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소식
국내 최대 썸머스쿨 개최
2013학년도 수시모집 안내
EBS ‘세브란스’ 특집 다큐 방영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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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여 국제학생 참가, 국내 최대 썸머스쿨
l 연세국제하계대학(Yonsei International Summer School)
l 한류 붐도 한 몫. 국제학생 등록 기록 매년 갱신
l 미 UC 학생 200명, 싱가포르 110명 등 27개국
국제학대학원(원장 이정민)은 1985년부터 전 세계 대학생

특히 올해는 그동안 등록하지 않던 오만, 리투아니아, 스

들을 대상으로 6주의 국제하계대학(Yonsei International

위스 등에서도 처음으로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가함으로

Summer School)을 운영해 오고 있다.

강의는 총 9개 분야에서 100여 개의 과목이 영어로 개설됐
고, 교수진도 50%는 해외 유명대학 출신으로 구성됐다.

소와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을 줬다.
우리대학교의 국제적인 위상 상승과 한류의 영향으로 국제

써 학생들의 국적도 눈에 띄게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

또한 강의 외에도 필드 트립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실시

하계대학은 매년 참가학생수를 갱신하고 있다. 현재 신촌캠

2012년에는 총 27개국에서 1,290명의 국제학생과 87명의

University of California System과의 강력한 협력 체제 아

했다. 올해는 여수 엑스포를 비롯하여, 순천만 에코지역, 전

퍼스에서는 학습 및 기숙 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모든 참가

연세대학교 재학생이 등록하여 신촌캠퍼스에서 생활했다. 이

래 200여 명의 UC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전 세계적인 한류

주 한옥마을 등을 방문하여 한국문화, 기술, 자연보호에 대한

희망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이 아쉬울 정도다.

는 2011년에 비해 18명이 늘어난 것이며, 국내에서는 국제학

붐의 영향으로 싱가포르에서도 운영 이래 최대 규모인 110명

지식을 넓혔다. 그 외에 주말에는 공연, 방문, 체험 등의 참여

생의 수가 가장 많은 최대 규모의 국제하계대학 프로그램이다.

의 학생들이 등록했다.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학습에서 오는 스트레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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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 연세로, 가자 세계로

연세대 수익사업 매출 사립대 1위

2013학년도 수시모집 2,675명 선발

l 한국경제신문 분석 결과 2011학년도 3,389억원
l 등록금 의존율 낮추는 효과 높아

l 2013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안내
l 일반 1,154명, 특기자 616명, 입학사정관제 905명

연세대가 수익 사업 매출 3,389억원을 기록, 국내 대학 가
운데 1위를 기록했다.
한국경제신문이 6월 19일 외부 감사를 받는 입학정원

05

딩 임대업으로 구성된다. 우유사업 매출이 1,830억원(17.3%

연세대는 2013학년도 수시모집으로 총 2,675명을 선발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창의인재 트랙’은 10명이 증원되어

증가)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연세대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한다. 원서접수는 9월 6일(목)~8일(토) 사이에 진행되고 작

40명을 모집하며 예년과 동일하게 창의에세이, 창의성 입증

나오는 재원을 바탕으로 작년 1,958억원을 대학에 보냈다.

년과 동일하게 미등록 결원에 대한 충원이 2차례에 걸쳐 실

자료, 면접 등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선발한다. 진리자유 트

1,000명 이상 사립대 98곳의 ‘2011학년도(2011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국내 사립대학들은 등록금을 빼

시될 예정이다. 일반 전형은 전년대비 321명을 증원하여

랙에서 올해 명칭이 변경된 ‘학교생활우수자 트랙’은 50명이

~2012년 2월) 회계 결산 공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절반이

면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법인을 통한 수익 사업을 권장한다”

1,154명을 선발하고 특기자 전형은 과학인재, 언더우드학

증원되어 550명을 모집하는데, 평가방법은 예년과 같이 1

조금 넘는 52개 대학의 재단들이 수익사업 회계를 별도로

며 “재단의 사업이 잘되면 등록금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부, 아시아학부, 테크노아트학부, 예·체능인재, 예·체능

단계에서 교과성적만으로 모집인원의 3배수 내외를 선발하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계 결과 52개 대학 법인의 수익

설명했다. 그러나 수익사업을 하는 52개 대학법인의 매출 총

기회균등 등 6개 트랙에서 61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연세

고 이후 서류평가와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

사업 매출 합계는 8,152억원으로 2010년보다 11.1% 늘어

액(8,152억원)은 올해 늘어나긴 했지만 이 대학들의 수입 총액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창의인재, 학교생활우수자 등 총 9개

며 수능 자격기준이 적용된다. ‘IT명품인재’는 예년과 동일

났다. 수익사업의 특성상 이익이 대부분 ‘준비금’으로 학교

8조378억원의 10.1%에 불과하다.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대학

의 트랙으로 90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하게 20명을 선발하나 올해는 1박 2일 면접으로 진행할 예

로 가기 때문에 순이익은 없거나 마이너스다.

들은 재단의 수익 사업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수시모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 ‘일반 전형’

정이다. 전년도 수시의 사회기여자 트랙과 정시의 사회적배

수익사업 매출이 1,000억원을 넘는 학교법인은 연세대

은 수능 자격기준에 따라 우선선발과 일반선발로 구분되

려대상자 트랙은 올해 ‘사회공헌 및 배려자 트랙’으로 통합

(3,389억원)와 건국대(1,698억원)뿐이었다. 국민대(366억

어, 모집인원 중 70%는 학생부 30%와 논술 70%를 반영

되어 수시에서 선발하며, 서류평가와 면접으로 선발한다. 또

원), 가톨릭대(349억원), 고려대(247억원), 경희대(193억

해 우선선발하고, 나머지는 학생부와 논술을 각 50%로 반

한 정시모집에서 선발했던 연세한마음·농어촌학생·특수

원) 등이 100억원을 넘겼다.

영해 선발한다. 논술시험은 10월 6일(토)에 실시되고 지

교육대상자·전문계고교출신자·새터민 트랙도 수시에서

원한 모집단위에 따라 자연계열(08:30~11:00), 사회계열

서류평가로 선발하며, 필요 시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연

(13:00~15:00), 인문계열(16:00~18:00)로 구분하여 진행

세입학사정관제 전형의 경우, 창의인재 트랙 및 IT명품인재

된다.

트랙을 제외한 모든 트랙에서 서류평가는 학생부, 자기소개

연세대 수익사업은 우유 및 의료용품 사업과 동문회관 등 빌

특기자 전형의 ‘과학인재 트랙’은 국내·외 수학·과학 관

서, 추천서를 중심으로 평가된다.

련 우수학생 및 과학 특기를 지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314명

연세대는 2013학년도부터 본격적인 ‘Residential

을 선발한다. 올해는 2단계 전형요소인 심층면접구술시험

College’를 도입하게 되어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 전원은

을 수학·과학 창의성 면접으로 변경하여 지원자의 전형 준

인천 국제캠퍼스에서 정규학기를 한 학기 이상 이수하게 되

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언더우드국제대학은 작년과 동

며, 이수 기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된다. 대학 및 학부별

일한 방법으로 서류평가와 영어면접으로 선발한다.

국제캠퍼스 정규학기 수학 및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전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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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의 나눔정신을 온 국민에게 전하다
l EBS 특집 다큐멘터리 ‘동행의 행복,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 방영
l 세브란스 씨의 100년 기부 노하우 조명
l 그의 정신을 이은 연세인의 해외 의료 봉사 소개
100년 기부 철학 소개
“사람과 건물에 투자하라”

트남 하노이 선의적십자병원을 설립하고 운영 중인 김시찬

몽골 연세친선병원장인 최원규 선교사(의대 92년 졸), 베

7월 9일 방영된 1부에는 세브란스 씨 일가의 기부 철학과

선교사(의대 83년 졸), 몽골 국립의과학대학교에서 기초의

노하우가 소개됐다. 세브란스 씨의 기부 흔적에는 '사람중

학을 전파하고 있는 임경일 명예교수, 몽골 국립치과대학에

심'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모든 기부를 수혜자 입장에서 생

서 치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충국 명예교수. 제작진은 이들

각한 것이다. 그는 사람에 대한 투자만큼 그들을 교육할 공

모두를 세브란스 씨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새로운 세브란스

간이 필요하다고 믿었고, 이에 수많은 건물을 기부했다.

인으로 소개했다. 또한 이 철 의료원장, 이유복 명예교수, 유

클리블랜드에 있는 우스터 대학의 화학관, 체육관, 세브

승흠 명예교수, 박형우 동은의학박물관장 등도 인터뷰를 통

란스 씨의 아들 존 롱 세브란스 씨가 설립한 세브란스 홀, 딸

해 세브란스 씨의 기부와 나눔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소개

엘리자베스가 기증한 건물이 있는 오버린 대학과 남편을 기

했다.

리기 위해 만든 알렌 메모리얼 의학도서관이 첫날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김우철 PD는 “세브란스 씨는 집 한

소개됐다. 이 모든 것은 세브란스 가문이 소프트웨어만큼 하

채 없이 세상을 떠나 모든 것을 주고 갔지만, 그의 기부 정신

드웨어도 중요하게 생각해 이뤄진 것이었다.

과 철학은 지금도 살아 누군가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말
했다.

“자금을 운용하라”
회계사 출신인 세브란스 씨는 기금을 마련해 자금을 운영
하는 것도 중요한 기부철학으로 삼았다. 제작진은 다큐멘터
리 1부 초반에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아들 존 롱 세
브란스 씨의 펀드에 대해 소개했다. 세브란스 가문은 이미
100년을 넘어서도 빛을 발하고 있는 루이스 헨리 세브란
스 씨의 나눔 정신과 기부 노하우를 재조명하고, 그의 정신

그의 아들 대(代)에서 절손되었지만, 기금을 마련해 100년
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부가 이어지도록 했다.

을 이어 받아 해외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세브
란스의 활동이 전 국민에게 소개됐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세브란스 정신을 이어가는 세계 속의 연세인을 찾아

(EBS)는 7월 9일과 10일 저녁 9시 50분 ‘동행의 행복, 루이

다음날 방영된 2부에서는 세브란스 씨의 정신을 이어 받

스 헨리 세브란스’라는 제목의 창사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

아 세계 각지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세브란스인

했다.

들이 소개됐다.

사진 설명
방송에 소개된 세브란스 동문들. 왼쪽 위에서 부터 아래로 몽골 국립의과학대
학교에서 기초의학을 전파하고 있는 임경일 명예교수, 몽골 국립치과대학에
서 치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충국 명예교수, 베트남 하노이 선의적십자병원
을 설립한 김시찬 선교사(의대83년 졸), 몽골 연세친선병원장 최원규 선교사
(의대 92년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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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연세인

“인문학적 소양을 토대로 창조를 위해 도전하라”
l 사회와 소통하고 행동하는 대한민국학술원을 꿈꾸는
대한민국학술원 신임 회장 박영식 전 총장

한 창의성은 인문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09

강조했는데, “대학은 기술인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기술인을

“우리는 문학을 통해 상상력을, 철학을 통해 인간을 보다

진정한 인간으로 만드는 곳이어야 한다“며, 한국의 대학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 만드는 비판력을, 그리고 과거

인문학적 소양을 도외시하는 풍토에서 벗어나 인문학과 응용

의 역사를 재해석함으로써 해석력을 기르게 됩니다.”

학문이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그는 이처럼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인문학을 통해 철학적

전했다.

비판력, 문학적 상상력, 그리고 역사적 해석력을 길러야만 인

대한민국학술원은 지난 7월 13일, 우리대학교 전 총장 박영식
명예교수를 제34대 회장에 선출했다. 비서울대 출신으로 최초
인 셈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저명한 학자들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학술원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우리나라
학술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145명의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학술기관으로 대한민국학술원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번 연세소식은 우리대학교의 11대 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연세의 발전을 위해 공헌하였으며, 한국철학회 회장, 교육부
장관, 광운대 총장 등을 역임하고 이어 대한민국학술원의 회장
에 임명된 박영식 신임 회장을 만나 대한민국학술원의 발전 방
향과 그의 철학에 대해 들어보았다.

간의 정신세계가 발전하며, 나아가 우리 사회가 발전하게 된

연세, ‘제3의 창학’ 성공해 1등 대학으로 거듭나야

다고 말했다. 그리고 인문학의 발전에 있어 대학의 역할 또한

박영식 신임 회장은 우리대학교가 ‘제3의 창학’을 성공적으

대한민국학술원, 예우기관에서 연구기관으로 거듭나야

로 이루어내어, 우리대학교가 2등 대학을 넘어 1등 대학을 향

대한민국학술원은 현저한 학술 업적을 낸 학자를 예우하는

해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더불어 ‘제3의 창학’ 구현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는 기

하는 과정에서 봉착하게 될 학생 정원, 재정 수급 등의 어려움

관은 아닌 걸로 알려져 있으나 박영식 신임 회장은 이러한 기

들을 잘 헤쳐 나가 국제적 대학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는 응원

존의 정적인 학술원에서 벗어나 좀 더 동적인 학술원으로 거

의 메시지 또한 전했다.

듭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동적인 학술원의 한 예로 러

이에 덧붙여 우리대학교가 한국의 대학들이 직면하고 있는

시아, 중국, 대만의 학술원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예우

난제들에 대해서도 앞서서 고민하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관인 동시에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연구기관으로

고 했다. 이는 대학이 인문학을 도외시하고 기술자를 양성하

써, 학술원 내에 수십 개의 연구소가 설립되어 있으며 그 안에

는 기관으로 바뀌어 가는 것, 외부 기관의 평가에 지나치게 연

서 수많은 연구원들이 연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대학원 교육

연하는 것과 같은 한국 대학들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

또한 이루어진다고 한다. 즉, 이 세 나라의 학술원은 예우기

기 위해 애쓰는 대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조언이었다.

관이자 연구기관으로, 동시에 교육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또한 연세인들이 응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자며, “예

있는 셈이다. 이에 반해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유럽

를 들어 동문 응집력이 강하다는 평판을 듣는 고려대 창립기

의 몇 나라와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로, 예우기관으

념일에는 술판, 고기판이 벌어져 한바탕 뜨겁습니다. 그런데

학술공개강좌, 자연과학 저널 출간, 아카이브 설립 통
해 사회와 접속하는 동적인 학술기관으로 거듭날 것

로써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는 격이다. 즉, 연구가 이루어진다

우리대학교 창립기념일은 왠지 냉랭해요. 점잖아서 어깨동무

하더라도 국가가 지원하는, 그리고 모금한 재원의 범위 내에

도 한번 없어요. 연세대의 사랑은 차가워요. 사랑은 뜨거워야

박영식 신임 회장은 대한민국의 학계와 교육계를 대표하

서 조용하게 연구하는 연구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박영식 신

합니다”라며 사랑으로 충만한 뜨거운 연세인이 지금보다 더

는 기관의 수장이 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임 회장은 이러한 대한민국학술원의 연구기관 역할을 활성화

많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했다. 더불어 60년의 역사를 갖는 학술원에서 처음으로 비

시키는 것을 장기적인 과제로 삼고 정적인 기관에서 벗어나

서울대인이 회장이 됨으로써 연세인이 앞으로도 학술원 회

동적인 기관으로서의 대한민국학술원의 입지를 좀 더 공고히

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한다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고 했다.

고 했다.

창조는 도전의 산물. 연세인이여, 도전하라!
박영식 신임 회장은 오늘의 자신이 있게 한 가장 큰 덕목으
로 ‘도전정신’을 꼽았다. 자신이 연세대학교 총장, 교육부 장

철학적 비판력, 문학적 상상력, 역사적 해석력을 만들어
주는 것은 인문학적 소양

관, 광운대 총장, 그리고 서울대의 벽을 뛰어넘고 대한민국학

었다는 반성을 토대로 앞으로는 좀 더 사회와 연관되는 활동

“인문학은 인간을 신화적인 사고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인

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했다.

을 통하여 활발하게 움직이는 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힘쓰겠

간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학문입니다. 18세기 이후 과학

“도전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낯 뜨거울 수도 있지만 조금 낯

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총 세 가지의 정책을 제시했는데, 첫

의 발전을 필두로 응용학문이 발달하게 되었고, 과학은 우리

뜨거운, 조금 당돌한 그런 도전정신을 발휘하는 연세인이 많

번째로 학술공개강좌를 통해 사회의 구성원들과 관계를 맺

가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습니다. 응용학문

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전정신 없이는 새로운 곳으로 나갈

고자 한다고 했다. 두 번째로는 수학·물리 저널, 생물·생

은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실용적인 학문에 속하는

수 없습니다. 창조는 도전의 산물입니다.”

화학 저널, 이 두 가지 저널을 일 년에 네 차례 발간하여 전

반면 인문학은 그렇지 않아 최근 많이 소외되는 경향이 있습

연세의 발전을 위해 힘썼던 지난 시간이 있었기에 누구보

세계 학술원에 보내고 이를 통해 한국의 학술수준을 널리 알

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토는 인문학적 소양이 없는 기술자를

다 우리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진심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았

리고자 한다고 하였으며, 더불어 이를 계기로 대학사회와 학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던 박영식 전 총장, 자랑스러운 연세인으로서, 그리고 대한민

더불어 한국을 대표하는 학술기관이자 국가기관인 대한
민국학술원이 그 동안에 사회로부터 격리된 정적인 기관이

술원이 관계를 맺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술원의 수장이 되기까지의 이 모든 과정이 도전정신이 있었

박영식 신임 회장은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인문학적 소양

국을 대표하는 석학이자, 학술원의 수장으로서 앞으로 2년간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석학들의 역사, 유물들을 한눈에 볼

을 고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동

(2012.8.26~2014.8.25) 대한민국학술원의 발전을 위해 힘

수 있는 아카이브(기록관) 설립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재

기를 부여하고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기술이 아닌 글을 쓰

쓸 그의 행보에 거는 기대가 크다.

직기간 동안의 목표로 삼는다고 했다.

고 연설을 하는 등 인문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정

연구 프론티어

섬김의 리더십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대장균 바이오공장의 신비를 벗기다

Together We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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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연세대,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후원

l 김지현 교수팀, ‘Genome Biology’지 발표
l 고효율 맞춤형 세포공장 개발 가능성 열어
과학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산업적 응용에도 널리 활용되

연구팀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대장균 2종(대장균 B와

는 모델 생명체인 ‘대장균’의 생명현상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

K-12)의 각종 오믹스 정보(전사체, 단백질체, 형질체 등)를

정보, 이른바 오믹스* 정보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규명되어,

확보하고, 컴퓨터 모델링(인실리코 분석 및 검증)을 이용해

연세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스카

나경원 조직위원장은 “5개 단체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

바이오의약, 바이오화학, 바이오에너지 등 친환경 녹색 바이

시스템 수준에서 대장균의 대사 네트워크를 재구성하고 대

우트연맹, 한국공항공사 등 5개 단체가 2013 평창 동계 스

에 감사드리며 후원이 헛되지 않도록 성공적인 대회를 치르

오산업을 위한 기술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장균 2종을 비교 분석하는데 성공했다.

*) 오믹스(Omics) : 특정 세포 속에 들어 있는 생리현상과 관련된 대사에 대한 대량의 정
보(전사체, 단백질체, 형질체 등)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생명현상을 밝히는 학문

우리대학교가 올 겨울에 열릴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
픽 세계대회를 후원한다.

구성원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 운
동(global movement)이다.

페셜올림픽 세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7월 10일 백양

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강민 교학부총장

대장균 B 균주에 대해 유전자 암호가 messenger RNA로

관 강당에서 나경원 조직위원장과 후원협약서에 서명했다.

은 축사를 통해 “연세대는 인천 국제캠퍼스 개교와 함께 글

전사되고 이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져 여러 대사회로를 통해

이들 단체는 내년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12일간 강원

로벌 연세의 미래를 여는 '제3의 창학'을 맞고 있으며 '제3의

우리대학교 김지현 시스템생물학과 교수와 윤성호 한국생

형질로 나타나는 전 과정의 다중 생체 정보를 확보하고, 시스

도 평창 등에서 치러질 대회의 성공을 위해 적극 참여할 것

창학'은 학문과 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 편에

명공학연구원 박사, 이상엽 KAIST 교수가 주도한 이번 연구

템 수준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을 다짐했다.

서는 사회 구성원으로써의 활동도 포함되는 만큼 기숙사, 스

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중견연구자

생체 네트워크를 재구성하여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세대는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 선수단 106명의 한국 문

포츠센터 등 시설 제공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화체험 활동인 호스트타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숙사, 체

나섬으로써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최선을 다

육관 등의 시설을 3박 4일 동안 제공하게 된다.

해 돕겠다고 말했다.

지원사업, 21세기프론티어사업 및 글로벌프론티어사업 등의

그 결과, 연구팀은 대장균 B 균주가 K-12에 비해 아미노

지원으로 수행됐다. 이 연구 결과는 유전학 분야의 권위 있

산 생합성 능력이 뛰어나고 단백질분해효소가 적으며 편모

는 국제 학술지인 ‘지놈 바이오로지(Genome Biology)’ (IF =

가 없어, 인슐린, 섬유소분해효소(cellulase)와 같은 외래 재

스페셜 올림픽은 지적장애인(children and adults with

연세대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 100여 명을 선발하여

9.036)에 최종 인쇄본이 온라인으로(6월 29일) 게시됐다.

조합 단백질을 생산하는데 매우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intellectual disability)들에게 지속적으로 스포츠 훈련기

선수단 맞이 행사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연

생명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대표적인 모델인 대장균은 산

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대장균 B 균주는 단백질 분비 시스

회를 제공하고 경기대회를 개최하여 참여시킴으로써, 지적

세의 따뜻한 정(情)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

업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미생물(산업미생물)로서, 의약용 단

템을 2개나 보유하고 있고, 단백질 분비에 유리한 세포벽과

발달 장애인들의 신체적 적응력과 사회성을 향상시켜 사회

하고 있다.

백질 등 다양한 유용 재조합단백질 생산과 석유화학을 이용

세포외막을 구성하고 있어 생산된 단백질을 세포 밖으로 배

해 만든 각종 화학물질을 대체하는 친환경 바이오화학제품

출하는데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반면에 K-12 균주는

개발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와는 다른 저탄소 신재

고온에 노출되면 이에 대응하는 유전자를 더 많이 발현하고,

생연료(바이오에탄올 등)를 생산할 수 있어 작은 ‘세포공장

몇 가지 스트레스 조건에 덜 민감했다.

(cell factory)’이라고 불린다.
최근 석유자원의 고갈과 석유화학제품의 대규모 사용에 따

특히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 활용된 대장균 B와 K-12의
유전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분석하는(마이크

른 지구 환경오염 및 온난화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로어레이) DNA칩을 21세기프론티어사업의 지원

가운데, 친환경 녹색기술 개발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

으로 제작하여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무상으로 제

다. 따라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식물과 미생물 등

공함으로써, 관련 연구 촉진과 저변 확대에도 기

다양한 생물체(바이오매스)를 활용해 바이오에너지와

여했다.

바이오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고효율 맞춤형 미생물 바이
오공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생체 네트워크에 대한
시스템 수준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모든 생체 정보(오믹스 정보)를 확보한

김지현 교수는 “이번 다중 오믹스 정보를 이용한
시스템 수준의 분석 연구는 우리 연구진이 지난 2009
년에 규명한 대장균 유전체 지도 정보(2009
년 ‘Journal of Molecular Biology’ 표

다면 산업미생물의 생체 네트워크를 이

지 논문)와 유전체 진화 양상(2009년

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맞춤형 유전

‘Nature’ 아티클 논문)과 함께 고효율 맞

체 설계가 가능해, 각종 유용단백질,

춤형 세포공장 개발에 청사진을 제공할

바이오화학제품과 바이오에너지 생

바이오시스템 디자인에 필수적인 정보

산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미생

와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

물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가 크다”고 연구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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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의 연세

중국 사천사범대학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l 언어연구교육원 내 ‘공자학원’ 설립 합의
l 학술·문화 교류 물꼬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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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아시아학
컨소시엄 MOU 체결 논의

우리대학교와 중국 사천사범대학은 ‘공자학원(孔子學院)’설

정갑영 총장은 7월 12일 오후 1시 알렌관에서 ‘Top

립과 운영에 대해 협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술교류협정

50/2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일본 게이오대(Keio

을 체결했다.

University)와 홍콩대(The University of Hong Kong) 관

또한 공자학원의 공동 운영을 토대로 학생 교환, 교원

계자를 초청, 오찬을 함께 했다.

상호 방문 등의 학술·문화 교류 활동을 전개하고, 중국

이날 오찬은 한-중-일 3국을 연결하는 아시아학 컨소시

어와 한국어 교육과 교사 양성을 추진하는 등 협력을 강

엄 MOU 체결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화키로 했다.
지난 7월 3일 오전 10시 총장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우리
대학교 정갑영 총장, 이석재 언어연구교육원장, 김현철 중어

교류해, 중국의 문화나 중국어 등의 교육 및 전파를 위해 세우

중문학과장과 사천사범대학교 조제밍 총장, 이성 문학원장,

는 교육기관이다.

양영육 국제처 부처장, 탕홍 중문학과장을 비롯한 양교 관계
자들이 참석했다.
공자학원은 중국 교육부가 세계 각 나라에 있는 대학교들과

중국 사천사범대학은 1946년 설립된 사천성 최대의 중점
대학이며, 사천성 최초로 사범 학부를 개설했다. 27개 단과대
학, 72개 학부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The United Board
회장단 방문
The United Board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in

UB는 미국 뉴욕에 위치한 아시아 교계 고등교육기관 지

Asia(이하 UB) 관계자들이 6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우리

원재단으로서 아시아 교계 교육기관에 기부금을 지원하거

대학교를 방문해 정갑영 총장과 환담을 나눴다. 이번 방문에

나 각종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는 낸시 챕번 회장을 비롯해 리키 청 부회장 등이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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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들을 가까운 순서대로 안내 ▲뇌졸중 간

러들로 흉판 문화재 등록
26년간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교수
와 세브란스병원 외

스마트하게 건강 지키기 ;
간암 발생률 예측, 뇌졸중 119 앱 개발
세브란스병원은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고 빠르게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간암과 뇌졸중 어플리케이션(앱)을 개발했다.

과 의사를 역임한 알
프레드 어빙 러들로

이 진단 ▲뇌졸중이 의심될 때 대처 요령 ▲뇌졸중에 대한 정보 소
개 등이다.
허지회 교수(신경과학교실)는 “뇌졸중이 발생하면 빨리 인근 병

치과대학,
2012년 여름철 교수세미나 개최

원에서 혈전용해치료를 받아야 치료효과가 좋다”며 “가족이나 주
변에 뇌졸중의 위험이 있는 분이 있다면 <뇌졸중 119> 어플리케이션
을 미리 설치해 놓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사용을 한다면 큰 도움을

간암 발생률 예측 앱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1875~1961) 박사의

의과대학 안상훈 교수(내과학

모습을 새긴 ‘러들로

교실)팀은 최근 대한간학회 춘계

흉판’이 6월 19일 문

학술대회에서 만성 B형 간염 환

화재로 등록됐다.

자의 간암 위험도를 평가할 수

이 흉판은 1938

있는 앱을 소개했다.

년 세브란스의학전

‘간암 발생률 예측 앱’은 개인

문학교가 국내 최초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병원 검사

간암 발생률 예측 앱과 뇌졸중 119 앱은 애플 앱 스토어와 안드로
이드 마켓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치의예과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시작
북경 치과대학에 교수 및 학생 30여 명 방문

치과대학은 7월 6~7일 충주 켄싱턴리조트에서 ‘중장기 치과계
미래 전망과 대비’라는 주제로 전체 교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의 근대조각가 김복

를 통해 e항원 유무(B형 간염 활

이번 교수세미나에서는 한국기질검사연구소 김종구 소장을 초청

진에게 의뢰해 제작한 평면 청동 흉판이며 러들로 박사의 측면 얼

성화 여부), ALT 수치(간 기능 검

해 ‘나를 알고 너와 소통한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 특강

굴 모습을 양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현재 동은의학박물관에 보

사 지표), HBV DNA 수치(B형 간

에서는 사군자 기질검사를 통해 나와 상대방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관돼 있다.

염 바이러스 활성화 수치), 본인

상대방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하는 방법을 파악했다. 이어서 미래치

의 성별과 나이를 입력하면 결과

의학교육, 임상치과의료의 변화, 치의학연구동향, 치과산업, 치과의

문화재청은 “작품 기법이 사실적이면서 섬세해 마치 실물을 직
접 대하는 것처럼 표현된 우수한 작품”이라고 등록 사유를 밝혔다.
이번 흉판을 포함, 알렌의 진단서와 검안경, 제중원 1차년도 보고
서, 에비슨의 수술 장면 유리건판 필름, 분쉬의 외과도구 등 6점이
현재 의료분야 문화재로 등록돼 있다.

세브란스 브랜드 가치 50위

를 확인할 수 있다.

료계의 국제화 등 5개 주제에 대한 열띤 토론과 발표가 있었다.

프로그램은 입력한 각각의 수치를 간암 발생 위험도로 환산해

또한 지난 2011학년도 우수업적교수 시상이 있었으며 연구 부문에는

보여주며 세분화된 네 가지 항목을 통해 자세한 결과를 제공한다.

구강생물학교실 정한성,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차인호 교수, 진료 부문에

확인 가능한 세부 항목으로는 ▲미래의 간암 발생 위험도를 나

는 보존과학교실 이찬영, 교정과학교실 차정열 교수가 수상했고, 학생강

타낸 ‘간암 위험 지수’ ▲간암 위험 지수를 백분율로 환산한 ‘간암

의평가에 의한 우수강좌상으로 1학년 면역학 유윤정 교수, 2학년 무치악

발생 위험도’ ▲간암 발생 위험도에 따라 낮음, 중간, 높음으로 분류

보철치료학 문홍석 교수와 예방치과학II 김백일 교수, 3학년 구강악안면외

되는 ‘위험 범주’ ▲정상인의 간암 발생 위험도 비교 수치인 ‘발생위
험도’가 있다.

과학II 이상휘 교수가 선정되어 수상했다.
치대는 치의예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중·일 학생 교류 프로

위의 항목 외에도 추가로 간암 발생 예측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만성 B형 간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램인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권호근 학장 등 교수진 4명과 학생 32
명은 북경(Peking) 치과대학을 방문해 특강 및 토론을 진행했다.

뇌졸중 119 앱

세브란스병원이 브랜드가치 평가 전문회사인 브랜드스탁(www.
brandstock.co.kr)이 7월 1일 발표한 ‘2012년 2분기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조사 결과에서 50위를 차지했다.
세브란스병원은 2010년 2분기 87위로 100대 브랜드에 신규 진입
후, 2011년 1분기 63위, 2분기 60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브랜드스탁에 상장된 국내외 브랜드 800여 개 기관
을 대상으로 모의주식거래를 통해 형성된 브랜드 주가지수와 설문
조사를 통한 소비자조사를 종합해 평가했다. 이번 조사에서 삼성갤
럭시, 네이버, 이마트가 각각 1, 2, 3위를 차지했다.

특강은 ‘중국의 구강건강 실태와 대책’을 주제로 북경대에서

의·치대 연구팀,
지경부 원천기술 사업 과제 선정

뇌졸중은 발생부터 치료까지

준비했으며, 특강 후에는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은 ‘20대 청년으

의·치대 공동 연구팀의 ‘위암,구강암 예후 예측 및 치료 지침을

의 경과시간에 따라 예후에 큰

로서의 역할’, ‘중국과 한국의 대중문화 교류의 영향력’, ‘중국 젊

위한 mRNA-miRNA 복합 진단시스템 개발’사업이 최근 지식경제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

은이들이 생각하는 한국’, ‘한국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중국’을 주

‘산업융합 원천기술 개발사업’에 선정, 총 40억원(정부출연금 30억

리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제로 진행됐다. 이어 북경대 치과병원을 탐방하고 만리장성, 박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세브란스병원 뇌졸중팀은 최

물관 등을 견학했다.

총괄책임자인 의대 노성훈 교수(외과학)는 “위암, 구강암 수술

근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

중국 학생들에게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한 홍인표

후 유전자 진단에 근거해 치료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

의 지원을 받아 뇌졸중 발생 가

학생은 “중국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고,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덕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암, 구강암 치료법 개발의 전기를 마련할 수

능성이 있는 사람이나 그 가족을

분에 수업에서 배울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있을 것”이라며, “상업화 기술이 완성된다면 국내 기술로 한국인뿐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뇌

말했다.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위암, 구강암의 치료지침을 변경할 수 있는

졸중 119’를 개발했다.
뇌졸중 119 앱의 주요 기능으
로는 ▲현재 위치에서 혈전용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에는 의·치대, 고려대 의대 및 안국약품㈜이 산-학 공
동연구팀으로 함께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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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연세 지역발전 HR 포럼 개최

강원지역 대표 방과 후 프로그램
‘연세 머레이캠프’

2012 BME 국제 심포지엄 개최
의료기기 성능향상 및 신뢰성 확보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 설계자 공모

11회째 맞은 국내 최대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

프라운호퍼 의료기기 공동연구센터/국가우주연구실(센터장 김
원주캠퍼스 종합인력개발센터는 7월 18일 오후 4시 원주캠퍼스

한성)과 한국우주생명과학연구회(회장 최인호)는 7월 3일 원주캠

학생회관 3층 에코소극장에서 지역의 주요기업과 병원 및 혁신도

퍼스 첨단의료기기벤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의료기기 성능향상

시이전 공기업 인사팀장, 언론기관과 지방정부 담당공무원 등 25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2012 BME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개 기관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 연세 지역발전 HR포럼’을 개

이번 심포지엄은 ‘Life Science in Space for Biomedical

최했다.

Engineering on Earth’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국내외 전문가 및 연

이번 지역발전 HR포럼에서는 강원광역경제권선도사업지원단
신대용 단장이 ‘광역경제권 선도사업과 지역발전’, 강원발전연구
원 박상헌 기획경영본부장이 ‘동계올림픽과 지역발전’, 우리대학
LINC사업단 신태민 부단장이 ‘의료기기산업 인력양성’에 대한 주
제발표를 했다.

구자들이 참가해 최신 연구결과 및 동향 등을 소개했다. 이번 행
7월 23일 오후 4시 원주캠퍼스 미래관 강당에서 연세 머레이캠
프 입교식이 열렸다.
7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 13일간 진행된 이번 캠프에는 교육

사는 프라운호퍼 의료기기 공동연구센터에서 개발하는 연구내용
을 우주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파악하는 계기가 됐을 것
으로 기대된다.

환경이 열악한 강원도 내 탄광지역 및 제 1군 야전사령부 군자녀

이번 HR포럼은 지역거점대학의 세계적 모델을 만들어 가는 원

중학생 175명이 참가했다. 머레이캠프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주캠퍼스의 ‘비전2020+’ 계획의 일환으로 지역의 기업체 및 지자

에서 강원도청 탄광지역개발과와 기획관리실, 정선 및 태백 교육

체의 요구를 수렴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인재양성전략 수립과

지원청과 지자체,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의 지원으로 참가자 전원

졸업생들의 지역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을 통

무료로 진행된다.

해 우리대학교 원주캠퍼스의 우수한 교육프로그램과 연구업적을

현행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별 ‘방과 후 학교’ 프로그

지역에 소개하고 지역 발전 기여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뜻

램은 우수한 외부강사 확보에 어려움, 충분한 시설의 부재, 학생의

깊은 시간이 되었다.

지역적 분산에 따른 접근의 어려움, 인적자원 부족으로 인한 프로

수도권/강원 지역
진학담당교사 초청 워크숍 개최

맞는 연세 머레이캠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수준

미래관 증축, 학생회관 새단장 봉헌식

높은 방과 후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기숙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을 시행한다.
28명의 연세대학교 교수들이 직접 원어민영어회화, 글쓰기, 과

우수신입생 유치 및 원주캠퍼스의 발전상을 홍보하고자 개최한

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학업우수 학생을 대

이번 행사에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75개교 158명

상으로 한 학력신장 프로그램과 학업부진 학생을 위한 학력기초

의 교사가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됐다.

육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강원지역의 대표적인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인 연세 머레이캠
프는 2007년 이후 지금까지 3,959명 학생이 수료했으며, 학업 향
7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노천극장에서 노천극장과 이글프라
자의 신축과 미래관 증축, 학생회관 새단장을 기념해 봉헌식을 거
행했다.

입학홍보처는 6월 30일 대학교회 3층 대회의실에서 '2012학년
도 수도권/강원지역 진학담당교사 초청 워크숍'을 개최했다.

학실험 등을 가르치며, 스포츠 활동과 컴퓨터자격증 취득 등 다양

프로그램을 통해 소외되는 학생이 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교

상은 물론 사회성과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평가를
받아 왔다.

●자격 요건
- 교육연구시설(대학) 또는 복합건축물 30,000M² 이상의 실시설
계 실적이 있는 종합건축설계사무소
- 종합건축설계사무소로 등록하여 10년이 경과한 업체로 서울·
경기 지역에 사무소를 둔 업체
●공모기간
2012년 7월 18일 ~ 8월 8일

그램 개발의 한계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올해로 11회째를

노천극장·이글프라자 신축 봉헌식 개최

●공모 개요
- 백양로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보행자 중심의 만남과 소통의
공간으로 변화시켜, 공간의 일신을 통한 ‘제3의 창학’ 기틀 마련

한기수 원주부총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2013학년도 입학전형
계획 소개 및 2012학년도 입시결과 발표와 원주의과대학 소개, 입
학사정관제 설명 및 특별 강연이 진행됐다. 또한 현운재에서 부총
장 주최 만찬이 이어졌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교사들은 학생들의 진학지도에 필요한 정
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아름답고 발전된 캠
퍼스를 직접 볼 수 있어서 더욱 좋았다는 소감을 남겼다.

●유의사항
①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② RFP는 7월 17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 설명회 자료는 학교 웹하드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소: webhard.yonsei.ac.kr, 아이디: YS00, 패스워드: 9999
●문의처
기획팀 (02-2123-2055 / planoffice@yonsei.ac.kr)

YONSEI NEWSLETTER l No.539

국제캠퍼스 소식

국제캠퍼스 RC 준비위원회 워크숍 개최
2013 RC 교육 준비상태 점검

RC준비위원회는 지난 7월 6일 오후 1시 30분부터 7시까지 총장
공관 영빈관에서 국제캠퍼스 RC 교육 실시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
했다. 이날 워크숍은 RC 교과과정, RC 운영계획, 국제캠퍼스 공간

연세 청소년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Global Leaders and Dreams
세계 10개국 청소년 267명 참가

19

경영대학, ‘2012 Yonsei-CMC
리더십 프로그램’ 시작

및 시설 문제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이에 대한 토론의 형식으로 진
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갑영 총장, 유강민 교학부총장, 홍복기 행정대외
부총장, 서승환 국제캠퍼스 총괄본부장을 비롯하여 교무처, 기획실,
학부대학, 국제캠퍼스 관계자 등 2013년 RC 교육을 준비하는 각 분
경영대학이 Claremont McKenna College(이하 CMC)와 교류 협력

야의 담당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2012 Yonsei-CMC 리더십 프로그램’이 지난

이번 RC준비위원회 워크숍은 2013년 이후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

6월 27일 시작됐다.

로 양질의 RC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사안들을 함

Yonsei-CMC 리더십 프로그램은 우리대학교 경영대학과 CMC가

께 점검하여 2013년 이후 RC 교육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각각 10명씩 선발한 학생 20명이 참여하며, 양 교 교수의 강의, 홍

위해 마련되었다.

콩 현지 교수 강의, 국내외 기업 필드 트립, 외부 초청 강연 등으로
국제학대학원(원장 이정민)은 2010년부터 전 세계 중·고등학
생들을 대상으로 4박 5일 일정의 청소년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캠퍼스 이모저모

한국어학당 학문 목적
한국어 교재 전권 완간

대학 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기능에 초점을 둔 「대학 생활을 위

(Global Leaders and Dreams, GLAD)을 운영해오고 있다. 1차(7월

6월 26일 첫 만난 양 교 학생들은 새로 사귈 친구들에 대한 기대

16~20일)와 2차(7월 23~27일)로 나누어 진행된 2012년 프로그램에

감에 한껏 부풀어 있었다. CMC 학생 중 유일하게 한국계인 김민준

서는 총 10개국에서 267명의 학생들이 등록해 인천 국제캠퍼스에

군은 “한국계인 나에게 이번 리더십 프로그램은 굉장히 의미있다”

서 생활했다.

며 “앞으로 진행될 6주간의 활동이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올해는 국내의 우수한 중·고등학생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연

급Ⅱ 총 9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을

국의 우수한 학생들이 다수 참여했고, 독일,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세대 경영대학 교수의 강의와 CMC 맨프레드 카일 교수의 강의가

집중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대학 강의 수강을 위한 한국어」는 말

홍콩, 베트남 등의 지역에서도 처음으로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가

이어졌다. 그리고 외부 초청 강사로부터 한국의 역사, 문화, 관습 등

하기, 쓰기, 듣기, 읽기의 네 기능이 각각 중급Ⅰ, 중급Ⅱ, 고급 단계

함으로써 학생들의 국적도 눈에 띄게 다양해졌다.

에 대한 강의도 진행됐다. 2째 주에는 필드 트립 활동이 두드러졌

4박 5일 동안 전 과정이 영어로 진행됐으며, 우수한 강사진들로

다. 이들은 현대자동차 R&D 센터를 둘러보고 아산에 위치한 현대

「대학 생활을 위한 한국어」는 대학 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기능

구성된 강의들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구체적인 비

자동차 공장으로 자리를 옮겨 공장 전체를 견학하면서 자동차 생산

에 초점을 두었다. 이 교재는 단계별로 대학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전을 설정하고 실천해 나가는 계기를 찾았다. 우수한 강의 외에도

공정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 김군호 군(경영 08)은 “R&D 센터에서

강의, 동아리 활동, 교우 관계, 학교 시설물 이용 등 다양한 주제를

유니세프(UNICEF)와 특별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은 글로벌 리더

완성 차 안전테스트 하는 것을 보면서 국내 자동차에 대한 자부심

중심으로 말하기, 듣기, 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가 되기 위한 리더십 역량 및 팀워크 역량을 키웠다.

이 생겼다”고 말했다.
CMC 학생들은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을 방

과제와 활동으로 구성한 분리형 교재이다.

문하여 한국 문화와 역사를 소개하는 강연을 듣고 한복을 입어보는

「대학 강의 수강을 위한 한국어」는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을 집중
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이 교재는 단
계별로 대학교에서 강의를 들을 때 요구되는 기능과 장르를 중심

연세대 ProSPER.Net 이사교 선임
아태지역 고등교육기관 지속가능성 증진 연합체

문화 체험을 했다. CMC 학생 킴벌리 스캐먼(Kimberly Scamman) 양
은 “한복을 처음 봤는데 너무 예쁘다”고 감탄했다. “이처럼 아름다
운 한복을 입어 보는 것은 매우 즐거운 경험이었다. 우리가 절을 하

으로 말하기, 쓰기, 듣기, 읽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실용적인

목적을 위한 한국어 교재 시리즈를 완간했다.

활하며 문화적 차이를 가까이서 배우게 된다.

한 한국어」는 말하기, 쓰기, 듣기로 분리되어 각각 초급, 중급Ⅰ, 중

총 1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원장 이석재)은 지난 5월 25일 학문

구성된다. 특히 양 교 학생 각각 1명이 한 조가 되어 룸메이트로 생

과제와 활동으로 구성된 분리형 교재이다. 학습자들이 흥미를 가질

지난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ProSPER.

자 박물관 담당자가 세뱃돈이라는 것을 주었는데 색다른 기분이 들

수 있는 주제와 상황을 기초로 여러 가지 의사소통 기능 및 전략을

Net 총회에서 우리대학교가 이사교(Board member)로 3년 연속

었다. 앞으로 체류하는 동안 한국적인 것을 더 많이 체험해 보고 싶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선임됐다. 아태지역 고등교육기관의 지속가능성 증진 연합체인

다”고 한국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밝혔다.

세계화, 국제화로 더욱 다양해진 외국인 학습자들의 요구에 맞추

ProSPER.Net(Promotion of Sustainability in Postgraduate Education

이 프로그램은 8월 3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올해에는 양 교 학생

어 일반 목적의 한국어뿐만 아니라 특수 목적을 위한 한국어 분야

and Research)은 일본 환경부의 재원으로 마련됐으며, UN대학 고

4명이 한 팀이 되어 현대자동차와 연계된 기업 프로젝트를 진행할

이번에 출간한 교재는 「대학 생활을 위한 한국어」 9권, 「대학 강

로까지 교재 영역을 넓혀 가고 있는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

등교육연구소가 총괄하고 있다. University of Tokyo, Keio University,

예정이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CMC Kravis Leadership Institute가 제

의 수강을 위한 한국어」 11권, 총 21권으로 구성되었다. 이 교재는

국어학당은 앞으로도 계속 연구 개발에 정진할 것이다. 그리고 이

Chinese Academy of Science, East-West Center를 비롯한 29개의

공하는 리더십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프로그램 종료 후 KLI가 요구

대학 수학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의 한국어 교재로

를 통해 세계 사회에 한국인과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연

유수한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한국에서는 우리대학교

하는 리더십 자질을 잘 갖추었다고 평가되는 학생들에게는 리더십

2010년 1월부터 9월까지 약 9개월간의 개발 과정을 거쳐 출간했다.

세의 교육 이념을 실현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가 유일하게 가입되어 있다.

인증서가 수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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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미래교회 콘퍼런스 - 교회의 혁신

글로벌 리더 경제캠프
동서문제연구원(원장 박영렬)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후원으로 7월

경영대학 제4회 YSB A/S 특강
‘르네상스와 창조경영’

21

연세 MBA, 미국·프랑스에서
GET 프로그램 진행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 동안 인천 국제캠퍼스에서 전국 고등
학교 1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리더 경제캠프’를 실시했다.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글로벌 경제의식 고취를 통해
청소년들이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
련된 경제캠프에서는 정갑영 총장의 ‘풍요를 위한 선택’ 기조 특강
을 포함, 최강식 학부대학장, 김정호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손정식
한양대 명예교수, 홍하상 작가 겸 상도경영아카데미 대표, 권오용
전 SK 사장의 강연과 삼성전자 현장 견학이 진행됐다.

경영대학은 6월 27일 대우관 각당헌에서 '르네상스 창조경영'을

참가 학생들은 우리대학교 대학원 조교와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주제로 제4회 YSB A/S 특강을 진행했다. 강연은 김상근 교수(신

신과대학과 연합신학대학원은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대강당

선정된 주제를 가지고 조별로 준비한 것을 각 반에서 발표했으며,

학과)가 맡았으며, 학부, MBA, 최고경영자과정 동문들과 재학생

에서 ‘2012 미래교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교회의

우수팀으로 선발된 팀에게는 상장을,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120여 명이 참석했다.

혁신 - 더 나은 세상을 향하여’를 주제로 열렸으며, 더 나은 세상

수료증을 수여했다.

을 향한 교회의 혁신의 지점이 어딘지를 각계 전문가의 강연을 통
해 모색했다.

방송, 기업체 등에서 활발하게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 교

캠프 마지막 날에는 ‘나에게 부치는 나의 꿈’ 쓰기를 통하여 미래

수는 “여러분들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하려고 왔습니다”라며 운을

에 대한 자신의 꿈을 보다 구체화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떼었다. 이어서 김 교수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문학 열풍을

이번 콘퍼런스에는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 박종화 경

행사 참가자들은 전국에서 모인 다양한 또래들과 숙식을 같이하고

언급하면서 “1천년 이상 지속된 시대가 있다면 바로 중세시대다.

동교회 목사, 김삼환 명성교회 목사 등 대형교회 담임목사들과 장

토론하며 결론을 내기 위하여 소통하고 협력하는 법 그리고 책임을

그런데 중세시대가 어떻게 마감되고 르네상스가 시작될 수 있었

상 전 이화여대 총장, 김현미 연세대 교수 등이 강사로 참여했다.

감당할 수 있는 경제인이 되는 방법을 배웠다.

을까?”라는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정갑영 총장은 개회사에서 “교통·통신의 발달로 한국교회는

14세기 단테, 페트라르카, 지오토, 마사초에 이르기까지 많은 예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교회는 질적인 성숙을 요구받고

술가들이 중세의 종교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사물과 인간의 본질’을

있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그리스도인으
로서의 정체성’과 ‘교회의 대사회적 책임성’을 동시에 엮어내는 혁
신의 지혜를 발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5차 지속가능성 포럼 개최

녹색성장모델 전파 위한
아세안 환경교사 연수 프로그램

경영전문대학원 MBA는 단기 글로벌 프로그램인 ‘GET(Global
Experience Trip)’을 지난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미국 워싱턴대
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와 프랑스 오덴시아 낭뜨(Audencia
Nantes)에서 각각 진행했다.

꿰뚫어 보려고 했다. 그래서 천사, 성 베드로, 아담과 이브가 느끼는

GET 프로그램은 MBA 학생들이 교류 협정 대학을 방문하여 현

내면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15세기 르네상스를 이끈 사람으로 알베

지 교수들로부터 집중 강의를 듣고 현지 기업을 방문함으로써 글로

르티와 메디치 가문을 꼽았다. 이 시기에는 ‘이질적’인 것에 주목하

벌 시각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으로, 매 학기 방학 중 실시된다.

동서문제연구원(원장 박영렬)은 외교통상부 한·아세안 협력사

였다. 김 교수는 “동서고금을 넘나들며 이질적인 사람과 사상을 뒤

워싱턴대학교에서는 ‘Developing Strategic Thinkers and Leaders’

업의 일환으로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9개

섞음으로써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고 설명하며 “친숙한 것에서

를 강의 주제로 정하고 전략적 사고, 전략적 마케팅, 리더십, 창의성

국 공무원/교육자 총 33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녹색성장모델에 대

벗어나고 이질적인 것에 희망을 두라”고 김 교수는 덧붙였다.

과 혁신 등에 대하여 현지 교수들이 집중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오

한 환경교육 연수프로그램을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신촌 캠퍼스

덴시아 낭뜨에서는 ‘Global Responsibility in the European Context’

넘어갔다. 조각가로만 활동하던 그가 어떻게 천장화를 그릴 수 있었

라는 주제 하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글로벌 위기 대응 방안, 그린

12시 새천년관 701호에서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 - 환경과 경제

박영렬 원장의 환영사와 교육대학원 박태윤 교수, 시스템생물학

을까? 미켈란젤로는 타락한 교황청에 대한 분노와 심판이라는 내

경영 등을 고찰했다.

의 선순환’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녹색성장위

과 김응빈 교수, 박은경 ESD(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재적 동기에 몰입했다. 그의 창조성은 바로 몰입과 파라곤(Paragon,

기업방문도 이어졌다. 미국에서는 세계적 기업 스타벅스와 디즈

원회 유복환 단장의 발제를 통해 녹색성장정책의 배경 및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교육) 한국위원회 위원장/한국물포럼 총재 겸 외교통

완벽한 모델)을 추구하는 데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조

니를 방문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CSR과 그린경영을 잘 실천하

과 국가경쟁력의 관계, 향후 과제 등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상부 수자원협력 분야 대외직명대사, 대통령실 녹색성장기획관실

각(다비드상)의 파라곤, 회화(시스티나 예배당 청장화)의 파라곤, 건

고 있는 모범 중소기업과 발전소를 방문했다. 워싱턴대학교에 38

선임행정관, 한동만 외교통상부 국장, 권원태 국립기상연구소장 등

축(성 베드로 성당)의 파라곤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명, 오덴시아 낭뜨에 29명의 MBA 학생들이 참여했다.

동서문제연구원 지속가능사회센터(센터장 신의순)는 7월 5일 낮

와 인천 국제캠퍼스에서 진행했다.

강연은 16세기 르네상스 최대의 예술가인 미켈란젤로 이야기로

의 특강과 평택 LG공장, 시화호, 송도 극지연구소를 현장 견학하고

직원 역량강화 및 교양 교육 실시

김 교수는 강연 내내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들을 보여 주며 르

워싱턴대학교 GET 프로그램에 참여한 원우 중 한 명은 여러 프

네상스 시대의 창조성을 설명하였다. 르네상스 시대에 창조성을

로그램 중 골프에서 배우는 리더십 시간이 매우 흥미로웠다고 전

이 프로그램은 해외공관과 한국에 있는 각국 대사관의 추천을

꽃피울 수 있었던 요인으로 무엇인가에 매혹되어 가슴 뛰는 돌체

했다. 이 수업을 통해 기업경영을 하면서 맞닥뜨리는 위기와 기회

창경궁과 국립중앙박물관 등도 방문했다.

총무처는 7월 2일부터 6일까지 연세·삼성 학술정보관 장기원국제

받은 교수, 교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녹색성장모델을 전파

(Dolce)한 삶의 추구, 사물과 사람의 본질에서 얻는 영감, 동서고

에서 경영자 리더가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할 것인지를 골프 사례

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2 상반기 교육을 실시했다. 리더십

하고 궁극적으로 교육을 통하여 참가한 해당국의 역량을 강화하고

금을 넘나드는 사람과 생각의 융합, 내재적 동기에 몰입한 완벽한

와 더불어 배울 수 있었다고 소회했다. 또한 GET 프로그램은 원우

(서우경), 의사소통(권수영), 팀활성화(정석환), 서비스마인드(허은아) 등

자 마련됐다. 외교통상부 아세안협력과 주최, 한-아세안 협력 펀드

모델인 파라곤(Paragon) 추구라고 김 교수는 정리했다. 그는 “미

들과 더욱 가까워 질 수 있다는 점이 또 다른 장점이라고 꼽으며,

의 내용으로 역량강화 교육 4강좌와, 건강(민성길), 행복론(이성호), 스피

후원으로 동서문제연구원이 주관했으며 참가자에게는 왕복 비행기

켈란젤로는 나의 경쟁자는 오직 ‘미래의 나’라고 얘기했다. 여러분

GET 출발 전에 방문 예정 기업에 대해 충분히 조사한다면 더 많은

치(최우철), 인문학(고정식) 등의 내용으로 교양교육 4강좌가 진행됐다.

여비, 7박 8일간의 교육비 및 숙박비가 무료로 제공됐다.

의 경쟁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남기고 강연을 마무리했다.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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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이모저모

경영대학 uGET 미소금융중앙재단팀
국무총리실 초청 발표

2012 우수학술도서 문화체육관광부 3종,
대한민국학술원 1종 선정

연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총장 간담회 개최

아프리카에서 청년창업 가능성 조사

23

대학원 주임교수 회의 개최
대학원은 6월 22일 오전 11시 알렌관 청송홀에서 대학원 주임교
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34개 학과 주임교수들이 참석
해, 대학원 현황 및 현안에 대한 보고와 BK21 후속 사업 대비 사업
에 대한 설명 등을 진행했다.

총장과 팀장급 이상 직원과의 대화
2012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2012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정갑영 총장은 6월 27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연세·삼성 학술

우리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에서 간행한 도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난 2011년 겨울 uGET 7기로 활동한 미소금융중앙재단팀 학생

정보관 장기원국제회의실에서 '총장과 팀장급 이상 직원과의 대화'

대한민국학술원이 선정하는 우수학술도서로 각 3종, 1종 선정됐다.

를 개최했다.

들이 6월 28일 국무총리실 요청으로 본인들이 수행했던 uGET 프

문화관광체육부 우수학술도서로는 「돌 속에 숨겨진 진실」(문희수),

로젝트를 발표하는 기회를 가졌다. 프로젝트 활동보고회 이후 미소

「근원과 풍경에 대한 사유」(정영미), 「유럽의 문화통합」(김용민·최경

7월 23일 알렌관 청송홀에서 정갑영 총장, 유강민 교학부총장,

지키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지 고심을 했다”며 “단기

금융중앙재단은 uGET 결과보고서를 정부 관련 유관 부서에 배포

은)이 선정됐으며,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는 「재미한인의 꿈

이철 의무부총장, 박태선 연구처장 겸 기술지주회사 대표를 비롯한

적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닌 지속가능한 시스템과 정책을 개발하기

하여 정부 차원에서의 관심을 유도했는데, 국무총리실에서 이들의

과 도전」(홍선표)이 선정됐다.

기술지주회사 임직원, 자회사 대표, 관련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총장 간담회를 가졌다.

프로젝트 결과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이 팀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창업성공 가능성 및 타당성 조사’를
주제로 2011년 겨울방학 때 케냐와 에티오피아를 방문했다. 이들의
프로젝트는 아프리카가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블루오션이라는 점
에 착안하여 시작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경쟁력은 바로 인적자

정갑영 총장은 “127년 동안 이어온 명문 대학의 위상을 앞으로도

LG이노텍 이웅범 사장
이과대학 CEO 공개 강연

이번 행사는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현안사항을 보고하고 대학

지난 한 학기 동안 추진한 국제캠퍼스와 RC 프로그램, 백양로 재창

차원에서의 협력과 지원을 도모하고자 개최됐다. 또한 지난 1주년

조 사업, 캠퍼스 간 융합 정책, 조직 개편안, 국제화 프로그램 등에

기념행사에서 발표한 두 개 자회사((주)라파스, (주)후헬스케어)를 제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 응답을 했다.

외한 나머지 6개의 자회사 중 (주)제이크린베리너리(남현수 대표),

원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전역으로의 사업 확대 가능성,

(주)테클러(최종민 대표, 서홍원 교수), (주)메타헬스(배인호 대표, 김

현지인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고용창출 정도, 국가지원이 사업

용욱 교수)의 자회사 소개 시간과 더불어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의

에 미치는 영향, 국가가 장려 지원하는 산업인지에 대한 여부 조사,

현황과 현안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지 해당 산업의 원재료 수급 상황, 지정학적 여건, 한국 인적자원

박태선 기술지주회사 대표는 “연세대학교 기술지주회사가 비록

의 수준, 한국 내 사양 산업 여부 등을 기준으로 무려 132가지의 사

후발 주자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타 대학을 선도하는 기술지주회사

업 아이템을 발굴했다. 그리고 제안된 대다수의 유망 사업이 현지

로서 인정받고 있고 또한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바람직한 롤 모델로

의 경험과 산업에 대한 경험 없이 시작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

주목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린다”고 말

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험확보 단계–역량강화 단계–해외창

했다.

업 진출 단계 등 3단계의 진출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 총장은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만든다는 원칙에서

이날 행사에는 팀장급 이상 중견 직원 60여 명이 참석했다.

제4회 일송해외유학장학기금 전달식 개최

정갑영 총장은 “반값 등록금이 이슈화 되는 시점에서 학생들의

국무총리실 발표에서는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한국의 실업

이과대학(학장 최중길)에서는 7월 5일 오후 5시 과학관 B102호에

등록금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들은 정부 차원에서 아프리카에

서 LG이노텍 이웅범 사장을 초청하여 ‘부품소재 산업이 미래다!’라

서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대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글로벌 인턴사업을 아프리카 지역으로 확

는 주제로 대학원 CEO 특강을 개최했다. 100여 명의 이과대학 대

자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대할 것 등 실질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학원생과 교수들이 참석한 이번 강연에서 이웅범 CEO는 세계의 산

일송해외유학장학금은 우리대학교 상경대학장을 역임한 고(故)
이정환 교수가 상경대학 학부 졸업생 중 해외유수대학 경제학 분야

7월 23일 오후 2시 상경대학 201호에서 일송해외유학장학금 전
달식이 있었다.

팀장이었던 이태현 학생(경영 05)은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우

업 경쟁 패러다임이 완제품에서 부품·소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

리의 미래를 우리가 찾아보자는 하나의 큰 목표 아래 함께 도전하

다고 언급했다. 특히 IT기기 시장의 확장으로 경쟁력 있는 부품의

면서 힘든 순간도, 기쁜 순간에도 서로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진 결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초 과학기술의 확보가

과라 더욱 보람찬 것 같다”고 밝혔다. 팀원 임재현(경영 06), 이은경

더욱 중시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학원생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정갑영 총장은 7월 6일 낮 12시에 알렌관에서 김한중 전임 총장

(UIC 경제 07), 구나영 (UIC 국제 08) 학생은 “uGET 프로그램이 사회

취업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들을 청취했으며 자신감과 책임감,

에게 김 총장 재임 시 학교운영보고서를 전달하고 오찬을 함께했

적으로 의미 있게 적용될 수 있다는 데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우

열정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것을 조언했다.

다. 이 자리에는 유강민 교학부총장, 홍복기 행정대외부총장, 김영

전달식에는 이상문 일송산업(주)대표, 김정식 상경대학장, 한순구

세 기획실장과 전임 서중석 행정대외부총장, 양일선 교학부총장,

상경대부학장, 허현승 경제학부장, 성태윤 경제학부 대학원 주임교

이상조 행정대외부총장, 김정오 기획실장도 참석하였다.

수가 참석했다.

리의 노력이 아프리카에서 실현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
란다”고 말했다.

향후 이과대학과 LG이노텍은 상호 긴밀한 연구·협력 관계를 증
진하고 이어나갈 예정이다.

16대 김한중 총장 학교운영보고서 전달식

의 박사과정으로 입학하는 유학생을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이번 제
4회에는 경제학 석사졸업 문형호(University of California, Sandiego
입학)와 경제학 석사졸업 안소윤(Cloumbia University 입학)이 장학
생으로 선발됐다. 장학금은 1인당 2,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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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보직 발령

교원 보직 발령

보직명
성 명
소 속

국제학대학원장
손 열
국제학대학원

보직명
성 명
소 속
비 고

보직명
성 명
소 속
비 고

보직명
성 명
소 속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 철
소아과학교실
연임

보직명

이과대학장
김용록
화학

보직명

성 명
소 속

원주부총장 겸 국제개발(ODA)센터장
이인성
국제관계학

보직명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비 고

보직명
성 명
소 속

보직명
성 명
소 속

보직명
성 명
소 속
비 고

성 명
소 속

교육과학대학장
윤여탁
체육교육학

보직명
성 명
소 속
비 고

보직명

세브란스병원장
정남식
내과학교실

의과대학장 겸 의학전문대학원장
윤주헌
이비인후과교실
연임

보직명

간호대학장 겸 간호대학원장
김선아
가족건강관리학

보직명

정경대학장 겸 정경대학원장
김판석
글로벌행정학

보직명

성 명
소 속

치과대학장 겸 치의학전문대학원장
이근우
보철과학교실

보직명
성 명
소 속

치과병원장
조규성
치주과학교실
연임

보직명

원주기획처장
채승진
디자인예술학부

보직명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과학기술대학장
정건섭
생명과학기술학부

보직명

보건과학대학장 겸 보건환경대학원장
김희중
방사선학

보직명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원주학생복지처장
리기용
철학

원주연구처장 겸 원주산학협력단장
신태민
의공학

보직명
성 명
소 속

임 기

25

보건대학원장
손명세
예방의학교실
연임

강남세브란스병원장
이병석
산부인과학교실
연임

원주교목실장
박정진
원주교목실

원주교무처장 겸 원주교무처산하
교육개발지원센터장
이경중
의공학

원주총무처장 겸 덕소농장장
박동권
정보통계학

2012. 8. 1 ~ 201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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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교수 소식

김영수 명예교수

박영식 전 총장

윤대희 교수

인요한 교수

국립암센터 이사장 재임명

학술원 제34대 회장 선임

‘Management Science’지
논문 게재

서대문소방서 명예소방서장 위촉

김영수 명예교수(의과대학 신경외과학)는 6월 22일 국립암센터
이사장(차관급)에 재임용됐다. 임기는 2012년 6월부터 3년간이다.
김영수 이사장은 연세대학교 제4차 국제신경손상학회 회장, 대한
척추신경외과 회장,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장 등의 활발한 활동을 거
쳐 현재는 김영수병원 병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정명현 명예교수

박영식 전 총장(문과대학 명예교수, 철학)이 대학민국학술원 제
34대 회장에 선출됐다. 대한민국학술원은 7월 13일 정기총회에서
박영식 명예교수를 회장에, 권숙일 서울대 명예교수를 부회장에 각
각 선출했다.
박영식 차기 회장은 연세대를 졸업하고 미국 에모리대 대학원에
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연세대 교수, 연세대 총장, 한국철학회 회
장, 교육부 장관, 광운대 총장 등을 지냈다.
새 회장단 임기는 8월 26일부터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하다. [자세한 내용 8~9면 ‘여기 연세인’ 참조]

윤대희 교수(경영대학 회계)가 권위 있는 저널인 ‘Management
Science’에 논문을 게재했다. 논문 제목은 ‘When to ‘Fire’ Customer:
Customer Cost-Based Pricing’이다. 본 논문은 현재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원가계산 방법인 ‘Activity-Based Costing(ABC)’의 유
용성과 기업 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관리회계정보가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고객 손익 분석
을 통해 기업의 가격정책에 매우 유용한 의사결정의 틀을 제공한다.
‘Management Science’는 영국 Financial Times가 매년 선정하는
‘Top 45 경영학 저널’ 중의 하나이다.

의과대학 인요한 교수(가정의학교실)가 6월 25일 서대문소방서
명예소방서장에 위촉됐다.
서대문소방서는 “1993년 한국형 구급차를 개발해 119 응급구조
체계를 구축하고, 구급대원들의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하는 등 소방
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며 명예소방서장 위촉 이유를 밝
혔다.

정우진 교수

신임 국시원장 선출

홍조근정훈장 수훈

이성일 명예교수
정명현 명예교수(의과대학)가 제6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하 국시원) 신임 원장으로 선출됐다.
국시원은 6월 29일 열린 제64차 이사회에서 이사 전원(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이사 과반수(11표)를 득표한
정명현 명예교수를 차기 국시원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2012년 8
월 1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27

임홍철 교수

「셰익스피어 선집」 발간

이성일 명예교수(영어영문학)는 셰익스피어의 사극 ‘리처드 3세’
를 번역하여 「셰익스피어 선집」 제3권(나남출판사)을 7월 15일에 펴
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임홍철 교수(건축공학)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
단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임기는 지난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1년간이다.

인물 동정

정우진 교수(보건대학원)가 7월 25일 규제정책 개선에 기여한 공
로로 정부로부터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정우진 교수는 대통령 직
속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1998~2000)으로 재직 시 복잡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여러 현안 규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
토보고서를 마련하는 등 규제 합리화에 기여했다. 또한 각종 정책
에 관련한 많은 연구 활동을 하였으며 4년여 간 규제개혁위원회 민
간위원(2008~2012)으로 활동하면서 불합리한 규제정책의 신설강
화 억제 및 기존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정형선 교수
보건복지통계위원회 위원장 선임

강신욱 교수

김승업 교수

신장학회 학술상 은상 수상

간학회-GSK 학술논문상 수상

의과대학 강신욱 교수(내과학교실)가 최근 서울그랜드힐튼 호텔
에서 열린 대한신장학회 제32차 춘계학술대회에서 학술상 은상을
수상했다. 또한, 강신욱 교수는 올해 5월 재단법인 신장학연구재단
의 학술이사로 위촉됐다. 임기는 2014년 5월까지이다.

정형선 교수(보건행정학)는 6월 9일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에
의한 보건복지통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다. 임기는 2년이다.

의과대학 김승업 교수(내과학교실)가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쉐
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대한간학회 제18차 춘계학술대
회에서 ‘만성 B형 간염 환자에서 간섬유화 스캔을 이용한 간암 발
생의 예측’이라는 논문으로 2012 대한간학회-GSK 학술논문상을
수상했다.

의·치·간호대 교수 5명
한국연구재단 책임전문위원 위촉

김건홍 교수

문 일 교수

이상렬 교수

OECD 안전 리더십 운영위
아시아 대표 참석

안과학회 이사장 선출

문일 교수(화공생명공학)는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열린 OECD
안전 리더십 운영위원회 ‘공정안전을 위한 기업 경영 회의’에 아시
아 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듀퐁, 쉘, HSE, 다우코닝 등 글
로벌 기업 주요 관계자 100여 명과 OECD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의과대학 이상렬 교수(안과학교실)가 6월 20일 서울대병원 함춘
회관에서 열린 대한안과학회 정기 대의원회에서 안과학회 신임 이
사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지난 7월 1일부터 2년간이다.

김영태 교수

최재영 교수

신동민 교수

의과대 김건홍(생화학·분자생물학), 김영태(산부인과학), 최재영
(이비인후과학), 치과대 신동민(구강생물학), 간호대 오의금(임상간
호과학) 교수는 한국연구재단 책임전문위원(Chief ReviewBoard)으
로 위촉됐다.

오의금 교수

임기는 지난 6월 1일부터 2014년 5월말까지 2년간이다.
책임전문위원은 분야별 연구사업 관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
해 학계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된다.

2012. 8. 1
Vol.539
발행인 : 정갑영 ㅣ 편집인 : 한정호 ㅣ 발행처 : 연세대학교 홍보팀
사진 : 김흥도 ㅣ 글 : 김문희 ㅣ Tel : 02-2123-2071 ㅣ Fax : 02-2123-8634 ㅣ www.yonsei.ac.kr/eand
연세대학교 대표 전화번호 : 1599-1885
디자인 : 동호커뮤니케이션즈, 02-2269-1265 ㅣ 2012년 8월 1일 제 539호

2012년 8월 학위수여식

졸업은 끝이 아닌 찬란한 시작을 알리는 서막입니다.

여기, 비상의 날개를 펼쳐나갈 당신을 응원합니다.

● 장소 : 대 강 당

● 일시 : 2012. 8. 31(금) 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