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소식

아태 지역 선도대학 협력기구 APRU 가입
20136 QS 세계대학평가 114위
산학협력단 수익 1위
여기 연세인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시편 23:1)

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구, 지선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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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가슴과 자유의 함성,
2013 정기 연고전 공동 우승
l 2승 1무 2패 : 야구·축구 승리, 아이스하키 무승부, 농구·럭비 패

둘째 날 응원에는 MBC ‘무한도전’의 멤버들이 양교의 응원

경기에서 2회 말에 2점을 득점하며 일찌감치 압승을 예고했

단과 어울려 응원전을 펼쳐서 신명을 더했다. 우리대학교

으며, 7회 말 한 점을 추가해 3대 1로 승리했다. 우리 야구부

응원단에서는 정형돈, 노홍철, 길 씨가 함께했다. 또한 체조

는 공·수 모두에서 한 치의 흐트러짐 없는 경기를 한 반면,

| 고동치는 파란 심장, 승리의 함성 ‘아카라카!’
| 체조요정 손연재, 무한도전 멤버 등도
응원전 합류

요정 손연재 선수가 인형같은 밝은 미소와 차원이 다른 상

고려대는 결정적인 순간 수비에서 실책을 보이면서 우리팀

큼한 응원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 득점하는 데 도움을 줬다.

완벽한 승리였다. 우리대학교는 첫 경기인 야구에서 쾌승

9월 27일과 28일에 열린 이번 연고전에서는 그 어느 때보

의 포문을 열었고, 마지막 경기인 축구에서 승리의 피날레

다도 많은 구름관중이 모여 응원전을 펼쳤다. 각 경기장마

를 장식했다.

다 많은 연세인들이 푸른 함성과 지치지 않는 응원으로 선

| 야
 구, 승리 : 연세대의 압도적 기량과
고려대의 실책

우리대학교가 ‘2013 정기 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 친선
경기대회(이하 연고전)’에서 2승 1무 2패로 공동 우승을
했다. 이번 연고전은 결과적으로는 무승부였지만, 처음과
마지막을 모두 승리로 장식한 연세인들의 열정과 환희는

수들과 함께 뛰었다. 무반주로 “사랑한다, 연세!”를 부르는

첫 경기로 열린 야구에서는 압도적인 기량으로 승리의 서

연세인들의 모습에서는 장엄함과 감격이 느껴졌다.

막을 올렸다. 9월 27일 오전 11시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 농
 구, 패 : 선전했으나 석패
농구 경기에서는 1쿼터에서 앞서며 선전했으나, 2쿼터에서
부터 크게 점수를 내주고 그 격차를 좁히지 못해 62대 75로
석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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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스하키, 무승부 : 16년 무패의 대기록은
계속된다!

| 럭비, 패 : 아쉬운 페널티 킥으로 3점차

| 축구, 승리 : 신명나는 골의 향연,
승리의 피날레

전설적인 무패행진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대학교의 효자

둘째 날 오전 11시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럭비 경기에서

마지막 경기로 열린 축구 경기에서는 쾌승의 피날레를 장식

가 1득점하고 후반 10분 유성기 선수가 페널티 골을 성공시

종목 아이스하키에서는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다. 비록 승

는 치열한 접전 끝에 아쉽게 패했다. 스크럼에서는 압도적인

했다. 이번 경기에서는 제법 많은 골이 터지며 시종일관 관중

키는 등 시종일관 경기를 이끌었다. 후반 고려대가 맹추격을

리를 하지는 못했으나 16년 무패의 기록은 유지했다. 1피리

힘으로 상대팀을 밀어붙였고, 수차례 트라이 기회를 만드는

석을 뜨겁게 달궜다. 전반 4분 송수영 선수가 첫 골을 성공시

시도했지만 압도적인 조직력과 공격력으로 우리대학교가 3

어드에서 양 팀은 각각 1득점했고, 2피리어드에서 고려대에

등 좋은 경기력을 보였으나, 종료 3분 전 고려대에 패널티 킥

키며 기분 좋게 출발했다. 또한 전반 말미에 김현수 선수가 추

대 2로 승리를 거뒀다.

1실점한 후, 우리팀은 맹공세를 펼쳤다. 상대팀 선수 2명이

을 내주며 17대 20으로 경기를 마쳤다.

퇴장당한 파워플레이 시간 동안 추가 득점을 하지 못해 애를
태우다가 종료 3분 전에 극적으로 추가 득점해 2대 2 무승부
로 경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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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2013 QS 세계대학평가에서 114위 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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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재무분석사(CFA) 시험 최다 합격자 배출
2013년 CFA(공인재무분석사, Chartered Financial Analyst)

지난 5년간 CFA 최종합격 인원은 서울대(173명), 연세대(164

시험에서 우리대학교가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다.

명), 고려대(121명) 순이다.

‘2013 QS 세계대학평가’에서 우리대학교가 세계 114위를 기

2010년 142위, 2011년 129위, 2012년 112위에 랭크되며 눈

지난 6월 실시된 2013년 CFA 시험의 2차 합격자 명단에 따르

CFA는 미국 CFA 협회가 부여하는 자격으로, 자격을 취득한

록했다.

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면 우리대학교가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41명, 서울대

사람은 국제적으로 재무 분석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인정받

36명, 한양대 29명, 서강대 24명, 성균관대 17명, 카이스트 10

은 것으로 간주된다.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

이번 결과의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총점은 65.1점으

가 9월 10일 발표한 ‘2013년 세계대학평가’에서 우리대학교

로 지난해에 비해 1.6점 상승했고, 학계 평가(Academic

가 114위에 올랐다. 지난해에 비해 종합점수는 1.6점 상승했

Reputation)는 76.3점으로 112위, 졸업생 평판도

으나 순위는 112위에서 2단계 하락했다.

(Employer Reputation)는 82점으로 97위를 기록해 점수
와 순위가 대폭 상승하였고, 교원당 학생 수는 86.2점으로

종합순위에서는 소폭 하락했으나, 우리대학교는 여전히 국내

106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연구력을 가늠하는 지표로 평가에

사립종합대학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이와 동시에 세계

20% 비중을 차지하는 교수 1인당 피인용수에서 31점(386

유수의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글로벌 대학’으로

위)을 기록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인정받고 있다.
학문 분야별 순위에서는 인문예술 분야 124위, 기술공학 분
2012년에 비해 한국대학들의 순위 상승 추세가 둔화되면서
올해는 주춤하였으나 본 평가에서 우리대학교의 세계대학

2013년 공인회계사(CPA) 시험 105명 합격
l 최진수 학생, 최연소 합격 기록

야 154위, 의생명과학 분야 185위, 자연과학 분야 145위, 사
회과학경영 분야 83위를 기록했다.

평가 순위는 매년 가파르게 뛰어올랐다. 2007년 236위
를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203위, 2009년 151위,

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 공인회계사(CPA) 시험에서 우리대학교가 105명의 합

다. 최 군의 아버지는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이다. 최 군은

격자를 배출했다. 이로써 1992년 이래 누적 합격자는 2,552명

지난해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해 1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

글로벌 대학 순위는 미국 MIT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위를

으로, 차 순위 대학과는 큰 격차를 보이며 압도적 1위를 지키고

안에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최 군은

차지했으며, 2위 하버드대(미국), 3위 케임브리지대(영국), 4위

있다.

매일경제(9월 1일자)와의 인터뷰에서 “무조건 오래 앉아 있기

UCL(영국), 5위 임페리얼칼리지(영국)의 순이었다. 국내 대학
중에서는 서울대가 35위, KAIST가 60위, POSTECH이 107
위, 고려대가 145위, 성균관대가 162위를 기록했다.

QS 세계대학평가 국내 주요대학 순위

QS 세계대학평가는 연구·교육·졸업생·국제화 등 4개 분야, 6개 지표를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한다. 연구 분야는 ‘교수 1인당 논문 피(被)인용 수’

연세대

151

142

129

112

114

(20%)와 ‘학계 평가’(40%)로 이뤄진다. 올해 학계 평가는 세계 학자 6만여

서울대

47

50

42

37

35

명이 설문조사에 참가했으며, ‘졸업생 평판도’(10%)는 세계 기업 인사담당

KAIST

69

79

90

63

60

자 2만7,957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했다. 학생 교육에 대한 투자는 ‘교수 1인

POSTECH

134

112

98

97

107

고려대

211

191

190

137

145

당 학생 수’(20%)로, 국제화는 ‘외국인 학생 비율’(5%)과 ‘외국인 교원 비율’

성균관대

357

343

259

179

162

(5%)로 평가했다.

보다는 항상 시간이 얼마 없다는 생각으로 쫓기듯 공부한 것이
또한 작년에 이어 최연소 합격자를 잇달아 배출했다. 최연소
합격자의 주인공은 경영학과 11학번 최진수 학생(만 20세)이

성과를 냈다”면서 “학교 수업도 시험 준비의 일환으로 활용했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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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의 연세

연세로스쿨과 SMU 학위 동시에 받는다!

연세대, APRU(환태평양 대학 협회) 가입

l 법학전문대학원, 싱가포르 경영대학교 법과대학과 복수학위 협정 체결

l 아시아태평양 지역 선도대학 협력 기구
l 스탠포드, Caltech, UC 버클리, 도쿄대, 홍콩대, 싱가포르국립대 등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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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신현윤, 사진 왼쪽)이

싱가포르 경영대학교는 싱가포르 최초의 사립대학으로, 싱가

우리대학교는 9월

홍콩대, 미국에서는 프린스턴대 및 코넬대, 유럽에서는 영국의

싱가포르 명문사학인 싱가포르 경영대학교(Singapore

포르에서 2위, 법학 분야로는 2013년 QS 세계대학평가에서

18일 아시아태평양

킹스 칼리지 등 6개 대학의 참여가 확정됐다. 올해 안에 구미의

Management University) 법과대학(학장 Yeo Tiong Min,

세계 114위를 차지한 명문이다.

사진 오른쪽)과 9월 25일 복수학위 협정을 체결했다.

지역의 대표적인 대학

명문 4개 대학이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 컨소시엄에

협력 기구인 ‘환태평양 대학 협회(Association of Pacific Rim

참여한 대학의 학생은 동아시아 3개 대학 캠퍼스를 순환하며

변호사시험 합격률 최상위권을 자랑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은

Universities: 이하 APRU)’에 가입했다. 우리대학교는 현재

교육을 받게 된다. 교수는 교환과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이번 복수학위 협정을 통하여 우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이번 개별 협정 체결로 해외 25개 대학과 교류를 하게 되면서

세계 600여 개 대학과 교류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APRU에

동아시아학 분야 교육과 연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 경영대학교 법과대학 학생들은 두 학교에서 일정

국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입함으로써 우리대학교는 세계적 명문대학과 다차원적

기간씩 수학하면 두 학교에서 각각 J.D.(Juris Doctor, 법무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정갑영 총장은 APRU 가입 결정에 대해 “대학과 국가를
비교한다면 우리대학교가 OECD에 가입한 것과 같다”며

APRU는 1997년에 설립된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세계 명문대학의 협력체다. 현재 미국의 스탠포드대,
캘리포니아공대(Caltech), UC 버클리, UCLA, 아시아
지역에서는 도쿄대, 홍콩대, 싱가포르국립대 등 총 45개의
선도적인 대학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APRU 회원교
간에는 대학 차원과 단과대학별 교류뿐만 아니라
주제별 공동 연구협력, 공동교육, 교수교환,
학생교환, 공동 세미나 등 다양한 다자 교육 및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APRU는 지난 7월 우리대학교를 신규 회원으로
선정했고 전체 회원교의 전자투표를 거쳐 우리대학교의
가입을 확정했다. 이번 APRU 가입으로 우리대학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명문대학으로부터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과 탁월한 연구력을 가진 대학으로 평가받음을
입증했다.
우리대학교는 오는 10월에 열리는 APRU 국제처장
회의와 2014년 6월에 개최되는 총장 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APRU에서 새로운 협력과제를
제안하는 등 주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예정이다.
APRU 참여를 통해 우리대학교는 최근 대학 간의
교류협력이 양자간에서 다자간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대학교는 APRU
가입 외에 세계 10대 명문대학과의 새로운 연합을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은 우리대학교를 포함하여 게이오대 및

“‘제3창학’의 비전과 함께 세계로 뻗어가는 연세의 밝은 미래와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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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복 입기 체험, 세
배 예절 교육, 송편 빚기 등을 하고, 직접 만든 송편과 더불어

도
생
학
유
인
외국

잡채와 전 등 한국 명절 음식을 함께 나눴다. 또한 투호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도 즐겼다. 연세의 품 안에서 ‘세계’가
한국을 배우며 하나 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90개국 1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
‘연세 속의 지구촌’
연세의 교정에서 외국인을 만나는 것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

l 추석맞이 전통문화 체험 행사 개최
l 전통문화 특강, 한복 입기 체험, 송편 만들기, 제기차기 등

국제처는 우리 전통 명절 한가위를 맞아, 외국인 유학생들을

는 일상이다. 연간 1만 명 이상의 외국인 학생들이 3만 명의

위한 전통문화 체험 행사를 준비했다. 9월 13일 오후 5시 글

한국 학생들과 함께 ‘작은 지구촌’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로벌라운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격려하

9월 말 현재 우리대학교에는 정규 학위과정 1,867명을 비롯

고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여, 한국어학당 1,500여 명(연간 7,500여 명), 교환학생

“윽, 웁스(Oops), 하하하!”

700여 명 등 총 90여 개국, 4,100여 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수

여기저기서 끙끙 앓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어서 까르르 웃음소리가 한바탕 터져 나왔다. 외국인 학생

이번 행사에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핀란드 등

들이 한복을 차려입고 큰절을 배우고 있었던 것이다. 중심을 잡는 것이 힘겨웠는지 처음엔 기우뚱하

서구권 유학생은 물론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등 아시아권

지만 이내 멋지게 큰절을 올리고 바닥에 앉아 재밌다는 표정을 지었다. 외국인 학생들은 이렇게 한국
전통문화가 생소하지만 흥미롭다는 듯 행사장 곳곳에 마련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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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대학 A동, 최신 시설로 새 단장하고 재개관
l 연습실과 연구실 전면 개·보수, 쾌적한 휴식 공간 마련

음악대학 새 단장과 함께 새 피아노 바꾸기 운동에도 교수, 동

이번 리모델링을 진두지휘한 최승한 음악대학장은 “리모델링

문, 학부모, 그 외의 많은 기부자들이 적극 참여하여 3억 1천

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300만원을 쾌척했다. 이렇게 마련된 후원금은 최고급 그랜드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최신의 시설에서 최고의

피아노 20대를 포함해 총 27대의 최신 피아노 확보에 쓰여,

음악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음악대학 구성원 모두가 하

미래에 세계를 빛낼 음악인을 양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나 되어 나아가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9월 23일 오후 2시, 최신 교육 시설과 안락한 휴식공간을 겸

지친 학생들이 재충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예정이다. 또한

비하여 새롭게 태어난 음악대학 A동의 재개관식이 개최됐다.

실력향상을 위해 밤늦게까지 연습하는 학생들을 배려하여 학

정갑영 총장을 비롯해 이번 행사에 참석한 교내·외 인사들

기 중에는 저녁 10시까지 운영하는 등 학생 맞춤형 서비스도

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김신 학생(작곡과 3학년)은 “이번 리모

은 개관식을 거행한 후 새 단장한 건물 곳곳을 둘러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다.

델링으로 휴식공간이 생기고 연습시설 등도 한층 업그레이드

을 가졌다.

되어 너무 좋다”고 말하고, “고급스런 외관까지 더해져 학교
한편 기존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 작업도 완료됐다.

음악대학 재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시작된

총 26개의 연습실을 비롯해 교수연구실, 레슨실, 강의실 등

이번 리모델링 공사는 약 21억여 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지

낡은 시설들이 이번 공사를 통해 최신 시설로 새롭게 태어났

난 6월부터 약 3개월 간 진행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충분

다. 390㎡ 면적의 음악도서관을 비롯해 관현악실과 오페라실

한 휴식 및 편의 공간을 확보함은 물론 연습실과 교수 연구실

등에 대한 시설보수도 실시하여 학생들이 넓고 쾌적한 환경

등에 대한 전면 개·보수 등이 이뤄졌다.

속에서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했다. 그뿐
만 아니라 기존의 중앙 냉·난방 시스템을 전 교실 개별 냉·

특히 눈에 띄는 것은 A동 1층에 마련된 카페테리아와 휴식공

난방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A동과 B동 2층을 연결하는 통로

간이다. 총 117㎡ 면적의 카페 시설은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도 신설하여 음악대학 재학생들의 큰 환영을 받고 있다.

다과 및 음료와 함께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구비하여 연습에

* 글 : 곽의현 (kehmms@yonsei.ac.kr)

다닐 맛 난다”는 소감을 밝혔다.

YONSEI NEWSLETTER l No.553

주요 소식

연세대 산학협력단 수익 1위

15

주간조선, 연세대 RC 집중 조명

우리대학교가 지난해 655억 원의 산학협력단 수익을 올림

(590억 원), 3위 서울대(444억 원), 4위 경북대(316억 원), 5

우리대학교가 국내에 최초로 도입한 선진 명문형 RC(Resi-

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기숙사만 지어놓는다

으로써 국내 184개 대학의 산학협력단 중에서 수익 총액 1위

위 한양대(294억 원)로 나타났다. 2011년도의 산학협력단 수

dential College)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고 해서 RC가 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실 있는 프로

를 차지했다.

익 1위는 서울대(2,013억 원), 2위 성균관대(663억 원), 3위

그램이다”라며 “연세대학교는 오래전부터 인성교육에 대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알리미(www.

연세대(556억 원), 4위 경상대(425억 원), 5위 포스텍(406억

‘주간조선’은 8월 26일자에서 ‘신입생 전원 기숙사에 몰아넣

고민이 깊었다. 1999년 9월 학부대학을 설립하면서 관련 교

academyinfo.go.kr)’를 통해 2012년도 산학협력단 운영수

원) 순이었다. 2011년도에 비해 볼 때 서울대는 2,013억 원에

는 이유-연세대·이화여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우리대

육을 차근차근 강화하고 보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익 현황을 공시했다. 산학협력단 수익이란 기업체 연구개발

서 444억 원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연세대는 556억 원에서

학교 RC를 중심으로 국내 대학들이 잇따라 도입하고 있는

수행, 기업 재직자 교육, 대학 기술·특허권 이전 등으로 인

655억 원으로 늘어났다. 우리대학교가 3위에서 1위로 껑충

RC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해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공시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국

뛰어오른 것에 비해 서울대는 1위에서 3위로 떨어진 결과로

내대학 산학협력단 수익은 1위 연세대(655억 원), 2위 포스텍

나타났다.

우리대학교를 선두로, 이화여대, 서울대 등이 본격적으로 RC
를 도입하고 있다. 국내 대학의 RC 붐은 국지적 현상이 아니

주간조선은 전인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고 있는 RC에

다. RC는 옥스퍼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 전 세계 명문

대해 “RC는 일반 기숙사와 다르다. 기숙사가 단순한 거주의

사학의 오랜 전통이며, 최근 MIT를 비롯한 명문 대학들이 앞

공간이라면 RC는 거주와 배움을 결합한 공간이다. 입학생 전

다투어 다시 강화하는 추세다.

원이 일정 기간 동안 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공동체 생활에

UIC 장윤식 교수, 하버드대 교수 임용

서 지켜야 할 규율과 에티켓을 배우고 인성과 리더십까지 익

이제 국제캠퍼스는 성공적으로 한 학기를 보낸 RC 1학기 입

힌다. 말하자면 생활 속 전인교육의 장(場)인 셈이다”라고 설

주생들을 떠나보내고, 2학기 입주생을 맞았다. 지난 한 학기

명했다.

동안 우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RC를 경험한 학생들과 주
변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많은 이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특별히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RC를 도입한 우리대학교의

이제 겨우 첫걸음을 옮겼을 뿐이기에 앞으로 더욱 큰 역사가

사례를 소개하면서, 총 4,000여 명을 수용하게 될 제1,2 송도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어린 관심이 뜨겁다.

학사와 개성과 색깔이 분명한 8개의 하우스에 관해서도 자세
언더우드국제대학(UIC) 장윤식 교수가 최근 하버드대 교

히 설명했다. 8개 하우스를 소설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마법

수로 임용됐다. 장 교수는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 사회학 분

학교 ‘호그와트’로 비유하면서, 학과 공부 이외의 시간에 열린

야 교수로 임용돼, 한국의 민주화, 한국의 기독교와 시민사

토론을 하면서 더 많은 기적을 이루어낸다고 덧붙였다. 또한

회, 세계화 시대의 한국인의 정체성, 한국 가족의 현대화 등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인 학습윤리, 생활윤리, 사회기여,

에 대해 연구할 예정이다.

문화예술, 체육 프로그램도 소개했다.

장 교수는 미국 UC 산타크루즈대에서 심리학과 신학을 전
공했으며, UCLA와 하버드대에서 사회학과 신학 석사, 스탠

주간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장수철 RC교육원장은

퍼드대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2009년부터 올해 1

“대학은 핵심역량을 가진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공

학기까지 우리대학교 UIC 교수로 재직했다.

간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성 교육이 핵

장 교수가 하버드대 교수로 임용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심이다. 리빙(living)과 러닝(learning)이 결합된

대학교가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의 방증이기

RC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훌륭한 장”이라고 설명

도 하다. 우리대학교는 각종 석좌교수 제도를 통해 세계적인

했다. 또한 김은정 학부대학 교수는 “연세대의 RC

석학을 초빙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교수진을 임용하기 위
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장 교수를 영입한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는 한국학 프로
그램을 운영하며 한국 학계의 연구 성과를 서구에 소개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 최고 명문대 중 하나인 하버드대
가 그간 중국학이나 일본학에 비해 열세였던 한국학의 저변
을 확대하기 위해 장 교수를 임용했다는 점은 한국학 연구 발
전에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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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김의 리더십

잠재력을 발견하는 교양, 나를 깨우치다

에티오피아 아다마과기대 박홍이 교수의
‘제2의 인생(Second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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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논증과 비판’ 수강하고 ‘tvN 대학토론배틀 시즌4’ 우승
l 중앙선거방송토론위 토론대회 대상 등 연이어 쾌거
우리대학교 학부대학 수강생들이 대규모 토론대회에서 연달

여기 섬김과 나눔의 연세정신으로 검은 대륙 아프리카를

없이 공부하는 학생, 전기도 없는 실험실……. 1960년대

아 우승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다름 아닌 학부대학 기초교양

밝히는 연세인이 있다. 연세자원봉사단 단장을 역임한

한국의 현실보다 더욱 낙후된 교육환경이 믿어지지 않을

과목인 ‘논증과 비판’을 수강한 학생들이다.

전 물리학과 박홍이 교수가 바로 그 사람이다. 박 교수는

정도였기 때문이다. 부임 후 박 교수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지난 9월 1일에 방송된 ‘tvN 대학토론배틀 시즌4’ 결승전에서

우리대학교에서 퇴임한 후 아프리카에 위치한 에티오피아

있는 환경을 갖추기 위해 백방으로 분주하게 도움을 청했다.

우리대학교 출신 ‘토끼들(최휘로, 정민수, 이재원, 박근용)’ 팀이

아다마과기대 자연과학대학장으로 초빙이 되어 가슴 뜨거운

그 결과 전기, 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실험실을 마련할 수

우승을 차지했다. 상대팀은 가톨릭대 ‘예썰(양한솔, 장채윤)’ 팀.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있었다. 전자책도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했다. 잘못된

총 참가자는 국내·외 120여 개 학교 600여 명의 대학생들이다.

관행도 고쳐 나갔다. 교수들이 무단 결강하지 않도록 철저히

이들의 우승은 더욱 의미가 깊다. 지난 2011년 ‘대학토론배틀 시

지난 2012년 5월, 에티오피아의 아다마과기대에 박 교수가

관리했다. 학생들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박차를 가했다.

즌2’에 이어 올해 우리대학교 출전팀이 또다시 우승을 차지했기

처음 도착했을 때, 그는 눈 앞에 펼쳐진 모습에 매우 놀라 두

학생들을 실험실 조교, 컴퓨터실 조교, 튜터(tutor) 등으로

눈이 휘둥그레졌다. 책도

채용했고, 이들에게는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때문이다.
사실 ‘토론에 끼 있는 친구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토끼들’ 팀원

량을 배양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토론 주제는 매학

지급했다. 학생들에게는 학용품, 위생용품 등을 나누어

들은 이름 그대로 선천적으로 끼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게다가

기 수강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고 있으며, 배심원 평가 제

주었다. 비상기금도 마련해서 학생과 교직원의 사기를

각종 토론학회나 토론대회에 출전한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었

도를 통해 토론조를 평가하는 공동 보고서 작성, 그리고 자유 난

높였다.

다. 이번 대회가 처음이었다. 토론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었던 가

상 토론을 통해 문제점이나 장단점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들은 우리대학교 학부대학

한다.

‘논증과 비판’ 교양 수업 때문이었다고 하나같이 입을 모은다.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며, 제도가 새롭게 개선되고,

이 수업을 통해 역량을 배양한 결과는 이번 tvN 대학토론배틀

재원이 확보되자, 이제는 많은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팀을 조직한 최휘로 군(경제학 08학번)은 “이 수업을 통해 나

우승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에는 정호정 양(심리학과 4학년)이

있게 됐다. 특히, 졸업생 8명이 독일, 남아공, 한국 등지로

와 상대방의 입장을 모두 헤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좋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토론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

유학을 떠나 공부를 하게 됐다. 앞으로도 4명이 더 유학을

았다”고 평가했다. “사실 토론을 하면서 왜 졌는지 모르는 경우가

상했다, 지난 5월에는 김경애 양(경제학 3학년) 팀이 중앙선거방

떠날 예정이다. 이들이 선진국가에서 공부를 하며 뛰어난

많거든요. 직접 토론을 할뿐만 아니라 청중의 입장에서 평가를

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대학생 토론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바

이론과 기술을 배워, 앞으로 에티오피아의 자연과학계를

하는 작업을 하면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설

있다.

이끄는 인재가 될 것이라고 박 교수는 굳게 믿고 있다. 박

득적인지 깨우칠 수 있었어요.”
“그 수업은 단지 ‘말하기 기술’이 아닌 ‘말하기 논리’를 위한 수
업이었어요. 생각하는 시간과 능력을 키우기에 적합했어요.” 정
민수 군(경제학 07학번) 역시 이 수업이 다른 상황에서 어떤 자세
와 생각으로 분석해야 하는 지를 일깨워주었다고 한다. 토론수업
에서의 실전 경험이 토론 대회에 실제적인 도움이 됐다고 한다.

교수는 내년이면 임기가 끝나 귀국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교양은 장식물이 아닌
현대를 살아갈 절박한 무기 ”

변함없이 남은 기간 동안 자신의 재능을 학생과 학교의
발전을 위해 남김없이 사용하겠다면서 이 말을 남겼다.

현재 우리대학교는 ‘논증과 비판’ 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

“여기서의 모든 노력의 결실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부대학 기초교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수업을 통해 학

함께 만들어 준 결과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에티오피아의

2007년 1학기를 시작으로 7년 동안 ‘논증과 비판’ 수업을 가르

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배양하고 표현할 수 있는 계기와 장을 마

밝은 내일을 바라보며, 날마다 가슴 벅찬 감동과 희망으로

치고 있는 이종철 박사. 그는 대학 밖의 토론대회에서 올린 큰 성

련해 주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 지식인 다치바나 다카시는 “교양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 있는 동안

과에 대해 기뻐하며 수강생들을 격려했다. 이 강좌를 개설해 준

은 장식물이 아닌 현대를 살아갈 절박한 무기”라고 했다. 이는 교

여러분에게 예수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고,

학부대학에도 고마움을 전했다. “이번 사례를 보면서 평범한 학

양을 통해 인생에서 자기도 모르고 있었던 자신의 내면과 자기

내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한국에 돌아가겠습니다!”

생들도 좋은 계기를 발견하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

속에 감추어진 다양한 모습을 발견하고 발전시켜야 함을 상기시

합니다. 학생들이 상당히 동기부여를 받아 자신들의 잠재된 재

켜 주는 말이다. 매학기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우리대학교의 교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박홍이 교수의

능을 깨닫고 스스로 변화시킬 때 저 역시 보람을 느꼈습니다.”

양 프로그램.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의 숨겨진 자신만의 잠재력을

삶. 아름답고 은은한 연세 나눔의 정신, 그 향기가 그의 삶을

발견하고 끌어낼 수 있는 장(場)이 되길 기대한다.

통해 연세인들 모두에게 면면히 흐를 수 있기를 기대해

* 글 : 김진성 기자(yayuam@yonsei.ac.kr)

본다.

그는 이론과 현실의 연결, 학생들의 자유롭고 적극적인 토론
참여, 그리고 교수와 학생의 공동 피드백이 학생들의 자질과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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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일 교수,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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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열 교수,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신소재공학과 홍종일 교수가 개발한 양성자 조사에 의한 3

의 3차원 패터닝 방법이기 때문에 기

생명공학과 최강열 교수(단백질기능제어이행연구센터 소

차원 나노패터닝 기술이 ‘2012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본적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물리, 화

장)가 수행한 라스 단백질 제어기술 및 항암제 개발과 관

100선’에 선정됐다.

학적 현상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

련한 연구가 '2012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

를 바탕으로 재료 자체에 대한

정됐다.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은 2012년 한 해 동안 창

이해를 넓힐 수 있어 관련 학

출된 국가연구개발 성과 중 정부 20개 부처(청)에서 추천

문 분야의 활성화 및 발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은 2012년 한 해 동안 창

한 우수성과사례 후보들에 대해 분야별 심층평가를 통해

이 예상된다.

출된 국가연구개발 성과 중 정부 20개 부처(청)에서 추천

최종 선정됐다. 시상식은 8월 28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

한 우수성과사례 후보들에 대해 분야별 심층평가를 통해

서 있었다.

최종 선정됐다. 시상식은 8월 28일 교육문화회관에서 있
었다.

홍 교수가 개발한 기술은 기존 나노소자 공정기술을 뛰어
넘는 혁신적인 비파괴 3차원 나노 공정기술이다. 이 기술

최 교수는 암 발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단백질 중의 하

은 양성자의 농도와 에너지를 제어하여 조사하는 신개념

나인 '라스'가 지금까지 알려진 활성화 조절 방법이 아닌

의 3차원 패터닝 방법이다. 이를 통해 산화물 층과 금속 층

단백질 분해 수준에서 조절됨을 최초로 규명했다. 또한 이

들이 교대로 만들어진 인공격자(人工格子) 내에서 산화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라스의 돌연변이 때문에 문제가 되

상자성층 내의 산소 원자만을 구조적 또는 화학적 손상 없

는 대부분의 암을 치료할 수 있는 항암제 개발의 전기를 이

이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이를 나노소자 공정에 도

루었다.

입한다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물질 시스템에서
도 식각과 절연막 형성, 표면 평탄화 등의 기존 공정 단계

최근 각광받고 있는 상피세포인자 수용체를 무력화시키는

가 필요 없이 혁신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얼비툭스’와 같은 항체항암제가 돌연변이 라스를 보유한

따라서 기존의 패터닝 공정단계를 절반으로 줄임으로써

환자에게는 약효가 듣지 않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이러

결함 발생을 줄일 수 있어 기술경쟁력의 우위를 선점할 수

한 문제점을 라스 분해 항암제가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있는 녹색기술로 평가된다.

전이성 암을 치료할 수 있는 항암제로 평가되고 있다. 라
스 분해 항암제는 현재 생명공학과 한균희 교수가 공동연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DMB), 휴대인터넷(WiBro)

구자로 합류해, 약효 및 물성이 증진되고 독성이 없는 항

서비스 등의 차세대 통신시장의 등장, 그리고 그

암제로 개량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서비스를 만족시켜 주기 위한 휴대용 멀티미디
어플레이어(PMP), 모바일 및 디지털 기기의

이 연구결과는 올해 1월에 한독약품에 기술 이전됐다. 또한,

성능 향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빠른 처리속

최근 국가신약개발사업의 핵심 개발과제 수행기관인 ‘범부

도와 큰 저장 메모리 용량에 대한 수요가

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과제로 선정이 되어 2013년 9월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

한독약품/한균희 교수와 함께 공동연구를 수행 2014년 상반

한 상황에서 홍 교수가 개발한 기술은

기까지 전임상을 완료하고 임상 단계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게

한계에 직면한 나노 공정의 돌파구

된다.

가 되어 범사회적 인프라의 개선
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기존 기술과 전혀 다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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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 한국의 GPS 전파교란
대응 전략에 관심 보여

이민구 교수, 제9회
경암학술상 수상자 선정

l 서지원 교수 초청 발표, NATO 28개 회원국 공식 승인

l 세포막 수송 분야의 세계정상급 연구자
l 섬유성낭종, 자페증 치료의 새 장 열어

l ‘Physiological Review’지에 게재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한국의 GPS 전파교란 대응 전

대학교 서지원 교수와 해양수산부 김민철 서기관에

이민구 교수(약리학교실)가 경암교육문화재단이 시상

생명공학과 정은지 교수(교신저자)의 리뷰 논문이 생리

략에 큰 관심을 보이며, 우리대학교 글로벌융합공학부 서지

의해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발표된 후, 로이터통신

하는 제9회 경암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학 분야 최고 권위의 리뷰 전문지인 '피지올로지컬 리뷰

원 교수를 NATO 세미나에 발표자로 초청하기로 결정했다.

을 비롯한 외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NATO 트랜스포트 그룹(Transport Group)이 주최하는 이
세미나는 오는 10월 16일부터 사흘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서지원 교수는 “미래의 항법시스템은 GPS

정은지 교수의 리뷰 논문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에 소개

(Physiological Reviews)'지(IF=30.174) 7월호에 게재
올해 수상자로는 생명과학 부문에 이민구 교수(연세대

됐다(논문 제목: T-Type Ca2+ Channels in Normal

약리학교실)와 더불어 인문사회 부문 이영훈 교수(서

and Abnormal Brain Functions). 이 논문은 기초과

서 열린다. 서지원 교수 초청 결정에 대한 NATO 28개 회원

와 같은 위성항법시스템과 eLoran과 같

울대 경제학부), 자연과학 부문 장석복 교수(KAIST 화

학연구원 신희섭 박사와 공동 집필했으며, 국내의 대

국의 최종 승인은 8월 21일 공식 통보됐다.

은 보완항법시스템이 동시에 활용되는

학과), 공학 부문 백점기(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 교

표적인 생물학 정보 센터 사이트인 BRIC(Biological

쪽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이번 초청

수, 특별상 부문에는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이 각각 선

Research Information Center)의 '한국을 빛내는 사

미국의 GPS로 대표되는 위성항법시스템은 교통, 국방, 정보

발표를 통하여 GPS의 취약점 보완

정됐다.

람들' 코너에 소개됐다.

통신, 금융 등을 비롯한 실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

을 위한 NATO 회원국들의 공감

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을 인식한 세계 각국은 독자적인 위성

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민구 교수는 세포막 수송 분야의 세계정상급 연구자

이 리뷰 논문은 중추신경계의 'T-type Ca2+ channel'

항법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라고 밝혔다.

다. 이 교수는 소화계, 호흡계 상피세포의 전해액 이동

의 역할에 대한 연구내용들을 뇌 기능 주제별로 요약정

하지만 위성항법시스템은 수신 신호의 세기가 미약하여 전

및 세포에서의 물질이동에 관한 연구를 통해 난치성 폐

리하고, 이 분야에서 중요한 질문들을 제시하여 향후 관

파교란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취약

질환의 하나인 섬유성낭종과 자폐증 환자를 치료할 수

련 분야의 연구 방향들을 제시했다.

점은 최근 3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였던 북

있는 획기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한의 GPS 전파교란 등에 의해서 널리 알

‘T-type Ca2+ channel’은 다발성

려진 바 있다.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

경암학술상의 각 부문별 수상자들에게는 순수 학술상

발화(burst firing)라는 특이적 활

면 2012년 4월 28일부터 5월 13일

으로서는 국내 최고 상금인 2억 원을 수여한다. 시상식

성 전위(action potential)를 일

까지 16일간 발생하였던 북한의

은 오는 11월 8일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 APEC 하우스

으키며 다양한 타입의 신경세포

GPS 전파교란에 의해 항공기

에서 열린다.

1,016대와 선박 254척이 GPS
수신불량 피해를 입었다.

다. 수면 중의 시상-대뇌피질
경암교육문화재단은 부산의 향토기업인 태양그
룹 송금조 회장이 사재 1천억 원을 내 설립한

이러한 GPS의 취약점에 대

에서 발현되는 채널 중 하나이

공익재단이다.

회로의 동기화에 관련되어 있
으며 지나친 활성화는 압상
스 간질이라는 의식-

한 보완책으로, 우리 정부

무의식의 병적인

는 2018년 정상 운용을 목표

전환을 일으킨

로 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인

다. 그 외에도 통

eLoran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증 신호 전달에

장파를 이용한 고출력 지상파항법

중요한 기능을

시스템인 eLoran은 전파교란이 현실

하는 것으로

적으로 힘들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우

알려져 있다.

리 정부는 2018년부터 세계 최초로 전 국
토에 eLoran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결
정은 올해 4월 23일 오스트리아 비엔
나에서 열린 유럽 항법학회에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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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코호트 연구의 최정상
l 130만 명의 20년간 질병 발생을 추적한 연구성과에 세계가 경탄
l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

켓에 다 담아 갔어야만 했다고 회상했다. “공단으로부터 데이터

살을 많이 하는지 분석하고 있다. “암 발생 이후 한 달 안에 자살

를 디스켓으로 백업 받아서 신발 상자 한 가득 담아 들고 미국

을 가장 많이 한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이밖에 소득 수준, 우울

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백업을 푸는 과정에서 하나가 에러

증, 낮은 콜레스테롤 등을 관련 요인으로 보고 있어요.” 이를 바

가 나는 바람에 국제 전화로 공단에 다시 전화해서 국제 우편으

탕으로 궁극적으로 자살 예측 모형을 만드는 것이 지 교수의 소

로 받곤 했어요. 디스크 하나가 에러가 나면 다 버릴 수밖에 없

망이다. 어떤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지에 대해 조기에 예측

었거든요. 물론 1995년 당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되지 않

해 자살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KT&G를 상대로 흡연으

씀 하셨어요. 지금은 당장 빛을 보이기 어렵지만, 이런 종류의

던 시절이라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이런 일들이 가능

로 인해 증가된 진료비용 상환 청구소송에 관한 전망이 나오는

데이터가 오래 쌓이면 무언가 가능성이 있다고 희망을 주셨어

하지 않지요.”

가운데 우리학교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원주의대 보건학 81

요.” 지 교수의 관심과 지도교수의 격려는 1990년 지 교수가 보

년 입학) 이름이 여러 번 회자(膾炙)되고 있다. 이는 지난 8월 27

건대학원 조교시절에 연구보고서 ‘건강지표와 건강행태와의 관

2000년 공단의 통합은 국가적으로 소중한 데이터를 이관하여

자기 할 일을 하다 보면, 자기가 걸어온 길이 다른 이의 길잡이

일, 공단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지선하 교수의 ‘흡연의 건강

련성 : 한 직장에서의 신체검사결과의 분석’을 첫 시도로,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해 준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통합

도 될 수도 있어요.”

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결과’에 관한 발표가 세간의 관심을

지 교수의 연구 방향성을 잡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되면서 공단이 문서관리 규정상 보유하고 있던 과거 데이터를

* 글 : 김진성 기자(yayuam@yonsei.ac.kr)

크게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 노력하라고 연세인들에게 권했다. “뜨거운 열정으로 꾸준히

삭제했어요. 유일하게 제가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고, 우
리대학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했기

지선하 교수의 연구가 여타 다른 연구에 비해 특별한 점은 연

마지막으로 지 교수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면 꾸준하게 끝까

때문에 그 가치를 설득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공단에

구 집단의 크기와 그 추적 기간에서 찾을 수 있다. 지 교수의 ‘건

| 원석을 보석으로 만들 때까지

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 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

1995년 지 교수는 박사 후 과정(Post-Doc)으로 미국 존스홉킨

담’ 연구는 1992년부터 1995년 사이 공단 일반 검진을 받은 공

스 대학(Johns Hopkins University)에서 유학한 이후부터, 공

지 교수는 20여 년 넘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연구 협약을

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피부양자 약 130만 명을 대상으로

단의 데이터는 비로소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지 교수는 “국민

유지한 것은 결코 녹록하지만은 않았다고 한다. 특히 공식적

2011년 12월까지 약 20년간의 질병 발생을 추적한 결실이다.

건강보험공단의 18만 명 데이터를 보고 외국 교수진들이 다 놀

MOU를 정기적으로 체결하는 시점에 공단 이사장의 교체나 내

랐어요. 당시만 해도 18만 명은 엄청난 데이터였어요. 잘 가공

부사정으로 공동연구가 중단된 시기도 있었다고 한다. “올해에

하면 수백 편 논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반응이었어요.”

도 6월 1일자로 공동연구협약을 갱신해야 했는데, 보건과학대

재반입 했어요.”

학 이규식 교수(2013년 2월 퇴임)님의 도움과 김종대 공단 이사

| 꾸준한 관심이 만든 데이터의 가치

지 교수는 이를 바탕으로 1999년 ‘흡연과 심뇌혈관질환과의

지선하 교수는 최근 자신의 연구가 빅데이터라고 칭송되는 것

관계’ 논문을 ‘JAMA(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에 대해 여타 디지털 데이터처럼 한 시점에 크게 폭발적으로 나

Association)’에 발표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네이처’, ‘사

이렇게 지 교수의 꾸준한 데이터 관리와 역학에 대한 관심은 우

온 데이터가 아니라고 언급했다. 가치 없는 데이터로 평가 받았

이언스’ 등과 같은 높은 평가를 받는 ‘JAMA’ 학술지에 논문이

리나라 코호트(cohort) 연구를 해외에서도 크게 평가를 받는 수

던 것을 20년 넘게 붙들고 있었던 것이 이제야 관심을 받아 빛

나간 이후부터 외국에서 먼저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

준으로 올려놓았다. 2012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이 리처드 돌

을 발하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지 교수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인정한 존스홉킨스 대학은 2003

(Richard Doll, 1912-2005) 탄생 100년을 기리기 위해 세

년 이후부터 지 교수를 보건대학원 역학과 겸무교수(Adjunct

계 유명 코호트 연구 50개를 초청하는 행사에서 지 교수의

지 교수는 신체검사 관련 데이터를 석사과정 때 처음 접했다고

Professor)로 임명하였고,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연구를 세 번째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했다. 옥스퍼드 대학

한다. 1990년대만 해도 공단의 신체검사 자료를 가지고 무언가

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 교수는 2005년 ‘공복혈당과 암

의 리처드 돌은 흡연과 건강 문제의 역학을 연구한 학자로

연구하는 것은 홀대 받는 시기였다. 당시에 신체검사 자료는 연

발생’ 논문을 ‘JAMA’에 또 다시 발표하고, 이듬해 2006년 ‘비만

2005년 사후 그의 제자들이 연구를 이어받아 역학 관계

구 목적 자료가 아니라 일종의 행정 자료 성격이 강해서 정교함

과 사망률과의 관계’ 논문을 보건학 분야 최초로 ‘NEJM(New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은 작년 이 행사

이 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당시에 지 교수는

Englang Journal of Medicine)’에 발표하는 쾌거를 올렸다. 지

에서 60년 추적한 역학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데이터라도 좋다고 생각

교수는 이러한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2007년 과학기술부 주관

했고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12월의 과학기술자 상’을 수상했다.

게다가 지도교수였던 김일순 교수(의과대학 명예교수, 2002년

하지만, 데이터 관리가 쉬웠던 것은 아니었다. 데이터를 미국

| 또 다른 목표로 꾸준하게, 천천히

정년퇴임)는 지 교수에게 용기를 주었다고 한다. “그 당시에 김

까지 가지고 가는 것도 큰일이었다고 한다. 지 교수는 지금처럼

최근 지 교수의 주 관심 연구는 ‘자살’이다. 자살 연

일순 교수께서 이 데이터는 단순한 쓰레기가 아닌 것 같다고 말

인터넷과 고용량 저장 장치가 없던 시절이라 직접 소용량 디스

구에 관한 현황 데이터를 통계청에서 받고, 국민건

장님의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강보험공단 데이터를 연결하여 어떤 사람들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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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 ‘푸른 지성’을 꽃피울
2013학년도 2학기 신임 교원
한창균

강상욱

Aljosa Puzar

Astrid Lac

문과대학 사학과 (신촌캠퍼스)

상경대학 응용통계학과 (신촌캠퍼스)

언더우드국제대학 언더우드학부 (국제캠퍼스)

언더우드국제대학 언더우드학부 (국제캠퍼스)

고고학

통계학

서양문학

동양문학

이무원

이태동

구남온

한정민

경영대학 경영학과 (신촌캠퍼스)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신촌캠퍼스)

대학원 융합오믹스의생명과학 (신촌캠퍼스)

대학원 융합오믹스의생명과학 (신촌캠퍼스)

매니지먼트(조직이론/전략)

공공정책 (복지-환경정치 포함)

미생물학

암 및 면역관련 분자세포생물학

장민정

조현모

이은정

Yong-Sung Kang

약학대학 약학과 (국제캠퍼스)

학부대학 (국제캠퍼스)

대학원 계산과학공학 (신촌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 (신촌/국제캠퍼스)

임상약학

화학

응용수학.수치해석

비교법 및 법조실무교수

Je-Wang Yu

Timothy James Fuller

권태경

한송화

학부대학 (신촌캠퍼스)

언더우드국제대학 언더우드학부 (신촌캠퍼스)

정보대학원 (신촌캠퍼스)

언어정보연구원 (신촌캠퍼스)

외국어(영어)

철학

정보보호 및 보안

국어문법론/화용·담화/언어교육/언어정보

Colin Caret

Krystn Un Kung Lee

이현옥

Jin Lee

언더우드국제대학 언더우드학부 (국제캠퍼스)

언더우드국제대학 언더우드학부 (신촌캠퍼스)

정경대학 글로벌행정학과 (원주캠퍼스)

과학기술대학 생명과학기술학부 (원주캠퍼스)

철학

Creative Writing

국제개발

생명과학 전 분야

Ben Burgis

Manuel Valencia Cabrera Jr.

강원석

언더우드국제대학 언더우드학부 (국제캠퍼스)

언더우드국제대학 언더우드학부 (국제캠퍼스)

원주 LINC사업단 (원주캠퍼스)

철학

철학

의료기기, 의료영상 및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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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세브란스 동창의 밤 행사 성료

감사의 메아리, 천 명의 찬양

현장 7억 원 포함 29억여 원 모금

14일, 찬양축제 KBS 홀에서 열려

의과대학 총동창회는 8월 31일부터 이틀간 강원 용평 리조트에
서 ‘제7회 세브란스 동창의 밤’ 행사를 열었다.

27

기부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3부에는 정년퇴임 교수에 대한 축
하 시간과 다양한 의료선교 활동을 펼친 김윤 의대동창(68년 졸업)

동창들의 단합과 자부심 고취를 위해 2년마다 열리고 있는 이 행

에 대한 공로상 수여 시간도 마련됐다. 4부에서는 동문들이 다양한

사에는 홍영재 총동창회장, 정갑영 총장, 이철 의료원장, 윤주헌 의

공연을 진행해 큰 박수를 받았다. 다음날 아침 예배 후에는 가족들

세브란스 찬양축제가 9월 14일 여의도 KBS 홀에서 열렸다. 이번

과대학장, 윤여승 원주의료원장,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해

과 함께 골프, 등산, 관광, 테니스 팀으로 나눠 추억을 만드는 시간

찬양축제는 매년 원내에서 개최하던 찬양대회의 규모를 확대해 처

영예의 대상은 심장혈관병원 ‘Heart Family’ 팀이 차지했고 금상

동문과 가족, 교직원 등 650여 명이 참석했다.

을 가졌다.

음으로 외부에서 개최한 것이다. 또한 의료원 발전위원이자 의료선

은 재활병원 ‘늘사랑 찬양단’, 은상은 암센터 ‘Can Survive’, 동상은

교발전위원회 위원장인 이중명 에머슨퍼시픽 회장의 후원으로 상

세브란스병원 ‘여호와 라파’ 팀이 수상했다.

1부에서는 행사 등록과 의대 강석민 교수(내과학)를 연자로 한 학

한편, 이번 동창의 밤 행사를 위해 81명의 의대 동창 및 교수진,

술대회가 진행됐다. 2부 개회식에서는 윤주헌 의과대학장과 권상

재학생들이 의과대학 및 제중학사, 역사박물관 신축을 위해 28억

옥 원주의과대학장이 대학 현황에 대해 보고하며 학교 발전을 위해

9,300여 만 원을 약정했다.

금 및 대회의 규모가 크게 성장했다.
1회 찬양제부터 사회를 맡고 있는 윤형주 발전위원의 사회로
의·치·간호대,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14개 팀이 참

바이오 코리아 2013 참여

소리사랑 아카데미

ABMRC 등 참여…… 신축 암병원 홍보도
의과학연구처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열린 ‘바이오 코리아 2013’ 전시회에 참여했다. 이 전시회는 보건 및
바이오산업을 발전시키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전시
회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최했다.

29일까지, 직원 수화 교육

가했고 소울싱어즈, 가수 알리, 스윗소로우가 찬조 공연을 했다.

이철 의료원장은 “이중명 회장님의 후원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는 뜻
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은 9월 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의료진과 간호사,
일반직 직원을 대상으로 수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박혜정 수화통역사를 강사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12시 30분부터 40분 동안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청각장애인 환자에 대한 조기 응대를 강화해 진료 만족도를

의과학연구처가 참여한 합동 부스에는 뇌심혈관질환융합연구사

증대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동호회 활동이었

업단,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ABMRC), 유전자은행이 함께했다. 부

던 ‘빛소리회’ 동아리에서 출발해 병원 차원의 교육으로 발전하

스를 중심으로 신축 암병원, GAP2014, 특허출원·기술 사업화 동

게 됐다.

향 및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됐다.
한편, 전시회에는 비즈니스 포럼도 열렸으며, 총 36개국 190개
기업에서 500개의 전시부스를 운영했다.

박혜정 수화통역사는 “간단한 수화로 인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청각장애인들을 배
려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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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긍선 기념 학술 강연회

의대생 진로는 한 가지뿐?
진로선택박람회 통해 개원, 경영, 제약 등 다양한 정보 제공

하버드 의대 토마스 쿠퍼 교수 강연

해관 오긍선 선생 기념사업회(이사장 방동식)와 의대 피부과학교
실(주임교수 이민걸)은 9월 7일 종합관 337호에서 제36회 해관 오
긍선 선생 기념학술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에는 하버드 의대 토마스 쿠퍼 교수가 초청연자로
참석해 ‘피부 T세포 림프종’을 주제로 강연했다.
토마스 쿠퍼 교수는 피부 안에 존재하는 T세포의 특성과 면역학
적 기능을 규명해 ‘네이처’지에 게재하는 등 이 분야 석학으로 인정

29

받고 있다.
쿠퍼 교수에게 학술강연 기념메달이 증정됐고 의대 본과 4학년
원소연 학생은 오긍선 선생 기념 학생메달을 받았다.
한편 이날 강연회 전에는 피부생물학연구소 국제 심포지엄도 열
렸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토마스 쿠퍼 교수를 비
롯한 국내외 연자 6명이 ‘피부와 면역’을 주제로 강연했다.

뇌심혈관질환 심포지엄
최신 지견 공유 및 SIRIC 연구과제 정리

의대는 9월 6일 은명대강당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진로선택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람회에는 의대생과 학부모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박람회에서는 전우택 교무부학장의 ‘진로선택 어떻게 할 것인
가?’ 강연에 이어 각 교실 홍보 부스 투어가 이어졌다. 투어와 함께

해, 의대 송정식 교수(강남 류마티스내과)는 ‘미국에서 의사하기’에
대해 강연했다.
이번 박람회는 의대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행사이다. 의대는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진로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간 공을 들였다.

병원 6층 세미나실에서는 진로특강도 진행됐다. 먼저 보건대학원

윤주헌 학장은 “국내 의과대학 최초로 학생들의 미래의 꿈과 비

전병율 교수가 공직 진출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뒤를 이어 이경률

전을 현실화시키고 체계적인 진로 준비를 돕기 위해 박람회를 준비

서울의과학연구원 이사장(85년 졸업)은 경영 분야, 양병원 원장인

했다”며 “앞으로 매년 박람회를 통해 성숙한 진로 선택과정을 경험

양형규 의대 동창(80년 졸업)은 개원에 대해 강의했다. 유한양행 의

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총괄이사를 맡고 있는 남수연 동창(91년 졸업)은 제약회사에 대
‘뇌심혈관 융합과학의 최신 지견’을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
에는 국내외 뇌심혈관질환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은 혈관질환 치료제, 의료장비, 분자 세포 이미지, 새로

ABMRC 유일한홀에서 SIRIC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세브란스병원이 JCI 본부에서 주관하는 JCI 인증 현장 교육 프로

운 치료 전략의 4개 세션별로 다양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일본

그램인 ‘JCI Practicum’의 교육 실습병원으로 선정됐다. 세브란스병

국립순환기병센터(NCVC) 카나가와 교수가 특별 강연을 했고 국내

원이 선정된 것은 2009년, 201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외 연자 18명이 발표했다.

세브란스병원 뇌심혈관질환 융합연구사업단(SIRIC)은 9월 13일

JCI Practicum 교육 실습병원 선정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사우디아라비

김동익 SIRIC 단장은 “그동안 SIRIC에서 진행한 연구과제들을 가능

아, 아랍 에미리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세계 10개국

한 모두 소개하려 했다”면서 “올해 사업단 마지막 연차를 맞이해 지

의 정부 부처 및 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JCI Seoul

난 5년간의 연구사업을 총정리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Practicum’은 9월 2일부터 6일까지 진행됐다.

SIRIC는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원하는 선도형 특성화연구

파울라 윌슨 JCI CEO는 “세브란스병원은 직원들의 전문성과 자

사업의 일환으로 단일 질환으로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

신감, 훌륭한 시설 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졌다”며 “세브란스

심장 및 뇌혈관계 질환 극복을 위한 연구 사업단이다.

병원의 다양한 협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YONSEI NEWSLETTER l No.553

섬김의 리더십
원주캠퍼스
소식

31

입학부터 졸업까지 체계적인 진로지도
| 멘토 교수-멘티(학생)-멘토 동문의 네트워크
l 멘토링의 씨앗에서 나온 가지들!

자기소개서 작성방법 등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를 갖고, 동문과
재적생들이 소규모 간담회 형식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프로

3, 4학년이 되면 학생들은 연세 글로벌엘리트 관리시스템

그램이다. 다양한 분야에 재직 중인 동문들을 초빙해 20명 내

(Y-GEMs : Yonsei Global Elite Management System)의 멘

외 소규모 간담회를 구성하여 이후에도 계속적인 네트워크를

| RC 밀착형 진로지도

토교수제를 통해 교수와 동문 선배의 집중적인 진로 멘토링을

형성해 나아가고 있다. 학생들은 동문선배들과 계속적으로 연

실시한다. 이를 통해 섬김의 리더십, 탁월한 능력, 창조적 도전

락을 주고받으며 취업 및 학업에 대한 고민을 상담하고 좋은 정

체 그게 뭐하는 거야?”일 것이다. 들어는 보았지만 자신이 해보

원주캠퍼스는 국내 최초로 밀착형 멘토링 전인교육 프로그

정신을 가진 글로벌 엘리트로서 사회로 당당히 진출하고 있다.

보들을 얻고 있으며, 조그마한 동문선배의 관심이 감동을 주어

지 않았고, 또한 대부분 1:1로 이루어지는 활동의 특성상 외부

램인 RC(Residential College) 시스템을 도입해 성공적으

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도 많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로 운영하고 있다.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등 세계 명문대학

3, 4학년 멘토교수제는 일대일로 연계된 교수와 학생 간의 교

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 동문들을 초청하여 동문취업

도 운영하고 있는 RC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과 생활이 통합

류를 통해 밀착형 진로지도를 하는 ‘평생 사제동행 시스템’을 지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 2013년 1학기 149명의 교수와 1,500여

최근 들어 멘토링 프로그램은 대기업, 정부기관, 대학기관, 청

한 전인교과, 국제화 교육, 창의교육을 실현하고 인성과 지성

향한다. 멘토교수제를 통해 학생들은 ▲전공분야 진로상담 및

명의 학생 및 20여 명의 동문이 참여했으며 이번 학기에도 많은

소년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인재양성 및 조직의 효율적인 관

이 균형을 이루어 학생들은 1, 2학년 동안 자기 리더십(Self

취업준비 ▲개인별 고민상담 ▲교수-재학생-동문선배 간의

수가 멘토-멘티 관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리 차원으로 관심을 가져왔다. 원주캠퍼스 또한 창의성과 도전

Leadership)과 섬김의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집중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을 기대할 수 있다. 3, 4학년 재학생들 대

/ * 글 : 원주기획처 대외협력부

정신 그리고 섬김의 리더십을 갖춘 혁신형 글로벌 인재를 양성

적으로 함양하고 있다. 마스터 교수제를 통해 학습수행능력

상으로 하는 멘토교수제는 교수 1인당 최대 20명을 지도하여

하기 위해 입학부터 졸업까지 교수, 동문이 멘토로 참여하는 밀

에 대해 학생들은 코칭을 받으며 인성함양에도 큰 도움을 받

다양한 단체생활도 진행하고 각종 학과취업 세미나, 성공취업

착형 진로지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게 된다. 1학년을 담당하는 학사 Master 교수는 생활관에서

동문과의 만남, 기업탐방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멀리 볼

함께 거주하면서 리더십 개발과 리더십 실습의 과목을 진행

수 있는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나 멘토링 시작했다!”라는 말을 꺼내면 이를 듣는 친구의 입에
서 나올 흔한 반응이 열에 아홉은 “멘토링!? 아~, 그거? 근데 대

학업 등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든

한다. 이를 통해 공동체 활동, 체육 활동과 사회봉사 활동을
창의적으로 설계, 실천하여 섬김의 리더십을 함양하도록 한

이러한 멘토 관계에서 특히, 동문과의 멘토링도 중요시하고 있

다. 2학년을 담당하는 전공 Master 교수는 진로설계

다. 그 일환으로 ‘동문과의 JOB談’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

와 경력개발의 교과목을 지도해 자기이해를 통한

램은 졸업한 선배들의 취업 노하우, 재직기업 정보 및 이력서·

진로설계 및 경력개발을 자기 주도적으로 설계, 구
현함으로 자기 리더십을 함양하도록 하고 있다. 1
학년 재학생들은 남을 배려하는 공동체 활동을 체
험하며 체육 활동을 통해 규칙을 준수하고 체력을
단련할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를 창의적으로 기획
하고 실천한다. 2학년 재학생들은 자기이해와 진
로설계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학습한 후 자기 주도
적으로 경력개발을 실천함으로써 졸업 후의 진로
를 모색한다. 민숙 교수(수학과)는 이러한 멘토교수
의 역할을 “여러 가지 소모임을 통해 리더로서 자신
감을 갖게 하고, 선한 일을 학생들이 직접 실천하게
하고, 그러한 경험을 삶속에 적용하게끔 방향을 설
정해주는 조언자”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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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참여 독서장려 프로그램
‘움베르토 따라잡기’

한 상호협력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문화 확산 등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 환경부는 ‘그린캠퍼스 성과제고 및 확산

연세사랑·학생사랑 그린캠퍼스 캠페인

을 위한 재정적·정책적 지원’에 힘쓰고, 대학은 ‘그린캠퍼스 조성

원주캠퍼스 학술정보원(원장 송용욱)은 9월 2일부터 6일까지 ‘움

을 통한 녹색문화 확산’을 위해 공헌하고, 환경공단에서는 ‘그린캠

베르토 따라잡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160여 명의 학생에게 도서 배

퍼스 조성 운영지원 및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등 기술지원 수행’

부를 했다.

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자녀 간의 대화기회 제공 및 상호이해 유도 ▲ 학부모 및 학생의

경리, 역사를 만들다’, ‘3기 학문과 신앙사이, 바울과 아우구스티누스’,
‘4기 유럽도시역사기행Ⅰ, 꽃의 도시 피렌체’ 등 4개의 대주제로 각 주
제별 3주씩 국내 석학들을 초청하여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59회 연세콘서트시리즈
‘알투스 피아노 트리오’

움베르토 따라잡기 독서장려 사업은 ▲ 대학생으로서의 독서 능
력 함양 ▲ RC-학생-학부모 간의 긴밀한 연계 ▲ 학부모와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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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과학기술대학 동문회 장학금 전달식

학교에 대한 신뢰 제고를 목표로 올해 처음 도입했다.
지난 5월 학부모 초청 ‘페어런츠 데이’에 프로그램 취지를 설명
하고 각 가정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학부모가 참여 편지를 보내온
신입생 총 158명에게 학부모가 권장하는 도서를 전달했다. 향후 학

원주캠퍼스 학생복지처(처장 리기용)가 쾌적하고 안전한 캠퍼스

부모가 자녀와 함께 작성한 독후감에 대해서 심사과정을 거쳐 10월

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지난 9월 12일 아침시간에 등굣길에

독서 페스티발 기간 중 ‘학부모와 함께 쓰는 독후감’ 경진대회에서

서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 보건행정학과 절주동아리 등의 학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생단체와 학생복지처장 및 부서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 ‘연세사랑·
학생사랑 그린캠퍼스 캠페인’을 전개했다. 학생복지처는 매학기 세

원주LINC사업단 취업박람회 개최

차례 교직원, 학생들과 공동으로 그린캠퍼스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

지난 9월 10일 원주캠퍼스 대학교회에서 400여 명의 지역주민

과학기술대학 동문회(동문회장 허상희)는 9월 13일 청파회의실에

다. 이 캠페인에서는 금연구역 흡연금지를 통한 담배연기 없는 쾌

및 교직원, 학생들이 가득찬 가운데 제59회 연세콘서트시리즈 ‘알

서 동문회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동문회 임

적한 캠퍼스, 건전한 절주 문화를 통한 음주 없는 캠퍼스, 안전운행

투스 피아노 트리오’ 연주회가 열렸다.

원진과 정건섭 과학기술대학장을 비롯한 교수와 학생 20여 명이

및 이륜차 안전모 착용을 통한 교통사고 없는 캠퍼스, 학생회 자율

2013년 연세콘서트시리즈의 주제는 ‘낭만’으로 낭만주의 시대

참석하였다. 장학금 수여자는 최진 학생(수학과 4학년)과 박슬지 학

결의 및 학과별 시범운영으로 진행되는 무감독 시험, 강의실 및 연

때 작곡된 음악 또는 이 시대의 기법으로 작곡된 음악으로 프로그

생(패키징학과 3학년)으로 총 44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구실, 사무실, 생활관 등에서 전등끄기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강조

램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주제에 걸맞게 이날의 메인 프로그램

허상희 동문회장은 장학생들에게 “항상 성실히 학업에 임해 학

하고 있다. 학생들의 관심과 자율적인 참여로 매년 캠퍼스가 바뀌

은 Arensky의 피아노 트리오와 Brahms의 피아노 트리오 No.1이 연

교를 빛내는 멋진 동문으로 성장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건섭 학

고 있다. 앞으로도 학생복지처는 계속적인 그린캠퍼스 캠페인을 통

주되었다. 그밖에 New Music으로 이범석 교수의(인문예술대학) “A

장은 “후배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동문회에 감사의

해 건강하고 깨끗한 캠퍼스 문화를 알리는 데 노력할 예정이다.

Midsummer Night”과 Schoenfield의 “Cafe Music”도 오프닝과 앙코

뜻을 전하며 대학발전을 위해선 앞으로 동문회의 역량이 절실히 필
요하니 많이 힘써 달라”고 했다.
원주LINC사업단(단장 김희중)은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연세스포츠센터에서 ‘2013 YONSEI MEDICI JOB FESTIVAL 취업박

과학기술대학 동문회는 동문들의 정성을 모아 해마다 880만원
의 장학금을 후배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르로 각각 연주되었는데 살아있는 작곡가들의 작품들이었지만 역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시민 대상
목요인문강좌 개설

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취업박람회에는 삼성생명, 동원그룹 등 14개의 기업들이 참
여했다. 회사소개와 채용상담, 입사지원서 클리닉, 취업 및 진로 컨
설팅, 이력서 사진 촬영, 해외 인턴십 상담 등 학생들이 필요로 하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대장앎’
공개강좌 개최

시 낭만주의 기법으로 작곡된 곡들이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한국장기기증원과 업무협약 체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8월 28일 오후 5시 한국장기기증원과
‘뇌사 장기기증자 관리 업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

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김병구 삼성전자 전무이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지난 9월 5일 대장암의 증상 중 하나인

약을 통해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한국장기기증원은 뇌사추정자

기원강 대우조선해양 전 대표이사 등의 채용특강에는 120여 명의

변비와 배변습관에 대한 내용으로 대장암의 이해와 예방의 중요성

의 적극적인 발굴과 신속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뇌사판정

학생들이 참여해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을 알리고 대장암의 발생위험을 낮출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

과 효율적인 관리를 수행하며, 장기기증을 위한 의료정보의 취득과

하여 ‘제6회 대장앎 골드리본 캠페인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원주세

진료행정지원 등을 상호 협력하게 된다.

그린캠퍼스 협약 체결
이인성 원주부총장은 9월 13일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환경
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주관 ‘2013년 그린캠퍼스 협약식’에 전국 20
개 대학 총장단과 함께 참가하여 그린캠퍼스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환경부, 대학 및 환경공단의 그린캠퍼스 조성을 위

브란스기독병원 김영완 교수(대장항문외과)와 김현수 교수(소화기

한편, 정부에서는 장기이식의 활성화를 위해 ‘뇌사추정자 신고제

내과), 김익용 교수(대장항문외과), 유세환 교수(방사선종양학과)가
참여해 예방과 검진, 치료 등에 대해 강연했다.
대장앎 골드리본 캠페인은 대장암에 대한 올바른 앎을 통해서
대장암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으로 2007
년부터 대한대장항문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캠페인이다.

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 지역 의료기관에서는 한국장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는 지난 8월 29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

기기증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장기기증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

지 12회에 걸쳐 매주 목요일 원주시민과 교직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고 있다. 특히,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한

'2013년도 원주세브란스 목요인문강좌'를 실시한다.

국장기기증원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장기기증을 위한 적출과

올해 인문강좌는 ‘의료선교의 역사와 세브란스’, ‘원주의 인물Ⅰ 박

이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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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고위험 환자를 위한
자동제세동기 가정 내 렌탈 사업 시행

학교와 지역을 위한 미래인재로 성장하라”고 격려했다. 장학생 대
표로 이범희 학생(방사선학 4학년)은 “앞으로 30년 동안 지금 받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의료자원봉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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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작으로 인문예술대학 10명의 교수진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강좌는 인문학과 시민사회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것 이상으로 돌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씨앗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

참여 가능하다. 수강료는 무료이다. 앞으로 원주캠퍼스는 인문학

히며 “장학금을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 감사의

강좌를 통해 그동안 원주시와 시민들께 받았던 큰 사랑에 작게나마

인사를 했다.

보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청파장학회는 청파 한승룡 이사장의 출연금 15억여 원을 기본자
산으로 매학기 17명 내외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등록금 전액, 우수,

제16회 무료 혈당측정 캠페인 개최

외국인 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수여하고 있다. 1996년부터 현재까지
435명에게 13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한경범 장학회는 1989
년 교통사고로 숨진 한승룡 이사장의 차남 한경범군을 기리기 위해
설립되었다. 한경범 장학회는 현재 5억여 원을 기본자산으로 매학
기 3명 내외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수여하고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원장 윤여승)은 지난 9월 11일 '심정지 고위
험환자를 위한 자동제세동기 가정내 렌탈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일

있다. 1991년부터 현재까지 지급한 장학금은 209명에게 5억여 원에
달한다.

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은 인근지역 심장질
환 고위험군 시민들에게 심폐소생술의 보급 및 중요성을 널리 알리
고 응급상황발생 시 효과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원장 윤여승)이 지난 8월 23일 농림수산

IPAID, 추석맞이 나눔 행사 후원

식품부와 농협중앙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디딤돌 등과 함께 대관령
횡계리 원예농협에서 의료자원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의료봉사에

이 사업은 심장질환으로 인해 심정지가 올 수 있는 환자의 가정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원장 김창수)은 9월 13일 원주시 치악

서는 가정의학과와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안과, 치과 등의 의사

에 자동제세동기(AED)를 무료로 대여하고 이에 대한 사용법과 심폐

예술관에서 열린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주최 ‘2013년 원주 좋은

와 약사, 간호사, 운동의학센터 등 28명의 의료진이 참석했으며, 대

소생술을 교육함에 따라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응급처치를 효

이웃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추석맞이 나눔 행사’에 참여하여 전기

관령면 지역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료봉사를 진행했다.

과적으로 진행하여 환자의 생존율과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립

장판을 후원하였다.

중앙의료원의 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2013-2학기 청파 및
한경범 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지난 9월 6일 원주천 둔치에서 오전 7시

한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

30분까지 새벽시장을 찾은 시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혈당과 혈압

이 나눔 행사는 원주 관내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및 원주

로 해마다 의료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총 4회의 의료자원

측정 및 건강 상담을 진행하는 ‘제16회 무료 혈당측정 캠페인’을 개

희망복지지원단, 25개 읍면동의 소외계층 대상 발굴 연계를 통하

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지난 6월 홍천내면농협에서 의료봉사에

최했다. 당뇨병센터 의사와 간호사 등 13명의 의료진이 참여했다.

여 복지소외계층에게 물품을 지원하여 사회복지 발전에 이바지

이어 이번에 두 번째 의료자원봉사를 실시했다.

하고자 진행됐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은 전기장판 67개(약 220만원)를 후원
하였고 앞으로도 민,관 협력체계 강화 및 지속적인 연계 활동을

16회째 개최되고 있는 새벽시장 혈당측정 캠페인은 자기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중·장년층에게 혈당과 혈압의 정기적인 점검 및 자

2013 연세 인문 리더십 강좌 개최

통해 복지소외계층에게 희망을 줄 계획이다.

기관리를 통해 성인병을 예방하고, 당뇨병의 조기 발견에 도움을 주
고 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매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혈당측정 캠페
인을 실시하여 당뇨병 조기진단과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
으며, 당뇨병 공개강좌, 고지혈증 공개강좌, 당뇨캠프 등 내분비대사

산업단지 클러스터 창조CEO과정 개강식

질환에 대한 다양한 행사와 무료검진 행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어

원주LINC사업단(단장 김희중)은 9월 5일 미래관에서 이인성 원주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부총장,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권본부장 등 30여 명의 교육신청자가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클러스터 창조CEO과정 개강식’을 가졌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사업
제2단계 재선정

교육대상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중소기업) CEO 및 임원이며, 교육
청파장학회 및 한경범 장학회는 9월 9일 원주캠퍼스 학생회관 3

부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과 연계하여 원주에서는 우리대

층 에코소극장에서 2013-2학기 청파 및 한경범 장학금 수여식을

학교 원주LINC사업단이, 춘천에서는 강원대학교 LINC사업단과 공동

가졌다. 장학금 수여식에는 한승룡 이사장과 이인성 원주부총장 등

으로 운영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원장 김창수)이 한국연구재단 대학중

100여 명의 장학회 관계자 및 교수진과 학생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원주지역 산업단지 클러스터 창조CEO과정은 동화단지, 태장농공

원주캠퍼스 인문학센터(센터장 오영교)는 9월 11일 원주캠퍼스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17명의 학생에게 총 53,967,000원의 장학금을

단지 등 원주지역 산업단지 의료기기, 헬스케어, 농공단지 미니클러

청송관에서 이인성 원주부총장 및 150여 명의 수강신청자가 참석

전달했다.

스터 회원사 40명이 신청했으며, 11월까지 매주 목요일에 총 12회에 걸

한 가운데 ‘제1기 연세 인문 리더십 강좌’를 개최했다.

한승룡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항상 마음속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임하라”고 장학생들에게 당부했다. 이인성 원주
부총장도 “계속적으로 성실하고 발전된 자세로 학업에 충실하여

쳐 원주캠퍼스 LINC사업단 특강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산업단지 클러스터 창조CEO과정을 통해 강원권 중소기업
CEO들의 혁신역량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점연구소사업 제2단계 사업에 재선정됐다.
지난 2010년 9월 한국연구재단의 대학중점연구지원사업에 ‘빈
곤퇴치를 위한 융복합 연구의 허브구축’이란 과제로 선정돼 3년

연세 인문 리더십 강좌는 지역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따뜻

동안 열심히 연구 성과를 이룬 결과 이번 2단계 대학중점연구소

하고 인간적인 인문 리더십을 함양하도록 기획되었다. 이 강좌에는

사업에 재선정되어 앞으로 3년간 약 8억의 연구예산을 지원받게

이인성 원주부총장의 개막 강의(연제 : 제3 물결 속의 인문 리더십)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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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캠퍼스 소식

진화하는 RC 사회기여교과를 준비한다!

| 지도교수-관련 기관 교육 담당자와의 간담회
운영설명회가 끝난 오후 5시 30분부터 저녁 식사와 함께 사회
기여교과 지도교수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본교 학
생들이 파견될 기관(학교)의 담당교사와 지도교수가 직접 만나
2학기 사회기여교과(연인 프로젝트)의 성공적 진행에 필수적인
주요 사안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 사회기여교과 운영설명회

2학기 멘토링 일정 확정, 멘티 선발 절차 다양화, 멘티 특성에

1)의 교수 워크숍과 운영설명회, 지도교수-관련 기관 교육담당

이어 오후 4시부터 언더우드기념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는 이

세부 사항들이 결정됐다.

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2학기에는 1,116명의 국제캠퍼스 1학년

번 행사의 중심인 사회기여교과(연인 프로젝트) 운영설명회를

학생들이 사회기여교과목을 수강할 예정이며, 이 중 826명의

개최했다. 이 설명회는 2학기에 우리 학생들이 사회기여활동을

대학생 멘토가 1,700여 명의 인천 지역 초·중·고등학생 멘티

하게 될 기관(초·중·고등학교)의 대표, 담당교사들을 대상으

에게 멘토링 봉사를 할 계획이다.

로 실시했다. 80여 명의 기관 대표 및 담당교사들, 15명의 사회

학부대학은 지난 8월 26일 송도 국제캠퍼스 언더우드기념도서
관에서 2013학년도 2학기 사회기여교과(Holistic Education

따른 멘토링 실시, 멘토 사전 교육 강화 등 멘토링 운영에 관한

| 행사의 성공적 개최

기여교과 교수들, 인천광역시와 인천시교육청 관계자, 학부대

이날 운영설명회와 지도교수 간담회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매

| 사회기여교과 지도교수 워크숍

학 직원들이 참석했다. 최강식 학부대학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

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구체적인 멘토링 일정이 확정됨에 따

리대학교 국제캠퍼스 ‘Residential College’의 전인교육에 대해

라 학기 초 멘토 파견에 따른 혼선을 없애고, 다양한 멘토링 주

사회기여교과 워크숍은 8월 26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

설명하고 사회기여교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1학기 연

제를 미리 논의하고 준비하여 보다 효과적인 멘토링을 기대할

지 언더우드기념도서관 7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학부대

인 프로젝트의 성과, 우리대학교의 지원,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본교 멘토들이 파견될 기관(학

학 김은정 교수가 ‘2013년도 1학기 사회기여교과 평가결과’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 김은정 교수가 2013-1학기 운영

교)의 교사들과 담당자들이 연인 프로젝트와 2학기 운영사항

를 발표하고, 이어서 1학기 교과를 운영했던 교수들이 운영

보고를 하였으며, 1학기 멘토링 모범사례로 만수초등학교(이소

설명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며, 2학기 멘토 파견에 감사하면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연인 프로젝트의 초등학교(김은정 교

영 교사)와 박문여자중학교(김유정 교사) 사례를 발표했다. 또

서 멘토링 운영에 더 열심히 힘쓸 것을 약속했다. 사회기여교과

수), 중학교(한상희 학사지도교수), 고등학교(오세철 교수) 멘

한 후반부에는 사회기여교과 2학기 운영계획이 소개됐다. 2학

지도교수도 2학기 사회기여교과(연인 프로젝트)가 보다 효과적

토링 활동과 비연인 프로젝트교과(유성은 학사지도교수)를

기에는 교과 담당교수의 역할을 강화하여 멘토링 프로그램과

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인천광역시와 인천시교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교육방법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

멘토링을 위한 멘토 사전 교육을 심화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기

육청에서도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2학기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

여교과지원실의 지원시스템을 확대하여 외부 활동기관과 더욱

었다. 1학기의 결과와 문제점, 개선안을 공유함으로써 2학기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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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기여교과(연인 프로젝트) 소개
우리대학교 송도 국제캠퍼스의 RC 사회기여교과는 학
생들의 사회 참여의 장을 마련하여 섬김의 리더십과 사회
적 책임감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과목들
이다. 생애 전환기인 대학 1학년 시기에 이러한 교과목을
수강함으로써 따뜻한 마음과 사회에 대한 공동체의식을 갖
춘 인재로서 성장하고 인격을 성숙, 발전시킬 수 있다는 데
에 그 의의가 있다. 학부대학은 이를 위해 다양한 측면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참여하고 공헌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
을 개발해 왔다.
2011학년도 1학기 처음 개설된 RC 사회기여교과는 그 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2013학년도 1학기부터는 ‘연인 프로
젝트’를 실시하게 됐다. 연인 프로젝트는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국제캠퍼스의 대학생들이 인천 지역 초·중·고등학
생의 방과후 학습지도와 외국어 교실, 예체능 활동 등을 지
원하는 교육협력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교
가 협력하는 지역사회 발전 프로그램이다.
연인 프로젝트는 ⅰ) 인천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 및 교
육 기회를 확대하고, ⅱ) 대학의 사회기여 활동을 활성화하
고 대학-지역사회 간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며, ⅲ) 인천광
역시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참여함으로써 ⅳ) 연세
대학교 학생들의 리더십 및 책임감, 봉사정신 함양을 목표
로 하고 있다. 2013-1학기에는 본교 멘토 614명이 연인 프
로젝트에 참여하기를 희망한 초·중·고등학교에 매주 1회
씩 파견되어 방과후 학습 멘토링, 원어민과 함께 하는 외국
어교실, 토요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1,811명의 멘티에게
멘토링 봉사를 실시한 바 있다.

에는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기여교과의 효과적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글로벌교육원(GLI) 제2기 연세 국제전략가 과정 성황리에 출범
글로벌교육원은 9월 7일 국제캠퍼스 언더우드기념도서관
에서 제2기 연세 국제전략가 과정 1차 교육을 성공적으로 시
작했다.
이번 교육에는 중국과 국내에서 활동하는 역량 있는 사업
가들이 교육생으로 참여했다. 또한 교육생의 수준에 걸맞은
우수한 교수진들이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하여 교육생들의
만족감을 높였다.
이번 과정은 '시장경제와 경영
전략'을 주제로 진행된다. 경
영과 관련된 이론적 지식을
접할 기회가 부족한 교육생
에게 세계 경제시장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것에 중

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교육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
해 경영능력과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과정은 총 4차 교육으로 구성되며, 다음 교육은 10월
12일 중국 북경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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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이모저모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
지하 1층 아케이드와 회의실 새단장

비롯하여 하경심 교수(중어중문학), 이영욱 교수(천문우주학), 김
우택 교수(시스템생물학), 이연숙 교수(실내건축학), 정재현 교수
(연합신학대학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선다.

전 직원 대상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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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경영대학 CL 포럼,
금융커리어 이해와 체험

목회자 독서모임은 무료로 진행되며, 독서를 통해 목회역량 강
화를 원하는 목회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등록 선착순으로
50명까지 신청을 받는다.
한편, 목회자 독서모임을 주관하는 언더우드학원선교센터는
우리대학교 교목실이 대학의 창립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함양하
고, 한국교회 학원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싱크탱크
(Think-Tank)로 섬기기 위해 2012년 7월에 설립된 기관이다. 언
더우드학원선교센터는 현재 리더십 캠프, 원우 컨퍼런스, 학생선
교대회, 학원선교사역자 컨퍼런스, 공개강좌, 글로벌 인턴십 봉사
활동 등 학원선교의 현장과 이론을 일체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을 진행하고 있다. / * 문의 : 02) 2123-4506, ucmc@yonsei.ac.kr
재단의 수익사업체이자 서울역 부근의 대표적 랜드마크 빌딩
인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은 최근 지하 1층에 아케이드와 회의
실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다. 음식점과 근린생활 시설 등 총 23

9월 12일 낮 12시 30분 새천년관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

경영대학(학장 박영렬)은 제16회 CL 포럼(Creative Leadership

개 점포가 들어서는 아케이드에는 쉼터 공간과 선큰(sunken) 가

2013년 연세비전 컨퍼런스 개최

로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 설명회가 열렸다. 정갑영 총장, 홍복

Forum)을 지난 9월 4일 오후 6시 각당헌에서 열었다. 이번 CL 포럼

든을 설치하여 건물 규모에 적합한 고품격 임차인 유치를 위한

‘캠퍼스간 융합과 제3의 창학’ 을 주제로

기 행정·대외부총장, 주요 실처장, 직원노조위원장 외 간부 등

은 ‘Finance Career Prep & Experience Night(금융 커리어 이해와 체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회의실은 규모에 따라 대(150석), 중(45

을 포함 170여 명의 직원들이 참석하여 열띤 설명과 질의응답 시

험)’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금융권 현업 종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석), 소(12석) 회의실 세 종류가 설치되어 있는데, 동문들은 물론

간을 가졌다.

국내 및 외국계 금융권에 진출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을 위하여 실제

이고 대학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문의
02)2259-0100.

언더우드학원선교센터
2013-2학기 목회자 독서모임 개최

금융권 업무에 대한 이해/체험/멘토링을 바탕으로 재학생들의 금
융권 진로 설계를 돕고, 금융권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대비 및 네트

등에 관해 PPT 자료를 통해 발표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했다.

워킹을 시켜주는 포럼이었다.

노조 측에서는 조합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백양로

이번 포럼은 크게 3가지 순서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순

재창조 사업에 관한 찬성 의견, 중립 및 제안 의견과 반대하는 의

서는 ‘금융 산업 이해 및 선택’이며, 우리대학교 동문이자 현재 시카

견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고 MBA 진학을 앞둔 이혁재 씨가 진행했다. 단순한 산업 설명에 한

질의응답 순서에서 학교 본부는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가

2013-2학기 목회자 독서모임이 지난 9월 10일부터 매달 둘째,
넷째 화요일 오전 7시에서 8시 30분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정갑영 총장의 인사말에 이어서 홍복기 행정·
대외부총장이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의 진행 사항과 향후 일정

2005년도부터 마스터플랜이 완성되어 추진되어 왔던 계획’임을

정되지 않고, 금융권 회사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대해 실용적인 정
보를 공유했다.

지난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원주캠퍼스 대학교회 3층

밝혔다. 백양로 사업을 포함한 경영대, 공과대, 이과대의 신축 및

두 번째 주제는 ‘금융권 부서별 업무의 이해 및 간접 체험’이라

교목실 언더우드학원선교센터(소장 정종훈 교수)가 지난해부

대예배실에서 '2013 연세비전 교직원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번

개축에 따른 법정주차면적 확보 등으로 일부 변경된 이유에 대

는 주제로 열렸다. 금융권 부서 중 투자 은행, 주식 리서치, 자산운

터 매학기 마련하고 있는 목회자 독서모임은 지역교회 목회자들

행사에는 전체 캠퍼스 교직원 550명이 참석했으며, '캠퍼스간 융

한 답변도 뒤따랐다. 운영비용도 대폭 절감될 것임을 강조했다.

용사, 사모펀드라는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보다 더 전문적인

의 목회역량 강화에 일조하고자 마련됐다. 우리대학교의 명저 출

합과 제3의 창학'을 주제로 우리대학교의 주요 현안에 대해 지혜

지열을 이용한 친환경구조와 생태조경 구축을 통해 운영비용은 1

연사가 나와 강연을 했다. 주제별로 각각 이건표, 유의형, 김정수,

판 교수들이 강사로 나서 목회자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

를 나눴다.

년에 10억 원을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역설했다. 재원조달 계획

백운용 씨가 흥미로운 특강을 진행하였다.

독서모임에 참석한 신승섭 목사(세광교회)는 "목회자들이 관심은

제1부 순서로는 홍복기 행정대외부총장이 백양로 재창조 사업을

에 관한 설명도 덧붙였다. 먼저 재원은 등록금회계와 관련이 없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순서는 ‘금융권 진출을 위한 대비’를 주제로

가지고 있지만 평소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

비롯한 현재 진행 중인 교내 건축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

음을 분명히 밝혔다. 연 300억 원 정도의 기부금 모금을 예상하

간식과 함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본격적인 취업을 위한

용을 접할 수 있어서 유익했다. 한국교회의 질적 향상을 위한 좋은

했다. 이어 장양수 캠퍼스 간 융합발전위원장과 김은경 미래융합

기에 나머지 비용 조달도 무리가 없으며, 의료원의 주차사용면적

면접이나 서류작성 기법에 대해 의논하며, 다섯 명의 강연자들을

장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윤철종 목사(고촌순복음교회)는 "

연구원 부원장이 교육, 연구, 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캠퍼스간,

및 예산 부담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목회자 독서모임을 통하여 학원과 현장의 목회가 소통하고 한국의

학제간 융합을 추진하기 위한 제반 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제2부

설명회를 마치면서 정 총장은 “대학에서는 합리성과 지성을

이번 강연에 참여한 강우석 군(경영 10학번)은 “군 제대 후, 금융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기대한다"며 목회자 독서

시간에는 김지하 시인 특강, 만찬 및 음악회와 캠퍼스간 유관 분

기반으로 판단해야 한다. 본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은 백양로 홈

권 취업을 위한 정보가 많지 않아 막막했었는데, 이번 강연을 통해

모임이 한국교회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바랐다.

야 구성원들의 대화모임이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각종 운동 및

페이지를 꼭 참조하길 바란다”면서, “캐피탈 캠페인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 지에 대해 배울

가을 학기 목회자 독서모임은 오는 9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

친교 프로그램을 통해 연세인들의 우의를 다졌다.

동기부여가 되어야 한다. 연세구성원들이 근거 없는 소문이 아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또한, 연사님들의 세심함과 꼼꼼함은

지 매달 둘째, 넷째 화요일 오전 7시에서 8시 30분까지 루스채플

신촌, 원주, 국제 캠퍼스의 교직원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 연세의

닌, 사실에 따른 합리적 사고와 대응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단순한 강의를 넘어 멘토링을 받는 듯한 느낌을 주어 만족스러운

원일한홀 101호에서 진행된다. 강연자로는 정갑영 총장(경제학)을

미래를 논의한 이번 행사는 새로운 소통의 기회가 됐다.

마무리했다.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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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이모저모

창업지원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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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고 ‘One MBA’라는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각 분야의

전문기관과 병원이 협력하는 모형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

지 형성의 과정을 자신의 전공 분야인 목회심리학과 상담의 입장에

MBA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참석해, 각자 다른 MBA 코스를 밟고

다. 10월 1일부로 시작될 연세의료원 상담·코칭 서비스는 병원 근

서 설명했다. 특히, 이 강연은 참여한 신학과 학생들의 열띤 참여로

있지만 연세 MBA라는 소속감을 강화하는 시간을 보냈다.

로자들의 감정노동에 대한 예방 및 치유에 큰 기여를 하게 될 뿐만

인해 예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진행됐다. 이러한 학부 학생들의 열

아니라, 건강하고 협력적인 노사 관계 구축에 도움을 주게 될 전망

정에 대하여 렉터 부총장은 깊은 감명과 감사를 표현했다.

박영렬 경영전문대학원 원장은 “비록 분야는 네 가지로 나뉘지
만 모든 분들이 연세 MBA, 즉 ‘One MBA’라는 소속감을 갖길 바란

이다.

다.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 화합을 하고 서로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이번 렉터 부총장의 방문을 통하여 연세신학은 세계로 나아가는
가능성과 역량을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

진정한 동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곧 MBA 50주년이 다가오는데
이때는 더 많은 동문들을 모시고 함께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GMBA 92기 편무연 원우는 “수업이 시작한
지 이제 겨우 3일밖에 안되었는데도 왜 연세 MBA를 최고라고 하는

미국 가렛복음신학대
L. J. 렉터 부총장 초청 특강 개최

지 알 것 같다. 이번 행사를 통해 ‘소통’의 장을 만들고 모든 MBA가

사회복지실습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세미나 개최

끈끈하게 뭉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손홍규)은 창업기업의 기술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8월 26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Korea Testing & Research Institute)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담코칭지원센터, 연세의료원과 상담·
코칭 서비스 위탁 협약 체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을 대표
하는 국제공인시험평가기관으로 화학, 헬스케어, 금속,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등 산업 대부분의 분야에서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Q, KS, KC, KOLAS, KAS 등의 제품·시스템 인증과
해외인증을 지원하고 고장원인 분석 및 기술컨설팅, 교육 프로그
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신과대학 및 연합신학대학원은 9월 4일부터 5일까지 미국 가렛

사회복지대학원(원장 최재성)에서는 지난 8월 26일 장기원 국제

이번 협약을 통하여 창업지원단이 발굴·육성하는 기업은 한

복음신학대학(Garrett-Evangelical Theological Seminary)의 랄렌 렉

회의실에서 사회복지실습교육의 발전과 비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

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시험·검사를 의뢰 할 경우, 관련 비용

터(Lallene J. Rector) 부총장을 초청하여 특강을 개최했다. 렉터 부

최했다. '사회복지실습교육의 효과성 제고와 비전'이라는 주제로 열

을 할인 받게 된다.

총장은 목회심리학과 상담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2014년부터 이 대

린 이번 세미나에는 사회복지기관, 재단, 병원, 연구소 등의 기관장,

학의 총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실습 슈퍼바이저와 사회복지전공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연세 MBA Nite
서로 다른 네 가지 MBA, “우리는 One MBA”

연합신학대학원 상담코칭지원센터(소장 권수영)와 연세의료원

렉터 부총장은 이번 우리대학교 방문 기간 동안 학부생 및 대학

이번 세미나는 학교에서 습득한 이론과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원장 이철)은 9월 23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의료

원생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신학과 상담에 대한 수준 높은 학

의 교육 효과를 제고하고, 실습 슈퍼바이저들의 교류의 장을 만들

원 전 직원들을 위한 상담·코칭서비스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

문적 통찰력을 전달했다.

기 위해 마련됐다.

날 협약식에는 상담코칭지원센터 소장 권수영 교수와 연세의료원

첫 번째 특강은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You are Witnesses to

최재성 원장은 "사회복지실습은 학계와 현장의 연결고리로써 사

의 신동천 사무처장, 이수진 노조위원장, 그리고 의료원 각 분야의

Theses Things'라는 제목으로 열렸으며, 렉터 부총장은 연세신학의

회복지전공생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임직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미래인 학부생이 기독교적 증인이 되어 예수의 축복을 널리 전하라

번 세미나는 사회복지실천교육의 발전방향성을 모색함과 동시에

고 강조했다.

실습교육의 비전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협약식에 이어 권수영 교수의 ‘병원에서의 감정노동과 자기돌봄’
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어 많은 직원들

상담·코칭 전공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특강은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학생들의 전문적 실습교육을 위해 수년간

의 공감과 호응을 받았다. 특강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친절

'The Quest for Human Perfection: Idealization, Spirituality and Mystical

헌신한 세브란스병원 사회사업팀 이숙자 팀장과 '시소와 그네'의 이

과 미소로 항상 고객을 응대해야 감정노동의 개념과 사례들을 통해

Experience'라는 제목으로 열렸다. 이 강연에서는 인간은 절대자에

두진 부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한 사회복지실습과 슈퍼비전

병원 직원들의 자기돌봄을 강조하며 몇 가지 예방법들을 소개했다.

대한 유아기적 환상, 절대자와 부모의 동일시와 이에 대한 좌절 경

에 대한 강의 및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의 실습을 관리하고 있는 슈

또한 전문적인 상담 및 코칭을 통해 자기성찰과 회복, 성장의 기회

험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절대자의 추구에서 최종단계인 신을 추

퍼바이저의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하는 신앙을 통해 자신의 본질적 불완전성에 기인하는 불안을 해

개강으로 분주한 9월 4일 알렌관에서 ‘제1회 연세 MBA Nite’가 열

이번 협약은 의료원과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으로 맺

렸다. 이번 행사는 우리대학교의 4가지 MBA 프로그램(Corporate,

어진 결실로서 국내 최초 병원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

소할 수 있음을 강연했다.
마지막 특강은 'Early Selfobject Experiences and Gendered God-

Finance, Executive, Global MBA)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사를

: 직장인 지원 프로그램) 형태의 서비스라는 점과 한 대학 내에서

Representations'를 제목으로 진행됐다. 이 강연회에서 하나님 이미

사회복지대학원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BK21 플러스 사업에서 '
신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글로컬 창의 융합 사회복지 인재 양성사
업단'에 선정되어 우리나라 최고의 사회복지 전문가그룹으로 전문
인재 양성과 연구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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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이모저모

김대중과 한국야당사 출판기념회 개최

제2회 연세두유 알콩달콩 가족여행

43

2013년 김대중평화아카데미
가을학기 강좌 개설
김대중 대통령의 역사적 비전과 국제외교
아시아 최초의 대
통령도서관인 우
리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은 교육사
업의 일환으로
‘김대중평화아카
데미’를 매년 봄
과 가을에 운영하

올해로 2회를 맞은 ‘연세두유 알콩달콩 가족여행’이 참여 가족

고 있다.

들의 큰 만족을 얻으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가을학기에

연세우유와 테트라팩 코리아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2회 연세우

는 김대중 전 대

유 알콩달콩 가족여행은 연세두유로 건강을 지키는 가족들을 초

통령과 외교정책

청해 유기농 캠핑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홈페이지에서 응모를

을 수행한 대사

받아 다섯 가족을 엄선했다. 다섯 가족은 8월 31일부터 9월 1일

및 교수들을 초청

까지 1박 2일 동안 공주 장승마을에서 연세두유와 관련된 다양한

하여 김대중 전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대통령의 국제외

우리대학교 김대중도서관(관장 문정인)

이어서 진행된 출판기념회는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의 축사

은 9월 9일에 ‘김대중과 한국의 정당정

로 진행이 됐다. 이희호 여사 외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김대중과

이틀 동안 진행된 이번 가족여행은 연세두유의 제조 과정과

치’라는 주제로 학술회의와 연구총서 「김

한국야당사」(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의 국문판과 영문판의

테트라팩 패키지에 담기는 과정을 알아보는 연세우유 천안공장

학과 생생한 경험을 일반 대중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대중과 한국야당사」(류상영, 김삼웅, 심지

출간을 축하했다.

견학, 자연의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마련한 카라반 캠핑, 연세두

강좌는 김대중도서관 지하 1층 컨벤션홀에서 8주 동안 진행

연 편저)의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교정책에 대한 철

이 책은 1차 사료에 근거하여 그 동안 학문적 공백으로 남아

유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알게 한 가족 두유 요리 대회, 테트라팩

되며, 김대중도서관 홈페이지(www.kdjlibrary.org) 및 전자우편

학술회의에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 류

있던 김대중의 민주화 운동 시기와 야당 시기 활동에 대한 연구

재활용 방법을 생각하게 하는 테트라팩으로 시계 만들기, 퀴즈를

(kdjlibrary@yonsei.ac.kr)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전화 : 02-

상영 우리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가 있다. 이 핵의 출판과 동시

통해 연세두유에 대해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과 캠

320-7731/02-320-7725

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심지연 경남대 교

에 ‘김대중과 대중경제론’의 영문판과 ‘김대중과 한일관계’ 일본

프파이어, 두유의 원료인 콩이 자라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강원택 서울

어판도 출간되었다. 김대중도서관은 앞으로도 연구서적을 지속

벌에 대해 생생하게 배울 수 있는 아이러브벅스 견학, 콩이 간장,

회차

날짜

요일

강의주제

강사

된장이 되는 과정을 배우고 책에서만 보던 장독대를 직접 볼 수

1회차

2013.10.07

월

김대중 대통령의 국제외교철학

문정인

있는 뒤웅박 고을 견학 등으로 꾸며졌다.

2회차

2013.10.15

화

김대중 대통령의 한미 외교

양성철

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해 발표 및 토론을 했다.

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붓으로 남긴 경전의 세계

아내, 3남매와 함께 이번 여행에 참여한 김경수 씨는 “치열한

3회차

2013.10.22

화

김대중 대통령의 한일 외교

최상용

경쟁을 통해 참여한 보람이 있었다”며, “처음 해보는 카라반 캠

4회차

2013.10.29

화

김대중 대통령의 한중 외교

이남주

5회차

2013.11.05

화

김대중 대통령의 한러 외교

정태익

6회차

2013.11.12

화

김대중 대통령의 한 ASEAN 외교

양봉렬

7회차

2013.11.19

화

김대중 대통령의 한 EU 외교

라종일

8회차

2013.11.26

화

김대중 대통령의 한미, 대북외교 비사

김동현

핑과 아이들이 직접 썬 재료로 요리한 가족 두유 요리 대회는 절

학술정보원, 제18회 고문헌 작은 전시회 개최

대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1박 2일 간의

학술정보원(원장 김진우)에서는 인문학연구원 HK문자연구사업

우, 경전의 원문과 한글 번역인 ‘언해(諺解)’를 병기한 경우, 그리고

모든 일정을 함께 한 연세우유 브랜드 팀 김수정 팀장은 “연세두

단과 공동 주최로 제18회 고문헌 작은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

우리나라 학자의 경전에 대한 주석을 필사한 경우 등 그 양상이 매

유 알콩달콩 가족여행은 맛과 영양이 우수한 연세두유의 품질을

시 주제는 ‘붓으로 남긴 경전의 세계’이다.

우 다양하다. 그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구복(求福), 학문적 학습과 수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기획한 행사”라며, “내년

련, 예식의 집전 등 필사의 동기 역시 다양하다.

제3회도 알찬 프로그램으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전시회에서는 『주역(周易)』, 『춘추(春秋)』, 『중용(中庸)』, 『도덕
경(道德經』, 『남화경(南華經)』, 『화엄경(華嚴經)』 등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분야의 대표적인 경전 필사본을 엄선하여 전시하고 있다.
고문헌 필사본은 금속활자본과 목판본 등의 인쇄본 서적과 더불
어 과거 선인들이 지식을 양산하고 공유, 확산하는 데 주요한 한 축
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전 필사본의 경우에는 경전 전체를 필사
한 경우, 혹은 경전의 주요한 부분을 선별하여 초록하여 필사한 경

이번 전시는 서적이 귀했던 옛 시대, 선인들의 학문 습득과 종교

* 연세우유 홈페이지 http://yonseimnlh.com/milk/

적 신앙 및 신념의 체현이라는 측면에서 경전(經典) 필사본이 어떠

* 연세우유 블로그 http://blog.naver.com/yonsei_life

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지 그 실례를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 연세우유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onseilife

될 것이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9월 2일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전시 장소는 중앙도서관 5층 국학자료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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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동정

백양로 재창조 사업 기부자
참여 기간 : 2013.7.24~2013.9.23

백양로 재창조에 힘이 되어주셔서
고요한 교수
「가르침의 교육현상학적 이해」
발간

고요한 교수(원주 교양교직)는 가르침에 대한 교육현상학적 고찰을 통한 교육
의 본연적 현상을 갈무리한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가르침에 대한 교육학적
인식관심을 바탕으로 해석학적-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가르침의 본연성에
대하여 살펴보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1억원 이상
동문

최용섭(언론홍보최고위과정07) 가든파이브 웨딩컨벤션 회장

학부모 김재진/김소민(화학10)

동문

최병구(최고경제인과정03) ㈜아마넥스 대표

동문

장재숙(간호78) 제일병원 팀장

동문

민영우(상학64) 동일방직 상임감사

동문

김훈(경영84) 부국증권 상무

동문

이용태(영문61)

동문

최영수(기계66) 삼원정밀공업사 대표

동문

민충식(경영71) 전북에너지서비스 대표이사

직원

이은정 기획실 예산팀 과장

1천만원 이상		

김원옥 교수
제17대 교수평의회
의장 선출

서경 선수
국가통계발전 공로로
정부 포장 수상

오문현 교수
‘Asian Rising Stars’ 상
수상

김원옥 교수(마취통증의학교실)가 제17대 교수평의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재직
평교수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김 교수는 9월 1일
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교수평의회를 이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의대 교
수평의회 회장으로도 선출돼 두 직분을 겸직하게 됐다.

서경 교수(강남 산부인과교실)가 8월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제19회 통계
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 통계 분야의 발전 공로로 근정포장을 받았다.
1976년부터 국가 보건통계 기반 구축에 참여해 온 서경 교수는 1992년부터 국
내 영아모성사망조사의 연구 체계화를 통해 우리나라 사망원인통계의 정확성
과 신뢰도 향상에 큰 기여를 해 왔다. 또한 2009년부터는 국제 질병 사인 분류
를 관장하는 세계보건기구 분류 그룹(WHO-FIC) 한국대표로 우리 측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2011년 국제 질병 분류 개정에 한국 측 제안 사항을 처음
반영시키는 등 우리나라 보건통계의 기반 구축 및 품질개선에 이바지했다.

오문현 교수(화학)가 2013년 8월 19~23일 The Singapore National Institute of
Chemistry 주관으로 개최된 The 15th Asian Chemical Congress에서 Coordination
Polymer Particles 연구 분야의 발전에 공헌한 바를 인정받아 'Asian Rising Stars' 상
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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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금호전기㈜ 대표이사 부회장 박명구(전자78)

동문

김호(의생활64)

동문

정태섭(토목63) ㈜신성엔지니어링 회장

단체

연세체육회 회장 박갑철(법학61)

동문

이동헌(경영64) 한림상사 대표이사

동문

강선중(정외61) ㈜크로바케미칼 회장

동문

조기남(체육70) ㈜국민피앤텍 대표이사

동문

이수진(간호94) 제일병원 대리

동문

조병욱(법학55) 한국번역가협회 자문위원장

동문

김종완(일반행정전공90) 국민대학교 퇴직교직원

동문

김원배(행정85) KB국민은행 차장

동문

안효상(심리93) SK브로드밴드㈜ 매니저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 대표 강석희

동문

권혜자(물리60)

동문

박원규(경영67) YU&ICompuNet 대표이사

동문

이승은(중문02) 부평여자고등학교 교사

동문

송윤탁(경영92)

동문

이지섭(요업76) LG화학 연구위원

단체

과연회 대표 문정호(행정75)

동문

심진규(의학88) 중앙연합의원 원장

동문

임성범(일반행정전공03)

동문

고영채(일반행정전공94)

동문

이선희(종음77) 세브란스병원 교역자

동문

오철우(응통78) 신용보증기금 본부장

동문

박승균(토목65)

동문

이형근(의학92) 연세제일의원 원장

동문

허기선(토목82) 서울문산고속도로㈜ 팀장

동문

유상훈(행정05) 광주과학기술원 담당

동문

김재인(영문67) 성신여자대학교 前교수

동문

송호승(교육60) 송호승세무회계사무소 前대표

1백만원 이상		
기업

1백만원 미만		

기부자 예우
임수빈 교수
AMA 학회
‘우수 혁신 논문상’ 수상

임수빈 교수(경영대학)가 지난여름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AMA(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학회에서 ‘2013 우수 혁신 논문상(The best track paper
award in technology and innovation track)’을 수상했다. 수상 논문은 ‘The Effect of
Channel Partner Knowledge Management on New Product Outcomes’이다.
AMA 학회는 전 세계 마케팅 학자들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학회이며, 마케팅 전
략 분야에서 권위를 자랑한다.

● 감사편지, 감사패 증정
(1천만 원 이상) ● 교내 주요 행사 초청
● 세브란스병원 건강검진권 감면 (30%)

독수리

이성일 명예교수
셰익스피어 <오셀로>
번역 출판

영문학과 이성일 명예교수는 8월 25일 나남출판사에서 셰익스피어 선집 제4
권으로 <오셀로>를 번역 출판했다.

● 무료 주차 (연 250시간)
● 세브란스병원 무료검진권 1매
● 무료 주차 (연 500시간)

● 출연자 희망에 따라 실 명칭 부여
진리
(10억 원 이상) ● 세브란스병원 무료검진권 4매
● 무제한 무료 주차			

● 부속교육기관 학비 감면 (50%)
● 세브란스병원 진료비 감면 (50%)

● 특수대학원 학비 감면 (50%)
● 세브란스병원 VIP 의전 서비스

● 출연자 희망에 따라 건물 명칭 부여
●
세브란스병원 무료검진권 8매
(50억 원 이상)
● 무제한 무료 주차			

● 부속교육기관 학비 감면 (100%)
● 특수대학원 학비 감면 (100%)
● 세브란스병원 진료비 감면 (100%)
● 세브란스병원 VIP 의전 서비스
● 동문회관,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 (100%)

(1억 원 이상)

명예교수 소식

● 연세달력 발송
● 부속교육기관 학비 감면 (20%)

● 부속교육기관 학비 감면 (30%)
● 세브란스병원 VIP 의전 서비스

청송

자유

● 출연자 희망에 따라 로비 명패 부착
● 세브란스병원 진료비 감면 (10%)

● 대학정기간행물 발송
● 도서관 이용 자격 부여

● 동문회관,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 (20%)

● 동문회관,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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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안내

영화의 실천

문자를 다시 생각하다

이윤영 교수(커뮤니케이션대학원)는 노엘 버치(Noel Burch)의 저서 ‘Une Praxis du cinema’를 번역한 「영
화의 실천」(아카넷)을 펴냈다. 이 책은 영화적 ‘모더니즘’ 시기인 1950년대와 60년대 유럽의 ‘예술영화’를
성찰의 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이 책의 목적은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마르셀 아눙, 장-뤽 고다르, 알랭
레네, 알랭 로브-그리예, 자크 타티, 잉마르 베리만, 조르주 프랑쥐 등의 영화에 나타난 새로운 영화 형식
과 표현 기법을 해명하는 데 있다. 버치는 거대이론이나 사변에서가 아니라 창작자인 영화감독의 입장에
서 출발해 영화의 실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사유한다.
이 책은 내용 자체가 지극히 집약적이고 압축적이다. 전통적인 서구의 철학적·미학적 개념뿐 아니라,
1960년대 영화이론에서 논의된 개념들이 별다른 배경 설명 없이 곧바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지
식이 없으면 내용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역자는 그런 만큼 독자들로 하여금 내용을 따라가게 할 수 있
는 꼼꼼한 각주를 달았다.

공지

한자 문화학
인문학연구원 김은희 HK연구교수가 중국 북경대 교수를 역임한 허주잉(何九盈)의 저서를 번역해 「한자
문화학」(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을 펴냈다.
이 책은 20세기 후반에 전문적인 학문영역으로 정립된 ‘한자문화학’의 연구 이론과 방법, 연구 내용에
대해 소개한 책이다. 기존의 한자문화 연구의 틀에서 벗어나, 한자와 의식형태, 한자와 사유방식, 한자와
한어 및 방언, 한자와 원시문화 등 한자와 중국 민족, 중국 문화, 중국문화권의 관계를 거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한자의 다양한 문화적 관계 속에서 한자의 특징을 재발견할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
중국인의 문자에 대한 인식과 중국 사회에서 한자의 위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

| 정문 출차 시 직진 및 좌회전 불가
| ‘연세로’ 양방향 차량 운행 불가 등

방

횡단보도
추가설치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
구’ 공사에 따라 우리대학교 신촌캠퍼스 및 신촌
주변 교통체계가 크게 달라진다. 학교 정문 출차
시 직진 및 좌회전이 불가하며, 신촌오거리(신촌
로터리)에서 학교 정문으로 이어지는 ‘연세로’는
양방향 차량 운행이 전면 중단된다.

좌회전
신설
신촌기차역

1. 변경 일시 : 2013. 9. 28.(토) 09:00~
2. 변경 사항
1) 정문 앞 횡단보도 1개소 추가 설치
2) 본교 정문 출차 직진 및 좌회전 불가
- 정문 이용 신촌오거리(신촌로타리) 방면
및 사직터널 방면 차량 운행 불가
3) ‘성산로’ 좌회전 본교 정문 진입 불가
4) 신촌오거리(신촌로타리)에서 본교 정문 방
면 차량 운행 불가
- ‘연세로’ 양방향 차량 운행 불가
5) 신촌기차역 굴다리에서 연세대학교 방면으
로 좌회전 신설
3. 신촌캠퍼스 내 교통 및 주차에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우관 지하주차장 및 SK국제학사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기 바람.
4. ‘연세로’ 공사에 따른 정문 출차 제한에 대한 불
편함을 다소나마 보완할 수 있도록 남문 개방
을 서둘러 준비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말 개방
예정임.

널

신촌
세브란스병원

터

직진, 좌회전
출차금지

야구장

창서초등학교

서대문구
창천동

통 행 금 지

국학연구원 동아고전연구소 소장인 이광호 교수(철학)는 「퇴계와 율곡, 생각을 다투다」(홍익출판사)를
지난달 8월 20일 출간했다. 이 책은 조선유학사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차지하는 퇴계와 율곡이 주고받
은 시와 편지, 그리고 퇴계 사후 율곡이 작성한 만사와 제문과 유사(遺事)를 최초로 함께 모아 번역과 해설
을 통하여 소개하는 책이다. 직접 주고받은 내용을 통하여 두 인물의 사상의 지향과 내용, 그리고 그 차이
를 실감할 수 있는 책이다. 유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현대적 계승은 두 인물 사상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극복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연세대학교

연 세 로 양 방 향

퇴계와 율곡,
생각을 다투다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공사에 따른
교통체계 변경 안내

화

모종린 교수(국제학대학원)는 베리 와인가스트(Barry R. Weingast) 스탠포드 교수와 공동으로 수행한 한
국 발전 역사 연구를 하버드대에서 단행본으로 출간했다.
한국은 개도국 중 경제와 정치 발전을 동시에 실현한 거의 유일한 국가다. 한국 발전에 대한 기존 문헌
은 한국 발전을 1960~1970년대의 개발국가, 1980년대의 민주화 등 특정 시대에 선택한 정책과 제도로 설
명한다. 저자들은 기존 이론의 대안으로 한국 발전을 한국 사회가 폐쇄사회(limited access order)에서 개
방사회(open access order)로 전환하는 장기 과정으로 규정하고, 그 과정을 세 번의 전환점과 전략적 선택
으로 설명하는 ‘다단계 전환론’을 제시한다. 다단계 전환론은 한국의 발전이 수출주도경제 전환(1961), 민
주화 이행(1987), 외환위기 후 시장개혁(1997) 등 정치와 경제의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일련의 위기
를 개방적 제도 개혁으로 대응하고 극복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다단계 전환론은 한국 발전에
대한 포괄적 접근법을 제시하는 동시에 한국 성장 모델을 다른 개발도상국과 공유 시 반드시 필요한 한국
발전의 역사적 맥락을 제공한다.

면

대운동장

한국의 정치와 경제 발전

금

Korean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인문학연구원 윤주옥 HK연구교수가 로이 해리스(Roy Harris)의 저서를 번역해 「문자를 다시 생각하다
(Rethinking Writing)」(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를 펴냈다.
원저자 로이 해리스는 문자 기호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평가된다. 이 책에서 해리스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시작된 음성주의적 문자관이 어떻게 20세기 구조주의 언어학의 창시자인 소쉬르에게
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그 과정에서 전통적인 문자관이 간과한 점들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에 대
한 대안으로서 기호학적인 ‘통합주의적 문자관’을 제안한다.

CGV

현대백화점

신촌지하철역

직진금지
창천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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