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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식

연세대-마이크로소프트

산학 협력 체결
공동 연구, 인력 교류 및 커리큘럼 개발 등
우수 이공계 인력 양성에 적극 협력
우리대학교와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MSR)는 10월 30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교무위원회의실에서 산학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우리대학교 윤대희 교학부총장, 정갑영 원주부총장, 김문겸 공과대학장과 릭 라
시드(Rick Rashid)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 수석 부사장과 해리 셤(Harry
Shum)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 아시아(MSRA) 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
한 가운데 진행된 협약식에서 양측은 우수 인력 양성과 이공계 활성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대학교 학생 및 교수진과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 아시아
연구원들간의 상호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프트웨어 및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 더불어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 과정 및 교재를 공동
으로 개발하게 된다.
이번 협력 체결을 위해 방한한 릭 라시드 수석 부사장은 "우수한 이공계 인재들
이 포진하고 있는 연세대학교와 협력을 확대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지
식 기반 경제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다양한 교류와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개
발하여 보다 더 수준 높은 사고 능력을 갖춘 한국의 우수 이공계 인력 양성과
이공계 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소프트가 동반자 역할을 하겠
다"고 설명했다.
윤대희 교학부총장은 "우리는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다. 대학생들이 올바른 기술
을 제대로 익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대학교와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
는 우수한 인재들의 학습 향상에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
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 타 대학과 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으나,
실질적이고 방대한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밝혀
우리나라 대학과 마이크로소프트간의 굳건한 협력 체계가 최초로 성립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대학교와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는 상호 협력의 첫 결실로 연구제안서를 바
탕으로 해당 교수들에게 연구자금을 지원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의 연구원
들과 연구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교류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교과과정 개발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의 소스코드와 함께 강의 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제5회 한-일
밀레니엄 포럼
The Fifth Korea-Japan
Millennium Forum
Yonsei-Korea-Keio-Waseda

연세-고려-게이오-와세다
동북아 최고 명문 사학의 교류와 협력의 장
우리대학교, 고려대, 게이오대, 와세다대는 10월 30일 일본 와세다

갤러리 '미디어+스페이스',
영화관 '씨네+스페이스' 오픈
2007년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신설 기념
미디어ㆍ커뮤니케이션ㆍ영상예술 연구의 프론티어,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대학원과 영상대학원의 발전적 통합

대학에서 제5회 한-일 밀레니엄 포럼을 개최했다.

영상대학원(2000년 창립)과 본대학원 신문방송학과(1976년 창립)는 2007년 봄 학기부터 통합되어 커뮤니케이션대학원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한일 양국이 21세기 동북아시아를 이끄는 동반자 역할을 수행해야

영상대학원은 설립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아트, 영상디자인, 방송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기와 이론교육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 행사는 2002년 와세다대, 2003년 연세

에 남다른 업적을 쌓아 왔다. 또한 30여 년의 전통을 가진 본대학원 신문방송학과는 언론학 연구와 교육에서 단연코 국내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대, 2004년 게이오대, 2005년 고려대에 이은 5번째 포럼이다.

있다. 두 대학원은 다양한 분야를 가로지르는 학문간 융합이라는 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미래지향적 학문과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고

'한국-일본,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와세다대 시라

인문사회과학과 예술, 이론과 실무의 경계를 넘나드는 통합적 유형의 전문인을 육성하며 '문화의 세기'이

이 가츠히코 총장의 개회사와 함께 시작됐다. 개회식에서 아마모토

자 '디지털 시대'로 일컬어지는 21세기의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치다 자민당 참의원은 '한국, 그 어느 나라보다 귀중한 국가'를 제

가지고 기관을 통합, 커뮤니케이션대학원을 출범시킨다.

목으로 기조연설을 했다.

강의실 옆 갤러리, '미디어+스페이스'

연세-고려-게이오-와세다,

신설 커뮤니케이션대학원은 11월 1일 오전 11시 성암관 내에 갤러리 '미디어+스페이스(Media＋Space)'와
영화상영관 '씨네+스페이스(Cine+Space)'를 개관했다.
갤러리 '미디어+스페이스'는 우리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현대미술의 공간이다. 이 곳은 뉴미디어를
실험하고 탐구하고 관객에게 전시하는 공간이다. 그것은 또한 각각의 전시작품에 대해 새로운 언어적, 이
론적 접근법들을 적용해 보는 비평의 연구공간이기도 하다. 개관기념으로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크리
스토프 미곤(Christof Migone)의 최신작 '인터벌(Interval)'의 월드 프리미어가 마련돼 11월 24일까지 전
시되고 있다. 이 작품은 총 14부 422분의 비디오 설치작품이다. 비디오 속 출연자는 자기 나이만큼의 시
간 동안 자기 나이의 숫자를 되풀이해서 말한다. 이런 식으로 미곤은 "어떻게 당신의 나이가 공간에 리듬
을 부여하는가?"와 같은 낯설면서도 흥미로운 질문들을 탐색한다.

공동학위제 시행 합의
'한국과 일본의 대학들간의 학술교류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제1세
션에서는 우리대학교 정창영 총장, 고려대 어윤대 총장, 게이오대 안
자이 유이치로 총장, 와세다대 시라이 가츠히코 총장이 각 대학의 현
황과 비전, 국제화를 위한 방안 등을 발표했다.
또한 4개 대학간의 국제 교류의 증진을 위해 총장들은 '공동학위제'
개발에 대해 뜻을 모았다. 4개 대학은 공동학위제 개발 및 운영을 위
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것을 합의했다.
'정치, 안보 협력'을 주제로 열린 제2세션에서는 동아시아 안보질서에

학교 안의 영화관, '씨네+스페이스'

대한 논의를 했다. 북핵 문제, 일본 아베 총리의 등장과 일본의 아시
아 외교, 중국의 급부상 등과 같은 주제를 다루며 이러한 문제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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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전망했다.

영화관 '씨네+스페이스'는 커뮤니케이션대학원의 개원을 맞이하여 영상문화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

제3세션은 '경제, 사회, 문화 협력'을 주제로 열렸으며, 특히 일본에서

으로 CJ 엔터테인먼트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독립영화 전용상영관이다. 신촌캠퍼스의 중심에 위치한 성암

불고 있는 '한류'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류가 한국인과

관 내에 만들어진 '씨네+스페이스'는 국내대학 최초의 독립ㆍ예술 영화 전문상영관으로서 대형화된 멀티

일본인이 느끼는 상대국에 대한 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또

플럭스를 통해 배급되지 않는 다양한 유형의 영화들을 일반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CJ 엔터테인먼트의 전

한 상호 교류와 이해의 증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문적 경영과 우리대학교의 학술적 노력을 규합하여 뛰어난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국내외 우수 영화작품들을 엄선하여 일 년 내내 저녁 시간 동

분석했다. 나아가 한류가 상호 발전적인 문화로 자리잡기 위해서 언

안 상영할 계획이다.

론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미있는 논의를 펼

개관 상영 프로그램은 새로운 감성과 영상언어로 독특한 작품세계를 펼치고 있는 국내외 독립영화 감독들의 최신작들이다. 조폭들과의 충돌로부터

쳤다.

자신이 입고 있는 예쁜 드레스를 지키려 하는 나카시마 테츠야 감독의 '불량공주 모모코', 그리고 이라크 국경지역의 난민촌의 현실을 다룬 이란 출

동서문제연구원 김우상 원장은 "한국과 일본의 최고 사립대학이 교

신 감독 바흐만 고비디의 '거북이도 난다' 등이 준비됐다. 또한 11월 중순에는 올해에 제작되어 처음으로 극장에 배급되는 국내의 우수작품들을 소개

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것은 우리대학교가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발

하는 '충무로 밖의 새바람'이라는 영화제를 열 계획이다.

돋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이번 포럼의 의의를
밝혔으며, "특히 공동학위제의 시행으로 4개 대학의 교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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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교수, 팔다리형성의비밀을풀다

육종인·김현실교수,
암세포전이기전
세계최초규명

세계 최초 규명 성과, 미국국립과학학회보(PNAS) 게재

네이처 셀 바이올로지(Nature Cell Biology)지 게재
치과대학 구강병리학교실 육종인·김현실 교수팀이 암세포가 전이되는 분자생
물학적 기전과 신호전달체계를 규명해 향후 암 전이를 차단할 수 있는 치료약
물 및 치료법 개발의 가능성을 열었다. 또한 세포 생리활성을 조절하는 새로운
세포생물학적 기전을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질환의 치료법 개발과 줄기세포 분
화조절 연구의 전기도 마련했다.
육종인·김현실 교수팀은 미국 미시간대 와이즈(S. J. Weiss) 교수팀, 보험공단
일산병원 최윤정 교수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암세포 전이 기전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보건산업진흥원 지원을 받은 이번 연구는 세계적 학술지인 '네이처 셀
바이올로지'지 10월 30일자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의한 β
-catenin 활성화가 Axin-2 유전자를 증가시키고, 증가된 Axin-2 유전자
는 세포핵에 존재하는 GSK-3 효소를 세포질로 데리고 나옴으로써 Snail 유전
자를 활성화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확인하고 증명했다.
다시 말해 'Wnt 신호→β
-catenin 활성화→Axin-2 유전자 증가'로 이어지는 연
쇄적인 과정이 암세포 핵의 GSK-3 조절 기전에 영향을 주어 결국 암세포의
Snail 유전자의 활성화 초래로 암세포 전이가 유도된다는 것을 밝히게 된 것이
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인체 내 암세포 전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규명한 세계 최초의 연구 결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류마티스성관절염, 알츠하이머질환치료가능성열어
암세포는 무한 증식과 함께 타 부위로의 전이로 인해 치료의 어려움과 높은 재
발률을 보여 왔다. 지금껏 암세포의 증식에 대한 연구는 많은 진척을 보여 왔으
나, 전이가 이루어지는 암세포의 세포 신호전달체계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
다. 암 전이 과정을 살피기 위해선 신체 내서 이루어지는 현상을 대신 보여줄
수 있는 적절한 연구 모델의 부재로 인해 암세포가 주변 장기로 뚫고 들어가고
확산되는 메커니즘을 적절히 연구할 수가 없었다.
이에 육종인 교수팀은 2001년부터 미시간대와 함께 암 전이 기전을 밝히기 위
한 공동 연구를 진행, 지난해 기존에 암 발생을 유도한다는 암세포 내 Wnt 신
호전달체계가 GSK-3(Glycogen synthase kinase-3) 효소를 억제함으로써
Snail 유전자를 활성화하여 암세포의 전이를 유도한다는 것을 규명했다. 그리고
암세포 전이를 야기하는 핵심이 Snail 유전자임을 밝혀 발표한 바 있다(Journal
of Biological Chemistry, 2005, vol 280 게재).
이 연구를 바탕으로 공동 연구팀은 Snail 단백질을 경유하는 Wnt 신호의 암세
포 전이 과정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 Wnt 신호에

육종인 교수는 "암세포 전이가 이루어지는 각 단계를 파악하게 되어, 그 전이
단계 중 한 과정만 선택하여 암 전이를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표적 치료약물
및 치료법 개발 가능성을 열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연구의 의의를 밝혔다. 특히
이번 연구를 통해 그동안 암 억제 유전자로 잘못 알려져 있던 Axin-2 유전자가
실제로는 암 전이를 유도하는 기능이 있음을 밝혀 기존 암 생물학설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육종인 교수는 덧붙였다.
한편 육종인 교수팀의 이번 연구로 Axin 유전자의 새로운 기능을 밝히게 됨으
로써 기존에 GSK-3에 의해 매개된다고 알려진 면역질환 이상에 의한 퇴행성
질환(류마티스성 관절염, 알츠하이머 질환, 눈 망막 질환 등)의 발병 기전을 연
구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가설과 치료법 개발 가능성을 같이 제시하게 되었다.
또한 Wnt 신호전달이 줄기세포의 분화와 이동을 조절하는 핵심 신호전달이라
는 점에서 향후 줄기세포의 분화조절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론적인 토대
를 마련했다.

팔다리와 젖샘을 비롯한 포유류의 몸통 형
성에 대한 비밀이 밝혀졌다. 치과대학 구강
생물학교실 정한성 교수와 김재영, 조경원
연구원은 세포 내 유전자의 상호작용에 의
해 등과 배 및 팔다리 등 신체기관이 형성
된다고 발표했다. 연구진은 "세포 내 Tbx3
와 Bmp4라는 유전자의 상호작용에 따라
등배 축(軸)이 형성되면, 이 축에 따라 몸통
의 팔과 다리 및 젖샘(유방)의 위치가 결정

은 3차원 형상을 가진 포유류 발생과정 연구에 주력하여 등과 배의 경계를 결
정하는 유전자의 기능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찾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특히 이번 연구로 포유류에서 동종을 확인하는 방법인 종별 고유의 몸통 털 경
계 또한 Tbx3와 Bmp4 유전자의 기능에 따라 형성됨을 확인하게 되어 동물 진
화 연구에도 큰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구진은 팔과 유방의 위
치가 정상보다 등 쪽으로 밀리거나 전혀 다른 곳에 위치하고 손의 새끼손가락
과 팔의 자뼈(Ulnar)의 형성에 문제가 생긴 채 태어나는 UMS(Ulnar Mammary
Syndrome)와 같은 선천성 희귀 유전자질환 치료 및 사고나 질병으로 손상된
신체기관의 재생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된다"고 밝혔다.
한국과학재단 구강악안면경조직재생연구센터(MRC)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기초의학 학술지인 미국국립과학학회보(PNAS)
11월호에 "Molecular interactions between Tbx3 and Bmp4 and a
model for dorsoventral positioning of mammary gland
development"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정한성 교수는 쥐의 배아를 이용하여 그 발생과정을 관찰한 결과 몸통 조
직에서 등 쪽 형성에 관여하는 Tbx3와 배 쪽 형성에 관여하는 Bmp4 두
유전자의 이른바 '밀고 당기는 역학관계'에 따라 몸통이 형성되고 이에 따
라 팔다리와 유방의 위치 결정과 형태가 만들어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생물 발생에 대한 연구는 주로 상하좌우 축의 2차원적 모습을
지닌 원시동물의 몸통 형성과정 규명에 국한되어 있었다. 정한성 교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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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 지원받아
세계적 수준의 연구 경쟁력 갖춰, 10년간 20

최
업에 우리대학교 물리학과 이수형 교수가
10명의 2006년도 기초과학 우수학자 지원사
2억(이
연간
간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선정한
5+5년
를
연구자
잠재력을 갖춘
는 연구 실적과 최고학자로 성장할 수 있는
종 선정됐다. 본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사업
위상을
국가의
여
배출하
으로 세계 최고의 학자를
론 1억)원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궁극적
국외전문가를 포함한 5단계의 까다로운
횟수가 1,000회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은 신청 자체가 주저자 SCI 논문의 피인용
심사를 통하여 선정된다.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1992년
강한 상호작용의 성질변화에 대한 연구로
이수형 교수는 높은 온도나 밀도에서
극한 핵물질의 성질변화를 강입자의 성
벡타 중간자의 성질변화'에 대한 논문은
'Physical review'에 게재한 '핵물질에서
350회 인용됐다. 그 외 특이 강입자와
연결고리를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질변화를 통하여 관측할 수 있는 이론적
달한다. 이 교수의 논문에 근거하여 무
이 교수의 피인용 횟수는 총 1,600회에
무거운 강입자의 성질변화 등의 연구로
프로젝트에서 실행될 예정이며
앞으로 독일 중이온연구소의 차세대 가속기
거운 강입자의 성질변화를 보려는 시도는
업적으로 부각되리라 기대된다.
이 교수의 예측이 확인되면 더욱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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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도서관전시실개관
국내 최초 전직 대통령 관련 사료 전시 기념 공간
2003년 11월 3일에 개관한 우리대학교 김대중도서관(관장 류상영)이 내부를 리
모델링하여 지난 11월 2일 오전 11시 전시실 개관식을 가졌다.
개관식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 우리대학교 정창영 총장, 한명숙
국무총리,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 박삼구 금호아시
아나그룹 회장(김대중도서관 후원회장), 이해찬 전 국무총리, 함세웅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 서교초등학교 어린이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창영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김대중도서관이 전시실과 전문사료실을 만들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를 역사의 교훈으로 축적해
가는 전통을 확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고를 지원해 준 노무현 대통령
과 국무총리,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감사를 표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이 전시
실 개관은 앞으로 전직 대통령이 국정자료를 남기고 이를 통해 후대가 지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 기록문화의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 가는 소중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축하했다.
이번에 개관한 김대중도서관 전시실은 대한민국 최초로 전직 대통령 관련 사료
를 전시하는 기념 공간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지상 1, 2층과 지하 1
층에 걸쳐서 구성된 김대중도서관 전시실은 전체 500여 평 규모이며 김대중도
서관에서 수집한 사료 중에서 일부를 전시하고 있으며 전시된 자료의 대부분은
미공개 사료로서 전시실 개관과 동시에 최초로 공개되는 것이다.
전시실 1층은 김대중 대통령 일대기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대중 대통령 기
증 사료 및 해외(미국, 일본)에서 수집한 사료 등
5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주요 전시 사료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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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대통령의 유소년기 학교 자료, 1950년대에 언론에 기고한 글들을 스크랩
한 노트, 결혼반지, 기네스 증서, 7대 대선 자료, 못으로 쓴 편지, 사형선고를 받
았을 때 입고 있던 수의, 빌 게이츠 선물, 김대중 대통령 수칙, 남북정상회담 당
시 사용했던 만년필, 각종 훈장, 상장 및 학위, 노벨평화상 등이다. 또한 참여를
통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청와대 집무실을 재현한 '대통령 되어 보기'와 전자
책, 인터랙티브 영상(인동초와 금모으기) 등의 코너를 마련했다.
2층은 특별기획전시실과 사료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기획전시실에는 대
통령 재임 시 해외 정상들로부터 받은 공직자 선물 183점(국립민속박물관으로
부터 대여받음)이 전시되어 있다. 사료전시실에는 김대중도서관이 수집한 문헌,
사진, 구술 사료 등의 생산과정과 샘플을 전시하고 있다. 김대중도서관은 그동
안 문헌, 사진, 동영상 자료 등 55만여 점을 확보했다. 또한 사료 구축 사업으로
서 큰 의미를 가지는 구술사 프로젝트(Oral History Collections)를 시행하여
2006년 10월 현재 김대중, 이희호 여사를 비롯한 총 47명을 88회에 걸쳐서 인
터뷰하여 172시간의 역사적 사료를 확보했다. 김대중도서관은 향후 5년간 총
500여 명의 구술사 자료를 구축하려는 장기계획을 세워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사료사업은 김대중 연구, 국민의 정부 각종 정책 연구, 한국 현대정치사 연구,
재야운동사, 해외민주화운동사 연구 등에 획기적 기여를 할 것이며 김대중도서
관은 축적된 사료에 바탕을 둔 김대중 전집, 각종 자료집, 연구 총서 시리즈 등
을 발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대중도서관 전시실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
람할 수 있으며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김대중도서관후원의밤행사
11월 2일 저녁 7시 우리대학교 대강당에서는 김대중도서관 후원의 밤 행사가 열
렸다. 이 날 후원의 밤 행사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 우리대학교 정창영 총
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김대중도서관 후원회장), 임채정 국회의장,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한화갑 민주당 대표, 신국환 국민중심당 공동대표, 정세
균 산업자원부 장관, 필립 티에보(Philippe Thiebaud) 프랑스 대사, 디드릭 톤세
(Didrik Tønseth) 노르웨이 대사, 유라이 페트루스카(Juraj Petruska) 슬로바키
아 부대사, 페르난도 레온(Fernando Leon) 에콰도르 대사, 엑또르 갈반(Hector
Galvan Suzana) 도미니카 대사, 박용길(고 문익환 목사 부인) 여사, 재미교포 2
명 등 각계 각층의 1,200여 명이 참석했다. 그리고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화환
을 보냈으며 고은 시인, 강만길 교수, 박원순 변호사, 박찬호 선수 등은 축하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이 날 행사는 뿌리패의 큰북공연과 솔리스트의 아카펠라 공연으로 시작됐으며
정창영 총장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은 환영사를 했고 박삼구 금호아
시아나 그룹 회장은 작년부터 올 10월 말까지 모금한 후원금 1,801,489,610원
(약정액 포함)을 정창영 총장에게 전달했다. 박삼구 회장은 환영사에서 "대학과
기업은 선진국일수록 상생과 협력의 관계"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대학의 학
문발전과 인재육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후원회원의 협력 없이
는 김대중도서관이 대통령도서관의 좋은 본보기로 성장할 수
없다며 보다 더 넓고 뜻있는 참여를 희망했다. 임채정 국회의
장은 축사를 통해서 "김대중도서관은 단순히 한 개인이나 한
시대의 회고적 집합체가 아니라, 다가올 한반도의 통일과 세계
평화를 향한 자랑스런 연구기관으로 우뚝 서고 있다"며 앞으로
도 맡은 바 사명을 다해 주기를 기원했다.
뒤이어 류상영 김대중도서관장이 김대중도서관 사업 소개를
하였고 김성재 김대중도서 관후원회 상임이사(전 문화관광부

장관)는 김대중도서관 후원회 사업을 안내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김대중도서관의 발전에 최선을 다한 우리대학교에 감사의 뜻
을 전했다. 그리고 "김대중도서관은 결코 큰 규모의 도서관은 아니지만 평화
와 민주주의와 빈곤퇴치를 위해서는 어느 도서관 못지 않게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한 뒤 참석한 후원회원들에게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그러한 3가
지 목표를 달성하도록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을 많이 성원해 주기 바란다"
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의 인사말 후에는 국악인 오정해 씨의 공연 등 문화
행사를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하여 후원의 밤 행사는 끝이 났다.
11월 2일에 있었던 두 행사를 통해서 김대중도서관은 시민들에게 더욱 많이
알려졌으며 전시실 개관 이후에는 평균 40여 명이 전시실 관람을 위해서 방
문하고 있다. 그리고 11월 4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도서관 전시실을
방문하여 정창영 총장과 류상영 김대중도서관장의 안내로 50분 정도 관람했
다. 전시실을 관람한 뒤 노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께서 살아온 역정의 삶이
보여 주는 감동도 크지만, 치열한 삶의 기록들이 잘 모아져 있는 데에서도 감
동을 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10월 27일 이병완 대
통령 비서실장을 우리대학교 총장실로 보내 정창영 총장과 손흥규 행정대외
부총장(김대중도서관 후원회장)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전직 대통령의 기록
문화와 연구평가 활성화에 기여해 달라"며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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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고의학자확보가
대학발전의지름길"
쿠르트뷔트리히석좌교수(언더우드국제학부)
현재 세계 최고의 석학과 미래를 책임질 세계 각
국에서 모인 20살 새내기들이 만났다. 그 주인공
은 쿠르트 뷔트리히(Kurt Wuthrich) 박사와 언더
우드국제학부 학생들이다.
단백질의 3차원 입체구조를 핵자기공명(Nuclear
Magnetic Resonance, NMR) 분광법으로 용액 상
태에서 규명하는 방법을 개발한 공로로 200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쿠르트 뷔트리히 박사. 그
는 광우병을 일으키는 프리온 단백질의 구조를
밝혀 냈으며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 등 신약 개
발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올해 우리대학교
언더우드국제학부 석좌교수로 강단에 선 쿠르트
뷔트리히 박사를 김유삼 대학원장이 만났다.

* 우리대학교 언더우드 국제학부(이하 UIC)의 석좌교수를 맡아 주셨
습니다. 연세에서 강의하신 소감은 어떠십니까? 또한 UIC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UIC는 체계가 잘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영어 능력이 뛰어
나고 학업에 대한 열의가 매우 높습니다. 결석하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매우 열심히 공부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한 이번에 제
가 맡은 강좌의 정원은 9명이었는데, 그 학생들 중 한두 명을 제외하고
는 매우 뛰어난 능력을 보여 줬습니다.
또한 UIC 교직원들은 능력이 뛰어나고 매우 헌신적이었으며 강의하는
동안 많은 도움을 받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 UIC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UIC는 새로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아직 1학년 학생들밖에 없습니다.
UIC는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장기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나올 결과를 현재의 상황에서 섣불리 판
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1학년 학생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당장 UIC의 미래가 어떻다고 단
정지을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지켜 봐야 합니다. UIC가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 핵자기공명(NMR) 분광법을 이용해 단백질 구조를 규명해 낸 공로
로 200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하기까지
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또한 연구 과정 중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소
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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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처음에는 체육학을 전공했습니다. 이후에 물리학, 화학, 수학을 공부
했죠. 그리고 결국은 무기화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ESR(electronic spin resonance)와 NMR(nuclear magnetic
resonance)를 사용했습니다. 이것들은 매우 기초적인 물리학적 방법입니
다. 또한 금속도 사용하였습니다. 솔직히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
들은 내가 뭔가 매우 특별한 일을 해 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벨 전화연
구소(Bell Telephone Laboratories)에서 내게 좋은 자리를 주었고 많은 장
비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거기서 나는 사람들이 단백질을 사용한 연구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래 공부했던 것이 물리학, 무기화학이
고 금속이온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ESR과 NMR을 사용하여 단백질을 연구
하는 것은 매우 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러한 연구 방법을 통해서 전에 연구되었던 것들 중에 오류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NMR을 이용한 단백질 구조 연구를 시작한 이후 저는 꽤 유명해졌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최고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
에 제가 한 연구가 아주 굉장한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완전 새로운 분야의
연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스위스에서 교수로 초빙을 받게 되었고 본격적인 연구
를 하게 되었습니다.

* 연구를 위한 장비나 재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비가 필요했
을 텐데 행정당국을 어떻게 설득시키셨습니까?
- Basel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할 때 저는 물리학과가 아니라 화학과에서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물리학과장은 체육학을 공부한 학생이 고가의 장비들
을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였지요. 그래서 전 화학과로 눈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제가 화학을 전공하면서도 물리학

분야의 장비와 재료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우연히 EPR(electron
paramagnetic resonance) 장비를 보유하고 있던 교수님 한 분이 외국
으로 나가셔서 아무도 그 장비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고, 어떤 분이 제게
장비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당 분야의 연구를 시작했고,
학위취득 후에는 UC Berkeley 대학에서 박사후과정을 하게 됐습니다. 거
기에서 Robert E. Connick 교수를 만났고 충분한 연구비를 지원받으며
그와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67년 벨연구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벨연구소는 최상의 조건에서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모든 지원을 아
끼지 않았습니다.
1969년 다시 스위스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스위스 연방공과대학(ETH)
은 벨연구소가 저에게 얼마만큼의 지원을 했는지를 점검했고 벨연구소가
해 주었던 것과 똑같은 장비와 그 이상의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벨연구소에서 한해를 보낸 후로 이미 이
분야에서 명성을 얻었고 벨연구소에는 제
가 필요했던 것들이 모두 다 있었기 때문
에 스위스로 꼭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는 저에게 벨연
구소에서 받았던 대우와 최상의 연구 환경
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비현실적인 이야
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단 한 번도 저의
요구가 거절된 적이 없이 모든 지원을 받
았던 것 같습니다.

* 선구자적인 과학자로서 생명과학의 미
래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구조 생물학 분야에서 분자의 구조와 상
호작용을 밝혀 내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세포
내부의 구조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도 찾
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백질이든지 핵산
이든지 구조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이
미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이러한 일
들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더 발전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RNAi(RNA
interfere)의 경우, 10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이런 분야에 관심조차 없었
지만 지금은 아주 큰 연구 분야가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아직도 모
르는 연구 분야가 많을 것이고 그것들을 밝혀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앞으
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 스위스와 미국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스위스와 미국의 연
구 여건과 방식 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위스, 미국,
한국의 연구 방식을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한국 시스템은 스위스나 유럽 방식과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유
럽에서는 대학당국에서 연구자에게 비서나 업무보조를 담당할 직원을 제
공해 줍니다.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유명한 대학에서는 연구를 시작할 때 연구비(Start-up Founds)를 지원해
줍니다. 조교수의 경우 50만에서 1백만 달러 정도입니다. 물론 장비들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따라 지원액이 조절됩니다. 학자들은 학교당국에서 연
구지원을 많이 해 주지 않으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들은 좋은 학자
들을 모셔오기 위해 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고 경쟁을 합니다. 이렇게

연구환경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한국 방식은 미국이나 유럽 방식이랑 매우
다릅니다. 미국과 유럽 시스템을 비교하자면, 유럽 시스템은 미국보다 연구
분야에 대해 보다 더 장기간, 보다 더 넓은 범위의 보장을 해 준다는 점입니
다. 그에 비해 미국에서는 뭐든지 빨리 만들고 빨리 결과를 내어 놓아야 합
니다. 이 점에서 한국은 미국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
도 유럽의 방식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워드 휴즈 의학연구 기금
(HHMI)에서는 아주 좋은 과학자들을 신중히 뽑은 뒤에 10년 정도의 기간을
주고 천천히 실험하고 연구할 수 있게끔 해 줍니다.
미국 방식이든지 유럽 방식이든지 또는 한국이든지 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학자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국과 연세대학교의 생명과학 분야 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
십니까? 또한 연구 수준을 제고하
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가장 중요한 것은 학자의 능력입니
다. 아무리 지원금을 많이 제공하더
라도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평범한
과학자만 있다면 별로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좋은 학생들을 끌어 모아야 합니다.
과학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아무런 조건이
나 구속 없이 외국에 나가서 공부할
기회도 더 많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이나 폴란드의 경우 외국
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한다
면 본국의 연구원 지위의 지원(Postdoctoral Fellowship)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외국에 나가게
되면 한국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미래 학자들에게 너무 잔혹한 것 같
습니다.

* 마지막으로 연세인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 주십시오.
- 제 생각에 연세대학교는 이미 매우 좋은 학교입니다. 또한 연세대학교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을 높이 평가합니
다. 하버드대나 예일대와 같은 세계적인 명문 대학들이 세계 1, 2위에 랭크
되는 것은 그들 또한 계속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
학 순위가 크게 바뀌지는 않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연세대에서 물리, 화학, 생물학 등기초과학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
다는 점입니다. 이과대학을 다른 대학(학부)과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
의 변호사들을 미국에 있는 변호사들과 비교할 수가 없고, 한국역사 학자를
미국역사 학자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초과학은 한국이나 스위
스가 아니라 세계 수준에서 비교하고 경쟁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
가 있습니다. 물론 과학이 아닌 다른 분야의 학자들의 원성을 살 수도 있겠
지만 이과대학을 더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과학의 발전을 통해 연
세대학교가 세계적 연구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9

구체적이고 다양한 혁신 계획
글로벌 법 센터 설립, 연세 로펌 설립,
최첨단 모의 법정 구축

[법과대학]

비상을꿈꾼다!
Yonsei Law 5-2-10-1
법과대 정원대비 사법시험 합격률의 지속적 상승세
로스쿨 도입에 대비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또 한번의 도약 기대

"지난 1950년에 설립을 해서 2000년에 법과대학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
안 국무총리, 사법원장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해 냈지요. 광
복관 증축과 함께 법과대학은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관련 법
안의 승인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현재 승인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각각에 대비한 시나리오와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
다. 법과대학은 물론 연세의 도약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시
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지요."
홍복기 법과대학장·법무대학원장은 우리대학교 법과대학이 놓여 있는 현시적
위치에 대한 설명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로스쿨의 승인, 운영 향방에 따라 우
리대학교의 국내외적 위상 또한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책임감
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국내에 로스쿨이 도입되지 않을 경우, 지금의 구도 속에
서 국내에서 최고 법과대학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지표상으로, 법과대학의 대외
적인 평가 지표는 바로 사법시험의 수확에 달려있습니다. 분명한 목표치를 설정
해서 지금보다 더욱 많은 합격자들을 배출하는 데에 집중해야 하겠지요."

법과대학 비전, Yonsei Law 5-2-10-1
연세 로스쿨 5년 내 국내 2위, 10년 내 아시아 1위
법과대학의 미션은 민주주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전문법률가를 양성하고, 국제화
에 적합한 법학교육을 실시하며, 법학교육의 전문화·다변화를 이루어 내는 것
이다. 미션에 맞추어 현재 법과대학에서 설정하고 있는 비전은 크게 네 가지로,
그 실현 방향과 위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과대학에서는 현재 사법시험 국내 1위 도약을 위한 실행계획을 갖고 있
다. 이는 5년 이내에 연 200명의 합격 인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이를 통
해 연세 브랜드의 가치를 제고하고 실무 법률가 양성을 통한 인적 인프라를 구
축하여 국내 최고의 법과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차 시
험에 대비하여 객관식 모의고사를 확대 실시하고 유급 튜터 제도를 도입하는 한
편, 2차 시험을 위해서는 교수 모의고사 및 강평, 채점 제도를 도입하고 장학금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1차와 2차 시험에 걸쳐 공통적으로 기숙사와 고
시반, 스터디 룸 시설 지원을 개선 및 확대할 계획에 있다. 2006년 사법시험에
서 우리대학교는 총 122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는데 이는 전체의 12.1%를 차지
하는 수치이다. 우리대학교는 연세대 사법시험 합격자 결과상 최대합격자를 배
출하였으며, 정원 누적 대비 합격자 비율로 환산할 때 국내 1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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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의 비약적 상승 이후 합격자 추이는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어, 지속적 상
승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두 번째로, 로스쿨 전환에 대한 준비를 빠뜨릴 수가 없다. 연세 로스쿨 비전의
핵심은 'Yonsei Law 5-2-10-1 : 5년 내 국내 2위, 10년 내 아시아 톱 로스쿨
진입'이다. 현재 법과대학은 로스쿨 도입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로스쿨
법안이 추진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각각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운영 계획을 마련해 놓았다. 로스쿨 도입이 승인되면 교육환경 개선과 행정선진
화, 연구역량 강화 및 교육프로그램 혁신, 재정 자립도 강화 등을 통해 법과대학
의 도약을 적극적으로 이뤄낼 계획에 있다. 이를 위해서 법과대학에서는 자체적
으로 외부 환경, 내부 환경, 그리고 연세대 법과대학의 현 위치를 냉정하게 파악
하는 한편 미국과 일본의 주요 로스쿨을 방문, 답사하여 벤치 마킹의 과정도 거
쳤다. 세 번째로 집중하고 있는 것은 국제화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글로벌 법 센
터를 설립하여 법과대학의 국제화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법학연구 및 교류
를 위한 아시아의 허브로 부상하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을 구상 중에 있다. 또한,
중국을 비롯하여 아시아 각국의 학생 및 젊은 학자들을 유치하여 한국의 법 체
계와 법 이론을 전수해 아시아 내 연세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In-Bound
Program'과 외국의 유수 로스쿨과 공동학위제를 확대하는 'Out-Bound
Program'이 이와 병행될 예정이다. 현재 아메리칸 대학교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동학위제도를 미국 및 다른 외국대학의 로스쿨이나 법과대학으로 확대함
으로써 학문후속세대 및 외국의 변호사자격시험에 관심이 있는 한국 학생들을
적극 유치하여 연세의 외연을 넓히기 위함이다. 외국의 저명한 교수들과 로펌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단기 교육프로그램 개설을 전제로 한 'Advanced Law
Program'도 빠뜨릴 수 없다. 연세-콜롬비아, 연세-예일, 연세-페킹 등의 브랜드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연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그 외에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 확대하고 외국 로스쿨 및 로펌과의 교류협력 체결을 넓혀
나가는 것이 주요 과제로 선정되어 있다.
끝으로 연구역량의 강화에 법과대학은 집중하고자 한다. 현재 연구소 체제로 되
어 있는 법학연구소를 법학연구원으로 개편하여 산하에 첨단의 전문 연구센터들
을 설립함으로써 법과대학의 활성화를 선도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중국법센터, 법과 혁신센터, 미국법연구센터를 개편하여 보다 더
전문화, 특성화된 연구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국내외 학술지 발간 및 학술행사
개최와 적극적인 연구센터 지원방안의 발효로 연구 중심에 기반한 역량 강화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법과대학 교수가 기존의 20명대에서 30명대로 충원되어 현재 35명의 교수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곧 이어 40명
에 이를 예정이지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임용 교수 수가 두 배로 증가한 셈이에요. 최근에는 특히 국제적인 경쟁
력을 갖춘 실무가 출신의 분들을 영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국제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국내의 대
형 로펌에서 일한 분들이죠. 로스쿨이나 교육 개방 모두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영어 강좌의 확대 개설과 공동학위제 확대 등 법과대학은 세계화에 발맞춘 플랜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로
스쿨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글로벌 법 센터를 송도캠퍼스에 마련하고, 학교 내에 일종의 실습장으로 연세 로펌을
만들 계획도 있다. 학문으로서의 법과 실무 능력을 고루 연계시키고, 나아가 연세 구성원과 동문들에 대한 실질
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일석다조의 효과를 끌어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홍복기 학장은 이에 덧붙여 '최첨단 모의 법정'에 대한 구상안도 내 놓았다. "가상 공간, 곧 사이버상으로 진행되는
모의 법정을 기획하고 있어요. 지금 법원과 검찰, 사법부에서도 그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재판에는 판사
와 증인, 피고, 피의자, 원고 모두가 착석해야 했지요. 이것을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실험들이 작게나마 시도되
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은 특히 실험적인 장소가 될 수 있지요. 최첨단 전자시스템을 활용한 모의 법정을 구상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법조계가 보수적이라는 말들이 많지요? 혁신은 이제 누구에게나 최우선
과제입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모습은 무엇일까, 재판정의 모습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볼 때가 되었고, 대학에
서 우리 법과대학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법과대학 건물의 앞마당과
뒷마당에 여유 공간이 있어, 이 곳을 활용한 새로운 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이
이러한 기획과 보조를 함께 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로스쿨과의 연계성도
작용한다. 준비는 다 되어 있고, 기동성 있게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추이
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현'이라는 이름의 공동체와 도약의 꿈
'법현'은 우리대학교 법과대학을 대표하는 말이다. 공동체로서의 법과대학을 얘기
할 때 매번 법현이라는 말이 따라 붙는다. 학부생들의 법현제와 법과대학 기숙사
인 법현학사, 법현대관 등이 바로 그것이다. '법학 교육을 통한 우수한 법률가를 양
성한다'라는 설립 취지가 고스란히 담긴 말이 '지혜롭고 현명한 법조인'으로서의 법
현이라 할 수 있다. 동문들이 매년 마련하는 장학금의 명칭 또한 법현장학금인데 어
떠한 후배 인재를 기대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법과대학의 동문사랑은 그 유서와 뿌리가 깊다. 법과대학 결연 장학금은 30년 동안
꾸준히 이어 내려져 온 것으로, 선배들이 일심해서 후배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광복관 증축에도 역시 동문 선배들의 정성이 많은 힘이 되었
다. 지금 76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법현학사 또한 다른 학과에서는 찾아볼 수 없
는 것으로, 동문들이 자비를 내어 설립한 기숙사다. 모교의 도약을 바라는 선배들의 간절
한 애정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법과대학인 것이다.
"우리대학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자유의 정신'이지요. 이 정신을 이어 받아서,
법조계에 진출한 우리대학의 학생들 또한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좋은 평가를 받
고 있지요. 현명한 인재들을 길러 내어 사회에 진출시키는 것이 우리 대학이 해야 할 역할일
것입니다. 그런 계획의 실현을 위해 풍부한 자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홍복기
법과대학장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바로 재정 자립도의 강화이다. 법과대
학의 도약을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로
스쿨 도입에 대비하여 법과대학을 증축하고, 법과대학을 우리대학교의 '리더'로
만드는 것이 홍 학장이 중점을 두고 있는 두 가지 사업이다. "다른 단과대학을
추월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과대학이 질적, 양적 발전을 거둬 냄으로써 다
른 단과대학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저는 법과대
학이 발전할 때 우리대학교도 발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에 기반한 투자 육성을 강조하는 홍 학장은, 한정된 자원 속에서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여러 분야의 동반 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이 운
영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자기 혁신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
해 법과대학 자체는 물론 연세대학교 전체의 발전을 일구어 내겠다는 다
짐. 바로 그러한 의지로 법과대학은 지금 도약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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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포커스

혁신문화구축의첫걸음,

내에 설치하고 있던 디자인센터를 대외협력처로 소속을 이관하였다. 또한 대
학출판문화원에서 발행하던 계간지「진리·자유」
의 발행 업무를 대외협력처
홍보부로 이관하여 편집 인력 및 공간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
으며, 더불어「연세소식」
과「진리·자유」
를 한 곳에서 발간함으로써 학교의
이미지를 일관되게 홍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였다.
이로써 대외협력처는 디자인 전문 인력을 보충하고, 연세대학교를 대표하는
두 출판물을 동시에 발행하게 됨으로써 학교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보
다 더 나은 역량을 보유하게 되었다.

학사·행정조직개편
지난 2005년 창립 120주년에 발맞추어 선포한 "연세비전 2020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연세"는 '섬김의 리더십', '연구프론티어', '혁신문화'라는 세 가지 목표로 구성되었
다. '섬김의 리더십'과 '연구프론티어'를 위한 교육과 연구의 인프라를 제공하고, 교육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창조적 변화에 앞장서겠다는 의미의 '혁신문화'는 이번 조직개
편을 통해 첫걸음을 내밀었다.

기획부

기획실

예산조정부
평가감사부

우리대학교는 혁신문화의 구축의 시작으로 점점 방대해져만 가는 학사·행정 조직을 정리하고 개편하였다. 교육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커뮤니케이션대학원의 설립
과 자율경영 확대에 따른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실 신설, 동일기능 혹은 유사기능의 통합을 통한 행정비용 절감을 위한 교육개발센터와 사이버교육지원센터의 통
합, 리더십 개발원의 신설,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대외협력처 개편 그리고 국제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할 국제처의 신설 등이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이다.

대외협력사무국

대외협력처

4. 국제관계부서직제개편
1.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설립 승인
유사한 목적을 가진 독립된 교육기관인 대학원 신문방송학과와 영상대학원은
교육·인적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과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았다. 우리대
학교는 이러한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더불어 디지털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전문
가 양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 신문방송학과와 영상대학원을
수평적으로 통합하여 커뮤니케이션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설립하였다.
우리대학교는 우리나라 언론계 및 신문방송 분야에서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두 기관의 통합으로 인해 이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육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2. 감사실신설
대학 내의 행정조직이 방대해지고 점차 자율경영을 실시하는 기관들이 많아짐
에 따라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행정 및 예·결산에 대한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장 직속기구로 감사실을 신설하고, 기획실 평가감사부의 감사업무를
이관하기로 하였다.

3. 교무처부속
교육개발센터·사이버교육지원센터통합
지금까지 교육지원 업무는 교무처 산하의 교육개발센터와 사이버교육지원센터에
서 담당하고 있었다. 이렇듯 교육지원이라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두개의 조
직을 통합하여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행정비용의 절감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교
육개발센터와 사이버교육지원센터를 교육개발지원센터로 통합하였다.
두 조직의 통합은 비용의 절감이라는 단순한 효과 이외에도 교수학습 및 교육자
료 개발 부서의 통합으로 업무 효율 증대,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 지원 통
합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이라는 추가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기획부

기획실

평가관리부

감사실

감사부

사무부

교육정책개발팀

교무처

교육개발
지원센터

6. 리더십개발원 신설
우리대학의 교육목표 중 하나인 global leader의 양성이라는 목표의 달성과
교내에 산재한 취업, 인력, 리더십 관련 조직의 통합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을
구축하기 위하여 리더십개발원을 신설하였다.
리더십개발원은 커리어와 리더십 개발, 그리고 취업 등의 분야에서 그 기능이
서로 중복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던 취업정보실, 상담센터, 리더십센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여성인력개발연구원, 국가고시정보센터를 모두 폐지
하고 이들의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제1부원장

국제교류과
국제지원과

리더십개발원
제2부원장

상담센터
취업진로지원팀
리더십센터
국가고시지원팀

언더우드학부

언더우드
국제대학

예산조정부

디자인센터

이번 조직개편에서 중요시하게 고려한 점은 Inbound 국제화 전략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구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언더우드국제학부와 국제교육교류원의 두
개로 나누어져 있던 우리대학교의 국제관계 직제를 개편하였다.
언더우드국제학부의 기능만으로는 연세비전 2020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의 국제
화 교육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웠기 때문에 기능의 강화가 필요했으며, 국제교육
교류원의 기능만으로는 외국인 교수와 학생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나타
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수요의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국제화 관련 행정업무의 전문화와 더불어 연세만의 특성화·전문화된 국
제대학을 설립·육성하기 위하여 국제처를 신설하여 통합적인 국제화관련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의 언더우드국제학부(Underwood International
College)에 국제교육교류원의 교육기능을 통합하여 언더우드국제대학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국제처

홍보부

국제교육부

사무부

사무과

교육학습지원팀
사이버교육지원팀

5. 홍보역량강화를위한대외협력처개편
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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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를 대표하는 각종 출판물들은 대외협력처가 발행하고 있다. 이러한 각
종 인쇄출판물 및 전자출판물의 디자인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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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캠퍼스 소식]

[의료원 소식]
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난청 클리닉 등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념식에서 안·이비인후과병원 찬양팀이 특별찬양을 들려
주었으며, 홍원표 명예교수와 김홍복 2대 안·이비인후과병
원장 및 서범석 초대 서무과장, 김양수 초대 수술실 수간호사
등 11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시스템이다. 지훈상 의료원장은 "u-Severance 시스
템은 외국에서도 관심을 나타내는 훌륭한 시스템"이
라며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해 노력한 교직원들
을 치하했다. 신재철 (주)LG CNS 대표이사도 "국내
유례 없는 의료정보시스템의 성공적 운영에 함께 참
여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안·이비인후과병원은 1996년 국내 첫 안과와 이비인후과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윤형로)에서 대학발전을 위한 기부금 모
금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했다.

전문 진료센터로 개원한 이래, 안과 분야에서는 시기능 개발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개발한 '입체영상 촬영장치용 어댑터를 적

연구소를 중심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져 온 각종 난

용한 3차원 입체 내시경 시스템' 기술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주

치성 망막 및 각막질환에 대한 치료법을 개발했다.
이비인후과에서는 음성언어연구소와 기도점액연구소를 주축

식회사 아솔(대표이사 이영화)에서 이용하여 발생된 매년 수익금 중 6%를

으로 손상된 청각과 후각기능을 되돌리기 위한 치료법 개발

원주캠퍼스 발전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했으며, 그 기간은 기술료 발생일로

과 기초연구에서 다양한 업적을 자랑해 오고 있다.

부터 10년간이다. 이와 관련하여 11월 2일 정갑영 원주부총장과 (주)아솔

치과대학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긴 '연세치의학박물관'이 문

특히 개원 10주년을 기념해 지난 달 국내 대학병원 중 처음

이영화 대표이사는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을 열었다.

으로 문을 연 망막전문센터는 70여 평의 규모로, HRA 2

이 같은 대학발전 기부금 모금은 원주캠퍼스에서는 처음 있는 사례로서 기

및 진로설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고학년 학생

11월 9일 치과병원 강당에서 열린 개관식에는 정창영 총장,

minipax system(고해상도 망막 및 맥락막 혈관촬영기),

신약개발 임상시험 참여 박차

들의 구직활동 지도를 위해 '제2회 원주캠퍼스 JOB Festival' 행사

Ultrasonic Biomicroscopy(초음파 생체현미경) 등 최첨단

부금 모금에 새로운 모형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윤형로 교수는 "앞으로

지훈상 의무부총장, 박영철 치과대학장, 채중규 치과병원장

셀트리온사의 신약 1, 2차 임상시험 시행하기로

를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원주캠퍼스 독수리광장과 에코소극

디지털 진료장비와 진료시스템을 갖춰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도 여러 업체들이 우리캠퍼스 발전을 위한 기부금 모금에 참여할 수 있도

등 여러 교내 보직자를 비롯하여 함수만 치대동창회장, 원

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 등에서 개최했다. 지난 학기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JOB

로·명예교수 등 내외귀빈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창영 총

만족도를 한 층 높이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10월 24일 바이오 신약개발 및 생산업체

치과대학의 발자취와 미래
연세치의학박물관 개관, 치의학의 역사 한눈에

인 셀트리온과 '신약개발 및 임상연구 협력을 위한 상호

장은 "치의학박물관을 통해 연세인에게는 정체성을 찾는 계

Festival 행사는 직업적성 및 성격검사와 진로상담, 학과별 취업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기가 되고, 일반인들에게는 이제까지의 연세 치의학의 우수

황, 유망직업과 진출경로 전시, 진로설계와 자기계발을 위한 대학생

이번 MOU 체결로 세브란스병원은 내년부터 셀트리온이

성을 널리 알리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활 로드맵 소개, 직업탐색조사서와 이력서-자기소개서 경진대회, 취

개발하는 신약의 국내 임상시험에 대한 연구를 지원한다.

치의학 역사보존을 위해 연세치의학 90주년 기념사업 일환

곧, 개발될 신약의 1, 2상 임상시험을 세브란스병원에서

업 경력개발 사례 공모전 및 발표회, 직업탐색 및 취업준비를 위한

으로 추진해 온 치의학박물관은 한국 및 세계 치의학사를 연

시행하는 것이며, 이는 최초의 데이터를 보유할 수 있게

표를 통해 알기 쉽게 정리해 놓았으며, 특히 한국 치의학사를

되는 만큼, 중국을 비롯한 국가들에서는 임상시험의 주도

집적한 유물들은 역사적 시간과 전시유물의 종류에 따라 구

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또한 직업정보와 구직방법에 대한 체험 부스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분하여 전시하고 있다. 고종의 어의였던 분쉬 박사가 1903년

셀트리온 서정진 대표이사는 "미국 FDA가 요구하는 임상

직접 직업정보를 검색하고 학교 취업정보시스템 활용법을 체험하게

시험 기준을 충족시키는 임상인프라와 관리시스템을 구

했다. 원주캠퍼스 여학생센터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행사는 각 프

축하는 데 세브란스병원이 큰 힘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로그램에 1천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에 가정에서 치아를 뽑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세브란스병
원 초대 치과과장인 쉐프리 교수의 진료 사진 등 지금까지

11월 의료선교의 달

우리가 보기 힘들었던 중요한 유물들을 만나볼 수 있다. 박물

어린이병원 찬양경연대회 대상 수상

관은 치과대 1층에 위치해 있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
관된다. 일반인 관람도 가능하다(문의 : 치과대 사무팀
02)2228-3011).
한편 국내 최초로 개설된 치과병원 통합진료과 개소식도 이
날 함께 거행됐다. 통합진료과는 치과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진료와 더불어 보다 더 실질적이고 전반적인 치과
의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개설됐다. 채중규 치과대학 병원장
은 "통합진료과의 개설을 통해 진료의 효율성과 고객만족도
측면뿐만 아니라 임상교육도 강화시킬 수 있었다"며 개설되
기까지 수고한 교직원들을 치하했다. 이미 지난 3월부터 본
격적인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통합진료과는 전반적인 구강상
태 검진뿐만 아니라 충치와 잇몸질환을 모두 가진 환자들도
통합진료과 한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환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진료 문의 (02)2228-8980.

안·이비인후과병원 개원 10주년

도하는 계기는 물론 국제적으로 국내 임상시험의 위상을

함께 하는 채플을 시작으로 '의료선교의 달' 행사를 시작했다.

높일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자"고 화답했다.

이 날 김민철 선교사(전주예수병원장)는 설교를 통해 "하나됨
은 다양성을 가진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며 "이 때

원 의학교 1회 졸업생인 홍석후 선생이 국내 처음으로 안과
진료를 시작한 이래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면서 "그동안
움직이는 의안과 인공와우를 개발하는 등 탁월한 업적을 냈

원주캠퍼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동부분소와 10월 25일 오전 10시 종합

11월 1일 노천극장에서 한

관 회의실에서 교류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관·학 네트워크를

상완 전임 원주부총장의

통해 많은 독지가들의 정성이 답지하고 있다.

통한 지식정보 교류를 통하여 양측의 학술교류촉진 및 연구역량의 강화에

식수 행사가 있었다. 정갑

11월 9일에는 찬양을 통해 의료원 교직원 전체가 소명을 재

세브란스 새병원 및 암 전문병원 건축기금 등 꾸준한 후

기여함을 목적으로 체결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상호간 인적교류, 연구사업

영 원주부총장, 한승룡 청

다짐하는 제7회 세브란스 찬양경연대회가 우리대학교 백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의료원 각 기관 14개 팀

원을 해 오고 있는 (주)한국비철 안상현 전 대표이사와 부

교류, 연구 기자재, 교육시설 등의 공동 활용, 논문, 정기간행물, 서적 등의

파·한경범 장학회 이사장

과 교직원 및 가족 등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인 김영옥 여사가 10월 19일 심장혈관병원 건축기금 2억

상호 협조 등이 있다. 이번 협약식은 강현곤 대외정책부처장의 사회로 정

을 비롯해 30여 명이 참석

열기 속에서 찬양과 율동을 함께 하며 의료원 구성원들이 모

원을 포함한 총 5억원의 거액을 기부했다. 이날 안상현

갑영 원주부총장의 환영사와 최영식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동부분소장의 인

한 이번 행사에서 한상완

두 하나의 신앙공동체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대표는 지훈상 의료원장을 방문해 심장혈관병원 건축기

전임 부총장은 "그동안 원

금 2억원, 의료원 발전기금 2억원, 암 전문병원 건축기금

사말, 협약서 조인 및 교환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 날 경연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인 세브란스상은 'Jesus
Airline' 외 2곡을 부른 '기린팀(세브란스 어린이병원)'이 수상

1억원 등 총 5억원을 전달했다. 안 대표는 "환자들을 위해

했으며, 금상인 알렌상은 '성령의 힘으로'를 부른 '할렐루야 찬

최고의 세브란스병원 의술이 최신의 시설과 의료기기를

강원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교류협력 협약 체결

양단(치과대학·병원 연합팀)'이 받았다.

갖추는 것은 더없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

원주캠퍼스는 강원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10월 25일 교류협력 협약을

다. 안상현 전 대표는 지난 2004년 의료원에 1억원을 기

체결했다. 본 협약은 두 기관간의 전략적 업무 제휴를 통해 대학생·청년

부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 기부를 포함 총 8억원을 환자

봉사단의 자원봉사활동 수행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자

와 의학연구에 써 달라며 의료원에 기부했다.

원봉사 정보교류, 강원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프로젝트의 공동수행, 저소

국내 의료정보시스템 성공 사례

권오웅 원장은 "세브란스 안·이비인후과병원은 1908년 제중

한상완 전임 원주
부총장 식수 행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동부분소와
교류협력 협약식 개최

우리 의료원과 의료진의 정성어린 진료로 맺어진 인연을

의료원장과 박창일 세브란스병원장을 비롯한 원내 보직자 및
산병원장)와 최억 명예교수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강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 의과대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이 날 기념식에는 지훈상
안·이비인후과병원 초대 원장이었던 홍원표 명예교수(현 일

안상현·김영옥 부부 5억원 기부

서로를 섬기는 마음을 갖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 내는 것이

'u-Severance' 1주년 기념,
유비쿼터스 세브란스 IT 심포지엄

세브란스 안·이비인후과병원이 개원 10주년을 맞아 11월 8

전문가 강의와 점심식사를 하면서 온라인 동영상을 시청하는 도시락

이에 박창일 세브란스병원장은 "우리나라 임상시험을 주

의료원은 11월 1일 오전 8시 의과대 강당에서 의료선교사와

'최초 전문병원'에서 '최고 전문병원'으로 발전

14

대학기부금 문화 새로운 모형 제시

의료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종합의료정보시
스템인 'u-Severance'의 성공적 운영 1주년을 맞이하여
11월 1일 치과병원 강당에서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u-Severance'는 기존 타 병원시스템과 달리 EMR,
OCS, ERP, PACS 등이 총제적으로 연결되어 운영되는

주캠퍼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 모든 교직원, 학
생들에게 감사하며, 앞으
로 원주캠퍼스의 더 큰 발
전을 소망한다"고 말했다.

득층, 소외청소년들의 활동지도와 멘토링을 통한 '희망나누기', 기타 상호

2006년 학술도서전시회 개최

교류협력 가능 분야 발굴이 주요 교류협력 내용이다. 한편 10월 31일 낮

학술정보처 문헌정보부에서는 '2006년 학술도서전시회'를 10월 31

12시 '대학생·청년봉사단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정갑영 원주부총

일부터 11월 2일까지 중앙도서관 1층 로비에서 개최했다. 이번 도서

장을 비롯한 강원도 내 여러 대학들의 총장들이 참석했다.

전시회는 교수 및 학생들의 연구와 학업에 도움이 되도록 양질의 국
외 도서를 각 분야별로 전시하여 교직원 및 학생이 직접 보고 선택

제2회 원주캠퍼스 JOB Festival 개최

하도록 했다.

원주캠퍼스 종합인력개발센터(소장 오영교)는 저학년 학생들에게 전공선택
15

캠퍼스 이모 저모

2006-2학기 대학원학생 우수논문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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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원장 김유삼)은 11월10일 오전 10시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2006-2학기 대학원학생 우수논문 시상식을 개최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외국인 친구들과 한국어로 토론해요"
글로벌 라운지, KD 프로그램

학과

과정

성명

논문제목

비교문학

박사

안재연

The Gendering of Eroticism : Modern Subject and Narrative of Yu Dafu and Zhang Ailing

사학

석사

장수지

1950년대 상해시 금창사업과 창기해방

행정학

박사

오재록

관료제 권력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경제학

석사

현주연

The Effect of a Variance Shift on the Breusch-Godfrey's LM Test

생물학

박사

양원호

Modification of p53 with O-linked N-acetylglucosamine regulates p53 activity and stability

생명공학

박사

최제민

Characterization of Immunosuppressive Function of Cytoplasmic Domain of CTLA-4
and VIVIT Peptide Using Novel Cell Permeable Peptides; Hph-1 and Sim-2

의류환경학 석사

조수민

한국 전통 견직물 소리에 대한 생리적, 심리적 반응

의과학

박사

정태우

Adiponectin Protects Human Neuroblastoma SH-SY Cells against
Acetaldehyde-induced Cytotoxicity

치의학

박사

홍정희

Critical Role of Phospholipase Cv1 in the Generation of H2O2-evoked [Ca2+] I Oscillations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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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부부그룹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우리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교과서에 잘 나오지 않지만 유용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토론 프로그램인 KD(Korean Discussion)가 진행되고 있다. 외국인 학생들과
우리대학교 학생들이 1:1로 짝을 지어 한국어를 실제로 사용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으며 동시
에 친목 도모와 교류의 기회가 되고 있다. 10월 17일 '한국의 명절과 국경일'을 주제로 첫 행사를 개최한
이래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의 문화, 명승고적, 역사와 위인 등을 주제로 KD가 열렸다. 현재 이 프
로그램에는 중국, 인도, 일본, 브라질, 미국 등에서 온 16명의 외국인 학생들과 우리대학교 학생 1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21일에는 다섯 번째 KD가 글로벌 라운지 세미나실과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불수교 120주년 기념
'아시아 - 유럽의 인류와 문화' 특별전
박물관은 한불수교 120주년과 한불 구석기 문화 연구 교류 30주년을 기념하여 '아시아
- 유럽의 인류와 문화', '한국 구석기 유물 특별전'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전시회를 기
획했다.
첫 번째 주제는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고인류학연구원에서 만들어진 전시로, 아프리카
에서 발원된 인류의 진화와 문화가 아시아 및 유럽에 어떻게 확산되었는지를 담고 있
다. 특히 이 전시에서는 우리나라 구석기 연구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중기 구석기 시
대 문화(3만년 전∼10만년 전)'가 유럽의 경우 어떠한지를 유럽 남쪽 지중해를 끼고 있
는 지역에서 조사된 대표적 실물 석기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두 번째 주제는 지난 5년간 발굴 조사된 새로운 구석기 시대 유물과 일부 재평가되어
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마련된 특별전이다. 이 전시는 1964년에 남한 최초로 우리대
학교가 구석기 문화 조사를 실시한 이래, 지난 2000년에 가졌던 '한국의 구석기 문화
' 특별전의 연속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한국 구석기의 상한(上限) 연대'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다가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2001년에서
2006년 사이에 조사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류 거주는 70만년을 상회한다는
것이다.
전시는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50일간 열리며 전시기간 중에는 토ㆍ일요일에
도 개관한다.

서울시 대학검도연맹전 여자 단체, 남자 개인 우승
10월 22일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06 추계 서울시 대학검도연맹전'에서 우
리대학교 연세검도부(지도교수 문성빈)가 여자 단체전과 남자 개인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여자부 A팀(간은은(영어영문 04학번), 유채원(경영 03학번), 김순(생활디
자인 03학번))은 서울여대 A팀을 물리치면서 2년 연속 우승기를 지켰다. 남자 개
인전에서는 최대환 학생(응용통계 00학번)이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우리대학교 검
도부는 1975년 창단 이래 각종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아마추어 대학검도에서 강
호로 군림하고 있다. 2005년 추계 서울시 대학검도연맹전에서도 남녀가 동반 우
승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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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대학원 내국인 입학설명회 개최
국제학대학원(원장 장대련)은 2007학년도 전기 내국인 입시를 위
한 입학설명회를 11월 1일 오후 6시 30분에 개최했다. 설명회는
교원 및 전공소개와 재학생 및 졸업생의 발표, 입학안내 및 질의
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고 130여 명의 학생, 학부모가 참석했
다. 각 전공주임 교수가 5개 전공(한국학, 지역학, 국제협력, 국제
통상, 국제경영)을 소개하고, 국제협력 3학기에 재학 중인 허세원
학생과 Paul Hussey 학생(캐나다)이 학교생활을 소개했다. 국제
통상 프로그램을 졸업한 후 시티그룹에서 일하고 있는 정민수 씨
와 키스톤 교육 컨설팅에서 일하고 있는 김재용 씨는 국제학대학
원이 본인의 커리어 선택과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가 끝난 후에는 각 전공의 재학생들이
운영하는 상담데스크에서 지원희망자와 선배들이 직접 이야기하
며 진로 및 전공상담을 받았다.

강진 다산 실학 연구원 개원
11월 7일 오전 11시 전남 강진군 도암면 다산수련원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학사상을 체계적으로 연
구할 우리대학교 국학연구원 부설 '강진다산실학연구원'이 개원됐다.
개원식에는 황주홍 강진 군수, 윤대희 부총장, 설성경 국학연구원장, 이광호 국학연구원부원장, 허경진 국
어국문학과 교수, 한상완 문헌정보학과 교수와 각급 기관 단체장,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앞으로 국학연구원은 상임연구원 2명을 파견하여 강진군과 힘을 합쳐서 다산의 학문과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민족의 장래와 인류의 미래를 밝혀갈 동서 대융합의 사상을 선도적으로 열어 나갈 것이다.

힐스 거버넌스 연구소, 미 법무부
반독점담당 차관보 초청 특강
국제학대학원과 힐스 거버넌스 연구소는 11월 2일 오
후 3시 새천년관 112호에서 토마스 바넷(Thomas O.
Barnett) 미국 법무부 반독점담당 차관보를 초청해
특별 강연회를 마련했다.
'효율적인 반독점 규제를 통한 혁신 강화'를 주제로
강연을 한 바넷 차관보는 애플사의 iPod와 iTunes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경쟁이 혁신의 주요 동력이며
건전한 반독점 정책이 동태적 효율성과 효과적인 혁
신 인센티브 시스템의 주요 부분이다"라고 주장했다.

제43회 전국대학농구
2차 연맹전 전승 우승
우리대학교 농구부는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안동에서 열
린 '안동시장배 제43회 전국대학농구 2차 연맹전'에서 6전 전승
으로 우승을 거뒀다.
예선리그에서 조선대(79-69), 성균관대(88-51)를 꺾고 조 1위로
결선리그에 진출했으며 한양대(101-80), 경희대(64-53), 중앙대
(70-68), 동국대(84-70)등 차례로 물리치며 단독우승을 거머쥐
었다. 특히 중앙대와 가진 경기에서는 잦은 패스미스와 슛의 난
조로 15점 이상의 점수 차이로 중앙대에 끌려갔으나 4쿼터 5분
여 후부터 추격하기 시작하여 종료 46초 전 동점을 만들었으며
종료 2초 전에 김태술 선수의 미들 슛으로 극적으로 역전 우승
을 확정지었다. 끈기와 투지로 상대를 밀어 붙여 우리대학교의
저력을 보여 줬던 한판이었다. 최종 경기 후 박건연 감독은 지도
자상을, 김태술 선수는 최우수선수상과 수비상을 받았다.

침팬지의 어머니 제인 구달 여사가 들려 주는 '희망의 이유'
학부대학(학장 신의순)은 11월 7일 오후 5시 대강당에서 세계적인 침팬지 학자이자 환경 운동가인
제인 구달 박사를 초청해 2006학년도 2학기 학부대학 특강을 개최했다. 생명 사랑과 자
연 보호에 앞장서 온 제인 구달 박사는 '희망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희망을 가지고 행
하는 실천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강연했다.
구달 박사는 "만일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미국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겠다고 한
다면 지구와 같은 행성이 최소한 4개 필요할 것"이라며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파괴하면서 지속불가능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있어 그 폐해가 고스란히 우리와
우리의 후세에 전해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또한 "미래에 대한 희망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며 세계적인 생명사랑운동인 '뿌리와 새싹' 운동을 제안했다. 1991
년 탄자니아에서 16명의 고교생들이 시작한 이 운동은 이미 90여 개국에 전파되어
7000여 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구달 박사는 "단 하루라도 당신의
결정이 세상에 영향을 주지 않은 날이 없다. 그래서 당신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고 역설하며 뿌리와 새싹 운동에 젊은이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 날 특강에는 연세인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교복을 입은 중고등학생을 비
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대강당을 가득 메웠다.

지역학협동과정 학술제 개최
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이 매학기 정기적으로 주최하는 '제15회 지역학 학술제'가 11월 3일 새천년관에서 열렸다. 이번 주제는 '중국
의 동북공정-그 숨은 포석'이었다. 김우준 교수(동서문제연구원)가 '동북공정의 현황과 문제점: 외교 안보적 관점'을, 여호규 교수(한
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는 '동북공정과 중국의 고구려사 인식체계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서 1시간 동안 활발한 질의 응답
이 있었다. 1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이 행사는 우리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과 서울청소년문화교류센터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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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교수 (원주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조선일보가 선정한 갑상선암 수술 분야 '한국최고의사'로 선정됐
다. 강 교수는 소용량 치료에 비해 치료효과가 좋은 대용량 방사
성 옥소 치료를 실행하고 있다.

People 인물 동정
생명과학기술 국제심포지엄 개최

제1회 연세 아카펠라 성가제

특성화사업 BT연구단은 11월 8일 오전 9시 산학협동관 3층 세미나실에서
'New Challenges in the Post Genome Era 2006'을 주제로 저명한 국내
외과학자들을 초청해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차세
대 바이오칩과 바이오센서', '노화의 분자 생물학', '암과 세포 신호', '프로테오
믹스와 세포 신호' 등을 소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제1회 연세 아카펠라 성가제 본선이 11월 9일 오후 5시 루스채플 예배실에서 열렸다. 교목실(실
장 한인철)은 캠퍼스 안에 기독교 음악 문화를 육성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이번 행사를 마련했으
며 11월 2일 20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예선을 치러 17개 본선 진출팀을 가렸다. 이번 대회 대상
은 아브낭뜨(경영학과 김범수 학우 외 29명, 혼성합창단)가 차지했으며, 금상 아뉴스데이(교육대
학원 장승식 원우 외 7명), 은상 The C.F.(학생처 유승석 과장 외 5명), 동상 안디옥(대학원 전기
전자공학과 이영범 원우 외 8명), 장려상 교수중창단(전기전자공학과 박민용 교수 외 7명) 등이
수상했다.

[기금 소식]
정연회 후배사랑장학금 300만원 참여

청송대 푸른 숲 가꾸기 발전기금 참여 활발

숲 가꾸기 발전기금'
자 하는 이들이 뜻을 모아서 '청송대 푸른
학교의 청송대를 더욱 쾌적한 환경으로 바꾸고
우리대
학
어려운
교직원 및 관심
편이
위해서
가정형
이를
는
데,
정연회(情延會, 회장 안광복)에서
돌담을 쌓고 있는 등 보수작업이 한창인
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현재 청송대는
여
전개하
앞장서고 있다.
에
동을
가꾸기
모금운
금
청송대
생을 지원하기 위한 후배사랑장학
사서 넣고 민물고기 등을 방류하는 등
있는 서대문구 주민들이 직접 연못에 이끼를
터는
며 연세사랑의
내년부
다.
것이라
전달했
있을
수
게
1차로 300만원을 정창영 총장에
여 새로운 청송대의 모습으로 재탄생할
이들은 앞으로 벤치와 가로등도 전면 교체하
지원
손길을
도움의
에게
같다.
주신 분들은 다음과
모금운동을 확대하여 많은 후배들
. 청송대를 푸른 숲으로 가꾸기 위하여 도움
"이 장학금이 힘찬 각오를 다졌다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약정액 (단위: 원)
밑거름이 되기를
소속 및 직위
기부자명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약정액 (단위: 원)
희망한다"고 밝혔다.

기부자명
정구현
손흥규

행정원 최고위정책과정 46기 후배사랑
장학금 600만원 참여
우광식)는 후배사
행정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 제46기(회장
기부된 장학금은
랑장학금 600만원을 기부했다. 이번에
과 1학년 이예나
정치외교학과 4학년 서일범 학생과 행정학
학생에게 각각 300만원씩 지급됐다.

범양건영(주) 박시용 부회장,
경제학부 발전기금 1억원 기부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
원 기부
한국상하수도협회 정도영 부회장 각 1백만

홍덕표
박재규
황창순
하연찬
이연호
소은정
박영렬
홍순훈
진항두
유병훈
한창덕
최수영
이윤섭
윤영주

소속 및 직위
삼성경제연구소 소장
행정대외부총장
LG생활건강 해외마케팅부분 상무
LG재경부문 SCM Task팀 상무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극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주 양지간호학원 원장
대외협력처장
총무처장
총무처 부처장
총무부 부장
인사부장
연구처 부장
인사부 과장
인사부 과장

박성락

총무부 관리2과장
재무처 과장

학 후배들을 위한
박시용 동문(경제학 75년 입학)은 상경대
에서 열린 제2차
무악홀
애틋한 마음으로 9월 27일 알렌관
경제학부 발전
1일
11월
을
연경회 모임에서 약정한 1억원

윤문식

총무부

염혜숙

총무부

황호인

총무부

김기동

총무부

기금으로 기부했다.
동문(경제학 69
김정호 동문(경제학 75년 입학)과 정도영
1백만원을
약정한
서
모임에
년 입학)은 각각 제2차 연경회
다.
경제학부 발전기금으로 기부했

손성문

총무부

서동균

인사부
설비안전부 안전과

최두영

박재현

500,000
200,000

임경수
신은성

국제학대학원 과장
공과대학

240,000
240,000

홍경숙

구매부

서덕봉

총무부

100,000
60,000

장동옥

720,000
600,000

이창현

총무부
연세춘추사 과장
총무부 관리과장

정명숙

상경대학

240,000
720,000

전재수

교무부

이은정

인사부

440,000
1,200,000

조동란

100,000
480,000
480,000

김기한

인사부
사회교육원 과장
음악대학 과장

360,000
1,200,000

김창준

480,000
1,800,000
720,000

김몽수

440,000
520,000

이혜옥
장 미

720,000
240,000

황은화

360,000

박미자
합 계

이상학

김기태
김효성
김건래
이상의
최금택
윤왕호

차명숙

연구처 부장
종합서비스센터
명신개발
총무부 과장
학생지원부 부장
설비안전부 안전과
비서실 과장
취업정보실
교수평의회
상담센터 과장
진리자유편집실 과장
생활과학대학 과장

240,000
360,000

120,000
440,000
720,000
480,000
100,000

250,000
240,000
480,000
480,000
1,080,000
720,000
100,000
480,000
500,000
480,000
720,000
480,000
240,000
120,000
480,000
240,000
23,070,000

오후 4시까지다(다만 11월 18일(토)
17일(금)부터 21일(화)까지 오전 10시부터
원아를 모집한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11월
신입
학년도
2007
원은
도연구
다운받을 수 있다.
서
생활지
어린이
w.yonsei.ac.kr/child) 원아 모집 안내에
. 지원서 양식은 11월 13일부터 홈페이지(ww
휴무)
일)은
19일(
11월
접수,
지
12시까
낮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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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교수 (정치외교학)

10월 28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제8차 한국뇌신경과학회
추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임기 2년의 학회 이사장으로 취임
했다.

10월 23일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다윈 칼리지에서 '동북아 안보협
력구상', 10월 24일 런던 대학 아프리카 및 동양학 대학에서 '북핵
위기의 본질과 전망', 10월 25일 영국 왕립국제연구소에서 '한미 동
맹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각각 강연했다. 그리고 10월 26일에는
파리고등정치대학에서 '북핵과 동북아 미래 질서'라는 주제로 강연
을 했다. 문 교수는 현재 외교통상부 국제안보 대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박영철 치과대학장

박창일 세브란스병원장

10월 27일 조선대에서 열린 제58회 한국치과대학 학장협의회 정기
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임됐다.

최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세계재활의학회 총회에서 임기
2년의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인이 대규모 국제의학회의
회장이 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학회는 장애 환자 치료와 질
병으로 인한 통증 치료를 주로 하는 전 세계 50여 개국 3,000여
명의 재활의학과 의사들의 모임이다.

유승흠 교수 (예방의학교실)

유영익 석좌교수 (국제학대학원)

최근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홀에서 열린 대한의학회 창립 40주
년 기념식에서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사건과 인물 등에 대한 독창적인 연구 업
적을 쌓은 공로로 11월 17일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 APEC 하우
스에서 경암교육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제2회 경암학술상(인문사
회 부문)을 수상했다.

이명호 교수

이상렬 교수 (전기전자공학)

(전기전자공학, 한국e-Health 발전협의회장)

10월 25일 국제전자전기공학회(IEEE)가 주최하는 'IEEE
SENSOR 2006'에서 'Biosensor with oxide nanowire'라는 제
목으로 초청발표를 했다. IEEE는 전기, 전자, 컴퓨터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학술단체이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지원으로 10월 26∼27일 삼
성동 코엑스컨벤션센터에서 APEC 회원국 및 국내 민간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 APEC e-Health Seminar'로
'1st APEC e-Health Technical Forum'을 개최했다.

240,000
120,000

[안내]

원아 모집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 2007학년도 신입

김동구 교수 (약리학교실)

Book Review 신간 안내
영화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6편의 한국 영화로 풀어본 6개의 영화 이론

윤동주의 삶과 문학

임정택(독어독문학) 교수와 신양섭 연구원은 서구의 대표적인 여섯 개의 영화
이론을 한국영화 대표작의 반열에 오른 여섯 편의 한국영화를 가지고 주체적
으로 해석한「영화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연세대학교 출판부)를 펴냈다. 서
구의 영화 이론을 단순히 한국영화에 적용한 것이 아니라, 한국영화가 영화
이론을 귀납적으로 풀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기에 이 책은 한국영
화 텍스트 각각에 대한 생산적인 비평이 주요 형식을 이루고 있다. 그것을 통
해서 우리는 영화를 읽는 다양한 방식에 불을 지피면서 독자로 하여금 창조
적인 영화 읽기를 부추긴다. 임권택의 '티켓'에서는 리얼리즘의 실천 양상을
인물 및 공간 분석을 중심으로, 홍상수의 '오! 수정'에서는 스타일과 주제의
독특함에 착안하면서 작가성이 구현되는 방식을 밝힌다. 이명세의 '인정사정
볼 것 없다'에서는 영화 기호학의 실제를 분석하며, 김기영의 '하녀'에서는 정
신분석학적 비평의 원리를 규명한다. 또한 이창동의 '초록물고기'에서는 이데
올로기 비판적 영화 읽기를 시도하며, 김기덕의 '파란대문'에서는 인지주의 및
현대 장르이론의 기본적 메커니즘을 소개한다.

연세가 낳은 영원한 민족시인 윤동주의 생애와
시를 대비해 가면서 쓴 평전「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국학연구원 고운기 연구교수 지음, 도서출
판 산하)이 출간되었다.
필자는 한국고전문학 연구자이자 동아일보 신춘
문예를 통해 등단한 시인이다. 윤동주 서거 60
주년을 맞던 2005년 2월에 집필을 시작해, 특히
오늘날 청소년들이 윤동주의 생애와 그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그의 대표작 16편에 대한 자상한 해설을 곁들이며 마무리하였다.
프롤로그「쉽게 씌어진 시」
로부터 간도 그리고 명동촌, 우등생이 아니
었던 소년, 평양 숭실학교의 체험, 서울 연희전문학교, 시 속으로 들어
가다, 도항증명(渡航證明), 운명의 날, 에필로그「사랑스런 추억」
까지, 9장으
로 나누어 윤동주의 생애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하였으며, 그 생애를 증
언하는 시를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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