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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미래대학을 말한다

의과학 교육의 미래1



‘21세기 새로운 명문의 조건은 무엇인가?’

우리 대학의 화두이자, 창조적 미래를 준비하는 고등교육 기관이 던져야 할 근원

적 질문입니다. 지난 4년, 경희는 ‘학문과 평화’, ‘지구적 존엄’을 구현하며, 대학다

운 대학의 미래를 모색해왔습니다. 현실과 유리된 상아탑을 넘어 ‘더 나은 사람과 

세상’을 위한 대학의 미래를 열어왔습니다. 

<21세기 미래대학을 말한다>는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 서 있습니다. 새 시

대가 필요로 하는 대학운영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합니다. 더 나은 대학

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어떤 꿈을 공유해야 하는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는 무

엇이고, 문명사적 전환기에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창조적 혁신을 통해 대학

의 미래를 선도하는 해외 학술기관의 장을 모시고, 이들이 추구하는 비전과 가치, 

발전전략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참다운 명문대학의 길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창조적 

여정이 있을 뿐입니다. 자리를 함께해 더 나은 경희의 미래, 대학의 미래를 열어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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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희 학장은 한국인 출신의 세계적인 치의학 권위자로서 하버드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 1984년부터 UCLA 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 치의학 학사 

(1968)^석사(1971), 조지아대학교 약학박사(1978), 하버드대학교 치의학사(1982) 

학위를 받았다. 특히, UCLA 최초의 한인 치과대학 학장으로 임명(1998)된 이래,  

UCLA 치과대학에서 가장 오랜 기간 학장을 역임한 교수이자 가장 권위 있는 학장

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는 학장으로 재직하면서 정부 지원이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예산을 대폭 확충했

고, 대규모 기금 모금 캠페인을 벌이는 등 탁월한 재무관리 능력을 발휘해, 만성 

적자에 허덕이던 UCLA 치과대학을 흑자로 바꿔 놓았다. 교육구조와 커리큘럼에 

대한 모범적이고 혁신적인 교육개혁을 단행하고, 기반 시설을 대폭 확충했으며, 

세계적인 치의학 교수진을 대거 초빙했다. 또한 대학 개혁에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교육자이자 행정가로서 그가 보여준 리더십은 UCLA 치과대학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변모시켰다.

연구자로서 박노희 학장은 암 생물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을 뿐 아니라 

DNA 복구의 메커니즘 및 세포 노화 과정의 메커니즘을 연구해왔다. 특히 세포 

노화 과정 연구는 개인의 노령화가 암의 폭발적인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에 노화 

과정을 지연시켜 건강한 고령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미국국립보건원

(NIH)의 Grant review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현재 International Journal  

of Oncology, Electronic Journal of Biotechnology, Odontology, Critical Review 

of Oncogenesis 등 해외 우수 저널의 편집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주요 수상 내용으로는 Distinguished Alumnus of the Year; Medical College 

of Georgia, Augusta, GA(2010), UCLA에 박노희 석좌교수제 확립(2009), Silver  

Anniversary Award at the Harvard University(2007),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2002, 2007) 등이 있다. 특히 2001년 국제치과연구학회(IADR)로부터 치의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뛰어난 과학자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2010년에는 미국

치의학교육협회(ADEA) 산하 자선재단인 ‘기스재단’이 수여하는 치의학교육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인 ‘기스(Gies)’상을 수상했다.



박 노 희  UCLA 치과대학장 특강 일정

10월 18일(화) 15:30~17:30

강연 1 21세기 대학의 미래, 의과학 교육의 미래

(Envisioning Future of Universities  
in the 21st Centuries: The Future of  
Health Science Education)

청운관 B117

10월 19일(수) 09:00~10:50
강연 2 항바이러스성 화학치료요법

(Antiviral chemotherapy)
청운관 B117

10월 20일(목) 10:30~11:30
강연 3 암과 텔로머라아제

(Cancer and Telomerase)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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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미래대학을 말한다”는 세계적인 학술기관의 리더를 초청해, 강연, 대담,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이를 통해 해당 학술기관이  

독창적으로 축적해 온 대학 운영 철학과 비전, 거버넌스, 발전 전략 등을 경청해, 경희의 미래전략 수립에 참조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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