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프로그램 l
2.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개교 70주년 기념식
2017. 10. 19. (목),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로비
I. 어린이 호랑이  표범 그림 전시회
09:00

어린이 호랑이 그리기 대회 수상작 전시

(사) 한국범보전기금

2017. 10. 20. (금),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스코필드홀
II. 개교70주년 기념 공연
14:30

축하공연(학생회)

소리랑울림/난무/동영상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개교 70주년 기념행사

III. 개교70주년 기념식

16:00

축사

성낙인 총장
김두관 국회의원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박상오 AHP회장

16:20

환영사

우희종 학장
최준표 동창회장

16:30

대학 경과보고 및 현황 소개

김용백 교무부학장

16:40

새 동물병원 간단한 소개 및 경과보고

윤정희 병원장

16:50

감사패

김경국 동문, 재미동창회장

2017. 10. 19.(목) ~ 10. 21.(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스코필드홀,
행정관 앞 잔디광장

로비 앞

IV. 개교70주년 기념 만찬
17:10

공연

17:40

내가 돌아보는 수의대

명예교수

17:50

비전 선포식

전· 현직 학장

18:00

건배사

18:10

만찬
2017. 10. 21. (토), 행정관 앞 잔디광장

V. 반려동물 한마당

문의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기획실
T. 02-880-1231 E. sorarira@snu.ac.kr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l 인사말 l

l 프로그램 l
1. 개교 70주년 기념 통일심포지엄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의 개교70주년이 되었습니다.
해방 후 혼란기와 전쟁 속에서 이뤄낸 한국사회의 변화와 번영은 그대로 수의과대학 70년 역사 속에

20th October 2017, Schofield Hall, 3F, CVM, SNU

반영되어 있습니다. 과거 축산에 국한되었던 수의학은 이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는 물론 조 단위
의 반려 산업에 기여하고 있고,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
처럼 보고 듣고 느끼는 인공물이 인간과 어울려 살게 될 포스트휴먼 시대에 이미 인간과 같이 진화해
온 동물의 위치와 사회적 의미를 이끌어 내고 선도하는 역할이 이 시대의 수의학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동물에게는 이념이 없습니다. 힘찬 생명력과 더불어 서로 상의상존하는 생태계를 이루고 있기에
동물로부터 그런 건강한 생명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수의학입니다. 70주년을 맞이하는 수의과대학이

I. The 70th Anniversary Symposium on Unification and Veterinary Medicine in Korea
Time
09:30

Opening Ceremony

Speaker
Dean of CVM, SNU

Session 1. Unification and Veterinary Medicine

남북분열을 넘어 서로 힘을 합쳐 민족의 생명력을 되찾는데 앞장 서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민족의 대학인 서울대학교의 큰 울타리 안에서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앞서 가는 수의과대학이

Presentation

09:40

Lessons Learned from
Reunification of German
Veterinary System and Education

10:00

Public Health Issues in NorthKorea

10:20

Current Key Issues for Korean
Unification

10:40

Coffee Break

되었고, 향후 다가오는 포스트휴먼 시대에서는 세계를 선도할 준비를 하는 수의과대학의 70주년 기념

Prof. Leo Brunnberg
Faculty of Veterinary Medicine, Berlin Free
University

식에 오신 것을 감사드리며 또한 축하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학장

우희종

안녕하십니까?
제24대 동창회장 74학번 최준표입니다. 수의과대학 70주년 기념식에 오신 것들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축하 드립니다.
격동의 70년을 이 땅과 함께하며 성장해온 우리 수의과대학은, 전에 없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며 발전
하는 사회와 발맞추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수의학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는, 이전처럼 축산
식품에만 머무르지 않고, 상당한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산업과 함께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축산 식품 역시 지난 여름 많은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살충제 계란 파동은 물론이며 때마다 거듭되고

Prof. Hee Young Shin
Institute for Health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 Keunsik Jung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IPU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ession 2. Current Situation of Livestock Industry and Veterinary Medicine in North
Korea

11:00

Livestock farming in North
Korea

11:20

Veterinary service in North
Korea

11:50

Lunch

14:00

Campus tour

Prof. Kyung Woo Lee
Department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Konkuk University

있는 구제역과 같은 일련의 사건으로, 수의사가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은 전에 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수의과대학은 이 땅의 수의학을 선도하고, 축산식품뿐 만 아니라 다방면에 걸쳐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 하고 계신 동문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헌신과 도움으로 지금까지의 70년을 빛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70년 역시, 서로 도와주고, 서로 밀어주며, 서로 끌어줄 수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여 나날이 커지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최고 수의과대학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다시 한번 70주년 기념식에 오신 것을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창회장

최준표

Prof. Chung-Hee Cho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