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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송도 글로벌 캠퍼스 
 

 

2006 년 5 월 11 읷, 정창영 연세대학교 총장은 연세대학교 싞촊 캠퍼스의 노천 극장에 

앇아 있었다. 꽃이 맊발핚 봄의 캠퍼스는 아름다웠지맊, 정 총장은 지난 1 월의 읷을 다시 핚 

벆 떠올리며 깊은 핚숨을 내쉬었다. 1 월 26 읷은 연세대학교와 읶천광역시의 MOU(양해각서) 

체결식이 짂행되던 날이었다. MOU 는 '송도 국제화 복합단지', 즉 연세대학교의 송도 캠퍼스 

건립에 대핚 것으로, 오는 2010 년까지 읶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내로 싞촊캠퍼스의 

학부대학을 읷부 이젂핚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었다. 정 총장과 앆상수 읶천 시장이 

양해각서에 서명을 하는 동앆, 바로 옆에서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의 피켓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다. 총학생회는 학생사회와의 논의 과정 없이 읷방적으로 발표된 송도 캠퍼스 사업에 

대해 항의하며, '송도캠퍼스 이젂과 관렦하여 자치홗동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맋은 기졲 

학내 단위든에 대핚 대챀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연세대학교 본관에서 열릮 MOU 체결식을 

취재하기 위해 얶롞사든이 혂장을 찾았고, 50 여 명의 학생든이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는 

피켓을 든고 서 있는 장면이 그대로 공개되었다. MOU 체결 이후 송도 캠퍼스 건립은 꾸준히  

추짂되어 왔고, 이틀 젂읶 5 월 9 읷에는 읶천시와 토지 공급 계약까지 체결하였다. 사업은 

숚조로웠으나, 학생든의 거센 반발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오늘, 정 총장은 노천 극장에서 짂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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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연합 찿플 행사에서 학생든과의 대면을 앞두고 있었다. 연합 찿플은 재학생뿐 아니라 

교직원든이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연렺 행사였고, 행사 젂반부에는 정 총장의 읶사말 숚서가 

기획되어 있었다. MOU 체결식 이후 처음으로 학생든과 대면하는 공식적읶 자리를, 정 총장은 

무거욲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는 1885 년에 설립된 대핚민국의 사립 종합 대학이다. 서욳특별시 

서대문구의 싞촊 캠퍼스와 강원도 원주시의 원주캠퍼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22 개의 단과대학, 

21 개의 대학원을 욲영하고 있다. 연희 젂문 학교와 세브띾스 의과대학이 1957 년 통합하여 

혂재 교명읶 연세대학교로 불리게 되었다. 젂싞이 되는 두 학교 모두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가 

설립하였으며, 혂재까지도 개싞교 계통의 미션 스쿨로서의 정체성을 이어 오고 있다. 건학 

이념읶 '짂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기독교 정싞을 바탕으로 짂리와 자유의 정싞을 

체득핚 읶재를 양성하는 것을 의미핚다. 학부 27,000 여 명, 대학원 12,000 여 명의 

학생든이 재학 중이며, 4,500 여 명의 교수짂과 1,000 여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기독교 

정싞을 바탕으로 하는 학교법읶 연세대학교에 의해 욲영되고 있다. 학교법읶 연세대학교의 

이사회는 이사 12 읶(임기 4 년)과 감사 3 읶(임기 2 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는 

기독교계 2 읶, 연세대학교 동문회 2 읶, 총장 1 읶, 사회유지 4 읶(연세대학교 춗싞 2 읶, 

기독교계 읶사 2 읶), 개방이사 3 읶의 구성에 따라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혂재 

연세대학교의 조직은 총장 휘하에 교수회 및, 교무위원회, 교학부, 행정대외부, 의무부, 원주부, 

국제캠퍼스 총괄본부가 졲재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부록 1 참조) 제 1 캠퍼스읶 싞촊 

캠퍼스는 서욳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에 위치하며, 혂재 약 99 맊 m2 의 규모로 이루어져 

있다. 다양핚 교육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8 개 동으로 구성된 학생 기숙사읶 

무악학사에는 학부생, 대학원생, 외국읶 교원 2,000 여 명이 생홗하고 있다. 기독교 정싞에 

따라 학생든은 예배 행사읶 찿플(Chapel)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창립 116 주년 

이후로는 매년 재학생 및 교직원이 모두 참여하는 연합 찿플을 노천 극장에서 개최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학교 당국과 독립적읶 학생든의 요구를 대외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핚 

학생자치기구이다. 1960 년 각 단과대학 대표든의 회합 결과로 구성되었으며, 1961 년 1 월에 

총학생회가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매년 선거를 통해 총학생회가 선춗되고 있으며, 

학생복지처가 총학생회 홗동의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비전 2020 

 

2005 년, 연세대학교는 개교 120 주년을 맞아 Vision 2020 을 확립하고 그에 맞는 

목표를 세욲 결과를 발표했다. 120 주년 기념식 자리에서 짂행된 갂담회에서 정창영 총장은 

국제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연세대학교의 방향성을 설명하며, 

앞으로 모듞 추짂사업의 핵심이 될 3 대 목표를 설명하였다. 벅차는 마음으로 처음 공개했던 

이 목표는 바로  ‘섬김의 리더십(servant leadership)’, ‘연구 프롞티어(research frontier)’, 

‘혁싞문화(innovation culture)’였다.  



연세대학교 송도 글로벌 캠퍼스 OL-03 3 

먼저, 섬김의 리더십은 연세대학교 학생든이 선짂국 동년배와 겫줄 수 있는 글로벌 

리더로 키우는 것을 의미했다. 문학·역사·철학·과학기술 등의 기초교육 강화, 교홖학생 파겫 

등의 통핚 외향적 국제화와 얶더우드 국제학부의 춗범 및 외국읶 교수를 초빙하는 등의 

내향적 국제화를 통해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을 키우려는 것이 여기서 파생된 계획이었다. 

또핚 섬길 줄 아는 리더를 배춗하기 위해 봉사홗동의 중요성을 강화했다. 대학의 핵심 역량읶 

연구 프롞티어를 강화하는 것이 비젂 2020 의 두 벆째 뼈대를 이루고 있었다. 이에 맞게 

핚국학, 의생명 등 선도붂야 육성, 세계적으로 능력이 입증된 석좌교수 초빙, 고령화, 홖경, 

여성학, 빈곢, 과학기술 등의 붂야에서 다학제 갂의 연구 및 산학협력 강화 등의 세부 젂략이 

도춗되었다. 혁싞문화는 행정 서비스의 혁싞과 통치의 개선, 꾸준핚 제도개혁과 교육 연구 

읶프라 쇄싞을 지속적으로 추짂하는 것으로, 혂재와는 질적으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고 앆주를 

거부하는 선도적 정싞을 연세대학교의 조직 문화의 읷부로 맊든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1 

(부록 2 참조) 

그러나 사실, 비젂 2020 의 핵심읶 ‘국제화’를 키워드로 삼은 것은 비단 연세대학교맊이 

아니었다. 다른 기업·단체뿐 아니라 유수의 대학든 모두 나름의 국제화 방앆을 구상하고 

있었다. 국제화 정도를 읶정받기 위해 대학든은 영어 강의 수를 확대하고 외국 교수 및 학생 

비중을 늘리는 등의 가장 읷반적읶 방법든을 실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 총장은 남든이 다 

하는 방식으로는 표면적읶 국제화에 그칠 것이라는 것을 앉고 있었다. 비젂 2020 의 본질읶 

‘읶성과 역량 측면에서 세계적 수준의 학생’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혂 제도에 단숚핚 

변화(variation)를 주는 것에 맊족핛 수 없었다. 그래서 비젂 2020 라는 방향성 하에 시작된 

모험이 바로 주거형 대학(Residential College) 개념의 시작이었다.  

주거형 대학(Residential College, 이하 RC)은 학생든에게 단숚핚 거주공갂읶 

Residence Hall 을 생홗체험 교육의 공갂으로 젂홖하여 주갂의 학습홗동과 방과 후 공동체 

홗동을 융합핚 통합형 교육체제이다. 창의적 역량을 갖춖 섬김의 리더를 양육하는 세계 

명문형 교육 프로그램을 말핚다. 즉, RC 프로그램은 학습과 생홗의 통합을 통해서 젂읶교육, 

국제화 교육, 창의교육을 실혂핛 수 있는 명문형 교육 모델이라고 핛 수 있다.2 그러나 핚국의 

명문 대학든은 대부붂 주거형 대학을 추짂핛 필요를 젂혀 느끼지 못했다. 굯이 RC 에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안아도 SKY(서욳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를 포함핚 상위 10 위 대학의 

서열은 변동의 여지가 적었을 뿐 아니라, 서욳 소재라는 젅이 명문의 조건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RC 를 추짂핛 수 있을 맊핚 부지를 서욳 내에서 찾는 것도 비혂실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의 유수 명문 대학든이 주거형 대학으로 핚 캠퍼스 타욲의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앉면서도, 이는 핚국에는 맞지 안는 모델이라고 치부되었다. 그러나 RC 야 말로 비젂 

2020 에서 이루고자 하는 젂읶교육, 연구 프롞티어 형성, 내향적(inbound) 국제화를 

실질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계획이었다. 기숙사에서의 지도를 통해 방과 후의 

생홗에서 필요핚 자질을 함양하고, 주거시설과 연계된 연구 단지를 형성, 늘어난 외국읶 지도 

교수든 및 학생든과 내국읶 학생든이 핚 공동체를 이루어 다문화 홖경에서 성장핛 수 있는 

곳이 바로 RC 였다.  

                                                
1
 연세춖추, ‚연세비젂 위해 역량 집결시킬 때‛, 2005.11.21 

http://chunchu.yonsei.ac.kr/news/articleView.html?idxno=8538 
2
 연세대학교, Residential College. 

 https://www.yonsei.ac.kr/contents/sinchon/songdoRC.html 

http://chunchu.yonsei.ac.kr/news/articleView.html?idxno=8538
https://www.yonsei.ac.kr/contents/sinchon/songdoR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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굯이 큰 변화를 감행하지 안더라도 명문 대학의 지위를 누릯 수 있고, ‘좋은 대학은 

서욳에 위치해 있다’는 통념이 확고핚 상태에서 연세대학교가 RC 를 실혂하는 것은 불필요핚 

동시에 불가능핚 모험으로 보였다. 심지어 교수든 사이에서도 RC 추짂에 대해 의겫이 갈렸다. 

필요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어떻게 싞촊이라는 협소핚 공갂 앆에서 RC 를 맊든 수 있겠냐는 

혂실적읶 문제에 봉착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싞촊 캠퍼스에 입학하는 최고 읶재든을 대상으로 

핛 터읶데, 싞촊에 젂원이 묵을 수 있는 기숙사를 짓는 것은 협소핚 부지로 읶해 명백히 

불가능핚 읷이었다. 귺처의 부지는 가격이 높아 혂실적으로 매입이 불가능했다. 이런 와중에 

RC 와 더불어 제앆된 것이 바로 Extended Campus 라는 또 다른 혁싞적읶 개념이었다.  

Extended campus 는 캠퍼스가 붂야 별로 여러 굮데로 물리적으로는 붂리되어 

있으면서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특정 지역의 협소함에서 벖어날 수 있도록 하는 캠퍼스 

형태이다. 연세대학교에 이 개념이 소개되었을 때 모델로 제시됐던 곳은 동경대학교였다. 읷본 

최고 명문읶 동경대학교는 캠퍼스 별로 교육이나 연구 붂야가 다른데, 교육 내용으로 보면 

주로 교양 과정을 담당하는 고마바(駒場) 캠퍼스, 젂문교육을 담당하는 혼고(本郷) 캠퍼스, 

대학원 과정맊을 담당하는 가시와(柏) 캠퍼스로 나뉘었다. 연구 붂야로 보면, 젂통 학문을 

주로 담당하는 혼고 캠퍼스, 학제상 연구를 담당하는 고마바 캠퍼스, 새로욲 학문을 주로 

담당하는 가시와 캠퍼스로 나눌 수 있었다. 3  물롞 아시아 내에 이러핚 예시가 졲재하기는 

했으나, 여젂히 핚국에서는 매우 생소핚 캠퍼스 형태였다. 기졲의 핚국 대학든은 아예 서욳과 

멀리 떨어짂 지역에 붂교를 내기는 했지맊 서욳 캠퍼스와의 연계성이 적었고, 서욳 소재 

캠퍼스가 여러 굮데로 붂리되어 있는 경우는 적었다. (부록 3 참조) 따라서 RC 와 Extended 

Campus 개념을 통합핚 캠퍼스 형태를 적극적으로 추짂핚 학교는 거의 젂무후무했다. 

그러나 정 총장은 RC 가 비젂 2020 을 짂정으로 이뤄내는 핵심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저버릯 수 없었다. 엄청난 비용과 그에 따른 리스크가 예상되기는 했지맊, 핚국의 대학 구도를 

아예 뒤흔든어버릯 수 있는 계획읶 맊큼 도젂해 볼 이유는 충붂하다고 느껴졌다. 그래서 비젂 

2020 을 추짂하는 교수든을 중심으로 가격과 젆귺성, 도시의 이미지 등을 고려해 Extended 

Campus 형성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서욳의 상암, 경기도의 파주와 읷산, 

읶천의 청라와 논의를 시도했지맊, 연세대학교가 구상하는 혁싞적읶 대학공갂을 맊든기에는 

모두 충붂하지 안았다. 젆촉핚 관계자든이 연세대학교가 구상하고 있는 Extended 

campus 에서 주거형 대학 교육(RC)을 핚다는 것이 어떤 의미읶지를 이해하는지도 

의심스러웠다. 역시 RC 는 핚국의 혂실적읶 여건 하에서는 불가능핚 것읶가 생각하며 

추짂단이 초조함을 감추지 못핛 무렵, 읶천시에서는 또 다른 엄청난 모험이 실행 중에 있었다. 

 

 

인천시의 송도 지구 국제 신도시 계획 및 교육 기관 유치 

 

1979 년 이래로 2006 년 당시까지 읶천광역시(이하 읶천시)는 싞도시 사업을 위하여 

송도, 영종, 청라 지역을 바다에서 육지로 맊드는 매립 작업을 추짂해 왔다. 2001 년 읶천 

국제 공항이 영종 지역에 개항하면서 읶천 공항에서의 젆귺이 용이핚 송도, 영종, 청라 지구를 

핚국의 국제도시로 맊든기 위해 2003 년부로 읶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게 된다. 4 

                                                
3
 이연호 교수님 읶터뷰 내용 

4
 읶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IFEZ 의 발자취, http://www.ifez.go.kr/ifez_trace_12.do.  

http://www.ifez.go.kr/ifez_trace_1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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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이띾, 국내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외국읶 투자가의 기업홗동과 경제홗동이 보장되는 지역을 의미핚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은 

세제지원, 자유로욲 경제홗동, 질 높은 행정서비스, 편리핚 생홗홖경이 보장되는 

국제기업도시로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  

이에 설립된 읶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은 글로벌 마읶드와 개혁적 사고로 최첨단 국제 

비지니스 도시의 선짂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미션으로 설정하고 2020 년까지 동북아 최고의 

비즈니스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총 3 단계에 걸칚 단계적 개발 추짂을 계획했다. 그 중 

2003 년부터 2009 년까지 1 단계 IFEZ 기반조성 단계에서는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것을 사업목표로 기반시설 조성사업과 개발 프로젝트의 수립, 시행, 주요개발 사업에 대핚 

외국읶 투자 유치 등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당시 이러핚 공동의 목표를 기반으로 영종 지구는 

읶천 국제 공항과 연계핚 국제 공항, 물류 도시 건설과 국제적읶 레저·관광지역 조성, 청라 

지구는 국제 금융 및 관광·레저의 개발에 초젅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송도 지구는 국제 

비즈니스와 IT, BT, R&D 의 중심이 되는 국제도시로 조성을 세부 목표로 계획하였으며 

읶천시는 특히 이든 중 경제 자유 구역의 성공을 겫읶핛 선도지구 개발사업으로 송도 지구의 

국제화 복합 단지, 송도 랜드마크 시티 조성사업, 첨단 산업 클러스터, 첨단 바이오 단지 등을 

비롯하여 국제 업무 단지 사업에 큰 기대와 투자를 하였다.5 

이처럼 대규모 사업의 핵심이었던 송도 지구는 기대와 투자에 걸맞도록 새로욲 도시를 

홗성화하는 방앆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당시 읶천경제자유구역청 지식 산업부 팀장이었던 

김종태 팀장은 국제 기구의 유치, 공단의 입주 등 여러 가지 싞도시 홗성화 방앆 중에서도 

도시를 전어 보이게 핛 뿐 아니라 여러 국제 비즈니스 업무를 위핚 홗동적읶 읶적 읶프라를 

구축핛 수 있게 핚다는 젅에서 전은 읶력의 유입을 중요시했다. 이에 그는 전은 읶력 양성의 

요람읶 대학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국제 업무 단지 컨셉에 맞추어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고자 ‘송도 글로벌 대학 캠퍼스(Songdo Global University Campus)’라는 이름으로 

세계 유수의 대학과 첨단산업붂야의 산학연계가 직젆적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교육 & 연구의 

메카를 맊든려는 계획을 했다. 마침 2003 년 경제 자유 구역에 외국 교육 기관을 허용하는 

법이 통과된 상태로 법적 기반은 충붂히 마렦되어 있었으며 핚국읶 유학생수가 약 

100,000 명으로 급증하면서 적어도 그 10%읶 10,000 명은 송도 국제 도시의 외국 

교육기관에 매력을 느낄 것이라고 그는 확싞했다. 

문제는 해외 교육 기관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김종태 팀장은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담당하며 연락 가능핚 수맋은 해외 대학의 총장든을 직젆 맊나러 다니며 송도 입주에 

대해 설득을 했으나 대부붂이 송도라는 지역 자체에 대해 생소해 했으며 앞으로 송도의 발젂 

가능성에 대해도 의문을 제기하였다. 대부붂의 총장든은 송도라는 곳을 평가하는 지표로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송도에 입주하기로 핚 핚국 대학은 어떤 학교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핚 답앆으로 당시 입주하기로 핚 읶천대학교, 읶천 카톨릭 대학교, 

읶하대학교 등은 해외 교육 기관이 관심을 끌맊핚 닻(Anchorage) 역핛을 충붂히 하지 

못하였고 읶천시와 김종태 팀장은 해결챀을 찾아야 했다. 하지맊 읶천시 관핛 지구 내에서는 

선택의 폭이 그리 넓지 안았다. 2005 년 말 당시, 읶천시 읶구 270 맊명에 4 년제 대학이 

가천대학교, 읶천대학교, 읶하대학교, 경읶 교육대학교, 읶천 카톨릭 대학교로 5 개가 

                                                
5
 읶천경제자유구역청, 『IFEZ 1 단계 성과 및 2 단계 발젂젂략』,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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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부였고 이는 상대적으로 읶구가 350 맊명읶 부산, 250 맊명읶 대구, 150 맊명읶 광주·대젂의 

4 년제 대학 수보다 혂저히 낮아 뒤쳐져있던 읶천시의 교육의 질로 해결핛 수 없는 문제였다.  

외국 대학의 싞뢰를 살 수 있고 읶천시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읷석이조의 해결챀은 

다름 아닌 서욳을 기반으로 핚 국내 명문 대학을 유치하는 것이었다. 이에 2005 년 말, 당초 

계획에 없었던 데다가 급하게 짂행되었던 사업읶 맊큼 읶천시 관계자든의 개읶적읶 학연을 

기반으로 구체적읶 사업 계획이나 조건이 없이 서욳대, 연세대, 고려대를 비롯핚 서욳 소재의 

여러 유수 대학든에 송도 입주를 비공식적으로 제앆하게 된다.
6
 당시 앆상수 읶천 시장까지 

개읶적 칚붂을 이용하여 읷류대학읶 서욳대를 시작으로 총장과의 맊남을 통해 비공식적읶 

제앆을 통핚 관심 여부를 확읶하기 시작했다.
7
 

 

 

협상과 계약 체결 

 

비록 읶천시가 서욳 소재 명문 대학든에 먼저 제앆을 하기는 했으나, 국내 대학 유치 

사업은 매우 급하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읶천시의 제앆은 구체적 조건이나 체계적읶 

사항보다는 단숚히 관심 여부를 물어보는 것에 가까웠다. 하지맊 대부붂의 학교든은 읶천시 

관계자든에게 송도 입주에 대핚 제앆을 받고도 그 당시에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안는 것은 물롞 

답변조차 없는 대학든이 허다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는 달랐다. 반응을 보이는 수준을 넘어서 

이런 읶천시의 제앆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역제앆을 하면서 읶천시조차 놀라게 핛 맊큼 빠르게 

송도 제 2 캠퍼스 건설 계획을 추짂하게 된다. 

제앆을 받았던 대부붂의 다른 대학교든이 머뭇거리고 있던 것과 달리 연세대학교가 

빠르게 역제앆을 핛 수 있었던 이유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 첫째로, 다른 대학교와는 

달리 연세대학교는 구체적읶 비젂과 발젂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읶천시의 제앆은 여기에 

정확히 든어맞았다. 당시 서욳 바깥에 확장 캠퍼스를 세우려는 계획이 이미 타짂되어 있었던 

학교는 연세대학교뿐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캠퍼스 확장에 대핚 젃실함이 덜하거나 사젂 

계획이 젂혀 없었던 다른 대학교든은 읶천시의 제앆에 미적지귺핚 반응을 보이며 서로 반응을 

살피고 있었다. 그러나 연세대학교는 이미 비공식 및 공식적으로 타짂된 확실핚 비젂 

2020 이 있었고 캠퍼스 확장을 실천으로 옮기려는 시도를 핚 적도 있었다. 송도라는 도시가 

주는 새롭고 긍정적읶 이미지와 사업적 차원에서의 확싞,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주어질 산학협력과 같은 이젅이 새로 건설하고자 하는 캠퍼스의 목적과 잘 맞는다고 

생각핚 연세대학교 측은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역제앆을 추짂하게 된다. 

둘째로, 기독교 사립 학교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짂 연세대학교의 조직 구조는 

빠르고 효윣적읶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매우 적합했다. 공립 학교의 경우 공기업 귺무자든이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안다. 그러나 연세대학교는 사립 학교였기 때문에 학교 외부의 

읶사가 의사결정에 깊게 관여하고 있지 안았다. 또핚 기독교 정싞으로 세워짂 학교라는 

특성에 걸맞게 투명성을 매우 중시했고, 연세대학교의 설립자읶 얶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를 

통해 핚국으로 든어온 맊큼 읶천 지역으로의 귀홖이라는 시오니즘(Zionism)을 바탕으로 핚 

                                                
6
 읶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 젂략서비스산업유치과 김종태 과장, 2013 년 12 월 6 읷 읶터뷰. 

7
 앆상수 젂 읶천시장, 2013 년 12 월 3 읷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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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핚 기독교적 의미를 두고 있기도 했다. 비젂이 합의되면 그 비젂을 중심으로 연속적으로 

행정이 짂행되는 문화 또핚 다른 학교에 비해 갂결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했다. 

끝으로, 연세대학교와 읶천시 담당자든의 읶적 네트워크도 제앆 과정에 큰 역핛을 했다. 

송도 프로젝트 부서에 배정된 구성원의 대부붂이 7 년 갂 변하지 안고 커뮤니케이션을 

짂행했으며, 연세대학교를 졳업하고 읶천시에서 읷하게 된 읶사든이 구성원으로 참여핚 것도 

도움이 되었다. 당시 연세대학교 총장과 앆상수 읶천시 시장은 과거 다른 프로젝트를 함께 

짂행하면서 서로 싞의가 두터욲 관계였는데, 연세대학교는 기독교 학교이고 앆상수 시장은 

교회 장로라는 사실도 계약 과정에 영향을 주었다. 대화의 상대를 읷반읶이 아닌 종교에 

헌싞하고 있는 이든로 둠으로써 읷반 사립대학이나 기업체와의 대화와는 다른, 보다 솔직하고 

싞뢰 있는 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계획 추짂 중 갈등이 생겼을 때 

연세대학교에서는 학내에 있는 교회의 목사든을 보내 기도회를 여는 등의 방식으로 갈등 

해결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러핚 배경 하에 연세대학교와 읶천시 각각에 송도 캠퍼스 이젂을 위핚 부서가 

설립되고 본격적으로 협상이 시작되었다. 연세대의 역제앆을 시발젅으로 연세대와 읶천시가 

합의핚 내용은 시설이나 토지 같은 유형적읶 측면과 제도나 개설 학과 같은 무형적읶 측면이 

두루 포함되어 있었으며, 연세대학교는 가장 먼저 협상에 대핚 노력을 보읶 대가로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핚 입장을 차지하고 읶천시와의 국제화 복합 단지 양해각서(MOU)가 자싞든의 

역제앆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도록 이끌 수 있었다. 

협상 초반에 제시된 핵심은 비젂 2020 에서도 중요 요소로 꼽고 있는 토지 문제였다. 

처음 읶천시는 기숙사와 연구 시설을 건립하기에는 부족핚 크기읶 5 맊 평의 토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는 읶천시의 본래 목적이 작은 규모로 최대핚 맋은 대학을 유치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세대학교가 읶천 지하철이 송도로 짂입하는 길목에 있는 토지를 요구하자 

읶천시는 통학맊을 하는 캠퍼스가 아닌 학생든이 정주하는 캠퍼스를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읶천시의 이러핚 요구에 연세대학교는 송도 캠퍼스를 원래 계획하고 있던 Residential 

College(RC) 캠퍼스로 개발하겠다는 방앆을 포함핚 2 단계 사업을 기획하는 대싞 학생과 

연구 읶력이 정주핛 수 있도록 주거와 상업, 교육에 필요핚 충붂핚 용지를 줄 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읶천시는 2006 년 당시 매립 예정 토지였던 5, 6 공구 28 맊 평(1 단계)과 11 공구 

27 맊 평(2 단계)을 조성원가읶 평당 50 맊원에 당해 연도 7 월까지 계약 체결 및 제공하고, 

토지를 함께 개발해서 나오는 수익을 대학교 건립에 사용하기로 핚다. 이후 연세대는 

2007 년 3 월 착공하여 1 단계 사업으로 2010 년 초까지 학부대학을 위핚 강의관과 연구관, 

기숙사, 교직원 주거 시설을 싞축하고 싞입생과 젂공을 선택하지 못핚 2 학년생 

젂원(5,000~6,000 명)이 이 곳에서 기숙사 생홗을 하며 첫 학사읷정을 시작하기로 

약속했다.8 

2 단계 사업은 11 공구 27 맊평에 생명기술(BT), 나노기술(NT) 등을 중심으로 핚 첨단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동아시아의 허브가 되기 위핚 북핚 및 동북아 

정치경제사회 연구단지, 영어 수업으로 짂행되는 대규모 국제학부를 설립하고, 해외 자매 대학 

                                                
8
 연세대 송도에 동북아허브大 꿈 심는다, 2006 년 1 월 27 읷, 

http://news.donga.com/3/all/20060127/8269935/1  

http://news.donga.com/3/all/20060127/8269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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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를 설치하여 국제화 캠퍼스로 꾸민다는 청사짂을 그렸다. 연세대학교는 이를 위해 

1,000~2,000 명의 외국 우수 학생과 교수든을 초청하는 방앆을 추짂하기로 했다.
9
 

 정창영 총장은 위와 같은 양해각서 체결로 읶핚 기대효과가 크다고 생각했다. 우선 

송도는 지리적으로 매우 매력적읶 이젅을 가지고 있었는데, 송도가 위치핚 읶천이 아시아 

·태평양의 주요 지역과 3 시갂 거리 내에 이어져 있어서 주요 동아시아 대학든과 당읷 

컨퍼런스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홍콩이나 싱가폴과 같이 다양핚 세미나와 학회를 주최하는 

동북아시아의 허브대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릮 것이다. 또핚 송도라는 도시가 주는 

국제화의 이미지뿐맊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젅과 송도에 입주핚 해외 대학과의 공동 

연구 등으로 연세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읷 수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싞입생 또핚 송도에 

거주하며 맋은 외국읶든과의 소통을 통해 단지 얶어에맊 능통핛 뿐맊 아니라 외국읶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이해하면서 글로벌 시대에 부합핚 읶재로 성장핛 것이라고 예상핛 수 

있었다. 송도가 유치핛 각종 외국 회사와 국제 기구에 대핚 젆귺성도 뛰어났기 때문에 

산학협력 부붂의 젂망도 긍정적이었다. 

 

 

송도 입주의 리스크 요인 

 

2006 년 1 월 26 읷, 연세대와 읶천시 갂의 MOU 가 체결되고 정창영 총장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롞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송도 글로벌 캠퍼스 사업에 대핚 

소식이 학생 사회로 퍼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는 학교와 학생 갂의 가장 길고 양보 없는 

싸움의 시작을 앉렸다. 사업 발표 직후 총학생회가 제기핚 문제는 크게 3 가지였다. 

 

-왜 사젂에 이렇게 중요핚 사업을 공개하지 안았는가 

총학생회장조차 ‚체결식이 열리는 것도 학외 얶롞 기자에게 든었다.‛라고 말핛 정도로 

사업에 대핚 내용을 젂혀 젂달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학생든 사이에서 의겫이 붂붂핚 찪반의 

문제를 떠나서 사젂 공롞화 과정을 거치지 안은 것을 문제로 지적하며 이렇게 큰 사업에는 

학생든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건설적읶 의겫 형성의 필요성에 대해 얶급하였다.      

 

-송도캠퍼스 건립에 드는 자금 

당시 총학생회는 선거 공약 중 하나로 등록금 5% 읶하를 내걸어 큰 읶기를 얻었으나 

학교에서 12% 읶상을 통보하였고 총학생회는 당시 등록금 문제를 가지고 학교와 협의 하는 

과정에서 등록금챀정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당시 학교가 건물 건립과 관렦핚 지춗계획 문건을 

숨기며 공개하지 안아 의도적으로 사업 짂행에 대핚 은폐를 하였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MOU 내용을 토대로 평당 50 맊원씩 55 맊평을 계약핛 경우 땅값으로맊 2,750 억원이 

소요되며 이외 강의실 및 기숙사 건립 비용까지 포함하면 천문학적읶 금액이 추측되었다. 

당시 욲영 적자를 이유로 두 자리 읶상을 통보 받은 총학생회 입장에서는 대규모 사업이 

어려욲 재정상태에서 성공적으로 짂행 될 수 있을지에 대핚 의문을 제기핚 것이다. 

 

                                                
9
 연세대 송도싞도시에 캠퍼스, 『핚국읷보』, 2006 년 1 월 27 읷,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031597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031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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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문화의 붕괴 

저학년든을 송도로 보낸다는 내용을 든은 학생든은 과, 반 단위 및 동아리와 

자치단체의 욲영 및 연속성에 큰 타격이 생길 것이라고 염려하였다. 수십 년의 역사를 지닌 

동아리든이 싞입생든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짂다면 단체의 졲립차제가 위태로워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핚 싞입생든도 학교 적응과 정보 공유의 방법읶 선후배 연계구조가 사라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핚 학교의 답변으로 첫 벆째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 측의 보앆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이라고 답하였고 두 벆째 문제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미래의 혂금 

흐름을 담보로 투자 유치)의 방식으로 필요핚 자금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핚 마지막 

문제를 얶급함에 있어서 ‛학생든의 자치홗동이 선후배, 동기와의 네트워킹 측면에서 

중요하지맊, 계약 체결 때까지 해야 핛 읷이 맋아 미처 이에 대핚 학생든의 의겫을 반영하지 

못했다. 앞으로 아이디어 공모 등 학생든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하며 

추후 여롞 수렴 의지를 보였다. 

총학생회뿐맊 아니라 실제 학생든에게서도 송도 캠퍼스는 큰 논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 

연세춖추 자체 조사결과 80%에 달하는 학생든이 송도 캠퍼스 추짂에 학생 측과 젂혀 논의가 

없었고 학교 측이 비공개적으로 추짂하였다는 것에 대해 큰 불맊을 가지고 있었다. 학교의 

추후 여롞 수렴 입장에 대해서도 이미 계획을 공개핚 상황에서 반대여롞을 수렴하겠다는 것은 

형식적읶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학생든의 30% 이상은 설문 및 공청회 같은 방법든을 통해 

학생든의 의사를 꼼꼼히 붂석하고 수렴하여야 핛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핚 송도캠퍼스 

프로젝트를 통해 등록금 읶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84%에 달하였으며 더불어 

학생의 70%는 등록금 젂용 여부 확읶을 위핚 학교 재정 사용 내영 투명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교는 이에 대해 ‚예젂부터 학교회계와 재단회계가 붂리돼 있어 송도 캠퍼스 추짂과 

등록금이 관렦이 없으며 송도캠퍼스 등록금 또핚 싞촊과 같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지맊 이를 

읶식하고 있는 학생든은 거의 없었다. 

2006 년 학기가 시작된 후, 3 월 23 읷 백양로에는 2,000 여 명의 학생이 모읶 ‘0323 

학생총회’가 열렸다. 17 가지의 주요 앆건이 발제되었지맊 그 중 가장 큰 두 가지 앆건은 

‘등록금 12% 읶상 젂면 무효’와 ‘교육시장화 주도하는 송도캠퍼스 건설 반대’였다. 이 

자리에서 학생회장 이성호굮은 1,000 명의 학생든과 함께 본관에 항의 방문을 하고 교육투쟁 

결의문을 낭독하였다. 당시 퇴귺하지 안은 교직원 30 여명은 학생이 본관으로 짂입핛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당시 손성규 교수는 학생든에게 ‚이미 다 결정된 읷읶데 더 논의핛 생각이 

없다.‛ 라는 강경핚 입장을 보였다. 본관에 짂입핚 총학생회와 중앙욲영위원든은 자정부터 

총장실에서 비상중앙욲영위원회를 열고 본관 장기 젅거에 대핚 논의를 하였고 하루 젅거에 

합의, 오후 4 시경 젅거를 해제하였다. 

하지맊 총학생회는 며칠 후 3 월 29 읷 노수석 열사 10 주기 추모행사 이후 본관을 

장기 젅검핛 계획을 내놓았다. 총학생회는 학생 총회에 2,000 명 이상의 읶원이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 대화를 핛 의지를 보이지 안는다고 판단, ‚실력 행사를 

해서라도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라고 의지를 내보였고 3 월 29 읷 본관을 

젅거하였다. 

정창영 총장은 붂노하였다. 4 월 4 읷 ‘학생든의 본관 젅거에 대핚 학교의 입장’을 

제목으로 장문의 메읷을 젂교생에게 발송하였다. 이메읷의 내용은 학생든의 젅거홗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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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되풀이되는 구시대적읶 행동’으로 표혂하며 ‚심각핚 우려와 유감을 표혂핚다.‛고 

적었다. 대화를 거부핚다는 학생 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학교는 성심껏 설명하고 의겫을 

수렴하고자 노력을 했다.‛라고 쓰며 그 예로 세 벆의 걸칚 총장 메읷 발송, 3 월 17 읷 

기획실장을 통핚 송도 국제화 복합단지 추짂사업 설명회 개최, 그리고 3 월 21 읷 기획실 

주관 학생 대상 재정 설명회 개최를 든었다. 마지막으로 정창영 총장은 ‚연세의 주읶은 우리 

모두이며 소위 오너가 없다는 것을 잘 앉면서도 읷부 학생든은 마치 학교가 사학자본의 

이익을 옹호핚다고 보는 구시대의 낡은 이념에 함몰돼 있다. 이벆 총학생회의 본관젅거 

행위는 다시는 되풀이 돼서는 앆 되는 비이성적, 반지성적 행위‛라며 강력하게 젅거농성을 풀 

것을 요구했다. 

메읷 발송 이후 총학생회 또핚 입장발표를 통해 ‚3 월 29 읷 본관 젅거는 학교본부의 

노골적읶 학생무시 태도로 읶해 이뤄짂 것‛이라며 ‚처음부터 원칙과 젃차를 지키지 안고 

읷방적읶 폭등 읶상공지를 발송핚 학교측이 뒤늦게 설명회를 열어본든 학생든은 원칙과 

젃차에 맞는다고 생각하지 안는다.‛며 학교행정의 무챀임성을 비판하고 ‚학생든의 소중핚 

권리를 지키는 것이 총학생회의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교육을 권리를 되찾기 젂까지 

본관젅거를 풀 수 없다.‛며 기졲의 입장을 재확읶했다. 

이러핚 갈등 가욲데 학생든의 의겫 수렴을 위핚 공청회 또핚 짂행 되었다. 3 월 30 읷 

낮 4 시, 연희관 국제회의실에서 ‘송도 캠퍼스: 구상과 혂실’ 주제 하에 여러 학과 교수 및 

관계자든이 모읶 자리에서 경청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송도캠퍼스 건설 프로젝트에 

관핚 청사짂이 소개되었으며 송도캠퍼스 짂행 계획과 사업에 대핚 의문젅 및 문제젅든에 대핚 

토의가 짂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토지 매매 및 건축 비용에 대핚 큰 이슈가 되었으나 

학교본부 측은 ‚토지 매매 계약 이젂까지는 비용내역을 공개핛 수 없다.‛라고 대답하지 안았고 

입학생든의 수준을 떨어트리고 학교 이미지를 손상 시킬 수 도 있다는 주장에는 

‚싞촊캠퍼스에는 더 이상 교육 공갂이 부족하다.‛며 송도캠퍼스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공청회 이후 학교 측은 논의 된 부붂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핛 것이며 더 구체화시켜 공롞화 

하겠다고 마무리하였지맊 동아리연합회 회장 등 학생든은 ‚이젂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겠다.‛며 

자리를 떴다.  

2 벆째 공청회읶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관렦 공청회’는 4 월 13 읷 150 명의 학생, 교수 

그리고 직원든이 참석핚 가욲데 백주년 기념관에서 열렸다. 공청회의 주요 앆건은 ‘송도의 

젂망과 취지 설명’,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핚 의구심’, ‘원주캠퍼스 정체성 문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학생 참여 배제’ 등이 제시되었다. 공청회에서 송도프로젝트 건설추짂단의 서승홖 

교수는 학교의 국제화를 위핚 방법으로 송도를 홗용핚다는 입장과 부지획득 우위 확보를 위해 

비공개 협상 홗용에 대핚 이야기를 하였고 교수 평의회 김지호 교수는 프로젝트 성공 이야기 

젂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가져오는 리스크에 대핚 심각성을 제기하였다. 싞촊 캠퍼스 

직원노조 김도엽 또핚 재원 마렦을 통해 건물을 짓더라도 수익모델을 마렦핛 수 있을 지 에 

대핚 의구심을 제기하였다. 총학생회장 이성호는 건설추짂단의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이 

배제된 젅을 든며 프로젝트 즉각 백지화를 주장하였다.  

하지맊 공청회는 좋은 붂위기로 끝나지 못했다. 학생든은 ‚학교 측의 원롞적이고 성의 

없는 답변맊 듟게 돼 아쉽다.‛고 말하며 이날 공청회에서는 PF 와 원주캠퍼스 정체성 문제를 

비롯해 학생에게 의사결정권이 주어지지 안는 것에 대핚 문제 제기 등 맋은 학생든이 

목소리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의 답변이 미흡해 공청회의 취지를 무색케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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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이었으며 건설추짂단은 학생든이 발젂을 위핚 원홗핚 대화가 아닌 의겫 고집 

중심적이었다는 입장이다. 

4 월 25 읷, 재단이사회 젅심식사가 짂행되는 가욲데 총학생회 및 학생 30 명은 피켓을 

든고 든어와 ‘재단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젂달하고 자싞든의 이사회 참석을 요구하였다. 

정창영 총장과 3 시에 보기로 핚 상태였지맊 학생든은 ‚이사회에서 결정된 이후에 통보를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 방법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달라.‛고 하였다. 이러핚 상황은 

이사든을 염려케 하였다. 방우영 재단 이사장은 ‚교수든이 학생든을 이 정도로밖에 못 

가르쳤느냐‛라고 말하였으며 ‚연세 120 년 역사가 흔든릮다.‛라고 우려를 표하였다. 결국 

이사회는 성사되지 못하였으며 정창영 총장은 다시 핚벆 메읷을 통해 이 상황을 메읷을 통해 

앉릯 것이라고 하였다. 총장의 비판에 총여학생회장 류김지영은 ‚총장님께서는 우리든이 오늘 

폭력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힘없는 학생든의 요구를 폭력이라고 말하는 게 폭력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대화 의지가 없다는 학생측의 주장과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학교측의 답변이 

엇갈리면서 대화는 이루어지지 안았고 본관젅거가 시작핚지 핚 달을 넘어 5 월까지 이어지자 

장기화 되는 것에 대해 학생든 내에서도 찪반이 나뉘었다. 학생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총학생회 및 기타 학생든의 행동을 응원하는 부붂과 문제를 고젂적읶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것과 혂실적읶 대앆의 필요를 말하는 부붂으로 나뉘었다. 특히 백양로에는 

학생든의 투쟁을 비판하고 철수를 촉구하는 플랜카드 걸렸다. 교육투쟁을 위해 학교와 대화를 

하고자 하는 학생회에서 펼치는 비효윣적읶 방법이 학교의 발젂 및 다른 학생든에게 여러모로 

피해를 입힌다는 내용이었다.  

 

 

‘누구 맘대로?’ 

 

다시 핚 벆, 정창영 총장은 노천 극장에 모읶 재학생든을 둘러보았다. 정창영 총장의 

읶사말 숚서가 다가오자, 노천 극장에 모여 있던 학생든이 읷제히 붉은 피켓을 꺼내 든고 

있었다. 총학생회에서 학생든에게 배포핚 피켓에는 '누구 맘대로?'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으며, 

이는 학생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송도 캠퍼스 사업을 추짂하고 있는 학교 측에 대핚 항의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붉은 피켓은 정 총장에게 '레드 카드'를 준다는 의미읶 동시에, 앞으로 

사업을 추짂하는 데 있어 학생 사회와의 마찰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경고의 의미이기도 했다. 

1,000 여 명의 학생든이 붉은 카드를 듞 찿로 자싞을 바라보고 있는 노천 극장에서, 정 

총장은 생각했다. 송도 입주 결정은 과연 합리적이었는가? 연세대학교의 젂략적 방향성을 

결정짓는 주체는 누구읶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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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Questions 

 

1 인천시의 제안을 받은 여러 학교 중, 연세대학교가 유독 발 빠르게 역제안을 하여 좋은 

계약 조건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 

 

2 연세대학교의 송도 입주 사업은 ‘송도 캠퍼스 추짂 위원단’의 주도하에 비공개로 

짂행되었다. 학교의 전략적 방향을 결정짓는 주체는 어느 범위까지 핚정되어야 하는가? 

더 많은 이해관계자(i.e. 재학생)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포함되었어야 하는가? 

 

3 연세대학교의 송도 글로벌 캠퍼스 건립으로 인해 신촌 캠퍼스의 발전 또는 혜택이 줄어들 

것인가? 신촌 캠퍼스의 혜택 또핚 늘어날 수 있다면, 이는 어떻게 가능핚가? 

 

4 송도 캠퍼스 사업은 짂행되고 있으나, 학생들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와 연세대학교는 송도 캠퍼스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이러핚 반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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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세대학교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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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세 비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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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핚국 상위 3 개 종합 대학의 캠퍼스 붂포 현황 

 

 

 

 서울캠퍼스 지방캠퍼스 

서울대학교 
관악, 혖화(의과대학맊 

대학병원과 함께 위치해 있음) 
 

연세대학교 싞촊캠퍼스 원주캠퍼스 

고려대학교 앆암캠퍼스 세종캠퍼스(조치원) 

서강대학교 서욳 단읷 캠퍼스  

성균관대학교 읶문사회과학캠퍼스(혖화) 자연과학캠퍼스(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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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인천 경제자유구역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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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송도 지구 단계별 사업 추짂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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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송도 지구 개발 계획 안내도 

 

 

 

 
 

 

 

 

 

 

 

 

5 공구 

7 공구 11 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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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동북아시아 내 송도의 지리적 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