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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집에는 금그룻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딤후 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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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로그인  입금내역조회 및 출력  영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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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채널

- 표지 이야기 -

우리의 채널, Hz

이번 호의 테마 단위는 Hz(헤르츠)입니다.
헤르츠는 진동수를 나타내는 단위로 1초 동안
몇 번의 파동이 있었는지를 표기합니다.
1Hz는 ‘1초에 한 번’을 의미합니다.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의 주파수, 컴퓨터 CPU의 클럭 속도 등
수치화할 수 있는 진동은 ‘헤르츠’로 표기하지요.

이번 호의 테마인 ‘우리의 채널’은
신학기와 더불어 생긴 수많은 만남과 시작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주파수가 맞는다’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나의 파동에 많은 사람이 공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이 ‘공감’하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지금,
나의 주파수에는 얼마나 많은 공감의 요소가 담겨 있을까요?

www.facebook.com/ysuniversity

https://blog.naver.com/yonseiblog

www.youtube.com/user/ysuniversity

https://www.instagram.com/yonsei_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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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범 교수,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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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연세소식이 격월간으로 개편됩니다.
단, 온라인 연세소식 뉴스레터를 2주에 한 번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뉴스레터 구독을 원하시는 경우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news@yonsei.ac.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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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력과 국제화 이끄는
아시아 선도 대학으로
주목
2018 아시아대학 순위 껑충,
전년 대비 9계단 상승

지난 2월 7일 영국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인 THE(Times Higher
Education)가 발표한 2018 아시아 종합대학 순위에서 우리 대
학교가 20위에 올랐다. 국내 대학 가운데에서는 서울대, KAIST,
포스텍, 성균관대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울산과학기술원(22
위)과 고려대(24위)가 그 뒤를 이었다.
전년에도 37위에서 29위로 순위를 끌어올린 바 있는 우리 대학
교는 올해 지난해 대비 9계단 상승한 수치를 보여주며 2년 연
속 높은 순위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평가지표
가운데 ‘연구’와 ‘국제화’에서 경쟁 대학 대비 높은 점수를 기록
하며 국내 최고 명문 사학으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국제공동연구 위한 전략적 연구기관 설립
우리 대학교의 이와 같은 약진은 연구력 향상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른 결과로 평가된다.
지난해 6월 우리 대학교는 연구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연세
프론티어랩(Yonsei Frontier Lab, YFL)’을 개소했다. 연세프론
티어랩은 연세대학교의 연구자와 전 세계 우수 연구자간의 공
동연구 허브가 되는 오픈 네트워크 랩(Open Network Lab)을
구축하고 연구・교육의 새로운 국제화 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연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해외대학과 공동 워크숍

먼저 본교와 연세의료원의 교육 및 연구를 통합하는 ‘융합

해외공동연구 증진을 통해 연세 연구업적을 확대하는 등 연구

을 개최하고 해외 우수연구기관과 국제 콘퍼런스를 진행하

사이언스파크’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원과 생명시

실적증진 및 대외 인지도 제고를 위한 중점적인 역할을 수행하

는 등 다양한 연구지원 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다.

스템대학, 이·공, 인문·사회과학에 이르는 여러 학문 분야가

고 있다.

자유롭게 어우러지며 융합연구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인천 송도 국제캠퍼스에는 산학연

그 첫걸음으로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우수 박사후연구원 지

프트웨어를 도입했다. 세계 최대 연구 업적 색인, 분석기관인

복합단지인 ‘연세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하여 혁신적인 산학
R&D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포항공대와 공동연구기구

아시아 순위

Program)을 시작했다. 국내외 우수 박사후연구원이 연세대학

업적을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연구자별 페이지 생성, 학

를 만드는 등 다양한 협력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서울대

1

9

교 소속으로 연구에 집중하고, 우수한 연구업적을 창출해낼 수

과 및 연구기관별 데이터 정리를 통한 성과 홍보, 분석 레포

KAIST

2

10

있도록 연구지원금 및 논문 인센티브, 행정지원, 연구 공간 등

트 제공 등의 유용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POSTECH

3

12

을 본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한다. 또한 외국국적 연구원의 경우

성균관대

4

13

비자 취득, 주거지원 프로그램 등도 지원하여 연세대학교와 한

연세대

5

20

울산과학기술원

6

22

고려대

7

24

…

엘스비어(Elsevier)사에서 제공하는 Pure 프로그램은 연구자

국내 순위

…

원을 위한 신진연구자지원사업(Young Researcher Supporting
대학명

…

지난 11월에는 보다 통합적인 연구 성과 관리를 위해 Pure 소

출처 : THE WORLD UNIVERSITY RANKING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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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9계단▲

국에서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다.

융복합 연구 활성화 위한 인프라 확충

올해 5월에는 지상 5층 규모의 최첨단 연구소 건물인 Y-IBS
관이 완공될 예정이다. ‘Center without Barrier’ 개념이 녹아
있는 해당 관은 세계 선진 기관들과의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
가 진행되는 융합 연구의 터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Y-IBS

미래 사회에는 학문 분야 간 경계가 사라지면서 융·복합적

관의 중심이 되는 Y-IBS과학원과 나노의과학연구단은 기초

사고가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 대학교는

과학분야의 세계적 융합연구·교육지원을 목표로 2015년 설

또한, 본교 각 기관 및 교원이 교원급 해외 우수연구자를 적극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융·복합적 연구 활

립된 이후 해외 석학 및 연구기관들과 나노물질, 나노의학 융

적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초청 연구자별로 맞춤형 지원서비스

동을 끌어올리고 연구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

합연구를 수행하는 세계적 수준의 거점 연구센터로 성장하

를 시행하며 이를 통해 해외 우수연구자와 본교 교원과의 공동

고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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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교원 연구지원 강화
대체로 신임교원의 연구분야는 떠오르는 신생분야로 미래의
연구생태계는 신임교원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세대학교는 지난해부터 신임교원의 연구정착금을 과거에 비
해 4배 규모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신임교원의 연구 환경을 조

문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방학 중 6주간 진행
되는 국제 동·하계대학을 적극적으로 개설함으로써 아시아
최고 대학으로서의 매력도를 높이고 있다.

국제 컨소시엄 적극적 참여

QS 1~50

48

29

58%

60%

QS 51~150

96

68

67%

71%

US News 1~50

19

8

37%

42%

US News LAC 1~25

28

3

11%

14%

합계

191

108

54%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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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al Arts College로 연세대학교만의 학부교육철학에 기초
한 엘리트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으로써 연구생애의 전성기를 연장하기 위해서다.

환태평양대학연합), AEARU(The Association of East Asian

3개 계열 5개 학부 16개 전공으로 구성된 UIC에서 학생들은

Research Universities, 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협의회),

국내외 석학들이 영어로 진행하는 폭넓은 수업을 선택해 들

본 지원은 우리 대학교의 대표적인 연구진흥사업인 ‘연세 미

APAIE(Asia Pacific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Education,

을 수 있다. 50여 개 국가에서 온 다양한 배경을 가진 2,000여

래선도연구사업’과 ‘신임교원 연구정착금 지원사업’을 통해 이

아시아·태평양 국제교육협회) 등 활발한 국제 컨소시엄 활동

명의 학생들이 UIC 안에서 함께 어울리며 미래 리더로 성장

뤄지며, 1차년도는 신임교원 전원에게, 2차년도는 한국연구재

을 통해 해외 고등교육 국제화 동향을 파악하여 중장기 국제

하고 있다. 또한 UIC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벽을 허물고 여러

단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에 지원한 교원에게 지원하고, 3차년

화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분야의 학생과 교수진이 교육과정에 참여해 활발한 지식교

세계 명문대학과 교류 협정 강화
대상 수 협정교 수 비율(2015) 비율(2017)

International College)은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는 4년제

우리 대학교는 APRU(Association of Pacific Rim Universities,

하게 된다.

구분

국제캠퍼스에 자리한 언더우드 국제대학(Underwood

기에 정착시켜 임용 시 계획한 연구 궤도에 안정적으로 진입함

도는 2년간의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

협정 체결 현황

차별화된 국제화 교육환경 제공

우리 대학교는 높은 수준의 국제화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

류와 학제간 사고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게이오대, 홍콩대와 함께 ‘3-캠퍼스 비교동아시아학 프

로그램 및 컨소시엄(3-Campus Consortium‧Program for

2015년에는 우수 외국인과 재외동포 학생을 선발해 한국사회

Comparative East Asian Studies)’을 운영하며 영미권 최우수

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화 무대에서 활약할

대학들과 교류하면서 비교동아시아학 분야에서 국제 상호

인재를 양성하고자 ‘글로벌인재학부’를 신설했다. 2018년 현

교류를 증진시키고 있다.

재 27개국 589명의 학생들이 ‘한국적인 것’, ‘동아시아적인 가

해 세계 우수대학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QS WUR

치’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중심으로 집단 간 소통 활성화와

1~50위(70%) 및 51~150위(70%), US News 미국종합대학 1~50위

이밖에도 국제교류 네트워크 다차원화를 목표로 스위스 제

문화적 다양성을 확장시키고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할 융복

및 Liberal Arts College 1~25위 이내 대학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

네바대, 호주 시드니대, 미국 에모리대 등 해외 주요 대학과

합 창의형 인재로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인재학부는 서구 중

으며, 현재 70개국 650개 기관과 교류하고 있다.(2018. 1. 12. 기준)

공동 기금을 조성하여 우수 연구 과제를 지원하는 전략적 파

심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경도된 기존 국내대학 국제화 프로

트너십을 체결하고, 연구자 교류를 통한 국제적 연구협력 사

그램과 차별화된 교육을 지향하며, 한국적 가치에 기반한 국

업을 지원하고 있다.

제화 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연세대학교는 정규학기 교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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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학위수여식 개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 발걸음을 떼다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역할을 시작하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
다. 정든 곳을 떠나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적응해야만 하기 때
문이다.

“졸업장은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 위한 여행 허가서”
지난 2월 26일 대강당에서 열린 2018년 2월 학위수여식에서 우
리 대학교의 많은 학생들 역시 새출발을 위한 마음을 다졌다. 4
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보냈던 캠퍼스를 떠나 사회로 첫 발
을 내딛는 졸업생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감이 서려있는 듯
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 김용학 총장은 “졸업장은 단순한 ‘증’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불확실한 시대로 진입하라는 여행 허
가서”라며 “항상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생각이나 사고를 하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73세 졸업생, 부녀 동시 최우등 졸업 화제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특별한 사연으로 화제가 된 졸업생들
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월남 파병으로 휴학한 뒤 50년 만에 모교에 돌아온 유순
희 동문(행정학과)이 가슴에 졸업장을 안았다. 유 동문은 “기
쁘기도 하지만 이제 매일 연세 캠퍼스를 거닐 수 없다고 생각
하니 많이 허전하다”는 졸업 소감을 전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그는 졸업 후 미국에 돌아가 커뮤니티 콜리지에 진학해 만학
의 꿈을 지속할 예정이다.
부녀가 동시에 최우등생으로 졸업하는 사례도 이목을 끌었다.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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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섭 동문(경영전문대학원 Finance MBA)과 딸 신재연 동문

인 현수막부터 신입사원의 졸업을 축하하는 현수막들도 있었

(경제학과)은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각각 최우등졸업이라는 영

다. 그리고 이번엔 평창 동계올림픽의 여운을 보여주듯 여자 컬

예를 안았다. 상경대학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 대표로 답사를

링 국가대표인 김은정 선수의 모습을 담은 현수막도 볼 수 있

발표한 신재연 동문은 “그동안 아버지가 보여주신 배움에 대한

었다.

열정과 집념은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 데 큰 귀감이 될 것”이라
며 특별한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아쉽지만 다가올 날들이 기대돼”

캠퍼스에는 졸업생들을 제외하고도 다양한 사람들이 가득했
다. 돌아다니며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 꽃다발을 파는 사람들과
같이 이전 졸업식과 비슷한 양상이었지만, 임금 협상을 위해 시
위하는 청소노동자들도 많았다. 송효경(식영 15) 학생은 “사진

백양로를 비롯해 캠퍼스 곳곳에는 졸업을 축하하는 사람들의

호객행위, 리본 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었다”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제각기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었

“시위로 인해 학교에 남은 리본들이 졸업식과 상반되는 듯해

고,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졸업생들은 우연히

안타깝기도 했다”고 말했다.

만난 친구들과도 환호성을 지르며 즐겁게 인사했다.
이번에 학사를 졸업한 조영욱(전기전자 10) 학생은 “6년 동안
다녔기 때문에 이제 학사가 끝날 때도 됐다고 생각했다”며 “대
학원에 입학하게 됐는데, 다시 새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살도
록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김가원(언론홍보영상학부 13) 학생
은 “5년 간 추억이 오늘로 마무리 되는 것 같아 아쉬우면서 다
가올 날이 기대되기도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졸업식을 찾은 부모님들의 얼굴에도 기쁨이 가득했다. 졸업생
들은 부모님들께 학사모를 씌워드리기도 하며 졸업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김가원 학생의 어머니인 김영숙 씨는 “딸이 졸업
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앞두었다니 마음이 뭉클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선배들의 졸업을 위해 학교를 찾은 후배들도 있었다. 동아리 선
배들의 졸업식을 찾은 김민철(경제 16) 학생은 “선배들을 위해
꽃과 선물을 사왔다”며 “졸업 축하드리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
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문혁(사복 15) 학생은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게끔 따뜻하게 맞아준 형이 졸업을 하게 돼 너무
축하한다”며 졸업생에게 꽃을 선물했다.

개성 넘치는 현수막으로 축하 메시지 전해
졸업을 축하하는 현수막들도 눈길을 끌었다. 친구부터 동아리
선후배, 학과 선후배 등 다양한 사람들이 만든 현수막들은 제각
기 한켠을 차지해 펄럭이고 있었다. 졸업생들의 얼굴을 오려 붙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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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식사
“세상에 희망을 던지는
변화의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는 지식이 아니라, 기존 지

습니다. 우리 연세인은 우

식체계의 경계를 넘나드는

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생각

할 줄 아는 마음이 얼마

이나 사고 능력이 경쟁력

나 중요한지 깨우쳤습니

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여

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

러분은 어려운 질문에 잘

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 서

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

로 다름에 대한 이해와 존

상 창의적인 질문을 던지

중, 그리고 나눔, 봉사, 공감

는 인재가 되길 바랍니다.

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여
러분은 이성의 영역에서뿐

오늘 영예로운 학위를 받은 졸업생 여러분, 진심으로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인재

아니라 감성의 영역에서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학업을 정성과 희생으

는 다른 이의 의견이나 사

경계를 넘는 연결을 통해

로 뒷받침해 주신 학부모님과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

회상황을 마구잡이로 비판

이 사회에 희망을 던져주

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 졸업생들의 앞길을 격

하고 폄하하는 냉소적 지식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 바랍니다. 글로벌 커뮤니티의 리더로서 지구적 차

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존경하는

냉소(Cynicism)란 지적 우월감에서 나오는 자기만족

원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힘쓰고, 국가간, 세대간, 계층

허동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

에 불과합니다. 비판에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책임

간 갈등의 매듭을 푸는 주인공이 되기 바랍니다.

사드립니다. 아울러, 제자들을 위한 교수님들의 가르

도 있음을 잊어선 안 됩니다. 무엇보다 서로 다름의 가

침과 노고에도 머리 숙여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능성을 받아들이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

우리 연세인 여러분!

른 진실들도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지적인 너그
저는 항상 졸업생들에게 여러분 손에 쥐어질 졸업장

러움(Intellectual generosity)이 필요합니다.

은 단순히 ‘증’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불확실한
시대(Hyper-uncertainty)로 진입하라는 여행 허가서

여러분과 연세와의 인연은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
니고 이제 새롭게 시작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쯤 자신이 언제 세상

갈 여러분에게 도전 정신, 창의와 융합, 그리고 나눔이
라는 연세 정신은 여러분 삶의 푯대가 되어 줄 것입니

을 떠나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았는지요. 평균 수명이

여러분이 연세 동산에서 이룬 것은 단순히 지적인 성

다. 여러분의 삶이 고난과 실패, 절망과 슬픔으로 힘겨

110세를 넘어갈 슈퍼 센테니얼 시대의 여러분은 2100

장뿐이 아닙니다. 연세는 여러분이 세상에 희망을 던

울 때 연세 선각자들의 도전 정신을 기억해주십시오.

년대의 세상까지 여행할 것입니다. 결코 짧지 않을 여

져주고, 세상을 바꾸는 변화의 주역(Change maker)

러분의 삶이 어떤 세상을 경험하게 될지는 누구도 예

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우리 하나하나가 곧 연세입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연

측할 수 없습니다.

않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안주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세의 얼을 이어갈 주체입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미래학자들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게

12

졸업생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될 시점을 두고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때

연세 캠퍼스에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연세만의 기

2045년으로 예측됐던 그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다는

운, 오래전 연세의 선각자들이 우리 가슴에 새겨준 섬

주장이 힘을 얻는 가운데, 미래사회의 경쟁력이 더 이

김과 봉사의 열린 마음이 배어있습니다. 이곳에서 하

2018년 2월

상 지적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늘과 바람과 별을 노래하는 시가 나왔으며, 이곳에서

총장 김 용 학

미래사회에서는 언제든 인공지능으로부터 얻을 수 있

한글을 지켰으며, 이곳에서 민주화의 횃불이 타올랐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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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입학식 개최
설레는 대학생활의 시작점
입학식 이모저모

주요소식

“여러분은 2100년대를 살아갈 슈퍼 센테니얼 세대입니다. 어

신입생들은 이에 화답하듯 강단에 오른 두 명의 신입생 학생 대표

려운 질문에 잘 답하는 모범생이 아니라 항상 창의적인 질문

와 함께 학생명예선언을 외치며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두고 정

을 던지는 Critical thinker가 되길 바랍니다.”

직성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지성
인이 될 것”을 약속했다.

지난 23일 오전 11시, 노천극장에서 2018년 입학식이 열렸다.
노천극장을 비롯한 캠퍼스 곳곳은 새로운 대학생활을 앞둔 신

현장에서 만난 신입생들은 연세인이 됐다는 사실과 대학생이 됐

입생과 이들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가족들의 설렘과 즐거움으

다는 것에 기뻐하고 있었다. 소희(UD 18) 학생은 어머니와 남동생

로 가득한 모습이었다. 힘든 고교시절을 거쳐 대하던 대학생,

과 함께 입학식을 찾았다. 그는 “감회가 새롭고 학교에 대한 자부

연세인이 된다는 생각에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눈

심이 많이 생겼다”며 “국제캠퍼스에서의 1년과 더불어 아카라카,

이 그치고 맑아진 날씨도 이들의 입학을 축하하는 듯했다.

동아리 활동, 연고전 등이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입학식에서 김용학 총장은 “평생 잊지 못할 힘든 수험생

이혜랑(정외 18) 학생은 “입학식에 와 학교에 자부심을 갖게 됐고,

활을 거치며 노력과 인내 끝에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제야 실감이 난다”며 “국제캠퍼스 기숙사 생활도 기대된다”고

것을 축하드린다”며 “대학생활을 통해 미래 경쟁력의 원천인

말했다. 이혜랑 학생의 경우 사촌 2명과 함께 입학을 하기도 했다.

친화력, 공감 능력, 배려와 같은 소프트스킬을 배우게 될 것”이

박종현(ASD 18) 학생은 “대학생이 되니 해방된 기분”이라며 “농구

라고 신입생들을 환영했다.

를 좋아해 그와 관련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입학이 아직 실감이 나지 않거나 처음 경험하는 대학생활에 걱정
이 앞서는 신입생들도 많았다. 조연재(UIC 18) 학생은 “아직까지
크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국제캠에 갈 짐을 실을 때 실감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부모님과 할머니와 함께 입학식을 찾은 양선
호(건축 18) 씨는 “실감이 안난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성원(성악
18) 학생은 “입학식에 가는 길이 너무 떨린다”며 “대학생활은 타인
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 하는 거라 부담감이 아직 있어 두렵기도
하다”고 말했다.
자녀를 연세에 입학시킨 학부모들은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모습
이었다. 조연재 학생의 어머니인 오현정 씨는 “힘든 수험생활이
끝나고 합격하게 돼 너무 기쁘다”며 “대학생활을 보람 있고 알차
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혜랑 학생의 할머니인 유해옥 씨
는 “손녀가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는 소감을 밝혔다.
신입생들의 입학을 축하하는 선배 연세인들의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제각기 동아리홍보를 통해 신입생들과 가까워지
고 있었다. 이진아(국문 16) 학생은 “2년 전에는 입학의 설렘 때문
에 추위도 잊었는데, 오늘 입학식에 참여한 새내기들을 보니 선배
로서 뿌듯한 마음이 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이주희(화학 16) 학생
은 “신입생들에게 동아리 홍보를 하기 위해 학교를 찾았다”며 “새
내기들에게 좋은 정보를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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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식사
“항상 창의적 질문을 던지는
미래 인재가 되십시오”

여러분은 어려운 질문에 잘 답하는 모범생이 아니라

“오늘의 학생 명예선언은 진정한

항상 창의적인 질문을 던지는 Critical thinker가 되길

연세인이 되겠다는 약속이자,

바랍니다. 창의성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또 다른 자질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입니다. 왠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재밌어 보이고 관
심이 가는 곳에 남들과 다른 나만의 것(Uniqueness)
을 가꾸십시오. 졸업할 때쯤 평생을 벗해줄 여러분만
의 전문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학교는 여러분의

습득하겠다는 선언임을 잊지 마시고
알차고 보람찬 대학 생활을
꽃피우기 바랍니다.”

호기심을 키워주기 위해 학생 연구비도 지원하고 있
습니다. 지난해에는 각기 다른 전공의 학생들로 이뤄
자랑스러운 연세대학교의 신입생 여러분!

신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적극 참여 할 것을 약속하

진 69개 팀을 지원해 그중 33개 팀이 최종 결과물을

게 됩니다. 앞으로 1년간 여러분들은 연세의 자랑인

전시했습니다. 기숙사 세탁기가 빨래가 다 되면 자동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평생 잊지 못

RC(Residential College)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실과

으로 메시지를 전해줘서 빨래가 다 됐는지 확인하려

할 힘든 수험생활을 거치면서 각고의 노력과 인내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과 끊

고 두세 번 오가는 수고를 덜어주는 시스템도 개발됐

끝에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축하드립

임없이 토론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 다른 견

고, 셔틀버스 좌석을 예약하고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

니다. 이 자리가 있기까지 밤낮으로 여러분의 곁을

해와 지식을 접하며 스스로 깨우치는 공부를 하게 될

든 팀도 있었고 긴급사태로 대피해야 할 때 탈출 방

지키며,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채 하지

것입니다. 더 이상 스펙을 쌓는다며 자기 자신을 가두

향을 알려주는 앱도 개발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

못하시고, 오직 여러분의 성공만을 위해 희생을 아끼

지 마십시오. 가능한 한 많은 친구와 다양한 방면에

의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제풀기에 꼭 한 번 도

지 않으신 부모님과 여러분을 돌봐 주신 모든 분들

서 사귄다면,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진

전해 보기 바랍니다.

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참

실들도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지적인 너그러움

많으셨습니다.

(Intellectual generosity)을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미

사랑하는 연세인 여러분!

래사회에서는 암기력이나 지식보다 남들에 대한 친
오늘 이 입학식은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

화력, 공감 능력, 배려와 같은 소프트스킬(Soft skill)

이제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연세의 일원입니다. 하늘

을 계획하는 뜻깊고 중요한 행사입니다. 외국의 명문

이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과 바람과 별을 노래했고 우리의 한글을 지켜낸 이곳

대학들도 나름대로 전통을 지닌 입학행사들을 하고

16

연세 동산에서 민주화의 횃불도 타올랐습니다. 연세

있습니다. 어둠이 내릴 무렵 신입생이 모두 모여 한

여러분은 2100년대를 살아갈 슈퍼 센테니얼 세대입니

를 세운 선각자들이 심어주고 여러분의 선배들이 일

사람 한 사람 촛불을 밝히며 앞으로 4년간의 포부와

다. 여러분이 30대 초반이 될 2030년경이면 현존하는

궈낸 섬김과 봉사의 열린 마음이야말로 연세의 얼이

각오를 다짐하는가 하면, 모든 학과 교수님들과 함께

직업의 반 이상이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미래학자

자 인공지능시대에 인간만이 지닐 수 있는 능력입니

학문박람회(Academic Expo)를 열어 다른 사람의 의

들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게 될 시점을

다. 오늘의 학생 명예선언은 진정한 연세인이 되겠다

견을 열심히 듣고 사려 깊게 토론하는 방법을 접하기

두고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한때 2045년으로 논

는 약속이자,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습득하

도 합니다.

의됐던 그 시점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인공지

겠다는 선언임을 잊지 마시고 알차고 보람찬 대학 생

능으로부터 언제든 검색해 얻을 수 있는 지식은 더는

활을 꽃피우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가호가 여

오늘 여러분들은 ‘학생 명예선언’을 하게 됩니다. 연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없습니다. 스펙 쌓기와 취업준

러분과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세대학교 학생으로서 성실하고 정직한 자세로 대학

비에만 연연하며 4년을 보내고 대학 졸업을 상징하는

생활과 학문 활동에 참여 할 것, 대학공동체의 구성원

‘증’ 한 장을 따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여러분들

을 배려하고 존중할 것, 사회 문제를 창의적이고 혁

은 연세를 잘못 찾아온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18년 2월 23일
총장 김 용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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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굴지 기업들의 전폭적 후원을 받아 이뤄진 이번 포럼에
는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 미로슬라프 라이착 유
엔총회 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하인츠 피셔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 이리나 보코바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비롯한 전·
현직 국제기구와 정부 지도자가 참석했다. 아시아 최대 자산
가로 불리는 마윈 알리바바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
장, 제프리 삭스 콜롬비아대 교수 등 학계와 기업계 주요 인
사들도 함께했다.
이번 포럼은 단순히 세계적 지도자들이 방문한다는 사실을
넘어 ‘참여하는 대학’으로서 우리 대학교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자 현 글로벌사회공헌원 명예원장과 함께 주도
적으로 논의의 장을 만들어가는 데 보다 큰 의미가 있다.
우리 대학교는 지난해 4월 창립 132주년을 맞아 대학본부와
의료원의 각 소속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행되었던 다양한

제1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 개최
세계 지도자 한자리 모여 지속가능발전 논의
유엔 사무총장, 국무총리,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 등 방문

포럼 주요인사의 Live Talk
하인즈 피셔 오스트리아 전 대통령

“인류는 인권을 개선시켰고, 여러 질병을 퇴치했으며 디지털 기술의 기하급수적 발전을 통해 전례 없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를 달성하려면 다양한 주체가
함께하고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반기문 전 유
엔 사무총장)
지난 2월 7, 8일 양일간 우리 대학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아주 특별한 포럼이 열렸다.
우리 대학은 오스트리아 반기문세계시민센터와 공동으로
‘제1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을 개최하고 기후변화, 건
강, 교육, 기업윤리 등 우리 사회와 지구촌의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했다.
18

는 개선을 이룩했습니다. 이러한 운동의 근간에는 시민의식과 자유와 인권수호를 향한 인류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공동의 미래를 바꾸는 데 집중합시다. 특히 이를 위해 정치적,
경제적, 과학적, 문화적 파트너십과 개인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20세기 들어 인류는 개발의 그림자를 목도했고, 그 대안으로 적지 않은 국가들이 공산주의를 선택했으
나 공산주의는 실패한 실험으로 끝났습니다. 자본주의 국가들도 자본주의의 맹점을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유엔은 SDG를 채택했지만 2030년까지 달성하지는 쉽지 않습니
다. 모든 국제기구, 기업과 학계들의 투자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를 위한 지혜를 이 포럼이 모아 주기
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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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와 봉사활동을 통합한 ‘글로벌사회공헌원’을 발족하고

올해 첫 선을 보인 포럼에서는 지난 2015년 반기문 전 유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명예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는 국

총장의 주도 아래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내 대학이 인적·지적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우리

Development Goals)’를 바탕으로 글로벌 협력증진, 보편적

사회와 지구촌 곳곳에 산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깊이

건강보장, 기후변화 대처를 심도 깊게 논의했다. 이밖에도

참여하는 대학(Engaged university)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

청년, 어린이, 교육 등 다른 여러 주제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

식에서 출발했다.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 역시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포럼에서 김용학 총장은 “사회 공헌은 우리 뿌리의 중심에

출범하게 됐다. 우리 대학교는 글로벌사회공헌원을 통해 대

녹아 있기에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연세대학교의

가 없는 자원봉사를 펼치고 있는 반기문 명예원장과 함께 앞

설립자인 선교사들은 가난한 이들을 교육하고 아픈 이들을

으로 본 포럼을 다보스포럼에 버금가는 영향력 있는 연례행

치유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정신을 더 확대하여 글로벌 문제

사로 키워나갈 예정이다.

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출처: 유엔)

연세 YouTube에서
포럼 영상 다시보기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2030 지속가능개발 어젠다를 이룩하기 위해 ‘새로운 유엔’이 필요합니다. 세계화와 기술발전의 혜택

“사회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에 반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은 자명하지만 이 두 가지의 결합으로 청년실업과 중동의 안보문제와 같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도 생겨

새로운 기회인 것이죠. 가난과 불평등, 환경오염 등 인류를 위협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나고 있습니다. SDG 청사진을 통해 세계화와 기술발전의 성과를 문제 해결에 활용해야 합니다.”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업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아가 사회적 가치를 기업 경영에
반영해 사회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기업의 사업 기회와 지구촌 문제 해결에서 윈윈하는 대안이 될

미로슬라프 라이착 유엔총회 의장

“더 이상 세상에 다른 요소와 분리된, 일회성의 재난은 없기 때문에 일회성의 독립된 해결책으로는 상
호 연계된 글로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유엔은 다자주의를 주도하는 가장 적법한 글로벌 주체

앤드류 파슨스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위원장

로서 이 격변의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최선책입니다. 특히 ‘평화와 예방을 위한 노력’, ‘이주 협상’,

“스포츠는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사람이 주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스포츠는 포용과 시

‘SDG 가속화’는 유엔의 우선순위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연간 3조 달러가 조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수단이 되지만, 부패와 정치적 개입들이 스포츠의 가치를, 더 크

살고 있는 세계가 1945년의 세계, 즉 힘이 큰 사람들이 방어를 위해서 협력을 구축하던 시대, 소수의

게는 사회의 가치까지 훼손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가 상품화되지 않도록 여러분 모두가 힘써 주시기를

야심과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굴복시키던 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랍니다.”

마윈 알리바바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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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제프리 삭스 미국 콜럼비아대 교수

“인간은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기계와 같은 선상에서 경쟁할 수 없지만 세상은 감정과 지혜로 돌아갑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적 결과물이 아니라 사회 공정성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의 경제 체제

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EQ가 높아야 하고 일찌감치 지기 싫다면 IQ가 높아야 하죠. 계속 이기고 싶다

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자체적으로 만들기 어렵고 환경보호 면에서도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업이

면 LQ, 즉 사랑의 지능이 높아야 합니다. 특히 교육에 있어 아이들에게 기계가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지금처럼 활동한다면 경제·사회적 재앙에 직면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기술을 중심으로 미래

가르쳐야 합니다. 앞으로 30년 동안은 인간에게 힘든 시기가 될 수 있지만 긍정적 측면도 존재하기 때

지향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대학 역시 미래를 앞서 보고 지식·기술을 동원할 수 있는 만큼 지속가능

문에 앞으로 기술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한 발전을 위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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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력해진
‘디지털 RC캠퍼스’ 구축

제24회 용재학술상에
홍윤표 교수 선정

신입생 전원에게 어도비 멤버십 제공

국어사학계의 대표적 원로학자로
근대국어 연구 개척

4차 산업혁명시대 맞춤형 신교육 시스템을 선도하고 있

운 융합형 교육의 토대를 다지고 학생들의 글로벌 콘텐츠

는 우리 대학교가 창의적 콘텐츠를 자유자재로 만들고 활

교류를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용하는 능동적 디지털 리더를 길러내기 위해 다시 한 번
앞선 행보에 나선다.

스토리텔링 툴인 어도비 스파크를 사용해 신입생들에게
보내는 입학 축하 편지를 제작 및 전송함으로써 솔선수범

우리 대학은 아시아 최초로 학부 신입생 전원에게 어도비

을 보인 김용학 총장은 “콘텐츠 라이팅과 비주얼 스토리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멤버십을 선물한다. 이는 지난해

텔링 구현 능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

어도비와 체결한 전략적 파트너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

다”며 “디지털 세상과 창의적인 클라우드 공간으로의 초

로, 2018년에 입학한 신입생 전원은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대장인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로 자신의 표현 능

클라우드를 통해 제공되는 앱과 서비스를 다양한 플랫폼

력을 마음껏 발견해 보라”고 당부했다.

과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는 포토샵
이에 따라 올해 신입생들은 지난 2013년부터 아시아 최

CC(Photoshop CC), 라이트룸 CC(Lightroom CC), 프리미

초로 신입생 전원에게 제공되고 있는 학습-생활 공동체

어 프로 CC(Premiere Pro CC), 애크로뱃(Acrobat) 등 디지

교육인 RC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어도비 클라우드 솔루

털 창의 산업의 표준적 표현 언어로 사용되는 다양한 그

션 기반 창작허브로 거듭나며 개인 디바이스 시대(Bring

래픽 및 영상 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멤

your own device)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육환경을 갖춘 ‘디

버십 서비스로, 이를 통해 창작 결과물을 언제, 어디에서

지털 RC캠퍼스’에서 학창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나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제작 및 협업할 수 있다. 또 새
로운 기능이 출시될 때마다 바로 업데이트되어 언제나 최

모든 재학생이 학과·전공에 관계없이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시스템 또한 대폭 강
화된다. 우리 대학교는 ‘콘텐츠 라이팅’, ‘비주얼 스토리
텔링’ 등 신규 강좌를 개설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 크리에
이티브 캠퍼스(Digital Creative Campus)’ 구축을 목표로
Y-DEC(Yonsei Digital Experience Center)을 신설하여 각
종 이벤트를 진행하고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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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기술과 툴을 활용할 수 있다.

홍윤표 퇴임교수(국어국문학)가 제24회 용재학술상 수상의

구 및 보급과 한글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한민국 보관문

영광을 안았다.

화훈장’(2014년)을 받기도 했다. 또한 2015년에는 우리말과
글을 보존하고 삶과 역사에 연계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실천

용재상은 우리 대학 초대 총장인 용재 백낙준 선생의 학덕을

한 공적을 인정받아 외솔상을 수상했다.

기리기 위해 그의 탄신 100주년이 되던 1995년에 제정된 상으
로 지금까지 국내외 최고의 한국학 학자들에게 수여되어 왔다.

홍 전 교수의 용재학술상을 축하하는 시상식은 지난 9일 오
후 4시 30분 루스채플에서 열렸다. 시상식에는 김용학 총장,

스물네 번째 용재학술상의 주인공인 홍 전 교수는 국어사학

홍종화 교학부총장, 신형기 국학연구원장 등을 비롯한 내외

계를 대표하는 학자로서 근대국어 연구 분야에서 뛰어난 연

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구 성과를 보여왔다. 일찍이 전인미답의 영역이었던 근대국
어 연구에 매진함으로써 중세국어와 근대국어, 현대국어 연

김용학 총장은 “교수님의 학문적 활동과 업적은 민족의 주

구의 균형 있는 발전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홍

체성을 지키면서 국수주의에 빠지지 않고 보편적인 지혜의

전 교수는 1980년대 국어학계에 컴퓨터가 도입되던 초기부

신장에 기여한 점에서 용재 선생님이 추구해오신 ‘동서고근

터 국어정보화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진행하며 국가적 차원

(東西古近) 사상의 화충(和衷)’ 정신과 일맥상통한다”며 홍

의 정보화 사업 추진에도 헌신해왔다.

교수의 수상을 축하했다.

이러한 뛰어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홍 전 교수는 2004년

홍 전 교수는 “예상치 못했던 용재 학술상 수상자로 결정되

부터 2007년까지 남북한 언어 통일을 위해 국가가 마련한

었다는 연락을 받고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생겼

‘겨레말큰사전 편찬위원회’의 우리 측 위원장으로 활동하기

다는 중압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며 “저에게 인생과 학문

도 했다. 또 해외 동포들의 국어생활에도 관심을 기울여, 중

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어서 제 인생을 더 가치있게 할

국 연변 등에 산재해 살고 있는 조선족 동포들의 언어생활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용재기념사업회와 연세대학교에 다시

돕기 위해 꾸준히 활동해왔다.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전했다.

국어연구자로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홍 전 교수는 국어정보

한편, 오는 23일에는 ‘한국 한자 학습서의 변천 과정’을 주제

화 사업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2004년에 ‘세종학술상’을,

로 한 홍 전 교수의 용재학술상 수상기념 강연이 우리 대학

2007년에는 ‘대한민국 옥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고 한글연

교 위당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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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최초의 국보 탄생

윤동주 시인 서거 73주기
기념행사 열려

『파른본 삼국유사』국보로 승격

헌화식과 추모식 및 윤동주 시·산문
창작대회 시상식 개최

손보기 교수(사학과)가 기증한 『파른본 삼국유사』가 지난 2

이번에 지정된 『파른본 삼국유사(삼국유사 권1~2)』는 조선

올해는 연세를 대표하는 민족시인 윤동주의 서거 73주기

시아 인문정신, 미래 인문학의 자산”이라며 “연희전문이

월 22일 보물 제1866호에서 국보 제306-3호로 승격됐다. 이

초기 판본으로 2003년 지정된 국보 제306호 『삼국유사 권

를 맞이하는 해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시인으로서의 길을 다짐하던 윤동주

는 우리 대학 최초의 국보다.

3~5』(개인소장)의 전반부에 해당한다.

에게 자양분이 되었듯 여러모로 불확실하고 어려운 상황
지난 2월 13일 시인 서거 73주기를 맞아 헌화식 및 추모식,

에 놓인 우리의 학생들에게도 연세는 훌륭한 자양분이 되
기를 희망한다.”고 추모했다.

『삼국유사』는 보각국사 일연(一然)이 1281년(고려, 충렬왕 7

지금까지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삼국유사들은 결락부가 있

그리고 윤동주 시·산문 창작대회 시상식이 윤동주 시비

년) 경상북도 군위군의 인각사에서 완성한 역사서로 총 5권 2

지만, 파른본은 낙장 없이 온전하게 남아 있다. 또한 책 전체

앞과 문과대학 100주년 기념홀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책으로 되어 있다. 평생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고조선부터 후

에 글자가 일그러지거나 탈획된 부분이 거의 없고 인쇄 상태

삼국의 신화, 설화, 종교적 이적(異蹟), 민초들의 이야기까지

도 선명하게 남아 있다.

다양한 내용을 기록했다. 언어·문학·종교·사상·민속·신화·

한편, 이번 윤동주 시·산문 창작대회에서는 다섯 편의 시
이대성 교목의 집례로 진행된 헌화식과 추모식에는 김용

작품과 한 편의 산문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금상

학 총장과 홍종화 교학부총장, 민동준 행정대외부총장,

을 받은 정현수 학생이 시 「파과」로 금상을 차지했으며

설화·서지·지리·미술·음악 등 역사·문화 전반에 걸친 다방

최근까지 학술연구 등에 가장 많이 활용된 삼국유사는 조선

이경원 문과대학장, 백영서 전임 문과대학장을 비롯한 학

은상에는 성현진 학생의 산문 「물감물고기」, 김수아 학생

면의 연구자들이 소중히 여기는 사료로 평가된다.

초기본을 바탕으로 1512년(조선, 중종 7년) 경주부에서 간행

교 교직원 및 재학생들이 참석했다. 또한 시인의 유족으

의 「고엽」이 선정됐다. 이날 심사평에서 정명교 심사위원

한 중종 임신본(中宗 壬申本)이다(국보 제306-2호, 서울대

로 유족대표인 윤인석 성균관대학교 교수와 윤경 씨, 이

장은 “자신과 사회의 부끄러움을 성찰하는 작품이 많았

학교 규장각 소장). 임신본은 판독하기 어려운

상만 씨, 윤동주평전을 집필한 송우혜 씨가 함께했으며

음”을 특징으로 꼽았다.

글자나 내용의 오류를 가지고 있는데, 초기본

서대문 구청 관계직원 및 일반 추모객이 참석하여 헌화하

인 파른본을 통해 이러한 오류를 교정할 수 있

고 그 정신을 기렸다.

다. 이밖에 파른본은 다른 글꼴로 판각된 다양

올해의 기념강연에서는 『시인 동주』(창비, 2015)의 작가인
안소영 소설가가 “절망의 우물 깊은 곳”에서 떠올리는 희

한 이체자들이 있어 고려시대 이체자 연구에

이어 문과대 100주년 기념홀에서 추모식과 윤동주 시·산

망과 믿음의 언어로 시인의 시세계를 해석하며 청소년들

도 큰 도움이 된다.

문 창작대회가 열렸다. 이날 김용학 총장은 “윤동주는 아

이 공감할 수 있는 시인의 경험을 독자들에게 전달했다.

우리 대학 최초의 국보 『파른본 삼국유사(삼국
유사 권1~2)』는 파른 손보기 교수 기증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 1층 전시실에서 3월 2일
부터 전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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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CH과 손잡고 대학간 경계를 허물다
교육, 연구, 산학 분야 아우르는 전면적 협력체계 구축

우리 대학과 POSTECH(포항공

센터, 실험실, MOOC에 기반

과대학교, 총장 김도연)이 대학

한 교육플랫폼(POSTECHx)

의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협

등 연구자원을 공유하여 세

력 모델을 선언했다.

계 최고 수준의 연구팀과 시
설을 조성한다. 미래 사회에

양교는 지난 3월 5일 신촌캠퍼

서 직면할 문제를 해결하기

스 상남경영관에서 개최된 공

위한 공동연구를 적극 추진

동 기자회견을 통해 글로벌 환

함으로써 대학의 사회적 책

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임(Social engagement)을 다

며 고등교육의 진화를 선도하

하고자 하는 것이다. 추후 공

기 위해 양교간 전면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동 인스티튜트(Institute)를 설립해 더 완성도 높은 협력을 이
어가는 한편 산·학·연의 경계를 허무는 일체형 산학연 모델

가장 눈에 띄는 협력은 교육 분야에서 이뤄진다. 전통의 명문

로 새로운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대학 연세대학교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공계특성화
대학 POSTECH이 힘을 모아 전문교육과 전인교육을 아우르

더 원활한 자원 공유를 위해 미래지향적인 ‘블록체인 캠퍼스’

는 차원 높은 공동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양교

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계획으로 꼽힌다. 양교

는 2018년을 기점으로 학점과 강의를 전면 공유하며, 궁극적

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신기술로 꼽히는 블록체인

으로 공동 학위를 추구한다.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캠퍼스 간 경계를 본격적으로 허문다
는 계획이다.

집중 강의제도, 단기교육과정 인증제도(Nano Degree), 모듈
식 교과 등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또한 공동으로 개발·도입

김용학 총장은 “연세대학교는 미래사회의 문제해결에 적극

한다. 특히 디지털 기반 신규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콘텐츠

참여해나가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창의적 리더를

를 공유하고, 신개념 공유교육(Open Education Platform) 시

양성하는 것으로 대학의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스템 구축을 목표로 이를 모든 대학에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

것”이라며 “대학 간 경계를 허물어나가는 것 또한 그러한 노

획이다.

력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연구 부분에서도 시너지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공동연구
에 참여하는 양교 교수를 상호 겸직 교수로 임용하고, 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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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연세를 빛낼
공과대학 10대
특허기술 선정

4차 산업혁명 주도할 신기술
상용화 적극 지원

주요소식

우리 대학교가 혁신적 신기술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나가면

해 개발된 것이다. 유체역학적 에너지와 CO2 함유 가스를 활용

서 새로운 사업분야를 개척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하며, 미생물 사멸효율이 100%에 달한다. 사용 가스는 재순환·

나섰다.

재활용이 가능하다. 국제해양기구(IMO)가 2024년까지 모든 선
박에 평형수 처리를 의무화하는 국제법을 발효함에 따라 관련

공과대학(학장 홍대식) 공학연구원은 지난 3월 7일 4시 30분 제1

시장 규모가 4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상황이어서 더 큰 기

공학관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연세 공대 10대 특허기술 시상식’

대를 끌고 있다.

을 개최했다.

케이블 사고 예방을 위한
고장 진단 기술

얼굴 표정으로 통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자용
열처리 기술

도심 수해 방재를 위한
의사결정시스템

김시호 교수팀(글로벌융합)의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번 시상식은 우리 대학교에서 지금까지 개발된 특허기술 중

(Natural User Interface; NUI)는 사용자 얼굴 피부의 수축 및 이

기술적 가치는 물론 산업적 파급효과를 위해 관련 시장규모와

완을 감지하여 이를 입력 신호로 활용한다. 인체에 무해한 적

성장성까지를 고려하여 선정한 총 10가지 특허기술 개발자들

외선의 인체 피부 확산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손이 자유롭고

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 대학교에서 공과대학을 대표하

사용이 손쉽다. 가상·증강 현실 환경에 최적화되어 HMD를 착

는 특허기술을 선정하여 시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교내외

용한 상태에서 별도의 컨트롤러 없이도 장치를 제어할 수 있

전문가그룹과 투자자들의 정밀한 심사과정을 거쳤다.

다. 손을 쓰지 않고 수술, 공작 등 고난도 작업까지 수행 가능해
진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의 주목받고 있다.

나아가 이번에 선정된 특허기술 관련 상세자료를 국내외 관련
기관 및 기업에 배포하고 다양한 경로로 관련 내용을 홍보하는

주철민 교수팀(기계)은 300-550nm 파장 특정 광원의 광열 효

등 선정된 특허기술의 빠른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

과를 사용하여 화학 물질이나 시약 없이도 100나노리터 수준

이다.

극소량 혈액의 헤모글로빈 농도를 도출하는 측정법을 개발했

태양광으로 물 끓이는
메타 필름

차세대 지문 인식
디스플레이

다. 측정 시간 또한 10초 이내로 매우 짧아 저비용·고효율 농도
선정된 기술 중 가장 주목받는 신기술은 이창하 교수팀(화공생

측정이 가능하다. 혈액 내 헤모글로빈 농도는 빈혈을 대표로

명)에서 개발한 기포 반응기를 꼽을 수 있다. 선박 무게중심 유

하는 다양한 혈액 질환 및 중증 장기 질환의 위험도와 그 감염

지를 위해 사용하는 평형수의 해양 생태계 오염을 방지하기 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로, 이 기술을 스마트폰 등에 활

차세대 알루미늄
신합금 (I-Al)

스마트한 비상 대피
안내 시스템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선박 평형수 처리 기술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섬유형 민감 센서

다양한 냄새를 맡는
인공지능 전자코

개인 휴대용 혈액
헤모글로빈 농도 측정기

고효율 바이오 물질
분리 기술

고정밀 실내위치 인식을
위한 와이파이 Map

용하여 현장 진단기기로 활용한다면 건강관리에 큰 도움을 받
을 수 있다.
명재민 연세공학연구원장은 “연세대 공과대학은 앞으로 논문
위주의 연구에서 벗어나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신기술들을 적
극 개발하고 사업화하겠다”며 “연세대학교는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할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며 일
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10대 대표 특허기술에 대한 상세정보는 연
세공대 공학연구원 홈페이지(http://yier.yonsei.ac.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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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9일 개막한 지구촌 최대의 겨울 스포츠 축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가 25일 폐회식을 끝으로 17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은 ‘하나된 열정(Passion Connected)’을 대회 슬로건으로 내걸고
역대 동계올림픽 사상 최다인 92개국(NOC), 2,920명의 선수가 참가해 동계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102개의 금메달을 놓고 뜨거운 경쟁을 펼
쳤다.

메달보다 빛났던 우리 대학 선수들의 땀과 눈물

푸르른 연세의 기상으로 가득했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연세 PEOPLE

여러 논란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
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좋은 성적을
거둬준 한국선수단이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 5개, 은
8개, 동 4개 등 총 17개의 메달을 획득해 종합 7위에 올랐다.

시작되었다.

충분히 잘 싸웠다, 아이스하키

특히 이번 대회는 스켈레톤, 봅슬레이, 컬링 등에서 좋은 성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유난히 하키채를 움켜쥔 우리

적을 거두면서 메달 종목이 다변화됐음을 보여줬다. 그중에

대학 동문들을 많이 찾아 볼 수 있었다. 남·북 단일팀으로 화

서도 우리 대학 동문들과 재학생들이 거둔 귀중한 결과는 국

제를 모았던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한수진(기악 07) 선수

민들뿐 아니라 모든 연세인들의 마음까지 벅차오르게 만들

와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에 속한 9명의 체육교육과, 스포

었다.

츠레저학과 동문들이었다. 특히 한수진 선수는 피아노 전공

“진짜 목표는 베이징 金 사냥” 쇼트트랙 최민정·곽윤기

이라는 특별한 이력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한수진 선수는 원래 촉망받던 피아니스트로 5살 때 피아노

이번 대회에서 가장 압도적인 레이스를 펼친 선수는 단연 쇼

를 시작해 엘리트 코스라는 예원학교-서울예고를 거쳐 우리

트트랙의 최민정(스포츠응용산업 17) 선수였다. 첫 올림픽 출

대학에 입학했다. 아이스하키는 초등학생 시절, 클럽팀에서 1

전에도 최민정 선수는 1,500ｍ와 3,000ｍ 계주 금메달을 따

년쯤 취미로 했던 게 시작이었다. 그러다 2006년, 대입 재수

면서 이번 대회 유일한 2관왕에 등극했다. 레이스 초반엔 맨

를 위해 피아노 레슨을 받으러 가던 길에 목동 아이스링크에

뒤에 머물러 있다가도 아웃코스로 상대 선수들을 가볍게 제

서 우연히 아이스하키 경기를 관전하며 잊고 있던 열정이 되

압하는 그녀는 믿고 보는 ‘세계랭킹 1위’였다.

살아났다. 이후 딸이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바랐던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수진 선수는 우리 대학 동아리에서 실력

이번 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대회에서 전 종목 정

을 쌓아, 2008년 대표팀에 선발됐다. 그런 그녀에게 이젠 아

상에 오른 최민정 선수는 최고의 에이스였다. 이번 올림픽에

이스하키가 그의 꿈이고, 직업이다. 오직 아이스하키에 대한

서도 전 종목에 출전한다는 소식에 그녀에게 ‘전관왕’을 기대

그녀의 열정이 만들어온 길이었다. 피아노를 치며 익힌 컨트

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그러나 500m에서는 실격 판정을 받

롤 감각을 십분 살린 그녀의 경기력은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고, 1,000m에서는 레이스 후반 심석희 선수와 함께 넘어지면

빛을 발할 것이다.

서 아쉽게 2관왕으로 마감해야 했다. 하지만 타고난 재능에
악바리 근성까지 갖춘 최민정의 이번 레이스는 시작에 불과

또한 백지선 감독이 이끄는 남자 아이스하키팀은 9명의 우

하다. 현재의 기량에 올림픽 경험까지 더해진 4년 뒤 그녀의
무대가 벌써부터 기다려지는 이유다.
이번 대회 계주 종목에서 4위를 기록하며 아깝게 메달을 목
에 걸지 못한 곽윤기(스포츠응용산업 08) 선수 또한 베이징
에 대한 도전 의지를 내비쳤다. 대회 직후 인터뷰에서 “세월
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선수이고 싶다”고 말한 그는 현재
남자 쇼트트랙 팀의 든든한 맏형으로 팀을 이끌어가고 있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계주에서 은메달을 거둔 뒤에도
안주하지 않고, 꾸준한 자기 관리로 이번 대회를 통해 다시
한 번 가능성을 입증했다. 4년 뒤 그는 33세가 된다. 쇼트트랙
선수로서는 적지 않은 나이지만, 2006년 토리노 올림픽 이후
끊긴 남자 계주의 金맥을 잇겠다는 그의 베이징 도전은 이미
출처 : 대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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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대학 동문들이 큰 축을 담당했다. 김기성(체교 04), 김상욱
(체교 07), 김원준(체교 10), 이돈구(체교 06), 박우상(체교 04),
오현호(체교 05), 이영준(체교 09), 신상훈(체교 12), 박성제(스
레 07)가 그 주인공들이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두 사람은 무
려 23년을 함께 뛴 ‘빙판 형제’ 김기성-김상욱 형제다. 두 선수
는 초·중·고등학교와 우리 대학을 거쳐 국군체육부대와 소속
팀에 이르기까지 전부 똑같은 코스를 밟아왔다. 대표팀 부동의
에이스인 형 김기성 선수와 패스 능력이 탁월한 동생 김상욱

창업톡톡

“세상이 떨 때까지
꼴값을 떨어라”
‘체인파트너스’ 표철민 대표

선수는 함께 뛸 때 더욱 위력을 발휘하는 만큼, 이번 올림픽에
서의 귀중한 경험을 살려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우리 대학 아이
출처 : 대한체육회

스하키 동문의 위용을 뽐내기를 기대해 본다.

아시아 첫 봅슬레이 메달의 쾌거를 이루다
썰매날 하나 살 돈이 없어 외국선수들의 연습용 썰매를 빌려
타고, 실내 훈련장 하나 없이 아스팔트 위에서 파일럿 훈련을
하던 대한민국 봅슬레이 대표팀이 새 역사를 써냈다. 올림픽 마
지막 날 파일럿 원윤종 선수와 서영우 선수를 비롯해 우리 대
학의 전정린(체교 08) 선수와 김동현(체교 06, 스포츠레저 석
사) 선수로 구성된 봅슬레이 4인승팀이 유력한 우승 후보였던
독일팀과 동률을 기록해 공동 은메달을 목에 건 것이다. 그동안
유럽과 미주의 전유물이었던 올림픽 메달을 아시아에선 처음
가져온 쾌거였다.
이 값진 결과에는 ‘파일럿’으로 훈련했던 자존심보다 팀의 승리
를 먼저 생각해 ‘브레이크맨’으로 합류한 김동현 선수의 활약이

오늘날 창업은 학생들에게 막연한 꿈이 아닌 하나의 진로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현실에 발맞춰 연세소식은 창업톡
톡을 통해 창업으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나가고 있는 연세 동문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경험담을 전하고 있다. 이번
창업톡톡에서는 블록체인 업계에서 ‘미다스의 손’으로 거듭나고 있는 표철민 대표(언홍영 04)를 만나보았다.
체인파트너스는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가요?
저희 회사는 블록체인, 즉 암호화폐 회사를 만드는 회사입니

력적으로 가져가게 되죠. 쉽게 말하면 투자 회사보다 훨씬 더

레이에 입문시킨 것도 그였다.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두 동문과

다. 이렇게 회사를 만드는 회사를 ‘컴퍼니 빌더’라고 해요. 우

깊게 관여한다고 보면 돼요. 투자만 하는 것보다 리스크에 더

다른 선수들이 봅슬레이 강국 한국의 역사를 계속 써 나갈 거

리나라에서는 컴퍼니 빌더가 아직 생소하지만, 이미 해외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만, 중앙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

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는 컴퍼니 빌더라는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있어요. 일본

다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직접 경기장 위에 오르지는 않았으나 알파인 스키 대

가 대표적인 컴퍼니 빌더입니다. 독일에 ‘로켓인터넷’이라는

표팀 상비군으로 기량을 쌓고 있는 조은화(스포츠응용산업 14)

회사가 있는데, 그곳이 저희 같은 컴퍼니빌더의 시작이라고

선수와 남자 아이스하키팀 최종 엔트리에는 아쉽게 포함되지

할 수 있죠.

못한 이총현(체교 15), 남희두(체교 16) 선수의 다음 올림픽도 기
대해본다. 또한 싱가포르 쇼트트랙 대표팀의 감독으로 깜짝 소
식을 전한 전이경(체교 95) 감독과 강광배(스포츠레저 박사) 평
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

32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도 1%에서 100%까지 굉장히 탄

결정적이었다. 또한 2011년, 학과 후배였던 전정린 선수를 봅슬

의 ‘소프트뱅크’, 워렌버핏이 만든 미국의 ‘버크셔 해서웨이’

출처 : 대한체육회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사업을 같이 해나간다는 점에서

을 보낸다.

언뜻 듣기에는 투자 회사 같기도 한데,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투자 회사는 말 그대로 자금만 투자하는 반면, 컴퍼니 빌더는

최근 화두로 떠오른 블록체인 기술을 알기 쉽게 설
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블록체인 기술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는 누구나 서버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일이예요. 그래서 돈
없는 대학생들이라도 유튜브나 구글에 대적할 딥러닝 서비
스를 만들 수 있죠. 원리는 간단해요. 놀고 있는 PC들을 붙여
서 서버를 대신 만들어주는 거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컴퓨터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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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계속 가동시키는 데 드는 전기료보다 가동시켜서 코인을

인류 역사상 왕이나 정부를 제외하고 돈을 만들어본 사람은

것 같아요. 조금 오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비전을 갖

더 많이 벌 수 있으면 기꺼이 컴퓨터를 제공하는 거죠.

지금 인류가 처음인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열이라고 생각하

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뭔가를 창의력 있게 하

기보다는 이 시대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야 해요. 불과 1

는 사람이고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불굴의 의

두 번째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모든 미들맨, 즉 중계자들을

년 정도 지나면 이 기회의 문은 닫힐 것이고, 여기서 정신 바

지를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격도 별로고, 단점도 물론 많

없앨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는 이유는

짝 차리지 않으면 힘들겠죠.

지만 일단 딱 지금 저의 장점은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뒤통수 맞을 염려가 없기 때문이에요. 부동산도 매매 계약을
좀 더 믿을만하게 하려고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중계자
가 많아질수록 수수료도 높아지고, 거래도 복잡해진다는 게
문제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한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블록체인 분야에 매료되신 이
유는 무엇인가요?

대표님의 다음 목표는 무엇인가요?
내가 좋아하는 이 분야에서 내가 있음으로서 한 층 개선시켰

겁니다. A랑 B가 직거래한 내역을 수십만 대의 컴퓨터가 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인터넷에 관심이 많았어요. 중3 때 첫 창

다고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남들의 평가라기보다는

시하고, 그 모든 컴퓨터가 동의해야 거래가 이뤄짐으로써 인

업을 시작한 이후부터 늘 인터넷과 관련된 일을 했어요. 2005

내가 나중에 2018년을 돌아 봤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결

류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직거래 방식이 가능해진 셈이죠. 이

년쯤 대학교 2학 때였나, 군대와 창업 중에 고민하던 시기가

정을 내렸는지 보고 당당하고 싶어요. 자기 삶은 자기가 기억

것을 소위 ‘무신뢰 중개’라고 불러요.

있었어요. 그때도 마치 지금처럼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서비

원래 그 당시에 저는 다음 키워드는 아시아 신경제라고 생각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재미있고 의미 있는

스, 위키피디아와 유튜브가 생겨나던 때였거든요. 그때 그 웹

했는데, 막상 진짜 중요한 블록체인을 못 보고 있었던 거예

일을 찾아서 발자국을 남겨야겠죠.

2.0 시대에 매료돼서 창업했었던 게 계속 이어져 휴학과 학기

요. 조금 늦은 만큼, 열심히 해야죠. 1년 동안 회사를 성장시키

를 반복하면서 오랜 시간 청년 사업가로 살았어요.

면서 좋은 인재들이 함께하게 됐는데, 그중에는 한국은행에

업계 전문가로서 비트코인 열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 일하다가 온 사람부터 몇 백대 일의 확률로 애널리스트가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으신 말은 어떤 건가요?

지나친 과열인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 과열 안에서 돈을 버

그 이후 운영하던 회사들을 매각하고, 군대에 있는 동안 다음

됐던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은 결국, 이 블록체인 분야가 앞으

제가 군대에 가기 전에 읽었던 기사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었

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신흥 부자가 탄생해요. 실제로 저는 매

사업 아이템을 찾는데 블록체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카시

로 얼마나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인지를 말해주는 거라고 생

어요. ‘꼴값을 떨어라, 세상 떨 때까지’. 저는 정말 꼴값을 떨면

일 그런 장면을 목격하고 있어요. 예전에 이른바 ‘닷컴버블’

나카모토라는 일본 프로그래머는 이미 8년 전에 만들고 홀연

각해요.

안 되는 시대에 제일 꼴값을 떨면서 살았어요. 그래서인지 상

이후로 이런 시대는 처음이에요. 20대 개발자가 갑자기 프로

히 떠났는데 우리는 이제야 주목한 거죠. 기술과 사회공학이

그램과 코인 하나로 몇백억, 조 단위로 자산을 모으잖아요.

집약된 이렇게 엄청난 기술을 놓치고 있었다니 아차 싶었죠.

대표님께서는 창업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
다고 생각하시나요?

상도 못할 만큼 시기 질투도 많았고, 어딜 가도 ‘꼴값 떤다’는
말을 듣고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송 출연, MC, 정치,
강연까지. 20대 내내 하고 싶다고 생각한 일들은 누가 뭐라든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다 해봐야 정말 나에게 어떤

CEO의 의지와 사람, 이렇게 두 가지를 꼽고 싶어요. 어차피

일, 어떤 적성이 맞는지 알 수 있어요. 저도 그 때 다 해본 덕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스타트업 때에는 모든 게 불확실성

분에 제 천직이 사업가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

이거든요. 시장의 변화도 함께하는 사람들의 변심도 다 확실

고 꼴값도 잘 떨면, 뒷담화는 금방 수그러들어요. 아무리 욕

하지 않아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건 제가

먹어도 후배들이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그래야 스스로의 삶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오로지

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거든요.

내가 100%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의 의지죠. 딱 그거 하
나만 잘 통제해도 기회는 찾아오더라고요. 좋은 사람이랑 헤

또 한편으로는, 블록체인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

어져서 아무리 상심하다가도, 포기하지 않고 찾다보면 한 명

겠어요.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왜 한국은행을 그만두고 1년

씩 찾아와서 회사가 앞으로 굴러가게 돼요. 가장 중요한 본질

밖에 안 된 저희 회사의 문을 두드리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은 CEO의 의지, 나머지는 다 운일 뿐이죠.

보세요. 2년만 공부해서 잘만 이해하면 부르는 게 값인 이 거

그런 면에서 대표님께서는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
고 생각하시나요?

대한 시장에 많이들 도전하길 바랍니다.

요즘의 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을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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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치만 동문, 사재 4억 원 장학금으로 쾌척

“뛰어난 후배들이 세계 무대로 도약하는 꿈을 펼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김영진 동문, 1억 5천만 원 쾌척
상경·경영대학 융복합 세미나 활성화 지원

인치만 코박메드㈜ 대표이사(생명공학

인치만 동문은 청우장학기금 이외에도

김영진 한독 대표이사회장(경영 75)이

지난 1월 24일 총장실에서 열린 협약식

72)가 우리 대학교에 사재 4억 원을 기부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문

상경·경영대학 융복합 세미나 활성화를

에서 김 동문은 “상경대학과 경영대학이

했다.

화 혜택을 제공하는 재단을 설립하여

위한 기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쾌척했다.

상호 연구 협력을 통해 훌륭한 융복합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환

연구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는 바람

인치만 동문의 뜻에 따라 이번에 조성된

원 사업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밝

상경·경영대학은 2017년도부터 융복합

‘청우장학기금’은 생명공학과 학생을 비

혔다.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발표회를 정기

롯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우수 학생들
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운용될 계획이다.

을 전했다.

적으로 개최하고 있는데, 이번 후원으로
인치만 동문은 2001년부터 코박메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연구를 활성화

를 설립하여 주사침 분야에서 독보적인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인치만 동문은 “새로 조성된 장학기금

회사로 성장시켰으며, 코박메드㈜는 생

이 생명공학분야에서 뛰어난 후배들이

산량의 80% 정도를 미국 및 유럽 등 선

꿈을 펼쳐나가 우리 미래의 선한 리더

진국에 수출하고 있다. 현재 코박메드㈜

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우리 학

는 프랑스의 글로벌 주사침 회사를 인수

생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치기를

하여 주사침 분야에서 세계를 리드하는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회사로 발돋움하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연세발전기금 1억 원 기부
의료원 선교센터와 원목실에 후원금 지원

이연배 동문, 음대장학기금 1억 원 기부

세계 최대 규모의 여의도순복음교회가

교센터에 매달 300만 원의 후원금을, 원

창립 60주년을 맞아 우리 대학에 1억 원

목실에 매달 150만 원의 후원금을 지원

의 기금을 전달했다.

하기로 약정했다.

지난 2월 22일 오전 10시, 이영훈 담임목

나아가 우리 대학은 오는 6월 24일~26

사를 비롯해 박경표 장로회장, 김상길

일 우리 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리는 여의

지난 1월 19일 총장실에서 열린 기부금

부목사, 남준희 부목사 등 여의도순복음

도순복음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뮤지컬

음악대학 동창회장을 지닌 이 동문의 학

전달식에서 김용학 총장은 “이 어려운

교회 관계자들이 총장실을 방문했다. 이

공연을 적극 협조하고, 장소 무료대여와

교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은 이미 잘

시기에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들은 김용학 총장, 윤도흠 의료원장, 민

참석자 주차비 면제 등의 혜택을 지원하

알려져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음악대

며 “음대와 학교 발전을 위해 귀하게 사

동준 행정대외부총장과 환담을 나누며

기로 했다. 또한 여의도순복음교회 파송

학 최초의 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한 것

용하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연세와 여의도순복음교회의 긴밀한 협

해외선교사 500여 명의 수월한 진료와

조와 관계 발전을 모색했다.

의료비 감면 50%의 혜택을 보장하고, 여

이연배 ㈜오토젠 회장(기악과 65)이 음

운 연세인상 공로상을 수상한 바 있다.

악대학 발전을 위해 1억 원을 쾌척했다.

을 시작으로 남편인 조용선 회장과 함께

36

학술정보관 건축기금, 국제캠퍼스 발전

이연배 동문은 “함께 하지 않으면 돈이

기금, 도서구입기금, 백양로 재창조 사업

많아도 행복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이번 후원 협약을 통해 여의도순복음교

입원 치료 시 목회적 돌봄 제공 및 목회

기금 등 다방면에 걸쳐 학교의 발전을 위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

회는 학교발전기금 후원금으로 1억 원을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 힘을 보태왔다. 그는 2017년 자랑스러

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쾌척했다. 더불어 연세의료원의 의료선

의도순복음교회 교인의 세브란스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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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프론티어

High-throughput profiling of
Cpf1 activity

Deep learning training

A convolution layer

Fully connected layers

Seq-deepCpf1

Target sequence-based
Cpf1 activity prediction

김형범 교수,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활용해
유전자 가위 연구 개발

유전자가위 효율 예측정확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차세대 산업의 경쟁력 높이는
핵심 기술로 활용 기대

[그림 1] Deep learning을 기반으로 한 유전자가위
활성 예측 알고리즘 제작의 개요

니라 유전자가위가 표적 부위에 구조적으로 잘 접근할 수 있는
지까지 고려하여 유전자가위의 효율 예측정확도를 보다 획기
적으로 향상시켰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유전자 가위 제작을 위한 비용과 노동력
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유전체 교정연구 속도를 비약적
으로 높여 차세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기술로 사용할

의대 김형범 교수(Y-IBS과학원 연구위원)가 윤성로 서울대

절단 효율이 높은 표적 부위를 선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기

수 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유전자 가위 연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와 함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유전자가

존에는 유전자가위의 효율 예측 기술의 정확도가 굉장히 제

구개발로서 유관분야 국가 경쟁력 제고 및 연구 선도 측면에서

위의 효율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한되었다. 따라서 연구자들이 실험을 통해 수많은 유전자가

도 큰 의의가 있다.

위들을 제작하고 각각의 효율을 측정해야했기에 막대한 시
유전자가위 ‘크리스퍼’는 유전자의 특정 부위만을 표적으로 삼

간과 비용이 소요되었다.

본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Nature
Biotechnology)’에 게재됐다.

아 절단함으로써 유전자를 원하는 형태로 교정할 수 있도록 하
는 인공 효소다. 유전자가위의 절단 효율은 유전자가위가 유전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유전자가위의 효율을 예측할 수 있는

자의 어떠한 부위를 표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현저히 달라진다.

인공지능을 구축했다. 대량의 유전자가위의 효율을 측정한

한편, 김형범 교수는 “Y-IBS의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가 연구를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 기법인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이에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고 밝

킨 기술이다. 기존 방식과 달리 표적 부위의 염기서열뿐만 아

혔다.

유전자가위를 효과적으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유전자가위의
38

[그림 2] 연구진이 제작한 알고리즘(DeepCpf1)의 유
전자가위 활성 예측 성능 평가
x 축은 알고리즘에 의한 예측값, y 축은 실험을 통
해 얻은 측정값이며 강한 양의 상관 관계(Spearman
Correlation r = 0.87, 0.77)를 보임. 즉 연구진이 개발
한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유전자가위의 활성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음.

39

연구프론티어

한병찬 교수 연구팀,
백금성능의 초저가
수소생산 전기촉매 설계

고성능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양자물리화학적
신소재 설계 개념 창안 및 실험적 검증
‘Wiley’와 ‘미국화학회지’에 논문 게재

한병찬 교수 연구팀(화공생명공학과)은 양자역학에 기반한
계산 화학을 이용하여 저가소재인 파이라이트(Pyrite) 물질

해 실험적으로 저비용/고성능 파이라이트 촉매 소재를 직접
합성하여 검증했다. 본 연구 결과는 해외 저명 학술지 ‘Journal
of Physical Chemistry C’(1월 4일)와 ‘Advanced Energy

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의 성패는 관련 전기

H2 (9)
H+

-3
CoSe₂
CoS₂

FeS₂

-6

Nise₂
NiS₂

해 효율적인 전기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그

화학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전기촉매

파이라이트는 이종 물질과 강하게 접촉하면 불꽃이 발생하는

생산은 오염 물질을 유발하는 화석연료를 개질하는 방법에

의 성능에 달려 있으나 고가 귀금속인 백금을 대체하는 물질

황철석을 말한다. 본 연구는 그 소재의 주요 구성 원소인 철을

주로 의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혁신적인 방법이 시급하

이 여전히 개발되지 못한 실정이다.

타 금속 치환 또는 황을 셀레늄, 인 등으로 대체함으로써 수소

다. 최근 물을 전기 분해하여 고순도 수소와 산소를 확보하

H+

했다. 나아가 카이스트 김상욱 교수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통

Materials’(1월 22일)에 각각 게재됐다.
수소 기체는 각광받는 청정 연료로서 연료전지 시스템을 통

0

을 수소 생산용 고성능 전기촉매로 디자인하는 개념을 발견

Log(iθ/(Acm-2))

연세 RESEARCH

-9

α=0.5

α=1.0

0.0

0.5

∆GH²/(eV)

Pyrite-type
Materials

1.0

1.5

[그림 1] 수소생산용 고성능 파이라이트(Pyrite)계 전
기촉매 후보군 발견 원리

생산 효율을 백금에 비견하는 전기촉매로 개발할 수 있음을
실증했다. 특히,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제1원리 전산모사로 다
양한 치환 원소들의 수소 생산 효율을 고속으로 예측하고, 그
근본 원리를 전자 구조 분석을 통해 명확히 밝혀냈다. 이를 통
해 Fe0.5Co0.5Se2와 CoP@PS를 최적 물질임을 제안했고 카이
스트 김상욱 교수 연구팀은 CoP@PS 물질을 직접 합성했다.
이 물질의 경우 결정질 파이라이트 표면이 비정질 PS 나노쉘(1
nm)로 캡슐이 될 경우, 그 수소 흡착능이 크게 증폭되어 내구
성과 촉매효율이 백금에 상응하게 됨을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제1원리 전산모사와 실험적 합성 및 검증이 체계
적으로 연동된 결과다. ‘Advanced Energy Materials’에 게재된
본 논문은 한병찬 교수와 김상욱 교수(카이스트)가 교신저자
로, 리동준 박사(카이스트)와 우리 대학교 강준희 박사가 제1
저자로 참여했다. 또한 ‘Journal of Physical Chemistry C’ 논문
여했으며 황지민(석박사 통합과정) 대학원생이 공동저자로 연
구에 기여했다.

0.6

Relative energy change(eV)

의 경우 한병찬 교수가 교신저자, 강준희 박사가 제1저자로 참

0.4
0.2
0.0
-0.2

CoP
CoP@PS
CoPS

P-H+
P-H+

Co+H++Co
Co-H+-Co
P-H+

Co-H+

(H++e)+H+

2H+

-0.4
-0.6
2(H++e)

H₂(g)

Reaction coordinates

[그림 2] Pyrite 구조 및 수소 흡착 성능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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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연 교수팀,
만성감염바이러스
치료 단서 제공해

인간거대세포바이러스의 면역 회피 유도 단백질
발견 및 기전 규명

세계적 과학 학술지 ‘Nature Communications’
최신호에 게재

등 다양한 면역 질환을 유도할 수 있다. 현재 세계 인구의 약
60~70% 정도가 HCMV에 감염되어 있고, 특히 면역 발달이 미
숙한 신생아 혹은 면역 시스템이 약화된 환자(예: 장기이식 및
AIDS 환자 및 노인 등)에서의 HCMV의 감염은 치명적인 면역
질환을 유도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HCMV의 치료용 백신은
개발되지 않았으며, HCMV 바이러스의 분자 세포 면역학적
메커니즘의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어서 바이러스 진단 및
치료제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박보연 교수 연구팀은 HCMV 바이러스가 독자적으로 만들어
내는 ‘US9’라는 단백질이 인체 내 항 바이러스 활성 기전에 필
수적인 미토콘드리아의 및 소포제의 면역 센서를 통한 면역
활성 경로를 선택적으로 방해하여 인터페론 분비를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바이러스 면역 회피 기전을 최초로 밝혔다(그림
1).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향후 만성 바이러스 치료제 및 자가면
역질환 신약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만
성감염 HCMV 바이러스의 면역 억제 기전 및 특이적 바이러
스 단백질을 이용하여 과도한 면역 활성으로 인해 유도되는
암, 자가면역질환 및 퇴행성 신경질환 등의 면역질환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박보연 교수 연구팀의 석·박사 통합과정 최현진 학
생(제1저자)이 주도했으며 국립 암 센터 선임연구원 이성욱 박
사가 참여했다.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전략연구 및 성과확산, 보건복
지부의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질병중심 중개기반연구사업

Mitochondrion

US9

으로 수행됐다.
Ym

Dimer

Monomer

STING

STING

US9

STING
TBK1

MAVS
US9

Endoplasmic
reticulum

TBK1

US9 MAVS

Leaked mitochondrial MAVS

P
IRF3

US9

Cytoplasm

박보연 교수 연구팀(생명시스템대학 시스템생물학과)이

인체는 바이러스 감염 시 항 바이러스 면역 반응을 강력하

헤르페스 바이러스 군에 속하는 인간거대세포바이러스

게 유도할 수 있는 핵심면역 물질인 인터페론(Interferon)을

(Human cytomegalovirus, HCMV) 감염 시 인체 내에서 면역

분비하여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시키고 숙주의 방어 시스

회피를 유도하는 HCMV 유래 단백질 발견 및 항 바이러스

템을 활성화시킨다. 하지만 헤르페스 바이러스와 같은 만성

면역 억제 기전을 밝혔다. 이는 세계적 국제 학술지인 ‘네이

감염 바이러스는 숙주의 강력한 면역 반응을 무력화시킬 수

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온라인판 1월

있는 다양한 바이러스 단백질을 생성하여 인체 내에서 장기

9일자에 게재되었다.

간 생존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암, 퇴행성 신경질환, 감염질환

42

Nucleus

Type I IFNs

[그림 1] 만성감염 HCMV 바이러스 생산 단백질인
US9의 면역 회피 기전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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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사멸과정을 유도해 암을 억제해준다. 그러나 당분을 자주

조직에서는 과잉 당 대사를 촉매하는 효소유전자들이 크게

섭취해 ‘오글루넥’이라는 당 분자가 많이 만들어지면, 만들

활성화된 탓에 오글루넥 당분도 비정상적으로 대폭 생성되

어진 오글루넥 일부가 폭소3의 특정 위치에 붙어서 오히려

고 있었다. 과잉 당생성과 췌장암 등 소화기암과의 연관성

암을 일으킬 수 있다.

을 생화학적으로 분자 수준에서 증명한 것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암 억제 단백질인 폭소3의 284번 세린 아

이번 연구결과는 ‘넘치는 당이 암세포를 만든다’는 새로운

미노기에 ‘오글루넥’이 붙게 되면 엠디엠2(MDM2)라는 발암

학설을 췌장암 발생의 사례를 통해 처음으로 입증하며 암

인자의 활성을 대폭 촉진해 p53이 주도하는 암 억제회로가

발생에 대한 중요한 진보를 이뤘다. 향후 임상 분야에서 췌

붕괴됨은 물론, 연결된 p21세포주기 조절자까지 훼손하여

장암이나 위암, 간암 등 소화기암 환자의 조직검사 시 당화

멀쩡하던 췌장세포를 악성 췌장암세포로 변환시킨다.

된 폭소3의 발현 정도를 정상인과 비교조사 하는 것으로 암
진단은 물론 항암 표적 치료를 시도할 가능성을 열었다는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나친 당 섭취는 당뇨병뿐만 아니

평가다.

라 중요한 암 억제조절자의 기능까지 파괴하여 아직 진단자
가 없어 수술 후 5년 생존율이 가장 낮은 췌장암을 유발할

본 연구는 유망 신기술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았으며, 논문은 암 연구 분야 국제 권위지인 ‘캔서 리서치
(Cancer Research)’에 온라인 게재되었다.

더욱이 이 같은 현상이 위암과 간암조직에서도 동시에 일어
나는 것이 백 교수팀 신헌 연구원에 의해 밝혀졌다. 이들 암

새로 발견된
반응 경로

포도당
GFAT

달게 먹는 식습관,
‘암’까지 일으킨다!
백융기 교수팀, 당 섭취 관련 새로운 암
생성경로 ‘최초’ 발견

실을 밝혀냈다.
백융기 특훈교수팀은 세브란스병원 김호근(암병리), 강창무

로 규명해냈다.
우리 몸에서 각종 생체반응을 주관하는 단백질은 암을 억제
하거나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폭소3이나 p53같은 일부 암

증가됨

오글루넥 당분이 폭소3
암억제자에 결합

OGT

암세포로
변환

변형된
G 284번 세린기
폭소3
암억제자

p53 암억제 경로

(췌장암) 교수팀과 공동으로 최첨단 단백체학 기술을 이용
하여 과도한 당 섭취 관련 새로운 암 발생 경로를 세계 최초

기존경로

오글루넥 당분
과잉생성

생화학과 백융기 특훈교수(프로테옴연구원장)팀이 여러 해
악이 널리 알려진 ‘단 음식’이 급기야 ‘암’까지 유발한다는 사

PFK1

엠디엠2
암유발자
기능촉진

p53의 암억제
기능을 봉쇄

p21

Ub
P53
암억제자

세포주기 조절
기능이 마비됨
조절단백질이
분해됨

조절단백질이
분해됨

(정상세포)

[그림] 본 그림은 정상 췌장 세포내 당대사 부산물이
암 억제 단백질 폭소3의 284번 세린에 붙게 되면 암유
발인자 엠디엠2가 크게 활성화 되고, 이로 인해 P53의
암 억제 작용과 세포조절자 P21이 연쇄 파괴되어 췌장
암세포로 변하는 현상을 보여줌.
여기서 초록색 굵은 화살이 백교수 팀이 이번에 처음
으로 밝혀낸 암발생 경로임.

억제 단백질들은 비정상적인 세포분열의 기미가 있을 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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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프론티어

정확한 적층 두께의 확인이 어려우며, 정확한 판별을 위해

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이를 이용한다면 2차원 물질을

최소 수 시간에서 며칠이 걸리는 복잡한 실험이 요구되기 때

적층하는 공정에서 실시간으로 물질의 적층 과정을 분석할

문이다. 이 과정에서 2차원 물질의 손상이 생길 가능성 또한

수 있다는 점에서 응용성이 매우 높다. 본 연구에 대한 논문

높다.

은 이러한 유용성을 인정받아 지난 1월 SCIE급의 국제 학술
지인 Journal of Physics D: Applied Physics에 출판이 확정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현용 교수팀은 일반적인

되었다.

현미경과 컴퓨터 프로그램만으로 2차원 물질의 적층 두께를
정확히 측정해낼 수 있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선보였다. 이

본 논문의 공동 1저자인 전기전자공학부 통합과정 이제관, 조

들은 사람의 눈으로 물질을 관찰하여 경험적으로 두께를 예

승완 학생은 학부 4학년에 이 연구를 시작하여, 학부 졸업연

측할 때 적층 두께에 따라 2차원 물질에서 반사되는 빛의 밝

구 주제로 해당 연구를 수행했다. 이후 최현용 교수의 연구실

기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현미경에서 얻

에 함께 진학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한 끝에 국제적인 학

은 이미지에서 자동으로 2차원 물질을 선별해내고 서로 다

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성과를 이루게 됐다. 이번 성과는 학

른 층을 가지는 부위의 광학적 색상 대비를 비교하여 정확한

부생도 저명한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적층 두께를 계산해내는 방식의 알고리즘을 제시했다. 이는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용화된 일반 광학 현미경과 기본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으
로 손쉽게 구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 총 96개의 샘플들로 기
존 방법들과 교차 비교한 결과 약 92%의 높은 정확도를 가
진다.
이 방법은 기존에 사용되던 수 시간 이상의 복잡한 실험과
수천만 원 이상의 값비싼 장비들을 필요로 했던 적층 두께
판별법들과는 달리 매우 단순한 장비 구성만으로 수 초 내
에 기존 방법들 이상의 정확도로 적층 두께를 판별할 수 있

학부생 2인, 졸업연구 결과
세계적 학술지에 게재
2차원 물질의 두께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새로운 알고리즘 발견

전기전자공학부 통합과정 이제관, 조승완 학생(지도교수 최
현용 교수)이 최근 학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새로운 반도체

Camera
Mechanical
exfoliation

물질인 2차원 물질의 적층 두께를 쉽고 빠르며 정확하게 판
별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그래핀 및 전이금속 디칼코게나이드 물질로 대표되는 2차원
물질은 1 nm 이하의 얇은 원자층이 겹겹이 쌓여 있는 물질이
다. 특히 단원자층 상태일 때 기존의 반도체와는 차별화되는
독특한 전기적·광학적 성질을 보여 실리콘의 뒤를 이을 반
도체 물질로서 지난 수년간 학계에서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PC : MATLAB
Light
Source

Beam
splitter

USB

Wafer

Flake

Flake

Boundary
detection
Vm1 Calculation

Objective
Lens

Set threshold
0.09 sec

Sample
y
Motorized st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에서는 아직 2차원 물질이 활용된

Input optical
microscope image

PDMS

x

X

Y

Layer
estimation
Set Candidate

Stage controller

Calibration
1.72 sec

[그림] 이차원 물질 적층 두께 판별 알고리즘을 나타
낸 그림

예를 찾아볼 수 없다. 2차원 물질 특유의 얇은 두께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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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다

Join between Experiment
and Theory(J.E.T)

주니어 연구톡톡

우리 대학교 대학원과 미래융합연구원은 다양한 전공의 대학원생들이 모임
과 협력을 통해 창의적인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Junior 융합 연구그룹’
을 모집해 융·복합 사고 역량 강화를 위한 도전적인 연구에의 관심을 지원하
고 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함께 연구함으로써 융
합연구 문화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세소식>에서는 지원 대상자로 선발된 대학원생 연구팀을 만나 학생들의 연
구 아이디어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호에서는 ‘Zinc Tantalum tin
oxide’를 연구하고 있는 이이삭(전기전자 석박통합 3학기), 이윤재(신소재 석박통
합 3학기), 민원경(석박통합 2학기) 씨를 만나 연구 이야기를 들어봤다.

정성도 텅스텐 다음으로 높기 때문에

해요. 반도체는 일종의 스위치 역할

이윤재) 저는 흔히 말하는 양자역학을

내구성 있는 물질을 만들 수 있죠. 이런

을 하죠. 요즘 나오는 OLED TV에서

기반으로 물성을 예측하기 때문에 기

탄탈럼이 산소와 결합한 것이 산화 탄

OLED가 발광하는 물질이면, 이 발광을

존 시뮬레이션보다 정확하고 실제 합

탈럼이고요. 저희가 산화물 중에서도

조절하는 역할을 반도체가 하는 것으

성물과 유사하게 예측할 수 있어요. 그

탄탈럼을 선택한 이유는 연구가 많이

로 볼 수 있어요. 이런 반도체의 성능을

런데 비용도 많이 들죠. 시간으로 따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과 물질이 갖는

향상시킨다는 말은 적은 전력으로도

면 일반 컴퓨터로 3~4일 동안 계산이

내구성과 전기적 특성 때문이었어요.

작용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즉, 더

필요한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슈

적은 전류를 쓰고도 같은 성능을 내는

퍼컴퓨터로 계산하면 몇 시간 내로 할

저전력 반도체가 성능이 향상된 반도

수 있어요.

연구 주제가 중간에 변했다고 들
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체라고 볼 수 있죠. 작은 전류로도 0과 1
이라는 신호를 분간할 수 있기 때문입
니다. 핸드폰과 같은 기기의 발열을 줄

어요. 그런데 산화 탄탈럼으로 돌린 데

이는 것도 저전력 반도체 덕분에 가능

에는 반도체 향상의 가능성을 탄탈럼

해요. 실제로 LG전자에서도 산화물 반

이이삭) 학문적인 성과나 배움을 얻기

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도체를 가지고 OLED TV를 만들고 있

도 했지만, 다른 것도 얻었어요. 저희는

습니다.

이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도 친해 연락

반도체에는 3가지 주요 요소가 있어요.

Join between experiment
and theory팀은 어떤 팀인가요?

친구입니다. 학교도 같이 다니게 돼, 연
구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해왔죠.

고 판단해 영입하게 됐어요.

연구에서 사용하는 실험체인 산
화 탄탈럼은 무엇인가요?

을 많이 했는데, 대학에 들어오고 연락

반도체가 작용하는 층, 전극, 절연체가

저희는 탄탈럼을 이용하면 저전력 반

이 소원할뻔 했어요. 근데 이 기회를 통

그 구성요소입니다. 저희는 그중에서도

도체를 만드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했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면서 더 친

삼산화 탄탈럼을 통해 절연체를 만들

고, 그것을 연구하는 중입니다. 빛을 받

해진 것 같아요.

고자 했어요. 그런데 연구를 진행해보

았을 때 반도체층이 전기적 신호를 내

니 탄탈럼의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게

는 성질인 ‘감광성’이 있는 반도체층을

이윤재) 연구를 진행하면서 일주일에

됐어요. 반도체 층에 직접 적용할 수 있

만들었고 화학적 특성도 좋은 물질을

한 번씩 만나게 되며 친해진 것도 있어

다는 걸 발견한 것이죠.

만들어 내는 게 저희 연구 방향이죠.

요. 그리고 서로 다른 학문을 전공하면

가 작용하는 반도체층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 성과가 확연하게 나타날 수도

이이삭) 우선 탄탈럼은 상온에 존재하

있고, 연구 성과를 봐도 반도체에 탄탈

지 않아요. 염소나 클로라이드와 결합

럼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

된 것을 솔벤트에 녹여서 탄탈럼 용액

했어요. 더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반도

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걸 얇게 필름처

체 성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

럼 펴서 반도체 물질로 사용하는 거죠.

일단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듯 예측과

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물질 자체가 어떤 특징을 갖

실험이 연구의 주된 과정이에요. 지금

고 있으며, 어디에 사용하면 좋을 지를

은 예측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낸 상태

알 수 없어요. 이 시뮬레이션을 윤재가

이고요. 연구라는게 어떻게 보면 학회

담당해요. 물질이 빛을 흡수할 수 있고,

나 저널 등을 통해 발표되는 게 종착점

전기를 잘 통하게 할 수 있다는 등의 전

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을 준
비 중입니다.

이윤재) 저희는 팀명에서도 알 수 있듯,

그런데 이런 주니어 융합연구 프로그

이론과 실제 실험을 함께 하는 팀입니

램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할 수

다. 제가 컴퓨터 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있는 연구를 해보기로 했어요. 학문적

저희는 산화 탄탈럼(Ta2O5, Tantalum

서 예측을 하면 이삭이가 실제로 시행

인 깊이를 함께 키울 수 있는 기회라고

pentoxide)을 연구합니다. 탄탈럼(Ta)

해보죠.

생각했거든요. 원경이는 저희 연구의

은 전자기기 속 반도체 소자에 많이 쓰

저희 연구는 산화 탄탈럼을 이용해 성

기적, 화학적 특성을 예측하면 검증을

객관성을 확보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

이고 각광받는 물질이에요. 화학적 안

능이 향상된 반도체 설계를 목적으로

제가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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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화를 하다보니 서로 보는 눈도 넓

연구는 어떻게 이뤄졌나요?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

이이삭) 윤재와 저는 고등학교때부터

융합연구를 통해 얻은 것이 있다
면 무엇인가요?

원래 연구 대상은 삼산화 탄탈럼이었

그렇다면 변화한 연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어진 것 같아요. 접근 방식도 많이 성숙
해졌고요.

요?

연구는 지금 어떤 과정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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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SNS

연세의 전문가를 찾아서

지금 SNS에서는

<연세소식>은 새해를 맞아 분야별 전문가 교수를 소개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연세소식>은 물론 블로그와 유튜브, 페이스북 등 각
종 공식 SNS 매체를 통해 우리 대학교가 배출한 각계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다. 그 시리즈의 두 번째 주인공인 국내 최고의 행복학자 서은국 교
수의 연구 이야기를 들어보자.

올해 2월은 특별했다. 유난히 추운 날씨와 매서운 강풍이 계속돼, 모두의 기억에 남을만큼 힘든 시기였다. 한편, 2월 8일부터 25일까지 열렸던
세계인의 축제, 평창 동계올림픽도 막을 내렸다. 그래서인지 올림픽 열기로 들썩이던 온 나라가 잠잠해진듯 하다. 캠퍼스는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신입생을 맞을 준비, 새로운 수업과 학기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 부쩍 따뜻해진 날씨 덕에 청송대도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다.

국내 최고의 행복학자

서 교수는 ‘행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선보인 학자다. 행복할 수 있는 상황, 행복할

서은국 교수(심리학과)

서는 이와 관련한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소개한다. 인터뷰 전문 및 영상은 우

수 있는 태도를 찾는 사람들에게 간단한 해답을 내려준 셈이다. 본 인터뷰에서 행복의

본질부터 행복을 강조하는 사회에 대한 자신만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본문에
리 대학교 공식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행복하기 위해서

Q.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와 행복에 관

Q. 우리사회에 내릴 수 있는 처방전이

래서 잘 맞는 사회적 경험을 찾도록 노력

지금은 행복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회입

내 행복을 남의 것과 비교할 필요도, 남

행복은 사실 즐거움에서 시작합니다. 그
하는 걸 추천해요. 인간은 정체될수록 긍

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어려워요. 동호회
를 찾아 사람들과 같이 운동하는 것도 예

시가 될 수 있죠. 우리의 뇌는 사람을 만
나도록 설계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
날 수 있는 사회적 경험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행복감과 같은 감정이 만들어

진 거구요. 그러니까, 생존하기 위해 다
른 사람이 필요했던 원리를 이용해 행복
해질 수 있는 거에요.

해서

니다. 광풍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
만 행복하지 않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
에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볼까요? ‘긍정

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있죠. 사실 공

허한 이야기들이죠. 이왕이면 긍정적이
면 좋겠지만, 상황적으로 항상 긍정적일
수는 없거든요. 긍정이 만병통치약이 아
니에요. 자신이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
있지만요. 그러고 싶을 때, 행복해지면

돼요. 모든 사람이 행복을 의무로 삼을
필요는 없어요.

있다면?

에게 인정받아야 할 이유도 없어요. 때론
남보다 앞서려는 욕심이 삶의 에너지가

되기도 하지만, 매사 욕심을 부리는 건

너무 피로한 일이죠. 남의 것과 내 욕구
를 구분해서 왜곡된 행복을 추구하지 말

았으면 해요.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본
인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쥐었으면 좋겠

어요. 내 인생을 두고 ‘나 괜찮아요?’라고
남에게 묻고 싶은 약자의 정신 상태로는
행복감을 느끼기 어렵거든요.

특별했던 2월, 이 달의 키워드는

‘최민정 선수 2관왕’, ‘응원오티’,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 이다.

하나, 최민정 선수 2관왕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대학교 최민정(스포츠응용산업 17) 학생이 쇼트트
랙 2관왕을 차지했다. 최민정 선수는 쇼트트랙 여자 1,500m, 3,000m 계주에
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최민정 선수는 매 경기마다 엄청난 기량을 보여 국민들
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1,500m 경기에서 상당한 속도로 앞 선수를 앞질
러 영화와 같은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런 최민정 선수의 인기를 반영하듯
830명이 넘는 사람들이 게시물에 관심을 표했다. 최민정 선수의 앞길을 연세
가 응원한다!
#최민정선수_너무_멋있어요
#금!메!달!
#경기_꿀잼

둘, 응원오티

우리 대학교 오리엔테이션에 특징이 있다면 바로 ‘응원오티’를 꼽을 수 있다. 우
리 대학교 응원단의 주도로 이뤄지는 응원오티는 신입생들이 응원곡을 배우면
서 하나가 되는 시간이다. 매스컴을 통해서만 접해왔던 응원을 연세의 구성원으
로서 직접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신입생들의 호응도 굉장히 큰 편이다. 이런
응원오티 현장을 담은 영상이 많은 연세인들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 영상에 나
온 친구들의 모습을 찾아 태그(tag)해 댓글도 많이 달렸다.
#사랑한다연세의_시작
#응원오티_또_하고싶어용
#넘모_재밌어요

셋,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

연세대학교 유튜브 채널에서
인터뷰 영상 보기
goo.gl/s76G5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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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블로그에서
인터뷰 전문 보기
goo.gl/gnWcfz

지난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간 우리 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글로벌지속
가능발전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반기문 전 UN사무
총장, 우리 대학교 김용학 총장, 미 콜롬비아 대학 제프리 삭스 교수, 알리바바
그룹 마윈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이 연사로 등장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연사들은 연설을 이어나갔고, 수많은 참석자들이 자리를 채웠다. 이런 글
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의 모습을 담은 게시물이 약 160명의 ‘좋아요’를 받았다.

#GEEF
#세계를_지도하는_사람들의_이야기

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