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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현 (연합신학대학원 교수/교목)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 

루스채플(Henry Luce재단후원) 



요한복음 8장 31절b - 32절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31절b 

32절 



연세심볼 



http://www.yonsei.ac.kr 
http://underwood.yonsei.ac.kr/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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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어스 호톤 언더우드 Lillias Horton Underwood 

(1851-1921) 



Mission: 전도여행 (1896) 







1885 광혜원/제중원 Horace N. Allen 

Allen 조선으로 오다. - 1884 
• 중국에서 제물포를 통하여 
• 최초의 의료선교사 
• 갑신정변으로 의술 인정  



최초의 서양 의학 교육 기관 
제중원 의학교 개교 (1886. 3. 29) 

• 설립 – 당초 알렌은 대학교 설립을 추진 

• 의학교육에는 알렌, 헤론, 언더우드 이외에 헐버트와 길모어가 참여함 



Avison과 Underwood의 만남 
  Avison 한국으로 - 1893 

• Dr. Avison: 약사, 의사 Toronto대학 의대, 약대 교수 

• 1892: HG Underwood 목사 초청강연 후 한국으로 오기로 결정 

• 1894: 제중원을 선교부로 이관 

구리개 제중원 

Dr. Oliver R. 
 Avison 

Rev. Horace G. 
Underwood 



Oliver R. Avison 
Louis H. 

Severance 

• 1900. 4. 30. Avison 뉴욕의 만국선교대회에서 초청강연 “Comity in Medical Mission” 

• Severance씨가 $10,000 기증 약속  

• 대지 구입비로 $5,000 추가 기증 

“You are no longer happier to receive it than I am to give it.” 

Avison과 Severance의 만남 



• 1907 Severance씨가 내한하여 $30,000 추가 기증 
•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Severance의 학교를 계속 후원하도록 지시 

1904 세브란스 병원 의학교 
서울역 맞은편 (도동) 



연세대학교 1957 -  

신촌 

국제 

원주 
• Horace N. Allen 
• Oliver R. Avison 
• Horace G. Underwood 

 
• Louis H. Severance 
• John T. Underwood     

의료원 



경신학교 전신 구세학당 (고아학당) 



구세학당 규정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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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 서재필-안창호 (1925) 



김규식, Kuy-Sik Kim (1881-1950) 



김규식-서재필-여운형 



A Korean Poet, Yoon Dong Ju 



연세대 교정의 윤동주 시비 연세대 윤동주 기념관 



핀슨홀과 윤동주 





연대생 

연세인 



정보/소통  vs. 권력 
 
종교개혁의 정신- 
 

 1. 지식의 분배와 확산   

 2. 기술과 내용의 융합 

 3. 세계내적 금욕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