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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현재

사명선언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 지구촌 공동체의 많은 과제들이
해결되어야만 한다. 연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IGEE)은 국내외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현장과 대학, 대학과 공동체, 그리고 각
전문분야간의 협력을 통해 참여하고(collaborative engagement),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education)을 활성화하며, 그 실행에 대한 학문적 성찰과 연구(research)를 수행함으로써 해결책(solutions)을 제시하고 실천하여 지역사회로부터
전세계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지속가능한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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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류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제는 과거의 해법으로는 풀기 어려우며,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새로운 해법이
필요합니다. 연세대학교는 인류를 섬기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교육과 연구를 통해 미래의 인재를 배출하고 최고의 지식을 추구해 왔습니다.
글로벌사회공헌원은 연세대학교의 여러 기관들이 협력하여 설립되었으며, 이를
통해 대학의 지적, 인적, 물적 자원을 가장 창의적으로 연결하고 참여하는
대학(Engaged University)으로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공헌하고자 합니다.
글로벌사회공헌원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국내외에 적용하며 인류의
미래를 위한 연세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차원의 공헌을 추구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인류의 발전을 위한 연세의 비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세기 문명의 진보에 따른 놀라운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사회, 경제,
그리고 환경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문제들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인류는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그
생존이 위협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갈림길에 서서 위기이자 기회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8대 UN 사무총장으로서 UN이 채택한
국제사회의 공동발전목표인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2015년까지 추진하였고, 그 후속과제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2030년까지 추진되는 SDGs의 성취를 위해서는 대학의 전문성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제가 명예원장으로 참여하게 된 연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대학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현장의 필요를
연계하여, 개인, 공동체와 국가, 그리고 국제사회가 함께 학문적이고 실제적인
협력을 이루는 장이 될 것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한국이 성취한 경제사회 발전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것이고, 그
과정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해 한국이 이룬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의 지식과 해법은 지구촌 사회에 나눌 소중한 자산입니다. 빈곤 극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와 환경 등의 분야에서는 앞으로 이뤄나가야 할
목표에 대해 인력 양성과 인프라 시스템 구축 등 대학과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구촌 위기 대응 시스템은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더 이상
행동을 늦출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였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가 현장에서
실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가 한국사회
운영원리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유일무이한 한국의 경험이 국제사회에 공유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기여수준은 그 국격에 맞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글로벌사회공헌원이 이러한 과제를 이뤄가는 기관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인류는 인간의 결정과 그에 따른 행위의 결과가 지구전체의 안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대를 맞이했다.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인류의 공통과제이다. 2015년에 마감된 UN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사업은 이 과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이며, 그 이후 UN과 국제사회는 17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했다. 2030년까지 목표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학은 각
분야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과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받고 있다. 이처럼 참여하는 대학(Engaged University)으로서의 지향은 연세대학교가 개교 이래로 추구해온 가치와 일치한다. 이에
연세대학교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통한 인류 공동체적 문제의 해결에
참여하고자 구체적 방향과 해결책 모색을 위한 조직, 글로벌사회공헌원을
구성하여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발전을 위한 대학의 사명을 수행하고자 한다.

반기문지속가능발전센터 Ban Ki-moon Cen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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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정보교류

조직도 Organization

ㆍYonsei Climate Actions:
기후변화 관련 인적자원
Network 구성 및 관련분야
연구 등의 활동

ㆍYonsei Social Engagement
Survey

ㆍODA Projects: Impact
Analysis, 보건, 평가 등과
연계한 사업 개발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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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ative
Mess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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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 Research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인력양성
ㆍ한국의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공적개발원조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개발도상국가의 인적자원
양성

지속가능발전 관련
대외협력 및 교내외
정보교류를 위한 정보와
메시지 소통

ㆍBan Ki-moon International
Forum for Climate Actions &
SD: 기후변화 및 기후행동
관련 국제포럼을 매해
정례적으로 개최
기후행동에 관련한 상징적
포럼이 되도록 지향

연세사회공헌 위원회 의장 및 명예원장

사회참여센터 Center for Social Engagement

글로벌사회공헌원 (IGEE)
동서문제 연구원, IGS 등
교책연구소

운영위원회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활동

ㆍYonsei Social Resources
Bank: 기존 연구내용 등
조사, 관심 유도와 연구 및
교육자 Pooling

실행기구
협력적 교육기관
평가 및 연구기관
SDGs관련 정보와 메시지의 소통기구

역할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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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섬김의 리더 양성

3. 사회봉사 및 사회문제 해결 참여

ㆍ반기문 글로벌 리더 멘토링을 통한 세계적 비전을 가진 인재 양성
ㆍ사회참여 인재 양성 아카데미
ㆍ지역사회 멘토링 사업
ㆍ교내 SDGs 교육사업
ㆍOT²(One Team, One Task) 프로그램

ㆍ연세사회봉사단
ㆍ융합형 사회문제해결 교육
ㆍSolution Lab

2. 역량강화 구축방안

4. 사회적 영향력 제고

ㆍ창의적 혁신가 양성 프로그램 “Young Innovators”
ㆍ사회문제 해결 위한 혁신조직간 연계 “Innovation Network”

ㆍ사회공헌 Awareness 증진 “Salt & Light 프로젝트”
ㆍFaculty Connect 조직

제중원보건개발원
Yonsei Institute for Global Health

반기문지속가능발전센터
Ban Ki-moon Cen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사회참여센터
Center for Social Engagement

의료선교센터
세브란스아카데미
통일보건의료센터
국제개발(ODA)센터

제중원 보건개발원 Yonsei Institute for Global Health
1. 의료선교로 시작된 기관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 실천
2. 보건분야의 선교와 봉사, 공적개발원조 Platform

의료선교센터

통일보건의료센터

국제개발ODA센터

ㆍ체계적인 기관차원의 의료선교 ㆍ통일을 대비한 보건의료역량개발 ㆍODA활동의 체계적 실천
ㆍ단기-장기 의료선교
ㆍ실천과 평가, 성찰을 통한 확산
ㆍ북한보건의료관련 연구, 교육
ㆍ해외 의료인적자원 개발
ㆍ선교지 환자 초청 진료
ㆍ선교지 의료지원 협력

세브란스아카데미
ㆍ통합적이고 체계적 HR 개발,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