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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MYUNG BRIDGE>는 계명과 계명인, 나아가 세계와 계명을 잇는

가교로서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어 더 넓은 세상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건너보지 않으면 다리의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듯이, 

우리는 <KEIMYUNG BRIDGE>를 통해 새로운 계명대학교의 가치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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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 정의, 사랑과 함께

빛으로 향하는 계명의 새로운 행로

아주 먼 옛날의 학자들은 

존재의 진실상(眞實相)이 그곳에 드러나게 되는 장소를

이성(理性)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성을 통해

은폐되지 않고, 드러나 있는 진실인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계명의 120년 역시 진리를 찾기 위한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 무엇도 담겨 있지 않는 빈 초상화, 

그곳에는 정의와 사랑으로 빛나는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지역과 함께 보낸 한 세기를 넘어

우리는 이제 세계라는 새로운 시작점에서 

새로운 120년을 써 내려갈 것입니다.

Tabula Rasa

Keimyung,s Portrait



120th anniversary

시간이 다듬어낸 
오롯한 실루엣

사랑, 빛이 되어 뻗어나가다 백지(Tabula Rasa)위에 세워진 학문의 전당

인간과 세계를 향한 사랑으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던 작은 초가집, 제중원.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서로 연결될 수 있었다. 혼자가 아닌 함께이기에 

새로운 희망은 계명이라는 빛으로, 그 빛은 다시 세계를 향하고 있다.

우리가 얼굴을 가질 때까지 비워 놓겠다는 다짐, 그 다짐을 새겨넣은 백지는

성서캠퍼스 본관의 정문 바로 앞에서 우리를 맞이한다. 비움 속에 담긴 수많은 질문.

한 세기가 넘는 120년의 시간 동안 그것은 계명이라는 하나의 답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함께 만든 계명 120년

함께 빛낼 계명 120년

1899 2019

대명본관(1955) 성서본관(2019)

KEIMYUNG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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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와(Rev. Dr. James E. Adams, 1867~1929) 선교사와 장인차(Dr. Woodbridge O. Johnson, 

1869~1951) 의료선교사는 1899년 12월 24일 오늘의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의 전신인 ‘제중원(濟衆院)’

을 지금의 대구 약령시장 내 설립했다. 가난하고 굶주린 척박한 현실에서 제중원은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죽음의 순간에서 다시 찬란한 삶의 순간으로 사람들을 구한 선교사들의 사랑은 계명의 시작이었다.

제중원(濟衆院) (1899)

동산기독병원 내 간호부 양성소(계명대학교 간호대학 전신) 수업 광경 (1924. 5. 5.)

사랑을 심고,

사람을 구하다 제중원1899

1911년 제중원은 동산기독병원으로 이름을 바꾸

고 1924년에는 동산기독병원에 간호부 양성소

를 설립했다. 만인에게 사랑을 나누어주었던 기독

교 정신은 여성 교육의 기회로까지 이어졌다. 이는 

계명대학교 간호대학의 첫걸음이었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제중원을 동산기독병원으로 개명

동산기독병원 내 간호부 양성소 설립

1911
안두화 박사의 본관 정초의식 (1955. 5. 20.)

안의와 선교사는 장인차 의료선교사와 대구에 함께 살면서 교회를 

설립하고 교육과 선교에 힘을 쏟았다. 이후 안의와 선교사의 아들 

안두화 박사(Rev. Dr. Edward N. Adams, 1895~1965)는 1948

년 선교부에 임명되면서 서울의 연희전문학교와 같은 기독교 대학

을 대구에 설립하고자 기성회를 조직했다. 그리고 1954년 최재화 

목사, 강인구 목사와 함께 계명기독대학을 설립했다. 계명기독대

학은 1964년 계명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한 뒤 발전을 거듭해 1978

년 종합대학으로 승격됐다.

계명, 

찬란한 빛의 시작

계명기독대학 설립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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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부터 대학을 인문학부, 경상학부, 이공학부, 예술학

부 4개 학부로 나누고 4개 단과대학으로 구성된 준 종합 대학 

체제를 갖춘 계명대학교는 1978년 ‘종합대학 승격 인가’라

는 빛나는 성과를 이루었다. 당시 종합대학으로 승격한 대학

은 단 2개뿐이었고, 사립대학으로는 계명대학교가 유일했

다. 진리를 향한 끊임없는 탐구는 세상을 향해 빛을 열어가

고 있었다.

현대화된 의술, 외국 원조, 무상 제공되었던 약품과 위생 재료로 인해 동산병원은 인술을 펼치는 곳으로 전국에 알려졌

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 경제 개발과 함께 새로운 병원 발전의 모델이 필요했다. 이 시기의 계명대는 종합대학 승격과 

함께 ‘제2의 건학’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이처럼 교육과 의료라는 두 분야에서 사회적 소명을 다하고 있

었던 두 기관이 마침내 손을 잡고 통합을 진행했다. 1980년 10월 18일 대구동산병원을 해산하고 학교법인 계명기독대

학으로 정관을 변경 및 인가받았다. 그로부터 1년 뒤 1981년 의과대학 부속 동산병원으로 개원하여 새로운 도약을 준

비하였다.

대구동산기독병원,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동산병원으로 개원

의과대학 부속 동산병원 개원 및 원장 취임예배 (1981. 2. 2.)

종합대학 승격 후 문과대학 현판식 (1978. 3.)

진리를 향해 쌓아올린

이성의 탑

종합대학으로 승격

1978

1980

1979년부터 시작된 성서캠퍼스 조성사업은 엄격한 재정 운

용과 체계적인 계획 추진을 통해 특별한 부채 없이 진행되었

고, 1996년 2월에는 준공 및 대학본부 이전을 성공적으로 마

칠 수 있었다. 이로써 새로운 터에서 새로운 비전을 구상하

고, 세계 무대로 향하는 계명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대학본부 

이전 후 지속적으로 교육 및 연구 시설과 부대 시설들을 신축

해 나갔고 세계 속에서 빛나는 인재들의 요람이 완성되었다.

세계 무대를 향한

제2의 창학

대학행정본부 성서캠퍼스 이전

성서캠퍼스 본관 준공 봉헌예배 (1996. 2. 25.)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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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동방의 나라였던 조선에 사랑이라는 가치만을 좇아 온 거룩한 정신. 그 정신에서 시작했기에 계명대학교는 세계로의 도

전을 멈추지 않았다. 미국과 일본, 터키 등 세계 각국의 우수한 대학 및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진리의 전당을 넘어 글로벌 

허브로서 거듭나고 있다.

계명의 120년 역사는 학문을 통해 사람을 구하고, 대학을 통해 깨달음을 전파하며, 세계와 계명인을 연결하는 오늘에 이르렀

다. 지금까지 보내온 시간보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무한한 시간 역시 치열하게 탐구하고, 끊임없이 고민하며, 결국에는 

진리라는 답을 찾는 여정이 될 것이다.

동산의료원 개원 100주년 기념 예배 (1999. 10. 1.)

계명대학교 창립 115주년 선포식 (2014. 9. 1.)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2019)

대명캠퍼스, 성서캠퍼스, 동산캠퍼스에서 계명대학교는 달성

캠퍼스와 칠곡 동영캠퍼스로 학문의 경계를 넓혔다. 또한, 교

육과학기술부 지정 잘 가르치는 대학(ACE), 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등 다양한 국책사업을 통해 계명의 빛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국에서 온 작은 온정이 커다란 횃불이 되

어 세상을 밝히게 된 것이다.

인간과 세계를 향한 사랑, 동산

1999년 10월 1일, 척박한 현실에서 사랑으로 가득했

던 초가집은 100년이라는 한 세기를 넘어 전국적인 

명성과 의학수준을 자랑하는 일류 의료기관으로 변

모했다. 지역 기관장과 교계 지도자, 의료 종사자들이 

초청된 100주년 기념 예배는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

는 사람들의 설렘으로 가득했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개원 100주년

1999

나와 세계를 잇는 가교, 계명

창립 120주년 2019

진리의 지평을 넓히다

창립 115주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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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새로운 120년 

역사를 시작하는 ‘메디컬 프론티어’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120년 동안 동산동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았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지난 4월 15일, 성서에서 새 역사를 시작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과 

친환경 설계를 갖춘 새 병원은 그동안 대학병원이 없었던 달서구와 경북 인근의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12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며 어떤 기록을 남겨왔는지, 어떤 모습으로 ‘메디컬 프론티어(Medical Frontier)’로서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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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년 전 제중원으로부터 시작된 역사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인 1899년 12월 24일. 옛 대구제일교회 자

리에 현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의 전신인 ‘제중원(濟衆院)’이 설립되

었다. 당시 한강 이남에 개원한 최초의 병원이었으며, 영남지역 최

초로 서양 의술을 펼친 진료소이기도 했다. 지금의 계명대학교 동

산병원은 제중원과 ‘미국약방’을 개원한 존슨(Dr. Woodbridge O. 

Johnson, 1869~1951) 의료선교사의 노력으로 시작되었다. 제중

원이 처음 개원했을 때는 통풍이 잘되지 않는 위치에 자리한 데다, 
장마 때마다 선교관 앞 달서천으로 떠내려오는 쓰레기의 고약한 냄

새 때문에 여러모로 고충이 많았다. 밥을 지을 때마다 자욱한 연기로 
고생하기도 했으며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개 짖는 소리와 다듬이 소

리, 무당 굿하는 소리 또한 골칫거리였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새 자리가 절실했는데, 그곳이 지금의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

원 자리이다. 고지대였기 때문에 소음과 연기의 방해를 받지 않았으

며 공기가 맑고 전망이 좋았다.
이후 동산병원은 1980년 의과대학을 설립하여 계명대학교와 통합

하고 1982년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어 의과대

학, 간호대학, 대구동산병원, 경주동산병원을 산하에 둔 의료기관으

로 자리매김하여 ‘메디컬 프론티어’ 정신을 이어나가게 되었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과 대구동산병원으로 양병원 체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은 2018년 9월 28일 달서구청으로부터 새 병

원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같은 해 11월 30일 건설사로부터 최종 인

수를 받아 올해 4월 15일 성서 시대를 개막했다. 새 병원의 이름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며 환자에게 최우선으로 적합한 설계를 위

해 존스홉킨스대 병원과 같은 세계적 수준의 미국 병원 여덟 곳을 

모델로 삼았다. 병원 외관은 ‘감동의 손길이 함께하는 치유의 동산’

을 콘셉트로 ‘치유의 손’, ‘교감의 손’, ‘기도의 손’을 표현해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대지 40,228.4㎡(12,169.03평), 연면적 179,218.41㎡(54,213.32평)

에 지하 5층, 지상 20층의 건물, 1,041병상을 갖춘 지역 최대 규모

의 의료기관으로 거듭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은 최첨단 시설과 환

자 중심의 의료체계로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심뇌혈관질환센터와 암치유센터가 중심이 되어 중증질환 및 

고난도질환을 집중 치료하는 연구중심적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자

리매김할 방침이다.

기존의 동산동 터에는 2차 종합병원인 ‘대구동산병원’이 자리 잡

는다. 개원 3년 이후까지 500~600병상 규모로 발전시킨다는 계획 

아래 209병상 규모에 22개 진료과를 개설한다. 동시에 만성질환, 

신장 및 혈액투석, 소화기진료 등을 특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최첨단 시설과 친환경 설계로 스마트 병원의 면모 강화

새로 건립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은 규모뿐만 아니라 의료장비도 국내 

최고 수준을 갖추고 있다. 방사선량과 소음을 대폭 줄이고 검사 속도를 

개선한 국내 최고 사양의 MRI와 CT가 설치되었으며 암 진단에 특화된 

디지털 PET-CT와 주사약 자동조제 시스템(ADS)이 도입되었다. 중환

자실은 감염방지를 위해 1인실을 강화했다. 

대구·경북 최초의 스마트 병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또한 철저히 했

다.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질병정보를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하이차트

(HI-Chart) 설명처방 서비스로 환자와 보호자의 이해를 돕고, 종합건강

검진 결과를 모바일로 확인하도록 하는 모바일건강검진 서비스를 도입

해 편의성을 높였다. 진료 예약과 결과 확인, 주차 정산 등의 병원 이용 

과정을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앱은 스마트 병원으로서 환자

와 보호자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이다. 

새 병원은 미국 그린빌딩협의회(Green Building Council)로부터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물임을 인증하는 그린빌딩 등급 시스템 인

증을 받은 건축물이기도 하다.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미국친환경건축물인증) 기준에 부합하도록 

건축 설계, 자재 및 자원, 실내 환경과 병원 내부 공기, 물 등 모든 부분

에 친환경 요소를 접목했다. 이는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뿐

만 아니라 실내 공기의 질을 높이고 물, 에너지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

출량을 감소시키는 역할까지 한다.

국내 최고 수준의 수술센터와 시설 갖춰

국내 최고 시설의 수술센터는 새 단장을 마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의 

또 다른 자랑거리다. 비수도권 병원 최초로 3개의 로봇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음성인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의사가 손과 발을 쓰지 않고 음성

으로 모든 수술 장비를 자동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수술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수술실에서 동일한 시술이 가능한 수술실 

통합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수술실에 설치된 캠은 수술 전 과정을 

촬영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실시간 라이브 수술(Live Surgery)을 

가능하게 한다. 영상을 보며 의료진이 채팅을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

다는 것도 장점이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설계도 돋보인다. 클린존으

로 구분된 수술센터는 모든 출입이 제한되어 항상 청결한 상태가 유지

된다. 또한, 수술실 입구에 에어커튼을 설치하여 외부 공기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병원 옥상에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을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헬리포트를 설치했으며 글로벌 병원으로서 

2개 국어 동시통역이 가능한 국제회의실도 갖추었다. 

환자 중심의 운영 및 설계 도입

철저한 환자 중심의 운영과 설계도 눈에 띈다. 건축적인 면과 병원 서비스 

이용 면에서 환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시스템들을 마련했다. 대

구 지하철 2호선 강창역에서 병원 지하로 곧장 들어갈 수 있어 이용객들

이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병원 내부에서도 길을 찾는데 혼란

이 없도록 아트리움(메디프라자)을 기준으로 외래진료부와 중앙진료부를 

분리했다. 또한 성서에 위치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과 동산동에 위치한 

대구동산병원 간의 진료 연속성을 고려해 환자 순환버스도 운영한다. 

환자와 보호자가 심리적 및 신체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도 마련

되어 있다. 외래동에는 야외정원 조망이 가능한 휴게공간을, 병동부에는 

자연경관을 고려한 데이룸을 확보해 환자 편의와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김권배 동산의료원장은 “새 병원 주변은 의과대학, 간호대학, 의과학연구

동, 약학대학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메디플렉스(Medical Complex)를 이

루어 ‘메디시티 대구’를 이끌어 가는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톤기념병동인 남병동 신축 현장 (1967)04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이전 봉헌식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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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본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예배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하이브리드 수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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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Anniversary

th 이야기는 삶을 경험하는 여러 가지 사건의 매듭이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우릅니다. 

계명이 걸어온 120년, 

한 세기를 넘어 또 다른 한 세기로 

나아가는 시간 속에서

계명의 수많은 이야기가 다시 또 이어집니다.

헌신과 봉사, 사명과 피땀으로 일군 1899년의 시작이

진리와 사랑, 정의의 정신으로 2019년 바로 지금, 

세계를 향해 빛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값진 수많은 계명인들의 발자취가

계명이 가진 가치를 끊임없이 더했듯, 

계명인이 써 내려간 이야기들이

계명을 넘어 세계 속의 새로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올곧은 철학과 변함없는 계명 정신으로 

내일을 향해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함께 만든 계명 120년

120년을 만든 계명인 Story

120th Anniversary

Keimyung,s story



Sense of mission that  made Keimyung of today

오늘의 계명을 있게 한 

세 글자, ‘사명감’ 

동천(東泉) 정순모 이사장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계명대학교 120년 역사의 토대에는 계명과 함께 큰 뜻을 키워나간 무수한 

계명인들의 노고가 자리하고 있다. 1974년부터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이사와 이사장으로 헌신한 정순모 목사는 오늘날 계명대가 맞이한 역사의 

산증인이라 할 수 있는 인물이다. 45년이라는 세월동안 계명대의 전환과 

도약, 성장에 기여해 온 그는 함께 만든 120년만큼이나, 눈부시게 빛날 

앞으로의 120년에 대한 기대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계명과의 첫 인연이 되어준 ‘故 신태식 박사’

1931년 부산에서 태어난 정순모 이사장은 1954년 부산대 법대, 1959년 장로회신학교를 졸업했

다. 1960년 경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그는 같은 해 대구 계성중·고등학교에 교목으로 부임

하게 된다. 故 안두화 목사와 계명대 설립의 기초를 마련한 인물이자 계명대 초대 명예총장을 지낸 
故 신태식 박사와 인연을 맺은 것도 바로 그때부터였다. 
“당시 계성중고등학교의 교육 수준과 환경은 어느 명문 학교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우수했

습니다. 교사 한 사람마다 연구실과 사택을 제공해 줄 정도였죠. 교육관을 비롯한 학교 시설과 귀

하디귀했던 하몬드 오르간도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의 학구열도 대단했고요. 
이렇게 훌륭한 학교를 만들어낸, 남다른 열의의 신태식 교장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정순모 이사장이 기억하는 신태식 박사는 자유와 책임을 함께 추구하는 자유주의 사상의 교육자

다. 자유를 누리며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되, 그에 대한 투철한 책임의식을 강조했다고 한다. 계성

중학교와 숭실전문학교를 나와 일본 동북제국대학 인문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피츠버그대학원에

서 수학한 신 박사가 개인적인 영달을 추구하지 않고, 남다른 열의로 오로지 교육에 힘쓰는 모습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서른두 살이 된 1963년, 정 이사장은 대구 동로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해 같은 교회에 장로로 있

던 신 박사와 교류를 이어나갔다. 교육자로서 존경해마지 않던 이가 장로로 있는 교회였기에 몇 번

을 고사하기도 했지만, 신 박사를 비롯한 장로들과 교인

들의 신뢰 덕분에 그는 정년인 2001년까지 평생을 동로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학교법인 계

명대학교, 계성학원, 신명학원의 이사와 이사장으로 헌

신하며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에도 이바

지했다. 

“1973년에 학교법인 계명대학교의 이사를 맡게 되었습

니다. 목회자로서 외도를 하는 것은 아닌지 무척 고민이 
되어 몇 차례 거절을 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신태식 박사가 가지고 있던 투철한 교육관과 섬김의 정

신에 감화를 받기도 했고, 특히 기독교 정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계명대에 목회자로서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결국 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성장의 전환이 된 ‘1977년’

정순모 이사장에게 1977년은 특별한 해로 남아 있다. 바

로 계명대학교의 종합대학 승격이 결정된 해이기 때문이

다. 1970년대에는 국내의 많은 대학들이 ‘대학교’라는 명

칭을 사용할 수 있고, 학과 신설이나 학생 모집 등에 많은 
이점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로 종합대학이 되길 바라고 
있었다. 계명대는 1974년 문교부로부터 전국 6개의 실

험대학 중 하나로 선정되어 영남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도 그 내실을 인정받고 있었지만, 당시 정부의 종합대학 
억제 정책 탓에 종학대학 승격에 필요한 허가를 쉽사리 
받지 못했다. 

“1976년, 당시 기획실장으로 있던 신일희 박사로부터 종

합대학 승격에 힘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

다. 이후 사방팔방으로 방법을 찾아다녔고, 자문이나 도

움을 구할 수 있는 이들을 찾아다니며 학교의 우수성과 
종합대학 승격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다행히 지방대학 
육성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1977년 종합대

학 승격을 허가받았고, 1978년 3월 1일자로 계명대는 종

합대학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1978년, 대학 발전의 새로운 전환

이 될 사건이 하나 더 일어났다. 동산기독병원과의 통합

으로 의과대학 설치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

다. 정 이사장은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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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 너, 계명, 이웃, 한국, 인류, 자연, 교회, 예수, 하나님

2) 진리, 정의, 사랑, 나라, 학문, 탁월, 윤리, 봉사, 은혜, 구원

3)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독어, 불어, 노어, 나전어, 희랍어, 히브리어

“1972년 계명대 법인정관변경으로 갈등과 소송을 겪었던 경북노회가 
대구와 경북,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렇게 5년의 시간을 보내고 1977년 
갈라진 두 노회를 재통합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죠. 계명대학교와 제

가 속한 대구노회, 동산병원 운영을 맡았던 경북노회가 정식으로 통합을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종합대학 승격 이후에는 기독교 정신에 입

각한 의과대학 설치를 위해 학교와 동산기독병원이 1978년 통합한 데 
이어 1980년에 의과대학 설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새로운 미래의 시작, ‘성서캠퍼스’

이처럼 정순모 이사장은 종합대학 승격뿐만 아니라 동산기독병원과의 
통합, 의과대학 설치 등에 기여하며 계명대학교의 성장과 발전에 지대한 
업적을 남겼다. 또한, 기독교 교육기관의 이사장으로서 사립학교의 자율

성과 정체성 수호에도 앞장서는 등 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에도 이바지

해 왔다. 45년이라는 세월을 계명과 함께 해 온 그에게는 모든 순간들이 
특별한 의미로 남아 있지만, 대학 성장의 새로운 전환점이자 도약의 발

판이 된 종합대학 승격과 의과대학 설치는 특히나 보람이 된 특별한 일

로 기억에 남아 있다고 한다. 
“비록 이사장이라는 자리를 맡고 있지만 제가 학교 발전에 큰 공을 세웠

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립자 분들을 비롯해 학교에 헌신해 
온 많은 분들의 노력이 오늘날의 계명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그는 계명대의 역사를 논할 때 성서캠퍼스 조성을 빼놓을 수 없다고 말

했다. 대명캠퍼스가 계명의 시작이라면, 성서캠퍼스는 대학의 새로운 미

래를 도모하게 된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빈터였던 곳이 1983년 
자연관(현 백은관)을 시작으로 하나둘씩 채워지며 번듯한 캠퍼스의 모

습을 갖춰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계명대학교가 열어나갈 더 큰 도약

을 예감할 수 있었다고 한다.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공들여 완성된 성서캠퍼스를 볼 때면 신일희 총

장의 작품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건축으로 이름난 대학의 석학조차도 
우리 캠퍼스의 조형미와 건축미학, 통일성에 찬사를 보낼 정도죠.”

새것과 옛것이 조화될 때 빛은 열린다 

정순모 이사장이 이야기한 캠퍼스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건축적인 면에

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그는 기독교 정신 아래 교수와 학생, 교직원들이 
하나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옛것과 새것이 조화를 이루는 
모든 풍경이 계명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라 말했다. 
“대학 사회는 늘 신구의 가치가 충돌하고, 이를 통해 갈등을 빚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대학의 본질이자 성장의 계기라 할 수 있지요. 저는 우리 
대학의 학풍이야말로 고유의 정통성을 잘 간직해 온 동시에 새로운 생각

과 시도들이 잘 어우러진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캠퍼스의 아름다

움은 그러한 면모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되겠지요.” 
성서캠퍼스에는 정순모 이사장의 업적을 기리고자 그의 아호를 따 이

름을 지은 ‘동천관(東泉館)’이 있다. 자신의 이름을 딴 건물이 생긴다는 

소식을 접한 그는 송구스러움을 느껴 이를 여러 차례 만류했다고 한다. 
대학 내의 건물을 신축하거나 공사가 이뤄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꼭 
그곳을 들러 살펴보던 그지만, 동천관만큼은 건설 중 단 한 번도 찾아

가보질 못했을 정도로 부담감이 컸다. 
“이사장 자리를 맡고 있지만, 저는 이사장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목회

자일 뿐입니다. 무엇인가를 통해 이름을 알리거나 대외적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싶었던 욕심도 없고요. 이름을 붙여준 것에는 감사함을 느

낍니다만, 부담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도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어제와 오늘, 내일을 이어줄 ‘사명감’

대학 창립 120주년을 맞은 지금, 계명대가 지켜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를 묻자, 정순모 이사장은 주저 없이 ‘사명감’이라고 답했다. 그리

고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대학의 근간이 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성

장과 발전에 기여해 온 이들에게도 동일한 의미였음을 강조했다. 
“120년 전, 그 누가 부탁하지 않았음에도 바다 넘어 먼 길을 건너와 
헌신했던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명감이 있었기에 오늘의 계명대가 존

재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정원에 묻혀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

니다. 누가 대우를 해주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신의 
신념으로 일생을 바친 분들입니다. 기독교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모든 
계명인들이 잊지 말았으면 하는 것도 그런 정신, 그리고 그 뿌리가 된 
사명감입니다.” 

교수와 학생, 교직원들을 위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신앙으로 
세워진 학교이기에 이를 지켜나가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이지만, 그와 
동시에 학교의 본질인 배움과 가르침에도 충실한 학교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계명인 상(像)’에도 새겨져 있는 10개의 존

재적 실체¹⁾와 실존적 가치 진리²⁾, 이를 교육하는 10개의 언어³⁾를 언급

하며, “대학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에 대한 구체성을 유념하며 모두 각자

의 사명감을 잘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사로서 계명대학교 120주년을 맞이해 두 가지 성경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태복음 6장 33절)’, 두 번째

는 ‘우리가 온갖 구하거나 바라는 것에 능히 더하실 하나님(에베소서 3
장 20절)’입니다. 신앙과 믿음이라는 크나큰 가치를 먼저 구했기에 계명

은 역사와 번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이루리라 믿으며, 저도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계명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가치, 

‘사명감(使命感)’

동천관 내 이사장실에서 학교 발전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정순모 이사장02

동천관 정순모 이사장 약전01

20 21

KEIMYUNG BRIDGEKEIMYUNG’S STORY



Dream of Keimyung filled with love

계명의 꿈,

사랑으로 널리 흐르다

해담(海淡) 정규진 회장 
제주축산개발㈜ 

바다 위의 배를 나아가게 하는 것은 바닷물이다. 배의 순항은 바닷물의 흐름이 좌우하며, 

배는 그 흐름 위에서 방향을 잡고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120년이라는 흐름 동안 끊임

없이 교육 환경을 발전시키며 계명인을 세계로 나아가게 한 계명대학교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러한 계명의 탁월한 교육 환경의 중심에는 해담(海淡) 정규진 회장이 있다. 

인연을 넘어 필연으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계명과 한 번 맺은 인연을 
평생 이어 가고 있는 해담(海淡) 정규진 회장과 그의 가족들에게 어울리

는 말이다. 1936년 대구에서 의양(義洋) 정재호 회장과 박명교 여사의 
장남으로 태어난 정규진 회장은 부친이 맺은 계명대학교와의 인연을 지

금까지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저희 가족과 계명대학교의 인연은 외조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장로님이셨던 외조부께서는 계명대학교 설립의 기초를 마련한 안두화 
선교사, 신태식 명예총장과 친분이 있으셨습니다. 선친께서는 신태식 명

예총장과 이웃해 사셔서 더욱더 가깝게 지냈으며, 계명대학교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학교를 돕기 시작하셨습니다.”

외조부로부터 시작된 계명과의 인연은 부친으로 이어졌고, 부친인 의양

(義洋) 정재호 회장은 1930년대에 대구 서문시장 인근 계성학교 가까이

서 양말 공장을 경영하면서 마침 이웃이었던 신태식 계성학교 교장과 각

별한 친분을 갖게 되었다. 같은 일본 유학파로서 오랫동안 절친한 관계

를 유지해오던 중 신태식 교장이 계명대 학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학교

의 재정적 어려움을 알게 된 정재호 회장은 그 후원자가 되었다.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봐왔습니다. 특히 부모

님께서 계명대학교를 각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 유지를 받들

어 힘이 닿는 데까지 계명대학교의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계명’이라는 인연은 정규진 회장에게 필연이나 다름없다. 대구 남산초

등학교, 경기 중·고등학교를 거쳐 미국 데이턴(Dayton) 대학교를 졸업

한 성장기뿐만 아니라 한국일보 기자, 동화통신사 이사, 삼호방직(주) 및 
조선방직(주) 대표이사, 대하실업(주)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동안에도 계

명대학교와의 인연은 부친을 통해 이어졌다. 2007년 9월에는 부친의 숭

고한 뜻을 잇고자 후학 양성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직접 사재를 대학발

전기금으로 희사했다. 길고도 끈끈한 계명대와의 인연. 부친의 애정이 깃

들어 있는 계명대학교 캠퍼스는 정규진 회장뿐만 아니라 수많은 계명인

들이 다시금 계명대학교와의 인연을 맺으며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다. 

계명인의 꿈에 밑거름이 되다

의양관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서편의 높은 지대에 위치한 붉은 벽돌 
건물로 현재 경영대학, 이부대학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있는 곳이다.
정규진 회장은 2001년 봄, 의양관 기공식과 2003년 5월의 준공식을 생

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창립 초창기부터 성서캠퍼스 조성까지 여러 차

례에 걸쳐 계명대학교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의양 정재호 회

장의 기념관이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님 두 분께서 모두 계명대학교의 법인 이사로 헌신하셨습니다. 어

머니께서는 1964년부터 1980년까지 학교법인 계명대학교의 법인 이사

와 제9대 이사장으로 봉사하셨고, 선친께서는 1968년부터 1982년까지 
학교 법인 이사로 헌신하셨습니다. 의양관 기공식과 준공식에서 선친의 
호를 따서 지은 대학 건물을 둘러보며 계명대의 발전상을 다시 한번 체

험한 일은 저에게 여전히 뜻깊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2007년 11월 의양관 현관에는 의양 정재호 회장의 흉상이 세워졌다. 또

한, 그 옆에 새겨진 약전들을 통해 많은 계명의 후학들이 의양 정재호 회

장의 업적을 기리고 있다. 후학을 생각한 의양 정재호 회장의 뜻은 수많

은 계명인들의 꿈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 진리와 사랑, 정의를 바탕으로 
지식을 탐구하는 계명인들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의양 
정재호 회장이 계명에 헌신한 이유이자 부친의 뜻을 이어가고 있는 정규

진 회장의 변함없는 바람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계명

1963년 10월 준공된 대명캠퍼스 명교관은 여학생 전용 기숙사다. 이 여

학생 기숙사는 정규진 회장의 어머니이신 박명교 여사의 지대한 공헌 아

래 준공되었다. 명교관은 1962년 2월 계명기독대학 발전기금 20만 달

러 모금 당시 가장 많은 기부금을 낸 박명교 여사를 기리고자 여사의 이

름을 따 ‘명교관’이라고 명명하게 되었다.

“계명대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점점 늘어가던 명교마을의 명교생활관을 
보면서 어머니의 학교 사랑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떠

나온 고향을 그리며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인으로 진출하는 학생들을 떠

올리면 오래전 어머니께서 희사하신 발전기금으로 시작된 대명캠퍼스 
명교관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박명교 여사와 의양 정재호 회장은 계명대학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계

명의 은인으로 기려지고 있다. 의양관, 명교관 뿐만 아니라 계명대학교

가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후 성서캠퍼스 조성 당시 자금 부족으로 어려

움을 겪고 있을 때 평생 모은 거액의 재산을 서슴없이 헌납하여 언론뿐

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부모님의 뜻을 이어

받은 정규진 회장 또한 2007년 9월에 대학발전을 위해 거액을 기증하여 
계명대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2014년 10월에는 정규진 회장

에 이어 부인 장예순 여사도 거액의 발전기금을 희사했으며, 그 뜻을 기

리기 위해 ‘명교마을’에 위치한 국제동을 그녀의 호를 따 ‘예인당(禮仁

堂)’으로 명명하기도 했다.

“2014년 가을, 어머니의 사랑이 깃든 명교마을의 외국인교원 숙소를 
‘예인당’으로 명명하는 기념식에 온 가족이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당시 
신일희 총장님과 사모님, 교직원들께서 기념식 내내 저희 가족을 세세히 
살펴주시며 따뜻이 맞이해주신 기억이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한 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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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진한다면, 학교의 비전처럼 세계를 향해 빛을 여는 계명대학

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규진 회장은 수많은 계명인들의 사랑과 애교심이 있다면 머

지않아 계명대학교가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대학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랜 시간 한마음으로 계명대학교를 
지켜본 가족들을 대표해 계명대학교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저를 비롯한 저희 가족들은 계명대학교를 오랜 시간 한마음

으로 지켜봐 왔습니다. 학교를 찾을 때마다 느껴지는 교정의 
아름다움은 학생들을 좋은 인성으로 키우기 위한 교육자로서

의 관심과 배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시설

과 건물들에도 역시 사려 깊은 교육철학이 배어있다는 점을 알

게 되었습니다.”

계명대학교 내 도로 곳곳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차가 멈추어

야 할 만큼 턱없이 높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특별한 배

려다. 정규진 회장은 학교의 이러한 사소한 배려에 깊은 감동

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규진 회장은 다른 대학교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교정 곳곳의 꽃과 나무들, 학생들 스스로가 먼

저 실천하는 정결하고 깨끗한 교정 관리, 금연을 실천하는 교

풍, 서로 인사하는 모습 등이 바로 계명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장점들을 잘 활용하여 많은 계명

인들이 함께 정진한다면 누구보다 훌륭한 인성과 교양을 가진 
사회인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학교의 터가 된 바위산, 그리고 남겨진 그 바위의 일부가 대명

캠퍼스 교정에 있습니다. 120년의 시간을 봉사정신과 개척정

신의 올곧음으로 이어온 계명대학교의 학교 창립 1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계명가족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

니다.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헤치고 오늘에 이른 계명대학교의 
앞날은,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로움의 뿌리가 있기에 더욱 단단

한 결속이 되어 앞으로의 120년을 튼튼히 받쳐줄 것이라 믿습

니다. 하나님께서 늘 스스로 노력하는 계명대학교를 축복해 주

실 것이라 확신하며, 푸른 5월의 숲처럼 항상 싱그럽고 활기찬 
대학이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해담(海淡). 정규진 회장의 호인 ‘해담(海淡)’은 맑은 물을 뜻

한다. 수많은 계명인들은 계명대학교에서 끊임없이 성장하며, 
꿈과 미래에 대한 방향을 잡아간다. 정규진 회장은 이러한 계

명인들에게 맑은 물을 통해 그들의 꿈이 순항할 수 있도록 기

여한다. 계명대학교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순수한 애정을 가

진 정규진 회장과 함께 오늘도 수많은 계명인들이 자신만의 꿈

을 성취하며 120년을 넘어 또 다른 내일로 향하고 있다. 

2003년 준공한 의양관01

03

04

02

으로 남아 있습니다. 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하루가 다르게 짜임새를 더

해가는 교정의 풍경과 학생들의 바른 몸가짐, 그리고 친절한 교직원들의 
인상은 늘 저희에게 ‘계명’에 대한 깊은 가족의식을 느끼게 합니다. 이러

한 점은 아마도 계명대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관심이 만든 애정, 해담(海淡) 콘서트홀

현재 제주축산개발(주) 회장으로서 우리나라 축산산업 진흥에 정진하고 
있는 정규진 회장은 평소에도 음악, 공연 등 예술 분야에도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 이에 계명대학교는 정규진 회장의 여러 행보를 기리고자 

2008년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중강당을 ‘해담(海淡) 콘서트홀’

로 명명하였다. 

“2008년 5월, 계명대학교의 배려를 통해 음악공연예술대학 안에 지어

진 음악당을 제 아호를 따 ‘해담(海淡) 콘서트홀’로 명명하게 되었습니

다. 당시 이와 관련해 기념식을 가졌을 때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계명대

학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이구동성으로 탄성을 터뜨렸던 일이 생각

납니다. 분주하게 행사를 잘 치러주었던 교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계명대학교에 대한 여러 칭찬을 들

었는데, 마치 제 일처럼 기뻤습니다.”

계명대학교와의 여러 인연에 대한 정규진 회장의 답변 속에는 계명에 대

한 그의 깊은 애정이 녹아 있었다. 단순한 나눔과 봉사의 정신이 아니라 
관심과 애정이 깃든 정규진 회장의 행보는 그렇기에 더욱 빛을 발한다. 
‘계명’에 대한 사랑이 담긴 정규진 회장의 헌신을 통해 더 많은 계명인들

이 세상에 진정한 사랑을 전하고 있다.

계명의 빛, 세계로 흐르다

“계명대학교 창립 120년의 뿌리인 동산병원이 2019년 4월 성서캠퍼스

로 이전 개원함으로써 마침내 계명대학교가 완전한 모습을 갖췄습니다.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대학인만큼 그동안 많은 국내외 봉사활동과 국

제화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활동을 
변함없이 이어가고, 적재적소에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우는 일에 

02

명교마을 예인당 명명식(2014. 10.)03

계명대학교 명교생활관(기숙사)04

해담콘서트홀 명명식에서 정규진 회장, 장예순 여사 내외(200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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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금의 계명이 12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황무지의 바위산에 구덩이

를 파고 흙을 채워 나무를 심고 아름다운 캠퍼스로 일구어낸 선각자들의 
개척정신과 봉사정신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 힘은 어떠한 어려움

도 헤쳐나갈 수 있는 계명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지금의 자신이 계명인으

로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그는 말했다.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대구 땅에서 의료혜택이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우리 조상들을 위해 헌신했던 선교사들. 그들의 봉사 정신으로 세

운 대학, 계명대학교. 그 역사가 주는 사명감은 이중희 교무부총장을 또 
다른 학자의 길로 이끌었다. 그리고 그 길은 실크로드라는 새로운 길과 
맞닿게 되었다.

꿈에서 계명으로 계명에서 세계로

회계학자였던 그가 실크로드라는 새로운 세상과 만난 것을 어떤 이들은 
우연이라고 하겠지만, 그 어떤 우연도 우연으로 끝나지 않는다. 뒤돌아 
생각해보면 모든 우연은 인연이 되어 있는 것이다.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재직했던 회사가 ‘한국생사’였습니다. 이 회사는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 일본으로 수출하던 회사였는데 지금은 제가 그 
누에고치로 만든 비단을 나르던 실크로드를 연구하는 실크로드 중앙아

시아연구원장이 되었죠.”

이중희 교무부총장은 실크로드 중앙아시아연구원장으로 우즈베키스탄

과 이란, 터키 인문 탐사와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직접 참여하며 연구원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실크로드 중앙아시아연구원은 2014년에 출범한 뒤 
국제학술지 Acta Via Serica, 기획총서, 지역연구총서를 발간하였으며, 
매년 국제학술회의와 중앙아시아의 날을 개최하는 등 대학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으로서 한국학연구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실크로드 중앙아시아연구원은 중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

을 확산함으로써 동양과 서양으로 양분하는 세계사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출발지점에 있지만 이와 같은 노력과 함

께 영역을 확대하면, 실크로드 국가 간의 교류에 있어서 중심에 설 수 있

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실크로드를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인간 노력

의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든, 경제적인 것이든 비경제적인 것이든 교류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

려는 노력이 실크로드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일상에 얽매여 넓은 시각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경계

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뜻을 품고, 그 뜻을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또 
다른 세상과 마주하게 된다.
“저는 앞으로도 실크로드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와 연구를 통하여 실크로

드가 생겨난 배경, 실크로드 선상에 있는 나라와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

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상들의 삶의 방식과 흔적, 그리고 교류형

태를 재조명함으로써 현재와의 대화를 시도하고, 미래의 새로운 실크로

드를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비단을 실어나르던 상인들 역시 자신들이 동양의 문화와 역사를 만나게 
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발견들

은 모두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불안감을 동반한 도전이 있기에 가능했

다. 이중희 교무부총장이 학생과 교수로서 계명대학교와 보낸 45년의 세

월 역시 그러한 도전의 순간들이었다. 그리고 캠퍼스 곳곳에 남겨진 그의 
인생들은 계명인들이 가지게 될 꿈의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이다.
“저는 내년 8월 말에 정년퇴직하지만 그때까지 ‘비사의 비상’을 위해 최

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남아 있을 계명인과 후배들에

게 ‘영원한 계명대학교’,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계명대학교’라는 제 꿈을 부탁하고 싶네요. 그리고 저는 제 꿈이 이루어

지리라 확신합니다.”

Always with Keimyung

계명과 함께

혼자가 아님을

이중희 교무부총장
실크로드 중앙아시아 연구원장

아름다운 캠퍼스 속 ‘나’를 꿈꾸다

아름다운 문양을 만들어내는 담쟁이 넝쿨과 햇빛을 받아 더욱더 짙은 빛

을 띠는 붉은 벽돌, 하얀 기둥들이 인상적인 대명캠퍼스. 이중희 교무부

총장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아름다운 풍경에 반해 대학에 진학할 기회가 
생긴다면 꼭 계명대학교에 진학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작한 직장생활 16개월 만에 
꿈에 그리던 계명대학교 경영학과에 야간으로 입학했죠. 하지만 학비와 생

활비를 벌어야 하는 형편인데 회사 사정으로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죠.” 
그 당시 허전하고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노천강당을 즐겨 찾았다는 
이중희 교무부총장. 훗날 대명캠퍼스 노천강당은 졸업식 때 비사최우수

상 1호 수상이라는 영광의 순간을 만끽한 장소가 되었다.

학자의 길에서 새로운 길과 맞닿다 

이중희 교무부총장은 계명과 함께 교수로서 36년 동안 쉼 없이 달려왔다. 
“3학년 재학시절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

하면서 업계 최고의 보수를 주겠다는 회계법인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계

명대학교의 교수가 될 것인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래가 달린 선택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결정도 쉽게 내릴 수 없었죠. 지도 교수님의 강력한 권고

로 교수의 길을 선택했는데 그 말씀 덕분에 교수로서의 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강단에서 학생을 지도하면서 2005년부터 15년째 경영대학장, 교무처장, 
교무부총장 등의 보직을 수행하고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 
등 여러 국고사업 유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무엇보다 제자들

의 성공을 볼 때마다 교수의 길을 선택한 것에 더없는 보람을 느껴왔다. 
01 02

터키 콘야 차탈회육01

이란 파르스 주 페르세 폴리스02

불확실한 미래 앞에 어느 날 문득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리고 그 

생각과 함께 세상의 모든 힘겨움이 어깨에 내려 

앉는다. 끝이 없을 것만 같은 힘겨움. 하지만 

그 힘겨움은 누군가가 내미는 도움과 관심의 

손길에 맥없이 사라진다. 그리고 힘겨움이 있던 

자리에는 고마운 이름이 자리한다.

KEIMYUNG’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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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속의 작은 한국 ‘타이응우옌 세종학당’

학생들이 ‘터이 리(Thây Lee)’라 부르는 이승백 동문은 13년 차 
한국어 선생님이다. 그는 현재 베트남 타이응우옌대학교 내

의 ‘타이응우옌 세종학당’에서 주임 강사로 일하고 있다. 계

명대학교와 타이응우옌대학교가 2010년 3월에 체결한 협

력 협정에 따라 설립된 ‘계명 코리아센터’는 운영 4년차인 

201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예산과 
교원을 지원받아 타이응우옌 세종학당을 수탁 운영해 오고 
있다.

“베트남 사람들은 우리말과 우리 문화에 각별한 애정과 관

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

에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지요. 취업이

나 유학을 위해서 한국어 능력이 필수일 뿐만 아니라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 4급 이상에 합격하면 직장에서 받는 혜택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오후 6시가 가까워지면 코리아센터 1층 주차장은 수강

생들이 타고 온 오토바이로 가득 찬다. 직장인들을 위한 저

녁반 수업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현재 수강 중인 83명의 학

생들 중에는 직장인들이 제일 많고, 그다음으로 대학생들이 
많다. 수업을 듣는 고등학생들도 간혹 찾아볼 수 있다.

계명의 손길을 기다리는 학생들은 세계 도처에 있었다. 

우리말과 우리 문화로 그들 가까이에 다가가 손을 내민 

해외 계명 코리아센터. 그 일선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가 

있어 왔다. 

Help them learn ours

계명이 앞서 전해온 

한국어와 한국 문화 

이승백 동문
타이응우옌 세종학당 주임강사

(영어영문학과 72학번)

‘한국어 교육’이라는 새로운 활동 무대

영어영문학과 72학번으로 입학한 이승백 동문은 졸업 후 군

복무와 짧은 서울 생활을 거쳐 1982년부터 모교 직원으로 
일했다. 그러던 2007년, 정년을 7년 앞두고 기획팀장을 마

지막으로 명예퇴직을 했다. 한국어 교사로서의 새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8개월 남짓 국립국어원에서 해외 파견 
교원 교육을 받은 후 2008년 초에 다시 계명대학교 한국어

학당에 임용된 그가 처음으로 부임했던 해외 근무지는 계명

대학교가 몽골의 신다르항대학에 개설한 계명 코리아센터

이다. 이어 2010년에는 베트남 타이응우옌대학교, 2012년

에는 탄자니아 국립 도도마대학교, 그리고 2014년에는 인

도네시아 마라나타대학교로 근무지를 옮겨가며 신설 코리

아센터에서 제1호 교사로 일을 해 왔다. 이후 2017년부터는 
이전에 근무했던 타이응우옌대학교 계명 코리아센터에 다

시 부임해 일하고 있다.
몽골을 시작으로 계명대학교는 위에 언급한 국가들 외에도 
타지키스탄과 미국, 중국에도 계명 코리아센터를 설립하고 
교사들을 파견했다.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

외에 다수의 코리아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계명의 손길을 
내밀 수 있었던 것은 1950년대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받았

던 도움을 이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나라에 되

돌려주자는 의식 덕분이었다.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하고 별도의 법인으로도 발전한 ‘계명 1% 사랑 나누기’ 또한 
큰 힘이 되었다. 그간 ‘1% 사랑 나누기’는 해외 코리아센터

를 위한 한국어 교재 지원 사업과 국외봉사활동에 재정 지원

을 아끼지 않았다. 최근 교내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빠른 속

도로 증가한 것도 대학과 법인의 이러한 글로벌 활동의 성과

라 할 것이다.

한국어 교사로서의 해외 생활 10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의 활동을 기꺼이 선택했던 그는 그동

안 국내 활동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웠을 값진 경험들을 했

다고 말한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젊은이들과 함께 지

내며 그들의 장래를 함께 걱정하고, 한국 유학에 도움을 줬

던 이유로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그의 이해는 각별하다. 

2018년 2월, 계명대학교는 해외 코리아센터 일선에서 활동

해 온 노력을 인정하는 뜻으로 그를 명예총무처장으로 위촉

하고 격려했다. 기대하지 않았던 명예에 놀라면서도 한편으

로 선후배들을 보기에 쑥스러웠다고 말하며, 코리아센터 10
년 역사와 계명에서 일했던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성원해 주

셨던 주위 분들에게 다시금 감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그는 
밝혔다. 

해외에 개설한 계명 코리아센터. 학생들이 처음으로 계명을 만나는 
현장이다

01

이제는 익숙해진 해외 생활을 계속하면서 그는 오늘도 한

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보람에 마음 뿌듯해한다. 
또한 코리아센터를 거쳐 간 학생들이 배우고 익힌 한국어 
능력에 힘입어 유학생활이나 직장생활을 잘 해내는 모습

을 보고 들으면서 계명 코리아센터 한국어 교사로서의 즐

거움을 만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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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과 맞는 스무 번째 해, 그리고 지난 6년

계명대학교에서 관리 업무를 맡은 지 어느덧 20년째. 황석주 씨는 계명

대 관리1팀에서 근무 중이다. 동료들과 활동하는 또 다른 팀 ‘계명 관리

운영직 자원봉사단’에서는 약 6년째 단장을 맡고 있다. 스스로를 일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한 그는 봉사단의 대표로서 이야기하는 것

을 쑥스러워했지만, 자랑스러워 마땅한 그동안의 활동과 앞으로의 각

오를 담담히 전했다. 대외적으로 크게 내세울 만한 것은 아니라는 그의 

말과 달리 단원들과 함께 전한 도움의 손길은 많은 이웃의 어려움을 다독

여주고 있었다. 재활용과 분리수거, 폐품 수집으로 운영되는 봉사단은 학

교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

는 데도 힘이 되고 있다. 오랫동안 몸담고 있는 계명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는 그의 말에서 오랜 근무처인 계명대학교에 대한 애정을 
엿볼 수 있었다. 

The beautiful story about  spirit  of sharing

계명의 봉사정신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계명 관리운영직 자원봉사단

내 노력이 누군가에게 빛이 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 계명 관리운영직 자원봉사단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이웃에게 웃음을 선물해 왔다. 황석주 단장을 

비롯한 40여 명의 단원들은 이웃들로부터 받는 감사의 인사가 

더 큰 행복임을 알기에 봉사단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다. 그들은 

앞으로도 함께 주변의 이웃들을 향한 희망의 발걸음을 내딛을 

것이다.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한 더 큰 나눔

지금의 봉사단은 2000년 8월 나눔을 위한 첫 시작을 알렸다. 그해의 계

명 자원봉사단에서는 약 30여 명의 관리팀 소속 직원들이 활동에 참여했

다. 현재는 관리팀 소속이 아닌 교직원, 학생들이 참여하는 봉사단과 구

분하기 위해 계명 관리운영직 자원봉사단으로 활동하며 학교 내에 근무

하는 관리직원들의 온기를 곳곳에 전하고 있다. 새로운 이름은 어느덧 

10년 가까이 그들의 자부심이 되고 있다. 
“IMF 이후 여러 매체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지금의 회원들이 우리도 뜻깊은 일을 해보자는데 의견을 모았고, 성금 모

으기가 첫 시작이었습니다.”

첫 봉사활동은 2001년 4월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을 도우면서 시작

했다. 아직 남아 있는 추위를 녹이는 따뜻한 봄바람처럼 훈훈한 온기를 
전하려 찾아간 곳이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기도 하고 떡

과 같은 간식거리를 직접 챙기기도 했다. 최근에는 기부 활동으로 선행의 
뜻을 이어가는 중이다. 
“동사무소에 문의를 드려서 현재 다섯 분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단원들

이 폐지 등을 모아서 조금씩 드리는 도움이 어려운 이웃이나 어르신을 지

원하는 데 쓰여 뿌듯합니다.”

또 다른 나눔을 다짐하게 하는 잊지 못할 순간들

단원들과 함께했던 나눔의 순간들을 이야기하는 내내 그의 얼굴은 웃음

으로 가득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묻는 질문에 황석주 씨는 지금

까지 모아온 사진 속의 얼굴들을 보며 말했다. 
“동사무소 추천을 받아 성금 전달을 하러 갔을 때가 있었어요. 도움을 받으신 
분이 본인에게도 이런 좋은 일이 있다며 우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더운 여름 
노숙자 쉼터에서 땀 흘리며 작업을 마쳤는데, 직원분들께서 감사하다고 인사

하시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재활원에 식기세척기, 청소기 등 가전제품을 전달

한 일이 있는데 아이들까지 뛰어나와 좋아하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계명 관리운영직 자원봉사단의 온정은 누군가에게 기쁨의 순간이자 잊

지 못할 감동의 순간이 되고 있다. 그런 감정을 나누기 때문일까. 황석주 
씨는 봉사활동에 중독성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직접 경험해보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분이 있다는 것이다.  
“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똑같이 말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이 무엇을 마음으로, 머리로 생각하더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게 힘든데, 
끝내고 나면 뿌듯한 마음이 들면서 다음이 더 기다려집니다.”

그가 느끼는 이 특별한 감정은 더 많은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새로운 각오

를 다지게 하는 원천이다. 

앞으로도 계속될 아름다운 이야기

황석주 씨는 퇴직할 때까지 봉사단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다. 단장

으로서의 계획과 욕심으로는 도움이 필요한 곳들을 더 찾아다니고 싶은 
마음이다. 현장에서 느낀 뿌듯함과 아직 온정의 손길이 닿지 못한 곳을 
생각하면 그 의지가 더 강해진다. 
“해마다 봉사단 총회에 가서 이야기를 하죠. 같이 모여서 활동하며 힘내

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요. 이 소식지를 빌려 단원들에게 감사함

을 전하고 싶습니다. 40여 명의 회원이 모두 한마음으로 폐지를 모으고 
분리수거를 하면서 고생이 많았을 텐데, 앞으로도 지금처럼 내 자신의 일

이라 생각하고 많이 도와주면 고맙겠습니다.”

계명 관리운영직 자원봉사단은 올해 계명대학교 창립 120주년을 기념해

서 학교발전기금 기부를 계획하고 있다. 봉사단을 대표해서, 계명 캠퍼스

의 역사와 오랜 시간 함께한 한 명의 주인공으로서 계명대학교가 세계로 
뻗어 나가기를 바란다는 그는 “창립 1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

가올 120년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축하 인사를 
전했다. 
바쁘고 고된 일상에서 가까운 주변조차 살피기 어려운 지금, 그들의 이야기

는 이웃을 위한 계명의 봉사정신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한다. 그들이 몸소 
실천하는 계명 정신이 더 많은 이웃에게 기적을 선물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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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history will brighten the future of Keimyung

함께 만든 역사

함께 빛낼 계명

박재한  동문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회장 
[일본학과 81학번]

모국을 그리워하려 해도 그럴 시간이 없었던 박재한 동문. 

매일매일 자신 앞에 주어진 일들을 소화하는 것만으로도 늘 

시간이 부족했다. 하지만 그 바쁜 일상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달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한 

추억의 한 자락, ‘계명’ 덕분이었다.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주다

미국에서 도착한 편지와 1만 달러의 수표. 그 속에는 누군가에게 인생의 
시작점이 되어주었던 순간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49
년 만에 모교를 찾은 민난희 동문이었다.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민난희 
동문은 지난해 10월, 남편과 함께 한국에 출장차 왔다 잠시 시간을 내 캠

퍼스를 찾았다. 그녀가 남편과 함께 학교를 찾은 이유는 49년 전 꿈에 가

득 차 있던 자신의 모습을 추억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추억이 
오롯이 담겨있는 캠퍼스는 그녀에게는 마치 지난날의 일기와도 같았다. 
그녀는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지금까지 미국에서 생활하며, 오늘

날 자기를 있게 해준 모교 계명대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니 오늘날의 내가 있기까지 계명대가 그 밑거름

이 되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오랜 생활을 하면서 모교인 계명대를 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어렵게 시간을 내 남편과 같이 캠퍼스를 둘

러보니, 지난 세월 동안 이렇게 크게 발전한 모습에 감회가 새로웠어요.”

작지만 아담했던 대명동 캠퍼스의 모습이 그녀가 기억하는 계명대학교

였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마주한 웅장한 성서캠퍼스는 또 하나의 감동으

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47년 만에 방문한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

해 준 대외협력팀 직원들의 환대는 마치 집에 돌아온 것만 같은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짧은 캠퍼스 투어였지만, 그녀에게는 젊은 날의 추억과 
꿈을 되새기는 값진 시간이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 고민하

다가 그녀는 편지와 함께 1만 달러 수표를 계명대학교에 전했다.

편지와 만 달러

줄곧 장학금을 받을 만큼 성실했던 민난희 동문은 1969년 대학 졸업 후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 성실함은 이어졌다. 네브래스

카주 헤이스팅스 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해 몬태나 주립대학에서 교육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향 인천을 떠나 계명대에 입학할 때도 장학금을 받았고, 미국에서도 
장학금으로 학업을 마쳤어요. 대한민국 청년들이 아주 어렵다고 하는데, 
계명대 후배들이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그동안 내가 받은 것을 작게

나마 돌려주고 싶어요.”

120년이라는 한 세기가 넘는 역사 속에서 바른 인재를 키우겠다는 신념 
아래 달려온 계명대학교처럼 민난희 동문과 남편 한상기 씨는 미국 시애

틀에서도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자신들의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그

것이 차세대를 이끌 인재를 육성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신념 
덕분이다.
대학이 추구해야 할 바르고 곧은 뜻을 일깨워준 그녀의 편지는 계명의 

120년, 그 시작의 의미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녀와의 인연은 낡은 권위를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계명의 나침반

이 되어줄 것이다.

끊임없이 소통하다

‘외국인’과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즐거운 고독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고립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사진 속 박재한 동문의 표정에서 고독이 주

는 우울감을 찾을 수 없었다. 생김새, 언어가 달라도 그들 사이에서 박

재한 동문은 이질감 없이 스며들어 있었다.
“해외에서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현지인과의 생존 관계는 필수였습니

다. 외국인으로서 타지에 적응하는 데 현지인들의 도움은 절대적이기 
때문이죠.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존중하며 활발히 소통한 덕분에 회사

도 클 수 있었고 직원들과도 20년을 넘게 같이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

니다.”

그런 신념과도 같은 생각 덕분에 그는 봉제 회사 PT. Busana Prima 

Global을 설립하여 23년째 운영 중이고, 한국인이 설립한 최초의 4성 
호텔인 Java Palace Hotel까지 사업적 영역을 넓힐 수 있었다. 그리

고 그는 자신의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활동에도 참여하여 재인

도네시아 한인회 회장과 봉제 협회 회장도 겸하고 있다.
“이곳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의 행동이 곧 한

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가 될 것이라고 항상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충실히 지내다 보니 점점 그러한 노력을 인정해주

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지금을 쌓아 내일을 만들다

이제는 한국에서 살았던 시간과 인도네시아에서 살았던 시간이 어느

덧 비슷해졌다. 흔히들 하는 말로 그에게 인도네시아는 제2의 고향이

나 다름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긴 인생 중에서도 계명은 선명한 추

억으로 남아 있었다. “대명동 노천강당에서 막걸리와 함께 밤샘 토론

을 하기도 했죠. 시험 기간에는 도서관에 자리를 잡으려고 새벽에도 
길게 줄 서서 들어가야 할 정도로 면학 분위기가 가득했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추억도 선대들께서 끊임없는 노력으로 
잘 닦아 놓은 계명이라는 터가 있었기 때문에 간직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좋은 사람으로 들어와 더 좋은 사람이 되어 나가자’. 계명대학교 도서

관 로비에 새겨진 이 글귀처럼 계명인들은 항상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 좋은 사람들이 새기고 간 발자취를 좇아 더 좋은 사

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던 박재한 동문. 이제는 그가 후배들에게 등대

와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 그들에게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다. 
“후배 학생들이 인턴 과정이나 해외 봉사 활동을 오면 저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해외를 어학연수나 인턴 활동을 위한 곳으로만 여기지 않고 
생활 터전으로 생각한다면, 나름대로의 꿈을 실현시킬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그런 조

언을 하곤 합니다.” 
함께 만든 역사 위에 미래를 쌓아가고 있는 박재한 동문의 삶은 계명

대학교 120년의 역사를 빛내는 또 하나의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Another name for gratitude, 'Keimyung'

감사함의 

다른 이름 ‘계명’ 

민난희  동문
[교육학과 67학번]

어느 날, 계명대학교에 편지가 도착했다. 마치 

소설의 첫 문장 같은 일이다. 그리고 편지의 

주인공 민난희 동문과 계명의 인연은 마치 

동화처럼 더욱더 깊어졌다. 기술이 발달하고 

디지털화된 시대에서 손수 쓴 편지가 가지는 

의미는 남달랐다. 한 글자, 한 글자 감사함을 

담아낸 글씨는 또 다른 사랑의 모습으로 

계명을 따스하게 만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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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 true meanings of sharing

계명과 함께

나눔을 재발견하다

콜롬비아 국외봉사활동 참가 학생  대표
이지원 (국제통상학전공 16학번)

손한슬 (경영학전공 12학번)

생각의 전환점은 한순간에 찾아오고,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커다란 변화를 맞는다. 낯선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나눔으로 이어진 순간, 가치관의 변화를 맞이했다는 그들에게 국외봉사는 인생을 

뒤흔든 하나의 사건이 되었다. 국외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재발견한 이지원, 손한슬 

학생은 이제 계명과 함께 세상을 향한 따뜻한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다.

나눔의 소중함을 배우다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나라를 위하여’라는 교육이념을 수행하기 위해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학교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국외봉사활동

은 해마다 나눔의 가치를 드높이고 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국외봉사활동에 지원하게 되었다는 이지원, 손한슬 학생은 국외봉사활

동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주변 친구들과 선배들의 강력한 추천으로 국외봉사활동에 지원하게 되

었어요. 국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지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국

외봉사활동 참여를 권유하더라고요. 지인들이 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을 거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다녀온 후에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눔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는 거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이지원 학생

“학교를 다니면서 지인들에게 국외봉사활동에 대한 추천을 많이 받았어

요. 저는 작년에 휴학을 마치고 복학했는데, 복학 후 제일 처음 계획했던 
일이 국외봉사활동 참가였어요. 졸업 전에 의미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자는 생각을 했고, 운이 좋게도 우리 학교에서 처음 봉사활동을 하는 ‘콜

롬비아’에 가게 되어 더욱 뜻깊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손한슬 학생

계명대학교 창립 120주년 기념으로 6.25 참전 국가 중 남미의 ‘콜롬비

아’에 방문하게 된 이지원, 손한슬 학생은 콜롬비아의 한 학교에 머무르

며 노후된 시설을 수리하고 필요한 물품을 기증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

동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콜롬비아를 방문하기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봉사활동을 마친 후 그들의 머릿속 의문은 완전히 뒤집혔다. 2주

라는 짧은 시간 동안 서로 나누었던 마음은 그들의 머릿속 물음표를 감

동과 영광의 느낌표로 바꿔주었고, 여전히 그들의 가슴 속에 가슴 벅찬 
경험으로 남아 있다.

계명정신, 세상을 사랑으로 물들이다

“마지막 날 다 함께 문화공연을 했던 기억이 가장 마음에 남아요. 원래 
작은 행사로 진행이 되는데 시의 배려로 시가 주최하는 행사, 문화공연

과함께 축제 형식으로 진행하게 됐어요. 저희가 하는 부채춤, K-POP, 
태권도 공연 등 모든 공연에 열렬히 환호해주시고, 사진을 찍어주시는 
모습에 감동 받았어요. 특히 마지막 합창 공연이 끝난 후에는 마을 분들

이 모두 우시며 아쉬워해 주셔서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분들과 따뜻한 마음을 교류하면서 저에게 국외봉사활동은 한여름 
밤의 꿈처럼 달콤한 기억으로 남았어요. 제가 이번 국외봉사활동을 통해 
받은 많은 사랑을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베풀 수 있도록 더욱 노

력해야겠다는 다짐까지 하게 됐어요.” 이지원 학생

“해발 1,700m에서 콜롬비아 아이들과 축구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머릿

속에 선명하게 그려져요. 운동장 옆에 바로 구름이 보였는데 그렇게 아

름다운 축구장은 처음이었어요. 동심으로 돌아가 아이들과 체육활동을 
하면서 빨리 마음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었어요. 국외봉사활

동을 하기 전까지는 평소 나눔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막상 국외봉사활

동에 참여하니 ‘나눔’에 대한 마음이 커졌고, 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어요. 현재 함께 국외봉사를 다녀온 친구들과 국내에서의 봉사활동

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명대학교의 프로그램 덕분에 ‘나눔’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 같아 학교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손한슬 학생

누군가는 ‘나눔’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국외봉

사활동에 참여한 이지원, 손한슬 학생에게는 ‘나눔’이 오히려 자신의 전환

점이자 성장제가 되었다. 계명의 시작인 ‘제중원’은 ‘박시제중(博施濟衆)’

의 줄임말로 ‘백성에게 널리 베풀어 많은 사람을 구제한다’를 의미를 가진

다. 척박한 땅에 선교사들이 뿌리내린 계명대학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며 계명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어쩌

면 이 또한 계명이 말하는 ‘나눔’의 새로운 정의가 아닐까. 기회를 베풀고 
그 기회를 마주한 계명인들이 다시 한번 세상에 사랑을 베푸는 것. 이처럼 
계명이 만든 선순환이 오늘도 세상을 조금씩 사랑으로 물들이고 있다. 

이지원, 손한슬 학생 01

계명대학교 콜롬비아 국외봉사단 일동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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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s of Keimyung and bright  future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는 계명의 얼굴

계명대학교 홍보대사
아리미·이끄미·푸르미  대표
황지원 (국제통상학전공 17학번)

김도완 (경제금융학전공 17학번)

김진희 (광고홍보학전공 17학번)

관심은 애정을 만든다. 그리고 애정은 결국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계명대학교에는 모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학교를 널리 알리며 학교의 대표 얼굴로 활동하는 이들이 있다. 

‘홍보대사’라는 이름으로 젊음을 계명으로 물들인 그들의 열정은 

이제 하나의 새로운 꿈으로 성장해 더 큰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  

계명과 함께 그린 내일

계명의 얼굴은 수많은 계명인들이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 ‘Tabula 

Rasa(타불라 라사, 우리가 얼굴을 가질 때까지)’라는 계명의 초상화 아

래 각자의 얼굴을 채워가고 있는 많은 계명인들 중에는 계명의 대표 얼굴

로 활동하고 있는 아리미(홍보대사), 이끄미(입학 홍보대사), 푸르미(온라

인 홍보대사)가 있다. 

“저는 학교에 입학해 오리엔테이션에서 아리미가 흰색 제복을 입고 당당

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인상 깊게 남아 아리미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아

리미 활동을 하면서 캠퍼스 투어와 의전 활동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 자연

스레 서비스직인 승무원에 대해 관심이 생겼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전공

도 국제통상학과라 영어로 투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외항사 승무원

이라는 구체적인 꿈을 꾸게 됐어요.” 27기 아리미 황지원

“저는 고교 시절 운동선수를 꿈꾸다가 큰 부상으로 운동을 포기했습니

다. 하지만, 새로운 꿈을 찾아 계명대학교 수시 잠재능력우수자 전형을 
준비하여 합격하게 됐습니다. 저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꿈을 실현할 수 있

게 도와준 계명대학교에 도움이 되고자 입학 홍보대사에 지원하게 되었

습니다. 입학설명회, 박람회 등 여러 활동을 하며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

인 학생들에게도 새로운 꿈을 심어줄 수 있었고, 경제금융학전공이라는 
특성상 많은 사람들을 마주해야 하는데 미리 연습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

습니다.” 14기 이끄미 김도완

“막 학교에 입학해 캠퍼스를 걷는 중 우연히 푸르미 모집 현수막을 보고 
푸르미에 지원하게 됐어요. 평소 포토샵이나 그래픽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는데 푸르미 활동으로 꾸준히 SNS 콘텐츠를 기획하고 업로드하면서 
마케터를 꿈꾸게 되었어요. 유튜브 영상도 많이 제작하고 있는데 추후에

는 저만의 채널을 가져야겠다는 계획도 세우게 됐어요.”  3기 푸르미 김진희

하나의 목표는 또 다른 목표로 나아가게 하는 지표가 된다. 계명대학교를 
알리는 아리미, 계명대학교의 입학을 홍보하는 이끄미, 온라인 홍보대사 
푸르미라는 목표를 이룬 황지원, 김도완, 김진희 학생은 이제 계명과 함

께 끊임없이 자신의 얼굴을 다시 그리며 새로운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관심과 애정의 이름, 계명

“20살 입학과 동시에 아리미로 활동하게 돼서 아리미, 그리고 학교에 대

한 애정이 남달라요. 아리미 활동을 통해서 학교에 대해 공부하며 애교심

을 가질 수 있었고, 계명대학교가 정말 학생들을 위해 많은 프로그램들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특히 국제화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어서 저도 작년 FTA 사업단을 통해 단기 어학연수를 다녀왔어요. 많은 
분들이 학교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자신을 더욱 발전시킬 기회를 잡았으

면 좋겠어요.” 27기 아리미 황지원

“장학제도 등 계명대학교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요. 저는 현재 이끄미 활동을 통해서 활동비를 비롯한 장학금을 지원

받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노력하는 만큼 장학금 등을 통해서 그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취감도 더 생기는 것 같아요.” 14기 이끄미 김도완

“다양한 특성화 사업, 장학금 등이 잘 갖춰져 있는 것 외에도 지도교수님

과의 상담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에드워드 시스템을 통

해서 지도 교수님과 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데 상담을 통해 제 꿈과 미래

에 대한 이야기를 교수님과 공유하면서 체계적으로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었어요.”  3기 푸르미 김진희

푸르미 김진희, 이끄미 김도완, 아리미 황지원01

아리미, 이끄미, 푸르미 학생들은 계명대학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홍

보 활동을 펼치며 각자의 꿈을 찾았다. 이처럼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계명대학교가 빛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계명대학교에 대한 관심과 애

정을 품고 각자의 꿈을 실현해 온 수많은 계명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관

심으로 시작해 애정으로 완성된 계명인들의 꿈. 그리고 그 뒤에는 언제나 
계명인들의 애정에 훌륭한 교육적 환경으로 응답한 계명대학교가 있었

기에 함께 맞은 우리의 120년이 더욱 빛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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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의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

2017학년도 대학원 학위 수여식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껀나파 분마럿 
동문. 그녀는 다른 이들의 축하 인사에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 ‘고마

워요’라고 답했다. 그리고 그녀는 계명대학교에서의 연구를 인정받아 이

제는 태국의 국립 탐마삿대학교 한국학 학과장을 맡고 있다.
“사실 한국 유학을 결심했을 때 한국에 있는 학교를 직접 알아보러 다녔

습니다. 여러 학교를 둘러봤지만 공부하기에도 좋은 환경이 갖추어져 있

는 곳은 계명대학교라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석사, 박사 과정 모두 계명

대학교에서 이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류 문화를 통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생겼지만, 그 당시에는 태국에

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태국인 선생님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녀

는 자신처럼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이들에게 좋은 한국어 선생님이 되겠

다는 열정 하나만을 가지고 익숙한 문화와 친구, 가족들을 뒤로 한 채 망

설임 없이 한국으로 떠났다. 

꿈을 이루는 시간의 총량은 누구나 다르다

누구에게나 치료의 기회를 주고자 선교사들이 설립한 제중원. 국경을 초

월한 그 진심은 계명대학교 120년의 시작이었다. 그 박애정신은 여성 
교육의 기회와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사랑은 껀나파 분마럿 동문에게까지 전해졌다. 한글의 기초 ‘가, 나, 다, 
라’부터 한국어로 자기 생각을 막힘없이 말할 수 있게 된 10년이란 긴 시간 
동안 그녀에게 계명은 감사함이었고, 이제는 항상 힘들 때 생각나는 행

복한 한순간이 되었다. 긴 인터뷰의 끝에 그녀는 계명대학교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 마디가 있다고 했다.
“꿈을 이루는 시간의 총량은 누구나 다르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저 사람은 성공했는데 왜 난 아직 못할까?’라며 주변 사람과 비교하기

보다는 나의 길을 열심히 찾고 노력하고, 지칠 때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노력이 있는 곳에는 성공이 있다’는 태국 속담처

럼 노력하면 반드시 꿈꿨던 미래가 펼쳐질 거예요.”

계명과 함께 자신이 빛나는 미래를 꿈꾸며 노력한 그녀. 그녀의 빛나는 
오늘은 계명대학교 120주년의 한 페이지가 되었고, 계명인들에게는 빛

나는 미래를 이끌어주는 등대가 되었다.

The way to remember Korea, 'Keimyung'

한국을 기억하는 

방식, ‘계명’

껀나파 분마럿  동문
국립 탐마삿대학교 한국학 학과장

2017학년도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계명대학교는 껀나파 분마럿 동문의 10년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강과 산의 모습이 바뀐다는 시간, 10년. 

그 정도로 10년은 길고 긴 시간이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녀는 계명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빛날 순간을 준비

했다. 

Unforgettable memories with Keimyung

낯선 땅이 건넨

‘계명’이라는 손길

텅반동  동문
[경영학전공 14학번]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 우리가 내디딘 한 발자국은 

꿈의 시작이자 완성이 된다. 하지만 언제나 용기 앞에는 

두려움이 앞선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먼 길을 날아온 

텅반동 동문에게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그의 용기는 

결국 두려움을 이겨냈고, 낯선 땅에서 맞은 불안과 걱정이 

확신으로 바뀐 것은 계명이 건넨 손길 덕분이었다. 

받은 용기를 마음으로 전하다

2014년 계명대학교 경영학전공으로 입학한 베트남 유학생 텅반동 동문

은 졸업 후 한 사람의 당당한 CEO가 되었다. 현재 베트남에서 웨딩업체

와 유학원, 무역회사 등 3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는 올해 한국을 
다시 찾았다. 유학 시절 자신에게 큰 위로이자 용기가 된 계명대학교에

게 감사함을 전하러 왔다는 텅반동 동문은 본인의 선행을 통해 많은 유

학생들이 용기를 얻기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다.  
“저의 유학생활 4년을 되돌아보면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힘들 때

도 있었지만 저는 항상 혼자가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무

사히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계명대학교에서 4년 동안 공부하며 배운 것

들이 큰 도움이 되어 베트남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작은 금액

이지만, 학교에 보답하고 싶어 기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계명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한국 시장경제와 문화에 대해 관

심을 가지게 된 텅반동 동문은 유학 시절의 경험을 통해 첫 사업을 시작

했다. 타국에서의 적응 방법과 현지 생활 등 몸소 체험한 노하우를 같은 
처지의 학생들에게 전하는 텅반동 동문의 사업, 그 시작에는 계명대학교

가 자리 잡고 있다. 

성장의 발판, 계명

텅반동 동문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낯선 곳에서의 적응과 음식, 의사소

통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 그때 찾은 계명대학교 아시아센터와 국제

교육센터는 텅반동 동문이 유학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멘토가 
되어 주었다. 
“제가 유학 시절 아시아센터와 국제교육센터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계

명대학교는 지금까지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나눔과 
도움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정신을 본받아 베트남

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온 계명의 120년은 이처럼 많은 계명인들이 진리와 사랑, 
정의를 바탕으로 세워진 계명 정신을 실현했기에 가능했다. 지역을 넘어 
세계로 빛을 여는 계명대학교를 통해 텅반동 동문과 같은 더 많은 계명

인들이 세계 속에서 꿈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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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분은 부녀이면서 동시에 동문이신데, 같은 대학 캠퍼스를

다녔다는 것은 서로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우식 동문  저는 90학번으로 공과대학 재료공학과를 입학해 94년에 졸

업한 계명대학교 동문입니다. 현재는 부산 장전교회에서 담임목사를 
맡고 있습니다. 딸과 같은 학교의 동문이라는 사실은, 현실의 분주한 
삶으로 잊고 있었던 추억을 다시금 펼쳐보는 기쁨입니다.
딸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한 학기에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캠퍼스

를 찾게 됩니다. 그때마다 아름답고 행복했던 대학 시절의 기억들이 떠

오르고, 그로 인해 옛 사진들을 찾아보며 즐거움을 느낍니다. 
동시에 30년 전 모습과 비교해 눈에 띄게 발전한 학교의 모습을 보며, 
앞으로 딸이 제 나이가 되었을 때, 학교가 얼마나 성장해 있을지에 대

한 기대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채린 학생  저는 현재 KAC 국제관계학과에 2학년으로 재학 중입니다. 
현재 제가 학업에 임하고, 생활하고 있는 이 캠퍼스에 30년 전 아버지

의 모습이 남아있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대학 시절에 관한 
추억들을 말씀해 주실 때마다, 공감되는 부분들과 새로 알게 되는 부분들

이 많아 아버지와 학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항상 즐겁습니다.

계명대학교에 재학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각자 캠

퍼스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일인가요?

이우식 동문  무엇보다 대학교 3, 4학년 때 진행한 학군단 축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성서캠퍼스 제1학생회관에서 축제를 진행했는데, 두 번의 
축제를 함께한 파트너와 대학 졸업 후 대명동 강당에서 결혼하였습니

다. 그리고 그 파트너가 바로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이것이 대학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자,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이채린 학생  저는 2018년도 동계 국외 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약 두 
달간 캠퍼스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고, 봉사를 준비했는데 그 중, 2차 교

시간의 흐름은 멈춤이 없고, 그 흐름은 언제나 흔적을 남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익숙한 장소를 찾았을 때 그 장소에 남겨진 기억을 더듬어 본다.

잊고 있던 사진 속에 그 순간이 생생하게 남아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

서랍에서 찾아낸 사진에서 익숙한 공간을 발견한 계명인들이 있다.

 ‘계명’이라는 같은 공간에서 다른 시간을 거닐고 있는 부녀 그리고 모녀가

계명과 함께 시간에 새로운 흔적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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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서 캠퍼스를 다니며 환경 미화 활동을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학업이 바빠 캠

퍼스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는데, 2차 교육을 
통해 처음 아름다운 성서캠퍼스를 감상하며 
느낄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삶에 계명대학교는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우식 동문  저에게 계명대학교는 인생의 기

초를 다진 반석입니다. 재학시절, 공과대학

에서는 합리적 사고와 경험적 판단을, 선교

합창단인 ‘글리(Glee)’를 통해서는 공동체

의 사랑과 나눔을, 학군단(ROTC)에서는 
리더십과 강한 정신력을 함양하였습니다. 
목회를 하는 지금도 대학에서의 배움과 훈련이 기초토양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채린 학생  계명대학교는 제 인생에 있어서 도전입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온전히 부모님께만 의지하다가 입학 후, 독립적으로 새로운 선택을 
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국외 봉사 활동, 채플 장학생 활동, 단과 대학 댄스 동아리 단장 활동 등 여러 분야의 기회들을 접

하며 더욱 도전 정신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환학생, 인턴쉽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도전함으로써 새로운 것에 두려워하지 않

는 자랑스러운 계명인이 되고 싶습니다.

Lee Woo-sik

같은 공간
다른 시간

각자에게 ‘계명’이라는 단어는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나요?

이우식 동문  저에게는 ‘추억과 가정’으로 남아 있습

니다. 계명이라는 단어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

고, 가장 두근거리며, 가장 진한 추억들이 쌓여있

는 말이며, 동시에 현재의 우리 가정을 만들어 준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채린 학생  저는 ‘무지개’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계명대학교에 입학한 후에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즐거운 일도 많았지만, 고되고 힘든 일도 많았습

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 4년간 많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장하면서, 비가 그치면 
아름다운 무지개가 뜨듯, 앞으로 사회에 나아가 
계명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내고 
싶습니다.

女    이채린 학생

(KAC 국제관계학과(IR) 18학번)

父    이우식 동문

(재료공학과 90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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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도 자주 방문하는데 그때마다 아름다운 캠퍼스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낍니다.  

두 분의 전공은 신문방송학과와 언론영상학과입니다.
정지원 학생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나요?

정지원 학생  사실 저는 딱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를 비롯한 주변 친척들이 어머니의 영향을 받을 것 같

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니 어느 정도 영향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이유보다 
제가 선택한 전공이기 때문에 더욱 애정을 가지고 학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동문  저도 딸이 저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두었는데 그 길

이 저와 비슷한 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공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강요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에 저는 그저 옆에서 
딸이 걷는 길을 언제나 응원하고 있습니다. 

Jeong Ji-won

가족끼리 같은 대학을 다녔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것 같습니다. 각자에게 ‘계명’이라는 단어는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나요?

정지원 학생  가족이면서 동시에 동문인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굉장히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 집에

서 계명대학교 이야기를 자주 하지는 않는데 캠퍼스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서캠퍼스에서, 
어머니는 대명캠퍼스에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각

자 기억하는 캠퍼스 풍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공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봄에 벚꽃이 필 때 벚꽃

길을 구경한 것이 기억이 남고, 이 기억 때문인지 봄만 
되면 설렘을 느낍니다. 20대 시작을 계명대학교 입학

과 함께했기 때문에 ‘계명’이라는 단어는 제 인생에서 
영원히 푸른 청춘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 동문  계명대학교를 생각하면 아름다운 캠퍼스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당시 저는 사진동아리에 소속

되어 있었는데, 캠퍼스의 모든 공간들이 아름다워서 
자주 출사를 다녔습니다. 그 덕에 지금까지 캠퍼스의 
많은 사진과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딸과 마찬가지

로 20대 시작을 계명과 함께 보냈기 때문에 ‘계명’이

라는 단어는 언제나 다시 꺼내 보고 싶은 추억으로 남

아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저와 딸을 ‘동문’이라는 
단어로 다시 한번 끈끈하게 연결한 연결고리가 아닐

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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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학생은 성서캠퍼스에서 재학 중이고, 이정미 동문은 대명캠퍼스에 입학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성서캠퍼스와 대명캠퍼스는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나요?

이정미 동문  저는 85학번으로 계명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입학해 89년도에 졸업했습니다. 
제 딸의 전공도 저와 비슷한데, 그때 당시에는 신문방송학과가 대명캠퍼스에 위치하고 있었

습니다. 
지금은 대명캠퍼스에 미술대학 등 소수의 과만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명대학교

의 이런 변화를 보면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또 아름다운 캠퍼스

에서 많은 친구들과 쌓은 좋은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정지원 학생  언론영상학과 17학번으로 입학해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저는 언론영상학 
전공이다 보니 촬영을 위해 위해 캠퍼스 곳곳을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캠퍼스

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한학촌, 본관은 물론이고 촬영을 위해 어머니가 다니신 대명

Lee  Jung  mi

母    이정미 동문

(신문방송학과 85학번)

女    정지원 학생

(언론영상학전공 17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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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소식

계명의 여러 얼굴들은 오늘도 각자의 답을 찾기 위해 바쁘게 움직인다.

보다 나은 앞날을 위해 빈칸을 채워나가고 있는 그들의 소식을 들어본다.

01
계명대, 미래형자동차 산업 주도 
인재 양성 박차

자율주행자동차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계명대가 미래자동차 산업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계명대는 3월 29일(금) 산업

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혁신성장 글로벌인재양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본 사업

은 미래형자동차 분야 국가 혁신성장을 주도할 글로벌 혁신인재 양성 사업이다.
계명대는 주관기관으로써 참여기관인 국민대, 충북대와 함께 컨소시엄을 이

뤄 국외의 우수 연구기관(미국 어번, 플로리다 대학 /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 

Infocomm / 싱가포르 Moovita)에 연구인력을 파견해 공동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올해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21억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현지 신기술 습득

과 국제적 안목을 겸비한 미래형자동차 산업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이재천 계명대 전자화자동차부품지역혁신센터장은 “지금까지 계명대가 2005년부

터 수행한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예측설계기반 전자화자동차부품지역

혁신센터)은 지역 자동차부품 산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 왔다면, 2007년부터 수

행된 무인자율주행차 연구와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대학생 자율주행경진대

회, 현재 수행 중인 미래형자동차 R&D 전문인력양성사업을 통해 계명대는 지속

적으로 국내 미래형자동차 시장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추가적으로 이번 혁신성장 글로벌인재양성사업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지역 및 국

내 필요기술을 해외 시장에서 먼저 체험하고 습득해 국제적 안목까지 갖춘 인력으

로 양성되도록 계명대가 앞장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국-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재즈 콘서트 열어

계명대가 한국-폴란드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재즈 콘서트를 열

었다. 4월 11일(목) 오후 4시, 계명대 성서캠퍼스 해담콘서트홀에서 
열린 이번 재즈 콘서트는 주한폴란드대사관이 주최하고, 계명대와 
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 한국·폴란드 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역사적으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두 국가가 음악으로 우정과 사

랑을 나눈다는 취지로 한국인과 폴란드인 재즈밴드인 ‘포나우 퀄텟

(4NowQuartet)’이 아름다운 재즈선율을 선사했다.

포나우 퀼텟은 정이령(베이스), 임정원(피아노), 피오트르 파블락(드

럼), 서민진(보컬) 등 4명으로 결성된 재즈밴드이다. 4명의 연주자

들은 모두 미국 뉴욕에서 음악 석사과정을 졸업했으며, 다양한 장르

의 음악을 직접 편곡하여 부산을 중심으로 연주활동을 갖고 있다. 
이번 재즈 콘서트에서는 1시간 50분 동안 ‘The End of The Line 

Two(by Piotr Pawlak)’를 비롯해 12곡을 연주하며 500여 명의 관

객들에게 재즈음악의 매력과 감동을 전했다.

식전 행사로 피오트르 오스타셰프스키(H. E. Piotr Ostaszewski) 
주한폴란드 대사의 특별강연 시간도 가졌다. 피오트르 주한폴란드 
대사는 ‘폴란드·한국의 역사적 유사성과 양국관계’를 주제로 특강을 
통해 “한국과 폴란드는 지리적으로 주위 강대국의 영향을 받으며 비

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문화적으로도 자체적인 언어를 가지는 등 
민족성도 유사하다”며, “1989년 수교를 체결한 이후 30년 동안 양

국은 정치와 문화, 경제 등 밀접한 교류를 이어 오고 있다. 앞으로 두 
나라가 협력해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03
계명대 대학일자리센터 
청년고용정책 축제 열어

04
계명대 대학일자리센터와 대구서부고용복지센터가 공동으로 주

관해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정책 축제를 열었다. 

4월 2일(화)부터 4일(목)까지 3일간 계명대 성서캠퍼스 취업지원

센터 앞에 5개의 부스를 설치해 정부지원 청년고용정책 및 대학

일자리센터 사업 홍보 등을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취

업마인드를 심어주었다.

5개의 부스는 청년고용정책관, 직업심리검사관, 대학일자리센터 
홍보관, 면접메이크업관, 취업이벤트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곳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지원 청년고용정책과 직업심

리검사, 대학일자리센터 취업 상담 등의 프로그램과 캘리그라피, 
지문적성검사, 네일체험 등 다양한 취업 이벤트를 실시했다. 이 
밖에도 진로특강, 취업특강과 함께 기업체 인사담당자에게 듣는 
‘인사담당자를 잡(JOB)아라’시간도 마련됐다. 한국장학재단, 대

구텍, 에어부산, SL, 대구은행 등의 인사담당자들이 채용기준과 
취업준비 등에 대한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
계명대는 2015년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대학일자리센터를 학생

부총장 직속기구로 설치하고 진로 및 취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계명대 대학일자리센터는 재학생, 졸업생, 타 대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지원 청년고용대책 참여 안내 및 지원을 비롯해 진로지도 
프로그램, 취업지원프로그램,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지역 청년고

용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계명대 대학일자리센터는 2016년부터 2018
년까지 3년 연속으로 대학일자리센터 평가 우수대학으로 선정되

기도 했다.

계명대, 2018 청년 TLO육성사업 
단계평가서 ‘S등급’

02
계명대 산학협력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

학기술일자리진흥원이 발표한 ‘2018년 청년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 기술

이전 전담조직)육성사업’ 단계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이로써 2021년 2
월까지 27억 8천 5백만 원의 국고를 확보하

고 지속적인 사업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청

년TLO 육성사업’은 대학이 이공계 미취업 학·
석·박사 졸업생을 청년TLO 연구원으로 직접 
채용하여 기본교육을 실시한 후, 기술 보유 실

험실 배치 및 패밀리 기업으로의 파견 근무를 
통해 대학 보유기술의 민간이전 및 사업화와 
창업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혁신 역량 
제고를 담당할 청년 기술이전 전문가를 육성

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계명대 산학협력단은 2018년 7월부터 사업을 
수행하면서, 51명의 청년TLO 연구원을 채용

했다. 채용된 연구원들은 대학 보유기술의 민

간이전을 위한 기술소개서 작성, 수요기업 발

굴, 기술설명회 참가 및 기술발표 등의 기술이

전 활동을 하고 있다. 또, 가족기업 파견근무, 
교내 실험실 근무를 통해 산학공동연구 프로

젝트에 참여해 실험실 연구자의 산학협력을 
지원하고, 대학 보유기술 기반 기술창업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남재열 산학협력단장은 “앞으로도 청년TLO 
육성사업으로 산학협력을 통한 청년 일자리

를 창출할 것이며, 이와 함께 지역기업 수요 맞

춤형 기술사업화 전문가를 양성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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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대학일자리센터, 
3년 연속 우수(최고등급) 
대학에 선정

05

계명대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주관하는 대

학일자리센터 운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최고등급) 대

학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 결과로 계명대 대학일자리센

터는 당초 2021년 2월까지였던 사업기간에 이어 1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대학일자리센터는 대학 내 진로 및 취·창업 지원기능을 통

합·연계해 대학생과 지역 청년들에게 특화된 고용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사업이다.
계명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2015년에 대학일자리센터 
시범사업 대학으로 선정된 이후 대학 내 진로 및 취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며 진로 및 취·창업 지원 서비스

를 체계화하고 재학생, 졸업생, 타 대학생뿐만 아니라 지

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로·취업 상담 지원, 취·창업 역

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취업 지원 시스템 구축 및 가이드

북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또한, 청년구

직활동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지원 청년고용정

책 참여 안내 등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

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다.
특히 대구지역의 거점 센터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의 다양

한 유관기관, 기업체 및 대학과의 청년 고용 거버넌스 구

축을 통해 잡매칭(Job Matching) 한마당, 대학리크루트 
투어, 고용센터와 함께하는 청년고용정책 축제, 특성화고 
지원 프로그램, 지역 대학 연합 취업캠프, 청년고용정책 
홍보 치맥 페스티벌 등 지역 실업률 해소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계명대 변명환 교수팀,  
‘자발적인 모세관현상에 의한 고분자 패턴의 
공간적 재정렬 현황’ 논문 국제학술지에 게재

06

변명환 계명대 재료공학과 교수팀의 “자발적인 모세관 현상(표면장력)에 
의한 고분자 패턴들의 공간적 재정렬 현상”에 대한 논문이 국제 저명 학

술지인 Applied Surface Science (I.F.: 4.439, JCR 기준 전체 재료공

학계열 상위 20% (Q1) 및 재료박막공정 분야 상위 5% (Q1))에 게재되며 
주목받고 있다.
이 연구팀은 상호 호환성이 낮은 두 종류의 고분자들로 구성된 이중층의 
표면에너지 차이를 활용하여 공간적으로 재정렬된 규칙적인 패턴들을 구

현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경사도를 갖는 고분자 패턴

들의 서브 패턴들을 제조하는 데 모세관 불안정성 현상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를 제공한다. 추후 이러한 단순화되고 저

비용의 고정렬성 패터닝 공정을 정전기력 에너지 하베스팅 표면 소재, 홀

로그래픽 표면 소재 등과 같은 기능성 표면으로 적용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의 제1저자인 조하령 학생은 재료공학과 석사과정 3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변명환 교수의 지도하에 고분자 패터닝 공정 및 고분자 
역학 관련 실험 등의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18년도 2월에 
계명대학교 신소재공학과를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하였으며, 추후 국내외 
최고의 대학으로 박사과정 진학을 목표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교육부 지원 한국연구재단 기본연구의 지원을 받아 울산과학

기술원(UNIST) 고현협 교수 연구팀과 한국세라믹기술원(KICET) 박운익 
박사팀과 공동으로 진행되었다.

계명대 행소박물관, 
잇따른 국고지원사업 선정으로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명대 행소박물관이 잇따른 국고지원사업에 선정돼 지역민들과 
초·중·고등학생을 비롯한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채로운 참

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계명대 행소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한국박물관

협회와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가 각각 주관하는 2019년 “박물

관 길 위의 인문학”(4년 연속)과 “대학박물관 진흥지원”(2년 연속) 
국고 사업에 선정됐다. 이로써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박물관에

서 꿈과 끼를 찾아라”와 “행소박물관 유물탐험대”라는 주제로 체

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행소박물관을 대표하

는 문화재와 접목된 체험과 문화유적답사, 공개강좌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의 소외계층, 다문화가정, 초·중·고등학생, 대학생을 
비롯하여 성인도 참여 가능하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계명대학

교 행소박물관을 대표하는 소장품인 민화와 연계하여 민화 속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민화 문양 찍기, 민화 텀블러 만들기, 
민화 나무 시계 만들기 체험을 진행한다. 그리고 암각화 문양 그리

기, 청화백자 문양 그리기 등과 행소박물관이 발굴 조사한 고령 지

산동 고분군을 비롯한 가야의 고분, 철기 문화 이야기와 함께 가야 
금동관 만들기 체험도 있다. 이와 함께 행소박물관이 발굴 조사한 
고령 지산동 고분군을 비롯한 가야의 문화와 우리나라 회화사 속

에서 민화의 의미를 엿볼 수 있는 문화유적답사를 각각 5월과 10
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이 소장하

고 있는 대표적인 민화의 내용을 포함하여 “민화 이야기”라는 주

제로 5월 15일부터 3번에 걸쳐 수요공개강좌도 개최한다. 5월 15
일에는 정병모 교수의 “행복이 가득한 그림, 민화”, 5월 22일에는 
문동수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의 “궁중회화와 민화”, 5월 29
일에는 이원복 전 부산박물관장의 “조선시대 호랑이 그림과 민화”

라는 주제로 우리 민화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살펴볼 예정이다.

07 08
계명대 이동재 학생, 
‘전도성 고분자 물질을 활용한  
용액법 기반의 반투명 유기태양광전지 개발’

계명대 전기에너지공학전공 이동재 학생의 논문인 ‘전도성 고분

자 물질을 활용한 용액법 기반의 반투명 유기태양광전지 개발’

이 저명 학술지인 ECS Journal of Solid State Science and 

Technology (I.F.: 1.808, JCR 상위 50% 이내)에 실리며, 연

구 성과가 주목받고 있다.
이동재 학생은 전도성 고분자 물질인 PEDOT:PSS를 활용하여 
기존 유기 태양광전지의 금속전극을 대체하는 데 성공했다. 기

존 태양전지에 사용되는 금속전극을 대체함으로써 고가의 설비

가 필요한 진공증착 공정 없이 용액공정만으로 태양광전지의 제

작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공정비용과 공정시간을 획기적으

로 줄일 수 있게 되고, 태양광전지가 반투명해지는 속성 또한 얻

을 수 있어서, 유리창이나 건물 외벽에 부착하는 등 태양광전지

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지게 됐다.

PEDOT:PSS는 대표적인 전도성 고분자 물질이지만, 유기태양

광전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기 전도도의 개선과 일함수의 조

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기용매 첨가와 성분조성

비율의 최적화를 통해 PEDOT:PSS의 특성을 개선하였고, 이를 
유기 태양광전지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이 첫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국제학술지에 등재가 된 이동재 
학생은 “고등학교 때부터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

속적으로 해당 분야에 연구에 몰두했었다”며, “이번을 시작으로 
개인적으로는 꿈을 이루기 위해, 크게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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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계명대 산학협력단, 헨리기술(주)와
기술이전 계약 체결

계명대 산학협력단이 헨리기술(주)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

결해 ‘타액을 이용한 유방암 감지 키트’ 상용화를 추진한다. 
계명대 산학협력단은 2월 21일(목) 14시, 계명대 산학협력

관 회의실에서 의료기기 스타트업 기업인 헨리기술(주)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계명대의 보유 기술은 의용공학과 이종하 교수가 개발한 
‘타액을 이용한 유방암 감지키트 및 이를 이용한 유방암 감

지방법’으로 2017년에 국내에 특허 출원한 기술이다. 이 
기술은 검체 수집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아 자가진단이 가

능하며, 질병의 관찰이나 예방을 위한 조기 진단에 유용하

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헨리기술㈜는 이 기술을 활용하여 유방암 감지 키트 개발

을 추진할 계획이다. 타액을 이용한 유방암 감지 키트 기술 
개발로 기존의 유방암 감지 기술에 비하여 저비용으로, 별

도의 특별한 장비 없이 유방암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이 가

능하며, 휴대가 용이하여 여성들의 유방암을 조기에 감지

하여 치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재열 계명대학교 산학부총장은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기술 개발 및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

해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전하여 지역 기업들과 새

로운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있어 산학협력 활성화에도 크

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계명대 교직원 및 학생 등 50명이 휴일을 반납하고, 4월 28일(일) 강릉 
옥계면 산불 피해현장을 찾아 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계명카리

타스봉사센터는 이번 강릉 산불 현장 복구를 위해 참가자를 모집하고 
학생 40명, 교직원 10명 등으로 봉사단을 조직했다. 이들은 화재로 그

을리거나 부서진 가옥들을 재정비하고, 인근 임야의 나무 벌목작업과 
화재 잔여물 제거 등 복구에 힘을 쏟았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배준역 학생은 “뉴스를 통해 산불 피해 상황을 보기

는 했지만,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 줄 몰랐다”며, “쉬지 않고 열심히 복구

에 노력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일을 못 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대구

로 오는 발걸음이 무거웠다”고 말했다.
계명대는 산불피해 복구활동과 함께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물품으로 밥

상 65개를 옥계면 이재민들에게 나눠줬다. 또한, 강릉 산불로 피해를 입

은 재학생들을 위해 총장 특별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용선 옥계면장은 “현재 각계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성금도 많이 
모이고 있다”며, “특히, 산불 피해지역을 복구하기 위한 손길이 많이 부

족한데, 계명대에서 멀리까지 찾아와 이렇게 도와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용일 계명대 학생부총장은 “갑작스런 산불로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

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우리들의 작은 보탬으로 희망을 
잃지 말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1
계명대 강릉 산불 현장 찾아 
복구 위해 구슬땀

08
계명대 광고홍보학전공 
기업들이 최우수학과로 인정

계명대 광고홍보학전공이 기업들이 평가한 최우수학과로 선정됐다. 4월 24일

(목)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한 ‘2018년 산업계관점 대

학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평가는 환경, 에너지, 바이오의약, 바이오의료기

기, 광고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각 학과가 설치된 59개 대학이 참여했는데, 계

명대 광고홍보학전공이 광고 분야에서 최우수학과로 선정됐다.
계명대 광고홍보학전공은 기업이 당면한 ‘커뮤니케이션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

적 전문 인재양성’이라는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합적인 마케팅 커뮤니

케이션 관점에서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의 제 
이론과 실무 능력을 균형감 있게 교육하여 광고 홍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계명대 광고홍보학전공 교수 10명 중 6명이 관련 업계에 오래 종사한 전

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공 교과목도 산업체의 수요를 조사해 현장에서 실질

적으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과목들로 구성돼 학생들이 필수로 이수

하도록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현장중심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각종 광고공모전

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실력을 입증하고 있다.
김광협 계명대 광고홍보학전공 책임교수는 “광고홍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은 ‘창의성’이며,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인재의 덕목이다”며, “다양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마케팅 환경에서 광고와 홍보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하

고, 커뮤니케이션 산업 경영자로서의 식견과 교양을 두루 갖출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계명대 제약학과 서영호 교수팀, 
히스톤 탈아세틸화 효소 저해 신물질 개발

09
서영호 계명대 제약학과 교수팀의 히스톤 탈아세

틸화 효소 저해 신물질 개발에 대한 논문이 의약

화학 분야 저명 학술지인 “European Journal of 

Medical Chemistry”(I.F.: 4.816, JCR 상위 10% 
이내)에 실렸다. 서영호 교수팀은 본 연구에서 마약

중독, 치매, 암 등의 표적단백질 중 하나로 알려진 히

스톤 탈아세틸화 효소 6 (Histone deacetylase 6, 
이하 HDAC6)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신규물질을 
개발했다. 
본 연구에서는 안트라퀴논(Anthraquinone) 구

조를 기반으로 하는 신규 물질을 합성하였고, 이

후 이 약물에 대한 활성을 다양한 생물학적 실험법

으로 확인했다. 이 물질은 HDAC의 다양한 동위효

소 중에서도 HDAC6에 선택적 저해활성을 나타냈

다. HDAC6는 다른 HDAC들과는 달리, 선택적으

로 저해되어도 큰 독성을 나타내지 않으며, 마약중

독, 치매, 암 치료 관련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

어 있다. 특히, 암 치료에서 기존에 알려진 항암제와 

HDAC6 저해제를 동시에 처리할 시, 항암활성을 극

대화한다는 연구가 보고됐다. 또한, HDAC6는 암뿐

만 아니라 마약중독,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변성질환이나 염증과 같은 다양한 질환에도 적

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많은 연

구자가 HDAC6를 표적단백질로 하는 다양한 저분

자 물질을 개발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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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성서에서 진료를 개시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4월 12일(금) 오전 

10시 병원 1층 로비에서 이전 봉헌식을 개최했다. 이전 봉헌식에는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정순모 이사장, 계명대학교 신일희 총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배

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곽대훈 국회의원, 윤재옥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권배 동

산의료원장과 의료원 관계자, 각계각층의 초청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

데 거행됐다.

이전 봉헌식의 막은 박남희 경영지원처장의 사회로 열렸으며, 오정윤 책임원목

의 기도와 권태찬 건설추진본부장의 경과보고가 있었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은 2012년 건설사와 신축공사 계약 및 새 병원 기공식을 가진 후, 착공에 들어

갔다. 2017년 하이브리드 수술실 및 특성화센터의 설계변경용역 계약을 체결, 

2018년 새 병원 및 강창역 지하연결통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준공

검사를 실시, 11월 30일 최종적으로 건설사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았다. 

AROUND
DONGSAN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소식

사랑의 손길로 모든 이들의 삶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동산병원,

단순한 의술이 아닌 ‘인술’을 펼치고 있는 그들의 소식을 들어본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4월 15일 오전 8시 30분부터 성서에서의 첫 진료를 시

작했다. 새벽 12시부터는 응급실도 본격 가동되었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은 
대구의 서쪽(달구벌대로 1035)에 새 병원을 건립하고 지역 최대 규모의 의료기

관으로서, 심뇌혈관질환센터·암치유센터를 중심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

공한다.

진료에 앞서 7시 30분부터 시작된 ‘이전 개원 예배’에는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정순모 이사장, 계명대학교 신일희 총장, 김권배 동산의료원장 및 의료원 교직

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오정윤 책임원목의 사회로 이전 개원 예배

가 시작되었고, 전 교직원은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다 같이 찬송하며 역사적

인 새 병원 첫날을 축복했다. 이어 이흥식 목사(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이사)의 
기도와 정순모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이사장의 “운명이냐 사명이냐” 설교 말씀

이 있었다. 
김권배 동산의료원장은 인사말에서 “새 병원의 성공적인 안착은 훌륭한 시설

과 환경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며 높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그리고 우수한 
인재, 선진 의료시스템과 고객서비스 부분에서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120년 
전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을 실천하고자 했던 선교사들의 그 초심을 잊지 않고 

새 병원 바로 이곳에서 겸손하게 환자분들을 섬기도록 마음을 모으며, 사랑과 
치유의 빛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라고 전했다.
신일희 계명대학교 총장은 새 병원 건립을 축하하며 “잡초, 독초, 작은 돌멩이, 
큰 바위 다 치우고 고랑까지 메우고 훌륭한 터를 준비하였다. 오늘부터 환자 한 
분, 한 분을 위한 신뢰의 씨앗, 치유의 씨앗을 열심히 뿌려야 한다. 치유를 받아

서 나가는 씨앗 하나, 하나가 120년 전 존슨 의료 선교사가 뿌린 그 씨앗처럼 
또 다른 씨앗이 되어 또 다른 기적을 이룰 것”이라고 새 병원 이전 개원을 축하

했다.

이전 개원 예배 후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관계자들은 새 병원 현관

입구에서 커팅식을 가졌다. 전 교직원의 환호성과 함께 테이프가 커팅되고 새 
병원을 방문한 첫 환자에게 정순모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이사장이 감사의 뜻으

로 건강검진권 2장을 전달했다. 이후 관계자 및 직원 100여 명은 안내띠를 두

르고 환자들에게 직접 개원 기념떡을 전달하며, 각 층에서 환자를 안내했다. 
한편 중구 동산동 자리에도 ‘대구동산병원’이 새단장 오픈하여 같은 날부터 2
차 병원으로서 진료를 시작했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성서에서 진료 개시, 새로운 100년을 위한 첫 걸음

이전 개원 예배, 커팅식 후 개원떡 나누며 환자 맞이

새 병원 방문 첫 번째 환자에 건강검진권 증정 이벤트도 마련

“제중원 120년 역사, 성서에서 이어가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이전 봉헌식 개최 

메디시티 대구 랜드마크로 우뚝, 15일 본격 진료 시작

이어서 감사패 및 공로패에 대한 포상이 진행되었으며, 김권배 동산의료원장이 
봉헌사를 전했다. 

김권배 동산의료원장은 봉헌사에서 “병원 건립의 처음과 끝을 인도해주시고 
오늘의 귀한 봉헌식까지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린다. 이

전으로 그동안 대구 중심부에 밀집되어 있던 대형병원들이 고르게 분포됨으로

써 지역의료가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메디시티 대구가 더 발전하

는 지름길이 되리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계명대학교 신일희 총장은 “대구·경북 지역은 물론 한국을 넘어서 인류를 위한 
의료 봉사 책무를 더욱더 성실하게 이행하며, 이 집을 따뜻한 치유의 방으로 만

들어 나가겠다. 바라건대 우리가 있음으로써 최소한 대구·경북 지역민들이 지

역에 대한 긍지를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환영사

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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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을 기부(약정)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깊은 뜻을 존중하여 대학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납부기간 : 2018. 9. 1. ~ 2019. 2. 28.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동문
재학생

천만원 이상 
일억원 미만

계명대 총동창회

김진목

대구은행 계명동우회

민난희

최고경영자과정 66기  재학생 일동

오백만원 이상

천만원 미만

김기재

박성철

이승아

백만원 이상 
오백만원 미만

계명대  영어영문학과 동문회

권세민

글로벌창업대학원 5기 졸업생

김동조

김영범

김초자

박만용

박창기

배영미

심상각

이규필

이동하

최은철

오십만원 이상

백만원 미만

계명대학교  ROTC 아너스 골프회

계명대학교 상인대학원  제 2기원우회

계명카리타스봉사단
(공과대학융합전공2기)

명철회

성악전공 재학생 일동

스포츠마케팅학과 재학생

오십만원 미만

곽범덕

권덕화

권혁재

김동현

김선미

김원일

김정희

김종하

남흥식

문윤희

문정남

미사스튜디오

박경연

박미경

배소식

백경우

서창규

신기동

신기혁

신철수

심봉현

양선향

오경숙

윤귀영

윤문희

윤수용

윤정임

이상걸

이성배

이영미

이정민

이주영

이지현

장봉학

장성용

정대영

정한성

조성욱

조야자

조은서

조정영

조현길

최상언

최종수

추훈식

한판덕

홍성근

홍진헌

유관
기관
일억원 이상

삼보모터스(주)

(주)프라코

(주)삼한씨원

천만원 이상 
일억원 미만

(재)동산장학재단

(재)유한재단

(재)정수장학회

(재)한국장학재단

(재)화성장학문화재단

(주)케이엠에프

KT&G 대구본부

대학교회

미래에셋박현주재단

보경섬유

삼보프라텍 주식회사

주식회사나전

중소기업은행

오백만원 이상

천만원 미만

(재)대구은행  장학문화재단

(재)동일문화장학재단

(재)두산연강재단

(재)삼성복지재단

(재)아산사회복지재단

(주)건강나눔

(주)씨오알엔

(주)씨이티

농협은행(주) 내당동지점

정우하이텍

백만원 이상 
오백만원 미만

(재)산학협동재단

(재)서도장학재단

(재)유남장학회

(재)일산장학회

(재)청풍장학회

(재)케이티그룹  희망나눔재단

(재)한국방정환재단

(재)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주)금도시스템

(주)대한방직

(주)명문케터링

김&김치과

리콤텍

삼익THK(주)
오십만원 이상 
백만원 미만

거창소방서

단양소방서

아산소방서

평창소방서

함안소방서

함양소방서

오십만원 미만

(주)케이.피.디

계명
후원의 집
백만원 이상 
오백만원 미만

(주)미광스포렉스

(주)에이더블유호텔

다금정

오십만원 이상 
백만원 미만

(주)대림관광여행사

(주)대백마트 성서점

뉴부천식당

대구경북양돈농협

대구텔레콤(공짜나라)

장군찜닭이모네찜갈비(하홍빈)

오십만원 미만

(주)온누리여행사

(주)온누리여행사(신규)

강나루 약선 한정식

경주식육식당

날마다꿀갈비(계대 대명점)

달마루 숯불갈비

도도플라워

마마국시

만리성

백두산(신규)

보길도 해물낙지

브이티안경원

성서계대구내안경원

성서마산식당(마산전통복집)

송림골가마솥국밥(차부근)

아방궁

안동하회찜닭

우진추어탕

원대복집

원복어집

유끼초밥

정우초밥

제1능이백숙&생국수

종합상사

청송영계삼계탕

커피눔(전성혁)

태평양회센터

평화육남매왕족발

한국인의 밥상(앞산직영점)

호미곶

기타

천만원 이상 
일억원 미만

(주)코리아와이드경북

계명대학교 직원노동조합

오백만원 이상

천만원 미만

(사)뉴솔루션

다우약품

하춘수

백만원 이상 
오백만원 미만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주)아이엔솔루션

Richardson W.  Schell

SIM MICHAEL  WALTER
박태영

손희정

재인니계명대학교총동창회

정종수

오십만원 이상 
백만원 미만

(주)GMI
라앤샤

생물학과 교수6인

이정환

익명(2018-2)

주한독일대사관

오십만원 미만

MONROE J 
강민지

김미영

김병기

김상암

김재욱

김중영

누리미디어

벨메종

수우(SUUWU)

썬양의 자연주의

영아뜨리에

윤상애

이모션

최홍섭

교수·
직원

천만원 이상 
일억원 미만

교수 및 직원전체(765명) 

환력학생역량강화기금

박정숙

조수성

오백만원 이상

천만원 미만

김수연

박창일

백만원 이상

오십만원 미만

강영욱

김군찬

김영철

김창완

민경진

박광성

박세정

손동환

안숙영

오봄시내

유연옥

이영찬

이은희

이종하

이필환

임경수

정용진

정중호

조배문

하지연

허도화

황재범

오십만원 이상

백만원 미만

Chey,  Min Ho

Cruz, Angelita  Bautista

Michael C. E.  Finch

Spahn,  Christian

Synn, Chaeki  Freya

Synn, Jienki
권대중

권오균

김경찬

김명남

김봉숙

김선정

김성완

김영미

김용일

김윤민

김중순

도성정

민경모

박광희

박미경

박병덕

박선우

박영태

박희준

배재영

배정우

신지숙

양준모

우채영

유옥희

이성욱

이수연

이영

이정복

이종한

이진호

이창섭

이태관

임운택

장준호

정길생

정대원

정동휘

정미옥

정연인

정진갑

정철호

정혜숙

정호진

조도희

조영식

조주현

지현미

천경수

최영만

최종렬

홍승표

홍원식

홍희숙

오십만원 미만

Li, Tiegen

Torres,  Arnelyn Manaluz

Yook, Simmyung
강기환

강명화

강숙성

계정민

구교태

구보순

권성규

김규태

김기진

김남균

김덕영

김돈

김동욱

김무종

김문영

김병선

김봉섭

김봉수

김선

김성훈

김수봉

김승직

김영석

김영찬

김영희

김완호

김원진

김윤곤

김인순

김정구

김정규

김정민

김정배

김종환

김지영

김지은

김진균

김창섭

김춘해

김태권

김학윤

김해동

김향매

김현덕

김효정

김희언

나유리

남미영

류두하

박경옥

박경희

박기준

박상범

박상원

박상훈

박성준

박소연

박영호

박우선

박윤주

박찬호

박혜선

박홍의

배창범

변성준

사공창호

서미숙

서봉호

서영호

서정남

손예희

손주옥

손철수

송근유

송영정

송형석

신현명

신형준

신희원

안재범

어수정

엄우용

엄홍준

여박동

유병환

유재성

윤요은

윤원희

윤재우

이규석

이병수

이부윤

이삼빈

이상길

이상식

이상엽

이상원

이상철

이석순

이선봉

이선장

이성아

이성우

이순철

이양섭

이영숙

이영호

이원재

이재구

이재룡

이재천

이중희

이향순

이현미

이혜정

이화영

임문혁

장기선

장요한

장이규

장희권

전미향

전병오

정문영

정상희

정응호

정인철

정정용

정지용

정태우

정현희

정호기

제해성

조상국

조현기

차유미

천우광

최두선

최명숙

최성곤

최성우

최유담

최은정

최진순

최해운

최현식

최현주

최형석

추동혁

탁진영

하지수

하지원

한문식

한복희

한숙희

허정명

호광수

홍계린

홍보윤

홍숙

황병훈

황재광

퇴직
교직원
오백만원 이상 
천만원 미만

박재황

백만원 이상 
오백만원 미만

김완준

임대근

오십만원 이상

백만원 미만

김영배

오십만원 미만

Tsang, Henry Hing-Yip
김일조

성이환

손인호

신규철

양재희

이권호

임병화

조이섭

조인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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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사랑 벽돌쌓기 

함께 빛낼 계명 120년을 준비합니다.

발전기금

납부방법

안내

발전기금 

납부

직접납부 / CMS 이체 / 카드 또는 계좌이체

직접납부   발전기금팀으로 현금 직접납부 또는 지정된 계좌로 송금 

(대구은행 086-04-000434-7)

CMS 이체  납부자가 지정한 계좌에서 지정된(15일 또는 30일) 날짜에 자동인출

카드 또는 계좌이체 발전기금 홈페이지

  (https://fund.kmu.ac.kr)에서 신청(문의: 발전기금팀)

문의 계명대학교 본관 212호 발전기금팀

TEL 053-580-6323~4       FAX 053-580-6325       E-mail 70270@kmu.ac.kr

후학사랑 기금 조성

함께 만든 계명 120년, 선각자들의 헌신과 피땀 어린 노력으로 지금의 계명

대학교를 일구었습니다.
함께 빛낼 계명 120년, 후학사랑 기금 조성으로 후학들과 학교, 학과 발전

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랑을 키우고 사람을 가르치는 따뜻한 마음을 후학사랑 기금으로 일구어 
주시기 바랍니다.

6·25 참전국 출신 학생 교육지원기금 조성

6·25 전쟁 발발 시,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세

계 63개국에서 병력과 의료, 물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은 지금의 발전한 모습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사랑과 지원을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고자 합니다. 계명대학교를 찾는 

6·25 참전국 출신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업을 계속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의 따뜻한 사랑을 표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 출신 학생 교육지원기금 조성

연해주에 터전을 잡았던 약 17만 5,000여 명의 고려인들은 1937년 옛 소

련의 가혹한 분리·차별 정책으로 정착지에서 쫓겨나 중앙아시아로 강제이

주를 당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려인 강제이주를 상기하면서 민족의 뿌

리와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고려인 출신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업을 통해 고국에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금 목적     고려인 출신 외국 학생이 안정적인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학금 및 학업유지비 지원

2. 기금 조성     교내 구성원, 동문, 기업, 기관 대상 발전기금 모금

3. 기금 운용     모금된 기금은 장학금 및 학업유지비 지급

지난 120년간 계명인 모두가

합심하여 지역과 세계를 향해

진리, 정의, 사랑의 빛을 만들어 왔습니다

120년의 역사와 교육을 바탕으로 

앞으로 빛날 120년을 향해 더욱

힘차게 도약합니다

1. 기금 목적     장학금, 학과발전기금

2. 기금 조성     교내 구성원, 동문, 기업, 기관 대상 발전기금 모금

3. 기금 운용     모금된 기금은 장학금 및 학과발전기금으로 활용

1. 기금 목적     6·25 참전국 출신 외국 학생이 안정적인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학금 및 학업유지비 지원

2. 기금 조성     교내 구성원, 동문, 기업, 기관 대상 발전기금 모금

3. 기금 운용     모금된 기금은 장학금 및 학업유지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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