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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은 기부자소득금액 100% 세액공제가 됩니다.

●

연세대학교에 기부하시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됩니다.

●

모든 기부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자동 등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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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0만 원 이상 기부 시, 명패를 제작하여 교내 명예의 전당에 부착합니다.
(연세발전기금, SOS 장학금, Pay Forward 장학금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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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관 101호 대외협력처 대외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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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요 8:31~32)

영수증 출력

클릭  로그인  입금내역조회 및 출력  영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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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und.yonsei.ac.kr  기부자 예우  예우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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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 이야기 -

연세의 시간, hr

연세의 시간

이번 호의 테마 단위는 hr(아워)입니다.
시간은 시각과 시각 사이의 간격, 또는 그 단위를 가리키는데
hr는 분, 초 등과 더불어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로 사용됩니다.

1,165,080 hr

‘연세의 시간’은 우리가 공유한 기억이며
어깨를 나란히 하며 걸어온 역사입니다.

1885~2018

이 역사에도 최초의 시발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찰나의 순간들이 모여 1,165,080시간이 되고
마침내 오는 5월 12일 우리는 창립 133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걸음을 멈추지 않는 시간의 특성상
역사의 집필은 지금 현재도 진행형이겠지요.

우리가 앞으로의 시간을 빛나는 역사로 기록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해답은 지금의 여러분에게서 찾고자 합니다.
연세인 모두가 지금의 순간에 충실할 것!

www.facebook.com/ysuniversity

https://blog.naver.com/yonseiblog

www.youtube.com/user/ysuniversity

https://www.instagram.com/yonsei_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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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식

• 창립 133주년 기념식사
• 연세 창립 133주년
기념식 개최

• 변호사시험 합격률,
연세로스쿨 전국 1위

• 2018학년도 연세학술상
에 문주호·허지회 교수

• 연세대학교, 바이오
클러스터 허브로 발돋움

• 미 하원의원단 우리 대학
방문

• 대학평가 이해 증진을 위
한 QS 랭킹 세미나 개최
• 디자인 분야 고급인재
적극 육성한다

• 반기문과 함께하는
‘지속가능발전’ 온라인
강좌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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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뛰는 일을 향해
끝없이 도전하길”
김보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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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 2년생 박상현
학생, SCI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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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킨케어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다”
‘웨이웨어러블’ 문종수
대표

연세사랑

• 행정학과 총동창회, 3억
원 쾌척

• 더 스피릿 학생기부대사
발대식 개최
• 박선원 동문, 1억 2천만
원 기부

• 박준곤 동문, 응통장학기
금 1억 원 쾌척

연구프론티어

• 안종현 교수팀, 2차원
반도체 소재의 기술적
난제 해결

• 정재호·노성훈 교수
연구팀, 불필요한 위암
항암치료 선별 기술 개발
• 임성일 교수팀, 2차원
반도체 소자 실용화
가능성 확장

SNS

주니어 연구톡톡

• 암, 외롭고도 쓸쓸한
싸움을 위해서
융합연구모임 팀

지금 SNS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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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 이끄는 
미래대학으로 도약
4차 산업혁명시대 맞춤형 신교육 시스템 구축
경계를 넘어 창의적 인재 양성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일하고 있던 삶의 방
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 혁명의 직전에 와 있습니다.
이 변화의 규모와 범위, 복잡성 등은 이전에 인류가 경험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 클라우드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

4차 산업혁명이 현실화되면서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의 교육’에도 변화
의 바람이 일고 있다. 인공지능(AI)이 대체할 수 없
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획일적인 기존
의 교육 방식을 넘어 창의성, 비판적 사고 능력, 커
뮤니케이션 및 협업 능력 등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
과정 설계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대학교는 지식 전달 위
주의 고전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경험 중심,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다.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게 하는 창업
특화 커리큘럼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학문 간

향후에는 보다 원활한 자원 공유를 위해 ‘블록체인 캠퍼스’를

벽을 허물고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융합교육을

공동으로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나눔과 섬김이라는 창립

어갈 신기술로 꼽히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캠퍼

정신을 계승하며 이웃의 아픔을 이해하는 공감 능

스 간 경계를 본격적으로 허문다는 계획이다.

쌍방향·학습자 중심의 교육
무크(MOOC), 거꾸로 교실(Flipped Classroom)

마케팅을 돕는 강력한 도구로 손꼽힌다. 글·이미지·사진·영상
등 모든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어떠한 디지털 환경에서도 손쉽
게 제작 및 공동 편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시스템이다.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수강 인원의 제

우리 대학교는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인재 양성을 위한 디

우리 대학교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한 없이 누구나 온라인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공개강좌

지털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지난해 6월 어도비, 삼성전자, KT

하며 고등교육의 진화를 선도하기 위해 대학 간 경

다. 우리 대학교는 고등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

등 국내외 유수한 기업들과 ‘디지털 교육혁신 다자간 산학협

계를 뛰어넘는 전면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고 지식의 나눔을 실천하고자 2015년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력’을 체결했다. 이로써 2018년에 입학한 신입생 전원은 어도

MOOC 플랫폼인 코세라(Coursera)와 퓨처런(FutureLearn),

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통해 제공되는 앱과 서비스를

그 시작으로 지난 3월 이공계특성화대학 POSTECH

K-MOOC(한국형 MOOC)에 우리 대학의 명품 강좌를 제공

다양한 플랫폼과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과 힘을 모아 전문교육과 전인교육을 아우르는 차

하고 있다.

원 높은 공동교육 시스템을 만들어가기로 협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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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국제적인 대세로 자리 잡고 있
는 ‘어도비 클라우드 플랫폼’은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개인화

력을 갖춘 전인적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대학 간 경계 넘어 개방·공유 캠퍼스 확립
포스텍과 공동교육시스템 구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신입생 전원에게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제공

다양한 그래픽 및 영상 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

다. 이로써 양교는 2018년을 기점으로 학점과 강의

거꾸로 교실(Flipped Classroom)은 학생들이 미리 제작된 강

반 서비스를 통해 창작 결과물을 언제, 어디에서나 다양한 디

를 전면 공유하며, 궁극적으로 공동 학위를 추구

의 동영상으로 사전 학습(pre-class)하고, 강의실에서는 사전

바이스를 통해 제작 및 협업할 수 있다. 또 새로운 기능이 출

하게 됐다. 집중 강의제도, 단기교육과정 인증제도

학습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토론이나 질의응답, 문제해결 등

시될 때마다 바로 업데이트되어 언제나 최첨단 기술과 툴을

(Nano Degree), 모듈식 교과 등 새로운 교육 프로그

학습자 중심으로 진행되는 수업으로 기존 강의 방식과 순서

활용할 수 있다.

램 또한 공동으로 개발·도입될 예정이다. 특히 디지

를 달리 하므로 ‘거꾸로 수업’ 혹은 ‘역전 학습’이라고도 부른

털 기반 신규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콘텐츠를 공

다. 우리 대학교는 현재 총 162개의 FC 교과목을 운영하며 학

인프라 구축과 함께 모든 재학생이 학과·전공에 관계없이 디

유하고, 신개념 공유교육(Open Education Platform)

생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동영상 강의로 학습하고, 온

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시스템 또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이를 모든 대학에 단계적으

라인 토론 및 과제 활동 등 다양한 학습활동을 YSCEC에서

한 대폭 강화된다. 우리 대학교는 ‘콘텐츠 라이팅’, ‘비주얼 스

로 개방할 계획이다.

수행함으로써 맞춤형, 개별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강

토리텔링’ 등 신규 강좌를 개설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 크리

좌(Online Classroom)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에이티브 캠퍼스(Digital Creative Campus)’ 구축을 목표로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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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EC(Yonsei Digital Experience Center)을 신설하여 각종

에 최종 결과물을 산출하게 된다. 팀별 활동이 종료되는 11월

이벤트를 진행하고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융

에는 공모전을 개최하여 최우수팀에게는 상금과 실리콘밸리

합형 교육의 토대를 다지고 학생들의 글로벌 콘텐츠 교류를

방문과 같은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며, 전시회를 열어 모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든 팀의 프로젝트 수행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창의 교육의 새로운 모델

RC 창의 플랫폼에서 꿈꾸고 실천해
미래형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방안의 일환으로 ‘RC
창의플랫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며 학습하는 RC 제

이를 통해 신입생들은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뿐 아
니라, 새로운 것에 도전하여 스스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도전
정신을 함양할 수 있다.

경계 넘은 전인적 인재 양성
고등교육혁신원 주도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도의 장점을 살려서 학생들이 동료들과의 협업을 통해 도전

산업사회에서는 똑똑한 인재가 필요했다면, 미래사회에서는

라 공유를 지원하고, 우리 대학교의 교과 및 비교과 과정을

적인 성과를 얻고 있다. 인천시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연인

정신을 기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할 수 있도록

이에 더하여 좋은 인성을 가진 따뜻한 인재가 요구된다. 이

전환·재편함으로써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임팩트를 확대

프로젝트’는 인천지역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지원하는 우리 대학교만의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넥

런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우리 대학교는 이제 교실의 안과 밖

하는 것이 주요 미션이다.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2013년 신입생 전원 RC 교육과 함께

슨의 지주회사인 (주)엔엑스씨는 2017년부터 4년간 이 프로

을 허물고,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해하는 공감능력을 키

그램을 지원하면서 학생들이 구상한 팀별 프로젝트에 대한

워주는 교육을 시작했다.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여 한국고등

우리 대학교는 고등교육혁신원을 통해 산업사회의 대학 모

1천5십 명의 연세대학교 학생들과 만나는 공감과 나눔의 기

중간점검 피드백, 전문가 멘토링 연결과 공모전 개최 등에 참

교육재단이 100억 원을 기부하여 인성교육, 동료학습, 주변의

델을 근본적으로 바꿈으로써 전공 중심의 일방향적 교육이

회가 되고 있다.

여하고 있다.

문제해결 등 새로운 교육혁신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나 개인 안위에 매몰된 인재가 아니라 사회혁신적이며 따뜻

시작된 이래 한 해 평균 128개 학교, 2천4백여 명의 학생들이

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교육철학을 전환하기 위하여 ‘배
‘RC창의플랫폼’은 1년간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로, 1학기에

이를 바탕으로 우리 대학교는 기존 우수 프로그램인 지역

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인재’를 미래형 인재상으로 제시

는 창의 특강을 통해 도전 정신을 기르고 팀별로 프로젝트를

사회 경험학습(Community Based Learning)과 전인교육

하고 전교적 변화에 힘쓸 예정이다.

구상한 뒤 중간점검 피드백을 통해 문제의식을 구체화한다.

(Holistic Education)을 확대·개편한다. 더불어 총장 직속의

여름방학 동안에는 창업지원단과 넥슨에서 연결해 주는 전

‘고등교육혁신원’을 신설하여 혁신적 신규 교육 프로그램을

문가 멘토링 지원을 받으며 문제해결 역량을 키우고, 2학기

구상하고 있다. 학생 중심, 교육 콘텐츠 중심의 재정 및 인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인재
각종 봉사활동 및 멘토링 프로그램

융복합 연구의 산실
주니어 융합연구 그룹 적극 지원
우리 대학교는 미래가 융합연구에 달려 있다는 확고한 신념
을 갖고 연세 의료원과 생명시스템대학, 이·공, 인문·사회과
학에 이르는 여러 학문 분야가 자유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융합연구 및 관련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우리 대학교는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의 장점을 나눔으로 연결하고자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

대표적으로 미래융합연구원과 대학원은 다양한 전공의 대학

고 있다. 소외지역 청소년을 위한 동행 프로젝트, 고교생 대

원생들이 모임과 협력을 통해 창의적인 역량을 배양할 수 있

상 전공체험 프로그램, 희망원정대, 에듀캠프, 튜터링 등 다

도록 ‘주니어 융합연구 그룹’을 모집해 융복합적 사고를 바탕

양한 멘토링 봉사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으로 도전적인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
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함께, 자유

06

신촌캠퍼스에서 서대문구청과 함께 기획한 멘토링 프로그

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연

램 ‘드림스타트(Dream-Start)’는 해당 지역의 저소득가정 청

세의 창의교육을 통해 체득한 지식을 발전시켜 연구 아이디

소년을 대상으로 1:1 학습, 인성, 문화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여

어로 이어질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연구자로

학업적 잠재력을 개발하고 목표의식을 갖도록 돕고 있으며,

성장할 꿈나무들에게 융합연구 문화를 자리잡게 하는 기회

많은 참가 멘티들이 실제로 학업성적 향상을 경험하는 정량

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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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133주년 기념식사

‘오래된 미래’와 ‘새로운 과거’의 만남

해결하는 중심 주체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
습니다. 연세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세계적 대학으

존경하는 연세인 여러분,

로의 위상을 확고히 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대학은 사회봉사 분야에서 국내 1위로

사랑하는 연세인 여러분!

평가받았습니다. 미래 사회의 인재는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인재’라는 연세 교육의 이념이 낳은

‘오래된 미래’로 나아가면서 동시에 ‘새로운 과거’를 써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학은 연세 선각자들

나가는 일은 연세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허동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사님, 전임 총

미래대학을 선도할 열쇠는 융합 연구에 있습니다. 100

이 이 땅에 심어 놓은 섬김과 봉사의 정신을 나눔과

융합 연구 분야에서의 혁신, 새롭고 창의적인 교수 방

장님, 졸업 25주년과 50주년을 맞이하여 모교를 찾아

년 전 연세의 선각자들이 뿌리내린 이곳에는 오늘날

배려의 리더십으로 승화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식과 현장 체험형 경험 교육, 그리고 RC(Residential

주신 재상봉 동문 여러분과 동문회 임원들, 그리고 내

인문학과 사회과학, 자연과학과 공학, 그리고 의학에

<고등교육혁신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문제풀이 교육

College) 교육 정착 등 창의적 연구와 혁신적 교육 과

외 귀빈 여러분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 법학까지 한 울타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 천혜의 연

과 인성 교육, 그리고 경험 교육 등 다양한 혁신적 교

제가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구 터전에서 우리는 학문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적인

육 방법과 내용이 실천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

도 학교가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사랑과 관

저는 오늘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오래된 미래’와 ‘새

융합 연구로 미래 100년을 이끌어야 할 의무를 지고

학은 그동안 본교와 의료원이 따로 수행해 왔던 선교

심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로운 과거’의 만남에 관해 생각해 봅니다. 올해는 연세

있는 것입니다.

및 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지구촌과 우리

가 창립된 지 133주년이고, 1918년 2월에 준공된 신촌
캠퍼스 최초의 목조 건물인 치원관이 신촌에 보금자

존경하는 연세 가족 여러분!

리를 튼 지 꼭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의 제2공학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깊이 참여하는 대학

수많은 어려움을 뚫고 오늘의 연세를 키워 주신 선각

(engaged university)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글로벌사

자들의 예지와 그 과정을 인도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회공헌원을 설립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기쁜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관 부근에 자리를 잡았던 치원관은 안타깝게도 한국

지난 3월 말 연세대학교는 인천광역시 및 인천경제

전쟁의 화마 속에 사라졌지만, 이 건물을 지은 연세 선

자유구역청과 국제캠퍼스 2단계 협약을 체결하였습

지난 2월 우리 학교에서 개최된 2018 글로벌지속가능

든 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

각자들의 도전 정신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

니다. 이로써 2006년부터 시작된 연세의 새로운 터전

발전포럼(GEEF)에는 반기문, 안토니오 구테헤서 전·

다. 감사합니다.

니다.

을 인천 지역에 마련하는 기틀이 완성된 것입니다. 국

현직 유엔 사무총장과 마윈, 제프리 삭스 등 세계를 이

제캠퍼스에는 2단계 사업을 통해 새로운 모델의 학

끌어가는 수많은 리더가 모여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

2018년 5월 12일

연산 융합연구단지인 연세사이언스파크(YSP)가 세

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대학은 현

총장 김 용 학

워질 것입니다. 2024년 개원을 목표로 하는 송도 세브

재와 미래 세대가 직면하게 될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사랑하는 연세인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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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우리가 모두 합심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총장직에 취임하면서부터 ‘오래된 미래’로 나아

란스 병원이 이곳에 건립되면 연세의료원은 연구 중

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연세 선각자들이 오

심의 종합병원을 갖게 됨으로써 바이오 융합 연구 분

래전 이 땅에 심어 놓은 섬김과 봉사, 나눔과 배려의

야에 새로운 길을 개척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정신을 교육과 연구에서도 계승하겠다는 약속이었습

YSLI(Yonsei SLBiopharma Institute)가 완공되면 신약

니다. 저는 연세가 신촌에 웅지를 튼 지 100년이 되는

개발을 위한 인적 자원 확보는 물론 연구 성과와 수익

올해가 ‘오래된 미래’와 ‘새로운 과거’가 만나는 원년이

을 공유하는 새로운 학연산 연구 클러스터 모델이 탄

되기를 희망합니다.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생할 것입니다. 지난 3월 포스텍과 개방과 공유 캠퍼

우리가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이 ‘새로운 과거’의 출발

스를 선언한 이유는 공동 연구와 공동 교육 패러다임

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래된 미래’와 ‘새로운 과거’

을 구축하여 우리 사회에서 공유 경제의 길을 연세가

가 만나게 하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먼저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후배들이 이

까요.

러한 시도를 ‘새로운 과거’의 시작으로 이야기할 수 있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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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133주년 · 일시 : 2018년 5월 12일(토)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
기념식
오찬

· 일시 : 2018년 5월 12일(토) 낮 12시
· 장소 : 총장공관 뜰과 연세 역사의 뜰

관련 행사

· 2018년 연세 정신을 빛낸 인물 선정 기념 학술대회
「한국전쟁 중 흥남철수작전의 공로자 현봉학」
2018년 5월 12일(토) 오전 9시 / 백주년기념관 시청각실

· 연세 정신을 빛낸 인물 부조동판 제막식
2018년 5월 12일(토) 낮 12시 / 백양누리 동문광장

· 동문 재상봉 행사
2018년 5월 12일(토) 오후 2시 30분 / 대강당

연세 창립 133주년 기념식
개최
연세 정신을 빛낸 인물에 전쟁 영웅
현봉학 박사 선정
새단장한 언더우드가(家) 기념관 재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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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2018. 우리 대학교가 창립 133주년을 맞아 5월 12일(토) 오

또한 그 해답은 융합 연구에 있다면서 “학문의 경계를 허무

함경북도 성진에서 태어난 현봉학 박사는 1944년 세브란스

전 10시 30분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에서 창립 133주년 기념식

는 혁신적인 융합연구로 미래 100년을 이끌어야 할 의무”를

의전(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모교의 병리학 강사로 학생

을 개최한다. 이 특별한 날에는 창립 기념식과 더불어 연세 정

다할 것을 약속했다. 그 일환으로 연구 중심 종합병원이자

교육과 연구활동 중 6.25 전쟁을 맞았다. 미국 유학파로 영어

신을 빛낸 인물 선정 기념 학술대회 및 부조동판 제막식, 동문

새로운 개념의 학연산 융합연구단지인 연세사이언스파크

에 능통했던 현 박사는 해병대 통역관으로 차출되어 미군과

재상봉 행사 등 연세 가족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YSP) 건립 계획을 밝히고, 포스텍과 공동 연구·공동 교육 패

의 지원업무를 담당했다. 전 부대원이 일계급 특진을 한 마

예정이다.

러다임을 구축하는 등 공유 경제의 길을 선도할 우리 대학교

산 진동리전투를 시작으로 통영상륙작전 등 여러 전투에서

의 향후 행보를 언급했다.

한국 해병대가 승리할 수 있도록 미군으로부터 많은 군수물

김용학 총장, ‘오래된 미래’이자 ‘새로운 과거’ 열어갈 원년
선포
김용학 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올해는 연세가 창립된 지 133

연세 정신을 빛낸 인물에 현봉학 박사
10만 피난민 구한 전쟁 영웅

자 및 작전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큰 공헌을 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특히 1950년 12월 중공군 포위 공세로 길이 막혀 흥남부두에

주년이고, 1918년 2월에 준공된 신촌캠퍼스 최초의 목조 건물

우리 대학교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한 명씩 ‘연세 정신을 빛

모인 피난민을 군 수송선으로 철수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인 치원관이 신촌에 보금자리를 튼 지 꼭 100년이 되는 해”라

낸 인물’로 진리와 자유라는 건학정신을 계승하며 연세대학

했다. 영화 <국제시장>에서도 인용된 바 있듯 그는 철수지휘

며 “연세가 신촌에 웅지를 튼 지 100년이 되는 올해가 ‘오래된

교의 명예를 드높인 인물을 선정하고 있다. 제1회 윤동주 시

관인 알몬드 사령관을 설득해 수송선에 적재한 군수품을 버

미래’와 ‘새로운 과거’가 만나는 원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인, 제2회 이태준 선생에 이어 올해는 6.25 전쟁 당시 흥남철

리고 10만여 명의 피난민을 태워 경남 거제도로 성공적으로

말했다.

수작전을 통해 10만여 명의 피난민을 구한 현봉학 박사를 제3

후송했다. 이러한 공헌으로 그는 2014년 12월 6.25 전쟁 영웅

회 연세 정신을 빛낸 인물로 선정했다.

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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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우리 대학교는 오전 9시부터 ‘한국전쟁 중 흥남철수작

조선 입국 후 고아원을 운영했던 언더우드 선교사에 이어 그

전의 공로자 현봉학’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12시부

며느리인 에델 언더우드 여사가 1948년 여자아이들을 위해

터 진행되는 부조동판 제막식을 통해 현봉학 선생의 모습을

설립한 고아원 ‘기독교 절제 소녀관’이 ‘에델마을’로 명칭을

역사 속에 아로새긴다.

바꾸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어, 설립 70주년을 기념하는 소
규모 기획 전시도 열린다.
박물관 학예팀이 관리·운영하는 언더우드가 기념관은 월요
일부터 토요일(공휴일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
반인에게 무료로 개방되며, 미리 예약한 단체에게는 전시 안

변호사시험 합격률,
연세로스쿨 전국 1위

법조인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시스템의
성공적인 정착

내를 제공한다. 기념관에 비치된 기독교 역사 및 연세대학교
역사 관련 도서, 문헌 자료 등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집단지성 활용 위한 솔루션랩 프로젝트 출범
글로벌사회공헌원 사회참여센터 또한 개교기념일에 맞춰 솔

지난 4월 23일 법무부는 우리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을 따로 마련하여 연세로스쿨에 입학한 모든 학생들이 법조

루션랩(Solution Lab) 프로젝트를 출범한다. 솔루션랩은 연세

‘연세로스쿨’)이 2012년 이래 7차례 시행된 변호사시험에서

인으로 성공적인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교수진의 학문적 지식과 경험을 모아 사회문제에 대한 창의

경쟁대학들을 제치고 94.02%라는 최고의 합격률을 거둔 것

계획을 밝혔다.

적·혁신적·융합적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으로 발표했다. 변호사시험은 지난 2009년에 출범한 전국 25
개 로스쿨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학위취득자에게 변

이번 로스쿨별 합격률 발표로 인해 향후 변호사시험 합격률

창립기념일 맞아 언더우드가 기념관 재개관

1기 솔루션랩 프로젝트에는 한국의 역사적 기억을 디지털

호사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시험으로 올해 처음으로 각 로스

을 올리려는 대학들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화하여 보존하고 큐레이션하는 “기억보존 플랫폼 프로젝트

쿨별 합격률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된다. 특히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75%대에서 50%대로 하락하

창립 133주년을 맞아 언더우드가(家) 기념관의 새로운 모습

(Memory Archive Platform)”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미세먼

도 만날 수 있게 됐다.

지 대처 솔루션 “미세먼지(Micro dust)” 등 2팀이 참여한다.

고, 그에 따라 합격률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
이 같은 주목할 만한 성과는 학생들 개개인의 노력과 이론·실

큼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모든 대학들이 명운을 걸고 있다.

무를 아우르는 교수들의 수준 높은 강의, 그리고 학교당국의
언더우드가 기념관은 우리 대학교 설립자인 언더우드 선교

우리 대학교는 이같은 프

사와 그 가족들을 기념하기 위해 이들이 기거하였던 사택을

로젝트를 통해 사회에 적

복원한 건물이다. 2016년 11월 화재로 인해 폐쇄되었던 언더

극적으로 참여하는 대학

연세로스쿨은 지난 2009년 출범에 즈음해서 “연세 Law 세계

우드가 기념관은 복원 공사 및 전시실 개편을 거쳐 새롭게 조

(Engaged University)으

Law 1-10-1”을 향후 중장기 목표로 밝혔다. “로스쿨 출범과 동

성되었으며, 언더우드 일가와 연세 역사에 대한 교육 및 연

로서의 면모를 강화해나

구, 홍보 활동과 더불어 언더우드 일가에 대한 역사 자료, 연

갈 예정이다.

글로벌사회공헌원 사회참여센터

Solution Lab

연세가

구 자료의 전문 아카이브가 운영될 예정이다.
터 대강당에서 졸업 25주

증된 도서 및 문헌 자료뿐만 아니라 고종이 언더우드 선교사

년·50주년 기념 재상봉

에게 하사한 검, 명성황후가 언더우드 부인에게 하사한 손거

행사가 진행된다.

울의 복제품 등 조선 황실과 초기 기독교 선교사의 친밀한 관
계를 보여주는 물품과 1920년대 서양식 가옥의 건축을 보여
주는 당시 도면 등도 볼 수 있다.

시에 국내 최고, 10년 내 아시아 최고”를 뜻한다. 이번에 발표
된 변호사시험뿐 아니라 이미 2015년 제57회 사법시험에서도

"우리 시대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참여해 주십시오."

로스쿨은 국내 최고를 넘어 아시아 최고의 로스쿨로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
연세로스쿨은 개원 초기부터 변호사시험지원실을 설치하여

1차 참여신청 기간 : 2018.4.20 까지
문 의 처 : 글로벌사회공헌원 사회참여센터
(내선번호) 2123-2136, 6110
(E-mail) ylove@yonsei.ac.kr

교내외 저명교수의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는데, 높은 합격률 역시 이들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평가다. 안강현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기존의 지
원프로그램 외에도 불합격한 졸업생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12

94.02%

■ 연세대

93.53%

■ 서울대

92.39%

■ 고려대

91.90%

■ 아주대

90.43%

서울대를 제치고 합격자 수 전국 1위를 달성한 바 있어 연세
한편, 오후 2시 30분부

기념관에서는 언더우드 가문의 생활을 담은 사진첩이나 기

정책적 지원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세프로젝트

■ 경희대

87.54%

■ 인하대

87.27%

■ 한양대

87.22%

■ 서강대

87.18%

■ 이화여대

87.09%

■ 중앙대

86.71%

■ 영남대

86.32%

■ 한국외대

84.80%
81.61%
79.80%
77.55%

■ 성균관대

87.94%

■ 시립대
■ 건국대
■ 전남대
■ 경북대

변호사시험 누적합격률(자료제공: 법무부)

13

연세 NEWS

주요소식

2018학년도 연세학술상에 문주호·허지회 교수
우리 대학교는 매년 탁월한 연구업적을

대학교를 대표하는 최고 권위의 상으

통해 학문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전임

로, 사람 중심의 평생업적에 대한 종합

교수에게 연세대학교 학술상을 수여하

평가로 평생 1회 수상 자격이 주어진다.

고 있다. 2018학년도 연세학술상 수상자
에는 자연부문 문주호 교수, 의생명부

올해 수상자인 문주호 교수는 프린팅

문 허지회 교수가 선정됐다.

방식을 통하여 에너지 변환소자 및 유
연전자 소자를 구현할 수 있는 획기적

연세학술상은 1968년 제정된 이래 우리

인 기능성 스마트 잉크 소재를 개발하

여 인쇄전자 분야의 발전을 선도했다.

먼저 연세학술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런 영예로운 상을 주신

의생명 부문

총장님과 심사위원 그리고 추천인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연세학술상이 평생업적에 대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제가

허지회 교수는 급성뇌경색에서 새로운

해왔던 일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전공의 시절부터 저는 급성뇌경색 치료에 관

허혈손상 및 출혈 기전을 밝혔으며, 혈

심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제 관심은 약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이 분야의 연구에 집

전용해 치료 후 재폐색의 치료법과 응

중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가 신개념의 혈전용해제를 개발하는 등

저는 연수 중 급성뇌경색에서 미세혈관 손상이 뇌경색 후 생기는 뇌출혈과 신경세포사에 중요하다는

급성뇌경색 치료에 크게 기여해왔다.

새로운 기전을 최초로 밝혔습니다. 이 연구를 계기로 뇌허혈의 손상기전을 세포사 입장에서만 바라보

급치료 시스템을 개발·보급했다. 나아

던 학계의 기존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연수에서 돌아와 급성뇌경색의 기전연구뿐 아니라 혈
전용해치료를 중심으로 다양한 중개연구와 임상연구를 해 왔습니다.

수상소감 및 업적

혈전용해치료 시 발생하는 재폐색 치료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재는 혈관재개통치료 과정 중 발생하
2000년 본교 신소재공학과에 부임한 이후 콜로이드 합성, 기능성 잉크 소재 개발, 프

자연 부문

린팅 기술을 통한 에너지 변환소자 및 기능성 전자소자 구현을 위한 신소재 개발을 연

허지회 교수

는 재폐색 시 혈소판 GPIIbIIIa억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저는 국내 최초로 정맥과 동
맥 내 병용 혈전용해치료를 시작했으며 혈전용해제 치료까지의 시간이 길어지면 혈전용해 효과도 떨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 과정 중 단일 크기의 콜로이드 실리카 입자를 잉크젯 프린팅을 통해 광

어진다는 것을 최초로 입증하여, 뇌졸중 치료에서 “Time is brain as well as clot”이라는 개념을 도입

결정으로 제작했고, 자가 집합체의 나노 구조화 메커니즘을 최초로 규명했습니다. 또한 비독성 저가

하기도 했습니다.

원소 기반의 태양광 흡수층 소재 및 구리 나노입자 기반 전도성 잉크, 투명전극 복합소재를 합성하
여, 용액 공정을 통해 태양전지, 인공광합성, 메모리, 센서 등을 프린팅 방식으로 손쉽게 제작할 수

급성뇌경색 치료 시스템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많은 병원에서의 진료현장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

있는 핵심 잉크 소재 및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었습니다. 전산을 이용한 혈전용해치료까지의 치료시간 단축 프로그램 개발과 뇌졸중집중치료실을
중심으로 한 치료 프로토콜 개발 연구 성과는 각 병원에 공유·보급되어 뇌졸중 환자의 치료시스템

이러한 연구는 2005년 국가지정연구실(NRL) 사업을 통해 그 기반을 마련하였고, 2012년 리더연

및 예후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혈전의 자동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를 통해 혈전용해치료의

구사업(창의 연구)에 선정되어 관련 연구를 지속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삼성 미래기술육

선별 및 치료효과 판정과 전략 수립이 가능해지기도 했습니다.

성센터 과제 등 대형 국책 과제 및 산업체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과학 기술 발전에 노력

문주호 교수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연구 결과로 SCI 논문 210여 편을 발표했으며, 이들 논문의 피인용

저는 다른 연구자와 함께 새로운 혈전용해제를 개발했는데, 이 신약후보물질은 기존의 유일한 약제

횟수는 12,000여 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논문 발표 이외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학술단체인 미국

인 액티라제보다 훨씬 효능이 우수하고 부작용도 적어 기존 약제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

화학회에서 발간하는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AMI)’ 학술지의 부편집장(Associate

다. 이 신약후보물질은 국내 한 제약회사에 기술 이전되어 실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ditor)으로 선임되어 활동 중입니다. ACS AMI 학술지는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새로운 재료와 계
면/공정 개발의 중요한 발견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되는 저널로서, 공학계뿐만 아니라 물리, 바이

돌이켜 보면, 이러한 작은 성과를 이루기까지 연세라는 울타리와 터전, 그리고 동료교수들과 전임의

오, 화학 등 자연과학 분야 연구자들에게도 널리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 과학계에 영향

과정을 거쳤던 많은 제자들, 전공의들, 연구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어왔음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력이 매우 큰 ACS AMI 저널의 편집장 역임을 통해 관련 학술계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일일이 이름을 넣을 수는 없지만, 이들이 없이 저의 이런 성과가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또
한, 이들이 있었기에, 지난 20여년 간 만 명이 훨씬 넘는 환자 레지스트리 입력과 5,000명에 이르는

지난해부터 새롭게 개편되어 한층 격상된 위상의 연세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대단히 영광스럽

환자에서의 혈액 샘플, 영상자료 수집이 가능했습니다. 이 모두 미래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원이 될

게 생각합니다. 부임 이후 꾸준하게 기능성 잉크소재 및 프린팅 기술 발전을 위해 나름의 최선의 노

것입니다. 저 또한 동료교수와 후배들을 위한 작은 쓰임과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연세공동체가 수여한 학술상에 부응할 수 있는 더욱 성
숙하고 훌륭한 연구를 수행하여, 연세대학교 학문 위상을 조금이나마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

끝으로 힘들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항상 응원해주고 제 편이 되어주었던 가족에게

겠습니다. 끝으로 신소재공학과 동료 교수님들께 감사드리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곁을 지켜주고 기도해준 가족들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 함께 연

14

구를 수행해 온 졸업생 및 현 연구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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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바이오
클러스터 허브로 발돋움
국제캠퍼스에 세브란스병원 건립 및
사이언스파크 조성
인천시와 상호 협력 강화 …
각종 협력 프로그램 전개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국제캠퍼스에 세브란스병원이 건립

학생 수는 개교 후 매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되고 사이언스파크가 조성될 예정이다.

추어 사이언스파크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

‘연인 프로젝트’ 등 인천 지역사회 협력 강화

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클러스터의 허브 역할
특히 미국, 유럽의 명문대학들이 오랫동안 시행해 온 기숙형

을 국제캠퍼스와 새로이 건립될 세브란스병원이 담당한다는

우리 대학교는 2단계 국제캠퍼스 건립과 함께 인천 지역사

우리 대학교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3월 29일

대학(Residential College) 시스템을 도입하여 글로벌 명문교

구상이다. 또한, 미래도시분야 등 첨단 융합분야 연구를 집중

회 협력도 보다 강화한다. 현재 RC 기여 프로그램의 하나로

(목) 오전 9시 30분 국제캠퍼스 언더우드기념도서관에서 ‘세

육 체제를 구축했다. 그 밖에도 YSLI(Yonsei-SL Biopharma

육성하여 바이오와 IT가 융합되는 미래도시를 통해 새로운

‘연세대’와 ‘인천시’의 첫 글자를 딴 ‘연인 프로젝트’를 통해 인

브란스병원 건립 및 사이언스파크(YSP) 조성 계획’을 발표했

Institute), UNOSD(United Nations Office for Sustainable

연구와 산업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천시 관내 482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방과 후 학습 및 외

다. 4차 산업혁명을 마주한 대학의 장기적 발전과 송도국제

Development), DFK(Design Factory Korea)와 같은 국내·외

도시 혁신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

기관유치를 통해 첨단 학연산 모델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

혁신 클러스터는 뛰어난 입지, 안정적 정주여건, 인재 유입구

있다. 이번 합의로 2단계 캠퍼스 조성과 더불어 보다 폭넓은

하기로 한 것이다.

함과 동시에 진정한 국제캠퍼스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고

조, 글로벌 기업, 스타트업, 우수 연구기관 그리고 명문 대학

공헌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있다.

을 요건으로 하는데 송도국제도시는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

2010년 국제캠퍼스 개교 이래 현황

국어, 예체능 분야 활동 등 다양한 학습 멘토링을 지원하고

추고 있는 몇 안 되는 곳이다. 더불어 세계적 수준의 임상·연

아울러, 개방·공유의 핵심가치를 구현하여 인천 지역대학 및

우리 대학교의 이러한 노력은 간척지 송도를 오늘날의 송도

구능력을 자랑하는 세브란스병원이 가세할 경우 상당한 시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전개할

송도 국제캠퍼스의 출발은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

로 발전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나아가 이번

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우리 대학교는 이를 뒷

계획이다. 또한, 송도 세브란스병원은 종합병원으로서 임상

난 2006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명문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합의는 지금까지의 협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

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융복합 교육·연구프로그램을 개설하

과 연구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인천 지역 병원들과 긴밀히 협

동분서주하던 인천시와 새로운 캠퍼스 후보지를 물색하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연구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력하여 인천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

우리 대학교가 의기투합하여 시작된 국제캠퍼스 조성 사업
은 2010년 1단계 캠퍼스 개교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출할 예정이다.
2단계 캠퍼스 사업 위해 인천시와 상호 협력 강화
연구 중심의 사이언스파크 조성

개교 이래 순차적인 계획에 따라 성장해나가고 있는 국제캠
퍼스에는 학부대학(신입생 전체), 약학대학, 언더우드국제대

이번에 새로이 합의한 내용은 1단계에 이어 2단계 캠퍼스 사

학, 공과대학 글로벌융합공학부, 글로벌인재학부 등 다양한

업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것이다. 1단계 캠퍼스는 교육과

학사단위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 5,500여 명이 재학하고 있다.

국제화에 비중을 두었다면 2단계 캠퍼스는 연구에 초점을 맞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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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캠퍼스는 교육과 국제화에
비중을 두었다면 2단계 캠퍼스는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사이언스파크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용학 총장은 “송도 국제캠퍼스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
기 위한 교육·연구의 중심지로 조성하겠으며, 대학의 전통적
인 모습을 탈피해 다양한 주체들과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새
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진정한 학연산구조를 구축
해나가겠다.” 고 밝혔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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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의원단
우리 대학 방문

대학평가 이해 증진을 위한 
QS 랭킹 세미나 개최

한국을 연구하는 현역 의원들의 모임
“한국 젊은이들의 시각 알고파”

“한국의 대학들이 변화하고 개혁하는 계기가 되길”
세계대학평가 기관 중 하나인 QS Intelligence Unit에서 주관

계 각 지역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대학의 성과에 대한 통찰

한 QS 랭킹 세미나가 지난 4월 23일 우리 대학교 백양누리

에 대해 강의했다. 이후 제인 게이트우드(Jane Gatewood)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로체스터대 Global Engagement 담당 부회장은 QS 대학순
위와 국제학생 간의 상관관계 및 학생들에 대한 영향에 관

지난 5월 3일 한국을 연구하는 미국 현역 의원들의 모임인

한국의 문화와 교육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의미 있는 대화를

“세계 무대 안의 대학 – 국제 순위의 영향”이라는 주제로 진

해서 설명했다. 더불어 제이슨 뉴먼(Jason Newman) QS

‘미국 의회 코리아스터디 그룹(Congressional Study Group

나눴다. 조찬에 이어 의원단은 언더우드 동상을 중심으로 학

행된 본 세미나는 QS 랭킹에서 사용되는 방법론에 대한 전

Intelligence Unit 책임자는 평가 항목 중 하나인 학술적 평판

on Korea, CSGK)’이 우리 대학을 방문했다.

생 홍보대사들과 함께 캠퍼스 투어를 진행했다. 온통 초록으

반적인 이해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 대학평가가 대학

과 졸업생 평판도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의했으며, 데이비드

로 물든 캠퍼스를 둘러보며 의원들은 연신 감탄사를 쏟아내

의 평판도 및 외국인 학생 유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레조(David Reggio) QS 컨설팅 수석이 ‘데이터를 넘어서’라

며 언더우드 동상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학계 및 졸업생 평판이 대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

는 주제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아미 베라(Ami Bera/민주, 캘리포니아), 짐 센슨브레너(Jim
Sensenbrenner/공화, 위스콘신), 재니스 샤코스키(Janice

는 기회가 됐다.

Schakowsky/민주, 일리노이), 존 파소(John Faso/공화, 뉴

의원들의 마지막 일정은 우리 재학생들과의 특별한 만남으

욕), 지미 고메즈(Jimmy Gomez/민주, 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로 마무리됐다. 삼성학술정보관 장기원국제회의실에서 의

이날 세미나에는 우리 대학을 비롯한 국내대학 대학평가 관

니라, 대학 순위가 대학 개혁 및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으로 구성된 본 그룹은 미 의회내 구성된 한국 관련 초당적

원들은 국제학대학원 및 UIC 재학생들과 한데 둘러 앉아

련부처 기관장 및 실무자 12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

지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나아가 우리 대학에서 대학

연구 그룹으로서 올해 2월 공식 출범했다. 독일, 일본, EU에

한국의 정치, 여성인권, 세대 차이, 남북통일, 취업난 등 다

였다. 이날 홍종화 교학부총장은 “QS 순위에 대한 이해를 증

순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한 세미나가 최초로 열렸다는 점

이어 4번째로 출범한 기구로서 20여 명의 현역 연방의원들

양한 국내 관련 이슈들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편

진하기 위한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라며, 한국

에서 그 의의가 있다.

안한 분위기로 진행된 이 토론의 장에는 국제학대학원

의 대학들이 QS 순위를 통하여 변화하고 개혁하는 데 큰 도

의 존 델러리(John Delury)·김 마이클·한석희 교수도

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방한 일정을 시작한 의원단은 강경

이번 행사는 QS 대학순위에 대한 이해를 증진했을 뿐만 아

함께했다.

QS 세계대학평가를 포함한 각종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기관

화 외교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과의 만남에
이어 우리 대학교를 찾았다. 본 일정은

이어진 벤 사우터(Ben Sowter) QS Intelligence Unit 수석은
의원들과의 대화에 참여한 신

미 선교사들의 창립 정신을 이어받아

연주 학생(UIC)은 “미 의원

국내에서 가장 국제적인 대학으로

들이 여러 방면에 관해 한

거듭난 우리 대학을 둘러봄으로써

국 젊은이들의 시각과 생

한국의 대학 문화를 경험하고 이

한편, QS Intelligence Unit은 2004년 MBA 평가를 비롯해
으로 런던 및 싱가폴에 지점을 두고 있다.

대학 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론에 대한 설명과 세

각을 적극적으로 알고

해하기 위해서 기획됐다.

싶어 했다.”며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이야

먼저 의원단은 알렌관에서 김

기를 나눌 수 있는 뜻

용학 총장, 피터 언더우드 이

깊은 시간이었다.”고

사, 이두원 국제처장과 더

전했다.

불어 조찬을 즐기며 ‘선교가
왼쪽부터 존 파소·재니스 샤코스키·짐 센슨브레너·아미 베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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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식

디자인 분야 고급인재 적극 육성한다
디자인융합전문대학원 지원 대상으로 선정
디자인-공학 융합형 인력 양성

우리 대학교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디자인융합전문
대학원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디자인융합전문대학원 사업은 제4차 산업혁명이

반기문과 함께하는 ‘지속가능발전’ 온라인 강좌 인기
sdgs

Design Intelligence

우리 대학교 교수진들이 참여하고, 글로벌사회공헌원이

지속가능발전목표가 5P(People, Prosperity, Planet, Peace

온라인 강의 플랫폼인 코세라(Coursera)와 협력하여 만든

and Justice, Partnership)를 큰 축으로 각각의 분야가 서

‘반기문과 함께하는 21세기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로 연관되어 있으며 모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는 지

st

development in the 21 Century with Ban Ki-moon)’ 강좌

속가능한발전을 위해 실제 정책입안과정이나 관련 활동

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에서 5P가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2월말 사업제안서를

코세라에 따르면 지난 3월 7일 오픈한 이 강의는 116개국

본 강좌를 위해 김용학 총장, 손명세 교수(의과대학)를 비

제출한 이후 제안서 평가, 발표평가, 현장실

에서 천 명 이상이 신청해 수강하고 있으며 수강 인원의

롯한 우리 대학교 교수진 9명과 외부 인사 9명이 참여했

사의 과정을 거쳐 4월 11일 우리 대학교, 홍

대부분은 30대다.

으며, 매 주제마다 반기문 명예원장이 강의를 하고 중간

요구하는 신기술과 디자인의 융합 커리큘럼을
통해 디자인-공학 융합형 인력을 육성하는

익대, 목원대 3개교가 선정됐다.

에는 전문가들의 특강이 포함된다. 외부인사로는 하인츠
전 세계에서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이 강좌는 동

피셔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 수전 마이어스 유엔재단 부

본 대학원은 AI(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로

영상을 통한 6주짜리 교육과정으로 2030년까지 국제사

회장,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 알 칼리파 바레인 최고

봇 등 신기술과 디자인의 융합과정을 개설해

회공동체가 달성해야 하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보건의료 위원회 회장, 로버트 오어 UN사무총장 기후변

실무형 디자인 인력을 집중 양성할 계획이다.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를 알고자 하는 사

화 특별보좌관, 소재향 세계은행 국장, 아리 오벤슨 국제

특히 우리 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

람들을 위해 제작되었다.

청년회의소 사무총장, 에드 후타 전 국제로터리클럽 총

을 더 이해하고, 인간에게 더 적합한 제품과 서비스

재, 마르시아 발리시아노 RELX 이사, 마이클 쉘드릭 글

경험을 신기술을 통해 구현하는 디자인 공학 융합형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반기문 글로벌사회공헌원 명예원장

디자이너 양성’을 목표로 제시하며 ‘디자인 인텔리전스 융합

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유엔 총회가 채택

전문대학원’ 설립을 제안했다. 신기술 활용력과 디자인 실무

한 범세계적 과제로 선진국과 개발국이 함께 2030년까지

한편, 우리 대학교는 지난 2014년 코세라와 콘텐츠 제공

능력이 융합된 다중지능으로서 디자인 인텔리전스(Design

이행하기로 한 17가지 목표다.

등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본 강좌를 수강하고자 할 경

Intelligence)라는 개념이다.

우리 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자인을 바탕으로 하
는 융합 분야가 혁신 산업 중 하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관

교과목은 UX/UI 디자인, 디지털컨텐츠, 디지털마케팅 등의

련 분야 육성 방안을 고민해 왔으며, 이번 선정으로 그 추진

디자인기반교과목과 데이터과학, 머신러닝/딥러닝, 인공지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로벌시티즌 부회장이 참여했다.

우 코세라 홈페이지(coursera.org)에 접속한 뒤 탐색창에
이번 코세라 강의는 기후변화, 불평등, 빈곤 등이 포함된

‘sdgs’를 검색하면 된다.

능, 스마트시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공학기반교과목
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디자인 인텔리전스 융합전문대학원은 2018년 가을학기부
터 개설되며, 2년간 총 11억 원의 국고 사업비가 지원될 예

이를 통해 디자인이 신사업 창출 수단이자 핵심 경쟁력으로

정이다.

역할하는 디자인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인력을
배출하고, 디지털 경험을 통한 신기술 시대에 시장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창업 역량을 배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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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연세인

빈 소년 합창단 역사상 최초의 여성 지휘자이자 최초의 아시

고했다.

아인 지휘자로 국제무대의 주목을 받아 온 김보미 교수가 월
드비전 합창단 상임지휘자가 되어 다시 무대 위에 오르게 됐

“지휘자가 되었을 때 음악적 이론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청

다. 월드비전은 올해로 창단 58주년을 맞이한 월드비전 합창

중들에게 음악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연주 실

단의 예술적 정체성을 발전시키고, 합창단원들이 최상의 공

력을 기르는 것만큼이나 음악을 학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연을 선보일 수 있도록 세계 정상급 지휘 역량을 자랑하는

중요합니다.”

김보미 지휘자를 영입했다고 전했다.
당시 김 교수는 연세 콘서트 콰이어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미
지난 2016년 3월 우리 대학교에 부임하기 전까지 김 교수는

국, 일본 등지로 순회 연주를 다니기도 했다. 덕분에 독일 바

빈 소년 합창단과 함께 뉴욕 카네기 홀, 시카고 심포니 홀, 일

흐 페스티벌을 즐길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었다. 일찍이

본 선토리 홀, 비엔나 황금 홀, 베를린 콘서트 하우스 등 세계

해외 각국을 돌아다니며 경험을 쌓는 과정에서 대학 졸업 후

유명 무대에 오르며 연간 100회 이상의 공연을 해왔다. 이런

독일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새로운 꿈도 생겼다. 짧

성과를 인정받아 2013년에는 오스트리아에서 당해 가장 훌

은 독일어 실력이었지만 입학을 원하던 학교의 학과장에게

륭한 합창지휘자에게 주는 ‘Ortner Preis’를 수상하기도 했다.

진심을 담아 쓴 메일을 통해 시험의 기회를 붙잡은 그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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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 하는 것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보미 교수(음악대학 교회음악과)

음악을 향한 열정으로 국제무대를 누비다

“가슴 뛰는 일을 향해 끝없이 도전하길”

일에서 유학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제 교육자로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김 교수가 월드비전
합창단을 이끌게 되면서 ‘김보미 교수가 월드비전 합창단을

“음악을 너무 좋아했고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자신을 향

두려움도 없었어요. 도전해서 안 될 수도 있지만 실패한다면

한 기대 어린 시선에 김 교수는 “주위의 기대가 부담스럽기

될 때까지 해보자는 생각이었죠.”

도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부담감을 즐기며 월드비전 합창단
을 더 활기차고 매력있는 곳으로 만들어보고 싶다.”는 소감

빈 소년 합창단과의 4년, 음악인으로서의 자산을 쌓다

을 밝혔다.
비엔나의 다양한 합창단과 오페라 극장에서 경험을 쌓아 온
음악을 향한 치열한 사랑 … 대학을 자퇴하기까지

김 교수에게 빈 소년 합창단은 또 다른 도전이었다. 500년이
넘는 오랜 전통을 가진 빈 소년 합창단에는 빈 소년 합창단

김 교수는 어린 시절 교회 성가대 반주자로 활동하며 처음

출신 지휘자들이 대부분이었다.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의 대

음악과 인연을 맺었다. 음악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했다는

부분이 독일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 지휘자가 합창

그는 이웃들과 함께 노래하고 피아노를 연주하며 음악인으

단을 이끄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로서의 꿈을 키워나갔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인해 음대
에 진학하려던 목표를 이룰 수 없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며
음악을 향한 열망을 충족시키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음
악을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커져만 갔다. 결국 그는 다니
던 학교에 자퇴서를 내고 1998년 우리 대학교 교회음악과에
입학하게 된다.
합창지휘 전공 2기로 입학한 김 교수는 우리 대학교에서 화
성악, 음악사 등의 강의를 들으며 음악을 학문적으로 공부하
는 것에 집중했다. 김 교수는 이렇게 쌓은 탄탄한 이론적 지
식이 그가 훌륭한 지휘자로 꽃피게 해준 토양이 되었다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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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연세인

화제의 인물

“연세대학교에서 후배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매력적이고 감사한 일이며,
학생들과 음악으로 대화하는
매 순간순간이 감격적입니다.”

치열한 노력 끝에 원어민 수준으로 독일어를 끌어올린 그는

하지만 김 교수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후

약 4개월의 오랜 오디션 기간 동안 힘든 경쟁을 거쳐 빈 소년

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수해주는 것만큼 보람차고 영광스

합창단 최초의 여성 지휘자이자 최초의 아시아인 지휘자로

러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올해로 교수생활

뽑힐 수 있었다. 젊은 아시아 여성이 지휘자가 되었다는 사실

3년째에 접어든 김 교수는 “연세대학교에서 후배들을 가르칠

을 들은 이사회가 김 교수의 선임을 반대했을 만큼, 당시 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매력적이고 감사한 일”이라며 “학생들과

성 지휘자의 탄생은 빈 소년 합창단 내부에서도 굉장한 이슈

음악으로 대화하는 매 순간순간이 감격적”이라고 말했다.

였다고 한다. 그럴수록 그는 더 열심히 연습하고 철저하게 준
비했다. 음악으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려 한 것이다. ‘눈에

다시 연세로 돌아온 김 교수는 음악대학의 발전에도 큰 관심

띄는’ 지휘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훌륭한 음악을 선보이면

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 대학 독어독문학과, 음악대학

더 큰 감동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노력한 김

교수들과 협업해 독일 작곡가 휴고 디스틀러의 합창 시리즈

교수는 자신이 느끼던 두려움과 부담감마저 기회로 삼으며

인 ‘죽음의 춤’을 재해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융합

실력있는 지휘자로 자리매김했다.

적인 태도로 음악을 해석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려는 시
도에서 비롯됐다.

“빈 소년 합창단에서의 4년은 제가 음악가로서 한층 더 성장

학부 2년생 박상현 학생,
SCI 국제 학술지에 논문 게재
여종석 교수팀서 주저자로 참여
고감도 miRNA 현장 진단 센서 구현

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인 박상현(공과대학 글로벌융합공학

본 연구를 기반으로 위암뿐 아니라 다양한 질병의 바이오

부) 학생의 연구 성과가 SCI 국제저널에 등재됐다.

마커를 현장 진단 할 수 있는 표면 플라즈몬기반 질병 진단
센서 연구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 성과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 유수의 콘서트홀

더불어 김 교수가 학창시절 몸담았던 연세 콘서트 콰이어와

을 돌아다니며 500회가 넘는 공연을 진행하면서 지휘자에게

함께 다양한 공연을 펼치고 있다. 다가오는 연세대학교 원주

전 세계적으로 사망의 주요 원인인 암의 진단은 내시경과 CT

는 응용생체분야의 세계적 권위지인 ‘센서와 액추에이터 B:

가장 중요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캠퍼스 창립 40주년 기념 전야 콘서트에도 초청받아 기념 공

에 의존해 왔으나 늦은 발견과 불편함 등의 한계점이 있어 왔

케미컬(Sensors and Actuators B: Chemical)’에 출판이 확

이끄는 과정에서 교육자로서도 큰 가르침을 얻을 수 있었죠.

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이제는 음악대학이 세계로

다. 그런 가운데 환자가 처치 받는 위치와 근접한 곳에서 실

정됐다.

빈 소년 합창단에서 사춘기 아이들과 함께 하며 인내하는 법

눈을 돌려 국제적인 무대를 위해 발돋움 할 시기”라면서 “음

시하는 현장 현시 검사(POCT)는 피검자의 환경이나 장소, 시

도, 사랑하는 법도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악대학을 글로벌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적극적으

간 등에 구애 받지 않고 신속하게 진단에 이용하며 비용을 획

본 논문의 1저자인 박상현 학생은 학부 1학년 당시 여름방학

로 참여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주목 받고 있다.

개별연구 과정에서 여종석 교수의 지도 아래 이 연구를 시작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다시 연세로

했다. 학부생이 본인의 연구 주제와 방법을 결정하고 연구 성
한 평생을 음악을 사랑하며 살아온 김 교수는 “자신이 좋아

박상현 학생은 여종석 교수(글로벌융합기술원)의 지도 아래

과를 도출하여 SCI급 저명 학술지에 게재하는 사례는 흔치

빈 소년 합창단에서 활약하던 김 교수는 2016년 우리 대학교

하는 일이 직업이 되면 그것보다 행복한 삶은 없다.”며 연세

이지혜 연구원(공과대학 글로벌융합공학부 박사과정)과 더

않은 사례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음악대학 교회음악과 교수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처음

의 학생들도 자신을 가슴 뛰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다양한 경

불어 혈액 속에 존재하는 마이크로RNA(miRNA)가 질병의 경

연세대학교에서 교수직을 제의받았을 때 주변에서는 그의

험을 통해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세대학교가 가

과에 따라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변하는 것에 주목했다. 나아

한편, 현재 여종석 교수 연구팀은 나노기술 기반의 IT-바이

한국행을 만류했다고 한다. 빈 소년 합창단의 지휘자는 명예

지고 있는 최고의 매력은 열린 시각과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 위암의 진행에 따라 농도가 증가하는 miRNA-106a를 비색

오-에너지 융합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는 과학기

롭고 정년도 보장된 자리였고 그가 머무르고 있던 비엔나는

주는 것”이라며 “많은 학생들이 연세에서 도전정신을 길러

분석을 통해 시각적으로 신속하게 진단하는 바이오칩을 구

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IT명품인재양성’ 사업, 한국연구

최고의 예술적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

두려움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현했다.

재단의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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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톡톡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사실 처음부터 창업을 하는 게 꿈은 아니었어요. 대학생활 내
내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취업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하
지만 어렸을 때부터 늘 무언가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
요. 대학에 들어와서는 여러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내가 만든

‘웨이웨어러블’ 문종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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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기기와 앱을 연동해 이용자의 피부 관련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기
기 ‘WAY’를 개발한 ‘웨이웨어러블’의 문종수 대표(경제 04)를 만나보았다.
웨이웨어러블은 어떤 회사인가요?

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첫 번째 회사를 정리한 후 새로운 아
이디어를 구상했습니다. 당시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이용자들

들이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여줄 때 보람을 느낍니다.

창업과 회사 운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
는 것은?

물건도 사람들이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

창업을 하면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일에도 많은 시간을 쏟아

죠. 그러다 우연히 창업을 준비하던 친구들과 함께 공동창업

야 합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의미있어 보이는 일만 하려고

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몇만 명이 저희가 만든 헬스케어 앱

하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 당연해 보이는 일

을 사용하는 걸 보며 큰 보람을 느꼈죠. 거창한 계기를 가지고

들을 처리하는 데 아까워하지 않고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어야

시작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창업에

합니다.

젖어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스킨케어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다”

는 직원도 있었어요. 지금은 저희가 만든 제품을 사용한 고객

대표님의 대학 생활은 어떠셨나요?

앞으로 웨이웨어러블을 통해 이루고 싶으신 최종 목
표는 무엇인가요?

제가 입학했을 당시에는 학교에서 계열별로 신입생을 모집하

앞으로도 저희는 이용자들의 위한 피부 데이터, 환경 데이터,

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입생 때는 전공이 정해지지 않아서

화장품 관련 데이터 등을 많이 수집하고 잘 분석해서 뷰티와

여러 분야의 수업을 들어야 했었어요. 저는 그때 교양수업을

스킨케어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데이터를 접목시킨 회사로 남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교양수업을 들으면서 대학에

고 싶어요. 사람들이 피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 바로 웨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평생 알지 못했을 지식들을 많이 접할 수

웨어러블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요. 웨이웨어러블의 시작을

있었고 실제로 그때 배운 것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도움

기점으로 피부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 화장품이 만

을 주었습니다. 창업을 하게 된 후에도 그렇고요.

들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계속 알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까지의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은 무엇이었나요?

마지막으로 연세의 선배로서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
에게 한 마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웨이웨어러블은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피부를 가질 수 있도

의 신체활동을 측정하는 웨어러블 기기가 큰 성공을 거두고

우선 사람을 모으는 게 힘들었어요. 나와 뜻이 맞는 사람들을

사실 이제 창업과 취업의 경계는 많이 흐려졌다고 생각해요.

록 빅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 뷰티 디바이스를 제작하고 있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피부 상태를 체크하고 관리하는 기

만나고 그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 어려웠으니까요. 이제 막 만

자신의 미래를 창업 혹은 취업으로 나눠서 생각하기 보다는

는 회사입니다. 모바일 앱세서리 ‘WAY’를 통해 이용자들은 자

기가 있으면 더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진 회사가 투자를 받아내는 과정도 쉽지 않았고요. 하지

본인이 잘 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저 역

신의 피부 상태를 수시로 측정하고 일상 속 주변 환경이 피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시 팀을 모으고 과연 이 아이템

만 역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눈앞에 우리가 원하는 제품

시 그랬고요. 우리 사회에서는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열정이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수집된

이 사업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해 이스라엘에서 열리

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있는 사람들이고 취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데이터를 분석해 그 결과를 다양한 뷰티, 스킨케어 제품에 반

는 스타트업 경진대회에 참여했습니다. 기존의 웨어러블 기기

영하고 있습니다.

와는 달리 피부 상태에 대해 전문적으로 측정하는 기기를 만

지금의 회사를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들겠다는 아이디어에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 후 한국으로 돌어와서 본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리크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까지 회사를 운영
하시면서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이라고 규정짓는데 저는 그런 편견이 싫었어요. 취업, 창업을
나눠서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잘 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학교에 다니면서는 다
양한 전공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양수업이나

루팅, 투자 유치 등을 하며 1년여를 고군분투한 끝에 2015년 첫

제일 보람찼던 순간은 처음 WAY라는 제품이 태

타 과 수업을 많이 들어보는 기회를 만들었으

첫 번째 창업은 헬스케어 분야였어요.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뷰티, 코스메틱 기

어난 날이에요. WAY를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

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과 만나야만 그동안

헬스 콘텐츠를 전달하고 추천해주는 앱을 제작하는 일을 했

업들과 협력해 저희가 가진 데이터를 반영한 화장품을 개발

이 오랜 시간 노력했기 때문에 처음 공장에서 시

자신이 접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접하고 새로

어요. 하지만 결국 원하던 바를 완전히 이루지 못했고 첫 창업

하는 일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받았을 때는 감격한 나머지 눈물을 흘리

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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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총동창회, 3억 원 쾌척
지난 4월 17일 총장실에서 행정학과 총

박선원 동문, 1억 2천만 원 기부
노후화된 교내 체육시설 보수 지원
파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동창회의 기부금 전달식이 열렸다.
김용학 총장은 “현재 학교 교육 변화의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등 사회환원

종합건설㈜ 회장)이 우리 대학교에 1억

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그는 “기

2천만 원을 기부했다.

부란 성의껏, 능력껏 나눌 수 있는 마음”

기부금 전달식에는 문정호 동창회장 등

필요성을 느끼며, 재원이 필요하다고 생

행정학과 총동창회 임원들을 비롯해 김

각한다.”며 “행정학과의 도움에 감사드

지난 3월 6일 오전 11시 상남경영관에서

용학 총장과 민동준 행정·대외부총장,

린다.”고 전했다.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서 박선원 동문은

이삼열 행정학과장, 최영준 행정학과 교
수, 전혜정 대외협력처장이 참석했다.
문정호 회장은 “행정학과 창립 60주년

이라며 “힘이 닿는 한 기부를 멈추지 않
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부금의 목적에 맞게끔 모든 사람들이

이어서 박선원 동문은 기부의 새로운 문

이번 전달식으로 조성된 기금 3억 원

체육시설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길 바

화를 조성하기 위한 donor card 회원제

은 행정학과 발전기금으로 사용될 예

란다.” 는 바람을 전했다.

운영을 제안했다. 기부자를 대상으로 발

정이다.

급되는 donor card는 기부에 따른 혜택

을 맞아 학부교육에 도움이 되길 바란

박선원 동문은 이번 기금 이외에도 사회

을 항목화하여 보장해줄 수 있을 것으로

다.”며 동문 기부 문화가 많은 학과에 전

복지 대학원 장학금, 행정 대학원 발전

보인다. 박 동문은 “이러한 서비스의 보

기금 등 다방면에 걸쳐 학교 발전에 힘

편화를 통해 기부문화의 대중화를 이룰

을 보태 왔다. 또한 재단법인 장학회와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준곤 동문, 응통장학기금 1억 원 쾌척

더 스피릿 학생기부대사 발대식 개최

“후배들의 꿈을 위한 디딤돌이 되길”

섬김과 나눔의 정신 계승하고 기부문화 활성화에 앞장설 것

28

박선원 동문(사회복지학박사과정, 선두

지난 4월 13일 우리 대학 학생기부대사

이날 발대식에서 전혜정 대외협력처장

박준곤 동문(응용통계 67, ㈜코람스틸

다.”며 모교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다.

‘더 스피릿’의 발대식이 열렸다. ‘더 스피

은 기부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기

회장)이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1억 원

릿’은 우리 대학의 고유 정신인 섬김과

부 문화가 확산되는 것이 곧 학교가 발

을 출연하기로 약정했다.

나눔, 기부와 헌신의 정신을 계승시키고

전하는 길이고, 후배들이 더욱 더 연세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조직된 학생자

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 기금은 박준곤 동문의 뜻에 따라 응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

치기구다.

격려했다.

용통계학과 장학기금으로서 1년마다 4

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격려하

명의 학부학생에게 250만 원씩 장학금

는 등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힘을 보태
왔다.

박준곤 동문은 대구에 위치한 송곡문화
장학재단의 이사장을 역임하며 열악한

이번에 선발된 총 10명의 학생기부대사

회장으로 선발된 곽혜진(경영 14) 학생

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 3월 14일 김

는 기부 관련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을

은 “학생기부대사만이 전할 수 있는 창

용학 총장, 민동준 행정대외부총장, 전혜

운영하고, 기부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의적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앞장서겠

정 대외협력처장, 박태영 응용통계학과

제안한다. 기부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은

다.”는 포부를 밝혔다. 선발된 학생들은

학과장이 모인 기부금 전달식에서 박준

물론 각종 기부 관련 행사에도 참여할

올해 8월까지 제1대 학생기부대사로 활

곤 동문은 “장학기금을 통해 보다 많은

예정이다.

약하게 된다.

우리 학생들이 꿈을 펼쳐 나가길 바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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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방향 정밀 측정 가능한 2차원 물질 기반
광검출소자 개발

국제 저명 학술지 네이쳐 커뮤니케이션스에 논문
게재

대 재료로 각광받는 2차원 물질인 그래핀(graphene)과 이황
화몰리브덴(MoS2)을 전극과 광활성층으로 이용하여 광검출
기를 구현한 것이다. 제작된 광검출기를 기판에서 떼어내어
당겨진 탄성중합체(elastomer)에 부분적으로 부착하고 탄성
중합체를 원상태로 풀면 2차원 구조에서 3차원 반구형 검출
기가 구현된다.

먼저 안종현 교수 연구팀(이원호 박사, 이용준 박사과정 연
구원)은 노스웨스턴대학 연구진과 공동 연구를 통해 빛의

개발된 광검출기는 3차원 구조와 2차원 물질의 높은 빛 투과

방향을 감지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광검출 전자소자를 개

도로 인하여 빛이 한 지점을 통과한 후 다른 지점에 도달할

발했다.

수 있다. 덕분에 각각의 포지션에 기반을 둔 단위 광검출기의
빛의 방향 감지가 가능하게 된다. 3차원 구조와 탄성중합체

빛의 방향 측정은 광학 분석 장비에 중요한 기술일 뿐 아니라

기판의 연성으로 당김, 구부림, 비틀기와 같은 기계적 변화에

보안 시스템, 인공위성의 위치 보정 등에 응용될 수 있는 핵

도 피해를 받지 않는다.

심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술적 난제로 여겨졌다.
안종현 교수는 “3차원 구조 광검출기는 자율주행차, 추적 시
빛의 방향 측정을 전자소자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3차원 구조

스템, 인공 위치 교정 시스템 등에 활용 가능할 것”이라며 “새

위에 여러 기능성 물질을 집적해야 한다. 하지만 3차원 구조

로운 기법을 활용한 소자 개발을 통해 광검출기는 물론 향후

체에서는 기존 반도체 공정 진행이 어려워서 마이크로미터

다양한 3차원 구조의 새로운 전자소자를 개발할 수 있는 방

(mm) 크기를 갖는 전자소자 구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

향이 제시된 것”라고 말했다.

동 연구진은 종이접기(origami)와 팝업북 원리를 차용해 2차
원 평면상에서 광전자소자를 제작한 후 힘을 제거하면 3차원

이번 연구 결과는 한국연구재단 리더(창의)연구자사업 지원

구조의 광전자 소자가 구현되는 현상을 활용했다.

으로 수행되었으며, ‘2차원 재료를 기반 기능적 3차원 구조를
응용한 광검출과 이미징 소자(Two-dimensional materials in

안종현 교수팀,
2차원 반도체 소재의
기술적 난제 해결
국내외 연구 통해 응용소자 개발 성공

특히, 기계적 특성과 광학적 특성이 매우 우수해 높은 변형에

functional three-dimensional architectures with applications

서도 안정적인 특성을 보이는 2차원 물질을 적용하여 3차원

in photodetection and imaging)’라는 제목으로 국제학술지 ‘네

단원자층으로 이루어진 MoS2를 포함하는 다양한 2차원 반도

구조체에 전자소자를 결합했다. 산화실리콘(SiO2) 기판 위 감

이쳐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됐다.

체 소재들은 다양한 전기적 특성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

광성 재료인 SU-8을 이용해 구조체의 모양을 형성하고, 차세

라, 우수한 기계적 물성을 소유하고 있어 최근 플렉서블, 웨
어러블 전자소자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가능성에 비해서 반
도체 소재 합성뿐만 아니라 소자 제작과 관련된 연구가 미진
한 상태다.
안종현 교수(전기전자공학부)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2차원
반도체 소재를 MOCVD 기술을 이용하여 웨이퍼 크기로 합
성하고 소자 제작에 필요한 여러 기술적 난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력을 바탕으로 국
내외 공동연구를 통해 2차원 반도체 소재의 두 가지 플렉서
블, 웨어러블 응용소자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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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부착 가능한 2차원 물질 기반의 초박막형 유연
디스플레이 개발
더불어 안종현 교수는 중앙대학교 화학신소재공학부 김수영
교수진과 공동 연구를 통해 머리카락 두께보다 얇아 인체에 부
착이 가능하고 매우 유연한 특성을 갖고 있는 초박막 웨어러블
디스플레이를 개발했다.
공동 연구진은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주목 받는 이황화몰리브
덴(MoS2) 박막 트랜지스터를 기반으로 한 6마이크로미터(μm=
100만분의 1m) 두께의 초박막형 능동 구동(Active-matrix) 디스
플레이를 개발했다.
초박형 디스플레이는 기존 디스플레이 기술을 뛰어넘어, 폴더
블 디스플레이와 착용 가능한(Wearable) 전자 소자 분야 등 다
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어 학계와 산업계에서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다. 특히, 핵심 기술은 유기발광다
이오드(OLED)를 구동할 수 있는 매우 얇고 유연한 반도체 트
랜지스터다
안종현 교수는 “그동안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힘들다고 생각이
되었던 이황화몰리브덴(MoS2) 기반의 반도체가 플레서블, 웨
어러블 디스플레이에 적용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면서 “초박
막형 디스플레이는 매우 유연하여 접힘이 가능한(Foldable) 디
스플레이에서 인체 피부 및 섬유 조직에 부착시켜 실시간 헬스
모니터링 시스템과 같이 의료 및 스포츠 분야 등으로 다양하게

트랜지스터 반도체 물질인 이황화몰리브덴(MoS2)을 통
하여 유기 발광 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가 안정적
으로 구동되고 있다.

자에게 적용하고자 (주)노보믹스와 공동으로 각각의 종양형
과 항암제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유전자 분석 기반 진단기
술을 개발해 클래식 임상시험 환자 629명을 대상으로 검증
했다. 그 결과 검사가 이루어진 625명 중 79명(약 13%)이 면역
형으로 분류됐으며, 줄기세포형과 상피형은 각각 265명(약
42%), 281명(약 45%)이었다.

세계 최초 수술 후 항암제 치료 효과 예측 가능

면역형은 5년 생존율이 83.2%였다. 면역형 환자 중 수술 후

본 연구 결과는 한국연구재단 리더(창의)연구자사업 지원으

의대 정재호·노성훈 교수팀(외과학)과 국내 다기관 공동연

은 환자군은 약 85.8%로 차이가 나지 않았다.

로 수행되었으며, ‘이황화몰리브덴 박막 트랜지스터로 구현

구팀이 진행성 위암 환자의 유전자를 분석해 수술 후 항암제

된 유연한 능동 구동 유기 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Flexible

의 치료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진단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

노성훈·정재호 교수는 “수술 후 예후가 좋고, 항암제에 반응

active-matrix organic light-emitting diode display enabled by

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세계적인 의학저널인 ‘란셋 온콜로지

하지 않는 환자들은 굳이 항암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며

MoS2 thin-film transistor)’라는 제목으로 국제학술지 ‘사이언

(Lancet Oncology)’에 게재됐다.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진행성 위암 환자의 약 15~20%는

활용될 수 있다.” 고 밝혔다.

[그림] 인체 피부 위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초박형
능동 구동 방식의 디스플레이 사진.

정재호·노성훈 교수 연구팀,
불필요한 위암 항암치료
선별 기술 개발

스 어드벤시스(Science Advances)’에 게재됐다.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군의 5년 생존율은 약 80.8%, 수술만 받

현행 표준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다중 코호트 연구방법으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위암 진단을 받은 환자 2,858명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위암을

개인의 유전자 검사를 통한 항암제 적합성을 평가하는 의료

면역형과 줄기세포형, 상피형으로 분류했다.

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가 완료돼 임상에 적용
할 수 있으며, 현재 신의료기술 평가가 진행 중이다.

나아가 연구팀은 분류에 따른 결과를 실제 임상현장에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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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절연체 적용 트랜지스터 소자의 불안정성은 세계적으
로도 연구의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왔으며 실제 산업적 응용성
측면에서 걸림돌이 되어 왔다.
임성일 교수 연구진은 본 연구에서 절연체 산화막을 사용하지
않고 이차원 쇼트키 금속막과 이차원 반도체막을 접합함으로
써 계면결함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수 나노미터 두께의 몰리
브덴 황화물(MoS2) 반도체 채널과 비슷한 두께의 나이오븀 황
화물(NbS2) 전도층을 적층시켰을 때 계면에 쇼트키 장벽이 생
기는 것을 확인했으며, 그 장벽의 크기는 켈빈 주사 탐침 현미
경(SKPM)으로 분석 측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절연
층 산화막 대신 쇼트키 장벽을 이용하는 쇼트키 트랜지스터 소
자를 구현했으며, 이들 트랜지스터들은 제작할 때마다 거의 일
정한 문턱 전압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이러한
이차원 쇼트키 접합은 다이오드 소자로도 동작을 하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트랜지스터 및 다이오드로도 그 역할이 가능함을
보였다.
반도체 트랜지스터 채널의 전극으로 그래핀을 사용한 경우에는
800 ㎠/V S 라는 매우 높은 트랜지스터 소자의 이동도를 얻었는
데, 본 연구진의 쇼트키 트랜지스터 소자 실제 응용으로는 압전

임성일 교수팀,
2차원 반도체 소자 실용화
가능성 확장

이차원 금속-이차원 반도체 쇼트키 접합 소자개발

나노과학전문 국제학술지 ‘나노 레터스’에 연구성과
게재

터치 센서 회로가 제안되었다[그림 1]. 그 결과로 ±1 V 의 낮은 압
전 스위치로 회로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임성일 교수(교신저자)와 같은 학과의 이연진 교
곤 박사과정 학생(제 1저자)이 소자제작 및 전기적 특성 등에

MoS2

Graphene

참여했다.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중견연구자 도약사업
및 선도연구센터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어, 나노과학전문 국
물질의 조합에 따라 반도체, 금속, 초전도체 등 다양한 성질

제학술지인 ‘나노 레터스 Nano Letters’에 최근 온라인 게재되

사이의 반데르발스 결합을 이용하여 쇼트키 다이오드 및 트

을 보여 나노 전자 기술을 위한 차세대 물질로서 전 세계적으

었다.

랜지스터 소자를 동시에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향후 2

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차원 반도체소자의 실용화 가능성을 크게 확장하였다는 점

Gate

Drain

[그림 1] 쇼트키 접합 소자의 모식도

현재 이를 이용한 대표적 소자는 절연체 산화막를 적용한 이
차원 반도체 트랜지스터로서 많은 종류의 이차원 반도체들

이차원 물질이란 원자층간 결합이 반데르발스 결합으로 되

이 학술지에 게재되고 있지만, 채널과 산화막 사이의 계면에

어, 기계적 박리에 의한 2차원 형태의 구현이 가능한 물질이

필연적으로 계면결함이 야기되면서 트랜지스터 소자들은 제

다. 대표적으로는 그래핀, 전이금속디칼코젠(TMD) 화합물,

작 시 항상 불안정성을 보여 왔다. 즉, 소자가 동작하는 문턱

흑린 등이 있다. 그 중 TMD 계열의 화합물은 금속과 칼코젠

게이트 전압이 제작된 소자마다 일정하지 않음을 보여 왔다.

34

Source

수, 그리고 기계공학과의 전성찬 교수가 함께 연구했으며, 신형

임성일 교수(물리학과) 연구팀이 2차원 금속과 2차원 반도체

에 큰 의미가 있다.

NbS2

그래핀이 소스와 드레인 그리고 게이트 전극의 역할을
하였다. MoS2는 2차원 반도체이며 NbS2는 2차원 금속
전도체 역할을 하여 소스에서 드레인 방향으로는 트랜지
스터 전류가 흐르게 되며, 소스에서 게이트로는 쇼트키
다이오드 전류가 흐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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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외롭고도
쓸쓸한 싸움을
위해서
융합연구모임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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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사회 이슈에 대해서 주목했어요. 그

활용했어요. 제일 많이 나온 단어를 찾

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과정에서 학제간 연구가 가능한 주제

기 위해서요.

자기가 스스로 느끼고 있는 상황이나

를 세부적으로 찾기 위해 논의를 거쳤
고요. 그 결과로 암, 그 중에서도 간암에

이후 암 환자의 상태, 즉 초기·중기·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

기로 나눠서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

어요. 왜냐하면 간암 환자에 대한 데이

오는지 수기를 매겼습니다. 그 과정을

<연세소식>에서는 지원 대상자로 선발된 대학원생 연구팀을 만나 학생들의 연

터가 많을뿐더러,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신체, 정신적인

구 아이디어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호에서는 ‘간암 환자들의 수

사망률이 높은 질병이거든요. 전체 사

건강 어구를 호소하는지 볼 수 있었죠.

기를 통해 그들의 신체활동과 정신건강의 특수성’을 연구한 배재윤(스포츠응용산

망률 10대 원인 중 하나이자, 40~50대

업학과·박사7학기), 이상은(간호·석사 6학기), 박광원(스포츠응용산업학과·석사

사망 원인 1위이지요. 신체적이든, 정신

졸) 씨를 만나 연구 이야기를 들어봤다.

적이든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모두 접
근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융·복합 연구 경험은 어땠나요?
박) 저희가 연구를 할 수 있던 원동력은
연구의 독창성인 것 같아요. 저는 앞으
로도 빅데이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빅데

A. 각 시기에 환자들이 어떤 생각이나

이터를 통한 연구 가능성을 확인할 수

감정을 호소하고 있는지 피상적인 것

있어서 좋았어요.

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

리라 생각했어요. 지속적으로 간암에

어볼 수 있었어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

배) 1년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받고 연

대해서 발생을 저지하는 약이나 정서

면 간암, 치료, 환자, 병원이 가장 많이

구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지원해주신

지지를 위한 방법 개발에 대한 연구는

등장했어요. 운동, 수술, 마음, 시간, 건

비용을 통해서 접하기 어려웠던 프로

많았지만, ‘빅데이터’를 사용한 접근은

강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왔고요. 자신

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기도 했고요. 전

적었거든요.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 재

의 투병 상황을 설명하는 단어를 많이

반적으로 과정에 집중을 두고 있는 프

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생

사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로그램이라 대학원생 연구자들이 좋은

각했어요. 그래서 ‘간암 환자의 생애 자

는 앞서 말씀드렸듯, 기존에 생각하던

환경에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

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해보자’는 개괄적

바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지만, 구체적

회였던 것 같아요.

인 목적에 도달했죠. 그러면 이 환자들

인 결과를 낼 수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치료에 집

생각했어요. 구체적으로 일반화 할 수

이) 교수님이 아닌 다른 원생들끼리 팀

중하는지 등에 대한 말 그대로 기초 자

있는 수준의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았

을 만들어서 연구를 진행해본 경험이 처

료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거든요.

지만, 다른 연구에서 이 방법을 이용한

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의견을 조율하고

다른 연구에도 사용될 수 있는 하나의

다면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으리라

합치시키는 방법 등을 배우는 과정이 참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고요.

생각해요.

좋았어요. 각자 배운 환경이나 하고 있

연구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나요?

는 연구 방향도 달라, 하나로 합치기가
그리 쉽지 않은 과정이거든요. 1년간 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교수

는데, 저 혼자 유일한 간호학과 학생이

저를 구심점으로 팀이 만들어지게 된

A. 저희는 우선 인터넷에서 접근할 수

었거든요. 수업에서 박광원 선생님하고

거죠.

있는 생애 자료에 집중했습니다. 다음

A. 연구를 통해서 간암환자에 대해 총

참된 학자가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사이트 카페 서

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지해주시는 김희정 교수님, 김선아 교

비스에 여러 사람의 수기가 올라오거

하나의 방법을 만든 것 같아요. 워낙 진

수님, 장연수 교수님, 이현경 교수님, 고

든요. 신뢰성을 판단했을 때 이게 가장

단을 내릴 때는 환자의 정서적인 걸 본

일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높다고 생각해서 접근했습니다. 그 중

다고 하지만 병리적 접근이 더 크거든

팀을 같이 하게 돼서 그때부터 인연이
있었어요.

이) 저희는 스포츠응용산업학과 간호

연구 주제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떠올리셨나요?

학을 융합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팀입

박) 저는 융합연구 기회가 있다는 이야

니다. 박광원 선생님이 매개가 돼서 만

기를 듣고, 제가 도움이나 조언을 얻었

A. 빅데이터를 통한 데이터 마이닝을

780명 정도의 수기를 직접 모았고, 데

요. 우리 연구는 근데 간암환자가 스스

들어졌죠. 레저비즈니스라는 수업이었

던 분들에게 연락을 드렸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연구를 찾기 위해 우선적으

이터를 추려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로 이야기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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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요.

더불어 저희 연구가 도움이 될 수 있으

연구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간호학과 스포츠의 만남이 흔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 팀은
어떻게 꾸려졌나요?

치료 방법 등에 중점적으로 접근했으

님들께도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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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SNS

지금 SNS에서는

최근 환경 문제에 관한 이슈가 계속되면서 우리 대학교에서는 쓰레기로 분류되던 커피가루를 재활용하는 방안이 점차 떠오르고 있다. 그 일환
으로 커피가루는 흔히 방향제나 탈취제 등으로 활용되어 왔다. 우리 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에서는 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내 카페
에서 커피가루 일부를 수거하여 비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 특별한 이야기를 블로그에서 만나보자.

연세대학교 교내 커피가루 비료 활용법

푸릇해지는 캠퍼스를 방해라도 하려는 듯, 날씨의 변화가 무척 빈번한 4월이다. 백양로, 청송대, 연희관 가릴 것 없이 만발했던 꽃들은 모두 파
릇한 잎으로 변해버렸다. 봄이 가버린 듯해, 서운할 법도 하지만 그만큼 쌓인 추억으로 마음을 달래보자. 여름 앞으로 성큼 다가온 4월, 이 달의
키워드는 ‘꽃이 찾아온 캠퍼스’, ‘연세의 백색소음을 찾아서’, ‘새내기의 고민’이다.

이 달의 키워드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위한 커피가루 비료 활용법

‘꽃이 찾아온 캠퍼스’, ‘연세의 백색소음을 찾아서’, ‘새내기의 고민’ 이다.

하나, 꽃이 찾아온 캠퍼스

교내 카페에서 폐기되는 커피가루, 친환경 비료가 되다!

연세대학교에는 벚꽃나무가 많다. 연희관 앞 길부터, 체육관 가는 길, 삼성학술
정보원 뒤, 유억겸 기념관 앞까지. 덕분에 활짝 핀 벚꽃 아래에서 사진을 찍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가시지 않았다. 떨어지는 벚꽃잎을 잡으면 인연이 찾아
온다는 속설 때문인지 열심히 팔을 휘젓는 학생들도 있었다. 연세대학교 벚꽃
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많은 학생들의 이목을 끌었다.

커피가루의 비료 활용도?

커피가루의 질소(N), 인산(P), 칼륨(K) 등 다량 및 미량 원소 7가지를 검사한 결

과, 질소 0.98%(기준치 0.12%) 등 6가지 원소가 다량 함유돼 비료로서의 활용

# 봄바람_휘날리면
# 흩날리는_벚꽃잎이

가치가 검증됐다. 이에 글로벌사회공헌원에서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
해 비료 및 시비를 진행했다.

둘, 연세의 백색소음을 찾아서

비료뿐 아니라 토양을 보존하는 역할까지

시설처 조경팀에서는 수거된 커피가루를 정리해 교내 조경 업무를 위한 비료와

멀칭 재료로도 적극 활용 중이다. ‘멀칭’이란 농작물 재배 시 흙의 표면을 덮어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커피가루가 토양을 관리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

# 백색소음은_집중에_특효약
# 기말고사때는_꼭

셋, 새내기의 고민

향후 1년간 최대 6톤 수거

교내 커피가루 비료 활용을 확대해가면서 우리 대학교는 1년간 약 6톤의 커피
가루를 수거해 비료 및 멀칭 재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쓰레기 처리비
용 및 조경예산 절감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연세대학교 블로그에서
관련 내용 전문 보기
https://goo.gl/bMF1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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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소음은 소음이지만 귀에 쉽게 익숙해져 작업에 방해되는 일이 없으며, 오히
려 거슬리는 소음을 덮어주는 작용을 한다. 진공청소기, 파도소리, 빗소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연세대학교 근처에도 백색소음을 들어볼 수 있는 곳들이 여러
곳 있다. 중간고사 기간에 맞춰 올라온 탓인지, 많은 학생들이 이 백색소음을 들
으면서 공부하기도 했다.

새내기들이 벌써 연세대학교에 입학한지 두 달이 지나가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이 어색해서인지 고민이 가득해 보이는 학생들이 더러 보인다. 생
각도 많고 고민도 많은 새내기들을 위해서 학생들이 새내기의 고민에 해결책을
알려줬다. 고민하는 새내기 덕분인지 해당 영상은 3천 200회 이상 재생되기도 했
다. 삐약삐약 새내기가 장성할 수 있을 때까지 선배들이 도와줄게!
# 무엇이_고민인가요?
# 선배말을_잘_들어보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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