일 대학원 대회의실에서 열

들이 갖는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예컨대, 권리장전 제1조는 ‘대학원 구성

린 선포식에는 최문근 대학원장을 비롯

다.”고 말했다.

모데우스(신적인 위치에 오르는 인간)가

염 총장은 아마존,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

‘SK 미래관’과 ‘CJ Creator Library’에 대한

원들의 개인존엄권, 자기결정권, 학업연

해 윤리인권위원장, 인권센터장, 대학원

앞서 우리 대학교는 법률자문, 윤리위원

되어가고 있으며 2050년이 되면 우리와

의 회사 내부 환경과 기업 철학을 소개하

계획을 설명하며 “여러 기업과 연계해 직

구권 등 불가침적 권리를 보호·증진하

부원장, 대학원 부처장, 대학원 총학생

회 위원, 대학원총학생회 등 다양한 구

네안데르탈인 사이의 차이만큼이나 전

며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도 이처럼 변화

접 문제를 해결하는 Creator의 산실로 만

고, 대학원생의 의무를 제시함으로써 학

회장, 대학원 원주 총학생회장 외 관련

성원과 함께 학생들의 의식 및 태도 변

혀 다른 인류가 출현할 것입니다.”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로봇,

들겠다.”는 고려대의 포부를 전했다.

내 연구문화 개선을 위한 공감대를 이루

실무진이 참석했다.

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프로

컴퓨터가 할 수 없는 감성과 아이디어로

는 데 권리장전의 목적이 있다’고 규정

즉, 기계와 연결된 인간들의 출현에 대한

승부해야 한다.”며 “실제로 실리콘밸리에

염 총장은 “언제든 모여서 토론하고, 직

이야기였다. 산업화·증기기관의 발명·

서는 3, 4번 사업에 실패해 본 사람들에게

접 제작해보며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대량 생산 시대 등 현대 사회의 다양한

만 투자하라는 정설이 있을 정도니 실패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제 대학

예시를 들며 급속한 사회 변화를 설명한

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했다.

염 총장은 “이토록 사회가 급변하는데
우리의 생각은 아직도 20세기에 머물러

강연이 후반부에 접어들자 염 총장은 대

있다.”고 경고했다.

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심도

12

했다.

세스를 검토했다. 향후에도 학생들의 갈
이날 최문근 대학원장은 “이번 대학원

등과 고충을 사전에 청취·공감하기 위

권리장전 및 명예선언문은 학생의 권리

한 시스템을 수립·운영하는 등 지속적

권리장전에는 ▲공정한 평가를 받을 권

를 충실히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학

인 논의를 이어가며 대학문화 개선에 앞

은 지식 공장이 아닌 상상력의 놀이공원

리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조교의

생 고유의 의무 실천 또한 강조하기 위

장 서 나갈 계획이다.

이 되어야 한다.”며 강연을 마쳤다.

권리 ▲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지도

해 기획되었다”며 “실효성 높은 권리장

교수 변경의 권리 ▲휴식과 안전에 대한

전을 위해 학생 고충 상담 서비스를 신

권리 등도 포함됐다.

설하는 등 학교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겠

(취재 : 김회진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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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IoT 서비스융합 석-박사과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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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시대 선도할 창의융합 인력양성
사물기기 및 빅데이터 연계형 시스템 기획 및 활용을 위한 커리큘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대학은

의료’, ‘스마트교통’, ‘스마트시티’ 등 IoT

비스를 실제로 기획하고 개발해 나가는

주요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IoT 서비스융

서비스 플랫폼을 근간으로 한 다양한

체험용 실습교육 중심의 커리큘럼을 제

합’ 관련 석·박사 과정 트랙을 신설한다.

사물기기 및 빅데이터 연계형 시스템을

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획 및 활용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 양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란

성을 위한 집중 커리큘럼을 제공할 예

‘IoT 서비스융합’ 트랙은 기술지식이 없

세상의 모든 사물들이 네트워크로 ‘연

정이다.

는 비이공계 학생들도 IoT의 기본 기술

결’되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을 말한

세계 in 연세

창업톡톡

연세사랑

섬김의 리더십

윤현정 학생

톰 홀렛텔레

이상헌 대표

신촌지역 후원회

김예원 학생

이건수 동문

과 관련 비즈니스 개발 역량을 자연스럽

다. 이는 인터넷 등장 이후 가장 획기적

정보대학원 이봉규 원장은 “IoT 서비스

게 배워 나갈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융합

인 변화로 간주된다.

융합 트랙은 혁신적인 IoT 서비스기술

교육 과정이다. 국내·외 기업에 IoT분야

을 활용한 창의적 기업가 정신 발휘를

기술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기술

국내 최초 대학원과정으로 신설되는

위한 역량 개발에 목적을 둔 새로운 교

역량과 비즈니스 역량을 균형 있게 활용

‘IoT 서비스융합 트랙’은 ICBM(IoT,

육과정”이라며 “모든 과목들이 프로젝

하며 융합서비스들을 이끌어 나갈 창의

Cloud, Bigdata, Mobility) 및 AI 기술들

트 기반으로, 다양한 배경의 대학원생들

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개발됐다. 자

이 다양한 산업분야에 어떻게 적용 및

이 공동으로 실제 문제를 해결해 보는

세한 내용은 정보대학원 홈페이지(gsi.

활용될 수 있는지를 연구·응용한다. 특

집단지성 문제해결(Collective Problem

yonsei.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히 ‘스마트홈’, ‘스마트공장’, ‘스마트헬스

Solving)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IoT 서

14

화제의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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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PEOPLE

연세 PEOPLE

화제의 인물

세계 in 연세

대학교 2학년

지난 11월 6일 KBS1 TV 프로그램 <우

을 다시금 떠올리고 아는 걸 바탕으

네덜란드에서 온 톰 홀렛텔레(Tom Hollestelle)는 체코에서 18년 간 체류하는 등 풍

리말 겨루기>에서 우리 대학교 윤현

로 문제를 풀어야겠다고 결론을 내

부한 외국생활 경험이 있지만 아시아 국가는 이번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최연소

정(영문학 16) 학생이 제49대 우리말

렸다.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않고 있

방문하게 됐다. 색다른 문화를 체험해보기 위해 한국을 교환학생 목적지로 결정하

달인에 등극했다. 두 번이나 우승 경

던 터라 우승은 고사하고 잘 해낼 수

게 되었다는 그는 실제로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신선한 문화충격을 받

‘우리말 달인’

험이 있는 이필국(66세) 씨를 이기고

있다는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았다고 했다.

달인에 오른 윤현정 학생은 <우리말

고 했다.

겨루기> 역대 최연소 달인이기도 하

윤현정 학생(영문학 16)

우선 한글 자체가 너무 낯설었다고 했다. 유럽 각국을 포함한 세계 많은 나라들이

다. 놀랍게도 그는 국어국문학과가

기본기가 탄탄해서였을까. 예상 외

알파벳을 차용하고 있어 발음을 유추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반면, 한글은 자

아닌 영어영문학과 학생이다. 그는

로 그는 결승전까지 파죽지세로 올

음, 모음의 모양부터 생소했다고. 현재 한국어수업을 수강하며 읽는 방법은 어느

우리말 달인이 될 수 있었던 비결로

라갔다. 상대는 2번이나 우승 경험이

정도 터득했지만, 한글은 톰에게 여전히 어려운 언어다.

‘독서’를 꼽았다.

있는 강력한 우승 후보였다. 당시 윤
현정 학생은 ‘이번에도 준우승으로

톰을 놀라게 한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한국 특유의 ‘바쁨’이었는데, 이러한 바쁨

“국문학을 전공하신 아버지 덕에 자

만족해야겠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속에서도 질서와 체계가 유지되는 것이 감탄할 만하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사는

연스레 국어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맴돌았다고 한다. 그런데 생각보다

로테르담이나 유럽 여느 도시의 경우 대부분 한가하고 여유로운 생활이 이어지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던 것도

문제가 쉽게 나왔고 우승 이후 맞닥

고, 도시의 모습 또한 아기자기한 면이 많아, 서울과 더욱이 대조되는 것 같다.”고

국어를 좋아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

뜨린 달인 문제를 풀 때에도 침착하

말했다.

고요.”

게 해결해갔다. 그는 최연소 달인이

어린 시절부터 국어에 관심이 많았

확정된 순간에도 이를 실감하지 못

현재 우리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며 잘 적응 중인 톰은 교내 축구동아리

했다고 했다.

FC Yonsei에서 활동하고 있다. 축구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대단한 유럽에서 온 톰

다는 윤현정 학생은 고등학교 때

임에도 불구하고 오전 6시 30분 집결하여 훈련하는 우리학교 학생들의 모습을 보

KBS1 TV 프로그램 <도전 골든벨>

“욕심을 버리고 임해서였는지 우승

한글날 특집에 나가 준우승을 거둔

에 달인까지 하면서도 얼떨떨하더라

적도 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우

고요. 집에 갈 때까지도 무슨 일이 일

“가장 인상 깊었던 경기는 육군사관학교와의 시합이었어요. 질서정연한 육사생들

리말 겨루기>에 나가는 과정은 생각

어났나 싶었어요.”

의 모습, 그들의 체력, 그리고 경기 매너는 정말 놀라웠죠. 현재 교환학생만 수강

보다 평탄하지 않았다. 학기 중 프로

고 대단함을 느꼈다고 했다.

가능한 수업을 듣고 있어서 한국 학생들과 어울릴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동아리

그램에 출연한다는 것 자체가 큰 부

윤현정 학생의 다음 목표는 <우리말

담이었기 때문이다.

겨루기>에서 진행하는 왕중왕전에

를 통해서 교내외 한국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어 무엇보다 좋아요.”

출연하는 것이다. 더불어 그는 이번

여행을 좋아하는 톰은 이미 부산, 전주, 제주를 다녀왔고, 서울 곳곳도 탐방 중이라

그럼에도 윤현정 학생은 ‘이번 기회

달인 등극을 계기로 자신이 갖고 있

고 한다. 특히 북한산 등반을 좋아한다는 그는 유럽,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쉽게 접

를 놓치면 앞으로 도전할 기회가 없

는 국어 공부에 대한 열정을 다시금

할 수 없는 지형이 근거리에 있어 서울의 매력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포기하

깨닫게 됐다고 했다. 그는 “이전부터

지 않았다. 짬이 날 때마다 도서관에

국문학 전공을 듣고 있긴 했지만, 이

한편, 각종 첨단산업계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 내 창업문화가 활성화되어

서 맞춤법과 관련된 문제를 공부하

번 계기로 갈팡질팡하던 국문학 복

있지 않은 점은 다소 의아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유럽의 경우 큰 기업

고 최대한 대비하려고 노력했다. 하

수전공을 확정할 것 같다.”며 우리말

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스타트업 등을 선호하는데 한국은 아직 창

지만 방송이 눈앞에 닥쳐서인지 공

공부를 향한 포부를 밝혔다.

업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아 관련 기반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덧

부는 제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 <도
전 골든벨>을 준비할 때 배웠던 것들

“동아리를 통해
한국 친구들과
교류하죠”

톰 홀렛텔레
에라스무스 대학
(2017-2학기 교환학생)

붙였다.
(취재 : 오지혜 학생기자)
톰의 개인 SNS  https://gingerwithaseoul.com/ Instagram @gingerwitha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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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톡톡

소리 너머에 있는

오늘날 창업은 학생들에게 막연한 꿈이 아닌 하나의 진로로 자리 잡았다. 이러

만나면서 아이디어가 점점 더 구체화됐

한 현실에 발맞춰 연세소식은 창업톡톡을 통해 창업으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어요.

평등의 가치를

나가고 있는 연세 동문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경험담을 전하고 있다. 이번 창업
톡톡에서는 청각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자동 대필 서비스를 개발하는 ‘보이스루

아이디어에서 창업의 형태로 완전 탈바

전하는 따뜻한 기술

(VoiThru)’의 이상헌 (응용통계 11)를 만나보았다.

꿈한건 창업열정대회에서였어요. 처음

보이스루(VoiThru)에 대한 간

고, 빠진 내용도 없이 완전해지는 거죠.

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헌
‘보이스루’ 대표

평소에도 장애인 교육에 대한
A. 보이스루는 청각장애인 학생들을

문제의식을 갖고 계셨나요?

위한 음성 인식 자동 대필 솔루션을 개

창업을 꿈꾸는 후배나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에 아이디어 하나만 갖고 예선전에 나

A. 제가 안일하게 생각했던 두 가지를

갔는데 그때는 창업에 대해 전혀 모르

조심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먼저 내가

는 상태였어요. 그렇다보니 심사위원들

공감하는 문제의식도 중요하지만 내가

한테서 ‘그것은 프로젝트지, 창업이 아

여기서 더 나아가면 기술적인 어려움이

줄 수 없는 가치이거나 이미 사회에 너

니다’라는 피드백도 들을 정도였죠. 그때

있어요. 아무래도 구어체와 문어체가 다

무 많이 나와 있는 아이템은 피하는 것

대회 측에서 창업 멘토를 한 명씩 연결

르다보니 교수님들의 말투, 구어체를 인

이 좋아요.

발하는 회사입니다. 장애인 교육 분야

A. 제 친한 친구 중에 장애인 인권에

해줬는데, 뉴로어소시에이트의 김윤희

식하기가 까다로워요. 주로 구글과 같

는 정부에서 매년 국비 540억 원가량

관심도 많고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친

대표님이셨어요. 대표님의 조언을 듣고

은 포털 사이트에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또 창업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

을 지원하는 큰 문제인데, 실상은 대필

구가 있어요. 그 친구와 많은 얘기를

함께 대화하면서 프로젝트와 창업의 차

를 토대로 작업해야하기 때문에 구어체

닐 수도 있어요. 생각과 실제는 다르니까

봉사 위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

나누다보니 자연스레 문제의식을 갖

이를 알 수 있었어요. 창업의 핵심은 어

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변환시켜 서비스

요. 처음부터 내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지만 봉사로만 이루어지다보니 필기

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던 차에 제가

떻게 계속 성장해나갈 것인지였죠. 그래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가장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지 말고 그냥 한

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용을

배운 ‘머신러닝’ 기술을 계속 개발하면

서 같은 주제에서 조금씩 바꿔가면서 프

어려운 점은 수업 내용 중에 중요하다고

번 경험해본다는 생각으로 하면 좋겠어

빼먹거나 친구가 결석할 수도 있고, 그

서 문제도 해결할 방법으로 창업을 계

로토타입을 완성할 수 있었고, 그 프로토

생각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주관적이기

요. 그러면 더 여유롭고 건강한 마음으로

마저도 봉사하는 친구들보다 필요로

획하게 됐죠. 보이스루라는 이름도 그

타입으로 모두의 공감을 사 우승까지 거

때문에 그 저마다의 간극을 줄여나가는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많은

친구가 지어준 거예요. 사람의 말이라

머쥘 수 있었어요. 그때 제 발표를 듣고

점인 것 같아요.

어려움들이 따르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는 것이, 소리의 형태로 전달되지만 사

많은 분들이 ‘정말 필요한 기술이니 꼭

런 문제들을 해결해보자라는 생각으

실은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나누는 거잖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격려와 응원을 참

로 만든 것이 보이스루입니다.

아요. 그래서 소리를 통해 의미를 전하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 보람과 행복을 느

는 사람들이 되자는 뜻으로 지어준 이

낄 수 있었습니다.

자동 대필은 어떤 과정으로 이

름입니다.

뤄지나요?
그렇다면 창업을 본격적으로 계
A. 과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먼

획한 시점은 언제쯤이셨나요?

마지막으로 보이스루의 최종 목표
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를 듣고 싶어요.

어떤 것들이었나요?
A. 저희는 모두가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A. 실질적인 어려움들이 있죠. 아이디어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최종적으로는 장

음성정리 기능이 굉장히 인상적인

과정에서는 비즈니스나 수익적인 측면

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똑같이 저희 서

데, 꼭 필요한 기능인 동시에 많은 어려

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직접 회사를 운영

비스로 편하게 필기할 수 있는 게 목표

움이 따를 것 같아요.

하려니 금전적인 부분도 절대 무시 못해

입니다. 보이스루를 준비하면서 만난 한

요. 또 팀원 모두가 처음에 먹은 마음과

친구의 말이 생각나요. “장애인들을 도

저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교탁이나

18

배울 수 있던 것 같아요.

강단에 마이크를 설치하면, 그 마이크

A. 아무래도 ‘인사이더스(Insiders)’라

A. 네. 음성정리 기능을 구현하는데 두

동기를 계속 갖고 나가는 것도 어려운

와주는 기술, 기계를 만들기보다 모두를

가 실시간으로 음성을 인식합니다. 그

는 연·고대 연합 창업학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우선 ‘정리’

것 같아요.

동등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만드는 것이

럼 그 인식된 음성이 저희 웹사이트와

친구들을 만나면서 창업이 구체화됐

를 어떻게 정의해야할 지에서 오는 막연

연동돼 필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

던 것 같아요. 그때 친구들과 제가 가

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리는 요약이

또 기본적으로 장애인 인권이라는 것 자

와주는 것은 일종의 주홍글씨잖아요. 보

과정에서 음성정리 기능을 통해 핵심

진 문제의식을 공유했고 제가 기술적

랑 달라요. 주제문을 뽑아내는 기술은 많

체가 예민한 이슈다 보니 생각 이상으로

이스루가 그런 세상을 만드는 데 조금이

이 되는 내용을 뽑아낼 수도 있어요. 이

인 부분은 담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진행된 상태인데, 정리는 세부적인 내

엄청나게 공부해야했던 점도 어려웠어

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렇게 되면 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사회적 협

용들까지 빠지면 안 되게 하는 작업들은

요. 단어 하나하나가 갖는 의미에도 세

씀하셨거나, 강조하신 부분도 체크되

동조합, 서대문 농아인복지관 분들을

지금껏 시도된 적 없던 기술이거든요.

심하게 신경 쓰면서 저와 팀원들도 많이

진정한 평등이다.” 특정 사람들만을 도

(취재 : 김회진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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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사랑

섬김의 리더십

신촌지역 후원회
장학금 전달식 개최
23년간 이어진 연세사랑

신촌지역 후원회가 연세를 사랑하는 마

운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아낌없는 성원

음을 나누려 올해에도 한자리에 모였다.

을 보내주시는 후원회 회원 여러분께 감
사드린다.”며 “23년간 이어온 좋은 인연

재능 기부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난 11월 24일 신촌형제갈비 4층에서

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기원한다.”

신촌지역 후원회의 창립 23주년 기념식

고 말했다. 또한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겸 장학금 전달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

긍정적인 생각으로 미래를 향해 전진해

에는 신촌지역 후원회원들과 우리 대학

나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주역이 되길

관계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등이 참석

바란다.”며 10명의 학생에게 각 300만

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신촌지역 사업체 대표와 주민들로 구성

장학금을 받은 임상영 학생(사회학과)

된 신촌지역 후원회는 1994년 11월 설립

은 “신촌은 우리 동문 모두에게 즐겁고

된 이래 장학사업과 학교발전기금 등을

활기찬 공간이자 사람들과의 벽을 허무

통해 우리 대학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

는 소중한 소통의 공간”이라면서 “이번

원해 왔다. 20년이 넘는 오랜 기간 지속

장학금을 통해 내가 사랑하는 공간이 나

적으로 대학을 후원해 온 유일무이한 지

를 지지하고 사랑한다는 사실이 느껴져

우리 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 사회참

수술이 필요했다. 하지만 입원 기간 동

“처음에 온라인 모금활동을 했을 때 전

역단체로 손꼽힌다.

더욱 기쁘다.”며 “제 몫 하는 사회인이

여센터 산하 봉사동아리 리듬오브호프

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세금, 관리비,

액을 의료비로 산정했는데 이런 행정적

되어 세상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의 대표로 활동 중인 김예원 학생은 지

생계비 등의 문제로 수입을 이어나가야

인 실수로 돈이 묶여버려서 죄송한 마음

공부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난 학기 열린 사회공헌수업을 통해 우연

하는 상황이었다. 온라인 기부금은 사용

이 컸었습니다. 다큐제 수상 상금을 기

히 북한이탈주민 정민아(가명) 씨의 안

처를 서류로 증빙을 해야 하는 절차가

회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서 너무 다행

타까운 사연을 접하게 됐다.

필요한 까닭에 과거 의료비 빚의 변제와

이었습니다. 지금의 사회는 평범한 삶도

생계비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협하고 있습니다.

묶여버렸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동등한 경제적 기회를 가질

이날 김영균 후원회장은 “경기가 어려

나눔의 손길을 뻗다
“평범한 삶마저 위협받지
않는 사회가 되길”
김예원 학생(작곡과 14)

이건수 동문,

이건수 동아일렉콤(주) 회장(공학대학

연구하고 이승만의 생애와 사상 및 활동

원 산업최고위과정 86)이 이승만연구원

에 관계된 문서를 수집, 발굴, 정리, 편찬

2004년 탈북한 정민아 씨는 지난 여름

이승만연구원발전

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쾌척했다.

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설립됐다.

갑작스럽게 쓰려져 긴급 수술을 받아야

기금 1억 원 기부

지난 11월 13일 총장실에서 김용학 총장,

수 없다면 우리의 미래는 작동하지 않을

했다. 형편이 어려운 그에게 430만 원

어려움을 호소하며 긴급 후원을 요청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급박해진 경쟁 사

이 동문이 기부한 1억 원은 향후 이승만

의 의료비는 온전히 빚으로 남았다. 간

정 씨의 사연에 김예원 학생은 그를 도

회 속에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

김영석 행정대외부총장, 김명섭 이승만

연구원이 편찬하는 『이승만전집』 발간

암 의심 판정을 받았지만 CT 촬영 비용

울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그의 사연을

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원장, 안강현 대외협력처장이 참석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승만전

이 부담스러워 병원 문을 두드리지 못하

직접 연출/촬영/편집/작곡한 작품 ‘그녀

향후 이승만전집 발간에

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이 열렸다.

집』은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이승만이

던 정 씨의 소식에 김예원 학생은 리듬

의 대한민국, 우리의 대한민국’을 다큐

작지만 소중한 마음을 만든 김예원 학생

사용

남긴 모든 저작물을 수집, 편집, 교정 등

오브호프팀과 함께 후원 콘텐츠 제작에

멘터리 영화공모에 출품했다. 그 결과

이 보여준 노력의 결실로 정민아 씨는

이날 이 동문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진

의 작업을 거쳐 총 35권으로 출간된다.

돌입했다. 이후 온라인 모금 캠페인을

김예원 학생은 제2회 더줌다큐제에서 1

세브란스 병원에서 보다 정밀한 검진을

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

2018년도에는 이승만이 한성감옥에서

펼쳐 네티즌들로부터 7백4십만 원 가량

등 상과 음향상 등 2관왕을 거머쥐며 상

받을 수 있게 됐다.

나는 것 같다.”며 “보태지도 빼지도 말고

집필한 『독립정신』과 이승만의 기독교

(7,401,300)을 모금할 수 있었다(온라인

금 2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었다. 그는

진실을 그대로 남겨서 후손들에게 알려

민족주의가 담긴 『한국교회핍박』 등 기

모금함 링크 https://together.kakao.com/

상금 전액을 정 씨에게 기부하기로 결

정 씨는 “아직 세상에는 나쁜 것만 있는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독교 관계서적 3권이 먼저 출간될 예정

fundraisings/41016).

정했다. 지난 11월 21일 KBS 스포츠 아레

게 아니라 참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하

나에서 열린 2017 서울 자활 박람회에서

는 생각에 막 눈물이 쏟아졌다.”면서 “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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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 이승만연구원은 대한민국

덕분에 정민아 씨는 2주간 입원치료와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에서 김예원 학생

정하기보다는 더 열심히 살아내겠다.”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을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간암은 아니었으

은 아래와 같이 밝혔다.

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지낸 이승만과 그의 시대를 학술적으로

나 지난 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추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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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실

선정하는 제4회 FILA기초과학상을 받게 됐다.

을 제시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나노 구조
체에 대한 광 분석 연구는 기술을 보유하기까지

학문분야인 분자의 방향성 및 반방향성 연구
에 확장 포피린 분자를 이용해 새로운 돌파구
를 제공하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진행

기술인의 긍지를 드높이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FILA기초과학상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소멸의 전 주기적 현상을 규명했다.

의 물성을 제어하는 데 성공했다. 더욱이 그는
방향성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전이 상태 분자
의 방향성 및 특성 규명을 통한 광유도 반응 조
절과 안정한 바닥상태 삼중항 이가라디칼 구현
등의 후속 연구 및 응용에 대한 주춧돌을 다져
놓았다.

창의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과학계에서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있던 뫼비우스 방향성과
들뜬상태 방향성 뒤집힘 현상을 규명하고 이를
응용하여 분자의 물성을 제어하는데 성공한 점
을 인정받았다.

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의 순수기초·인프
한편, 김동호 교수 연구팀의 연구 가운데 나노
물질에서의 엑시톤 거동 분석을 통한 광반응
현상을 규명 및 제어하는 연구가 ‘2017 국가연
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으로 선정됐다. 나아가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순수기초·인프라 분야의
11개의 우수성과 중에서 최우수 연구로 뽑히는

현되어 특별한 에너지적 안정성을 설명할 수
있는 방향성 및 반방향성은 분자의 반응성 및
물리·화학적 성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
로 분자 시스템의 방향성과 그로 인해 나타나
는 물질의 특성을 밝히는 것은 기초과학 분야
에서 중요한 연구주제다. 하지만 이러한 방향성

라 분야에서 최우수 연구로 선정될 수 있었다.

등의 세계 유수의 화학지에 게재됐으며 ‘2017 국

이처 케미스트리, 미국화학회지, 앙케반테케미

최우수
로운 응용가능성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분자 내의 고리형 파이 공액구조에서 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네

우수성과 100선 가운데 순수기초·인프라 분야

새로운 초고속 시간 분해 레이저 분석법들을 개

연구를 끊임없이 진행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여 나노물질에서의 광반응 현상을 분석하는

김동호 교수는 분광기술을 이용한 연구에 정진

규명하고 물성과의 상관관계를 밝혀 분자의 새

김동호 교수는 분자의 방향성 및 반방향성을

발하고 나노 구조체에서의 엑시톤 생성, 성장,

현상을 규명했다. 나아가 이를 응용하여 분자

연구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하는 도전적이고

어려움이 있다.
던 뫼비우스 방향성과 들뜬상태 방향성 뒤집힘

는 기초학문분야인 분자의 방향성 및 반방향성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등 많은
함으로써 과학계에서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있

화학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수상하게된 김 교수

으로 고효율 기능성 소자를 개발하는 데 방향성

게 해준다. 나아가 이러한 나노 구조체를 기반
김동호 교수는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기초

술자를 선발․포상함으로써 기초과학분야 과학

확산, 전하 분리, 자유 전하 생성 등 나노 구조체
의 광 물리적 특성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

을 제시하는 연구는 아주 미미한 실정이었다.

학분야에서 연구개발 실적이 탁월하여 국내․외

톤의 생성 및 거동 현상에 대한 연구는 엑시톤

나노 구조체에서 기능성의 근간을 이루는 엑시

쾌거를 이뤘다.

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훌륭한 과학기

여 물성을 제어하고 분자의 새로운 응용가능성

한림원은 FILA코리아(주)의 후원으로 기초과

질적으로 분자의 방향성 및 반방향성을 조절하

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이론적인 측면에서 현

화학과 김동호 교수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뫼비우스 방향성 등 과학계 오랜 난제 해결

도전적이고 창의적 연구 수행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최우수’ 선정

김동호 교수, 한림원 FILA기초과학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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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입증했다. 이는 분자구조와 방향성 변
화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적외선 스펙트라가
들뜬상태분자의 방향성을 대표할 수 있는 중요
한 실험적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중요한 연구결과다.

에 대하여 효과적인 접근법을 제공하고자 방
향성에 따라 구조가 변화된다는 사실에 주목
했다. 나아가 적외선 분광학을 도입해 방향성/
반방향성 헥사피린의 적외선 스펙트라를 분석
했다. 적외선 분광법은 분자의 이중극자(dipole

명 및 제어하고 조절하기 위한 주된 요소 중 하
나라는 점에서, 적외선 분광법을 이용한 들뜬
단일항 상태 방향성 뒤집힘 연구는 들뜬 상태

있는 분광법이다. 방향성을 보이는 분자는 평평
하고 대칭적인 구조로 인해 파이공액경로의 변
화를 동반하는 진동 모드가 관측되지 않는 반

이후 열처리를 했을 때 망간과 알루미늄의 분
배 차이를 통해 초소성 현상의 중요한 전제조
건인 미세한 결정립을 얻을 수 있다.

데, 이러한 복잡한 형상의 난가공성 부품은 분
할 성형 후 접합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복잡한 형상의 부품을 한 번의

복잡하고 성형이 어려운 부품들을 더욱 쉽게 제

재를 이용해 높은 강도를 요구하면서도 형상이

원가 절감 효과가 뛰어난 새로운 초소성 철강소

이영국 교수는 “이번 연구로 다양한 산업에서

신율을 얻었다.

계 합금은 성형 후 강도가 낮고, 니켈 및 티타늄

연구팀은 최근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중망간

소강은 제조 공정이 복잡한 문제가 있다.

라, 기존 철강 제조공정으로 제작할 수 있어 기

적은 양의 망간과 알루미늄을 사용할 뿐 아니

이 연구에서 개발한 초소성 중망간 철강소재는

며 비교적 낮은 650℃에서도 300% 이상의 연

상용화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아연 및 알루미늄
계 합금, 스테인리스강은 원료가 비싸며, 고탄

과, 850℃에서 최대 1,314%의 연신율을 얻었으

지금까지 다양한 초소성 소재가 개발되었지만

650~900℃의 온도 구간에서 인장실험을 한 결

Communications) 9월 29일자에 게재되었다.

으며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학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

한편, 본 연구 성과는 교육부․한국연구재단 이공

했다.

중망간강을 사용했는데, 이 합금은 압연 공정

사용하는 부품의 형상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또 연구팀이 초소성 중망간 철강소재를

연구팀은 망간 6.6%와 알루미늄 2.3%를 첨가한

최근 자동차, 항공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기의 결정립을 만들기 용이한 장점이 있다.

수백 ㎚(나노미터)에서 수 ㎛(마이크로미터) 크

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재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철강 소재를 개발했다.

경제적이다. 특히 중망간강은 초소성에 중요한

작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

이 최대 1,314%에 달하는 초소성 중망간 철강소

뛰어나고 비교적 제조하기 쉬운 새로운 초소성

존의 초소성 스테인리스강이나 고탄소강보다

을 받아 수행됐다.

뒤집힘 가설의 분광학적 규명)의 재정적 지원

독창적인 연구과제(삼중항 상태에서의 방향성

래기술육성재단’이 진행하는 기초학문 분야의

본 연구는 연구진흥 목적의 공익재단인 ‘삼성미

이라 기대된다.

가공으로 만들 수 있는 초소성 철강소재 및 성

강을 이용하여, 재료가 늘어나는 비율인 연신율

이영국 교수(신소재공학) 연구팀이 경제성이

복잡한 형상의 난가공성 부품 가공에 적용 기대

철강소재 개발

이영국 교수팀, 경제성 뛰어난 새로운 초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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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 구조와 방향성의 변화가 분자 특성을 규

(asymmetric vibrational mode)만을 관측할 수

moment)를 변화시키는 비대칭 진동모드

성이 들뜬 단일항·상중항 상태에서 뒤집힌다

으로의 후속 연구 및 응용에 기반을 마련할 것

분광스펙트럼의 변화를 분석하여 분자의 방향
연구팀은 들뜬상태 방향성 뒤집힘 현상 규명

안 및 광에너지 전환 등의 광활성 물질 개발 등

이를 통해, 들뜬상태와 바닥상태에서의 적외선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이러한

‘켐(Chem)’ 11월 9일자에 게재됐다.

적외선 분광법을 통하여 관측된다.

연구가 그 중요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세계적

삼중항 이가라디칼 구현 등과 같은 후속 연구에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광 선택적 합성법 제

향성 분자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진동 모드들이

생)이 진행해 온 들뜬상태 방향성 뒤집힘 규명

및 전이 상태 분자의 구조적 특성 규명, 안정한

으로 저명한 학술지인 셀 프레스(Cell Press)의

면, 비대칭적으로 뒤틀린 구조를 지니는 반방

화학과 김동호 교수 연구팀(제1저자 오주원 학

세계적 학술지 ‘Chem’에 논문 게재

들뜬상태 방향성 뒤집힘 규명

김동호 교수 연구팀, 분자구조의 변화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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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는 지각과 맨틀을 구성하는 주요 광물 중
에 가장 높은 물 함량을 보인다.”면서 “초수화
카올리나이트의 형성을 통해 섭입대 접촉면의
물성 변화를 예상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것이
만들어지는 깊이는 진원의 깊이에 따라 구분되
는 천발 지진과 중발 지진의 경계와 일치하여

함유한 초수화 점토광물의 발견은 지각판의 섭
입대를 따라 물이 이동하고 지진과 화산활동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과정을 제시한다. 본 연구
결과는 지구과학 전 분야 최고 학술지인 ‘네이처
지오사이언스(Nature Geoscience)’에 게재됐다.

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초수화 카올리나이트가 보다 깊은 환경으로 섭
입하게 되면 약 200km 깊이에서 맨틀 광물로
변하면서 초수화 과정을 통해 운반하던 물을
주변으로 유출시킨다. 그 결과 섭입대 상부에
마그마를 형성하고 지표의 화산활동을 유도하
게 된다. 이 교수팀은 땅 속 200km 이상의 섭입
대 환경에 따른 광물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국내 포항방사광가속기(소장 이
기봉)와 함께 미국과 독일, 중국의 가속기 연구
시설을 방문하며 실험을 수행했다.
“지금까지 연구한 섭입대 환경은 철이 움직이고
있는 지구 외핵까지 거리의 약 1/15이며 지구 중

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용재 교수팀은 지구 속
의 높은 온도와 압력 환경을 만들어 지각판의
섭입대를 따라 일어날 수 있는 광물과 물의 반
응을 관찰했다. 연구에 사용된 고온고압 실험은
다이아몬드 앤빌셀이라는 장치를 이용하여 두
개의 다이아몬드 사이에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시료를 가두고 온도와 압력을 증가시키
면서 방사광가속기에서 발생시킨 고에너지 고
휘도의 X-선을 다이아몬드 사이의 시료에 조
사시키면서 진행된다.
연구팀은 우리나라의 지표에도 풍부하여 도자
기의 원료로도 쓰이는 카올리나이트(고령석 혹

섭입대에서 일어나는 카올리나이트의 초수화 현상을 형상화한
그림

초수화 현상을 지구 내부에 대한 이해로 확장하

학반응을 보고한 바 있다. 최근 본 논문과 같이

(Nature Chemistry)’에 초수화 현상을 응용한 화

한편, 이용재 교수는 2002년 압력에 따른 초수

다.”며 포부와 함께 연구의 향후 과제를 밝혔다.

미로운 지구 속의 신비를 밝힐 수 있기를 꿈꾼

본 연구를 이끈 이용재 교수는 앞으로 “보다 흥

문적인 극한환경 연구시설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상의 초고온을 발생시키고 측정할 수 있는 전

서는 대기압의 백 만 배 이상의 초고압과 수천도

활유와 같이 지각판과 맨틀의 움직임을 원활하

있는 가설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렇게 만들어진 초수화 카올리나

그동안 알려진 어떤 광물보다 많은 양의 물을

은 양의 물이 숨겨져 있다. 이는 마치 엔진의 윤

피가 30% 이상 증가하는 변화가 관찰됐다.

로 보고했다.

지진발생 메커니즘의 변화를 새롭게 설명할 수

논문을 시작으로 2014년 ‘네이처 케미스트리

물분자가 광물의 구조 속으로 대거 유입되고 부

토광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세계 최초

지구의 땅 속에는 전 세계 바닷물 양보다도 많

화 현상을 세계 최초로 보고한 ‘네이처(Nature)’

씨 200도 온도로 물과 함께 가열했다. 그 결과

경에서 지표에서는 관찰된 적 없는 초수화 점

깊은 땅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해당하는 조건, 즉 대기압의 25,000배 압력과 섭

동연구팀이 지각판이 충돌하는 땅 속 깊은 환

심까지 거리의 약 1/32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은 고령토)라는 점토광물을 땅 속 75km 깊이에

[다이아몬드 앤빌셀 고압기를 이용한 지구 내부 연구를 형상화
한 그림]  대기압의 수십에서 수백만 배의 압력과 수천 도의 온
도 환경을 만들어주고 방사광가속기에서 만들어 낸 밝은 빛을
이용하여 지구 내부 물질의 상태를 연구한다.

이용재 교수(지구시스템과학)가 이끄는 국제공

지구과학 최고 학술지 ‘네이처 지오사이언스’에 논문 게재

지각판 섭입대 따라 일어나는 화산활동과 지진발생의 새로운 원리 제시

지하 깊은 곳에 숨겨진 초수화 광물 최초 발견

이용재 교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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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연구 결과들이 방대한
양의 과학기술 문헌에 산재하여 이들을 모아
통합된 유전자조절 네트워크의 큰 그림을 구축

이상의 과학기술 문헌을 포함하는 빅데이터 분
석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유전자조절 네트
워크인 TRRUST를 개발했다.

네트워크들은 그 규모가 크지 않아 세포의 분
화와 기능을 조절하는 프로그램의 전체 그림을
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은 세포마다 각
각 다르게 발현하기 때문에 수많은 종류의 특
이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세포들로 분화될 수

한 연구팀은 공개되어 있는 2천만 개 이상의
과학기술 문헌 빅데이터를 텍스트마이닝 기
술과 전문분야 연구자들의 검증을 거쳐 현재
까지 발표된 가자 큰 유전자조절 네트워크 보
다 2배 이상의 규모를 가진 유전자조절 네트워
크인 TRRUST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개발
된 유전자조절 네트워크 TRRUST는 자체 분석
을 통하여 다양한 질환에 관련된 핵심 전사인
자들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며, 연구자들이 컴

전체의학 연구는 각 세포에 특이적인 유전자
의 발현 조절 프로그램과 이들의 이상에 의한
질환 발생의 기전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
고 있다. 유전자조절의 기전을 규명하기 위한
ENCODE(Encyclopedia of DNA elements)와
같은 대규모 국제 공동 연구들도 진행되었으나
여전히 각 세포의 특이적인 유전자 발현 조절
이 인간의 질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Gold Standard) 정보로서의 가치도 매우 높다.
연구팀은 TRRUST를 개방형 웹 서비스 시스템
(www.grnpedia.org/trrust)으로 개발하여 제공
하고 있으며 현재 유럽 및 북미 바이오 선진국
의 수많은 연구자들을 포함한 국내외 연구자들
에게 연구기반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하는 분자로 알려진 것이 바로 전사인자
(Transcription Factor)인데, 인간이 가진 약
20,000개의 유전자 가운데 10% 가량인 약
2,000개의 유전자들이 전사인자로 분류되어
있다. 세포의 유전자 조절 프로그램을 연구하
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보가 전사인자와 이들
이 조절하는 타깃 유전자들의 관계다. 이 정보

크 모델들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골드스탠더드

유전자의 발현 조절에 주도적인 역할을

퓨터 모델링을 통해 구축한 유전자조절 네트워

이인석 교수와 한헌종 박사과정 학생이 주도

에 존재하는 모든 유전자들이 밝혀진 이후, 유

있다. 인간 게놈프로젝트가 완성되어 유전체

목표 중 하나였다. 이전에 발표된 유전자 조절

인간의 몸에 존재하는 모든 세포들은 동일한

하는 것은 유전체의학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를 찾아내기 위해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실험

이인석 교수(생명공학) 연구팀은 최근 2천만 개

빅데이터 분석과 시스템생물학을 이용한 유전체의학 기반기술 구축

분석을 통한 세계 최대 유전자조절 네트워크 개발

이인석 교수 연구팀, 과학기술 문헌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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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인간 유전자조절 네트워크의 예시. 적색은 다른 유전자들
의 발현을 조절하는 전사인자, 녹색은 전사인자들의 조절을 받
는 타깃유전자들을 나타내고 있음.

Acids Research)’에 최근 게재되었다.

국제 학술지 ‘뉴클레익 애시드 리서치(Nucleic

한편, 관련 논문은 해당 연구분야의 권위 있는

의의를 밝혔다.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연구

료에 이용될 수 있는 핵심 유전자들을 발굴하는

이 교수는 “TRRUST가 향후 질환의 진단과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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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율이 야생형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반면 MPSR1 유전자의 기능이 상실된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신기능 작
물 개발이 세계적인 연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스로의 기능을 억제하고 있다가, 식물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를 감지(sensing)
하고 이를 통해 변성단백질을 특이적으로 분해
함으로써 세포 내 기능이 상실된 이상 단백질
축적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를 발견하고, 이 유전자가 세포내 기능이 상실
된 변성 단백질을 특이적으로 제거하여 식물의
생존성을 높이는 핵심 유전자임을 규명했다. 본
연구 결과는 미국 국립과학원 공식 저명 학술지
Proceedings of National Academy of Science

질제어 핵심 조절 유전자의 기능이 규명되었
다.”면서 “본 연구의 결과를 벼와 같이 가뭄에
취약한 식량작물과 고온에 취약한 엽채류(배
추, 상추 등)에 응용한다면 이상기후 스트레스
에 대응하는 신기능 작물 개발의 가능성을 열
어 이 분야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
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경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생체 내 중요 기능을
담당하는 단백질의 구조가 변성되어 그 기능을
상실하면서 생존을 위협받게 된다. 김우택·양
성욱 교수팀은 환경 스트레스를 인식하고 스트
레스에 의해 기능이 상실된 세포내의 변성단백
질을 제거하는 MPSR1 유전자를 찾았고, 이 유
전자가 단백질 품질제어 반응을 조절하여 식물

식물체는 환경 스트레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인

나아가 연구팀은 MPSR1 유전자를 과발현하는

인했다.

이 이상기후 스트레스에 대응한다는 사실을 확

되지 않았던 식물의 이상기후 대응 단백질 품

식물이 가뭄, 고온, 고염, 중금속 등 다양한 환

김우택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그동안 연구

서는 자가 조절(self-regulatory) 반응을 통해 스

백질 품질제어 반응을 조절하는 MPSR1 유전자

USA(PNAS) 온라인 최신판에 게재되었다.

또한 MPSR1 단백질은 스트레스가 없는 조건에

생존율을 보임을 발견했다.
물세포에서 이상기후 스트레스를 감지하여 단

구팀(공동 제1저자 김종흠, 조석근 박사)은 식

시스템생물학과 김우택·양성욱 교수 공동 연

제거함으로써 다양한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생

식량작물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식물체는 환경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하여 낮은

식하며 동시에 변성단백질을 빠른 시간 내에

가뭄, 고온, 냉해, 홍수와 같은 이상기후 재해가

환경 스트레스 대응 신기능 작물 개발 기대

품질제어 유전자 기술 첫 개발

김우택-양성욱 교수팀, 이상기후 감지 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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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이상
스트레스
배양조건

정상배양
조건

야생형
식물

MPSR1
유전자
과발현체

다른 유전자의 과발현체

야생형과 과발현 식물체의 생존성 실험 결과

그림 야생형 식물과 과발현 식물의 단백질 이상 스트레스 조건
에서 생존성 실험 결과.
(위) 애기장대 야생형 식물과 과발현 식물의 정상 배양 조건에서
의 생존성 실험 결과.
(아래) 애기장대 야생형 식물과 과발현 식물의 단백질 이상 스트
레스 배양 조건에서의 생존성 실험 결과. 단백질 이상 스트레스
를 유도하기 위해서 단백질의 변성을 야기하는 AZC 시약을 처
리하였다. MPSR1 유전자를 과발현하는 형질전환 식물은 단백
질 이상 스트레스에서 강한 생존성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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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어 연구톡톡

성공적인 신산업의
육성을 위해

손) 저 역시 네트워크에 관심이 많았어

약성이 낮은 산업은 융합성이 높은 산업

포기할 때 일어나는 결과도 고려해야 하

요. 네트워크 구조 자체를 파악하는 게

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미국 산업구

구요. 무조건적으로 최적화만은 불가능

A. 신) 저희는 사회학, 경제학, 응용통계학, 정보산업공학과 학생

주요 관심분야였죠. 그런데 이런 기회가

조에서는 제약성이 낮은 산업들이 많았

하죠. 이 다양한 고려를 융합연구라는

으로 이뤄진 융합연구팀입니다. 산업 속에서 네트워크를 연구하고

생겨서 연구주제를 생각하게 됐어요.

어요. 이것들은 성장 가능성도 높고, 경

특성을 활용해 풀어가고 있습니다.

팀 소개 부탁드립니다.

싶어서 관련 전공자들을 모았어요. 그 중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
링크(LINK)

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컸죠. 중간재 역

한 통계를 공부하는 친구, 네트워크 최적화를 알 수 있는 친구가 최

최) 최적화 과정은 여러 가지 선택지 중

시 IT산업 등 다양했죠. 그래서 신산업도

종적으로 팀원이 됐죠.

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흥미로운

잘 정착돼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제약

분야에 있어서 최적화 관점이 필요해 보

성 낮은 산업이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으

여서 연구주제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로 획일화 돼 있고, 산업 역시 제조, 조선,

A. 우선 어떤 한 주제를 통해서 다른 분

화학에 집중적으로 발달이 이뤄져 있잖

야 전공자들과 함께 모여 연구할 수 있

아요. 여기서 신산업 육성 방법의 핵심을

다는 데에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연구에

찾았습니다. 중간재를 기존의 것보다 다

필요한 것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연구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우리 대학교 대학원과 미래융합연구원은 다양

Junior 융합 연구 프로그램의 장
점은 무엇인가요?

한 전공의 대학원생들이 모임과 협력을 통해 창

A. 저희는 ‘신산업’이 한국 산업 구조에서 육성될 수 있는 방법을

의적인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Junior 융합 연

찾아요.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AI나 드론 등을 신산업이라고 볼 수

구그룹’을 모집해 융·복합 사고 역량 강화를 위한

있죠. 현재 신산업은 많은 부분 ‘산업 간 융합’을 의미해요. 신산업

A. 우선 한국과 미국의 비교를 최근 데

양화 시키면 신산업이 자라날 수 있다는

교육 프로그램, 재정적 지원, 교수님과의

도전적인 연구에의 관심을 지원하고 있다. 본 프

이 다른 산업의 중간재가 되거든요. 흔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

이터로 최신 버전으로 개선했어요. 하반

거죠. 신산업을 통한 중간재의 다양화로

토의 등 많은 걸 제공해주거든요.

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함께 연

는 새로운 산업혁명의 핵심이죠. 정부 정책을 통해서도 신산업 육

기에 들어서는 조금 더 최적화 이론에

산업 간 융합을 꾀하겠다는 거죠, 제조업

구함으로써 융합연구 문화의 기반을 조성할 수

성이 장려되고 있기도 해요. 하지만 기존 산업을 대체하지 못하고

맞춰서 산업 구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심의 산업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제약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있죠. 기업과 정부의 신산업 육성방향이 단편적인 경우가 많고요.
저희는 여기서 ‘국가의 산업구조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성

<연세소식>에서는 지원 대상자로 선발된 대학원

공적인 신산업 육성이 가능하다고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생 연구팀을 만나 학생들의 연구 아이디어를 직

이론과 최적화 이론을 적용해서 방법을 찾고 있어요.

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호에서는 ‘입
지선정 최적화 이론을 활용한 신산업네트워크

연구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육성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신석영(경제·석사 4

현재 연구의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성도 낮추면서 말이에요.

연구를 통해 얻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어떤 연구 과정을 거쳤나요?
그래서 한국산업 속에서 어떤 중간재가
A. 우선 사전 연구를 했었어요. 한국의

생겨나면 네트워크가 개선될지에 관해

A. 신) 융합연구이기 때문에 저희의 연구

산업 간 네트워크 파악을 목표로요. 경

계산을 했어요.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어

를 많은 부분에 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제학에는 ‘산업연관표’가 있어요. 국가마

려움이 있었다면 산업 간 연관성을 설정

요. 이를 모든 연구자들이 잘 활용해서 각

다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300개

할 기준이 애매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자 발전시켜 소득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학기), 손성택(응용통계·석사 3학기), 최용호(정

A. 신) 저는 학부 때 사회학을 전공하면서 네트워크 수업을 들었

정도의 산업이 있어요. 사회학의 ‘네트워

현실성이 있는 연구를 위해 기준을 세워

보산업공학·통합과정 6학기) 씨를 만나 연구 이

어요. 이 이론을 다른 분야와 연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

크’ 이론을 여기에 적용했어요. 산업을

모델을 만들었죠.

야기를 들어봤다.

죠. 그래서 경제학에 이를 적용하게 됐어요. 그러다보니 최적화 이

하나의 노드(node)라고 보고 이들을 연

론도 적용시키고 싶어졌어요. 최적화 이론은 네트워크를 설명하는

결하는 선을 링크(link)로 봤죠. 이를테면

그 이후에는 제약성이 낮은 산업을 극대

연구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을 더 많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력이 있거든요.

자동차를 생산할 때에는 고무나 철강과

화시키는 것을 최적화라고 바라보고 최

얻고 싶어요.

같은 중간재가 필요해요. 이 중간재들을

적화 이론을 통해 어떻게 최적화 할 수

공유하는지에 따라 링크를 만들 수 있어

있는지 연구하고 있어요. 최적화 이론은

최) 연구실에서는 비교적 획일화 된 사

요. 그렇게 한국 산업을 중간재 공유여부

산업의 부지를 선정할 때 비용을 최소화

고를 하게 돼요. 한 전공만 다루니까요.

로 네트워크화 시켰습니다.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이론이에요.

근데 융합연구에서는 다양한 생각을 배

근데 이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려면 다양

울 수 있어요. 이 연구를 하면서 더 연구

한편, 네트워크 이론에는 ‘제약성’이라는

한 고려가 필요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

시야를 얻고 싶어요.

지표가 있습니다. 이질적인 노드들이 얼

해도 현실적으로 산업끼리의 연결이 불

마나 연결되는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제

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기존 중간재를

32

손) 네트워크 분석은 통계학에서 가르치
지 않아요. 이번 연구를 통해서 네트워크

(취재 : 오지혜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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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에 대해 쉬들란 교수는 중국을 예로 들었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코펜하겐대학교 방문단

는 이재용 교학부총장, 이홍석 음악대학 작곡과

다. 중국의 경우, 성장성 있는 작은 규모의 기업

은 워크숍 전날인 10월 31일에는 본교 송도캠퍼

교수, 김홍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지휘과 교수가

이 국가의 경제를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는데

스와 송도 스마트시티 운영센터를 방문해 스마

참여했다.

도 불구하고 국가가 비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

트시티 현황을 관람하고 관련자들과 의견을 나

대회에는 아카펠라 성가에 대한 열정을 가진 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조만간 은행이나 기업

눴다.

7개 팀이 참가해 그동안 연습한 아카펠라 실력

쪽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다면 중국 역시 비관

토마스 비욘호름 코펜하겐대 연구부총장은 “연

을 아낌없이 뽐냈다. 대회엔 뮤지컬과 아카펠라

적 경제 성장 전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대와 코펜하겐 대학이 이번 워크숍을 바탕으

연구자들은 진지하게 토론에 임하며 의미 있는

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우리 대학 ‘뮤

강의를 마치며 쉬들란 교수는 한 나라의 지

로 양교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 공동

시간을 가졌다. 더욱이 홍콩중문대학은 우리 대

카펠라’, 숭실대학교의 해외선교 임팩트 모임

속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좋

연구 방안에 대한 실천안을 도출하고 공동연구,

학과 교환학생제도를 통해 학부생 교류를 하고

‘항상’, 우리 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연합 동

은, 그리고 일관성 있는 경제 정책(good and

교수교환 프로그램 운영 같은 실제적인 성과를

있을 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대학원생 교류도

아리 ‘이브닝콰이어’, 고려대학교 중앙아카펠라

consistent economic policy)이 시행되어야

얻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자”고 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동아리 ‘LoGS’,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동

핀 쉬들란 교수, 경제정책과 성장에

GDP가 기술력, 노동력, 자본력에 의해 결정되

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했다.

아리 ‘어우림합창단’, 고교 동창들과 대학 친구

대해 강연해

는데 이 변수들이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

후 강의가 마무리됐다.

우리 대학교 협정교인 코펜하겐대학교는 1479

들이 함께 모인 ‘연결고리’ 그리고 우리 대학 남

2017 전국 대학 아카펠라 성가제 열려

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그동안 기

년 설립됐으며 덴마크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

지난 10월 31일 핀 쉬들란 교수가 우리 대학

술력과 노동력의 개발을 통해 빠른 경제 성장을

자 규모가 큰 대학으로 연구 중심의 공립대학교

교에 초청돼 ‘경제정책이 국가성장에 미치

이뤘는데 최근 그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

연세프론티어랩, 2017년 연세대-

이다. 코펜하겐대학교는 오늘날 유럽에서 다양

지난 11월 17일 ‘2017 전국 대학 아카펠라 성가

창단과 교회음악과 중창단이 찬조 출연해 대회

는 영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쉬들란 교수는

다. 이에 대해 쉬들란 교수는 지속적인 경제 발

코펜하겐대 국제협력연구 워크숍 개최

한 연구를 선도하는 명문대학으로 평가받는다.

제’가 루스채플 예배실에서 열렸다. 우리 대학

를 한층 풍성하게 했다.

노르웨이 경제대학(Norwegian School of

전을 위해서는 정부정책이 고부가가치를 생산

현재 대학원생을 포함해 3만 7천여 명 이상이

교 교목실과 CTS 기독교 TV에서 공동주관한

이번 대회에서는 LoGS 팀이 최고의 평가를 받

Economics)에서 학사를 취득했고 카네기 멜

해내는 기술력 확보와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켜

연세프론티어랩이 덴마크 코펜하겐대학교와

재학 중이고 7천여 명 이상의 교직원이 재직하

이번 대회는 YBS 아나운서 출신인 이동섭 현

아 대상과 부상 2백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

런 대학에서 박사를 취득했다. 쉬들란 교수는

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부의 조세 정

지난 11월 1일부터 2일까지 2017년 연세대-코

고 있다.

MBC 스포츠 플러스 기자와 김세연 현 SBS 스

어 금상은 이브닝콰이어, 은상은 Glee Club, 동

신고전경제학파를 이끌고 있는 주류 학자 중 한

책들도 나라 전체의 GDP를 성장시키는데 매우

펜하겐대 국제협력연구 2차 워크숍을 개최했

포츠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다.

상은 뮤카펠라, 장려상은 어우림합창단, 격려상

명으로 주요 영역은 거시경제 분야의 경기순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아일랜드, 스페인,

다. 2016년 덴마크에서 개최된 1차 워크숍에 이

대회는 한인철 교목실장의 기도, 그리고 김용학

은 항상과 연결고리가 차지했다. 2017 전국 대

재무, 재정정책, 노동 경제 등이다. 쉬들란 교수

그리고 포르투갈 이 세 나라의 GDP 성장률을

어 우리 대학교에서 개최된 2차 워크숍에는 토

공자아카데미 중국학논단 및

총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심사위원장에는 음

학 아카펠라 성가제는 12월 중 CTS 기독교 TV

는 에드워드 프레스콧 교수와 함께 경기변동의

예로 들면서 설명했다. 1990년 이후로 아일랜

마스 비욘호름 연구부총장을 포함한 총 13명

해외저명학자 초청강연 진행

악대학 교회음악과 김보미 교수, 심사위원으로

에서 방송될 예정이다.

동력과 경제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에 대한 연

드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비해서 높은 성장률

의 코펜하겐대학교 교수진과 최문근 연구본부

구로 200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현재,

을 보였는데, 이는 아일랜드 정부가 그 당시에

장을 비롯한 우리 대학교 교수진 17명이 참여

우리 대학교 공자아카데미와 중국연구원(원장

쉬들란 교수는 캘리포니아 대학 산타 바바라 캠

조세 정책을 변화시켰고, 이러한 변화가 GDP

했다. 양일간 걸쳐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The

김현철)에서는 매 학기 해외 저명학자를 초청

퍼스와 카네기 멜런 대학 카타르 캠퍼스에서 경

의 성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Arctic, Social Welfare, Smart City, Plant

해 우리 학교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열고

제학을 가르치고 있다.

이후 쉬들란 교수는 비일관적인 정부정책에 대

Science 등의 주제에 따라 개별 연구 현황과

있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13일 연구원에선

쉬들란 교수는 먼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해 비판했다. 정부가 바뀌면 정책이 바뀌고, 목

중국 어법학 분야의 대가인 홍콩중문대학 교수

선진국과, 이어 한국, 일본, 홍콩 등의 신흥 선

표를 달성하고 나면 정책을 바꿔 버리는 등의

인 반해화(潘海華) 교수를 초청해 “從分裂作

진국 그리고 아르헨티나, 멕시코, 칠레 등 개발

단기적 경제 정책이 경제성장을 방해한다는 것

格看漢語句法的混合性”이라는 제목으로 중

도상국의 경제를 비교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쉬

이다. 그는 실제로 단기 경제 정책을 주로 실시

국어법 토론 모임을 진행했다. 1962년생인 반

들란 교수에 따르면 이러한 국가 간 경제 성장

하는 나라들은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경제 성장

교수는 현재 북경어언대학 장강(長江)학자로

률의 차이는 그 나라의 민주주의 정도와 경제

률이 더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장기

도 활동 중인 현대중국어법학의 대가이다. 이날

정책에 의해 달라진다. 경제 지표 중의 하나인

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닌

참가한 우리 대학교 중국어법 전공 대학원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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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합창단 ‘글리 클럽(Glee Club)’이 참가했다.
또한, 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서대문구립여성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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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려는 ‘공감’ 능력이 NGO 운영에 필수적

전·사업화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

지난 1998년에 발간된 <연세한국어사전>에서

이라는 것이다.

운 산업을 창출하도록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해

부터 국어사전에 우리 대학의 이름인 <연세>

마지막으로, 양진옥 회장은 본인의 삶에 대해

포상했다. 이에 기술사업화에 대한 공로를 인정

를 처음으로 붙이기 시작해, 이후 <연세초등국

얘기하며 신입 직원으로 출발해서 회장이 되는

받아 연세대학교 기술지주회사(대표: 최문근)

어사전>(2002), <연세초등영어사전>(2007),

일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리고

가 ‘기술이전 및 기술거래분야 민간부문(단체)’

<연세초등한자사전>(2008) 등의 시리즈를 발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는 NGO 굿네이버스의

의 기술사업화 유공자 표창(산업통상자원부 장

간해 왔다. 또 <연세 한국어유의어사전>이 곧

조직문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 회장에 따르

관상)을 수상했다.

발간될 예정으로, 우리나라 국어사전을 대표하
는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면 굿네이버스에는 말단 사원에게도 재량을 부
여하고 신뢰를 주는 조직문화가 있다. 이러한

이 엑스포에서 우리 대학교 기술지주회사(대

이날 행사의 1부 오전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어

조직문화 속에서 양 회장은 ‘창의성’과 ‘공감’ 역

표: 최문근)의 시작품제작지원사업을 통해 개

연구의 관점에서 본 <연세한국어사전>’(연세

량을 가진 직원들과 함께 협동하며 목표를 달성

발된 ‘미세먼지 투과방지 친인체성 패션 마스

대 국문과 유형경 교수), ‘언어교육과 어휘학습

할 수 있었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마침내 굿

크’가 BRIDGE 페스티벌에서 전시됐다. 더불어

의 관점에서 본 <연세한국어사전>’(연세대 국

양진옥 굿네이버스 회장 ‘변화의

사회문제를 자발적인 협력의 힘으로 해결하려

네이버스 회장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양 회

기술지주회사 공동관에는 우리 대학교 기술지

문과 강현화 교수), ‘국어정보학의 관점에서 본

시대, 공감의 리더십’ 주제로 강연

는 조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 및 집단

장은 우리 대학교 학생들에게 NGO에서 중요

주회사 자회사인 ㈜스템모어(CTO: 약학대학

<연세한국어사전>’(연세대 국문과 서상규 교

들에게 복지후생 및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삶

시 되는 역량들, 특히 NGO 직원이 갖추어야 할

성종혁 교수)의 탈모진단키트 및 탈모예방 샴

수)을 주제로 한 발표가 차례로 이어졌다. 또

지난 11월 9일 양진옥 굿네이버스 회장이 우리

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다. 특히

역량과 NGO 리더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을 다

푸와 마스크팩, 핸드크림 제품이 전시되어 관심

오후에는 우리 한국어사전의 미래를 조망하는

대학교 리더십 워크숍에 초청돼 ‘변화의 시대,

이 분야는 국가의 공익적인 일을 처리하는 정부

시 한 번 설명하면서 강연을 마무리했다.

을 끌었다.

한국어사전편찬실 30주년 기념

<연세현대한국어사전>(가칭)과 <연세한국어

공감의 리더십 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양 회장

단체나 경제조직인 기업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

또 11월 2일(목) 진행된 BRIDGE 페스티벌 실용

학술대회 및 기념회 개최

유의어사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더불어

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연세

든 분야이기 때문에 NPO와 NGO의 역할이 더

화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우리 대학 BRIDGE 사

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욱 크다고 말했다.

BRIDGE 사업단, ‘2017 BRIDGE

업단이 대상(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해 창의적

언어정보연구원은 인문한국사업단(단장 서상

의 미래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가치 있는 논

나눔 사업 본부장, 문화예술 네트워크 이사, 아

이어서 양진옥 회장은 NGO 운영에 필요한 ‘혁

페스티벌’에서 실용화경진대회 대상

자산 실용화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규)의 지원을 받아 11월 8일 위당관에서 ‘연세대

의가 이루어졌다.  

동복지위원회 이사 등을 역임했고, 2016년에는

신’과 ‘공감’의 리더십에 대해 설명했다. NGO

수상

학교 한국어사전편찬실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2부 기념식 및 만찬회에서는 서상규 언어정보

비정부조직(NGO) ‘굿네이버스’ 회장으로 취임

는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사회의 많은 문제들

및 만찬회’를 개최했다. 1부 학술대회, 2부 기념

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故)허웅 서울

했다. 그동안의 업적을 인정받아 양진옥 회장은

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찾아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부산 벡스코

기술지주회사, 2017 대한민국

회 및 만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개척의 역

대학교 언어학과 명예교수의 영상 축사와 권재

‘나눔 유공자 국무총리표창’과 2016년 ‘여성1호

야 하기 때문에 창의성의 계발이 요구된다고 했

에선 “우리 함께, 길을 열다!”라는 슬로건 아래

기술사업화 유공자 표창 수상

정, 도전의 미래’라는 주제로 한국어사전편찬실

일 한글학회회장의 축사 및 <연세한국어사전>

상’ 등을 수상했고, 지금도 사회의 다양한 분야

다. 4차산업혁명과 같은 복잡한 사회 기술의 발

2017년 산학협력 엑스포가 개최됐다. 또 그 일

의 어제와 오늘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조망해 보

의 산증인인 우리 대학교 남기심 국문과 명예교

에서 나눔의 이념을 실천하는 사회 리더로 활발

전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더욱 빈곤하

환으로 BRIDGE 페스티벌, LINC+ 페스티벌,

지난 11월 15일 양재 엘타워에서 ‘Buy R&D, 4

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수의 기념사가 이어졌다. 이밖에도 2부 행사에

히 활동하고 있다.

게 만들 수 있어서,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찾으

학생창업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축제의 장이 펼

차산업혁명에 날개를 달다’를 주제로 제5회 대

우리 대학교의 한국어 사전 편찬은, 지난 1986

선 <연세한국어사전>이 있기까지 그 길을 함

양진옥 회장은 강연을 통해 연세대학교 학생

려면 보다 복합적인 시각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쳐졌다.

한민국 기술사업화 대전이 개최됐다.

년 우리 대학교 교수 290명이 연명해 그 해 한

께한 약 80여 명의 교내외 인사들이 한자리에

들과 ‘공감의 리더십’ 그리고 ‘신입 직원에서

그렇기에 구조를 꿰뚫어볼 수 있는 전체적인 시

행사에는 기술사업화 및 녹색인증 유공자, 기술

글날에 발표한 ‘새 한국어 사전 편찬 발의문’을

모여 지난 30년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부터 회장이 되기까지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

각과 새로운 해결방안을 만들어내는 창조성이

이전·사업화 유관기관 등 산학연 관계자 등이

통해 시작됐다. 그리고 1987년 우리 대학의 교

다. 본 강연에 들어가기에 앞서 양진옥 회장은

NGO에게 요구되는 역량이라는 것이다. 또한,

참석했다. ‘기술과 일자리’라는 주제로 열린 행

책연구소로서 한국어사전편찬실이 설립됐다.

‘공감의 리더십’과 관련해 NPO(Non-profit

그는 NGO의 특성상 사회문제를 내 일처럼 느

사는 기술사업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동안

이번 학술대회와 기념식은, 한국어사전편찬실

organizations)와 NGO(Non-governmental

끼는 공감의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진해온 성과 격려 및 사기진작을 도모했다.

의 역사를 돌이켜보고, 앞으로 이뤄질 우리 대

organizations)에 대해 설명했다. 양 회장에 따

NGO는 정부 지원의 부재 및 이윤 추구 금지라

이어진 ‘2017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식’에서는

학교의 <시대별 연세 한국어 대사전> 편찬을

르면, NPO와 NGO는 세계 어디에나 발생하는

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진정을 다해 사회문제를

공공 및 민간부문 연구개발(R&D) 결과물의 이

위한 자리이기도 했다. 특히 언어정보연구원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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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캠퍼스 소식
다. 이병남 고문은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적으로 미국 홀푸드의 사례를 들며, “기업이 자

과 유영권 신과대학장을 비롯해 10여 명이 참

교육의 성과를 총 결산하고, 각 지역과 분과 학

후,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

신의 사업 존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힘을 다 할

석했다. 90주년(2019년)을 앞두고 있는 대학출

회의 향후 주력 방향을 논의한 국제연합학술대

를 그리고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

때 이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말했

판문화원의 ‘우수학술도서 및 우수저자 특별지

회로 평가된다.

위를 취득했다. 이후 이 고문은 캘리포니아 주립

다. 이어 그는 기업은 이윤극대화가 아니라 가치

원제도’를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대와 조지아 주립대에서 경영학 조교수로 일했

극대화를 추구해야 하는 조직임을 강조했다.

손소영 대학출판문화원장(산업공학과 교수)은

고, 국내에서는 LG구조조정 인사팀장, LG경영

마지막으로 이 고문은 인간은 이기적이지만 동

“이번 계기를 통해 대학교재개발 사업도 더욱

개발원 인화원 원장,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원

시에 공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속

활성화되어 학교의 미션에 보다 더 기여하는 대

회 정책자문회의 의원 등을 역임했다. 또한 여러

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역

학출판문화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을 알리는데 그 역사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래 유망산업인 레이저 의료기기 기술

저서와 논문을 집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

설했다. 예를 들어, 리더는 능력개발 및 발휘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초기의 마스터플랜에서 토지에 대

선점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동하는 리더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는 성과주의를 채택하면서 동시에 직원을 경영

편찬위원회 대표 저자인 김현숙 교수(신과대학

한 계획과 설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소장 정재현)는 지난 11

이병남 고문은 지속 가능한 기업을 장거리를 날

의 주체로 키우는 평등성도 고려해야 함을 설명

부학장)는 “이 교재가 연세대학교 구성원들에

있는 흔치 않은 전시이기도 하다.

월 15일 <Reimagining Vocation Across the

아야하는 상모 두루미에 비유하며 강연을 시작

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했다.

게 건학정신과 연세이념을 함양하고 계승하여

업체인 루트로닉(대표 황해령)과 손잡고 미래 유

Lifespan and into Childhood>라는 제목의

했다. 그는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기본에 충

기독교적 정신에 기반을 둔 연세인을 육성하는

망산업인 레이저 의료기기 기술 선점에 나선다.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좌에선 미국 밴더

실 하는 것’, ‘외부 환경(시장)과의 교감’, ‘조직

데 공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중어중문학회

우리 대학은 지난 11월 8일 루트로닉과 ‘레이저 치

빌트 대학의 보니 J. 밀러-맥레모어 교수가 방

내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했다.  

학부대학 교재개발을 위한 출판계약

특히 이 기독교 이해 교재는 대학출판문화원이

추계연합국제학술대회 개최

료·진단 기술 개발 공동연구실’의 현판식을 진행

체결식 개최

교재개발연구비와 선인세를 지원하여 개발하는

아이들의 소명에 대해 특별 강연 개최

한해 강의를 진행했다. 그녀는 이번 강의에서
전통적인 소명에 관한 입장을 넘어서 발달론적

교재로, 편찬위원회는 추후 교재 판매를 통해 얻

관점에서 소명을 바라볼 것을 주장했다. 또한

우리 대학 대학출판문화원은 지난 10월 25일 원

는 수익금(인세)을 ‘학부대학 기금’으로 적립하여

아이들의 소명에 대한 자신의 연구를 소개하면

두우신학관에서 학부대학 공통기초 과목인 <기

장학금 및 교재연구비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서, 어른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연세대-루트로닉, 공동연구실 운영

우리 대학교가 레이저 의료기기 분야 국내 1위

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공동연구실을 운영하며

중어중문학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기계공학적’ 기초기술 보강을 통한 레이저 의료
기기의 성능 향상을 함께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2017년도 한국중어중문학회(회장 이규갑 중어

기계공학과 주철민 교수는 “과학적인 근간에 기

독교의 이해> 교재개발을 위해 기독교의 이해

중문학과 교수) 추계연합국제학술대회가 지난

초한 의료문제 해결을 위해 기계공학적 연구역

가’에 대한 집착에서부터 아이들의 생각과 경험

편찬위원회와 출판계약을 체결했다. 편찬위원

11월 11~12일 위당관에서 열렸다.

량을 총동원하여 루트로닉과 협력할 것”이라며

으로 바꿔야 할 것을 강조했다. 강의 후에는 상

회는 현재 3개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

헤이리예술마을·서화촌 20주년

이번 학회는 한국중어중문학회와 우리 대학교

“이번 공동연구실 운영이 연세대의 연구역량 향

마스터플랜·아카이브전

중어중문학과가 공동 주관하며, 한국중어중문

상은 물론 국내 강소기업의 더 큰 성장을 위한 발

학회를 비롯한 총 9개의 중어중문학 관련 학회

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코칭지원센터 소장인 권수영 교수의 사회로

강의를 통해 이 고문은 시장, 기업, 그리고 리더

을 위한 통합 교과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 교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아이들의 소명’에 대

십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학생들에게 제시했다.

재는 기독교의 기초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현

한 다양한 질문과 강연자의 응답이 이어졌다.

그는 먼저 행동경제학의 관점에서는 시장을 하

대 사회에서 기독교가 지니는 의미를 탐구함으

김홍규 교수(도시공학과)가 마스터플래너로 참

와 4개 공자학원, 우리 대학 중국연구원이 공동

루트로닉 관계자는 “레이저는 융·복합기술로,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는 2학기에도 다양한 강

나의 생태계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에

로써 연세 정신과 기독교 정신을 함양하는 것은

여한 헤이리 예술마을·서화촌 20주년 기념 마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 주한중국대사관 교육

다양한 기초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며 “연세대

연으로 신학 연구자들의 학문적 지평을 넓히는

따르면 이 시장이라는 생태계는 ‘생존경쟁’ 뿐만

물론, 이를 바탕으로 지성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스터플랜·아카이브전이 식물감각 주최, 우리

처, 유진그룹이 후원했다.

학교의 탄탄한 기초연구 역량과 루트로닉의 앞

데 앞장설 예정이다.

아니라 ‘상호부조’를 통해서 유지된다. 특히, 과

덕목과 인성을 함양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대학 도시공학과 도시단지개발디자인연구실

이틀간 열리는 학술대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

선 기술이 만나 더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을 구

거와 달리 현대사회에서 시장이 유지되기 위해

이번 출판계약체결식에는 전혜영 학부대학장

후원으로 경기도 파주시 헤이리마을길 식물감

인문학의 탁월함-중어중문학 연구의 패러다임

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는 생존경쟁에 치우친 기업경영 방식이 아니

각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열린다.

모색’을 주제로 한국을 포함한 중국, 미국, 영

이병남 전 LG인화원 원장 및 고문

라 상호부조를 통한 기업경영 방식이 기업의 지

김홍규 교수는 “파주시 통일동산의 서화촌을

국, 프랑스, 싱가포르, 일본, 태국, 베트남 등 총

‘시장, 기업 그리고 리더십’ 강연

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포기하고 헤이리예술마을로 새로운 마스터플

9개국에서 150여 명의 국내외학자가 논문을 발

더불어 이 고문은 기업은 기계론적 이성주의가

랜을 할 때 기본방향 및 설계개념은 거의 동일

표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500여 명의 학자

지난 10월 26일 이병남 전 LG인화원 원장 및 고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부품으로 이루어진 시

하게 적용됐다.”며 “이번 전시회는 헤이리의 뿌

들이 발표회의장을 찾았다.

문이 우리 대학교 리더십 워크숍에 초청돼 ‘시

스템이 아니라고 하며 이윤추구 가설은 제한된

리인 서화촌과 헤이리예술마을의 마스터플랜

본 학술대회는 세계 각지의 중어중문학 분야의

장, 기업 그리고 리더십’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

설명력을 가진 가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

을 전시함으로써 하나의 큰 틀에서 시작되었음

모든 분과의 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구와

38

39

신촌캠퍼스 소식

신촌캠퍼스 소식
짚어가며 자세히 알려주신 교수님 및 논문의 공

과학기술사를 전공하여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

전문 평가 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려운 러시아 문화를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계

주제의 융합학술대회로 신학 연구자들의 학문

저자이신 선배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

았다. 현재는 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학연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매

기를 제공하게 되어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특

적 지평을 넓히는데 앞장 설 예정이다.

열심히 노력하여 더 좋은 논문을 쓰도록 하겠

소에서 ‘한국의 과학과 문명’ 총서를 발간하는

우 우수’, ‘우수’, ‘좋음’ 3단계 중 최고 등급을 부

히 백양누리 글로벌라운지에서 개최함으로써

다”.고 전했다.  

등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다.

여했다.

많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행사장을 방문하여

우수논문 시상은 지난 1993년 우수 대학원생을

김태호 교수는 우리나라에 컴퓨터가 보급되던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의 세브란스병원 내에

타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격려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번 심사에는 각

시절, 처음으로 타자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자

위치한 신촌장례식장은  ‘유비쿼터스’, ‘효(孝)’,

홍콩상하이은행 꿈.키.움 프로젝트

학과에서 추천한 박사 82명, 석사 31명  총 113

신의 이야기로 강연을 시작했다. 김 교수는 “타

‘문화’, ‘새로운 생명’이 있는 4유(有) 장례식장

서울시 사회공헌대상 수상

명이 지원하여 6.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심사

자기가 등장하고 발전하는 데엔 기술뿐만 아니

을 표방하며 고인과 유족, 방문객들에게 정성을

한국기독교문화 연구소, 고통에 관한

2017-2학기 대학원생 우수논문

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접학과 교수들로

라 사람들의 글쓰기 문화가 큰 영향을 끼쳤다”

다하여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융합학술대회 개최

시상식 개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

며 어문정책이 타자에 미친 영향, 순 한글 사용

회복지관과 홍콩상하이(HSBC)은행이 서울시

되었다.

과 효율적인 속도로 군대에서 각광받은 세벌식

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제1회 서울시 사회공헌

가양4종합사회복지관,

연세사회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 가양4종합사

2017-2학기 대학원생 우수논문 선정자에 대한

타자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그는 “오늘날에도

국제처, 백양누리 글로벌라운지서

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이 지난 11월 21일 스팀슨관 2층 대학원

타자기는 기술적으로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며

러시아데이 개최

최근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이 선택이 아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학기에는 박수진(중

미래융합연구원, ICONS 세미나 개최

어중문학과), 김윤정(사학과), 차옥균(인지과학

필수로 자리 잡아가면서, 기업사회공헌 활동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타자
기에도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 들어있다는 사실

국제처에서는 매 학기 국제화를 도모하고 타국

이 사회 문제해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서

협동과정), 김수영(문화학협동과정), 김택규(행

김태호 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을 기억하면 좋겠다”는 말을 끝으로 강연을 마

의 문화를 다양하게 접해보고자 하는 취지로 글

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은 기업사회공헌 프로

정학과), 배재윤(스포츠레저학과), 차원영(화학

조교수 강연

쳤다.

로벌데이(Global Day) 행사를 주최하고 있다.

그램을 독려하기 위해 사회공헌대상을 마련했

다양한 전공의 연세인과 함께 융합을 주제로 진

글로벌데이는 글로벌 명문 교육기관인 우리 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소장 정재현)는 지난 11

다. 이에 기업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

과), 민경식(전기전자공학과), Xiaomin Pan(계
산과학공학과), 임준영(물리학과), 최소라(화학

지난 10월 31일 학술정보원 장기원 국제회의실

행하는 ICONS 세미나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

학교의 재학생들이 타문화와의 활발한 교류를

월 16일 <HOMO PATIENS: 고통받는 인간, 의

는 65개 기관을 접수받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과), 강민지(대기과학과), 김의혁(신소재공학

에서 ‘제20회 ICONS 세미나’가 진행됐다. 100

이다. 다음 세미나는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물리

통해 세계에 대한 안목을 폭넓게 증진할 수 있

미를 묻다>라는 제목으로 융합학술대회를 개

7개 기관 안에 가양4복지관이 선정됐다.

과), 임선민(의학과), 장다엘(간호학과), 장지은

여 명의 연세인이 참석한 이 날 세미나에서는

교육과 김상욱 교수의 “과학으로 인문학 하기”

도록 도와주는 대표 행사로, 매년 2회 정기적으

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각 분과 학문별로

홍콩상하이 은행은 1998년부터 가양4종합사회

(의학과), 김주영(보건학과) 등 총 17명이 수상

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조교수 김

를 주제로 11월 21일, 학술정보원 장기원 국제회

로 개최된다. 그 일환으로 지난 11월 7~8일 이

고통에 대한 정의와 이해가 다른 상황에서 신

복지관과 파트너십을 통해 매년 4,300만 원의

의 영광을 안았다.

태호 연사가 “당연해 보이는 일들은 사실 얼마

의실에서 개최된다.

틀간 백양누리 글로벌라운지에서 ‘러시아데이’

학, 의학, 철학, 법학, 간호학, 심리학의 전문가

후원금을 전달해왔다. 또 아동청소년 41명의 발

이날 시상식에서 최문근 대학원장은 “대학원생

나 복잡했는가”를 주제로 한글 기계화의 역사

가 열렸다.

들이 모여 고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달단계 및 성장욕구에 따라 결식예방사업, 교육

우수논문은 품위있는 상으로  이 자리에 있는

를 통해서 본 기술의 사회적 구성에 대해 강연

국제처 산하 학생 동아리인 연세글로벌(Yonsei

했다. 1부에서는 중앙대학교 병원 고신옥 교수,

장학 및 학습 환경조성을 통합적으로 지원 해오

대학원생들이 학문적 리더로서, 다른 분야와의

을 진행했다. 세미나의 사회는 미래융합연구원

신촌장례식장, 2017식품접객업소

Global)에서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러시아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공병혜 교수, 우리 대학교

고 있다. 가양4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홍

연구융합을 통해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출발점

임춘성 원장(산업공학)이 맡았다.  

매우우수 등급 지정

관련 퀴즈, 전통놀이 ‘고로드키’, 테트리스 게임,

연합신학대학원 정재현 교수가 각각 “중환자실

콩상하이 은행과 파트너십을 통해 청소년들의

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태호 교수는 서울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러시아어 체험, 러시아 전통의상 포토존 등 러

사람들의 고통”, “고통과 윤리, 그리고 자기 돌

꿈과 비전을 세우는데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

대학원 총학생부회장 정수민(응용통계학과 석

동 대학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에서 한국

우리 대학교 신촌장례식장이 지난 10월 16일

시아의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와 포용력을 높

봄”, “고통에 대한 오해와 맞갖은 대안 시도: 종

혔다.

사 3학기) 학생은 “창의적인 논문을 기점으로

‘2017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제’의 ‘매우 우수

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이틀간 총

교-철학적 성찰을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주제

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새로은 도약을 위해 착실

(★★★)’ 등급을 받았다.

5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가자들

발표를 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건국대학교

히 준비하고 나아가 앞으로 진행하는 모든 일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7년 5월 19일부터 시

에게는 러시아 전통 간식 ‘쌈싸’와 간단한 음료

의학전문대학원 한상돈 교수, 인제대학교 의과

에 좋은 결과가 함께하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행한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상태

가 제공됐다. 추첨을 통해 러시아 관련 상품을

대학 이세경 교수, ‘마음과 시선’ 상담센터 임인

이어 수상자 대표 김민지(지구천문대기학부(대

를 평가하고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한해서

선물하기도 했다.

구 소장의 주제발표에 대한 논평이 이어졌다.

기과학)박사) 학생은 “1저자로 쓴 첫 논문이기

등급을 지정하는 것으로 식중독을 예방하고 소

연세글로벌 관계자는 “이번 러시아데이를 통해

논평이 끝난 후에는 토론 및 질의응답이 계속됐

때문에 서툴고 부족한 점이 많았으나, 하나하나

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 어

다.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는 앞으로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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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캠퍼스 소식

의료원소식
께할 수 있는 유익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기 위한 ‘케어네트워크 라운지’ 운영으로 아(亞)

예정이다.

급성기 환자 전원을 통한 입원기간 단축 효과와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앞
으로 세브란스병원은 2020년 개원을 목표로

2017 국제신진아티스트 초청 전시회

용인동백세브란스병원과 함께 의료기관과 의

개최

료 연관 기업이 연계되는 연세의료복합 도시첨
단산업단지 조성도 진행 중이다. 이 연세의료복

지난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백양누리 무

합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병원을 중심으로 제약

악 로터리 홀에서 ‘글로벌 아트 시장 문화의 미

과 의료기기, 바이오산업 등 연관 산업군이 네

장강명 작가와 함께한 북콘서트

북콘서트 시리즈의 강연자로 초청된 그는 오랜

래’라는 주제로 “국제신진아티스트 초청 전시

트워크를 형성하며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의료산

“이야기꾼을 경계하라”

만에 다시 찾은 캠퍼스에서의 추억을 회상하며

회”가 개최됐다. 이번 전시에는 국제적으로 활

업화의 새로운 전초기지가 될 전망이다.

강연을 시작했다. ‘이야기꾼을 경계하라’는 주

동 중인 17명의 신진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돼 교

세브란스병원, 국가생산성대상

브란스 병원은 다양한 위원회를 설치해 환자뿐

이번 수상에 대해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은 “환

학술정보원(원장 이정우)은 지난 11월 1일 한국

제로 진행된 강연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야기

내외 관계자, 학생 및 기업, 동문 등 국내외 방

대통령 표창

아니라 각 연관 부서와의 소통을 통해 진료대기

자중심 문화를 이끌어 가는 세브란스병원의 도전

의 주목 받는 소설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의 힘을 이야기했다. 장 작가는 기자 시절 직접

문객들에게 예술을 통한 공감의 장을 선사했다.

나 검사지연 등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더불

이 인정을 받은 것”이라며 “앞으로 환자안전과 의

장강명 동문 작가를 초청해 북콘서트 행사를 개

썼던 기사들을 예로 들며 객관적인 기사가 이야

미래융합연구원 산하 지속가능문화서비스경영

국제 수준 핵심성과지표 선정·관리,

어 체감대기시간 감축을 위해 우리라운지와 아

료의 질적 향상 등에 끊임없이 노력하며 새로운

최했다. 지난 9월 말 고영성 작가와의 만남에

기꾼인 기자에 의해 얼마나 다르게 전달될 수

연구센터(센터장: 고은주 교수)가 주최하고, 비

의료의 질적 생산성 향상 공로

트스페이스 등 휴식·문화 공간을 조성해 환자

병원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 본 행사에는 160여

있는지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힘을 갖

엔나대학이 파트너로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명의 학생들이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큰 호응을

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이야기가 우리의 판단과

영문 문화매거진 <ACCESS>가 작가들의 인터

세브란스병원이 국가생산성대상 대통령 표창

보였다.

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 각자의

뷰와 작품 해설이 담긴 전시 도록을 제작해 배

을 받았다. 국가생산성 분야에서 병원계가 대통

장강명 작가는 우리 대학교 도시공학과를 졸업

인생에서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중

포했다. <ACCESS>는 2014년부터 지속 가능

령 표창을 받은 것은 세브란스병원이 처음이다.

하고(94학번), 동아일보에 입사해 11년 동안 기

요함을 강조했다. 세상에는 다양한 이야기와 이

한 문화, 특히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해석 및 연

국가생산성대상은 경영의 과학화, 시스템화를

세브란스병원은 국제의료기관 평가인 JCI 국내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제41회 국가생산성대회

자로 근무하다 2011년 장편소설 「표백」으로 한

야기꾼이 있지만 나의 이야기, 나만의 서사, 내

구해 국내외에 알리고 있는 우리 대학교 유일의

통한 체계적인 기업 경영과 혁신 활동을 통해

최초 인증을 통해 축적된 경험으로 국제 수준의

는 이낙연 국무총리,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실

겨레문학상을 받으며 등단했다. 2014년 장편소

가 주인공인 좋은 이야기를 잘 만들어 자신의

영문 문화잡지다.

모범적인 생산성 혁신을 이룩한 기업과 단체에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적 향상을 실현했다. 세브

장 등과 경제단체 대표, 수상기업과 산업계 임

설 「열광금지, 에바로드」로 제2회 수림문학상,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이야기꾼이 되어야

이번 전시회는 회화, 조각, 현대미디어아트, 건

수여하는 정부포상 제도로, 생산성 분야 국내

란스 병원은 주요 질적 관리 지표를 선정해 의

직원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15년 장편소설 「댓글부대」로 제3회 제주4.3

한다는 말을 전하며 강연을 마쳤다.

축,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활

최고 권위의 상이다. 세브란스병원은 국제 수준

료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QI 종

대통령 표창은 세브란스병원과 유한양행, 한국

평화문학상, 「그믐,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작품에 대한 질문부

동 중인 신진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을

의 핵심 성과 지표(KPI)를 선정하고 관리해 의

합학술대회를 개최해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또

동서발전, 해브앤비, 더존비즈온 등 5개 기업,

는 방식」으로 제20회 문학동네작가상을 받았

터 언론사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고민까지

통해 마련됐다. 공모전에선 33개국에서 활동

료서비스의 질적 생산성을 향상시켰다는 점을

한 세브란스 병원은 국제환자안전목표(IPSG)

기관이 받았고, LG전자 조성진 부회장이 금탑

다. 이외에도 문학동네 젊은작가상, 오늘의 작가

진솔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강연 후 학생들은

중인 351명의 신진작가가 1,000점이 넘는 작품

높이 평가받았다.

와 임상지표를 설정하고 측정·분석해 의료서비

산업훈장을 받았다.

상 등 국내의 대표적인 문학상을 다수 수상했다.

자신의 SNS를 통해 작가와 함께 찍은 사진을

을 제출해, 국내외 저명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

스의 질적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세브란스병원과 해브앤비는 대표 우수사례 발

공유하고 북콘서트 당일의 생생한 후기를 전하

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통해 총 25

며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계속되기를 희망한다

명의 수상자를 선발했다. 이번에 개최된 전시회

고 행사에 대한 만족도를 표현했다. 6회째 이어

에는 수상 작가 중 17명의 작품이 전시됐다.

세브란스병원은 ‘Design Severance’라는 경

지고 있는 학술정보원 북콘서트 행사는 학생들

전시 기간에는 참여 작가와의 만남도 진행됐다.

영방침을 세워 Software(환자 안전과 경험),

세브란스병원은 협력을 통한 새로운 파트너십

이낙연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생산성 향상 유공

의 관심이 높은 베스트셀러 작가를 초청하여 학

신진 작가들에게는 앞으로 발전해 나갈 기회가,

Hardware(환자 중심의 진료 환경), Human-

병원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세브란스 병원은

자를 비롯해 국내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전 산업

생들이 책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또 미래의 문화디자인산업을 이끌어갈 학생들

ware(다학제 협업, 소통 증진활동)로 구분해

타 의료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급성기 중증환자

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혁신형 생산성

주고 있다. 앞으로도 학술정보원은 이용자와 함

에게는 좋은 경험이 된 행사였다.

효율성 제고와 질적 향상을 실천했다. 또한 세

진료에 집중하며, 의뢰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

향상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임을 강조했다.

42

와 보호자에게 안정과 휴식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 우수사례로 발표
핵심성과지표 선정 관리
지난 18일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환자 중심 병원

표 기업으로 뽑혀, 이강영 적정진료관리실장이

혁신으로 미래 100년 준비

세브란스병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
례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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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소식
목적”이라고 말했다.

박지헌 집사는 “신앙생활에는 하나님과의 절실

각 분야별 발제자의 주제발표와 참석자 전원의

함이 필요하며, 신앙의 격이 자라려면 예배, 기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도, 찬양, 성경읽기 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말

송시영 학장은 “이 콜로퀴엄에서 나누는 고견

했다.

은 의대뿐만 아니라 연세대 전체의 연구역량 강

세브란스 병원, 환자 마음 치유하는

한편, 지난 14일 오후 4시 암병원 서암강당에서

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각 작품 전시

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경정신과 전문의로서 진

크라운-해태제과 후원으로, 내년 1월

료와 교육을 시행했던 호주 출신의 의료선교

생명 소생의 기회 놓치지 않는다,

사 찰스 맥라렌 교수의 업적을 기리는 학술대회
가 개최됐다. 의대 정신과학교실, 의사학과, 의

우리 대학교 의과대학, 연세미래

세브란스 병원 응급진료센터 내

료선교센터 공동 주관으로 열려, 민성길 명예교

연구역량 콜로퀴엄 마련

심혈관 중재술실 마련해

세브란스병원이 지난 10월 30일부터 크라운해태제과의 후원을 받아 ‘세브란스와 크라운해

수, 의대 여인석 교수(의사학과), 고신대 신학
과 이상규 교수가 그의 업적을 조명했다. 맥라

19일까지 진행돼

연구 소통과 역량 강화

렌 교수 기념 사진전도 열려 지난 10월 30일부
터 11월 30일까지 세브란스병원 3층 국제진료

우리 대학교 의과대학이 연구 소통과 역량 강

심장혈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응급진료센터가

태가 함께하는 조각전시 見生展(견생전)’을 시

국내에서 처음으로 응급진료센터에 ‘응급 심혈

작했다. 조각전시회는 내년 1월 19일까지 세브

관 중재술실’을 마련했다.

란스병원 본관 3층, 어린이병원 1층, 암병원 7

‘세브란스’ 의미 되새기는 의료선교의

도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키

소 앞에서 진행됐다.

화,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학문 분야별 융합을

층 야외정원 등에서 펼쳐진다.

달 시작

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라고 말했다. 또한, 선교

더불어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지난 15일 12시 병

가속하고자 ‘연세미래 연구역량 콜로퀴엄’을 마

조각 전시회에는 28명의 촉망받는 작가들이 출

의 달 표어 공모 참여자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

원 강당에서 신앙강좌를 마련해, 의대 인요한

련했다.

품한 작품 32점이 배치됐다. 전시 첫날부터 많

14일 맥라렌 교수 학술대회, 24일

됐다. 참석자들은 몽골사역, 동아프리카 사역,

교수(가정의학)의 ‘개화기 선교사들, 그리고 세

첫 콜로퀴엄은 지난 10월 26일 암병원 서암강

은 관람객이 작품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는

찬양축제 등 다양한 행사 열려

글로벌 세브란스·글로벌 채리티, AIF 프로그램,

브란스 역사’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또 세브

당에서 ‘아카데미아의 신약개발고도화’를 주제

등 병원에서 접하게 된 예술작품의 매력에 심

의료원을 위해 합심기도를 하기도 했다.

란스병원 간호국은 16일 오후 3시 은명대강당

로 마련됐다. 송시영 의대학장은 “원내에 산재

취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각전을 둘러본 환자

세브란스 병원이 알렌, 에비슨, 세브란스의 정

더불어 지난 11월 1일과 8일, 은명대강당에서

에서 CCM 듀오 ‘소망의 바다’ 멤버인 민호기

된 신약개발 관련 연구자의 역량을 결집해 정밀

와 보호자들은 “병원 생활에 지쳐 있었는데, 예

신을 이어받아 의료와 복음을 전파해 사랑을 실

는 선교사와 함께하는 교직원 채플이 마련됐

목사를 초청해 신앙부흥집회를 했다.

환자치료의 패러다임에 부합하고, 대학의 연구

심혈관 중재술실은 심근경색을 포함한 급성 심

술작품을 통해 정서적 윤택함을 느꼈으며, 삶에

천하는 의료기관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의료

다. 1일에는 대지진의 공포를 겪었던 아이티의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지난 11월 20일 오전 10시

성과에 기반을 둔 아카데미아에서 신약개발 고

장질환 환자에 대한 스텐트 시술, 에크모, 심박

활력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입을 모았다.

선교의 달이 시작됐다. 올해 의료선교의 달 주

Jude Tulin 목사가 ‘나부터’라는 설교를 통해

부터 병원 강당에서 총신대 박용규 교수를 초청

도화를 위한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

동기 삽입을 포함한 다양한 시술을 할 수 있게

한편, 지난 10월 30일에는 어린이병원 1층 크라

제는 ‘World 人in Yonsei’로 정해졌다.

“사랑과 평화를 바라지만 말고, 나부터 변하고

해 ‘토마스, 그는 순교자가 아닌가’라는 주제의

다”고 말했다.

하는 시설이다. 하지만, 심장마비로 병원에 온

운해태 라운지에서 조각 전시회 시작을 알리는

박진용 의료선교센터 소장은 “133년 전 선교사

실천해야 주변도 바꾸어 나갈 수 있다”고 전했

목회자 세미나를 열었다. 같은 날 오후 7시 종

1부 세션에서는 의대 정재호(외과학), 김현석(

환자가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중증 환자인

개막식이 열렸다. 행사에는 윤영달 크라운-해

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선교의 현

다. 8일에는 충남대 의대를 졸업하고 나이지리

합관 331호 강의실에서는 학생의 날 행사가 열

의생명과학부), 김형범(약리학) 교수와 이경로

경우 심혈관 중재술실로 환자를 옮기기 전에 상

태 회장, 전시회 출품 작가진, 윤도흠 의료원장,

장이었던 연세 캠퍼스가 이제는 우리를 찾아오

아에서 의료와 복음을 전하는 이재혁 선교사가

려, 의대 김문규 교수(소아과학)가 ‘행복식당’을

코웰바이오다임 박사가 신약 발견을 주제로 발

태가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심

김호성 어린이병원장 등 내외 인사 100여 명이

는 세계인을 섬기고 사랑하는 선교의 현장임을

‘밭에 감춰진 보화’라는 설교를 통해 “주님은 우

주제로 학생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표했다. 이어 2부에서는 남수연 인츠바이오 대

장혈관병원과 응급진료센터는 이러한 응급 환

참석했다.

기억하기 위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리가 힘들고 약할 때 귀하게 사용하신다”고 강

교수성가대의 정기공연은 21일 저녁 7시 세브

표, 의대 심재용(가정의학), 안중배(내과학) 교

자들을 더욱 신속하고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도

의료선교의 달 행사는 지난 10월 30일 선교기

조했다. 지난 15일에는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라

란스병원 본관 3층 로비에서 열렸다. 더불어 찬

수가 신약 개발을 주제로 발표했다.

록 응급 심혈관 중재술실을 응급진료센터 내 심

도회로 시작했다. 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선교

고 불리는 강원희 선교사(의대 61년졸)가 선교

양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세브란

의대는 앞으로 빅데이터-헬스케어 IT, 임상연

폐소생구역에 설치했다.

활동을 펼치는 홍재인(가명) 선교사는 ‘세상에

사역 경험을 전했다.

스 찬양축제가 24일 오후 4시 30분부터 연세

구, 국제공동연구 및 의료기기 등 다양한 연구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은 “많은 환자를 적절하

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을 전하며 기도

올해로 27번째를 맞는 세브란스 기독인의 날은

대 대강당에서 열렸다.

분야에서 교내·외 연구자 네트워크를 형성하

게 대처하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소수 중증환

의 의미와 믿음의 기도에 대해 설명했다. 홍 선

지난 11월 6일 은명대강당에서 열려, 가수 VOS

고, 정보를 교환하며,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

자에게 생명 소생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교사는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뤄지게 기

의 리드보컬인 박지헌 집사가 간증을 전했다.

이고자 계속해서 콜로퀴엄을 진행한다. 방식은

것이 이번 응급 심혈관 중재술실 조성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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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소식

의료원소식
끝으로 종료됐다. 관련 의료진 및 전문가로 구성

과학 등 세션과 연구자별 연구현황에 대해 발

제로 강연했다. 이외에도 총 세 개의 세션에 국

진들이 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보다 구체적인

된 평가단은 훈련 전 과정을 지켜보며 상황별 대

표, 논의했다.

내 저명 학자 6명의 발표가 있었다.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응 정도를 측정했으며, 훈련 종료 후 강평을 통해

상하이 교통대학교 의대 부속병원인 류진 병원

미비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은 45개 임상과, 1,800병상, 8개 연구실을 갖추

이병석 병원장은 “지난 몇 차례의 국가적 대량

제23회 연세 송당 암연구센터 국제

감염 사태를 통해 감염성 질환의 창궐은 사회뿐

암 심포지엄

중국 상하이 1위 류진 병원과 협력

지고 있다. 또, 6년 연속 중국 전체 4위, 상하이

연구·임상·학술 분야 MOU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커다란 위협요소임을 잘

고 있으며, 1907년에 설립되어 110년 역사를 가
1위 병원으로 평가받아 왔으며, 혈액내과, 화상
치료, 장기이식 분야에서 우수한 업적과 좋은

알고 있다”며 “철저한 사전대비 태세를 갖추려면
강도 높은 모의훈련을 해야 하며, 이런 노력이 세

세브란스병원이 중국 상하이에서 최고 병원으

브란스병원을 믿고 찾아오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로 평가받는 상하이 류진(Ruijin) 병원과 의료

더욱 안전하게 지키는 초석이 된다”고 말했다.

진 교육 연수, 병원 경영 컨설팅, 임상과 학술연

평가를 받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응급진료센터, 신종

기존 응급진료센터 내부에서 시행하던 환자분

구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손을 잡았다.

세브란스병원, 11년 연속 대학생 선호

감염질환 확산 대비 재난모의훈련

류 과정은 전진 중증도 분류실로 옮겨져 빠른

지난 12일 류진 병원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

1위

신속한 대응역량 강화해

환자 스크리닝이 시행됐으며, 비상연락망을 통

덴마크 코펜하겐대학교 연구부총장

지난 11월 3일 우리 대학교 송당 암연구센터는

는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과 이진우 연구부원

해 소집된 응급진료센터 외 인력들은 자원인

우리 대학교 암병원 방문

에비슨 의생명 연구센터 유일한 홀에서 제23회

장, 취제밍 류진 병원장과 천어전 부원장 등 20

국제 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내외 연구자

여 명이 참석했다. 세브란스병원과 류진 병원은

력분배장소(SDS)에서 각자의 역할을 배정받

고객만족도 등 모든 분야 우수해

세브란스병원이 지난 10월 26일 신종 감염질환

아 배치됐다. 투입된 근무자들은 개인보호장비

지난 11월 2일 덴마크 코펜하겐대학교(아래

300여 명이 참석한 심포지엄은 ‘바이오마커 기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의료진의 교육 연수 프로

세브란스병원이 11년 연속으로 대학생들이 가

확산 상황을 가정한 재난모의훈련을 실시했다.

(PPE)를 착용한 후 맡은 역할을 수행했다. 응급

UCPH) 연구부총장 방문단이 우리 대학교 암병

반 표적-면역치료제에 의한 암치료 패러다임의

그램을 운영하고, 감염관리, 환자안전, JCI(국제

장 선호하는 병원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모의훈련은 다수의 전파력 높은 호흡기 감

진료센터 내부 격리구역의 음압병상이 포화상

원을 방문해 협력 연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진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의료기관평가위원회) 인증 등 환자중심의 의료

한국대학신문은 지난 26일 제17회 한국대학신

염성 질환자가 동시에 병원을 방문했을 때, 내

태에 이르자 감염되지 않은 기존환자들을 이동

토마스 비욘홀름 부총장은 정현철 송당암연구

이날 우리 대학교 의대 학장 송시영 교수의 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협력한다. 또, 병원 경영

문 대상 ‘전국 대학생들이 뽑은 선호도 1위 브랜

원객과 의료진의 감염 노출 최소화 정도·신속

시켰으며, 응급진료센터 내 차단벽을 내려 재난

센터장, 라선영 임상연구보호센터 소장, 안중배

영사에 이어 진행된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교토

과 임상, 학술연구, U-Health 분야에 대해서도

드’ 시상식에서 세브란스병원이 기업이미지 부

한 대응능력 정도를 측정해 효율적인 대응역량

구역을 감염구역과 비감염 구역으로 분리했다.

임상시험센터 소장, 양성욱 연세대 생명시스템

대 의대 켄지 차모토 박사가 ‘미토콘드리아 조

상호 협력한다.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은 “이

문 대학병원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뒀다.

감염 때문에 증상이 심해진 환자는 감염구역 내

대학 교수 등을 한 자리에서 만나 UCPH의 암

작에 의한 PD-1 억제 면역 치료의 향상’이라는

번 협약 체결이 두 기관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열

전국 1,203명의 대학생이 참여한 고객만족도

새롭게 리모델링한 응급진료센터 구역을 중심

에서 응급처치를 시행한 후 음압시설이 갖춰진

분야 연구현황에 대하여 소개했다. 토마스 부

주제로 강연했다. 이어 일본 비엠에스사의 마이

것이고 한중 양국 협력을 확대하는 주춧돌 역할

조사에서 세브란스병원은 의료경쟁력(30.2%),

으로 펼쳐진 이번 재난모의훈련에는 의사·간호

병원 내 지정병동으로 이송했다. 이송 시에는

총장은 “UCPH는 Nature, Medicine, Human

클 액셀슨 항암제 개발 및 의학부장이 ‘면역 항

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제밍 류진 병원장은

사회공헌도(21.7%), 고객만족도(31.2%) 3개 부

사·방사선사·약사뿐 아니라, 응급구조·원무·보

외부와 차폐되고 내부 공조 시스템을 갖춘 ‘감

각 분야에 1/3정도로 역량이 나눠져 있으며,

암제와 바이오마커 개발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류진 병원에 직접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며, 이

문 모두에서 1위를 차지해 종합 1위, 최우수병원

안·환경미화 부서까지 모두 참여했다. 훈련은

염환자 이송용 특수 침대’를 이용했다.

Medicine 분야에선 유럽을 이끄는 역할을 하

강연을 진행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일본 타

번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 간 활발한 교류활동

으로 선정됐다.

감염내과 외래 방문자가 메르스(MERS)에 감

훈련은 재난 상황 종료 선언에 따른 재난 구역 근

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호사의 히로쉬 히라이 박사가 ‘진행성 고형암

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학년과 여학생 그리고 전라·제주권 학생들에

염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표준진료지침

무자들의 개인보호장비 탈의와 폐기물 처리를

참석자들은 암병원과 UCPH가 게놈 연구 분야

환자에서 매우 선택적인 공유 결합하는 FGFR

한편, 내년 상반기에는 류진 병원의 병원 경영

게 3개 부문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CP)에 따라, 의심환자를 응급진료센터 내 격

에 유사점이 많다고 의견을 나누며, 서로의 자

억제제인 TAS-120의 초기 임상효과’라는 주제

받았으며, 자연·공학계열 학생들은 의료경쟁력

리구역으로 이송하는 시나리오에서 출발했다.

료를 교환했다. 더불어 내년 코펜하겐에서 열리

로, 타쿠야 쿠라모토 박사가 ‘강력한 알로스테

과 고객만족도 부문을, 인문·사회계열 학생들

곧이어 메르스 의심 환자들의 지속적인 외래

는 워크숍에서 만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

릭 AKT 억제제, TAS-117’ 라는 주제로 강연했

은 사회공헌도를 높게 평가했다.

와 응급실 유입 상황을 맞아 병원은 코드그린

하기로 했다.

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중국 진씨크사의 대표인

한편, 한국대학신문은 매년 전국 대학생을 대상

(Cord Green) 경보를 발령해 병원 전체에 재

한편, UCPH 방문단은 연세대에서 열린 연세

양샤오 박사가 ‘위암에서 면역요법에 적합한 대

으로 기업이미지, 상품브랜드, 언론, 인물분야

난 상황임을 알렸으며, 즉각적인 종합상황실 설

대-코펜하겐대 국제협력연구 2차 워크숍에 참

상자 확인 – 면역 관문 억제제 바이오 마커 변

총 47개 부문에서 전국대학생들이 뽑은 선호도

치로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했다.

석차 방한했으며, 사회복지, 스마트 시티, 식물

화 : PD-L1 발현에서 MSI & TMB으로’라는 주

1위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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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소식
발진냠(12)군을 초청해 수술과 재활치료를 지

상태가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관찰도 불가능했

앱을 통해 수정할 수 있으며, 차량 번호 등록시

원했다. 덕분에 다시 발을 움직일 수 있게 된 발

다. 손상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

주차비 정산 절차 없이 자동출차도 가능하다.

진냠군은 지난 12일 몽골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을 진행해야 했기에 의료진들은 매우 주의를 기

진료 편의성을 높이고자 진료 순서도 알려주며,

발진냠은 선천적인 척추 후만증이 있었다. 성장

울여야 했다. 이런 어려움에도 수술은 성공적으

진료카드 기능도 포함했다.

기에 접어들며 그 정도가 심해졌고, 지난해부터

로 끝났고 다음날부터 발진냠은 다리를 움직일

세브란스병원은 새로 개발된 앱의 홍보를 위해

는 급격히 근력이 약해지고 마비가 진행됐다.

수 있게 됐다. 강직이 아직 남아 있으나 지지대

2개월 간 원내 곳곳에 홍보부스를 설치해 차세

마비가 심각한 수준인데다가 등을 열어야 하는

를 잡고 걸을 수 있는 상태까지 발전했다.

대 모바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큰 수술이 필요했기에 몽골 현지에서는 집도할

김경현 교수는 “전혀 걷지 못하던 왜소한 아이

어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또한 세브란스병원은 앱을 통한 식단안내, 간호

수 없었다. 조부모와 함께 우리 돈 13만 원 정도

가 걷는 모습을 보고 감사했다”면서 “앞으로 재

한편, 세브란스병원 국제팀과 암병원은 지난 8

요청, 주치의 회진일정 등 입원서비스, 검진예

의 연금으로 근근이 생활하는 어려운 가정형편

활과 관리가 중요한 만큼 더 열심히 운동해 꿈

월초 이르쿠츠크 출장 시 공동연구, 의료기술

약, 검진결과, 모바일 결제 등도 준비하고 있다.

도 문제였다.

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류, 강의 교류, 의료진 연수 프로그램 운영,

더불어 의료진용으로 진료관리, 협진관리, 수술

다행히 최원규 선교사(전 몽골 연세친선병원

발진냠은 “이제 스스로 걸을 수 있다는 생각을

u-Health를 통한 원격의료 운영 등에 대한 협

일정관리, 진료일정관리, 환자목록, 처방내역,

장)가 발진냠의 소식을 듣게 됐고, 즉시 강남세

하니 매우 좋다”며 연신 “좋아요”라고 한국말

력 강화를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검사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준비

브란스병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병원은 흔쾌히

로 말했다. 늘 걱정과 불안으로 어둡던 얼굴은

있다.

중이다.

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1% 나눔 기금’으로 1,900만 원 상당의 치료지

이제는 웃음으로 환해졌고, “제복이 멋있는 경

My세브란스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2012년 10월 처음으로 캥커루 케어를 실시한

원을 결정했다.

찰이 되고 싶다”며 자신의 꿈을 말하기도 했다.

스토어에서 ‘세브란스병원’으로 검색 후 내려

강남 세브란스, 캥거루 케어 5주년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올해로 5년째 캥거루 케어

발진냠은 지난달 10일 입국해 강남세브란스병

내비게이션 기능 강화한 모바일

기념행사 개최해

를 실시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513명의 이른

원에 입원했다. 당시 발진냠은 하체를 움직이지

서비스 ‘My세브란스’ 시작

둥이가 6,570번의 캥거루 케어를 받았다.

못해 할아버지 품에 안겨 와야 할 정도였다. 주

세브란스병원과 러시아 연방

강남세브란스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은

한편,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캥거루 케어 5주년

치의인 의대 김경현 교수(강남 신경외과)는 “흉

이르쿠츠크, 의료 협력 및 교류 증진

지난 18일 병원 3층 중강당에서 ‘캥거루 케어’ 5

을 기념해 이른둥이들이 캥거루 케어를 받을 당

추 1번부터 5번까지가 발달하지 못해 척추가 당

MOU 맺어

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신생아

시의 사진과 현재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는 사

겨지면서 마비가 왔다”며 1년 전까지는 걸을 수

집중치료실에서 캥거루 케어를 받은 이른둥이

진전을 개최했다. 사진전은 지난 10일부터 20

있었다고 하나 입원 당시에는 강직과 마비가 심

지난 10월 24일 세브란스병원과 러시아 연방

앱을 이용한 차세대 모바일 서비스 ‘My세브란

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고 있음을 축하하고

일까지 2동과 1동 1층 지하연결 통로에서 진행

해져 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르쿠츠크주 보건대표단이 의료 협력 및 교류

스’를 시작했다.

서로 간의 친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

됐다.

고 설명했다.

증진을 위해 본관 20층 스카이라운지에서 양해

이번 ‘My세브란스’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병

른둥이와 부모, 의료진을 포함해 150여 명이 참

김 교수는 문제가 된 흉추 1~5번을 전부 제거하

각서(MOU) 체결식을 진행했다. 체결식에는 이

원 내 내비게이션 기능을 통한 안내서비스로

석했다.

고 흉추 6~8번, 경추 5~8번에 나사를 삽입했

병석 세브란스병원장, 김호성 어린이병원장, 김

세브란스병원은 정확한 위치 인식이 가능하도

500명 이른둥이와 엄마 품의 기적

진료실, 검사실 더 쉽게 찾아갈 수 있어
세브란스 병원이 지난 10월 30일부터 스마트폰

캥거루 케어는 부모의 가슴에 이른둥이 신생아

강남세브란스 1% 나눔기금으로

다. 나사못 고정술 및 후방 절골술은 수술 중 마

덕용 재활병원 진료부장, 야로센코 올렉 니콜라

록 병원 곳곳에 블루투스 4.0 프로토콜 기반의

를 안고 서로 피부를 접촉시켜 신생아의 체온을

척추후만증 하지마비 몽골 소년 수술

비 진행 상태에 대한 관찰이 필수적이나 마비

에비츠 이르쿠츠크주 보건부 장관 등 두 기관에

근거리 무선통신 장치인 비콘(Beacon)을 약

유지하는 방법이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

지원

서 30여 명이 참석했다.

2,000개 설치했다. 이를 통해 2.5D 기술을 적

이번 체결을 통해 세브란스병원과 이르쿠츠크

용한 맵(Map)을 제작해, 환자와 보호자들이 진

소년과의 연구에 따르면 캥커루 케어를 받은 이
른둥이는 면역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척추질환으로 하지마비가 온 몽골 어린이가 강

는 ▲공동 의학 연구,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 ▲

료실과 각종 검사실을 시각적으로 쉽게 찾아가

캥거루 케어를 받지 않은 이른둥이의 패혈증

남세브란스병원의 도움으로 다시 걸을 수 있게

의료진 및 의과대학 학생을 위한 연수프로그램

는 것이 가능해졌다.

발생률이 12% 캥거루 케어를 받은 이른둥이는

됐다.

제공 ▲전문가 및 대표단 교류 ▲진료의뢰 등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한 진료 예약, 진료 내역

0%로 나타난 것. 캥거루 케어를 받은 이른둥이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최근 척추후만증으로 인

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르쿠츠크주

조회와 진료 일정 등록 및 알림 메시지 기능도

는 몸무게 증가나 성장발달 부분에서도 훨씬 긍

해 근력 약화와 마비가 진행되고 있던 몽골의

보건대표단은 체결식 전 암병원에서 미팅과 투

추가했다. 환자 스스로 직접 전화번호나 주소를

48

받아 회원 가입 후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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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 있으며 폐자원에너지 분야 및 환경기술

원주캠퍼스 인문학센터, 제7기 연세

분야의 특성화(폐자원에너지인력양성사업 및

인문리더십 강좌 진행

BK21+사업) 교육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매년 각 나라가 돌아가면서 개최하며 활발한 학

지난 11월 1일, 원주캠퍼스 인문학센터(센터장

술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심포지엄은 다가오는

오영교)에서는 제7기 연세 인문리더십 강좌가

2018년, 한국에서 주최하게 된다. 3개국의 교수

시작됐다. 강좌는 12월 6일까지 매주 수요일 원

들과 연구진에 의해 지난해 천안에 설립된 국제

주캠퍼스 청송관 152호 등에서 진행된다.

환경연구소(그린환경㈜) 근방 아산리조트에서

연세 인문리더십 강좌는 ‘따뜻하고 인간적인 인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계속해서 교류를 진행할

문 리더십을 배양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강

예정이다.

좌는 6주 동안 지역사회의 오피니언 리더인 시
민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

2018 평창동계올림픽 11개국 위원회,
환경공학부 ‘환상’팀, 그린리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다채로운

환경공학부 대학원생, 한중일

문화예술 공연 진행

심포지엄 학술발표에서 다수의
우수상 수상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지난 11월 7일부터 9

근대한국학연구소, HK+사업 선정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방문

발표회서 환경부 장관상 수상

기 위해 시작됐다.
제7기 연세 인문리더십 강좌에는 ‘한국인을 위

원주캠퍼스 근대한국학연구소(소장 한수영)가

한 대화의 기술은 따로 있다’(조에스더, 커뮤

지난 10월 27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교육부가 지원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니케이션 컨설턴트), ‘한국 사회의 미래, 그리

원주캠퍼스 환경공학부 학생들로 구성된 ‘환상’

패럴림픽대회와 관련해 미국, 러시아, 일본, 오

‘인문한국플러스 지원사업’(이하 HK+사업)에

고 현재’(김용섭, 날카로운 상상력연구소 소장),

팀(김광휘, 현혜림, 진용신, 김현용)이 지난 24

스트리아 등 11개국의 올림픽위원회 및 패럴림

최종 선정되어 앞으로 7년간 약 100억 원을 지

‘미생(微生)이 그리는 인생(人生)’(김응빈, 연

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악회를 개최했다.

원주캠퍼스 환경공학부의 BK21plus(사업단장

일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회장 한국해양대학교

픽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원주세브란스기독병

원받을 예정이다.

세대학교 시스템생물학과 교수) 등 총 6개 강좌

7일에는 오후 12시 30분부터 원주세브란스기

서용칠 교수) 및 에너지인력양성사업(사업단장

김윤해 교수)가 주최하고 환경부와 한국환경공

원을 방문했다.

HK+사업은 한국연구재단이 대학 내 인문학 연

가 포함됐다.

독병원 외래센터 1층 로비에서 ‘조이트리오’ 연

최항석 교수) 참여 대학원생들이 지난 10월 26

단이 후원한 ‘제7기 그린리더 양성과정 최종발

위원회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

구소 집중 육성을 통해 인문학 연구 인프라를

주팀이 피아졸라의 ‘사계’ 중 봄, 겨울을 포함한

일부터 28일까지 중국 대련에서 개최된 ‘2017

표회’에서 대상인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픽대회 지정병원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구축하고, 세계적 수준의 인문학 연구 성과 창

총 7곡의 클래식 음악을 연주했다. 8일에는 오

에너지와 환경에 관한 한중일 합동 심포지엄’에

환경공학부 구자건 교수가 지도한 ‘환상’팀은

시설과 진료 현황, 대회 준비상태를 직접 확인

출과 인문학 연구의 다양화 및 대중화를 통해

전 9시에 원주의과대학 루가홀에서 원주지역아

참석해 관련 분야의 논문 발표와 연구회를 수

교내 건물에서의 계단 이용 장려 활동과 이면지

하기 위해 방문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연구 성과의 학문적·사회적 확산을 도모하기

동센터연합회와 팝페라 가수 박정소 씨의 공연

행했다. 또 학생들은 다수의 학술발표 우수상을

프린터의 설치를 통한 자원 및 에너지 절약 활

각 국가 위원들을 맞아 병원 현황소개와 올림픽

위한 사업이다.

이 이어졌다. 또 9일에는 JW중외 학술복지재

수상하였다.

동, 교외 활동으로 원주시 지역아동센터의 미취

기간 중 선수와 관계자들이 이용할 외상센터,

원주캠퍼스는 HK+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연

단에서 주관한 ‘2017 찾아가는 음악회’가 오후

이번 학술대회에서 박세원 학생(통합과정 10학

학 아동에 대한 환경교육, 강원도 유일의 프로

중환자실, 병동 등 병원 주요시설과 의료장비에

구자 모집 ▲대학원생 지원 ▲국내외 학술대회

4시부터 루가홀에서 열렸다. 2017 찾아가는 음

기)과 우수 구두발표상을 수상했으며, 박문식

농구 구단인 DB 프로미 경기장의 분리수거 캠

대한 견학을 통해 진료 및 대회 준비 현황을 설

개최 ▲지역인문학센터 설립 등 연구 관련 지원

악회에선 ‘SBS 크로스오버 오케스트라’, 여성

학생(통합과정 10학기)과 우수 포스터 발표상

페인 등의 활동이 높이 평가받았다.

명했다.

책 진행과 더불어 인문학 전공 학부생은 물론

성악 팝페라 앙상블 ‘벨라디바’, 클래시컬 크로

을 차지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최고의료책

타 전공 학부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스오버 앙상블 ‘인치엘로’팀이 공연했다. 뿐만

매년 참석자와 참석 팀이 증가하고 있는 한중일

임자(CMO)이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병원장

마련할 예정이다.

아니라 외래센터 3층과 5층에는 한국화와 현대

심포지엄에선 환경공학분야의 주제로 실험실

인 이영희 교수(재활의학과)는 “평창동계올림

한수영 HK+사업단장은 “HK+사업 선정을 통해

미술 작품 전시회가 마련됐다.

간 연구결과를 발표, 교류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픽을 위해 우리 기관을 포함한 의료기관들이 만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를 세계적인 한국학 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대학원생들의 연구 활동과 국제적 교류를 장려

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테스트이벤트 기간

구의 허브로 발전시켜 나갈 기반을 마련하게 되

연계하여 환자와 보호자에게 건강한 휴식을 제

하는 한편, 학문적인 나눔과 발표 능력을 향상

동안에도 지속적인 의료지원을 통해 전문화된

었다.”며 “지역인문학센터의 설립을 통해 연구

공하고 지역주민들과 공연예술 문화를 즐길 시

시키는 장으로도 활용되어오고 있다. 또 심포지

의료진들이 최상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성과를 지역에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

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엄은 논문 게재 및 국가연구과제 개발 등에 활

다”고 말했다.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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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선교학술심포지엄에선 ‘한국 교회와 원주연

기 위해 두 번째 심장 수술을 받아야 했다.

세의료원의 역사와 전망’이란 주제로 우리 기

그러나 환자의 심장이 매우 심하게 유착돼있었

관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마련

고 적지 않은 수술시간, 70대 라는 고령의 나이

됐다.

로 인해 일반적인 수술방법으로는 위험성이 큰

심포지엄은 한국의료선교와 원주세브란스기독

상황이었다. 따라서 의료진은 대동맥 판막은 무

병원을 주제로 한 강연, 서미감병원 설립과 초

봉합판막을 이용하고 승모판막은 기존의 조직

기 선교, 원주연합기독병원과 캐나다 선교부,

판막을 이용하는 심장 재수술을 시행했다.

원주세브란스설립과 연세의 통시적 의료선교

무봉합 대동맥 인공판막 치환술은 환자의 심장

에큐메니즘을 주제로 한 발표, 그리고 토론회로

에 인공판막을 봉합과정 없이 삽입하는 방법이

구성됐다.

다. 심정지가 유지되는 시간과 수술시간이 단축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

원주캠퍼스, 2017 동문 캠퍼스

학 보건행정학과)가 11월 17일 원주캠퍼스 미래

되어 수술 후 회복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수

해  원주 지역에 서미감병원이 설립되면서 시작

방문의 날 개최

관, 11월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3회 Global

술 후 기존의 봉합식 수술법보다 혈류량이 증

Healthcare Policy & Management Forum을

가하여 수술 효과가 크다. 그러나 고난도, 고위

제93회 연세콘서트시리즈,

지리)에서 개최되고 있으나 병원에 입원중인 환

된 초기 선교 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원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진행

자와 보호자, 원주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

연합기독병원이 세워질 당시의 미국 감리교와

지난 10월 28일, 원주캠퍼스 스포츠센터에서

개최했다.

험 수술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시행할 수 있는

해 제93회 연세콘서트시리즈는 원주세브란스

캐나다 연합교회 선교부의 지역 선교와 관련된

윤방섭 원주부총장 및 원주캠퍼스 동문과 교직

이번 포럼에는 8개국에서 의료관광을 연구하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 특히 무봉합판막을 이용

기독병원에서 진행됐다.

일련의 활동 역시 확인하며 원주세브란스기독

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동문 캠퍼

16명의 학자들이 참석하여 웰니스관광과 의료관

한 대동맥판막 치환술과 승모판막 치환술을 동

루가홀에서 제93회 연세콘서트시리즈의 일환

병원의 역사와 전망을 새로이 밝힐 수 있었다.

스 방문의 날’(이하 행사)이 진행됐다.

광에 대한 주제를 다룬 학술행사가 진행되었다.

시에 시행한 이번 수술은 국내 최초로 시행됐

으로 ‘네오 색소폰 콰르텟’ 공연이 열렸다. 신광

이번 심포지엄을 주관한 원주연세의료원 쥬디

12시부터 스포츠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진 교수는 Global Healthcare Policy & Man-

으며, 세계적으로도 소수의 사례만 보고된 수술

지난 11월 14일 저녁 7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수(소프라노 색소폰), 박영우(알토 색소폰), 성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2017

모례리센터 이종혁 소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이날 행사는 정병조 대외정책부처장의 사회로

agement Forum을 매년 주최하여 원주캠퍼스

방법이다.

인용(테너 색소폰), 조세형(바리톤 색소폰) 연

의료선교학술심포지엄 개최

통해 병원 설립 당시의 초심을 기억하며 체계적

▲임걸 원주교목실장의 개회기도, ▲내빈소개,

의료·복지 연구소를 의료의 국제화에 대한 국

이번 수술을 성공적으로 이끈 홍순창 교수(흉

이고 더 넓은 의료선교사업과 그 역할을 다지는

▲윤방섭 원주부총장의 환영사,▲동문회 장학

제적 허브로 만들고자 한다.

부외과)는 “이번 사례로 향후 노령의 환자에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금 전달식, ▲학교 홍보영상 시청, ▲환영 오찬,

이차 혹은 삼차 심장 재수술이 필요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판막 동시 치환이 필요한 환자들에

주자로 결성된 네오 색소폰 콰르텟은 이날 히로
타카 이즈미의 보물섬, 클로드 미셸 쇤베르그의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11월 11일 오후 1시 외

레미제라블 등 7곡을 선보였다.

래센터 7층 예배실에서 ‘2017 의료선교학술심

▲동아리 특별공연의 순서대로 진행됐다. 행사

네오 색소폰 콰르텟은 네덜란드와 프랑스 유학

포지엄’을 개최했다. 올해로 네 번째 열리는 의

는 응원동아리 ‘비상’의 응원을 마지막으로 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노령 환자

게 보다 안정적인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좋은

을 거친 국내 1세대 색소폰 전공자들로서, 클래

념촬영과 함께 마무리됐다.

심장 재수술 성공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을 기반으로 한 대중과의 소통, 예술의 사회

행사가 종료된 후에는 학과별 홈커밍데이가 진

적 기여를 모토로 하고 있다. 또한 2013년 창단

행됐다. 많은 동문들이 가을을 맞은 독수리 광

국내 최초 무봉합판막을 이용한 대동맥판막

무봉합 대동맥 인공판막 치환술, 무심폐기 관상

연주회를 비롯하여 기업 비즈니스 문화공연, 소

장, 노천극장 호수쉼터, 호수벚꽃길 등을 산책

치환술과 승모판막 치환술 동시 활용

동맥 우회술을 성공하는 등 국내 심장수술 분야

외계층을 찾아가는 음악회, 매년 정기 연주회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편, 홍순창 교수팀은 최소절개 심장 개심술,

를 이끌고 있다.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네오 색소폰 콰

우리 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최근 70대

르텟만의 특색 있는 해석으로 깊은 울림의 하모

여성 환자의 심장 재수술에 성공했다. 70대 여성

니와 감동을 선사하며 호평을 받고 있다.

의료·복지연구소, 제3회 Global

환자는 14년 전 승모판막(심장의 왼쪽 심실과 왼

연세콘서트시리즈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

Healthcare Policy & Management

쪽 심방 사이의 판막)과 대동맥판막(대동맥이 시

서 RC를 시작하며 교내 체류시간이 많아진 재

Forum 개최

작되는 곳에 세 개의 반달모양으로 된 판막) 치
환술 등 심장 관련 수술을 받은 환자로 세월이 지

학생들의 교양 함양을 위해 2006년 가을부터
진행되고 있다. 주로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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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승모판막과 대동맥 인공판막을 새로 치환하

53

국제캠퍼스 소식

국제캠퍼스 소식
추진 적용해 보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DFK에서는 이정훈 DFK부센터장(정보
대학원/CTM)이 대표로 ‘Social IoT(Internet
of Things)@DFGN’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2018학년 2학기를 목표로 공동개설을 제안했

김지은 학생의 ‘자연보존의 중요성’ 발표

다. 여기에는 미국, 중국, 스페인, 네덜란드, 콜

“저는 청년들이 자연보호를 위해 힘쓰기 위해

롬비아, 브라질, 뉴질랜드 등 총 10개 팩토리가

서는 자연보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

참여하게 된다. 각 도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하여 청년들을 상대로 자연보호 교육의 중요성

문제를 적정기술로 아이디어 단계에서 시제품

연세 라이프아카데미와 함께 국제화

활동, 밤샘 책읽기프로그램, WWF Korea와 연계

과 이에 따른 청소년들의 실천에 대해 부스를

프로토타이핑까지 진행해 볼 계획이다.

교육에 한 걸음 더

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제작하여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제 주변의 청년

IDFW기간 중 모든 해외 참여자들이 언더우드

올해 에비슨하우스 RM 홍혜경 교수, 청송하우스

들이 환경보호 관련 활동을 하는 것을 예시로

언더우드국제대학 International

라질, 뉴질랜드, 콜롬비아 등 17개국 20개 디자

국제학부 학생들과 함께 ‘소셜IoT’란 주제로 기

RC학생 3명, 홍콩서 열린 WWF 포럼에 한

RM 김은정 교수, 언더우드하우스 RM 한봉환 교

들고, 저어새와 호랑이 등의 동물들에 대한 한

Design Factory Week(IDFW) 개최

인 팩토리에서 참석했다.

존 학생들이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국대표단으로 참석

수가 시범운영했으며, 2018년에는 더욱 많은 학

국의 현재 보호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발

IDFW 2017은 언더우드국제대학과 사회혁신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Co-creation

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또한  

표를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

The Future of Education in Social

을 위한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사업단(단장 김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다. 워크숍에 참여한

국제캠퍼스 RC(Residential College)교육을

WWF Korea와 연계하여 운영한 자연보존과 관

어서 정말 기뻤고, 현재 한국의 환경보호에 대

Innovation

마이클 교수)이 공동주최했으며, ‘The Future

Lucie Benevise 학생(IID 15)은 “다양한 DF 전

이수 중인 김지은(에비슨 하우스, 불어불문학

련한 RC교육프로그램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해서도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

of Education in Social Innovation’을 주제로

문가들이 비슷한 맥락에서 수행된 여러 가지 해

120여 명의 참석자들이 모여 개회식을 가졌다.

결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워크숍

이후 학생주도의 다양한 연세대학교 사회혁

을 통해 각 문제에는 단지 하나의 정답이 아니

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과 1학년), 안솔(언더우드 하우스, 생활디자인학

17개국 20개 Design Factory 참여

과 1학년) 학생과 청송하우스 RA(Residential
Assistance) 윤나은(경영학 2학년) 학생이 지

언더우드국제대학(학장 정진배) 산하기관인 디

신 및 창업지원 활동 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김

라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난 11월 9일에서 12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된

자인 팩토리 코리아(Design Factory Korea,

마이클 단장이 좌장으로서 이삼열 교수(특성

었던 소중한 기회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WWF(World Wide Fund for Nature, 국제자

이하 DFK)는 지난 10월 30일부터 일주일간 전

화사업단 사회혁신센터장), Rui Coutinho(포

IDFW 2017를 마무리하면서 정진배 학장은 “이

연보전기관)의 One Planet Youth Leadership

세계 디자인 팩토리 센터장 및 교수, 연구원들

르투갈 디자인팩토리), Diana Isable Riveros

번 행사가 전 세계 디자인 팩토리가 한자리에

이 참가하는 International Design Factory

Ospina(콜롬비아 디자인 팩토리), 엄윤미

모여 사회혁신관점에서 미래의 창의교육 방

Forum에 한국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윤나은 학생의 ‘Facebook Live’ 인터뷰

WWF가 ‘Global Youth Leadership Strategy’

“말레이시아에서 온 수학교육과 4학년의 제롬

안솔 학생의 ‘그룹 프로젝트’ 발표

Week Korea(IDFW) 2017 행사를 국제캠퍼스

(C-Program 대표), 김유진(Sparklab 대표) 등

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국제협력의 시작이 될

일환으로 개최한 이 포럼에는 인도, 부탄, 오스트

을 만났습니다. 대학교에서 WWF와 연계해서

“홍콩에 가기 전과 갔다 온 후 제가 스스로에게

에서 개최했다.

이 참석한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이밖에도  테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진 테크노아트 학부장

리아, 핀란드 등 16개국에서 70명의 학생들과 청

친환경적 학교를 만들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처

던지는 질문은 같았습니다. ‘내가 환경을 위해 뭘

우리 대학교 DFK는 2015년 4월 개원한 이래

크노아트 학생들의 캡스톤 프로젝트 결과물 전

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연세대학교의 새

년들이 참석하여 미래를 위한 자연보존 활동의

음에는 하나의 부서를 친환경적으로 바꿨고 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가기 전에는 그 질문 앞에

언더우드국제대학 테크노아트학부에서 디자

시회도 함께 진행되어 다양한 국제협력 및 산학

로운 글로벌 교육플랫폼로써 DFK 역할이 앞으

중요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 나가는 노력을 기

‘돈도 없고, 자원도 없고, 인맥도 없는 내가’라는

인 기술 비즈니스 분야의 융합 교육 및 산학 프

협력 교류 가능성을 논의했다.

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3월, 동원 육영재단의 후원으로 설

울였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먼저 청송, 에

말이 붙었다면, 홍콩에 다녀온 뒤에는 제가 정말

로젝트 수행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닷새 동안 진행된 IDFW 2017은 참석한

립된 ‘연세 라이프아카데미 센터’(센터장 남석인

비슨, 언더우드 세 하우스가 연계하여 환경 프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갈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는 21세기 새로운 교육

DFGN(Design Factory Global Network) 관

교수, 사회복지학)의 RC 전인교육과정을 이수

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를 발전시켜 국제캠퍼스

되었습니다. 각국의 청년들이 모인 포럼은 꿈과

혁신 플랫폼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계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워크샵을 통해 국제협

중이다. 학부대학 산하의 연세 라이프아카데미

전체가 에코캠퍼스가 되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

희망을 심어주는 자리였습니다. 큰 뜻을 갖고 있

IDFW는 각 디자인 팩토리 간 다양한 협력과 교

력을 기반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교육, 연구, 산

교육과정은 연간 3학점 교과와 RC교육 프로그

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낭

으나 시작하기도 전에 현실에서 마주하는 한계들

류를 활발히 진행하기 위해 매년 국가별로 개최

학 프로젝트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

램을 연계하여 운영된다. 올해는 독서와 토론, 특

비, 자원 낭비를  줄이고 재활용 활성화 하는 것

로 무기력함에 빠지는 청년들을 위한 도움의 손

되는 국제워크숍으로 올해는 핀란드, 미국, 중

고 참여할 디자인 팩토리들을 모집해서 협력 아

강, 중학생 멘토링 캠프, 하계 워크숍, 주제 탐구

에 다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국, 일본, 호주,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브

이디어를 논의한 후 2018년에 실질적으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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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캠퍼스 소식

국제캠퍼스 소식
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사람”임을 강조했다. 또한

11월 진로탐색의 달 맞아 다양한 행사

동문이 국제캠퍼스를 방문해 행정고시와 국제

소록도에서 한센인들과 함께했던 두 오스트리

진행

기구에 관해 조언했다.

아 수녀의 삶을 일례로 들며, “3C(Christianity,

직접 키운 배추로 만드는 ‘김장 행사’

강연에 참여한 동문들은 RC 학생들의 모습이

Creativity, Connectivity)에 기초한 교육을 받

RC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국제캠퍼스 생활이

본인의 5년 전, 10년 전 모습인 것 같다며 바쁜

는 연세대학교 학생들도 리더의 자질을 충분히

한 달여 남은 11월, 국제캠퍼스는 각 분야에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연시간 이후에도 학생들

갖추고 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한 가치를

활약하고 있는 동문들을 초청해 강연을 듣는 11

의 개별 질문을 받았다. 학생들 또한 열심히 질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월 RC 진로탐색의 달 행사를 진행했다. 진로 탐

문하고, 경청하며 강연에 참여했다. 강연에 참

강연 동안 반 명예원장은 그가 유엔 사무총장

색의 달엔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RC 특강보다

여한 학생들은 “각 분야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재임 당시 다뤘던 교육, 아동, 양성평등, 자연

좀 더 실질적인 조언과 경험을 들을 수 있도록

있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다”는

골탕 먹이는 오페라의 내용처럼 공연장을 유쾌

재해 등의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해 학생들과 생

했다.

소감을 전했다.

하고 명랑한 분위기로 채웠다. 다음 곡으로 연

정을 직접 해보며, 매년 김장을 하셨던 부모님

각을 나눴다. 더불어 학생들은 ‘반기문 여성권

주된 모짜르트의 오보에 협주곡은, 오보이스트

의 노고도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어 학생

익상’의 제정 배경과 그가 “Mr. Climate”라는

하수민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시작됐다. 공연

지난 2017년 1학기 국제캠퍼스 제2기숙사 D동

들은 김장을 마치고 직접 삶은 수육과 갓 담근

별명을 얻게 된 계기 등 흥미로운 뒷이야기들

음악대학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장 전체에 아름다운 오보에의 멜로디가 퍼졌고

앞쪽 공터에 텃밭이 들어섰다. 첫 학기인 만큼

김치를 먹는 시간도 가졌다.

도 들을 수 있었다. 이어 반 명예원장은 빈곤

선사한 ‘협주곡의 밤’

연주는 학생들의 환호성과 박수를 받으며 끝났

시범적으로 운영된 텃밭은 윤동주, 치원, 용재,

의 종식과 공평한 교육의 보장, 생태계 보호 등

청송 총 4개의 하우스와 RC교육원이 가꿨다.

경제·사회·환경 분야를 포괄하는 17개 목표로

지난 11월 15일 국제캠퍼스 RC공연에서, ‘협주

이 연주되었다. 화려한 기교와 웅장함이 특징인

곡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장윤성 지휘자를 선

리스트의 곡은 피아니스트 이재경의 손을 거쳐

다. 다음으로는 프란츠 리스트의 피아노 협주곡

학기 말,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직접 기른 채소

반기문 글로벌사회공헌원

구성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를 국제캠퍼스 내에 있는 야외 바비큐장에서 고

명예원장이 말하는 ‘유엔과 21세기

Development Goals)를 소개하며 이에 연세

이번 “진로탐색의 달 Finding Your Dream”에

두로 심포닉 오케스트라와 오보이스트 하수민,

국제캠퍼스 학생들에게 다채롭고 화려한 음색

기에 곁들여 먹으며 수확의 기쁨을 맛보았다.

리더십’

대학교 학생들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것

선 매주 월요일, 화요일 4주간 총 8회의 강연이

피아니스트 이재경, 바이올리니스트 정재희가

을 들려주었다. 마지막으로 바이올리니스트 정

이후 국제캠퍼스는 1학기의 성공적인 시범 운

을 부탁했다.

진행됐다. 첫 주에는 우리 대학교 이지원(영어

협연을 선보였다. 공연은 클래식 음악 감상 예

재희와 함께한 코른골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또

영을 바탕으로, ‘Go Fresh, Eat Fresh’라는 슬

마지막으로 반 명예원장은 글로벌한 가치를 위

영문/심리학 12) 동문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

절과 연주될 곡들에 대한 지휘자의 설명으로 시

한 공연에 참석한 모든 학생들의 귀와 마음을

로건과 함께 텃밭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RC

해 노력할 때 진정한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점

쿨) 입학과 이후의 진로에 대해 강연했다. 또 안

작됐다. 이어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서곡과

사로잡았다.

교육원과 특임 RA의 주도로 외관을 꾸몄고 2학

을 강조했다. 그는 “연세대학교의 글로벌융합

범선(생명공학 94) 동문의 변리사 업무와 관련

오보에 협주곡, 리스트의 피아노 협주곡, 그리

마지막까지 큰 박수와 앙코르를 외치는 소리가

기에는 이원철, 윤동주, 치원, 청송 총 4개의 하

교육을 통해 국적을 넘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

된 강연이 진행됐다. 둘째 주에는 문화예술기획

고 코른골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순으로 연주회

끊이지 않았던 이번 공연은 우리 대학교 RC 프

우스와 RC교육원이 텃밭을 가꿨다. 그 중 치원

는 세계시민이 배출되기를 바란다.”는 말로 강

분야의 선배로 SM엔터테인먼트에서 음반제작

가 진행되었다.

로그램의 일환으로 국제캠퍼스는 매학기 음악

하우스와 RC교육원은 배추와 무를 심어 김장

연을 마쳤다. 강연 이후 학생들은 활발한 질의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채정희(의류환경 04)

첫 곡으로 연주된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

대학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초청하여 클래식 음

행사를 진행했다.

응답 시간을 통해 평소에 궁금했던 국제 관계,

동문이 음악 산업의 현황에 대해 이야기했고,

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뺏으려는 백작을

악회를 열고 있다.

학생들은 배추를 밭에서 수확하고 손질해 절이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한 반기문 글로벌

지도자의 역할 등에 대한 세계적 지도자의 고견

구차성(경영 99) 동문이 금융 관련 공기업의 진

기부터 양념을 한 겹 한 겹 바르기까지 모든 과

사회공헌원 명예원장이 지난 10월 30일 국제

을 듣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로에 대해 강연했다. 이어진 셋째 주에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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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에서 ‘유엔과 21세기 리더십’이란 주제로

홍보 분야와 관련해 카피라이터로 재직 중인 이

특별한 강연을 펼쳤다.

연목(영어영문 06) 동문이 학생들을 만났다. 이

이날 강연은 우리 대학교 창립정신의 바탕이 된

어 마케팅 분야에 대해 한국 P&G 김주연(생물

언더우드 선교사의 헌신적인 봉사와 리더십 이

86) 동문 또한 학생들에게 알찬 조언을 전했다.

야기로 시작됐다. 반 명예원장은 특히 “진정한

마지막 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사무관 이

리더란 무조건 남보다 앞장서는 사람이 아니

은주(행정 07) 동문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라 구성원들을 배려하고 섬기며 이들에게 동기

서 일하고 있는 송지은(아동가족/사회학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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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INSIDE

인물동정

고은주 교수
한국의류산업학회
학술상 수상

김우식 전 총장
국민안전안심위원회
위원장 위촉

고은주 교수(의류환경학과)는 지난 11월 18일 서울대에서 개최된 한국의류산업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서 2017년 한국의류산업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고 교수는 탁월한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학술상 수
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20년간 지속가능 패션마케팅 연구분야를 개척하고 지속적인 연구성과

윤영로 교수
강원도지사 표창 수상

윤영로 교수(보건과학대학 의공학부)가 지난 11월 8일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진행된 ‘제2회 강원과
학기술대축전’ 행사에서 의료기기 분야 강원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윤 교수는 의료기기 분야 연구
개발 및 인재양성을 통하여 지역의료기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를 보여주고 있다.

김우식 전 총장(사단법인 창의공학연구원 이사장)이 지난 11월 15일 안전·안심정책에 관한 국무총리
국정자문기구인 ‘국민안전안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국민안전안심위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
난의 예방·관리 등 안전정책과 민생·교육·복지·환경 정책 등 안심정책에 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 설치됐다.

이상우 교수
한국미디어경영학회장
연임

이상우 교수(정보대학원)가 지난 11월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을철 정기학술대
회 총회에서 12대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회장직을 연임하게 됐다. 회장 임기는 1년이다. 이 교수는 정
보통신정책학회 총무이사,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총무이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편집이사, 공익
채널 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김 전 총장은 지난 11월 16일 숭실학원 창학 120주년을 맞아 숭실대학교에서 명예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정우 교수
김택중 교수
산학협력 유공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

김택중 교수(생명과학기술학부)가 지난 11월 1일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된 ‘2017 산학협력 EXPO 산
학협력 페스티벌’에서 유공자로 선정되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최근 4년간 특허기술 5건을 관련 기업에 기술이전 계약하여 기업의 발전을 도왔으며, 국

전자정부 발전
‘녹조근정훈장’ 수훈

이정우 교수(정보대학원, 학술정보원장)가 전자정부 발전 유공자에게 정부가 포상하는 ‘녹조근정훈
장’을 받았다. 전자정부추진위원으로 폭넓은 활동을 해오고 있는 이 교수는 2016년부터 전자정부추
진위원으로서 ICT의 발전으로 변화하는 정부의 모습을 만드는 데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 교수가 학술적·실무적 활동을 통해 체계적인 전자정부가 구현될 수 있도록 공헌한 공로
를 인정하여 지난 11월 30일 전자정부 발전 유공의 날을 맞아 녹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가 기간산업의 기술자립화와 기술선진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또한 김 교수는 중소기업, 벤처
기업과 공동으로 다수의 국가 과제를 수행하고 성공해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제고 및 사업화로 기업
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김판석 교수
필리핀행정학회 공로상
수상

김판석교수(정경대학 글로벌행정학과, 현 인사혁신처장)가 지난 11월 16일 필리핀행정학회
(Philippine Society for Public Administration: PSPA)의 2017년 국제회의에서 필리핀행정학회

이필휴 교수
화이자의학상
중개의학상 수상

화이자의학상
기초의학상 수상

의대 김형범 교수(약리학)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주관하는 제15회 화이자의학상 가운데 기초의학
상을 받았다.

대한수학회 공로상 수상

이 교수는 파킨슨병 등을 일으키는 뇌 속 독성물질인 알파 시뉴클린을 억제, 조절하는 줄기세포를 이용
한 면역치료법을 제시했다. 이는 난치성, 퇴행성 뇌질환의 돌파구를 마련한 연구성과라고 할 수 있다.

진기남 교수(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가 11월 21일, 22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Medical
Korea 2017’ 행사에서 글로벌헬스케어 유공포상의 특별공로분야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
했다. 진 교수는 지난 8년간 외국인환자 유치 및 병원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이 분야의 글로벌 학술포럼을 만들어 한국의 글로벌 의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가 작용하는 표적 염기서열의 라이브러리가 유전자 가위에 의해 변화하는 정도를 차세대 염기서열분

송홍엽 교수(전기전자공학부)는 2017년 대한수학회 정기총회 및 가을연구발표회에서 대한수학회

한정호 교수

한정호 교수(언론홍보영상학부)가 지난 11월 2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PR협회
주최 2017 PR의 날 기념식에서 올해의 PR인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협회는 “25년 동

올해의 PR인상 수상

안 언론홍보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PR학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황재훈 교수

황재훈 교수(정경대학 경영학부, 원주기획처장)가 지난 11월 8일 데이터산업협회가 주관한 ‘2017년

공로상을 수상했다. 마방진과 직교라틴방진이 무선통신시스템의 채널코딩과 신호설계에 응용되는
성질에 박사과정 재학시절부터 관심을 가져온 송 교수는 조선 숙종 후반  최석정 선생의 저서 <구수
략>과 여기에 기록된 9차 직교라틴방진이 그간 세계 최초로 알려진 오일러의 발표보다 약 60여 년
앞선다는 사실을 국내 학계는 물론 국제 수학계에 홍보했다. 나아가 2007년 CRC Press  발간 “조합
론 편람”에 공식 기록되도록 기여했고, 최석정 선생의 2013년 대한민국 과학기술 명예의전당 헌정
에 큰 역할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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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김 교수는 기존의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이 소요되던 유전자 가위 검증법을 대체하기 위해 가이드RNA
석법을 통해 대량으로 확인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 발표한 성과를 인정 받았다.

송홍엽 교수

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지난 11월 1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렸다.

공로상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아시아의 행정과 거버넌스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진기남 교수
김형범 교수

의대 이필휴 교수(신경과학)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주관하는 제15회 화이자의학상 가운데 중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공로상 수상

도 데이터인의 밤’ 행사에서 데이터 대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공로상을 수상했다. 데이터
대상은 매년 데이터 산업 발전에 기여가 큰 개인, 단체, 학자 1인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황 교
수는 데이터베이스 연구, 다양한 국제교류 및 봉사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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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안내

공연소식

국제보건학 - 이론, 실제 그리고 연구 사례
저자: 남은우 출판: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원조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국제개발협력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공여국의 원조 효
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원조 사례를 정확히 알고 분석하여 국제보건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보건사업의 현장 경험이 담긴 보건사업 결과를 살펴보는 것은 국내외 기관에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근거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금호아트홀 연세 공연 안내

12/7

12/8

12/9

출연자 Pf. 정세준
주최 예진 문화기획사

출연자 Vc. 이준화
주최 JJ예술기획

12/11

12/12

12/13

출연자 Soprano 문혜원 Pf. 안예현
주최 (주)영앤잎섬

출연자 Tenor 이현종
주최 영음예술기획

12/16

12/16

출연자 Pf. 안미현
주최 음악교육신문

출연자 Soprano 조수진
주최 이든예술기획

(목) 20:00

바리톤 정원영 귀국 독창회
출연자 Bariton 정원영
주최 영음예술기획

(금) 20:00

정세준 피아노 독주회

(토) 19:30

이준화 첼로 독주회

12/10

(일) 19:30

콰르텟 7 제 1회 정기 연주회
출연자 Vn. 김한글 Vn. 송수현
Va. 최리정 Vc. 이성희
주최 지클레프

이 책은 국제보건사업에 필수적인 이론과 더불어 관련 용어를 기술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국제사회 속에서 한
국이 어떻게 공적 개발원조국가로서 국제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국제보건의료
재단(KOFIH) 등의 개발원조 사업을 소개하는 등 최근 한국의 원조 동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저자가 그간 10여 년 간
국제보건전문가로 활동한 페루, 필리핀, 에티오피아, 가나, DR 콩고, 네팔 등의 개발도상국 보건사업 결과에 대한 연
구사례를 담아 앞으로 독자들이 수행할 다양한 국제보건사업의 연구 방향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월) 20:00

소프라노 문혜원 독창회

ビッグデータから見える韓国 - 政治と既存メディア・ＳＮＳのダ

(화) 20:00

테너 이현종 독창회

イナミズムが織りなす社会

(빅데이터로부터 보이는 한국 - 정치와 기존 미디어 · SNS의 다이나미즘이 자아내는 사회) -

『빅데이터로 보는 한국정치 트렌드』 일본어판 출간
저자: 조화순, 한규섭, 김정연, 장슬기 출판: 학쿠도쇼보 출판사
정치와 언론 분야의 현상을 빅데이터를 통한 최신 방법으로 분석한 저서 『빅데이터로 보는 한국정치 트렌드』가 일본
에서 번역되어 발행되었다.
본 저서는 학쿠도쇼보(白桃書房) 출판사의 새로운 시리즈 「아시아발 비저너리 시리즈(アジア発ビジョナリー
シリーズ, Visionaries from ASIA)」 제1권으로서, 한국 독자 뿐 아니라 일본의 독자들이 한국의 정치 및 여론 현상

(토) 15:00

안미현 피아노 독주회

(토) 19:30

소프라노 조수진 독창회

을 이해하는 참고도서로 활용될 예정이다.
『빅데이터로 보는 한국정치 트렌드』를 번역한 이 책은 한국 사회에서 정치정보 공개와 SNS가 여론 형성에 미치는

(목) 20:00

서울토포스 앙상블 제2회
정기연주회

노민영 피아노 독주회

출연자 Conductor 최혁재 Vn. 김응수,
이지수, 표주영, 한소라, 장수민,
김소정, 손다영, 윤염광, 임혜리,
김에스더 Va. 이상희, 이현주
Vc. 오지현, 김영지 Kb. 노은정
Cembalo 장은경
주최 WCN

12/17

향, 정당의 파벌활동의 양상 등에 주목한다.

12/20

12/21

출연자 Vn. 이보연 Vc. 이재은
Soprano 양지영 Pf. 신민정
주최 예인예술기획

출연자 Mezzo Soprano 윤소은
주최 골든스코어

(수) 19:30

제4회 대우음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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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00

윤소은 귀국 독창회

출연자 Pf. 노민영
주최 오즈클래식

12/19

(일) 19:30

(화) 20:00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
정기연주회

무지카미아 렉쳐 콘서트 시즌 5
유럽문화도시 기행 #3 파리
파리의 보헤미안. 예술과 몽환
사이

출연자 Pf. 김성은, 이주혜, 선정원, 박수현,
양지, 강정은, 최영화
주최 지음기획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 선거정치과정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의 민심과 정치관계, 여론형성의 역동성
등을 파고드는 한국의 현상에 흥미를 보이고 있다. 국회의원의 의회에서의 투표 행동과 정치인의 SNS에서의 발언 경

12/14

(수) 20:00

출연자 앙상블 무지카미아
주최 무지카미아

12/22

12/23

출연자 김지언, 박정희, 이주헤, 이인경,
이윤희, 나은아, 한성민, 유순영
주최 지음기획

출연자 송민섭, 채길룡, 이화영, 주정현,
박정민, 박영호, 김인수
주최 ensemble PHASE

(금) 20:00

음악예술학회
크리스마스 콘서트

(토) 19:30

2017 Ensamble
PHASE insight III 통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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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SNS에서는

지금

금호아트홀 연세 공연 안내

12/28
(목) 20:00

이준성 & 이은영 피아노
듀오 연주회
출연자 Pf. 이준성 Pf. 이은영
주최 지음기획

12/30

SNS

(토) 19:30

소프라노 조혜진 피아니스트
김진겸 리트 듀오 리사이틀
출연자 Soprano 조혜진 Pf. 김진겸
주최 에이톤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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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긴급공지

백주년콘서트홀 공연 안내

12/5
(화) 20:00

연세아마란스합창단
2017년 정기연주회
출연자 연세아마란스합창단
주최 연세아마란스합창단

12/8
(금) 19:00

대전고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콘서트
출연자 서울윈드앙상블, 플루티스트 박지은,
트럼페터 박성수, 판소리 채수정
주최 재
 경대전고등학교 총동창회

12/9
(토) 17:00

파로스 센테니얼
제3회 정기연주회
출연자 연세파로스합창단
주최 연세파로스합창단

12/16

12/23~25

출연자 샘 옥
주최 예술기획 파홀로

출연자 로이킴
주최 예술기획 파홀로

(토) 19:30

샘 옥 콘서트

에서는

12/12

백양로에 가득한 은행나무, 단풍나무들도 바람을 못 이기고 잎들을 떨어트렸다. 그래서인지 캠퍼스는
한층 더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해가고 있는 듯하다. 변화를 준비하느라 바쁜 11월, 이 달의 키워드는 ‘긴급
공지’, ‘캠퍼스 속 인생샷 스팟’, ‘연세대 디저트로드’다.

#포항_지진
#빠른_복구를_기원합니다

셋, 연세대 디저트로드

한 역대 2번째로 큰 지진이었다. 큰 지진 규모

(화) 19:30

와 더불어 얕은 진앙 깊이 때문에 체감 진동은

Verdi Opera Gala
Concert

더 컸다. 이에 교육부는 여진 등 수험생들의 혼
란을 고려해 16일 진행 예정이었던 대학수학능

출연자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주최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력시험을 일주일 미뤘다. 이에 우리 대학교 역
시 긴급하게 논술시험, 면접, 합격자 발표 등 일
정을 뒤로 미뤘다. 이 긴급 공지에는 조속한 복
구를 기원하는 마음과 더불어 가장 힘들었을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한 사람들의 댓글과 슬
픈 반응이 뒤를 이었다.

로이킴 콘서트

12/23~25 12/29~31
출연자 다비치
주최 예술기획 파홀로

유난히 추웠던 11월. 아직 본격적인 겨울이 찾아오지 않았음에도 찬바람은 몸 깊숙이 파고 들어왔다.

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우리나라에서 발생

(토)~(월) 19:30

대강당 공연 안내

다비치 콘서트

November

지난 11월 15일 포항에서 리히터 규모 5.4 지진

둘, 캠퍼스 속 인생샷

스팟

(토)~(월) 19:30

11

댓글로 담겼다. 특히, 백양로 재조성 사업으로
다시 자리를 잡은 독수리상과 동문광장 사진이

#여기서_디저트부터_먹고_다이어트는_내일부터!

많았고, 교육과학관, 연희관, 새벽의 국제캠퍼

#하나씩_다_먹어버리기~

스 등 아름다운 사진들이 함께 올라왔다.

#스위츠_와플에_카야잼_ㅇㅈ?ㅇㅇㅈ~

#여기가_바로_내_인생샷_스팟
#저는_연희관_앞_은행나무요

생활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트레비앙, 학생회관
지하 1층에 자리한 스위츠, 생협, cafe sharing의

(금)~(일) 19:30

우리 대학교에는 사진 찍을 곳이 참 많다. 고

공통점은 바로 ‘디저트’다. 수업이나 과제에 지치

휘성 콘서트

즈넉한 분위기의 건물들부터 현대적인 건물

다보면 나도 모르게 찾게 되는 달달한 음식들! 크

출연자 휘성
주최 예
 술기획 파홀로

들까지 자연 속에 어우러져 있어서 더 그런 듯

림빵, 커피 등 음료, 와플, 팬케이크, 과일, 베이글

하다. 연세대학교 페이스북 계정에서는 ‘캠퍼

등등. 학교 내에서도 정말 다양한 디저트를 맛볼

스 인생샷 제보’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 게시

수 있다. 쌀쌀해지는 날씨, 달달한 디저트에 따뜻

글은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받았다. 140여 개

한 커피 한 잔 해보자!

의 ‘좋아요’와 더불어 개성이 담긴 사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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