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소식

노벨화학상 수상자
쿠르트 뷔트리히 박사 초청 강연
연세 창립 120주년 기념 의생명 과학기술 국제학술회의
우리대학교는 창립 120주년을 기념하여 4월 27일 오후 1시 30분 백주년기념관에
서 세계적인 석학들을 초청해 학술강연회를 개최했다. "New Era in Yonsei
Biomedicine and Biotechnology"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 강연회에는 2002
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쿠르트 뷔트리히 교수(Kurt Wuthrich)를
초청하여 생명공학
¨
분야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흐름을 전망하는 자리를 가졌다.
연구처에서 주관하고, BT 특성화 사업단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앞으로도 의생명 과학기
술 분야의 5개 국제학술회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그 첫 번째 학술회의에는 세계적인 석
학의 강연을 듣고자 하는 우리대학교 재학생들과 교수들 500여명이 좌석을 가득 매웠다.
강연회에 앞서 정창영 총장은 "우리대학교는 세계적인 연구 중심 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
으며, 생명과학 분야는 이를 위한 핵심적 분야"라고 밝히고, "이번 강연회를 통해 생명과학
연구(바이오 테크놀로지 연구)의 활성화 및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획기적인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우리대학교 생명과학 수준 높이 평가
뷔트리히 박사는 이 날 강연회에서 "구조생물학 및 구조유전학에서의 핵자기공명 분광법"이라는 주제로 한 시간 동안 강연을 했다. 강연 후에는 세계적인 석학으로부터의
충고를 듣기 위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우리나라의 생명과학 분야 수준에 대해서 뷔트리히 박사는 "며칠 전 사이언스지 심사위원으로 한국인 논문을 검토한 적이
있다. 한국 생명과학 분야에서 일하는 과학자들의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대학교의 생
명과학의 기반 시설과 인적 자원이 매우 훌륭하다고 평가하며, 연구에 매진한다면 한국의 생명과학계에서도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1인자가 아닌 세계 1인자 찾아라
최근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인한 위기에 대해서는 "과학은 스포츠가 아니다. 단기간에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
나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항상 꿈을 가지고 멀리 내다볼 수 있어
야 한다"며 후학들에게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스위스 대학들은 교수를 채용할 때 국내 1인자를 찾지 않고 전 세계에서 1인자를 찾는다. 그것이 스위스가 인
구 100만명 당 노벨수상자 3.5명을 기록한 비결이다"라고 우수한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생명과학의 선구자 뷔트리히 박사
뷔트리히 교수는 생명과학 분야의 선구자적 과학자이다. 스위스의 아르베르크 출신인 그
는 쮜리히(Zurich)에 위치한 스위스 연방공과대학(ETH)의 고분자생물물리학과에서 재
직하며, 2001년부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홀라에 있는 스크립스 연구소(TSRI)에
서 방문교수로 구조생물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의 가장 큰 연구 성과로는 핵자
기공명(nuclear magnetic resonance/NMR) 분광법을 이용한 단백질과
같은 생물학적 거대분자의 3차원 구조를 용액 상태에서 규명하는 것이다. 핵
자기공명 분광법(NMR)을 통한 단백질 구조 해석으로 유방암, 전립선암의 조
기진단과 광우병 원인 단백질인 '프리온' 구조를 세계 최초로 규명해 오늘날
광우병 진단을 가능하게 했다. 그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 노벨 화학
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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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튜브 형태 분자 집합체 개발

이명수 교수(화학과)

신 개념의 차세대 항생제 개발
원천 기술 확보

브는 세포막 사이로 끼어 들어간 후 닫혀 있던 세포막에 새로운 통로를 형성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

이명수 교수(화학과)가 정밀하게 설계된 분자들이 스스로

우리 몸에는 외부의 병원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체계가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병원균

조립되는 현상을 이용해서 생체 내의 세포와 친화력이 높

의 세포막에 인위적으로 세포 내 내용물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를 형성하는 분자들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은 튜브 형태의 분자 집합체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데

얻어진 합성한 분자들을 이용하면 병원균 세포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시키는 통로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성공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차세대 항생제 개발을 위한

감염된 세포의 내부 물질을 세포 외부로 이동시켜 병원균을 제거하는 역할이 가능해진다.

한다는 사실을 밝혀 냈다. 이를 통해 이온들이 세포 안과 밖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
었으며 이는 특정한 세포의 활동 제어에 그 응용 가능성이 있다.

원천 기술을 세계 최초로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연구결과는‘네이처(Nature)’
의 자매지이자 재료화학

새로운 항생제 개발할 터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네이처 머터리얼즈
(Nature Materials)’4월 18일자에 발표됐다.

이명수 교수는“앞으로 다양한 세균들을 대상으로 항생제 실험을 실시
해 특정 세균에 대한 선택성을 밝혀 새로운 약물 구조체의 가능성을

친화력 높은 튜브 집합체로
세포막에 통로 형성

규명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또한“특정 세포만을 인식해 선택적으

다양한 항생제들은 병원균의 세포막에 물질이 통과할 수

연세의 연구 역량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있는 통로를 형성하는데 이를 통해 세포 안의 내용물이 빠
져나옴으로써 병원균은 죽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연
구자들이 세포막에 통로를 형성하는 분자들을 합성하고
그들의 특성을 이용한 새로운 항생제 개발을 시도하고 있
다. 많은 연구자들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 분자들을 합성하
여 약으로써의 기능을 연구하는데 비해, 합성한 분자가 스
스로 응집하여 형성된 집합체를 항생제로 이용하려는 연
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었다.

병원균 세포 활동 제어에 응용 가능

로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를 개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명수 교수는 "최근 우리대학교의 화학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 구체적인 예로서 지난 1년 동안
화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잡지인 미국
화학회지 및 그 이상의 잡지에 발표된 논문
이 23편에 달한다고 제시했다. 이는 서울대
(11편), KAIST(14편), 포항공대(10편) 등 국
내의 다른 대학에 비해 최소 2배 이상의
논문 편수다. 이 교수는 "이러한 놀라운
연구 성과는 우리대학교가 화학 분야에

이명수 교수 팀은 이번 연구에서는 정교하게 설계된 분자

서 최고 수준의 연구진을 갖추고 있기

들이 튜브 형태의 집합체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엄청난 연구 역

다. 특히, 튜브 형태의 분자 집합체는 생체 내의 세포와 친

량을 발휘하며 우리대학교를 빛내고

화력이 대단히 크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이런 초분자 튜

있는 세계적인 학자들이 같은 학과
동료 교수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학교측
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
을 해 준다면 우리 화학 분
야는 연구 역량에서 머지
않아 세계 최고의 대학들
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
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강
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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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은 우리대학교 창립 120주년을 맞아 구한말 어둡고 척박했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대학교를 세우고 발전시킨 몇몇 인물들에 대해 다시 살펴보는 코너를 마련했다.
이번 호에서는 한국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광혜원을 설립한 알렌 박사와,
연희전문학교의 전신인 조선기독교대학을 설립한 언더우드 박사를 소개한다.

H.N. Allen

(Horace N. Allen, 安連; 1858∼1932)

광혜원을 설립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우리대학교 의료원은 우리나라 근대 의학사의 뿌리이며 큰 줄기이다. 이제 창립 120주년을 맞은 우리 의료원은 세브란
스 새병원 개원을 계기로 첨단 유비쿼터스 체계를 갖추고 세계 속에 우뚝 선 동북아 중심병원으로 재도약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1885년의 광혜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광혜원을 설립한 의사이자 선교사, 고종과 명성황후의
좋은 친구이자 미국의 외교관이었던 그리고 조선을 너무나 사랑했던 H. N. 알렌(Horace N. Allen, 安連; 1858∼1932)
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알렌은 우리나라의 근대화, 기독교 선교, 광혜원 설립 등 여러 면에서 초창기 선구자로서 그 길을 외로이 닦은 우리나라
근대사의 거목이라 할 수 있다. 알렌이 설립한 광혜원은 병원 사역을 조건으로 선교사들이 대거 입국하는 계기를 마련
했다. 이는 우리대학교의 창립 기반일 뿐만 아니라 한국 선교사의 출발이 되었다. 알렌은 1884년부터 1905년 미국 공
사관의 철수로 우리나라를 떠날 때까지 21년여 간 수많은 공적을 남긴 인물이다.
H.N.알렌

한국으로 오기까지의 알렌
알렌은 1858년 4월 23일 미국 오하이오주 델라웨어의 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는 고향에서 초,중,고교를 마치
고 1881년 오하이오 웨슬리안 대학교를 졸업했다. 그 후 1년간 콜럼버스에서 의학을 공부하였고, 1883년 5월 17일 신
시내티의 마이애미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의사면허를 취득했다. 알렌이 의학공부를 하던 당시 미국의 대학생들을 중심
으로 기독교 해외 선교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었다. 알렌 역시 졸업하기 직전, 북장로교 해외 선교 본부에 의료 선교사
로 지원했다. 선교본부는 알렌이 의사면허를 취득하자마자 그를 중국 선교사로서 임명했다. 그리고 1883년 10월 알렌
은 그의 아내 화니(Fannie)와 함께 태평양을 건너 중국에 도착하게 되었다.

1884년 첫 선교사 알렌 입국

H.N.알렌 부부

그러나 알렌은 중국에서의 뚜렷한 역할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주위 친지들의 권유를 받아들여
한국 선교사로 자원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1884년 9월 20일 조선의 첫 개신교 선교사로 제물포에 발을 디딜 수 있었다.
그 시기 대한제국은 선교 활동에 대해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알렌은 미국 공사에게 자신을 당시 최고위 외교관이었던 '
공사관 의사'로 지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갑신정변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알렌
근대화에 들어서기 시작한 1880년대 중반 조선의 정치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웠다. 어느 정도 문호가 개방되어 있었으나 외국 문물에 대한 시
선은 차갑기 그지없었다. 게다가 개화파와 수구파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었다.
이러던 중 정치 상황에 새로운 전기가 된 갑신정변이 일어났다. 갑신정변은 급진 개화파인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등이 개화정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수구파 인사를 우정국 개설 축하 연회에서 제거한 사건이다. 갑신정변은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알렌에게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했다. 당시 명성황후의 조카로 궁중의 신임을 받고 있던 민영익이 칼에 일곱 군데 이상 찔리는 중상을 당한 것이다. 한의사들이 그를 살
리려고 애를 썼으나, 그들의 의술만으로는 어쩔 수가 없었고, 결국 알렌이 민영익을 맡게 된 것이다. 알렌의 수술과 밤낮을 가리지 않은 치료
덕택에 민영익은 3개월 후 완전히 회복되었다.
민영익을 치료하고 난 후 서울에 남아 있는 것은 알렌에게 매우 힘든 결정이었다.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위험한 상황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
이 서울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알렌 역시 예외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민영익의 치료를 맡는 것도 매우 위험한 결정이었다. 치료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개화파에게 반감을 일으키게 했다. 게다가 만약 치료가 실패하게 된다면 수구파 역시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나
의료 선교를 위해 이 땅에 왔다는 확신을 가진 알렌은 끝까지 서울에 머무르며 민영익을 치료해 완쾌시킴으로 그의 선교 계획을 유리한 조건
으로 발전시키는 데 성공했다.
위 : 최초의 미국 총영사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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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 외교관 시절의 알렌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 광혜원을 세우다
민영익의 완쾌는 조선 사람들에게 서양 의술에 대해 좋은 인상을 심어 줬다. 알렌 역시 자신감을 얻고 해외 선교의 뜻을 펼칠 수 있었다. 그는 밀려드는 환자들을 치료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의술을 전수할 병원을 세우기로 결심했다. 알렌은 1885년 1월 27일 병원 설립안을 미국 대리공사인 폴크와 민영익의 도움으로 제출했다. 그
리고 이의 설립을 위해 조선 정부에서 깨끗한 장소에 커다란 건물을 제공하고 병원 유지에 필요한 경비 연간 300달러 정도만 보조해 준다면 자신을 포함한 의료진들은
무료로 일하겠다고 제안했다.
알렌은 고종의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었기에 병원 설립은 조선 정부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다. 병원 건물은 갑신정변의 실패와 함께 처형된 홍영식의 집으로 정해
졌다. 이 건물은 600∼1000달러의 경비를 들여 병원으로 개조했다. 병실은 침대 없이 온돌방을 그대로 사용했고 약 40여 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다.
이렇게 1885년 4월 10일 한국 최초의 현대적 병원인 왕립 광혜원이 문을 열었다. 광혜원은 선교사인 알렌의 신념을 알려 주듯 '널리 은혜를 베푸는 집'이라는 의미를 가
지고 있었다. 그리고 2주 후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이라는 의미가 드러나는 '사람을 구제하는 집'이라는 뜻의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개원하자마자 전국 방방
곡곡의 환자들이 몰려들었고, 거지나 나병환자에서 궁중의 양반들까지 가리지 않고 한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이는 당시 신분 차별과 남녀 차별이 존재하던 우리나라의
봉건적 관습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사건이었다.

한국 최초의 서양의학 교육 시행
제중원이 크게 호응을 얻자 알렌은 의학 교육을 시작키로 한다. 알렌은 의학교 개교를 위한 비용을 조선 정부에 요청했다. 고종은 의학교를 세우고자 한 알렌의 요청을
수락하고 젊고 총명한 자들로 선발토록 했다. 1886년 3월 29일 경쟁시험을 통해 16명의 학생이 선발되어 우리나라 최초로 서양 의학교육 기관이 개교했다. 이 학교는
제중원 의학당으로 불렸다. 제중원 의학당은 강의실과 실습실, 교육에 필요한 기재를 갖추고 있었다. 당시 교수로는 알렌과 헤론 그리고 언더우드 등이 있었고, 1893년
부터는 에비슨(O. R. Avison)이 제중원의 책임을 맡았다.
알렌은 미국 공사로 있는 동안에도 제중원의 의료사업을 도왔다. 1900년 에비슨이 세브란스(L.H,
Severance)에게 기부받은 기금으로 병원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할 때도 정부와 교섭하여 현재 서울역 앞
남대문 밖 언덕을 매입하는 것을 도와 제중원 세브란스로 거듭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외교관이며 조선의 친구였던 알렌
제중원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알렌에 대한 조선정부의 신뢰는 두터워졌다. 알렌은 고종과 명성황후의 어의로
임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2품에 상당하는 직위인 계가선대부의 작위를 하사받았다. 1895년 일본에 의해 명
성황후가 시해되었을 때도 알렌은 고종의 안전을 염려하여 몇 날 며칠을 고종의 거처를 떠나지 않고 그를 지
키기도 했다. 그러던 중 1905년 우리나라가 일본과 을사조약을 체결함에 따라 미국 공관이 철수하게 되었고,
이 시기에 알렌 역시 우리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의 조선에 대한 사랑은 끝나지 않았고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위 : 알렌의 의료기구 / 아래 : 최초 서양식 병원 광혜원

한국을 사랑한 선구자
알렌은 한국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자 의료교육의 산실이며 연세의 출발점이 된 광혜원을 설립해 이 땅에 서
양 의학이 뿌리내리게 했다. 이를 시작으로 우리대학교는 일제치하 고난의 역사 속에서 민족과 함께하는 수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고,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과 학문 연구의 중심지로 발전하였
다. 120년 전 개화기 격랑을 함께 한 이방인 청년 의사 알렌의 열정과 헌신은 연세인과 한국인의 마음에 영
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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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연세인

H.G. Underwood

(H.G. Underwood, 元杜尤; 1859∼1919)

- 한국 근대 교육과 선교의 초석을 놓다
120년 동안 4대에 걸쳐 언더우드 일가가 한국의 교육·종교·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는 한국 근대사에 길이 보존될 수 있는 기념비적인 것들이다.
특히 언더우드 1세인 H.G. 언더우드 박사(H.G. Underwood, 元杜尤; 1859∼1919)가 한국에 건너와 30년 동안 펼친 활동은 정말로 눈부심, 그 자체이다. 그는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첫 개신교 선교사였으며, 교회를 세우고 성서를 번역하는 등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큰 공헌을 한 구한말 최고의 선교사였다. 또한 그
는 뛰어난 교육자였다. 조선기독교대학을 설립하여 한국 최고의 명문 사학인 오늘날의 우리대학교 초석을 놓은 그의 공적은 단순히 고등교육의 발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세운 연세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은 위기 때마다 민족을 구해 내고 나라의 발전을 선도했다.
평생에 걸친 그의 모든 활동은 한국을 지극히 사랑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언더우드 박사가 지인들에게 보낸 서신에는 곳곳에서‘한국의 어둠, 속박, 우울로부터 한
국의 빛, 꿈, 소망을 이루는 데 일조하고 싶다’
는 기도가 들어있다.

한국에 온 첫 목사 선교사
H. G. 언더우드는 1859년 존 언더우드(John Underwood)와 어머니 엘리자베스(Elisabeth Grant Marie)
사이의 6남매 중 넷째로 영국 런던에서 출생했다.
언더우드가 12살 되었을 때에 그의 가족들은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언더우드는 뉴욕대학교를 졸업하고 뉴 브
런스윅(New Brunswick) 신학교에 입학하였다. 1883년 10월 언더우드는 코네티컷 주 하트포드(Hartford)에
서 열린 미국 신학교 연맹 대회에 참가하였는데, 그때 그는 선교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그 뿐만 아니
라 거기서 그는 아펜젤러(H. G. Appenzeller)를 만났는데, 그는 언더우드와 같은 배를 타고 한국에 온, 그래
서 일생동안 가장 절친한 친구가 된 사람이었다. 언더우드는 1884년 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곧이어 뉴욕대
학교에서 문학석사 학위도 받았다. 그 해 11월에는 뉴 브런스윅 노회(The
Classis of New Brunswick)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
다. 목사로 와 달라고 청빙하는 교회도 있었
지만, 그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터여서
이를 거절하고 선교의 길을 모색하던 중 한
국행을 결심했다. 그는 약혼녀에게 한국
선교를 제안했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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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우드관

파혼을 선언하고 언더우드는 홀로 한국을 찾았다.
한국과의 질긴 인연이 시작된 그때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주일로 그의 나이 25세일 때였다.

경신학교, 새문안교회, 기독교서회 설립, YMCA 조직, 사전 편찬
언더우드는 한국에 들어온 뒤에 제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였고, 이후에는 제중원 의학교에서 한국
어로 물리 화학을 강의하였다. 당시 기독교가 공인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목사, 혹은 선교사라고
공공연히 드러낼 수 없었으나 제중원 교사라는 직함은 어디든지 통할 수 있는 것이었기에 그의 선
교 사업을 위하여 좋은 바탕이 되었다.
그는 1885년말부터 고아원 운영에 관심을 가지
고 있던 중 1886년 2월 14일 미국 공사관을 통
해 정부에 설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었다. 고아원의 원장은 조선인이었으나 실제
운영은 언더우드가 맡았다. 이 고아원은 후에
야소교 학당, 경신학교로 발전하였다.
1887년 9월 벽지전도부터 시작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 교회인 새문안교회를 설립했다.
1889년에는 기독교서회(基督敎書會)를 창설하
였으며, 1900년 기독청년회(YMCA)를 조직하
기도 했다. 그는 또한 성서번역위원회를 조직해
성서의 번역사업을 주관하는 한편, 1890년에 '
한영사전', '영한사전'을 출판하고, 1897년에는
주간지 '그리스도 신문'을 창간했다.

연희전문학교 설립,
한국 근대교육의 기초 마련

b.

d.
e.

언더우드가 한국에서 이룬 많은 사역들 중 교육
의 근대화에 끼친 영향은 한국 근대교육의 초석
을 놓았다는 데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한다면 언더우드야말로
그가 선교하던 시대로부터 120년 후인 오늘 한
국 근대화의 근간을 이룬 공로자라고 말해야 마
땅하다.

언더우드는 많은 선교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 실시를 위
하여 서울에 대학을 설립하겠다고 구상하여 연희전문학교를 설립했
다. 1915년 3월 5일 언더우드를 초대 교장으로 하여 미국 북장로교,
감리교, 캐나다 장로교 등 각 선교부와 연합으로 서울 종로에 있는
기독교청년회 회관에서 60명의 학생으로 시작된 '경신학교 대학부',
조선기독교대학(Chosun Christian College)이 연희전문학교의 모
태가 되었다.
그런데 개교는 했으나 학교 부지도 마련하지 못했고 총독부로부터
정식 허가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가운데 병 치료차 미국에
갔던 그는 연희전문학교의 정식 인가를 보지 못하고 1916년 10월 쓰
러져 영면하고 말았다. 제2대 교장으로 취임한 에비슨은 언더우드가
이루지 못한 일을 맡아 처리했다. 총독부로부터 학교 인가를 받아낸
것이다. 또한 1917년 9월 언더우드 박사의 형인 존 티 언더우드
(John T. Underwood)의 기부금으로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 일대의
대지를 교지로 매입하게 되니 이 땅이 오늘날 연세대학교 자리가 되
었다.

대를 이은 연세 사랑, 한국 사랑
1885년 제물포에 첫 발을 디딘 순간부터 1916년 10월 신병으로 영
면할 때까지 언더우드 박사는 한국 개화기에 종교·정치·교육·문
화 등 여러 분야에 많은 공적을 남겼다.
그 뿐만 아니라 120년 동안 대를 이어 한국과 연세 사랑을 몸소 실
천했다. 부친이 생명을 바쳐 일궈놓은 교육기관을 더욱 발전시켜 우
리대학교를 한국의 대표적인 고등사학기관으로 발전시킨 2세 원한경
박사(H.H. Underdwood). 그는 일제하 암흑기에 제암리 학살사건을
외국에 폭로했으며‘한국의 근대교육’
등을 통해 한국학 연구에도 크
게 기여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 해군에 자원입대해 1953년 휴전이 되기까지
판문점 회담에서 통역 팀을 주도한 3세 원일한 박사(H.G.Underwood).
그는 우리대학교가 오늘날의 규모로 발전할 수 있게 기초를 닦았으
며, 자신의 몸 속에는 한국의 피가 흐른다며 영원한 한국 사랑을 실
천했다.
한미 우호 증진과 연세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다 최근 주거지를 미국
으로 옮겼지만 끝없는 연세 사랑을 약속한 4세 원한광 박사
(H.H. Underwood)까지 언더우드 가문의 한국 사랑과 연세 사랑은
대를 이어져 오고 있다.
또한 언더우드는 죽어서도 한국 사랑의 끈을 놓지 않았다. 서울 마포
구 합정동 외국인 묘지공원, 그 한국 땅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언
더우드의 유해는 1999년 미국에서 이곳으로 이장되었고 언더우드 일
가의 묘역도 조성돼 있다. 그는 분명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미국인이었다.
120년 전 그가 뿌린 씨앗은 이제 수만 배의 결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실은 하나님의 기적이라 부를 만하며, 이 기초를 원두우 박
사가 놓은 것이다.

f.
a. 남대문 복숭아골에 있던 언더우드 집
b. 중년의 H. G. 언더우드
c. 언더우드 부자 (좌 : 원한경, 우 : 원두우)
d. 새문안교회
e. 언더우드家 기념관 내부
f. H. G. 언더우드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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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세계적인 연구 성과,
좁혀지는 세계 수준
- 김중현 연구처장

연세 속에 세계적인 연구성과
우리대학교는 2003년도 SCI 논문게재 편수가 1,405편으로 세계 152위이며 국내 대학 중 서울대를 이어 2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우리대학
교 연구자들의 우수한 연구역량은 그 수주액의 규모(교외연구비 총액이 2002년도 1,153억원, 2003년도 1,179억원, 2004학년도 1,421억원에 달하는 매
년 증가하는 성과)와 함께 대형과제 유치라는 양적인 면에서도 나타나지만, 세계최고의 과학저널인 네이처지 논문게재, 과학기술부 우수과학자상 수상
등을 통한 질적인 측면에서도 부각되고 있다.
우리대학교의 연구성과가 최근 세계적 과학저널「네이처 Nature」
지에 게재되는 등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쾌거를 이룬 세계적인 주요 연구성과들을 소
개하면 다음과 같다.

백융기 교수(생화학) 연구 팀이 수명연장 생체물질 다우몬
(daumone) 세계최초 발견 및 합성에 성공하였다. 이는 10년 정
도 수명연장을 유도하는 노화조절제 및 비만치료제 등의 개발이 가능할 것과
비만·난치병 치료에 단초를 마련했으며 1∼2년 내 세계가 깜짝 놀랄 연구성
과를 낼 것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노화유전자 연구센터의 생물학과 정인권·이태호 교수는 세계
최초로 암세포를 노화시켜 죽이는 새로운 노화유전자
MKRN1을 발견하였으며 이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인
‘Gene and Development’
의 2005년 4월 1일자에 게재되었다. 이와 동시
에 세계의 언론이 이 결과를 앞다투어 보도하였고 국제 학계로부터 노화연구
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는 찬사를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생화학과 김영준 교수 연구 팀은 아토피성 피부염, 패혈증 등
면역과 만성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인체의
면역반응이 지나치게 일어나지 않게 하는 조절 메커니즘이 처음으로 밝혀져
면역과민반응 조절기전 관련 연구 성과가 네이처지에 게재되었고 면역과민성
질병 치료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

나노메디컬 국가핵심연구센터(소장 유경화)의 서진석, 천진우
교수에 의해 초기 암세포를 보다 더 정확히 찾아내는 획기적
인 기술인 암 조기 진단용“스마트 나노 물질”이 개발됐다. 나
노 물질에 부착된 항체인 항암치료 스마트 나노 물질은 단순 MRI 진단뿐만
아니라, 항암치료 효과도 동시에 보여 주고 있다. 이 연구결과는 국내외 특허
출원 됐으며, 화학분야 세계 최고 권위지인 '미국 화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인터넷판에 속보로 발표됐다.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소장 조원철)는 세계 최초로 지하철 차
량용 자동소화 시스템 개발에 성공하여 전동차량 안에서 화재가 발생
하면 소화약제인 강화액이 스프링클러를 통해 뿜어져 나와 3초 만에 진화를
한다. 방재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특히 슈퍼소화기가 소방관들의 생
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는 미국 재난관리
청(FEMA)의 요청에 따라 현지 시연회를 개최하고 미국과의 공동 연구도 추
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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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과 이명수 교수는 나노 크기의 물질을 자유롭게 합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합성 분자들의 정교한 구조제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응집구조체를 나노
크기에서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음을 성공적으로 보여 주어 나노 물질 과학 발전에 커다란 공헌
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명수 교수의 이러한 성과는 최근 몇 년간 세계 최고수준의 잡지에 연속적
으로 발표되어 해외 학계에서 커다란 주목을 불러일으키는 등 이 분야의 선도그룹을 형성하고 있음을 국
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물질과학 학술지로서는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케미칼 리
뷰지의 review article로 초청을 받아 겉 표지 그림과 함께 소개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명수 교수는

이외 우리대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특성화 우
수대학으로 선정(BT연구단, 신철수 교수)돼 집중
및 포항가속기연구소가 주관하는 제1회 심계과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성과를 인정받 지원(32억원)을 받게 되었으며, 원주캠퍼스는
아 이명수 교수가 이끌고 있는 초분자 나노 조립체 연구단은 정부에서 주관하는 창의 연구단으로 선정됨 ‘원주지역 의료기기 특화산업 기반 구축’
이 지역
으로써 앞으로 나노 기술 및 생명과학기술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자 응집체 연구에 혁신의 우수 성공 사례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
안정적으로 매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을 수상했다.
국내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에 대한화학회 학술진보상, 고분자학회 신진학술상

탁월한 연구 역량, 적극적인 행정 지원
우리대학교 연구자들의 우수한 연구역량은 최근 4년간 각 대학별로 이과대 28명, 공과대 65명, 의과대 132명의 교수를 증원하여 현재 총 747여 명(신촌
캠퍼스)의 의대를 포함한 이공대 우수한 교수를 확보하였다. 한편, 2004년 2학기 현재 이공대, 의대 대학원생은 총 3,926명으로 원생 대다수에게 학교 차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여 우수 대학원생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이러한 우수한 연구역량과 더불어 연구처를 비롯한 학교본부에서는 정부지원 대형국책과제 유치를 위해 연구계획서를 준비하는 팀에 대한 씨앗형 준비금
(Seed Money) 지원, 연구간접비 공제액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정부 대형국책과제 사업에 대한 대응자금 및 연구공간 지원, 국내외 저명 저널에 논문을
게재할 경우 논문 게재료 지원, 연구업적 우수교수 시상 및 포상금 지원, 각종 국내외 학술행사 개최비 지원 등의 연구진흥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이
같은 지원에 힘입어 2002년에 교외연구비가 1,000억원을 넘어선 이래 2년 만에 1,421억원에 이르는 비약적인 성장을 기록하여 안정적인 연구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 밖에도 연구처에서는 재단지원금 10억원을 통한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 연구공간 공개념 제도 도입, 연세특성화사업 지원, 연구소 평가 및 지원, 서울시
산학연 포럼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산학협력 역량강화, 지적재산권 운영 지원 및 기술료 수입 인센티브 지원 등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진흥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우리대학교가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수 연구인력과 연구비 및 연구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연구관
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연구처는 이와 같은 제반 연구여건의 향상을 꾀하기 위하여 연구지원부와 연구진흥부로 나누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연구계약 지급 정산을 담당하는 연구지원부와 산학협동 기술이전, 전산지원, 대형과제 등을 담당하는 연구진흥부로 나누어 보다 더 체계적이
고 효율적으로 연구행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연구기구심의위원회, 연구관리위원회, 연구진흥위원회, 산학연협동위원회, 지적재산권관리위원회 등 각종
연구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활동을 돕고 있다.
우리대학교의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우리대학교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우리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산학협력관련 회계처리,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
리고 한 해 동안 1,421억원의 연구관련 계약체결, NCRC등 대형국책사업단 유치, 서울시 산학협력 포럼(회장 김중현 연구처장) 구성 및 운영 주도 등의 연
구 및 산학협력관련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Global 5-5-10, 5년 내 5개 분야 세계 10위권 달성
2010년까지의 우리대학교의 연구발전 비전과 목표는 "Global 5-5-10"으로 5년 이내에 5개 분야에서 세계 10위권 이내에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전략적인 연구개발에 적합한 환경 조성과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을 특별히 연세의 비전으로 하고 있다. 선도유망분야의 전략
적 육성, 학제간·산학간 연구협력 증대, 우수인재 확보·양성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연구를 이끌어 나가는 연구기관으로서 연세는 선도적인 역할
을 수행하는 연구 프론티어가 되고자 한다.
연구분야의 특성화를 통한 2010년 연구비 규모 2,000억원 및 SCI 논문게재 편수 3,000편 달성을 통해 세계 50위 대학을 위한 도약을 목표로 해외
Post-Doc. 유치 및 해외교환 교수/국제공동 연구, 우수 유학생(석·박사 과정) 유치, 대형 국책과제/연구단 유치, 연세 특성화 연구 사업단 활성화를 적극
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대학교는 급변하는 시대의 조류 속에서 학문발전과 첨단과학기술을 주도해 나갈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을 교육의 지표로 삼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연구의 수월성 성취를 위해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연구환경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산학협력중심의 대학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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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소식

영동, 별관공사 막바지에 이르러
영동세브란스병원 별관공사가 86%의 순조로운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4월
20일 정창영 총장이 방문하여 병원 및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광문 병원장으
로부터 별관공사 현황 등을 청취한 정창영 총장은 세브란스 새병원과 함께 우리나라
의료계를 선도하는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 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이어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별관내 각층을 살펴보았다.
2003년 7월 착공식을 가진 영동세브란스병원 별관은 지하 3층, 지상 9층 연면적
6,400여 평의 규모로 오는 7월 완공할 예정이며, 200병상을 갖춘 척추전문병원과
500여 평 규모의 강남지역 최대의 치과병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진료 서비스
체계의 재정비 등을 통해 환자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표방하고 있는 영동세브란스병
원 별관은 각 전문 클리닉과 진료실 등을 One-Stop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반시
설이 동일선상에 배치된다.

봄날의 아름다운 별밤 잔치
환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천체관측 행사
인 영동세브란스병원의 별밤 잔치가 4월
12일 병원강당과 외래주차장에서 열렸다. 올해로 8회를 맞는 이번 별밤 잔치는 의과대 오케스트라 악단의
연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별을 주제로 한 강의와 별 사진 전시회가 마련됐다. 또한 참석자들이 직접 태양
계 행성을 살펴보는 천체관측 시간도 진행했다.
별밤 잔치를 준비한 정태섭 교수(진단방사선과)는 "어린이 환자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고 어른들에게는
옛 추억이 담긴 별을 통해 봄날 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하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MBC 어린이 과학 프로그램 '아하 그렇구나!'의 출연진들이 자리를 함께 해 큰 박수를 받았다.

민유홍 교수, 유한의학상과 보원학술상 동시 수상
의과대 민유홍 교수(내과학)가 최근 급성 백혈병 치료연구로 교내외 학술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4월 1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8회 유한의학상 시상식에서 민유홍 교수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서 P27Kip1

노조 15대 위원장에 조민근 후보 선출
의료원 노동조합위원회는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제15대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조민근 후보를 위원장으로 선출
했다. 이번 선거는 노조 설립 42년 만에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한 것으로 선거권자 3,031명 가운데 83%인 2,520명
이 선거에 참여했다. 조 후보는 1983년 약무국에 의료기
수로 입사하여 약무국 원내제재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다.

단백질 정위화 기전분석 및 임상적 의미 규명'이라는 연구논문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해 8월 세계적 암 연구학술지인 "Cancer Research"지에 게재된 이 논문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예

개원 기념 한마음 축제 성황리 개최

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병태 생리기전 이해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여 향후 효과적인

개원 22주년을 맞아 영동세브란스병원은 4월 16일 도곡중
학교에서 교직원 한마음 축제를 개최했다. 전 병원장인 한
동관 관동대 총장, 지훈상 의료원장, 김경환 의과대학장, 신
규호 사무처장을 비롯한 영동세브란스 교직원 등 700여 명
이 참석한 가운에 열린 이날 행사는 다양한 체육경기와 장
기자랑이 열려 화합의 장이 됐다.

표적 치료법 개발을 가능케 한 연구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4월 19일 민유홍 교수는 같은 연구업적으로 제18회 보원학술상을 수상했다. 수상소감에서 민유홍 교
수는 "아직 부족함이 많은 연구성과이지만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자 주신 상으로 알고 백혈
병 정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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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캠퍼스 소식

2005 원주캠퍼스 홍보모델 선발
입학관리부는 원주캠퍼스의 홍보책자 모델과 학교설명회, 대학박람회 등 각종 행
사에 도우미로 활동할 '2005 홍보모델 선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선발대회를 통
해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3명, 입선 13명 등 총 18명의 홍보모델을
선발하고, 4월 27일 오전 11시 종합관 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시상식에서
한상완 원주부총장은 "홍보모델로 선발된 학생들이 앞으로 진행될 학교 설명회,
대학 박람회, 모교 방문 입시설명회 등 각종 홍보행사에 열심을 다해 우리 캠퍼스
의 진면목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2005 장애인 한마당 열려
노래자랑, 문화 공연, 영화 상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우리대학교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은 우리대학교 창립 120주년과 제25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
하여 4월 20일 오후 4시 복지관에서 "2005 장애인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장애인 노래자랑을 시작으로 개
회식과 함께 '원주시 장애인합창단', '연세 이브닝 콰이어', '삐에로는 내 친구 마임' 공연과 영화
“파송송 계란탁”
상영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다. 또 장애인들이 만든 작품과 생산품들이 전시 판매되기도 했다.
복지관 김기준 사무국장은 "전반적으로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들
이 많이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즐겁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이번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원주캠퍼스는 사회복지이념을 바탕으로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의 사회봉사 기
능을 강화하고자 2003년 5월 원주시로부터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수탁받아 우수한 인적자원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금 소식

한국신용정보(NICE) 재직 동문 35명 발전기금 전달
창립 120주년 기념 사업 위해 정성 모아
창립 120주년을 맞아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연세'로 거듭나고 있는 우리대학교
에 동문들의 작은 정성이 줄을 잇고 있다.
한국신용정보(주)에 재직 중인 우리대학교 동문 35명이 뜻을 모아 창립 120주
년 기념 사업 기금으로 1천만원의 기금을 기탁했다. 강석인 사장(행정 66)을 비
롯한 한국신용정보 재직 동문들은 4월 13일 오후 3시 총장실에서 기금을 전달
하며 모교 사랑의 뜻을 전했다.
한국신용정보(주)의 IT사업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인제 상무(물리 74)는“창립
120주년을 축하하며 모교의 발전을 위해 뜻이 있는 동문들끼리 모여 십시일반
으로 이번 기금을 마련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또“이 작은 정성이 우리 후배들
이 사회에 나가서도 연세인의 긍지를 잃지 않고 항상 선두에서 서서 연세의 이
름을 드높이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연세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보다 편리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홈페이지(www.yonsei.ac.kr)에 있는
“학교발전기금 참여”
메뉴를 클릭한 후,
약정등록을 하고 납입방법을 상세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 기금관련 문의 : 연세대학교 대외협력처 02)2123-2249 / 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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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이모저모

디미트리 루펠 OSCE 의장 초청 특강 개최
국제기구 지도자 포럼 발족
우리대학교는 창립 12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세계화 시대를 이끌고 있는 주요 국제기구의 지도자를 초
빙하는 국제기구 지도자 포럼을 발족했다. 국제기구 지도자 포럼을 통해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를 강화
하여 학생들의 국제기구 진출 및 연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 첫 번째 행사로 4월 26일 오전 10시 15분 새천년관 대강당에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의장 겸 슬로베니아 외교장관 디미트리
루펠(Dimitrij Rupel) 박사를 초청하여 특강을 개최했다. 유럽안보협력기구는 55개 회원국과 11개 협력동
반자국으로 구성된 기구다.
이번 행사에서 루펠 의장은 'OSCE와 동아시아 지역안보 협력'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루펠 의장은 동아
시아 지역 안보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고조되는 현재, 유럽의 지역안보 경험을 토대로 동북아 지역안보
협력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루펠 외교장관은 슬로베니아 민주연합 당수, 슬로베니아 독립 후 제1대 외교장관, 자유민주당 위원장, 류
블리아나 최초 직선 시장, 주미대사, 캐나다 Queen's University 및 미국 Cleveland State University
객원교수 및 1980년부터 류블리아나 대학 사회과학대 교수를 역임하였다. 자신이 창간한 Nova Revija
지가 87년에 게재한 정치변화 촉구 성명문인 '슬로베니아 국가 프로그램'이 89년 상당수 슬로베니아인들
이 서명한 '5월 선언(May Declaration)'의 기초가 되는 등 슬로베니아 독립운동에 크게 기여하였다.
제2차 회의의 강사는 도널드 존스턴(Donald Johnston) OECD 사무총장이며 5월 25일 오후 1시에 열
릴 예정이다.

김명자 의원 초청 여성 리더십 특강
여성인력개발연구원(원장 오경자)은 4월 27일 오후 4시 광복관 모의법
정에서‘여성 리더십 특강 - 여성 리더의 눈으로 세상 읽기’프로그램
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전 환경부 장관이며, 현재 열린우리당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명자 의원을 초청해 진행했다. 김명자 의원
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환경부 장관 재임시절 일어났던 동강댐
건설 백지화와 새만금 사례 등을 소개하고, 대화를 통한 갈등해결에 있
어서 뛰어난 여성 리더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했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

CT연구단, 국제 연료전지 국제 심포지엄 개최

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리더로서의 자질이 충분함을 각계 여
성 인사의 활약상을 통해 보여 주었다. 이번 특강은 지식정보화 사회에

Clean Technology(CT) 연구단(단장 설용건)과 한국전기화학회는 우리대학교

서 여성 리더의 역할과 자질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활동 중

창립 120주년을 기념하고 국가 주요 성장 동력의 하나인 연료전지 개발을 촉진

인 여성 리더의 폭넓은 삶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시키기 위해 4월 15일 오전 9시 공학원에서 국제 연료전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연료전지 기술의 새로운 흐름"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무공해 연료전지 자동
차, 소형 이동식 전자제품 전원용 마이크로 연료전지, 가정 발전용 연료 전지 등
미래 연료전지 응용의 핵심 분야에 있어 기술적 발전과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이
분야에 대한 국내 연구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
일본, 독일로부터 연료전지 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고, 국내에서는 KIST, 한
국에너지기술연구소, 경북대, LG화학,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대학, 국립연구
소, 기업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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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회에서의 실천적 리더십

여성특별위원회, 학내 대표기구와 간담회 진행

생활과학연구소 학술세미나

양성 평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프로그램 강화에 공감대 형성

생활과학연구소는 4월 21일 오후 2시 삼성관 최이순 홀에서 '글로벌 사회에서의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한중 행정·대외부총장)는 올해 추진 과제 및 활동계

실천적 리더십'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글로벌 리더십의 명강의로 알

획 수립을 위한 1단계 과정으로 대학 구성원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교내에서 공

려진 한홍 한동대 겸임교수의 강연이 있었으며, 국제회의 진행매너와 국제 리더

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교수, 직원 및 학생 대표기구와의 면담을 진

를 키우는 영어강의 노하우를 이정훈 국제교육교류원장, 박진배 교수(전기전자공

행했다.

학)에게 듣고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4월 6일과 13일에 열린 학부, 대학원생 대표기구와의 간담회에서는 여학생들의
능력 개발과 역량 발휘에 기반이 되는 양성 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측
의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여성주의적 시각 확산을 위한
여성학 수업의 개설 확대, 강의 평가 시 성차별 관련 문항 도입, 여교수 비율 확
보, 우수 여학생 유치를 위한 지원, 여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캠퍼스 안전
환경 조성의 필요성, 교내 보육시설 설치 등의 제도적 지원에 관한 의견이 적극
적으로 제기됐다.
4월 19일 열린 여교수 간담회에서는 여교수 임용 증대와 교내 행정 참여 기회
확대 방안 등 여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 및 양성 평등 의식 공감대
조성을 위한 교수 대상 Gender Training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

공학대학원 기후변화협약
전문가 과정 제1기 수료식
공학대학원(원장 이진호)은 4월 13일 오후 6시 30분
공학대학원 최고위과정실에서 제1기 기후변화협약 전
문가 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21

루어졌다.
4월 20일 개최된 여직원 간담회에서도 인사제도상의 양성 평등 정책지원 및 여
직원 대상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 마련 등이 제안됐다.
연세 여성인력 육성과 양성 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할 여성특별위원회
는 간담회에서 수렴된 제안들을 바탕으로 주요 추진과제 등을 최종 도출하고 앞
으로의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이번 과정의 수료생들은 2월 21일부터 8주간 기후변

대화가 있는 채플

화협약 대응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환

전문인으로서의 스타와 삶의 명암

경정책 및 규제, 에너지 기술개발 및 연구동향 등을 교

진리와 자유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건립된 우리대학교에서 4월

육받았으며 사회 각 부분에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

11일부터 15일까지 "대화가 있는 채플"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화 채플

응을 위한 전문가로서의 활동이 기대된다.

은 "전문인으로서의 스타와 삶의 명암"이라는 주제로 5일간 진행되었

본 과정은 연간 4기를 배출할 계획이며 제2기는 오는

으며 강석우(탤런트), 이대연(연극배우), 정준하(코미디언), 박상원(탤런

5월 16일에 시작할 예정이다.

트), 이홍렬(코미디언, MC) 등 5명의 스타가 초청됐다. 브라운관과 무
대를 장식하는 스타로서의 화려한 삶 뒤에는 누구보다 많은 애환과
노력이 깔려있기 마련이다.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스타
들에게는 연예 활동 혹은 연기 활동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지켜가는지 진솔한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그들의 기독교적인 삶과 가
치관을 함께 공유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대학교 재학생들이 직접
패널로 참가하여 진행된 이번 대화 채플은 전문인으로서 열심히 삶을
꾸려나가는 스타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설계해 나갈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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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열려
장애 아동들에게 큰 희망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우리대학교 재활학교는 잔디 운동
장에서 정창영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가졌다. 기념식에서
는 '제25회 장한 어린이상 시상'을 통해 장애 어린이들의 용기를 북돋
아 주었다. 기념식 후에는 재활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위한 솜사탕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및 분장하기, 볼링 게임 등의 재미있는 영역별
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 날 행사에서 정창영 총장은 힘든 치료
와 재활 훈련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장애 아동과 학부모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전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박숙자 재활학교 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아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음을 느낄 수 있어
서 장애아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교직원 모두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전
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이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장애 어린이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를 딛고 일어나 용기를 가
지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영상대학원 문화 콘텐츠 세미나
팔자 바꾸는 방법 6가지
영상대학원(원장 최양수)은 4월 28일 오후 5시 성암관 3층 디지털 스튜디
오에서 조용헌 원광대 동양학대학원 초빙교수를 초청해 문화 콘텐츠 세미

테크노경영 최고위과정 해외연수

나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에서 조용헌 교수는 팔자를 바꾸기 위한 '팔자 바

공학대학원 테크노경영 최고위과정 제38기는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일본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해외연수 행사에는 총 53명이
참가했으며, 시라하마, 오사카 지역을 견학했다.

꾸는 6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그 첫째 방법은 적선(積善)을 많이 할 것. 조
교수는 "한국에서 5백년의 역사를 지닌 명문가들을 조사해 본 결과 공통
점이 바로 적선이었다"고 말했다. 둘째 인생의 중요 고비마다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눈 밝은 스승을 만날 것. 셋째는 하루에 100분 정도는 매일 빼놓
지 않고 명상할 것. 넷째는 명당에 묘터나 집터를 잡을 것. 다섯째 독서할
것. 여섯째 쓸데없는 과욕을 버리고 자신의 명리를 알 것이라고 제시했다.

연세우유 공장 방문 행사 개최
연세우유는 교직원 자녀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5월 28일 연세우유 아산공장을 방문하는 행

이명박 서울시장 초청 특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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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공과대 '테크노 리더십' 과목에서 이명박 서울시장
의 특강이 열렸다. '테크노 리더십'은 공과대 학부생을 대상으
로 진행되는 공학 경영 프로그램의 대표 과목이다. 이 과목을
담당하는 임춘성 교수(정보산업공학)는 "이 강의는 학생들이
공학적 지식과 함께 경영학적 마인드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업은 임 교수의 수업
과 함께 경영 분야에 업적이 뛰어난 인물들을 초빙해 특강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시장 외에도 지난 3월 21일
안철수 연구소 안철수 전 대표이사를 시작으로 4월 4일 전
카이스트 총장 홍창선 국회의원, 11일에는 김광조 교육인적자
원부 인적자원총괄국장 등 여러 인사들의 특강이 진행됐다.
이번 특강을 맡은 이 시장은“우리나라를 이끌 공학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이번 특강을 하게 됐고, 학생들의 진지한
자세가 보기 좋았다”
고 말했다. 이 수업을 듣는다는 안종진
학생(정보산업공학 04)은 "서울시장이라고 하면 나와 동떨어
진 사람이라고만 여겼는데 가까이에서 접할 기회를 갖게 되
어 기쁘고, 이번 특강을 통해 공대생의 한정적인 진로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학생들의 여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본
교 교직원 자녀들에게 공장방문 기회를 제공해 학습의 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연세가족으
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연세우유는 우리대학교가 1962년 창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유가공 사업체다. 연세우유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은 엄정한 HACCP기준 하에 생산 관리되고 있으며, 그 노력의 결과 대
한민국 경영품질대상을 5년 연속 수상했다.
(신청 및 문의 : 연세우유 서울사무소 영업기획과 TEL : 2123-3821 )

인물 동정
백홍구 교수

서중석 대학원장

이혜경 교수

(금속공학)

(신학)

(사회복지학)

4월 21일 제38회 과학의
날을 맞아 과학 기술 발
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과학기술훈
장 도약장을 수상했다.

4월 21일 강릉에서 열린
「전국대학원장협의회」정
기총회에서 제38대 회장
으로 선임됐다.

4월 27일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인 빈부
격차·차별시정위원회
새 위원장(장관급)에 임
명됐다.

언론 속의 연세

조선일보 4월 14일자

한국경제 4월 18일자

국민일보 4월 27일자

조선일보 4월 27일자

한겨레신문 4월 14일자

동아일보 4월 13일자

한국경제 4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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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안내

The Syngman Rhee Presidential Papers : A Catalogue
이승만과 대한민국 건국역사 연구를 위한“기초 사료”
현대한국학연구소는 우리대학교 중앙도서관 내 이승만 사료실에 보관되어 있는 이승만 대통령 관련문서들을 충실히 담아
「The Syngman Rhee Presidential Papers : A Catalogue」
(연세대학교 출판부)를 출간했다. 이 책에 수록된 사료들은
1997년 11월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박사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새롭게 역사적 평가가 내
려져야 한다는 신념을 이루기 위해 우리대학교에 기증한 것들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개인적인 서류들과 서신들, 공식 외교
문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료들이 보관되고 있다. 이 문서들은 이승만 집권기 대한민국의 국내 및 국외 상황을 연구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초 사료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며, 아울러 이승만의 생각과 행동들을 이해하는 데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다.
각각의 문서에는 경무대 직원들이 제공한 날짜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일련 번호는 용이한 사료의 접근성을 위해 현대한국
학 연구소가 고유하게 지정했다.

강릉, 그 아득한 시간 - 해방 전후와 전란기
혼란했던 시절 강릉의 살아있는 현장 체험담
대관령의 험준한 솔숲과 동해의 벽해, 풍족한 논밭의 벌판을 안고 형성된 미려한 역사의 옛 문화 도시 강릉. 강릉에서
태어난 최철 퇴임교수에 의해「강릉, 그 아득한 시간」
(연세대학교 출판부)이 출간됐다. 저자는 일제 암흑기, 한국전쟁
의 비참한 현실에서 어렵고, 괴롭던 시절의 강릉 생활의 현장들을 생생하게 담아 내고 있다. 저자는 한 개인의 역사를
씨줄로, 강릉의 풍속과 문화를 날줄로 하여 한 편의 융단으로 엮는다. 풍물과 풍속, 문명의 언저리, 사물과 삶, 맛과
추억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지역사회 강릉 고유의 풍속과 문화를 알려 준다. 이 책은 한
개인의 생생한 기록이면서 동시에 해방 전후와 전란기 강릉 지방 역사와 문화를 기록한 '생활문명의 문화사'로 뒷날
강릉 생활사에 귀중한 자산으로 평가 해석될 것이다.

안내

냉난방 에너지 절감운동 - 총무처
냉난방온도 1℃만 조절해도 에너지 7% 절약 / 학교 전체 연간 1억4천만원 절감 가능
냉방 시 실내 온도가 실외 온도보다 5℃ 이상 낮으면 건강에 해롭고 냉방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냉방 적정온도 26~28℃, 난방 적정온도 18~20℃)
▶ 냉방 중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으로 직사광선을 차단하면 15% 이상 냉방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사용하지 않는 방에 있는 냉난방기는 반드시 꺼서 에너지를 절약합시다.
▶ 에너지 소비효율이 높고, 절전기능이 있는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 보다 30~40%의 에너지가 절감됩니다.
▶ 냉방기 설치안내 : 학교의 단가계약제품을 구입하면 시중 출하가격 대비 50~70% 저렴한 가격에 구입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총무처를 통하여 기술검토와 사양 결정을 받아 설치하기 바랍니다.
(교내에 설치하는 경우 개인비용도 단가계약 이용 가능)

에너지 절약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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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행사 일정

2004학년도 연구업적우수교원 시상식

사랑의 헌혈 봉사

5월 12일(목) 낮 12시 총창공관 뜰에서 2004학년도 연구업적우수
교원 시상식이 열린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교외연구비 수주액 및
간접비 본부 적립액, 저명학술지 게재 논문편수, 저술편수, 특허출
원 및 등록건수, 기술이전실적 등의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한
전임교원 111명이 수상을 할 예정이다.

우리대학교는 창립 120주년을 맞이하여 사랑의 헌혈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헌혈은 5월 2일부터 10일까지 도서관 앞, 언더우드 동상
앞, 학생회관 2층, 체육관 앞에 실시되며, 백혈병으로 고생하고 있
는 학우, 세브란스병원에서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환자 등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헌혈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CGV 영화관람권, KFC
상품권, 사계절용 자화수 컵 중 1개를 기념품으로 준다.

연세 치의학 90주년 국제학술대회

연세-UCLA 공동학술대회

치과대학은 연세 창립 120주년과 연세 치의학 도입 90주년을 기
념하기 위한 제5회 연세 치의학 국제학술대회를 5월 6일(금)부터
7일(토)까지 개최한다. 치과대와 치과대학병원 강당 등에서 열리
는 이번 학술대회 첫날에는 '구강악안면 경조직' 관련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7일에는 세계적 임
플란트 전문가 독일 프레드 베거만 박사의 특강이 개최된다. 또
한 국내 전문가들의 다양한 임플란트 이식술에 관한 발표와 함께
기초 및 임상치의학 분야에 관한 심포지엄이 열린다. 학술대회
기간 중에는 치과대학에서 학술 포스터 전시회도 있을 예정이다.

국학연구원은 5월 4일 오전 9시 연희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대
한제국기의 근대화와 개혁사업'을 주제로 연세-UCLA 공동학술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우리대학교와 UCLA를 비롯해 Duke 대,
서울대 등 국내외 유수 대학의 교수들이 대거 참가해 '대한제국기
근대화의 기반과 근대적 변화', '대한제국기 신문물의 도입과 전통
의 변화', '대한제국기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 등에 대해 발표
와 토론을 할 예정이다.

국제학대학원 2005학년도
후기 입학 설명회

학부대학특강, 이익섭 교수의
'어려움을 보는 지혜와 용기'

국제학대학원은 5월 3일 오후 6시 30분 새천년관 대강당에서
2005학년도 후기 입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제학대학원 및 교수진, 한국학, 지역학, 국제협력, 국제통상, 국
제경영의 5개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또한 장학금, 교육시설 소개
및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학부대학은 5월 2일(월) 오후 5시 공학원 대강당에서 사회복지대
학원장 이익섭 교수를 초청해 '어려움을 보는 지혜와 용기'를 주
제로 2005년 제2회 Session@학부대학 특강을 개최한다. 이익
섭 교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열병을 앓는 과정에서 시력을 잃었
으나 초인적인 노력으로 오늘날 우리대학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
며 국내외적으로 장애인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
하고 있다.

캠퍼스 마스터플랜
연구위원회 연구결과 발표회

해외 저명학자 초청 특강

우리대학교 신촌 캠퍼스의 환경, 교통, 건축 등에 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위하여 2002년 12월에 구성되었던 '캠퍼스 마스터
플랜 연구위원회' 최종 연구결과 발표회가 5월 6일(금) 오후 3시
에 새천년관 강당에서 열린다.

신과대학은 5월 4일 오후 3시 신학관 108호에서 해외 저명학자
초청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에서는 중국 인민대학 철학 종
교학계 교수 리추령 박사를 초청해 '중국 신학의 가능성과 현실'
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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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창립 120주년
우리대학교는 창립 120주년을 기념하고‘세계 속에 자랑스
러운 연세’
로 거듭나기 위해 각종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근
현대 학문과 사회 발전을 선도해 온 지난 120년의 발자취를
정리하고 21세기 초일류 대학으로의 도약을 다짐하는 몇몇
행사를『연세소식』
에서 미리 만나보자.
창립 120주년 특별전시 (5/2∼21)
새병원 봉헌식 (5/4)
국제의공학포럼 (5/12)
노벨상 수상자 및 국내외 석학 초청 학술 강연 (4/27)
신학관 봉헌식 (5/9)
첨단과학기술연구관 봉헌식 (5/11)

연세 글로벌 페스티벌 (5/2∼4)
오페라 마술피리 (5/13∼15)
협력대상병원 국제 심포지엄 (5/14∼15, 5/24)
(Mayo Clinic, M.D Anderson)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6/9∼11)

협력대상병원 국제 심포지엄
세브란스-메이요 공동 심포지엄, Heart Failure 2005
의료원 심장혈관병원은 세계 유수 의료기관으로 손꼽히는 메이요 클리닉(Mayo Clinic)과 심장질환 관련 국제 심포
지엄을 개최해 세계적인 석학들을 초청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서울 힐튼호텔과 세브란스 새
병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Robert F. Rea 박사, David L. Hayes 박사, Brooks S. Edwards 박
사, Malcom R. Bell 박사, Charanjit S. Rihal 박사, Jae K. Oh 박사 등을 초청해 심장질환 관련 최근 연구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세브란스-M.D 앤더슨 공동 심포지엄, 암 정복을 위해
의료원 암센터(원장 김귀언)는 세계 최고의 암전문 병원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M.D 앤더슨(M.D Anderson)과 공
동으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5월 24일 세브란스 새병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M.D앤더슨에
서 봉직중인 세계적인 암치료 전문가인 홍완기 동문을 비롯해 Jaffer Ajani 박사, Walter Hittelman 박사, HoYoung Lee 박사, Edward S. Kim 박사, Ritsuko Komaki 박사, Garret Walsh 박사, Peter W.T. Pisters 박사,
James Cox 박사 등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할 예정이다.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남북의 합의, 그리고 희망과 평화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 개최 추진
우리대학교 김대중도서관은 북한 통일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 관계의 발전을 목표로
한 지난 5년의 시간을 평가하고, 정체되어 있는 남북한 관계와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
안의 하나로서 6.15 남북공동선언의 미래 역할에 대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다.
지난 해 서울에서 열린 4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는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원동연 통일문
제연구소 부소장 등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정창영 총장,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대사, 여야당의 대표들을 비롯한 정계, 경제계, 학계, 종교계 등 국내외 인사들이 대거 참석
해 6·15 공동선언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남북한과 국제사회의 실천의지를 제고한 바 있다.

연세 창립 120주년 기념 동문 합동 오페라 "마술 피리"
창립 120주년의 명예를 걸고 한국 오페라의 저력을 선보인다
1973년도에 모차르트 오페라‘마술피리’
를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한 우리대학교가 창립 120주년을 맞이하여 또 한번
한국 오페라 역사를 바꿔 쓸 '마술피리'를 무대에 올린다. 특히 이번 공연은 테너 이장원, 소프라노 이지영, 전지영,
이숙형, 바리톤 최주일 등 해외 무대에서 각광받고 있는 음악대학 동문들의 역량을 총 결집해 단순한 동문행사를 넘
어 한국 오페라의 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리기 위하여 1년여에 걸친 기획과 제작 및 연습으로 많은 기대를 모
으고 있다.

최정상의 동문 성악가 및 제작진이 함께 하는 2005년 최고의 공연
음악대학 기악과 최승한 교수의 지휘로 현재 세계무대에서 각광받는 후배들을 위해 음악대학 성악과 최승태, 김관동,
나경혜, 문혜원 교수와 동문교수인 김범진, 강무림, 안형열, 장현주, 조경화 교수 외 총 15명의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기꺼이 조역을 자청했다.
또한 88 올림픽, 월드컵 등 국가적인 문화 행사를 지휘해 온 표재순 교수가 기존 오페라의 한계를 뛰어 넘는 스펙터
클한 무대를 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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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일시 : 5.13(금) 19:30 / 14일(토) 15:00, 19:30 / 15일(일) 16:00
* 공연장소 :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
* 입장권 : VIP석 15만원 / R석 10만원 / S석 7만원 / A석 5만원 / B석 3만원
* 문의 : 전화 02-2123-6120, 7120 / 홈페이지 www.masulpiri.com / 이메일 yonseiopera@hanmail.net
*톺다 : 샅샅이 더듬어 뒤지면서 찾다

연세창립 120주년 기념“Yonsei Global Festival"
국제교육교류원은 5월 2일부터 4일까지 글로벌라운지와 교정 곳곳에서 Yonsei Global Festival을 개최한다.
세계화 선두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선보일 이번 행사는 외국인 학생들과 우리나라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서의 소양을 배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각 국 대사를 초청하여 연세창립 120주년을 자축하고
-약 60여 개국 출신의 외국인 학생들이 퍼레이드 참가
-World Culture Festival
-외국대사관 및 문화원 홍보 부스 운영을 통한 교육 및 문화정보 제공,
세계요리축제, 글로벌패션쇼

5.2(월)

오프닝 행사

5.3(화)

Korea Day

-전통장터를 연출한 행사장에서 도자기, 떡 만들기 등을 체험하고
태권도, 풍물 등의 공연과 씨름, 한국가요 경연대회 등 개최

5.4(수)

World Fair

-교환대학 홍보 및 한국 및 외국계 기업들의 회사 설명회와 면접 실시
(Global Job 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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