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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

을 기원합니다. 금년에는 국가적으로 너무 어려운 격동의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래도 이 한 해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명예교수협의회가 한 해의 연륜을 더 쌓으며 회보 제13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동참하셔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

시고,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2018년에는 우리 명예교수협의회가 창립된 지 10년을 맞게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명예교수협의회는 그 동안 지속해 온 인성교

육집담회의 논의 성과를 실천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한 걸음을 더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명예교수님들의 재능기부 활동으로 시작한 전

국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특강 사업도 계속해서 확대 발전시켜 

왔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인성교육집담회는 지금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갖가지 국가, 

사회적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우리가 대학

에서 제자들을 잘못 교육한 결과가 아닌지를 성찰하면서 시작한 것이

었습니다. 그리고 해를 거듭하는 논의 과정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걸 맞는 인성교육의 실체는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였고, 그 실

천 방안의 한 표현으로 지난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전국 초 ·중 ·고등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하계 교사직무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

다. 이 일은 사범대학 학장님의 배려 하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

연수원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성과의 의의를 확대 발전

시키고자, 2018년 1월 겨울 방학에도 이 연수를 계속 진행하게 되었

습니다. 우리 명예교수협의회는 이와 같은 교육활동이 빠른 시일 안

에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도 적용될 날을 기대하면서, 나아가 전국 대

학의 원로교수들이 이와 같은 활동에 동참하여 권역별로 범국민 의식

개혁운동이 일어나 국가 발전의 한 동력을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기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명예교수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된 재능기부 사업도 우리 

대학의 부속 중 ·고등학교를 포함하여 수도권에 소재한 여러 학교로

부터 큰 호응을 얻어, 지난 한 해 동안 70여 회의 특강이 이루어져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명예교수협의회에서 지원하는 교통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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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비만으로 기쁘게 이 자원봉사 활동에 동참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

리 명예교수님들이 지닌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식견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큰 

희망과 꿈의 씨앗을 심는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많은 회원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

니다.

우리 명예교수들은 평생을 몸담아 온 우리 대학의 발전을 늘 염려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기쁘게 동참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후학

들에 대한 사랑이며, 원로로서의 배려입니다. 더욱이 오늘 이 시대처럼 젊은이들이 불확실한 자신

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고민으로 방황하며 생을 소모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 모두는 어

버이 같은 심정으로 이 시대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나라의 

미래를 향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지난 날 우리 대학이 걸어 온 70년의 역사 또한 그런 수

많은 역경의 연속이었지만, 한 때도 내일을 향한 꿈을 잃지 않고 가시밭길을 헤쳐 오늘을 이룩한 

자랑스러운 역사의 발자취를 남겨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명예교수 일동은 이처럼 후학들이 오늘 

이 시대를 견인하며 긍정적인 역사를 창조하는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부디 새 해에는 이런 희망의 불길이 우리 대학 캠퍼스에서 점화되어 이 나라

의 지성을 선도해야 할 우리 대학의 소임을 다해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한 해에도 총장님을 비롯한 대학 당국의 깊은 배려로 우리 명예교수협의회가 재정적인 어려

움 없이 이 회보를 발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

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인성교육을 위한 연구 활동에 서울대학

교 총동창회가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회보 발간을 위하여 

수고하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여러분, 명예교수협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회장

단과 이사님,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명예교수협의회의 활동에 동참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명예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006년 창간되어 대학구성원의 중요한 소통 공간으로 매년 꾸준한 

발전을 거듭해 온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의 열세 번째 발간을 진

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를 통해 명예교수님들의 높은 경륜

과 식견을 접하며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명예교수님들의 근

황을 접하며 학문에 대한 식지 않는 열정과 지속적인 사회공헌에 대

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서울대학교는 최근 여러 시대 변화의 파고 속에서도 새 시대를 선

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쉼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대가 요구하는 공적 책임 완수를 위해  공익, 공공성, 공동선(共同

善)을 존중하는 교육을 통해 선(善)한 인재를 양성하고, 공공 지성인 

역할을 선도하는 공익기관으로서의 발전을 도모하며,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연구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더욱 힘써 나갈 것입니다. 구성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명예교수님들께서 축적하신 학문적 지혜와 경륜으로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서울대학

교가 창조적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명예 교수님!

서울대학교 구성원 모두는 명예교수님들의 자긍심을 계승 ·발전시

킬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댁내 사랑

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총장

성 낙 인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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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유엔해양법 협약 제76조의 올바른 이해와 
대륙붕 영토 확장 및 대륙붕자원 개발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박용안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 의장)

I. 서론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ommission on the Limit of the Continental Shelf: CLCS/UN)는 

1994년 11월 16일에 발효한 제3차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근거하여 뉴욕 유엔본부의 

연안당사국 총회(MSP)에서 21명의 위원을 1997년 3월에 선출하였고, 이에 따라 유엔대륙붕

한계위원회(CLCS)가 탄생되었다. 임기 5년의 대륙붕한계위원회는 뉴욕 유엔본부의 연안당

사국 총회에서 5년마다 21명의 위원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그리고 제3차 UNCLOS에 근

거하여 뉴욕 유엔본부의 연안당사국 총회(MSP)에서 임기 9년의 유엔국제해양재판소

(ITLOS/UN)의 21명 재판관이 선출된다. 서울대학교 백진현 교수는 현재 21명의 재판관 중 

한 분이다.

유엔기구의 제1대 CLCS의 21명 위원(1997년 6월15일부터 2002년 6월15일)은 아프리카 지

역에서 6명, 서유럽지역에서 3명, 동유럽 지역에서 3명, 라틴 아메리카지역에서 4명,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5명의 위원이 선출되었다. 제2대 CLCS는 2002년 6월 15일부터 2007년 6월 

15일까지의 5년, 제3대 CLCS는 2007년 6월 15일부터 2012년 6월 15일까지의 5년, 제4대 

CLCS는 2012년 6월 15일부터 2017년 6월 15일까지의 5년, 그리고 금년 2017년 6월 15일부터 

2022년 6월 15일까지의 제5대 CLCS의 위원으로 본 위원이 당선(6월14일)되었다. 본 위원은 

제1대 CLCS부터 계속 당선되어 5선 위원으로서 이른바, founding member이며, Awosika위

원(나이지리아)과 Lyu위원(중국)이 또한 founding member로서 CLCS의 20년 역사에 기록된

다. 제5대 CLCS(2017~2022)의 첫 번 session인 제44차 session의 첫날(7월 24일)에 본 위원은 

제5대 의장으로 당선(만장일치)되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국위를 선양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2022년 6월15일까지 CLCS/UN을 책임지고 열심히 관장하고 관리하고자 한다.

제3차 유엔해양법 협약(UNCLOS)의 76조(ar t icle 76)는 해저 대륙붕의 경계획정

(delineation)을 200해리 이원(以遠)으로 확장을 주장하는 연안국의 심사청원서류를 심사하

고 결정하는 법적요건의 10개 항(paragraph)을 포함한다.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는 200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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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으로 자연 연장된 해저대륙붕을 더 많이 더 넓게 소유하고자하는 연안국의 주장을 해양

지질학적으로, 지형-수로측지학적으로, 즉 과학적 자료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심사하고 토론

하여 200해리 이원의 경계획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유엔기구(UN organization)이다.

그러므로 세계의 수많은 연안국들은 200해리 이원으로 해저자원의 보고인 해저대륙붕의 

경계를 확장하려는 국가정책을 수립하여 심사의 과학자료를 CLCS/UN에 submission하여, 

엄청난 면적의 대륙붕을 (한 평의 대륙붕 땅 값도 지불하지 않고) 소유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른바, 21세기의 소리 없는 해저대륙붕 확장 전쟁이 일어나고, 진행되고 있

는 현실이다.

II.   과학적 대륙붕(scientific continental shelf)과 법적 대륙붕(legal 
continental shelf)의 올바른 이해

1. 과학적 대륙붕(scientific continental shelf)

대륙붕이라는 과학적 용어는 일반시민, 고등학교 학생과 대학생, 방송인과 기자, 지식인 

및 일부 정치인들에게 잘 알려진 것으로 생각된다. 1970년대 중반에 박정희 대통령은 서해, 

동해 및 남해의 해저에 대륙붕개발의 광구를 설정하고 외국 석유개발회사들이 탐사-개발하

도록 공표하였고, 세계적인 중요 석유개발회사들이 서울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대륙붕광구를 

탐사하고 석유자원 개발에 투자하고 탐사하였다. 유행가로 대륙붕 7광구를 노래하였던 때도 

있었다. 고등학교 과학과목으로 ‘지구과학’에서는 대륙붕의 해저지형을 이해하기도 하고, 대

학에서의 지질학 공부와 해양과학(해양학) 공부에서 해저(sea floor)의 지형분류의 한 단위

로 대륙붕을 이해한다. “대륙붕” 용어는 세계적인 석유 에너지자원 파동이 발생한 이후 1970

년대 중반부터 경제계와 정치계에 잘 인식된 용어라고 사료된다. 왜냐하면 육상의 석유에너

지 자원의 고갈이 뚜렷해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전 세계의 에너지자원 전문가들은 해저 대륙

붕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개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선진국의 석유개발회사들

은 해저대륙붕의 에너지자원(석유와 가스) 개발의 탐사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생산의 30% 이상이 해저 대륙붕으로부터 생산되고 있기에 앞으

로 해저대륙붕으로부터 석유와 가스의 에너지자원의 생산량은 더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여기서 기술되는 대륙붕 용어의 의미는 과학적 대륙붕(scientific continental 

shelf)을 의미한다. 다음과 같은 3차원적 그림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과서에서 설명되고 

이해되는 과학적 대륙붕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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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서 이해되는 것은 대륙붕 해저지형은 해안선에서 붕단(shelf break)까지 비교

적 얕은 수심의 바다 밑바닥 부분이며, 이 그림과 연계하여 <그림 2>에서 이해되는 것은 붕

단의 평균 수심은 132m이고 평균 구배가 1도 미만의 평탄한 비교적 얕은 수심의 해저지형 

부분이 과학적 대륙붕이다. 대륙붕 해저에서 심해저(deep ocean floor)에 이르면 4,000m 이

상의 수천 미터 심해저 지형의 대양해저로 발달한다. 대륙주변부(continental margin)의 해저

지형을 지나서 더 깊은 수심의 대양의 밑바닥이 있고, 여기에는 1970년 유엔총회에서 결의된 

인류공동의 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인 망간단괴, 코발트, 니켈, 구리 등의 금속

자원이 무진장 분포하고 있다. 바다가 없는 내륙국가로서 제3차 유엔해양법 협약을 비준

(ratification)한 국가들은 유엔심해저기구(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ISA)를 통하여 심

해저 금속광물자원의 개발 이익금을 공동으로 분배받게 된다. 그래서 몽고, 티벳, 스위스 등 

바다가 없는 수많은 내륙 국가들이 비준국가로서 연안당사국 총회(meeting of coastal states 

parties: MSP)에 참석한다.

<그림 2>는 위에서 설명된 <그림 1>의 3차원(3D) 그림의 단면도이다. 과학적 대륙붕은 붕

단(shelf edge 또는 shelf break)까지이며, 비교적 평탄한 해저로서 평균 1도 미만(less than 1 

degree)의 구배를 나타내는 지형이다. 태평양, 인도양 및 대서양의 대륙붕해저의 끝부분인 

붕단(shelf break), 즉 과학적 대륙붕의 끝부분인 붕단의 평균 수심이 132m이며, 여기서 

<그림 1> 3D의 대륙붕(shelf), 붕단(shelf break), 대륙사면(slope), 대륙대(rise) 및 심해저(deep sea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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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m의 수심은 대륙붕 지형이 대륙사면(continental slop)지형으로 변화되는 붕단 지형의 수

심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얕은 수심 해저지형이 과학적 대륙붕 해저지형이라고 정의되는 것

이다.

전 세계적인 과학적 대륙붕 해저지형의 분포를 분석하여 통계 처리된 결과로 과학적 대륙

붕이 끝나는 붕단 지형의 평균수심이 132m인 것이다. 또한 전 세계적인 과학적 대륙붕 해저

지형의 폭(width)은 평균적인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약 75km이다. 육지지층(지각)의 연속으

로 해안선을 경계로 하여 바다 밑으로 연장하는 지층의 해저지형이 과학적 대륙붕이다(<그

림 1>과 <그림 2> 참조). 또한 <그림 2>에서 이해되는 것은 대륙주변부(continental margin)

는 대륙붕, 대륙사면 및 대륙대(continental rise)의 지형을 포함하는 큰 단위의 해저지형 

이다.

해양지질학적인 과학적 대륙붕의 기원, 대륙붕의 지질구조, 층서, 에너지자원(석유, 가스 

등) 및 금속자원의 탐사연구는 197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탐사비용으로 수행되고 

있다. 사실상, 대륙붕 해저지층의 해양지질학적인 연구는 학문적으로 제4기 지구환경의 변화

연구, 특히 기후변화-변천의 연구, 제4기의 빙하기와 간빙하기의 연구에 집중되고 있다. 광물

자원(석유, 천연가스, 금속광물 등)의 탐사와 개발의 연구비는 학술적 연구비와 규모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림 2>   대륙붕, 대륙사면(continental slope), 대륙대(continental rise)의 3개 해저지형은 대륙주변부

(continental margin)의 큰 단위의 해저지형을 이루며, 더 깊은 해저는 심해저(deep ocean floor) 해

저지형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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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대륙붕(legal continental shelf)

위에서 설명된 대륙붕은 해양학의 대학 강의에서 설명되는 해양의 해저지형분류에 의한 

과학적인 대륙붕이다. 그러나 법적대륙붕이란 과학적인 해저지형분류의 학술적 정의와 의미

와는 전혀 다른 법적으로 정의되는 대륙붕이며, 연안국의 영토 개념과 자원개발의 법적 권원

이 주어지는 해저지형으로서의 대륙붕이다. 따라서 그 경계는 과학적 대륙붕의 붕단(shelf 

edge)이 아니고, 법적으로 정의되는 경계(outer limit)이다. 이른바, 법적 대륙붕의 주장과 정

의(definition)는 최초로 1945년 9월 28일 미국 Truman 대통령의 “Truman Proclamation”에 

근거한다. 이 선언은 최초의 법적 대륙붕 선언이다. 다음의 원문은 Truman Proclamation인

바, 요점은 미국은 해안선에서 수심 200m에 이르는 해저는 자원개발이 가능한 대륙붕으로서 

법적권한을 갖는다고 선포한 것이다. Truman 대통령은 법적대륙붕을 처음으로 선언한 것 

이다.

Truman Proclamation: Proclamation made by President Truman of the United 

States in 1945 as the first clear assertion of the idea that the resources of the 

continental shelf belong to the coastal State. The Truman Proclamation stated that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regards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subsoil 

and seabed of the continental shelf (up to 200m water depth) as appertaining to 

the United States, subject to its jurisdiction.

그러나 국제법적으로 연안국의 지지와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미국정부의 일방적인 주장

과 선언에 불과하였다. 1958년의 제1차 유엔해양법 협약과 1960년의 제2차 유엔해양법 협약

에서도 법적 대륙붕의 정의와 규정은 협의되지 못하였다. 1970년의 유엔총회에서 제3차 유

엔해양법 협약을 성안하기로 결의되었고, 12년 후인 1982년에 유엔 총회 11차 session에서 

140개국 이상의 지지로 채택되었고, 그 후 12년이 되는 1994년 11월 16일에 제3차 유엔해양

법 협약은 발효되었다. 한국은 2006년 1월26일에 제3차 유엔해양법 협약을 비준하였으며, 21

세기의 신해양법 시대를 당당하게 맞이하고 있다. <그림 3>은 제3차 유엔 해양법 협약의 요

점을 제시한다. 금년 2017년은 제3차 유엔해양법 협약 채택 35년이 되는 해이고, 발효 후 23

년이 되는 해이다. 제3차 유엔해양법 협약은 320개의 조문과 9개의 부속서 및 최종 의정서로 

구성되었다.

이른바 제3차 유엔해양법 협약 제76조는 법적 대륙붕을 정의하고 경계 획정을 결정한다. 

제76조는 10개항으로 구성되는바, 8항은 연안국이 200해리 이원으로 자연 연장되는 대륙붕 

해저지형을 가지는 경우, 연안국은 200해리 이원으로 확장되는 대륙붕의 외측한계(o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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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를 획정하고 주장하는 과학적 

자료를  유엔대륙붕  한계위원회

(CLCS/UN)에 제출하여야 하고, 심

의 받아 통과되면 최종적으로 확장

된 대륙붕의 경계획정을 결정한다. 

이러한 과학 자료의 제출은 제3차 

유엔해양법 협약을 비준한 후, 10년 

이내에 CLCS/UN에 제출하여야 한

다. 만약 200해리 이원으로 자연 연

장되지 않는 대륙붕의 경우는 200해

리가 그 연안국 대륙붕의 경계가 된

다. 그러나 200해리 이원으로 자연 

연장하는 대륙붕은 76조 4항과 5항에 근거하여 법적 대륙붕의 확장된 한계(outer limit)를 획

정할 수 있다.

76조 4항과 5항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4(a)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coastal State shall establish the outer 

edge of the continental margin wherever the margin extends beyond 200 nautical 

miles from the baselines from which the breadth of the territorial sea is measured, 

by either: 

(i) a line delinea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7 by reference to the outermost 

fixed points at each of which the thickness of sedimentary rocks is at least 1 per 

cent of the shortest distance from such point to the foot of the continental slope 

(FOS); or (ii) a line delinea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7 by reference to 

fixed points not more than 60 nautical miles from the foot of the continental slope 

(FOS).

4(b). In the absence of evidence to the contrary, the foot of the continental slope 

shall be determined as the point of maximum change in the gradient at its base.

5. The fixed points comprising the line of the outer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on the seabed, draw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4 (a)(i) and (ii), either 

shall not exceed 350 nautical miles from the baselines from which the breadth of 

the territorial sea is measured or shall not exceed 100 nautical miles from the 

<그림 3> 제3차 유엔해양법 협약의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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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metre isobath, which is a line connecting the depth of 2,500 metres.

즉, 4항(i)의 요점은 대륙사면(continental slope)의 끝점(FOS: foot of the continental 

slope)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해당하는 1% 두께의 퇴적층의 고정점이 법적 대륙붕의 outer 

limit이다. 4항(ii)의 요점은 대륙사면의 끝 점(FOS)에서 60해리가 되는 거리의 고정점이 법적 

a. 4항(i)과 (ii)에 근거한 법적 대륙붕 한계(outer limit)

b. 그림 a를 3D로 나타냄.

        <그림 4> 법적 대륙붕 한계

Determination of the outer edge of the Continental margin

(Continental shelf b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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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의 outer limit이다. <그림 4a>는 4항(i), (ii)의 확장된 법적 대륙붕의 한계(outer limit)

를 제시한다. <그림 4b>는 <그림 4a>를 3D로 입체화한 내용이다.

5항의 요점은 4항에 근거하여 확장된 대륙붕의 한계를 제한(constrain)하는 것으로 연안국

의 기선(base line)으로부터 350해리 이원을 넘어 갈 수 없으며, 또한 2,500m 등심선에서 100

해리까지가 확장되는 법적 대륙붕의 한계이다. <그림 5>는 5항의 내용을 제시한다.

이러한 법적 대륙붕의 정의(definition)와 한계(outer limit)를 과학적 대륙붕의 정의 및 경

계와 비교하여 충분하게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본 위원이 

대륙붕한계위원회(CLCS/UN)의 1st term(1997-2002) 위원으로 정부관련 부서의 과장급 공무

원과 논의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던바, 그 공무원은 한국은 3면이 바다이지만 동해, 

서해 및 남해의 경우,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심사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견해를 표출하

면서, 본 위원이 제76조 8항에 근거하여 남해의 마라도를 기선(base line)으로 한 200해리 이

원의 법적 대륙붕 확장 문서를 준비하는 것을 반대하였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 공무원에

게 76조의 법적 대륙붕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설명하였다. 결국 한국정부는 이른바, 7광구

(한-일 공동 대륙붕개발 광구-2028년까지 유효)를 넘어서 일본의 12해리 영해선 5마일 전까

지 근접한 대륙붕 확장의 한계를 주장하는 submission을 2012년 12월 26일에 CLCS/UN에 

제출하였다. 그 후 CLCS/UN Rule of Procedure에 근거하여 한국정부 대표단은 2013년 8월 

중순 CLCS/UN Plenary Session에서 발표하였다. 발표 후,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의 

submission을 CLCS에서 심사 할 수 없다는 구상서(Note Verbale)를 제출하였기에 한국정부

의 심사청원 서류는 보류되어 CLCS/UN의 서류 캐비넷에 보관되어 있다. 이렇게, 인접 연안

            <그림 5> 4항(i), (ii)에 근거한 법적대륙붕의 확장 한계를 제한하는 Maximum 1과 2의 한계

Maximum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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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심사를 반대하여 심사 보류된 경우가 18건에 달한다. 언젠가, 일본정부가 합의-동의한

다면 한국정부의 submission은 CLCS/UN에서 심사되어 확장된 대륙붕을 개발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림 6>은 2012년 12월 CLCS/UN에 submission한 한국정부의 확장 대륙붕의 한계를 

표시한다.

III. 대륙붕 영토 확장의 조용한 전쟁과 자원개발

1. 제3차 UNCLOS 제76조 8항에 근거한 연안국의 Submission

제3차 UNCLOS 제76조 8항에 근거한 연안국의 Submission은 연안국이 200해리 이원으로 

대륙붕 영토를 확장하고 엄청난 자원을 개발하려는 제도적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이다. 이것이 

제3차 유엔해양법 협약(3rd UNCLOS)의 제76조이다. 위에서 설명된 2-2의 내용과 같이, 연안

국은 200해리 이원으로 자연연장(natural prolongation of the landmass)되는 대륙붕의 해양

지질학적-지구물리학적인 과학적 증거(scientific evidence)와 해저지형의 측지학적 요소를 

The outer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beyond 200M from the baselines of Korea in 

the East China Sea (200M line and 350M constraint line are also shown).

<그림 6> 한국정부가 주장한 200해리 이원의 법적대륙붕의 한계(outer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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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CS의 과학기술적 지침서(scientific and technical guideline)에 근거하여 문서화하여 CLCS

에 submission하여야 한다. 연안국은 CLCS의 Rule of Procedure에 근거하여 1) Executive 

Summary, 2) Main Body, 3) Supporting Data의 3가지 문서를 CLCS/UN에 submission 하여

야한다. 연안국의 대륙붕 해저지질과 해저지형의 조건과 복잡성에 따라 해양탐사와 조사연

구의 범위와 탐사조사비용이 큰 차이를 갖게 된다. 평균적으로 수백만 달러에서 수천만 달러 

이상이 투자되지만, 수십만 km2 이상의 엄청난 해저대륙붕 영토를 1$도 지불하지 않고 소유

하고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충분한 해저해양지질탐사와 조사비용의 투자로 훌륭한 3가지 

문서를 작성하여 CLCS/UN에 submission하고 평균 2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분석-심의된 후

에 CLCS/UN의 Recommendation을 받아서 결정되는 법적 대륙붕의 경계획정은 최종적이며 

결정적(final and binding)이다.

2. 엄청난 매장량의 석유, 천연가스 및 금속자원

현재 전 세계의 석유생산량의 35% 이상이 해저대륙붕에서 생산되는 것이며, 앞으로 대륙

붕으로부터의 석유와 천연가스의 생산량은 더욱 더 증산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예를 들

면, 동중국해 대륙붕해저에는 약 1,000억 배럴 이상의 석유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해석되며, 

180조 세제곱feet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북극해저의 대륙붕해

저에는 약 2,580억 톤의 석유자원이 매장되어 있고, 천연가스 매장부존장소가 159개, 석유자

원 매장부존장소가 594개이고 금이 매장된 금광상이 350개라고 러시아정부 자원-환경부의 

Sergey Donskoi 장관이 발표하였다. 

IV.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CLCS/UN)

1. CLCS/UN 기구의 구성과 역사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Commission on the Limit of the Continental Shelf: CLCS)는 제3차 

유엔해양법 협약(1994년 11월 14일 발효)에 근거하여 새롭게 창설된 3개의 유엔기구의 하나

이다. 즉, 1)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CLCS), 2) 유엔국제해양재판소(ITLOS) 3) 유엔해저기구

(ISA)의 3개의 유엔기구가 창설되었다. CLCS/UN은 미국 뉴욕시 유엔본부에 위치하고, 

ITLOS는 독일정부가 제공한 함부르크시에 위치한 국제해양재판소, ISA는 자마이카 킹스턴

시에 위치하고 있다. CLCS와 ITLOS는 유엔의 5개 지리적 지역 분포(서유럽지역, 동유럽지역, 



1부  논설   27

아시아-태평양지역, 아프리카지역, 남미-캐리비안지역)에 근거한 위원과 재판관 수가 각각 

21명으로 구성된다. 연안당사국 총회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위원 21명을 5년 주기로 선

출하고, 국제해양재판소(ITLOS)재판관 21명중 1/3에 해당하는 7명의 재판관을 3년 주기로 

선출한다. 즉, CLCS 위원과 ITLOS 재판관을 각각 5년(위원 5년 임기)과 3년마다(재판관 9년 

임기의 1/3의 7명의 재판관 선출) 연안당사국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위원과 재

판관은 각각 비준국가 대사의 2/3 이상 출석에 2/3의 찬성표를 받아야 당선된다. 2017년 6월 

14일의 연안당사국 총회(유엔본부, 뉴욕)에서 제5대 임기(2017~2022)의 CLCS 위원 21명 선

출에서 본 위원은 155개국의 찬성표를 득하였기에 당선되었다. 참고로 2017년 6월 14일의 

선거에 167개국 유엔 대사가 투표에 참석하였고, 167개국의 2/3는 110개국이다. 즉, 서유럽

지역 3명, 동유럽지역 3명, 아시아-태평양지역 5명, 아프리카지역 5명, 남미-캐리비안지역 4명

이고, 1명은 서유럽지역, 아프리카지역 및 아시아-태평양지역 3개 지역에서 입후보자의 수가 

배정된 수보다 더 많은 지역의 입후보자 상호간에 2/3 이상의 찬성을 먼저 득표하는 입후보

자가 당선되는 이른바, “floating seat”에 해당한다.

국제해양재판소 재판관 21명과 대륙붕한계위원회 21명 위원은 연안당사국(현재 168개국)

의 비밀투표 2/3 이상의 찬성표를 득하여야 당선된다. ITLOS재판관은 임기 9년인데, 3년마

다 3명의 재판관이 새롭게 당선 또는 연속하여 당선된다. CLCS 위원은 임기 5년인데, 5년마

다 전원이 입후보자가 되고, 168 개국의 비밀투표 2/3 이상의 찬성표를 득하여야 당선된다. 

따라서 재판관의 경우와는 다르게 21명 전원이 교체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위원의 경우는 

CLCS/UN의 최초 창설기인 1st term(1997~2002)에 당선되고, 2nd term(2002~2007), 3rd term 

(2007~2012), 4th term(2012~2017)에 연속 당선되었고, 2017년 6월 14일 제27차 MSP/

UNCLOS 총회에서 155개국의 찬성표를 득하여, 5선 연임 위원이 되었고 이른바, CLCS/UN 

founding member로서 5th term(2017-2022)의 기간에 CLCS/UN의 전통과 역사를 훌륭하게 

              <그림 7> 제3차 유엔해양법 협약에 근거한 3개의 유엔기구

새로 생긴 해양법 국제기구



28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7, 제13호

지키고 이어가는 중책을 가진다. 더구나, 본 위원은 5th term CLCS의 5대 의장 선거에서 만장

일치로 의장으로 당선되었기에 유엔기구의 수장으로 국위를 선양하게 되었고,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요 기쁨인 동시에 큰 책임을 갖는다.

2. CLCS/UN의 임무와 workload

CLCS 21명 위원은 2가지 중요한 임무를 가진다. 첫째는 연안국이 제출한 모든 과학 자료

와 정보를 CLCS Scientific and technical guideline과 Rule of Procedure에 근거하여 세밀하

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심사하여 연안국이 주장하는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확장한계(outer 

limit)를 인정하여 Recommendation을 채택하거나 자료 불충분 등의 이유로 반려한다. 둘째

는 연안국이 자국의 대륙붕 확장 자료와 정보 획득에 관련하여 과학-기술적 도움을 요청할 

경우 도움을 주는 임무이다.

CLCS workload는 1997년부터 2012년까지 15년은 CLCS session 회의가 매년 2회였고, 각 

session은 4주 또는 5주의 기간이었다. 그러나 2012년부터는 연안당사국 총회의 결의에 근거

하여 매년 3회의 session meeting을 개최하고 각 session은 7주의 기간이다. 따라서 21명의 

위원은 뉴욕 유엔본부에서 약 2개월의 심사기간을 3회(봄, 여름, 가을) 갖는다. 즉, 약 6개월

의 기간을 매년 뉴욕 유엔본부에서 심사하는 workload를 갖는다. 이는 21명의 과학-기술 전

문가는 자국의 국내 취업기관에서 약 6개월을 매년 출장 가능하게 하는 경우에 CLCS/UN위

원으로 취임선서하고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사실상 몇 위원은 자국의 국내 업

무관계로 CLCS/UN의 위원직을 사임하였다. 본 위원은 2002년 정년 이후에 자유롭게 CLCS/

UN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1997년부터 2002년까지는 매년 약 10주 정도의 유엔본부 출장 

관계로 사유서를 서울대학교에 제출하였었다. 

실제적인 CLCS의 중요한 workload를 요약하면, 현재(2017년 9월)까지 87개의 submission

이 연안국으로부터 CLCS/UN에 제출되었고, 그 중에서 29개의 Recommendation이 CLCS에 

의하여 채택되었다. 현재 45차 session(2017. 10. 16~12. 1)에서는 9개의 submission이 심사되

고 있는 상황이다. 이중에서 러시아정부의 북극해의 대륙붕의 확장 경계 심사청원 

submission의 과학 자료와 정보는 매우 복잡하고 방대하여 상당한 심사기간이 예상된다. 연

안국의 Submission은 평균적으로 2년 5개월의 심사-토의 후에 CLCS Recommendation으로 

종료된다. 그런데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CLCS/UN)의 workload를 미국 Columbia 

University의 세계적인 해양지질-지구물리연구소에서는 1978년에 38건의 submission을 예측

하였었다. 잘못된 예측이었다. 왜냐하면, CLCS/UN에서 실제적으로 2017년 이후의 연안국의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확장 submission은 102건 이상으로 예측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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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되돌아보는 
조선 말기 이후 역사와 과학기술 진흥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박성현

I. 서론

고종 임금(1863~1907)과 순종 임금(1907~1910)으로 대표되는 조선 말기의 정치 상황과 

과학기술 발전이 어떠했는가를 조사하고, 이 시대에 서양 과학기술의 도입 시도와 성과에 대

하여 우선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조선 말기 시대에 쇄국정책과 내부적인 정치적 혼

란, 과학기술 도입의 지체가 얼마나 조선을 쇠약한 나라로 만들었고, 일제에 합병되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일제 강점기(1910~1945)의 과학기술 교육의 상황과, 1945년 광복 후 현재까지 

우리 사회의 변천 과정을 간단히 기술하기로 한다. 조선 말기 이후 역사에 대하여는 김근배

(2005), 김연희(2016), 문중양(2016), 박성현(2017) 등을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다음으로 최근

에 불어 닥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그 본질과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의 현실 상황

도 짚어보기로 한다. 

역사의 흐름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결국 과학기술에서 앞서가면 강한 국

가를 만들 수 있으며, 역사의 주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 말기 이후 우리의 역사

의 흐름과 과학기술의 만남을 조감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을 직시하고 역사가 주는 교

훈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진국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중요 과제가 무엇인

지 제시하여 보기로 한다.

II. 조선 말기의 역사의 흐름

고종은 1863년에 약관 12세의 나이로 조선의 26대 왕위에 올랐다. 고종 초기에는 그의 아

버지 흥선대원군이 실권을 장악하고, 부패한 유림의 온상이 되어 버린 서원을 철폐하고, 상

민에게만 부과해 오던 군포(軍布)를 양반에게도 징수하는 호포제(戶布制)를 실시하는 등 개

혁 정책을 단행하여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불에 탄 경복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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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게 중건하기 위해 과도한 세금을 거두면서 백성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 당시 한반

도 주변의 강국들은 중국(청), 러시아, 일본,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이었으며, 흥선대원군은 쇄

국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런 가운데 프랑스에 의한 병인양요(1866), 미국에 의한 신미양요

(1871) 등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서양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하는 병

인사옥(1866)을 시작으로, 1872년까지 8천여 명에 이르는 천주교 신자를 처형하기도 했다. 

신미양요가 발생한 후에는 전국적으로 척화비를 세워 ‘주화(主和)는 매국(賣國)’이라는 기치

를 내걸었다. 그러나 이러한 척화정책은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조선을 더욱 고립시키고 

무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서원 철폐 등의 내정 개혁에 비판적이었던 양반층의 상소(고종 10년)로 흥선대원군은 10

년 세도를 마감하고, 민비를 중심으로 한 민씨 친족 일가가 정권을 독점하면서 쇄국정책을 

버리고 개화정책을 펼쳤다. 민씨 정권은 1876년(고종 13년)에 일본과 강화도조약(일명 병자

수호조약)을 체결하고 제물포를 일본에 개항하면서 조선의 문호를 개방하였다. 그러나 조선

의 국력이 약한 관계로 강화도조약은 조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강화도조약으로 우려했던 개화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보수 유림층을 중심으로 위정척사

(衛正斥邪)라는 개화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 위정척사는 정학(正學)인 성리학과 정도(正道)

인 성리학적 질서를 수호하고(衛正), 성리학 이외의 종교와 사상을 사학(邪學)으로 보아서 

배격하는(斥邪) 사회운동이다. 이 운동을 하는 정치세력을 위정척사파라고 부르는 유교학파

이기도 하다. 위정척사 운동은 개화정책에 대한 저항에서 시작되었으나, 서양세력을 배척하

는 방향으로 흘러, 결국은 조선의 문호개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위정척사파로 불리는 유림들은 서양 학문을 경계하는데 앞장서고, 개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부국강병(富國强兵)론을 반대하였다. 이로 인하여 국론은 분열되고, 조선의 국력은 차츰 취

약해져 갔다. 1882년(고종 17년)에 급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훈련도감 군인들이 임오군란을 

일으켰다. 이 군란은 민씨 척족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불만과 강화도조약 이후 드러난 일본의 

침략 야욕에 대한 적개심이 작용하였다. 이 군란으로 대원군이 복귀하였다. 그러나 민비는 

청나라에 군란 진압을 요청하였고, 이로 인해 조선에 들어온 청군에 의하여 민비는 다시 권

력을 잡게 된다. 결국 대원군과 민비의 갈등에 외세까지 국내 정치에 개입된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임오군란으로 조선이 점점 한심한 지경에 이르는 사이에 젊은 개화파들(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등)은 세상의 변혁을 꿈꾸며 일본의 지원을 받아 1884년(고종 21년)에 갑신

정변이라는 무력정변을 일으켰다. 그러나 서울에 주둔하고 있던 청군이 즉각 개입함에 따라 

갑신정변은 사흘 만에 실패하고 말았다.

강화도조약 이후 조선은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과 조영수호통상조약, 1883년 조독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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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 1884년 조로수호통상조약, 1885년 조이수호통상조약,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 

등을 맺으며 여러 나라들과 교역과 교류를 넓혀가게 되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각축, 

특히 청나라와 일본의 각축은 드디어 1894(고종 31년)에 청일전쟁을 발발시켰고, 이 전쟁에

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 내정 간섭을 노골화하였다. 1895년에 일본은 민비를 살해하는 을미사

변을 일으켰다. 이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아관파천을 하게된다. 

취약한 조선은 일본, 청나라, 러시아의 각축장이 되었고, 왕실은 존립조차 어렵게 되었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을 나와 환궁한 직후 왕권강화와 국가 수호의 의지를 갖고 1897년

(고종 34년)에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스스로 황제로 즉위하여 광무개혁을 단행하였으나 소

기의 성과를 얻기 어려웠다. 러일전쟁(1904~1905년)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에 대한제국

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주 주권은 상실되었다. 

III. 조선 말기 이후 서양 과학기술과의 만남

1. 고종 시대 서양 과학기술과의 만남

조선 사회가 서양 문물을 직접 접한 것은 강력한 화력을 동반한 병인양요(1866)와 신미양

요(1871)와 같은 서양 세력의 침략을 통해서였다. 두 번의 양요를 겪으면서 서양의 강력한 무

기와 빠른 증기선에 놀랐고, 조선 정부는 재래식 무기의 취약성을 알고 군비 강화의 필요성

을 절감하였다. 사실 군비 강화는 국가 통치를 위해 필수적 사안이었으나, 무기와 군제를 서

양수준으로 전환시킬 재정적 여력이 없었고, 기술 수준도 따라갈 수 없었다.

서양 근대 무기 제작은 전통 무기 제작 방식의 일부 개량이나 전환만으로는 어려운 과업이

었다. 서양무기 제작기술과 관련한 물리, 화학, 수학과 같은 근대 과학과 더불어 제련, 제철 

및 제강, 선반 및 프레스와 같은 공업 기술의 총체였기에 무기 제작기술 자체가 바로 서양 근

대 과학기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서양 무기를 제작하겠다는 것은 서양 과학기술을 

도입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으나, 쇄국정책을 표방한 고종 초기에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

제였다. 더구나 서양 과학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입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했다. 

그러나 천주교를 비롯한 서학(西學)을 경계 하라는 주장이 강력하게 대두되었고, 이는 서양 

과학기술을 도입하는 데에 큰 걸림돌이었다.

조선정부가 무기기술을 포함한 서양 문물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것은 1876년 개

항 이후였다. 1880년에 고종은 각종 과학기술 도입을 전담하고 군국기무(軍國機務)를 총괄

할 부서로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을 설치하고, 수장의 직위는 정1품으로 조선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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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직이었다. 부국강병을 위하여 「한성순보」의 발간, 농상국, 광무국, 전환국, 전보국, 기

기창, 육영공원 등 서구의 제도를 통치수단으로 하기 위한 과학기술 관련 분야의 사업들이 

대부분 이 아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임오군란(1882)으로 대원군이 재집

권하자 통리기무아문은 폐지되었다. 임오군란 이후 갑신정변(1884), 동학혁명(1894) 등으로 

혼란한 사회는 기초체력을 잃기 시작하였으며, 청일전쟁(1894) 이후 침략 야욕을 들어낸 일

본에 끌려가는 아쉬움을 낳게 되었다.

2. 광무개혁과 근대 과학기술 도입

고종은 1897년에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서양문물을 도입하기 위한 

광무개혁을 단행하였다. 이 개혁은 부국강병을 국가 제1무로 삼아 구습을 타파하고 신분제

를 폐지하는 한편, 일본으로 약 200명의 유학생을 파견하기도 하였다(이태진, 2000; 교수신

문 기획, 2005).

광무개혁으로 이루어진 서양 문물도입 정책과 지원 양상은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

다. 첫 번째로, 각종 정부기구들이 구성되어 황제직속기구로 편재되었다. 양지아문, 지계아문 

이외에 통신원, 전환국, 평식원, 서북철도국, 박문원, 광학국, 철도원 등이 궁내부 소속으로 

이속되었거나 신설되었다. 특히 전국적 우편망 구축과 더불어 근대 통신망은 전국적으로 확

장되었고 큰 발전을 보였다.

두 번째로, 관영공장을 설치해 필요 산업을 주도한 일이었다. 관영공장으로 기계창, 직조

창, 황실유리창, 자기제조창, 총기제조소, 정미소, 평양석탄광을 들 수 있다. 기술 인력이 필요

하거나 기계가 필요하다면, 외국인 기술자를 초빙하고 기계들을 수입해 생산체계를 갖추 

었다.

세 번째로, 기업 설립 지원을 통한 식산흥업 설립이었다(전우용, 1997). 궁내부 산하 내장

사 직조소에서는 누에와 뽕나무의 새 품종 도입을 기초로 하는 근대식 견직기술을 도입했고, 

이를 계기로 대한제국인공양잠합자회사가 설립되었다. 또 정부는 근대 과학기술 도입을 전

제로 하는 회사 및 공장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부서들을 정비, 창설했다. 직조과 신

설은 대조선저마제사회사를, 우체사의 확장은 대한협동우선회사를, 광무국의 정비는 조선개

광회사 설립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 작업의 일환이었다.

이런 대한제국 정부의 식산흥업의 지원에 힘입어 다양한 민간 기업이 세워졌다. 내외국인

에 의해 유리공장이나 성냥공장, 정미, 양조, 담배제조, 제지, 철가공 등의 공장들과 더불어 

사진관인 촬영소도 설립되었다. 이런 공장들의 설립은 단지 원료 생산에 머물렀던 대한제국

의 산업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초석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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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무개혁에 의한 과학기술 진흥 정책은 옳은 방향이었으나, 조선 정부의 재정 빈곤, 일본

을 비롯하여 외국들이 조선의 부국강병 개화 정책에 비우호적인 점, 조선의 전통사회가 서구 

문명 도입에 익숙하지 못한 점, 내부적으로 정치 세력 사이의 심각한 갈등 등으로 인하여 내

부 국민적 역량이 결집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대한제국 시기의 대표적인 과학기술계 학교는 정부가 세운 상공학교였다. 이 학교가 자리

를 잡기도 전에 일본은 1905년 통감부 설치 후 간섭을 본격화하면서 이듬해에 관립공업전습

소로 축소 개편하고, 가내공업품(직물, 도자기, 제지 등) 위주의 2년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

한 1905년에 측량기술자 양성을 위하여 측량기술견습소를 설치하였다. 이런 교육은 모두 일

본이 조선을 통치하기 위한 필요에서 시작된 것이다.

3. 한일합방 이후 과학기술 교육

일제 강점기에는 이공계에서 한국인을 양성하지 않겠다는 일본의 식민지 정책이 실행되었

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자주적인 과학기술 발전도 찾아볼 수 없었다(참조: 김근배 

(1998)).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조선에서 이공계 고등교육기관으로는 1915년에 처음으로 경

성공업전문대학이 세워졌으나, 대부분 일본인들이 교육을 받았다. 한국인에 의한 일본 대학 

유학도 극히 제한적이었다. 일제로의 병합 이래 1920년대 중반까지는 한국인 중에서 일본의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1920년대 중반 이후 일본으

로 가는 유학생 규정이 완화되면서 이공계 분야에서의 유학생이 생겨나게 되었다.

일제가 대륙침략을 본격화하면서 과학연구의 필요가 급증함에 따라 1938년에 경성제국대

학에 이공학부 예과가 개설되고, 1941년에 이공학부가 출범되었다. 이공학부의 학과로는 물

리학과, 화학과, 토목공학과,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응용화학과, 광산야금학과로, 실용적

인 공학교육에 초점을 맞추었고 일본인 위주로 인재를 양성하였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에 양

성된 한국인 과학기술자는 매우 적었다. 이공계 분야에서 대학을 마친 한국인은 총 4백명 정

도로 추산되며, 조선에서 37명, 일본에서 230명, 미국과 유럽에서 120명, 중국과 소련에서 

10~20명이었다. 이들 중에서 박사학위 취득자는 10명에 불과하였다. 우리나라에 과학기술의 

기초를 쌓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인력구조라고 볼 수 있다.

4. 광복 이후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력의 신장

광복 이후 현재까지의 70년간 우리 사회와 과학기술의 발전은 과히 기적적이라고 볼 수 

있다.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어 왔다. 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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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미군 군정기를 거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1948년) 되었으나, 1950년 6 ·25 전쟁으로 민족

상쟁의 비극을 맞았다. 1962년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면서 급속한 경제성장

과 과학기술의 양적 발전이 이루어졌다. 1962년에 국민 1인당 GNP가 80불에 불과하였으나 

2016년에는 28,000불을 넘어 섰으니 명실상부한 ‘한강의 기적’이었다. 이러한 기적의 배경에

는 1960~90년대에 위정자들의 과학기술 진흥 정책, 그리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강력한 국가

발전 의지와, 이를 뒷받침한 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 그리고 과학기술인들의 열정 있는 연구

와 헌신이 있었다. 이 시대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

학기술정책연구원(2017)을 보면 소상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생활의 형편이 좋아지면서 또한 민주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1970년대와 80년대의 민주화 투쟁의 역사는 이를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나타난 민

주사회의 정착과 과학기술의 질적 성장은 우리 사회를 한층 성숙하게 하였으며, 과학기술 발

전에 기반한 산업화의 성공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IV.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우리의 현실

1. 4차 산업혁명이란?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3D 프린팅, 자율

주행 자동차 기술 등으로 불리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기반의 지능 디지털 기술(intelligent 

digital technology) 혁명을 말한다. 이 혁명은 우리의 산업과 생활방식을 급격히 바꾸어 놓을 

것이다.

영국에서 18세기 말에 증기기관의 발명과 더불어 발전한 산업혁명을 1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 20세기 초에 미국을 중심으로 전기의 발명으로 자동차, 새로운 통신수단 등이 발전

한 혁명을 2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20세기 중후반에 미국에서 컴퓨터의 등장으

로 정보통신기술(ICT)과 인터넷이 발전하기 시작한 정보화 혁명을 3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

고, 최근의 지능 디지털 기술 혁명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른다.

1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영국이 세계의 제1 문명국가로 부상하였고, 이 혁명에 동참한 유럽 

국가들은 선진국으로 부상하였고, 동참하지 못한 동양국가들(한국, 중국, 일본 등)은 상대적

으로 뒤처지게 되었다. 그나마 일본은 명치유신(1800년대 중반)을 통하여 발 빠르게 유럽의 

선진 과학기술문명을 받아들인 것이 동양에서 먼저 국력으로 앞서가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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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와 3차 산업혁명은 오늘날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군림하게 하는 바탕이 되었다. 4차 산

업혁명은 미국과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 대열에 우리나라도 빨리 동

참하여야만 세계 문명을 주도하는 국가의 대열에 낄 수 있을 것이다.  

2.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우리의 현실

모든 강대국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은 이미 

2012년부터 Siemens, Bosch, SAP 등이 주도하여 ‘Industry 4.0’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다. 독

일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하여 스마트공장을 만들어 생산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극대화해 나가고 있다. 미국은 2015년에 신미국혁신전략(New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을 발표하고 9개 전략분야(첨단 제조업, 정밀의학, 첨단 자동차 등)

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일본은 2015년에 ‘일본 재흥 전략 2015’를 발표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생산성 혁명을 시작했다. 중국은 제조 강국을 위한 ‘중국제조 2025’ 계획을 수립하

고 종래의 ‘Made in China’에서 ‘Created in China’로 국가 성장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있다.

지난 1, 2, 3차 산업혁명에서 보듯이 산업혁명들은 전 세계의 판도를 바꿔 놓고 있다. 어쩌

면 4차 산업혁명은 지금까지의 산업혁명들보다 그 충격의 강도가 더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

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선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2014년부터 시작한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제조업 혁신 3.0’을 

들 수 있다. 그 당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 혁신은 ‘IT·SW 융합으로 융합 신산업을 창출하

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고, 선진국 추격형 전략에서 선도형 전략으로 전환하여 우리 제조

업만의 경쟁우위를 확보해 나가는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면 왜 3.0인가? 1980년대 이

전의 경공업 중심 발전전략을 ‘제조업 혁신 1.0’으로 분류하고, 그 후 2012년까지의 조립 ·장

치산업에 의한 추격형 전략을 ‘제조업 혁신 2.0’으로 보고, 2013년 이후 융합 신산업 선도형 

전략을 ‘제조업 혁신 3.0’으로 보는 것이다.

‘제조업 혁신 3.0’의 핵심 전략은 스마트공장을 적극적으로 보급(2020년까지 1만 개 공장)

하는 것이고, 또한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통하여 산업은행 15조원, 

민간 15조원 등 총 30조원의 자금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여기서 스마트공장은 “제품 기획 ·설

계, 제조 ·공정, 유통 ·판매 등 제조 기반 전 과정을 첨단 IT로 통합하여 에너지 효율과 자동화 

비중을 높여 고객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민관합동 스마트

공장추진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8월까지 스마트공장 공급 기업이 229기업에 

달하여,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에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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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을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의 ‘제조업 혁신 3.0’은 폐기될 것

이 확실하며 대신에 ‘제조업 부흥전략’이 2018년 내에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스마트공

장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 2022년까지 2만 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정과제들은 비교적 무난

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나, 이들의 실천여부가 문제이다.

3.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발전을 막는 각종 규제들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지금 주요 선진국들이 신기술 선점을 위하여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

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학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총성없는 전쟁 중이라고 표

현할 수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하여 각종 법안에 묶여 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개발, 그 규제를 푸는 관련된 법안, 그리

<표 1>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계류된 법안과 현황

4차 산업혁명 

관련 구분

규제를 푸는 

관련 법안
국내 현황(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이유) 해외 현황

자율주행차 규제프리존 

특별법

- 공공성 침해 우려 반대

- 2인 이상 요원 탑승 의무

미국, 일본: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규제 없음

원격 진료 의료법 개정

안

- 2006년부터 의료법 개정 추진 중이

나 ‘의료 민영화’ 우려로 반대

일본: 스마트폰 원격진료 허용, 의

약품 인터넷 판매 허용 

인공지능 국가정보화

기본법

- 지원책 담은 법 계류 중 미국: 아마존 알렉사 등 상용화 

전기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전기 ·수소화물차 도입시 기존 화물

노동자 반대 

중국: 전기차 비중 높음

드론 드론연구개발 

지원법 

- 폭넓은 비행금지구역 지정 등 항공

법에 광범위한 규제

미국: 아마존 드론 배송망 구축

일본: 상용화 임박

사물인터넷 규제프리존

특별법

- 공공성 침해 우려 외국은 완화되어 있음

유전자 기술, 

바이오 ·헬스 

산업 진출

생명윤리법,

서비스산업

발전법

- 희귀난치, 중증질환 외에는 유전자

가위, 배아줄기세포 연구 제한.

- 혈당 ·체질량지수 ·탈모 등 12개 항

목 외에는 민간에서 유전자 정보 취

급 금지

- 보건의료 영리화 반대

미국, 유럽, 일본: 유전자가위, 배아

줄기세포 연구 제한 없음. 

미국: 유전자 정보를 스마트폰 서

비스

빅데이터 

산업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사용을 개인의 허락 없이

는 원천적으로 금지

개인이 비식별화되면 개인 정보 사

용을 허용하고, 개인에게 피해가 

갈 경우에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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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외현황을 보면 <표 1>과 같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을 시도할 때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으면 일단 불법으

로 간주하는 규제 파지티브(positive) 제도는 새로운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신기술 개발이 절실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신기술과 신사업을 시도할 때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으면 일단 허용하는 규제 네거티브(negative)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규제를 푸는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는 규제 유연성에서 세계 95위

인 소위 ‘안 돼 공화국’이다. 규제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면 신기술도 금방 ‘쉰 기술’로 변해 쓸

모없게 된다. 규제 완화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에서 앞서갈 수 있는 여건을 조

성할 것이다.

V. 결론: 과학기술과 역사의 만남이 주는 교훈

조선 말기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많다. 고종은 광무개혁을 통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을 시도하였으나, 아쉽게도 국민의 이해 부족, 양반층의 비협조, 인재 부족 등

으로 인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지난 50여 년을 살펴보면, 1962년 이후 놀라운 

경제 성장을 하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성장은 현저히 둔화되고 있다. 그 이

유로는 정치지도자들의 역량, 근면한 노동 정신, 기업가 정신 등도 약화되고, 경직된 노동유

연성이 발목을 잡고 있다.

그 동안 내재해 있던 부(富)의 배분에서의 양극화 갈등, 저출산 ·고령화, 북핵 위협, 실업률 

상승, 성장 둔화 등의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정치권, 국민, 기업, 과학기술

계 등의 모든 국가의 구성요소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

기 위한 새로운 국가혁신시스템을 구상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가 확실하게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이를 창조하는 지혜로운 계획과 

각고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조선 말기의 국가적 어려움과 매우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

해서는 우리는 내부적으로 정쟁을 피하고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발전에 매진할 때이

다. 권력 쟁취를 목표로 하는 우파와 좌파 간의 극심한 투쟁은 지양되어야 한다. 지금은 선진

국을 향한 대한민국의 좌표를 설정하고 협력하여 나갈 시점이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난 70여 년간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과학기술 진흥정

책을 새로이 다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가야할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구상하고 있

는 ‘제조업 부흥전략’을 제대로 세우고, 4차 산업혁명에 바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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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테스트하고 발전시키는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는 각종 규제들(규제

프리존 특별법, 의료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법, 서비스산업특별법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각종 규제 완화로 인한 일부 부작용도 있을 수 있

으나, 부작용이 무서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부작

용이 발생하면 이를 차츰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여 실시해 나가면 될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할 심각한 과제들이 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기

업의 투자의욕 증대 문제, 정부 R&D 혁신 문제, 공공 데이터 개방 문제, 미래형 창의적 인재 

양성 문제 등은 모두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국가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의 선진국을 건설하는 데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들이다. 모든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지혜를 짜내어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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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천연 숲에 대한 장기 생태 연구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이돈구

I. 들어가면서

숲에 관한 연구와 관리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대부분 1~2년의 단기간 연구비를 받고 진행하여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 경우도 국가 연구소에서는 최소 5년이나 대부분 10년 또는 그 이상 연구를 수행하고 있

다. 외국의 경우, 미국 장기 생태 연구로 Hubbard Brook 연구, 미네소타 지역 산림 생태 연

구 등(Van Dyne, 1969), 독일의 Solling Project, 캐나다의 Model Forest, 그리고 일본의 

Ogawa Forest Reserve 등은 모두가 50~100년이 되었는데에도 계속 장기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필자는 1981년에 모교 임학과(현재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조교수로 임용되어 

1982년도 처음으로 한국과학재단(현재 한국연구재단)에 신청한 “생리적 특성에 의한 우수한 

현사시나무의 선발 기술”이란 연구가 선정되어, 2년간 연구를 하게 되었고 2명의 석사를 배

출시켰다.

농업생명과학대학 다른 학과의 경우, “농업산학협동” 연구라는 명목으로 농촌진흥청으로

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오랫동안 공동연구를 실행하고 있어서 매우 부러웠다. 따라서 필자

는 전국 각 대학에서 조림학, 산림생태학 또는 산림경영학 교수들을 강릉 소재 “임업기계훈

련원”으로 1988년 12월 겨울방학 기간에 초청하여 교수와 산림청(당시 동부영림서장 - 현재

는 동부지방산림청장, 이의 산하 평창국유림관리소장 참석)과의 연석 토론을 한 결과, 연구

비는 산림청이 지원하고, 연구는 참여 대학 교수들이 수행하되, 연구 수행 장소는 평창국유

림관리소 관내의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대화면에 위치해 있는 가리왕산과 중왕산 일대의 

2,119ha로 하여 장기간에 걸쳐 실시키로 정하였다. 이튿날 현장을 답사하니 임도가 해발 

1,000m 정도까지 만들어져 있었다. 필자가 연구총괄책임자가 되어서 연구계획서(국유림 경

영현대화 산학협동 실연연구, 1990~1999년)를 1989년 2월 말까지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하

였고, 1990년 용역연구 예산으로 반영되어 1990년도 5,000만원을 지원받아 1990년 4월부터 

연구를 시작하였다. 제2차년도와 제3차년도 부터 연구비가 증액되었으며 1999년까지 진행되

었다. 참여 대학(책임연구자) 및 기관은 서울대학교(이돈구 교수), 충남대학교(권기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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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윤종화 교수, 김지홍 교수), 국민대학교(고영주 교수, 신만용 교수), 영남대학교

(황재우 교수), 건국대학교(김수인 교수), 상지대학교(김갑태 교수) 그리고 임업기계훈련원

(마상규 원장) 등이었다.

제1차 10년 기간 동안 연구의 목적은 연구 지역인 온대 북부에 속한 천연 활엽수림이 대부

분인 가리왕산 및 중왕산 지역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천연 갱신이 잘 이루어져서 성숙림이 되

고 이것이 지속가능한 숲이 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작업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었으며, 그 이

후 제2차 10년간 한국형 종합 산림관리 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를 거쳐 현재까지도 장기 생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가리왕산과 중앙산 지역은 활엽수가 주종이지만, 

일부 침엽수종으로 산복부에 소나무 숲, 산의 정상부분에 -전나무, 분비나무 그리고 가리왕

산 정상에 주목 등이 분포하고 있다. 즉, 비교적 높은 해발고(해발 1,000m 전후)와 한정된 지

역에 국한된 본 연구 하나만으로는 우리나라 숲을 아우를 수 없으나, 우리나라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장기 연구를 통해 오로지 장기 생태연구에서만 얻을 수 있는 숲 관리를 위한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II. 제1차 10년 연구(1990~1999): 국유림 경영현대화 산학협동 실연연구

1. 연구지와 연구내용 소개

연구 대상지(2,119ha; 1ha는 100m×100m의 면적)가 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에 의해 임

반(林班: 숲을 관리하기 위해 지형이나 수종에 따라 나눠 놓은 100~300ha 면적의 구획된 숲

으로, 이 연구 대상지는 10개 임반으로 나뉘어져 있었다)과 소반(小班: 임반 내에 더 작게 나

눠서 숲을 관리하는 구획으로 10~30ha 숲)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곳 전체가 어떤 숲으로 되

어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즉, 주요 수종으로 구성된 숲의 종류는 무엇이며, 이들 숲에 적용 

가능한 작업 종은 무엇이고, 벌채 후에 천연갱신이 되지 않을 경우는 인공으로 필요한 수종

을 심어야 하므로 숲 내에 어떻게 임간묘포(심겨질 입지 부근에 조성해 놓은 묘포, 현지묘포)

를 조성하여야 하고, 임간묘포에서 어느 수종의 묘목을 생산하는 등, 그리고 이들 묘목의 식

재 기술 등도 알아보았다. 그 외 숲의 다목적 활용을 위해 단기 소득산물이 될 수 있는 식용 

또는 약용 식물을 찾아보았다.

이 연구를 크게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눈다면, 첫째는 조림 분야로 서울대학교, 충남대학교, 

영남대학교 및 건국대학교 연구진이 맡았고, 두 번째는 경영, 관리 분야로 국민대학교, 강원

대학교 및 임업기계훈련원 연구진이 담당하였으며, 세 번째는 산림에서 단기 소득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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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약용 식물연구를 상지대 연구진이 담당하였다.

조림 분야 연구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온대북부 천연림의 식생분포와 변화 양상을 분석하

기 위해서 가리왕산과 중왕산의 연구지 10개 임반(120~129임반, 약 2,119ha)에서 출현한 전

체 식생을 일일이 조사하였다. 이 지역의 숲도 원시림이 아니고 인공 벌채 또는 산불로 인하

여 형성된 2차림이므로, 원래의 숲과 구성 수종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극동 러시

아 우수리스크 지역을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2. 제1차 10년 연구의 주요 결과

1) 숲의 종류, 출현 수종

이 지역의 숲은 크게 (1) 순수한 소나무 숲, (2) 소나무와 신갈나무의 혼효림, (3) 신갈나무

가 주 수종에 다른 활엽수가 섞인 숲, (4) 여러 활엽수종의 혼효림, (5) 인공 조림된 잣나무 

숲 또는 낙엽송 숲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곳에 출현하는 수종은 60여 종으로 다양하였으며 산불의 피해를 받은 흔적을 볼 수 있

었다. 이 중에 신갈나무, 물푸레나무 들메나무, 거제수나무, 층층나무, 가래나무, 느릅나무, 

음나무, 당단풍나무, 복자기나무, 고로쇠나무, 쪽동백나무, 마가목이 주로 능선, 사면, 계곡 

주위 등에 분포하고, 정상부분 가까이는 전나무, 분비나무 등이 나타났다. 따라서, 능선형 군

집은 신갈나무, 피나무, 다릅나무, 당단풍나무가 북사면에, 소나무와 졸참나무가 남사면에 

분포하였다. 사면형 군집으로 피나무, 당단풍나무, 박달나무, 거제수나무, 음나무, 까치박달

나무, 팥배나무, 층층나무, 고로쇠나무 등이 북사면에, 참느릅나무와 졸참나무가 남사면에 

출현하였다. 계곡형 군집으로 난티나무, 들메나무, 가래나무, 복장나무, 복자기나무 및 개벚

지나무 등이 출현하였다(이돈구 등, 1990~1999).

2) 천연갱신과 임간묘포

천연갱신이 잘 이루어지는 수종 중에서 남사면에는 소나무가, 능선부에는 신갈나무, 피나

무, 다릅나무, 당단풍나무, 북사면에는 거제수나무, 음나무, 까치박달나무, 팥배나무, 층층나

무, 고로쇠나무 및 전나무 등이 나타났다. 그러나 울폐도가 크면 전나무도 천연갱신이 잘 이

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이 지역의 활엽수나 침엽수 중에서 골격 수종으로 내음성이 

강한 수종이 없다는 것이 큰 단점이었다.

천연 갱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입지가 있어서, 골격 내음 수종으로 여겨지는 전나

무, 음나무, 층층나무, 고로쇠나무, 까치박달나무 등의 묘목을 인위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임

간 묘포를 만들어 언제나 필요할 때, 묘목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임간묘포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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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1,000m 임도 부근 비교적 편평한 지역으로 공지에 몇 개의 임간묘포(크기: 10~30㎡ 정도)

를 만들었다. 만일 심을 장소가 해발 1,000m 정도인데 산 아래 조성된 묘포에서 키운 묘목을 

이곳 높은 지역에 곧바로 심게 되면 생존율이 매우 낮아진다. 따라서 임간묘포의 크기나 면

적은 지역에 맞게 조절하면 좋다. 소나무는 천연갱신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큰 소나무 숲

이 있는 장소 부근에 임간묘포를 조성하여 필요한 묘목을 공급하였다.

3) 산림작업 시범림(택벌림화, 이단림화, 산벌림화 작업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적용한 산림작업은 대부분이 개벌작업(성숙림을 모두 한꺼번에 벌채

한 후에 1~2년 후 인공으로 조림하는 작업)을 실시하여서 작업이 편하고 경제적이라는 장점

이 있었으나, 산림환경 훼손과 생태계 파괴 등 단점도 많아 산림 선진국인 독일 또는 북유럽 

지역에서 실행하는 택벌(擇伐) 산벌(傘伐) 및 이단림(二段林) 작업 방법을 시범적으로 조성

하여 30m×30m 크기의 영구조사구를 각 3개씩 만들었다.

“택벌림화”라고 명명한 이유는 해당 숲을 미래 30~50년 후에 택벌림으로 유도할 목적으로 

우선 임분 구조를 조정하였기 때문이다. 택벌림화 시범지는 임도에서 가까우면서 내음성 수

종이 많이 출현하는 곳에 조성하였다. “산벌림화”는 임도 부근 또는 활엽수 숲 지역에 내음

성이 크지 않으나 갱신이 가능한 곳에 조성하여 택벌림화 시범지와 비교 조사하였다. “이단

림화”는 대형 폭목(暴木)이 자리하고 있어서 이를 벌채하였을 때, 2개의 영급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입지를 찾아서 시범지를 조성하였다.

연구를 시작한 1990년도 숲은 임목 축적이 70~80㎥/ha 정도였으나, 10년간 위와 같은 시

범림을 만들어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 작업을 실시한 결과 1999년에는 그 축적이 100~110㎥/

ha으로 증가하였다.

4) 산림 단기소득용 식 ·약용 식물

가리왕산 및 중왕산 지역에 출현하는 식용 및 약용 식물을 (1) 목본과 (2) 초본으로 나눠서 

나열하면, 목본 식물은 두릅나무, 오갈피나무, 가시오갈피, 복분자딸기, 오미자, 딱총나무, 산

겨릅나무, 으름덩굴, 산초나무, 산뽕나무, 음나무, 마가목, 고로쇠나무 등이었다. 초본 식물로

는 곰취, 참나물, 더덕, 참취, 수리취, 고려엉겅퀴, 참당귀, 산마늘, 인삼(장뇌삼, 산삼), 누룩취, 

얼레지 등이고, 그 외 초본 식물로 배초향, 엉겅퀴, 큰엉겅퀴, 삽주, 감자난, 각시취, 모시대, 

용둥굴레, 개미취, 홀아비꽃대, 미치광이풀, 어수리, 산부추, 산꿩의 다리, 용담, 둥굴레류, 큰

연영초, 풀솜대, 조밥나물, 이고들빼기, 산국, 천남성, 피나물, 애기똥풀, 복수초, 동자꽃, 까실

쑥부장이, 구절초, 족도리풀, 진부애기나리, 천마, 노랑돌쩌귀, 초롱꽃, 물레나물, 하늘말나리, 

은방울꽃, 기린초, 현호색 등이 출현하였다(김갑태a, 2000; 김갑태b,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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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극동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숲(우리나라 온대 북부 숲의 원형으로 추정)

이 지역을 연구 지역으로 선택한 이유는 앞에서 명시한 것과 같이 한반도 남쪽 숲이 1900

년 초 일제의 침략에 의한 산림벌채와 1950년의 전쟁으로 인하여, 대부분이 파괴되어 2차림

이어서 북부 온대 숲의 원형(original forest)을 찾을 수 없었다. 마침 1991년 극동러시아 학술

원 소속 Man’ko 교수를 초청하여 강의를 들어보니, 극동러시아 연해주 숲과 우리가 연구하

고 있는 강원도 온대 북부 지역 숲의 수종구성이 매우 비슷하여 1992년부터 연해주 지역의 

숲을 조사하였다. 위도는 우리나라 지역보다 높으나 고도는 낮아서 한반도와 연해주는 거의 

비슷한 식생을 보여주고 있었다. 같은 위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침 ·활 혼효림의 생물 다양성

이 매우 높으며, 주요 우점 침엽 수종은 잣나무, 전나무, 가문비나무, 분비나무, 종비나무와 

잎갈나무류 등 이었다(이돈구 등, 1990~1999).

극동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우수리스크 보호구역은 인간의 간섭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최소 

500년 이상 벌채, 산불 등 대규모 교란이 일어나지 않은 곳으로서 다양한 극상림을 보이고 

있다. 이 지역은 우리나라의 온대 중북부 지역의 식생과 매우 유사하였고 임분 동태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가 1926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이곳의 대표적인 임분은 낙엽활엽수림과 침 ·활 

혼효림이며, 침엽수의 대표적인 수종은 잎갈나무류, 잣나무, 가문비나무, 종비나무, 전나무, 

분비나무 등이었다.

연해주의 침엽수(타이가) 숲은 가문비나무림과 분비나무림이 대표적이며, 이 밖에 몇 종류

의 잎갈나무림이 적은 면적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침 ·활 혼효림 지역의 주요 수종은 잣나무, 

신갈나무, 피나무, 찰피나무, 거제수나무 등이고, 계곡부에는 들메나무, 느릅나무가 주로 분

포하였으며, 남부 지역 숲의 대부분은 전나무가 복층 혼효림을 이루고 있었다. 희귀 수종으

로 적색목록에 속한 수종을 비롯하여 가래나무, 음나무, 황벽나무, 주목, 노간주나무, 소나무, 

박달나무, 떡갈나무, 마가목 등이 분포하고 있었다. 수종별 평균축적을 보면, 잣나무림이 224

㎥/ha, 가문비나무림과 분비나무림은 150~180㎥/ha, 잎갈나무림은 115㎥/ha, 신갈나무림과 

자작나무림은 92~94㎥/ha를 보였다. 신갈나무림이 낮은 축적을 보이는 것은 이 중 약 12%가 

맹아로 갱신된 이차림이기 때문이다.

우수리스크 보호구역 내 장기 연구 지역은 약 40,432ha로 잣나무-활엽수림은 적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나 다양한 목본 및 관목류로 이루어져 있어 종다양도가 매우 높았다. 특히 잣

나무-활엽수림은 호랑이, 곰, 표범 등 다양한 야생동물의 서식처로서 매우 중요하다. 고정 조

사구의 수종구성은 16~20종으로 출현하였고, 키가 큰 나무로 상층(나무키가 24~32m)은 잣

나무, 전나무가 일반적으로 우점하고, 중층(나무키가 17~24m)은 피나무, 고로쇠나무, 느릅나

무, 신갈나무, 거제수, 음나무가, 하층(나무키가 7~17m)은 까치박달나무가 우점하였다(이돈

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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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제2차 10년 연구(2000~2009): 환경친화적 조림기술과 지속가능한 산
림관리기술 개발 연구

1. 연구내용 소개

지난 10년간의 연구는 산림청의 직접 연구용역으로 실행되었으나, 2000년도부터 2009년

까지는 동부지방산림청의 용역 연구로 진행되었다. 같은 장소의 연구지였으나 연구에 참여

한 대학과 연구진이 변경되었다. 그 이유는 제1차 10년 연구진 중 정년퇴임한 분들도 있었고, 

연구비가 매년 5,000만원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모두 3분야로 진행되었는데, 1) 환경 친

화적 조림기술은 서울대학교(이돈구/박필선 교수)가 맡아서 실행하였고, 지속가능한 산림관

리는 강원대학교(김지홍 교수)와 국민대학교(신만용 교수)가 연구하였으며, 산림의 소득자

원 개발과 다목적 이용연구는 상지대학교(김갑태/엄태원 교수)가 담당하였다. 궁극적으로 

제2차 10년 연구의 목표는 “한국형 친환경적 종합 산림관리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2. 제2차 10년 연구의 주요 내용 및 결과

1) 환경 친화적 조림기술 실연 연구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은 보속생산의 기반을 제시하여 지

속적인 대경 활엽수재 생산은 물론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천연활엽수림으로 만들

기 위해, 양묘, 천연갱신, 숲가꾸기 작업 기술 적용, 다목적 생산 및 활용 등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렇듯 현장에서 직접 얻은 ‘한국형 산림 관리 기술’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친환경적 천연

활엽수림 관리 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2000년부터 다시 10년간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미 

1997년에는 택벌림화 작업, 이단림화 작업, 산벌림화 작업의 시범지를 각 1ha씩 조성하고 계

속 연구를 수행했으며, 2008년에는 이를 5ha로 확장해서 추가 작업을 하였다. 이 실연연구지

를 통해 각 작업종으로 유도하는 작업 이후의 임분 변화 양상을 정밀 조사함으로서, 앞으로

의 산림 동태를 예측하고 이에 맞는 환경 친화적 숲가꾸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산림

청, 2000).

1997년 및 2008년 조성한 실연작업지의 목표는 천연활엽수림에서 개벌 위주의 작업종에

서 다양한 선진 임업기술이 적용된 택벌림, 이단림, 산벌림 경영이 가능한가를 검토해보기 위

한 것이었다. 이 중 택벌림화 작업지의 경우에는 차후 군상 택벌 등의 여러 응용법 적용도 검

토해 볼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임분이 더 발달하고 축적이 많아져야 하며 임분 구조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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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선시켜야 한다.

천연갱신 성공을 위한 요구조건으로는 주로 충실하고 건전한 종자의 충분한 공급과 성공

적인 종자 발아 및 활착, 그리고 높은 치수(稚樹) 생존력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1997년 택벌

림화 작업지내 전나무 수하식재 묘의 생장을 10년간 계속 모니터링하여 산림작업에 따른 피

해와 회복과정을 살펴보았으며, 소나무림에서 모수림작업 후 천연갱신 양상도 살펴보았고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도와 풀베기 작업의 영향력을 구명하였다(이돈구 등, 2000~2009).

그 외, 천연활엽수림에서 직접 임목들을 벌채하여 부후율을 직접 설펴보고, 상지대 김갑태 

교수의 제안을 받아들여 낙엽송 조림지에서 electronic hammer를 활용한 비파괴검사로 부

후율을 진단한 연구는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한다. 특히 택벌림화 등 시범작업지에서 활엽수

의 부후율이 38%~50%나 보인 것은 향후 천연활엽수림 관리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2)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기술 개발 실연 연구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천연활엽수림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경영기술을 개발하여 목

표 임분형인 보속림 실현 가능성을 점검함과 동시에 온대 중 ·북부지방의 천연활엽수림에 적

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그 동안 천연활엽수림의 보속경영 

실현에 필요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산림청, 1998).

따라서 지난 10년(1990~1999) 동안 이미 조성된 시범림을 대상으로 수행된 작업종별 시업

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작업종별 시범림의 정밀 임분 특성을 조사하였고, 작업종별 시범

림의 치수발생 현황 파악, 그리고 작업종별 시업 후 시범림에 대한 장기 모니터링의 기반을 

만들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천연활엽수 장령림 가꾸기 시범지로서 활용하고자 하였다.

(1) 택벌림화/이단림화/산벌림화 작업지의 시업 후 임분 특성

위의 3종류의 작업지 중, 택벌림화 작업지의 예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시범지는 신갈

나무만이 소 ·중 ·대경급의 모든 경급에 골고루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로쇠나무, 들메나무, 

물푸레나무, 그리고 피나무가 소경급과 중경급에 출현하고 있으며, 이 밖에 거제수나무, 음

나무, 그리고 층층나무는 중경급과 대경급에 분포하고 있다. 한편 황벽나무, 전나무, 까치박

달나무, 복장나무, 느릅나무, 팥배나무 등의 다양한 수종이 소경급에만 출현하는 등 전체적

으로 20개의 다양한 수종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내음성이 강한 음나무가 

중경급과 대경급의 상층에 분포하고 있으며, 전나무가 하층인 소경급에 분포하고 있어 앞으

로 택벌림으로 유도되었을 경우 골격수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택벌림의 수직 구조는 상층, 중층, 그리고 하층에 임목이 골고루 분포한 다층을 유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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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능하면 수직공간의 폭이 넓은 것이 바람직하다. 즉, 최대 수고가 25m 이상에 도달하면

서 수직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시업 후 택벌림화 작업지의 경급별 수고분포를 보

면 수고 8m 이하의 하층이 22%, 수고 8~14m의 중층이 37%, 그리고 수고 14m 이상의 상층

이 41%로 중층과 상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치수를 고려하면 

택벌림의 다층구조에서 하층의 임목본수의 비율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임분의 최대 수고가 20m 내외인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해발고가 1,100m 정도의 고지대인 것

을 고려하면 활엽수림의 수고생장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목표 임분형으로 

유도해나가는 과정에서 전나무 등의 수하식재 등 수직구조를 개선해 나아가는 방안이 필요

하다(이돈구 등, 2000~2009).

(2) 치수(稚樹) 발생 현황

작업종별 치수발생 빈도와 근원경 3㎝ 이하의 치수를 대상으로 근주직경과 묘고를 요약한 

결과와 각 작업종별로 출현하는 치수를 수종별로 분석한 결과를 아래 <표 1>과 <표 2>에 제

시하였다.

<표 1> 작업종별 시범지의 치수 현황

작업종 본수/ha
근원경(㎜) 묘고(㎝)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택벌림화 작업지 622 11.8 7.9 75.9 53.3

이단림화 작업지 678 8.9 6.1 70.6 49.3

산벌림화 작업지 11,012 3.7 2.7 28.4 18.5

<표 2> 작업종별 시범지에 출현하는 치수의 종류

작업종 주요 출현 수종

택벌림화 작업지
당단풍나무(40%), 까치박달나무(20%), 복장나무(13%), 고로쇠나무(7%), 물푸레나무

(5%)

이단림화 작업지
물푸레나무(21%), 고로쇠나무(20%), 복장나무(7%), 까치박달나무(5%), 들메나무

(2%)

산벌림화 작업지
물푸레나무(61%), 고로쇠나무(20%), 신갈나무(10%), 당단풍나무(7%), 다릅나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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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의 소득자원 개발 및 다목적 이용 연구

숲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가꾸면서 숲에서 식 ·약용 식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산림복

합경영이 가능하도록 숲 내의 주요 초본식물의 생산과 숲의 생태적 건강성을 지키는 산림시

업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 연구를 위해 가리왕산과 중왕산

의 해발 900~1,400m 사이에 분포하는 천연림에서 53개의 조사구(10m×10m)를 설치하고 조

사구 내에 출현하는 목본식물을 매목 조사하였다(김갑태, 2004; 김갑태와 엄태원, 2007). 

위 조사구를 통해 연구대상지 천연림에서 생육 중이며, 향후 약용수목으로 임간재배가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24개 수종을 선정했다. 이들 수종은 팥배나무, 다릅나무, 마가목, 음나

무, 함박꽃나무, 고로쇠나무, 산겨릅나무, 느릅나무, 난티나무, 지렁쿠나무, 가시오갈피, 주목, 

개다래, 참회나무, 생강나무, 난티잎개암나무, 딸기류, 화살나무, 까치박달나무, 가래나무, 고

추나무, 산사나무, 개옻나무, 개쉬땅나무 등이며, 이 중 목본성 딸기류(산딸기, 곰딸기, 줄딸

기, 복분자딸기 등)나 지렁쿠나무, 다래, 두릅나무 등은 식 ·약용으로 수요가 많거나 다량으로 

거래되는 약재로 임도변에서 현재로도 생산이 가능한 수종들이다.

IV. 맺음말

한국에서 유래 없는 오랜 기간의 생태연구를 통해 장기적인 시험이 필요한 조림관련(조림, 

벌채, 작업종, 천연갱신 등) 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아쉬운 점도 많았

고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이러한 실수와 실패들을 통해 우리 연구가 계속 전진할 수 있는 밑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택벌림화, 산벌림화, 이단림화 연구는 좀 더 큰 규모로 실시

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온대북부 뿐만 아니라 온대 중남부와 난대까지 아울러 시험하

고 싶은 욕심은 아직도 크다. 아쉬운 점에도 불구하고, 향후 한국형 산림관리 기술의 정립에

서 보는 이 장기 생태연구는 절대적으로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강원도 평창군 가리왕산과 중왕산 일대에서 1990년부터 시작한 장기

생태연구를 20년 동안 맡아하면서 학자로서 많은 시험을 할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하고 또한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 또한 교육자로서도 이 연구를 통해서 100여 명에 달하는 석

사와 박사를 배출하였다. 지금도 현장에서 한창 활동하고 있는 많은 중진학자들이 서로를 가

리왕산 동문이라고 하며 추억을 다지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기 한량없다. 더욱 다행인 것은 

제3차 10년(2010~2019) 연구를 국립산림과학원이 각 대학 교수들과 함께 장기 산림생태 연

구로 시작하고 있어서 기대가 크다. 앞으로도 이 연구가 계속 이어져서 우리도 미국, 독일, 캐

나다, 일본 등 다른 나라들처럼 오랜 역사를 지닌 장기생태연구지를 가지고, 여기서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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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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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南冥) 조식(曺植) 선생의 천인(天人)사상

사범대학 독어교육과  조창섭

I. 들어가는 말

유학(儒學)은 세상사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결정짓는 것이 마음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학문이어서 인간의 삶과 정치, 문화, 사회, 학문 등의 모든 영역을 이끌어가는 행위규범으로 

자리매김되었다.

세상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무엇이 결정하는가? 라는 질문은 동서양 철학의 중심 과제이기

도 하다. 독일의 관념론을 완성한 헤겔(Hegel, Georg Wilhelm Friedrich 1779~1831)은 정신

이라고 하고, 변증법적 유물론을 창시한 마르크스(Marx, Karl Heinrich 1818~1883)는 물질이

라고 한다. 

공자와 맹자 그리고 순자가 활동하였던 시기의 유학은 인(仁)과 의(義)와 예(禮)를 실천하

여 인격을 완성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하여 도덕적 이상 국가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는 학문이

었다. 이러한 유학을 원초유학(原初儒學)이라 일컫는다. 원초유학에서는 윤리 ·도덕을 실천

하는 주체가 나(己)이고 나를 주관하는 주체는 마음이라고 간주하여 마음이 세상에 대한 인

간의 태도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남명 조식(1501~1572) 선생은 모든 이치(理)가 모이는 주체로서의 마음이 세상에 대한 인

간의 태도를 결정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세상사를 다루는 주체가 ‘나’이고 나를 주관

하는 주체는 마음이라고 간주하여 마음을 우주만물의 중심에 둔 천인합일사상(天人合一思

想)1)을 신봉하였다.

남명 조식 선생의 삶과 학문의 철학적 배경인 천인합일 사상이 중국의 천인합일 사상과 다

른 독특한 점을 들추어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1) 주(註): 유교 철학에서 하늘과 사람이 합일체라는 학설.

 만물을 낳고 기르는 주재자인 천(天)이 그 자체로서 갖고 있는 작용력을 가리키는 유교 철학의 

중요 개념인 천명(天命) ·천의(天意) ·천도(天道) ·천심(天心) 등은 모두 천인합일 사상을 증명하

는 논리이다. 천의 작용이지만, 그 작용이 마치 명령하는 것과 같다고 하여 천명, 사람의 의지와 

같은 것이라는 의미에서 천의, 당연히 해야 하는 도리라는 의미에서 천도, 사람의 마음과 같다

는 의미에서 천심 등이 천인합일사상과 관련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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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중심말

중국의 유학에서는 하늘과 사람이 일체라고 하는 천인합일사상(天人合一思想)이 자리하

고 있었는데, 공자(孔子)가 천명사상(天命思想)2)으로 천인합일 사상의 이론적 뒷받침을 하였

다. 그의 제자들은 하늘의 뜻이 인간의 일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천리불리인사(天理不離人事)

를 신봉하였다.

『중용(中庸)』 1章에 “천지와 만물이 본래 나와 일체이다. 나의 마음이 바르면 천지의 마음

이 또한 바르고 나의 기운이 순하면 천지의 기운이 또한 순하다.”3)고 한 것은 천인합일사상

이 유학의 우주관으로 확대된 것을 보여준다.

중국의 유학에서는 하늘의 뜻인 천명(天命)이 인간의 본래적인 마음의 작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하늘과 사람은 마음을 매개로 하여 합일체(合一體)를 이룬다고 간주하였다.

이러한 중국 철학의 주장에서 진일보하여 목은(牧隱) 이색(李穡, 1328~1396)은 천인무간

(天人無間)을 주장하여 하늘과 사람은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매개는 필요

가 없어진 것이다.

천인관계는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1)선생도 그의 『성학십도(聖學十圖)』에 실린 

「서명도(西銘圖)」와 「태극도(太極圖)」에서 자연과 인간관계의 합일(合一)을 피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남명(南冥) 조식(曺植, 1501~1572)은 우주 자연을 하나의 생명체로 간주하여4) 인

격체인 우주자연과 인간이 합일을 이룬다는 ‘물아 일체적(物我一體的) 천인합일(天人合一)’5)

을 주장하였다.

남명 선생은 ‘물아일체적 천인합일’ 사상에 근거하여 유학의 이념을 구현하는 행동지침으

로서의 유학의 가치를 체계화하였다. 그는 인간이 천(天) ·지(地) ·인(人) ·우주(宇宙)와의 관

계에서 직분과 신분 그리고 직함에 따라 마땅히 지켜야 할 인간의 도리인 명분(名分을 으뜸 

 2) 주(註):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에 대한 기록에는 상제(上帝)는 천상에서 조정대신들을 거느

리고 정사를 보면서 지상의 만물을 감독하는 자로 등장한다. 고대 중국의 하, 은, 주 시대에 이러

한 의미를 지녔던 상제라는 용어가 천(天)이라는 용어와 혼용되다가 차차 천으로 통일 되고, 상

제는 합리적 사유에 기초하여 천명(天命)으로 전환되었다. 천명은 하늘의 명령으로, 어떤 특정

한 사람에게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덕(德)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 갈 수 있다. 즉, 하

늘이 내려주는 명령은 사람이 지니고 있는 덕(德)에 따라 수혜(受惠)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 천명사상이다.   

 3) 『중용』, 1章, 蓋天地萬物 本吾一體 吾之心正, 則天地之心亦正矣 吾之氣順 則天地之氣亦順矣  

 4) 조식, 『학기유편』, 「天理氣圖」, 易曰 天地之大德曰生

 5) 尹絲淳, 『남명 조식 선생의 생애와 사상』, 「천인관계에 대한 남명의 사상」, 남명학회 제1회 국제 

학술대회, 131쪽, 2001년 11월 16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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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로 정하고 그 하위 가치에 의리(義理), 지조(志操), 기개(氣槪), 청렴(淸廉)을 두었다.

1. 유학에서의 천인(天人) 사상의 전개 과정

유학자는 일정한 개념을 분명히 정의한 다음에 어떤 이론을 전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조선의 유학자들도 천인(天人)관계에 대한 해석에서 천(天)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

지 않으며, 한 가지 뜻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 한다. 남명 조식 선생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의 물아일체적 천인합일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경우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는 다의적(多義的)인 천(天)의 개념을 파악하여야 하는 것이다. 먼저 천(天) 개념의 역

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본다.

중국 한(漢) 나라의 허신(許愼)은 『설문해자 說文解字』에서 천(天)이라는 글자는 ‘인간의 

머리 위에 큰 것’을 상징하여 만들어진 글자라고 하였다.6)

하늘 천(天)자가 상징하는 머리 위에 큰 것은 하늘이며, 하늘은 곧 창공(蒼空)을 가리킨다. 

과학문명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로서는 천(天)을 의미하는 창공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경이롭고도 공포스러운 존재로 인식되었다. 그러므로 『周易』에서 팔괘(八卦) 중에 천인(天

人) 건(乾)괘가 첫 자리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천(天)은 경이롭고 공포스럽기 때문에 숭상의 

대상이 되었다.

이 시기에 천(天)이 지(地)와 함께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인간을 양육하는 것으로 간주되

어, 천과 지를 인간의 부모라고 생각하게 되었다.7) 인간은 부모인 천과 지와 조화를 이루면서 

생활하여야 삶이 안정되고 순탄해 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을 삼재(三才)라고 하였다.

그러다가 하늘이 자연에 미치는 초인적인 힘은 하늘에 있는 신(神)의 힘 때문이라고 믿기 

시작한다. 하늘을 통치하며 인간세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신을 천재(天帝) 또는 상제(上帝)라

고 일컫고, 상제가 거주하는 곳을 하늘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상제는 인격신으로서 움직이

고, 말하고, 명령하면서 사람의 모든 일에 대한 최후의 결정을 하는 존재로 인식 되었다.

인간과 자연을 주관하는 상제와 그가 거주하는 곳인 천(天)의 개념이 결합됨으로서 과거

에 천지가 인간의 부모라고 하였던 생각이 변화되어 지(地)를 제외한 천(天)만을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양육하는 부모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천(天)이 상제가 거주하는 곳이라고 믿었던 이 시기에 상제의 개념을 희석시키는 천명(天

命)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8) 천명은 만물을 낳고 기르는 주재자인 천이 갖고 있는 힘(작용

 6) 許愼, 『說文解字』, 천조(天條)

 7) 『周易』, 說卦傳10, 乾, 天也, 故稱乎父, 坤, 地也, 故稱乎母

 8) 『書經』, 〈仲虺之誥〉, 天乃錫王勇智, 表正萬邦, 纘禹舊服, 玆率厥典, 奉若天命. 欽崇天道, 永保天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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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천명이라 하게 되었다.

천명을 내리는 천(天)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인간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특정인에

게 주고, 그리고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을 결정하는 운명이라는 것을 부여해 

주는 존재가 되었다. 인간은 천이 내려주는 이러한 것을 받아 가지는 존재로서 천인(天人)관

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천의 개념이 진화하면서 하늘(天)에 거주한다는 상제의 개념이 천에 내포되어, 마

침내 천(天)이 만물을 창조하여 기르는(化育) 자연의 원리9)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자연원

리로서의 천(天)은 인간에게 성(性)을 내려준다고 생각하여 『중용』에서 “사람들이 자기 몸에 

성(性)이 있음은 아나 하늘에서 나온 것은 알지 못한다. … 동중서(董仲舒)의 이른바 도(道)

의 큰 근원이 하늘에서 나왔다는 것도 이러한 의미이다.”10)라고 적고 있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중용(中庸)』에 기록된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과 같이 천명

(天命) 또한 인간과 모든 사물과 현상에 내재하는 성(性)을 의미하게 되었다.”11) 천(天)이 인

간과 모든 자연과 사물에 내재하는 성(性)으로 이해되면서 하늘의 마음인 천심이 곧 인간의 

마음인 인심이라고 믿게 되었다.12)

천(天)과 천명이 동일개념으로 사용되면서 천 개념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정자

(程子)의 ‘천즉리(天卽理)’라는 이론이다. 정자는 천을 태극(太極)과 동일시하면서 ‘모든 존재

와 가치의 근원이 되는 궁극적 실체’라고 생각하여 천을 ‘궁극적 원리’로 파악하였다. 이렇게 

하여 천과 태극(太極)이 동일한 이(理)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천이 이(理)라면 천명은 

과거와 같은 상제의 명령일 수 없게 되면서 천명 역시 태극이나 또는 천리와 동의어로 사용

되었다.

정자 이후의 성리학자들이 하늘이 부여하였다는 본성(本性) 역시 정자의 이(理)라는 주장

에 동조함으로써 ‘성즉리(性卽理)’라는 이론(理論)이 보편화되었다.

 〈湯誥〉, 肆台小子, 將天命明威 , 不敢赦.

 〈微子〉, 殷旣錯天命, 微子作誥.

 〈召誥〉, 有殷受天命, 惟有歷年. 

 9) 『論語』, 〈陽貨〉, 子曰, 天何言哉? 四時行焉, 百物生焉, 天何言哉?

10) 「中庸章句」, 1章 주석, 蓋人 知己之有性而不知其出於天 知事之有道而不知其由於性 … 而董子所

謂道之大 原出於天  亦此意也

11) 尹絲淳, 『남명 조식 선생의 생애와 사상』, 「천인관계에 대한 남명의 사상」, 남명학회 제1회 국제 

학술대회, 126쪽, 2001년 11월 16일.

12) 『孟子』, 〈萬章上〉, 昔者, 堯薦舜於天, 而天受之, 暴之於民, 而民受之, 故曰, 天不言, 以行與事示之

而已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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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론에 기초하여 우주 자연의 변화도 천이 주재하여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렇

게 될 수밖에 없는 자연법칙 때문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이(理)는 소이연지고(所

以然之故)라고 하여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理)를 말하게 되었다.

반면 마땅히 해야만 되는 이(理)는 소당연지칙(所當然之則)이라고 하였다. 이들에 대한 예

를 들면, 공중의 물건은 땅으로 떨어지며 고체는 열을 가하면 액체로 그리고 증기로 변한다

는 것이나 얼음은 차고 불은 뜨겁다는 것은 바꿀 수 없는 불변의 원리이다. 이러한 이(理)를 

소이연지고(所以然之故)라 부르고, 통치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살펴야 하고 국민은 

나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리는 소당연지칙(所當然之則)이라고 한다.

사물은 각기 하나씩의 이(理)를 갖추고 있으므로 이(理)는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는 것이

다. 그러나 무궁무진한 이(理)는 ‘본체의 이’라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다. 본체의 이란 무극(無

極)의 진(眞)과 이오(二五)의 정(精)이 묘합(妙合) 응결해 만물을 화생(化生)하게 하는 이(理)

를 ‘본체의 이’ 곧 태극이라고 하는 것이다.13)

본체의 이(理)에 의하면 나의 이와 다른 사람의 이가 다르지 않고, 사람의 이가 사물의 이

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본체의 이’의 관점에서 보면 만물은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기질의 측면에서 보면 각각 다른 것이다.14) 기질에는 청탁편정(淸濁偏正)의 차이가 

있고 물욕(物欲)에는 천심후박(淺深厚薄)의 다름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물 사이에 같지 않

음이 있고, 사람 사이에는 현자(賢者)와 우자(愚者)의 차등이 생기는 것이다.15)

이(理)의 측면에서 보면 만물은 모두 동일한데 기질의 측면에서 보면 각기 다르다. 이것을 

이일분수(理一分殊)라고 한다. 이일(理一)은 본체의 이로 태극이요, 분수는 개체의 이로 원리

요 법칙인 것이다.

정자의 천즉리(天卽理)가 성리학에서 일반화 되면서 천(天)은 태극과 동일시되었다. 이러

한 천(天)과 인간의 관계인 천인 관계는 “무엇보다 이(理)인 천도(天道), 천리(天理), 천명(天

命), 태극(太極)과 인간의 관계, 천리로서의 본성지성(本性之性)과 인간의 관계가 중핵을 차

지한다.”16)

정자(程子)의 업적은 도덕 ·윤리의 실천에 역점을 둔 원초유학에 이(理)와 기(氣)의 이론을 

도입하여 우주의 생성과 구조, 인간 내면의 구조, 가족 관계, 소속된 사회에서의 인간관계 등

13) 曺植 엮음, 『학기유편(學記類編)』, 周子曰, … 無極之眞, 二五之精, 妙合而凝, 50쪽 참조.

14) 『中庸章句』, 22章, 人物之性 亦我之性 但以所賦形氣不同而有異耳 참조.

15) 曺植 역음, 『학기유편(學記類編)』, 「심통성정도(心統性情圖)」, 경상대학교남명학연수고, 1976. 

116쪽 참조.

16) 尹絲淳, 『남명 조식 선생의 생애와 사상』, 「천인관계에 대한 남명의 사상」, 남명학회 제1회 학술

대회, 126쪽 참조, 2001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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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는 형이상학적 성리학의 기초를 확립한 것에 있다.

정자가 ‘천즉리(天卽理)’와 ‘성즉리(性卽理)’의 이론으로 성리학의 기초를 놓는 큰 업적을 

달성하였으며, 이것을 주자(朱熹)가 주돈이(周敦頤), 장재(張載), 소응(昭應) 등이 주장한 여

러 학설을 정리하고 집대성하여 성리학의 철학적 체계를 완성하기에 이른다.

우리나라에 유학이 전래된 것은 한자와 함께 도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삼국시대 이전

이었을 것으로 간주된다. 정자가 기초를 놓고 주자가 완성한 성리학은 고려 말 충렬왕 때 안

향(安珦, 1243~1306)이 들여온 이후에 조선의 억불숭유(抑佛崇儒) 정책과 맞물리며 16세기

에 그 전성기를 맞아 학문적으로 크게 발전하였다.

2. 남명 조식 선생의 천인사상

남명 조식 선생은 <그림 1>에서와 같이 우주 자연으로서의 천(天)을 인간(人)과 대비시켜 

일치시키고 있다. 대비를 시키면서 중국 정복심의 『심통성정도(心統性情圖)』를 원용하고 있다.

정복심의 『심통성정도(心統性情圖)』는 주자의 말씀인 “성(性)은 아직 움직이지 않은 것이

고, 정은 이미 움직인 것이다. 심은 아직 움직이지 않은 것과 이미 움직인 것을 포괄하니, 이

른바 성(性) ·정(情)을 통습한다는 것이다.”라는 내용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천(天)으로 대표되는 우주 자연이 가지고 있는 성 ·정 ·심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 ·정 ·심

과 서로 상응시키면서 천의 성(性)인 원 ·형 ·리 ·정(元亨利貞)을 인간의 성(性)인 인 ·의 ·예 ·지

(仁義禮智)와 상응시키고 있는 것이다. 

「천도도(天道圖)」에서 천(天)의 심(心)이 원(元)으로 생(生)하고 형(亨)으로 장(長)하며 리

(利)로 수(收)하고 정(貞으로 장(藏)한다는 것과 「천명도(天命道)」의 인간의 심(心)은 인(仁)

으로 애(愛)하고 의(義)로 오(惡)하며 예(禮)로 양(讓)하며 지(智)로 지(知)한다는 것을 서로 

상응시키면서 천(天)과 인간이 원리로서 일치하고 있음을 도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남명 선생은 앞의 도식을 통하여 천(天)을 성 ·정 ·심을 소유한 의인화된 인격체로 간주하

여 천(天)과 인(人)을 합일시키고 있기 때문에 남명의 천인합일(天人合一)은 ‘물아 일체적 천

인합일(物我一體的 天人合一)’의 경지로 나아간 것이라고 평가한다.17)

퇴계 선생도 중국의 정복심(程復心)이 제작한 「심통성정도(心統性情圖)」에 자신이 제작한 

2개의 도식을 첨가하여 자신의 「심통성정도」를 제작하고, 이 「심통성정도」를 『성학십도』18)에 

17) 尹絲淳, 『남명 조식선생의 생애와 사상』, 「천인관계에 대한 남명의 사상」, 남명학회 제1회 학술대

회, 131쪽  참조, 2001년 11월 16일. 

18) 주(註): 이황이 제작한 도식으로, 10개의 도표 중에서 7개의 도표는 옛 현인들이 작성한 것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을 골랐고 나머지 3개의 도식은 이황 자신이 제작한 것이다. 이것을 17세로 왕위에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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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심통성정도(心統性情圖), 천도도(天道圖), 천명도(天命道)

남명은 『학기유편』에 「천도도(天道圖)」와 「천명도(天命道)」를 제작하여 도식화하고, 중국 정복심(程復心)

의 「심통성정도(心統性情圖)」를 차용하여 자신의 「심통성정도」를 제작하여 천(天)의 성(性) ·정(情) ·심(心)

과 인간의 성(性) ·정(情) ·심(心)을 상응시키고 있다.19)

포함시켜 놓았다.

퇴계 선생은 자신의 「심통성정도」에 추가된 2개의 도식에서 사단칠정(四端七情)과 이 ·기

(理氣)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우주 만물의 궁극적 실재를 이(理)로 간주하면서 심성

론(心性論)의 주요 논제인 사단칠정(四端七情)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심성 내부에 존재하는 천부적으로 선한 본성이 사단(四端)인데 사단은 이가 발동한 

선조에게 소(疏)의 형태를 빌어 올렸다. 선조가 성왕(聖王)이 되어 온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기를 바

라는 우국충정에서 제작된 것이다. 도식은 태극도(太極圖), 서명도(西銘圖), 소학도(小學圖), 대학도

(大學圖), 백록동규도(白鹿洞規圖), 심통성정도(心統性情圖), 인설도(仁說圖), 심학도(心學圖), 경재잠

도(敬齋箴圖), 숙흥야매잠도(夙興夜寐箴圖)로 구성되어 있다.

19) 조식 역음, 『學記遺編』, 「천도도」와 「천명도」,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역주, 한길사, 1976. 126쪽.

◆심통성정도(心統性情圖) ◆천도도(天道圖) ◆천명도(天命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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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선과 악이 섞여 있는 칠정은 기가 발동한 것이라는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주장

하였다. 이 주장에는 이(理)는 항존 불멸하는 것으로 기를 움직이게 하는 근본 법칙이며, 능

동성을 가진 이가 발동하여 기를 주재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퇴계 선생은 이기론(理氣論)에서 기(氣)에 대한 이(理)의 우위성과 능동성을 주장하였고, 

반면에 율곡(栗谷) 이이(李珥, 1536~1584) 선생은 이(理)에 대한 기(氣)의 우위성과 능동성을 

주장하는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設)을 주장하여 퇴계와 서로 다른 논리를 폈다.

남명 선생과 퇴계 선생이 제작한 도식 「심통성정도」가 주의를 끄는 것은 두 학자가 모두 

사단(四端)은 이(理)의 발(發)이고, 칠정(七情)은 기의 발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20)

남명 선생은 이렇게 마음을 도식화 하여 성리학의 이론을 알기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노

력을 경주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공자, 정자, 주돈이, 주희를 4성현으로 추앙하고 병풍에 그들

의 초상화를 그려 잠에서 깬 이른 아침에 이들에게 예를 갖추고 난 다음에 일상의 일을 시작

하였다고 한다.

16세기경의 유학자들 중에는 주자학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타 학문을 인정하려하지 않는 

경향이 생겨났다. 그러한 학문 경향을 주도한 유학자는 퇴계 선생과 율곡 선생이었다. “퇴계, 

율곡 선생에 의한 ‘순정주자학’은 의리론(義理論)의 부각과 함께 성리학이 배타적이고 교조

적인 학문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21) 그 결과 그 외의 학문을 거명하는 것마저도 사문난적

(斯文亂賊)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생겼다. 학문의 폭이 넓어서 왕양명의 심학이나 도교나 불

교의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여 남명의 글을 사문난적으로 몰아 문묘배향에서 제외시키는 일

까지 발생하였다.

마음을 학문의 중심에 둔 유학이 조선 성리학에서는 ‘순정주자학’에 치우쳐 학문의 지평을 

좁힌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한국 유학의 지평을 넓히려면 세상에 대한 인간의 태

도를 결정하는 것이 마음이며, 이 마음이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유학적 가치를 존숭하고 남

명 선생의 가치 체계를 널리 알려야 할 것이다.

III. 맺는말

남명 조식 선생의 ‘물아일체적 천일합일 사상’과 가치 체계를 거리감 없이 받아들여 조선 

성리학의 지평을 열고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20) 앞의 책, 132쪽 참조.

21) 李成茂, 『남명 조식 선생의 생애와 사상』, 〈남명 조식의 생애와 사상〉, 남명학회 제1회 국제 학술

대회, 21쪽, 2001년 11월 16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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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유학의 종교적 측면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가치의 최상위에 있는 것이 종교적 가

치이다. 따라서 종교적 측면을 강조한 원초유학을 되살려야 한다. 공자와 맹자 그리고 순자

가 활동하였던 시기의 유학인 인(仁)을 중심으로 의(義)와 예(禮)를 결합시켜 윤리 ·도덕이라

는 삶의 행동규범을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유학에 대한 교육 또한 시류에 편승한 방담(放

談)이 아니라, 진지한 유교 이념에 기초한 유교의 가치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는 사서삼경을 위시하여 유교의 제례의 식을 모두 우리말로 번역하여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논문도 유학자나 알아볼 수 있는 특수용어를 배제하고 고등학교의 수준이

면 읽을 수 있는 국문으로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유학(儒學)의 가치와 질서를 사회변동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 봉건 군주 하의 농경

시대에 통용된 유학의 가치 체계를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맞는 가치로 전환시켜야 할 것

이다. 즉, 군신의 관계는 평등한 시민사회에서 신분이 높아지면 의무도 커진다는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22)를 실천하는 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유학의 가치를 시대정신과 맞물리게 하여야 한다. 시대정신이란 한 시대의 사회에 널

리 퍼져 그 시대를 지배하거나 특징짓는 정신을 일컫는다. 물질우위의 사상과 본능위주의 사

상은 유교의 전통적 심성 수양을 통하여 교정시킬 수 있을 때 유학의 가치는 복원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형이상학적 심성론에 실험을 통하여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실험심리학의 측면을 가

미하여 훼손된 마음을 복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시대가 변하였다고 해서 우리의 

전통 학문과 문화를 소홀이하거나 또는 그 가치를 폄하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옛 것을 익히

어 새것을 아는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23)의 관점에서 남명 조식 선생의 철학과 유학적 가

치 체계를 재평가하고, 필요하면 보완하여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삶과 학문의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2)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를 실천하는 미국인의 예: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 대통령에서부터 군 장성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아들을 한국전에 참

전시켰다: 아이젠하워 대통령(34대 대통령)의 아들 존 아이젠하워; 워커 장군(미 8군사령관, 낙

동강 전선 사수, 한국전에서 사망) 아들 샘 워커; 클라크 장군(휴전 협정을 주도)의 아들 빈 대

위; 밴플리트 장군(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아들 지미 밴플리트(항공 출격 중 사망); 해리스(해병 

제1항공사단장)의 아들 지미 해리스는 장진호 전투에서 사망. 

 한국전에서 미국 장성의 아들 142명이 참전, 25%인 35명이 사망 및 중상을 입었으며, 우리나라

에서는 신태영 중장의 5남 신박균이 참전하여 전사한 유일한 사람이다.

23) 『중용장구(中庸章句)』, 27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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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와 일본불교
역사적 시각에서 본 두 나라 불교의 차이점

인문대학 국사학과  최병헌

I.

인도의 대승불교를 받아들여 중국불교로 변용된 일승불교는 한역대장경의 전파와 함께 

동아시아 전지역에 유포되어 동아시아 불교권을 형성하였다. 그 결과 중국 주변 여러 나라의 

불교는 대체적으로 중국불교의 발전과정에서 거치는 단계를 거의 그대로 따르면서 공통적인 

성격을 나타냈다. 동아시아 불교권의 공통적인 특성으로는 한역대장경과 대승불교, 그리고 

호국불교 등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각 나라와 지역에 따라 세부적인 불교내용과 성격에서는 

다른 점이 없지 않다.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 가운데서도 중국불교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

고 전개된 것은 한국불교였다. 한국불교는 대체적으로 중국불교의 발전단계를 따라가면서 

상호 영향을 미치기도 함으로써 동아시아 불교로서의 보편성을 강하게 나타냈다. 그에 비하

여 일본불교는 처음에는 한국불교, 뒤에는 중국불교를 받아들여 발전하여 갔으면서도 시대

를 내려가면서 점차 다른 길을 가게 되어 특수성을 강하게 나타냈다. 따라서 동아시아 불교

권의 대표적인 불교국가인 한국과 일본의 불교를 비교하여 보는 작업은 동아시아의 불교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기초적인 작업으로서의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와 일본불교 

각각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도 유익할 것으로 본다.

II.

한국불교와 일본불교의 특색을 개략적으로 비교하여 보면, 먼저 한국불교의 특징으로는 

일반적으로 회통불교(會通佛敎) ·호국불교(護國佛敎) ·무불습합(巫佛習合) 등 3가지가 지적

되었다. 반면 일본불교의 특색으로는 진호국가(鎭護國家) ·일대승교(一大乘敎) ·원돈삼학(圓

頓三學) ·진속일관(眞俗一貫) ·즉신성불(卽身成佛) ·본지수적(本地垂迹) 등 6가지가 제시되었

다. 그런데 1,70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불교와, 1,500년의 역사를 가진 일본불교의 특성을 비

교함에 있어서 시대에 따른 변화를 무시하고 ‘한국불교’, ‘일본불교’ 라고 일괄하여 단일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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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서 규정하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한 점이 없지 않다. 또한 다른 불교권에서도 두 나라 불

교의 특성으로서 위에 열거한 것과 같은 경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주저되는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한국불교와 일본불교를 상호 비교하는 데 일정한 논점을 제공하는 것으로서의 

의미는 없지 않다고 본다.

먼저 한국불교의 회통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는 중국에서 

성립되는 각 학파와 종파의 불교를 받아들여 전체 불교사상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체계를 수

립하여 원효의 불교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사상적인 면에서의 통합불교를 성립시켰다. 

신라말기 선종이 수입된 이후 고려시대에는 오교구산, 오교양종이라고 하여 다소간 종파의 

분립은 있었으나, 지눌에 의해서 교학불교인 교종과 실천불교인 선종 사이의 대립을 극복하

여 선종 중심으로의 사상적인 선교통합을 이루었다. 그리고 고려말기 사회혼란에 상응하여 

불교종단이 11개의 종파로 분열된 적이 있었으나, 조선초기 억불시책에 따라 7종으로 통합

되고, 7종은 다시 선교양종으로 통폐합되었으며, 조선후기에는 마침내 조계종으로 일원화되

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선종은 순수한 참선만을 추구하는 불교가 아니라 그 안에 참선 ·강

경 ·염불의 요소가 종합된 것(三門修業)이었으며, 이러한 통합불교적인 경향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런데 일본불교는 한국불교에 비하여 종파의 분립성이 강하여 나라(奈良)시대의 남도6종

(南都六宗: 법상종 ·삼론종 ·구사종 ·성실종 ·화엄종 ·율종), 헤이안(平安)시대의 2종(二宗: 천

태종 ·진언종), 가마쿠라(鎌倉)시대의 신불교(新佛敎: 정토계의 정토종 ·정토진종 ·시종, 법화

계의 일련종, 선종계의 임제종 ·조동종) 등의 종파들은 각각 시대를 달리하여 다양하게 성립

되어 각기 지속되면서 쌓여 왔다. 그리고 다시 각 종파 안에서 더욱 분열을 거듭하면서 수많

은 파벌이 난립된 형태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1940년 일본정부는 전시총동원체제

를 구축하면서 종교단체법을 제정하여 1종조(宗祖) 1파(派)를 목표로 불교종파들을 강제적

으로 통합시켰는데, 그 결과 유지된 종파의 수효만도 전체 13종 28파나 되었다.

물론 일본불교에서도 각 종파 사이에 ‘팔종겸학(八宗兼學)’ · ‘일체경의 열독(一切經의 閱

讀)’이라는 말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불교의 총체적 파악을 추구하는 시도가 전연 없지는 않

았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향은 ‘전수염불(專修念佛)’ · ‘선택(選擇)’ · ‘제목(題目)’ · ‘지관타좌(只

管打坐)’ 등의 말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종파마다 각각 특정의 요소만을 선택하여 염불이면 

염불, 참선이면 참선, 『법화경』이면 법화경, 특히 그 ‘제목’만을 전념하는 대신 여타의 다른 요

소는 완전히 배격하였다. 일본불교의 이러한 종파적 경향은 한국불교의 회통적인 성격과는 

확실히 구별되는 것인데, 한국의 중앙집권적인 사회체제와 중앙집중적인 문화(통일성의 문

화), 일본의 지방분권적인 사회체제와 분산적인 문화(다양성의 문화)로서 대비되는 일반적인 

사회와 문화의 경향의 차이와 궤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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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한국불교의 호국적인 성격과 일본불교의 진호국가설은 불교의 국가주의적 성향

을 나타내 주는 표현으로써 두 나라 불교의 공통적인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

으로 일본불교가 국가주의적인 성격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냈다. 특히 일본의 근대 메이지

시대에는 그 절정을 이루어 호국(護國)과 호법(護法)의 일치를 주장(때로는 서양의 기독교를 

막아야 한다는 방사(防邪)를 추가하여 삼위일체를 주장하기도 함)하는 국가주의적 불교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반면 한국 불교의 경우는 고대국가의 발전과정에서 중국불교의 왕즉불

사상과 전륜성왕이념을 받아들여 왕권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고려시대에는 교단체제가 

지배체제의 일부로서 관료체제와 함께 이원적 구조를 이루어 국가의 정치 운영에 참가하는 

등 불교가 정치와 유착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15세기 조선건국 이후 유교가 지배이

념으로 채택됨으로써 불교교단은 공적 성격을 상실하고 사적 영역으로 전락되었으며, 정치

권력의 억압을 받아 산속으로 밀려나게 되면서 국가주의적 성격은 현저하게 약화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주의적 불교의 성격과 직접 맞물려 그 기반을 제공한 문제로서 현실주

의적 경향을 들 수 있다. 불교의 현실주의적 경향은 원래 중국불교에서 유래한 것이었고, 한

국과 일본 불교의 공통 현상이었다. 그러나 세 나라 가운데 일본불교의 측이 상대적으로 더

욱 강하였다. 중국불교가 인도불교에 비하여 현실중시의 경향으로 바뀌었으며, 한국불교는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일본불교는 현실중심이라고 할 정도로 현세주의적 경향이 더욱 강화

되었다. 앞서 일본불교의 특색으로 열거한 6가지 가운데 일대승교 ·원돈삼학 ·진속일관 ·즉신

성불 등의 항목은 모두 일본불교의 현세주의적 성향을 나타내 주는 표현이다. 일본불교는 헤

이안시대부터 세속성에 가치를 더 두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일상

성 가운데서 불교의 궁극적인 가치의 실현을 의도하는 경향, 성(聖)과 속(俗)의 일원화의 경

향, 중생의 몸 그대로 곧바로 부처가 된다고 하는 즉신성불의 주장 등을 들 수 있다. 더욱이 

메이지시기 승려의 대처 ·식육 ·축발이 공인됨으로써 불교의 세속화가 더욱 가속화되어 출가

와 재가의 생활이 구분되지 않고, 세속의 혈통과 교단의 법통이 일치하는 현상을 나타냈다.

그 다음 토속종교와 불교의 습합 경향은 한국불교와 일본불교 모두에서 나타내 주었는데, 

불 ·보살과 토속신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위치시키는가 하는 점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한국불

교에서는 무불습합, 일본불교에서는 신불습합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불교에서는 신불습합

의 논리적 근거로서 불국토설을 제창하여 원래부터 불교와 인연이 깊은 나라라는 점을 강조

하였다. 반면에 일본불교의 경우에는 신불습합의 논리적 근거로서 본지수적설(本地垂迹說)

을 강조함으로써 불 ·보살과 토속신들의 밀접한 관계를 설명하였다. 본지수적설은 불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거짓 모습(迹)으로 바꾸어 나타나는(垂) 것이라는 의미인데, 원래 『법

화경』 수량품의 본문(本門) ·적문설(迹門說)에 근거하지만, 또한 『대일경』의 본지신(本地身) ·

가지신(加持身)의 설과도 관계가 있다. 이 본지수적설은 중국불교와 한국불교에서도 일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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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었던 문제였지만, 일본불교에서 특히 의미가 크게 부각되었다. 중국불교나 한국불교

의 본지수적설에서는 본지인 부처나 보살의 위치가 당연히 수적인 신들보다 상위에 설정되

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현상적인 일체의 존재를 그대로 긍정하는 일본불교의 본각문(本

覺門) 입장에서는 현상계에 출현하는 신의 쪽이 오히려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나타내 

주는 방향으로 변모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사찰에는 한국의 사찰에서보다 토속적인 신들이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였다. 일본불교의 이러한 현상과 관련된 것으로서 일본의 사찰에서는 

일본의 토속신과 함께 일본불교 종파의 개조인 조사(祖師)가 부처나 보살보다 더 중시되는 

경우도 발견되는데, 교토의 동(東) ·서(西) 혼간지(本願寺)에서는 정토진종의 개조인 신란(親

鸞)을 모시는 조사당(祖師堂)이 본존불인 아미타불을 모시는 불전보다 더 크고, 그리고 사찰

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물론 한국의 사찰에서도 토속신을 모시는 칠성각이나 산신각, 

그리고 한국의 역대 조사를 모시는 조사당이 설치되고 있었으나, 부처나 보살을 모시는 불전

에 비하여 크기나 위치에서 부속적인 위치에 지나지 않았다.

III.

앞에서는 시대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한국불교와 일본불교의 역사적 성격을 주제

별로 비교하여 보았는데, 다음에는 시대에 따른 변화과정을 추적하여 각 단계별로 두 나라 

불교내용의 차이점을 지적하겠다. 일본불교사는 아스카(飛鳥)시대 ·나라(奈良)시대 ·헤이안

(平安)시대 ·가마쿠라(鎌倉)시대 등으로 시기를 구분할 수 있다. 일본의 불교가 시작되는 아

스카시대는 수도가 아스카에 있던 약 1세기 동안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592년 스이코

(推古)천황 즉위부터 710년 헤이죠교(平城京)로의 천도까지를 가리킨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아스카 불교는 삼국, 특히 백제와 고구려 불교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성립되었다. 6세기 

중엽 불교가 처음 백제로부터 전래되었을 때에는 반대자가 많아 수용에 소극적이었으나, 백

제 도래인 계통의 소가(蘇我)씨가 실권을 잡자 급속히 보급되었다. 한반도에서 건너온 도래

인들이 대륙의 선진문화 수용에 주동적인 역할을 했는데, 특히 백제와 고구려  출신 승려들

과 기술자들의 활약이 컸다.

다음 나라시대는 710년부터 수도를 794년 헤이안교(平安京)으로 옮길 때까지 80여 년을 

말하는데, 통일신라의 전기에 해당된다. 나라불교도 아스카불교를 계승하면서 통일신라 불

교의 영향을 받아 성립된 것임은 물론이다. 또한 견당사와 유학승들이 가져온 성당(盛唐)문

화의 영향을 받아 국제성이 풍부해졌다. 그 결과 나라불교를 대표하는 남도 6종은 당나라 불

교도 새로 첨가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삼국불교가 근간을 이루었으며, 한국과 일본 두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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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의 차이는 아직 크지 않았다.

8세기 후반부터 일본은 당나라의 불교를 직접 받아들였는데, 이때부터 한국불교와의 차이

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9세기초 헤이안시대에 들어오면서 일본의 불교사는 한국과

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헤이안시대는 794년 헤이안교로 수도를 옮겼을 때부

터 1185년 미나모토노 요리토모(源賴朝)가 가마쿠라막부를 열 때까지 400년 동안을 말하는

데, 통일신라 후기부터 고려전기에 해당된다. 헤이안불교를 대표하는 종파는 천태종과 진언

종이다. 일본에서 당나라 불교를 직접 수입하여 밀교적인 성격의 두 종파를 성립시키고 있었

을 때에 신라에서도 그 두 종파의 불교가 전래되었으나, 본격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그 대신 당나라에서 실천불교인 선종(禪宗)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그때까지 전통불교로

서 주류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화엄종의 관념성과 귀족적 성격을 비판하면서 새로이 선

종9산을 성립시켰다. 그 결과 이후의 고려불교사는 교학불교인 화엄종과 실천불교인 선종의 

대립 상황이 전개되었고, 화엄종과 선종을 통합하는 문제가 불교계의 중심과제가 되었다.

한편 일본불교는 천태종과 진언종이 새로 성립되면서 전통불교인 나라불교를 비판하였는

데, 남도6종 가운데 특히 최대의 교단세력을 이루고 있었던 법상종과의 대립이 치열하였다. 

법상종의 입장은 오랜 기간의 수행과 점진적인 깨달음을 의미하는 장시수행(長時修行)과 삼

겁성불(三劫成佛)을 주장한 데 반하여, 진언종에서는 중생의 이 몸 그대로 곧바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즉신성불설(卽身成佛說)을 내세움으로써 성불의 늦고 빠름에 대하여 다투었다. 또

한 법상종에서는 중생의 불성에 다섯 가지 차등이 있다는 삼승주의(三乘主義) ·오성각별설

(五性各別說)을 주장하였는데, 천태종에서는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일승주의

(一乘主義) ·실유불성설(悉有佛性說)을 주장함으로써 두 종파는 격렬하게 대립하였다.

일본 천태종과 진언종의 계보를 밀교의 측면에서 신라승과의 관계만을 중심으로 추적하여 

보면, 천태종은 신라 의림(義林)→당 순효(順曉)→일본 사이쵸(最澄)로 이어졌으며, 진언종

은 신라 현초(玄超)→당 혜과(惠果)→일본 구카이(空海)로 이어져 일본 밀교의 성립에 신라

승들이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일본 불교계에서는 천태종과 진언종의 밀교의 정통

적인 계보를 신라승 중심으로 설정하지는 않고, 천태종에서는 선무외(善無畏)→일행(一

行)→순효(順曉)→사이쵸(大日經 계통), 진언종에서는 금강지(金剛智)→불공금강(不空金

剛)→혜과(惠果)→구카이(金剛頂經 계통)로 상승되는 계보를 정통으로 삼고 있다.

헤이안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밀교(密敎) 중심이었다는 점이다. 밀교는 석존의 가르침을 

경전으로 배우고 수행을 쌓아 깨달음에 이르는 현교(顯敎)와 달리 비밀의 주문법으로 부처

의 세계에 접함으로써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며, 대일여래(大日如來)를 본존불로 모시고 있

다. 한국의 불교사에서도 밀교 계통의 종파인 신인종과 총지종이 신라시대 성립되어 고려말

기까지 이어지고는 있었으나, 불교계의 주류가 되거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 적은 한 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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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한국불교의 주류는 화엄종과 선종으로 이어지는 현교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일본불

교와 크게 달랐다. 구카이(空海)를 개조로 하는 일본의 진언종은 이른바 정순밀교(正純密敎)

를 대표하는 종파인데, 오늘날까지 주류적인 종파의 하나로서 이어졌다. 티베트 이외의 지역

에서는 가장 특색 있는 밀교를 발전시켰으며, 「만다라」라고 하는 특유의 밀교미술을 발달시

켰다.

반면 천태종은 원래 밀교가 아닌 현교에 속하는 불교이었지만, 일본에서는 천태종을 받아

들이면서 본래의 중국 천태종과는 다르게 밀교적인 색채를 강하게 띠게 되어 진언종을 동밀

(東密), 천태종을 태밀(台密)이라고 하여 밀교의 양대 주류를 형성했다. 한국 불교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일본 불교사에 비하여 선진적이었지만, 천태종의 경우만은 일본에 크게 뒤져 일

본보다 300년 가까이나 늦은 11세기 말경에 비로소 성립되었다. 그리고 그 불교 내용도 화엄

과 선의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성립됨으로써 밀교적인 색채는 전연 나타내지 않았다. 한국의 

천태종과 일본의 천태종은 모두 중국의 천태종을 받아들여 성립된 것이고, 소의경전이 『법화

경』이었다는 점은 공통이다. 그러나 그 천태종의 성립시기, 그리고 내용이나 성격 면에서 두 

나라의 불교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 주었다. 원래 중국 수나라 지의(智顗)에 의해 개

창된 천태종은 북조 계통의 실천적인 불교와 남조 계통의 학문불교를 통합하는 사상적 과제

를 가지고 출발하였기 때문에 교리체계인 교문(敎門)과 실천체계인 관문(觀門)을 그 대의로 

하였다. 그런데 고려의 의천의 천태종은 화엄종과 법상종이 주류적인 종파로서 대립하는 가

운데 화엄종의 입장에서 제3종단인 선종을 포섭하는 방법을 통하여 당시의 교단체제를 개편

하려는 의도에서 개창되었기 때문에 성상겸학(性相兼學)과 교관병수(敎觀竝修)를 그 핵심적

인 교의로 하였다. 반면 일본 헤이안시대의 사이쵸(最澄)에 의해 개창된 천태종은 남도불교

로부터의 독립과 밀교의 섭취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출발하였기 때문에 삼승불교에 대해 

일승불교, 오성각별설에 대해 일체개성(一切皆成), 현교에 대해 밀교의 우위성을 주장하였

다. 일본 천태종의 밀교화는 사이쵸의 후계자들인 엔닌(圓仁)과 엔친(圓珍) 등으로 이어지면

서 더욱 진전되어 교학과 실천 양면에서 법화불교보다 밀교가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천태

밀교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의 천태종은 뒷날 가마쿠라 신불교의 모태(母胎) 역할을 함으로써 일본불교 교학의 

중심을 이루어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가마쿠라 신불교의 개조들인 정토종의 호넨(法然), 

정토진종의 신란(親鸞), 임제종의 에이사이(榮西), 조동종의 도겐(道元), 일연종의 니치렌(日

蓮), 시종의 잇펜(一遍) 등 6인이 선후의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 헤이안불교의 학문과 수행의 

성역(聖域) 중의 성역인 엔랴쿠지(延曆寺)를 찾아 공부한 적이 있었던 것을 보아 신불교 종

파 모두 천태종을 기반으로 성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천태종의 소의경전인 『법화

경』은 일본불교의 가장 중심적인 경전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반면 한국의 천태종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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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으로 분류되었고, 불교계의 주류를 이루지 못하고 조선왕조의 억불시책에 의해 1424년에 

완전히 소멸하였다. 따라서 한국불교의 교학의 중심적인 위치는 신라시대이래 변함없이 화

엄종이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불교사에서 가장 중시된 경전도 『화엄경』이었음은 물론이다.

IV.

한국불교와 일본불교는 9세기초부터 확연히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하였다. 한국불교는 실천

불교인 선종이 새로 전래되어 주류적인 종파의 하나로 발전하였던 데 비하여 일본불교는 밀

교적인 성격의 진언종과 천태종이 새로 전래되어 주류적인 종파가 되었다. 그리고 12세기 말

경에 이르면 두 나라의 불교계는 각각 새로운 불교혁신운동이 전개되면서 완전히 다른 모습

을 나타냈다. 한국에서는 1170년 무인정권이 수립되고, 일본에서도 뒤이어 1185년 가마쿠라

막부가 성립되었는데, 무인들이 집권하였다는 비슷한 정치적 상황이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불교의 모습은 전연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12세기 말 고려 불교계에서는 귀족화 ·세

속화를 비판하면서 결사(結社) 형태의 불교혁신운동이 전개됨으로써 불교계의 전반적인 변

화를 겪는 가운데, 특히 불교의 주류가 학문불교인 교종(화엄종 ·법상종)에서 실천불교인 선

종(조계종 ·천태종)으로 전환되었으며, 교선통합의 사상체계를 수립하였다.

한편 일본의 불교계에서도 역시 헤이안불교의 귀족화 ·세속화를 비판하면서 이른바 가마

쿠라 신불교가 성립되었는데, 선종과 정토신앙 등의 실천적인 불교가 주류를 이루었던 점은 

같은 시기의 고려불교와 외형상 비슷하였다. 그러나 그 불교의 내용이나 성격, 그리고 전개

양상은 전연 다른 모습이었다. 일본불교계에서는 헤이안말기 이후 계속되는 정치혼란과 사

회불안 속에서 사람들은 남도6종이나 천태종 ·진언종 등의 구불교 대신에 새로운 구원의 가

르침을 갈망하게 되었다. 가마쿠라시기가 되면 내세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헤이안시기 구

귀족들의 정토신앙 대신에 현세의 민중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불교가 나타났다. 이러

한 신불교의 여러 종파는 어지러운 말법(末法)시대의 고통 받는 민중의 구제가 공동의 목표

이며, 구제받기 위해서 어려운 불경공부나 수행을 하지 않아도 되며, 많은 불경이나 교학 가

운데 하나의 가르침만을 선택하여 그것만을 전념하면 된다는 특색을 가졌다.

신불교의 주요한 종파는 정토계통의 정토종 ·정토진종 ·시종, 법화계통의 일연종, 선종계통

의 임제종 ·조동종 등 6종인데, 이들 종파들은 각각의 종지를 뚜렷이 내세워 정토계통에서는 

염불만을, 법화계통에서는 『법화경』만을, 선종계통에서는 좌선만을 내세우고, 여타의 사상이

나 신앙은 일체 배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정토신앙이나 법화신앙, 선의 

내용과 성격도 각각 일본불교만의 특색을 나타내줌으로써 중국이나 한국의 불교와는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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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다른 독창적인 일본불교를 성립시켰다. 신불교 가운데 가장 먼저 성립된 종파는 정토종인

데, 개조인 호넨은 전수염불(專修念佛), 즉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외우기만 하면 부처의 원력

에 의해 무식하고 어리석은 범부도 서방의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는 정토종을 창립하였

다. 정토종의 타력이행(他力易行)의 교설은 자력성도(自力聖道)의 귀족불교에 대항하는 민중

불교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구불교측으로부터 격렬한 비난과 박해를 받았다. 그러나 탄압

에 굴하지 않고 무사나 농민 사이에 포교하여 신불교의 대표적 종파로서의 위치를 점하였으

며, 뒤이어 성립되는 정토진종과 시종의 원천이 되었다.

호넨의 제자인 신란은 전수염불을 계승하여 정토진종을 개창하였다. 호넨이 구불교의 탄

압을 받고 도사에 유배되었을 때에 신란도 에치고에 유배되었다가 사면되었다. 그뒤 히타치

를 중심으로 관동지역의 포교에 전념, 아미타불에 의지하여 오로지 염불을 외우면 그 순간 

극락왕생이 약속된다고 설파했다. 또한 악인이야말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악인정기설(惡人正

機說)을 주장하면서 주로 하층농민을 비롯한 민중을 대상으로 포교하였다. 정토계통의 신불

교로서 가장 늦게 개창된 시종의 잇펜은 “일대 성교가 오늘날에는 모두 멸진되고 오직 나무

아미타불만이 남았다”고 하여 정토교 가운데서도 가장 간결한 염불의 교의를 설하였다. 신자

의 중심이 상급무사였는데, 무사들의 다도나 서화감상 같은 문화생활에도 기여하였다.

다음 니치렌에 의해서 창립된 일연종은 오직 『법화경』만을 근본경전으로 받드는 종파인데, 

그 경전의 내용이나 천태종의 교학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법화경』의 

제목인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이라는 5자의 이름 자체에만 의미를 부여하여 절대화하고 

신앙하였기 때문에 ‘법화지상주의’, 또는 ‘제목종교(題目宗敎)’라고 불려질 정도였다. 니치렌

은 ‘나무묘법연화경’이라는 7자를 외우면 그대로 부처가 되고, 국민 모두가 『법화경』을 믿으

면 국토는 그대로 불국(佛國)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종파의 교의를 배격하고 이 가르침

만을 국교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다른 종파의 반감을 사고, 또한 막부로부터도 박해를 받

아 2차례 유배를 당하는 시련을 겪었으나, 하급무사나 상인들에게 널리 유포되었다.

V.

가마쿠라 신불교의 여러 종파 가운데 당시의 고려불교와 직접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종계통뿐인데, 고려 지눌(知訥의 조계종과 일본의 에이사이(榮西)의 임제종, 도겐(道元)의 

조동종의 불교를 비교하여 보면 한국불교와 일본불교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일본에 선종이 전래되기 시작한 것은 8세기 나라시기부터였으나, 독립된 종파로 성립되지는 

못하였다. 일본에 선종이 본격적으로 전해지는 것은 에이사이가 1191년 송의 임제종 황룡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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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종을 전수받고 귀국하면서부터이다. 한국에서 도의(道義)가 821년 당으로부터 귀국함

으로써 선종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지 무려 370년 만이다. 임제종의 개조인 에이

사이는 귀국하여 선을 포교하려고 했으나, 히에이산을 중심으로 하는 천태종 승려들의 반대

에 부딪쳐 조정으로부터 활동을 금지당했다. 1195년 하카타에 쇼후쿠지(聖福寺)를 건립하고, 

『흥선호국론(興禪護國論)』을 저술해서 선종의 교의를 설파했다. 임제종은 화두 참구를 통해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방법을 썼는데, 이러한 가풍이 가마쿠라의 상급무사들의 기풍과 합

치돼서 주로 무사 사이에 크게 유포되었다. 조동종의 도겐은 임제종의 에이사이가 세운 겐닌

지(建仁寺)에서 선을 배우고, 1223년 송에 가서 5년 동안 머물면서 조동종을 전수받았다. 그

는 1227년 일본에 돌아와 좌선을 닦는 것이 그대로 깨달음이라고 논파한 『정법안장(正法眼

藏)』을 저술하고, 에치젠에 들어가 에이보지(永平寺)를 창건하고 수행에 전념하였다. 그의 가

르침은 말법사상에 반발하여 오로지 좌선을 통해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세속을 떠난 엄격한 수행을 요구하여 주로 하급무사들의 신봉을 얻었다. 에이

사이와 그를 계승한 도겐으로 인해서 일본 불교계는 비로소 밀교인 진언종의 비로자나법(毘

盧遮那法)과 천태종의 지관업(止觀業)으로부터 벗어난 순수한 조사선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런데 도겐은 중국 조동종의 묵조선(黙照禪)을 받아들이고, 임제종의 간화선(看話禪)은 받

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고려에서는 조동종의 묵조선은 주목하지 않고 주로 임제종의 간화선 위주로 받아들

였다. 당시 고려 불교계에서 가장 주목받은 중국 불교의 인물은 임제종의 간화선을 집대성한 

대혜종고(大慧宗杲)였다. 당시 중국 선종의 주류는 임제종의 대혜파였으며, 대혜파는 문필을 

중요시하여 지배계급인 사대부계층과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그런데 일본의 도겐은 문필(文

筆)에 의하여 진리를 표현하려는 자세에 대해 비판적이었고, 그 대신 대혜의 간화선을 반대

하였던 묵조선의 노선에 공감하였다. 그러나 남송 말기부터 원 시대에 걸쳐서는 일본의 불교

계에서도 임제종의 간화선을 받아들였다. 또한 남송의 관사(官寺)제도를 받아들여 선종의 5

산(五山)을 중심으로 하여 선수행과 함께 유교와 한시 등도 공부하여 이른바 5산문학을 발

전시켰다. 그런데 일본으로부터 중국에 갔던 승려들도,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일본에 온 승려

들도 주류파인 대혜파가 아니고 대혜파에게 눌려 있던 형세의 임제종의 호구파(虎口派)에 연

결된 인물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당시 일본에는 사대부와의 교류를 중시하고 학문과 문학

에 열중하는 대혜파의 불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이 성립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당시 일본에는 그와 같은 한문의 문예를 자기의 존재이유로 하는 사대부라고 

하는 계층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같은 시기의 고려 불교계에서는 『대혜어록』을 

받아들여 무인 집권기의 가장 대표적 승려였던 지눌이 간화선과 교선통합사상을 성립시켰는

데, 그 선의 내용이 도겐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내주었다. 도겐의 조동종은 ‘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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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좌(只管打坐)’라고 해서 오직 좌선만 하는 선을 내세웠다. 도겐의 조동종은 다른 교학과의 

통합을 거부하고 선명하게 참선만에 전념하는 불교인데 비해 같은 시기 지눌의 조계종은 선

의 입장에서, 불교의 교학, 특히 화엄을 받아들여 선을 철학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를 통하

여 선의 철학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선 자체는 결코 철학이 아니고 수행의 방법이지만, 그 선

에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고려불교는 선을 대단히 지적인 면으로 

발전시켰다. 그러나 일본 불교의 선은 지적인 요소가 미약한 반면에 간명 직절한 선에 중점

을 두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 무사들의 단순 직절한 성격에 선이 쉽게 연결될 수 있

었고, 무사의 정신적 기반을 제공해 주는 불교로 크게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일본문화의 무

사(武士)적 전통 가운데서 선은 대단히 커다란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가마쿠라 신불교는 구불교와 같은 농장의 경영 같은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대

신에 무사나 농민 ·상인 등을 대상으로 한 대중포교 방법을 퉁해 교세를 확장해 갔다. 가마쿠

라 신불교의 이러한 특성이 1868년 메이지유신 이후 신불분리(神佛分離)와 폐불훼석(廢佛毁

釋)의 태풍 가운데 상대적으로 피해를 적게 받았으며, 이후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호응하

여 “해외전도(海外傳道)”에 앞장서게 하였다. 1876년의 개항 이후 정토진종을 비롯한 정토

종 ·일연종 ·조동종 등이 경쟁적으로 조선침략의 첨병 역할을 자임하고 나왔던 것은 결코 우

연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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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공화정기 그라쿠스(Gracchus) 형제의 개혁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허승일

I. 서언

로마 공화정의 역사상 최대의 분수령을 이루고 있는 시대는 기원전 2세기 후반부에 속하

는 그라쿠스 형제의 시대다. 공화정의 몰락에서 제국의 성립으로 전개되는 혁명의 한 세기는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으로 그 막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원전 133년 호민관 티베리우스 그라쿠스(Tiberius Gracchus)는 저 유명한 농지법을 제

정하여 시행하다가 정적들에 의해 타살되어 티베리스 강에 수장되더니, 형보다 9살이 젊은 

동생 가이우스 그라쿠스(Gaius Gracchus)는 기원전 123-122년 호민관이 되어 곡물법 등의 

여러 법을 제정하여 개혁 활동을 펼치다가 역시 형의 운명과 같은 길을 밟게 된다. 그러니까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의 중핵은, 키케로의 지적대로, 형은 농지법이요 동생은 곡물법이다. 형

의 농지법은 농지분배 3인위원에 의해 기원전 133-129년간에 집중적으로 시행되어 큰 성과

를 올렸고, 동생의 곡물법은 그것의 보충법들과 더불어 현대의 뉴딜 정책과 같은 경제 사회

적 효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라쿠스 형제의 시대는 사료의 극심한 빈곤으로 인해 그 내용 중 어

느 것 하나 백가쟁명이 아닌 것이 없을 정도로 복잡난해하다. 더구나 지난 세기 말까지만 하

더라도 신기루와 같은 설명이 많았다. 다행히 금세기 초에 들어와 인구사(demography), 공

유지(ager publicus), 로마 수도권(suburbium) 등 신 견해들의 등장으로 지난 세기의 주요 

몇몇 설명들은 이제는 퇴출 위기에 몰렸다. 신기루가 걷힌 셈이다.

II.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농지개혁

기원전 133년에 제정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농지법’(lex agraria Sempronia)의 전문은 

비문이라든가 문헌상으로 전해오지 않는다. 잡다한 단편적인 자료들에 의거해 그 주요 항목

들을 정리하면 대충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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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로마 시민은 누구든지 500유게라(iugera) 이상의 공유지를 점유할 수 없다. 단, 자

식이 있는 경우, 1인은 250유게라, 2인 이상의 경우 250유게라, 도합 1,000유게라

까지 점유할 수 있다. 그 이상은 국가가 몰수한다.

②   수용된 공유지는 로마 시민들에게 추첨으로 1인당 30유게라까지 농경지로 분배한

다. 단, 그 토지는 매년 소정의 지대를 내야하며, 영구적으로 매각은 금지된다.

③   본법을 집행하기 위해 농지분배 3인위원을 뽑는다. 그라쿠스 형제와 형의 장인인 

Appius Claudius가 선출되었다.

④   소요경비는 ‘아탈루스의 돈에 관한 법’(lex de Attali pecunia)을 제정, Attalus 3세

의 Pergamum의 유산 상속분 중 황실 재산으로 충당하였다.

이하는 이에 대한 보충설명이다.

1. 농지개혁의 장소

지난 세기의 후반기만 하더라도 그라쿠스의 농지개혁은 ‘도시 로마의 인근 토지’(land 

nearer Rome)에서 진행되었다는 설명이 거의 교과서적 위상을 점하고 있었다. Tibiletti와 그

의 충실한 추종자인 Scullard의 설명에 의하면, 그라쿠스가 원거리에는 토지가 많이 있었음

에도 굳이 land nearer Rome에서 노예 투입으로 경영되고 있는 대토지(latifundia)를 분쇄

하여 토지 없는 로마 시민들에게 분배해 주어야겠다는 그의 원래의 아이디어 때문에 살해당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세기 초에 들어와 이것은 한낱 ‘신기루’임이 드러났다. Witcher의 suburbium과 

특히 Roselaar의 ager publicus의 연구 결과, 그라쿠스는 land nearer Rome 내의 사유지는 

물론, 임대료를 받으려고 국가가 임대해준 공유지와 전쟁세(tributum)의 환급금 대신 준 

trientabula 토지는 농지법으로 규제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딘가?

지극히 다행스럽게도 두 종류의 기본 사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나는 비문이고, 다른 

하나는 문헌인데, 19개의 경계 표석 cippus과 식민시 서책 Liber Coloniarum 1/2권이다. 

우선, 농지분배 3인위원의 명단이 각인되어 있는 경계 표석 19개의 출처 지도를 보자.1) 이 

지도에 나타난 출처는 다음의 19개의 장소이다. 즉, 3~8의 6개는 Lucania 지역, 9~15의 7개는 

Hirpinia 지역, 16~17의 2개는 Apulia 북쪽 지역이며, 이밖에 1과 2는 Campania 지역, 18은 

 1) Uggeri, G. 2001. ‘Le divisioni agrarie di età graccana: un bilancio’, in S. Alessandrì and F. 

Grelle (eds), Dai Gracchi alla fine della Repubblica, Galatina, p.54 원본 지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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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lia 지역 그리고 19는 Picenum 지역임

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된 관

심은 비교적 다수의 경계표석이 발굴된 

Lucania/Hirpinia 지역에 쏠리지 않을 수 

없다. 마침 아주 최근에 Isayev가 이에 대

해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탈리아에서의 그라쿠스 토지 분배와 

연계된 전부 19개의 경계 표석 중에서 

6개는 옛 Lucania 지역의 디아나 계곡

Vallo di Diano 내에 있는 아니우스 가

도(Via Annia) 근처인 Hirpinia 바로 

남쪽에서 발견되었다. 이들의 제작 연

대는 기원전 132-1년이다. 주로 기원전 

130-129년에 제작되었을 Hirpinia 자체

에서 발굴된 7개의 경계 표석 중에서 4

개는 Aeclanum 근처의 아피우스 가도(Via Appia)와 비교적 근접되어 있다. 다른 

Montella, Lioni와 Nusco 근처에서 발견된 3개는 옛 Compsa에 이르는 오판토 강

(river Ofanto)의 광대한 계곡을 따라 놓여 있는 지역의 남쪽 부분에서 발견되었다. 비

록 원위치에서 발견된 경계 표석들은 소수이고, 몇 개의 연대 측정은 부정확하다 할지

라도, 대체적으로 보아 그라쿠스 형제 시대의 토지 분배 정책들이 적어도 이 지역에서

는 부분적으로 집중되어 실시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 하나

는 Lucania에서, 다른 하나는 Hirpinia에서의 2개의 경계 표석의 집중은 새로 건설된 

도로망과 꽤 가까이 있는 인클로져의 저지역 평야들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2)

Liber Coloniarum 1/2권도 그라쿠스 농지위원의 활동들에 관한 정보가 들어 있다. 하나는 

셈프로니우스의 법에 의한 토지 분배들이고, 다른 하나는 그라쿠스의 경계 토지구획선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Lucania 지역의 Grumentum과 Apulia 지역의 Herdonia 등 수십 군데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들은 그라쿠스 형제의 농지개혁의 장소를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

고 있다.3)

   2) Elena Isayev, “Italian perspectives from Hirpinia in the period of Gracchan land reforms and 

the Social War”, Greating Ethnicties and Identities in the Roman World (ed. by A. Gardner et 

al.), University of London, 2013, p.11.

   3) Roselaar, S. T., “References to Gracchan activity in the Liber Coloniarum”, Historia, Band 

<그림 1> 19개 경계표석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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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법의 제정 목적

그라쿠스의 농지개혁의 목적을 언급한 두 개의 주요 사료는 Appianus와 Plutarchus다. 전

자는 ‘전사의 수적 증가’를 거론하였고, 후자는 ‘건전한 농민층의 부활’을 들었다. 현대 사가 

중에는 Kontchalovsky가 ‘사회적 빈곤의 구제책’을, Last는 ‘실업자의 구제’를 들먹였다. 그러

나 현대 사가 중 가장 획기적인 기여를 한 역사가를 들라고 한다면, 나는 서슴없이 Boren을 

거명하겠다. 그는 미국 도시사 연구의 붐을 타고 그라쿠스 형제의 시대를 도시적 측면에서 

그 경제 위기를 조명함으로써 Badian이 극찬했듯이 형제의 농지개혁을 도시 문제의 해결책

으로 끌어들였던 것이다.4)

그러나 Boren의 설명에도 문제가 있다. 그는 당시 도시 로마의 사회 경제 문제는 무엇보다

도 특히 도시의 곡물 부족으로 인한 곡가의 살인적 폭등으로 인한 곡물 위기였음에도 불구

하고, 그라쿠스는 단지 소편의 땅 조각을 떼어주어 도시의 과잉인구 중 일부를 농촌에 보낸

다는 ‘하나의 안이한 해결책’(an easy solution)을 내놓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지적은 역사적 사실과 거리가 멀다. 그라쿠스의 농지개혁의 주목적은 어디까

지나 도시 로마의 절박한 곡물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에 두고 있었다. 따라서 형제의 일가로 

구성된 농지분배 3인위원은 무엇보다도 곡물 경작이 가능한 옥토에 눈독을 들이기 마련이었

고, 이왕이면 곡물 경작을 장려해 생산된 곡물들을 로마시로 긴급 수송할 항구나 강 그리고 

도로망과 연계될 장소들을 물색하던 중, 그들의 눈에 쏙 들어온 것은 바로 로마 인민의 공유

지이긴 하나, 주로 이탈리아 동맹국들(socii)의 부유층이 차지하고 있던 선점지(ager 

occupatorius)였다. 그런데 이 선점지들이 주로 가축사육장이나 과수재배지로 이용되고 있

었다. 특히 가축 사육은 기원전 2세기 전반에도 토지 경영에서 나오는 최대의 수익성을 지니

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장소들을 곡물 경작지로 대 전환하려는 것이 바로 농지분배 3인위원

의 단 하나의 최대의 목표였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증거로서 가장 설득력 있는 아주 귀중한 비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바로 Lucania 지역의 Polla에서 볼 수 있는 폭이 70cm인 작자 미상의 송덕비 

비문이다. 여기에 ‘그리고 나는 공유지에서 목자들을 몰아내고 경작자들에게 돌려주는 첫 번

째 인물이 되었노라’5)는 중요 문구가 들어 있다. 목축업자들이란 주로 이탈리아 동맹국 시민

58/2 (2009) 참조.

   4) Henry C. Boren, “The Urban Side of the Gracchan Economic Crisis,” American Historical 

Review 63( Jul., 1958), pp.890-902.

   5) Mark Pobjoy, ‘Epigraphy and Numismatics’, in The Blackwell Companion to the Roman 

Republic, edd. R. Morstein-Marx and N. Rosenstein (Oxford, 2006), p.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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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임이 분명하며, 경작자들이란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농지법의 혜택을 받아 이곳에 정착

한 로마 시민들이었음에 틀림없다. 여기서 과연 누가 이것을 제작한 주인공인가에 대해서 열

띤 공방이 계속 진행 중이다. 그러나 나는 5명의 후보자 중 그라쿠스의 장인일 뿐만 아니라 

농지분배 3인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활동했던 Appius Claudius Pulcher와 동일시하는 

Verbrugghe의 탁견6)을 전적으로 수용한다. 그 이유는 나머지 4명의 후보군은 모두가 한 결 

같이 그라쿠스의 정적들로서 친그라쿠스 정책을 폈을 리가 없었겠기 때문이다.

3.   이탈리아의 빈곤한 동맹국 시민들(poor socii)도 그라쿠스의 농지분배의 혜택을 받았

는가?

로마 시민들과 똑 같이, socii의 빈민들도 농지분배의 시혜를 입었다는 고대로부터 

Appianus의 강력한 주장이, 이 문제에 대한 19세기 설명의 모델이 되었던 Mommsen의 것과 

중첩되어 일각에서는 아직도 간헐적으로 그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만이 농지분배 대상이

었음이 기원전 111년의 농지법의 법조항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형의 농지법 제정 후 22

년, 동생의 농지법 제정 12년 후에 제정된, 일부 훼손되기는 했지만 현재 청동판의 비문으로 

남아 있는 이 기원전 111년의 농지법의 법조항의 명시야말로 현재로서는 가장 설득력 있는 

논거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이다.

제3행. 푸블리우스 무키우스와 루키우스 칼푸르니우스의 콘술 재직 시(즉, 기원전 133

년)에 이탈리아 내의 로마 인민의 공유지였던 것에 관해서는, 대 티베리우스의 아들인 

호민관 가이우스 셈프로니우스 그라쿠스에 의해 제출된 법 즉 평민회의 결의에 따라 

분배에서 금지되었던 저 토지(?)를 제외하고 … 농지 분배 3인위원이 법 즉 평민회 결

의에 따라서 추첨을 통해 로마 시민 각자에게 허용하거나 할당했고(sortito ceiui 

Romano dedit adisgnauit) … 너머의 토지나 장소에는 없던 저 토지나 장소(?)는 무

엇이든 간에 모든 토지는 … (밑줄은 필자)

동생 가이우스 그라쿠스의 농지법은 10년 전의 형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농지법을 약간 

수정 보완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꽤 오래 전에, Badian은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의 회고와 전망에서 그리고 혁명의 시작이라는 일련의 글에서 원래 그라쿠스의 농지법

은 농지의 분배대상이 로마 시민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다는 점을 재삼재사 강조했었던 것

   6) Verbrugghe, G.P., “The Elogium from Polla and the First Slave War,” CPh 68,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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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것은 도처에 나오는 Cicero의 문집에서도 그 탄력을 받는다. 로마 공화정 말기에 소위 

Optimates의 영도자로서 연설가로서의 형제는 극찬하면서도 그들의 개혁 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신랄하게 공격의 화살을 퍼부었던 Cicero야말로 형제의 시대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

었던 위대한 정치가였는데, 바로 그가 로마 평민들이 농지 분배의 수혜자들임을 천명하고 있

지 않는가! 그의 문헌에는 poor socii 관련 언급이 일체 없다.

아주 최근엔 Roselaar도 poor socii는 농지 분배의 수혜자가 아니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

고 있다. 이에 대한 나의 의견은 이러하다.

1) 농지법은 로마 시민 일인당 30유게라까지 분배한다고 규정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

다. 보통 10유게라가 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농경지였다고 생각되고 있지만, 그라쿠스는 

더 많은 곡물을 경작하여 도시 로마에 공급하려는 것이 원래의 계획이었던 만큼 그 규모를 

30유게라까지 확대했을 가능성은 농후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확보된 농지분배용 1,307,200

유게라7)가 정녕 poor socii에게도 개방될 정도로 여유가 있었을까 하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2) 또 그라쿠스의 농지개혁은 기원전 131/130년의 센서스 상의 인구수 310,000명에 비해 

기원전 125/4년의 센서스 상의 인구 수치 390,000명이어서 약 5년간에 시민수가 무려 75,913

명이라는 놀라운 증가―로마 인구사에서 보기 드문 일이다―와 연관지어 설명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다수의 피해방민의 포함, 센서스 자격 재산액의 인하, 센서스에 등재하려는 

프롤레타리우스들의 열망, 이 세 요소가 복합된 결과라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과연 그라쿠스의 농지분배의 성과로 얼마나 많은 수의 로마 시민이 기원전 

125/4년의 센서스상의 수치로 등재될 수가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다. 학자들은 대개 그 수를 

최대한 15,000명으로 어림잡고 있는데, 나는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총 

1,307,200유게라가 일인당 30유게라로 분배되었다고 고려한다면, 대충 45,000명이라는 숫자

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 숫자 놀음엔 poor socii가 끼어 들 틈이 전혀 없다.

3) 게다가 그라쿠스의 농지분배의 혜택을 받은 로마 시민들은 거의가 토지 없는 무산 계층

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라쿠스는 그들에게 영농 자금을 지급해야만 했다. 농기구를 마련하

고 씨앗도 확보해야 했으며, 땅을 갈 황소들도 구입하게 해야 했다. 그런데 당시 국고의 재정

권을 장악하고 있던 로마원로원은 농지분배 3인위원에게 일당 9오볼로스만 지급하였다. 그 

외의 경비 지원은 일체 없었다. 형의 농지개혁은 태산명동에 서일필격으로 끝날 운명이었다. 

때마침 Pergamum 왕국의 Attalus 3세가 왕국과 황실 재산을 로마 시민에게 유산으로 남겼

   7) 이하 주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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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래서 그라쿠스는 아탈루스의 돈을 영농 기금으로 사용한다는 법을 평민회에서 통과시

켰다. 실제로 황실 재산은 로마에서 경매에 부쳐 그 돈으로 방대한 규모의 농지분배 작업을 

성공리에 끝마쳤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과연 poor socii에게도 영농자금의 

지급이라는 혜택이 돌아갈 만큼 기금의 여유가 있었을까? 나의 대답은 부정적이다.

4) 이탈리아의 부유층 동맹국 시민들(elite socii)도 3인위원의 농지 몰수에서 어떤 혜택을 

받았는가?

이제껏 elite socii도 그라쿠스 형제의 농지 몰수에서 로마 elite cives와 똑 같은 처우를 받

았다는 것은 자명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아주 최근에 공유지 연구로 큰 각광을 받

고 있는 Roselaar조차도 그러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비록 이탈리아인들이 신 그라쿠스 정착자들로서 토지를 받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

들은 사실 그라쿠스 형제에 의해 아주 관대하게 취급받았다. 이 점에서 중요한 문제는 

이탈리아의 옛 점유자들(veteres possessores)―기원전 133년 이전에 로마의 공유지를 

보유하고 있던 이탈리아인들― 역시 로마인들과 똑 같이 최대 500유게라의 공유지를 

갖도록 허용되었는가의 여부이다. … 그러므로 이탈리아의 옛 점유자들이 역시 최대 

500유게라의 공유지(아마 자식들 각자에게 250유게라를 더했을 것임)의 확실한 보유

를 허용받았던 것 같다.8) (밑줄은 필자)

그러나 이는 나의 평소의 생각과 다르다. 아주 최근에 기쁘게도 나의 생각과 유사한 Kay 

박사의 탁견이 나왔다.

주요 상실자들은 그러므로 이탈리아 동맹국 시민들이었다. 왜냐하면 기원전 133년 이

후에 할당된 공유지의 상당 부분이 라틴 및 이탈리아 동맹국의 경계선 내에 있었음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비로마인들은 농민들과 지방 엘리트층 양자 공히 

기원전 133년 이전의 점유자로서 장기간 선점했었던 토지를 탈취당했음을 의미한

다.9) (밑줄은 필자)

이 인용문에서 Kay 박사는 3인위원에 의해 socii의 부호 엘리트층이 점유했던 로마 인민의 

공유지 중 선점지를 몰수당했다고 분명하게 언급한다. 그러나 그는 로마 시민의 경우처럼 법

   8) Roselaar, S., Public land in the Roman Republic: a social and economic history of Ager 

Publicus, 396-89BC, Oxford, 2010, p.248 .

   9) Kay, Philip. (2014), Rome’s Economic Revolution, p.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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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상 초과분만을 몰수당했는지 아니면 아예 그들의 선점지 전부를 수용당했는지는 명시하

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그가 은연 중 후자의 견해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 

진다.

이에 대한 나의 의견은 이러하다. 그라쿠스의 농지법은 로마 시민은 누구나 공유지 500유

레가 이상은 점유할 수 없되, 단, 자식이 있는 경우, 1인당 250유레가씩 2인까지 500유레가를 

더하여 총 1,000유레가까지 점유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iugerum은 한 쌍의 황소가 

하루에 가는 경작 면적 단위이다. 로마인의 1걸음, 보步(pedes=0.3048m)로 가로 240보

(71m), 세로 120보(35.5m), 그러니까 28,800pedes², 즉 2,523m²(=0.002523km²)인데, 알기 쉽

게 말해 0.623acre 또는 0.25ha이다. 우리나라의 면적 측정으로는 약 750평10)이다. 그러므로 

500유레가는 500일간 한 쌍의 황소가 가는 면적으로서 1,261,500㎡, 즉 126ha인데, 우리나라

의 경우를 대비해 보자면, 약 375,000평, 그러니까 무려 약 125정보나 되는 광대한 넓이이다. 

그런데 법은 그 2배인 1,000유레가까지 선점지 점유자들에게 법정 소유 상한선으로 규정해 

점유를 합법화한다니, 이것은 실상 750,000평, 즉 250정보나 되는 그야말로 광활한 토지 점

유를 허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oselaar에 의하면 농지위원이 분배

에 이용하기 위해 확보된 전체 토지 규모가 3,268k㎡, 즉 1,307,200유레가이며, 만약 이를 1

인당 10유레가씩 분배한다면, 그 수혜자는 130,720명이 된다는 것이다.11) 여기서 나의 의문점

은 과연 1,307,200유레가의 토지가 elite socii가 점유하고 있던 선점지 전부가 아니라 단지 법

정 초과분만을 수용해 형성된 결과물일까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실제 농지의 몰수와 분배

가 이루어 진 지역은 대부분이 Lucania/Hirpinia 지역이었는데, 이 장소들은 거의 절대 다수

가 socii의 영토에 속했던 만큼, 옛 선점자들 역시 socii의 부유 엘리트층이었을 것이기 때문

이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논쟁과 최근의 연구 성과들을 중심으로 그라쿠스의 농지개혁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농지개혁의 결과 빈곤한 수만 명이 로마와 수도권을 떠나 농촌에 정착했고, 그

들이 생산한 잉여 곡물은 로마의 곡물 위기 해소에 다소 큰 도움을 주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또 한 차례 큰 곡물 위기 사태가 로마를 덮친다. 기원전 125년에 속주 아프리카에 

메뚜기 떼의 농작물 침해 사건으로 도시 로마는 곡물 부족으로 시민들은 아사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기원전 123년 호민관이 된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이번에는 대체 어떤 대책을 

내놓았을까?

10) 한 자는 약 30.3cm이고, 한 평은 여섯 자의 제곱으로 3.3058㎡이며, 한 정보가 3,000평이다.

11) Roselaar, S., Public land in the Roman Republic: a social and economic history of Ager 

Publicus, 396-89BC, Oxford, 2010, p.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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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가이우스 그라쿠스의 곡물배급―세계 역사상 최초의 곡물 입법

가이우스 그라쿠스의 광범한 입법 시리즈를 보면, 그의 개혁 활동은 거국적인데다가 후대

에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주법이 곡물법이고, 기타의 것들은 거의 전부 

주법의 보충법이라 할 수 있는 만큼 곡물법의 의의는 크다.

가이우스 그라쿠스의 곡물법lex Sempronia frumentaria 역시 그 전문이 비문이나 어떤 

형태로든 전해져 오고 있지 않다. 여기 저기 인용되는 다수의 단편적인 지식들의 정보로서만 

대개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1. 법의 내용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 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시민권 보유가 곡물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었다. 모든 로마 시민은 귀족 

등 엘리트층을 포함하여 국가로부터 법정의 가격으로 곡물을 구입할 수 있었다.

2)   기원전 123년에는 곡물은 무상 배급이 아니었다. 시민들은 곡물 1모디우스modius당 6

⅓아세스senis et trientibus asses의 값을 지불해야 했다.

3) 곡물은 로마에서 한 달에 한 번 시민들에게 판매되었다.

4)   시민들은 국가의 방출 소맥을 사기 위해서는 매달 개인적으로 배급 장소에 직접 나가야 

했다.

두 가지 첨언할 것이 있다. 

1)   곡물법은 로마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만 그 시혜를 베푼 것 같지는 않다. 로마 수도

권에 거주하면서 로마에서의 곡물 배급에 참여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문호를 개방했다. 

그러나 비록 곡물의 배급가가 시장 가격의 약 반가라 할지라도, 그것이 여행비나 2~3일

간의 휴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만큼 이득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2)   곡물 배급은 후생이나 복지 계획의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아는 한, 기

원전 123년에 빈민이나 대가족에 대한 그 어떤 특별 조치를 취하는 조항도 없었다.

그리고 원활한 곡물 배급을 위해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곡물을 저장할 창고들을 건립하기 

위한 창고법(horrea), 지방에서 생산된 곡물을 로마로 수송하기 위한 도로들의 신건축 및 개

보수 작업을 위한 도로법 등 보충법들을 제정해야 했다. 그리고 곡물의 공급과 배급은 물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서는 막대한 국가 경비가 소요될 것이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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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속주 아시아 관세법 등을 제정하여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였다. 그러나 우선 아주 

최근에 한 역사가의 전대미문의 신 가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가이우스 그라쿠스의 곡물법에는 배급대상자로서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었는가?

여성이 도시 로마에서의 곡물배급의 정규적인 수령자가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최초의 유

일한 신 학설을 제시한 역사가는 바로 네델란드 출신의 소장학자 갈렌(Coen van Galen)이

다.12) 그가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사료는 다음과 같다.

cum primum| veni Monta|nis et numi[n]a | vidi, (내가 처음으로 Monta|na에 와서 

신들을 보았을 때에,) 

deabus | votum vovi | ut potui, pos[u]i. | (나는 여신들에게 서약을 하였다. 나는 가

급적 최선을 다해 이를 수행하겠노라고.)

Mallia Ae|miliana do|mo Roma fr[u]mento [p]ubli[co] cum fili[o] (로마에서 온 

Mallia Aemiliana는, 그녀의 아들과 함께 공공 곡물에 등재되어 있었는데,)

suo | restitui[t]. (이를 복원하였다.)13)

이것은 Moesia 속주(현재 불가리아) 변경의 Montanesium 지역에서 19세기 후반에 발굴

된 초기 로마 제국 시대에 제작된 한 비문에 적혀 있는 글이다. 그런데 갈렌 역사가는 두 번 

째 문장을 “로마에서 온 Mallia Aemiliana는, 공공 곡물에 등재되어 있었는데, 이를 [그녀의 

아들과 함께] 복원하였다”고 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면서, 기원전 58년의 Clodius의 곡물의 무

상 배급을 법으로 정했을 때뿐만 아니라 더 소급하여 기원전 123년의 가이우스 그라쿠스의 

곡물법에도 그 배급대상자에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논지를 펼치는 것이다.

원래 곡물 배급 대상자는 성년 남자 시민들로서 가부(pater familias)의 권한(potestas)을 

지닌 자권자로서의 시민(a male Roman citizen sui iuris)이었다. 시민들은 매 5년마다 

censor가 실시하는 센서스 조사에 이름이 등재되었는데, 아주 최근에 이 센서스 조사에 이름

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두 범주가 있었다는 설명이 나왔다. 이에 의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군대 징집용의 센서스 리스트 외에 또 다른 납세용의 센서스 리스트가 있었다는 것이다. 여

12) Coen van Galen, “Grain Distribution and Gender in the City of Rome,” Women and the 

Roman City in the Latin West(edited by Emily Hemelrijk, Greg Woolf), 2013, 331-347.

13) ILS 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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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성년 남자 외에도 돈많은 과부와 고아들의 이름도 등재되어 있었는데, 특히 과부의 

경우 남자와 같은 가부의 역할을 하면서 재산권을 행사하는 자권자로서의 시민의 권한을 대

행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갈렌은 과부들뿐만 아니라 모든 미혼 성년 여자들, 즉 Viduae sui 

iuris까지도 그라쿠스의 곡물배급 대상자에 포함되었다는 신 학설을 내놓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demography의 연구사에서 역시 아주 최근에 제기된 Hin의 중평가설14)에 맞물리면

서 향후 이 학설의 검토가 필수적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가 없게 되었다.

3. 속주 아시아가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의 자금조달원이 되다

그라쿠스 곡물법의 수혜 대상자가 얼마였는지 우리는 그 수를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수

가 기원전 63년의 150,000명에서 기원전 56년에는 300,000명으로 배가되었고, 그 후에도 기

원전 46년에는 320,000명이었는데, 40년 후인 기원전 5년에도 저 숫자를 유지하였으니, 그라

쿠스 시대에도 50여 만의 과잉 인구의 도시 로마와 수도권에 걸쳐 아마 상당수의 많은 시민

들이 곡물 배급의 혜택을 받았으리라고 단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가이우스 그라쿠스의 주법은 곡물법이었고, 창고법 ·도로법 ·관세법 ·반환법 ·켄소르 

입찰법 ·농지법 ·식민시 건설법 ·병역법 등등은 주법의 보충법 정도였다는 점은 다 아는 사실

이다. 이렇듯 곡물배급 등 대규모의 국가 시책을 펼치려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정책 시

행에 소요되는 그 막대한 경비를, 그것도 ‘현금’을 ‘당장’ 어떻게 마련하는가였다. 

그래서 그는 10년 전에 형이 ‘아탈루스 왕의 돈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농지 분배를 성공시

켰던 것처럼, 속주 아시아를 희생 제물로 삼았다. 그래서 ‘가이우스 그라쿠스의 속주 아시아 

관세법’(lex Sempronia portorii Asiae)이 제정된다.15) 법의 내용은 로마에게는 황금 당나귀였

던 지금의 터키의 40개가 넘는 항구와 육로의 세관에서 관세를 징수하도록 한 것이었는데, 

이 막대한 수입원의 확보와 조세징수 청부업자들(publicani)의 징수로 그는 정책 수행을 원

활하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당장 필요한 거액의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는 속주 아시아

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징세권을 5년간 조세징수 청부업자들의 회사들이 갖게 로마에서 

켄소르들이 경쟁 입찰을 관장하도록 하는 법도 만들었다. 

14) Saskia Hin, The Demography of Roman Italy: Population Dynamics in an Ancient Conquest 

Society, 201b.c.e.–14 c.e., Cambridge. 2013. 

15) 이 법의 의의에 대해서는 나의 논문 ‘The Significance of the Lex Sempronia Portorii Asiae’(『서

양사연구』 제51집 2014, pp.135-169)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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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의 반환법 lex Sempronia repetundarum의 제정 목적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속주 총독과 publicani와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로마 국고 수입

을 극대화하면서도 부당하게 수탈당한 속주민을 달래기 위해서 속주 총독의 탐욕에 철퇴를 

가하는 lex Sempronia repetundarum을 제정하였다. 로마의 기사 신분(equites)에서 선발된 

배심원들의 반환법정에서 속주민들에게서 부당하게 이익을 챙겼다고 기소된 전임 총독이 유

죄가 확정되면, 그것의 2배를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IV. 결어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의 성과는 당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각도로 생각할 때 후대

인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것이었다. 농지와 곡물 문제의 해결은 국고관장권을 쥐고 있

는 원로원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Pergamum 유산이 생기는 바람에 그것

은 성공할 수가 있었다. 또 친척인 소 스키피오와 극단적 보수파인 스키피오 나시카 등 정적

들의 극단적인 박해를 받았지만, 개혁파의 도움을 받아 개혁을 성공할 수가 있었다. 특히 가

이우스 그라쿠스의 신 국가 정책의 실시로 로마는 15년간의 경제 불황과 실업 상태에서도 벗

어날 수가 있었다.

그 후 비록 농지 개혁은 기원전 111년의 농지법의 개정으로 모든 공유지 관계 토지들이 사

유지화 됨으로써 대토지(latifundia)가 크게 활성화되었지만, 그러나 가이우스 그라쿠스의 

곡물법, 속주 아시아 관세법 그리고 반환법 등은 로마 원로원이 함부로 폐기시킬 수가 없어 

약간의 변모를 거치면서 존속하였다. 훗날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이상을 문자 그대로 실현시

켰던 것이 바로 아우구스투스였음을 상기할 때, 그라쿠스 형제의 고귀한 개혁정신과 그 희생

은 아주 높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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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별곡(䛬山別曲)
한반도 땅덩어리의 역사를 찾아서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최덕근

한반도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 가장자리에 자리한 우리 한민족의 삶의 터전이다. 나는 어렸

을 때 한반도는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말을 자주 들으며 자랐다. 하지만 한반도가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내가 어렸을 때 보았던 우리의 산하는 헐벗고 

황폐하여 정말 볼품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지질학을 전공으로 택한 후, 야외 지질조사를 하

면서 우리나라 곳곳을 누비고 다녔지만 우리 산하가 아름답다고 느껴본 적은 드물었다.

서울대학교가 현재의 관악캠퍼스로 이전한 때는 1975년이었고, 당시 나는 대학원 석사과

정에 재학 중이었다. 그 후 30여 년을 관악캠퍼스에서 생활하였지만 캠퍼스를 받치고 있는 

관악산에 오를 기회가 없었다. 그러다가 2009년 3월 어느 따스한 봄날, 나는 홀로 관악산에 

올랐다. 캠퍼스 옆 계곡 길을 따라 연주암 능선에 올라서는 순간 나는 눈앞에 펼쳐진 관악산 

정상의 멋진 모습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관악산 꼭대기에 커다란 화강암 바위들이 아

름다운 조형미를 뽐내며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의 관악산은 나에게 우리의 산하를 새롭게 

보게끔 하는 눈을 뜨게 해 주었다. 그 후, 우리 산의 매력에 푹 빠진 나는 이제 주말이면 모든 

일을 젖혀두고 산을 찾는다. 서울 주변에 있는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청계산을 모

두 섭렵했고, 우리나라의 대표적 명산인 설악산, 오대산, 속리산, 덕유산, 지리산, 한라산도 

올랐다. 나는 이순(耳順)의 나이를 넘긴 후에 우리 조상들이 왜 한반도를 ‘삼천리 금수강산’

이라고 불렀는지 깨달았다.

서울대학교 지질학 전공 교수들은 매년 연말이면 퇴임하신 교수님들을 모시고 조촐한 송

년 모임을 한다. 2010년 송년 모임에서 내가 산행을 하면서 지질학의 새로운 맛을 알게 되었

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대학 시절 은사이셨던 이상만 명예교수께서 나에게 호(號)를 지어주

시겠다고 하신다. 선생님께서 그 자리에서 지어주신 호가 도산(䛬山)이다. ‘산과 대화하다’는 

뜻으로 호가 마음에 든다. 나는 정말 산과 대화하고 싶다. 우리 산과 산을 이루고 있는 암석

에게 ‘너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났니?’라고 묻고 싶다. 그리고 태어난 이후 어떻게 살아

왔는지도 묻고 싶다. 나는 우리 산하를 이루고 있는 이 땅덩어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는지 알고 싶다.

우리 한반도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나는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5억 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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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석과 화석을 연구하면서 당시 땅덩어리의 모습을 알아내려고 노력하였다. 지구의 암석은 

판구조론의 관점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판구조론(板構造論)이란 1970년 무렵에 등장한 이론

으로 ‘지구 겉 부분은 해령, 해구, 습곡산맥 그리고 변환단층에 의하여 구분되는 여러 개의 판

으로 이루어지며, 각 판은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판구조론

은 대륙과 해양의 움직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구과학의 혁명적 이론이다.

나는 운 좋게도 한반도 형성과정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들이 기록된 하부 고생대 조선

누층군과 신원생대 옥천누층군이라는 암석을 공부할 수 있었다. 조선누층군(朝鮮累層群)은 

강원도 남부에 넓게 분포하는 암석으로 5억 년 전 무렵의 얕은 바다(오늘날 서해와 비슷)에

서 쌓였으며, 옥천누층군(沃川累層群)은 충청도 지방에 드러나 있는 암석으로 약 7억 년 전 

지구 대부분이 빙하로 덮였던 눈덩이지구(snowball Earth) 빙하시대 언저리에 쌓인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누층군과 옥천누층군은 원래 멀리 떨어져 있던 땅덩어리에서 생성되었는데, 2

억 5,000만 년 전 무렵 두 땅덩어리가 충돌하면서 합쳐져 나란히 붙어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암석에는 한반도 형성과정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

암석, 왜 연구할까?

암석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휴일에 가까이 있는 산에 올라 멋진 산세와 바위

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시로 읊조리거나 화폭에 담는 사람들은 많지만, 산과 

암석에 담겨진 과학적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북한산 인수봉이나 설악산 울산바위

의 멋진 모습에 감탄하면서도 인수봉이나 울산바위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하고 궁금해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산이 만들어지고 그 산을 이루고 있는 암석이 생성되는 과정을 알

아내는 학문이 지질학(地質學)이다.

암석을 왜 연구할까? 지질학을 간략히 정의하면, 지구의 구성물질, 내부구조 그리고 그 형

성과정을 밝히는 자연과학의 한 분야이다. 따라서 지질학의 연구목적은 뚜렷하다. 지구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과거에 일어났던 자연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일이다. 그러

한 내용을 밝힐 때 필요한 재료가 암석이다.

암석(岩石)을 학술적으로 정의하면 ‘지구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무기물들이 단단하고 

치밀하게 뭉친 덩어리’다. 암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암석이 크고 작은 알갱이들로 단단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알갱이는 대부분 광물이지만, 생물의 유해인 경우도 있

다. 암석은 만들어지는 방식에 따라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나뉜다. 화성암(火成岩)은 지

하에 녹아있던 물질(즉, 마그마)이 굳어져 만들어지며, 퇴적암(堆積岩)은 지각물질이 풍화 ·



2부  칼럼    85

침식 ·운반 ·퇴적과정을 거쳐 깊이 매몰된 후 굳어져 만들어진다. 변성암(變成岩)은 화성암이

나 퇴적암이 높은 온도와 압력을 받아 만들어지며, 온도와 압력이 매우 높으면 이들이 녹아 

다시 마그마가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구의 암석은 끊임없이 순환한다.

암석이 순환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지구에서 맨 처음 만들어진 암석이 있었을 것이다. 어

떤 암석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지구 탄생과정을 알아야 하

는데, 현재 지구 탄생과정을 가장 잘 설명하는 가설로 거대충돌설(巨大衝突說)이 있다. 이 가

설에 의하면, 태양계 형성 초기에 지구궤도를 돌고 있던 작은 암석덩어리들이 모여 어느 정

도 크기의 원시지구를 만들었을 무렵(약 45억 년 전) 화성 크기의 원시 행성이 원시지구와 

충돌하였다고 한다. 이때 충돌한 원시행성을 테이아(Theia)라고 부르며, 테이아의 중심물질

은 원시지구와 합쳐져 오늘날 지구의 모태를 이루었고, 주변에 흩날려진 작은 암석덩어리들

은 원시지구의 주위를 돌고 있다가 자기들끼리 모여 달을 이루었다. 지구가 탄생하고 난 후

에도 지구에는 계속 암석덩어리들이 떨어졌고, 이들의 충돌에너지에 의하여 지구 겉 부분은 

대부분 녹은 상태인 마그마 바다를 이루었다. 이 마그마 바다가 식어 암석이 되었으니까 지

구 최초의 암석은 화성암이다.

지금도 지하 깊은 곳에는 녹은 암석(마그마)이 들어있는 마그마 방이 있다. 마그마 방에 

들어있던 마그마가 지표면으로 빠르게 올라와 식으면 현무암 같은 화산암(火山岩)이 만들어

지고, 지하 깊은 곳에서 서서히 굳으면 화강암 같은 심성암(深成岩)을 이룬다. 화성암은 판 

경계부에서 생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거 지질시대의 판의 모습을 유추하는데 도움을 

준다. 화성암은 지표에 올라오면 풍화 ·침식 ·운반작용을 받아 결국 어딘가에 쌓이게 된다. 이 

퇴적물은 그 위에 새로운 퇴적물이 계속 쌓여 단단하게 굳으면 퇴적암이 된다. 퇴적암이 쌓

이는 장소는 바다나 강 또는 호수이고, 따라서 퇴적암에는 화석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 그

러므로 퇴적암을 연구하면 그 암석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쌓였는가 하는 내용을 알 수 있

다. 마치 사관(史官)이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역사를 글로 기록하듯이 퇴적암은 자신의 활동

을 차곡차곡 기록해 놓은 셈이다. 변성암은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암석이 변해서 

만들어진다. 원래는 화성암이나 퇴적암이었는데 이들이 깊이 매몰되면 온도와 압력이 올라

가기 때문에 변성암이 되었다. 변성암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사건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다. 변성암도 언젠가는 다시 지표로 올라오는데, 그러면 또 풍

화 ·침식을 받아 다시 퇴적물이 된다. 그런데 암석이 깊은 곳에 매몰되면 무척 높은 온도와 

압력 때문에 녹아 마그마가 되기도 한다. 이 마그마는 가볍기 때문에 위로 떠오르고 지표 가

까이 도달하여 화성암이 되는 또 다른 순환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이러한 암석의 순환은 사

실 지구 전체의 움직임에 의하여 조절되기 때문에 암석의 순환을 이해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지구의 역사를 이해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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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학자가 어느 지역의 암석을 연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지역의 지질도를 

만드는 일이다. 지질도(地質圖)를 쉽게 설명하면, 어느 지역에 분포하는 암석을 종류와 나이

에 따라 구분하여 지형도에 표시한 것이다. 원론적으로 암석의 종류와 나이를 알면 암석이 

언제 어떤 과정을 겪어 형성되었는지 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질도에는 땅덩어리의 역사

가 쓰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지질도를 달리 정의하면 땅덩어리의 역사를 그래픽으로 표현

한 것으로 지질도는 지질학 연구의 바탕이다. 그런데 지질도 중에는 좋은 지질도도 있고, 나

쁜 지질도도 있다. 좋은 지질도는 암석의 종류와 생성시기 그리고 그들이 겪은 역사를 잘 표

현한 것이고, 나쁜 지질도는 그 내용을 잘 표현하지 못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지질도를 

보고 그 지역 땅덩어리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은 지질도이지만, 지질도를 보고도 그 

지역 땅덩어리의 역사를 읽을 수 없다면 그 지질도는 엄격한 의미에서 지질도라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우리 한반도 땅덩어리의 역사를 아직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이면에는 우리나라 

지질도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좀 더 좋은 지질도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

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5억 년 전, 태백산과 히말라야 산맥이 가까웠다?

내가 5억 년 전 암석을 연구하기 시작한 때는 1986년이다. 5억 년 전 암석은 주로 강원도 

남부 태백산 일대에 분포하는데, 이 지역을 ‘태백산분지(太白山盆地)’라고 부른다. 지질학에

서 분지는 어떤 특정한 시대의 퇴적암이 두껍게 쌓인 지역을 말하며, 분지라고 부르는 이유

는 퇴적암이 마치 오목한 그릇에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태백산분지에는 주로 

고생대 퇴적층이 쌓여 있으며, 석회암과 석탄 등 중요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태백산

분지는 남한에서 고생대층이 넓게 드러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고생대 당시의 한반도 모습을 

밝히는데 중요한 지역이다.

내가 태백산분지의 5억 년 전 암석을 연구하게 된 계기는 그 곳에 삼엽충이라는 화석이 들

어있기 때문이었다. 삼엽충은 절지동물에 속하는 생물로 지금으로부터 약 5억 2,000만 년 전 

출현하여 캄브리아기의 바다세계를 주름잡았다. 그래서 캄브리아기를 ‘삼엽충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오르도비스기 이후 쇠퇴의 길로 접어들어 페름기 말(2억 5,000만 년 

전)에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삼엽충 화석을 연구하면 그들이 살았던 지질시대와 당시

의 바다 모습을 알 수 있다.

태백산분지의 삼엽충 화석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을 때, 나는 5억 년 전 태백산분지가 태평

양처럼 드넓은 바다의 가장자리였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태백산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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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퇴적암들이 모두 대륙붕 환경에서 쌓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다는 육지에서 가까운 

순서에 따라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심해저평원 등으로 나뉜다. 대륙붕은 해안에서 먼 바

다 쪽으로 서서히 깊어지는 지역으로 수심 200미터 미만의 지역이다. 대륙붕 끝에 이르면 경

사가 갑자기 급해지는 구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대륙사면이라고 부르며 수심은 1,500~3,500

미터에 이른다. 대륙붕과 대륙사면은 이어져있기 때문에 나는 태백산분지 어딘가에 대륙사

면에서 쌓인 퇴적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태백산분지 어디에서도 대륙사면 퇴

적층은 찾을 수 없었다. 10여 년을 별다른 성과없이 지내다가 2007년 어느 날 태백산분지가 

대양으로 향한 바다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떠올렸다. 대륙사면에서 쌓인 퇴적암

이 없다는 사실은 태백산분지가 대륙사면으로 연결된 바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다. 마치 

오늘날의 서해처럼……. 나는 태백산분지가 서해 같은 내륙해(內陸海)였다는 생각을 바탕으

로 5억 년 전 한반도 주변의 고지리도(古地理圖)를 새롭게 그렸다.

2008년 3월, 캘리포니아 대학 리버사이드 캠퍼스의 고생물학 교수인 휴즈(Nigel Hughes) 

박사로부터 놀라운 이메일을 받았다. 그는 2,000년부터 히말라야 산맥의 캄브리아기 삼엽충

을 연구해 왔는데, 부탄(Bhutan)의 블랙산(Black Mountain)에 있는 캄브리아기 지층으로부

터 우리나라 태백산분지에서 보고된 삼엽충과 똑같은 종류를 찾았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깜

짝 놀랐다. 그동안 연구에 의하면, 그 삼엽충들은 우리나라와 북중국에서만 보고되었던 종류

였기 때문이었다. 히말라야 산맥은 우리나라로부터 무척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같은 종류의 

삼엽충이 그처럼 먼 곳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5억 년 전에 태백산분

지와 히말라야 지역이 지리적으로 가까웠다는 말인가?

며칠 후, 휴즈 교수로부터 새로운 이메일이 도착했다. 우리나라 태백지방 사암에 들어있는 

지르콘(zircon) 광물 연령분포를 공동으로 연구해 보자는 제안이었다. 나는 그의 제안을 받

아들였다. 요즈음 지질학 분야에서는 암석에 들어있는 지르콘 광물의 연령분포를 분석하는 

연구가 붐을 일으키고 있다. 그 이유는 지르콘 광물에서 얻을 수 있는 과학적 정보가 많기 때

문이다. 지르콘은 주로 화강암이 만들어질 때 생성되는 광물인데, 지르콘 속에는 소량의 우

라늄(U)이 불순물로 들어있다. 우라늄은 시간이 흐르면 납(Pb)으로 변하므로 지르콘 광물 

속에 들어있는 우라늄과 납의 비율을 알면, 그 광물(또는 암석)의 생성 시기를 알 수 있다. 게

다가 지르콘 광물은 변성작용이나 풍화작용에 무척 강하여 변성암이나 퇴적암 중에도 들어

있다. 특히 퇴적암에 들어있는 지르콘 광물의 연령분포를 알면, 그 퇴적암을 이루는 알갱이

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옛날의 대륙 분포를 알아내는데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009년 9월, 태백지역 사암층의 지르콘 연령분포 분석 자료가 나왔다. 그 자료를 중국과 

부탄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의 자료와 비교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땅덩어리가 5억 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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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렵 오스트레일리아-인도대륙과 얕은 바다로 연결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우리나라와 

히말라야 산맥의 삼엽충 화석과 지르콘 광물의 연령분포에 공통점이 있다면, 이 내용을 당시 

지구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방법은 한 가지 밖에 없었다. 태백산과 히말라야 산맥이 

지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나는 5억 년 전 우리나라 주변에 오늘날 서해와 비슷한 내륙해

가 있었다는 고지리를 바탕으로 그 내륙해의 범위를 히말라야 지역까지 연장해 보았다. 큰 

문제는 없었다. 부탄과 우리나라의 삼엽충과 지르콘 광물 연령분포 자료는 5억 년 전 무렵 

우리나라에 내륙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 내륙해의 모습을 좀 더 명확하

게 그리는데 도움을 주었다. 

7억 년 전 신원생대 눈덩이지구

오늘날 우리는 따뜻한 지구에서 살고 있다. 물론 적도지방은 덥고, 극지방이 춥기는 하지

만……. 그런데 무척 오래 전에 지구가 온통 얼음으로 감싸였던 시대가 있었다. ‘눈덩이지구

(snowball Earth) 빙하시대’라고 불리는 이 기이한 현상이 믿기지 않겠지만 적도지방까지도 

빙하로 덮였던 전 지구적 규모의 사건이었다. 눈덩이지구 빙하시대는 고원생대(24~22억 년 

전)와 신원생대(7억 년 전 무렵)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눈덩이지구라는 용어는 미국 캘리포니아공과대학의 커쉬빙크( Joe Kirschvink) 교수가 

1992년 처음 사용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남부에 분포하는 약 7억 년 전 빙하퇴적층의 고지자

기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 빙하퇴적층이 적도 부근에서 쌓였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적도 부

근이 빙하로 덮였다면 당시 대륙 대부분이 빙하로 덮였어야 했다는 논문을 「눈덩이지구」라는 

제목으로 과학계에 소개하였다. 눈덩이지구 가설은 지구과학계에 빠르게 퍼져나가 논쟁의 

소용돌이를 일으켰고, 이 소용돌이는 하버드대학 호프만(Paul Hoffman) 교수팀의 논문 「신

원생대 눈덩이지구(Neoproterozoic snowball Earth)」가 1998년 과학잡지 「사이언스」에 게재

되면서 극에 달하였다.

호프만 교수팀의 논문은 빙하가 대륙뿐만 아니라 바다까지 모두 덮었다는 놀라운 가설이

었고,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적도지방 바다 빙하의 두께가 1km를 넘었다는 주장이

었다. 이 가설이 맞는다면, 7억 년 전 지구를 우주에서 바라보았을 때 정말 눈덩이처럼 보였

을 것이다. 그들이 눈덩이지구 가설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신원생대 빙하퇴적층이 지구상의 

거의 모든 대륙에서 골고루 발견되었고, 이 빙하퇴적층 바로 위에는 항상 두께 수 미터 또는 

수 십 미터의 백색 석회암층이 놓여있는 데 바탕을 두고 있다. 석회암은 보통 따뜻한 환경에

서 쌓이는 암석인데, ‘어떻게 빙하퇴적층과 석회암층이 붙어 있게 되었을까’라는 문제와 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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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에서 지구가 완전히 빙하로 덮였다면 빙하퇴적층과 석회암층이 붙어 있을 수 있다

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논문이 발표된 이후, 사람들은 바다에 어떻게 그처럼 두꺼운 빙하가 만들어질 수 있었

는지 그리고 빙하 밑 바다에 살았던 생물들이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였다. 어떤 학자들은 적도 부근의 빙하는 두께가 얇았을 것이라고 주

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아예 적도 부근 바다에는 빙하가 없었다는 수정안을 내놓

기도 하였다. 빙하의 규모가 어떠했는지 그 모습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고 해도, 적어도 지

구 대부분이 빙하로 덮였다는 사실에는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 이 눈덩이지구 가설은 21세기 

첫 10년 동안 지구과학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나는 신원생대 눈덩이지구 시대에 우리나라의 모습이 어떠했을지 궁금했다. 우리나라 충

청도 일대에는 다이아믹타이트(diamictite)라고 불리는 기묘한 암석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 

다이아믹타이트는 진흙 속에 크고 작은 자갈들이 무질서하게 박혀 있는 퇴적암의 한 종류이

다. 그리고 이 암석과 함께 붙어 나오는 암석으로 두께 수 미터에서 수십 미터의 흰색 석회암

층이 있다. 그러므로 충청도 일대의 암석들은 눈덩이지구 빙하시대 시절에 쌓였을 가능성이 

크다. 2011년 나는 이 암석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옥천 부근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

다. 옥천 부근 도로변에서 석회암 속에 박혀 있는 길이 약 70cm의 화강암 덩어리를 보았다. 

석회암 속에 어떻게 커다란 화강암 덩어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순간 나의 머릿속에는 화강

암 덩어리가 들어 있는 빙산이 바다 위를 떠돌다가 빙산이 녹으면서 화강암 덩어리가 바다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러한 암석 덩어리를 ‘떨어진 돌(dropstone)’이라고 부른

다. 이 화강암 덩어리가 빙산에서 떨어진 돌이라면, 이는 이 암석이 빙하시대에 퇴적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강력한 증거다. 나는 이 암석들이 쌓였던 퇴적분지를 충청분지라고 부를 것

을 제안하였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충청분지의 암석이 신원생대(10억 년 전에서 5억 4,100

만 년 전 사이의 기간)에 쌓였다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10억 년 전으로의 시간여행

나는 지난 30여 년에 걸친 태백산분지와 충청분지에 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형성과정을 엮어 보았다. 전문가를 위한 책 「한반도 형성사」를 저술하였고, 일반인들을 위한 

교양서적 「10억 년 전으로의 시간여행」을 발간하였다. 그동안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고생대 이전에 한반도는 2개의 땅덩어리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는 2개의 

땅덩어리에 중한랜드와 남중랜드라는 이름을 제안하였다. 중한랜드는 북중국의 대부분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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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의 북부와 남부지역을 아우르는 땅덩어리였고, 남중랜드는 남중국과 한반도의 중부지역

으로 이루어진다. 아래에 10억 년 전에서 2억 5,000만 년 전까지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땅덩어

리의 역사를 요약하였다.

약 10억 년 전 지구상의 모든 대륙이 모여 초대륙 로디니아(Rodinia)를 이루고 있었을 때, 

한반도 땅덩어리는 중한랜드와 남중랜드로 나뉘어져 있었고, 중한랜드와 남중랜드는 각각 

초대륙 로디니아의 가장자리에 자리하고 있었다. 약 9억 년 전, 초대륙 로디니아가 갈라지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남중랜드 내에 난후아분지(Nanhua Basin)라는 퇴적분지가 열렸는

데 충청분지는 이 퇴적분지의 한 부분이었다. 퇴적분지가 열린 시기는 약 8억 5,000만 년 전

으로 활발한 화산활동이 함께 일어났다. 두 번째 화산활동은 약 7억 5,000만 년 전에 재개되

었고, 7억 2,000만 년 전에 이르러 눈덩이지구 빙하시대의 퇴적층이 쌓였다. 그리고 6억 

3,500만 년 전 빙하시대가 끝나면서 빙하퇴적층 위에 석회암층이 쌓였다.

고생대 초(약 5억 년 전)에 지구에는 크게 4개의 대륙이 있었다. 그 중 가장 큰 대륙은 곤드

와나(Gondwana) 대륙이었고, 비교적 작은 대륙으로 로렌시아(Laurentia), 시베리아

(Siberia), 발티카(Baltica)가 있었다. 이 당시, 중한랜드와 남중랜드는 모두 곤드와나 대륙의 

가장자리에 있었고, 곤드와나 대륙의 중심부와 내륙해(서해와 비슷한 바다)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었다. 이 당시, 한반도 땅덩어리의 대부분은 중한랜드에 속했고, 중부지방은 남중랜

드에 연결되어 있었다. 중한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 사이의 내륙해에 퇴적된 암석들은 강원

도 남부 태백산분지에 그 기록을 남겼다. 그 때, 중한랜드는 오스트레일리아뿐만 아니라 인

도와 남중랜드와도 지리적으로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중한랜드는 기다란 섬의 형태로 대

륙 안쪽으로는 내륙해가, 그리고 그 반대편(현재 중국 내몽고 자치구 동부와 길림성 부근)은 

대양 쪽으로 향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오르도비스기가 끝날 무렵 곤드와나 대륙 가장자

리에서 여러 땅덩어리들이 떨어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중한랜드와 남중랜드도 이 움직임에 

동참하였다. 중한랜드가 곤드와나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온 때는 약 4억 4,000만 년 전이었

으며, 남중랜드가 곤드와나로부터 분리된 시점은 약 3억 8,000만 년 전으로 알려져 있다.

곤드와나 대륙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이후, 한동안 홀로 떠돌던 중한랜드는 석탄기 중엽(3

억 2,000만 년 전)에 이르러 북쪽에 새롭게 형성된 섭입대의 영향으로 중한랜드 북쪽을 따라 

오늘날 안데스산맥과 비슷한 화산산맥이 형성되었다. 내몽고 고융기대라고 불리는 화산산맥

이 높아짐에 따라 중한랜드는 가라앉기 시작했는데 그 영향 때문에 중한랜드의 남부 가장자

리가 바다에 잠기기 시작하였다. 중한랜드 전 지역에 걸쳐서 하부 고생대층을 거의 평행부정

합으로 덮는 후기 석탄기 해성층의 존재가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이 석탄기의 바

다는 그다지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페름기(2억 8,000만 년 전)에 접어들면서 석탄층과 함께 

주로 하성층으로 이루어진 육성퇴적층이 두껍게 쌓였다. 이처럼 얕은 바다환경에서 하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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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으로 바뀌게 된 배경에는 화산호가 높아지면서 북쪽으로부터 공급되는 퇴적물의 양이 크

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억 5,000만 년 전에 이르렀을 때, 중한랜드 가장자리에 있었던 퇴

적분지들은 중한랜드와 남중랜드의 충돌과 함께 사라지고, 고생대 동안 중한랜드와 남중랜

드 가장자리에 쌓였던 퇴적층들은 격렬한 조산운동을 경험하게 된다. 고생대가 끝날 무렵인 

약 2억 5,000만 년 전에 일어났던 중한랜드와 남중랜드의 충돌은 한반도를 포함한 오늘날 동

아시아 대륙의 골격을 만든 중요한 사건이었다.

위에 기술한 한반도 형성과정이 한반도 땅덩어리의 역사를 완벽하게 설명한다고 생각하지

는 않는다. 아니 완벽하게 설명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내용을 발표하게 된 배경에는 한반

도 지각진화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 학문적 소통이 일어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여기에 

쓰여진 내용을 지지하는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한편, 여기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반론을 바탕으로 좀 더 뚜렷한 ‘한반도 땅덩어리의 역사’가 그려지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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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녹화기록물의 UNESCO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배경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이경준
(산림녹화UNESCO기록유산등재추진위원회 위원장)

요즘 국내 어디를 가나 울창한 숲을 볼 수 있다. 전국의 산은 온 국민에게 여가 활동과 심

신의 건강을 도모하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산이 가까이 있고 나무로 꽉 차 있으니 이런 혜

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반세기 전만해도 민둥산과 붉은 속살을 드러낸 황폐지가 여기 저기 널려 있었으며, 

60세 이상 세대들은 이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럼 언제부터 우리 산이 이렇게 푸른 숲

으로 변모했나? 실제로 그 동안 소리 없는 녹색혁명이 산속에서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다. 

1960년대부터 정부와 국민이 힘을 모아 전국 민둥산에 나무를 심고, 사방(砂防)공사를 실시

한 덕분에 결국 우리는 예전의 금수강산을 되찾았다. 

한국의 산림녹화는 20세기의 기적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광복과 6 ·25전쟁의 

혼란과 극심한 가난을 극복하고 한국은 반세기만에 산림녹화에 성공했다. 전 국토가 황폐하

여 한민족의 문명이 말살되어 가고 있던 절체절명의 시점에서 우리는 나무를 심고 가꾸어 이

를 극복했다. 이로써 산사태를 방지하고, 홍수를 예방했으며, 수자원을 확보하여 가뭄을 극

복하고, 쌀의 자급자족을 달성할 수 있었다. 동시에 일자리도 창출하여 국가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요즘 지구온난화로 인해 세계적으로 산림면적이 감소하면서 사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서, 개발도상국들은 인구증가에 따른 개발압력과 산업발전을 위해 무분별하게 산을 훼손하

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06년 미국 Washington D. C.의 지구정책연구소(Earth Policy 

Institute)의 Lester Brown 소장은 한국의 산림녹화를 지구 환경복원의 모델이라고 극찬하였

다. 한국은 인구밀도가 세계 6위(500명/km2)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압력을 극복하면서 국토면

적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을 제대로 보전해왔으며, OECD 국가 중에서 핀란드, 스웨덴, 일

본 다음으로 국토면적 대비 산림비율이 네 번째로 높다. 이런 사실은 개발도상국의 산림녹화

는 경제발전보다 더 어려운 과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빛이 난다.

한국의 산림녹화는 어려운 여건에서 진행되었지만,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움으로

서 가능했다. 정부는 1960년대부터 산림녹화 관련 법규 제정, 산림행정기구 개편, 황폐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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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꾸준한 사방사업 수행, 뚜렷하게 계량화한 목표를 내세운 장기적인 산림녹화 정책의 수

립(제1차 및 2차 치산녹화10개년계획), 중앙과 지방정부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녹화 정책 집

행, 산림공무원들의 높은 사명감, 온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조기에 치산녹화를 달성

했다.

1992년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등재제

도를 처음으로 채택했다. 세계적으로 인류문화와 문명에 기여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

하고 그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이 제도를 채택한 후 2015년까지 107개국 

348건이 등재 되었다. 한국은 지금까지 13건을 등재했는데,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직지심

체요절, 승정원일기, 해인사 대장경판, 조선왕조의궤, 동의보감, 난중일기, 5 ·18민주화운동기

록물, 새마을운동기록물, KBS 이산가족찾기운동기록물 등이 포함되어 있어 아태지역에서 가

장 많이 등재한 국가이다.

2016년 봄 사단법인 한국산림정책연구회는 한국의 성공적인 산림녹화사례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산림녹화UNESCO기록유산등재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필자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이 위원회는 산림청에서 퇴임한 산림녹화 분야의 전문가 30여명을 추진위원으로 

영입한 후 지금까지 전국에 흩어져 있는 기록물을 수집해 오고 있다.

정부문서는 5년간의 의무보관 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폐기처분되기 때문에 많은 문서들이 

없어졌다. 그러나 다행하게 정부기록물 보관소에 해당하는 ‘국가기록원’에 상당히 많은 문서

(대통령문서, 국무회의록, 관보 포함)들이 보관되어 있고, 산림청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공

공단체(산림조합 포함), 기업, 독림가, 학교, 개인 등에도 남아 있어 당시의 산림녹화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할 수 있었다. 특히 영구히 보존해야 하는 조림대장, 분수림, 대부림 계약 및 관

리대장, 사방공사 도면, 항공사진 등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

본 추진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총 3,600여 건의 산림녹화기록물을 대상으로 문화재청에 

등재 신청을 완료했다. 이 기록물은 당시의 경제사회적 여건, 산림녹화 과정과 성공 요인, 녹

화사업의 한계점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사료가 되며, 현재 개발도상국에서 시도하고 있는 산

림녹화의 훌륭한 길잡이와 교훈이 될 것이다.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 

두 손 모아 이 기록물이 UNESCO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를 기원하자.

참고 자료: 한국의 산림녹화 과정과 의의

한국의 산림황폐는 100년 이상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일제강점기의 자원 수탈, 1945년 

해방과 1950년 한국전쟁으로 사회가 혼란한 틈을 타서 도벌과 남벌이 성행하여 산림은 극도

로 황폐화되었으며, 전국 산림면적의 58%가 민둥산으로 변했다. 초기 정부는 산림을 복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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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상당히 노력했으나 당시 열악한 경제사회적 여건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새로운 정부

의 미비한 행정력, 적은 국가 예산, 식수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낮은 인식이 주요 원인이었

다. 특히 지하자원이 부족하고 국민소득이 세계에서 최빈국에 속할 만큼 낮아서 1950년대까

지 온 국민이 임산연료에 의존하고 있었다. 정부는 석탄을 증산하고 1957년 도시에 임산연료 

반입을 금지시켰다. 또한 연료해결 없이는 산림녹화가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연료림 조성사

업과 황폐지 복구를 위한 사방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했으나 민둥산을 대상으로 한 조림사

업은 답보상태였다.

1961년 군사정부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산림녹화사업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1961년 

12월 산림법을 최초로 제정하여 산림행정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1962년 사방사업법을 만들

어 사방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963년에는 국토녹화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농촌의 인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나무를 심었다. 1966년에는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을 제

정하여 화전민 정리에 나섰다.

1967년 정부는 산림녹화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림청을 신설하여 인력을 대폭으

로 증가시켰으며, 연료림도 1년에 36만ha를 조성할 만큼 열의를 보였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의 산림황폐로 겉흙이 모두 씻겨나가고, 농민들이 낙엽을 지속적으로 긁어가서 영양분

을 상실한 산림토양에서 심은 나무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생장도 매우 저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1973년 정부는 산림청을 농림부에서 내무부로 이관하였다. 농림부에서 가

장 시급한 과제였던 식량증산정책에 묻혀 빛을 보지 못했던 산림청은 내무부로 이관되면서 

내무부의 거대한 지방행정의 조직과 재정력을 활용하고, 식수사업을 새마을운동과 연계하여 

농민 참여를 독려하고, 경찰력을 동원해 산림사범(事犯)을 엄격하게 다스렸다. 이로 인해 산

림녹화는 통치자의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내무부의 주요 국책사업으로 변신했으며, 산림청

은 당시 신설된 도의 산림국과 시군의 산림과의 지방행정 조직의 도움으로 전국 34,000개 마

을의 농민들을 동원해 식수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했다.

산림청은 1973년 야심찬 제1차 치산녹화10개년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를 6년 만에 조기 완

성하였다. 1979년 제2차 치산녹화10개년계획을 세웠으며, 1987년 이를 9년 만에 조기 완성하

였다. 결과적으로 20년간의 치산녹화계획을 15년 만에 완수했으며, 목표치보다 더 많은 205

만 ha(당시 전국 산림면적 650만 ha의 32%)에 49억 본의 나무를 심었으며, 지속적인 사방사

업으로 황폐지를 모두 복구하였다. 1992년 정부는 국토녹화가 완료되었음을 정식으로 선포

하고 기념비를 세웠다.

산림녹화가 공식적으로 완료된 이후에는 수종갱신을 위한 조림사업이 진행되었다. 1997년 

IMF 금융위기는 임업분야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동안 예산 부족

으로 방치되어 오던 조림지를 숲가꾸기사업으로 가지치기, 솎아베기, 비료주기, 등의 무육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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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실시함으로서 숲의 자원화가 촉진되었으며, 숲의 공익적 기능 즉 환경보호기능이 향상

되고 국민 복지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단 기간에 산림녹화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농촌소득증대와 농촌인구 감

소로 인해 임산연료에 대한 의존도와 산림훼손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다

음과 같이 효율적인 산림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쳤기 때문이다.

첫째, 적절한 산림관련법의 제정으로 산림행정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산림법, 사방사업법, 

국토녹화촉진을 위한 임시조치법,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 법률, 화전정리에 관한 법

률, 산림개발법, 산림조합법 등이다.

둘째, 산림행정조직의 개편이다. 산림청 신설, 산림청의 내무부 이관, 지방정부의 산림행정 

조직 강화의 일환으로 도내 산림국과 시군 산림과의 확대개편이다. 이로서 산림공무원의 무

더기 승진이 이뤄져서 산림공무원의 사명감과 사기를 높였다.

셋째, 심도 있고 효율적인 산림녹화사업의 계획 수립과 집행이다. 연료림조성사업은 산림

조합의 말단조직인 마을 단위 산림계(山林契)를 통해 활성화시켰는데, 정부는 묘목을 무상

으로 보급하고 산림계는 봄철 나무를 직접 심은 가정만이 연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제함

으로서 자조와 협동 정신을 배양하여 후에 새마을운동의 정신으로 승화되었다.

마을조림사업은 농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묘목을 정부가 무상으로 보급하

고 정신교육을 통해 식수의 중요성을 가르쳤고, 이태리포플러와 밤나무 조림의 경우 단기소

득 창출이 인센티브로 작용했다. 또한 조림지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조림지 검열관을 

다른 지역으로 멀리 보내서 정실을 배제하고 투명하게 활착률을 조사한 검목(檢木)제도를 

실시하여 활착률을 94%까지 끌어올렸다.

마을지정양묘사업은 정부가 소득을 보장해 준 대표적인 녹화사업이었다. 정부가 초기 양

묘자금을 융자해 주고 생산된 묘목을 시중가격으로 수매한 후 되돌려주어 인근 산에 조림함

으로서 나무에 대한 애착심과 활착률을 높였다. 사방사업은 농한기에 절량농가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주었으며, 총 686,000ha의 황폐지를 복구했다. 화전정리사업은 총30만 가구

(당시 농촌인구의 13%, 총인구의 6%)를 대상으로 일부는 현지 영농을 인정하고, 일부는 도

시에 정착시켜 직업 알선 등 확실한 생계수단을 마련해 주었으며, 총 8만6천ha의 산림을 복

구했다.

위와 같은 사업들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농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산림녹화

를 이끌어간 효율적인 행정에 해당하며, 요즘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

의 선구적인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산림녹화는 전국의 열악한 산촌에서 많은 인력을 필

요로 하는 거대하고 장기적인 사업이므로,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과

제이다. 위에서 언급한 한국의 산림녹화행정은 선순환적 체계를 가지고 있어 개발도상국에



96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7, 제13호

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산림녹화기록물 UNESCO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건은 지난 6월 말 문화재청의 최종 심사

에서 탈락한 반면, 4 ·19혁명과 동학혁명 기록물은 6년간의 3수를 거쳐 통과되었음을 여기

에 밝혀 둡니다. 본 산림녹화UNESCO기록유산등재추진위원회는 2019년 5월 등재를 위해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사)산지보전협회 계간지 산사랑 2017년 6월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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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구」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지구 사회 구현”을 
위한 세계 과학계의 노력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윤순창

I. 「미래지구(Future Earth)」의 탄생

지구시스템의 안정은 인류의 번영에 필수적이다. 지난 1만년 동안 안정적이던 지구 ·인간 

시스템은 최근 인간 활동에 의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의 훼손, 물질순환의 변화 등 급격히 

변하고 있고, 이제 몇 가지 요소에 대해서는 지구시스템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급락하는 

임계점(tipping points)에 근접하고 있다는 많은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인류에게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같이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국지적 위기가 순식간에 전 지구적 위기로 확산되고 정치적 안정, 경제, 교

역, 수송 등도 위협을 받게 되므로, 닥쳐올 전 지구적 및 지역적 위기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2012년 3월 런던에서 개최된 「위기의 지구(Planet Under Pressure)」라는 국제회의와 동년 

6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 지속가능 발전회의(리우+20)」에서는 당면한 지

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의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야 하며, 통합

적, 국제적, 그리고 문제 해결 지향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천명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프로

그램들을 아우르면서 정부, 연구기금, 기업, 미디어, 시민사회 등이 함께 참여해야 함을 강조하

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세계 최대의 민간 과학 기구인 국제과학연합회의(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ce: ICSU)는 국제사회과학협의회(International Social Science Council: ISSC)와 유네스코

(UNESCO),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기상기구(WMO) 등의 유엔기구와 일부 국제연구기금

과 공동으로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지구 사회로의 전환(Transformation towards Global 

Sustainability)’을 목표로 「미래지구(Future Earth)」라는 국제 공동 연구프로그램을 제창하고, 

향후 10년간 세계 과학계가 미래지구의 목표 달성에 노력을 결집하기로 선언하였다.

「미래지구」는 국제과학연합회의(ICSU)가 지난 20여 년간 지구환경변화(Global 

Environmental Change: GEC) 연구를 위해 추진해온 4개의 국제연구프로그램인 지구권 ·생

물권 연구프로그램(International Geosphere-Biosphere Programme: IGBP), 지구환경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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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간적 측면 연구프로그램(International Human Dimension Programme on Global 

Environmental Change: IHDP), 생물다양성과학 연구프로그램(International Programme on 

Biodiversity Science: DIVERSITAS) 및 세계기후연구프로그램(World Climate Research 

Programme: WCRP)을 통합 ·승계하여 하나의 대규모 국제공동연구의 틀로 새로 태어났다.

「미래지구」는 기후와 환경의 급격하고 비가역적인 변화를 극복하고, 인간 사회의 경제적, 

보건 의료적, 환경적, 교육적 혜택 및 양성의 불평등을 해소하여, 모든 사람이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세상에서 번영을 이루며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연구프로그램 및 지식체계를 아우르면서 연구커뮤니티와 사회의 이해관계자 즉, 중앙

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산업체, 연구기금, 미디어 및 시민사회 등이 초학제적(trans-

disciplinary)으로 참여하는 국제적인 연구플랫폼이다.

「미래지구」는 5개의 글로벌 허브 사무국(도쿄, 파리, 스톡홀름, 콜로라도, 몬트리올)과 4개

의 지역 센터(아시아, 유럽, 남아메리카,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발족시키고 2015년에 초대 사

무총장을 지명하면서 10년 계획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II. 미래지구(Future Earth)의 연구의제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지구 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미래지구」는 아래의 8개 핵심 도전 

목표를 설정하였다.

1. 물, 에너지, 식량의 연계: 모든 사람에게 물, 에너지, 식량을 제공한다. 또한 이 

세 요소의 상호작용이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변화에 따라 어떤 형

태로 변화하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세 요소 사이의 상승작용(synergies)과 치환비용

(trade-offs)을 관리한다.

2. 탈탄소화: 지속가능성으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정

치적 및 인간행동의 변화를 촉진하여 기후를 안정화하기 위한 사회 ·경제 시스템의 

탈탄소화를 이룬다. 동시에 기후변화의 영향과 그에 대한 인간과 생태계의 적응 반응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3. 자연자원 보호: 생물다양성, 생태계 기능 및 생태계 서비스 사이의 관계를 이해

하고, 효과적인 가치평가와 관리방법을 개발하여 인류 복지의 토대가 되는 육상, 민

물 및 해양의 자연 자산을 보호한다.

4. 건강한 도시 건설: 자원 소모를 최소화하여 도시의 환경과 삶을 향상시키고, 재해에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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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간 시설과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건강하고 회복력이 강한, 생산력 높은 도시를 건설한다. 

5. 지속가능한 시골: 토지이용, 식량 시스템 및 생태계에 대하여 기존과는 다른 새

로운 대안을 분석하고, 제도와 관리체계에 필요한 것들을 알아냄으로써, 생물다양

성, 자원 및 기후의 변화 속에서도 더 부유해지는 인구가 증가하는 지속가능한 시골(지방)의 

미래를 촉진한다. 

6. 건강 증진: 환경 변화, 오염, 병원균, 질병 매개체, 생태계 서비스 및 사람들의 생

계, 영양 및 복지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밝혀내고, 그에 따른 반응들을 알아냄으

로써 인류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7.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모든 자원의 소비가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자원 

소비를 억제하면서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방법,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과 이에 관련

된 인간의 행동의 변화를 이해함으로써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형태를 장려 

한다.

8. 사회적 회복력 강화: 전 지구적 위기에 연결된 위험들에 대한 조기경보 체제와 

적응력 높은 관리 체제(governance)를 구축하고, 효율적이고, 책임질 수 있고, 투명

성이 높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제도들을 시험 ·검증함으로써, 미래의 위협

에 대비하는 사회적 회복력(social resilience)을 강화한다.

「미래지구」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지구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Global Sustain-

ability Science)에 관심 있는 전 세계의 연구자, 연구프로젝트 및 연구기관을 포함하여 누구

나 인터넷상에서 ‘열린 네트워크(open network)’에 가입하여 국제 협력 연구를 수행할 수 있

도록 지원한다.

「미래지구」는 생지화학적 물질순환과 생물다양성으로부터 국제 거버넌스, 사회 전환에 이

르기까지 사회적 문제를 포함하여 지구환경의 변화에 관한 모든 문제를 아우르는 진정한 전 

지구적인 프로젝트이다. 미래지구 연구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 지향적이며,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지구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미래지구」는 인문학,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간의 학제간(interdisciplinary) 협력과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초학제적(trans-disciplinary) 협력으로 연구의 초기 설계부터 연구의 

수행 및 연구 결과의 보급까지 전 과정에 연구자와 사회의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설계

(co-design)하고,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co-production)하고, 공동으로 연구 결과를 제공

(co-delivery)하는 새로운 방법의 연구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미래지구」는 아래의 9개 핵심 분야에 ‘지식 실천 네트워크(Knowledge-Action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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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s)’를 구축하여 연구자, 연구프로젝트, 연구기관 및 사회의 이해당사자 누구나 가입하여 

국제 협력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1) 물 ·에너지 ·식량의 연계(Water-Energy-Food Nexus)

(2) 건강(Health)

(3) 도시(Cities)

(4) 자연 자산(Natural Assets)

(5)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6) 지속가능한 지구 사회로의 전환(Transformations towards Sustainability)

(7) 해양(Oceans)

(8) 금융 ·경제(Finance and Economics)

(9) 재해 ·위험(Disaster Risk)

「미래지구」는 위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62개의 

구체적인 세부 전략연구의제(Strategic Research Agenda: SRA)를 발표하였다. 62개의 세부 전

략연구의제는 다음의 웹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http://www.futureearth.org/sites/default/files/strategic_research_agenda_2014.pdf

「미래지구」의 연구의제들은 아래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다.

•   지구환경은 왜 변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   지구환경변화는 인간의 번영과 삶의 다양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인간은 어떻게 지구환경변화에 따른 위험과 취약성을 완화하고 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강

화시킬 수 있는가?

•   인류의 번영과 공정한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는가?

「미래지구」의 전략연구의제(SRA)들은 아래의 세 개의 대의제로 분류되어 있다. 

(1) 역동적인 지구(Dynamic Planet)

‘역동적인 지구’의 연구의제는 지구 현상을 관측하여 자연 현상과 인간 활동에 의해 지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하고, 변동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둔다. 급격하고 비가역적 

지구환경변화를 관측하고 모델링하기 위한 모든 연구 주제와 과제가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이 

연구의제는 현재 지구의 상태와 변화 경향의 평가 및 극한 현상, 취약성, 한계 등에 대한 조기 

경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최고 수준의 과학적 정보의 생산을 근본 목표로 하고 있다.

(2)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한 발전’의 연구의제는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의 삶의 질과 사회 발전사이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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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제의 세부 연구주제는 개

발 문제에 전 지구적 환경 변화에 관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초점을 두고 과학과 인간 

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인식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 지구환경변화에 대한 

중요한 지식은 환경의 악화나 생물 다양성 훼손, 지구시스템의 불안정을 최소화하면서 인류의 

안전, 충분한 식량, 식수, 에너지, 건강, 주거 및 다른 생태학적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지구 사회로의 전환(Transformation towards Global Sustainability)

‘지속가능한 지구 사회로의 전환’의 연구의제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미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구 변화에 대해 현재 대응하고 있는 수준을 능가하는, 더 근본적이고 혁신적이며 장

기적인 대응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다.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어떠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어떻게 달성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큰 지식의 공백이 있다. 「미래지구」는 정

치적, 경제적, 문화적 변화를 포함한 전환 목표를 이해하고, 수행하며 평가하는 지식을 발전시

켜 나갈 것이다. 이러한 전환 목표에는 지구환경변화와 그 영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조직 

및 개인 생활의 변화와 기술혁신 등이 포함된다.

「미래지구」는 세계 각국이 그 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전통과 관습 및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

하여 각국의 우선순위 전략연구의제(SRA)를 개발하도록 권장한다. 

III.   일본의 지속가능성학(Sustainability Science) 연구와 미래지구(Future 
Earth) 리더십

1. 일본의 지속가능성학(Sustainability Science) 연구

일본 정부는 지구 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장기적인 문제들을 기존의 학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2001년에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학제간(interdisciplinary) 협력 

연구를 위해 총합지구환경학연구소(Research Institute for Humanity and Nature: RIHN)를 

교토에 설립하고 지구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사회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성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지속가능성학(Sustainability Science)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세계 최

초로 개발하여 동경대학교에 지속가능성학연대연구기구(Integrated Research System for 

Sustainability Science: IR3S)를 설립하고, 2007년에는 지속가능성학 석 ·박사 대학원 과정을 

세계 최초로 개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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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학연대연구기구(IR3S)는 동경대학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 지원

하기 위해 총장 직속기구로 설립한 국제고등연구소(University of Tokyo Institute for 

Advanced Studies: UTIAS)에 두 번째 연구기구로 등록되어(2013년), 카블리 수학물리연계우

주연구기구(Kavli Institute for the Physics and Mathematics of the Universe)와 함께 동경대

가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 분야로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동경대학은 2011년부터는 문부과학성 박사과정 교육 선도 프로그램에 채택되어 지

속가능성학 글로벌 리더 양성 대학원 프로그램(GPSS-GLI)을 통하여 이 분야 연구의 추진, 사

회 연계, 국제 메타 네트워크의 형성과 함께 세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당하는 차세대 리더 육

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동경대학 대학원 신영역창성과학연구과 웹사이트: http://www.k.u-

tokyo.ac.jp/). 

2. 일본의 미래지구(Future Earth) 리더십

일본은 선제적인 지속가능성학 연구로 국제과학연맹이사회(ICSU)의 미래지구(Future 

Earth) 설립 초기부터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2013년 3월부터 문부과학성은 일본의 미래지

구 추진 전략을 짜기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국제과학연합회의(ICSU) 회원인 일본학술

회의(Science Council of Japan: SCJ)와 공동으로 일본의 미래지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013년 6월에 첫 미래지구 공개포럼을 개최하였고, 8월에는 일본학술회의(한국

과학기술한림원의 카운터파트)에 「미래지구 일본위원회」를 구성하여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동년 10월에는 총합지구환경학연구소(Research Institute for Humanity and Nature: RIHN)

에 추진그룹이 편성되어 미래지구 일본위원회와 사무국 구성 준비에 들어갔으며, 10월 말과 

12월에 문부과학성과 일본학술회의가 공동으로 「미래지구 초학제적 연구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2014년 7월에는 「미래지구」 본부(프랑스 파리 소재)가 지정하는 5개의 글로벌 허브 중 하

나(도쿄허브)로  선정되었고, 총합지구환경학연구소는 4개의 「미래지구」 지역 센터 중 하나

인 아시아센터로 선정되어, 유일하게 「미래지구」의 글로벌 허브 사무국과 지역 센터를 모두 

유치한 국가가 되어 국제 미래지구 프로그램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http://www.

futureearth.org/asiacentre/).

일본의 「미래지구」를 총괄하는 일본학술회의(SCJ)는 2017년 9월15일에 일본의 미래지구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Future Earth in Japan)를 정식으로 출범시켜 일본의 미

래지구 연구 활성화와 국제과학연합회의, 국제사회과학협의회, 아시아과학한림원연합회

(AASSA), 국제한림원연대(IAP) 등의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미래지구 일본



2부  칼럼    103

위원회는 총합지구환경연구소(RIHN)를 중심으로 학제간 협력과 사회의 이해관계자들과 공

동기획(co-design)으로 약 2년 반의 연구기간을 거쳐 2017년 3월에 일본의 미래지구 전략연

구의제( JSRA) 107개를 10개의 테마로 분류하여 발표하였다.(http://www.chikyu.ac.jp/

activities/related/etc/fe_img/JSRA2016.pdf)

한편, 일본총리가 주관하는 일본과학기술혁신심의회는 경제 ·사회적 과제의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대책으로 「미래지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국가과학기술혁신 종합전략 5

개년계획(2016~2021)」에 지구시스템 관측기술과 예측기술의 고도화를 통한 지구환경정보플

랫폼의 구축,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수력과 수자원의 활용, 연구커뮤니티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초학제적 연계와 협력 등의 사업을 「미래지구」의 틀을 활용하여 추진하도록 

명시하였다.

IV.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세상」의 구현을 위한 우리나라 정부와 대학의 
역할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통령직속기구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가 있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기능이 많이 약화되었다. 이 

위원회들의 역할은 주로 기후변화협약 대응 저탄소 산업구조에 치중한 것 같고, 지구 환경 

변화가 가져올 복잡하고 장기적인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

다.

「미래지구」는 지구환경의 지속가능성만이 아니라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여 모든 사람이 

공정한 세상에서 번영하며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2016~2030)를 달성하기 위한 세계 과학계의 공동

의 목표이며, 향후 10년간 과학기술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 정부가 추구해야 할 이 시대 최

고의 가치이며 목표이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안정된 지구시스템과 공정한 세상에서 인류가 번영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며, 이 시대의 지구인이면 누구나 최고의 가치로 추구해야 할 덕목이다. 지속가

능성은 교육 현장이나 산업 현장에서도 최고의 가치로 인식되어야 한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에 관한 뜨거운 관심도 세칭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신기술로 알려진 인공지능, 로봇,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 빅데이타 등의 기술혁신이 과연 인류 사회의 번영에 긍정적으

로 기여할 것인지 혹은 인류 사회의 재앙이 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 기술혁신의 최종 목표

가 인류의 지속가능성으로 설정될 때 그 기술의 가치가 빛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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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사랑받는 신기술은 기업의 이익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정부는 가칭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로 설치하여 과학기

술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최고의 가치로 인식하

고 모든 이가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세상에서 번영하며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제 

사회에서도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적극 협력하여 문화국가로서의 리더십

을 발휘할 수 있기 바라며, 서울대학교에도 하루 속히 지속가능성학(Sustainability Science) 

대학원 과정이 개설되어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여 국제사회에서 문화국가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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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해는 말이 없다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김제완

프롤로그

1960년대로 기억된다. 그 당시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곧 마칠 무렵 나는 장화같이 

생긴 이탈리아 남단의 끝에 있는 시실리섬(Sicily) 에리체(Erice)의 하계학교에 참석한 적이 

있다. 그 하계학교는 젊은 연구자(박사과정학생 포함)를 위하여 원자핵 속에 들어 있는 ‘소립

자’(Elementary particle)에 대한 강의를 하는 하계학교였다. 에또오레 마조라나(Ettore 

Majorana) 하계학교 또는 그냥 에리체강의라고도 하는 이 과정은 젊은 박사연구원들이 최신 

물리 이론을 소개받는 참 유익한 계절 학교였다.

그때 처음 ‘에또오레’라는 이름에 접했지만 별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드렸다. 그런데 뒤에 알

게 되었지만 그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천재였으며 32세의 젊은 나이에 지중해 해변에서 행방

이 묘연해진 사람이었다. 원자력의 기초가 되는 원자핵물리를 개발한 전설의 과학자인줄 그

때는 몰랐었다.

에또오레는 시실리섬 카타니아라는 소도시에서 태어났다. 집안은 잘 살았으며 그의 삼촌

<그림 1> 에또오레 마조라나와 그의 노트 <그림 2> 카타니아시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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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4)

지중해는 말이 없다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김제완

프롤로그
  1960년대로 기억된다. 그 당시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곧 마칠 무렵 나는 
장화같이 생긴 이태리 남단의 끝에 있는 시실리섬(Sicily) 에리체(Erice)의 하계학교에 
참석한 적이 있다. 그 하계학교는 젊은 연구자(박사과정학생포함)를 위하여 원자핵 속
에 들어있는 “소립자”(Elementary particle)에 대한 강의를 하는 하계학교 이었다. 에또
오레 마조라나(Ettore Majorana) 하계학교 또는 그냥 에리체강의라고도 하는 이 과정
은 젊은 박사연구원들이 최신 물리 이론을 소개받는 참 유익한 계절 학교였다.
  그때 처음 “에또오레”라는 이름에 접했지만 별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드렸다. 그런데 
뒤에 알게 되었지만 그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천재였으며 32세의 젊은 나이에 지중해 
해변에서 행방이 묘연해진 사람이었다. 원자력의 기초가 되는 원자핵물리를 개발한 
전설의 과학자인줄 그때는 몰랐었다.
  에또오레는 시실리섬 카타니아라는 소도시에서 태어났다. 집안은 잘 살았으며 그의 
삼촌인 뀌리노 마조라나 역시 물리학자였다. 어릴 때부터 수학에서 천재성을 나타냈
으나 퍽 내성적이어서 책상 밑에 숨어 수학문제를 풀곤 했다고 한다.

<그림 1> 에또오레 마조라나와 그의 노트 <그림 2> 카타니아시 광장

  시실리섬은 마피아 원조의 본거지라고도 알려져 있지만 인심좋고 이태리사람 특유
의 다혈질이 판을 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시실리 사람들과는 달리 에또오레는 혼
자 지내기를 좋아하는 조용한 아이였다. 에또오레의 내성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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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뀌리노 마조라나 역시 물리학자였다. 어릴 때부터 수학에서 천재성을 나타냈으나 퍽 내성

적이어서 책상 밑에 숨어 수학문제를 풀곤 했다고 한다.

시실리섬은 마피아 원조의 본거지라고도 알려져 있지만 인심좋고 이탈리아 사람 특유의 

다혈질이 판을 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시실리 사람들과는 달리 에또오레는 혼자 지내기를 

좋아하는 조용한 아이였다. 에또오레의 내성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에또오레의 구슬

어느 날 그는 오래된 헌 마루가 깔려 있는 아버지의 공방(혼자 기구도 조립하고 여유있는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영어로는 den으로 표현되는 방을 말한다)에서 혼자 놀고 있었다. 오래

된 마루에는 벌레구멍도 있었고 벌어진 곳이 있어서 어두운 마루 밑이 보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어두운 마루 밑에서 무엇인가 동그란 구슬 같은 것이 보였다. 희미한 빛을 반사하

는 이 구슬이 너무나 신비하고 탐스러워 그 구슬을 끄집어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마루의 

구멍은 크지 않아서 어린 에또오레의 고사리 같은 손조차 들어 갈 수 없었다. 그저 겨우 새끼

손가락 둘 정도가 여유있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 크기였다. 그러나 에또오레의 작은 새끼손

가락은 그 구슬에 그저 닿을 듯 말 듯 하였기에 끄집어 낼 수는 없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는 구슬을 끄집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봤다. 그는 양쪽 손의 새끼손가락의 손톱

을 기르기로 마음먹었다. 손톱이 충분히 길어지면 두 새끼손가락을 구멍에 집어넣어 마치 집

게로 집듯이 구슬을 잡아끌어 올리기로 했다. 가족 누구에게도 아무말도 없이 한달 동안 손

톱을 길렀다. 새끼손가락을 집어넣어 그 구슬을 집어 올리려는 계획이 드디어 성공하는 날이 

찾아왔다. 구슬이 두 손톱에 끼어서 집어올려질 때 그는 가슴 벅찬 흥분과 기대감에 휩싸였

다. 드디어 구슬이 마루의 구멍을 통과하고 에또오레의 손에 들어왔다. 그러나 그 순간 그 신

비했던 그 구슬도 자기가 매일 가지고 친구들과 구슬치기를 하던 그 구슬과 다름없는 평범

한 그런 것이었다. 에또오레가 한달 동안 꿈꾸었던 그 신비한 구슬의 이미지는 구름처럼 사

라졌다.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구슬을 어두운 마루 밑으로 다시 떨어뜨리고 가족

들 아무에게도 그런 일을 말조차 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에또오레의 성격의 일면을 잘 말해주고 있으며 그는 뒤에 과학자가 되고도 문

제를 풀고 자기가 이해하고 알게 되면 그 흔적을 없애기도 했다. 아마 그런 습성도 이때부터 

싹 튼 것 같다.



2부  칼럼    107

원자력과 에또오레

그는 17세의 어린나이로 로마대학에 들어가서 22세의 젊은 

나이에 벌써 ‘원자스펙트럼’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런 활동이 원자력의 아버지로 알려진 엔리코 페르미

(Enrico Fermi 1901~1954, 1938년 노벨상수상)의 눈에 들어

왔고 에또오레는 그때부터 페르미와 함께 일하게 되었다. 훗

날 페르미가 세계최초의 제어된 원자력 즉 원자력을 에너지

화하는데 성공한 시카고대학에서의 연구 기반도 이때 이루어

졌다고 봐야겠다.

1920년대 이었던 로마대학 시절에는 원자력발전의 불씨인 

중성자도 아직 발견되지도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다.(양성자

와 무게가 거의 같지만 전기를 띄지 않고 있다. 양성자와 더

불어 모든 원자핵을 이루는 요소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탄소

의 원자핵은 6개의 양성자와 6개의 중성자로 되어 있다.)

뉴질랜드 태생인 러더퍼드(Rutherford)가 태양계처럼 구성된 원자모형을 내놓았고 퀴리부

인 (Madam Curie)이 발견한 방사성 원소 라듐을 이용하여 무거운 원소들의 방사성을 연구

하고 있을 때였다.

그때 퀴리부인의 딸 이레네 퀴리(Irene Curie, 1936년 노벨화학상 수상)와 그 남편이 어머

니의 뒤를 이어 무거운 원소들을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그들의 결론은 전기를 띄지 않

는 중성입자에 의하여 양성자(수소의 원자핵이 되고 있는 +전기를 가진 입자)가 튀어나오면

서 일어난다는 결론이었다. 그 당시 알려진 기본입자는 양성자, 전자 그리고 광량자(감마선

이나 빛 같은 전파에너지의 알갱이)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그런 반응을 유발한 것은 광

량자라고 결론지었다. 

에또오레는 이 말을 듣고 그들의 연구논문을 보고 그렇지 않다는 반론을 곧 제시했다. 무

거운 원소에서 양성자정도 무거운 입자를 차 내어서 다른 원소가 되고 질량의 변화가 일어날 

정도라면 무게조차 없는 가벼운 감마선 알갱일 수는 없다. 광량자처럼 무게가 없는 입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그는 양성자와 무게가 비슷한 중성입자 즉 전기를 띄지 않는 

양성자 정도의 질량을 가진 새로운 입자가 있어야만 무게가 비슷한 양성자 같은 입자를 밀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때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중성자를 예언한 것이고 훗날 중성

자는 원자력을 일으키는 불씨역할을 하게 된다.

페르미는 에또오레의 이런 주장을 듣자 곧 논문으로 쓰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어린 시절 

<그림 3>   엔리코 페르미(1938년 

노벨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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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엔리코 페르미(1938년 노벨상수상)
  

  1920년대 이었던 로마대학 시절에는 원자력발전의 불씨인 중성자도 아직 발견되지
도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다.(양성자와 무게가 거의 같지만 전기를 띄지 않고 있다. 양성자
와 더불어 모든 원자핵을 이루는 요소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탄소의 원자핵은 6개의 양성자와 
6개의 중성자로 되어있다.)
  뉴질랜드 태생인 러더퍼드(Rutherford)가 태양계처럼 구성된 원자모형을 내놓았고 
퀴리부인 (Madam Curie)이 발견한 방사성 원소 라듐을 이용하여 무거운 원소들의 
방사성을 연구하고 있을 때였다.
  그때 퀴리부인의 딸 이레네 퀴리(Irene Curie, 1936년 노벨화학상 수상)와 그 남편
이 어머니의 뒤를 이어 무거운 원소들을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그들의 결론은 
전기를 띄지 않는 중성입자에 의하여 양성자(수소의 원자핵이 되고 있는 +전기를 가
진 입자)가 튀어나오면서 일어난다는 결론이었다. 그 당시 알려진 기본입자는 양성자, 
전자 그리고 광량자(감마선이나 빛 같은 전파에너지의 알갱이)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
들은 그런 반응을 유발한 것은 광량자라고 결론지었다. 
  에또오레는 이 말을 듣고 그들의 연구논문을 보고 그렇지 않다는 반론을 곧 제시했
다. 무거운 원소에서 양성자정도 무거운 입자를 차 내어서 다른 원소가 되고 질량의 
변화가 일어날 정도라면 무게조차 없는 가벼운 감마선 알갱일 수는 없다. 광량자처럼 
무게가 없는 입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그는 양성자와 무게가 비슷한 중
성입자 즉 전기를 띄지 않는 양성자 정도의 질량을 가진 새로운 입자가 있어야만 무
게가 비슷한 양성자 같은 입자를 밀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때까지 발견되
지 않았던 중성자를 예언한 것이고 훗날 중성자는 원자력을 일으키는 불씨역할을 하
게 된다.
  페르미는 에또오레의 이런 주장을 듣자 곧 논문으로 쓰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어린 
시절 그 고생을 하고 끄집어낸 구슬을 도로 넣었듯이 그는 이런 중요한 일을 논문으
로 남기지 않았다. 그 몇 년 뒤 에또오레와 같은 논리를 써서 체드윅(J.Chadwick)이 
중성자 발견을 주장하여 노벨상을 받게 된다. 그는 페르미로부터 그 천재성을 인정받
아 1937년 31세의 젊은 나이로 나폴리대학의 정교수로 초대받게 된다. 나폴리대학으
로 떠나기 전에 에또오레는 새로 발견된 중성자를 써서 페르미와 함께 많은 일을 했
다. 
  페르미는 중성자를 써서 무거운 원소들을 폭격하여 온갖 방사성 동위원소를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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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고생을 하고 끄집어낸 구슬을 도로 넣었듯이 그는 이런 

중요한 일을 논문으로 남기지 않았다. 그 몇 년 뒤 에또오레

와 같은 논리를 써서 체드윅( J. Chadwick)이 중성자 발견을 

주장하여 노벨상을 받게 된다. 그는 페르미로부터 그 천재성

을 인정받아 1937년 31세의 젊은 나이로 나폴리대학의 정교

수로 초대받게 된다. 나폴리대학으로 떠나기 전에 에또오레

는 새로 발견된 중성자를 써서 페르미와 함께 많은 일을 했

다. 

페르미는 중성자를 써서 무거운 원소들을 폭격하여 온갖 

방사성 동위원소를 만들어냈다. 특히 느린중성자가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에 아주 효과적이라는 것도 그때 발견하여 페르미는 1938년도 노벨상을 받게 

된다.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나오는 중성자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튀어 나오는데 이를 물속에

서 생성하면 물 분자에 있는 수소핵인 양성자와 충돌하여 중성자의 속도가 가장 효과적으로 

감속된다는 것도 이때 알게 되었다. 

그들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생산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실험장치 자체를 로마대학 분수대 

물속에 설치하여 실험을 하게 되었고 그 실험장치를 crocodile 즉 악어라는 애칭으로 불렀다. 

훗날 페르미가 시카고 대학에서 제어된 연쇄반응에 성공하여 원자력발전의 기틀을 만든 것

도 이때의 노하우(Know-How)가 큰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에또오레는 그 이외에도 과학역사에 길이 남는 두 가지 일을 하였다. 첫째 일은 ‘중성미자’ 

또는 ‘뉴트리노’라는 이름을 가지는 작은 소립자에 관한 일이었다.(이태리 말에 no를 끝에 붙

이면 작다는 뜻이 된다고 한다. 중성자 neutron에 no를 붙인 neutrino는 작은중성자라는 뜻

으로 중성미자라고 번역되었다.)

빛은 원자속의 전자가 이동하거나 전기를 띈 물체가 움직일 때 나온다. 좀 어려운 이야기

지만 태양을 예로 들어보자. 태양 속에서는 수소들이 융합하여 에너지를 생성하고 있다. 그 

핵융합으로 생기는 막대한 에너지가 밖으로 전달되면서 태양표면을 6,000도 정도의 이온화

된 가스로 변화시킨다. 이때 전자가 움직이고 이온화된 원자의 변화가 생기므로 빛이 나온

다. 그런데 원자핵이 변화하면 앞에 말한 중성미자가 나오게 된다. 원자의 변화에서 나오는 

것이 빛이고 원자핵의 변화가 방출 하는 것이 ‘중성미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중성미

자’는 제3의 빛이라고도  할 수 있다.(자연광을 제1의 빛, 레이저를 제2의 빛이라고 할 때 중성

미자는 제3의 빛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제3의 빛 중성미자는 빛의 알갱이인 광량자보다도 훨씬 더 많이 태양에서 날아오고 있

다. 태양으로부터 약 2,000만 개의 빛의 알갱이인 광량자가 매 초당 지구표면의 1cm²의 면적

<그림 4> ‘악어’ 장치가 있는 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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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다. 특히 느린중성자가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에 아주 효과적이라는 것도 그때 발견
하여 페르미는 1938년도 노벨상을 받게 된다.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나오는 중성자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튀어 나오는데 이를 물속에서 생성하면 물 분자에 있는 수소핵인 
양성자와 충돌하여 중성자의 속도가 가장 효과적으로 감속된다는 것도 이때 알게 되
었다. 

그들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생산을 효율화하기 위
하여 실험장치 자체를 로마대학 분수대 물속에 설
치하여 실험을 하게 되었고 그 실험장치를 
crocodile 즉 악어라는 애칭으로 불렀다. 훗날 페
르미가 시카고 대학에서 제어된 연쇄반응에 성공
하여 원자력발전의 기틀을 만든 것도 이때의 노하
우(Know-How)가 큰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에또오레는 그 이외에도 과학역사에 길이 남는 
두 가지 일을 하였다. 첫째 일은 “중성미자” 또는 <그림 4> ‘악어’장치가 있는 분수>

  

“뉴트리노”라는 이름을 가지는 작은 소립자에 관한 일이었다.(이태리 말에 no를 끝에 붙
이면 작다는 뜻이 된다고 한다. 중성자 neutron에 no를 붙인 neutrino는 작은중성자라는 뜻으
로 중성미자라고 번역되었다.)
  빛은 원자속의 전자가 이동하거나 전기를 띈 물체가 움직일 때 나온다.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태양을 예로 들어보자. 태양 속에서는 수소들이 융합하여 에너지를 생성
하고 있다. 그 핵융합으로 생기는 막대한 에너지가 밖으로 전달되면서 태양표면을 
6,000도 정도의 이온화된 가스로 변화시킨다. 이때 전자가 움직이고 이온화된 원자의 
변화가 생기므로 빛이 나온다. 그런데 원자핵이 변화하면 앞에 말한 중성미자가 나오게 
된다. 원자의 변화에서 나오는 것이 빛이고 원자핵의 변화가 방출 하는 것이 ‘중성미자’
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중성미자’는 제3의 빛이라고도  할 수 있다.(자연광을 제1
의 빛, 레이저를 제2의 빛이라고 할 때 중성미자는 제3의 빛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제3의 빛 중성미자는 빛의 알갱이인 광량자보다도 훨씬 더 많이 태양에서 날아
오고 있다. 태양으로부터 약 2,000만개의 빛의 알갱이인 광량자가 매 초당 지구표면
의 1cm²의 면적에 날아오는데 제3의 빛인 중성미자는 약 100억개 정도가 날아오고 
있다. 빛은 눈에 보이고 잡히지만 제3의 빛인 중성미자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
도 않는다. 그래서 우리들이 못 느끼고 있지만 태양은 이 제3의 빛을 끊임없이 쏟아 
붓고 있다. 이런 중성미자가 자기 자신인 동시에 자기의 반입자라는 이론을 에또오레
는 제시했다.(마치 수컷인 동시에 암컷인 양성동물처럼) 획기적인 이론이고 지금도 그 
깊은 뜻을 이해하려는 연구를 하고 있다. 자기 업적을 기록하는데 소극적인 에또오레
는 이렇게 중요한 이론을 논문으로 쓰지 않았다. 페르미는 논문으로 쓰라고 권해도 
보고 야단도 쳐보았지만 (페르미는 에또오레보다 5살 연상이고 지도교수였다) 소용이 
없었다. 답답해진 페르미는 자기 손으로 에또오레의 중성미자이론을 써서 에또오레의 
이름으로 학술지에 게재 하였다. (자기 학생의 업적을 학생의 이름은 빼고 자기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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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날아오는데 제3의 빛인 중성미자는 약 100억개 정도가 날아오고 있다. 빛은 눈에 보이고 

잡히지만 제3의 빛인 중성미자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리들이 못 

느끼고 있지만 태양은 이 제3의 빛을 끊임없이 쏟아 붓고 있다. 이런 중성미자가 자기 자신인 

동시에 자기의 반입자라는 이론을 에또오레는 제시했다.(마치 수컷인 동시에 암컷인 양성동

물처럼) 획기적인 이론이고 지금도 그 깊은 뜻을 이해하려는 연구를 하고 있다. 자기 업적을 

기록하는데 소극적인 에또오레는 이렇게 중요한 이론을 논문으로 쓰지 않았다. 페르미는 논

문으로 쓰라고 권해도 보고 야단도 쳐보았지만 (페르미는 에또오레보다 5살 연상이고 지도

교수였다) 소용이 없었다. 답답해진 페르미는 자기 손으로 에또오레의 중성미자이론을 써서 

에또오레의 이름으로 학술지에 게재 하였다.(자기 학생의 업적을 학생의 이름은 빼고 자기 

이름으로만 발표하는 한심한 과학자들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중성미자와 중성자는 원자력의 핵심을 이루는 소립자들임은 잘 알려져 있다. 우라늄 235

를 중성자로 때리면 둘로 갈라지면서 2개 이상의 중성자가 나온다. 그것이 다시 우라늄을 분

열시켜서 연쇄반응이 일어난다. 우라늄이 원자력의 원료라면 중성자는 불씨에 해당하고 중

성미자는 그런 반응에서 나오는 빛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에또오레는 원자력발전의 

3대요소의 개념을 확고하게 하는 이론을 제공한 셈이 된다. 에또오레의 천재성을 알고 있는 

페르미교수는 32세의 에또오레 마조라나를 나폴리대학의 정교수로 추천하면서 이렇게 언급

했다고 한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물리학자가 있다.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그냥 논문이나 쓰고 연구

를 한다. 그러나 과학의 발전에 이렇다 할 도움을 크게 주지 못하는 대부분의 교수들과 연구

자들은 이 부류에 속한다. 그 다음은 아주 작은 비율의 물리학자 이지만 과학의 발달에 도움

<그림 5> LHC 공중사진

오른쪽에 보이는 제네바공항 활주로와 비교하면 그 

크기를 알 수 있다.

<그림 6> LHC의 검출기

중간에 서있는 사람의 크기와 비교하면 그 크기가 

짐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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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LHC 공중사진
오른쪽에 보이는 제네바공항 활주로와 

비교하면 그 크기를 알 수 있다

<그림 6> LHC의 검출기
중간에 서있는 사람의 크기와 비교하면 

그 크기가 짐작 된다

  

  에또오레의 천재성은 곳곳에서 그 모습을 보인다. 그가 개발한 제3의 빛에 해당하
는 중성미자는 그의 예견대로 빛이 볼 수 없는 곳을 꿰뚫어지게 볼 수 있는 망원경으
로 실현되었다. 중성미자망원경이라고 하는 이 장치는 가깝게는 일본에도 있다. 일본 
오사카(大阪:일본 제2의 큰 도시)에서 기차를 타고 약 한시간거리에 있는 작은 도시 
가미오까를 배경으로 하는 폐쇄된 아연탄광에 설치되어있다. 경제수지가 맞지 않아서 
폐광이 된 이 가미오까 탄광의 산 정상으로부터 1km지하에 있고 산 옆을 뚫어 
1.5km들어간 곳에 있다. 이렇게 모든 빛과 전파로부터 차단된 지하에 설치된 이 망

원경은 밤에 땅속에서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태양의 
내부를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망원경이다.
  이러한 천재성으로서 장래를 내다볼 능력을 가진 
천재 에또오레가 원자력 발전을 예견했으리라는 상상
은 쉽게 할 수 있다. 그는 원자력에 대해서 어떤 생
각을 했을까? 구체적인 생각을 뒷받침 할 자료는 없
다. 그러나 그의 천재성으로 미루어 볼 때 예견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림 7> 중성미자망원경 내부

<그림 8> 제3의 빛으로 본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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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페르미는 자기는 이에 속하는 과학자 그룹이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노벨상을 수상할만한 업적을 이루어낸 사람들을 지목하고 있었다.)

그런데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킨 갈릴레이나 뉴턴 같은 천재는 셋째 클래스에 속하는데 에

또오레는 그중의 한 사람이다. 페르미는 그 뒤에도 에또오레의 천재성을 여러 번 언급했다. 

그의 천재적 식견은 1930년대에 이르러 예상조차 못했던 깊은 이론으로 나타난다. 그 당시로

서는 거의 그 유래를 볼 수 없을 정도의 고급수학을 써서 오늘날에 와서야 그 진가를 알아볼 

수 있게 될 내용들이 담긴 “임의의 ‘스핀’ 상태의 상대론적 표현”이라는 듣기에도 어려운 제

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 논문은 최초로 초대칭성(supersymmetry)과 자발적 대칭성의 파괴

(spontaneous symmetry breaking)라는 어려운 개념의 힌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개념은 

1970년대 후반기에 와서 소립자 물리학 발달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전 세계가 힘을 모아 100조원의 자금을 모아 스위스에 건설한 엘에이치시(L.H.C: Large 

Hadron Collider)라는 거대기기(지하 130m 속에 있고 27km 둘레의 가속기라는 장치로서 원

자핵을 파괴하여 물질의 기본을 연구하는 기기이다.)를 써서 에또오레가 제시한 이론의 진위

를 알려는 노력이 지금 진행 중이다.

에또오레의 천재성은 곳곳에서 그 모습을 보인다. 그

가 개발한 제3의 빛에 해당하는 중성미자는 그의 예견대

로 빛이 볼 수 없는 곳을 꿰뚫어지게 볼 수 있는 망원경

으로 실현되었다. 중성미자망원경이라고 하는 이 장치는 

가깝게는 일본에도 있다. 일본 오사카(大阪: 일본 제2의 

큰 도시)에서 기차를 타고 약 한시간거리에 있는 작은 도

시 가미오까를 배경으로 하는 폐쇄된 아연탄광에 설치되

어있다. 경제수지가 맞지 않아서 폐광이 된 이 가미오까 

탄광의 산 정상으로부터 1km 지하에 있고 산 옆을 뚫어 

1.5km 들어간 곳에 있다. 이렇게 모든 빛과 전파로부터 

차단된 지하에 설치된 이 망원경은 밤에 땅속에서 지구

의 반대편에 있는 태양의 내부를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망원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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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또오레가 원자력 발전을 예견했으리라는 상상은 쉽게 

할 수 있다. 그는 원자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구체적인 생각을 뒷받침 할 자료는 없다. 그러나 그의 천

재성으로 미루어 볼 때 예견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림 7> 중성미자망원경 내부

<그림 8> 제3의 빛으로 본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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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LHC 공중사진
오른쪽에 보이는 제네바공항 활주로와 

비교하면 그 크기를 알 수 있다

<그림 6> LHC의 검출기
중간에 서있는 사람의 크기와 비교하면 

그 크기가 짐작 된다

  

  에또오레의 천재성은 곳곳에서 그 모습을 보인다. 그가 개발한 제3의 빛에 해당하
는 중성미자는 그의 예견대로 빛이 볼 수 없는 곳을 꿰뚫어지게 볼 수 있는 망원경으
로 실현되었다. 중성미자망원경이라고 하는 이 장치는 가깝게는 일본에도 있다. 일본 
오사카(大阪:일본 제2의 큰 도시)에서 기차를 타고 약 한시간거리에 있는 작은 도시 
가미오까를 배경으로 하는 폐쇄된 아연탄광에 설치되어있다. 경제수지가 맞지 않아서 
폐광이 된 이 가미오까 탄광의 산 정상으로부터 1km지하에 있고 산 옆을 뚫어 
1.5km들어간 곳에 있다. 이렇게 모든 빛과 전파로부터 차단된 지하에 설치된 이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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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쉽게 할 수 있다. 그는 원자력에 대해서 어떤 생
각을 했을까? 구체적인 생각을 뒷받침 할 자료는 없
다. 그러나 그의 천재성으로 미루어 볼 때 예견하고 
있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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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제3의 빛으로 본 태양

- 6 -

<그림 5> LHC 공중사진
오른쪽에 보이는 제네바공항 활주로와 

비교하면 그 크기를 알 수 있다

<그림 6> LHC의 검출기
중간에 서있는 사람의 크기와 비교하면 

그 크기가 짐작 된다

  

  에또오레의 천재성은 곳곳에서 그 모습을 보인다. 그가 개발한 제3의 빛에 해당하
는 중성미자는 그의 예견대로 빛이 볼 수 없는 곳을 꿰뚫어지게 볼 수 있는 망원경으
로 실현되었다. 중성미자망원경이라고 하는 이 장치는 가깝게는 일본에도 있다. 일본 
오사카(大阪:일본 제2의 큰 도시)에서 기차를 타고 약 한시간거리에 있는 작은 도시 
가미오까를 배경으로 하는 폐쇄된 아연탄광에 설치되어있다. 경제수지가 맞지 않아서 
폐광이 된 이 가미오까 탄광의 산 정상으로부터 1km지하에 있고 산 옆을 뚫어 
1.5km들어간 곳에 있다. 이렇게 모든 빛과 전파로부터 차단된 지하에 설치된 이 망

원경은 밤에 땅속에서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태양의 
내부를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망원경이다.
  이러한 천재성으로서 장래를 내다볼 능력을 가진 
천재 에또오레가 원자력 발전을 예견했으리라는 상상
은 쉽게 할 수 있다. 그는 원자력에 대해서 어떤 생
각을 했을까? 구체적인 생각을 뒷받침 할 자료는 없
다. 그러나 그의 천재성으로 미루어 볼 때 예견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림 7> 중성미자망원경 내부

<그림 8> 제3의 빛으로 본 태양



2부  칼럼    111

사라진 에또오레

내성적인 천재 에또오레는 나폴리 대학교수로 있으면서 건강이 그렇게 좋지 못하였다. 

1938년 이른 봄에 그는 혼자 휴가를 떠났다. 그러던 어느 날 나폴리 대학의 물리연구소 소장

이던 안토니오 까레리(Antonio Carelli) 교수에게 한 장의 편지가 날라들었다. 1938년 3월 25

일에 발송된 그 편지에서 에또오레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갑자기 없어져서 자취를 감추더라도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자취를 감추면 

대학에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서 자취를 감추려는 결심은 돌이킬 수 없는 생각입니다.” 

이런 편지를 남긴 에또오레는 그 다음날 다시 편지를 보내어 어제 한 말은 없던 것으로 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그 뒤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팔레르모(Palermo)에서 나폴리로 가

는 배표를 산 기록이 있을 뿐 지중해 바다로 사라진 그의 행적은 안개처럼 묘연하다.

사람들은 천재의 고독이 그를 자살로 몰고 갔다는 설을 내놓았고, 원자탄 제작을 강요받아 

납치되어 살해되었다는 설도 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로 가서 아무도 모르게 잘 살고 있다는 

등 풍설은 무성하다. 그러나 어떤 설도 물증으로 뒷받침 되는 설은 없다. 에또오레는 그동안 

쓰지 않고 저축했던 모든 예금을 사라지기 전 날 은행에서 인출 한 것으로 보았을 때 자살설

은 그리 설득력이 없다. 페르미교수는 백방으로 그의 행적을 찾아서 그 당시 이탈리아의 최고 

통치자 무쏘리니에게 에또오레의 행방을 찾아 달라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그림 9> 시실리의 팔레르모 <그림 10> 가봉의 오클로 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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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성적인 천재 에또오레는 나폴리 대학교수로 있으면서 건강이 그렇게 좋지 못하였
다. 1938년 이른 봄에 그는 혼자 휴가를 떠났다. 그러던 어느 날 나폴리 대학의 물리
연구소 소장이던 안토니오 까레리(Antonio carelli)교수에게 한 장의 편지가 날라들었
다. 1938년 3월 25일에 발송된 그 편지에서 에또오레는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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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폴리로 가는 배표를 산 기록이 있을 뿐 지중해 바다로 사라진 그의 행적은 안개처
럼 묘연하다.
  사람들은 천재의 고독이 그를 자살로 몰고 갔다는 설을 내놓았고 원자탄 제작을 강요
받아 납치되어 살해되었다는 설도 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로 가서 아무도 모르게 잘 살
고 있다는 등 풍설은 무성하다. 그러나 어떤 설도 물증으로 뒷받침 되는 설은 없다. 에
또오레는 그동안 쓰지 않고 저축했던 모든 예금을 사라지기 전 날 은행에서 인출 한 것
으로 보았을 때 자살설은 그리 설득력이 없다. 페르미교수는 백방으로 그의 행적을 찾아
서 그 당시 이태리의 최고 통치자 무쏘리니에게 에또오레의 행방을 찾아 달라는 탄원서
를 내기도 했다.
  여러 가지 낭설 중에서 원자력에 관련되어 있는 낭설도 있다. 에또오레가 아프리카대
륙 가봉공화국 오크로(Oklo)탄광 근방에 서성거리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이 있었다. 오크
로에는 우라늄탄광이 있고 터널을 파고 우라늄광을 캐는 것이 아니라 지면에서 부터 파
헤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는 탄광이었다. 따라서 광물들이 노출되고 있었다.

<그림 9> 시실리의 파레르모 <그림 10> 가봉의 오크로 광산

  

  2000년대에 와서 알려진 것이지만 “오크로”에는 자연발생 원자로가 작동하고 있었다
는 증거가 남아있다. 핵분열을 일으키는 우라늄 235가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밀도로 
저장되어 있었고 지하수가 흐르면서 자연발생적 원자로가 작동하였으리라고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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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낭설 중에서 원자력에 관련되어 있는 낭설도 있다. 에또오레가 아프리카대륙 가

봉공화국 오클로(Oklo)탄광 근방에 서성거리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이 있었다. 오클로에는 

우라늄탄광이 있고 터널을 파고 우라늄광을 캐는 것이 아니라 지면에서 부터 파헤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는 탄광이었다. 따라서 광물들이 노출되고 있었다.

2000년대에 와서 알려진 것이지만 오클로에는 자연발생 원자로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증거

가 남아있다. 핵분열을 일으키는 우라늄 235가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밀도로 저장되어 있

었고 지하수가 흐르면서 자연발생적 원자로가 작동하였으리라고 추정된다. 20억 년 전 부터 

수백만 년 전까지 작동한 이 자연원자로는 15,000메가와트-년의 원자력 에너지를 발생하였으

리라고 추정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기 60년 전에 왜 에또오레가 이곳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을까? 그의 천재

성으로 미루어 원자력의 작동원리를 그때 벌써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추측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그때 혹시 사람들이 훗날 원자탄 같은 폭탄을 만들려고 할 것도 짐작

하였을지도 모른다. 아르헨티나의 어떤 호텔에 투숙했다는 설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곳을 찾

은 취재팀은 그 날 호텔 투숙객 기록 가운데 한 장이 분실되어 에또오레가 투숙했다는 기록

은 찾을 수 가 없었다. 그가 지중해 해변에서 실종되었다는 것 이외에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들어난 것이 없다. 천재 에또오레는 안개처럼 사라지고 그 흔적은 묘연할 뿐이다.

에필로그

그가 실종된 지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지구촌은 에너지와 환경의 조화 문제로 몸살을 앓

고 있다. 값싸고 대량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화석원료는 저장량이 그리 많지 않다. 고갈 위기

가 닥쳐올 화석에너지는 지금도 탄산가스 배출 때문에 지구환경오염의 주범이고 지구온난화

를 불러오고 있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전 지구촌은 대체에너지 개발에 착수하였지만 현

재로는 원자력 이외에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마땅한 대안이 없다. 원자력은 깨끗한 무공해 

에너지 이지만 단 하나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원전에 사용한 원전연료 폐기물의 처리문제

가 만만치 않다. 국토 어디인가 묻어야 하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이 또한 만만치 않다. 폐기물

을 재처리하여 반감기가 아주 짧은 물질로 가공하여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고비

용 때문에 선뜻 실현되고 있지 않다. 더 좋은 대안으로서는 폐기물이 나오지 않는 융합발전

기(fusion reactor), 즉 인공태양을 만들어 보자는 국제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연

구단계일 뿐 아니라 언제 실용화될지는 아직도 확실치 않다.

페르미가 원자탄 개발에 관여하고 있을 때 세 번 정도 어려운 난관에 부닥쳐 앞이 막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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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에또오레가 있으면 방법을 곧 찾을 텐데 … 라는 혼잣말을 하곤 했다. 

이를 들은 책임자인 그로브장군이 비록 이탈리아에 있더라도 비밀첩보대를 파견하여 그를 

데려오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페르미는 고개를 흔들면서 그는 수 십 년 전에 안개처

럼 사라진 뒤 그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대답했다. 미국의 막강한 모든 첩보력을 

동원하여 그를 찾아보자는 제안도 했다. 그러나 페르미는 에또오레같은 천재가 자취를 감추

려고 했으니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방법을 택했을 테니 쓸데없는 노력은 하지 말자고 

했다.

외톨이고 내성적인 에또오레는 정말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오지에서 아직도 살고 있을까? 

살고 있다면 그는 104세가 되었을 것이다. 그는 아마 인공태양을 만드는 좋은 생각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손쉬운 핵 폐기물 처리방법도 알아냈을 것이다. 마루 속 어두운 곳에서 손톱에 

끼워 빼낸 구슬을 다시 제자리에 집어 넣어버린 것처럼 어리석은 과학자들이 쩔쩔매는 것을 

그는 어느 곳에서 싸늘한 웃음으로 경멸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에또오레는 왜 사라졌을까? 그를 그리면서 세운 에리체 하계학교는 시실리섬 남단의 지중

해가 환히 내보이는 고성(古城)을 개조한 건물을 쓰고 있다. 몇 년 전에 고색창연하지만 내부

에 들어서면 깨끗하고 에어컨장비가 잘 되어 있는 에또오레 마조라나 하계학교에 다시 들린 

일이 있었다. 큰 유리창 너머로 조용한 지중해 저편에 아프리카 대륙이 희미하게 보였다. 문

득 에또오레가 지금 저곳 어느 곳에서 살면서 우리 같은 중생을 비웃고 있지 않을까? 그런 환

상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에또오레가 사라진 지중해는 오늘도 말없이 파도만 치고 있었다.

<그림 11> 지중해가 잘 보이는 에리체 하계학교 <그림 12> 에또오레가 사라진 지중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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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하곡(霞谷) 강영선(姜永善) 선생의 학문세계와 업적
탄신 100주년 회고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박상대

고 하곡 강영선 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1940-1980년대에 걸쳐 당대 한국을 대표하는 세

포학 및 유전학자로써 그 학문적 명성은 세계 석학 반열에 올려도 손색이 없다. 2017년 5월 23

일로 탄신 백주년을 맞이하여 강 영선 교수의 학문세계와 그 업적을 조명 해 본다. 

선생은 제2차 세계대전과 6·25동란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 학문을 시작하였으나, 역경을 딛

고 발군의 업적을 쌓아 자연과학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네이처’와 ‘사이언스’ 등에 이미 50여 

년 전에 논문을 발표하여 독보적이고도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1945년 경성제국대학 예과부 

교수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생물학과를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에 창설하여 34년간 봉

직하였으며, 마지막 3년 반은 강릉대 초대 학장으로 지방대학 육성에 힘쓰다가 정년을 맞았다. 

만년에 급속히 쇠약해 가는 중에도 대한민국학술원의 ‘생명복제’ 주제의 국제학술대회(1997)

를 주관하고 80세 노구에도 기조강연을 몸소 하여 후학들에게 깊은 감명을 남겼다.

 

I. 사회적 배경

1. 출생과 가정

강영선은 1917년 부친 강낙주(姜洛周) 선생과 모친 허징(許澄) 여사의 세 아들 중 장남으로 

서울에서 태어났다. 선대의 고향은 충청남도 청원군 풍세면 풍세리 621번지로 천안에서 약 10

리 떨어진 시골이다. 부친은 일본 중앙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한 지식인으로 안재홍, 김병로와 

친교가 두터웠고, 모친은 이화학당 졸업생(4회)으로 신여성 박인덕과 동기이다.

조선 정조조의 대표적인 서화가 표암(豹庵) 강세황(姜世晃)의 직계 후손으로 그는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컸다. 고모 강병주는 성심대 총장을 지낸 김재순 수녀와 경제수석으로 버마 아

웅산에서 순직한 김재익의 모친이고, 춘원 이광수는 이모부가 된다. 비교적 유복한 가정환경

에서 자랐으며 특히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다. 평생 양친을 함께 모시고 효성을 다했으

며 모친은 71세에 돌아가시고, 부친은 94세까지 장수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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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선은 북해도제국대학을 졸업하던 해인 1943년 10월, 황해도 옹진 출신으로 해주의 행

정고녀를 나와 일본 동경의 실천여자전문학교 가정학과를 졸업하고 성신여고의 교사로 있던 

공규선(孔圭善) 여사와 결혼하였다. 공여사와의 사이에는 태호, 태성, 태백 세 아들과 고명딸 

태임을 두었다. 공규선 여사는 선생이 대학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에 정성을 다한 

분이였으나 1974년에 돌아가셨다. 상처한지 2년 후 마음을 가라앉힌 선생은 1976년 8월 초등

학교 교사이던 한우경(韓祐卿) 여사와 재혼하였다. 선생은 학문적으로는 성공한 학자였고 사

회적으로도 지도급 명사였으나, 정년퇴임 후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만년에는 암으로 인한 건

강 악화까지 겹쳐 1999년 2월 3일 보령 82세로 세상을 하직하셨다.

2. 초 ·중 ·고등학교 교육

강영선은 7세 때 지금 서대문구 부암동으로 이사 와서 청운보통학교와 제2고등보통학교(현 

경복고)를 졸업하고, 1937년 수원고등농림학교 축산과 제1회 입학생이 되었다. 여기서 그는 

고려대학교 농대 교수가 된 김장수와 문교부 장관을 지낸 민관식을 만났다.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성적이 2~5등에 들어갈 정도로 우수한 학생이었다. 고보 2학년 때 

장티푸스로 심한 고생을 한 뒤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어 육상경기부에 들어가 투포환을 

시작했다. 매일 방과 후 2~3시간 투포환 연습, 귀가 후 1시간 이상 철봉과 역도로 기본 체력을 

늘이고 아침에는 4km 이상 로드웍과 줄넘기로 체력을 단련했다.

고보 4학년 때 전국 중학교 선수권대회에서 입상을 한 후, 수원고농에서는 조선 대표 선수

가 되고, 1939년에는 대학, 일반 대항 경기에서 투포환에 1등을 하여 조선 선수권을 획득하고, 

그해 각 종목 5걸 발표에서 투포환 1위에 선발되었다. 선수 생활은 경복 3년, 수원고농 3년, 북

해도제대 1년 도합 7년이 된다. 그러나 대학 2학년부터는 졸업논문 준비 관계로 선수 생활을 

계속하지 못했다. 그는 “문무겸전”의 좌우명에 따라 운동선수로 활약하면서 학업에도 충실하

였다. 그의 운동선수 생활로 단련된 체력은 그 뒤 지구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연구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

3. 북해도제국대학의 연구생활 

1941년 강영선은 북해도제국대학 이학부 동물학과에 입학한다. 그가 입학한 동물학과는 당

시 3강좌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제1강좌는 형태학(세포학 위주), 제2강좌는 동물분류학, 그리

고 제3강좌는 발생생리학 강좌였다.

그는 오구마(小熊捍) 교수의 세포학 강의에 매료되었다. 오구마의 인류 염색체 연구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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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수준이었다. 1936년 사람의 염색체 수가 2n=47, 성염색체는 남자가 XO, 여자는 XX라고 

주장하여, 미국의 페인터(T. Painter) 교수의 2n=48, 남자 XY, 여자 XX의 주장과 맞서 논쟁을 

벌일 당시 인류세포유전학 연구의 양대 산맥을 이룬 분이다. 오구마 교수의 세포학 명강의와 

그리고 마끼노(牧野佐二郞) 조교수와 니야마(新山英二郞) 조수의 감화를 받아 2학년 초에 전

공을 세포학으로 정하고, 그중에서도 염색체 연구를 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러나 강좌 담당 교수 오구마가 당시 이학부장(현 자연대학장)직을 맡고 있었기에 졸업논

문의 실질적인 지도는 마끼노 조교수에게서 받게 되었다. 그래서 정해진 그의 졸업논문의 방

향은 “야생서류(들쥐)의 난자 성숙과 수정에 관한 세포학적 연구”가 되었다. 이 졸업논문을 위

해 그는 1942년 4월~1943년 3월까지 1년간 327마리의 시궁쥐를 채집하여 이 중 암컷만 골라 

난소를 고정하고 파라핀에 매몰한 재료를 10μm로 잘라 만든 약 3,000매의 프레파라트를 현미

경 관찰, 분석을 통해 완성한 졸업논문 제목은 「삽포로 시궁쥐의 생태학적 관찰」로써, 쥐의 번

식이 계절적인 요인과 연관되어 있음을 입증한 최초의 논문이어서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강영선은 북해도제국대학 3년 동안 학문적인 소양을 키워 나가는데 많은 영향을 받았다. 북

해도제국대학은 “젊은이여, 대망을 가져라”(Boys be ambitious)로 유명하다. 일본 정부가 북해

도에 국립대학교를 창설하면서 초대 학장으로 미국의 캘리포니아대학 데이비스 캠퍼스(UC, 

Davis)의 농대학장으로 있던 클라크(Clark) 박사를 모셨다. 그가 임기를 끝내고 귀국하면서 남

긴 이 말이 세월이 갈수록 유명해져 북해도대학을 상징하는 것처럼 되었다. 그분의 흉상에 새

겨진 이 글귀는 강영선의 학문적 열정을 불태운 좌우명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그는 교수들의 강의 내용이 충실한데 감명을 받았다. 자신들의 전공 부분에서는 

외국 학술지를 소개하며 외국 학자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이론적, 실험적 뒷받침을 강조하는데 

놀랐다. 그도 학위를 받은 뒤 저분들과 같이 훌륭한 교수가 되리라 다짐하였다.

그는 대학 학부에서 동문수학을 한 북해도제국대학 식물학과의 이민재, 선우기, 김삼순을 

만나 평생지기가 되었으며, 광복 후 모두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II. 과학자로서의 면모

1. 연구실의 일과

강영선은 매일 9시에 출근하여 별일이 없는 한 5시에 퇴근한다. 오전 오후 한 번씩 가까운 

곳에서 차를 들었고, 점심은 사모님께서 준비한 도시락으로 연구실에서 혼자 들었다. 강의나 

교수회의 등 공식적인 일로 방을 비우는 일 이외는 대부분 연구실에 머물면서 집필, 교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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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 관찰 등 연구에 전념했다. 가까운 친구도 없고, 그래서 연구에만 몰두하신 고독한 분이

셨다. 만약 학문연구의 성취에 대한 기쁨이 없었다면 그는 불행한 삶을 살았을 런지 모른다.

그는 체계적이고 완벽한 업무 처리로 유명하다. 그 비결이 단지 기억력 때문이 아니라 몸

에 밴 오랜 메모 습관에서 온 것이다. 그의 책상 왼쪽에는 녹색 비로드 표지로 싼 비망록이 

한 권 있다. 이 노트를 펼치면 맨 왼쪽은 일련번호, 가운데는 수행 예정사항, 오른쪽은 계획

완료 날짜가 적혀 있다. 예컨대 국제원자력연구(IAEA) 연구보고서 초안 작성 완료예정일을 

1월 20일로 정하고, 이를 1월 1일에 계획한 첫 번째 일이면 1번의 일련번호를 메긴다. 그 뒤 

예정된 계획이 완료되면 붉은 색연필로 그 번호 위에 동그라미로 표시한다. 

그래서 매일 출근하면 붉은 표시가 없는 미완성 부분만을 챙기고 또 새로운 계획을 적어 

당신의 강의, 연구, 대외 활동 등 모든 것을 엄격히 점검, 통제, 관리하고, 하루가 지나면 이를 

정리, 종합하여 일기 형태로 기록을 남긴다. 그래서 선생의 치밀함과 정확성은 매사 작은 일

에도 기록을 남기는 오랜 습관에서 온 것이다.

2. 충실한 강의

34년간 서울대학교에 봉직한 강영선은 강의에 대단히 충실한 교수였다. 학기 첫 시간부터 

그의 면모는 언제나 같았다. 1950년대 마땅한 교재가 없었던 시절이라 그는 우선 학과목에 

대한 참고문헌을 소개하고는 바로 강의에 들어가 또박또박 강의 내용을 설명하며 강의시간

을 다 채우고 나간다. 그는 결코 결강을 하거나 조교나 강사에게 대강을 부탁한 일이 없고, 

또 일찍 나가거나 늦게 들어오는 일도 없다. 어렵고 딱딱한 현대 생물학 내용을 쉽고 간단명

료하게 설명한다. 어려운 전문술어는 산뜻한 판서와 함께 그림으로 이해를 돕도록 해주었다. 

이렇듯 완벽한 교재준비, 결강 없는 충실한 강의, 쉽고 명료한 그의 강의내용은 문리과대학 

이학부의 명강의로 소문나 있었다.

3. 연구에 대한 준비

강영선은 일본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 생물학 연구에 대한 중심축이 미국

으로 옮겨진 뒤로는 새로운 학문을 수혈하고 첨단 실험기술을 습득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핵

심 연구주제에 적응, 대처하기 위해 세 번씩이나 미국의 유수한 대학과 연구소에 장기간 단신

으로 유학했다. 또 많은 학술회의나 워크숍에 참가하여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저명한 외국 학

자들과 교분을 두텁게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데 애를 썼다. 그래서 그의 연구실은 

1960~1970년대 걸쳐 우리나라 세포학과 유전학 연구의 본산지로써 언제나 앞서가는 새로운 



118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7, 제13호

연구결과를 외국 학술지에 발표하곤 하였다. 

세계적인 학문적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 그는 외유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최근 문헌을 마이

크로필름에 담아 오고, 또 새 실험 테크닉을 손수 습득하여 대학원 학생들에게 전수하였을 뿐

만 아니라, 이에 소모되는 시약과 실험기구와 재료는 귀국하는 여행가방 속에 꾸역꾸역 싸 넣

어 가져왔다. 또 세포배양이나 방사능자동사진법 실험에 필요한 소혈청, 배양액, 특수 필름을 

외국에서 구입하기 위해서는 여행경비를 절약해서 얼마간의 미화를 미국 현지의 제자에게 비

축해 놓고 필요할 때 사서 보내주도록 조치하였다. 

4. 신언서판

강영선은 많은 저서와 역서를 남겼고 수필, 논설, 기고문도 적지 않다. 그런데 그 모든 문체

는 쉽고 평이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쓰는 탁월한 문장력을 지닌 분이다. 그의 글에 눈

길이 가면 그 끝을 보지 않고서는 뗄 수 없는 강한 흡인력과 호소력을 지닌 걸출한 문장이기 

때문이다. 강영선을 기억하는 많은 분들은 그분이 암기력과 기억력이 특출한 분이라고 입을 

모은다. 평소에 말이 적고 무뚝뚝한 편이지만 같이 어울려 흉금을 터놓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되

면 ‘대하지변’의 구수한 화술을 쏟아 놓는 데는 따를 자가 없다. 유머 감각과 위트가 뛰어나 생

활 주변의 작은 일도 그의 가슴속에 담겼다 나오면 아름다운 동화처럼 승화되어 재미있고 아

름답게 표현되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선비의 기준으로 정한 신언서판(身言書判)이라는 말이 있다. 즉 신(身)은 신체가 

건전하고 용모가 반 듯 해야 하고, 언(言)은 언사가 점잖고 명확해야 하며, 서(書)는 필치가 좋

고 명문장가 이어야 하고, 판(判)은 생각이 바르고 사물에 대한 판단이 정확해야 한다는 뜻이

다. 하곡 강영선 선생은 선비로서의 자질을 모두 갖춘 학자이시다.

III. 연구 업적

1. 업적 개요

강영선은 1943년 북해도제국대학 졸업논문 발표를 시작으로 정년을 맞은 1982년까지 연구

생활 39년간 학술논문 158편, 저서13권, 역서 4권 등 총 175편(권)의 업적을 남겼다. 이 중 학

술논문을 분야별로 보면 세포학 24편, 세포유전학 52편, 집단인류유전학 42편, 초파리유전학

(분류, 생태 포함) 24편, 집단동물유전학 6편, 생리학 5편, 그리고 분류, 생태학 분야 논문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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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 된다. 

158편의 논문에는 원저 133편, 국제학술회의 프로시딩 14편, 보고서 7편, 그리고 종설 4편이 

포함된다.  분야별 발표 논문 수에서 보듯 강영선의 학문적 주된 관심과 업적은 세포유전학 분

야에 있었고, 다음이 집단인류유전학, 그 다음이 초파리유전학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생은 염색체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마끼노 교수의 지도를 받았다. 그러나 대학 졸업

논문을 포함하여 해방 때까지 북해도제국대학 소속으로 출판된 9편의 논문 중 단 1편만이 염

색체 관련 논문이고, 그 외는 모두 쥐 난자의 성숙, 수정 및 다난성 여포에 관한 논문이어서 그

의 학문적 출발은 초기발생학의 세포학적 연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본인이 희망했던 

핵심 학문영역인 염색체 연구에 접근하지 못했음을 뜻한다.

그러나 그는 귀국 후 최악의 연구 여건 하에서도 염색체 연구에 대한 집념을 버리지 않고 

1950년대에는 마이크로톰에 의존한 곤충의 핵형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1960년대 초에는 당

시 최고의 하이테크인 세포배양 기술과 공기건조법을 염색체 연구에 도입하였다. 이어 일본에 

앞서 방사능자동사진법을 이용한 배양세포 염색체의 DNA합성과 DNA 상대량 연구 등 독자

적인 영역을 개척하여 세계적인 세포유전학자로 성장, 초기의 학문적 불운을 씻을 수 있었다.

2. 업적 내용

1) 세포학

1945년 28세의 젊은 경성제국대학 교수로서 해방 후 불모지 조국에서 시작한 하곡 선생의 

학문적 행보는 우선 북해도대학에서 수행한 연구 주제의 연속선상인 ‘쥐 난자에 대한 세포학

적 연구’였다. 그는 열악하기 짝이 없는 연구 환경 하에서도 6·25 동란이 나던 1950년까지 7편

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를 정리하여 제출한 「서속난소의 이상여포에 대한 세포학적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그는 1953년 11월 서울대학교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 논문에서 그는 쥐에서는 다란성 여포의 출현이 드물다는 이전 연구자들의 결과에 대한 

반박과 함께 그 원인에 대해 밝혔다. 그에 따르면 쥐의 다란성 여포는 비교적 빈번하게 일어나

며, 그 원인은 난소에서 난자와 여포가 형성되는 초기에 여포에 들어있던 한 개의 난자가 분열

하여 두 개 이상의 난자를 형성함으로써 다란성 여포를 형성한다는 것이었다. 이 논문은 우리

나라 생물학계의 박사학위 제1호 논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 Cornell 대학에서 영양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호직, 전북대학에서 식물분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정태현이 전부였던 

시절이다.

1943년부터 1965년까지 계속된 세포학에 관한 24편의 논문 중 14편이 그의 단독 논문으로 

일본과 국내 학술지에 발표되었다. 1960년대 들어와 김성례, 유경자 등과 함께 쥐 다난성 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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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호르몬과 방사선의 영향에 대해 발표하고, 또 박상대 등이 가담하여 성염색질의 출

현 빈도에 대한 세포학적인 연구로 새로운 영역을 넓혀 나갔다. 

2) 집단인류유전학

6·25 동란 중 강영선 교수가 소속한 문리과대학 이학부 청량리 교사는 전쟁 폭격으로 완전

히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 읽을 책도 실험 시설도 전무한 상황에서 그가 선택한 최선의 방법은 

미국 유학으로 새로운 학문적 돌파구를 찾는 것 이었다. 다행히 문교부의 추천을 받아 미국 스

미스먼트 교환 프로그램으로 1954년 7월부터 일년 간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 캠퍼스(UC, 

Berkeley)의 세계적인 유전학자 골드슈미트(Goldsmidt)와 커트 스턴(Stern) 교수의 연구실로 

유학을 하게 된다. 여기서 그는 고가의 장비와 연구비 없이 통계자료 분석만으로도 연구가 가

능한 집단인류유전학 분야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이를 도입하여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업적을 

쌓아 나갔다.

1954년부터 1969년까지 수행한 한국인 집단의 쌍생아 빈도, 출생 성비, 출산력, 출생낭비, 

미각 역치, 미맹, 색맹 등에 대한 한국인의 독특한 인류유전학적 데이타를 수집, 정리, 분석하

여 35편의 논문을(Eugenics Quarterly, 1959, 1967a, b; Human Biology, 1959, 1962; Japanese 

Journal of Human Genetics, 1962) 등 저명 국제학술지에 발표하였다. 또한, 제10차 국제유전

학회(캐나다 몬트리올, 1958), 제2차 국제인류유전학회(이탈리아 로마, 1961), 그리고 일본유

전학회(일본 동경 1962)등에 참가하여 연구 결과를 직접 발표함으로써 세계 학계의 관심을 모

았다. 

15년간 계속된 인류집단유전학 연구는 강영선의 최다 공저 기록을 남긴 조완규(36편)의 절

대적인 기여가 있었고, 그 외 이웅직, 이석우, 이인세, 유경자, 박수지, 연근성, 우근형 등이 참

여하였다. 한국인 집단을 대상으로 한 인류유전학 분야의 독보적인 업적은 「한국인 집단의 생

물학적 연구(Chosen Gakuho, 1961)」로 집대성되어 1960년 11월 그의 모교인 북해도대학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는 영광을 안았다. 또한 1971년부터 1978년까지는 한국인 집단에서 6-포도

당인산가수분해효소 결핍, 무카탈라아제 혈전, 저카탈라아제 혈전, 혈액형 등 유전형질의 출

현빈도와 분포에 대한 6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이정주, 백상기 등이 참여하였다.

3) 초파리유전학

1933년 미국의 모건(Thomas H. Morgan)은 초파리의 잡종 교배실험을 통하여 유전자가 염

색체내 선상 배열하고 있음을 밝히고 아울러 염색체지도 작성법을 개발하여 유전자의 염색체

설을 확립하였다. 이러한 공로로 그는 유전학 분야에서 최초로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수상함

에 따라 초파리유전학은 유전학의 핵심분야로 부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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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전학 분야의 국제적인 흐름을 일찍부터 감지한 강영선은 집단인류유전학에 이어 

다음은 초파리유전학 분야를 개척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북해도제국대학 동기동창이자 신호

대학 조교수로 있는 초파리유전학자 가와배(川邊昌太)의 소개로 그 대학에서 초파리유전학을 

전공한 재일교포 정옥기를 초빙하여 이 분야의 독립된 영역을 개척해 나갔다.

1958년에 첫 논문을 낸 초기에는 분류, 생태 연구에 치중하여 수많은 미기록종과 1개의 신

종도 발견하여 13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어 염색체 돌연변이, 방사선 감수성 분야의 연구

도 발전시켜 1971년 까지 초파리 유전학의 세계적인 흐름에 걸 맞는 논문 11편을 초파리 관련 

국제학술지인 DIS(Drosophila Information Service) 등에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정옥기, 이혜

영, 이정주, 방규환, 문광웅, 박은호 등이 차례로 가담하였다.

4) 세포유전학

전체 발표논문수의 1/3에 해당하는 52편의 세포유전학 논문은 대부분 염색체에 관한 것으

로, 이를 다시 세분하면, 박상대 주도의 유도염색체이상 및 DNA 합성 양상 21편, 김영진 주

도의 사람염색체 및 핵형 13편, 손홍종 주도의 동물염색체 및 핵형 11편, 그리고 박은호 주도

의 어류염색체 핵형 보존 및 DNA 상대량 7편이 된다. 강영선의 대표적인 업적은 아무래도 

암의 생물학적 기초 연구를 다진 유도염색체이상과 DNA 합성양상 그리고 핵형보존과 DNA 

상대량 분야의 연구일 것이다.

강영선은 1960년 11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연수 훈련비 지원으

로 두 번째 미국 유학길에 올라 보스턴 외곽에 있는 우스타실험생물학연구소의 스톤(David 

Stone) 교수의 지도를 받게 된다. 여기서 그는 세포배양과 공기건조법에 의한 동물세포 염색

체의 표본제작법을 익히고, 각종 호르몬 처리에 의한 염색체의 수적 변화에 대한 연구를 시

작했다. 이 기회는 그의 염색체 연구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음하게 된 전기가 된 것이다.

그의 첫 번째 연구 성과는 자궁경부암에 기원을 둔 HeLa 세포에 디옥시코티코스테론, 테

스토스테론과 같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처리하여 호르몬에 민감한 세포주와 저항성인 세

포주로 분리하고, 그 원인을 추적한 결과 호르몬 민감성 세포주는 종족염색체수가 74를, 저

항성인 세포주는 68을 나타내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다(Endocrinology, 1962). 또한 

HeLa 세포에 특정 세포 추출물을 처리함으로서 본래의 종족염색체수 보다 많은 138과 148 

염새체수를 나타내는 새로운 세포주를 분리하는데 성공하였다(Nature, 1964). 이는 스테로

이드 호르몬이나 세포추출물이 형질전환을 일으키는 유전독성 물질로 작용할 수 있음을 입

증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CHO 세포에 죽은 세포의 추출물을 처리할 경우에

도 염색체의 수적 변이가 일어남을 발견하여 이를 제16차 국제동물학회(미국 워싱턴 D.C., 

1963)에서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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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포생물학

더욱이 박상대와 공동으로 염색체의 DNA합성을 정량화 할 수 있는 최첨단 방사능자동사진

법을 이용하여 일차배양한 사람의 태아 신장세포를 재료로 테스토스테론과 프로제스테론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들 호르몬에 의한 염색체의 수적 이상은 물론, 구조적인 이상도 유발되

고(La Chromosomo, 1966), 세포주기의 G
2
-시기가 현저히 지연되며, 또한 두 상동 X-염색체간

에 DNA 복제가 비동시적으로 일어남을 발견하였다(Canadian Journal of Genetics and 

Cytology, 1968).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전리방사선을 처리한 경우에도 같은 양상을 나타내며, 

특히 X-선이 염색체의 DNA 합성을 억제하고, 염색체 이상이 G
2
-시기에 최대로 유발됨을 발견

하여(Radiation Research, 1969), 이를 제12차 국제유전학회(일본 동경, 1968)에서 발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유전독성물질에 의한 염색체 이상 등 유전체의 불안전성이 DNA 합성 

억제와 세포주기의 지연과 연관되어 있음을 밝힌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된다.

이들 연구는 1964년에 시작된 IAEA의 1차 3개년간 연구비 지원에 의한 「사람의 정상 및 암

세포의 방사성 감수성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 진 것이다. 이 연구에는 하두봉, 김영

진, 박상대, 강현삼, 이정길이 참여하여 미국, 일본, 캐나다 등에 5편, 국내에 7편, 모두 1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같은 연구 성과는 IAEA로 부터 다시 2차 2년 간 연구비를 계속 지원받

는 행운을 안았으며, 또한 과학기술처 설립 기념으로 지원된 정부의 대형 연구비도 받게되어 

국제 수준의 연구를 계속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유도염색체 이상에 관한 연구는 그 후 X-선, 자외선, 32P 등 방사성 동위원소와 FUdR, 5-BU, 

MMS, Actinomycin 등의 화학적변이원의 영향을 추구하는데 까지 확대 되어 무두 21편의 논

문이 발표되었다(CIS, 1967a,b; 1973).

또한 사람의 핵형에 관한 연구는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염색체 이상에 의한 선천성 이상질

환인 다운증후군(Down Syndrome) 과 터너중후군(Turner’s Syndrome)에 대한 핵형이 밝혀지

고, 또한 자궁경부암과 백혈병 환자의 핵형 분석을 통한 염색체 이상, 치료용 방사선을 처리받

은 암환자의 정상세포 염색체 이상도 보고되었다. 동물의 핵형에 대해서는 한국산 여치과 및 

직시류 곤충 3종, 물두꺼비 1종, 설치류 3종, 진돗개 등 포유류 7종의 핵형을 분석 발표하였다.

6) 어류세포유전학 

1973년부터 정년 직전인 1981년까지 강영선이 개척한 마지막 연구 주제이다. 이 연구는 그

와 북해도제국대학 동창이자 관서학원대학 교수로 어류 염색체 연구를 해오던 오지마(小鳥

吉雄) 교수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 강영선은 박은호를 오지마 연구실에 보내 현미분광측광

법을 비롯한 어류의 세포유전학적 연구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했다.

박은호가 귀국하면서 시작한 연구는 먼저 한국산 담수어류 4종에 대한 염색체 및 DNA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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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을 조사하여 세포유전학적 특징을 계통학적 측면에서 고찰한 논문을 발표하였다(CIS, 

1973, 1974). 뿐만 아니라 어류 세포배양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Japanese Journal of 

Genetics, 1975)하여, 이 방법으로 어류의 핵형보존과 DNA 함량과의 관계를 규명(Science, 

1976) 하였으며, 또한 어류에 ZW 성염색체가 존재함(Cytogenetics and Cell Genetics, 1979)

을 확인함으로써 어류세포유전학 분야에서도 큰 업적을 남겼다.

7) 생리학 및 분류생태학

6·25 동란 후 강영선은 가능한 여건 하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 주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중 생리학 관련 연구는 1954년부터 1968년까지 항생물질이 혈액상에 미치는 

영향, 원생동물의 X-선 상해에 미치는 항생물질의 영향, 도룡뇽 초기발생 단계의 유리아미노

산 분석, 배양한 암세포주의 산소 소비량 및 라이신 흡수에 미치는 X-선의 영향 등 5편의 논

문이 발표되었다. 여기에는 조완규, 강만식, 하두봉, 한원택, 안경자 등이 참여하였다.

또한 분류생태학적인 연구는 초파리 분류 이외에 1962년부터 1981년 정년 직전까지 짚신

벌레의 미기록종, DMZ의 특산 동물의 생태계, 동해의 만각류 분류상 등에 대한 4편의 논문

을 김훈수, 강현삼, 백남극, 김일회 등과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3. 학술활동과 수상

1945년 12월말 우리나라 최초의 생물학 관련 학술 단체인 조선생물학회가 창립 되던 날, 

강영선은 “동식물의 배수성에 관한 세포학적 연구”라는 특강을 통하여 혜성처럼 우리나라 

생물학계에 등단한다. 당시 분류학 논문이 거의 전부였던 시절, 실험생물학을 기초로 한 염

색체에 관한 내용은 경이 그 자체였다. 이는 오늘날 화려한 바이오시대를 연 우리나라 유전

체 연구의 효시로 기록되는 기념비적인 학술 행사였기도 하다.

그는 조선생물학회의 초대 회장 정태현, 부회장 조복성을 도와 실무간사로서 초창기 학회 

설립에 참여하고, 그후 1957년 한국동물학회가 설립된 뒤에는 조복성에 이어 2대(1959-

1960), 6-7대(1963-1966) 및 10대(1968-1970) 회장, 그리고 한국생물과학협회 7대(1974-1978) 

협회장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생물학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또한 강영선은 1954년 3월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생물학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생물학연구회가 발간한 우리나라 최초

의 생물학 학술지인 「생물학연구」에도 적극 참여하여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 동물학과 설립

후에는 학술지 Zoologica를 발간하여 동물학과 교실원들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단법인 한국자연보존협회장(1965~1974), 국제생물과학연구프로그램(IBP) 

한국위원장(1965~1974),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부위원장(1972~1982), 한국문화재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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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및 서울특별시 지부장(1972~1979), 한국자연보존협회 이사 및 서울 ·경기 지부장

(1974~1982), 자연보존중앙협의회 위원(1977~1981)으로 활약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연보존 

운동을 시작하고, 한국 휴전선 비무장지대(DMZ)의 독특한 생물상 파악에 진력하였다. 또한 

생물의 생산성과 인류복지 향상을 위한 국제 생물학적 기초연구 사업을 이끌어 5년간 IBP 

참가자 전원이 28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실적을 올렸다. 또한 생태계 보호 및 문화재 보존을 

위한 사회 봉사활동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강영선의 국제 학술활동은 그 연배나 시대적 환경에 비해 대단히 왕성하였다. 1961년 9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제2차 국제인류유전학회 논문 발표를 시작으로 1981년 7월 제7차 

대학교육 개선에 관한 국제회의 때까지 20년 간 27회의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하여 논문 발표

와 학술 정보교환 및 세계적인 학자들과 친교를 쌓아 우리나라 생물학의 학문적 국제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강영선은 1963년 7월 한국동식물도감(조류편)으로 대한민국학술원상 저작상을 수상하였

다. 그리고 1970년 4월에는 과학기술상 대통령상을, 1972년 10월에는 하은생물학상을 수상

하였다. 하은생물학상은 당시 생물학계의 유일한 상으로 그가 55세 때 수상한 공적 사항을 

보면 원저 논문 145편, 저서 8권, 역서 2권 포함 총 155편(권)의 업적으로 한국 생물학 발전에 

크게 공헌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특히 원저 논문의 내용은 암의 세포유전학적 연구 32편, 

포유동물 난자의 세포학적 연구 21편, 한국인의 유전학적 연구 37편, 초파리의 유전학적 연

구 24편, 기타, 동물의 염색체에 관한 연구 31편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포학과 유전학

의 업적을 쌓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971년 4월에는 국민훈장 동백장의 서훈을, 1976년 10월에는 서울대학교 30년 근속

상을, 그리고 정년퇴임한 1982년 8월에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의 서훈을 정부로부터 받았다.

IV. 맺는말

강영선은 해방 때까지 기초생물학을 전공한 학사학위 소지자 7인 중 유일한 동물학 전공자

(1943)이고, 우리나라 생물학계 박사 1호(1953)이며, 대한민국학술원 최초 선출직 회원(1954)

이다. 1945년부터 1982년까지 37년간 양성한 그의 제자는 우리나라 생물학계 각 분야에 걸쳐 

거목으로 성장하였다.

강영선의 최다 공동 연구자 조완규는 집단인류유전학을 발전시켜 발생생물학, 생식생리

학, 생식내분비학의 독립된 영역을 개척하였으며, 강만식은 방사선생물학과 생물물리학을, 

하두봉은 동물생리학, 생화학, 동물분화분자생물학을 개척해 나갔다. 김영진, 이혜영은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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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유전학과 인류세포유전학을 넓혀나갔고, 이정주는 생화학유전학을 기반으로 해서 인류

분자유전학을 발전시켜 나갔다. 또한 박상대는 세포유전학에서 분자세포생물학, 암세포생물

학으로, 박은호는 어류세포유전학을, 강현삼은 미생물분류학에서 미생물유전학으로, 김훈수

는 동물분류학을 계통분류학으로 양서영은 계통분류학을 생화학분류학으로 발전시키는데 

힘을 기우렸다.

그리하여 강영선의 세포학과 유전학의 뿌리는 그의 가르침을 받은 많은 제자들이 새로운 

줄기를 형성하여 각각의 독립된 분야로 성장, 발전시켜 오늘날의 화려한 바이오 시대를 연 

초석을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강박사의 이전은 물론이고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업

적을 능가하는 후학들이 많지 않기에 더 큰 존경심과 추모의 정을 갖게 한다.

고 하곡 강영선 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겸 학술원 회원의 탄신 100주년을 맞이하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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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순 동기들의 미국 서부 지질답사 기행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  권병두

평소에 국내외 여행을 함께 다니며 어울리던 중고교 동기 여섯 명이 칠순을 맞아 미국 대

륙횡단 여행을 해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미국에서 오래 살다 회갑 후 우리나라 국적을 회복

하여 미국과 우리나라를 오가며 지내는 친구가 구체적인 안을 만들기로 하고 일정, 방문지, 

차량 및 숙소 검토에 들어갔다. 수차례 의견을 나누면서 대륙 횡단은 시일도 너무 오래 걸리

고 여행 후 같이 갔던 친구 사이가 토라져서 그 뒤로 만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여 포기하

고는 동부, 중부, 남부 여러 지역을 놓고 다시 검토에 들어갔다. 머릿속으로는 미 전국을 모

두 여행한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열심히 계획을 짜고, 검토 수정을 반복하였다. 일 년이 

넘는 논의 끝에 작년 10월 미국 동부와 캐나다 메이플로드(Maple Road)의 단풍 여행으로 결

론이 났다. 뉴욕에서 출발하여 보스턴, 캐나다 몬트리올과 퀘벡, 토론토, 나이아가라를 둘러 

워싱턴, 뉴욕으로 되돌아오는 여행길로 손자 돌보느라 시간을 내기 힘들다는 한 친구가 빠지

고 다섯 명이 여행길에 올랐었다. 당시 캐나다의 고풍스런 건물들과 함께 메이플로드의 단풍

도 아름다웠지만, 캐나다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제때 절정을 맞아 온갖 색으로 불타던 버몬트 

주의 환상적인 단풍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올 들어 자동차여행을 한 번 더 하자는 의견이 있어, 이번에는 9월 중순 미 서부로 정하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지난번 여행을 주도했던 친구와 다른 한 명이 개인 사정으로 빠

지고, 두 명의 새 멤버가 합류하여 미 서부지역의 캐니언 투어를 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 

미국 미주리 주 핸니벌에서 의사로 일하는 동기 H 부부가 우리 일정에 맞춰 로스앤젤레스로 

와서 딸을 만나고, 다시 아들 집에서 가깝다는 애리조나 주의 세도나까지 동행하기로 하였

다. 마지막 이틀은 로스앤젤레스의 친지를 만나고 돌아오는 여정이다.

미 서부는 지질학적으로도 흥미가 큰 지역이라, 여행의 구체적 일정은 내가 맡아 짜기로 

하고 여행사에서 운영하는 패키지관광 일정 및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개인들의 여행기를 읽

으면서 자료를 모았다. 요즈음은 관광지의 아름다운 사진들과 친절한 설명뿐만 아니라, 여행 

중에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하게 올려놓은 글들이 많아 이번 여행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동안 여행 할 때마다 연락과 경리를 도맡아왔던 문리대 동기이자 이화여대 명예교수인 A

가 재정을 책임지기로 하고, 이번 여행의 대장으로 정하였다. 대원들의 건강과 식사관리는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J가, 문리대 동기로 은퇴 후 종교생활에 심취해 있는 C는 배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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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배분의 책임을 맡았다. P는 군 복무 시 운전병이었다고 하는데, 사업이 크게 성공하면서 

근래 몇 십 년은 직접 운전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해서 운전은 면해주고, 대신 위무와 대외

협력의 임무가 주어졌다.

나는 개략적인 여행 일정을 짠 뒤, 구글맵에서 방문지 사이의 이동 거리와 예상 시간 등을 

확인하고는 우선 항공권과 숙소 예약에 돌입하였다. 지난번 여행 때는 방 두 개를 빌렸지만, 

이번에는 경비절약과 보다 공고한 친목도모(?)를 구실로 다섯 명이 한 방에 묵기로 하였다. 

워낙 여행객들이 붐비는 지역이라, 인터넷 예약사이트에서 적절한 숙소가 보이면 바로 예약

에 들어갔다. 다섯 명이 한 방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더블베드 두개에 카우치(Couch; 

소파베드) 한 개가 제공된다. 한 침대에서 두 명이 붙어 자야하므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친구의 코골이는 자장가로 생각해 즐길 것과 화장실 사용 때 유의해 줄 사항들을 미리 고지

하여 기강을 잡는다. 뒤늦게 우리의 여행 계획을 알게 된 샌프란시스코에서 의사로 있는 동

기가 자기한테는 왜 들리지 않느냐고 성화를 부리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틀을 연장하게 되

었다. 9월 15일부터 총 13일 일정으로 콜로라도고원(Colorado Plateau)의 그랜드서클(Grand 

Circle) 지역을 둘러보고,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의 가족과 친구를 만나 보는 여정으

로 구글맵에서 개략적으로 계산한 운전 거리는 약 2,500마일로 4,000km가 넘는다.

미 서남부지역에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4개 주의 경계가 십자형으로 교차하는 곳이 있는

데, 유타, 콜로라도, 애리조나, 뉴멕시코 주가 만나는 이곳을 Four Corners라고 부른다(<그림 

1>). 이 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져있는 콜로라도고원의 넓이는 약 337,000km²로 남한의 3배가 

넘는다. 고도는 약 610m 정도에서 시작하여 고원 정상부는 1.5에서 2.2km 정도이며, 제일 높

은 산의 높이는 3.96km에 달한다. 지형학적으로는 산간고원으로 강수량이 매우 적은 건조한 

사막지역이다. Colorado라는 말의 어원이 colored에서 유래된 바와 같이, 붉고 화려한 색상

을 띠는 이 지역의 수많은 절경은 관광객들을 매료시킨다. 특히 이 지역의 협곡에는 수십억

년전에 만들어진 암석부터 불과 수백만년된 암석까지 

지구의 역사가 고스란히 드러나, 가히 층서지질학의 교

과서라 불릴만하다.

그랜드서클은 관광회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이 지역에 산재하는 국립공원과 모뉴먼트, 인디언 유적

지 등을 묶어 관광지로 개발한 것을 의미한다. 가장 대

중적인 투어 코스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출발하여 그랜

드서클 지역을 시계방향 또는 반대방향으로 둘러보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즈음 이 코스가 커다란 인기

를 끌어 인터넷을 뒤져보면, 전문가 수준의 아름다운 
<그림 1>   Four Corners와 콜로라도고원

(Colorado Plat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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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사진과 함께 각 지역의 특색을 자세하게 기록한 많은 여행기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번 

여행기는 여행지역에 대한 간단한 지질학적 설명과 함께 우리 멤버들이 만들어 낸 이야깃거

리를 중심으로 풀어가고자 한다. 여행 중 날씨는 계속 맑아 아름다운 사진도 많이 찍었으나, 

지면 관계로 몇 개만 싣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콜로라도고원의 지질개요

이 지역의 기반암은 선캄브리아대에 만들어진 어두운 검은색을 띠는 변성암으로 가장 깊

은 협곡의 바닥에 노출되어 있다. 고온 ·고압 상태의 지구 내부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이 암

석은 지판(plate)들의 운동과 북아메리카 대륙의 형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 변성암

은 후에 해수면 위로 융기하여 오랜 기간 동안 침식을 당하면서, 약 6억 년 전에는 비교적 매

끄러운 표면에 경사진 지형을 이루고 있었다. 고생대에는 전 시기에 걸쳐 이 지역은 주기적

으로 열대 바다의 해침을 받았고, 얕은 해저면에는 석회암, 사암, 셰일 등 퇴적지층이 두껍게 

쌓였다. 바다가 물러나는 해퇴 시기에는 이들 퇴적층 일부는 침식에 의해 깎여 나가고, 내륙 

곳곳에는 강바닥의 퇴적물과 사막에서 날아온 모래가 사구를 이루며 퇴적되었다. 이렇게 퇴

적지층들이 쌓이고 또 깎여 나가면서 3억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지금으로부터 약 2억 5천

만년전 중생대에는 전지구적으로 초대륙 판게아(Pangaea)가 만들어지는 대규모 지각변동이 

일어나는데, 이때부터 이 지역의 해양퇴적물 양은 크게 줄어든다. 대신 호수 바닥에 쌓인 퇴

적암, 사층리가 잘 나타나는 하저사암과 사구가 굳어 만들어진 사암층들이 두껍게 형성되었

다. 한편, 이들과 함께 고원의 서쪽 지역에는 화산 폭발에 의한 분출물들이 쌓여 아름다운 지

층의 모습을 만들어 낸다.

지질학적으로 볼 때, 콜로라도고원의 가장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놀라운 안정성으로 지

난 6억 년간 이지역의 두꺼운 퇴적지층들이 거의 지각변동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반

하여 고원을 둘러싸고 있는 북쪽과 동쪽의 로키산맥(Rocky Mountains)은 압축력에 의한 드

러스트형 조산운동으로 만들어진 험한 산악지형을 이루고, 서쪽과 남쪽의 베이슨앤레인지

(Basin and Range)는 인장응력에 의해 생긴 단층작용으로 길쭉하게 늘어선 산맥과 분지가 

반복되는 지형을 보인다. 신생대 초기에는 콜로라도고원과 베이슨앤레인지 지역은 모두 고

도가 1km 이하의 낮은 지대였으나, 약 2천만 년 전부터 융기하기 시작하여 두 지역은 모두 

거의 3km 높이까지 융기하였다. 이후 북아메리카 판의 이동방향이 먼 서쪽으로 바뀌면서 베

이슨앤레인지는 본래 폭보다 두 배 정도 늘어나며 땅은 1km 이상 내려앉았다. 이 와중에도 

인접한 콜로라도고원은 어떻게 별다른 지각변동을 받지 않고 본래의 안정된 모습을 유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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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지질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육지가 상승하면 지표면

을 흐르는 강들의 침식작용은 더 격렬해지므로 가파르고 깊은 협곡이 만들어 진다. 콜로라도

고원의 대부분 지역을 지배하는 콜로라도강은 6백만 년 전부터 그랜드캐니언을 조각하기 시

작했고, 물과 바람에 의한 침식으로 만들어진 다양하고 기묘한 지형들은 이 지역을 미국 내 

최고의 여행 메카로 만들었다.

첫째 날

드디어 출발인가 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인천공항에 나왔다. P가 대한항공 밀리언마일러 

멤버여서 우리 모두 이코노미 표를 가지고도 일등석 카운터에서 수속을 할 수 있었다. 칠십

이 넘은 시니어들은 패스트트랙 전용 출국장에서 보안 검사와 출국 수속을 할 수 있기에 시

간적 여유가 생겨 느긋하게 점심 식사도 하고 면세점 구경도 하면서 비행기를 기다린다. 로

스앤젤레스에 도착하면 H 부부와 내 고종사촌 누나 부부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고, 다음 날

은 새벽 일찍 출발하는 것으로 일정을 짰기 때문에 시차 극복이 매우 중요하다. 멜라토닌을 

한 알씩 먹고 잠을 청해보나 기내에서는 잠들기가 쉽지 않다. 더군다나 미국으로 가는 길은 

밤은 잠시고 바로 동이 트기 때문에 걱정이다. 

각자 노하우를 발휘하여 짧은 밤을 보내고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하니 정오가 가까워진다. 

렌트카회사에 가서 보니 예약한 차는 짐 실기에는 좁은 것 같아 8인승 미니밴으로 바꾸었다. 

보험은 자동차를 잃어버려도 커버되는 Full Coverage로 드니 마음은 든든하나 비용이 만만

찮다. 네비게이션은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A의 딸이 휴대폰을 한 대 빌려주기로 하였으므로, 

우선은 인천공항에서 임차해 온 휴대용 와이파이 에그를 사용하여 구글맵으로 약속장소를 

찾아가기로 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시내운전을 여러 차례 해 보았다는 A가 핸들을 잡았으

나,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옆에서 구글맵을 들여다보며, 길안내를 하는 나도 신경을 곤

두세운다. 그래도 무사히 코리아타운에 있는 점심 약속 장소로 가니 딸들이 기다리고 있다. 

북창동 순두부를 맛있게 먹고, 근처 마켓으로 가서 물, 아침거리와 술과 주전부리를 사 차에 

실었다. 오늘 저녁에 만나기로 한 H가 예약해둔 The Line 호텔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방을 두 개 잡아두었기에 이번에 새로 동참한 두 명을 한 방에 재우고, 나머지 세 명 중 

오늘 저녁은 A와 내가 한 침대를 쓰기로 했다. 저녁 약속장소인 강남회관은 호텔에서 걸어 

갈만한 거리라 차를 주차장에 두고, 시내구경도 할 겸 걸어가기로 하였다. 오늘 저녁 호스트

는 나의 동갑내기 사촌누이로 자형과 이화여대 교수로 있던 대학 동기와 함께 나왔다. 우리 

일행 중 세 명과 H는 모두 문리대(의예과 포함)를 함께 다니면서 사촌누이가 다니던 이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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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K여고 출신)들과 동아리활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서로 아는 사이다. 그런데 조금 늦게 

들어서던 H의 부인이 누이를 보고 “너 누구 아니니? 나 누구야” 하고 눈을 크게 뜬다. “어” 하

고 놀라던 두 사람이 서로 끌어안는다. 이화여대 불문학과 두 동기동창이 졸업 후 거의 50년

이 되어가는 마당에 처음 만나는 것이다. 성격이 활달한 누이는 우리 멤버 모두를 “친구야” 

하고 부르면서 스스럼없는 분위기를 만든다. 식사 후, 차와 빙수가 맛있다는 집으로 옮겨 후

식도 즐기면서 즐거운 밤을 보냈다.

둘째 날

H 부부가 비행기 예약 문제로 동행하지 못하게 되어 우리 다섯 명만 세도나로 출발하였

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세도나까지는 약 800km로 광활한 대지에 터널이 하나도 없는 고속도

로가 뻗어있다. 목적지까지의 도로는 비교적 단순하여 길 헤맬 걱정은 크게 없고 규정 속도

만 잘 지키면 되겠다. 로스앤젤레스에서 I-50 고속도로를 타고 동쪽으로 두 시간 정도 달리는

데 Palm Spring 표시판이 나오고, 갑자기 도로변에 수많은 바람개비가 나타난다. 뒤에 찾아

보니 이곳이 캘리포니아 주의 유명한 3대 풍력발전 단지 중의 하나인 San Gorgonio Pass이

다.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강풍을 끌어드리는 바람골이라 한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창 

너머로 끝없이 발전기가 보이는데 그 수가 4,000여 기가 넘는다고 한다. 한 친구가 “저 발전

기 날개 길이는 얼마나 될고?” 하니, 다른 친구가 “수십 미터는 되겠는데” 응답한다. 좀 더 달

리니 Joshua Tree National Park 안내판이 나오는 도로변에 기묘하게 뒤틀린 모습의 가지와 

뾰족한 잎을 가지고 있는 나무들이 보인다. 언뜻 보면 소나무 같은데, DNA 검사결과는 용설

란과 비슷한 Yucca속의 관목이라 한다. 이곳 모하비 사막지역에서만 서식하며, 생명력이 끈

질겨 수백년을 버티며 살아간다고 한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세도나로 가는 길은 애리조나 주도 피닉스를 거쳐 가게 된다. Phoenix

는 중학교 때 교과서에 실린 한 기행문에 나오는 불사조란 이름으로 나를 사로잡았던 도시

이다. 이 글을 쓰면서 기억이 흐릿했던 그 기행문의 작가와 제목을 여러 가지 정보를 넣어 검

색해 보니 천관우의 그랜드캐니언 기행문인 것 같다. 작가는 그랜드캐니언의 그 장엄함과 지

질학적 아름다움을 장중하고도 미려한 문체로 그려냈었다. 그러나 당시 바다와 동네 뒷산의 

계곡만을 보고 자랐던 나는 그랜드캐니언의 그 ‘grand’함을 가늠할 수 없었고, 지질학적 지식

도 없어 자연이 만들어내는 그 아름다움을 머릿속에서 그려내기 힘들었다. 그러나 작가가 여

행 중 지나치던 도시 피닉스, 상상 속의 새 불사조만은 내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어 내가 가장 

동경하던 곳으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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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리조나 주에 들어서자 장승선인장(현지 명칭은 Saguaro)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다. 피닉

스가 가까워지자 곳곳에 서부영화에서 익숙하던 모습 그대로 삼지창 모양을 한 전봇대만큼 

큰 키의 선인장들이 하늘로 뻗어있다. 어둡기 전에 숙소에 들어가야 한다는 강박감으로 피닉

스 외곽의 고속도로를 타고 바로 세도나로 향했다. 도로 주변은 광활한 사막 불모지가 계속

되는데, 식물도 잘 자라지 않는 척박한 땅위에 간혹 집들이 보인다. 한 친구가 “쟈들은 뭐해 

묵고 살꼬” 하면서 걱정스런 표정을 짓는다. 갑자기 친구들의 입에서 함성이 쏟아져 나왔다. 

멀리 붉은색으로 채색된 산들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다. 지질학적인 신비와 영적인 힘으로 

명성이 드높은 세도나에 들어선 것이다. 세도나는 콜로라도고원의 남쪽 언저리에 위치하며, 

세도나를 붉게 물들이는 Red Rock은 이 지역의 초기 이주자로 우체국을 설립한 슈네블리의 

이름을 딴 Schnebly Hill Sandstone이다. 이 사암의 나이는 2억7천에서 2억7천5백만년 정도

로 고생대말 페름기에 퇴적되었으며, 짙은 붉은색을 띠는 것은 암석 내에 함유되어 있는 적

철석(hematite) 때문이다. Sedona란 아름다운 이름은 슈네블리 부인의 이름을 딴 것이라 한

다. 세도나는 수 천년 동안 이곳에서 살아온 인디언들의 성지로 숭배받는 지역으로 전지구상

에서 볼텍스(vortex)가 가장 강한 곳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볼텍스는 지구가 뿜어내는 에

너지의 소용돌이로 알려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신비한 땅에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하여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한 때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투수로서 명성을 

떨치던 박찬호도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면 이곳에 와서 정신수련을 했다고 한다. 우선 비

지터센터를 찾아 지도도 받고 관광안내를 받았다. 센터 바로 앞에 시뻘건 모습의 커다란 바

위덩어리가 솟아있는데, 바로 세도나의 명물 벨록(Bell Rock)으로 세도나에서 볼텍스가 가장 

강하다는 다섯 곳 중의 하나이다. 사진을 몇 장 찍고는 오늘 밤 묵을 숙소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Villas of Sedona를 찾아 나섰다. 황갈색의 인디언풍 이층 건물로 이루어진 콘도형 단

지로 이층에 침실이 있고, 아래층에는 거실 겸 식탁이 매우 넓다. 오늘 밤은 좀 편히 잘 수 있

을 것 같다. 

짐을 풀어 놓고 다시 시내 구경에 나섰다. 도시의 규모가 크지 않아 자동차로 오가면서 경

치가 좋은 곳이 있으면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었다. 어제 저녁 식사자리에서 사촌누이가 볼

텍스를 직접 느꼈었다고 알려준 에어포트메사(Airport Mesa)를 찾았다. 메사란 상부가 테이

블처럼 넓고 평평하나 가장 자리는 심한 경사를 보이는 침식지형을 일컫는다. 이곳은 비교적 

고도가 높은 지역이라 세도나의 아름다운 풍광을 사방으로 조망하기 좋다.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니 여러 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에 비교적 나지막한 바위 봉우리가 있어 올라가 

보기로 하였다. 제법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니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가 보다. 우리

도 두 팔을 하늘 높이 쳐들고 자연의 정기를 받아보고자 한다. 주변에는 넓적한 손바닥 모양

의 야생 선인장이 눈에 띤다. 이곳은 세도나의 일몰을 즐기는데 가장 좋은 장소 중의 하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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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나,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 여행자거리로 내려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일몰을 볼 수 

있는 곳을 찾기로 했다. 

애리조나 카우보이들이 몰던 소떼들을 상상하면서, 구글맵에서 인근의 스테이크하우스를 

찾으니 서부영화의 제목을 딴 Open Range Grill이란 곳이 나온다. 거리 뒤쪽에 과거 목장터

로 보이는 넒은 곳이 나오는데 정작 식당은 길 뒷편 건물의 이층에 있다. 식당 창밖으로는 붉

은 바위산이 병풍처럼 드러나 있다. 각자 스테이크와 맥주 또는 와인을 한잔씩 시키고 식사

를 시작하는데 해가 지기 시작한다. 저녁노을 햇빛을 받아 오렌지색을 띠던 암석들이 점차 

갈색, 짙은 적색으로 변하면서 빛의 향연은 어둠 속으로 끝났다. 숙소로 돌아와 수영복으로 

바꾸어 입고는 단지 중앙에 있는 노천수영장 한 구석에 따뜻한 물이 뽀글거리는 욕탕 속으

로 들어갔다. 따뜻한 물속에 몸을 담구고 깜깜한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쳐다보며 우리들만의 

추억을 만든다. 

미서부 여행에서 애리조나 주를 거쳐 갈 때는 시차가 좀 복잡하다. Pacific Time을 쓰는 캘

리포니아와 네바다 주와는 달리 애리조나 주는 이웃 유타 주 등과 같이 Mountain Time을 사

용한다. 문제는 미국의 다른 주들이 모두 서머타임을 실시할 때 애리조나 주는 빠진다는 점

이다. 또한 뒤에 언급할 애리조나와 유타 주 일부에 걸쳐있는 나바호 네이션(Navajo Nation)

은 유타 타임을 사용하므로, 서머타임을 사용하는 시기에는 애리조나 주 내에서도 시차의 혼

란이 생길 수 있다.

셋째 날

세도나의 하룻밤을 편안하게 보낸 다음, 느긋하게 일어나서는 거실 식탁에 모여 햇반과 해

장국을 끓이고, 친구 딸이 챙겨준 김치로 맛있는 아침식사를 하였다. 오늘은 그랜드캐니언까

지 세 시간 정도의 거리라 마음이 한결 가볍다. 세도나에서 북쪽으로 플래그스태프

(Flagstaff)를 거쳐 그랜드캐니언의 사우스림(South Rim) 지역으로 향한다. 경치가 아름답다

는 지방도로를 택하여 달리는데, 도로의 오른쪽으로 오크크리크캐니언(Oak Creek Canyon)

의 절경이 펼쳐진다. 플래그스태프를 거쳐 두어 시간 달리니 그랜드캐니언을 알리는 표시판

이 나오고 곧이어 투사얀(Tusayan) 마을이 나타난다. 비지터센터에 들려 정보를 얻은 후, 조

금 더 달리니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 남쪽 게이트가 나타난다. 우리는 미국 국립공원관리국

에서 관리하는 모든 지역을 일 년 동안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입장권(annual pass)을 80불

에 구입하였다. 각 공원의 일주일 입장권이 보통 30불 정도이므로, 여행 중에 3개 이상의 국

립공원을 들리게 되면 이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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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캐니언은 총 길이 433km, 가장 높은 곳은 사우스림에서는 해발 2,100m, 노스림은 

300m 더 높다. 협곡의 폭은 평균 17km이고 가장 넓은 곳은 30km 가까이 된다. 콜로라도강

의 바닥까지의 평균 깊이는 1.6km이다. 협곡의 제일 깊은 곳에서만 모습을 들어내는 기반암

은 18억4천만 년 전에  만들어진 변성암이고, 그 위에 수억 년에 걸쳐 퇴적된 지층들이 겹겹

이 쌓여있다. 북쪽의 로키산맥에서 발원한 콜로라도강이 이 지역을 흐르면서 지질학적으로

는 매우 짧은 시간인 지난 6백만 년 만에 거대한 협곡을 만들어 냈고, 이 지역의 장구한 지질 

역사는 협곡의 단애에 그 모습을 고스란히 들어내게 되었다. 그랜드캐니언에 비교적 일찍 도

착한 우리는 점심식사 후 비지터센터 인근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고, 가까이 있는 매더 포인

트(Mather Point)로 가서 그랜드캐니언과 첫 대면을 하였다.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그 웅장한 

모습은 20여 년 전 첫 방문 때의 모습 그대로일 것이나 새로운 감흥으로 가슴은 설렌다. 다시

금 천관우선생의 글을 읽으면서 가늠하지 못했던 그 ‘그랜드’의 의미와 지질학자들이 왜 이 

지역을 그토록 사랑하게 되었는지를 알 것 같다. 그랜드캐니언의 아름다움은 나의 필력보다

는 천관우선생의 그랜드캐니언 기행기 “K형에게”(1952년)에 나오는 글(일부)로써 대신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눈앞에 전개되는 아아 황홀한 광경! 어떤 수식이 아니라 가슴이 울렁거리는 것을 어찌

할 수 없습니다. 이 광경을 무엇이라 설명해야 옳을는지. 발밑에는 천인(千仭)의 절벽, 

확 터진 안계에는 황색, 갈색, 회색, 청색, 주색으로 아롱진 기기괴괴한 봉우리들이 흘

립(屹立)하고 있고, 고개를 들면 유유창천(悠悠蒼天)이 묵직하게 드리우고 있는 것입

니다. 나는 지금 550m의 협곡 남안(南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K형, 나는 이것을 보

려 여기에 온 것입니다. 별안간 일진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 닥치며 옷자락을 휘몰더니 

휘날리는 눈, 눈. 멀리 이 협곡의 대안(對岸)인 ‘포웰’ 고원을 운무의 품안에 삼키고, 기

발한 봉우리를 삽시간에 차례차례로 걷우고, 마침내 눈앞에 보이던 마지막 봉우리를 

삼키고, 망망한 운해, 휘날리는 눈보라, 그리고 숨 가쁜 강풍. 회명(晦冥)하는 천지 속

에 나는 옷 젖는 것도 잊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염천지지유유(念天地之

悠悠) 독창연이체하(獨愴然而涕下)’라고 한 옛사람의 글귀가 선뜩 머리를 스치면서 

까닭 모를 고요한 흥분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랜드캐니언이라는 이름은 1869년 콜로라도강을 따라 이곳을 본격적으로 탐사하였던 군

인이자, 지질학자이며 탐험가였던 조지 파웰(Powell)이 명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콜로라

도강 남쪽의 사우스림은 캐니언 빌리지를 중심으로 이스트림(East Rim)과 웨스트림(West 

Rim)으로 나뉘는데, 트레일과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자연의 지형을 이용한 전망대도 20여

개로 많다. 또 이들 사이에는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각 전망대까지 쉽게 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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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매더 포인트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오렌지색의 셔틀버스를 타고 이스트림 노선의 

동쪽 끝에 있는 야키(Yaki) 포인트로 갔다가, 다시 서쪽 끝에 있는 야바파이(Yavapi) 포인트

와 지질박물관으로 되돌아왔다. 협곡의 모습은 보는 위치, 방향, 시간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바뀌는데, 우리 모두는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다. 

오늘 숙소는 그랜드캐니언 내에 위치하나 림에서는 약간 떨어져있는 통나무로 지은 

Maswik Lodge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예약한 곳이다. 캐니언을 바로 내려다 볼 

수 있는 호텔들은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모두 예약이 일찍 끝나버린다. 호텔 체크인 후, 이번

에는 웨스트림 쪽으로 빨강색 버스를 타고 갔다가 되돌아오는 길에 트레일을 따라서 걷기로 

했다. 서쪽 끝에 위치하는 허미츠레스트(Hermits Rest: 은둔자의 쉼터)는 1914년에 지어진 석

조 건물로 커다란 벽난로와 함께 배치한 목제 가구 및 인디언 원주민이 짠 직물들은 여행자

들에게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이 건물은 자연과의 조화와 인디언들의 영적 세계를 추구한 

이 지역의 저명한 건축가인 메리 콜터(Mary Colter)가 디자인하였다고 한다. 그랜드캐니언 

내에 있는 콜더가 디자인한 건물들은 1987년 National Historic Landmark로 지정되었다. 모

하브(Mohave) 포인트에 되돌아와서 호피(Hopi) 포인트를 거쳐 파웰(Powell) 포인트까지 간

단한 트레킹을 하였다. 다시 셔틀버스의 시발점으로 되돌아오니 일몰의 장관이 펼쳐진다. 이

웃에 있는 메리 콜터가 설계했다는 브라이트엔젤 롯지(Bright Angel Lodge)의 내부를 구경

하고 어두운 밤길을 걸어 숙소로 돌아왔다. 통나무 숙소는 롤 베드까지 집어넣어 좀 좁기는 

하지만 모두들 잘 참아준다.

넷째 날

오늘은 동쪽으로 데져트뷰 로드를 타고 모뉴먼트밸리(Monument Valley)로 간다. 거리가  

약 290km로 세 시간 반 정도가 예상되는데, 모뉴먼트밸리는 나바호 네이션에 위치하므로 한

시간의 시차를 고려하여 조금 일찍 서둘러 떠나기로 했다. 가는 길에 Tusayan Museum and 

Ruin이란 안내 팻말이 보인다. 이 유적지는 800여 년 전 푸에블로 인디언들이 살았던 곳으로 

야외 광장에는 곡물저장소, 거주공간과 종교의식을 수행하던 키바(kiva) 등의 흔적들을 볼 

수 있다. 이른 시간이라 박물관은 개장하지 않아, 그랜드캐니언 관광의 마지막 코스인 데저

트뷰 워치타워(Desert View Watchtower)로 향하였다. 워치타워는 1932년에 지어진 21m 높

이의 4층 건물로 그랜드캐니언을 사방으로 조망하는데 최적의 장소이다. 메리 콜터의 걸작

품으로 건물의 골격은 콘크리트 기반에 철골 구조물이나 외벽은 이 지역의 붉은 돌로 둘러싸 

인디언의 전통 양식을 되살렸다. 또 내부도 인디언들의 암각화를 모티브로 해서 호피족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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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이 직접 그렸다는 벽화들로 장식하여 자연과 교감하는 삶을 즐긴 원주민들의 발자취를 

남기려 애썼다. 나선형 계단을 올라 전망대에 오르면 아래로는 콜로라도강이 보이고, 360도 

방향으로 그랜드캐니언의 광활한 풍경이 파노라마뷰로 펼쳐진다. 

모뉴먼트밸리에 가까워지면서 눈에 익은 풍경들이 나타난다. 붉고 광활한 대지 위의 나바

호 인디언들의 성지에 들어선 것이다. 이곳은 처음 와 보는 곳이지만, 사진이나 미디어 영상

을 통하여 붉은 바위가 만들어내는 기묘한 모습을 자주 본 탓인지 착각을 일으킨다. 모뉴먼

트밸리는 애리조나와 유타 주에 걸쳐 있으며, 나바호 네이션(Navajo Nation)에 속해 있다. 우

선 오늘 예약한 숙소부터 찾아보기로 했다. 본래 공원 내에 위치하여 가격은 좀 비싸지만, 전

망이 끝내준다는 더뷰호텔(The View Hotel)을 예약하려고 했지만 전혀 빈 방이 없었다. 인

근에 달리 호텔도 없고 해서 에어비앤비 사이트로 들어 가보니 에스키모 이글루 같은 모양의 

황토집이 눈에 띠었다. 이 집은 인디언들의 전통 주거지로 호간(Hogan)이라고 부른다. 호기

심이 발동하여 친구들에게 사진을 돌려 동의를 구하고, 유타 주 경계 가까이의 벌판에 위치

하는 호스트 로잘린(Rosalyn)의 Mother’s Earth Hogan을 예약하였다. 주소도 따로 없는 것 

같은 이 집을 로잘린이 일러준 대로 찾아가니 황토로 지은 완전 움막이다. 주위는 적갈색의 

바위산이 병풍처럼 드리워져 있고, 멀리 모뉴먼트밸리의 정경이 보인다. 로잘린에게 전화를 

했더니 지금 타운에 나와 있으니, 먼저 체크인을 해도 좋다고 한다. 내부에는 침대 두 개와 

카우치, 책상 한개, 중앙에는 난로가 있고 그 위는 뻥 뚫려있다. 뒤에 비가 오면 어떡하느냐고 

물어보니 강수량이 적어 그냥 두어도 별 문제는 없다고 한다. 화장실은 재래식 형태로 외부

에 있지만 그런대로 사용할 만하다. 로잘린에게 모뉴먼트밸리를 구경하고 다시 돌아올테니 

저녁식사(유료임)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바호 네이션 내에 있는 공원과 투어는 모두 나바호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관계로 따로 

돈을 지불하여야 한다. 차당 20불의 입장료를 내고 공원으로 들어서니, 모뉴먼트밸리의 트레

이드마크인 세 개의 뷰트(butte), 즉 웨스트미트, 이스트미트와 메릭 뷰트가 아름다운 모습을 

선보인다. 뷰트란 메사와 같이 침식으로 형성된 지형이지만 상부의 폭이 키보다 작아 우뚝 

솟아있는 형태를 띤다. 더뷰호텔과 함께 있는 비지터센터에 들러 정보도 얻고 전시물도 둘러

보았다. 이곳에서 촬영한 영화 포스터 등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에서 싸운 나바호족 참전용

사들의 사진이 자랑스럽게 전시되어 있다. 나바호 네이션 시간이 애리조나 주의 다른 지역보

다 한 시간 빨라 더뷰호텔 식당의 점심식사는 끝났다고 한다. 차속에서 먹다 남은 스낵으로 

점심을 때우고, 인디언들이 직접 운용하는 지프투어를 하기로 했다. 

일인당 95불씩 내고 우리 5명은 나바호 가이드 Vernard가 운전하는 지프를 타고 일반인들

이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을 포함하는 관광을 시작하였다. 오픈카 형태의 지프가 비포장 길을 

덜컹거리며 달리는데 모래바람이 덮친다. 새빨간 모래알갱이가 모공에 박히면서 우리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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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언처럼 갈색 피부로 바뀌지 않을가 하는 걱정이 든다. 버나드는 중간 중간 차를 세우고는 

친절하게 안내를 한다. 주위에 늘어선 메사와 뷰트들이 존 포드 감독의 영화에서 보았던 낯

익은 풍경을 펼쳐낸다. 떠나오기 전에 존 웨인이 주연한 역마차(Stagecoach; 흑백)와 수색자

(The Searchers; 컬러) 두 영화를 IPTV에서 보았는데, 약간은 어색한 배우들의 연기와 말투

에도 불구하고 배경에 펼쳐지는 풍광은 가히 일품이었다. 다만, 수색자의 첫 화면에 뜨는 

‘Texas 1868’이란 자막이 모뉴먼트밸리가 텍사스 어디쯤 있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 실소를 자아내게 하였다. 

투어 코스에는 관광객을 위하여 호간도 지어놓고 인디언 여인이 기념품을 만들어 팔고 있

어, 손녀를 위하여 드림캐쳐 (Dream Catcher)를 하나 샀다. 암벽 곳곳에는 각종 동물 모양과 

기호들을 새겨놓은 암각화도 보이는데, 800여년전 아나사지 인디언들이 사냥감의 종류와 주

변 지리에 대한 정보를 나누기 위하여 그린 것이라 한다. 이곳에 사는 인디언들은 우리와 같

이 몽고반점을 가지고 태어난다 해서, 버나드와 우리는 서로 친척이다 하며 웃음을 터뜨렸

다. 거대한 적색 바위덩이에 움푹 패인 굴이 나타나는데 천정에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구멍

으로 햇빛이 비친다. 인디언들은 호간을 만들면서 이런 곳에서 영감을 얻은 것은 아닐까 하

는 생각이 든다. 아치와 사구, 여러 형태의 암석들을 좀 더 구경시켜준 후 투어는 끝났다.

이제 하나 더 빼 놓을 수 없는 포레스트 검프 촬영지를 찾아 유타 주 북쪽으로 차를 달렸

다. 인터넷 사진에서는 Forrest Gump Point란 팻말을 본 것 같은데 찾을 수 없다. 아마도 각

자 알아서 느껴보라고 하는 것 같다. 사랑하는 제니에 대한 상념에 빠져 있던 포레스트 검프

는 갑자기 앨라배마의 집을 뛰쳐나와 빨강색 Bubba-Gump cap을 쓰고 미국 전역을 달린다. 

3년 2개월 14일 16시간을 달리다가 갑자기 이곳에서 달리기를 멈춘다. 그를 따라 달리던 추

종자들이 웅성거린다. “Quite. Quite. He’s gonna say something.” 그들을 뒤돌아보는 검프

는 “I’m pretty tired. I think I’ll go home now.” 란 한마디를 남기고 집으로 되돌아가는 신을 

찍은 곳이다. 이곳을 비롯하여 스치듯 지나가는 여러 곳의 아름다운 장면을 찍기 위해 전국

을 해매고 다녔을 감독과 스탭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우리도 입체적으로 뻗쳐진 도로 

뒤로 모뉴먼트밸리가 근사하게 드러나는 지점을 찾아 사진을 찍어 본다.

숙소로 돌아가니 로잘린이 반갑게 맞이한다. 샤워는 생각도 못하고, 얼굴에 묻은 모래를 

물티슈로 닦아낸 다음 호간에 비치되어 있는 물통에서 물 한 바가지씩을 배급받아 세수를 한

다. 저녁을 먹으러 호간 앞에 마련된 식탁으로 가니, 로잘린과 딸이 기름에 튀긴 크고 두툼한 

나바호 빵(Fry Bread)을 꿀과 함께 내온다. 콩과 각종 야채, 치즈를 얹어 먹으니 마치 멕시칸 

타코를 먹는 기분이다. 또 Mother’s Day에 맞추어 온 가족이 인근 계곡으로 나가 채취해 온

다는 야생 허브로 만든 티를 맛보라고 한다. 우리 둥글레 차와 비슷한 색깔을 보이는 티의 맛

이 특이하다. 식사를 하면서 멀리 보이는 모뉴먼트밸리의 아름다운 일몰 풍경을 카메라에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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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그림 2>). 로잘린이 친절하게 

나바호 네이션에 대해 설명해 준다. 

면적은 약 71,000km²로 애리조나 북

동부, 유타 남동부와 뉴멕시코 주 북

서부에 걸쳐 있으며, 원주민 인구는 

약 340,000명이다. 나바호 인디언 보

호구역으로 불리던 이 지역은 원주민

들의 주장으로 1969년 Navajo Nation

으로 명명되었으며, 대통령을 직접 선

출하고, 입법 사법 기관을 포함하는 

정부가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경제적으로도 주민들에게 약간의 보조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

력을 가지고 있다 하니 놀랍다. 그러나 이들이 미연방에서 분리 독립까지는 원하지 않겠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침대에 드러누우니 뻥 뚫린 천장 구멍으로 별들이 보인다. 화장실을 가

려고 밖으로 나가니 깜깜한 밤하늘에 은하수가 펼쳐지고 무수한 별들이 반짝거린다.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니 눈은 호사를 누린다. 

다섯째 날

지평선 너머 붉은 암석들을 뚫고 일출이 시작되고, 금새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햇빛이 강

해진다. 예약 때 포함되지 않았던 아침도 대접받고 로잘린에게 댕큐를 연발하며 다음 목적지

로 출발하였다. 오늘은 이 지역의 관광지로 유명한 도시 페이지(Page) 인근에 있는 앤텔롭캐

니언(Antelope Canyon), 호스슈밴드(Horseshoe Bend), 파웰호수(Powell lake)를 둘러보는 

일정이다. 나바호 네이션을 벗어나자 시차로 인하여 1시간을 되돌려 받는다. 가는 길에 투어

를 예약해 둔 Antelope Canyon Navajo Tours 사무실을 들러 보기로 했다. 인터넷에서 예약

을 할 때는 오후 시간밖에 없다고 했는데, 현지에서 직접 표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시간을 바꿀 수 있느냐고 물어 보니 가능하다고 한다. 일인당 48불씩 내고 인디언 가이

드의 안내에 따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룹을 이루어 트럭에 탔다. 갈색 평원 위를 모래바람

을 맞으며 20여 분을 달리니 캐니언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나타난다.

엔텔롭이라는 이름은 한때 이 지역에서 무리를 지어 서식하던 가지뿔영양으로 부터 따 왔

다고 한다. 오늘 우리가 관광을 하는 곳은 지표면 바로 아래로 걸어 들어갈 수 있어 Upper 

Antelope Canyon이라 불리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지하로 좀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 Lower 

<그림 2>   멀리 모뉴먼트밸리가 보이는 호간 앞에서의 저녁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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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elope Canyon은 약 10km 떨어진 곳에는 

위치한다. 나바호 인디언들은 이들을 각각 ‘암

석으로 물이 흐는 곳’과 ‘소용돌이치는 암석’이

라고 부른다. 이 지역에 몬순이 부는 계절에는 

때때로 많은 양의 빗물이 이 곳 평원으로 흘러

들어 돌발홍수(flash flood)를 일으키는데, 많

은 모래를 휩쓸고 온 물이 지표면의 틈새로 흘

러 들어가 좁은 공간에서 빠른 속도로 흐르면 

강렬한 침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지하에는 급

류에 의해 폭은 좁으나 구불구불한 형태의 깊

은 캐니언이 만들어지고, 틈새로 불어드는 모

래 바람은 표면을 매끄럽게 갈아서 아름다운 

문양을 만들어낸다. 엔텔롭캐니언이 관광지로 개발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한다. 최

근에 사진작가 Peter Lik이 지하 협곡의 아름다운 모습을 카메라로 담아낸 작품들이 수백만 

달러를 호가하면서 가장 각광을 받는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다(<그림 3>).

캐니언 내로 들어서자, 묘한 모양으로 굽이치는 아름다운 곡면들이 천장의 틈새로 스며드

는 햇빛에 따라 시시각각 색깔을 바꾸는 환상적인 모습을 보인다. 모두 열심히 카메라 셔터

를 눌러댄다. 특정한 지점에서는 가이드가 사진 찍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는데, 그런 사진 안

에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었던 용의 눈, 상어, 하트모양 속에 괴물 등등이 나타났다. 협곡을 

나오니 출구 천정에 나뭇가지와 마른 풀들이 걸려 있다. 가이드의 설명으로는 돌발홍수 때 

실려 내려온 것들이라 한다. 실제로 1997년 8월 12일에 있었던 돌발홍수는 Lower Antelope 

Canyon을 관광하던 11명의 생명을 앗아갔다고 한다. 당일 그 지점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

았지만, 약 11km 떨어진 상류 지역에 뇌우가 치면서 많은 양의 빗물이 갑작스레 흘러들어 사

고가 난 것이다. 단 한명의 생존자는 원주민 가이드로, 급류에 대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

고 한다. 각 그룹은 관광이 끝나면 아까 들어왔던 입구 쪽으로 되돌아나가 다시 버스를 타게 

되는데, 이때는 캐니언으로 들어오는 다른 팀의 가이드들의 성화 때문에 더 이상 사진 찍을 

겨를도 없이 쫓겨나듯 나와야 한다.

이곳에서 차를 몰고 10분 정도 달리면 호스슈밴드 주차장이 나타나는데, 주위에는 안내소

도 별다른 시설물도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을 따라 약간 경사진 언덕길을 지나 10여 분 걸어

가니 갑자기 열길 단애가 나타나고, 아래에는 콜로라도강의 시퍼런 물길이 휘돌아 흐른다.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기며 다가가는데, 안전펜스나 위험을 알리는 팻말이 하나도 없다. 자연

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미국인들의 정신이 엿보인다. 

<그림 3>   오스트레일리아 사진작가 Peter Lik의 작

품 ‘Phantom’ 

Upper Canyon 내부에서 찍은 흑백 사진으로 6

백5십만 달러에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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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중앙에는 웅장한 모습의 바위

산이 보이는데, 우리나라 영월 동

강에서 볼 수 있는 한반도 지형이 

생각난다(<그림 4>). 완만한 경사

를 이루며 노년기 지형의 산허리

를 휘감고 도는 동강이 만든 골짜

기는 얕고 넓으나, 지형학적으로

는 유년기에 속하는 콜로라도고원

의 협곡은 깊고 가파르다. 이곳의 

해발고도는 약 1,300m이고, 300m 

절벽 아래에서 콜로라도강이 우뚝 

솟은 바위산을 말굽모양으로 휘감

으며 흐르는 모습은 색다른 절경

을 선사한다. 

인근에 있는 파웰호수를 유람선

을 타고 둘러보기로 하고, 네비게

이션에서 Lake Powell Resort and 

Marina를 찾아 나섰다. 레이크파

웰은 콜로라도강을 막아 만들어진 

인공호수로 애리조나와 유타 주에 걸쳐 있으나 호수의 대부분은 유타 주에 위치한다. 설계용

량은 후버댐이 있는 레이크미드(Lake Mead)에 이어 미국 내에서는 두 번째이나, 라스베이거

스에서 사용하는 엄청난 물과 가뭄으로 수량이 줄어든 레이크미드를 제치고 현재 담수량은 

1위라고 한다. 다리를 건너면서 글렌캐니언 댐을 가까이서 바라만 보고는 계속 달리는데 게

이트가 나타났다. 이곳부터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글렌캐니언 국립휴양지(Glen Canyon 

National Recreation Area)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annual Pass를 보이니 그냥 통과시킨다. 선

착장에서는 배가 오후 4시에 출발한다고 하여 보트투어는 포기하고, 아름다운 호수 주변을 

산책하면서 사진도 찍고 한가로움을 즐긴다. 

오늘 저녁 머물 숙소는 유타 주 카나브(Kanab)에 있는 Comfort Suites이다. 전세계적으로 

체인을 가지고 있는 호텔인데 생각보다 넓고 컴포터블하다. 저녁에는 우리나라 단체 관광객

도 처음으로 만났다. 세탁기를 발견한 A와 P가 재빠르게 내의와 양말 등을 챙겨 내려간다. 

저녁을 먹으러 이곳저곳 식당들을 기웃거리다가, 구글맵에서 Luo’s Cafe란 중국식당을 찾아

갔다. 羅家中餐이란 간판이 붙어있는데, 중식당답게 약간 지저분하면서 종업원의 응대도 좀 

<그림 4>   콜로라도 강의 호스슈밴드(위)와 동강의 한반도 지형(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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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칠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J가 메뉴판을 들쳐보고 종업원과 상의하면서 몇 가지 음식을 

시키는데 맛은 그럴 듯하다. 와인도 두 병이나 시켜 마시고 기분 좋은 저녁이다.

여섯째 날

오늘은 유타 주 남서쪽에 위치하는 브라이스캐니언 국립공원(Bryce Canyon National 

Park)과 자이언 국립공원(Zion National Park)을 한꺼번에 둘러보는 일정이라 아침 일찍 출

발하였다. 89번 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는 12번 도로

로 방향을 튼다. 얼마쯤 가자 Red Canyon이라는 팻말과 함께 도로 주변에 탑 모양의 붉은 

암석들이 보이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내추럴 브리지의 아치형 문도 통과하였다. 브라이스

캐니언에 가까이 왔다는 징표들인가 보다. 이곳의 고도는 2,400m에서 2,700m로 콜로라도고

원 내에서 비교적 높은 곳에 위치하므로 계절별 기온 차가 심하고 강수량도 타 지역에 비하

여 다소 많은 편이다. 1850년대에 모르몬교 이주자들이 이 지역에 정착했으며, 1874년에 개

척자 Ebenezer Bryce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브라이스캐니언은 큰 강에 의해 깊이 패인 협곡은 아니고, 과거 여러 개의 작은 물줄기들

에 의한 침식으로 고원지역이 함몰되어 생긴 원형극장(amphitheater) 형태의 분지이다. 따라

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캐니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은 고도가 높아 일년 중 기온이 

영하를 오르내리는 날이 200일이 넘는다고 한다. 이런 날에는 바위 틈새로 스며든 물이 얼었

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바위를 부수는 쐐기작용(frost-wedging)에 의한 풍화가 일어난다. 

또 산성 빗물에 의한 풍화 침식작용도 계속되면서 분지의 사면에는 인디언들의 토템 폴 모양

의 지형이 생겨나는데 이를 후두(Hoodoo)라고 한다. 다양한 형태로 섬세하게 조각된 후두

는 사람 몸체만한 크기로부터 높이가 10층 건물 정도에 이르는 것도 있다. 후두가 만들어지

는  이  지역의  최상부층은  C l a r o n 

Formation으로 신생대 약 6천6백만 년 

전에서 4천만 년 전 사이 호수와 강바닥

에 쌓인 석회질 퇴적층이다. 빨강색, 오

렌지색, 흰색 등 각가지 색을 지닌 이 퇴

적암 층들이 만들어내는 핑크색 절벽과 

형형색색의 후두 숲은 색다른 절경을 이

룬다(<그림 5>).

우리는 우선 비지터센터 주차장에 차<그림 5> 브라이스캐니언 국립공원의 후두(Hood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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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세우고, 앰피시어터(Amphitheater) 지역 내에서만 운행되는 무료 셔틀버스를 타기로 했

다. 공원의 주요 볼거리는 이 지역에 몰려있어, Bryce, Inspiration, Sunset, Sunrise 등의 이름

이 붙어 있는 각 포인트에서 내려다보는 광경은 가히 환상적이다. 사진이나 글을 통하여 그 

명성을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입을 다물 수 없다. 일부 관광객들이 그랜드캐니언보다 브라

이스캐니언을 더 추켜세우는 이유를 이해할만 하다. 다시 우리 차를 몰고 약 28km 정도 떨어

진 공원의 최남단에 위치하는 레인보우(Rainbow) 포인트로 갔다. 고도가 2,718m로 높은 곳

이라 공원 전체 모습을 조망하기에 좋다. 공원의 북쪽으로 수 만개의 후두가 각각 자태를 뽐

내면서 원형극장의 모습을 이루고 있다. 남쪽 방향으로 조망하는 인근의 요빔파(Yovimpa) 

포인트에서는 갖가지 색의 거대한 계단형태의 지형을 이루는 퇴적지층(Grand Staircase)을 

볼 수 있다. 차로 10분쯤 거리인 폰데로사(Ponderosa) 포인트는 폰데로사 전나무 숲을 조망

하기에 좋다. 콜로라도고원은 전체적으로 사막지역이지만, 강수량이 어느 정도 있는 곳에는 

이러한 숲들이 형성되기도 한다. 공원 내에는 많은 트레일 코스가 있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아쉬운 마음으로 자이언 국립공원으로 발길을 돌린다.

왔던 길을 되돌아 남쪽으로 약 두 시간 정도 걸리는 자이언 국립공원의 동쪽 게이트에 가

까워지자 많은 차들로 길이 막힌다. 바위산과 계곡, 숲이 어우러진 주위의 풍광은 여태까지 

본 다른 캐니언들과는 달리 우리나라 산봉우리를 보는듯한 친근감을 느끼게 해 준다. 게이트

를 들어서자 곧 바로 펼쳐지는 깎아지른 듯한 가파른 절벽을 가진 거대한 바위산들이 우리들

을 압도한다. 이 지역의 최상부층을 이루는 중생대 쥐라기의 나바호 사암으로 만들어진 체커

보드메사 (Checkerboard Mesa)의 절벽 면에는 퇴적 당시 형성된 사층리와 후에 압축력을 받

아 생긴 수직 절리들이 마치 바둑판의 줄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그림 6>). 15분 정도 달리니 

이번 여행 중에 처음으로 만나는 터널이 나타났다. 1930년에 개통되었다는 이 Zion-Mount 

Carmel Tunnel의 길이는 1.71km이고, 터널 벽에는 몇 개의 창문도 나있다. 터널을 지나 달리

는 꼬불꼬불한 산길의 주변 경치는 일

품이나 핸들 잡은 손에는 힘이 들어 

간다. 

자이언 국립공원은 버진강이 깎아낸 

거대한 협곡을 크림, 핑크, 빨강색 등으

로 채색된 절벽과 웅장한 메사들이 하

늘로 솟구치듯 둘러싸고 있다. 공원의 

면적은 약 590㎢이고, 협곡의 길이는 

24km, 깊이는 최고 800m에 이른다. 고

도는 1,117m에서 최고 2,660m 정도로 <그림 6> 자이언 국립공원의 체커보드메사



142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7, 제13호

고도에 따라 다양한 식생군이 형성되어 있다. Zion은 고대 히브리어로 ‘피난처’ 혹은 ‘안전한 

곳’ 이란 의미가 있는 시온을 뜻한다. 1850년대 처음 정착한 모르몬교 이주자들은 이곳의 아

름다움에 반하여 작은 시온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나중에 공원 이름으로 굳어졌다. 3월에

서 10월까지는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여행객은 공원에서 제공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타고 둘

러보아야 한다. 비지터센터 주변 곳곳에 버스 정류소와 트레일 코스들을 안내하는 표지판들

이 보인다. 셔틀버스는 비지터센터에서 마지막 정류장인 Temple of Sinawava까지 8개 정류

소에서 정차하고, 5~10분 간격으로 운행되므로 전혀 불편함이 없다.

우리는 위핑록(Weeping Rock) 정류장에 내려 간단한 트레킹을 하기로 했다. 위핑록은 바

위 틈새로 흘러내리는 물이 마치 눈물처럼 떨어진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미루나무, 물푸레

나무와 단풍나무가 늘어서 있는 버진강 줄기를 건너 잠시 올라가니, 물이 흐른 자국이 잘 나

타나는 움푹 패인 절벽에서 물줄기가 떨어진다. 이곳은 습기가 많아 이끼와 양치류가 잘 자

라고, 야생화들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다. 뒷편으로 거대한 흰색의 바위산이 보이는데, 

자이언 국립공원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The Great White Throne이다. 나바호 사암으로 이

루어진 이 바위산의 높이는 계곡바닥부터 따지면 720m나 된다고 한다. 자이언캐니언은 공원 

내 롯지에 며칠 머물면서 느긋하게 휴가를 즐기기에는 최고의 장소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반나절의 짧은 일정으로 아쉬움을 남긴 채 숙소로 출발하였다.

오늘 저녁 묵을 숙소는 공원 가까이에 위치하는 Zion Ponderosa Ranch Resort로 그 이름

과 함께 통나무집의 모습에 매료되어 예약한 곳이다. 네비 안내에 따라 왔던 길을 되돌아 나

가는데 터널 앞에 차량들이 멈춰 서있다. 무슨 사고라도 난 게 아닐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오는 대형 버스가 빠져나오면서 통제가 풀린다. 알고 보니 이 터널은 도로 폭이 좁

아 대형차량의 경우는 추가비용을 내고 공원관리인의 통제에 따라 통과한다고 한다. 운전한

다고 제대로 보지 못했던 풍경들을 다시 즐기면서 게이트를 빠져나와, 좌측으로 나 있는 시

골길을 달린다. 주위에 별다른 집도 보이지 않아 슬슬 긴장이 되는데 Ranch라는 팻말들이 나

오기 시작한다. 이 일대가 전부 목장 터인가 보다. 드디어 넓은 땅에 통나무집을 띄엄띄엄 배

치한 숙소로 왔다. 리셉션이 있는 건물에는 식당이 딸려있고, 벽난로용 장작도 판다. 우리 숙

소에는 이층 침대와 카우치가 놓여 있어, 침대배분을 맡은 C가 오늘은 대장 A가 윗 침대에 

혼자 자도록 배려한다. 어린 아이들처럼 이층 침대에 올라가 사진을 찍으면서 즐거워한다. 

저녁은 목장 안의 식당에서 스테이크를 먹기로 하는데, 위무담당 P가 자기가 쏘겠단다. 주문

한 스테이크가 나오는데 접시에는 커다란 고기 덩어리만 달랑 놓여있다. 감자나 야채 같은 

것은 왜 없느냐고 묻자 샐러드는 따로 주문을 해야 한단다. 그렇지 옛날 카우보이들이 야채

까지 제대로 챙겨 먹었겠냐하는 마음으로 포도주를 시켜 마시면서 스테이크를 먹는데 어쨌

든 맛은 있다. 콜로라도고원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는데 이곳 하늘의 별도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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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날

오늘은 라스베이거스로 가는 길에 불의 계곡(Valley of Fire)을 둘러보기로 하였다. 라스베

이거스 시내에서 북동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이곳은 1935년 네바다주에서 최초로 주립공

원으로 지정한 곳이다. 숙소를 나와 약 세 시간 정도 걸려 유타, 애리조나 주를 거쳐 네바다 

주에 들어서자 Valley of Fire 이정표가 나온다. 한적한 길을 30분 정도 더 달리자 공원으로 

들어서는데, 게이트가 있지만 관리인이 보이지 않는다. 대신 가까운 공터에 스스로 입장료를 

낼 수 있도록 봉투가 마련되어 있다.

공원 내의 도로는 깨끗하게 잘 포장 되어있고, 도로 양 옆으로 불타는 듯한 붉은색 기암괴

석들이 펼쳐진다. 사람 형상을 조각해 놓은 것도 보이고, 코끼리를 비롯한 각가지 동물들의 

모습도 보인다. 비지터센터 주위의 바위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데, 우리나라 진안 마이

산에서도 볼 수 있는 풍화로 생긴 타포니(tafoni)이다. 어떤 바위 표면에는 마치 불에 그을린 

것 같은 시커먼 흔적들이 나타나는데, 데저트 배니시(Desert Vanish)로 철, 망간 같은 광물질

이 사암의 표면을 얇게 코팅한 것이다. 이곳에 살던 원주민들은 이런 곳을 칠판처럼 사용하

여 그림이나 기호들을 남겼다. 센터 안에 있는 대형 판넬에는 ‘FROM AN ANCIENT SEA’라

는 제목 아래 사막 지역인 이곳이 5억 년 전에는 바다 생물들이 번성하던 바다였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 지역이 융기하여 육지로 바뀌고 중생대 쥐라기에는 광대한 사막으로 변하였는

데, 현재 이곳을 장식하고 있는 붉은 사암(Aztec Sandstone)은 모래 바람이 만든 거대한 사

구가 암석화된 것이다. 비지터센터에는 이 지역의 지질학적 형성과정, 생태계, 원주민들의 역

사를 설명해 주는 자료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도로를 따라 계속 달리니 빨강색뿐만 아니라 

노랑색, 흰색 등 다양한 색깔의 바위들이 나타난다. 밝은 갈색과 흰색이 교호하여 물결을 이

루는 줄무늬도 이채롭다. 차창 밖의 풍경에 넋을 놓고 있는데 ‘ROAD CLOSED’란 팻말이 나

온다. 이것으로 우리들의 그랜드서클 투어는 막을 내린다. 그동안 우리들에게 경이로움과 함

께 남다른 추억을 선사해주던 이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암석들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전

에도 여행이 끝날 때쯤이면 매번 해보던 생각이지만, 실제 다시 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제 차를 되돌려 라스베이거스로 간다. 

라스베이거스에서 J가 터뜨린 1,600불짜리 잭팟, 로스앤젤레스에서 A의 동서들과 딸들과

의 만남, 고모님과 사촌 누이들과의 재회, 산타바바라의 게 축제, 샌프란시스코의 친구와 함

께한 소중한 추억들은 지면 관계로 줄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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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 벅(Pearl S. Buck)과 장왕록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의 한 가교

법과대학 법학부  최종고
(한국인물전기학회장)

머리말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것의 즐거움보다 지난 것에서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다. 평생을 바친 서울대학교도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 전공과 소속 학과에 매달

리다 정년을 하고나서야 새삼 서울대학교 생애의 전체적 의미를 되물어보게 되는 것도 사실

이다. 나도 법과대학 재직 중 나름대로 저술도 많이 하고 학자적 보람을 느꼈으나 정년을 하

고 돌이켜보니 서울대 학자로서의 아이덴티티가 뭔가 하는 의문도 들고, 나의 학자상이란 어

떤 것인가 자문하게 된다. 아마도 정년 말기에 맡은 대학원동창회장의 책임 때문에 6년간 서

울대학교 아카데미즘의 실체를 추구하다 보니 누구보다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되었는지

도 모르겠다. 현직 시절보다 중앙도서관에 더 자주 가게 되고, 전공이 다른 교수들의 연구서

들도 눈여겨 보게 되는 것이 비근한 예이다.1) 특히 전집(全集)을 내신 선배학자들은 전공을 

떠나 존경의 마음으로 유심히 살펴보게 된다.

나는 영문학이 전공이 아니고 더구나 독일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별 관심 없이 지냈는

데, 최근 한 계기로 펄 벅(Pearl Sydenstricker Buck, 1892~1973)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2) 

따라서 대변인과도 같았던 장왕록(1924~1994) 교수에 대하여 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동숭동

에서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75년에 관악산으로 이전할 때 대학원생이었다. 관악 캠퍼스에

서 몇 번 뵌 장 교수께 인사를 하면 웃음으로 목례를 하며 바삐 걸어가셨다. 영문학을 하시니 

젠틀맨이시구나 하는 막연한 느낌만 갖고 있었고, 이 글을 쓰게 될 인연이란 예감할 수도 없

었던 것은 물론이다.

  1) 참고로, 최종고, 서울대 도서관의 회상과 고문헌자료의 내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10호, 

2014, 235-245쪽. 

  2) 일반적으로 펄 벅이라 부르지만, 벅은 이혼한 남편의 성이기 때문에 펄 자신은 싫어했다. 한국

여성이 결혼 후에도 남편의 성을 따르지 않는 것을 칭찬했다. 그래서 본고에서 되도록 펄 벅보

다 펄이라고 쓴다. 중국에서는 사이잰주(賽珍珠)라 부르고 한국명은 최진주(崔珍珠)이다.



2부  칼럼    145

본고는 장 교수의 업적을 평가하려는 것도 아니요 

오로지 펄 벅과의 관련 속에서 이룬 업적을 되돌아보

면서 그 의미를 반추해보려는 것이다. 새로운 연구논

문이라기보다는 회고적 성찰문이라 할 것이다. 펄 벅

이 오늘날 동서양에서 재조명되고 있는데 한국에 선

구적으로 소개하고 널리 알린 공적은 잊혀져서는 아

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요즘 노벨상을 포함하여 한

국문학의 세계화를 많이 논의하는데, 이런 것은 갑자

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 현실적으로 세계

적 유대가 성숙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서

울대 인문학자의 선구적 노력을 진지하게 조명해야

한다.3) 이 짧은 글이 서울대 학술사의 한 자그만 자

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4)

I. 동서양의 펄 벅 다시보기

나는 작년(2017) 9월 5~8일 중국 난징(南京) 근처 젠장(鎭江) 시에서 열린 국제펄벅 심포

지엄과 펄 벅 문화공원 개막식에 참석하고 왔다. 그곳은 펄 벅이 18년간 살던 곳이기도 하지

만 중국인들이 그에 대한 사랑을 시와 그림과 조각으로 풍부하게 예술화한 데에 크게 놀라

고 감명 받았다. 한 때는 모택동과 공산주의를 비판했다고 문화제국주의자라고 1972년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때 동행하려는 펄을 비자 거부로 좌절시킨 중국이 이렇게 바뀐 것이 도

도한 세계사의 흐름이구나 실감하였다.

내가 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것은 어쩌면 우연이고 어쩌면 필연 같다. 지난 6월 초 서울

대학교 총장을 지낸 스승 유기천(1915~1998) 교수의 마지막 여동생 유기옥 여사의 문상을 

인천으로 갔다 오다 부천에 내려 펄벅기념관을 처음 찾아보았다. 거기서 <펄벅평전>이란 책

을 하나 받아와 읽어보니 펜실베이니아 대학 영문학 교수 피터 콘(Peter Conn)이 쓴 Pearl S. 

Buck: A Cultural Biography(1996)의 완역이었다. 나는 2000년부터 한국인물전기학회

  3) 펄 벅에 대한 필자의 학술논문으로는 최종고, 펄 벅과 한국문학, <PEN문학> 140호, 2017년 11~ 

12월호, 179-198쪽.

  4) 서울대 학술사에 대하여는 최종고, 서울대 학술사, 어떻게 쓸 것인가?, <서울대 명예교수회보> 

9호, 2013, 6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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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노벨상을 포함하여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많이 논의하는데, 이런 것은 갑자기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 현실적으로 세계
적 유대가 성숙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
면 서울대 인문학자의 선구적 노력을 진지하게 
조명해야한다.3) 이 짧은 글이 서울대 학술사의 
한 자그만 자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4)

1. 동서양의 펄 벅 다시보기
  나는 작년(2017) 9월 5~8일 중국 난징(南京) 
근처 젠장(鎭江)시에서 열린 국제펄벅 심포지엄
과 펄벅 문화공원 개막식에 참석하고 왔다. 그곳
은 펄 벅이 18년간 살던 곳이기도 하지만 중국
인들이 그에 대한 사랑을 시와 그림과 조각으로 
풍부하게 예술화한 데에 크게 놀라고 감명 받았
다. 한 때는 모택동과 공산주의를 비판했다고 문
화제국주의자라고 1972년 닉슨대통령의 중국 방문 때 동행하려는 펄을 비자 거부로 
좌절시킨 중국이 이렇게 바뀐 것이 도도한 세계사의 흐름이구나 실감하였다.
  내가 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것은 어쩌면 우연이고 어쩌면 필연 같다. 지난 6월 
초 서울대학교 총장을 지낸 스승 유기천(1915~1998) 교수의 마지막 여동생 유기옥 
여사의 문상을 인천으로 갔다 오다 부천에 내려 펄벅기념관을 처음 찾아보았다. 거기
서 <펄벅평전>이란 책을 하나 받아와 읽어보니 펜실베이니아 대학 영문학 교수 피터 
콘(Peter Conn)이 쓴 Pearl S. Buck: A Cultural Biography(1996)의 완역이었다. 
나는 2000년부터 한국인물전기학회(Korean Biographical Society)를 운영해오고 있
는데, 콘 교수의 이 책은 전기는 바로 이렇게 써야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잘 쓴 전기
였다. 한 유명인물이 왜 갑자기 잊혀지다시피 되었는가를 문화적 사회적으로 잘 설명
해주고 있다. 사실 나는 2002년 10월에 인물전기학회에서 펄 벅에 대하여 발표회를 
가졌는데 그때는 이 책이 나온지도 모르고 있었다. 이번에 나는 펄이 단순한 대중작
가가 아니라 노벨상을 탈 만큼의 비중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만년까지 줄기차게 자기
주장을 한 지식인이자 행동가라는 사실을 새로 알게 되었다. 그러다 중국의 펄벅연구 
현황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의 역사 망각증과 무관심으로 펄뿐만 아니라 한국과 한국
인 자신의 연구도 무관심해져버린 현실을 새롭게 자각하게 되었다. 다행히 근년에 젊
은 학자들 사이에 ‘동서의 펄 벅 다시보기’의 현상에 주목하고 좋은 논문을 쓰는 연
구자가 있음도 발견하였다. 무엇보다 중국에서의 펄에 대하여 영국의 저명 전기작가 
힐러리 스펄링(Hilray Spurling) 여사의 Pearl Buck in China(2011)란 책이 나와 많

3) 펄 벅에 대한 필자의 학술논문으로는 최종고, 펄벅과 한국문학, <PEN문학> 140호, 2017년 11-12월
호, 179-198쪽.

4) 서울대 학술사에 대하여는 최종고, 서울대 학술사, 어떻게 쓸 것인가?, <서울대 명예교수회보> 9호, 
2013, 61-70쪽.

<그림 1> 펄 벅(Pearl Sydenstricker 
Buck, 1892-1973)<그림 1>   펄 벅(Pearl Sydenstricker Buck, 

1892~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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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Biographical Society)를 운영해오고 있는데, 콘 교수의 이 책은 전기는 바로 이렇게 

써야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잘 쓴 전기였다. 한 유명인물이 왜 갑자기 잊혀지다시피 되었는가

를 문화적 사회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다. 사실 나는 2002년 10월에 인물전기학회에서 펄 

벅에 대하여 발표회를 가졌는데 그때는 이 책이 나온지도 모르고 있었다. 이번에 나는 펄이 

단순한 대중작가가 아니라 노벨상을 탈 만큼의 비중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만년까지 줄기차

게 자기주장을 한 지식인이자 행동가라는 사실을 새로 알게 되었다. 그러다 중국의 펄벅연구 

현황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의 역사 망각증과 무관심으로 펄뿐만 아니라 한국과 한국인 자신

의 연구도 무관심해져버린 현실을 새롭게 자각하게 되었다. 다행히 근년에 젊은 학자들 사이

에 ‘동서의 펄 벅 다시보기’의 현상에 주목하고 좋은 논문을 쓰는 연구자가 있음도 발견하였

다. 무엇보다 중국에서의 펄에 대하여 영국의 저명 전기작가 힐러리 스펄링(Hilray Spurling) 

여사의 Pearl Buck in China(2011)란 책이 나와 많은 저널에 서평이 실리고 있고, 중국계 재

미여성작가 안치 민(Anchee Min)의 Pearl of China(2010) 라는 소설이 우리나라에도 <펄 벅

을 좋아하나요>(2011)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읽히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서점

에 가보면 펄 벅의 책은 구하기가 그리 쉽지않고, 한국인에 의하여 쓰여진 펄 벅 전기는 오로

지 아동용 두 권이 있을 뿐이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는 40권 정도 소장되어 있는데, 구

입도서보다 기증도서가 많은 데에 놀랐다.5) 앞으로 펄 벅 연구자가 서울대학교 도서관을 이

용하려면 많이 보충해야 한다.

II. 장왕록의 학자 생애

장왕록(張旺祿) 교수는 1924년 평안남도 용강 출생으로 한학(漢學)을 배우고 평양 제2중

학교를 거쳐 1943년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입학하였다. 이듬해 이길자와 결혼하였다. 1948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1950년에 한국 최초의 영문학 석사학위 논문

을 쓰고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잠시 미국 극동공군 한국본부 번역과장을 지내기도 하였다.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강사를 거쳐 사범대학 조교수로 재직하던 중 1957년 도미, 1958년에 

아이오아(Iowa)대학원에서 문학석사 학위를 받았고, 1974년 헨리 제임스(Henry James) 연

구로 서울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5년에 관악캠퍼스로 종합화하면서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소속되었다. 그 후 

  5) 기증자는 사범대 이종수 교수, 종교학과 금장태 교수, 법대의 유기천 교수, 최종고 교수, 박태서 

동문, 이동진 동문(전 대사) 등이다. <대지>의 첫 번역자도 법대출신인 김성칠(1913-1950) 교수

이라, 따로 아래의 글을 썼다. 최종고, 펄 벅과 서울법대, <Fides> 6호, 2018, 97-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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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학 연구교수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활발한 학문활동으로 수 편의 논문 및 영문 창작

도 하였다. 1975년 한국영어영문학회 부회장을 거쳐 1983~1985년 회장을 역임하였다. 한국 

호손학회, 마크트웨인학회, 헨리제임스학회를 창립하여 초대 회장을 지냈다. 한국 번역문학

의 태두로서 펄 벅 외에도 밀러(H. Miller), 업다이크( J. Updike) 등과도 활발히 교류하며 번

역문화를 조성하였다.

장 교수는 60여 편의 영미 작품을 번역하였다. 대표적 역서로는 『대지』, 『대사들』, 『암흑의 

오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스칼렛』, 『그리스신화』, 『로마신화』, 『압살롬, 압살롬』 등 많이 

있다. Migrating Birds on the Charles River라는 영문 창작집을 비롯하여 <미국문학사>, <영

국문학사> 등의 편저가 있다. 한국 문학을 영역한 것으로는 강신재의 『나무들 비탈에 서다』,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 등이 있다. 1970년에는 한국일보의 한국문학번역상, 1979년에는 

국제펜클럽 한국본부에서 한국문학번역상을 수상하였고, 1991년에는 미국 콜럼비아 대학에

서 미국문학번역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1954년부터 1989년까지 서울대학교에서 35

년간 재직 후 정년퇴임할 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받고, 작고하기까지는 한림대학교 영문

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한국영어영문학회에서는 유족이 낸 기금으로 ‘우보영문학상’을 10여

년 시행하였다. 유족으로 1남 5녀를 두었다. 장남 장병우는 서울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한국엘리베이터 사장으로 있다.6)

III. 펄 벅과의 교류

장왕록이란 이름은 한국학술사와 문학사에 펄 벅과 함께 가장 강하게 남아있다. 한 작가

의 작품을 20편 넘게 번역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하여 아직까

지 주목하여 연구하는 후학이 없는 것이 아쉽다.7)

장왕록은 펄을 만나기 전 1955년부터 교신을 나누었는데, 남아 있는 펄 벅의 편지를 보면 

장 교수에게 번역만이 아니라 소설을 쓰기를 권하는 내용이 보인다.

  6) 장병우 사장도 문학적 관심이 높아 부친과 동생 장영희 교수에 대해 KAIST에서 강연한 ‘생활 속

의 문학 이야기’가 유튜브에 올려져 있다. 필자의 요청으로 2018년 1월 7일 본 원고를 읽고 의견

을 주신 데 감사한다. 

  7) 물론 유능한 번역자가 희귀한 당시에는 혼자서 많은 번역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서울대학교 유명 

교수의 권위로 출판사에서 번역료를 선불 받아오면 조교나 주변 문필가들이 초역을 하여 드리

는 경우가 많았다. 조흔파(1918~1980) 작가의 부인 정명숙 교수는 당시 <희망> 잡지사 기자였

는데 이런 번역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증언한다(2017.10.21, 목포 박화성문학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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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교수는 1960년 11월 펄의 방한에 앞서 <조선

일보>에 ‘뉴욕에서 만난 펄 벅: 그의 방한에 즈음하

여’를 썼는데 서두는 이렇게 시작된다.

내가 여사를 만난 것은 1957년 크리스마스 직후

였다. 그때 여사는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자택에

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뉴욕시에 와 있었다. 나

는 미리 전화 연락을 하고 랙싱튼가와 파아크가 

사이에 자리 잡은 웅장한 아파트 3층에 있는 여

사의 사무실의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키

가 후리후리한 청년이 나타났고 그 뒤에 까만 벨

벳 드레스를 입은 중키의 여사가 서있었다. 사진에서 보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다른 

미국인들은 모두 나를 미스터 챙이라고 부르는데 여사는 중국식으로 미스터 장이라고 

명확히 발음하며 친절히 맞아주었다. 높고 가는 음성이었다. 진주 귀걸이와 진주 목걸

이를 하고 회색 머리카락은 약간 헝클어져 있었으나 단아한 모습이었다. 그 사무실은 

넓었다. 후리후리한 청년은 내 오바를 받아 걸었는데 여사의 소개로 그는 여사의 아들

(양자) 힐리엄인 것을 알았다. 그는 여사의 책상에서 저만치 떨어진 탁자로 가서 책을 

보고 있었다. 나는 여사의 낮은 책상을 사이에 두고 여사와 마주 앉았다. 사무실이라

고는 하지만 서재와 다름없었다. 책선반에는 책이 그득 꽂혀있었고, 책상 위에는 당시

의 신간인 피터프로이젠 저 <7대양의 서>라는 두꺼운 책이 플라스틱 테두리의 안경

과 함께 놓여있었다. (중략) 한 시간 남짓 이야기 하는 동안에 전화가 다섯 번이나 걸

려왔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하자, 여사는 “한국

인은 한국인의 전통을 잘 지켜 나가야할 것입니다. 너무 빨리 변하려고 하지마세요. 

<그림 2> 펄벅이 장왕록에게 보낸 편지(1955)

<그림 3> 뉴욕 펄 자택에서 첫 만남, 1957 <그림 4>   한국영어영문학회에서 펄벅을 소개하는 장왕

록,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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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참다운 한국의 전통을 지키는 한국인 자신

입니다.” 여사는 나와 작별의 악수를 하면서 한국을 한번 방문해 보고 싶다고 했다. 그

러나 여사의 남편 리처드 월시씨가 심장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먼 길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월시씨는 지난 5월에 별세하였다. 여사는 지금 동경에 머물며 여사

의 신작 <격랑>의 영화화되는 것을 보고 있다. 이번의 방한은 여사에게는 최초의 것

인바 여사의 나이 68세이므로 이것이 최후의 것이 될는지 모른다.8)

장 교수는 <서울신문>에도 ‘한국인을 말하는 펄 벅’이란 글을 썼다. 그것은 펄여사의 첫 방

한을 가까이서 목격한 체험기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한국에 오려고 별렀습니다. 이번에 소원이 성취되어 기쁩니다. 나는 

벌써부터 이 여행을 즐기고 있어요”하고 바다 같이 푸른 눈을 한 펄 벅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조금도 피로의 빛을 보이지 않는 건장한 모습이다. 3년 전에 뉴욕서 

만났을 때보다 더 늙어보이지 않는다. 여사는 한국의 강산이 아름답고 날씨가 매우 좋

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후에도 <여원>지 1963년 10월호에 ‘대지의 크신 어머니 펄 벅’이란 글을 썼다.

IV. 펄 벅의 한국 방문

1960년 11월 1일 펄이 첫 방한을 하였다. 일본에서 작품 <해일, The Big Wave>의 영화로

케를 하다가 열흘을 예정으로 날아온 것이다. 여원사와 조선일보의 공동초청 형식이었는데, 

펄은 일본에서 두 일본여성을 대동해 왔고, 여원사 동경지국장 문명자( Julie Moon, 

1930~2008)씨도 서울에 와서 준비 작업을 하였다.9) 장 교수는 김포공항의 영접에서부터의 

체험을 이렇게 적었다.

김포 비행장에서 서울로 차를 몰고 오는 동안 내가 탄 차는 바로 그 뒤를 따랐지만 여

사가 처음 보는 한국의 풍물 가운데는 중년여인이 애를 업고 머리엔 배추를 산더미 같

  8) 장왕록, 뉴욕에서 만난 펄 벅, <조선일보> 1960년 10월 그리고 장왕록/한말숙 편, <대지의 신 

화>, 229-232쪽.

  9) 펄 벅과 문명자와의 관계는 앞으로의 연구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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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담은 광우리를 이고 가는 광경도 있었던 것을 상기했다. 반도호텔에 투숙하고, 어

떤 숙녀가 와서 한복을 한 벌 해드리겠다며 옷감을 몇 개 보여주었다. 여사는 연한 쑥

빛을 골랐다. 기쁜 얼굴이었다. 그것은 여사의 회색머리와 어울리는 빛이기도 하다. 

지금 여사는 밤색 드레스를 입고 있다. 나는 여사와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가을 햇

살이 담뿍 비쳐드는 반도호텔의 한 방에서 나왔다.10)

오후에 기자회견을 가졌다. 미국인 기자가 이번 방한은 작품의 소재를 얻기 위함이냐고 묻

자, “내가 온 유일한 목적은 한국을 보고 한국에 대해 좀더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소설을 쓰

려면 이런 단기간의 여행으로는 불충분합니다. 한 동안 살아야 해요”라고 답했다.

11월 2일 저녁 아서원(雅敍園)에서 팬클럽과 영어영문학회 주최의 환영회에 참석하였다. 

장 교수는 펄을 소개하는 ‘펄 벅과 휴매니즘’이란 발표를 10분간 하였다. 이어서 김진만 교수

(성균관대학교)의 사회로 오석규 교수(동국대학교), 피천득 교수(서울대학교), 나영균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조성식 교수(고려대학교)가 환영사를 하였다. 후에 펄은 만족의 인사를 했

다고 적고 있다.

신사숙녀 여러분, 펄 벅 여사를 환영하는 이 자리에서 천식한 제가 존경하는 여러분 

앞에서 여사의 생애와 작품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외람된 느낌이 없지 않

습니다. 여사는 작품을 통하여 세계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널

리 알려져 있으므로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여사가 쓴 동양 배경의 작

품을 읽을 때 우리는 여사가 동양인의 생활과 생각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

게 됩니다. 동양에 대한 여사의 이렇듯 친숙한 지식은 여사가 중국에서 반생을 보낸 

결과입니다.

 여사는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만 선교사인 양친과 함께 중국으로 건너갔으며 영어

보다도 중국어를 먼저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중국의 대중 사이에서 살았고, 

또 중국인 가정교사 밑에서 교육을 받은 결과 여사는 어려서부터 자기가 중국인과 다

르다고는 거의 생각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사는 미국에 돌아가서 대학과 대학원에서 

공부한 기간을 빼놓고 중국에서 근40년을 거주했습니다. 그러다가 1934년에 본국에 

돌아가 영주하게 된 것입니다. 여사의 처녀작인의 완성된 원고는 1927년에 북벌군이 

남경을 점령했을 때 분실되었습니다. 그 당시 백인들의 가옥은 모두 타버리고 또 수많

은 백인들이 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폭도들은 여사의 집에는 불을 지르지 않았고 여

사의 전 가족은 무사했습니다. 그만큼 중국인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중략)

 여사의 수필적인 자서전 <나의 몇 세계(My Several Worlds)>에 의하면 여사는 전부

10) 장왕록, 한국인을 말하는 펄 벅, <서울신문> 1960. 11, <대지의 신화>, 233-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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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한국의 친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사가 남경대학에서 가르친 학생 중에는 

한국인도 있었습니다. 펄 벅 여사, 제가 알기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초대로 한국을 방

문하는 저명한 작가는 여사가 처음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위대한 벗이

라는 둘도 없는 증거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 학회에서 여사를 모시게 된 것을 영광으

로 생각합니다.11)

이어서 펄이 <나의 작가수업>이란 간단한 답례 스피치를 했다. 장 교수는 이 연설을 <시사

영어연구>지에 번역 소개하면서, “여사는 가늘고 높은 목소리로 이상의 요지의 연설을 쾌조 

일사천리로 했다. 그것은 일면 풍부한 내용을 쉽게 쓴다는 여사의 창작 태도를 연상시키는 

것이기도 하였다”고 적었다.

3일 펄은 청와대로 윤보선대통령을 예방하였다. 여기에 장 교수는 참석하지 않았고 여원

사와 조선일보사의 대표와 문명자씨가 참석하였다.12) 여기에서 윤대통령은 한국을 무대로 

한 소설을 써주기를 부탁한다. 펄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아마 그리 될지도 모른다고만 대답

했다.

4일부터 지방여행을 떠났는데, 대구행 무궁화열차에 장 교수는 옆자리에 앉아 동행하였다. 

대구의 계성고등학교 강당에서 강연이 있었는데, 어쩌면 장 교수가 통역을 하였을 것이다. 

경주까지 동행하고, 서울로 혼자 올라왔다. 펄은 부산에 가서 부산여자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강연하였는데, 이 때 통역은 부산대학교 김행우 교수가 맡았다.

11) 장왕록, 펄 벅과 휴매니즘, <사상계> 1960년 12월호, 그리고 <대지의 신화>, 218-222쪽.

12) 이 때의 사진과 기록은 대통령기록관에 소장되어 공개되고 있다. 

<그림 5>   윤보선 대통령 내외와 펄 일행 기념촬영, 

1960

<그림 6> 무궁화호 열차를 동행한 펄벅과 장왕록,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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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저녁에 비행기로 상경한 펄은 8일 이화여자대학교를 방문하였다. 한국이 이렇게 많은 

여대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화요채플에서 <미국여성의 실정과 

특권 남용>에 대해 강연하면서 한국 대학생들이 봉사적 직업을 많이 가지기 바란다고 했다. 

2시부터는 문리대 학생들을 위해 <체험, 상상, 인간적인 표현>이란 특강을 했다. 이 때 통역

은 나영균 교수가 맡았다.13)

V. 장왕록과 <갈대는 바람에 시달려도>

한국에서 돌아간 펄은 2년간 열심히 한국을 연구하여 1963년에 <살아있는 갈대(The 

Living Reed)>를 내었고, 장왕록과 협의하여 영문판과 한글판이 동시에 출간되었다. 제2의 <

대지>라고 할 정도의 장편으로, 김일한 가족의 4대 가족사를 중심으로 국제정치사, 독립운동

사를 조명하고 있다.14) 한 마디로 소설로 읽는 한국 독립운동사라 해도 좋다. 이 정도 스케일

의 대하소설을 2년 동안에 완성한 것은 역시 펄의 탁월한 능력이었다.

이 작품은 구한말부터 1945년 광복까지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4대 가족사에 얽힌 

파란만장의 삶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치밀한 고증작업과 

극적인 구성으로 형상화한 대작이다. 미국에서 출판되자마자 베

스트셀러가 되었고,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 <대지> 

이후 최대의 걸작이라는 찬사와 함께 ‘펄 벅이 한국에 보내는 애

정의 선물’이라고 평하였다.

소설은 주인공 서울양반 김일한이 둘째 아이의 출산을 기다리

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김일한은 주변국인 중국, 일본, 러시

아가 호시탐탐 조선을 넘보는 격동기의 구한말에 왕실의 측근으

로서 미묘한 조정의 갈등에 깊이 개입하게 된다. 대원군 축출사

건과 명성황후 시해사건 이후, 한국에 대한 주변 강대국들의 주

도권 싸움 끝에 일본에 의한 강제합병이 이루어지자, 그는 아내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와 두 아들 연춘과 연환을 가르치며 지낸다. 

13) 펄 벅/나영균 역, <신의 인간들>, 삼중당, 1968, 역자후기 참조. 

14) 주인공을 안동 김씨에다 유일한의 일한이란 이름으로 작명한 것도 뜻 깊다. 나는 최근 김욱동 

교수로부터 유일한(New Ihan)의 자서전 When I was A Boy in Korea(Boston, 1928)를 받아 읽

고 펄 벅이 The Living Reed라고 책명을 붙인 이유를 본서 326쪽에 나오는 “The legend of 

Bamboo Leaves” 에서 힌트를 받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더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그림 7>   갈대는 바람에 시

달려도, 펄 벅 저/ 

장왕록 역,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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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한 연춘은 독립투쟁을 위해 집을 떠나 지하운동에 가담하고, 교사가 된 연환은 독실한 

기독교인 동료 교사와 결혼한 지식인으로서 일제의 탄압에 대항한다. 그러던 중 연환은 3 ·1

운동 때 불타는 교회에 갇힌 아내와 딸을 구하려다 함께 죽고, 홀로 남은 아들 김양(金陽)은 

할아버지 김일한이 키운다. 한편 독립운동을 하다 투옥되었던 연춘은 탈옥하여 중국과 만주 

일대를 누비며 독립투쟁을 계속하여 ‘살아있는 갈대’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전설적 인물이 된

다. 연춘은 북경에서 뜻을 같이하는 한녀라는 여성과 함께 지내다가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가진 것을 알고 남경으로 떠난다. 그 후 한녀는 연춘의 아들 사샤를 낳은 후 병들어 죽고 아

이는 고아원에서 자란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사샤는 한국으로 돌아오다가 귀국길에 

오른 아버지 연춘과 우연히 만나 서울에 있는 할아버지 김일한의 집으로 온다. 연춘은 미군

의 인천상륙작전 때 일본 경찰에 의해 살해되고, 아들 사샤는 북으로 떠난다. 그리고 의사가 

된 연환의 아들 양은 서울의 미국인 병원에 남아 장차 한민족 간에 펼쳐질 이념의 갈등과 민

족분단의 비극이 예시되는 것으로 끝난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긴박한 현실 속에서 한국인의 

사랑이 전편에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펄은 온갖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한민족의 민

족성을 완성도 높은 문학으로 한국인의 정서에 부합하는 작품을 발표했다. 많은 한국 독자

들이 감동했고, 독어, 불어 등으로도 나왔다.15) 서두에는 한국역사를 몇 페이지에 걸쳐 서술

하고, 뒤에는 2년 전 부산에서 유엔군묘지를 참배한 얘기를 적고 있다. 장 교수는 자신의 번

역과 관련해 이렇게 적었다.

1963년에 필자는 펄 벅이 한국 배경의 역사소설 The Living Reed를 번역했는데, 그 원

제를 <살아있는 갈대>로 직역하지 않고 <갈대는 바람에 시달려도>라고 대담하게 의

역하였다. 그 당시 그 제목이 원어에 충실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우리나

라 독자에 대한 공감적인 호소력으로나 주제의 표현력으로 보아 이쪽이 훨씬 낫다는 

평을 더 많이 받았다. 그 책이 당시 전국에서 비상한 관심 속에 날개 돋힌 듯 팔리고 

있을 때 내한한 원작자 펄 벅 여사도 그 우리말 제목에 만족을 표명하였다.16)

이 작품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문학적 관점에서 자그만 논쟁이 있은 것도 뜻있는 일이었다. 

즉 주한 성공회 신부 리처드 러트(Richard Rutt)는 한국을 피상적으로 안 작품이라 비평했고, 

15) 내가 1977년 독일 유학시 산 문고판 Lebendiger Bambus(1976)를 보면 번역자는 Margitta de 

Harvas이고 1966년 11월에 초판 15,000부를 찍었고, 1976년 9월에 110만부째를 찍은 것으로 나

타나있다. 불어판은 흥미있게도 <한국의 땅(Terre Correene)>(1964)이란 이름으로 나왔다.

16) 장왕록, <가던 길 멈추어 서서>, 우석, 1989, 67쪽.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딸 장영희 교수의 개

역될 때 <살아있는 갈대>로 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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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장왕록이 편견을 가진 비판이라 대응하여 글을 썼

다.17) 미8군도서관에서 양인을 초청하여 대담케 하고 논쟁을 

화기애애하게 끝냈다.18) 이 소설은 계속 한국인의 심금을 울려

주었고, 따라서 낙양의 지가를 올렸다.

펄은 이후 1969년까지 도합 여덟 번 방한했다. 주로 소사(부

천)의 희망원(Opportunity Center) 에 머물면서 혼혈아들을 보

살피고 집필도 하였다. 이런 인연으로 지금 부천에 펄벅기념관

이 서있다. 그리고 작년(2017)에 부천이 동아시아 최초로 유네

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선정되었고, 앞으로 국제적 지평에서 문

학 활동을 계획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VI. 학자이자 작가 장왕록

장 교수는 수필집 <가던 길 멈추어서서>(1989)에서 자신의 아호 우보(又步)에 대해 이렇

게 썼다.

특히 계단을 오를 때엔 두 다리가 요동을 쳐서 3층에 올라가려는데 번번이 4층까지 

올라와있곤 하여 나 자신과 보는 사람을 놀라게 한다.(50쪽)

“내 아호가 유보인데 될수록 걸어야지 차를 모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다”면서 좀처럼 

운전을 하려하지 않는다. 번역에 대한 나의 오랜 취미도 출판사로부터 간단없이 청탁

이 오고, 상을 받고 하는 바람에 어느덧 부업처럼 되었다. 따지고 보면 내가 택한 직업

도 취미에서 출발했으므로 그것은 곧 취미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50쪽)

장 교수는 이렇게도 담담히 적었다. 

내 연구실을 찾아온 물리학 교수인 한 친구가 내가 앞으로 강의할 소설을 읽고 있는 

것을 보고, 소설을 읽고 월급을 받으니 팔자 좋다고 농담조로 한 말이 잊혀지지 않는

17) 리처드 러트, 알 수 없는 펄 벅의 인기, <동아일보> 1963년 11월 12일, 그리고 그의 책 <풍류한

국>(1965, 신태양사), 230-235쪽; 장왕록, 하나의 편견: 러트신부에 답한다, <동아일보> 1963년 

11월 26일; 러트, 다시 펄 벅에 대하여: 장왕록씨의 글을 읽고, <동아일보> 1963년 12월 2일자.

18) <동아일보> 1964년 2월 1일자에 상세 보도.

- 10 -

<그림 8> 경주에서 펄과 장왕록, 이규태, 1960

6. 학자이자 작가 장왕록
  장 교수는 수필집 <가던 길 멈추어서서>(1989)에서 자신의 아호 우보(又步)에 대해 
이렇게 썼다.

  특히 계단을 오를 때엔 두 다리가 요동을 쳐서 3층에 올라가려는데 번번이 4층까지 
올라와있곤 하여 나 자신과 보는 사람을 놀라게 한다.(50쪽)

  “내 아호가 유보인데 될수록 걸어야지 차를 모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다”면서 좀처
럼 운전을 하려하지 않는다. 번역에 대한 나의 오랜 취미도 출판사로부터 간단없이 청
탁이 오고, 상을 받고 하는 바람에 어느덧 부업처럼 되었다. 따지고 보면 내가 택한 직
업도 취미에서 출발했으므로 그것은 곧 취미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50쪽)

  장 교수는 이렇게도 담담히 적었다. 

  내 연구실을 찾아온 물리학 교수인 한 친구가 내가 앞으로 강의할 소설을 읽고 있는 
것을 보고, 소설을 읽고 월급을 받으니 팔자 좋다고 농담조로 한 말이 잊혀지지 않는
다. 또 한 가지 잊혀지지 않는 것은 어느 핸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읽은 구절이
다. “다리는 우리의 제2의 심장이다. 내 건강을 돌봐주는 두 의사가 있는데 그건 오른
다리와 왼다리다”라는 말이었다. 한 사람의 취미가 자신의 직업이나 부업과 일치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다.(52쪽)

  내가 최근에 번역한 장편소설 <이브의 도시>의 작가이자 오래 전부터 잘 아는 존 업
다이크 씨를 가까운 베블리 팜에 있는 그의 집으로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그는 나를 
보고 “한국의 철새가 다시 찰스강에 돌아왔구먼”하고 농담을 했다.(56쪽)

  최근에 나는 <찰스강의 철새들, Migrating Birds on the Charles River> 라는 영문
창작집을 내었다. 영문으로 돤 창작집을 낸다는 것은 희한한 일이라면서 몇 명의 친구
들이 발기하여 미국문화원에서 꽤나 성대한 출판기념회를 열어주었다. 그 모임에서 단
편소설 14편, 단막극 3편, 에세이 6편으로 된 이 책에 대해 두 교수가 평을 발표하는 
프로가 있었다. 한국외국어대학의 Y교수는 이 책에 실린 단편들의 특징으로 독자를 유

<그림 8>   경주에서 펄과 장왕록, 

이규태,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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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한 가지 잊혀지지 않는 것은 어느 핸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읽은 구절이

다. “다리는 우리의 제2의 심장이다. 내 건강을 돌봐주는 두 의사가 있는데 그건 오른

다리와 왼다리다”라는 말이었다. 한 사람의 취미가 자신의 직업이나 부업과 일치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다.(52쪽)

내가 최근에 번역한 장편소설 <이브의 도시>의 작가이자 오래 전부터 잘 아는 존 업

다이크 씨를 가까운 베블리 팜에 있는 그의 집으로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그는 나를 

보고 “한국의 철새가 다시 찰스강에 돌아왔구먼”하고 농담을 했다.(56쪽)

최근에 나는 <찰스강의 철새들, Migrating Birds on the Charles River>라는 영문창작

집을 내었다. 영문으로 돤 창작집을 낸다는 것은 희한한 일이라면서 몇 명의 친구들이 

발기하여 미국문화원에서 꽤나 성대한 출판기념회를 열어주었다. 그 모임에서 단편소

설 14편, 단막극 3편, 에세이 6편으로 된 이 책에 대해 두 교수가 평을 발표하는 프로

가 있었다. 한국외국어대학의 Y교수는 이 책에 실린 단편들의 특징으로 독자를 유인

하는 강한 서스펜스와 서머셋 모옴을 연상케 하는 구성과 문체에 대해서 논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나도 동감이었다. 그러나 작품 속에 위트와 유머가 풍부하다는 평은 의

외로운 것이었다.(101쪽)

VII. 문필의 대를 이은 장영희 교수

내가 2000년부터 운영하는 한국인물전기학회에서 2002년 10월에 펄 벅에 대한 발표회를 

가졌다. 발표자를 찾던 나는 장왕록 교수의 부재를 실감하면서 역시 딸 장영희 교수에게 부탁

하였다. 펄 벅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하면서도 사양하지 않아 고마웠는데, 그날 발표에서 이

런 말을 했다. “아버지와 펄 벅 여사가 각별히 가까우셨던 것은 어쩌면 저 때문일지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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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는 강한 서스펜스와 서머셋 모옴을 연상케 하는 구성과 문체에 대해서 논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나도 동감이었다. 그러나 작품 속에 위트와 유머가 풍부하다는 평은 
의외로운 것이었다.(101쪽)

7. 문필의 대를 이은 장영희 교수

  내가 2000년부터 운영하는 한국인물전기학회에서 2002년 10월에 펄벅에 대한 발표
회를 가졌다. 발표자를 찾던 나는 장왕록 교수의 부재를 실감하면서 역시 딸 장영희 
교수에게 부탁하였다. 펄 벅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하면서도 사양하지 않아 고마웠
는데, 그날 발표에서 이런 말을 했다. “아버지와 펄벅여사가 각별히 가까우셨던 것은 
어쩌면 저 때문일지도 몰라요.” 가슴이 찌르르하였다.19) 펄도 정신박약의 장녀를 갖
고 있었고, 이것이 글을 쓰게 하는 첫 동기가 되었고, 누구와도 가장 낮은 곳에서 대
화할 수 있는 자세가 되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장영희(張英姬, 1952~2009)는 1975년에 서강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1977년
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5년에 ‘19세기 미국 작가들의 개념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의 자아여행(Journeys between the Real and the Ideal)’이라는 논문으로 
뉴욕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5년부터 모교인 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코리아 타임즈(1987년부터)와 중앙일보(2001년부터) 등 주요 일
간지에 칼럼을 썼고 한국 호손학회와 마크 트웨인학회에서도 편집이사로 활동하였다.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를 집필하기도 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문학의 아름다움을 감
명 깊게 심고, 지병으로 2009년 5월 9일에 58세로 생을 하직하였다. 저서로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2009), <공부의 즐거움>(공저, 2006), <생일>(2006), <축복> 
(2006), <문학의 숲을 거닐다>(2005), <내 생애 단 한번>(2000)을 남겼다.
  <내 생애 단 한번> 에서 이렇게 말한다. “희망을 가지지 않는 것은 죄이다. 빛을 
보고도 눈을 감아버리는 것은 자신을 어둠의 감옥 속에 가두어버리는 자살 행위와 같
기 때문이다.20)” 장영희 교수는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정신력으로 승화된 아름다운 

19) 나는 이때의 한 시간 동안의 육성 카세트를 지금도 보관하고 있다.

<그림 10> 피천득 교수와 이해인 수녀시인과 
장영희, 2000년대 초

<그림 9> 장왕록 교수와 장영희 
교수 부녀, 1980년대 초

<그림 9>   장왕록 교수와 장영희 교수 부녀, 1980년

대 초

<그림 10>   피천득 교수와 이해인 수녀시인과 장영희, 

2000년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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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가슴이 찌르르하였다.19) 펄도 정신박약의 장녀를 갖고 있었고, 이것이 글을 쓰게 하는 첫 

동기가 되었고, 누구와도 가장 낮은 곳에서 대화할 수 있는 자세가 되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장영희(張英姬, 1952~2009)는 1975년에 서강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1977년에 대학

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5년에 ‘19세기 미국 작가들의 개념세계와 현실세계 사이의 자

아여행( Journeys between the Real and the Ideal)’이라는 논문으로 뉴욕주립대학교에서 박

사학위를 받았다. 1985년부터 모교인 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코리

아 타임즈(1987년부터)와 중앙일보(2001년부터) 등 주요 일간지에 칼럼을 썼고 한국 호손학

회와 마크 트웨인학회에서도 편집이사로 활동하였다.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를 집필하기도 

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문학의 아름다움을 감명 깊게 심고, 지병으로 2009년 5월 9일에 58

세로 생을 하직하였다. 저서로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2009), <공부의 즐거움>(공저, 

2006), <생일>(2006), <축복>(2006), <문학의 숲을 거닐다>(2005), <내 생애 단 한번>(2000)

을 남겼다.

<내 생애 단 한번>에서 이렇게 말한다. “희망을 가지지 않는 것은 죄이다. 빛을 보고도 눈

을 감아버리는 것은 자신을 어둠의 감옥 속에 가두어버리는 자살 행위와 같기 때문이다.20)” 

장영희 교수는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정신력으로 승화된 아름다운 글들을 써서 아버지의 뒤

를 이어 한국인에게 커다란 문학적 유산을 남겨주었다.

VIII. 펄벅연구회의 창립

나는 중국에서의 펄벅연구열과 한국에서의 

무관심과 망각이 너무 대조적으로 느껴졌다. 

펄 여사는 만년에는 입국조차 할 수 없는 중국

보다 한국에 더 애정을 갖고 1960년대에 여덟 

번이나 찾아와 도합 1년 가까이 살았던 사실

을 아는 한국인이 얼마 될까. 나 자신을 포함

해 많은 한국인들이 이런 소중한 현대사를 너

무 쉽게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 그

래서 지난해 10월 28일 관심 있는 학자와 작

19) 나는 이때의 한 시간 동안의 육성 카세트를 지금도 보관하고 있다.

20) 장영희, <내 생애 단 한번>, 2000, 89쪽.

<그림 11> 한무숙댁에서 펄 벅과 장왕록,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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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에게 연락하여 한국펄벅연구회를 조직하였다. 창립취지문에서 일부러 장 교수 부녀의 

성함을 언급하였다. 장소는 펄 여사가 또 하나 각별한 우정을 나눈 한무숙 여사댁, 지금의 한

무숙문학관에서 모였다.

한국과 펄 벅의 관계를 조명하려면 무엇보다 장왕록 교수의 업적을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

이 들었다. 나는 영문학이 전공이 아니지만, 한국학자로 서울대학교 교수로 함께 공유한 기

초 위에서 지금이라도 그 족적을 최대한 복원해 보고 싶다. 유족과도 상의해 남아 있는 자그

만 물품이라도 보존하였으면 한다. 

맺는말 

펄 벅과 장왕록의 교류와 협력은 한국문학사에서도 번역문학의 본격적 효시라 할 수 있고, 

세계의 번역문학사에서도 아름다운 본보기라 할 수 있다. 펄은 노벨상까지 받은 서양 작가로 

한국에 직접 와서 보고 “한국은 고상한 민족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이다(Korea is a gem of 

a country inhabited by a noble people)”고 극찬하였고,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 한국을 배경

하는 장편소설까지 썼다. 물론 중국, 인도, 일본 등에 대하여도 작품을 썼지만, 대한민국의 국

격과 한국인의 인격을 이만큼 높여준 서양인 명사는 전무후무하다. 그것을 단지 문학인의 수

사로만 돌리지 말고 그에 맞는 나라와 국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지금부터

라도 한국문학의 세계성을 드높이는 데에 박차를 가해야한다. 그런 뜻에서 펄 벅과 장왕록의 

문학적 협력은 보다 깊이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서울대학교에 재직했던 교수들은 

한 에피소드라도 소중히 되살려 이제라도 서울대학교 학술사를 누적적으로 비옥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림 12>  

한국펄벅연구회 창립 

모임, 2017.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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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굴기(中國崛起), 시진핑랑[習近平壤], 
통일요원(統一遼遠)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이상억

I. CIA편찬 역사지도

1975~77년에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Doctoral Fellow로 공부할 때 도서관 지도실에서 미 

CIA편찬 역사지도란 것을 보게 되었다. 한반도가 중국과 같은 노란색으로 계속 칠해져 있다

가 1897년 대한제국 선포부터 1910년 한일합병까지만 다른 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이 기간만 

대한제국으로 독립적 지위에 있었다는 의미였다. 국내에서 배운 역사와 너무나 다른 이 상태

를 보고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튀어 나오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는 한국이 섭정 내

지 총독(viceroy)의 지배 지역이었다는 중국식 역사관에 젖어 지식층이 멋모르고 그런 지도

를 보고 있었다.

2017년 3월 말경 미 국방장관의 말에서 “중국이 마치 한국을 조공 바치는 나라로 여겨서, 

아직도 사드 반대로 내정 간섭을 하는 일은 안 된다”는 일갈은 크고 큰 변화다. 게다가 같은 

시기에 트럼프가 내비친 말 중에 “시진핑이 한국을 속국으로 여긴다”는 듯한 발설은 필자가 

앞서 쓴 내용들을 바로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온 시진핑을 처

음 만났을 때 주석의 속내를 드러낸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는 얘기가 터져 나왔다. 그의 

의중은 아래 문단에 필자가 역사적 성찰에 바탕하여 썼던 대로 이미 예견되는 것이었다. 또

한 “중국이 미국의 국부적 공중 타격은 용인해도 휴전선 이북으로 지상 진격하는 경우는 중

국도 군사 개입을 하겠다”는 언급도 예측했던 일이었다. 2017년 12월 중순 미국의 발표를 보

면, 김정은이 만약 몰락한 뒤 핵무기가 아무 손에나 들어가지 않도록 확보하기 위해 북진하

더라도 곧 철수하여 현상은 유지하겠다고 중국에 약속하고 있다.

다시 백여 년 전으로 돌아가서, 청일전쟁, 을미사변, 아관파천으로 이어지는 청일로 3국의 

각축을 거치면서 대한제국 선포에 제정 러시아와 프랑스는 국가 원수가 직접 승인하였으며 

영국, 미국, 독일도 간접으로 승인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열강 대부분은 대한

제국의 성립을 그다지 반기지 않았다 한다. 현재 한국이 통일된다면 각국의 반응은 어떨까? 

아마도 인접한 중국은 가장 반기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사드 배치 정도로도 과민반응을 하

는 현 중국의 태도는 시진핑이 중국의 위상을 굴기시킨다며 종전보다도 더 위세를 떨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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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자존감 때문에 작금의 과격한 반한 조처에서 결코 동등한 진심의 우방이 될 수 없음

을 입증했다.

과거 당나라 때 신라가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티벳 토번이 당의 뒷전에서 대두

되자 거기부터 돌보게 병력을 끌어간 중국내 정세 변화가 있었다. 게다가 현재의 미국처럼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반대 세력이 신라 땅에 달리 없었다는 데도 있었다. 즉 중국이 신라와

만 잘 지내면 당장 한반도 쪽에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도록 역학관계가 안정되었다. 그 이후 

한반도에 장기간 주둔을 하는 정도로 영향을 미치던 어느 나라도 없어 고려, 조선을 통해 한

반도는 통일국가를 이루고 있을 수 있었지만, 다시 한반도에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일본, 러

시아 등이 대두되자 통일 상태는 유지될 수가 없게 되었다. 20세기 이후 한국은 중국과만의 

관계가 아닌 다수의 이권 상쟁지역으로 굳어 쉽사리 통일을 이룰 수 없는 역학관계 속에  

있다.

한반도의 통일은 일대일로와 신(新)해상 실크로드로 굴기를 외치며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대립하는 현 중국정부가 집권하는 한 통일 성취가 멀어진다. 중국이 압록강 바로 앞까지 미

국의 입김이 미치게 될 상황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핵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북한 정권이 어떻게 바뀌어도 남한 주도의 민주화 통일이 되도록 

기대할 수가 없다. 지난 1990년 초 통독 때 얼떨결에 우리도 통일되기를 바랐지만 그 때도 인

접 중국의 공산 체제가 안 바뀌어 기회가 오지 않았다. 더구나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때

도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으로 북한의 경제위기를 넘기게 해 주어 이적행위를 한 바와 다름

없어 통일은 더 요원해졌다.

김정일이 남한과 정상회담을 한 2000년과 2007년에는 저자세 협상파 남한 대통령들이 평

양으로 굽신거리며 가서 얻어 온 뚜렷한 것도 없이 기만 작전에 걸려 오늘날 위기의 점증 사

태를 자초했다. 그나마 당시까지는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이 궤도에 오르지 않아 위기

의 미봉적인 봉합상태가 유지되어 왔다. 2011년 이후 그 아들 김정은의 시대에는 양상이 많

이 달라졌다. 물 밑에서 계속 진행되어진 핵과 미사일 개발이 구소련 해체 후 밀수입된 기술

과 부품들의 성공적 결합으로 2017년말 미국까지 위협하는 본궤도에 오른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

앞으로는 이런 역사적 현실을 받아들여 가장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경제적으로 힘이 있어야 한다. 현 정부가 투표를 의식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

고, 법인세율 3% 인상 등으로 약 83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복지자금 살포와 공무원 증원을 해

서 그 월급과 연금의 큰 부담을 다음 세대들에게 남기게 된다.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

함시키고 최저임금과 법인세가 오르면 기업부담이 가중되어 투자 둔화, 일자리 감축이 될 텐

데 적정선을 넘어 발전 동력이 고갈되게 되면 큰일이다. 이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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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구조 개혁을 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하는데, 친노동자 정당 집권시대에 절대로 민노

총이나 전교조 같은 극단적 집단이 유연성을 가질 리가 없다. 작금의 세계적 추세를 거슬리

며 왼쪽 날개로만 날려는 새는 삐뚤어져 추락하고 말 것이다.

통일을 무작정 희망하기 전에 남북대립을 하면서도 우리 힘으로 자강 번영해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아야만 한다. 그러나 2017년 현시점에서 앞으로 5년간은 기만정책에 또 속

을 정부에 운전대를 맡겨서는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꾀할 수 있을지 굉장히 비관이 된다. 비

핵화 전제 회담이 아니라 쌍중단, 즉 북한 핵 미사일 활동 중단 동결과 한미군사훈련 동시 중

단을 중국이 제안했다. 사드로 트집을 잡는 중국에는 지나친 양보를 하고 군사동맹을 저버린 

미국에는 신뢰를 잃고 결국 균형외교가 아니라, 기껏 남북이 다 핵을 비치하는 공포의 균형 

시대로 가는 귀결밖에 예상되는 미래가 없다.

II. 일대일로 정책과 함께 인도-태평양 연대

서반구 공산권의 해체 바람이 불기 직전 1989년 천안문 사태 직후 8월에 소위 운동권 학생 

현지 교육을 통해 중국이 얼마나 낙후되었는가를 보이려 20여명의 학생들과 북경, 곡부 등지

를 거쳐 청도에서 해변가 포장마차에 갔더니 연변에서 중학교 교감을 하는 조선족 가게 주인

이 생계비 보충을 위해 여름철 벌이를 하고 있었다. 그 때 동행했던 교수가 라면 공장을 하나 

차려 드리면 어떠냐 했더니 정말 감복해 반기던 기억이 난다. 천안문 사태 직후 손님이 끊어

져 우리를 일부러 오성급 호텔로 격상시켜 모시던 중국이 2017년 내내 한국 관광을 줄이고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며 결국 우리가 힘이 생겨야 상대가 힘자랑할 때 당하지 않는다는 생

각이 절실해진다. 이미 놓친 기회지만 천안문 사태로 그 뒤 중국을 달리 변화시키는 촉매가 

되었더라면 우리의 통일 여건이 훨씬 수월해질 수도 있었으리라 회한이 된다.

이런 와중에 소련의 은밀한 대북 유류 공급이 변수로 나타나 중국만의 대북 봉쇄 강화만

으로는 김정은의 광기와 고집을 꺾기 어려울 것 같다. 광기가 심해지면서 만들어 놓은 미사

일을 빨리 다 쏘아버리면서 망해 주면 좋겠으나, 저돌적인 그의 속셈은 북핵을 내세운 협상

으로 미군 철수 후 월남 사이공 정부 전복과 같은 공작을 할 수 있으리라 예상하는 것 같다. 

정말 요즘 같이 북한측 발표와 똑같은 이념을 공언하는 좌경인사들이 남한에 횡행하는 상황

에서는 그의 예상이 헛된 야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걱정이 된다. 만약 미군이 철수한다면 그 

결과 남한에서 외국인 투자는 물론 한국 대기업과 엘리트도 다 떠나려 할 것이라 예측된다.

미국이 남한을 경시한 애치슨 라인을 비롯해 최근 트럼프의 ‘통일을 꼭 해야 하나’고 물은 

배경에는 우리가 미국에게 과연 얼마나 기여하는 존재인가를 되새겨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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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남한의 방어를 위해 자국의 이익을 초월해 국제 소년단식으로 나서 주기만 바라는 것

은 구식 윤리에 입각한 것이다. 점점 각박해 가는 국제관계에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필요한 

가치를 인정받게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어설프게 균형외교를 도모한다고 중국 비위를 맞추

다가 유일한 대항 세력이 될 미국의 신뢰마저 잃게 된다면 어디 비빌 곳도 없다. 역사가 반복

되듯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중국과의 역학관계에는 사실상 우리 힘만으로 자강불식해도 역부

족이고 배후에서 대항해 주는 세력이 있어야 통일 독립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해 주겠다고는 하지만, 전술핵은 한반도에서 철수해 간 지금 우리가 

원한다 해도 다시 배치하기는 꺼리고 있다는 말도 있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반 원전 정책

으로 전술핵 자체 개발 가능성마저 자진해 포기하고 있다. 무력을 사용한 선제공격이란 군사

옵션이 서울 시민 등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테니 그나마 현상유지라도 하려면 핵으로 북한

에 맞서야 한다. 결국 중국과 북한에 대응하는 모든 힘을 미국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으면서

도, 한국전쟁 때 4만명의 전사 실종자를 낸 미국의 희생에 배은망덕하고 있는 반미좌경 인사

들이 활보하고 있는 현 국내정세는 불안하기 그지없다.

만약 불행히도 전쟁이라도 난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될 건가? 확고한 유대의식이 없는 

배신의 나라에 월남전 역사를 아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와서 싸워 줄까? “한미동맹을 깨더라

도 전쟁은 안 된다”고 하는 평화론자 MJI는 결국 전쟁 대신 굴종을 하는 수밖에 핵탄 보유나 

핵EMP 공격에 대한 뾰족한 대응책도 못 내놓고 있다. 핵보유를 인정할 테니 처분대로 해 달

라는 태도가 아니라면, 그렇게 속아온 기만 지연 전술의 대화 국면에만 목을 맬 이유가 없다.

중국의 계속되는 사드 시비는 대한국 인식이 ‘섭정지역’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되어 원래 우

리의 통일 독립은 원치도 않는 것이니, 애초에 사드 문제부터 저자세로 타협해 봤자 첫 단추

를 잘못 꿰는 것이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던 문제인(問題人) 그룹이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으

로 태도를 바꿔 봤자 중국은 이미 첫 태도를 알고 강경 일변도로 현정부를 오래 조여 대도 될 

상대라고 우습게 보는 것이다.

2017년을 거의 다 걸친 관광 무역 보복은 달리 보충할 대상국을 동남아 등 각처에서 찾아 

점차 회복하며 중국의 신 제국주의 심술을 벗어나야 한다. 이와 같이 북한이 중국말을 안 듣

고 핵 추진을 더 해 나간다면 사드(1)도 추가 배치를 해야 하고 MD체재(2)까지 참여해 방어

책을 강화해야 한다. 양심 없이 침략근성을 반성 않는 일본의 고쳐지지 않는 태도로 한미일 

동맹(3)은 않더라도, 3불 운운 하는 현정부의 정책 방향은 지나친 중국 편향의 실책으로 기

록될 것이다.

중국은 앞서 말했듯 1980년대까지도 경제 발전이 늦고 핵이나 유도탄 같은 군사력 증진에 

집중했지만, 기술과학의 굴기에 계속 힘써 이제는 우주 천문 분야까지도 세계의 선봉에 서게 

되었다. 또 남한의 반도체 사업 같은 분야도 능가해 보려는 국가적 정책으로 2025년까지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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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신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한다니 중국에게 압살 당할 분야가 많아질 것이다. 게다가 

3불 정책을 쉽게 헌납하는 꼴을 보니, 중국에 조공을 바치고 왕이 바뀔 때마다 인가를 얻는 

주권 훼손의 역사가 현대에 다시 실질적으로 되풀이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느껴진다. 시진핑

이 2050년까지 미국을 능가하는 최강국이 되겠다는 중국몽(夢)을 선언했다니 그 때쯤은 다

시 한반도에 노란색이 칠해질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는 현재 40대인 자식 세대가 죽기 전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비보다.

중국이 주도하려는 일대일로 정책과 미국이 계획하는 인도-태평양 연대가 서로 상충하는 

세력 판도로서 양자 중 택일해야 할 것처럼 강요가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특이한 지정학

적 입장에서 한쪽으로만 쏠리지 말고 양쪽을 다 참여하면 더 좋을 것이다. 꼭 택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다 참여 않고 중립을 지키도록 두지는 않을 테니 숫제 양쪽 다 잘 지내

보자는 슬기가 필요하다.

III. 촛불 독점 세력이 좌우하면 통일은 요원하다

2016년 말 이후 촛불과 태극기가 시위대를 양분한 것 같지만, 이것은 좌우 양파의 대립으

로 간단히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촛불을 든 사람 중에도 굳이 좌파가 아니지만 박근혜와 최

순실의 국정문란만은 못 참겠다고 나온 사람들을 수많이 볼 수 있었다. 반대로 태극기를 든 

사람들 중에도 극우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의 실패가 초래한 건전한 보수 세력의 와해

를 안타깝게 여겨 재결집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도 있었다. (한편 썩은 보수가 와해하는 한 모

습으로 박근혜의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 불구속 석방이 되지 못하게 

결국 문빗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전혀 하지 않고 촛불시위가 현 좌경 정부만을 지지하는 것처럼 치부하는 행위

는 아전인수요 견강부회다. 더구나 민노총 같은 극단적 노조들이 촛불시위로 정권교체의 은

혜를 끼쳤으니 지분을 청구해야겠다고, 불시에 횡재하듯 집권한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꼴

은 유감천만이다. 사실 민노총도 내부 분파가 있어 그 중 현장파라는 극렬분자들이 조계사나 

여당 당사를 점령하고 법치 질서를 무력화하고 있다. 암세포 같은 소수가 촛불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현정부는 최소 5년 또는 그 이상 집권을 보장 받아 놓았다고 자신하여 뭐든지 다 초록동색

의 자기 진영으로 바꿔 놓아 버리고 싶어 하니 앞으로 그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다. 블랙리스

트가 있어서 반대파를 배제시켰다고 분개하면서 똑같이 더 블랙리스트(더불어 리스트)를 만

들고 있으니 언론부터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가령 근거 없이 광우병 파동을 야기한 MBC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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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의 PD들이 그 많은 국가적 피해를 일으켰음에 대해 충분한 반성을 하기도 전에, 현정부 비

호 아래 다시 앙갚음하듯 큰 방송국을 장악하고 나서는 작금의 사태는 크게 우려가 된다.

그 어떤 기간 뒤에는 또 반전시키는 세력이 나와 재청산을 할 테니 일반국민들은 번갈아 

시달림만 당할 뿐이다. 마치 분풀이하듯 과거의 적폐라며 사소한 표적까지 겨냥한다. 보복적 

적폐청산이 마치 생산적인 업적이나 되는 듯 온갖 뉴스를 뒤덮고 있으니 더 시급한 경제발전

은 언제 시작할 것인가? 세계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이 시대에 자기만 옳다는 이념에 빠져 

경제는 일으켜 세우지 못하고 망칠 것인지? 이렇게 자기 힘을 키우지 못해서야 통일은 더 요

원해진다.

경제 문제에 대해 더 말하자면, 계산이 잘 되지 않은 예산을 포퓰리즘으로 퍼주어 베네수

엘라 같이 망하는 길로 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 정도다. 과도한 복지와 공무원 증대는 

가까운 미래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포퓰리즘 정책은 대체로 투표권자에게 미끼를 뿌려 미

리 표를 사놓아 정권 유지를 장기화 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 제주 강정 마을의 불법 

시위꾼이 물어야 할 34억원을 내가 낸 세금에서 부담하겠다는 것도 포퓰리즘의 극치다. 공짜

로 나눠줘 버릇하면 안 되고 핀란드처럼 복지는 갖추되 자립심을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이다. 

심지어 전세계적 봉쇄를 당하고 있는 북한에 인도적 거금을 주겠다고 벼르는 것은 시기적절

한 정책이 아니다. 좌파정부 10년간 금품 8조원(3조원은 달러)을 북한에 주어 이제까지 핵과 

미사일 개발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북한과의 접촉을 구걸하는 일이나, 사드를 놓고 굴욕적 대중국 외교를 하는 

저자세보다는 의연하고 단호한 태도로 시작했어야 했다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 이 글 벽두에 

말한 대로 한국을 속국처럼 여기는 풍조는 2017년 말 문 대통령의 방중에서도 홀대로 나타

나고 있다. “사드 해결, 3불 맹세”들을 내세우며 길들이기만 하고 있는데 계속 양보와 저자세

로 나가니 독립국 취급을 받기는 꽤 어렵겠다. 더구나 유일한 후원자인 미국의 정책과도 상

반되는 대중국 접근이 점점 균형 외교보다는 수렁으로 빠져 양쪽 다 도와주지 않을 상태가 

될 수도 있다.

북한에 막대한 돈을 주겠다는 계획이 그 쪽의 복지 증진을 이루는데 확실한 효과를 낸다

면, 통일 후 좋은 여건에서 남북한이 비슷한 생활수준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이다. 동서독 관

계와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그렇다. 그러나 그 동안 북한에 준 돈은 독재자와 집권층이 다 

독점하고 일반인의 생활 여건은 더 개선되지 않았다. 독재보다 나쁜 것은 없고, 또 그 독재자

를 속아서 도와주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역설적으로 독재자들이 경제만큼은 결과상 잘 챙겨 놓은 역사가 보인

다. 전문 엘리트들이 일할 수 있게 자율성을 잘 허용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분위기가 이 

시대에도 살아 있는지, 복지 우선 사회주의적 사고에만 빠진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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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경제의 자율적 성장을 보장하지 않고 막 무리수를 쓰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

다. 균형 있는 정책을 써야지 너무 급진적으로 좌향좌를 했다고 곧 북구의 복지 선진국과 같

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정책 입안자들은 거의 다 문제인(問題人)이어서 경제도 못 일

으키고 이념에만 편향된 결과를 초래하기 십상이다.

현 정부는 원전문제를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서 과격하게 축소 폐지하는 방향으로 고집한

다. 전문가들의 결정을 엎어 버리면서 원전 조기폐쇄에서 7천억, 공사지연 내지 취소로 2천억 

등등의 손실을 초래하는데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신규원전 6기를 25조원에 짓는 대

신 100조원을 들여 풍력, 태양광으로 불안한 대체를 하려한다.

그러면서 학교옥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한전에서 해달라는 학교들의 희망을 듣지 않고 ‘환

경운동 조합’측에 이권을 주도록 하였다. 이런 사례는 결국 탈원전 정책이 어떤 집단의 사주

로 백년대계를 그르치고 예상전력 수요도 조작 발표하며 무리수를 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UAE에서 원전 건설 운영권을 획득했듯 영국에서도 원전 건설 사업을 맡기 위해서는 국내의 

기반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야지 원전 기술자들의 일거리를 박탈해 버리는 결정은 재고되어

야 한다.

도대체 선거 공약에서 내걸었던 정책이었으니 집권 초기부터 무작정 실행하겠다는 패기는 

좋으나, 일방적 탈원전 공약이 경제에 미칠 막대한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떠안기기 전에 한

국형 원자로처럼 안전한 원전의 경제적 필요성에 대해 다시 공부해야겠다. 물론 원자로 해체

에 드는 비용도 미래 세대에 주는 큰 부담이기는 하지만 점차 효과적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공약은 잘못된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 실행 전에 잘 다듬어서 개선된 안으로 향상시키기를 

바란다.

공약 실천에 매진하면서 표피적 인기도 조사에서 70%다 얼마다 하며 그 유지를 위해 여성

비하로 욕먹는 T아무개에 매달리고 있다. 그러나 그 조사가 정말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지

는 의문이다. 도대체 인기가 진정 나라를 위한 것인가 자신의 정치적 연명을 위한 것인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도 프랑스 마크롱처럼 인기를 떠나 노조를 누르고 외자 유치를 소

신껏 하는 대통령이 있으면 좋겠다.

한 정권의 정책들은 동시대의 수많은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운명까지도 좌우한다. 법정 최저임금을 갑자기 올려놓으려 하니까 많은 중소기업들

은 젊은이를 채용 않고 값싼 외국노동자나 자동화 설비로 대체하려 한다. 또 직원이 30명 미

만이면 최저임금 지원금을 준다니까 오히려 감원을 한다니 정책 이면의 문제점을 미리 파악

하고 시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정부가 기초임금을 동시에 

건드려 역작용을 일으키고만 있으니 딱하다.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도 마

찬가지 자충수다. 서로 상호관계를 잘 살펴 총괄적 계획을 세워야지 중구난방의 정책은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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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만 초래한다. 정책 입안 실력이 없으면 그야말로 자살골 넣는 자해 행위로 수습 불가능

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통일은 역시 요원해진다.

IV. 習近平 = 시주석은 평양에 가깝다

다시 중국굴기의 문제로 돌아가 현재 중국의 태도로 보아 우리가 통일이 될 수 있을까 예

측해 보면 거의 불가능하거나 가능해도 요원한 과제일 것 같다. 시진핑은 그 이름 자체에 시

진핑랑[習近平壤], 즉 “시주석은 평양에 가깝다”는 의미가 암시적으로 내재 되어 있다. 결코 

말 안 듣고 다루기 힘든 김정은을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북한 자체의 위상은 자기가 꼭 영향 

하에 두고 싶어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 밀수를 눈 감아서라도 뒤로 기름은 대주고 아주 망가

지지 않게 관리하려는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가 2017년 연말까지 작성한 보고

서에 따르면, “중국군, 유사시 평양 남쪽까지 전진 검토”란다. 또 “북한 급변 사태 종료 후 한

국이 통일을 이룩하고 중국군의 완전 철군을 유도하려면 한국군의 독자 작전 능력을 시급히 

향상시켜야 한다”고도 충고했다. 이 상황은 마치 신라통일 시기의 당나라 태도와 신라의 대

처를 연상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토번 대신 현재 인도가 크게 흥하거나, 고구려가 망했

듯 북한이 자멸하거나, 미국의 뒷받침이 아니라 한국의 자력만으로도 통일을 꾀할 수 있어야 

성사가 될 기본 여건이 갖춰질 것이다. 7세기 후반의 여건이 쉬이 갖춰지기 어렵기에 통일이 

요원하게 느껴진다.

한반도는 21세기가 넘어와서도 분단의 운명을 쉬 바꾸기는 어려울 듯하다. 북한은 2018년 

3월 이후에는 핵 탑재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완성하게 될 듯하고 독자 작전 능력이 없는 남

한은 미국의 핵우산으로 ‘공포의 균형’을 취한 채, 북 주민의 봉기나 기대하고 있을 듯하다. 

최근 트럼프는 북한에 대해 전쟁 불사를 내걸고, 중국조차 러시아와 함께 ‘미국의 가치와 이

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세계 질서를 흔드는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했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의 새 전략 보고서는 이미 삐걱대는 미-중 간 대립 경쟁 관계로 인해 원활한 북핵 무력화 

협력이 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자기 자신의 문제인 남한에서 정치

와 경제, 그리고 외교까지 잘 하여 독자적 능력을 시급히 향상시켜야 한다.

특히 대중국 외교를 적절히 잘 해야 하는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일

념으로 중국의 고압적 태도에 눌려 일대일로에는 적극 참여하겠다 하며 ‘운명적 공동체’라고

까지 했다. 따라서 트럼프가 12월 18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략’

에는 일본-대만-인도가 부각되고, 남한에 대해서는 ‘미사일방어(MD)에 협력할 것’이라고만 

했다. MD도 중국과 이미 약속한 ‘3불’에 들어가 있어 미국의 도움을 앞서 지레 뿌리친 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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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드 배치 과정에서 계속 미국에 어려움을 안기며 중국의 불합리한 고집에 끌려간다면 

한미동맹의 오랜 믿음은 금이 가게 될 것이다. 불안스런 현정부의 안보 외교를 보면서 과연 

유사시에 누가 우리의 현재 상황을 도와 줄 것인가 살펴보면 답은 자명하다.

1950년 한국전쟁 때처럼 북한이 다시 공격해 오면 중국은 ‘혈맹’이라며 편들 것이고 일본

은 그 틈에 이득을 보려 장사나 할 것이고 그래도 미국이 유엔 몇 나라를 이끌고 한반도에 

올 듯하다. 그러나 현정부 정책이 계속 이상한 궤적을 그려 가면 미국이라고 굳이 남한을 꼭 

도와줄 기분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야말로 미국이 우리에게 뭘 믿고 까불었냐는 식으로 등 

돌리면 중국에 대고 살려달라고 할 것인지 참 답답할 뿐이다.

한국의 안전이나 통일에 별 협력의 뜻이 없는 중국을 향한 꿈을 깨고, 빨리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정략’에도 찬성하고 우리에게도 직격탄이 떨어질 미국의 ‘대북군사공격’이 다른 해결

책으로 유도되도록 긴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가 다시 중국과 같은 노란색으로 칠해

지기 전에, 트럼프의 관심이 북한 핵과 미사일의 철저한 궤멸에 있을 때를 호기로 잡아 공동

보조를 취해야 한다. 만일 미국의 신의를 잃어 남한은 빼놓고 미국과 북한만이 어떤 미봉적 

타협에 이른다 해도 안 될 일이다. 결국 한중관계를 중시하여 한미동맹의 기조가 훼손된다면 

미래에 더 많은 고난을 자초하는 꼴일 뿐이다.

[이 글은 2017년 3월 초에 처음 썼다가, 둘째 문단 부분은 3월 말 이후, 사태 발전에 따라 다른 문단들도 

그 사이 사이에 삽입한 것이다. 현재 12월 말 사태까지를 고려하여 마지막 추가 작업을 하고 일단 마무리

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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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남통미(封南通美) 봉미통남(封美通南, 우리끼리) 
항미원조(抗美援朝)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김호징

I.   자유민주주의(democracy)와 인민민주주의(people’s democracy, PD), 
인권(liberty, equality, fraternity) 보장과 민족 해방(national liberation, 
NL)

1945년 태평양전쟁의 종결 이후, 공정하고 자유스러운 선거에 의하여 한반도에 자유민주

주의 통일국가를 건국할 기회가 세 번 있었다.(1) 김일성은 이를 모두 거부하고 북한 땅에 소

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우고, 이를 철권(鐵拳) 통치한 다음 세습시켰다. 2017년 말 

현재는 그의 세손(世孫)인 김정은의 치세(治世)이다. ‘수령의 교시를 절대 복종’하는 인민민

주주의(PD)를 통치이념으로 삼고, 남한을 수령의 지배하에 넣는 것을 민족해방(NL)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지구상에는 200개 이상의 나라가 있으며, 이들의 여러 속성을 조사해서 순위를 매기

는 시민단체(NGO)가 많이 있다. 이들은 국가기관이 아니기에 정치적 이념에 의하여 굴절(屈

折) 되지 않으며 사실을 객관적으로 조명해준다.

다음의 <표 1>은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여러 지표(index)의 세계 순위이다. 이 표의 민주

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이며, 김정은의 북한은 167개 조사대상국 중 제일 꼴찌인 제167위를 차

지한다. 세계 제일의 독재국가이다. 인권 상태가 195개 나라 중에서 193위이다. 고문-공개처

형-정치범수용소-생체실험-납치(拉致)-암살(暗殺)-아사(餓死)-세습되는 신분(身分)-쇄국(鎖

國)-주거지 제한-라디오와 TV 전파 차단-상호 감시의 나라이다. 백성은 김정은의 노예일 뿐

이다. 경제자유는 180개 국가 중 제180위의 장마당 경제, 언론자유가 180개 국가 중 제180위

이다. 휴전선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풍선 타고 오는 USB memory와 싸구려 라디오를 

두려워하는 나라이다. 즉 거짓말로 백성을 속이는 나라이다. 백성에게 지상낙원이라고 선전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인당GDP(ppp)는 미화 1,700달러로써 미화 37,700달러인 

대한민국의 1/20도 되지 않는다.(2) 노동당 간부(즉 정치인)와 공무원의 청렴도는 176국가 중 

제174위이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북한 주민은 지옥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 잔인한 독재자 김정은이 “통일의 포성을 울려라”하면서 남정(南征)하여 “민족해방



168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7, 제13호

<표 1> 통계지표로 본 7개국의 세계 순위(順位)

나라 언론자유 인권 민주주의 경제 자유
일인당

GDP(ppp)
청렴도 급식 상태

호주 19 6 10 5 29 13 x

미국 43 28 21 17 20 18 x

일본 72 12 20 40 42 20 x

한국 63 42 25 23 48 52 x

북한 180 193 167 180 215 174 93(serious)

중국 176 175 136 111 106 79 29(moderate)

러시아 148 167 134 114 72 131 22(moderate)

조사대상국

총수
180 195 167 180 230 176 119

조사

연도
2017 2017 2016 2017 2016 2016 2017

index

종류

press

freedom

index

freedom

in the

world

democracy

index

index of

economic

freedom

GDP(ppp)/

capita

corruption

perception

index

global

hunger

index

조사

기관

Reporters

without

borders

프랑스

Freedom

House

미국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영국

Heritage

Foundation

& WSJ

미국

CIA

미국

Transparency

International

독일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영국

참고 a b c d e f g

a https://rsf.org/en/ranking_table

b https://freedomhouse.org/report/freedom-world/freedom-world-2017

c
http://www.polity.org.za/article/democracy-index-2016-revenge-of-the-deplorables- 

2017-01-26

d https://www.heritage.org/index/pdf/2017/book/index_2017.pdf

e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rankorder/2004rank.html

f

http://www.ey.com/Publication/vwLUAssets/EY-Transparency-International-Corruption-

Perceptions-Index-2016/$FILE/EY-Transparency-International-Corruption-Perceptions-

Index-2016.pdf

g http://www.ifpri.org/publication/2017-global-hunger-index-inequalities-hunger

주:   이상의 8종의 지표 외에도, 북한은 노예노동 인구가 총인구 대비 제1위(167개 조사대상국 중)이며, 기

독교도의 박해(迫害)도 제1위(50개 조사대상국 중)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삶의 질(Quality of life 

index for country 2018)에서 조사대상 60개국 중 제27위이며, 덴마크는 제1위, 호주는 제7위, 미국은 

제9위, 일본은 제13위, 러시아는 제51위 그리고 중국은 제55위를 차지하였다. 북한은 60위권 밖에 있

어서 자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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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을 하겠다는 것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대한민국을 생지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미 그의 조부 김일성은 명분 없는 6.25전쟁으로 동포 200만 명을 죽게 

하였으며,(3) 1948년~1987년에 정적(政敵)과 불복종하는 양민 160만 명을 정권의 이름으로 

죽였으며(democide),(4) 그의 아버지인 김정일은 1990년대 후반에 약 200만 명의 양민을 아

사(餓死)하게 하였다.(5) 김정은은 자신의 고모부(姑母夫)를 총살하고, 이복형을 타국에서 암

살하였다. 즉 김씨 일족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하여 동포 560만 명(=200만 명+160만 명

+200만 명) 이상을 죽인 민족반역자 들이다.

‘인민민주주의’ 즉 People’s Democracy(PD)는, 사회통념(社會通念)의 민주주의 즉 주권재

민(主權在民)-인권보장(人權保障)-법치(法治)-권력분립(權力分立)을 기본철학으로 하는 자유

민주주의와 정반대인 독제권력의 위장간판(僞裝看板)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인권을 보장하는데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다. 사형수

의 사형 집행을 10년 이상 아니 하고 있다.

헌법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自由民主)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로 되어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지만, 한

반도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국가는 현재의 대한민국과 같은 자유민주(自由民主)주의 국

가이다.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위장 간판을 달은 (김씨 왕조의) 독재국가가 아니다. 민

주주의 앞에 자유를 붙이느냐 인민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법치를 하며 인권이 보장되고 번영

하는 낙원이 되느냐, 김정은이 지배하는 생지옥이 되느냐의 차이가 생긴다. 즉 <표 1>의 한

국과 북한과 같은 격차가 생긴다.

<표 1>의 통계자료에서 보듯이 동북아에서 한국-미국-일본 3국이, 대치(對峙)하고 있는 북

한-중국-러시아 3국보다 어느 모로 보나 선진적이며 삶의 질이 높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에

는 핵폭탄 등의 대량살상 무기가 없으며, 북한 중국 러시아는 막강한 지상군과 대량살상무기

를 지니고 있다. 패권주의의 중국과 명분 없는 무력통일을 꿈꾸는 김정은은 이 군사력의 불

균형 상태를 효용하려고 한다.

중국의 시진핑은 국경을 미국의 동맹국과 맞대기 싫어하며, 한반도를 자신의 구미대로 정

복하려는 김정은과는 공감(共感)대가 형성되고 있다. 1950년에 모택동이 항미원조(抗美援

朝)하였듯이 김정은을 직간접적으로 도와 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키려는 것이다.

II. 김정은의 남정(南征) 통일 정략(政略)

1950년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한 후에, 6월 25일 새벽 김일성은 소련에서 받은 150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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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34 탱크, 따발총, YAK전투기를 가지고 기습 남침하여, 단시일 내에 낙동강까지 내려갔다. 

그 때 국군에게는 탱크는 물론이고 구식 소총 외에는 북과 대등한 무기가 없었다. 2017년 현

재는 북한에는 대량살상 무기와 특수부대 20만 명을 포함한 120만 명의 지상군, 다수의 장거

리 미사일과 장사포가 있어서 남북 군사력의 비대칭 요소가 되고 있다. 그리고 2017년에는 

1950년과는 달리 대한민국 총인구의 절반이 휴전선에 근접한 수도권에 집중 되어있음으로, 

북한군은 속전속결로서 수도권 점령만으로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마저 있다.

문제는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수단이다. 김정은의 정략(政略)중 하나는 김대중-김

정일의 2000년 6.15 선언과 노무현-김정일의 2007년 10.04 선언을 이용하는 것이다. 남한의 

친김반미(親金反美, 이른바 從北) 인사와 결탁하여, 김일성 세습정권과 대한민국을 묶어서 

우리끼리 1민족-2체제-2정부의 남북 연방(聯邦)국가를 구성함으로써 한반도 주둔(駐屯) 명

분이 사라진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며 이를 관철한다. 즉 봉미통남(封美通南)하는 것이

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참모진에는 PD계와 NL계의 친북 학생운동권 출신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장착미사일(ICBM과 SLBM)로 미국

을 협박하여, 핵무장 해제(解除)를 조건으로 미북 평화조약 체결-주한미군 철수를 합의하는 

것이다. 즉 봉남통미(封南通美)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철수는 항미원조(抗美援朝)의 뜻을 품고 6.25전쟁 때 참전하여 김일

성 왕조의 혈맹(血盟)이 되었으며, 6자회담으로 시간을 벌어 주어서 김정일 부자(父子)가 핵

폭탄과 미사일 제조 활동에 방패 역할을 수행한 중국이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

III. 독재자와 민주정치인의 대화와 협상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남북의 기본입장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저하게 다르다. 북

쪽의 독재체제에서는, 헌법 위에 노동당의 영도(領導)가 있고, 노동당 위에는 수령(최고 지도

자, 세습권력자) 김정은 교시가 있다. 김정은은 남한을 현재의 북한과 같이 되도록 무력을 써

서라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공화국인 남한에서는, 법치의 국가이기에, 행정수

반인 대통령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통일 문제를 추진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4조

에는 (ㄱ) 평화적 과정을 통해서 (ㄴ)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통일국가를 구성하라고 되어있다. 

결국 미래의 통일국가의 모델은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표 1>은 남한의 통일 정책을 

긍정하고 있다.

한국 사람이면 누구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죽고 재산이 파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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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그런데 독재자의 노예가 되면, 더 많은 사람이 죽고 삶의 질은 최하가 됨을 위

의 <표 1>에서 확인하였다. 북한의 김씨 왕조는 6.25 전쟁으로 200만명의 동포를 죽게 하였

는데,(3) 그 후 약 40년간에 정치적 학살(democide)과 아사(餓死)로 360만명(=160만명+200만

명)의 동포가 죽었다.(4)(5) 독재자는 독재권력 유지를 위하여 평시에 더 많은 사람을 죽인다.

Gene Sharp는 그의 저서 From Dictatorship to Democracy에서(6) 독재자와 민주인사 간의 

대화 협상은, 민주인사에게 강력한 물리적 힘의 배경이 없는 한, 비생산적이라고 주장하였다.

핵폭탄, 생화학무기, 장거리 미사일을 지닌 도발적 김정은을 상대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

지하려면, 대한민국 자신이 대등한 무기로 스스로 무장하거나, (과거의 적이었으나 현재는 

민주국가인 일본을 포함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미국과의 동맹에 의존하여야 한다. 물론 

동맹국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우리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도와주어야 한다. 스스로 충분한 무

장을 하지도 않고, 또한 동맹국에 의존하지도 않겠다는 민주국가 지도자는 헌법에 명시된 대

통령의 국가보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IV. 김정은의 핵무기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발사와 우리 정부의 대응

김정은 정권은, 북한 주민을 굶주리고 헐벗게 하면서도, 막대한 자원이 필요한 전쟁무기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열핵을 포함한 핵무기의 지하 핵실험을 하고, 점차로 개량된 장거리 

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쏘아 올렸으며, UN은 경제 제재(制裁)를 강화하고 있다. 그는 

독재체제를 지키고 한반도를 통일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세계 속에서 빠르게 성장해가는 대

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그의 체제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다. 한반도에 미국군만 

없으면, 대한민국을 무력을 써서라도 복속(服屬)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리하여 남한에 

비해서 월등히 강한 군사력을 갖추려고 하였으며 거의 성공하였다.

그런데 촛불데모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아래 기조의 대북정책을 국민에게 알려왔다.

(1) 핵무기를 자체 개발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를 한반도에 도입하지도 않겠다.

(2) (북한의 반도 안 되는) 우리의 지상군 병력을 더욱 축소하겠다.

(3) 병사의 복무연한을 단축하겠다.

(3) 방어무기인 THAAD를 들여오지 않겠다.

(4) 한미일(韓美日)의 삼각동맹을 하지 않겠다.

(5) 미국의 방어미사일망에 참여하지 않겠다.

(6)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업무를 경찰에 이관하겠다. 

(7)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고 선언함으로서 동맹국 미국의 대북 군사 option을 견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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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8) 김정은과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겠다. 

(9) 김대중-김정일의 6.15선언을 존중하겠다.

이는 비대칭적으로 압도적 군사력을 지니고, 기회만 있으면 남정(南征)하겠다고 공언하는 

독재자를 앞에 두고, 군축을 하고, 동맹군의 대적(對敵) 활동을 견제하고, 김정은과 연방국가 

구성으로 미군 철수를 촉진시킬 수도 있다는 뜻을 암시하는 것이다. 결국 독재자 김정은에게 

굴종(屈從)의 뜻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국가보위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

V. 김대중-김정일의 연방국가 안(案)

6.15선언의 핵심은 남북한이 1민족-2체제-2정부의 연방(聯邦)국가를 한반도에 만들자는 

것이다.(7) 이것은 대외적으로는 단일국가가 되어,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명분이 사라진 미

군을 철수시키는 수단이 될 것이다. 그런데 대내적으로는 지극히 불안한 존재가 된다. 연방

국가라는 단일국가가 된 이상 (현재의 휴전선인) 남북 경계선을 넘어서 사람, 상품, (언론 매

체의) 전파의 왕래가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면 현재의 김정은 체제는 무너진다. 남한에는 

1,000만 명 이상의 기독교 신자가 있으며, 세계에서 최악의 박해를 받고 있는 북한 땅에 들어

가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기 마련이다. 남한의 방송이 세계의 소식을 전하면 북의 주민은 

북한 노동당의 허위선전을 불신하게 된다. 그러면 김정은 체제는 무너진다. 그러니 1민족 2

체제 2정부의 남북연방국이 되면, 김정은은 미국군의 철수를 서두르고, 미군이 떠나면 즉시 

토요일 새벽에 인민군을 남침시켜, 월요일 아침까지는 남한 인구의 반이 사는 수도권을 점령

할 것이다. 월남에서 키신저가 노벨상을 받고, 미군을 철수시키기가 무섭게 월맹군은 사이공

을 함락시켰다. 김정은은 남정(南征)이 끝나면, 용도 폐기된 남한의 친김(親金, 친북) 정치인

을 토사구팽(兎死狗烹)할 것이다. 과거에 김일성이 월북한 남로당의 박헌영, 이강국을 한국

전쟁 휴전 후 살해한 것처럼. 한반도에서 남북통일의 필요조건은 김정은 정권의 소멸이다. 

대화 협상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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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考古學 - 중요 주제 ·항목별로 본 中國 文化史 序說 -》의  
출간에서 얻은 몇 가지 여적(餘滴)과 단상(斷想)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  최몽룡

서기 2016년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40차 세계 문화유산 회의에

서 등재된 25건의 목록과 서기 2017년 7월 2일부터 7월 12일까지 폴란드 크라쿠프(폴란드어: 

Kraków, 독일어: Krakau 크라카우)에서 열린 제41차 세계 문화유산 회의목록을 포함하면 전

체 세계문화유산(Cultural)은 21건이 많은 1,073건, 문화유산(Cultural)은 18건이 추가된 832

건, 자연유산(Natural)은 3건이 추가된 206건, 자연과 문화의 복합유산(Mixed)은 35건, 유산

들이 위치하는 나라(States Parties)는 167개국이 된다. 이 명단에서는 삭제된(Delisted) 유산

은 54건, 여러 나라가 공동 소유하는 유산(Trans boundary)은 37건, 위험에 처한(in Danger) 

유산 54건도 포함된다.

그 중 중국은 세계유산 숫자가 모두 52개이나 자연유산을 제외하면 세계유산 중 문화유산

은 서기 2017년 ‘厦门 鼓浪屿와 역사적 국제 주거지(Kulangsu: a Historic International 

Settlement: 문화, 2017)’를 추가함으로서 등재된 목록은 40건이 되었다. 그들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明 ·淸代궁전: 紫禁城(Imperial Palace of the Ming and Qing Dynasties: 문화, 

1987)

   2. 周口店의 북경원인 유적(Peking Man Site at Zhoukoudian: 문화, 1987)

   3. 泰山(Mount Taishan: 복합, 1987)

   4. 만리장성(The Great Wall: 문화, 1987)

   5. 秦始皇陵(Mausoleum of the First Qin Emperor: 문화, 1987)

   6. 敦煌의 莫高窟(Mogao Caves: 문화, 1987)

   7. 黃山(Mount Huangshan: 복합, 1990)

   8.   承德의 遊夏山莊(The Mountain Resort and its Outlying Temples in Chengde: 문

화, 1994)

   9. 라사의 포탈라 궁(Potala Palace of Lhasa: 문화, 1994/2000/2001 확대지정)

10.   曲阜의 孔子 유적(Temple and Cemetery of Confucius, the Kong Family 

Mansion in Qufu: 문화,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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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武當山의 고대 건축물군(Ancient Building Complex in the Wudang Mountains: 

문화, 1994)

12. 盧山 국립공원(Lushan National Park: 문화, 1996)

13. 峨眉山과 낙산 대불(樂山 大佛)(Mt. Emei and Leshan Giant Buddha: 복합, 1996)

14. 平遙 고대도시(Ancient City of Ping Yao: 문화, 1997)

15. 蘇州 전통정원(Classical Gardens of Suzhou: 문화, 1997)

16. 麗江 고대마을(Old Town of Lijiang: 문화, 1997)

17. 頤和園(Summer Palace and Imperial Garden in Beijing: 문화, 1998)

18. 天壇(Temple of Heaven: 문화, 1998)

19. 武夷山(Mount Wuyi: 복합, 1999)

20. 大足 암각화(Dazu Rock Carvings: 문화, 1999)

21.   靑城山과 都江堰 용수로/관개 시스템(Mount Qincheng and the Dujiangyan 

Irrigation System: 문화, 2000)

22.   安徽-西遞와 宏村 고대마을(Ancient Villages in Southern Anhui-Xidi and 

Hongcun: 문화, 2000)

23. 龍門石窟(Longmen Grottoes: 문화, 2000)

24.   明과 淸 시대의 황릉(Imperial Tombs of the Ming and Qing Dynasties: 문화, 

2000)

25. 云岡石窟(Yungang Grottoes: 문화, 2001)

26.   고대 高句麗 도읍지와 무덤 군(Capital Cities and Tombs of the Ancient Goguryo 

Kingdom: 문화, 2004)

27. 마카오 역사중심지(Historic Centre of Macao: 문화, 2005)

28. 殷墟 유적지(Yin Xu: 문화, 2006)

29. 開平 碉樓 및 村落(Kaiping Diaolou and Villages: 문화, 2007)

30. 福建省 土樓(Fugian Tulou: 문화, 2008)

31. 五台山(Mount Wutai: 문화, 2009)

32.   天地之中 登封의 역사기념물(Historic Monument of Dengfeng in the center of 

Heaven and Earth: 문화, 2010)

33. 杭州 西湖의 문화경관(West Lake Cultural Ladnscape of Hangzhou: 문화, 2011)

34. 上都(The Site of Xanadu/Šanadu: 문화, 2012)

35.   紅河 哈尼族(Hāní Zú)의 계단상 쌀 경작지(梯田)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 of 

Honghe Hani Rice Terraces: 문화, 2013)

36. 京杭大运河(The Grand Canal: 문화, 2014)

37.   실크로드/絲綢之路(Silk Roads: Initial Section of the Silk Roads, the Routes 

Network of Tian-shan Corridor: 문화, 2014) 

38.   투시유적/土司遺蹟(Tusi Chief ta in Si tes: Laosicheng Si te/老司城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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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longtun Site/海龍屯遺蹟, Tang Ya Tusi Site/唐崖土司城遺蹟, Rongmei Tusi 

Site/龍梅土司遺蹟: 문화, 2015) 

39.   左江 花山 岩畵 유적과 문화경관(Zuojiang Huashan Rock Art Cultural Landscape: 

문화, 2016) 

40.   厦门 鼓浪屿와 역사적 국제 주거지(Kulangsu: a Historic Internat ional 

Settlement: 문화, 2017)

이 책은 중국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목록 40건을 중심으로 중요 주제별 고고학 자

료집을 형성하는 동시에 더 나아가서 中國의 考古學을 이해하는 捷徑으로 만들어 졌다. 이제

까지 필자는 매년 세계문화유산을 정리해 오면서 중요한 것은 주제별로 확대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상세히 언급해오고 있다. 바탕이 되는 본문은 UNESCO World Heritage Centre에서 

公式的으로 발표한 解說을 바탕으로 하고 거기에 덧붙여 필자 나름대로 해설에 덧붙일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하여 學問 ·學術的인 면에 補完을 많이 하였다. 그러한 결과 본문 중 일부 내

용은 일반 독자가 읽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결과는 <최몽룡: 인

류문명발달사-고고학으로 본 세계문화사-(개정 5판), 총 457쪽, 서울: 주류성, 2013. 9.13> III

장 세계문화유산목록, 529-986쪽)에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이에 관한 강의 부탁이 오면 <최

몽룡: 선사와 역사시대의 세계문화유산(World Cultural Heritage List)-유네스코 세계문화유

산 중 자연유산을 제외한 문화유산 및 복합유산 목록 810건의 해설-, 총 75쪽, 국립목포대학

교 고고학과, 2014, 10.27>처럼 조그만 단행본으로도 정리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점 독자의 

諒解를 바란다.

여기에서 언급된 자료들은 필자가 과거 15여 년간 中國中央电视(CCTV 4 中文國際)의 國

寶檔案(National treasure files, 主持 任志宏)과 記住鄕愁, 遠方的家(표어는 ‘愛麗中國 看遠方

的家’임) 중 北緯 30⁰ 中國行, 邊疆行, 江河萬里行과 長城內外(서기 2016년 3월 18일자 105

회), 그리고 走遍中國(Around China)의 放映을 통해서 얻었다. 中國中央电视 방송국에서 내

건 선전에 쓰이는 짧은 문구대로 ‘看央视 董中國’이다. 그리고 과거부터 남겨놓은 문헌과 기

록이 많아 고고학 유적 ·유물의 해석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인들의 文化遺

産과 傳統文化에 대한 남다른 愛着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은 보편적인 通時 ·通史的인 서술에 병행하여 관계있는 主題를 새로운 

項目을 만들어 정리해 보았다. 중국어를 배울 때 四聲의 연습 초두에 나오는 ‘中國很大’라는 

말이 정말 실감난다. 故 張光直 교수는 中國文化를 이끌어 온 특성 가운데 하나로 설정된 “政

治的 側面에서의 理解”만이 중국을 이해하는 첩경이라 한다. 따라서 古代 中國에 있어서 藝

術 ·神話 ·儀式(art, myth, ritual) 등은 모두 정치적 권위에 이르는 과정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중국에서의 이러한 발전과정은 혈연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에 부수되는 샤머니즘의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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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과 여러 의식들은 정치권력을 통한 문명 발전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보조 역할을 한다. 

서구문명이나 국가의 발생에 대한 이론으로 인구의 증가, 관개농업, 전쟁, 종교와 무역 등 여

러 요소의 복합작용(乘數效果, multiplier effect)이 제시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 이와는 달

리 정치적인 의미에서 예술, 신화와 의식이 오히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되고 있다. 중

국의 문명은 서양의 전통과는 달리 독자적으로 발전해 왔다. 이 점이 바로 세계 문명의 연구

에 있어 Karl Wittfogel이 언급한 세계 제4대 灌漑文明인 中國 특히 靑銅器時代의 商文明이 

차지하는 중요성이다.

陕西省 宝鸡靑銅器博物院에 소장되어있는 ‘何尊’이란 청동기의 銘文해석에서 ‘中國’ 이라

는 글자가 처음 나타나고 周나라의 건립초기의 역사를 알려준다. 商나라 마지막 왕인 帝辛

(紂王, 28대 또는 30대)은 상나라의 포로수용소였다고 추정되는 현 山東省 濟南 大辛庄의 ‘蘇

民部落’에서 헌납 받은 愛妾 妲己와 함께 安陽으로 돌아가서 ‘酒池肉林’의 행사를 벌리게 되

며 이 무렵 나라를 걱정하고 간언하는 충신들은 살해되고 나라는 망국의 길을 걷고 또. 정부

의 재정은 고갈되고 나라의 기강이 무너져 급기야는 周(기원전 1100년/1046년-기원전 221

년) 2대 武王 姬發이 기원전 1046년 대군을 통솔하여 牧野(현 河南省 新乡)에서 商 紂王의 

군대와 결전을 벌려 승리를 이끌고 紂王의 자살과 함께 상나라는 멸망하였다. 周나라는 그의 

수도를 처음에는 위수지역 서안(西安)의 남서쪽 호경(鎬京)에 두었는데 이 때를 西周라 하며 

기원전 1100년/1046년-기원전 771년 사이이다. 그리고 북방 이민족의 잦은 침입으로 그 수도

를 낙양(洛陽)으로 옮겼다.

중국의 면적은 9,597,000km²로 우리나라 남과 북의 총 면적 약 220,000km²의 40배, 남한

의 100,210km²에 비해 약 95배나 된다. 서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중국인구는 

1,403,500,365명(세계인구의 18.7%)이며 나라는 中国共产党(공식적으로 서기 1921년 7월 1

일 창당했으나 실제로는 서기 1921년 7월 23일 상하이에서 陈独秀书记、李汉俊、李达、陈
望道、俞秀松 등이 7월 23일에 설립하였다) 일당 체제를 유지하며 그 중 공산당원은 8944.7

만 명이 된다.

中华人民共和国의 행정구분은 省級(直轄市, 自治區, 特别行政区)-地級(省 내의 地級市, 自

治州, 盟)-县級(自治旗, 旗, 特區, 村區)-乡級(鎭. 乡, 蘇木, 民族乡, 街道)-村級(村, 社區)-村級

以下(村民小組)-其他(省會, 首府, 副省級市, 副省級自治州, 副地級市, 計劃單列市)라고 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省級-县級-村級의 3계층의 행정구조인 피라미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중국은 23개 省(安徽省, 福建省, 甘肃省, 广东省, 贵州省, 海南省, 河北省, 黑龙江省, 

河南省, 湖北省, 湖南省, 江苏省, 江西省, 吉林省, 辽宁省, 青海省, 陕西省, 山东省, 山西省, 四

川省, 云南省, 浙江省, 台湾省), 5개 자치구(广西壮族自治区, 内蒙古自治区, 宁夏回族自治区, 

西藏自治区, 新疆维吾尔自治区), 4개 직할시(北京市, 重庆市, 上海市, 天津市), 2개 특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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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香港特别行政区과 澳门特别行政区은 一國二體制의 근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중국의 인구는 56개 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92%를 차지하고 있는 漢族(Hàn 

Zú)을 제외한 소수민족은 55개 족이다. 中國에서는 壯族(廣西,唐 서기 853년에 지어진 段成

式의 酉陽雜俎에 나오는 신데렐라의 원조 이야기인 吳葉限 Ye Xian이 유명함), 藏族(티베

트), 보/북족(Bo, 僰族, 懸棺), 納西族(Naxi, 東巴문화, 東巴는 納西族의 知者라는 의미임), 彛

族, 苗族, 瑤族(Yao, 云南省 那坡県 規弄山 藍靛 瑤寨에서는 아직도 433명 정도의 요족이 전

통적인 원시생활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珞巴族, 佤族[瓦 族(Va)·하와인(哈佤人) ·카

와인(卡瓦人) ·카라인(卡拉人), 云南省 서남부의 滄源 佤族自治県에서는 4,000年 前 新石器

時代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岩畵를 현재에도 제작하고 있음](云南省), 回族, 布依族과 土家

族(貴州省), 카자흐족(哈薩克族), 위구르(維吾爾族, Uighur), 四川省 瀘沽湖 摩梭族, 內蒙古自

治区 및 黑龙江省 塔河県과 遜克県의 어룬춘족/鄂伦春(Orochen/Oroqen/Èlúnchūn, 서기 5

세기 이전 “沃沮”, “乌素固”, “靺鞨”, “鉢室韋”와 관련, 鮮卑族-北魏國의 發祥)과 그 근처에 살

고 있는 에벤키(鄂温克族, 敖魯古雅, Ewēnkè Zú/Evenki/Evenk)족, 黑龙江省 同江市 街津口

村의 赫哲族(골디/Golds/Goldie, Nanai, 漁皮衣服을 만듬, 현재 4,600명 정도가 이곳에서 어

업과 농업을 기반으로 정착해 살고 있음, 赫哲展覽舘)이 특징이 있다.

主要 少數民族 중에 壯族(1692萬)、回族(1058萬)、滿族(1038萬)、维吾尔族(1006萬)、苗

族(942萬)、彝族(871萬)、土家族(835萬), 藏族(628萬)、蒙古族(598萬)、侗族(287萬)、布依

族(287萬)、瑶族(276萬)、白族(193萬)、朝鮮族(183萬)、哈尼族(166萬)、黎族(146萬)、哈薩

克族(146萬)와 傣族(126萬)이다. 

中华人民共和国 官方承认의 56개 민족은 다음과 같다.

1. 한족(汉族 Hàn Zú), 2. 좡족(壯族 Zhuàng Zú), 3. 만주족(满族 滿族 Mǎn Zú), 4. 

후이족(回族 Huí Zú), 5. 먀오족(苗族 Miáo Zú), 6. 위구르족(维吾尔族 Wéiwú’ěr Zú), 

7. 투자족(土家族 Tǔjiā Zú), 8. 이족(彝族 Yí Zú), 9. 몽골족(蒙古族 Měnggǔ Zú), 10. 

티베트족(藏族 Zàng Zú), 11. 부이족(布依族 Bùyī Zú), 12. 동족(侗族 Dòng Zú), 13. 

야오족(瑤族 Yáo Zú), 14. 조선족(朝鮮族 Cháoxiǎn Zú), 15. 바이족(白族 Bái Zú), 16. 

하니족(哈尼族 Hāní Zú), 17. 카자흐족(哈薩克族 Hāsàkè Zú), 18. 리족(黎族 Lí Zú), 

19. 다이족(傣族 Dǎi Zú), 20. 숴족(畲族 Shē Zú), 21. 리수족(傈僳族 Lìsù Zú), 22. 거

라오족(仡佬族 Gēlǎo Zú), 23. 둥샹족(东乡族 Dōngxiāng Zú), 24. 고산족(高山族 

Gāoshān Zú), 25. 라후족(拉祜族 Lāhù Zú), 26. 수이족(水族 Shuǐ Zú), 27. 와족(佤族 

Wǎ Zú), 28. 나시족(纳西族 Nàxī Zú), 29. 치앙족(羌族 Qiāng Zú), 30. 투족(土族 Tǔ 

Zú), 31. 무라오족(仫佬族 Mùlǎo Zú), 32. 시버족(锡伯族 Xíbó Zú), 33. 키르기스족

(柯尔克孜族 Kēěrkèzī Zú), 34. 다우르족(达斡尔族 Dáwòěr Zú), 35. 징포족(景颇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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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ǐngpō Zú), 36. 마오난족(毛南族 Màonán Zú), 37. 사라족(撒拉族 Sǎlá Zú), 38. 부랑

족(布朗族 Bùlǎng Zú), 39. 타지크족(塔吉克族 Tǎ j íkè Zú), 40. 아창족(阿昌族 

Āchāng Zú), 41. 푸미족(普米族 Pǔmǐ Zú), 42. 에벤키(鄂温克族 Èwēnkè Zú), 43. 누

족(怒族 Nù Zú), 44. 징족(京族 Jīng Zú), 45. 지눠족(基诺族 Jīnuò Zú), 46. 더앙족(德

昂族 Déáng Zú), 47. 바오안족(保安族 Bǎoān Zú), 48. 러시아족(俄罗斯族 Éluōsī 
Zú), 49. 유구르족(裕固族 Yùgù Zú), 50. 우즈베크족(乌孜别克族 Wūzībiékè Zú), 51. 

먼바족(门巴族 Ménbā Zú), 52. 어룬춘족(鄂伦春族 Èlúnchūn Zú), 53. 두롱족(独龙族 

Dúlóng Zú), 54. 타타르족(塔塔尔族 Tǎtǎěr Zú), 55. 나나이족(Goldi/Nanai, 赫哲族 

Hèzhé Zú), 56. 뤄바족(珞巴族 Luòbā Zú).

중국 동북삼성의 満洲의 黑龍江, 烏蘇里(usuri ula)江과 松花江의 三江口/三江平原에 살고 

狩獵과  漁撈로 생계를 유지하던 예벤키(鄂溫克), 에벤, 라무트, 사모에드, 우에지, 브리야트

족들과 같이 신시베리아/퉁구스(Neosiberian/Tungus)의 하나인 赫哲族(골디, Golds, Goldi, 

a Nanai clan name, 허저)은 후일 읍루(挹婁)-숙신(肅愼)-물길(勿吉)-말갈(靺鞨)-흑수말갈(黑

水靺鞨)-여진(女眞, nǚzhēn, Jurchen, 外興安嶺以南의 外満州에 걸쳐 居住하던 퉁구스계 満
州族)-생여진(生女眞)-금(金, 서기 1115년-서기 1234년)-후금(後金, 서기 1616년-서기 1626

년)-만주/청(滿洲/淸, 서기 1626년-서기 1636년)-대청(大淸, 서기 1636년-서기 1911년)으로 이

어가는 바탕이 된다.

揚子江(長江)이 중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문명의 발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

였다. 黃河, 揚子江(長江)과 메콩 강의 발원지인 靑海省 三江源[36만㎢내에 玉樹, 果洛, 海南, 

黃南藏族自治州와 海西蒙古族自治州가 있다. 전장 5,464km의 黃河는 青海省 噶達素齊老峰

(海拔高度 5,369m의)에서 발원하며 巴颜喀拉山脉 果洛山源头는 海拔 4,170m-4,200m 고원

의 青海省 果洛藏族自治州 瑪多县에 위치한 扎陵湖와 鄂陵湖의 姊妹湖이다. 黃河의 상징인 

楚馬尔河의 黃河源头 표지인 牛头碑(玛多县 人民政府가 서기 1988년 9월 “华夏之魂河源牛

头碑”를 세웠는데，碑体는 纯铜铸造로 무게 5.1톤, 높이 3m임)가 서있는 곳은 해발 4,610m

이다. 그리고 전장 6,236km의 揚子江/長江은 念青唐古拉大雪山/雅鲁藏布江의 冰川에서 발

원하며 源头는 通天河와 楚馬尔河(长江 北源, 红叶江/紅水河)의 상류인 青海省 玉树藏族自

治州 治多县 青藏高原 西北部 唐古拉山(해발 6,099m)과 昆仑山(해발 7,282m)山脉 사이의 

해발 5,000m-6,000m ‘万山之王’, ‘青色的山梁’、‘千湖之地’, ‘中華水塔’, ‘万山之地’,  ‘美丽的少

女’란 의미를 지니고 世界第三大无人区인 해발 5,000m 이상의 可可西里/阿卿贡嘉의 沼泽地

(长江 南源)와 沱沱河 ·當曲河이다. 可可西里에는 면적 4.5만km²의 中國靑海可可西里國家級

自然保護區(索南達杰自然保護區), 萬里長江第一鎭/唐古拉山鎭에는 長江源水生態保護站, 通

天河에는 七渡口, 沱沱河에는 長江源斗第一橋/沱沱河大橋가 標識로서 위치해 있다]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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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여 靑海省, 甘肅省(蘭州), 內蒙古自治區(包頭), 陝西省, 河南省과 山東省을 관통해 흐르

는 黃河(黃河의 지류인 渭河도 포함)는 서쪽의 陕西省 宜川县과 동쪽의 山西省 吉县 사이의 

大峡谷인 壶口瀑布를 지나 函谷關(東, 하남성 靈實県), 隴關(西), 武關(南, 섬서성 商県)과 蕭

關(北) 사이의 關中平原을 비롯해 咸陽(秦)-西安(섬서성 長安, 前漢, 隋, 唐)-三門峽市-洛陽(하

남성, 東周, 後漢, 魏, 西晉, 唐의 도읍지)-濟源의 小浪底댐(Xiǎolàngdǐ)-鄭州(하남성, 商 두 번

째 도읍지)-開封(하남성, 전국시대의 魏, 北宋)-安陽(하남성, 殷墟)과 濟南 등지를 지나 산동

성 渤海灣 東營區 孤東과 友林村 사이의 현재 油田이 개발 중인 東営市 黃河口(서기 1853년 

이후-현재까지의 하구)로 빠져나간다. 그리고 揚子江(長江)은 青海, 西藏, 云南, 四川, 重庆, 

湖北, 湖南,江西, 安徽, 江苏, 上海의 省과 市를 거치며 宜宾-泸州-重庆-涪陵-万州-宜昌(湖北

省宜昌市 夷陵区 三斗坪 三峽大坝)-荆州-岳阳-武汉-黄冈-鄂州-黄石-九江-安庆-池州-铜陵-芜
湖-马鞍山-南京-镇江-扬州-南通(無錫과 常州 포함)-上海의 城市를 지난다. 이들은 모두 고대 

도읍지로 황하문명의 발생지이다. 특히 황하는 세 번째 수도인 安陽의 殷墟를 포함하는 商나

라의 멸망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상나라는 生態 ·氣候의 변화로 망했다고 할 정도로 황

하의 환경변화가 중국 문명의 발생과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 기원전 2278년-기원전 602년, 

기원전 602년-서기 11년, 서기 1048년-1194년, 서기 1194년-서기 1289년, 서기 1324년-서기 

1853년, 서기 1939년-서기 1947년 등의 水路變更(改道)을 지칭할 정도로 하남성과 산동성 사

이의 황하가 1,590회 정도 범람하고 서기 1855년-서기 1899년 사이에 10회, 서기 1953년 이

후 3회를 포함하여 적어도 수 십 회 이상 물줄기가 바뀌어 왔다. 특히 開封의 범람이 가장 심

했으며 北宋 때 궁전 터가 현재의 明나라의 궁전(明 太祖 아들이 있던 朱王府) 밑 수 미터 아

래에서 확인되는 것도 이러한 것을 입증해주는 한 예다. 그리고 이 황하가 관통하는 陝西省 

黃陵県 橋山 黃帝陵과 湖南省 株洲 炎陵县 鹿原镇의 炎帝陵(庙는 宋太祖 乾德 5年/서기 967

년에 세움)에서 淸明節(寒食)에 국가단위의 제사를 올리고 있으며 또 현재의 夏華族(漢族)이 

모두 신화 ·전설상의 炎(神農)黃帝(軒轅, 서기 1998년 이미 높이 106m의 炎黃帝像을 河南省 

鄭州市 黃河景區 炎黃帝塑像廣場에 세웠음)의 同系子孫이라는 中華文明探原大工程이라는 

운동을 벌려 종전의 중국의 역사가 기원전 2200년경 禹임금이 세운 夏나라보다 약 1,000년 

더 올라가는 三皇五帝의 시절까지 소급시키려 하고 있다. 중국에서 황하를 중심으로 神話를 

歷史로 점차 탈바꿈시키고 있으며 또 이를 통해 중국인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정신적 정

책을 수립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技術과 經濟行爲에 바탕을 둔 구석기(Palaeolithic age), 신석기(Neolithic age), 

청동기(Bronze age), 철기시대(Iron age)라는 편년의 명칭을 사용한다. 그러나 신대륙 중 中

美의 고고학 편년은 “horizon과 tradition”(공간과 시간)을 포함하는 “stage”(단계)라는 개념

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중국의 신석기시대는 기원전 8000년-기원전 5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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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期農耕民들의 초기신석기시대에서부터 기원전 5000년-기원전 3200년 仰韶문화시대에 이

른다. 그리고 기원전 3200년-기원전 2500년의 용산식문화(용산문화형성기)와 기원전 2500년

~기원전 2200년의 용산문화기를 거쳐 청동기시대는 夏代[奴隷制社會의 시작, 기원전 2200년

~기원전 1750년/偃師 二里頭(毫)의 夏문화(기원전 2080년~기원전 1580년)] ·商(기원전 1750

년~기원전 1100년/기원전 1046년)에서 기원전 475년 戰國時代의 시작까지이다. 다시 말해 

技術과 經濟行爲로 본 중국의 신석기시대는 기원전 8000년의 初期農耕民들의 초기신석기시

대에서부터 기원전 3200년의 仰韶문화시대, 靑銅器時代는 夏 ·商 ·周에서 春秋時代(기원전 

771년~기원전 475년), 철기시대는 都市, 市場과 人本主義가 발전하고 토지의 소유가 가능한 

戰國時代(기원전 475년~기원전 221년)로 보고 있으며, 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유물사관론적 

견지에서 본 奴隷社會는 夏, 封建制社會는 秦나라, 資本主義社會의 시작은 明나라, 共産社會

의 시작은 新中國(中華人民共和國, 서기 1949년 10월 1일 건국)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편년 안은 유물사관론에 입각하고 있다. 즉 북경 중국 역사박물관에서는 

Primitive Society(원시무리사회, ca. 170만년~4,000년 전)-Slave Society(노예제사회, 夏, 商, 

西周, 春秋時代, 기원전 21세기~기원전 476/475년)-Establishment of the United Multi-

National State and the Development of Feudal Economy and Culture(봉건제사회, 秦, 漢, 

기원전 221년~서기 220년)-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South and 

Amalgamation of various Nationalities in the North(魏, 蜀, 漢, 吳, 西晉, 東晋, 16國, 南北朝, 

서기 220년~서기 580년)-Development of a Unified Multi-National Country and the 

Ascendancy of Feudal Economy and Culture(隋, 唐과 5代10國, 서기 581년~서기 960

년)-Co-existence of Political Powers of various Nationalities and their Unification; Later 

Period of the Feudal Society(北宋, 辽, 南宋, 金, 元, 西夏, 서기 916년~서기 1368

년)-Consolidation of a Unified, Multi-National Country, Gradual decline of the Feudal 

System and Rudiment of Capitalism(자본주의사회, 明, 淸, 서기 1368년~서기 1840년)으로 

편년하고 있다(中國歷史博物館/현 中國國家博物館/The National Museum of China 1990, 

北京). 그리고 중국에서의 共産主義(공산사회)의 시작은 서기 1949년 10월 1일 新中國(中華

人民共和國)의 건립부터이다.

서기 1921년 7월 23일~29일 中國共産黨의 成立과 第1次 全國代表大會(中华人民共和国直

辖市인 上海市 프랑스 조계지인 法租界 望志路/云南路의 中共第1次代表會議 遺址에서 정해

진 中國共産黨第1綱領(露文 複寫本)은 中央檔案館에 소장되어 있다. 서기 1921년 7월 1일은 

당의 공식적 建黨紀念日로 이 곳 회의에서는 北京 대표 張國燾, 上海 대표 李達,  武漢 대표  

董必武 등 전국에서 13인의 대표가 선출되었는데 毛澤東은 湖南省 長沙의 대표였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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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1927년 8월 1일 江西省 南昌에서 공산당의 蜂起/起義가 있었는데 그 주역은 周恩來, 朱

德, 賀龍이었으며 이 날은 人民解放軍의 창립기념일이기도 하다.

해상 무역의 결과로 후일 일어난 阿片戰爭[中英第一次鸦片战争 또는 第一次中英战争, 通

商战争임. 서기 1839년 9월 4일(道光 19년 7월 27일)-서기 1842년 8월 29일(道光 22년 七월 

24일）이후 廣州市 남쪽 珠江 강구의 동에 香港(Hong Kong, 서기 1842년 8월 29일~서기 

1997년 7월 1일), 현 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임], 서에 澳門(마카오, Macau/Macau/

Macao, 서기 1887년《中葡和好通商條約》，서기 1908년~서기 1999년 12월 20일, 현 中華人民

共和國澳門特別行政區임)이 들어선 것도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香港/홍콩과 澳門/마카오의 

특수한 존재로 인해 중국의 정치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병존하는 一國二體制를 유지하

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서기 2017년 7월 1일(일) ‘慶祝香港回歸祖國二十周年’을 기념하

기 위해 “中共中央总书记、国家主席、中央军委主席”인 习近平을 비롯한 國家領導人들이 

홍콩을 방문하고 香港特別行政區第五屆政府 신임 行政長官 林鄭月娥의 취임선서식도 가졌

다. 그리고 전날 6월 30일(토) 石崗機場(Shek Kong Airfield, ICAO代码, HSK)에서 군부서열 

1위 겸 부주석인 판창룽(范長龍, 1947년 5월~)을 대동하고 廣東軍區에 속하는 中国人民解放

軍駐香港部隊의 査閱式도 가졌다. 그리고 서기 2017년 7월 30일(일) 內蒙古自治區 朱日和(실

전훈련장) 기지에서 人民解放軍 창설 90주년(서기 1927년 8월 1일/江西省에서 紅軍 南昌武

裝蜂起日-서기 2017년 8월 1일) 閱兵式이 習近平 國家 主席(현 首長으로 호칭) 참관 하에 열

렸다.

习近平(国务院副总理 겸 秘书长 习仲勋의 아들)은 서기 2012년 11월 15일 이후 胡錦濤에 

이어 당 총서기와 공산당 중앙군사위 주석을 장악했으며 국가주석(president)은 서기 2013년 

3월 14일(목) 中华人民共和国第十二屆全国人民代表大会(全人大)一次會議第四次全體會議에

서 선출되었으며 이어 서기 2016년 10월 27일 中共十八届六中全会에서 ‘核心’이란 칭호로 1

인 체제를 강화하고 서기 2017년 3월 5일~3월 13일 北京에서 개최된 全国人民代表会议와 

全国人民政治协商會議에서 이를 확고하게 굳혔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서기 2017년 10월 

14일 18기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18기 7중전회)와 서기 2017년 10월 

18일(수)~10월 24일(화) 中國共産黨第19次全國代表大會에서 ‘주석직의 부활’과 함께 20년 

만에 毛澤東과 鄧小平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그는 權座에 이르자  禮記 禮運 大同 ·小康篇

에 大同과 小康에 대한 子游의 물음에 대한 孔子의 답이 나오는 <禮記> 禮運 大同 ·小康篇에 

의거해 ‘전면소강사회’의 건설, 그리고 新時代 중국 특색의 社會主義의 진입과 중국부흥을 위

한 新思想(馬克思 ·列宁主义/마르크스 ·레닌주의, 毛泽东사상, 邓小平이론들의 융합), 新目標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이들의 실천을 위한 방법인 구체적인 新征程(new journey, new 

battle)의 설정을 新中國 역사발전 방향으로 정하였다. 즉 亂世→小康(‘天下為家’로 大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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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한 단계 떨어지지만 기초 복지가 보장된 사회,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사회,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의식주가 걱정 없는 사회를 의미)→大同사회(‘天下為公’으

로 ‘능력에 따라 賢者를 선택하고, 밤에 문열어두어도 도둑을 걱정안하는 법 없는 사회를 의

미)발전 중 전면소강사회에 해당하는 ‘共富’, ‘小康路上’, ‘全面小康社會 共建共享-唱响新時代 

点亮中國夢-’라는 슬로간과 함께 治國理政을 핵심으로 하는 ‘全面的인 改革社會‘, 社會主義 

核心價値觀으로 기본인 法治治國를 중심으로 한 三个倡道’, ‘全面的인 당 건설’의 4개를 全面

에 내세웠다. “三个倡道”란 中國 宣傳部 部长 刘奇葆가 未成年者들에게 社会主义 核心价值
观의 教育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를 아이들에게 价值观 24字의 숙독과 암기를 요구하는 것

인데, ①倡道 富强, 民主, 文明, 和谐, ②倡道 自由, 平等, 公正, 法治, ③倡道 爱国, 敬业, 诚信, 

友善이라는 国家 价值目标를 압축해놓은 것이다. 다시 말해 社会와 시민의 가치와 규칙은 

社会主义 核心价值观의 基本内容으로, “三个倡道” 24字는 国家、社会、公民의 세 领域에 

걸치며 12项 内容은 하나하나 교실, 현장과 과외활동 등 다방면에 걸쳐 아이들에게 전통적

인 교과서인 《三字经》、《弟子规》를 기본으로 하는 社会主义의 압축된 내용을 학습 ·암기시

킨다는 표어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당 서열 25위의 정치국원이었으나 中國共産黨第19次全

國代表大會에서 최고지도부인 상무위원으로 승격한 王沪宁의 발상인  ‘强漢盛唐’을 다시 이

루기 위해 ‘築夢一帶一路(One Belt, One Road)’, ‘一帶一路 共建繁榮’을 서기 2012년 11월 中

國夢의 하나로 정치전면에 標榜하였다. 서기 2017년 3월 12일(일) 현재 一帶一路 沿邊 관계

국에 交通施設의 확대 및 새로운 一帶一路의 開拓으로 美貨 500억 달라 이상을 투자하고 있

다. 특히 유라시아와의 연결이 중요하며 여기에는 9천km가 되는 ‘新실크로드’인 高速鐵道와 

海上交易路가 중점이 된다. 서기 2017년 5월 14일(일) 중국 北京에서 개최된 ‘一帶一路 ·21세

기 육상과 해상실크로드 프로젝트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一帶一路 주변의 130개국의 국가 

대표가 모였으며 기금으로 300억元(48조원)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习近平 主席은 一帶一路

는 和平의 길을 건설하는 것으로 각국의 주권과 존엄, 완전한 영토를 존중한다고 말하였다. 

이는 ‘中国倡仪 創造世界新繁榮’을 의미한다. 江蘇省 동북부 沿海重點開放 港口都市이며 新

亞歐大陸의 東方橋頭堡인 連云區 連云港과 杭州에서 120km 정도 남쪽에 위치한 浙江省  중

부 金華市에 位置한 中国经济发达县市의 하나로 浙江省综合实力第三大县市인 义乌(浙江

省下辖县级市)에서→陝西省 西安과 甘粛省 蘭州를 거쳐→新疆维吾尔自治区(新疆 伊犁哈萨
克自治州 霍尔果斯市/Khorgas/horgos)→카자흐스탄(哈薩克斯坦)→우즈베키스탄(烏玆別克

斯坦)→러시아(俄羅斯)→체코(捷克)→폴란드(波蘭)→독일(德國)→프랑스(法國)→스페인(西

班牙)의 마드리드(Madrid, 馬德里)까지 급행열차로, 그리고 반대로 과거 漢나라의 海上絲綢

之路/실크로드의 시발점인 南京 龙江港, 또는 廣東省 湛江市 徐聞県 二橋村과 遂溪県 仕尾

村(大漢三墩港口, 汉 武帝의  徐聞県城이 위치)의 徐聞港→費信(费信岛, Flat Island, 南沙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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島의 島嶼), 馬歡(南沙群島의 島嶼인 馬歡島, “广阔”이란 의미의 Lawak, Nanshan Island, 

Đảo Vĩnh Viễn)→汶萊(汶萊達魯薩蘭國, Negara Brunei Darussalam)→자바( Java/Jawa, 爪

哇)→베트남(占城)의 롱수엔(Long Xuen)에서 30㎞ 떨어진 안기안(An Gian) 주, Thoi 현, 

Sap-ba 산록의 오케오(Oc Eo)와 겟티 유적에서 나타난 로마상인의 흔적)→싱가포르(新加

坡)→말레시아(말라카, Malacca/馬來西亞, 马六甲)→수마트라(Sumatera, 蘇門答臘)→술루 

술탄국(Saltanah Sulu, 苏禄)→스리랑카(Ceylon, 锡兰、斯里兰卡)→파항주(彭亨、
Pahang)→진랍(Chân Lạp, 真臘、吳哥/Ankor王朝, Cambodia, 柬埔寨)→코지코드[캘리컷, 

Calicut, 古里国 또 “古里佛”, 태국(泰國)→캄보디아(柬埔寨)의 扶南王國→미얀마/버마(緬甸)

의 퓨/쀼 고대도시(Pyu Ancient cities, 驃城邦 중 驃国)→베트남(占城)→방글라데시(榜葛剌,

孟加拉)→스리랑카(斯里蘭卡)→인도,印度 Maharashtra 주의 Kãrli 동굴사원 石柱에 새겨진 

로마상인의 돈의 기부 흔적), 말라바(古里)→호르무즈(Hormuz, 霍爾木茲, 忽魯謨斯)해협을 

지나 소말리아의 모가디슈(Mogadishu, 摩加迪休, 木骨都束)→아라비아(阿拉伯)半島와 오만

의 소하르(Sohar, 蘇哈爾)와 무스카트(Muscat, 馬斯特)항구를 거치고→동아프리카(東非) 마

린디(Malindi, 麻林地, 麻林迪)→동아프리카의 소말리아의 모가디슈(Mogadishu, 索马里의 

摩加迪沙), 파라위(Baraawe, 巴拉韋)와 마린(麻林)國→로마[羅馬, 漢나라에서는 大秦으로 부

름, 서기 166년경, 이집트의 紅海(Red sea) 연안의 베로니카(Veronica) 항구]를 잇는 해상 비

단교역로도 최근 밝혀지고 있다.

习近平이 내건 가장 큰 정책 중의 하나는 ‘築夢一帶一路(One Belt, One Road)’, ‘一帶一路 

共建繁榮’이며 이는 실크로드(Silk Road/Silk Route, Seidenstraße and Seidenstraßen, 비단

길, 絲綢之路)에 기반을 둔다. 이 용어는 서기 19세기 독일의 지리학자겸 여행가이며 서기 

1868년부터 서기 1872년 사이 7차의 중국 탐험대를 이끌었던 바론 페르디난트 폰 리히트호

펜(Baron Ferdinand von Richthofen, Ferdinand Freiherr von Richthofen, 서기 1833년 5월 

5일~서기 1905년 10월 6일)이 처음 언급하였는데 이는 이익이 많이 남는 중국의 비단이 서방

세계로 전래되고 이를 통해 대륙 간의 교역이 형성되었음을 밝히는데서 비롯된다. 그러나 비

단길이란 용어는 서기 1893년부터 1930년까지 네 번에 걸쳐 중앙아시아를 학술 탐사하여 樓

欄유적을 조사한 스위스 지리학자겸 여행가인 스벤 헤딘(Sven Anders Hedin, 서기 1865년 2

월 19일~서기 1952년 11월 26일)이 서기 1938년 ‘The Silk Road’ 란 책제목에서 처음 사용되

었다. 그리고 서기 1989년 소련(the Soviet Union)의 해체와 더불어 소련연방에 속하던 중앙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실크로드 유적들이 관심을 끌게 되었다. 그래서 중국의 문명과 인종의 

기원을 밝히는 연구가 실크로드(비단길)에서도 확인된다.

‘Silk Road’의 사용은 육로만이 전부는 아니며 로마제국과 중국사이의 교역에는 아랍(阿拉

伯, Arab)과 소그드(粟特, Sogd)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중요하였다. 후일 蒙古帝國(Mong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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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ire)과 元나라 때 활약한 베니스 공화국 출신 Marco Polo 東方見聞錄(원제는 Livres des 

merveilles du monde, Divisament dou monde임)와 영국의 역사학자이며  로마 제국 쇠망

사(The History of the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를 쓴 에드워드 기번(Edward 

Gibbon(서기 1737년 5월 8일~서기 1794년 1월 16일)은 비단길이라는 용어를 언급하지 않았

다. 실크로드는 陸路와 海路의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필자는 이제까지 거의 15년간 중국에 관한 자료를 모아왔지만 아직도 고고학적 유적과 유

물에 관해 모자라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인정한다. 이 책의 제목과 부제는 《中國 考古學-중

요 주제 ·항목별로 본 中國 文化史 序說-》으로 하였다. 이는 앞으로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아직도 많은 자료를 추가해야 함을 의미한다. 앞으로 방송과 문헌을 통해 얻는 새로운 

자료들을 정리하여 이 책을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다.

停年退任한지 벌써 6년째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학문적인 정리에 미련스러울 정도로 애타

게 매달리고 있다. 그만큼 필자는 머리가 나빠 미처 학문적인 정리를 다하지 못하고 또 무능

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앞으로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 《世界文化遺産》과 《실크로드(絲綢之

路)》란 책이 발간되면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길지도 모르겠다. 현재의 심정은 성균관대 안대

회 교수의 해설처럼 梅山 洪直弼(英祖 52년 서기 1776년~哲宗 3년 서기 1852년, 마지막으로 

서기 1852년 7월 刑曹判書에 除授받았으나 얼마 되지 않아 별세함)의 ‘江樓有感’ 중에 나오

는 ‘행인들은 나루터에 몰려들어 풍랑의 강을 건너 줄 사공을 기다리나 탈 배가 없는 물거품 

속의 虛舟(盡日行人集渡頭 渡頭風浪蹴天浮 虛舟出沒泡花裏 副手梢工底處求)’와 같은 처지

이다.

이번 이 책을 준비하면서 唐宋八大家의 한사람인 韓愈(서기 768년~서기 824년 12월 25일, 

字 退之, 河南 河陽/현 河南 孟县人, 주요 작품으로 《论佛骨表》, 《师说》, 《进学解》 등이 있음)

가 唐 宪宗 元和八年(서기 813년) 46세에 썼다고 전하는 《进学解》에서 나오는 “业精于勤, 荒

于嬉, 行成于思, 毁于随”(학문은 부지런 하는데서 정통해지고 딴 짓 하는데서 황폐해진다. 행

동은 늘 마무리 짓되 미리 계산되어야 한다)”라는 글을 다시 한 번 더 吟味하게 되었다. 매일

같이 학문적인 데만 신경을 써야 좋은 글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停年退任전 기대

하고 꿈꾸어왔던 學問 이외의 外道는 가능하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

다. 내세에 태어나서 다시 학자의 길을 밟는다면 愚直하게 책을 읽고 깊이 생각하는 것을 業

으로 삼을 작정이다. 論語 爲政 第二 15장에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배우고서 생각하

지 않으면 얻음이 없고,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라 하여 학문과 생각은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언제까지 긴장을 유지하며 학문의 수준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할지 모

르겠다.

서기 2016년 9월 13일 고희(古稀, 七旬, 稀宴, 稀筵, 稀慶, 從心, 70세)를 지내고 올해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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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이면 망팔(望八, 71), 그리고 좀 더 운이 좋으면 희수(喜壽, 77), 산수(傘壽, 八旬, 80)와  

망구(望九, 81)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덧없이 늙어가는 것보다 후세 사람들이 

필자를 기억해줄 좋은 글과 내용이 담긴 책을 남겨 놓아야 하는 것이 현재의 도리일 것이다. 

이것이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목표(‘aim high’)이다. 蘇軾(東坡居士, 서기 1037년/宋 仁

宗 景祐 4년 1월 8일~서기 1101년/宋 徽宗 赵佶의 年号인 建中靖國 元年 8월 24일)의 ‘李君

山房記’ 중 “才分不同 而求無不獲者 惟書乎…以爲己有 發於文辭 見於行事 以聞名於當世

矣…”란 구절처럼 분수가 서로 같지 않다 하더라도 추구하여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책이

며 후세사람들이 이를 통해 스스로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도록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책을 만

들어 보도록 노력하고 있다.

山西省 蒲州(현 山西省 永济市 蒲州镇)에 위치한 鹳雀楼에 관한 唐나라 诗人 王之涣[서기 

688년~서기 742년 3월 25일, 字 季凌, 并州(山西太原)人, 盛唐時期著名한 詩人]의 《登鹳雀

楼》 五絶詩는 ‘白日依山尽, 黄河入海流。欲窮千里目, 更上一層楼’(해는 서산으로 지고 황하는 

서해로 흘러간다. 천리 먼 곳을 보려면 한층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에서처럼 먼 곳을 보기위

해 한층 더 올라가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도 매번 노력을 했지만 10년 産苦에 八朔童처

럼 되어 불만이 많았던 과거의 경우처럼 이번에도 노력에 비해 보잘 것 없이 될지 모르는 두

려움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계속 주시하다가 수면부족,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結膜下出

血(hyposphagma)’이라는 병명의 오른쪽 눈이 터지는 아픔도 겪었다. 앞으로 《世界文化遺

産》과 《실크로드(絲綢之路)》란 책 출간을 준비할 때 건강에 좀 더 주의해야겠다. 그러나 그

저 愚直할 정도로 每事 最善을 다할 뿐이다.

그리고 이 조그만 冊을 學恩을 입은 恩師이신 美國 Harvard 大學 故 張光直 敎授님

(Chang, Kwang-Chih, 서기 1931년 4월 15일~서기 2001년 1월 3일), 서울大學校  故 高柄翊 

교수님(鹿邨, 芸人, 서기 1924년 3월 5일~서기 2004년 5월 19일)과 北京大學 李伯謙 敎授님

(서기 1937년 2월 10일)께 바친다.

참고로 목차는 서문, 1. 編年 2. 神話에서 歷史로 轉換, 3. 도시 ·문명 ·국가의 발생, 4. 周-春

秋戰國時代의 유적, 5. 秦 ·前漢 ·三國 ·隋 ·唐시대의 遺蹟, 6. 中國의 美女, 7. 泰山 封禅祭祀, 8. 

萬里長城, 9. 실크로드(絲綢之路), 10. 西域三十六国, 11. 중국, 러시아와 북방민족-草原丝绸
之路-, 12. 宋 ·元 ·明시대의 유적, 13. 北京의 紫禁城, 14. 北京의 中南海, 15. 京杭大运河, 16. 

明과 淸 시대의 皇陵, 17. 中國의 名醫, 18. 中國의 佛蹟, 19. 客家人(커자런, Hakka people), 

20. 茶馬古道 ·鹽馬古道, 21. 中國 四大名樓, 22, 香港, 澳門과 厦门 鼓浪屿이며, 부록으로 1. 

중국의 세계문화유산, 2. 중국의 신석기 ·청동기 ·철기시대-中國의 多元的 文明發生-, 3. 長沙 

馬王堆 前汉 고분-高句麗 古墳 壁畵와 관련된 몇 가지 斷想-, 4. 티베트 ·대만, 5. 스키타이 ·匈

奴와 한국 고대문화-한국 문화기원의 다양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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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제언

교통사고 전국 대학 1위 서울대학교, 사망 사고 막으려면?
신호 없는 횡단보도 사람 존중해 차 멈추게 해야

인문대학 언어학과  이정민

보도에 따르면, 2011년 11월 1일 오전 11시 35분께 고려대학교 법학관 앞 도로에서 캠퍼스 

셔틀버스에 머리를 다친 채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깔려 이 학교 사학과 4학년 장아무개

(23·여) 씨가 숨졌다. 또 국회 보고에 따르면 청주교육대학교와 한국체육대학교에서는 외부 

차량으로 인해 교내 보행자가 사망한 사고가 일어났고, 2011~2015년 전국 국립대 및 국립대

법인(공립) 캠퍼스 내 교통사고 건수 총 483건 가운데 단연 1위는 서울대학교로 최근 5년간 

31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2위 전남대학교 108건과 3위 경북대학교 38건에 비해 압도적

인 차이다. 서울대학교가 교내 교통사망자가 나오는 네 번째 대학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잘못돼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는 머피의 법칙도 있고, 끔찍한 참사가 일어나기까지에는 엄

청난 수의 징조 사건이 일어나 미리 말해 준다는 또 다른 법칙이 있다. 또한 국내 교통사고 

사망의 거의 절반이 횡단보도에 걸쳐 일어난다는 통계와 보행자 교통 사망자 수가 OECD 국

가 중 최고라는 통계까지 합치면 다음 번 캠퍼스 내 교통사망 사고가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

지 눈에 보이는 듯하다.

교내외 교통 상황에서 보행자에게 가장 위협적인 일은 신호 없는 횡단보도 건너기이다. 외

국인들도 이를 가장 무서워한다. 영국대사 부인 서덜란드 씨가 기자(정성택, 동아일보)와 함

께 시내 복잡한 지역의 횡단보도에서 건너려 하고 있어도 “20분간 보행자들을 보고 먼저 멈

춘 차량은 70여 대 중 1대뿐”이었으며, 러시안룰렛(총알 1개가 장전된 회전식 권총을 서로 

돌아가며 상대에게 발사―어느 순간 실탄에 맞아 죽을지 모른다)의 공포를 느낀다고 말했다. 

벨기에 출신 열린책들 직원 림펜스 씨(블로그)는 참으려 해도 “여전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때때로 격노하게 하는 한 가지 상황이 있다. 신호 없는 횡단보도가 그것이다. 그런 횡단보도

를 지날 때에 브레이크를 거의 밟지 않고 지나가는 차가 있다. 위험하게 지나갈 뿐더러 차량

의 클락션(필자 - Klaxon: 원래 30년대 미국의 경적제조회사 상표―한국식, 영어에서는 

horn)을 울려서 보행자에게 불만을 드러내는 운전자도 있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화

를 낸다. 멈춰 서서 팔과 손을 (그리고 가끔 다리와 발까지) 흔들어 대면서 고함을 친다.”고 

처절하게 실토하면서 이는 “후진국 풍경”이라고 단언한다.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12년만

의 3만불 시대가 뭐 그리 대단한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위험천만’” 제하 “신호등 없는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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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보도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KBS 2016년말 앵커 멘트>” “횡단보도

에 보행자가 지나갈 경우 차량들은 멈춰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김

영준 기자 <리포트>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길을 건너던 한 여성이 내달리는 차량들 때문

에 도로 중간에서 오도 가도 못합니다. 아찔한 상황이 계속되지만 정지선에서 멈추는 차량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고교생 2명이 빠르게 질주하던 화물차에 치여 한 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른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어서인지 차량들은 내달리고 보행자는 위험

천만한 상황에 수시로 노출됩니다.―제한속도 30km의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횡단보도는 무시되기 일쑵니다.―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량은 정지선에 안전하게 

정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갈수록 지켜지지 않습니다. 올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으로 경

찰에 적발된 사람만 2만 3천여 명. 지난해보다 2.4배 늘었습니다.―최근 3년 동안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숨진 보행자는 1,160여 명. 하루 평균 한 명 꼴입니다.”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24

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

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3조 2항 단서 6호 소정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되나, 교내는 사유지라고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단속-처벌 밖에 놓인

다. 한편 서울대학교처럼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가 복수로 왕래하고 마을버스, 외부 차량 

등이 자유로이 드나드는 곳은 도로로 인정된다 하나 경찰의 힘이 미치지 않는다.

서울대학교 미술관 바로 위에 예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다. 여러 대학과 정문을 잇

는 요로여서 보행자가 엄청나게 많다. 여기에 서서 보면 학생들은 감히 선뜻 횡단보도에 들

어설 생각을 못하고 좌우 양쪽을 살펴 지나가는 차가 다섯 대든 열 대든 다 지나가고 나서 

시야에 차가 전혀 없을 때 비로소 들어선다. 운전자는 차라는 무기로 무장하고 있어서 마음

대로 보행자에 대해 갑질을 하며 무시하고 지나간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의 틀린 선택지에는 

보행자가 건너려 하면 속도를 높여 더 빨리 지나간다, 빵빵 클락션을 울려 놀라게 하고 지나

간다, 차선을 바꿔 지나간다 등 캠퍼스 내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 주어져 있다. 양보해야 

한다는 정답을 고르고서도 실행을 안 한다. ‘양보’는 표현이 약해 멈춤으로 고쳐야 하고, 필기

시험만이 아닌 주행 행동시험에서 위반하면 바로 불합격시키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 다들 안 

지키는데 나만 지키면 손해라는 이기심이 작용해 계속 위반하게 된다. 30킬로 서행도 안 지

켜지고 이를 지키거나 횡단보도 앞에서 규정대로 일시 정지하면 뒤의 차가 빵빵거리며 위협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복잡한 횡단보도에 주차 칸을 붙여 설치해 운전자-보행자의 시야를 

가린다고 캠퍼스 교통 시설의 김건 안전 담당자에게 호소해 내리막길 쪽의 주차 칸을 없애 

주었으나, 반대쪽도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주차 칸을 한 칸 없애 주는 것이 옳겠

다. 방지턱이 생겼음에도 차들의 위협적인 행태는 여전하다.

개선 방법은 최우선적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의 정지선에서 보행자를 보고도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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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하지 않는 차량을 대대적으로 적발해 벌점을 주는 행정조치를 엄격히 시행하는 것이다. 

정지 위반으로 경찰이 차를 잡으면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이슬기 경찰청 교통안전 담당자 

말) 대들어 손을 못 쓰는 실정이다. 이 말을 듣고 파출소(지구대)들이 밤마다 술주정뱅이들

의 행패로 업무가 마비된다는 실정을 떠올리고, 담당 경찰의 사명감과 법집행 의지의 발로가 

크게 아쉬웠다. 현재는 사고가 발생한 뒤에 이를 적발하는 데에만 힘쓰고 있다. 서울대가 차

량 진입로를 좁혔고, 청원경찰을 교통안전에도 두어 명 배치하는 개선 노력을 했다 하나 잘 

보이지 않는다. 청원경찰 수가 턱없이 부족해 손이 미치지 못한다고 경영대 옆 교통을 살피

던 이상일 교내 경관이 말해 준다. 필자는 우선 교내 순환버스 운전자들부터 지나가려는 보

행자가 있을 때에는 무조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단 서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고 대개들 이에 동의하나 아직 실천이 따르지 못하고 있다. 필자 자신은 여러 해 

전부터 운전자들을 깨우치기 위해 걷던 보조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멈추지 않고 건너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다. 아찔한 순간들도 있고 악의에 찬 운전자의 시선이 오래 기억에 남

기도 하지만, 그리 해서라도 다소 교육이 된다면, 사람을 존중해 차가 멈춰 주는 일이 2, 30년 

뒤가 아닌 더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나? 다른 이들이 나를 따르기를 꼭 바라

지는 않지만, 차들이 시야에 안 들어올 때까지 무한정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은 참 딱해 보인

다. 차들의 갑질을 영구화하는 일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므로, 보행자 자신들이 차를 멈추게 

해 자신들의 권리 회복에 힘써야 한다.

우리 모두는 “선(線)은 생명이다”를 명심하고, 모든 차는 보행자가 먼저 지나가도록 반드

시 일시 정지(full stop)하여 횡단보도 내에 절대로 들어서지 말아야 하며, 사람인 보행자 보

호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노약자나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들거나 뒤로 되돌아가거나 넘어질

지 모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두르는 운전자는 사고내기 쉽고 서둘러 자기 생명을 

재촉하는 결과를 빚는다. 교통 규칙을 지키고 사람을 존중하는 예의 바르고 우아한 운전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에 대해 배려하고 공중도덕, 공공질서를 지키는 습관이 인과관계-논

리관계의 깨우침과 더불어 유치원과 초등하교 2학년 때까지의 교육에서 확고해져야 하지 않

을까? 세 살 때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교통사고뿐 아니라 인재라고 하는 화재, 감염에 의한 

사고도 사람 존중으로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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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

6 ·25 사변 후 달라진 서울풍습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김상용

1950년에 돌발하여 3년 걸린 6 ·25 사변은 우리 민족에게 비참한 파괴와 크나큰 변화를 가

져다주었다. 복잡하고 시끄러운 정치, 경제 등 거시 문제는 거론하지 않더라도 서울시민의 

가정생활, 사회생활과 오랫동안 내려온 습성(習性)이 많이 달라졌고 또 이것이 전국으로 퍼

져나갔다. 그렇게 해서 사변이 일어난 지 60여 년이 지난 서울의 풍습(風習)이 달라진 것들이 

많지만 머리에 남아 있는 것 몇 가지를 서울내기의 아쉬운 마음으로 돌이켜 본다.

첫째, 서울 말씨가 달라졌다. 사변 전에 서울에 중 ·고등학교로 유학 온 지방 학생들은 서

울에 올라오자마자 시골티를 나타내지 않으려고 말씨부터 서울말로 바꾸려고 노력했다. 그 

노력 끝에 그들은 한 학기 내에 서울말을 배워서 서울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자

기네 식구들과는 그 지방 사투리를 썼지만 서울서는 서울말을 썼다. 그래서 그들은 거의 70

년이 되어오는 지금까지도 서울말을 잘 쓰고 있다.

그러나 사변 후에 서울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경상도, 전라도 젊은이들은 고향 사투리를 별

로 고치려고 하고 있지 않다. 서울말보다 엑센트가 강해서 시끄럽게 들리기까지 한다. 서울

말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6 ·25 사변 때 많은 서울 시민들이 북한의 공산군을 피해서 대

구, 부산 지역으로 피란 가서 그 지방에서 살 곳과 먹을 것을 구하느라고 어렵게 지낸 꼴들을 

보아서 ‘서울내기들 별 것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그들은 서울 와서도 서울말은 

간 데가 없고 목청 높여 그곳 사투리로 말한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말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 

아니, 없어졌다. 그것은 또 서울말을 사용하는 순 서울토박이들이 과천, 분당, 일산을 거쳐서 

그 밖으로 쫓겨나 많이 사라졌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다. 주변머리 없고 염치나 차리고 생활

력이 강하지 못한 서울 토박이들이니 당연히 소외되고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또 서울이 너

무 커져서 그들의 밀도가 아주 작아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다 사변이 남북한을 뒤흔들

어 섞어 놓았으니 이제는 어디가나 다 여러 곳의 사투리가 뒤섞인 ‘한국말’을 쓰고 있다.

‘서울말’이란 옛날 조선시대 한양 북촌의 여러 대를 내려온 권문세가의 자손들과 남촌의 

몰락한 양반의 후예와 수 백 년을 한양에서 거처하여 온 역관(譯官), 의원(醫員), 아전(衙前), 

화원(畵員) 등의 중인(中人)들이 쓰던 말일 것이다. 그들의 말이 수백 년 동안 한양에 눌어붙

어서 서울말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표준말이란 ‘교양 있는 서울사람들이 쓰는 말’이라

고 정의된 것으로 보아 이러한 서울말이 표준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적어도 대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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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강의하는 교수나 TV에 출연하는 연사는 서울 표준말을 써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

된다.

둘째, 욕도 많이 달라졌다. 원래 서울 욕은 사내애들은 ‘이 자식’, ‘저 놈’ 등이었고 부녀자들

이 하는 욕도 ‘빌어먹을 X’, ‘망할 Y’, ‘거지발싸개 같은 자식’ 등과 아울러 ‘형벌’이나 ‘질병’에 

관한 것이었다. 그래서 ‘우라(오라) 질 X’, ‘볼기를 맞을 Y’, ‘육실(육시를) 할 X’, ‘천작(천주학)

을 할 Y’, ‘주리(주뢰{周牢})를 틀 X’ 등 형벌에 관한 것과 ‘옘병(염병) 할 Y’, ‘지랄을 칠 X’ 등 

질병에 관한 것이었고 이것도 대부분 막말하는 노파들이나 하는 욕이었다. 사변이 나고 북쪽 

평안도, 함경도 사람들이 피란하느라고 남쪽으로 많이 내려와서 ‘ㅆ’ 자가 든 듣기 힘든 그 

쪽 욕들을 해오는 바람에 지금은 그 욕들이 대세를 이루어 아직까지 유행하고 있다. 아니 그

것으로부터 발전한 욕들이 더 번창하여 사용되고 있다. 원래 무엇이나 ‘쎈’ 것이 약한 것을 이

기는 것이 세상 원리이기 때문이리라. 그 이후, 미국물이 들어서 여러 가지 외국 욕까지 뒤범

벅이 되어 세상을 흔들고 있다.

몇 년 전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들이 떼를 지어 떠들면서 하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그런데 그들의 말끝마다 듣기 민망한 욕들이 붙어 있었다. 그들은 뜻도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지껄이는 것 같았다. 어떻게 어린애들까지 이렇게 되었는지 서글펐다. 욕도 더 강하고 천하고 

노골적이 되었다. 혼탁의 세상이다.

셋째, 친척간의 호칭이 달라졌다. 사변 전, 서울에서는 자기 아버지와 동렬의 남자 어른들

은 ‘아저씨’로, 또 어머니와 동렬의 부인들에게는 ‘아주머니’로 부모와 동급으로 올려서 불렀

던 것이 통념이었다. 물론 큰 아버지, 작은 어머니, 둘째 큰아버지 등, 삼촌까지는 아저씨, 아

주머니로 부르지 않았다. 따라서 ‘고모’를 ‘아주머니’ 또는 ‘고모 아주머니’로 불렀지 ‘친척관

계’인 ‘고모’로 부르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 때 서울 애들은 친척간의 관계, 즉 당숙, 당질, 외

종숙 등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 그러나 지금은 가족, 친척 ‘관계’를 그대로 ‘호칭’으로 사용한

다. ‘관계’와 ‘호칭’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그런데 지금은 고모, 고모부, 외숙모, 당숙모, 당고

모라고 ‘관계’를 호칭으로 사용하여 직접 부른다. 편하고 존중하며 친근하게 느껴지게 간단히 

아주머니, 아저씨 하면 될 것을 말이다. 지금은 친척관계가 더 정확해졌다고 할까, 친척간의 

친밀감과 정이 없어지고 사무적이 된 것 같다. 그러나 어떤 지방에서는 옛날부터 ‘호칭’을 친

척 ‘관계’로 불러야 친척간의 관계가 더 친밀해 진다고 여긴 곳도 있는 것 같다.

지금은 ‘아주머니’, ‘아저씨’는 좀 격이 낮게 쓰이는 듯이 생각들을 하니, 한탄할 노릇이다. 

더군다나 ‘아줌마’는 하대하는 호칭으로 알고 있으니 잘못 되도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

또 요새 젊은 부부간에 아내가 자기 남편을 ‘오빠’ 또는 ‘아저씨’라고 부르는 경우를 간혹 

보았는데 그 아내는 어떻게 된 ‘오빠’나 ‘아저씨’하고 같이 사는 것인지 기가 막힐 일이다. 

시장이나 백화점 등에서 상인이 고객을 ‘아버님’, ‘어머님’으로 부르는 것은 도에 지나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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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된다. 왜 손님을 ‘아버님’, ‘어머님’ 하고 부르는지. 그래야 손님을 존중하고 부모처럼 

모신다고 생각해서인지 모르겠으나 그 상인은 아버지, 어머니가 여럿 있다는 말로 들릴 수도 

있다. 여러 해 전에 어느 상점에 들렀을 때 그 상점 점원이 나더러 “아버님, 이것-------”으로 

말을 걸어와, 내가 “당신이 어떻게 된 내 아들이냐?”고 되물어 그가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또 요새는 KBS TV에서도 아나운서가 방청객을 아버님, 어머님으로 부르고 있다. 국영방송

국의 아나운서는 언어 순화를 위하여 잘 생각해서 제대로 올바르게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닌

가? 세상사가 하도 빨리 변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정의(定義)’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달라졌

는지, 세정에 어두운 나는 잘 모르겠다. 옛날에는 ‘이부지자(二父之子)’는 큰 욕이었는데 그들

은 다부지자(多父之子), 다모지자(多母之子)가 되니 참 딱한 세상이 되었다.

넷째, 부녀자들이 급속도로 많이 달라졌다. 개화되었다. 강해졌다. 사변 전 40대 이상의 가

정부인들은 대개 비녀로 쪽을 찌고 살았다. 그러나 사변 후에 그들은 쪽을 잘라 버리고 조그

마하게 동그랗게 뭉쳐서 뒷머리에 붙여 달거나 ‘파머’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사

변 전에는 주로 무색의 치마, 저고리를 해 입거나 단순한 색깔의 조선 치마, 저고리를 입었었

다. 그러나 사변 후에는 거추장스럽게 매번 뜯어서 빨고, 풀 먹이고, 다듬이질 하고 바느질해

서 꿰매고 다리미로 다려서 입는 한복을 벗어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간단복이나 원피스, 투

피스 등, 취급하기 편한 서양 옷을 만들거나 사 입었다. 구태를 벗어버린 급진 개혁이었다.

또 사변 전에는 대부분 집에서 살림을 하고 애들을 기르고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주 업무

였는데 가정 밖 세상으로 나오기 시작하였다. 사변 중 생존을 위하여 부산의 국제시장에 부

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사회의 여러 분야로 진출하게 되었

다. 전쟁을 겪으면서 이 세상을 남자들에게만 맡겨 둘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남녀가 합심

하여 우리 사회가 더욱 민도(民度) 높은 세상이 되도록 하였으면 좋겠다.

다섯째, 집의 형태가 달라졌다. 사변 전, 서울에는 소슬 대문에 중문이 여러 개 있는 대가 

집도 많았지만 일반 시민들은 거의 대부분 입구(口)자나 디귿(ㄷ)자로 된 한옥(조선집)에서 

살았다. 안방, 대청, 건넌방, 안방에 붙은 부엌과 대문 옆에 붙은 문간방, 뜰아랫방 또는 사랑

채의 구조이다. 부엌은 안방에서 대청마루를 지나 신을 신고 들어가는 곳에 있었다. 부엌의 

깊이는 마루에서 댓돌을 밟고 내려와서 부엌 앞에서 한 번 더 내려와야 부엌이 되니, 안방에

서부터 보면 서너 단 낮은 곳이다. 그래야 부엌 안에 안방을 데우는 아궁이가 있게 되고 이 

아궁이에 솥을 걸고 밥과 국거리를 만드니 난방과 취사를 겸하여 일하는 장소가 부엌이다. 

이곳은 부녀자가 활동하는 곳이니 조, 석반을 먹을 때 여인들은 부엌에서 안방까지 무거운 

밥상을 들고 삼, 사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고역을 매일 서너 번씩 수백 년 동안 해 왔다.

사변 후에는 이런 한옥 구조가 지붕만 서양식 기와로 바뀌기 시작하더니 차츰 부엌과 방들

이 다 한 평면에 있게 되었다. 그래서 부녀자들이 한 결 편하게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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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 좁은 한국에서는 집을 높게 지어 더 많은 사람을 살게 하는 원리를 인간들이 고안해 내

어 높은 아파트(한국에서만 쓰는 개념)들이 생기기 시작하여 지금은 한국인의 60~70%는 고

층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한다. 도난을 쉽게 막을 수 있고 냉난방비가 적게 드는 등, 여러 

가지 주거비용이 적게 들고, 살기 편한 것 등의 장점이 있다고 하여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

러나 멀리서 아파트 건물들을 바라다보면 새장 같기도 하고 집단 토끼집 같기도 하여 사람냄

새가 덜 난다. 예전에 조선집 단독주택에서 살 때의 이웃 간의 서로 의지하고, 나누어 먹고, 

보살펴 주는 인정이라는 것이 없어진 생존을 위한 공간에 지나지 않은 곳이 되었다. 이웃 간

에는 서로 만나면 인사도 별로 하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모른 척하려고 하고, 전혀 사고(思

考)의 두뇌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정이 없는 투명인간들의 거대한 집단 같다. 아파트는 개미

굴이나 비둘기 집 같은데 그래도 그 생물들은 서로 잘 소통하고 사는 것 같다. 인간이 동물만

도 못한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느낌이다. 아파트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예의염치(禮

義廉恥)’를 염두에 두면서 자존감을 버리고 오래 동안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버텨가며 노

력해야 한다.

그래도 입주민끼리 서로 소통을 하기 위하여 ‘반회’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 그런데 이 ‘반

회’를 “반상회(班常會)”라고 잘못 사용하는 곳도 많은 듯하다. 일제가 우리를 지배할 때 양반

(兩班)과 상민(常民)을 서로 소통시키려고 썼던 그 수치스런 용어를 아직 쓰고 있다니 우리

가 정신이 있는 백성인가, 부끄럽다.

이렇게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주거생활이 달라지니 상례(喪禮)문화도 달라졌다. 사변 전

에는 대개 집에서 초상을 치르는 것이 관례였다. 그래서 내 큰 아버지께서 1948년에 돌아가

셨을 때 큰댁에서 초상을 치르고 상여로 모셔서 종로 거리에 많은 사람이 운집하여 구경을 

했기 때문에 나도 상여 뒤를 따라가면서 좀 부끄러워했던 일이 생각난다. 가시는 분을 잘 모

시려고 해서 그랬다나, 나는 어려서도 그 상여행렬을 좀 불편하게 생각했었다.

사변 후에도 한 동안 가정집에서 상례를 모시다가 지금은 대개 병원에 부속된 장례식장에

서 초상을 치른다. 또 밤샘도 하지 않아 유족들이 편안하게 지내도록 하고 있다. 매장(埋葬)

에서 화장(火葬)으로 변하여 화장이 80%에 이른다고 하니 비좁은 이 나라에서 지극히 다행

스런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변 전 한옥에는 어느 집이나 대청마루에 뒤주가 놓여 있었고 안방에는 머리장과 의걸이

장 등이 있었다. 건넌방에는 삼층장, 사랑방에는 문갑과 반다지 등 아취가 있고 아름다운 조

선가구가 놓여 있었다. 그런데 사변 후에는 이것들을 식견이 없는 부녀자들이 다 내다 버리

거나 고물상에 팔고 멋 다리 없고 허물적한 포마이카 장들을 들여 놓았다. 일제시대와 6 ·25

를 겪으면서 밥 먹기도 힘 든 시대에 우리 가구의 아름다움을 느낄 여유가 없었겠지만 너무 

무지하고 허무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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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1960년대에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그 곳 미국 시민이 나를 자기 집에 초대하여 갔

더니 그 집 거실 한복판에 우리 조선 ‘함’을 놓아 탁자 대신으로 쓰고 있고 문갑과 사방탁자

를 한 쪽 벽에 차려 놓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었다. 그는 6 ·25 때 참전했던 군인이었는데 험

난한 전쟁의 와중에도 우리 한국 고가구의 아름다움에 반하여 가져 왔다고 한다. 미국의 문

화안목이 있는 한 젊은 군인에도 못 미쳤던 우리의 모습이 씁쓸했다. 우리 고가구의 소탕은 

1970년대에도 계속되었는데 그것은 내가 퇴근길에 우리 집 동네에서 고물상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반다지와 이층 농을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 이웃집의 부인이 고물딴지라고 처분하는 것

이었다. 그 후 우리 한국의 가구는 한 때 자개장으로 명목을 이어 오다가 요새는 아파트의 밋

밋한 붙박이장으로 대신하거나 서양가구로 대치되었다. 얼이 없는 행위들이다.

여섯 번째, 주(住)문화가 달라지니 식(食)문화도 달라졌다. 사변 전의 서울의 김장은 젓갈

을 새우젓과 봄에 소금에 절인 연평도 조기젓을 사용해서 시원하고 깔끔하게 담가 먹었는데 

지금은 남쪽의 전라도식을 좇아서 김장김치가 온갖 젓갈로 뒤범벅이 된 진한 것을 먹고 있

다. 김장으로 남북이 범벅이 되었다. 좋게 말해서 융화가 되었다.

또 아파트에서는 고추장과 된장을 담가 먹기가 힘들어서 모두 사 먹는 신세가 되었다. 독

과 항아리를 다루기 힘들고 또 고추장이 잘 숙성될 일조량과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 

이다.

그런데 예전에 서울에서는 풋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었지, 지금처럼 된장에 찍어 먹지 않

았다. 또 된장찌개를 그렇게 많이 해먹지 않았다. 된장은 간장을 거르고 남은 찌꺼기라고 생

각해서 그랬는지 쇠고기와 두부를 썰어 넣은 바특한 고추장찌개를 주로 해먹고 된장으로는 

가끔 시금치국이나 아욱국을 끓여 먹었다. 그런데 사변 후 이 고추장찌개가 없어지고 된장찌

개가 판을 친다. 물론 영양 면으로 보면 된장찌개가 훨씬 우월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슬그머

니 완전히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다. 맛있는 고추장찌개가 사라지니 서운하다. 가끔 먹고 싶

은 생각이 불쑥 나기도 한다. 이렇게 서울 음식은 밀려가 버렸다.

‘오이지’도 사변 전에는 여름에 주로 서울, 경기도에서만 먹던 찬이었다. 찬물에 흰 쌀밥을 

말아서 오이지와 바짝 말린 굴비 몇 쪽이면 여름 점심으로 간단히 치를 수 있는 좋은 메뉴이

었다. 그런데 요새는 굴비도 반 건조 굴비라고 하여 생선 내가 나는 것을 냉동 보관해야 하니 

옛날에 찢어서 먹던 단단하게 말린 산뜻한 굴비 맛이 사라졌다. 보리굴비라는 것도 기름투성

이고 옛날 맛이 안 난다. 또 그 때 여름 삼복에는 두어 자 가량 되는 커다란 민어(民魚)를 배

오개장에서 지게꾼을 시켜 들여다가 포를 떠서 전을 부치고 남은 서덜로는 탕을 끓이면 온 

집안 식구의 한여름 복달임으로는 최고였다. 그러나 지금은 민어가 너무 고급생선이 되어버

렸다.

또 사변 전에는 석쇠에 다진 쇠고기를 펴서 구어 먹는 너비아니를 가끔 해 먹었는데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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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뒷전으로 물러나고 작은 구멍들이 숭숭 뚫린 둥근 쇠판에 구어 먹는 불고기가 대세이다. 

어느 나라 식인지 혹자는 몽골식이라고도 한다. 뒤죽박죽, 음식도 융합이 되었다.

비빔밥도 예전에는 제사를 지내고 남은 밥과 나물들을 아낙네들이 고추장으로 버무려서 

먹던 것에서 유래된 것인데, 물론 그 전에는 궁에서 관리들이 점심을 먹고 남은 밥과 반찬들

을 종들이 모여 버무려 비벼 먹던 것이어서 천한 음식이라고 6 ·25 사변 전 깐깐한 서울 노인

들은 안 먹던 것인데 지금은 좋은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항공기의 기내식으로 까지 발전했다.

또 제사나 차례 지내고 남은 전들이 며칠 지나면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라서 상하려고 할 

때 남은 전과 고추장을 한데 넣고 끓인 것이 ‘전 찌개’였는데 지금은 전쟁 중 미군부대 식당

에서 나온 햄이나 쏘시지 찌꺼기를 넣어 끓인 ‘부대찌개’로 발전하여 요새는 일반 음식점에서 

잘 나가는 메뉴로 되어 있다.

사변 전에는 생일잔치도 집에서 차려 먹었다. 집안 어른의 생신에는 친척들이 아침 일찍이 

와서 집안이 모두 조반을 같이 먹고 생신을 축하하였다. 아침이 ‘정찬(正餐)’이었다. 옛날에는 

일가들이 모두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서 아침모임이 쉬웠던 것 같다. 그러나 멀리 사는 친척

은 생일 전 날에 와서 생일날 아침을 같이 들면서 축하를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당일 저녁에 

같이 먹으면서 축하하더니 이제는 바깥에서 호텔이나 음식점에서 일가가 같이 모여 축하하

게 되었다.

이와 같이 집 밥이 차츰 없어지고 매식이 주된 식생활이 되었다. 그래서 새로 짓는 아파트

에는 부엌 공간을 아주 작게 만드는 것이 유행이라고도 한다. 예전에는 손님을 초대하면 집

에서 대접하였다. 큰집에 살 건 작은 집에 살건 자기수준에 맞추어 정성들여 손님을 대접하

였다. 그래서 어느 집에나 대개 큰 교자상 몇 개씩은 갖추고 살았다. 또 식기 일습과 구절판

과 신선로 틀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풍습이 다 지나가고 지금은 다 밖에서, 음식점에서, 

호텔에서 대접한다. 그래서 한 때 집집마다 쌓아두기가 귀찮다고 교자상 처분하는 것이 유행

이었다. 집은 자기네 식구들이 겨우 먹는 둥 마는 둥 먹고, 잠자는 데에만 사용한다. 아니, 식

구들이 먹는 둥 마는 둥 먹는 것도 차츰 밖으로 나간다. 외식을 주로 하는 풍속이 되었다. 그

래서 식당, 음식점, 레스토랑이 길에 넘쳐 난다. TV는 여기저기서 시도 때도 없이 요리하고 

먹고 마시고 떠드는 프로그램이 판을 친다. 부녀자가 살기 편한 세상이 되었다. 우리 선조의 

조선 여자들이 수 백 년 동안 부엌 치다꺼리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으니 그 후예들이 복을 

많이 누리게 되었나 보다.

사변 전에는 집집마다 제사나 차례 지내기 전, 또 추석 전에 아낙네들이 집안의 모든 놋그

릇들을 마당에 다 내다 놓고 짚수세미에 기왓장 부순 가루를 묻혀서 광이 나도록 닦았었다. 

날씨가 추워지면 보온이 잘 되고 살균작용이 있다는 놋그릇들을 쓰기 위한 준비였다. 그러나 

사변 후에는 이 작업이 힘들어 놋그릇들을 고물상에 팔아버리거나 스테인리스 스틸로 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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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쓰다가 무겁다고 그것도 처분해 버렸다. 그 후 조선 백자사기그릇을 쓰다가 그것도 무

겁다고 본차이나로 된 가볍고 우아한 서양식 그릇들을 쓰고 있다. 옛날 놋그릇은 지금은 골

동품의 자리에 가 있고 요새 놋그릇은 유명 냉면집이나 고급 한식집에서나 겨우 사용하는 정

도이다. 바쁜 세상에 불편하면 아쉽지만 버려야지. 그러나 해방 전 일제의 공출(供出)에 안 

빼앗기려고 경기도 양주군에 있던 외갓집 우물 속에 숨겨 두었다가 해방 후 찾아다 쓰던 놋

그릇이 다 없어져, 어릴 때 쓰던 방짜 유기로 된 세수 대야와 겨울에 은행이나 밤을 구워먹던 

놋화로가 그리운 때가 가끔 있다.

80여 년의 서울생활을 회상해 보면 6 ·25 사변의 3년 전쟁 후에 달라진 것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지만 기억력의 한도가 있어 이만 줄인다. 세상이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된 다음 맨 

땅에서 일어서고 변하고 발전하는 속도는 전쟁이 없는 평화 시에 발전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

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급격히 발전하였고 온갖 과학기술의 발달로 복잡하고, 신속하고, 

경제적이고, 편리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아름답고 올바른 풍습을 

잘 다듬고 보전하여 우리 서울만의 특색이 되게 하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만 서울이란 

곳이 유구한 역사를 가진 것을 보람으로 느끼는 세계적인 독특한 특별시, 자랑스러운 대한민

국의 수도 ‘서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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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석피란

법과대학 법학부  최대권

지난 해 11월 18일 아침 일찍 용산역에서 춘천행 iTX급행열자를 타고 동쪽으로 대략 한 시

간 쯤 거리에 있는 춘천을 향했다. 남춘천역에서 내려 마중 나온 고교 동기인 친구의 차로 바

로 지근거리인 퇴계동의 국사봉 등산로 입구에서 차를 세우고 함께 한 20분쯤 걸어서 국사

봉 정상에 난생 처음 올랐다. 해발 900m에 이르는 대룡산이나 654m 높이의 삼악산과 같은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분지 한 가운 위치한 춘천에서는 해발 200여 m의 국사봉은 시내 남쪽

에 위치한 한 작은 야산 봉우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국사봉에 이르는 지금의 등산로는 

말이 등산로이지 잘 정비된 언덕 길 산책로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튼 그 정상에 오르니 1919

년 고종황제의 승하 소식을 접한 춘천의 기개있는 선비들이 일경의 눈을 피해 이곳에 제단

(태극단)을 쌓고 조문과 시문을 지어 올리며 한양을 향해 통곡의 제사를 올렸는데 이를 안 

일경에 의해 투옥 당하는 고초를 당했다는 사연이 적힌 국사봉 망제탑(國士峰望祭塔)이 세

워져 있고 부근에는 여러 개의 운동기구들이 갖추어져 있었다.

내가 굳이 11월 18일을 택해 국사봉을 가보기로 작정하고 이를 결행한 이유는 6 ·25전쟁 

중에 우리 집안이 소위 마석피란으로 그 고생을 했던 곳을 더 늦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꼭 가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춘천은 38선에서 우리 이수로 50리밖에 떨어지지 아니한 가까운 곳

에 위치했던 까닭에 춘천시내에 살던 우리 집안은 6 ·25전쟁이 나던 그 다음 날부터 부모님

과 맏이가 고2요 막내가 우리 나이 세살인 우리 8남매 온 가족이 업고 지고 걷기 시작해 경부

선의 조치원 남쪽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남행하던 피란민 가득한 무개화차를 타고 대전과 대

구를 거쳐 부산까지 피란 갔었다. 그러다가 9 ·28수복으로 부산에서 다른 피란민들과 함께 

LST상륙선을 타고 인천에 도착해 춘천으로 귀향한지 불과 얼마 되지 못하여 그 해 11월18일 

마석피란을 또 떠나야 했다. 춘천이 한국전쟁사 기록에 의하면 12월 2일 다시 수복되었는데 

그러면 우리 가족은 다음 날 3일에 집으로 귀환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몇 주 지나지 않

아 1·4후퇴의 피란길에 또 올라야 했다. 1·4후퇴도 춘천사람 기준으로는 1·1후퇴로 알려져 

있고, 마석피란 때문에 혼이 난 우리 식구는 그 보다 일찍 12월 24일에 집을 나서 1·4후퇴 피

란길에 올랐었다. 그러니까 마석피란은 9 ·28수복과 1·4후퇴의 중간 시점에서 춘천사람들만

이 겪은 6 ·25 때의 피란이었다.

부산으로부터 수복했던 시점은 국군 주력이 압록강에 다다랐으며 우리나라의 통일도 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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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고 희망에 들떠있던 시점인데 미처 도주하지 못하고 강원도 산악지역에 숨어있던 인

민군 패잔병들이 경찰병력이 있었을 뿐 군사적으로는 공백상태였던 춘천을 점령하게 된 그

러한 상황이 전개되었었다. 이때에 인민군의 춘천 점령을 피해 떠난 피란이 마석피란이다. 이

때에는 서울을 향해 걷고 걸어 피란을 떠났는데 춘천피란민 대다수가 마석에 이르러 거기서 

머물다가 춘천의 수복으로 귀환하게 되어 춘천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피란을 마석피란으로 

불린다. 우리 집안 식구들도 집을 떠나 서울로 향한 피란길에 올랐으나 인민군의 포위망을 

뚫지 못하고 그들의 점령지역에 갇히게 되어 시내의 집에는 되돌아 들어가지도 못하고 피란

살이를 하게 된 곳이 국사봉 바로 아래 골짜기였다. 국사봉에 올라서면 북쪽으로 춘천 시내

가 잔잔하게 한 눈에 들어온다. 피난시절 그 때에 나는 시내 춘천중학교의 1학년생이었다. 당

시에는 국사봉에 올라가 볼 엄두도 내지 못했고 그 봉우리의 이름이 국사봉이라는 사실도 최

근에야 알았다. 다만 그 봉우리 밑 그 골짜기며 숨어 지내던 그 초가집이며를 다시 한 번 내 

눈으로 밟아보고 싶었다.

그날 아침 부친은 서둘러 온 식구를 솔가해서 집을 나서서 같은 방향으로 피란길을 나선 

수많은 춘천사람들 틈에 섞이어 공짓내(공지천)를 지나며 서울로 가는 국도로 들어서서 걸

었다. 사실 아득하기만 한 어릴 적 마석피란길에 나섰던 그 날을 나는 막연히 11월 중순일 것

이라 짐작했지 정확한 날자는 기억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 그것이 늘 궁금했었

다. 그러다가 근래에 그렇게 궁금하면 전투경찰관으로 그날 전투에서 전사하신 아버지의 기

일제사를 지내오고 있는 친구 아무개에게 물어보라는 다른 한 친구의 제안에 따라 물어본 결

과 확실한 날짜를 알게 되었다. 그 후 한국전쟁사를 보니 역시 그날이 맞았다. 아무튼 18일 

날 아침나절에 춘천 시내 조양동 집을 나서서 경춘국도를 따라 신남초등학교를 이삼백미터 

앞에서 바라보는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국도를 따라 계속 걸어서 이제는 가파른 산

을 왼쪽으로, 북한강(소양강)을 오른쪽으로 끼면서 왼쪽으로 큰 원을 그리는 지점에 이르렀

다. 그리고 그 지점은 몇 십분만 더 가면 협곡에 놓인 신연강다리(지금의 의암댐)에 도달하는 

지점이었는데, 그 때 우리보다 일지감치 앞섰던 피란민들이 모두들 되돌아오고 있었다. 그들

의 이야기가 벌써 길이 막혔다는 것이다. 우리 온 식구가 느낀, 특히 우리 부모님이 느낀 그 

때의 낭패감과 밀려오는 극도의 불안감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이제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 

더 나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시내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당시 아버지는 강원도청 축정과장의 신분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니까 춘천지역의 대한민

국 고위 공직자셨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함경남도 출신이셨다. 부친은 젊어서 동

경에서 대학교육을 마치고 귀국해 그러니까 해방 전에 일찌감치 강원도에 정착하셔서 저희 

8남매가 모두 강원도에서 출생하게 되었다. 당시 춘천에도 해방 후 이북의 공산체제 하에서 

살기 싫다고 월남한 분들이 많이 정착해 살았는데 인민군의 세상에서는 해방 전이냐 해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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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는 상관없이 이북출신으로 취급받을 것임에 틀림없었다. 게다가 6 ·25 때 인민군 세상을 피

해 부산까지 갔다가 수복해 돌아와 있었다는 점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이다. 부산에서 춘천으로 수복할 당시 부산에 와 있던 춘천지역 피란민들은 정부가 지정한 

LST선을 함께 타고 부산을 출발해 인천으로 항해해 가서 춘천으로 귀환했었는데 그 때 아버

지는 춘천지역 피란민들의 인솔책임자였었다. 더구나 형이 춘천사범학교 2년생이었으니까 

즉 고2학생이어서 인민군의 세상이 되면 당장 인민군으로 끌려가기에 딱 알맞은 청년이었다. 

인민군 치하에서는 우리 식구가 안전하리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정치 ·사회적 위치에 있

었던 것이다. 그래서 6 ·25 때 죽을 고생을 하며 부산까지 피란갔었는데 기껏 수복하고 나자 

이번 마석피란 때에는 꼼짝없이 인민군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다니.

맥없이 무거운 발길을 돌려 사람들이 많이 몰린 신남초등학교 운동장에 들어서니 거기에

는 우리처럼 피난보따리 둘러메고 갈팡질팡하는 피란민들 수백 명이 걱정과 불안에 떠는 모

습으로 웅성거리며 여기 저기 모여 있었다. 그 때 어디선가 한 사람은 양복저고리에 도리우

찌모자를 쓰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잠바차림에 그냥 하이칼라 스타일인 민간인 복장으로 각

기 카빈총을 어깨에 걸친 두 사람이 나타나 사람들에게 다가오더니 온순한 목소리로 “여러

분들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니 안심하고 집으로 되돌아가시라”는 취지의 말을 건네 왔다. 우리 

식구는 슬금슬금 그 자리를 벗어나 이제는 소로를 따라 신남 쪽을 향해서 걸었다. 신남역(지

금의 김유정역) 부근에 이르러 혹시나 빠져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여러 피란민

들과 섞여 산모롱이 쪽으로 휘감아가는 경춘선 철로길(지금의 철로길은 신남역에서 직선으

로 서울을 향한다)을 따라 걸어 나갔다. 선로 옆 산 밑으로 초가집 두세 채가 있는 지점에 이

르렀을 때 돌연히 마치 우리를 향해서 쏘는 듯 콩 볶듯 한 총소리가 바로 인근에서 요란하게 

났다. 그래서 죽을 둥 살 둥 한 초가집 뒤란으로 얼른 뛰어 들어가 굴뚝 뒤로 몸을 낮추어 숨

었다. 그리고는 아버지와 형은 몸에 지니고 있던 신분증들을 급히 꺼내 돌 틈에 숨겼다. 부들

부들 떨면서 한참을 그렇게 숨죽이며 숨어 있는데 얼마를 지나니 총소리들이 멎고 사방이 조

용해졌다. 그래서 주위를 살피며 슬금슬금 초가집을 빠져 나와 사방을 둘러보았는데 아무 일

도 없었던 듯 총 든 군인들도 부근에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사방이 조용하기만 했다. 이처럼 

전투하던 군인들은 어디론가 물러갔으나 그래도 우리는 완전히 포위망에 갇혀 더는 빠져나

갈 가망이 없다고 생각돼 철길 따라 전진하는 대신 신남 쪽으로 되돌아 걸어 나왔다. 걸으면

서 철길 옆 깊숙한 도랑에는 필경 전투경찰들이 사용했으리라 짐작되는 일제 99식 장총들이 

여기 저기 버려져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몇 미터 더 걸으니 선혈로 물든 방한모를 

쓰고 군복을 입은 군인 하나가 엎어진 자세로 죽어 도랑에 처박혀 있었다. 필경 전사한 전투

경찰이리라. 그리고 방금 전에 바로 이 부근에서 전투가 전개되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난생 처음으로 방금 전에 벌어진 전투에서 전사한 군인을 목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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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 벗어나 어디로 가야할지 갈팡질팡하며 신남역 인근에 이르렀는데 형의 사범학교 

친구라며 학생복을 입은 한 청년이 우리 부모님에게 다가와 자기가 전투경찰이었는데 눈을 

피하려고 급히 학생복으로 갈아입었고 자기 집이 광판리에 있으며 거기까지 자기를 한 가족

처럼 데려가 주면 거기서 안전하게 숨을 수 있다고 말을 붙여왔다. 광판리는 춘천분지를 둘

러싼 높은 산들 가운데 신남 바로 뒤에 있는 높은 산을 넘어야 도달하는 곳이다. 신남과 광판

리는 불과 4개월 전 6 ·25 바로 다음날 즉 피난길에 들어선 6월 26일 늦은 오후와 초저녁에 

급이 통과했던 지역들이다. 그날 광판리 어느 초가집에서 밤을 샜었다. 우선 전투가 막 끝난 

지금 갈팡질팡하는 열 명이 넘는 한 가족이 험한 산길 따라 이 지역의 인민군 포위망을 뚫는

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았다. 실제로 우리 부모님은 가족을 인솔해 어디로 가야할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고 있었다. 우리 가족이 그야말로 헤매고 있는 사이 그 청년은 인사도 안남

기고 사라지고 없었다. 우리 가족이 다시 신남으로 흘러들어 신남초등학교 건너편 작은 마을

의 이집 저집을 다니며 숨을 곳을 찾아 다녔는데 모두들 젊은 사람들은 다 피난가고 늙은이

들만 남아 집을 지키고 있었다. 게다가 그 마을은 대로(국도)에 인접해 있어서 점령군의 수색

에 당장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벌써 날이 저물어 가는 이 늦은 시간까지 이리저

리 숨을 집을 탐색하며 해매이다가 어찌하여 도달한 곳이 국사봉 아래 골짜기 마을이었다.

이 마을은 국사봉에서 춘천 방향 즉 북쪽 방향으로 흘러내리는 두 능선이 두 손으로 감싸

듯 아늑하게 만들어낸 오목한 골짜기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다. 마을이라고 하였지만 두 능선

에 붙어서 안쪽으로 각기 기와집 하나 초가집 하나씩 전부 네 채가 서로 바라보듯 들어 서 있

고 그 가운데 논 들판이 있는 마을이었다. 이 마을에서 이삼천 미터쯤 더 내려가야 새로 옮기

기 전의 남춘천역 지역에 이르는데 그야말로 작은 양쪽 두 능선으로 막혀 있어 밖에서 안이 

잘 들여다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었다. 국사봉으로부터 오른 쪽으로 뻗은 능선 바깥쪽으로는 

평지로 철로가 지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왕래도 많고 왼쪽으로 뻗은 능선 바깥쪽으로는 시

내에서 신남 쪽으로 뚫린 큰 길이 있어 사람들의 왕래가 많다. 지금 생각해 보면 춘천 시내에

서 가까우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외부로부터 감춰진 듯이 놓인 호젓하고 외진 조그마한 계곡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는지 신기하다.

거꾸로 남춘천역 방향에서 이 계곡을 찾아 완만한 오솔길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오른 쪽

으로 마주치는 첫 집이 우리가 피난했던 부엌과 방 두 개로 이루어진 작은 초가집이었다. 그

리고 우리 열 식구가 사정사정해서 마석피난 내내 머문 곳이 이집 뒷방이었다. 이 집에서 삼

사십 미터쯤 더 올라가면 대문채와 안채로 이루어진 기와집이 있었고 우리가 머물던 집에서 

논으로 이루어진 들판을 가운데 두고 바라보는 건너편으로는 우리 윗집 비슷한 기와집이 있

었으며 그 위 삼사십 미터 떨어져서는 초가집이 한 채 있었다. 우리가 머문 집에는 어린 아이

를 거느린 젊은 며느리와 그 시어머니 이렇게 세 식구가 살고 있었는데 그 집 며느리의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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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6 ·25 인공치하에서 인민군으로 징집돼 나가 생사를 알지 못하고 있는 처지였다. 그래

서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인민군 치하가 됐으니 가장이 돌아오기를 은근히 기다리고 있는 것

은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설마 우리를 찔러 바치지는 않겠지 하면서 은근히 걱정했

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통반장을 앞세워 인민군 정치공작조가 혹은 동네 

빨갱이가 집집이 가택수색을 하면서 반동이라고 아버지를 잡아가고 형을 인민군으로 끌고 

가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다. 인민군 치하에서 우익인사는 물론 일반시민들도 얼마나 많

이 어떻게 공산당에 의해 당했었는지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본 바였다. 천우신조인지 다

행히도 그러한 일은 우리가 숨은 골짜기에서는 없었다. 지나놓고 보니 우리 주인집 식구들이

야말로 참 착하고 고마운 분들이었다. 한번은 인민군 병사 하나인가 둘인가 우리가 머문 집

에 들이닥쳐 안방의 주인 아주머니에게 양식을 내놓으라고 해 얼마인가를 얻어가는 일이 있

었다. 그 인민군 병사와 주인 아주머니가 주고받는 수작을 뒷방에서 식은 땀 흘리며 숨도 크

게 못 쉬면서 다 듣고 있던 아버지와 어머니 등 우리 식구들이 느낀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루 종일 우리 집 식구들은 누가 들이닥쳐 혹은 누가 볼까봐 바깥에는 거의 나가지 

못하고 뒷방에 숨어 있었다. 어머니가 가끔 식량조달을 위해 외출을 했고 땔감을 마련한다든

가 하는 밖에서 해야 할 일은 아직 어리지만 앞뒤 물정을 어느 정도 아는 연령의 남자 중학 1

학년생인 내가 맡아서 했다. 그리고 이 집 뒤란에는 그리 깊지 않은 방공호가 있었는데 아버

지와 형은 혹시 누가 뒷방을 수색하거나 들여다보는 경우에 남에게 쉽게 발각될 것을 염려해

서 이 방공호에 숨어 지내려고 매일 방공호를 더 깊이 파는 작업을 했었다.

어머니가 식량조달 차 외출했다가 전하는 소식에 의하면 우리 옆 기와집에는 그날 신남전

투인가 어느 전투에서 부상당한 전투경찰 하나가 온몸이 동상에 걸려 누워있다고 했다. 그는 

총탄을 맞고 시냇물에 쓰러졌는데 죽은 척하며 밤이 되도록 기다렸다가 탈출하느라고 온몸

이 동상에 걸리게 된 것이라고 했다. 어머니가 이웃에서 구해오는 식량이 넉넉지 못해 식구

들의 식사량이 적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심부름 등 밖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한다고 나에게

는 식사를 많이 주셨다. 하루는 시내에 있는 우리 집이 어떤지 둘러보고 오라고 해서 조심스

럽게 혼자 계곡을 벗어나 시내로 들어갔는데 대낮인데도 유령도시 같이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호젓했다. 다만 인민군 병사 하나가 작업을 하는지 통신을 하는지 전신주에 높이 올

라가 있는 곳을 스쳐지나 집에 도착해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는데 별 이상이 없어 보여 그대로 

발길을 돌렸다. 6 ·25 때 그 다음날 아침 허겁지겁 몸만 빼서 집을 나선 뒤 그대로 부산까지 

갔다가 수복해보니 집안에 통나무 절구나 맷돌 같은 값어치가 별로 안 나가고 무거운 세간

이나 남았지 남아있는 세간살이가 거의 없었다. 심지어 우리 집 앨범이 이웃집에 돌아다니는 

것을 수복 후 찾아오기도 했었다. 그래서 어떻게 이웃집의 물건들을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가져가는지 당시 나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웃집에서 우리 물건을 더러 찾아오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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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아무 싫은 소리를 하지 않으셔서 그것이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빨갱이 세상이 됐다가 대한민국 세상이 됐다가 하는 전쟁 때(춘천지역에서는 그랬었다)

라 이웃의 원성을 사면 어느 쪽에 서서 해코지 할런지 모르기 때문이란다. 어쨌든 이미 집에

는 별게 없었으니 없어질 것도 없었던 것이다.

집을 둘러보고 돌아서는데 이웃에 사는 나보다 몇 살 아래인 아버지 부하직원의 아들이 숨

어 있던 계곡 집에까지 따라오게 되었다. 그가 돌아간 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야단을 맞았

다. 우리의 소재가 그 아이를 데려옴으로써 외부에 노출되게 생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날 나무하기 위해서였는지 뒷산에 올랐는데 L19이라 불리던 정찰기가 국사봉쪽에서 날아와 

내 머리 위로 낮게 떠서 시내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행기 날개에는 태극마

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나는 너무나 반가워서 무의식적으로 손을 흔들었다. 비행기에

서도 나를 보았는지는 모르지만 급히 내려와서 정찰기의 태극마크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나를 심히 꾸중하셨다. 국군과 연락하는 것이라며 부근에 

있는 인민군이 나를 쏘았다면 어쩔 것이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존재가 나 때문에 금방 

인민군들에게 노출될게 아니냐, 당시 나는 군복색깔 비슷하게 국방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인

민군인 줄 알고 비행기에서 너를 쏘았으면 또 어쩔번 했느냐는 것이었다. 지금 돌이켜보아도 

순진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아찔하고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이다. 내 지능이 그것밖에 안 되나

싶어 부끄럽기까지 했었다.

정확히 며칠 후인지의 기억은 없으나 이 비행기 사건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늦은 오전 무

렵 몇 발의 총소리가 건너편 멀리서 들리더니 논 들판을 가로질러 여러 명의 국군들이 우리

가 묵고 있는 집 쪽으로 산개해서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맨 앞에 선 국군은 총

신에 태극기를 매달고 있었다. 누가 가장 먼저 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는지 기억이 없다. 

내가 가장 많이 밖에 나와 돌아 다녔으니까 아마 내가 가장 먼저 보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어

쨌든 국군들이 들판 너머에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우리들은 얼른 방안에서 나와 그들을 맞

이했고 한 발작 늦게 연락 받은 아버지와 형은 굴 파는 작업을 멈추고 뒷곁의 방공호에서 나

와 우리와 합류해서 국군을 환영했다. 그때 앞에 선 국군이 형에게 총을 들이대며 손을 들라

고 하자 더 놀란 아버지 어머니가 얼떨결에 손을 든 형 앞을 얼른 가로막고 나서며 얘는 우리 

아들이고 춘천사범학교 2학년 학생이라 설명하면서 자신은 강원도 도청 축정과장이라고 밝

히니까 순간적인 긴장감은 약간 누그러들었지만 신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지난달 신남에서

의 총격전 때 숨었던 초가집 뒷곁 돌 틈에 숨겨놓고 왔다는 사실도 말해야 했다. 그제사 안심

하고 총을 내려놓은 국군들은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을 남기며 시내방향으로 진격해 나 

갔다.

태극기를 매단 총을 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국군을 마주했을 때 내 몸이 둥둥 뜨는 듯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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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스며든 해방감, 자유의 느낌, 이제 살았다는 그 기쁨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었다. 너무

나 기뻤다. 그리고 그 희열을 내 필력으로는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내 부모님이나 형

의 희열은 더 했겠지. 그 때 느꼈던 희열에 대한 가장 근접한 표현으로 나는 구약성경 시편에

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에 포로로 잡혔다가 해방되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읊

었다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는 표현이 참 잘 묘사해 준다고 여긴다. 그 때 이후 그만한 희열

을 느껴본 일이 없는데 혹시 동서독의 장벽이 무너지듯 어느 날 도둑같이 남북통일이 이루어

진다면 그 기쁨은 그 골짜기에서 느꼈던 그 때의 기쁨에 상당하는 것이 될지 모른다고 생각

하고 있다. 내 나이 더 들기 전에 이러한 기억, 이러한 상념들을 산세를 보며 복기(復碁)해 보

려는 생각에 지난 달 18일 춘천을 다시 찾았던 것이다.

그래서 국사봉을 바라보며 동서로 새로 건설된 큰 차도에서 그 마을에 이를 것 같이 보이

는 산길로 접어들면서 전후좌우를 찬찬히 둘러보며 산길을 올랐으나 내 머리에 그려진 그 골

짜기를 찾지 못한 채 벌써 정상에 도달했다. 그래서 내려오면서는 산세나 방향 등을 감안하

면 찾을 수 있겠지 했으나 역시 찾지 못했다. 산길이 금방 끝나고 처음 출발했던 차도에 도달

한 것이다. 산 정상과 차도와의 거리와 동행했던 친구의 설명을 종합해 감안하니 국사봉에서

부터 시내를 향해 북향으로 흘러내리며 형성돼 있던 길쭉한 골짜기의 4분지 3이 무참히 깎여

나가고 그 깎여나간 널따란 터 위에 바로 지금 보고 있는 차도와 차도 건너의 여러 채의 아직

도 건축 중인 고층 아파트가 여기 저기 들어선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

었다. 그러니 우리가 피란했던 초가집을 비롯한 네 채로 이뤄진 마을은 아파트단지의 어느 

아파트의 대지로 변신했음에 틀림없다. 실은 2000년대 초에도 하도 궁금해서 이 골짜기 마을

을 둘러봤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 때만해도 초가만 바뀌었을 뿐 국사봉과 능선으로 둘러싸인 

골짜기 안의 네 채의 집들은 옛 그대로의 위치에 건재하고 있어서 옛 피란시절의 기억을 되

살리기에 충분했었다. 그리고 우리가 피난했던 집의 문제의 방공호를 살폈으나 그 때에는 이

미 사라지고 없었다. 결국 날을 잡아 이번에 시도했던 복기가 되지 않았다. 우리 8남매를 이

끌고 6 ·25 때, 마석피란 때, 그리고 1·4후퇴 때를 포함해 세 번의 피란길을 헤쳐 나가셨던 부

모님도 이미 이 세상에 안 계신지 여러 해가 되었다.

지난 해 11월 18일 날 다시 찾았던 기억에만 남은 그 골짜기에서 맞이한 이러한 낭패감, 허

무감, 상실감 등의 복합적인 감정을 포섭할 적절한 단어를 나는 찾지 못했다. 상전벽해(桑田

碧海)는 너무 진부하게 들린다. 야산으로 둘러싸인 골짜기가 고층 아파트단지가 된 객관적 

변화만을 이야기한다면 이 사자성어가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일장춘몽(一場春夢)은 더

더구나 아니다. 내가 체험한 것은 그냥 좋았다 만 것이 아니고 끔찍했던 살아있는 현실이었

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체험한 마석피란은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 무엇인가? 실체인가 허상

인가? 내가 죽으면 없는 것인가? 국방부 편 『한국전쟁사』 제4권 744쪽에 마석피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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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 12행의 전투경찰 중심의 전투전개 과정 및 전과 기술이 아주 간략하게 적혀 있다. 마석

피란의 체험 복기를 위해 나는 차라리 시인이었다면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몇 마디로 

다 포섭해 보여줄 수 있었을 것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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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기 손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
조손습문(祖孫習文)

의과대학 의학과  안윤옥

필자(筆者)에겐 남녀 쌍둥이 외손(2008년 1월 2일 生)과 친손녀(2015년 9월 15일 生)가 있

는데, 친손, 외손 할 것 없이 할아버지와 손자, 조손(祖孫) 관계는 부자/부녀(父子/父女) 관계

보다 더 친밀한 것 같다. 그리하여 자식들을 위했던 마음보다 더 짙은 농도로 손자의 장래 삶

이 보다 윤택해지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위해 선대(先代)로서 무엇을 해 

줘야 할까 하는 생각이 늘상 들곤 하는데, 과거 자식들을 기를 때 우리 부부가 했던 양육방침

이나 태도가 올바른 것이었는지? 고정관념이나 편견은 아니었는지? 역효과는 없었는지? 등등 

보다 신중하게 심사숙고하게 된다. 이러한 필자의 심정이 비단 나만의 특수한 경우는 아니

고, 모든 조부모가 가지는 같은 심정일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필자의 외손들은 젖을 떼고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에는 거의 어김없이 외갓집에 와서 수 시

간을 함께 지내곤 하였는데, 초등학교를 다니고부터는 그 횟수가 줄었지만, 그들(딸네 가족)

과 우리 내외 모두가 기다려지는 만남이 되었으며, 근년에는 친손녀(아들 가족)까지 합류하

여 그야말로 오붓한 조손(祖孫) 가족모임이 되었다.

매주 토요일 남녀 쌍둥이 외손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 장래의 ‘행복한 삶’을 위

해 외할아버지, 선대로서 해야 할 일이나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곰곰 생각하였다. 그

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만약, 소위 ‘그들의 팔자(八字)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 또는 ‘행복한 삶

의 결정 요소들이 유년기(幼年期) 학습내용과는 무관한 것이라면’ 헛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그들을 위한다고 한 일이 오히려 역효과를 만들지나 않을지 염려되기도 하였다. 그리하

여 ‘선대(先代)의 가르침’, ‘삶’, ‘행복’ 등등에 관련한 책들을 먼저 읽어 보기로 하였다. 뜬금없

는 새로운 주제에 관한 공부를 시작한 것이다.

자식이나 손자에게 하는 선대(先代)의 가르침을 시례지훈(詩禮之訓)이라고 하는데, 논어

(계씨(季氏)편/13)에 관련 구절이 있다. [공자의 제자 진항(陳亢)이 백어(공자의 아들, 이름은 

리(鯉), 자는 백어(伯魚)이다.)에게 ‘아버지로부터 남다른 가르침을 받은 바 있는가?’ 묻는다. 

백어가 답한다. ‘그런 일은 없었고, 다만 언젠가 아버지가 대청에 혼자 계실 때 그 앞뜰(=鯉

庭)을 지나가는데, 그 때 ‘시를 배웠느냐?(學詩乎)’고 물으시기에, ‘아직 배운 바 없습니다(未

也).’고 답하니 ‘시를 배우지 아니하면 남과 대화를 못하는데(無以言).’라고 말하셔서 시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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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게 됐고, 그 뒤 비슷한 상황에서 ‘예를 배웠느냐?(‘學禮乎, 對曰, 未也’), ‘예를 배우지 않으면 

처세하기 어렵다.(無以立)’고 말씀하셔 례를 배웠다.’ ‘이 둘 외는 없었다.’] 요컨대, 세세한 지

식교육이나 행동교육이 아니라 남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사고력/통찰력, 표현력 등을 

스스로 키우도록 하는, 그리고 타인과의 교류에서 바람직한 행동지침/규범(=禮)에 대한 스스

로의 깨우침을 말하고 있다.

인간 삶의 특성에 관하여는 진화인류학(進化人類學)에 관련된 책들에서 읽을 수 있었다. 

모든 생명체에게는 번식과 생존이라는 원초적 본능의 삶이 있음은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 

인류는 그 원초적 삶을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하는 독특한 삶의 방식을 진화 발전시켜 왔으

며, 그것으로 인류는 지구상에서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 사회적 삶이 그것인데, 그러한 삶의 

방식을 이룩할 수 있게 한 근원적인 동력이 우리 인류에게만 있는 특출한 속성인 정신작용 

기능임을 알게 된다. (군서(群棲)/집단생활을 하는 동물이 20여 종 있지만, 이들에게는 언어

가 없어 인간에서와 같은 사회적 삶은 아니다.)

추상적/상상적 사고능력과 같은 특출한 정신작용 기능은 약 4만 년 전쯤 인류에게서 홀연

히 발현되었는데, 세계 도처에서 발견된 그 시기의 유적들(예: 크로마뇽인의 벽화, 장신구 등

의 예술품)에서, 그 이전의 조상들에게는 없었던 새로운 능력, 즉 ‘눈앞에 없는(감각으로 인

지하지 못하는) 대상’에 대한 의사표현과 소통능력이 확인된 것이다. 정신작용 능력은 이후 

인류 진화에 큰 변화와 도약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이 시기를 인류 진화의 ‘대도약(The 

Great Leap Forward or Big Bang)’이라고 한다.) 도구사용 등을 비롯하여 언어/문자, 예술, 

문화, 사회제도, 종교, 학문 및 과학, 수학 등등은 대표적인 정신작용의 산물이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의 하나가 언어 능력이다. 언어능력/습득은 반복적 연습/훈련이 아닌 추상적 

사고의 결과물이라는 사실도 확인된 바 있다. 주워들은 단어들을 나름대로 상상/연상/유추, 

조합하여 사용해 보면서 습득해 간다는 것이다. 사람만이 언어 능력을 가진 유일한 동물이

다. 다른 동물은 물론 약 28,000년 전까지 생존하였던 유인원 네안데르탈인에게도 언어가 없

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상상, 특히 연상(聯想, associative thinking)하는 사고능력이 없었

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인간의 정신작용기능은 후천적(後天的)으로 형성되는 특성이지 선천적(先天的) 능력은 아

니다(선천적 능력이었다면, 4만 년 이전의 조상에게도 그 능력이 일부 있었을 것이다.). 즉, 

생후 일정기간 동안의 생존과정에서 뇌가 성숙하면서 형성되는 능력이라는 것이다.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뇌 발육이 많이 덜 된 채로 출생한다. 즉, 뇌가 미성숙(未成熟)한 채로 출생

하여, 유년기(幼年期) 약 10년 동안 계속 성숙하는데(오리; 츨생후 몇 시간, 고양이; 4-8주, 원

숭이; 1년임), 출생 후의 ‘미성숙 단계’가 길수록 주위 생활환경 요소와의 교호작용(交互作用)

을 통하여 개체의 정신작용 기능이 집중적으로 성장, 발달, 확장되고 융통성, 지능, 학습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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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실과 동떨어진 학습, 상상 능력)이 높아진다. 즉, 개인의 정신작용 기능은 유년기의 

생활과정과 학습내용에 따라 그 폭과 깊이가 정해진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타인

의 마음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거울뉴런(mirror neuron)의 학습 능력을 높임으로써 향상

될 수 있는데, 이는 상대방의 행동을 지켜보는 동안, 관찰자로 하여금 마치 자신의 행동이 거

울에 비친 것 같은 느낌을 갖도록(=모방학습 또는 가상현실 실행)하여 궁극적으로는 그 행

동의 의도(意圖)를 파악, 이해하게 하는 신경체계이다. 그 기능이 저조한 경우 자폐증

(autism)이 유발되기도 한다.

‘행복’이란 단어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삶)의 총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행복’을 

주제로 한 책들을 통해서 ‘행복’과 무관한 변수와 유관한 변수에 관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

는데, 물질적 및 물리적 조건과(예: 소득수준, 빈부격차, 신체조건 등) 불평등/신분 등의 사회

적 조건 등은 무관한 변수이다. 반면, 행복감을 주는, 또는 불행의 원인이 되는 변수들로는 

① 죄의식(자존감 상실, 미신적 도덕률), ② 자아집착/비하/연민, ③ 시기심(열등감), ④ 권태

감/무력감/절망감, ⑤ 보람을 느끼는 또는 몰입할 수 있는 일/직업, ⑥ 적극성(열의, 낙관적/

비관적 사고), ⑦ 피해망상, 그리고 ⑧ 체념과 유머감각 등이었다. 이들 변수 거의 모두는 개

인의 심리적 성향 또는 사회적 삶에서의 심리기전 등의 정신작용 기능과 연관되는 요소들이

며, 대부분 유년기에 형성되는 변수들이다. (예: 유년기에 주입된 미신적 윤리강령/금지사항 

등이 잘못된 세계관/죄의식 등을 유발한다.)

이상을 요약하건데, 손자들의 보다 나은 장래 삶을 위해, 그들의 유년기에 해줄 수 있는 

일, 선대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은 세세한 지식교육이나 행동교육이 아니고, 추상적/상상

적 사고와 같은 정신작용 기능을 확장,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학습과, 사회적 삶(=인간관계)

에서의 행동규범에 관련한 도덕률이나 심성(心性), 신조(信條) 등에 대하여 스스로 깨닫고 결

심하도록 하는 가르침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기 전에 답을 찾아야 할 두 가지 문제가 남아 있다. 하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효과적인 생활훈련/학습방법은 무엇인가?’이었다.

언제부터가 적기(適期)일까? 이론적으로 그것은 ‘눈앞에 없는 대상’에 대하여도 의사표현

과 의사소통(=대화)이 이루어지는 시기일 것인데, 그 시기는 그들이 자의식(自意識), 즉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구분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 자의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는 대략 

생후 18개월 전후로, 거울에 비친 화상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

다.(거울에 비친 화상을 보고 거울에 손을 대지 않고, 자신의 얼굴(코 등)에 손을 대보는 동작

으로)

그러나 실제로 필자는 숫자를 세는 방법을 관찰하여 ‘눈앞에 없는 대상’에 대한 사고능력

을 확인하였다. 놀이터에서 하얀 BB탄 줍기를 즐겨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BB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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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주워주며 “이것까지 모두 몇 개 주웠어?”라고 묻는다. BB탄을 쥐고 있는 손을 펴고, 하

나하나 짚으며 “여섯 개예요.”라고 한다. 조금 후에 또 한 개를 주워주면서 “여기 또 있네. 이

것까지 하면 모두 몇 개야?”라고 묻는다. 쥐고 있는 손을 펴지 않고, 눈을 굴리면서 “음- 일곱 

개요”라고 답할 때를 확인한 적이 있다. 대략 30개월 전후로 기억되는데, 그 시기는 그들이 

외할아버지/외할머니가 엄마의 아빠/엄마라는 관계(=추상적/개념적으로만 인식되는 대상)

를 확실히 알게 된 때와 비슷하였다.

한편, 추상적/상상적 사고를 많이 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생활훈련, 학습방법으로 가장 먼

저 생각나는 것은 그림 그리기와 음악과 같은 예술교육이었다. 그러나 필자가 개입할 수 있

는 영역이 아니고 조손(祖孫)이 함께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생각해 낸 

방법이 옛날 얘기를(story telling) 주축으로 하는 한문(漢文)공부하는 것이었다.

한자공부를 택하게 된 배경은 이러했다. 한자삼론(漢字三論)이라는 책에 ‘한자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궁한 상상을 하게 한다’(漢字如貴婦, 使人能發出無窮的想像)라는 문구도 있었지만, 

한자의 거의 대부분은 우리의 선조인 동이족(東夷族)이 만들었고(은나라 시대의 갑골문(甲

骨文)이 대표적이다.), 상형자(象形字)로부터 형성(形聲)자, 회의(會意)자, 지사(指事)자 등등 

가장 탁월한 표의(表意)문자가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상형문자는 추상화의 극치라고 할 만 

하다(화가 피카소는 말년에 한자에 심취하였다고 한다). 뿐더러, 우리 말(단어)의 70%가 한

자로 만들어진 말이니(전문용어는 90% 이상이다.), 언어, 대화능력을 습득하는 연령기에 더

욱 유용할 것이고, 또한 한자가 지니는 3가지 특성, 형(形), 의(義), 음(音)은 단순히 글자 쓰

기를 배우거나 기억한다는 내용 이외에 더 유익한 정신작용 기능을 확장하는 효과가 있다. 

글자 모습을 이미지(像)로 기억하고, 그 의미(훈, 訓)를 발음과 함께 암기/낭송(예: 하늘 천)

하면서 그 뜻을 상상/음미/유추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필자는 한자(천자문, 千字文)를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다. 보통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하는 

학령전기를 6.25전란 속에서 보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당시 중고등학교 입학시험에 

한자 또는 한문(漢文) 읽기/쓰기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 시절부

터 한자 읽기/쓰기를 배웠고, 고등학교 한문시간에 경전명구(經典名句), 고사성어 중심의 한

문을 배운 것이 필자의 한자/한문 실력 전부이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예방의학 및 역학

(疫學)을 전공하면서, 특히 전문용어를 접하면서 그 필요성에 의해 한자/한문공부를 다시 시

도했었는데, ‘천지현황…언제호야’의 천자문은 주마간산(走馬看山)하고 사서(四書, 논어, 맹

자, 대학, 중용) 해설서 등을 틈틈이 읽었던 기억이 있다. 그러다가 6-7년 전부터 한자/한문공

부를 다시 하고 있는데, 바로 손자들과 습문(習文)을 함께하기 위한 예습공부이다.

외손들이 생후 30개월쯤 됐을 때, 애들 부모에게 요청하여 한자 개인교육을 받도록 하여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처음 수년 동안은 일주일에 한 번 약 15분 동안에 한(1) 자를 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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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손들이 약 100여자의 한자를 배웠을 즈음부터(약 2년 정도의 기간이 된다.) 조손(祖

孫)의 한문공부, 조손습문(祖孫習文)을 시작하였다.

조손습문은 토요일 손자들이 왔을 때, 그 동안 배운 한자가 무엇이었는지 얘기하면서 시작

한다. (실제로는 딸을 통하여 미리 알아 놓는다.) 필자는 그 字들과 연관되는 단어나 문구, 고

사성어(故事成語) 등등을 미리 준비하였다가, <할아버지가 옛날 얘기 해줄까?>라고 말문을 

열면서 옛날 얘기하는 것처럼 연관되는 성어를 문답형식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물론 

설교나 강의처럼 주입식이 절대 아니다. 애들이 연상, 상상, 유추(類推)하도록 얘깃거리와 질

문을 던져 주면서 지루해하지 않도록 중간 중간에 추임새나 칭찬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자

연스레 조손(祖孫)이 대면하여 담소(談笑)하면서 즐겁게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얘깃거리

도 쌓여가면서 더욱 친해질 수 있었다.

가장 기억나는(효과가 있었던) 조손습문 일화 두 가지만 소개해 본다. 하나는 ‘지지(知止)’

를 학습한 일이다. 그 주 한문공부 주제를 노자 도덕경(44장)에 나오는 ‘지족(知足不辱)’과 

‘지지(知止不殆)’로 정하였다. 먼저 애들 엄마에게 ‘알 지(知)’, ‘발/넉넉할 족(足)’, ‘그칠 지

(止)’, 3字를 배웠는지를 확인하였는데, 足은 ‘발’ 足으로만 배웠다고 하여 이번에는 일단 ‘知

止’로 한정하였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녁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가는 차(車) 속에서 얘기를 꺼낸다. <‘알’ 지 

배웠어?> <네, 배웠어요.> <그럼 ‘그칠’ 지도 배웠어?> <네, 배웠어요.> <그럼 ‘알’ 지와 ‘그칠’ 

지를 같이 한 ‘지지’는 무슨 뜻일까?> 한 아이가 <음… 먼지!, 더러운 것!>이라고 어깃장을 놓

는다. 식구 모두가 파안대소(破顔大笑)한다. 필자가 다시 <‘알’ 지, ‘그칠/멈출’ 지의 ‘지지’는 

무슨 뜻일까요?>라고 묻는다. 마음속으로 필자는 두 ‘지’ 자의 조합으로 상상/유추할 수 있는 

몇 가지 유형의 답을 예상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알고 멈춘다.’ ‘알게 되면 그친다.’ ‘아는 것

이 그친다.’ ‘멈추면 알게 된다.’ 등등. 그러나 두 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거의 동시에 <멈출

(그칠)줄 아는 것!>이라고 유추하여 답한다. 이제 만 5살이 넘은 아이들이…  같이 있던 가족

들 모두 박수를 치면서 <맞았어!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한다. 필자도 

감탄하면서, 추가 질문을 한다. <만약 이 차가 멈출 줄 모르고 계속 가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

까?> 아이들은 주저 없이 <위험해요, 사고 나요.>라고 답한다. <그래 맞아, 사고도 나고 다치

고 위험하겠지? 그러니까, 지지(知止), 그칠 줄 알면 위험에 빠지지 않는 거야! ‘지지불태’라고 

해. ‘아니’ 불(不)자는 배웠지? 태(殆)는 ‘위험할’, ‘위태할’ 태자야. ‘위태할 태’ ‘지지불태’ 해 

봐!> 아이들이 따라서 <위험(태)할 태!, 지지불태!>한다. <너희들이 잘 맞추었기 때문에, 이따 

식당에 가서 상을 주겠다.>고 말하니 <무얼 줄 건대요?, 혹시 할아버지 방귀는 아니죠? (이전

에 상을 준다고 하면서 방귀를 꾼 적이 있었다.)> 모두가 다시 큰소리로 웃는다. 그런 일이 

있고 3-4주 후의 일이다. 그 토요일은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는데 한 아이가 식사도 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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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에서 우는 소리로 떼를 부린다. 아이 엄마가 큰 소리로 <고만 해! 계속하면 저 방에 가두

어 혼자 있게 할 거야!>라고 야단을 치는데도 계속하고 있다. 식탁에 앉아 있던 필자가 함께 

식사를 하는 다른 아이에게 묻는다. 조금 큰 소리로, <지지(知止)가 무슨 뜻이라고 했지?> 조

금 후, 떼 부리던 아이가 슬그머니 멈추고 식탁으로 왔다. 요즈음에도 외손들은 실생활에서 

“知止”를 외칠 때가 있다. 부모나 어른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한 아이가 고집부릴 때(예: 전

자게임, 놀이터 놀이) 다른 아이가 ‘지지’라고 외친다. 아이들 엄마도 가끔 말 안 듣고 고집부

리는 아이에게 ‘지지’한다.

두 번째 일화는 ‘동상이몽(同床異夢)’을 설명해준 일이다. 쌍둥이라서 경쟁의식이 매우 강

하다. 부모 친척은 물론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는 시선이나 관심까지도 비교하여, 차등이 느

껴지면 매우 예민한 반응을 한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편집증으로 심해질 수도 있어 부모, 

조부모 모두 걱정을 하는데, 그들에게 그러지 말라는 직접적인 주입식 훈육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같은 반으로 배정된 해(2015년)의 여름철 어느 토요일이었

다. 필자는 오전부터 ‘동상이몽’에 대한 자구(字句) 공부를 하였고 백지에 한자로 동상이몽을 

쓰고 밑에 훈, 음을 적어 놓았다. 그들이 왔을 때 조손간의 대화를 시작한다. <어젯밤에 자면

서 꿈꾸었어요? 그 꿈이 기억나면, 할아버지한테 그 꿈 얘기를 해줘 봐.> 두 아이가 꿈 얘기를 

한 후에 ‘동상이몽’이라고 쓴 백지를 보여준다. <같을 ‘동’ 알아요?> <네, 알아요.> <평상 ‘상’ 

배웠어요?> <아니, 몰라요.> <평상, 침대라는 뜻이야. 다를 ‘이’는?> <배웠어요.> <꿈 ‘몽’은?> 

<배웠어요.> 그럼 <‘동상이몽’은 무슨 뜻일까?>라고 묻는다. 이제는 훈을 알려주면 자구의 뜻

을 대부분 정확하게 유추한다.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도 꾸는 꿈은 다르다.>라고 정확하게 

답한다. 맞았다고 격찬을 해준다. 할아버지가 너희들 나이 때보다 100배, 천배나 똑똑하고 많

이 안다고….그리고 추가 질문과 설명을 곁들인다. <‘같은 침대’라는 말이 꼭 잠자는 것만 가

리킬까?> <‘똑 같은 일’을 한다. 또는 ‘똑 같은 환경’에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해. 알겠어?>  

<네! 알겠어요.> <그럼 ‘꿈이 다르다’는 말은 무엇을 뜻할까?> 자신이 없는 눈치를 보이며, 대

답을 안 한다. <똑 같은 일을 해도(예: 공부) 결과(예: 성적)는 다르다. 똑 같은 환경에 있어도

(예: 놀이터) 생각이 다르고(하고 싶은 놀이) 바라는 것도 다르다는 뜻 말이야. 알겠어?> <네! 

알겠어요.>

다음 말을 덧붙이며 환담을 끝맺는다. <너희들 둘은 엄마 뱃속, 같은 환경에서 9개월 동안 

같이 잠잤었고, 같은 시간에 태어났어. 그러나 꿈이 다르듯 너희 둘은 달라요. 남자, 여자로 

다르기도 하지만, 머릿속의 생각이나 마음, 그리고 좋아하는 것, 욕심내는 것도 서로 많이 달

라요. 그런데도 너희 둘은 ‘똑 같이 해줘야 한다고’, ‘제가 그랬으니 나도 그래야 돼!’ 라고 생

각할 때가 많지요?> 머리를 끄덕인다. <그 생각은 옳을까요? 잘못일까요?> <쟤하고 똑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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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고집을 피울까요? 안 피울까요?>

그 동안 손자들과 환담하면서 소개해 준 단어나 문구, 성어 등을 생각나는 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각주구검(刻舟求劍), 작심삼일(作心三日), 조삼모사(朝三暮四), 우공이산(愚公

移山), 한단지보(邯鄲之步), 효빈(效顰), 타산지석(他山之石), 기우(杞憂), 모순(矛盾), 지지(知

止), 계륵(鷄肋), 새옹지마(塞翁之馬), 전화위복(轉禍爲福), 질풍지경초(疾風知勁草), 어부지

리(漁父之利), 일석이조(一石二鳥), 일거양득(一擧兩得), 순망치한(脣亡齒寒), 금의야행(錦衣

夜行), 수의야행(繡衣夜行), 마이동풍(馬耳東風), 우이독경(牛耳讀經), 군계일학(群鷄一鶴), 

홍일점/청일점(萬綠叢中 紅一點), 도리불언(桃李不言 下自成蹊), 과전불납이(瓜田不納履), 이

하불정관(李下不整冠), 동상이몽(同床異夢), 맹모삼천(孟母三遷), 금상첨화(錦上添花), 화룡

점정(畵龍點睛), 사족(畵蛇添足), 화호유구(畵虎類狗), 각곡유목(刻鵠類鶩) 등등이다.

때로는 손자들이 TV(또는 길거리)에서 나오는 말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있으면 전

화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할아버지! ‘천고마비’가 한자 말예요? 무슨 뜻예요?>, <‘권토

중래’는 무슨 말예요?>, <‘적폐’가 무슨 뜻예요?>

조손습문은 그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2017년 3월) 끝을 맺었다. 요즈음에는 가끔 

그동안 소개해 준 성어/문구를 되뇌어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곤 하는데, 100% 그 

의미/풀이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유년기 외손들과 환담형식으로 들려준 이야기들이 그들 장래의 삶에 실제적으로 유익할 

것인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조손이 환담형식으로 함께하는 한문공부가 유년기 아

동에게 매우 유익한 생활훈련/학습이 된다는 학술적/경험적 근거는 확실한 것 같다. 즉, 아동

으로 하여금 문자습득은 물론 유려(流麗)한 언어/대화능력도 얻게 되며, 나아가 상상적/추상

적 사고능력과 통찰력 등등의 정신작용 기능의 폭과 깊이를 더 한층 강화해 주는 장기적 결

실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필자의 믿음은 확고하다. 더구나 가족 친애(親愛)까지 더욱 두텁

게 해 주니, 그야 말로 일거다득(一擧多得)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조손습문을 통한 생활학습은 표음(表音) 및 표의(表意)문자 모두를 가지고 있

는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이제는 친손녀와 조손습문을 할 차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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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봉의 부친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김효철

어려서부터 석봉이 학문에 전념하고 필체를 완성하는데 드린 피나는 노력과 어머니의 엄

한 훈육에 대한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들은바 있다. 그러면서도 맹자의 부친에 대한 이야기 

없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였듯이 석봉의 부친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전혀 이

상하게 생각되지 않았다. 그런데 공릉동 캠퍼스에서 조교수로 승진하고 학과장이라는 책무

를 맡아 학과 행정을 보던 때였다. 장학금 신청한 학생의 가정 형편을 들으며 학생은 석봉의 

부친이라 하여야 옳다고 생각되는 부친의 훈육을 받고 있음을 가슴으로 깨달은 일이 있다.

학생은 수업을 마친 후 가정교사로 시간을 보내고 조명을 밝혀야 하는 시간에 집에 들어

가게 된다고 하였다. 부모와 본인 그리고 누이동생이 함께 사는 용두동의 작은 집이라 하였

다. 대학 입학하던 해에 양복점에 재단사로 근무하고 있던 아버지가 어렵게 입학금을 마련하

여 주셨다고 하였다. 하지만 아버지 봉급으로 모친의 신병을 치료하며 본인의 등록금 마련이 

어려웠다 하였다. 아버지는 퇴근 후 집에서 양복을 주문 받아 재단하고 옷을 지어 파는 부업

을 하며 생계를 이었으나 학생에게는 학업에 전념하라 하시며 가정교사 일을 하지 못하게 하

셨다고 하였다.

피곤한지 눈이 침침하다 하시면서도 일을 계속하였는데 안과 진료에서 정밀검진으로 판정

을 받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이었고 이어서 양복점의 재단사 일을 그만 둘 수밖

에 없었다고 하였다. 손아래 여동생이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작은 회사에 사환으로 취업하여 

집안의 희망인 오빠가 학업에 전념하도록 집안 생계를 맡게 되었다고 하였다. 아버지는 희미

하게 남아 있는 시력으로 봉투를 접는 일로 생계를 돕게 되었는데 하루 종일 반복 작업을 하

다 보니 숙련되어 보지 않고도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학생이 가정교사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회사에서 퇴근한 동생이 저녁을 준비하였다

가 늦은 시간 가족이 함께 저녁식사를 한다고 하였다. 저녁을 물리면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돌아 앉아 봉투를 붙이기 시작하는데 아들이 공부할 시간을 많이 놓쳤으니 책상에 앉으라고 

하신다 하였다. 방안에 하나 뿐인 백열전등을 아들 쪽으로 돌려놓고 쉬지 않고 봉투를 붙이

면서도 학생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낌새를 바로 아신다 하였다. 아버지를 도울 방도가 없어 

조명을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뒤쪽에서 밥상에 놓고 책을 보며 한 손으로 아버지 등을 주무

르며 손끝에서 아버지의 자신에 대한 기대와 사랑을 함께 느낀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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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이 상위권에 있으며 어두운 데 없이 밝은 인상이었기에 어려운 가운데서 학업을 

이어간다고는 생각되지 않던 학생이었다. 작은 방안에서 희미한 백열전등 밑에서 봉투를 붙

이는 아버지 등 뒤에 앉아 한 손으로 책장을 넘기며 한 손으로 아버지 등을 두드리거나 주무

른다 하였다. 공부하며 아버지와 정을 나누는 부자의 정겨운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 듯하였

다. 이 학생의 아버지야 말로 석봉의 아버지이고 이 학생은 석봉과 같이 후일 이름을 떨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학과장으로서 도울 수 있는 길은 장학금으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 

주는 일이라 믿었기에 졸업하도록 장학금을 지급하리라 마음을 정하였다.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였는데 졸업을 앞두고 대학원 진학을 하겠다고 찾

아 왔다. 취업을 하여야겠으나 병역을 미필한 상태이어서 취업이 자유롭지 못하다 하였다. 

대학원에 진학하여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병역문제와 취업문제가 동시에 해결된

다 하였다. 일변 학생의 반듯한 자세를 믿어 왔기에 대학원에 진학하더라도 집안을 보살피며 

학업을 계속할 수 있으리라 믿어졌다. 학생의 말대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방위산업체에 취

업할 수 있으면 집안의 어려움이 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었다.

석사과정을 거치는 동안 학생의 생활은 지도교수 중심으로 이루어졌기에 이따금 학생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고 정초에 세배를 오면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이었다. 대학원과정에서도 

학생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되었고 수험생들을 상대로 방과 후 가정교사를 지속하며 생활비를 

마련한다고 들었다. 학생이 졸업할 즈음 국비유학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많은 학생들이 경

쟁적으로 국비유학생 선발 시험에 응하였으나 이 학생은 응시할 뜻이 없어 보였다. 당연히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특례보충역으로 회사에 취업을 하려는 것으로 지레 짐작

하고 기회가 오면 추천하려 하였다.

정초 학생들이 찾아와 세배 드린다며 집안이 시끄러웠는데 학생이 결혼 예정이라며 신부

와 함께 찾아 왔다. 잠시 이야기 나누다 학생은 신부와 결혼 후 미국 저명대학으로 유학을 떠

나게 되어 준비할 일이 많다고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다. 병역문제, 학비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고 취업해야 하지 않느냐 물었으나 학업을 미루기보다는 병역을 미루는 것이 옳다

고 보아 자비유학을 계획한다 하며 피하듯이 황급히 집을 나섰다. 순간 수년에 걸쳐 학생이 

장학금을 받으려 기망하였다 생각되어 학생에 대한 믿음이 일순간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다. 

수년이 지나도록 신뢰를 저버린 학생을 잊기 어려웠는데 주목받는 연구결과로 학위를 취득

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얼마 후 학과 교수공채에 응모하려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학생의 진심이 믿어지지 않는 

상태여서 전공이 적합하지 않아 다음 기회를 생각하라고 말을 되돌리었다. 다시 몇 년이 지

나 학자의 길을 버리고 사업경영에 나섰으나 사업이 뜻과 같지 않다는 소식을 학생의 동기생

을 통하여 듣게 되었고 모르고 있던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다. 결혼을 약속하고 찾아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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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는 가정교사로 가르치던 학생이었는데 졸업하며 온 가족이 이민을 떠나는 유복한 가정

의 외동딸이었다 하였다. 학생이 대학원에 재학하던 시절 더러는 윤택하게 보기도 하였던 것

도 처가의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미국에 자리 잡고 내외가 협심하여 부친

을 미국에 모셔 시력 회복에 상당 부분 힘을 기울였던 것도 짐작할 수 있었다.

부친의 훈육을 받아 가정의 생계까지도 맡아야 하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꾸준히 어려움을 

헤쳐 나가며 학업을 이어가던 것이 학생의 본모습이었는데 정초에 몇 마디 나눈 말을 빌미로 

스승을 기망한 것으로 치부하였던 것이 잘못이 아니었나 생각되었다. 석봉이라 부르고 싶었

던 학생이 태평양 건너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것이 부친의 시력 회복에도 뜻이 있었던 듯하

여 인당수로 나간 심청과 비교된다고도 생각되었다. 좀 더 일찍 마음을 열고 학생의 사정을 

알고자 하였더라면 귀국을 종용하고 석봉처럼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왔을 것이라고 생각되었

다. 40년이 지난 지금 되새겨 보면 학생은 학위 후 귀국하여 모교에 자리 잡고 활동하기 원하

였으나 기회가 오지 않아 귀국을 포기하였고 석봉의 길을 열어 주지 못하였음이 나에게는 아

쉬움으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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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 입양된 조아 킴씨, 의사 및 하원의원이 되다

약학대학 제약학과  이은방

조아 킴은 한국계 프랑스인이다. 1983년 7월에 마포의 한 골목에 생후 3개월이 된 아이로

서 버려졌다. 이 아이는 경찰에 발견되어 보육원으로 보내졌다. 1983년 4월생이고 이름은 

“김재덕”이라는 쪽지가 있었고,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하여 1984년 1월에 프랑스 중동부 도시 

‘다종’이라는 곳에 입양되었다. 변호사인 아버지와 주부인 어머니는 조아 킴이라고 이름을 지

어 주었다. 34년이 흘러가서 조아 킴은 하프시코드 연주자로 컸고 스위스 Lausanne 대학병

원 의사가  되었다.

2017년 6월에 마크론 대통령이 이끄는 ‘레피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 소속으로 

해외선거구인 스위스의 리히턴슈타인 지역구에 78.88%의 표를 얻으면서 하원의원에 당선되

었다고 한다. 프랑스 하원 전체 의원 중, 11석이 해외선거구로 배정되어 있단다. 이 자료는 조

선일보(2017.11.11)에 기록된 것에 의한 것이다.

모든 입양아는 자기 뿌리를 찾고 싶어한다. 조아 킴도 아동복지회의 서류를 가지고 찾아보

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찾는 것을 포기하고 더 열심히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하였다. 오히려 내가 버려진 것이 나를 더 잘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버려진 것이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였다고 한다.

조아 킴의 양부모는 어려서 홈스쿨링 시키면서 집에서 마음대로 뛰어놀게 하였다. 선진국

에서 홈스쿨링을 하지만, 정규학교에 보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교육이다. 양부모는 무어든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게 하였다. 어려서 새와 벌레를 좋아하여 큰 관심을 가졌고, 조류 서

적을 쌓아 놓고 탐독하였으며, 피아노, 쿵푸, 유도, 태권도 등 하고 싶은 것을 다 해 본 열정이 

대단한 사람으로 성장시켰다. 또, 혼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스스로 파고드는 독립적인 생활

로 자랐다. 한국 어린이가 외국에 입양하여 성공한 예가 적지 않지만, 조아 킴은 크게 성공을 

한 사람 중의 하나이다.

플레르 페르렝 전 문화부장관의 경우도 프랑스에 입양하고 부모를 찾지 못하였으나 크게 

성공하게 된 유사한 경우이다. 그의 양부모는 국적이 다른 세 아이를 입양시켜 양육하였다고 

한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낳지 않은 이복 아이라고 학대하는 예가 적지 않다. 아니 

자기가 낳은 아이도 불을 내서 죽이게 되는 비인륜적 사건도 일어나는 경우와 비교하면 프랑

스 입양 부모는 정말로 위대한 아동교육자라고 말하고 싶고 자랑스러운 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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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에 한국인 유학생과 결혼하고 부인 손정수(32살)의 이름을 따서 조아 킴 손 포

르제( Joachim Son-Forget)로 바꾸었다. 현재 조아 킴 손 포르제 씨는 Lausanne 대학 신경방

사선과 의사로서 주 2일 근무한다고 한다.

아름다운 Lausanne시는 스위스의 레만 호수 중간에 위치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있는 휴양도시이며 불어권에 속한다. 2001년에 Lausanne 대학에서 개최된 심포지엄에 참석

한 바 있다. 유럽 식물화학회 심포지엄을 약학대학의 Hostettmann, K. 교수가 주관하여 해발 

3,300m 고산에 있는 약초원(고산 다육식물 등)과 Alps의 경관을 본적이 있다. 그 때를 회상

하면서 조아 킴이라는 의사 및 하원의원의 성장과정을 생각해 보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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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심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공학부  이무하

국어사전에 보면 애국심은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국가

에 대하여 헌신하려는 의식 ·신념”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서양 사전의 정의도 이와 유사한 것

을 보면 결국 애국심은 나라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나라가 없다면 애국심도 없

다는 말이다. 그러나 위키피디아의 긴 설명에 칼 막스는 노동자에겐 국가가 없다고 말했고, 

반면에 스탈린이나 마오체퉁(모택동)은 한 국가의 사회주의에 기반한 사회주의자 애국심을 

주장했다고 전한다. 그런데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산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애국심

이 강조되는 것을 보면 칼 막스의 주장은 씨도 안 먹히는 것 같다.

우리가 오래 전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국기에 대해 경례하는 것을 배울 때 강조되었던 것

이 애국심이었다고 생각된다.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 선조들이 왜 태극기를 

걸어놓고 일제에 항거하여 삼일운동을 하고 만주나 중국 등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했겠는가? 

해외에 나가보면 자기 나라가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나 차이가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 애국심의 강조는 그것이 정권 차원의 사악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에

겐 결국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언젠가 진보적 집단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가 무슨 음

모인양 주장하며 기피운동을 펼쳤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들은 아마도 스탈린이나 마오체퉁

의 생각은 알지 못하고 칼 막스의 주장만을 배운 매우 편협한 인사들이었을 것이다. 이런 사

람들은 무국적자로 해외에서 살도록 주선을 해서 나라 없는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 보

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개발도상국에 가보면 애국심이라는 단어가 매우 생소하게 느껴

진다.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애국심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선입견이 가득 찬 개념일 뿐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자기 나라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필요한 단어이지 그 누구도 

자기 나라를 위한다는 생각은 없다. 그들은 다만 자기 부족이나 종족을 위하거나 자기 가족

을 위한다는 생각뿐이다. 여기에다 종종 과거에 공산독재를 경험하였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

되어 있다. 과거 유럽이 식민지 시대를 마감할 때 현지 주민들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하

지 않고 자기 필요에 의해 직선으로 국경을 나누어 독립 국가를 만들어 줬기 때문이다. 따라

서 한 나라에, 한 지역에 다양한 종족들이 서로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들에

게 나라에 헌신한다는 애국심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공산주의 독재는 시키는 일만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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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가르쳤으니 이들이 국가를 사랑하고 헌신한다는, 애국심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거

의 불가능에 가깝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시대에 가난과 부유함을 동시에 경험하며, 지원받던 

위치에서 지원하는 입장으로 국격이 변한 나라이다. 따라서 개발도상국들에게는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 대한민국이다. 이런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을 하면서 봉사자들이 

느끼는 것들 중의 하나는 이들에게 애국심이 없다는 것이다. 개구리가 올챙이 적 생각을 못

하다더니 이들은 우리의 못살던 시절의 우리 행동에 대해 다 잊어버렸다. 국가 리더십을 잘 

만나 나라 경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데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남에게 지고는 못 사는 경쟁심이 나라를 위하려는 

애국심과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자기가 헌신해야 할 나라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기심만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나라 발전을 위해 노력할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개도국 사람들을 지원하려면 최소한 그들의 역사가 애국심을 가질 수 없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하면서 봉사를 나와야 하고 우리 정부는 이런 사항을 교육시켜

야 한다.

우리나라 정치는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다른 나라와는 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 같

다. 이 두 진영 사이에 나라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정권이 바뀌면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 자기 이익 추구에 심취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보복으로 시간을 보내며 나

라의 미래를 위한 국제외교 및 국가경제 등과 같은 큰 그림에는 세심한 신경을 쓰지 않고 있

다는 느낌을 준다. 이들에게 정말로 나라와 국민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준다. 이들이 정말로 대한민국이 망하기를 바라는 것인지 아니

면 단지 정권유지를 위해 이러는 것인지 모를 정도이다. 어차피 정권을 놓쳤으면 잡은 사람

들이 생각대로 나라를 한 번 운영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리고 정권을 잡았다면 생각해 오

던 대로 운영을 하되 최소한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안녕은 보장하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순리일 것 같은데 우리의 형편은 누구도 그렇지 못하니 이것도 다 우리 국민의 팔자이고 수

준인가. 아니면 누구 말마따나 자국민을 노예로 부린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의 질 나쁜 민족

이라서 그런가. 애국심이라는 단어를 온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새겨 보는 계기가 오기를 기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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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여러 언어의 ‘R’ 발음

공과대학 전기 ·정보공학부  안수길

프랑스 파리 남쪽에는 국립연구소(國立硏究所)들이 많다. 프랑스 사람들은 파리 지역(地

域)을 ‘수반(水盤)’ 또는 ‘분지(盆地: Bassin Parisienne)’라고 부르고 있는데, 주변에 별다른 

산이 없는데 오목한 ‘수반’을 이야기하니 지대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임에 틀림이 없다.

파리 서남 16km에 있는 ‘Saclay 마을’은 그러한 지형 때문인지 원래가 늪(沼) 지대였는데 

옛날 그 지역사령관 ‘Saclay 대위’가 병력을 동원해 늪을 메워, 살만한 곳으로 만들었기 때문

에 Saclay라는 마을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그 Saclay에 있는 원자력연구소(CEN, CEA)는 1960년 대 초창기에는 프랑스 유수의 ‘과학

자들의 모임’으로 ‘첨단’이란 이름을 떨쳤다. 한국에서도 당시 신공덕리에 있었던 ‘원자력연구

소’는 한국 유수의 첨단 연구소였다. 원자력 관계 IAEA 고액장학금을 받고 파리에 체류했던

(문 앞에 “CEN, CEA”를 써 붙인) 필자의 다락방에는 옆에 사는 아가씨가 “방사선파(放射線

波)가 벽 너머로 조사(照射)되어 온다”고 당국에 신고를 해 새벽에 경찰이 와서 복도에서 ‘웅

성웅성’ 시끄러운 일까지 있었다. 

그곳은 우리보다 위도상(緯度上) 더 북쪽에 있기 때문에 특히 겨울에는 해가 짧아 출근 때 

아직 어두운 하늘에 별을 보면서 떠나게 되었고, 실학적(實學的)이어서 ‘이치(理致)를 유난히 

따지는’ 그들이 (당시의 국제적인 유행을 따르느라) 날마다 ‘한 시간 반’을 더 늦게까지 일을 

하기로 해 가면서 ‘토요일을 휴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평일에는 17시가 아니고 18시 30분에

야 퇴근했던 사정이 있었다. 따라서 퇴근 버스에 몸을 실을 무렵에 (특히 겨울에) 또 하늘의 

별을 보게 됐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해서 통근 때 오가는 버스 노선(路線) 길목에서는 어두워서 별 경치를 

구경할 일은 없었지만, 점심 때에는 좋은 일도 있었다. 무척 넓은 Saclay 연구소 구내에는 정

원이 잘 배치되어 있어서 그곳 위도(緯度)의 약한 광선으로 해서 빛이 잘 드러나 아름답기도 

했고, 계절에 따라서는 꽃들이 향기를 뿜기도 했던 것이다. 그래서 연구원들은 점심시간을 

이 좋은 환경에서 서성거리면서 햇볕을 즐기곤 했는데 그곳에서 프랑스 원어민(原語民) 한 

쌍(双)의 부부(夫婦)가 점심을 빨리 마치고 걷다가 필자와 만나곤 했다. 그들에게 얼굴 흰 동

양인(東洋人)은 ‘반드시 귀족 자제’여야 했던 것 같은데 그들의 이 고정관념(固定觀念)으로 

해서 나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는지 필자의 불어 발음을 교양인(敎養人)답게 만들어 줄 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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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들은 날마다 필자를 찾아내서 특히 ‘R’자 발음을 잡아 주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

다. 필자는 당시의 평균적인 한국인답게 ‘입술을 윗니로 물고’ 해야 한다는 ‘V’와 ‘F’ 등 평상

시 ‘한국어에서 쓰는 소리’ 이외의 발음(發音)을 무척은 계면쩍어했고, 그래서 한국 사람 혼

자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지 않았을 이상한 발성(發聲)을 그들의 집념으로 해서 힘들여 연습

을 하게 된 것이다. 그들이 발(發)하는 ‘R’ 발음은 혀로 하는 것이 아니었고, 입술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목젖을 진동시켜 하는 ‘깊은 것’이었다. 말하자면 목을 긁어 내는 소리라고나 할까 … 

그 발음을 날마다 훈련하는 데 결국은 필자의 ‘한국어 음(音) 이외는 이상한 소리’라는 고정

관념에서 완전히 이탈해서 이 ‘돼지 목 따는 소리’를 내면서 ‘부끄러운 티’를 내지 않을 때까

지 계속됐던 것이다. 그 후 자세히 관찰해 보니 그들의 ‘목젖을 진동하는 소리’는 국경을 넘어 

독일인들이 더 심했고, ‘우이/oui/yes’를 숨을 들이키면서 발음하는 (매력 넘치는) 빠리 아가

씨(Parisienne)들의 경우 노골적으로 목을 긁는 것이 아니고, 살짝 목을 좁히면서 ‘R’ 발음을 

하기 때문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H’ 발음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발음이 

었다.

후일의 한국 일부 언론의 ‘불어에서 R은 ㅎ발음’이라는 통념(通念)은 이런 사정에서 온 모

양인데, 일반적으로, 또는 크게 분류했을 때 ‘R’을 ‘H’로 발음하는 등 ‘계열(系列)을 달리하는 

스펠링 상의 이탈(離脫)’은 권할 일이 못 된다고 하겠다. 국제적으로 평가되는 모 고가시계

(高價時計) 선전으로 운동선수 ‘Ronaldo’의 이름과 그 가무잡잡한 얼굴이 국제주간잡지에 종

종 나오는데, 전 세계에서 ‘로날도/Ronaldo’로 부르는 이 이름을 ‘호날도’로 발음하는 사람들

은 아마 한국 언론인들 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스펠링을 존중(尊重)해서 그의 이름을 항상 ‘로날도’로 발음하고 다니는데, 

외국인들에게 “잘못 발음한다”고 지적되는 일은 없었고, 오히려 “영어발음이 참 좋다. 어디서 

배웠느냐?”는 칭찬을 들을 때가 많다. ‘R’은 역시 목구멍 속을 울리는 ‘ㄹ’인 것이다. 그리고 라

틴계(系) 언어에서는 우리 식(式)으로 혀를 굴리면서 ‘ㄹ’발음을 쉽게 하니, 이태리나 스페인 

등 라틴계 사람들을 만나면 안심하고 혀를 굴려가면서 ‘로날도’라고 발음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R’ 계열을 ‘H’로 발음하는 것은 지나친 이탈(離脫)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글자가 늦게 도입이 되어 ‘소리글’이 더 오랜 세월을 지배했던 구미어계(歐美語系)가 아니

고, 한자(漢字)라는 기호언어가 중요했고, 세종대왕 등 왕도 ‘국어’에 관심이 커서 정음(正音)

에 주력을 쏟던 우리의 경우 외국어를 배움에 있어서 현지인(現地人)들의 (일상 많이 쓰기 때

문에) ‘허물어진 발음’에 따라가는 것보다는 스펠링에 충실한 발음을 하는 것이 더 ‘교양인’으

로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것은 확실하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White House’를 “와이하우스”에 가까운 발음들을 하는 경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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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우리 같은 비영미인(非英美人)의 경우 ‘White House’의 ‘t’를 뚜렷하게 발음해 주면 그

들에게 주는 인상이 더 낫다는 것이다. 필자가 미국에서 활동했을 때 그들은 이 ‘목구멍 R’이 

살짝 섞이곤 했던 필자의 발언을 항상 귀담아 주곤 했다.

‘R’은 이태리 등에서는 혀를 굴리면서 발음하지만, 역시 중북부(中北部) 유럽에 가면 ‘목구

멍을 울리면서 하게 되는 R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서 하는 활동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좀더 정규적이고 세부에까지 인품을 느끼게 해 주는 ‘언어의 우아함’에 

신경을 쓸 정도의 세상이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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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경험한 동구권 국가들에 대한 단상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전효택

지난 11월 7일은 러시아혁명 100주년 기념일이었다.

혁명의 구호는 “빵과 토지와 평화”였다. “모든 권력은 노동자와 농민과 병사에게”라는 슬

로건을 내세우며 성공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공산혁명이었다. 혁명일 이후 4년여 간의 내

전을 거쳐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이 세워졌으나 사회주의 독재와 공포정치로 반대파

를 숙청하며 새로운 특권 계급을 형성하는 불평등을 초래하였다. 지난 12월 시사 잡지에 의

하면 러시아혁명 이후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에 의한 희생자는 약 일억 명에 달한다고 보고되

고 있다. 그 위세가 하늘을 찌르던 소비에트연방은 고작 90년을 지탱하고 1991년 붕괴되었

다.

대학에서 운동권 학생들의 지도교수를 맡으며 운동권의 필독 교재인 김학준 교수의 <러시

아 혁명사>를 정독한 적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레닌의 혁명 성공에는 핵심 간부진들이 귀

족 출신의 인텔리들이었다. 이들은 부패하지 않는 정신적으로 무장된 지식층 계급이었고 농

민이나 노동자 민중 계층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내 생애에 처음 만난 동유럽 공산권 사람은 37년 전 일본 도쿄대학 유학 중 국제숙소에서 

만난 불가리아에서 온 연구자였다. 그는 나와 같은 층에 머물고 있었는데, 작은 체구에 날카

로운 이목구비가 마치 영화 속의 나치 게슈타포를 연상시키는 모습이었다. 그는 자주 냉엄한 

목소리로 마치 명령하듯이 우리 층의 화장실 문이 열려 있으면 문을 잘 관리하라고 잔소리를 

하곤 하였다.

35년 전 영국 유학 시절 베를린을 일주일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이 시기의 베를린은 장

벽을 경계로 동서로 나뉘어 서베를린은 미국이, 동베를린은 소련이 지배하고 있는 냉전의 대

표적 도시였다. 서베를린 공항에서부터 군인들이 총을 메고 경비하던 살벌한 모습이 기억난

다. 서베를린에서 장벽을 보고 쇼크 받은 점은 장벽 동쪽의 공산권은 장벽으로부터 온통 장

애물과 경비 초소였다. 반면에 장벽 서쪽은 바로 도로이고 주택가이며 아무런 경비나 장애물

이 없었고 장벽 옆에 전망대가 있어 동베를린을 조망할 수 있었다. 나는 여기에서 사회주의 

공산권의 감시와 경계 장면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1994년 9월 중순 폴란드의 옛 수도인 크라쿠프의 자원개발대학에서 개최된 환경지구화학 

국제심포지엄(ISEG)에 참가하며 동유럽을 처음 방문하였다. 당시 수도 바르샤바나 크라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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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우 쓸쓸한 도시였고, 도시 중심의 교회 광장에도 관광객이 많지 않았으며 동양인은 거

의 볼 수 없었다. 이제는 동유럽 여행에서 바르샤바나 크라쿠프는 빠지지 않는 유명한 관광

도시가 되었다. 자원개발대학에는 자유화되기 이전에 북한 유학생 대여섯 명이 유학하고 있

었으나 자유화되자마자 곧 송환되어 갔다 하였다. 예산 부족으로 대학의 영문 안내서가 준비

되어 있지 않았으며 연구 시설도 매우 낙후되어 있었다. 폴란드는 1991년에 소련 지배에서 

벗어나 이례적으로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된 셈이었다. 학술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친 조직위원

장인 여교수는 폐회식에서 감격의 눈물을 보이기도 하였다.

독일(동독)의 프라이베르그(Freiberg) 대학에서 2000년 12월 중순 다이아몬드 탐사 단기

교육에 참가할 때이다. 프라이베르그는 과거 12세기 말에 설립된 금속광산도시로서 세계에

서 두 번째로 오래된(1765년에 설립) 자원개발대학이 있다. 교수진은 자유화 이전에 소련에

서 교육받은 교수진과 독일 통일 이후 채용된 자유세계에서 교육받은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

다. 소련에서 훈련받은 교수진은 전공분야의 실력이나 연구경험은 우수하나 영어 소통이 어

려웠다. 이들은 여전히 정부가 연구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관념이고 연구비 수주를 위한 자

유경쟁 의식은 약하다. 시설은 낙후되고 영문 안내서는 드물었다. 프라이베르그에서 북동으

로 31km 떨어져 있는 드레스덴(Dresden)을 하루 방문한 적이 있었다. “독일의 피렌체”라 불

리는 드레스덴은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될 무렵 격전지였고 연합군의 공군 폭격으로 대부분 

파괴되었던 도시였으나 종전 이후 완전 복구된 동독의 주요 도시이다. 놀랄 만큼 아름다운 

츠빙어(Zwinger) 궁전은 미술관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훌륭한 전시 작품과 함께 전시행정은 

<그림 1>   영국에서 Post Doc. 연구시절 방문한 독일 동서 베를린 경계에서 베를린 공대의 K 박사와 함께, 

1983년 봄



3부  수상   227

역시 생활수준에 비하여 뛰어나 보였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1999년 7월 개최된 국제학술회의 기간 중 처음으로 헝가리 부다페

스트를 반나절 방문한 적이 있다. 그 이후 부다페스트 시내에 위치한 토양연구소의 M 박사

와 오랜 기간 상호방문연구를 하며 여러 차례 초청강연을 해주곤 하였다. 연구소의 영문 안

내서도 없는 낙후된 연구 시설이었으나 연구에 대한 열성이 높고 강연을 할 때마다 열심히 

청취하던 젊은 박사과정 청년이 기억난다. 비엔나에서 부다페스트까지 열차로 3시간 걸리는

데 헝가리 국경에 들어서면 여권과 차표 검사를 받곤 하였다. 지하철에서의 승차권 검사는 

대단히 삼엄하여 개찰구를 통과할 때마다 여러 명이 표 검사를 철저히 하던 모습이 기억난

다. 서부 유럽에서는 일반적으로 승차권 검사를 거의 하지 않는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한 연구소와 2001년부터 오랜 기간 공동연구를 수행할 때였다. 비엔

나에 들릴 때마다 S박사의 배려로 오스트리아 국경 부근에 위치한 슬로바키아의 수도 브라

티슬라바(Bratislava)의 한 대학에서 초청 세미나를 수차례 제공한 적이 있었다. 교수진과 학

생들은 새로운 이론과 연구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많았으나 여전히 영문 안내서는 없고 낙후

된 시설과 PC만이 유일한 정보였다. 대학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초청 연사의 숙식 제공이나 

강사료 지급은 어렵고 단지 강연 후 식사 초청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곤 하였다.

나는 지난 1994년 이후 20여 년간 폴란드, 헝가리, 동독,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루

            <그림 2> 환경지구화학 국제심포지엄(ISEG), 크라쿠프(Krakow), 폴란드, 1994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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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를 방문한 적이 있어 비교적 동유럽 공산권 국가

들의 도시 분위기에 익숙한 편이다. 내가 가진 인상은 이들 도시에서 일상적으로 보이던 기

차와 지하철에서의 철저한 표 검사 모습이 상호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1990년대 당시 

극심한 생활고로 어려우면서도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훌륭한 전시행정은 이상하게만 보였다. 

가게에서도 살만한 일용품이 없던 모습과 주민들의 무표정과 거리의 쓸쓸한 분위기가 기억

난다. 지난 10여 년에 걸쳐 동유럽 국가들이 EU에 가입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서서히 받아들

이며 발전하는 모습은 매우 희망적이며, 세계의 많은 관광객들이 동구권 국가들을 방문하고 

있어 점차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러시아에서는 혁명일이 국가기념일도 아니라 한다. 지난 90여 년간 지속된 사회주의

는 전쟁과 폭력, 불평등한 특권 계급의 형성과 위선, 공포와 숙청으로 많은 인명 살상과 불신

을 남기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20대에 사회주의를 모르면 가슴이 빈 것이고, 40

대가 되어서도 사회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머리가 빈 것이다”라는 은유는 새겨 들을만

한 표현이다. 뒤에서는 자본주의 시스템 덕택으로 부동산 사고팔기와 위장 전입, 유가증권 

투자로 부를 축적하고 수십억의 현금을 보유한 인사들이 앞에서는 시민운동가나 사회주의

자로 처신하는 위선자들을 “내로남불”로 묘사하는 것은, 말과 행동의 일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일깨워 주는 풍자적 명언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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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학(聖學)과 속학(俗學)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김안제

학문을 크게 성학과 속학으로 나누어 본다면, 성학은 보다 고상한 것이고 속학은 다소 비

속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성학은 성현이 가르친 학문, 즉 왕도(王道)의 학문으

로서 동양에서는 유학(儒學)이 바로 성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속학은 천박하고 정도가 

낮은 학문, 곧 세속의 학문을 일컫는다.

우리 역사에서 ‘성학’이란 이름의 작품을 남긴 대표적 두 학자가 있었으니, 퇴계(退溪) 이 

황(李 滉, 1501~1570) 선생과 율곡(栗谷) 이이(李珥, 1536~1584) 선생이 그들이다. 퇴계 선생

은 오랫동안 ≪성학십도(聖學十圖)≫라는 열 폭의 도해를 그려 68세였던 1568년 12월에 선

조(宣祖) 임금께 바쳤다. ≪성학십도≫는 중국의 주희(朱熹)등 여러 학자들이 작성한 것을 

수정 ·보완하고 창작하기도 한 것으로서, ‘태극도(太極圖)’ ‘서명도(西銘圖)’ ‘소학도(小學圖)’ 

‘대학도(大學圖)’ ‘백록동규도(白鹿洞規圖)’ ‘심통성정도(心統性情圖)’ ‘인설도(仁說圖)’ ‘심학

도(心學圖)’ ‘경재잠도(敬齋箴圖)’ ‘숙흥야매잠도(夙興夜寐箴圖)’가 그것이다. 앞의 다섯 그림

은 천도(天道)와 인륜(人倫) 및 덕업(德業)을 해설한 것이고, 뒤의 다섯 그림은 심성(心性)과 

경외(敬畏) 및 인도(人道)를 설명한 것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7년 뒤인 1575년 선조 8년에 40

세의 율곡 선생은 ≪성학집요(聖學輯要)≫라는 저서를 발표하였다. 고전인 ≪대학(大學)≫의 

본뜻을 좇아서 성현들의 가르침을 차례대로 실어 인용하고 본인의 설명을 붙인 이 책자는 통

설(統說), 수기(修己), 정가(正家), 위정(爲政), 성학도통(聖學道統)등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성학은 자연의 원리와 법칙, 그리고 인간의 본성과 규범 등을 다루고 있음에 

반해 속학은 현실과 실제, 그리고 실용과 편리 등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는 형

이상학적인 도학(道學)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형이하학적인 실학(實學)에 가깝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므로 인간사회에 있어 학문연구나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것은 두 가지 모두라

고 하겠다. 오히려 사람이 살아가는데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더 밀접한 것은 성학보다는 속

학이라고 볼 수 있다. 성학은 속학에 비해 수준이 높고 내용이 어려우며, 현실과 거리가 멀고 

준수하기가 어렵지만 속학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며 이해하기 쉽고 활용 ·가능한 것이 특징

이다.

인간이 만들어 지키는 규범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종교의 교리와 도덕 ·윤리는 

성격상 성학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법률이나 규칙 같은 것은 속학의 범주에 든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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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법률이나 규칙은 준수하기가 가장 쉽고 도덕률은 조금 어려우며 종교 교리는 가장 준

수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법률은 행동의 규범이고 도덕은 정신의 규범임에 반하여 종교는 영

혼의 규범이기 때문이다. 안정되고 질서적이며 건전한 사회라면 적어도 도덕까지의 규범은 

준수되기를 기대하고 요구하게 될 것이다.

나는 대학에서 물리학과 수학을 전공했다. 물리학은 물질의 물리적 성질과 현상 ·구조 등

을 연구하며 나아가 그 사이의 관계와 법칙을 밝히는 자연과학의 한 학문이며, 수학은 숫자

와 기호를 사용하여 수량과 도형 및 그것들의 관계를 다루는 계량적 학문이다. 따라서 이 두 

학문은 자연현상의 속성과 원리 및 법칙을 탐구한다는 측면에서 성학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학원에 가서는 전공을 완전히 바꾸어 행정학과 지방자치학을 공부했다. 

행정학은 행정의 실태를 시대별로 비교 연구하여 일반적인 법칙을 발견함으로써 공공행정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사회과학의 한 학문이고, 지방자치학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구역과 자

치주민 및 자치권한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행정을 하는 자치제도를 연구하는 학문인 것이다. 

이 두 학문은 인간사회의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실용적 학문이라는 점에서 속학에 가깝다

고 볼 수 있다. 이어 미국에서의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에서는 도시계획학과 지역경제학을 

전공했다. 도시계획학은 도시생활에 필요한 구획 ‧ 주택 ·교통 ·보안 ·방재 등의 환경을 능률적

이고도 효과적으로 공간에 배치하는 계획 및 설계를 연구하는 학문임에 대하여 지역경제학

은 지역단위에 있어 생산 ·교환 ·분배 ·소비 등의 경제현상을 분석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한 

학문인 것이다. 이들 역시 인간사회의 실제 생활에 직결된 학문이라는 점에서 속학에 해당된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학적 배경으로 보면 나는 성학과 속학을 두루 섭렵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

공과는 관계없이 가끔은 동양과 서양의 유명한 고전을 읽어 성학에 접하기도 하고, 매우 자

주는 신문 ·잡지와 소설 ·만필 들을 읽어 속학에 익숙하기도 하였다. 성학은 생각을 깊게 하고 

속학은 생활을 풍부하게 만들기 때문에 둘 다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성학은 고상하고 

차원 높은 학문이라 존중되고 가치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 반하여 속학은 경시되고 저급

한 것으로 평가절하되는 것이 일반적 성향이지만 실제는 두 가지 모두 없어서는 안 될 학문

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세계에 있어서는 성학 보다 속학이 더 밀접

한 관계를 갖고 유익하게 기여한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속학에 대한 장려와 연구발전에

도 힘을 기울여야 함이 옳을 것이다.

‘상통천문(上通天文) 하달지리(下達地理)’라는 말이 있다. 위로는 하늘의 원리에 통하고 아

래로는 땅의 이치에 이른다는 뜻이다. 하늘의 원리를 성학이라 하고 땅의 이치를 속학이라 

한다면, 이 말은 성학과 속학에 모두 통달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무불통지(無不通知)’는 무

슨 일이든지 다 통하여 모르는 것이 없는 경지를 일컫는다. 옛날에는 이런 경지에 이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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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러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학문이 분화되고 전문성이 강조되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사람을 찾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 같다.

나는 초등학교 입학부터 70여 년간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 걸쳐 줄기차게 공

부하고 연구하며 집필하여 왔지만 어느 하나도 제대로 통달하지 못하였다. 혀로 수박 겉만 

핥았지 속의 붉은 수박은 맛도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아 애달프고 속상하고 후회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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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년 만에 바로잡은 4 ·19 기사, ‘그건 약대생들이었다!’

약학대학 제약학과  심창구
(가산약학역사관 명예관장)

2017년 4월 19일자 동아일보 A12면에 ‘4·19 시위 선두에 선 건 의대생이 아닌 약대생들’ 

이라는 기사가 실렸다(http://naver.me/G1ecylNx). 이 기사는 57년 전인 1960년 4월 19일 같

은 신문에 실렸던 기사에 대한 일종의 정정(訂正) 기사이었다. 당시 동아일보는 당일 오전 백

색 가운을 입고 시위를 하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사진을 싣고, 그 밑에 ‘백색 가운을 입고 

데모하는 의대생들’이라는 설명을 붙였었다. 아직도 이 기사를 근거로 해서 ‘의대생’이라고 

잘못 기재된 문헌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사는 명백한 오보(誤報)이었다. 사진

에 나온 학생들은 실은 모두 약학대학생(1957~1960년 입학생, 15~18회 졸업생)이었기 때문

이다.

나는 기회가 되는 대로 이 오보(誤報)를 바로잡고 싶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백

년사(2016)’를 편찬하면서 시위에 참가하였던 선배들의 기억을 빌려 동아일보 사진 속의 인

물 한 명 한 명에 실명(實名)을 붙여 나갔다. 이 과정에서 김병년 선배(17회, 당시 2학년)는 

동아일보로부터 사진 원본을 구해 주었고, 홍청일, 박정식 선배(15회) 등은 사진 속 인물의 

실명을 확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위대의 진행 코스 등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증언해 

주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신문에 실린 시위 사진의 주인공들이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생들

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었다(상기 ‘백년사’ 참조).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동아일보로 하여금 당시의 오보(誤報)를 ‘정정’하게 하느냐이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으려면 우선 동아일보의 정정 기사가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했기 때

문이다. 그러나 방법을 잘 몰라 고심만 하고 있을 때에 서울대학교 가산약학역사관장인 박정

일 교수가 서울대학교에 출입하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그리하여 4월 13

일(목) 12시 동아일보 김동혁 기자와 당시 시위에 참여하였던 박정식, 김한주 선배(79세, 당

시 4학년)의 역사적인 인터뷰가 성사되었다. 나를 비롯한 몇몇도 배석하였다. 장소는 21동 약

학역사관 4층 자료실이었다. 두 선배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고 와 당시를 회고해 주었다. 

특히 김한주 선배는 당일 아침 주소지인 제주시로부터 급거 상경하였는데, 57년만에 역사가 

바로 잡힌다는 설레임에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하였다. 그는 ‘민주혁명의 기록(1960년 6월, 동

아일보사)’이라는 화보와 ‘월간 사상계(1960년 6월호)’의 권내 부록인 ‘피의 화요일’이라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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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약학역사관에 기증하였다.

두 선배의 구체적인 증언, 그리고 사

진 속 수많은 인물들에 대한 실명 제

시는 동아일보 김기자를 단번에 설득

시킬 수 있었다. 그리하여 2017년 4월 

19일, 드디어 57년 만에 정정기사가 동

아일보에 실리게 된 것이다. 정정 기사

의 부제는 ‘4·19혁명 57주년, 당시 서

울대학교 약학과 70여 명, 경무대 철문 

앞까지 대열 이끌어, 흰색 가운 입은 

탓에 의대생으로 오인’이었다. 

실로 감격이었다. 이제야 4 ·19에 참

여한 선배들에게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았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보람도 느꼈다. 행복하 

였다.

당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외에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생을 비롯한 다수의 약학대학 학

생들도 가운을 입고 4 ·19 시위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성균관대학교 약학대

학생들의 시위에 관한 기록이나 사진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역사란 팩트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록에 의해 전승되는 현실을 의식할 때, 다시 한번 기록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 글은 약업신문 (2017.5.17)의 약창춘추(藥窓春秋 223)라는 칼럼에 실렸던 글을 수정한 것이다.]

<그림 1>   2017년 4월 13일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학교 약학대

학 가산약학역사관을 찾은 박정식 씨(앞쪽)와 김한

주 씨. 57년 전 4월 19일을 떠올리며 당시 동아일보

에 실렸던 거리 행진 사진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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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나를 좋아하십니까?

인문대학 언어학과  이현복

작년에 정권이 바뀐 이후 우리나라는 정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교육은 물론이고 국민의 생활에까지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많은 돈을 

들여 마련한 국정 역사 교과서가 일거에 폐기되고 또 다시 역사 교과서를 편찬하려는 과정에

서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란 용어가 대립하고 있다. 북한의 6 ·25 남침이란 표현도 쓰지 

않으려는 태세이다. 정권이 바뀌면 이렇게 모든 것이 차례로 바뀌고 새판을 짜야 하는 것인

가? 하기야 작은 빵집의 주인만 바뀌어도 빵맛이 달라지고 분위기도 변하기 마련이니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는 하나 국민의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리라. 이런 사태와 관련하여 30년 전 

국제 펜 무대에서 한국 펜이 겪었던 일화를 하나 되짚어 보기로 한다.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는 공산주의자들이나 살인범 등의 범법자는 법에 따라 처

벌하며 여기에는 글을 쓰는 작가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다.” 

이것은 1988년 4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열린 국제 펜클럽의 각국 대표자 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가한 필자가 한국의 인권 상황과 투옥작가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 펜 한국 본부가 

작성한 보고서의 한 대목이다.

이 보고서가 공개되자, 동독 펜클럽의 대표 K씨는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을 비난하면서 이 

표현을 삭제하라는 요구를 하였다. 어떻게 공산주의자가 범죄자와 동일시되어 처벌될 수 있

느냐 하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만약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그해 가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제52차 세계 펜 대회에 불참할 뿐 아니라 전면적인 보이콧 운동을 전개하겠다며 엄포

를 놓았다. 그때만 해도 소련, 동독, 폴란드, 체코 등 공산주의 국가가 엄연히 존재할 때이니 

만큼 그로서는 당연한 주장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이를 들어 줄 수가 없는 형편에 

있었다. 그래서 필자는 “우리는 공산주의자라는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고 한국을 전복하려 기

도하는 북한 관련 공산주의자를 뜻한다.”고 해명을 하였으나 막무가내였다. 그렇지 않아도 

수잔 손탁이 이끄는 미국 동부 펜 센터와 서독, 스칸디나비아 국가 등이 한국의 인권 유린을 

문제 삼아서 서울 펜 대회에 대한 반대와 방해 운동을 끈질기게 벌여 오고 있던 터여서, 서울 

펜 대회가 무산되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문제까지 확대되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 뻔하였다.

입장이 난처해진 국제 펜의 알렉쌍드르 블록 사무총장은 “혹시 영어로 표현이 잘못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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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것이 아니겠느냐”고 나에게 물으며 눈을 꿈뻑해 보이는 것이 아닌가. 말하자면 모든 책

임을 영어로 돌려서 동독 K씨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속셈이었다. 나는 단호하게 맞섰다. 그것

은 영어 표현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한국의 입장이 바로 그렇다고 응수하였

다. 분단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시탐탐 남한을 전복시키려는 북한 공산주의자

의 책동을 남한은 좌시할 수 없다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결국 블록 사무총장은 이 문제로 

나와 K씨 사이를 수차례 오가며 협상 끝에, 우리가 말하는 공산주의란 남한에 적대적인 북한 

관련의 공산주의라는 점을 문서로 잘 꾸며서 설명을 해 주면 받아들이겠다는 K씨의 양해를 

얻어 왔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국제 펜의 사무총장을 통해 각서를 만들어 건네줌으로써 일

단락을 본 것이다. 케임브리지에서 헤어지기 전에 나는 K씨에게 서울 펜 대회에 꼭 참석하라

고 당부하였다. 그러나 서울 펜 대회에서 그의 모습은 끝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1988년 가을 국제 펜의 제52차 서울 펜 대회는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한국의 

위상은 한껏 올라갔다. 더구나 서울대회에는 아직 한국과 국교가 수립되지도 않고 국제 펜의 

회원국도 아닌 러시아 펜 센터의 까르뽀프(Karpov) 회장과 스탑니코프(Stabnikov) 사무총장

이 초청되어 앞으로 한국과의 문학 교류는 물론이고 국제 펜의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국제 펜

의 정신에 충실한 활동을 하겠다는 요지의 연설도 하였다. 그의 서울 펜 대회 참가는 한국 사

회에 큰 관심과 파장을 일으켰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한-러 국교 수립에도 일조를 하였다고 

본다.

1990년 5월 포르투갈의 마데이라에서 열리는 국제 펜 대표자 회의에 가는 길에 나는 우연

히도 리스본에서 다시 K씨를 만나서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물

론 동서독이 통일이 된 다음의 일이다. “당신이 서울 펜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여 대단히 유감

<그림 1> 제52차 서울 국제 펜 대회 개회식(1988.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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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생각한다. 나는 당신이 꼭 참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다렸다. 많은 팬 친구들이 체

험한 거창한 대회였는데 …” K씨는 나의 말에 겸연쩍고 미안해하면서 이렇게 답하였다. “서

울 펜 대회가 훌륭하였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갈 수가 없었다. 개인적으로는 참

가를 원하였으나 그 당시 동독 정부 지시에 따라 서울 펜 대회를 반대한 마당에 어떻게 갈 수

가 있겠는가?”

그리고 그 후 제56차 국제 펜 대회에서도 나는 K씨를 또 다시 만났다. “11월 6일 수요일 저

녁에 한국의 밤을 개최하니 꼭 오시오. 남북 작가 교류를 촉구하는 모임이요”하면서 초청장

을 한 장 꺼내 건네주자, K씨는 웃음을 띠며 “아직도 나를 좋아하시오?”라고 답하였다. 장소

가 좁으니 늦지 않게 오라는 말을 기억하였는지 그는 제일 먼저 도착하여 끝까지 열심히 경

청하고 파티까지 참가하였다. 한국의 세계 펜 대회 개최를 반대하던 반한파가 이제 한국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 모습이었다. 고맙고 대견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당시를 회상하면 가슴

이 찡한 불행한 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 역시 이데올로기의 작은 희생자임에 틀림이 없

다. 동독의 공산정부를 위하여 내가 서명했던 각서를 그는 그 당시 어떤 경로로 어디에 제출

하였으며 그 문서는 지금 어디에서 잠자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동독 공산 당국의 지시를 

받고 꼭두각시 거수기 노릇을 하던 K씨가 자신의 이중적인 행동을 뒤늦게나마 실토한 것을 

나는 측은하면서도 고맙게 생각한다. 그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 나라의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통일되는 길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뼈저리게 실감한다.

<그림 2> 제52차 서울 국제 펜 대회 꽃단지 조성 기념식수(1988.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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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한낮의 해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오석홍

2017년 10월 21일 다낭

나는 한적한 해변에 혼자 앉아 있다

멀리 이어진 백사장

모래밭 위

야자수 그늘과 비치파라솔 그늘이 겹쳐진 자리

벤치에 우두커니 앉아 있다

바다, 수평선,

밀려오고 밀려가는 파도, 파도소리

견딜만한 땡볕, 땀을 식혀줄 만큼의 바람, 밝은 빛의 몇 가닥 구름

멀리서 가물가물 파도타기 하는 사람

파도에 묻혀 사라졌다 나타났다

물에 빠지기를 되풀이하는 미련한 녀석

아니지, 파도에 순응하는 이치를 배운다면

결코 미련한 건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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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한 마리가 홀연히 나타나 맴돌다 사라진다

모래밭에 나비라니

근처 꽃밭에서 길을 잃었겠지

어디선가

자태가 고운 여인이 와서

바다사진을 찍고 사라진다

이 또한 홀현홀몰(忽顯忽沒)

여기 바닷가에서

파도는 주인

나는 객(客), 이방인(異邦人)

꽤 긴 시간 나는 파도를 물끄러미 보고 있다

쉴 새 없이 밀려와 모래톱에 부딪치는 저 파도는

참 줄기차기도 하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짓이겠지

파도의 시원(始原)은 언제일까

그걸 찾을 수 없다면

파도의 시간은 무한인가

세상의 생명들은 모두 유한인데

파도는 무한이란 말인가

파도는 인간에게 무얼 말하려는 건가

그건 알아 뭐하게

한가롭고 한가로운

한낮의 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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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의 나라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  안희수

올리브나무와 포도넝쿨 사이로

환한 달은 우리를 따라 다니네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고대 도시들

베네벤또 바리 알베로베로 브린디시 레체 마테라

반도의 장화뒷꿈치가 향하는 저 바다 넘어 

트로이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지

아이네이아스의 무리들이 신천지의 꿈을 찾아

이천년을 헤매고 있는 신화 속의 신비로운 땅

아무도 가보지 않았을 끝없이 푸른 평원

천년 묵은 올리브나무들의 열병식 사이에서 

검은 흙과 흰 돌담이 밋밋한 벌판에 선을 긋고

의미를 알 수 없는 카스텔 델 몬테의 암호에 따라

로마의 영웅들은 지금도 아피아가도를 달리고 있다

마그마의 열기보다 뜨겁던 열정 잿더미로 남긴 채 

한니발장군의 우렁찬 목소리 

우주의 어디에선가 들려온다.

시작 노트

나폴리 남쪽 이탈리아 남부지방을 여행한다. 북부에 비하여 상공업보다는 농업이 주산업

이고 그래서 더욱 목가적이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이탈리아의 아프리카’라

고 부른다. 겨울날씨임에도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에 일천오백 년 전 로마인이 만든 아피

아가도에는 아직도 마차바퀴자국이 뚜렷이 남아있다. 베네벤또를 지나 바리를 거쳐 브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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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까지 드넓은 푸른 들판에 올리브, 포도가 자라고 곳곳에 묻혀 있던 원형경기장, 극장, 목욕

탕 등 로마의 흔적들을 보면서 정신은 홀연히 그리스, 로마시대로 옮겨가 버렸다. 역사학자

가 아닌 문학도를 자처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 동로마제국, 이슬람 등의 지배를 받은 슬픈 

사연도 오히려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미안한 마음이지만. 2018. 1. 23~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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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 소설

아무도 그가 돌아오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우한용
(소설가)

서울대학교에서 30년 문학을 가르치다가 퇴임한 이정년 박사는 집안에 훈장을 받아 안겨

준 첫 번째 인사가 되었다. 그리고 명예교수의 반열에 올랐다. 간혹 명예교수가 뭐냐고 묻는 

이가 있으면, 명예만 있고 돈은 없는 교수를 명예교수라 한다면서 허허하게 웃었다. 사실 그 

말은 아내 민정숙 여사의 알심있는 유머이기도 했다. 명예가 생애에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

었다.

아버지, 정년하고 뭐 할 거예요? 막내아들 이중성이 물었다. 친구들이 물으면 이전에 못했

던 연애나 하겠다고 남 않는 소릴 했다. 아들의 질문에는 그런 대답을 하기가 꺼려졌다. 소설

은 경험과 기억의 문학이라는데, 소설이나 써야 하겠다. 이중성은 부친 이정년의 소망이 너무 

야무지다고 실실 웃었다. 희망이 절망의 그림자라는 거 아시잖아요? 하면서. 

평생 한 번도 혁명을 도모해 보지 못한 얼띤 세대, 그게 이정년이 처한 세대에 대한 아들의 

평가였다. 혁명? 자기 주제를 알아야지, 정년하면 연애나 하겠다고 했다면서, 당신도 웃길 줄 

아네요. 아내 민정숙의 이정년에 대한 타박을 겸한 평가였다. 

이정년은 아들이 웃건 말건, 아내가 콧방귀를 뀌든 말든, 평생 로망이었던 소설이라는 걸 

썼다. 소설이 별거더냐, 경험에 허구를 적절히 섞어 비벼내면 그게 소설 아닌가 하는 생각에

서였다. 아들의 반응은 싸가지가 출타한, 그런 부잡한 것이었다. 보라는 듯이 아들에게 쓴 글

을 내밀었다. 아들은 신통하다는 듯이 원고를 받아 들고 제 방으로 들어갔다.

누가 이런 어려운 소설을 읽겠어요, 이정년에게 아들은 그렇게 들이댔다. 이정년은 가만있

지 않고, 작품의 수준은 독자가 알아본다는 투로 받았다. 그리고는 원고를 빼앗다시피 해서 

책상 서랍에 처박았다. 그 날 이정년은 혼자 나가서 정신이 팽 돌 지경으로 술을 마셨다. 119 

소방대원의 부축을 받아 집에 돌아올 만큼 취했다. ‘네프스키’라는 술집에서 벨루가라는 명품 

보드카를 권하는 마담은 뻬쩨르부르그에서 왔다는 베라 에브게니라는 중년 여성이었다. 어

떤 맥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이정년이 물었다. 거기가 레닌그

라드지요? 레닌은 죽었어요. 네프스키만 살아 있어요.

네프스키, 그것은 상크트 뻬쩨르부르그 중심으로 뻗은 가로의 이름이었다. 네프스키는 13

세기 러시아로 쳐들어 오는 외침을 막아낸 영웅적 인물이었다. 그는 러시아 정교회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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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으로 축성되었다. 왜, 그 위대한 혁명가는 상꺼뜨 레닌이 못 되는 거요? 지금 쌍것들이라

고 했어요? 베라가 눈을 부릅뜨고 달려들어 한 방 안길 태세였다. 아니요, 레닌이 성인 쌍크

트가 왜 안 됐냐 말요. 레닌은 표트르가 아니니까. 나도 한잔 주세요. 독하지 않을까? 멘델레

예프가 보드카는 40도로 맞춰야 한다고 했대요. 원소주기율표 만든 사람? 그렇게 잘 알면서, 

왜 우리 루스키를 쌍것들이라고 해요? 벨루가는 캐비어 알을 안주해서 먹어야 한다면서, 베

라는 기다리라고 하고는 주방 쪽으로 등을 보이며 사라졌다. 베라가 자리를 뜨자 이정년은 

정신을 잃었다. 집에 와서 보니 와이셔츠 주머니에 명함이 한 장 들어 있었다. 머지 않아 러시

아로 돌아갈 터인데, 뻬쩨르부르그에 오면 전화하라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아무튼 누가 이딴 어려운 소설 읽겠는가 핀잔을 들은 ‘소설’을 이정년은 혼자서 다시 꺼내 

보았다. 마침 2017년 달력 마지막 두 장이 넘어가는 중이었다. 1917년에서부터 100년, 이정년

은 자기가 쓴 글을 러시아혁명 100주년을 생각해서라도 어딘가 발표를 하고 싶었다.

명예교수회보 편집인, 정년동기 박진박 박사가 점심이나 같이 하자고 해서 ‘소담마루’에서 

만나기로 했다. 복도를 지나가면서 소실, 담실, 마실…. 그런 문패를 흘긋흘긋 쳐다봤다. 서정

주의 ‘영산홍’이라는 시에 나오는 한 대목이 떠올랐다. “산자락에 낮잠든 슬픈 소실댁, 소실댁 

툇마루에 놓인 놋요강.” 뻬쩨르부르그에서 왔다는 베라라는 여자에게, 당신 우리집 소실로 

들어올래? 그런 해괴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던 기억이 이 지점에서 떠오른 것은 소실이란 단

어 하나 때문이었다. 낯이 뜨거웠다.

이정년은 근간의 혼란을 다스리기도 할 겸해서, 자기가 쓴 소설을 후배 비평가 장한평이 

운영하는 잡지 <지평선>이라는 데 보냈다. 꼭 실어달라는 이야기는 안 했다.

“도시 이름은 그 도시의 역사다.” 이정년은 소설의 첫머리를 그렇게 당차게 시작했다. ‘나

는’이라는 주관적 인칭을 대신해서, 이정년이라는 실명을 쓰기로 했다. 이정년이 스스로 이정

년이라는 실명을 쓰는 것은 사실 거슬리는 데가 없지 않았다. 스스로 자기를 저만큼 밀쳐 놓

고 바라보는 짓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정년은 그 도시를 ‘상크트 뻬쩨르부르그’라고 부르기를 고집하는 편이다. 그게 키릴문자

로 쓴 러시아어 Санкт-Петербург인데, 그렇게 부르고 싶어하는 데는 까닭이 있었다. 현지

발음에 가깝다는 이유가 하나고, 상크트 뻬쩨르부르그는 그 도시의 역사를 환기하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이 부르는 대로 불러 주어야 도시에 대한 확실한 이미지를 환기할 수 있다는 주

장이었다.

이 도시는 제정러시아 때부터 뻬쩨르부르그라고 불러 왔다. 표트르의 도시란 뜻이었다. 성

서에 나오는 성인 페트로스(베드로)와는 연이 닿질 않는다. 1914년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주도할 무렵에는 도시 이름을 같은 뜻의 페트로그라드(Петрогад)라고 했는데 독일식 ‘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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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 러시아식 ‘그라드’라고 바꾼 것일 뿐 큰 변화는 아니었다. 러시아 전역을 붉은 물로 맥

질한 레닌은 1924년 54세에 죽었다. 레닌이 죽자, 그가 그 도시에서 혁명을 주도했던 사실을 

상기하여 레닌그라드(Ленингяад)라고 불렀다. 레닌에 대한 오마주였다. 그러나 그 혁명은 

거대한 정치실험으로 끝나고 말았다. 1991년 개방화의 물결을 타고 레닌의 동상이 목에 밧줄

이 걸려 넘어짐과 동시에 러시아식의 옛 이름 상크트 뻬쩨르부르그로 돌아갔다. 러시아 소설

의 연원이라는 <외투>를 쓴 고골도, <뻬쩨르부르그 연대기>를 쓴 도스토예프스키도 ‘뻬쩨르

부르그’라고 했는데, 미국식으로 페테르부르그라고 한다고 해서 현실적 감각이 생생하게 살

아나는 것은 아니었다. 여하튼 도시 이름은 그 도시의 역사를 환기했다. 

이정년은 레닌그라드를 떠올릴 때마다, 머리를 긁적거리곤 했다. 레닌의 도시, 그런 명명은 

이정년의 열등감을 자극했다. 혁명을 도모한 적이 없는 생애에 대한 열등감이 혁명가 레닌으

로 인해 환기되는 것이었다. 

독일이 혀를 널름거리면서 넘보던 뻬쩨르부르그는 결국 독일한테 호되게 당한다. 1941년 

9월부터 1944년 1월까지 872일간 독일군에게 점령된 상태에서 도시를 폐쇄하는 바람에 100

만명 이상이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이정년은 기억하고 있었다. 이정년은 먹고사는 문제가 

인류의 절체절명의 과제라는 생각을 자주 했다. 유니세프에서 아프리카 기아돕기 성금 모금 

광고를 보면서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다. 인간이 육신을 가진 존재이고, 육신은 먹고 마셔야 

제 모습이 유지되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마치 무슨 철학이나 

되는 듯이 화두의 하나로 머리 꼭대기에 올려놓고 지냈다. 이런 식이었다. 백성이 굶어죽는 

지경에 임금이 밥 잘 먹고 잘 삭인다면 그 자체가 스캔들, 말하자면 죄라는 것이었다. 애비된 

자의 도리라는 것도 자식 먹여살리는 데서 비롯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그러면서 근거로 

들이대는 게 군은 이민위천하고 민은 이식위천한다는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구절이었

다. 이정년은 친구 서예가 백담에게 부탁해서, 그 구절을 휘호로 받아 자기 서재에 액자로 표

구해서 걸어 놓았다. 君以民爲天 民以食爲天 먹어야 산다는 명제를 제쳐놓고, 학자들은 인간

의 자유며 이상이며 존재의 향상을 위해 유토피아는 필연적이라는 등 황탄한 이야기를 잘도 

늘어놓았다. 이정년은 유물론자, 무신론자 소리를 들어도 허황된 유토피아 이야기는 하지 말

자고 다짐을 두면서 살아왔다. 헌데 학생들에게는 문학과 유토피아이념에 대한 강의를 하면

서 열을 올렸다. 모순이었다.

먹고사는 문제와는 별 관계가 없는 일로, 이정년은 뻬쩨르부르그에 한 주일 다녀왔다. 이

런 계기가 있었다. 이정년은 자기가 책임을 맡았던 한국언어와문화학회 연차대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한국에서 공부하고 간 러시아 여성학자의 발표를 들었다. 한국고전문학의 사유

체계라는 논문을 발표한 아젤리야나는 한국문학의 현세주의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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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논리가 반듯했다. 검증도 야무졌다. 발표가 끝나고 중간휴식 시간에 이정년은 아젤리야

나를 만나 인사를 나누었다. 삭삭하고 친절한 인상이었다. 러시아 아줌마들을 닮아가는 중이

라서 허리가 굵어지고 엉덩이가 부풀기 시작하는 연배로 접어드는 농익은 성숙미를 보여 주

었다. 이정년에게는 풋내나는 처녀보다 그런 연배가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백석이 사랑한 흰 

당나귀와 나타샤는 이정년에게 부담이었다. 더구나 춘원 이광수의 소설 <유정>에 나오는 최

석 교장처럼, 러시아 아가씨와 러시아 오지로 도망칠 생각은 해 보질 못한 터였다. 그것은 고

독한 혁명이었기 때문이다.

수인사를 마친 뒤, 아젤리야나는 이정년에게 러시아에 다녀간 적이 있는가 물었다. 이정년

은 서너번 다녀왔다고 대답했다. 아젤리야나는 옅은 기미가 얹힌 눈가에 주름을 잡으면서 웃

음을 달았다. 뻬쩨르부르그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지 120년이 되는 것을 기념

하여 학술대회를 여는데 거기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 물었다. 이정년은 불감청고소원, 선등 

나서서 자기가 비행기삯 부담해서 가겠다고 그 자리에서 덜컥 약속을 했다. 베라 에브게니란 

마담을 생각하면서였다. 

잠시 후, 이정년은 아관파천(俄館播遷)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아무런 작정이 없는 연상

이었다. 1896년 고종과 왕세자의 도피행. 명성황후가 시해된 을미사변 이후 고종은 일본군의 

무자비한 시해음모에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 자칫 자기 자신이 일본인들의 칼에 죽음을 당할

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시달렸다. 고종이 세자를 데리고 왕궁을 떠나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

처를 옮겨…. 당시 러시아는 조선에게 우애로운 선린이었다. 러시아는 조선을 소실처럼….? 

꼭 오세요, 거기 멋진 도시예요. 아젤리야나는 이정년에게 비주 인사를 하면서 귀에다 속삭

였다.

이정년은 아내 민정숙 여사를 안동하고 아라사 뻬쩨르부르그까지 날아갔던 터였다. 그런 

행동은 이정년이 조심하고 삼가는 ‘무조건’이었다. 민정숙은 당신은 연애하고 나는 공부할 겁

니다, 조건을 달면서 따라나섰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흰 떡에도 고물이 든다는데 나한

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기요, 그렇게 다짐을 받았다. 

민정숙으로서는 남편을 따라나서는 데 다른 배포가 도사리고 있었다. 작년 2016년에 변월

룡이라는 연해주 출신 화가 탄생 100주년 회고전이 덕수궁 현대미술관에서 있었다. 그 전시

회에 다녀와서는 변월룡(1916~1990)이라는 화가에게 집착했다. 한때 그의 작품 모작이 나돌

았는데, 백두산 소나무니 월북 무용가 최승희 초상화니 그런 그림들을 사서 날랐다. 그리고 

변월룡이 일리아 레핀 미술대학에 다녔다는 것을 알고는, 뻬쩨르부르그 노래를 하다가 한사

코 따라나섰다.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개설한 ‘인물전기 쓰기 전문과정’에 등록해서 공

부하는 가운데, 관심있는 인물의 생애를 재구성하면서 인간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한다

는 실로 갸륵한 이상을 실현하는 과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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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년은 러시아문학과 한국문학의 상호관계를 연계하는 발표를 했다. 러시아 농노혁명을 

이끌었던 스텐카 라진과 홍길동을 영웅 모티프의 변형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하는 글이었다. 

영웅 모티프의 변이는 사회-문화적으로 규제된다는 맹둥한 결론이었는데, 인간이해의 보편

성이라는 차원에서는 가치있는 시도로 평가를 받았다. 아마 이정년의 넓은 이마와 턱수염이 

자아내는 아우라가 그런 평을 이끌어 냈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맥없이 웃었다. 이정

년은 자기 발표에 비하면 아젤리야나 교수의 연설이 한결 의미깊다는 생각을 했다.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문화교류 상황을 역사적 맥락에 따라 소개하는 내용이었다. 주최측에서 발제 

삼아 할 수 있는 얘기였다. 아무튼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에 피신해 있는 사이에, 1897년부터 

조선어를 러시아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은 어떤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가, 정리가 잘 안 

되었다. 아마 고종황제의 현실인식이 그렇게 작용한 것은 아닌가, 막연한 짐작을 할 뿐이었

다. 고종은 러시아를 소실댁 처갓집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정년은 뻬쩨르부르그에서 한국인 동료들을 몇 만났다. 그 가운데 푸쉬킨을 전공했다는 

노사순 박사라는 늙은 처녀교수가 있었다. 전에 <쫄깃한 러시아현대문화 이야기>라는 책을 

낸 적이 있어서 이정년도 그 책을 읽은 터라 익숙한 이름이었다. 이정년이 노사순 박사에게 

물었다. 뻬쩨르부르그에서 뭘 보는 게 시간의 밀도를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었다. 보드

카나 마시고 돌아가면 그만이라고, 먹는 게 남는 거라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았다. 물론 스

스로 그런 이야기를 할 며리는 없었다. 정년 후에도 여전히 정정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약

간의 탐구심과 호기심 덕이었다. 민정숙 여사는 남편의 그러한 태도를 의심쩍게 바라보았다. 

얼마나 견딜라나 하는 의문과 시간과 더불어 빛이 바래가는 남편에 대한 비애감 같은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거기다가 정년 후 연애 운운하는 허영기를 눌러 놓아야 한다는 

다짐도 있었다.

노사순 박사가 말했다. 러시아 그림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물었지요? 알짜 러시아 

그림 말이지요. 노사순 박사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민정숙 여사 때문에 노사순 박사는 몸을 

사리는 눈치였다. 어디 가야 그런 알짜를 봅니까? 러시아 근대회화라면 러시아박물관이지요, 

의당.

이정년의 발표가 있던 날 한국에서 간 학자들이 같이 모였다. 서울에서 10시간 걸려 달려

온, 외국 학회에 와서 만나는 게 어디 만만한 인연입니까. 저녁 나긋하게 먹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럽시다. 이정년의 제안이었다. 아젤리야나가 기막힌 데가 있다면서, 소개할 터이니 가 

보라고 제안했다. 뻬쩨르부르그에 한국식 노래방이 생겼다는 것이었다. 동행한 사람, 룸메이

트 내외 그렇게 모이고 보니 십여 명이 되었다. 노래방은 생각보다 초라했다. 일본식 가라오

케가 아니라서 그런가 싶었다.

우리 최연장 고참께서 먼저 노래의 포문을 여시지요. 그러세요, 노사순 박사가 나서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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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겼다. 뒤로 빠지고 싶진 않았다. 반주에 맞추어 이정년이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화면에 러

시아문자로 된 가사가 떴다. 이정년은 전에 이연실이 부른 노래가사를 떠올리면서 겨우 노래

를 이어갔다.

넘쳐 넘쳐 흘러가는 볼가강 물 위에 / 스텐카 라진 배 위에서 노래 소리 들린다 / 페르

샤의 영화의 꿈 다시 찾는 공주의 / 웃음 띠운 그 입술에 노래 소리 드높다 / 동편 저

쪽 무리에서 일어나는 아우성 / 교만할 손 공주로다 우리들은 우리다/ 다시 못 볼 그 

옛날에 볼가 강물 흐르고 / 꿈을 깨친 스텐카 라진 장하도다 그 모습

이정년이 노래를 끝내자 같이 있던 이들이 건성으로 박수를 쳤다. 이정년은, 스텐카 라진

의 그 영웅적 혁명아의 생애를 몇 줄 노래로 휘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느라고 노

래를 제대로 못 불렀다. 하기는 혁명이 본질상 고독한 것이기는 하지만. 서사장르와 서정장

르는 성격이 달라 서정은 충동질하고 서사는 이악스럽게 따지는 게 원칙이라…. 그만 하세

요. 노사순 박사가 이정년의 설명을 자르고 나왔다. 한국어 가사 없나? 한국어로 된 가사가 

제대로 나오는 노래가 없었다.

결국 러시아에 왔으니 러시아 민요나 듣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돌아갔다. 나니 브레그바제

가 부르는 “머나먼 길”이 동영상과 함께 흘러나왔다. 사람들 돌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

고 있던 민정숙 여사가, 손바닥으로 탁자를 탁탁 치면서 여기요, 저기요 노래 멈추고요. 발언

을 시작했다. 요새가 어느 시댑니까, 바야흐로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인데, 그 궁벽한 러시아

어로 노래를 들을 이유가 뭡니까. 러시아어가 궁벽하다니, 노사순 박사가 발끈했다. 나도 그 

노래 알아요. 1968년에 매리 홉킨이 취입해서 일약 세계적인 애창곡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요? 뭘 그래서입니까. 영어 버전으로 듣자는 거지요.

매리 홉킨의 아름다웠던 날들, ‘Those were the Days’가 익숙한, 명랑한 음성으로 실내에 

퍼졌다. 사람들이 어깨를 들썩이며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템포가 빨라지면서 민정숙 여사가 

일어나 춤을 추자고 했다. 사람들이 춤사위에 어우러졌다. 한참 춤이 잘 돌아가는 중에 이정

년이 자리에 돌아와 앉아서 발치카 맥주를 홀짝거리다가 눈가를 훔쳐내기 시작했다. ‘아 친

구여, 우린 나이를 먹었지 헌데 지혜는 얻지 못했어, 우리 가슴에 꿈은 이전과 똑같이 살아 

있잖아’ 하는 구절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 감정에 몰입되어 센티멘탈리즘으로 다가가는 

중이었다. 왜 그래요? 여전히 꿈을 꾸고 있는 거 같아…. 민정숙 여사는 남편을 데리고 호텔

로 돌아왔다. 약해지면 안 돼요, 당신은 아직 젊어요. 뭐라는 소린지…. 지금 죽어도 한이 없

다고 했잖아요. 그런 소리 한 적 없다고? 연애를 하겠다는 양반이 왜 그래요. 그렇게 단속적

인 이야기가 오가다가 잠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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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이었다. 발표 부담이 없었다. 한국에서 온 학자들은 한국 경제와 역사 분야 발표가 

있었다. 그거만 참여해 주면, 오후에는 아내 민정숙 여사와 자기 시간을 가지고 싶었다. 노사

순 박사의 제안을 따라 러시아박물관으로 러시아 그림을 보러 갔다. 전에 뻬쩨르부르그에 갔

을 때는 에르미타주 박물관만 훑어보았다. 렘브란트의 거작 <돌아온 탕아>에 대해서는 에세

이를 하나 쓰기도 했다. 러시아 전통회화는 도록만 사가지고 왔다. 내내 아쉬웠다. 이번에 하

루 잡아 러시아 그림을 집중적으로 보게 된 것은 이정년에게 여지없는 행운이었다. 민정숙 

여사 또한 고분고분 따라나섰다. 이정년은 앞서서 팔을 홰홰 저으며 단풍이 노랗게 물든 공

원의 나무들이 수로에 거꾸로 비쳐 황금빛 비늘을 일으키는 길을 카자크 병사들 행군하듯이 

걸어갔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을 연상하게 하는 길이었다.

러시아박물관에 전시된 그림들 가운데 이정년의 관심을 끄는 작가는 단연 일리야 레핀이

었다. 그가 러시아 리얼리즘 화화의 전통을 수립하고 인상파 화풍을 도입한 대가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터라서, 일종의 확인이나 재발견과 같은 일이었다. 마침 이정년이 묵는 숙

소 근처 예술공원에 레핀의 동상이 서 있었다. 민정숙 여사는 레핀의 동상을 여러 컷 사진으

로 찍었다. 레핀 이름을 단 미술아카데미(미술대학)가 자리잡고 있어서 더욱 친근하게 다가

왔다. 이정년이 한국학자들 발표를 지켜보는 사이, 그의 아내 민정숙은 레핀미술아카데미에 

다녀오겠다고 했다. 점심시간에 대어 와서 같이 만났다. 민정숙 여사는 <일리야 레핀 전집>

을 사가지고 왔다. 모스크바 미술아카데미에서 나온 최신판 전집이었다. 전날 어설펐던 푸념

은 다 잊을 정도로 고마웠다. 민정숙 여사에게는 레핀이 아니라 변월룡이라는 화가가 더욱 

큰 관심사였을지도 몰랐다. 변월용이 공부하고 교수가 되어 학생을 지도했던 대학…. 이정년

은 자기보다 아내 민정숙이 한결 실속있는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이정년은 전시실에 들어가기 전에 아내가 사 가지고 온 전집을 간이의자에 앉아 훑어보았

다. 도록에 실린 작품이 워낙 많아서 우선은 생애부터 개략적으로 짚어보았다. 일리야 레핀

(Илья́ Ефи́мович Ре́пин, 1844-1930)은 우크라이나 하리코프 지방의 추구예프라는 작은 마

을의 군인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다. 하리코프는 1930년대 프롤레타리아 예술가들이 모여서 

농민문학에 대한 논의를 했던 도시이기도 했다. 15세 때에 I. M. 부나코프라는 성상제작자에

게서 수업을 받기 시작했다. 이정년은 자기가 금강산 건봉사에서 불목하니로 지내던 시절을 

반추했다. 이콘이라는 성상과 부처상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밀고 올라왔다. 성상은 

종교적 심성을 기르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를 민정숙 여사가 거들었다.

레핀이 뻬쩨르부르그 미술아카데미에 입학한 것은 19세 때였다. 당시 아카데미는 진부한 

고답주의에 빠져 있었다. 졸업작품으로 신화적 주제를 택하도록 학교 측에서 강요했다. 14명

의 졸업반 학생들이 학교의 강요에 반대하여 자퇴를 선언했다. 레핀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 

레핀은 자퇴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도록의 설명과는 달리, 이정년은 레핀이 주도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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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했다고 못박고 있었다. 인물에 대한 애정이 사태를 왜곡하더라도, 레핀을 위해서는 그렇

게 생각하기로 했다. 사실과 신념 사이를 오가는 중이었다.

그들은 예술은 생활에 밀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런 주장 가운데는 체르니셰

프스키의 영향도 섞여 있었다. 체르니셰프스키는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기 위해 <현실에 대

한 예술의 미학적 관계>라는 논문을 제출했다. 1855년의 일이었다. 그는 리얼리즘 논의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논객으로 이름이 나 있었다. “미란 삶 속에, 아니 삶 속에만 존재하는 것

이어서 실재 속에 미가 있다.” “예술의 목적은 미에만 있지 않고, 형식의 완성만도 아니다. 예

술은 인간의 관심을 끄는 모든 것을 제작하며, 더 나아가서는 기억력을 돕고 실재를 주의깊

게 주목하는 등의 다른 임무도 수행한다.” 전집에서 인용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어수선하

게 이정년의 머릿속을 오갔다. 예술과 미 같은 고상한 화제 이전에, 이정년은 시간관이 체르

니셰프스키와 달랐다. 체르니셰프스키는 미래를 사랑하라고 강조했고, 이정년은 미래는 불

확실하기 때문에 믿음을 둘 수 없다고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곤 했다.

나중에 레닌의 주요 저작 제목이 된 <무엇을 할 것인가? Что Дьлать?>는 체르니셰프스키

가 같은 이름의 소설을 먼저 내놓았다. 그 소설은 체르니셰프스키가 사회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저술한 것이다. 토끼섬이라는 데에 만들어 놓은 ‘페트로 빠

블로프스끄’ 형무소에서 쓴 것이었다. 내용이 혁명적이지는 않지만 여성의 자기 정체성 추구

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성이 어떤 논문보다 당대인들의 의식을 일깨우는 데 기여했다. 주인공 

라흐메토프는 하고많은 러시아 혁명가의 표상 혹은 아이콘에 해당하는 인물이 되었다. 체르

니셰프스키의 소설은 레핀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에 출판되었다. 아무튼 고등학교 졸업

작품을 거부하고 학교를 떠난 레핀은 수년 내에 아카데미에 교수로 취직할 수 있을 만큼 실

력을 갖추었다. 독공의 성공인 셈이다. 이정년은 자신이 공부한 과정도 일종의 독공이라는 

생각을 하곤 했다. 문학잡지의 발행 역정을 밝히고, 거기 실린 작품들의 개요를 소개하는 것

만으로도 논문 실적을 인정받는 시절이었다. 전시실에 가서 작품을 봐야지요, 민정숙 여사가 

이정년의 소매를 이끌었다.

레핀은 26세 때, 볼가강을 운행하는 목선을 타고 여행하는 중에 볼가강에서 배를 끌어올리

는 노동자들을 스케치했다. 희한한 아이러니였다. 농노 해방이 단행되고, 농노들이 귀족의 장

원에서 풀려나면서 일자리를 잃었다. 자기가 경작하던 땅을 불하받아 토지대금을 지불하자

면 100년 농사를 지어야 할 만큼 요구하는 돈이 혹독했다. 결국 일급노동자로 전락하는 사태

가 벌어졌다. 레핀은 해방된 농노가 어떻게 빈민 노동자로 전락하는가 하는 점을 배끌이 인

부들의 생활 속에서 보았던 것이다. 3년 걸려 그 작품을 완성했을 때, 그는 곧바로 명성을 얻

었다. 가슴에 가죽 끈을 묶어매고 힘겹게 배를 끌어올리는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이 땀냄새처

럼 배어 나오는 작품이다. 이정년이 발표한 글이 마침 볼가강 근처의 코작크 농민군을 이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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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카 라진이란 인물이라, 레핀의 그림을 예사로 보아넘길 수 없었다. 이정년은 자신도 모

르게 스텐카 라진의 가락을 속으로 흥얼거렸다. 자연이 아니라 제도에 얽매이고 권력에 착취

당하는 이들의 삶이 이정년 자신과 무엇이 다른가를 곰곰 생각했다. 이정년은 가난하게 산다

는 것이 무엇인지를 거듭 더듬느라고 그림 앞에서 굳어붙은 듯 서 있었다. 대학에서 학문을 

한다고 하기는 했지만, 이룩한 것은 미미하고 학생들 앞에서 당당했던 적이 그다지 많지 않

았다. 그러나 연공을 따져 훈장을 주었다. 훈장? 문득 가난을 훈장처럼 달고 살던 사람들이란 

구절이 입안을 맴돌았다. 빈곤의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마음의 가난은 누더기가 되어갈 뿐

이었다.

민정숙 여사가 다가와 이정년의 팔을 이끌었다. 예수님이 살아서 러시아에 왔네요. 민정숙

은 그림 앞에 서서 움직일 줄을 몰랐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이라는 그림이었다. 

전시실 벽면 절반을 차지하는 대작이었다.

때마침 노사순 박사가 박물관 복도를 걸어가다가 이정년 내외를 발견하고는 반색을 했다. 

작품 좋지요? 그렇군요. 레핀은 천재예요. 천재라기보다는 영웅이라는 게 더 어울리지 않을

까요? 영웅이라 하기에는 영웅다움이 없지 않나 싶군요. 민정숙 여사의 대답이었다. 노사순 

박사가 끼어들어 설명했다.

이 작품은 레핀이 27세 되었을 때, 아카데미 졸업작품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레핀은 학위

를 받기 위한 작품으로 성서에서 모티프를 채용하여 러시아의 생활상을 바탕으로 작업했다. 

마가복음이던가 하는 데 나오는 예화였다. 이정년은 신림동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에게서 야이로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 이야기는 희한하게도 노사순 박사의 설

명과 똑떨어지게 맞았다. 신목사의 이야기는 이러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적을 행하고 다녔다. 

야이로는 죽은 딸을 방에 남겨 두고 바닷가에서 설교하는 예수를 찾아갔다. 무조건 예수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예수를 아무 의심 없이 믿었던 것이다. 제 딸이 죽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죽은 게 아니다, 잠들어 있을 뿐이다. 다른 환자들을 몇 돌보고 나서 예수는 야이로의 집으로 

왔다. 야이로의 딸은 죽은 듯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예수가 다가가 손목을 잡자 소녀는 눈을 

뜨고 예수의 얼굴을 말끄러미 쳐다봤다. 자아, 일어나 앉거라. 소녀는 침대보를 들치고 일어

나 앉았다. 가족들은 눈이 휘둥그래져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목사의 결론은 그랬다. 믿음

이 딸을 구했다. 예수는 전환적 사고를 할 줄 아는 사고의 혁명가다. 아버지는 딸이 죽은 걸

로 알았지만, 예수의 발상은 잠들어 있는 것이라는 쪽으로 돌아갔다. 믿음과 발상의 전환, 거

기에 기적의 모멘텀이 있다는 게 친구의 설명이었다. 방법적 회의를 강조해 온 자신의 행적

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이정년은 한국문학의 전통을 자주 이야기했다. 전통과 혁명…. 사

실 이정년은 전통에 충실한 것도 아니고 혁명의 깃발을 들고 바리케이트를 넘어 전진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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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없었다. 자기가 살아온 시대에 대한 빚이었다.

어머, 이 작품으로 금메달을 수상했네요. 상금으로 6년간 외국 유학여행을 할 수 있게 되

었다면 돈으로 환산해서 일억은 넘어야 하지 않을까? 대단하네. 레핀은 여행을 떠나기 전, 삼

년에 걸쳐 <볼가강의 배를 끄는 사람들>을 완성하였다. 이따금 드뭇드뭇 있는 배끌기를 해

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 이들이 농민반란군으로 나섰거나 혁명에 가담하게 되는 과정

은 정치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해 주었다. 이정년은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의 혁명성

을 거듭 반추하고 있었다. 민정숙 여사가 걱정어린 눈길로 이마가 땀으로 젖은 남편 이정년

을 올려다보았다. 사실 이정년은 안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것은 퇴임 후에 다가오는 충격

의 여파 같은 것이었다. 아직은 현역이다, 리타이어는 타이어 갈아끼우고 다시 달린다는 뜻

이다, 말은 그랬다. 그러나 그것은 여지없는 늙은이의 아집이었다. 하필 뻬쩨르부르그에 와서 

그런 느낌이 실감으로 다가오는 것인가. 아마 그가 기억하는 레닌그라드라는 도시 이름 때문

일지도 몰랐다.

외국에서 병나면 그처럼 난감한 일이 없어요. 아젤리야나 교수와 연락해서 병원에 가 보세

요. 이박사님 얼굴이 창백해요. 괜찮습니다. 통풍이 안 되는 전시실에 너무 오래 있었던 모양

입니다. 그들은 <니콜라이 미를리카가 누명을 쓴 세 사람의 목숨을 구하다>하는 작품 앞에 

서 있었다. 칼과 쇠사슬…. 겁나는 사람들이지요. 노사순 박사는 그런 그림을 더 보기 싫다는 

투로 한 마디 하고는, 아젤리야나 교수한테 꼭 연락해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일렀다. 그러고

는 다른 볼일이 있다고 돌아서서 나갔다. 이정년에게 눈을 끔벅해 보이는 모습을 민정숙 여

사는 놓치지 않았다.

이정년은 아내에게 이끌려 구내 카페에 가서 자리잡아 앉았다. 탄산수를 사서 마시면서 컨

디션을 조절했다. 커피 생각이 났다. 이정년은 커피와 크루아상 두 덩이를 사가지고 와서 아

내 앞에 놓았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머리가 휘둘렸다. 민정숙 여사가 크루아상을 뜯다

가 탁자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손으로 모아서 봉지에 담았다. 손마디가 굵게 부풀고 손등이 

뻔질거리는 게 눈에 거슬렸다. 이정년은 슬그머니 아내의 손을 잡았다. 민정숙 여사는 눈을 

하얗게 흘기며 손을 잡아빼었다. 이정년은 묘한 배반감에 휩싸였다. 민정숙은 딴소리를 했다. 

노사순 박사와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요? 눈을 하얗게 흘기면서였다. 얼마간 아무 말없이 앉

아 있었다.

레핀이 파리에서도 그림을 그린 모양이지요? 이정년에게 민정숙 여사가 물었다. 레핀은 이

탈리아를 여행하고 프랑스 파리에서 얼마간 머물렀다. 1873년 그는 파리에서 인상파화가들

의 첫 전시회를 보았다. 그의 친구들은 인상파화가들의 기법을 리얼리즘에서 멀어진 위험한 

이탈로 보았지만, 그는 보는 시각이 달랐다. 레핀 자신은 인상파 화가들을 전적으로 수용하

지는 않았다.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은 충분히 매력적이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소금기 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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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이라는 게 거의 배제되어 있었다. 파리에서 인상파 화가들의 방법을 원용한 그림은 <벤치

에 앉아서>라는 하나가 볼 만했다. 목장 근처 돌너덜에 앉은 젊은이들, 그 앞에 앉아 노는 아

이들 남매, 가지가 무성하게 벌어진 나무 저쪽에서 산산하게 비쳐드는 햇살, 풀밭에 일렁이

는 듯한 햇살의 얼룩… 이 안온하고 평온한 한 장면은 아름답되 생활에서는 멀어져 있었다. 

그것은 꿈틀대며 용틀임하는 에너지로 가득한 러시아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정년은 아내 민

정숙 여사가 입은 아웃도어제품 ‘루이카스텔’ 점퍼를 흘긋 쳐다봤다. 저 복장 그게 그대로 생

활인가 생활에서 멀어진 한갓된 껍질인가. 파리에서 레핀은 돈이 떨어지고 생활의 방편이 없

어지자 뻬쩨르부르그로 돌아왔다.

민정숙 여사가 이정년에게 물었다. 그림 안 팔리면 화가들이 뭘로 생활한대요? 극장 간판

도 그리고, 역사적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 정부의 지원을 받기도 하고 그러지. 거리로 나앉아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초상화 그려 주고 라면값 벌어서 사는 사람도 있지. 그래서 예술가에

게 패트론이 필요한 건 모양이지요? 민정숙은 학교 선생들과 이웃의 후원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던 변월룡을 생각하고 있었다. 변월룡에게 그런 후원자가 없었다면….

이 대목에서, 이정년은 능숙한 소설가라면 레핀이 돈이 떨어져 파리에서 유랑하는 장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러나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다. 아들 이중성이 

‘이딴 소설’이라던 이유가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었다. 감성을 서사화한다는 것은 그리 

호락호락한 게 못 되었다. 실감…. 구체성, 서사 속에 녹아 있는 삶이라는 것. 이정년에게는 

패트론이 없었다. 그렇다고 자유가 보장된 것은 또 아니었다. 이정년은 레핀이 부러웠다.

레핀은 모스크바 근교 아브람체보에 있는, 러시아 예술의 유명한 패트론 사바 마몬토프

(Savva Mamontov, 1841-1918)의 별장에 머물면서 그림을 그렸다. 사바 마몬토프는 러시아 

철도 사업가로 명성이 높았다. 레핀이 그린 <사바 마몬토프의 초상>은 사업가로서 여유있고, 

자신만만한 인상이었다. 소파에 기대고 눈을 아래로 내리떠 상대방을 쳐다보는 눈길은 오만

해 보이기도 했다. 철도노동자들의 노동으로 불려나간 재산을 예술가들에게 돌려주었다. 그

는 아브람체보에 땅을 구입하여 전국의 유명한 예술가들을 불러들여 그들 손으로 집을 짓고, 

예술 활동을 하도록 지원했다. 그의 아내는 인형 안에 인형이 계속 나오는 마트료시카를 자

기 손으로 만들어 파리만국박람회에 출품하여 수상함으로써, 촌티나는 러시아 구석의 그 인

형을 세계적인 공예품으로 만들었다. 내외가 만만치 않은 문화감각을 지니고 있었다. 적절한 

부와 그 부를 예술에 투자하는 교양이 부러웠다. 교양은 개인에게 윤리적 부담을 강요하지 

않는다. 개인이 지니고 있는 내밀성을 지켜 주는 거리 유지가 교양이었다. 아내 민정숙 여사

가 한족 화가나 고려인 화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교양의 공통항을 지닌 부부라는 점

에서 가상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정년이 연구에 몰두하는 동안, 자기를 돌보느라고 ‘잃어버린 

세월’을 복구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속을 짠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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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패트론이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으면 그게 누구라도 상관없지. 당신 아는 것처럼 

그런 패트론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이정년은 결혼 초에 처가살이를 했다. 논문을 쓰는 동안 

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다. 장모가 패트론이었던 셈이다. 자네 학위 받으면 집은 언제 장만할

라나? 이정년은 대답할 말이 없었다. 학위가 백지로 위임한 수표는 아니었다. 학원에 나가 강

의를 하기도 했다. 그 때는 나현명이라는 가명을 썼다. 가명으로 벌어서 실명들을 먹였다.

레핀은 십여 년 아브람체보에서 수많은 명작을 그렸다. 그 가운데 하나가 종교화 계열의 

작품들이다. 다른 계열로는 초상화가 압권이다. 그는 인물의 얼굴을 그린 게 아니라 세계와 

소통하는 방식을 자연스런 상태에서 묘출했다. 무소르그스키, 톨스토이, 투르게네프, 고골 등

의 초상화는 살아 있는 인물의 내면이 여실하게 드러나 있다. 레핀은 특히 톨스토이와는 깊

은 교감을 가졌다. 톨스토이의 정식 초상화는 물론 숲에서 책을 읽는 장면, 말 두필이 끄는 

쟁기를 가지고 밭가는 모습 등 생활에 밀착된 작가의 형상을 여실하게 담아냈다. 문학과 미

술의 교감이 인간적 교감으로 전환된 전범이 아닐까, 이정년은 그렇게 생각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화가들이 총체적인 인문교양을 갖추고 있었다. 해박한 역사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

서에 대한 지식 또한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정년은 문학을 연구하는 게 가능

한가 하는 회의에 빠진 적이 있었다. 어느 열렬한 평론가 말대로 문학은 장작도 소주도 빵도 

아니다. 그렇다고 언어로 환원되는 분석의 대상도 아니다. 또한 야이로의 딸처럼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기적’일 수는 더욱 없었다. 도무지 분석이 안 되는 언어의 복합구조. 아우라를 살리

면 분석이 안 되고, 분석을 시도하면 아우라가 증발하는 이 유령같은 문학이라니. 기껏해야 

비평에 머무는 것이 문학연구였다. 그리고 문학 논문이라는 것도 다른 영역의 방법론을 차용

한 텍스트 해석에 지나지 않았다. 이정년은 다시 한숨을 쉬었다. 자기 마음대로 과목을 설강

하거나 세상을 놀라게 할 논문을 쓸 수 없었던 지난 30년은, 신산하기 그지없는 세월이었다. 

그 뒤끝에 자기가 분석의 칼을 들이대던 작품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하다니, 스스로 생각해

도 가소로운 일이었다.

그림 보러 와서 왜 한숨이나 쉬고 그래요? 여기 와 보세요. 이건 들라크루아 그림을 닮았네

요. 민정숙 여사가 <술탄 마흐무드 4세에게 편지를 쓰는 자포르쥐에 카자크들>이라는 대형 

그림 앞에 서서 하는 말이었다. 이 지점에서 이정년은 아내와 뜻이 통한다는 것을 다시 감지

했다. 이정년이 다가가 아내 민정숙 여사의 손을 슬그머니 잡았다. 손에 물기가 느껴지고 굵

어진 손마디가 만져졌다. 유행가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젖은 손이 애처로워….레핀의 역사화 

가운데 이정년의 눈을 끄는 거작이었다. <술탄 마흐무드 4세에게 답장을 쓰는 자포르쥐에 

카자크들>이란 작품. 자포르쥐에 카작들은 러시아 전체를 휘둘러봐도 맞비길 족속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용감하고, 때로는 잔인한 족속이었다. 터키의 술탄, 마흐무드 4세가 러시아를 

공격했다가 카자크들한테 대패한다. 터키의 술탄은 카자크인들에게 편지를 보내 자기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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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속해 오면 잘 보호해 주겠다고, 승전국 편에 호기를 부린다. 전투에서 참패한 주제에 그런 

호기를 부리는 것은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었다. 가소로운 희화였다. 웃기는 소리 작작하

고 앉아 있어라, 그런 홍소와 비소가 넘치는 카자크인들의 얼굴이, 편지를 쓰는 인물을 중심

으로 역동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바라보아 오른쪽에 흰 털오바를 입은 인물이 평범하고 아둔

한 등을 보이고 있어 다른 인물들의 얼굴 표정에 시선을 집중하게 한다. 그런데 이 작품의 놀

라운 점은 인물들이 소지하고 있는 무기, 장식품, 얼굴 표정, 변발, 물병, 지갑, 수건, 탁자에 

놓여 있는 카드 등 극단적 세밀성을 지닌 디테일들이다. 1880년에 시작해서 1891년에 마무리

된 작품. 이정년은 자신은 책 하나 쓰기 위해 10년 넘게 쉬지 않고 작업을 한 적이 있던가 그

런 생각을 했다. 십 년, 푸우…. 민정숙 여사가 이정년을 흘금 쳐다봤다.

그사이 다른 그림도 그렸겠지요. 아내 민정숙 여사는 이정년의 표정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었다. 아내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허허하기는 매한가지였다. 도무지 대학이라는 데가 장

기적인 일에 몰두할 수 없게 닦달을 해댔다. 한 해 논문 한 편(one paper/year) 그건 지긋지

긋한 행정 룰이었다. 생각이 깊으면 기계적인 분석과 자동적인 서술이 도무지 되질 않는 것. 

행정하는 이들은 그걸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프로닥티비티와 임팩트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

처럼 외었다. 설익은 논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아무튼 카자크인들이 추구하는 이상은 ‘자

유, 평등, 박애’의 정신이었다. 레핀의 동시대인들은 그 작품을 억압의 쇠사슬을 풀어내는 러

시아인들의 상징으로 인식했을 거라고 이정년은 짐작하고 있었다. 용광로에서 끓어오르는 

쇳물처럼 넘쳐나는 삶의 에너지, 그것을 발견해 내는 것은 레핀의 러시아에 대한 뜨거운 사

랑과 동류항이었다. 이정년은 그렇게 뜨겁게 살지 못한 게 늘 아쉬웠다. 나름으로 열심히 하

느라고 했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었다. 삶의 가치는 대개 절대치로 다가오는 것이었다. 이

제 됐다, 멈춰라 시간이여, 괴테식의 그런 성취는 아득하기만 했다. 성취욕이 남다른 남편에 

대해 민정숙 여사는 겁을 집어먹고 있었다. 달리 생각하면 남편의 그러한 집념에 균형을 맞

추기 위해서라도 자기 일을 가져야 했다. 세계에 흩어져 잊혀져 가고 있는 한국인 화가들의 

행적을 전기로 남기는 일을 하겠다고 대학원에 적을 두고 공부했다.

레핀은 모스크바에서 6년을 보낸 후(1876~1882) 상크트 뻬쩨르부르그로 이주한다. 몇 차

례 유럽 여행을 하고, 뻬쩨르부르그 예술아카데미에서 1894년부터 1907년에 이르기까지 가

르쳤다. 자기가 나온 학교의 교수가 된 것이다. 이정년도 서울대학교 출신이었다. 뻬쩨르부르

그에 있는 동안 그는 ‘이동파’ 화가들의 영향력 있는 일원이었다. 이동파 화가란 Wanderers 

혹은 Itinerants라고 하는 러시아 민족적 사실주의 화가들로, 고답적인 아카데미즘에 맞서서 

활동한 일련의 화가들을 뜻한다. 러시아어로 Передвйжники로 표시하는 집단이다. 이들은 

대개 민중주의자, 나로드키였다. 브나로드, 민중 속으로… 그 민중 속에 어머니의 젖가슴이, 

아버지의 등판이 버티고 있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젖가슴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실감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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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버지의 등판은 아들의 운명이었다. 실감과 운명을 비켜 가는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정년은 자신이 그 집단의 일원이었던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예술에서 순수를 고집하는 

것은 얼간이들의 잠꼬대나 다름이 없다고, 이정년은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가르쳤다. 그래

서 그는 자기배반의 행로를 걸어온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기도 했다. 받아들일 것은 받아

들이라는 식이었다. 레핀에게 현실이란 무엇이었을까, 그의 리얼리즘이란 무엇이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정년은 팽팽하게 긴장되어 오는 다리를 쉬려고 의자를 찾았다. 의자에 앉자 

몸이 휘잉하니 휘둘렸다. 그날 두 번째 일어나는 현훈이었다.

진땀을 흘리면서 오소소 떨려오는 몸을 택시에 싣고 호텔로 돌아왔다. 레핀이라는 화가의 

예술혼에 지질린 폭이었다. 민중을 배반한 문학연구자, 민중을 찬미하되 민중을 위해서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책상물림의 비애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정년하기까지 대과없이 지냈

다는 안도감과는 다른 맥락이었다. 유연한 아집과 적당한 권위를 가지고, 학문이 마땅히 그

래야 한다는 듯이 오만하게 나댔던 시절이, 거대한 그물망이 되어 온몸을 옭아 조이는 것이

었다. 출구는 없었다. 낮에 먹은 소시지와 발치카 맥주가 아직 뱃속에서 부글거리고 있었다. 

레핀의 천재성이, 현실참여가 이정년의 의식을 부단히 죄어왔다. 서울 제대로 돌아갈까 싶지

를 않았다.

민정숙 여사는 자못 심각하여 남편 이정년을 침대에 눕히고는 더운 물수건으로 머리를 닦

아 주고 팔을 좌우로 흔들어 호흡을 하게 했다. 이정년은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무소르그

스키가 무슨 술을 얼마나 마셨길래 주정뱅이 폐인처럼, 세상에 원망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응시하는 거야? 저 많은 인간들을 어떻게 한 사람의 눈으로 다 보고, 방 전체를 의회 의원들

로 가득 채우는 저 괴력은 무어란 말인가. <1901년 5월 7일, 창립 100주년 기념 국가의회>라

는 작품을 두고 하는 이야기였다. 레핀은 전시실 한 벽을 가득 채운 그 그림을 완성하고 나

서, 오른팔이 마비되어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왼손으로 그리기도 하고 오른팔

뚝을 어깨에 걸어매고 붓질을 하기도 했지만 이전처럼 그림이 정교하고 인물들이 살아 있는 

모습은 그릴 수 없었다. 그 때 살아난 감각이 파리에 체류하는 동안 익혔던 인상파화가들의 

기법이었다. 인상파화가들에게 디테일이라는 게 없었다. 신은 디테일 속에 있다는 명제가 옳

다면 악마도 디테일 속에 있다는 주장도 대등하게 옳았다. 이정년 그에게는 디테일이 실종되

어 있었다. 문학을 연구한 게 아니라 비평 비슷한 글들을 썼을 뿐이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구체성 없는 논문을 질타했다.

남편의 이마에 물수건을 얹어 주던 민정숙 여사가 하품을 했다. 우리가 결혼한 지 삼십 년

이 넘었네요. 그래서 지루해? 그렇진 않지만, 당신은 나름대로 이룰 것은 이루었잖아요. 그런

데 나는 뭔가, 한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누구 염장지르는 소리 하기로 작정했어? 그런 

소리 했다고, 왜 그렇게 화를 내요? 이정년은 아내의 눈자위가 붉어지고 눈물이 비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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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그 원인이 이정년 자기에게 있는지 아내에게 있는지는 잘 가늠되지 않았다. 나라고 

이혼하고 싶은 생각 없었을까…. 이정년은 몸을 일으켜 목욕실로 들어가 찬물로 샤워를 했

다. 평생 해 온 버릇이었다.

본처 베라 세브초바와 이혼하고 5년으로 접어드는 시점이었다. 레핀의 본처는 4남매를 낳

아 기른 억척 어멈이었다. 레핀이 감당하기 어려운 강골로 투쟁적인 인간이기도 했다. 레핀이 

군대에 징집되어 가는 젊은이, 선동자를 체포하는 장면, 고해를 거부하는 사형수, 정치 집회 

등을 그리는 걸 유심히 눈여겨 보았다. 그것은 역사의 현장이었다. 레핀의 아내 베라는 바야

흐로 혁명의 선두에 서서 선동하는 여전사로 나섰다. 레핀은 아내가 겁나는 인물로 부각하는 

것을 보고는 숨이 턱 막혔다. 레핀은 자기가 그린 그림의 주인공이 되는가 싶어 몸을 떨었다. 

목덜미에 소름이 돋았다. 뻬쩨르부르그를 떠나고 싶었다. 이정년 또한 아내의 다부진 실천력

에 겁을 집어먹고 있었다. 재외한국인 미술가 열전…. 좋은 일인데, 아무래도 벅찬 과제였다. 

그러나 누군가 해야 할 일이었다.

레핀이 아내의 여전사 같은 기백에 주눅들어 있을 때, 그때 나타난 것이 여류작가 노르드

만 세베르바였다. 둘이는 이전부터 친분이 있었다. 그런데 결정적 계기는 레핀이 쿠오칼라에 

땅을 사면서부터였다. 거기는 핀란드에 속하는 지역이었다. 베라는 남편이 땅을 샀다는 이야

기를 하자 화를 불같이 냈다. 자기하고는 갈라서서 노르드만과 살 작정이냐는 것이었다. 레

핀으로서는 그럴 생각은 아니었다. 시대 돌아가는 걸로 봐서, 짜르 체제가 무너지면서 숙청

이 시작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내나 가족이 온전하지 못할 것을 염려했던 터였다.

이듬해 파리국제박람회 회화 부문 심사를 부탁해 와서, 레핀은 노르드만과 함께 프랑스를 

가게 되었다. 노르드만은 베라와 달리 사람이 결이 고왔다. 비교적 평정심을 유지하는 중에 

역사와 현실의 질곡을 예리하게 파헤치는 화가의 안목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받아들여 주었

다. 레핀은 베라와 이혼하고 나서 <여류 작가 노르드만 세베로바>와 살림을 차렸다. 그런데 

작품은 이전처럼 잘 되지 않았다. 팔이 말을 안 들었다. 몸으로 익힌 그림이라서 전혀 작품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터키 술탄에게 편지 쓰는 카자크인들을 그릴 때처럼 디테일이 살아

나지 않았다. 디테일이 사라지니 신도 악마도 사라졌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국가의회’ 인

물들의 초상을 연습할 때처럼 인상주의 화법으로 그림을 그려 나갔다. 디테일 없는 형상…. 

그 속에서도 사물의 정수는 그려낼 수 있었다. 그게 파리에서 익힌 인상주의 화법의 힘이 

었다.

사실 레핀은 국가의회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다음에는 실제로 생애가 마지막 장면에 다다

른 거야. 나는 그런 대작이 없어. 내 생애를 어느 갸륵한 역사가가 있어 한 줄이라도 기록하

겠냐구. 욕심 버리세요. 욕심이 사람 망치는 거라구요. 남들 다 아무런 역사 기록 없이 죽어도 

원망 없고, 그들이 애 낳아 기르고 아내 거느리고 해서 역사가 쌓이는 거잖아요. 나를 위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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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들지 말아요. 당신 같은 패배주의자에게, 도무지 뭐가 위안이 될까?

당신 왜 그래요? 미쳤어요? 그래 미쳤다. 환장해서 죽을라고 그런다. 거지 같은 인간. 그 소

리와 함께 민정숙 여사는 방 한 구석에 서 있는 스탠드를 들어 남편 이정년의 머리를 내리쳤

다. 이마가 터져서 피가 흘렀다. 민정숙 여사는 남편 이마에 흐르는 피를 휴지로 묻혀 내면서, 

남편을 끌어안고 울었다. 이정년은 피가 멎자 금방 코를 골며 잠이 들었다. 이렇게 자다가 그

대로 죽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이 민정숙 여사의 가슴을 가득 채웠다. 민정숙 여사는 스탠드

를 세워 놓으면서 질겁을 했다. 레핀이 그린 <이반 뇌제와 그의 아들 이반, 1582년 11월 16 

일>이라는 그림의 환상을 연기한 것일 뿐이었다. 그 그림은 도록에 양면으로 나와 있었다. 실

물은 모스크바 트레찌야코프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다. 민정숙은 냉장고에서 보드카 병을 꺼

내서 얼음을 넣어 한 잔을 단숨에 마셨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았다.

학회를 폐회하는 날이었다. 뻬쩨르부르그대학에서 주최하는 만찬이 있었다. 한국에서 온 

이들과 러시아 학자들, 그리고 블라디보스톡, 우즈베키스탄 등지에서 온 학자들이 같이 모이

는 제법 번화한 모임이었다. 마침 그 날이 10월 25일이었다. 시월혁명. 페테로그라드 겨울궁

전이 점령되고, 국가권력이 군사혁명위원회로 이관된 것은 이틀 뒤였다. 이정년은 그 상황을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의 <10월>이라는 영화를 통해 볼 수 있었다. 그 혁명이 이루어지기 전

에 자행된 폭력의 과정에 레핀의 생애가 전개되어 있었다. 물론 간헐적이지만, 레핀은 역사의 

현장을 화폭에 옮기는 데 게으르지 않았다. 이정년 자신은 용기가 없어서 역사 현장에 나서

지 못한 걸 후회했다. 그러나 굴욕을 참으면서 치열하게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위무하곤 했다. 혁명의 시대에도 농사는 지어야 하고, 애낳는 일은 

해야 한다는 것이, 삶의 복합성을 이야기하는 이정년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현장에 나서지 

못한 부담은 이정년의 의식에 짙은 그늘을 드리웠다.

뻬쩨르부르그에 오신 보람은 충분히 찾았습니까? 아젤리야나가 이정년에게 물었다. 어디

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이정년은 보드카를 한잔 하고 입술

을 빨았다. 혁명의 도시, 뻬쩨르부르그에서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시킨 이후, 인류사에

서 가장 장엄하고 도발적인 실험을 시작한 이래, 그 붉은 깃발 밑에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김수영 시인의 말대로, 자유에는 피가 묻어 있고 혁명은 고독하다는 것을 다시 생각했어요. 

스텐카 라진, 혁명을 위해, 동지들과의 의리를 위해 연인을 강물에 던져야 했던 그 인간은 동

지들이 봤을 때는 장하다 할지 몰라도, 자신의 가슴은 무너졌겠지요. 아젤리야나는 고개를 

갸웃하고 앉아서 들었다. 잠시 정적. 인생과 예술도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노사순 박사가 

이정년 옆으로 다가앉으며 신칙을 하고 들었다. 예술과 혁명의 관계에는 논리성이 없지요, 

생활과 사랑이 각노는 것처럼. 이정년은 레핀이 본처와 이혼하고 노르드만과 새로운 생활을 

꾸민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저랑 한 곡 땡기러 갈래요? 노사순 박사의 그 한 마디가 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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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여사의 눈을 흘기게 만들었다.

방법론적으로, 역사에 개입하는 것은 정공법보다는 우회적 방법이 안전하죠. 레핀은 혁명

을 직접 그리기보다는 혁명의 그늘, 말하자면 혁명의 후일담을 통해, 혹은 혁명의 배경을 통

해 자신을 혁명의 내러티브 가운데 포함시켜 넣는 방법을 택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

아요? 아무도 믿지 않았던 가장의 귀가, 그 서사를 그린 데 레핀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잖아

요. 노사순 박사가 이정년의 팔에 자기 팔을 걸었다. 민정숙 여사가 일어나 남편 이정년에게 

호텔 키를 넘겨주고 자리를 떴다.

러시아 박물관에서 레핀의 그림들을 보고 돌아온 후, 이정년은 기시감에 빠졌다. 레핀의 

그림이라면 다 본 듯한, 데자뷔(déjà-vu)에 휘둘리는 것이었다. 데자뷔의 착각 혹은 실감을 

자아내는 그림 가운데 하나가 <아무도 그가 돌아오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작품이었

다. 아내가 사다준 레핀의 화집 가운데서 보았을 뿐인데, 뻬쩨르부르그에서 보았다는 확신이 

차오르는 것이었다. 그 작품이 모스크바 트레찌야코프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번연

히 알면서도, 뻬쩨르부르그 러시아 박물관에서 금방 본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것이었다. 트

레찌야코프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는 그림은 불청객(Неждал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 영

어로는 The Unexpected Return이라고 되어 있다. 레핀이 40세에서 44세경에 그린 작품으로 

소개되어 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람이 살아서 돌아오는, 그 홀연히 나타나는 환영과도 같은 존재 앞

의 당혹감, 역사의 당혹감, 절대이성의 전개가 아니라 에피파니의 현현으로서의 역사,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정년은 도록에 나와 있는 레핀의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속으로 그 

그림을 두고 내러티브를 구성하고 있었다.

가장은 무슨 책인지 밤새워 책을 읽었다. 그리고 전에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인사도 없이 

집에 드나들었다. 위층에서 사내들은 목소리를 높여 격론을 벌였다. 그 격론의 내용 또한 알

기 어려웠다. 식구들은 불안에 떨었다. 경찰이 다녀간 다음날 가장이 사라졌다. 그리고 오 년

이란 시간이 흘렀다. 가장이 돌아오리라고는 식구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다. 한번 붙들려 

가면 약식 재판을 끝내고 사형을 당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사형을 면하고 유형을 가면 

유형지에서 병으로 죽었다는 통지서 한 장으로 돌아오는 이들이 마을마다 수를 헤아리기 어

려울 지경이었다. 그런데 가장이 돌아왔다. 그가 돌아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식

구들의 놀라움과 당혹감은 반갑다는 인사조차 건넬 수 없게, 식구들의 입을 얼어붙게 했다. 

눈들만 불안하게 굴렸다. 그런 식구들을 쳐다보는 가장의 눈 또한 불안이 가득했다. 혁명의 

의지로 아직 형형하게 빛나는 눈이었다. 식구들은 자기를 유형보냈던 정부측에 이미 개종을 

하고 말았을 것 같았다. 사실은 사면이 되었거나 석방이 된 게 아니라 탈출해서 돌아온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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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죽을 길에서 살아 돌아온 가장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돌려놓는 게 역사였다. 가장은 돌

아서서 문을 밀고 나갈까 하다가 다시 들어와 멈칫거리고 있는 중이었다.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보아도 아내요, 어머니고 동생들과 아들딸이었다. 가장은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이런 장면을 다시 만들지 않으려면 옷을 갈아입고 동지들이 죽어간 거리로 걸어나가

야 했다. 그 첫 걸음만이 유형지처럼 얼어붙은 가족을 풀어줄 수 있는 봄볕이었다.

레핀은 혁명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유형지를 떠도는 것 같이 살았다. 화가의 그림은 

어떤 그림이든지 자화상의 흔적을 간직하게 마련이다. 남을 그려도 그게 자화상인 셈이다. 

자화상 가운데는 성찰과 열망이 담긴다. 레핀 자신이 유형을 당해 갔다가 돌아온다면 가족들

의 놀람은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이다. 레핀의 ‘불청객’은 사바 마몬토프의 별장에서 작업을 하

고 있을 때, 트레찌야코프가 별장에 들러 직접 구입해 간 작품이라고 이정년은 알고 있었다. 

물론 그런 추정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이전에 작곡가 무소르그스키의 초상화를 구입하

기도 하고, 트레찌야코프 자신이 초상화를 부탁하기도 했던 적이 있었다. 트레찌야코프가 러

시아 미술사 세기의 획을 그을 수 있는 그 작품을 몰라볼 까닭이 없다. 일련의 작업을 통해 

직업적 안정감을 찾은 레핀은 시대적 분위기를 포착하는 작업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정년

은 자신은 시대의 변화를 어떻게 수용했고, 시대 변화를 앞서서 이끌어 가는 이들과 어떤 연

을 대고 살았는가 돌아보기도 했다. 길은 늘 안개 속으로 풀리고 말았다.

아내와 이혼하고, 레핀은 ‘생애의 애인’으로 불리는 나탈리아 노르드만(1863~1914)에게 생

애를 의탁하기로 작정했다. 이미 동거가 약속된 상황에서 함께 파리를 방문하게 되었다. 세

기가 바뀌는 시점에서, 재혼의 신혼여행이 된 셈이었다. 레핀은 거기서 이전의 패트론 마몬토

프의 아내를 만나기도 했다. 패트론의 아내는 레핀에게 끊임없이 구애를 했다. 레핀은 그것

은 안 될 일이라고 꼬리를 뺐다. 마몬토프의 아내는 노르드만이 레핀에게 더욱 이끌리는 계

기를 만들어 주었다.

레핀은 노르드만과 판란드의 쿠오칼라에 있는 고향집(пенаты)에 머물렀다. 둘이는 거기서 

러시아 엘리트 그룹인 ‘수요일 사람들’을 결성했다. 뻬쩨르부르그에서는 레핀의 귀환을 요구

했다. 그러나 레핀은 거절했다. 레닌 측의 2월 혁명에는 지지를 표명했다. 레닌이 도피해 있

었던 핀란드는 레핀의 도피처이기도 했다. 그것은 혁명을 주장하는 아내에게서 도피하는 도

피 행각이었다. 레핀은 쿠오칼라에서 레닌과 가까이 지낼 계제가 있었다. 레닌은 명석하고 

말이 거침없었다. 무엇보다 선명한 역사전망을 제시하는 게 마음을 끌었다. 그러나 레닌이 

내놓은 이른바 4월 테제는,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전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웠다. 레핀은 레닌

이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레핀은 항목별로, 붉은 잉크로 자기 생각을 적어 놓았다. 이정

년은 앞뒤 문장을 대비하면서 읽었다. 이 자료는 노사신 박사가 러시아 혁명박물관에 보관된 

것을 전사하다 이정년에게 준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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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고 있는 제국주의 전쟁에 단호히 반대하고 즉각 평화를 실현한다는 항목은 탓할 게 

없었다. 부르주아에게 권력을 넘긴 1단계에서 프롤레타리아와 빈농이 권력을 장악하는 2단

계로 나아가야 한다든지 임시정부를 지지하면 안 된다, 소비에트 권력을 확대해야 한다, 나

아가, 의회민주주의에 반대하고 소비에트 공화국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 등등의 언급은 그대

로 수용하고 넘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6항의 “지주의 토지를 몰수해 국유화한다.”는 대목에

서 이정년은 큰아버지를 떠올렸다. 이정년의 백부는 지주였고, 인민군의 죽창에 찔려 죽었다.

“당 대회를 소집하여 강령을 바꾸고 당명은 공산당으로 바꿔야 한다.”는 항목에서는 프란

시스 고야의 ‘거인’을 떠올리고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새로운 국제혁명조직으로 제3인터내

셔널을 창설해야 한다.”는 대목은 난감했다. 정치의 세계적 조직은 세계를 일원화하는 횡포

로 진전되어 다시 타도의 대상으로 전화된다는 것을 혁명사는 증거하고 있었다.

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현실은 열악했다. 반대세력에 대한 처벌은 살벌했다. 정적의 처벌은 

어느 체제라고 다를 바가 없었다. 혁명을 주도한 레닌은 세계를 노동자와 농민의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연단에서 목청을 돋구었다. 레닌의 발상에 레핀은 치를 떨었다. 지상에서 천국이 

실현된 적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헛된 꿈, 그 유토피아의 망집이 혁명을 일으킨다는 것을 이

정년은 문학을 공부하는 가운데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수용하는 편이었다.

이정년의 아내 민정숙 여사는 연해주와 연변지역 조선인 화가들의 행적을 조사하겠다고 

출국 준비를 하고 있었다. 11월로 접어들면서 일찍 추위가 닥쳤다. 아내 없이 추위를 견뎌야 

할 게 이정년의 걱정이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변월룡의 행적을 찾아서 사마르

칸트로 갈 만도 했다. 뻬쩨르부르그를 다시 찾아갈 수도 있고, 연변의 조선족 화가 한낙연의 

행적을 따라 중국으로 잠적할지도 몰랐다. 아내가 자기 일을 위해 외국으로 떠난다는 시점에

서 자신의 일상을 걱정하는 것은 단작스런 심보이기도 하고, 현역에서 물러나는 시점에서 삭

여야 하는 과제로 부각되는 부담이기도 했다.

노르드만은 1914년에 죽으면서 부동산을 아카데미에 헌납했다. 노르드만과 같이 살던 레

핀은 집과 땅을 내놓을 생각이 없었다. 러시아는 영국, 프랑스와 연합국이 되어 독일과 오스

트리아 동맹국과 전쟁을 시작하는 시점이었다. 레핀은 남은 여생 16년 동안, 1930년 9월 29

일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았다. 그가 살던 별장은 1940년 박물관이 되었다. 이정년은 자기 서

가를 둘러보았다. 어수선하게 꽂힌 책들 사이에 아내 민정숙 여사가 모아 놓은 자료들이 책

장 하나를 차지하고 있었다. 자기가 쓴 책은 겨우 서너 권이었다. 그나마 절판이 되고 보관본

을 챙기지 않아 자취가 없었다.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려니…. 어둠을 밀어내면서 새벽이 밝아

왔다.

아젤리야나 교수에게서 메일이 왔다. 선생님, 혁명이 꼭 총칼 들고 횃불 날리며 탱크 몰고 

왕궁으로 쳐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선생님은 날마다 혁명을 한 분이잖아요? 혁명을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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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마음에 바람이 일면 뻬쩨르부르그로 오세요. 네바강은 혁명가도 사기꾼도, 예술가도 창녀

도 다 품어 흘러가는 강이거든요. 매리 홉킨의 Those were the Days를 첨부하니 가끔 들으

세요. 선생님이 부르던 스텐카 라진보다 절절하게 다가오는 노래거든요.

이정년은 인터넷에서 매리 홉킨의 노래를 연결하고 스피커 볼륨을 올렸다. Oh my friend 

we’re older but no wise, for in our hearts that dreams still the same. 이 구절에서 이정년은 

자기도 모르게 눈자위가 시려 왔다. 나이를 먹어도 철이 안 드는 것은 삶의 기술일지도 모른

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이 먹는 데 따라 철이 들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꿈을 털어버리면, 

거기 어떤 학이 있어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하늘로 치솟아 오를 것인가. 바보 같은 꿈이라도 

꿈을 계속되어야 할 일이었다.

핸드폰이 드르륵 울렸다. 아들 이중성은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로, 그거보세요, 내가 뭐랬

어요, 그렇게 치받고 나왔다. 장한평이 자기 선배인데, 전화를 해 왔다는 것이었다. 너네 아버

지 소설 안 되겠더라잖아요. 챙피하게 말예요. 그딴 소설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그딴 

데나 실어요. 너 나좀 보자, 지금 어디냐? 공항인데요. 공항은 왜? 엄마가 우즈베키스탄에 간

다고 해서 모셔다 드리고 오는 중입니다. 뻬쩨르부르그, 당시 레닌그라드가 독일군에게 봉쇄

당했을 때 예술아카데미 멤버들은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로 피난해서 미술교육을 했다

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거기 연변출신 화가 변월룡이 함께 있었다. 알았다. 서울대학교에서 

30년 문학을 가르치다가 퇴임한 이정년 박사는 ‘알았다’는 세 음절을 내뱉고는 입이 막혔다.

거기서 이정년의 원고는 끝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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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동일: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한국문학회 창립40주년기념학술회의, 부산대학교 인덕관

대회의실, 2017. 6. 17.

   3.   조동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 나아갈 방향. 한국학중앙연구원 백과사전 상시 수정

증보를 위한 학술회의, 2017. 6. 22.

   4.   조동일: A Comparative Study of the Levels of Mythology Transmission in Cheju and 

Yunnan. 首屈東亞民俗文化與民間文學論壇, 雲南大學, 2017. 8. 20.

   5.   조동일: 문학사의 내력과 진로. 대한민국학술원과 일본학사원 공동 학술회의, 서울대학

교 호암교수회관, 2017. 9. 21.

   6.   조동일: 한국 근대문학의 특질과 위상. 계명대학교 세계 속의 한국문학 국제학술회의, 

2017. 11. 3.

<강의 및 특강>

   1.   학문의 내력: 여섯 저서.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강연, 고려대학교 국제관 215

호실, 2017. 3. 15.

   2.   儒 ·彿 ·道의 고전과 오늘날의 학문.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연, 성균관대학교 퇴계

인문관 31406호실, 2017. 5. 12.

   3.   한국고전의 재발견. 국회사무처 주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2017.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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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학구열과 신명풀이. 파주 출판단지 도서 축제, 푸른사상사, 2017. 9. 16.

<기고문>

   1.   김용직 회원을 애도하고 추모한다. 대한민국학술원통신 285호, 21-22쪽, 2017. 4. 1.

   2.   우리말 오용의 범인. 경향신문, 2017. 5. 13.

   3.   국회에서 한 고전 강연. 대한민국학술원통신 288호, 2-5쪽, 2017. 7. 1.

   4.   인문학교육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대산문화 64호, 31-37쪽, 2017년 여름호.

   5.   삼국유사를 스승으로 삼고. 8-11쪽, 도서출판 시와 진실사, 세계시민 2017 여름호. 

   6.   동아시아문학을 재인식하자. 22-34쪽, 문학사상, 2017년 10월호.

   7.   중국 雲南大學 民俗文學 국제학술회의 참가기. 대한민국학술원통신 291호, 2-4쪽, 2017. 

10. 1.

최명옥 (국어국문학과)

<논문>

   1.   최명옥(2017) 15세기 한국어의 의문법 종결어미의 형태론. 진단학보 129. 123-152.

   2.   최명옥(2017) 경주지역어-신라어로부터 현대 한국어까지. 강석근 편, 경주말[語]의 보존

과 활용 2. 경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15-43.

<학술발표>

   1.   15세기 한국어의 의문법 종결어미의 생성형태론. 2017년도 여름 국어사학회 전국학술대

회, 계명대학교 영암관, 2017. 7. 12.

   2.   경주지역어: 신라어로부터 현대 한국어까지. <경주말의 보존과 활용> 학술발표회, 경주

문화원 강당, 2017. 11. 3.

<특강>

   1.   우리가 언어에 대해 알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중국: 중앙민족대학, 2017. 5. 22.

   2.   한국어의 실체는 무엇이며 한국어학의 대상은 무엇인가?, 중국: 중앙민족대학, 2017. 5. 

22.

   3.   한국어학에서 형태론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까지 형태론 연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중국: 중앙민족대학, 2017. 5. 23.

   4.   구조주의 언어학과 변형-생성문법론의 차이는 무엇인가?, 중국: 중앙민족대학, 20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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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5.   방언 조사(또는 현지 조사) 원칙과 조사 방법은 어떤 것인가?, 중국: 중앙민족대학, 2017. 

5. 25.

<사회봉사: 강의>

   1.   논리적인 글쓰기와 논리적인 사고(思考)의 형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

강, 인천동산고등학교, 2017. 6. 16.

   2.   논리적인 글쓰기와 논리적인 사고(思考)의 형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

강, 명덕외국어고등학교, 2017. 7. 10.

김학주 (중어중문학과)

<저서>

   1.   김학주: 서재에 흘린 글 –이불잡문집(二不雜文集). 제4집, 총 251쪽, 명문당, 2017. 2. 14.

   2.   김학주: 나와 6 ·25사변, 그리고 반년간의 군번 없는 종군. 총 153쪽, 명문당, 2017. 8. 16.

<기고문>

   1.   張亨敎授與我的舊事. 臺灣 張亨敎授紀念集, 張亨敎授紀念集編輯委員會, 2017. 5.

   2.   알기 어려운 중국의 문론(文論). 大韓民國學術院通信 제287호 大韓民國學術院 학술진흥

과, 2017. 6. 1.

<학술회의>

   1.   김학주: 중국의 戱曲과 文學 文化. 최근 국내 중국공연문화 연구의 동향과 지향, 2017년 

한국중국희곡학회 학술회의, 한국중국희곡학회, 서울대학교 신양인문학술정보관 국제회

의실, 2017. 6. 7.

신정현 (영어영문학과)

<저서>

   1.   신정현: 포스트모던 시대의 정신: 인본주의적 가치의 붕괴와 후기 근대의 디스토피아. 총 

552쪽,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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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환덕 (독어독문학과)

<역서>

   1.   박환덕 역: 프란츠 카프카 저, 변신(Die Verwandlung), 총 152쪽, 범우사, 2017. 3. 25.

   2.   박환덕 역: 헤르만 헤세 저, 행복론(Glück), 총 118쪽, 범우사, 2017. 7. 2.

이정민 (언어학과)

<논문>

   1.   Lee, Chungmin (2017) Metalinguistic Negation vs. Descriptive Negation: Among their 

Kin and Foes. In Malin (ed.) The Pragmatics of Negation: Negative meanings, uses 

and discursive functions, Amsterdam: John Benjamins. [P&bns 283], scheduled to be 

published in December 2017.

   2.   Lee, Chungmin (2017) Contrastive Topic, Contrastive Focus, Alternatives, and Scalar 

Implicatures. In Lee, C., F. Kiefer and M. Krifika (eds.) Contrastivess in Information 

Structure, Alternatives and Scalar Implicatures. 3-21. Cham: Springer.

   3.   Lee, Chungmin, Ferenc Kiefer and Manfred Krifika (2017) Introduction. In Lee, C, F. 

Kiefer and M. Krifika (eds.) Contrastiveness in Information Structure, Alternatives and 

Scalar Implicatures. ix-xix. Cham: Springer. 

   4.   Lee, Chungmin, Ferenc Kiefer and Manfred Krifika (2017) (eds.) Contrastivess in 

Information Structure, Alternatives and Scalar Implicatures. Cham: Springer.

   5.   Lee, Chungmin (2017) Languages with Non-factive Knowledge Verbs of ‘know’, The 

Proceedings of Logic and Engineering of Natural Language Semantics 14(LENLS 14), 

Paper No. 29, 13-15 November, 2017, Tokyo Campus, Bunkyo-ku, Tokyo, University of 

Tsukuba, Japan, 2017, ISBN 978-4-915905-85-8 C3004 ( JSAI).

<발표 논문>

   1.   Lee, Chungmin and Seungjin Hong. The Cloud of Knowing: Non-factive 알다 ‘know’ 

(as a Neg-raiser) in Korean. KSLI-영어학학회.

   2.   Non-factive verb ‘know’ in Korean, Turkish and Hungarian, 한국언어정보학회, 한국영

어학학회, 한국현대언어학회, 한국언어연구학회 봄 연합학회, 2017. 6.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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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Metalinguistic negation and descriptive negation, at National Central University of 

Taiwan, Taipei, 2017. 10. 19.

   4.   Metalinguistic negation vs. descriptive negation among their kin and foes, at Academia 

Sinica, Taipei, 2017. 10. 20.

   5.   나의 <언어학> 사랑 및 비사실성 ‘알다’, 구결학회, 2017. 12. 23.

<학위논문 심사 및 박사 후 연수지도>

   1.   박사학위(언어학 - 김효진) 논문심사.

   2.   석사학위(인지과학 - 박지수) 논문심사.

   3.   외국 박사의 박사 후 국내연수(연구재단 지원 - 최윤희) 지도교수

<강의 및 특강>

   1.   언어학과 인지과학에의 초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미림여자고등

학교, 2017. 1. 25.

   2.   언어학과 인지과학에의 초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명덕외국어고등

학교, 2017. 7. 19.

   3.   논리와 논술(윤리 중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불어교육과, 2017. 9. 14.

<기타 근황>

(국제회의 참가)

   1.   Sustainability Science Symposium Academia Sinica (Taiwan) 주최. 2017. 10. 22.

   2.   ICSU-ISSC General Assembly 참가: ISC로의 통합 투표. 2017. 10. 23~26.

   3.   The 1st Int’l Conference on the Theoretical East Asian Psycholinguistics (ICTEAP-1) 

General Discussion 참가,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March 10-12. 

   4.   PACS (Perception, Action and Cognitive Systems - Next Generation AI), General 

Discussion (with invited scholars), 한국정보과학회, Seoul Nat’l University, Nov. 2-3, 

2017.

2016년도 학술 및 봉사활동

회보 제12호(2016)의 편집과정에서 착오로 2016년도 활동목록이 누락되었기에 이번 호에 함

께 싣습니다.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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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   이정민(2016) 심리술어와 1인칭: 증거성의 문제. 언어( Journal of Linguistics) 41-4, 679-

713.

   2.   이정민(2016) 自我 표현. 학술원논문집(인문 ·사회과학편) 제55집 2호. 1-37.

   3.   Lee, Chungmin and Seungjin Hong (2016) The Cloud of Knowing: Non-factive al-ta 

‘know’ (as a Neg-raiser) in Korean. Proceedings of PACLIC 30. 527-533.

   4.   이정민(2016) 자아표현: 심리술어, 1인칭, 증거성의 문제. 대한민국학술원세미나 자료집, 

1-20. 

   5.   Lee, Chungmin and Seungjin Hong (2016) The Cloud of Knowing: Non-factive 알다 

‘know’ (as a Neg-raiser) in Korean. KSLI-영어학학회, PACLIC 30. 

<국제회의 참가 및 보고서>

   1.   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ce (ICSU)-International Social Science Council (ISSC) 

Joint General Assembly 24 October to 27 October in Oslo and ISSC Thematic Seminar 

on “Move-Global Migration, Challenges and Responses” 참가. 

   2.   이정민, 박상대 집필 2016. “國際社會科學理事會(ISSC) 總會參加記 主題세미나 ‘移動-전

세계적 移住, 도전, 대응에 대해’를 중심으로”, 학술원 국제학술 교류 보고서 제7집. 165-

176.

<국제 학술지 등 편집(자문)위원>

   1.   국제지 Journal of Pragmatics, Board of Editors, Elsevier.

   2.   국제지 Glossa, Editorial Board.

   3.   국제 총서 단독 Editor. Springer book series [Language, Cogntion and Mind] (LCAM) 

Vol.1 Negation and Polarity: Experimental Perspectives, Vol.2 Bayesian Natural 

Language Semantics & Pragmatics, Vol.3 Compositionality and Concepts in Linguistics 

and Psychology. Cham: Springer.

   4.   국제 총서 Current Research in the Semantics/Pragmatics Interface (CRiSPI), Editorial 

board, Brill.

   5.   국제지 Editor-in-Chief. Journal of Cognitive Science, 서울대 인지과학 연구소 및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ognitive Science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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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학술지 등 논문 심사>

   1.   국제지 Journal of Pragmatics; Studies in Language; Language Sciences,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 JEAL), Glossa, Lingua 논문 심사 등. SALT(Semantics and Linguistic 

Theory) 27차 대회 논문 abstracts 심사; Japanese/Korean Linguistics Conference 

abstracts 심사; WAFL abstracts 심사; TEAL abstracts 심사; Australian National U 박사논

문 심사. QS Global Academic Survey 2017 [the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평가 요

청 2017. 3. 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 [DFG] (German Research Foundation) 

연구과제 Modality and Polarity 심사위원 요청 2017. 11.

이현복 (언어학과)

<국내외 학술 발표 및 학술지 발표>

   1.   한-일 비교언어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Japanese)의 회장으로 제11차 국제 한일 비교언어학회 학술대회를 주관하고 이사회 및 

총회 개최함, 2017. 9. 23. 목원대학에서 개최된 이 학회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등의 학자

가 참여하여 1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매년 열리는 이 대회가 

2018년에는 일본에서 열릴 예정임. 

   2.   일본영어음성학회(The English Phonetic Society of Japan)가 주최한 세계 3차 세계영어

음성학자대회(The 3rd World Congress of English Phoneticians)에서 “Three Perennial 

Phonetic Issues of Japanese English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함. Fukuoka Seinan Gakuin 

Univeristy, 2017. 10. 20~22.

   3.   “한국어와 일본어 리듬의 비교 연구”(“Comparison of Korean and Japanese rhythm” 공

동 구두 연구 발표. Taniguchi, M., Lee, H. B., and Shibata, Y., 21st National Conference 

of the English Phonetic Society of Japan. 19 November 2016 at Waseda University.

   4.   한국어와 영어의 리듬에 관한 공동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English 

rhythm”의 학술지 발표. Taniguchi, M., Lee, H. B., and Shibata, Y. “English Phonetics” 

No. 21, pp.313-320, English Phonetic Society of Japan, January 2017.

   5.   한국어와 일본어의 리듬에 관한 공동 연구 “Comparison of Korean and Japanese 

rhythm (A case study)” 학술지 발표. Taniguchi, M., Lee, H. B., and Shibata, Y. “The 

Phonetician”, 114 (pp.58-71),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Phonetic Sciences, 

December 2017.

   6.   “기초 에스페란토어(Essential Esperanto” 공동 편찬. 프랑스의 에스페란토어 전문학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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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n Doublet 씨와 공동으로 “기초 에스페란토어(Essential Esperanto”의 공동 편찬 작업

을 계속 수행함. 이미 두 필자의 공동 논문인 ”Essential Esperanto - A New Way to 

Teach Esperanto”란 논문이 2013년에 출간된 일본 영어음성학회의 “이현복 교수 희수 기

념 논문집”(Festschrift for Professor Hyun Bok Lee’s 77th Birthday: 英語音聲學 學術論

文集 Vol. 18, The English phonetic Society of Japan)에 실려 있는바, 이를 토대로 학습

하기 쉬운 에스페란토어 입문서를 펴내기 위함이다. 에스페란토어는 자연어에 비해 문법

과 어휘 및 발음이 쉬운 인공 국제어긴 하나, 아직도 라틴어를 비롯한 서구어의 불필요한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제거하여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논거 하에 이 편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종래에 16개에 달하던 에스페란토어의 규칙을 두 편찬자는 8개로 

축소하였다.

   7.   논문 “Vowel Shortening and Compensatory Fortis Stop Reinforcement in Korean”을 상

기 한-일비교언어학회의 목원대학 학술대회에서 Young Shin Kim(충남대)과 공동 발표

하였다.

   8.   논문 “국제한글음성문자(International Korean Phonetic Alphabet)를 이용한 한국어와 

중국어의 외래어 표기 시안”을 Lee Hai Long(산동대)와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9.   논문 “Vowel Shortening and Compensatory Fortis Stop Reinforcement in Korean”의 수

정본을 대한음성학회의 2017 국제학술대회에서 Young Shin Kim(충남대)과 공동으로 발

표(Poster Session), 서울대학교, 2017. 11. 10~11.

<강의>

   1.   한국어와 영어의 표준 발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명덕외국어고등

학교, 2017. 7. 12

   2.   한글의 10대 우수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

속중학교, 2017. 12. 22.

<작사, 작곡, 노래 등의 음악 활동>

   1.   서울대학교 기독교 지교회 초청으로 “불길같은 성심이여”를 독창함. 2017. 12. 11.

   2.   작사, 작곡과 노래 등을 독창 또는 2중창으로 노래함. 2017년 1년간, Panis Angelicus(생

명의 양식), Heiden Roeslein(들장미), 님의 말소리, 산들 바람, Santa Lucia Luntana(먼 

싼타 루치아), Wasserflut(홍수), Gentle Annie, Because, Old Soldiers Never Die, 나의 

유나 장송곡(9.9일 타계한 내자의 임종시 부른 노래), The Lord’s Prayer(주기도문), 먼 후

일, 초혼, Silver Threads Among the Gold(은발) 등 40여 곡이 유튜브에 올라 있다. 유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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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 창에 곡명과 이현복을 입력하면 해당 노래를 불러낼 수 있으며, “young hansli”를 유

튜브 입력 창에 치면 모든 노래를 한꺼번에 불러 낼 수도 있다.

한영우 (국사학과)

<단행본>

   1.   미래를 여는 우리 근현대사. 총 336쪽, 경세원, 2016. 1. 7.

   2.   나라에 사람이 있구나: 월탄 한효순이야기, 총 388쪽, 지식산업사, 2016. 11. 15.

   3.   우계 성혼 평전. 총 428쪽, 민음사, 2016. 12. 20.

   4.   반차도로 따라가는 정조의 화성행차. 독일어 번역본, 독일 오스타시엔출판사, 2017.

   5.   정조평전: 성군(聖君)의 길(상하 2권). 상권 총 448쪽, 하권 총 424쪽, 지식산업사, 2017. 

10. 14.

   6.   반차도로 따라가는 정조의 화성행차. 영어 번역본, 영국 런던, 르네상스출판사, 2017.

안휘준 (고고미술사학과)

<학술단문>

   1.   여당 김재원 선생과 나의 학운. 김리나 편집, 박물관의 초석을 놓다: 여당 김재원 박사 추

모집(여당 김재원 박사 기념사업회), 228-241쪽, 2017. 8.

   2.   『조선시대 화가 총람』의 출간을 반기며. 정양모 저, 조선시대 화가 총람(시공사), 13-15쪽, 

2017. 12.

<학술강연 및 논평>

   1.   한국미술사 산책(4) - 고려시대/ 한국 전통문화와 역사의 이해. 제9회 박물관대학, 허준

박물관 시청각실, 2017. 4. 19.

   2.   조선시대의 회화. 가회민화박물관, 2017. 5. 19.

   3.   통일신라와 고려의 미술. 2017 고양 가와지볍씨 인문학 월례강좌, 가와지볍씨 박물관 강

의실, 2017. 6. 16.

   4.   한국의 고대미술. 2017 해양인문학 명사특강,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사회교육관, 2017. 10. 

17.

   5.   세종조 미술의 재조명 - 안평대군과 안견을 중심으로 -. 사단법인 안평 ·안견 현창사업회 

창립기념 제8회 꿈-몽유도원 무계정사 문화축제, 서울 종로구 부암동 무계원,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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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6.   (총평)고지도와 회화. 겸재정선미술관 심포지엄, 2017. 5. 12.

   7.   (서평)최영도 저, 아잔타에서 석불사까지(가파랑, 2017. 12).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

홀, 2017. 12. 18.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1984~2017. 5. 30.

    (위원 1984부터 연속 33년간, 위원장 연속 20여년간 봉사)

   2.   한성 ·백제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위원. 2012~현재.

   3.   아리랑세계화포럼 자문위원회 위원. 2013. 11~현재.

   4.   안평 ·안견 현창사업회 고문. 2017. 12. 13~현재.

<기타 근황>

   1.   서울대학교 박물관 도서실에 이미 기증한 9,870권에 보태서 400권을 추가로 기증하여 

10,000권을 넘김/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도 졸저 23권을 포함하여 153권을 기증했음, 

2017. 10.

   2.   은사이신 삼불 김원용 선생의 흉상 제작 자문과 문안 작성(2017. 4), 경기도 연천군 전곡

리에 세움(제막식; 2017. 5. 3).

   3.   국보 심의, 고궁박물관내 문화재위원장실, 2017. 3. 14.

   4.   국립중앙박물관 특설강좌(속칭 박물관대학) 개설 40주년 기념식에서 감사패를 받음, 국

립중앙박물관 소강당, 2017. 3. 20.

   5.   <20세기 ‘한국화’의 역사> 전시를 축하함,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 2017. 7. 7.

   6.   최옥수 개인전을 축하함, 미술세계갤러리. 2017. 3. 8.

   7.   철견 곽로봉과 제자들 전시를 축하함, 한국미술관, 2017. 9. 20.

   8.   중동고등학교 교문 설치 자문(문안과 서체)및 개막식 축하, 중동고등학교 교문 앞, 2017. 

9. 26.

   9.   서울옥션 이호재 회장의 Mont blanc상 수상을 축하함, 가나화랑. 2017. 9. 26.

10.   한국서학회 주최 <한글서예의 어제와 오늘> 전시를 축하함,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2017. 10. 12.

11.   정양모 저, <조선시대 화가 총람> 발간을 축하함, 호림박물관, 2017. 12. 6.

12.   안평 ·안견 현창사업회 출범을 축하함, 무계원 정원, 201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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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재 (고고미술사학과)

<논문>

   1.   임효재(2017) 일본 오키노시마 고대 항구의 유네스코 유산으로서의 가치와 그 의미. 

2017 당성 학술대회 화성 당성과 고대 포구, 화성시, 153-161쪽, 2017. 9. 22.

<강연>

   1. 임효재(2017) 여주 흔암리 유적과 쌀문화. 제3회 여주박물관대학, 여주시, 2017. 11. 15.

<국제교류>

   1.   2017 일본큐슈지역 고고학유적 학술탐방: 요시노가리역사공원, 히메시마 흑요석 전시관, 

가고시마 우에노하라 유적, 사이토바루 고분역사공원, 2017. 7. 17~19.

<기타 근황>

   1.   환영사: 2017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 - 유라시

아의 구석기고고학 현황, 2017. 8. 16~21.

   2.   환영사: 제25회 연천구석기축제 및 제9회 문화유산과 유적보존을 위한 국제워크숍, 연천

군, 2017. 5. 2.

   3.   축사: 2017 암사동유적 국제학술대회 - 동북아시아지역 빗살무늬 문화의 기원과 지역적 

발전, 강동구, 2017. 9. 15.

   4. 자문위원: 서울 암사동 유적 종합정비계획, 강동구, 2017. 7~12.

   5. 인터뷰: 김포 역사문화 구술채록 사업, 김포문화재단, 2017. 6. 7.

   6. 인터뷰: KBS 9시 뉴스 보도 – 김포서 쌀 꽃가루 화석 검출, 2017. 11. 14.

최몽룡 (고고미술사학과)

<저서>

   1.   최몽룡: 中國 考古學 - 중요 주제 ·항목별로 본 中國 文化史 序說 -, 총 875쪽, 서울: 주류

성, 2018년 3월 출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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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1.   안성시 ·한국고대학회 ·백산학회 ·국립교통대학 박물관 주최 ‘고려 태조 진전사원 봉업사

의 역서적 가치와 보존방안’ 학술발표회 기조강연. 21-50쪽, 안성 봉업사지와 죽주산성, 

2017. 9. 24.

   2.   한국상고사학회 창립 30주년 회고와 전망. 한국상고사학회, 충북대학교 강당, 2017. 12. 

14.

   3.   한국상고사학회의 창립 30주년을 맞아-회고와 전망-, 한국상고사학회 창립 30주년기념 

48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회 ‘동아시아에서의 한국 상고사’. 충북대학교 인문대학 

합동강의실, 2017. 12. 14.

<기고문>

   1.   支石墓로 본 한국 청동기와 철기시대 문화-韓國 支石墓 硏究 序說-. 古朝鮮學報 6호, 

2017.

<강의 및 특강>

   1.   한국 선사시대의 문화와 국가의 형성-역사교과서의 편찬 문제-. 창원문화원 강당, 2017. 

3. 30.

   2.   중국문화사의 이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융합고고학과, 2017. 10. 25.

사회과학대학

김경동 (사회학과)

<저서>

   1.   Kim Kyong-Dong: Alternative Discourses on Modernization and Development: East 

Asian Perspectives. pp. 271, London an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7. 5.

   2.   Kim Kyong-Dong: Korean Modernization and Uneven Development: Alternative 

Sociological Accounts. pp. 286, London an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7. 5.

   3.   Kim Kyong-Dong: Confucianism and Modernization in East Asia: Critical Reflections. 

pp. 266, London an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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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   김경동(2017) “아시아란 무엇인가?” 이찬수 편. 『아시아 평화공동체』 37-63. 도서출판 모

시는 사람들.

   2.   김경동(2017) “현대사회에서 유학과 공동체 의식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I s 

Concfucianism Still Relevant to the Sense of Community?) 한국정신문화재단 편. 『21세

기 인문가치포럼: 인문가치, 공동체를 꽃피우다』(Human Values: Time for a Community 

to Bloom). 21-50. 디자인하우스.

<학술회의>

   1.   김경동: 미래 신문명과 동방문화의 의의: 문명론적 성찰. 여시재(미래문제연구소) 세미나, 

여시재 회의실, 2017. 2. 28.

   2.   김경동: 사회의 발전과 행복: 사회학적 성찰. 한림대학교 “행복한 삶과 지속가능한 사회

의 조건: 한국형 통합적 사회경제 모델에 관한 연구” 특별 세미나, 꾸머스페이스 세미나

룸, 2017. 6. 30. 

   3.   김경동: 격랑의 시대, 창의적인 상담으로 희망 짓기. 기조강연, 한국상담학회 연차대회 

“변화하는 시대의 상담학, 희망을 말하다,” 건국대학교, 국제회관, 2017. 8. 10.

   4.   Kim Kyong-Dong: Some Additional Thoughts on Values of the Future City. the Future 

Consensus Institute Beijing Seminar, “New Civilization, the Future City,” Pangoal 

Institution, Beijing, 2017. 8. 13~14.

   5.   Kim Kyong-Dong: Is Perfect Democracy Possible?. Keynote Speech, The 44th National 

Academy of Sciences(NAS) International Symposium, Grand Conference Hall, NAS, 

2017. 10. 20.

   6.   Kim Kyong-Dong: Can Confucianism Make a Difference in the Reconstruction of 

Democracy under Threat. Keynote Speech, The 21st Century Human Values Forum 

2017, “Confucianism and Human Values for the Future,” organized by the Korea 

Foundation for Cultures and Ethics, Andong Culture & Arts Center, 2017. 10. 21~22.

   7.   김경동: 미래세대 행복과 헌법: 발상전환을 위한 성찰. (사)미래학회 2017 추계학술대회 

“헌법개정과 국가미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2017. 12. 20.

   8.   김경동: 미래 신문명과 미래도시의 가치: 문명론적 접근. (재)여시재 연말세미나, 여시재 

회의실, 2017.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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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및 특강>

2017 김경동 교수의 자원봉사 창의 아카데미. 한국자원봉사포럼, 대한민국학술원 대회의실, 

2017. 9. 26~11. 28.

   1.   제1강, 철학과 문명사: 인문학적 상상력과 자리매김.

   2.   제2강, 사회변동과 미래: 사회변동의 추세와 미래사회의 비전.

   3.   제3강, 시민사회: 시민의 책무와 사회혁신.

   4.   제4강, 나눔의 사회학: 기업사회공헌, 노블레스 오블리주, 프로보노, 시티즌 오블리주.

   5.   제5강, 자원봉사문화: 마음의 프레임과 문화조성.

   6.   제6강, 도전과 전망: 민관관계의 성찰과 제도의; 메커니즘, 시민사회 역량강화, 자원봉사

계 개선.

<기고문>

   1.   未來世代의 幸福은 누가 責任지는가?. 학술원통신 제282호, 9-13면, 2017. 1. 1.

<동정>

(수상)

   1.   김경동(사회학과): 제13회 경암상(인문 ·사회 부문) 수상, 2017. 11. 3.

<기타 근황>

(대담)

   1.   Wendell Bell(Yale 대학 사회학과 교수, 전 세계미래학회 회장), 여시재 세계석학과 만남 

(“여시재가 묻고 세계가 답하다”), 미국 New Haven, CT, Yale 대학 명예교수회관, 2017 . 

5. 25.

   2.   Guy Sorman(프랑스 출신 미국의 지식인, 저술가, 문명비평가), 여시재 세계석학과 만남 

(“여시재가 묻고 세계가 답하다”), 미국 New York 자택, 2017. 5. 26.

신용하 (사회학과)

<저서>

   1.   신용하: 한국민족의 기원과 형성 연구. 총 445쪽,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 1. 25. 

       [내용] 한국민족의 기원에 대해 종래의 ① ‘예’ 1부족설, ② ‘예맥’ 1부족설, ③ ‘예’와 ‘맥’ 2

부족 결합설을 검토하고, 새 학설로 ‘한’ · ‘맥’ · ‘예’ 3부족 결합설을 제시하였다. 한국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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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맥 ·예 3부족이 결합하여 ‘고조선’ 고대국가를 형성하면서 ‘원민족’을 형성한 이후 

‘전근대민족’을 거쳐 ‘근대민족’으로 발전한 과정을 실증적으로 구명함.

   2.   신용하: 신판 신간회의 민족운동. 총 416쪽, 지식산업사, 2017. 9. 12.

       [내용] 일제강점기 1927~1931년의 5년간 전민족적 전국적 민족운동단체로 창립되어 활

동한 신간회(新幹會)의 창립, 이념, 조직, 중앙본부의 민족운동, 지방지회의 민족운동, 일

제의 탄압, 해체 과정, 신간회 운동의 역사적 의의 등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2007년 

독립기념관에서 비매품으로 간행했던 것을, 이번에 개고 수정하여 순국문판 일반용으로 

간행한 것임.

   3.   신용하: 개정증보 한국근대민족운동사. 총531쪽, 일조각, 2017. 9. 25.

      [내용] 한국 근대민족운동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① 한말 의병운동의 기점, ② 전

국 ‘십삼도창의 대진소’의 연합의병운동, ③ 홍범도 의병부대의 항일무장투쟁, ④ 신민회

의 독립군기지 창건운동, ⑤ 신한청년당의 독립운동, ⑥ 3 ·1독립운동의 전개과정, ⑦ 독립

군의 봉오동전투와 청산리독립전쟁, ⑧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 ⑨ 대한민

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의 역사적 의의 등의 연구논문을 수록했다. 국한문혼용판으로 

1988년에 간행했던 것을 제9논문을 증보하면서 모두 순한글판으로 개정 증보한 연구서

임.

<학술회의>

   1.   신용하: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이고 일본영토가 아닌 진실과 그 증거. 한국글로벌피스재

단, 독도문제 학술회의, 광주 4 ·19혁명기념관 강당, 2017. 5. 27.

   2.   신용하: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 주장의 허구성과 실증적 비판. 독도연구보전협회 ·독도학

회 ·한국영토학회 합동 2017년도 학술대회,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 2017. 10. 25.

<특강>

   1.   식민주의 사관의 극복 문제. 퇴계학진흥회, 퇴계학진흥회 회의실, 2017. 3. 8.

   2.   대한민국영토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 민세의 독립사상. 민세 안재홍선생 기념사업회, 평

택시청 회의실, 2017. 4. 13.

   3.   동북공정의 역사관에서 보는 한 ·중 관계와 중국 지도층의 한국역사 인식. 21세기 경영인 

클럽, 플라자호텔 메이플홀, 2017. 6. 16.

   4.   독도영유권 수호정책 강화 필요.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영남대학교 대회의실, 2017. 6. 

23.

   5.   독도영유권 문제와 동아시아 평화. 김재준 목사 기념사업회, 김재준 목사 탄생 116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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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 강연회, 한국기독교회관 대회의실, 2017. 11. 6.

   6.   독도가 한국영토이고 일본영토가 아닌 명확한 실증. 부산광역시 공무원교육 특강, 부산

광역시, 부산광역시청 대강당, 2017. 11. 9.

   7.   안중근 의사의 구국활동의 특징과 역사적 의의. 안중근아카데미, 안중근의사기념관, 

2017. 12. 5.

<기고문>

   1.   독립기념관 30년의 빛나는 활동과 업적. 월간 독립기념관 제354호(2017년 8월호). 독립기

념관, 10-13쪽, 2017. 8. 1.

<연구>

1. 신용하, 우실하, 박선희, 임재해, 윤명철, 백종호: 고조선문명의 학제적 연구. 한국학 학술

진흥재단, 2013. 10.1~2017. 9. 30.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위원장.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인명사전 편찬위원회, 2017. 1. 1~현재.

   2.   심사위원. 민세(안재홍)상 심사위원, 민세안재홍 선생 기념사업회, 2017. 11. 4.

<기타 근황>

   1.   “한국민족의 기원문제” 조선일보 인터뷰. 2017. 2. 6.

   2.   광복절기념 1시간 좌담, “한국독립운동과 광복절의 의미” OBS 명불허전, 2017. 7. 20.

   3.   대한민국건국논쟁 지상토론,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 시작해서 1948년 완성” 조선일보 

기획인터뷰, 2017. 8. 29.

   4.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장서 5,300권 기증, 2017. 12. 14.

전경수 (인류학과)

<논문>

   1.   전경수(2017) 赤松智城の宗教学散策――未刊原稿と写真資料を中心に――. やまぐち地

域社会研究 14: 1-12.

   2.   전경수(2017) 사진으로 보는 金孝敬 선생. 近代書誌 15: 393-412.

   3.   전경수(2017) 일제의 창씨개명 정책 실시와 조선민중의 은항책. 近代書誌 16: 43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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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대학

박세희 (수리과학부)

<저서>

   1.   박세희(편찬위원장): 대한수학회 70년사, 총 848쪽, 대한수학회, 2016. 12. 31.

   2.   박세희: 추상볼록공간의 이론, 총 410쪽, 대한민국학술원, 2017. 12. 20.

<논문>

   1.   Park, S. (2017) Generalizations of Khamsi's KKM and fixed point theorems on 

hyperconvex metric spaces, Nonlinear Analysis Forum 22(2), 7-15.

   2.   Park, S. (2017) On various multimap classes in the KKM theory and their applications, 

Dynamic Systems and Applications 26, 283-309.

   3.   Park, S. (2017) A history of the KKM theory, J. Nat. Acad. Sci., ROK, Nat. Sci. Ser. 56(2), 

1-51.

   4.   Park, S. (2017) On the n-KKM principle for abstract convex spaces, Nonlinear Funct. 

Anal. Appl. 22(5), 925-934.

<학술회의>

   1.   박세희: 초청강연 On the minimax inequality of Brezis-Nirenberg- Stampacchia. 비선형

해석학과 최적화의 응용에 관한 국제워크숍(2017 IWNAOA), 부산 부경대학교 주관, 개

회 인사 및 한 분과의 좌장. 2017. 2. 9~11.

   2.   박세희: Panoramic view of the realm of Ky Fan’s 1952 lemma. 첫 번째 Keynote 

Lecture, 제10회 비선형 및 볼록해석학 국제회의(일본 홋카이도 지토세 시 문화센터), 학

술위원, 분과좌장, 개회 및 폐회 인사말, 2017. 7. 4~9.

   3.   박세희: 초청발표 On multimap classes in the KKM theory. 비선형해석학과 볼록해석학

에 관한 국제 워크숍, 일본 교토대학 수리해석연구소(RIMS) 주관, 2017. 8. 30~9. 1.

<특강>

   1.   70 Years History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 부경대학교 응용수학과, 2017.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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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회장. 학술원 자연 제1분과, 2016. 4. 28~2017. 8. 31.

   2.   대한수학회 70년사 편찬위원회 해산 모임 주관. 2017. 4. 5.

   3.   심사위원장. 학술원 우수 학술도서 총괄 심사 위원 겸 자연과학 분야, 2017. 4. 5~5. 17.

   4.   심사 위원. 학술원 우수 학술도서 분야별, 2017. 4. 8~29.

   5.   학술원 자연 제1분과 전주대학교 방문(문화탐방 및 시찰). 2017. 4. 26.

   6.   대한수학회 봄 연구 발표회에 참가(광주광역시 조선대학교 주관): 원로회원 간담회 주재, 

70년사 출판기념회에서 특별감사패 받음. 2017. 4. 29.

   7.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간담회 참석. 2017. 5. 11.

   8.   According to MathSciNet of the American Mathematical Society, Sehie Park has 293 

publications and is cited 1456 times by 391 authors. 2017. 11. 1.

   9.   According to ResearchGate, Sehie Park has 388 Research items, 10,097 Reads, and 

4,243 Citations. 2017. 11. 1.

10.   국내외 학술지 편집위원

     국내: Nonlinear Anal. Forum (NAF); Nonlinear Funct. Anal. Appl. (NFAA)

     미국: Advances in Nonlinear Variational Inequalities (ANVI)

     영국: Journal of Fixed Point Theory ( JFPT)

     인도: Indian J. Math. (IJM)

     일본: J. Nonlinear Convex Anal. ( JNCA) 

     대만: Tamkang J. Math. (TJM)

     태국: Journal of Nonlinear Analysis and Optimization: Theory & Applications ( JNAO)

     국제:   Inter. J. of Math. and Comp. in Simulation (IJMCS); Inter. J. of Pure Math. (IJPM); 

Abstract Analysis and Applications (AAA); J. of Applied Mathematics ( JAM)

11.   논문심사: Optimization; Fixed Point Theory and Applications (FPTA); Journal of 

Nonlinear Sciences and Applications ( JNSA): Open Mathematics (OM); J. Nonlinear 

Convex Anal. ( JNCA); Carpathian Journal of Mathematics (CJM); Journal of Fixed Point 

Theory and Applications ( JFPTA); Sahad Communications in Mathematical Analysis 

(SCMA); Kyungpook Mathematiacal Journal (KMJ)

<기고문>

   1.   대한수학회 제6대 권택연 회장의 시기. 대한수학회 70년사, 727쪽, 2016. 12. 31.

   2.   대한수학회와 함께 60년. 대한수학회 70년사, 728-730쪽, 201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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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종규 교수 정년퇴임에 즈음하여. 김종규 교수 정년퇴임회고록, 79쪽, 2017. 8. 31.

   4.   On the occasion of the 50th anniversary of Professor Kaz Goebel’s doctorate. 

Congratulatory Message, 2017. 9. 8.

   5.   대한수학회의 70년. 대한민국학술원통신 292호, 2-6쪽, 2017. 11. 1.

   6.   먼저 가신 수학회 회원들을 추모함. 대한수학회 소식 2017년 11월호(176호), 1-7쪽, 2017. 

11. 20.

   7.   대한수학회의 70년. Mathematics Newsletter,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Vol.45 겨울호, 

17-21쪽, 2017. 12. 15.

<논문 비평>

   1.   미국수학회 Mathematical Reviews(수학비평)에 2017년도에 MR3574137, MR3642825 두 

편(1981년부터 총계 291편)의 논문 비평을 발표함.

   2.   미국수학회 Mathematical Reviews(수학비평)에 2017년도의 본인의 논문에 대한 비평 

MR3483370, MR3573483, MR3614956의 3편(1970년부터 총계 294편)이 게재되었고, 대응

되는 것들이 독일의 Zentralblatt MATH에도 실림.

박성현 (통계학과)

<저서, 역서, 편저>

   1.   박성현, 최광 외 16인 공저: 오래된 새로운 전략;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6장, “교육의 

재창조: 창의력 함양과 인재강국의 길”을 박성현 집필, p.142-169, 최광 엮음, 총 633쪽, 

기파랑, 2017. 10. 18.

   2.   박성현, 정규석, 신완선, 김재룡 공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영품질 전략과 도전, 총 232

쪽, 사회적책임경영품질원, 2017. 10. 20.

<보고서>

   1.   박성현 외 11인: 과학기술과 역사와의 만남; 회고와 미래전망. 한국과학기술원 한림연구

보고서 116, 총 157쪽, 박성현 엮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17. 11. 20.

<논문>

   1.   Park, SH, Shin WS, Park YH and Lee YJ (2017) Building a new culture for quality 

management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otal Quality Manag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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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Excellence, Vol. 28, No. 9, p.934-945,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September issue.

   2.   박성현 (2017) 제4차 산업혁명의 영향과 인재양성 방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6, 

제12호, 논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164-172.

<학술회의>

   1.   박성현: 기초연구 중심의 R&D 혁신 방안. 국가 R&D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제 발표, 발표 문집, pp.9-2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국회 제4차 산업혁명포

럼, 2017. 3. 3.

   2.   박성현: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과 ICT의 정부정책 발전 방안. 미래 사이버 전략 Alliance 

1차 정책포럼 주제 발표, 연세대학교 알렌관, 주최: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

원,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공동 주최, 2017. 3. 6.

   3.   Park Sung 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trategies for Quality. Invited Quality 

Symposium Speech, The 16th Korea-China Quality Symposium, Pyeongchang 

Alpensia, Gangwon-do, Korea, 2017. 7. 17.

   4.   Park, Sung H.: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social responsibility model for 

sustainable company growth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Plenary presentation at 

the 20th QMOD-ICQSS International Conference, Elsinore, Denmark, August 7, 2017.

   5.   Park, Sung 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ts impact on quality, quality 

management and quality professionals, Keynote speech in the 15th Asian Network for 

Quality Congress, Kathmandu, Nepal, 2017. 9. 20~21.

   6.   Park, Sung H.: Statistics & Data Science, and their future vision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vited talk in the 2017 Annual Conference of IABME 

(International Advisory Board on Management and Economics), Invited Peiyang 

Lecture, Tianjin University, Tianjin, China, 2017. 10. 18.

   7.   Park, Sung H.: New paradigm of quality and productivity management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vited talk in the 2017 Annual Conference of IABME 

(International Advisory Board on Management and Economics), Tianjin University, 

Tianjin, China, 2017. 10. 19.

   8.   박성현: 4차 산업혁명과 통계학,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학회장 초청강연, 2017년도 한

국통계학회 추계 학술논문발표회, 연세대학교 대우관, 2017.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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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및 특강>

   1.   제4차 산업혁명과 품질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대전 제48회 KSA 최고경영자 조찬회 초

청강연, 대전 롯데시티호텔 크리스탈볼룸, 2017. 1. 10.

   2.   인류의 과학기술문명 발전과 우리나라의 현황 및 미래비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인천하늘고등학교, 인천 하늘고등학교 강당, 2017. 1. 10.

   3.   과학기술문명 발전과 우리나라의 미래비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미림여자고등학교, 미림여자고등학교 강당, 서울, 2017. 1. 10.

   4.   제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가 우리 사회에 주는 영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

기부특강, 미림여자고등학교, 미림여자고등학교 강당, 서울, 2017. 1. 12.

   5.   제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인천하늘고등학

교, 인천 하늘고등학교 강당, 2017. 1. 20.

   6.   제4차 산업혁명과 품질경영. 한국전력공사 초청강연, 한국전력공사 강당, 나주, 2017. 3. 

15.

   7.   Formation of a new quality management culture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30th ANQ (Asian Network for Quality) Board Meeting 초청강연, 동국대학

교, 서울, 2017. 3. 21.

   8.   경험가치를 활용하는 혁신 전문 인재양성 방안. KFQ정보센터 EVER 협의회 초청 강연, 

서울대학교 미술관, 2017. 4. 18.

   9.   제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가 주는 영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경

성고등학교, 경성고등학교 회의실, 2017. 4. 19.

10.   인류의 과학기술 문명발전과 4차 산업혁명.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숭의여자고등학교, 숭의여자고등학교 강당, 2017. 5. 26.

11.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명덕외국어고등학

교, 명덕고등학교 소강당, 2017. 7. 10.

12.   4차 산업혁명과 로봇공학, 미래사회의 과학의 역할.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주관 원

주삼육중학교 초청강연, 원주삼육중학교 강당, 2017. 7. 12.

13.   통계학의 발전과 데이터 기반 지능정보화 시대의 미래 비전.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주관 

외부 초청연사 강연,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강의실, 2017. 9. 29.

14.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한양공업고등학교 초청강연, 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주관, 한

양공업고등학교 강당, 2017.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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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국제자문위원. 중국텐진대학교 경영대학, 2014. 3~현재.

   2.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13. 6~현재.

   3.   이사. 한국품질재단, 2010. 3~현재.

   4.   편집위원. 미래한국잡지, 2005. 3~현재.

   5.   회장. 사회적책임경영품질원, 2016. 3~현재.

   6.   운영위원장. 과총국가발전포럼, 2016. 3~2017. 2.

   7.   국제자문위원. 중국 텐진대학교 경영대학, 2014. 3~현재.

   8.   이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이사회, 2016. 3~현재.

<기고문>

   1.   새해에는 새로운 품질정책 수립으로 ‘품질 한국’을 건설해 나가자. 동북아공동체 연구재

단 감격사회, 153호, 2017. 1. 4.

   2.   4차 산업혁명 기반 살려야. 미래한국, 543호, 64-66쪽, 미래한국미디어 발행, 2017. 2. 22.

   3.   4차 산업혁명 동참 못하는 한국, 이대로 침몰하나. 미래한국, 545호, 2017. 3. 22.

   4.   과학기술인재가 국가경쟁력이다. 기술혁신과 미래부산, 5호(2017년 봄호), 10-17쪽, 부산

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발행, 2017. 5. 1.

   5.   대선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의 허와 실. 미래한국, 548호, 23-25쪽, 미래한국미디어 발행, 

2017. 5. 17.

   6.   데이터 사이언스와 현대 사회. 과학과 기술, 577호, 32-37쪽,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발행, 

2017. 6.

   7.   절실한 국가 통계 시스템의 선진화. 조선일보, 오피니언 발언대, A36면, 2017. 6. 14.

   8.   공공 통계데이터 통합 ·표준화 서둘러야. 한국경제신문, 시론, A35면, 2017. 7. 5.

   9.   데이터 경제시대의 도래; 공공데이터를 혁신하라. 미래한국, 552호, 14-17쪽, 미래한국미

디어 발행, 2017. 7. 12.

10.   4차 산업혁명 시대, 품질경영 정책에 대한 정부의 역할; 품질에 집중하는 정부 조직이 절

실할 때. 품질경영, 2017년 9월호, 20-24쪽, 한국표준협회미디어 발행, 2017. 9. 1.

11.   4차 산업혁명 시대, 품질 개념의 새로운 변화는 무엇인가. 품질경영, 2017년 10월호, 

12-15쪽, 한국표준협회미디어 발행, 2017. 10. 1.

12.   조선시대의 과학기술과 지금. 미래한국, 559호, 62-65쪽, 미래한국미디어 발행, 2017. 10. 

25.

13.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경제시대 도래와 신품질경영 전략; 고객을 만족시키는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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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의 속도 높일 수 있어. 품질경영, 2017년 11월호, 10-13쪽, 한국표준협회미디어 발행, 

2017. 11. 1.

14.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치창출 기반의 신품질;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4가지 품질경영전

략. 품질경영, 2017년 12월호, 42-45쪽, 한국표준협회미디어 발행, 2017. 12. 1.

15.   ‘창업국가’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감격 사

회(감사와 격려로 사랑을 회복하는 칼럼공동체), 252호, 2017. 12. 26.

<연구>

   1.   박성현: 과학기술과 역사와의 만남; 회고와 미래전망.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림연구, 책

임연구원, 2017. 4. 11~11. 11.

<동정>

(인사)

   1.   박성현(통계학과):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으로 선출됨, 2017. 7. 14.

(행사)

   1.   박성현(통계학과): 회장, 전경련 회관에서 사회적책임경영품질원 2017년 컨벤션 개최. 

2017. 10. 25.

박영우 (물리 ·천문학부)

<동정>

(인사)

   1.   박영우(물리 ·천문학부): 서울대학교 응용물리연구소 연구원으로 임용됨, 2017. 9. 

1~2020. 8. 31.

   2.   박영우(물리 ·천문학부):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물리천문학과 비상근 교수로 

임명됨, 2018. 1. 24.

박상대 (생명과학부)

<저서>

   1.   박상대: 배우며 나누며. 총 312쪽, (주)청솔미디, 201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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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박상대: ‘DNA 이중사절단회복 기전’ 최종보고서. 대한민국학술원 2017년도 전문학술활

동 지원사업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및 전문학술 활동 정산서 제출, 총 26쪽, 대한민국학술

원, 2017. 12. 20.

<학술회의>

   1.   지속가능한 연안생태계 국제심포지엄 주관, 중국 북경 중국학술원, 2017. 1. 12~14.

   2.   태평양과학협회(PSA) 긴급회장단 영상통화(Skype) 회의. 2017. 9. 14.

   3.   The 33rd KSOT/KEMS 주관의 2017 11th ICEM/5th ACEM 국제발암원 학술대회에서 중

국학술원 Dr. Yonglong Lu의 기조강연 좌장 및 국제고위 과학자 10명 초청 국제협력 간

담회 주관, 인천송도 컨벤시아, 2017. 11. 12~15.

   4.   제59회 삼일문화상 심사위원회 구성 및 학술부 자연과학부문 제1차 심사위원회 주관, 그

랜드호텔, 2017. 12. 4.

<특강>

   1.   바이오경제시대의 분자생물학 이야기. 교육부 자유학기제 특강, 대한민국학술원 강당, 

2017. 7. 12.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초청 과학기술연구발전협의회. 2017. 1. 23.

   2.   (전)부의장. 제1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협의회, 달개비, 2017. 2. 2.

   3.   수석고문. 국제백신연구소(IVI)한국후원회 2017년도 총회 및 이사회, 호암생활관, 2017. 

2. 9

   4.   명예회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8, 19대 회장 이 취임식, 과총 국제회의장, 2017. 2. 

28.

   5.   명예회장. 한국과총 회장 초청, 명예회장 고문 간담회, 팔레스호텔, 2017. 3. 9.

   6.   초대 조직위원장. 제56회 전국대학생생물학심포지엄 추진계획보고회, 2017. 3. 14.

   7.   수석고문. Boston Consulting Group, IVI 연구운영 인터뷰, IVI 회의실, 2017. 3. 15.

   8.   명예회장. 한국과총 제17대 회장단 정기간담회, 장원, 2017. 3. 16.

   9.   (전)부의장. 제1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KAIST 신임 신성철 총장 축하회, 백제원, 2017. 

3. 27.

10.   자문위원. 과우회 주최 융합포럼. 과총 아나시스홀, 2017. 3. 28.



4부  명예교수 학술 및 봉사활동   287

11.   보건복지부장관 초청 IVI 발전현안문제 협의. IVI 회의실, 2017. 4. 3.

12.   전임회장.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창립 23주년 기념축하회, 과총 아나시스홀, 2017. 4. 14.

13.   교육부 지역특성화사업 관리실무위원 간담회,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2017. 4. 18.

14.   위원. 황교안 국무총리 초청 과학기술원로회의, 국무총리공관, 2017. 4. 20.

15.   명예회장. 한국과총 주최 STI 정책혁신방안 대토론회, 과총국제회의장, 2017. 5. 24.

16.   위원. 학술원 2017 제1차 국제교류협력위원회, 학술원 중회의실, 2017. 5. 31.

18.   위원. 학술원 제3차 국제학술기구프로젝트 수행 심사위원회, 학술원회의실, 2017. 6. 26.

19.   수석고문. Dr. Jerome Kim, IVI 사무총장 업무협의, IVI 소장실, 2017. 7. 4.

20.   명예회장. 한국과총 주관 2017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 코엑스, 2017. 7. 7.

21.   수석고문. 국제로타리클럽 모금후원금 IVI 전달식, IVI 강당, 2017. 7. 24.

22.   종신회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주최 제3차 아시아혁신포럼, 노보텔호텔, 2017. 7. 29.

23.   명예회장. 과총 17대회장단 이준식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 퇴임축하회, 삿포로, 2017. 8. 

31.

24.   회원. ‘회원경륜 사회공유사업’ 인터뷰, 제3비전 스튜디오, 2017. 9. 21.

25.   위원장. 제59회 3 ·1 문화상 최종심사위원회 주관, 그랜드호텔, 2017. 12. 14.

<기고문>

   1.   국제과학연맹이사회(ICSU)-국제사회과학이사회(ISSC) 통합총회 참가기. 박상대, 이정민. 

대한민국학술원통신 제282호: 7-13쪽, 2017. 1. 1.

   2.   태평양과학협회(PSA) 임원회 및 연안생태계 국제심포지엄 참가기. 박상대, 대한민국학술

원통신 제285호: 9-14쪽, 2017. 4. 1.

   3.   (고)하곡 강영선 명예교수의 학문세계와 업적, 선생의 탄신 100주년 기념회고. 박상대, 서

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투고), 2017. 12. 14.

<동정>

(시상)

   1.   박상대(생명과학부): 2017년도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총회에서 제2회 해봉여성생명과학

상 시상, 조은경 교수(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2017. 9. 12.

(인사)

   1.   박상대(생명과학부): 제59회 3 ·1문화재단에서 3 ·1 문화상 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선임. 

2017. 10. 31.

   2.   박상대(생명과학부): 2018 대한민국학술원 국제학술대회(생물학) 조직위원장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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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25.

<기타 근황>

   1.   제58회 삼일문화상 수상자 선임보고 및 시상. 그랜드호텔, 2017. 3. 1.

   2.   제56회 전국대학생 생물학심포지엄 격려사. 서울대 공대 강당, 2017. 9. 16.

   3.   EBS 특별기획 ‘시대와의 대화’ 분자세포생물학 박상대 다큐멘타리 방영(EBS 체널1), 대

한민국학술원, 2017. 11. 23.

이인규 (생명과학부)

<학술회의>

   1.   국제해조학 심포지엄 유치기념 세미나 축사. 한국조류학회 주관, 제주시, 2017. 4. 1~2. 

   2.   한국조류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기조강연. ‘한국조류학회 30년을 회고하며’ 한

국조류학회 주관, 제주시 라마다 프라자호텔, 2017. 9. 28~30.

<강의 및 특강>

   1.   과학과 종교, 그리고 생명의 실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미림여자고

등학교, 2017. 1. 17.

   2.   한국조류학회 국제해조학 심포지엄 개회 인사. 완도국제해조박람회. 2017. 4. 14~15.

   3.   한국조류학 30년 회고와 전망. 한국생명과학연구원 미니심포지엄 특강, 충청남도 청남대

학교, 2017. 5. 12~13.

   4.   과학과 종교, 생명의 실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동성고등학교, 

2017. 5. 23. 

   5.   과학과 종교, 생명의 실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숭의여자고등학교, 

2017. 5. 26.

   6.   자연유산과 국가의 품격. Heritage Forum 특강, 2017. 5. 26.

   7.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한 강원도 자연유산의 활용.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특강, 

2017. 6. 30~7. 1.

   8.   과학과 종교, 생명이란 무엇인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미림여자고

등학교, 2017. 7. 3.

   9.   과학과 종교, 생명의 실체. 충청북도 청주시 금천고등학교 특강, 2017. 7. 14.

10.   자연유산의 이해. 문화재청 천연기념물센터 주관 세미나 특강, 대전시 천연기념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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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9.

11.   인성교육을 위한 자연과학적인 생명윤리. 명예교수협의회 및 서울대학교 교육연수원 주

관 교사직무연수 특강, 사범대학 9동 113호, 2017. 8. 7~11.

12.   아시아-태평양 국제조류학회 총회 개회 인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2017. 10. 8~12. 

13.   생명과학을 통한 생의 진로 모색과 인성교육.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한국선비문화원 고교생 특강, 경상남도 산청시 선비문화원, 2017. 10. 19~20.

14.   한국조류학회 총회 개회 인사. 경상남도 통영시, 2017. 11. 2~3.

15.   자연보호중앙연맹의 역사와 전망. 한국자연보호중앙연맹 총회 특강, 전라북도 무주 한국

자연보호중양연맹 강의실. 2017. 11. 16.

16.   한국자연유산과 국가의 품격. 한국문화자연유산학회 특강, 2017. 12. 16.

17.   한국의 자연유산과 국가의 품격. 한국유네스코연맹 문화자연유산 답사 특강, 경상북도 

일원, 2017. 12. 20~21.

<기고문>

   1.   남기고 싶은 이야기. 자연과학대학 - 1989~1995,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70년, 1946~ 

2016, Science 341-352쪽, 2017. 2. 

<기타 근황>

   1.   명예교수협의회-(사)서울대학교 명예교수발전진흥회 임시총회.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

관. 2017. 1. 24.

   2.   문화재청 천연기념물센터 용역검토 회의. 대전시, 천연기념물센터. 2016. 1. 31., 3. 20., 6. 

26., 9. 13.

   3.   유네스코연맹 한국위원회 자문위원회. 서울특별시. 2017. 2. 3., 4. 12.

   4.   명예교수협의회 운영위원회. 호암 교수회관, 2017. 2. 21., 3. 7., 5. 16., 7. 12., 9. 12., 10. 

24., 12. 5.

   5.   명예교수협의회 동원인성교육 집담회 협의. 호암교수회관. 2017. 3. 27., 2. 2., 4. 10., 5. 

11., 7. 31., 8. 28., 9. 18. 

   6.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원로 자문회의. 서울특별시, 2017. 3. 28.

   7. 신임 명예교수 초청 모임.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2017. 4. 4., 9. 26.

   8. 명예교수협의회 총회.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 2017. 5. 25.

   9.   명예교수협의회 동원인성교육 집담회.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61동 121호, 2017.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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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상북도 세계유산 자문회의.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안동시, 2017. 6. 2.

11.   외교부 독도위원회 자문회의. 외교부, 2017. 7. 5.

12.   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자문위원회.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2017. 7. 12.

13.   운암 김학범 교수 정년퇴임 축사. 2017. 9.

14.   명예교수협의회 LG Display 산업시찰 주관. 2017. 10. 26.

15.   한국문화자연유산학회 창립총회 고문 취임. 2017. 10. 28.

전종갑 (지구환경과학부)

<보고서>

   1.   이충태, 전종갑, 오완탁, 황재영, 박종식: 기상분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표준교육과정 

개발 기획 연구. 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연구보고서, 기상청, 총 393쪽, 2017. 12. 13.

<논문>

   1.   Oh, H., J.-G. Jhun, K.-J. Ha, and K.-H. Seo (2017) Combined effect of the east Atlantic/

west Russia and western Pacific teleconnections on the east Asian winter monsoon. 

Asia-Pac. J. Atmos. Sci., 53, 273-285.

   2.   Cheung, H. M., C.-H. Ho, J.-G. Jhun, D.-S. R. Park, and S. Yang (2017) Tropical cyclone 

signals on rainfall distribution during strong vs. weak Changma/Baiu years. Clim. 

Dyn., doi.org/10.1007/s00382-017-4014-1. (Published online: 23 November 2017)

   3.   Seo, Y.-W., K.-S. Yun, J.-Y. Lee, Y.-W. Lee, K.-J. Ha, and J.-G. Jhun (2017) Future 

changes due to model biases in probabilities of extreme temperatures over East Asia 

using CMIP5 data. Int. J. Climatol., DOI: 10.1002/joc.5233.

<학술회의>

   1.   전종갑: 한국기상학회 봄학술대회(기후분과) 참석 및 논문 발표.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

트, 2017. 5. 11~12.

   2.   전종갑: China-Korea Joint Monsoon Workshop 참석 및 논문 발표. 중국 상하이 SSAW 

Boutique Hotel, 2017. 9. 19~22.

   3.   전종갑: 한국기상학회 정기총회 및 가을학술대회 참석 및 논문 발표. 부산 BEXCO, 2017. 

10. 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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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위원장. 항공기상청 운영심의회, 2005. 3. 1~현재.

   2.   위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편집위원회, 2012. 3. 1~현재.

   3.   이사.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2014. 3. 1~현재.

   4.   이사. 고려대기환경연구소, 2000. 1. 1~현재.

<기타 근황>

   1.   서울대학교 교수합창단 소망교도소 방문 연주회 공연, 2017. 6. 20.

   2.   서울대학교 교수합창단 제7회 정기 연주회 공연, 서울대학교 MoA, 2017. 11. 17.

최덕근 (지구환경과학부)

<저서>

   1.   김경렬, 김백민, 김웅서, 박록진, 심상헌, 윤상호, 이강근, 이상묵, 이융남, 최덕근, 홍태경: 

지구인도 모르는 지구. 총 293쪽, 반니, 2017. 4. 25.

<논문>

   1.   Zhang X, Ahlberg P, Babcock LE, Choi DK, et al. (2017) Challenges in defining the 

base of Cambrian Series 2 and Stage 3. Earth-Science Reviews, 172, 124-139.

   2.   Choi DK, Park TS (2017) Recent advances of trilobite research in Korea: Taxonomy, 

biostratigraphy, paleogeography, and ontogeny and phylogeny. Geosciences Journal, 

21, 891-911.

<학술회의>

   1.   Choi DK: Assembling the Korean Peninsula: From Rodinia to Pangea. 2017 Annual 

Meeting of the Geological Society of Japan, Ehime, Japan, 2017. 9. 17~19.

   2.   Choi DK: Neoproterozic and Paleozoic stratigraphy, paleogeography and tectonic 

evolution of the Okcheon Belt, Korea.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nalytical 

Science and Technology, Ochang, Korea, 2017. 10. 23~24.

<강의 및 특강>

   1.   10억 년 전으로의 시간여행. 숭문고등학교, 2017.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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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0억 년 전으로의 시간여행. 과천과학관, 2017. 5. 13.

   3.   신원생대 눈덩이지구. 여의도고등학교, 2017. 6. 5.

   4.   지구의 역사. 중등과학과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전시관, 2017. 7. 

26.

   5.   판구조론과 한반도 형성과정. 중등과학 과학교과 전문성향상 직무연수, 서울특별시교육

청 과학전시관, 2017. 10. 25.

   6.   태백산분지의 지질과 지체구조 진화. 정밀조사사업 관련 직무교육, 한국광물자원공사, 

2017. 11. 28.

<기고문>

   1.   살아있는 지구-움직임을 멈추다. 지질 ·자원 ·사람 2017 5+6월호, 25-26쪽, 2017. 5. 1.

간호대학

이소우 (간호학과)

<저서>

   1.   이소우, 김주현, 이병숙, 정면숙,유미, 이동숙, 장선주, 한달롱 공저: 간호이론의 이해 (제3

개정판). 총 491쪽, 수문사, 2017. 9. 5.

<특강>

   1.   “Understanding Nursing Theory”; Nursing Theory for Graduate Students. 일본 오이타

현립 간호대학 대학원생 특강, 일본 오이타현 오이타 간호대학, 2017. 1. 21~22.

경영대학 ·경영전문대학원

안중호 (경영학과)

<Refereed Journal Articles>

   1.   Hyunmi Beak, Sehwan Oh, Hee-Dong Yang, JoongHo Ahn (Corresponding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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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lectronic Word-of-Mouth, Box Office Revenue and Social Media”, Electronic 

Commerce Research and Applications[SSCI], 22, 13-23.

   2.   Sehwan Oh, Hyunmi Baek, JoongHo Ahn (2017) “Predictive Value of Video-Sharing 

Behavior: The Sharing of Movie Trailers and Box-Office Revenue”, Internet Research 

[SSCI], Vol.27, No.3, 1-19.

   3.   Sehwan Oh, Hyunmi Baek, JoongHo Ahn (2017) “Investigating Antecedents of 

Consumers’ Video-sharing Behavior on Social Media”,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Marketing and Advertising, vol.11, no.2, 83-102 [SCOPUS].

<Book Chapter>

   1.   Sehwan Oh, Hyunmi Baek, and JoongHo Ahn (2017). “Exploring YouTube’s Impact 

on International Trade and Tourism: A Case of Korean Pop Music on YouTube”. In P. 

Messaris & L. Humphreys (Eds.), Digital media: Transformations in human communi-

cation (2nd Ed.), pp. 263-271. New York, U.S.: Peter Lang.

<Conference Proceedings>

   1.   Ahn JoongHo, “Creative Information Management: The Present and Future”, 統一論題 

特別 Symposium Information and Management, pp.27-40, The Proceedings of the 74th 

Conference, JSIM(Japan Society of Information and Management), Tokyo, Japan [日本

情報經營學會], 2017. 6. 3~4.

최종태 (경영학과)

<논문>

   1.   최종태(2017) 노사관계의 형이상학적 접근과 전략적 선택. 노사관계연구 제28권, 서울대 

노사관계연구소, 2017년 12월.

<학술회의>

   1.   최종태(사회) 노동의 대표성과 노동회소, 한국노총,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공동세

미나, 대한민국국회의원회관, 2017. 7. 18.

   2.   최종태: 노사발전과 제도적 공동체. 국제노동고용학회(ILERA) 2018년 서울세계대회 코

로케움, 서울 코엑스,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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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최종태: 소득주도성장의 형이상학적 접근과 전략적 선택. 2017년 한국질서경제학회 추계 

정책 심포지엄 기조발표, 대한민국 국회의원회관, 2017. 12. 1.

   4.   최종태(토론자) 근로시간 단축의 방향과 과제. 2017년 2차 노사정학계 전문가 집담회, 서

울 켄싱호텔, 2017. 12. 13.

<강의 및 특강>

   1.   새로운 사태, 새질서, 그리고 인성교육. 한국 훔볼트클럽,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2017. 2. 21.

   2.   경제사회 지각변동과 민주시민 인성교육.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육연수원, 사범대학 9동 

113호, 2017. 8. 8.

   3.   한국노사관계의 전개방향과 전략적 선택. 서울대학교 노동연구원 노동 최고고위 과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17. 10. 26.

   4.   새로운 사태, 새 질서, 그리고 민주시민 인성교육. 가스기술공사, 2017. 12. 8.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공익단체 활동)

   1.   국제노사관계학회(ILERA) 2018년 서울 세계대회 명예준비위원장.

   2.   함께 일하는 재단 이사 및 정책연구원장.

   3.   동원장학재단 이사.

   4.   신라장학재단 이사.

   5.   대통령소속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원로 자문위원.

   6.   (사) 노사공포럼 위원.

(학회활동)

   1.   한국경영학회 고문.

   2.   한국인사관리학회 고문.

   3.   한국노사관계학회 고문.

   4.   한국경영사학회 고문.

   5.   한국 질서 경제학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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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

이동녕 (재료공학부)

<저서>

   1.   이동녕: 나는 행복한 공학자. 총 312쪽, 행복에너지, 2017. 7. 15.

<학술지 출판 논문>

   1.   Hyun-Sik Choi, Heung Nam Han, Dong Nyung Lee (2017) Deformation and annealing 

textures of surface layers of copper sheets cold-rolled under unlubricated condition, 

Metals and Materials International, 23 (1), 132-140 doi: 10.1007/s12540-017-6227-6.

   2.   Dong Nyung Lee (2017) The evolution of the {110}<001> and {236}<385> recrystalliza-

tion textures in Cu alloys and high Mn steels with the brass rolling texture, Key 

Engineering Materials 725, 177-182 ISSN: 1662-9806, Vol. 725, pp. 177-182 doi: 10.4028/

www. Scientific.net/KEM.725.177 Ó2017

   3.   Semin Park, Yang Mo Koo, Byoung Yul Shim, Dong Nyung Lee (2017) Effects of 

process variables in decarburization annealing of Fe-3%Si-0.3%C steel sheet on texture 

and magnetic properties, Metals and Materials International, 23(1), pp. 220-232. Doi: 

10.1007/s12540-017-6042-0.23(1) Jan. 2017. Trans Tech Publications, Switzerland.

   4.   Dong Nyung Lee (2017) Evolution of Recrystallization Textures in cold-rolled 

commercially pure Aluminum, Materials Science Form, ISSN: 1662-9760, Vol. 879, pp. 

2365-2370. Doi: 10.4028/www.scientific.net/MSF.879.2365Ó2017 Trans Tech 

Publications, Switzerland. 370.

   5.   Gwang Hee Kim, Su Kwon Nam, Dong Nyung Lee and Insoo Kim (2017) ‘A process 

for increasing plastic strain ratio of AA1050 Al alloy sheet’, The Int. J. Materials and 

Product Technology, Vol. 54, Nos. 1/2/3, pp.202–211.

   6.   Dong Nyung Lee (2017) Orientations of dendritic growth during solidification, Metals 

and Materials International, Vol. 23, No. 2, pp. 320-325. Doi: 10.1007/s12540-017-6360-

2.

   7.   Jaimyun Jung, Jae Ik Yoon, Dong Nyung Lee, Hyoung Seop Kim (2017) Numerical 

analysis on the formation of P-orientation near coarse precipitates in FCC crystals 

during recrystallization, Acta Materialia, 131 36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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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Dong Nyung Lee (2017) Evolution of Recrystallization Textures in cold-rolled 

commercially pure Aluminum, Materials Science Forum, Vol. 879, pp. 2365-2370. Doi: 

10.4028/www.scientific.net/MSF.879.2365.

   9.   Insoo Kim, Nam Su Kwon, and Dong Nyung Lee (2017) Plastic Strain Ratio of Warm 

and Hot Asymmetrically Rolled AA6061 Al Sheet, Appl. Mech. and Mater. 873, 60-64.

10.   Goss Texture Development of Asymetrically Rolled IF Steel Sheet, Insoo Kim, Su 

Kwon Nam, Gwang-Hee Kim, Dong Nyung Lee (2017) Transactions of Materials 

Processing, 26(3), 150-155.

11.   Su Kwon Nam, Chul Woo Lee, Dong Nyung Lee and Insoo Kim (2017) Plastic Strain 

Ratio of Hot Asymmetrically Rolled and Annealed AA5083 Al Alloy Sheet, Proceedings 

of Al 2000 congress.

12.   Insoo Kim, Su Kwon Nam, Gwang-Hee Kim and Dong Nyung Lee (2017) Goss 

Texture Formation by Asymmetric Rolling in Steel Sheet, Mater. Sci. Forum (accepted 

and will be published).

13.   Su Kwon Nam, Gwang-Hee Kim and Dong Nyung Lee, In soo Kim (2017) New 

Process for the Goss Texture Formation and Magnetic Property in Silicon Steel Sheet 

by Hot Asymmetric Rolling and Annealing, submitted to Metallurgical and Materials 

Transactions A (under review).

정수진 (재료공학부)

<연구논문>

   1.   Christian Scherf, Nicolay R. Ivanov, Su Jin Chung, Theo Hahn and Helmut Klapper 

(2017) High-temperature phase transitions and domain structures of KLiSO4: studied 

by polarisation-optics, X-ray topography and liquid-crystal surface decoration. Z. 

kristallogr. 232, 415-434, doi; 10.1515/zkri 2016-2030.

권욱현 (전기 ·정보공학부)

<저서>

   1.   Wook Hyun Kwon, Poogyeon Park, Stabilizing and Optimizing Controls for Time-

Delay Systems. Springer 현재 인쇄 편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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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학술모임>

   1.   2017 IFAC World Congress, Toulouse, France. IFAC 자문위원 및 IFAC 재단이사회 이사

로 참석, 2017. 7. 9~14.

   2.   2017 Asian Control Conference, The Convention Center, Gold Coast, 호주, ACA(Asian 

Control Association) 자문위원으로 참석, 2017. 12. 17~20.

<강연>

   1.   대학 창업의 길. DGIST, 2017. 3. 30.

<교육>

   1.   초빙석좌교수.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2014. 4~현재.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위원장. 전기전자산업기술사 편찬위원회, 공학한림원, 2016. 9~현재.

   2.   부회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2016~현재.

   3.   이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육연구재단, 2015. 2~현재.

   4.   과학자문위원. 기초과학연구원(IBS), 2015. 2~현재.

   5.   이사.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2014. 3~2017. 2.

   6.   회원자문위원(Fellow선정위원). TWAS(세계과학한림원) 공학분과, 2013~현재.

   7.   자문위원. 철학과 현실(계간), 2013~현재.

   8.   Fellow 선정 위원. IFAC(국제자동제어연맹), 2011. 7~2017. 7.

   9.   사외이사. LS(지주회사), 2011. 2~2017. 2.

10.   고문. IFAC(국제자동제어연맹), 2011~현재.

11.   고문위원장. 제어로봇시스템 학회, 2010~현재.

12.   이사. IFAC(국제자동제어연맹)재단, 2007~현재.

13.   고문. Asian Control Association(아세아제어협회), 2006~현재.

14.   편집자문위원.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rol, Automation and Systems, 2003~현재.

15.   편집자문위원. Asian Journal of Control, 1999~현재.

<동정>

(행사)

   1.   Wook Hyun Kwon Lecture Series가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의 프로그램으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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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창설되어 매년 외국의 석학을 초청하여 강연하며 2017 9월 1일 두 번째 경연이 개최

되었다. 저명한 로마 대학의 Alberto Isidori 교수가 강연자였으며 “Nonlinear control: a 

charming and adventurous voyage”에 관한 강연내용이 http://kwonlecture.snu.ac.kr에

서 YouTube로 볼 수 있다  

   2.   ACA(아시아자동제어협의회)가 개최한 2017 Asian Control Conferenence에서 “ACA 

Wook Hyun Kwon Education Award”가 수여되었으며 중국의 동북대학교 교수 Tianyoo 

Chai 교수(중국 공정원 fellow)가 수상하였다. 이 상은 2년마다 아시아에서 자동제어 교

육에 공로가 큰 인사에게 수여하고 있다. 2017. 12. 18.

<기타 근황>

   1.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자동화제계연국제학술기금, 1,000만원, 2017. 12.

한송엽 (전기 ·정보공학부)

<저서 및 편저>

   1.   한송엽: “학문연구의 동향과 쟁점 - 전기공학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편”의 책임 편집위

원, 총 1116쪽, 대한민국학술원, 2017. 12. 31.

   2.   한송엽, 한승용: “초전도공학”, 학문연구의 동향과 쟁점, 제5장, 154-178쪽, 대한민국학술

원, 2017. 12. 31.

<초청강연>

   1.   지구를 살리자 - 태양광발전과 초전도응용.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주관하는 석학과의 만

남 프로그램, 서울신목고등학교, 2017. 8. 24.

<연구>

   1.   한송엽: 배전반용 누전 경보 및 차단장치 개발. (주)하이파워 지원, 2017. 1~6.

   2.   한송엽: 절전 및 전압새그 보호 전자개폐기 개발. (주)서정전기 지원, 2017. 8~2018. 2.

   3.   한송엽: 무절연 고온 초전도 회전기의 특성해석. 창원대학교 지원, 2017. 9~11.

<기타 근황>

(특허 출원)

   1.   감전보호 3상 누전차단기. 일본 특허 제6201050호, 2017. 9. 1.



4부  명예교수 학술 및 봉사활동   299

   2.   태양광발전 시스템용 누전 차단기. 제1800364호, 2017. 10. 27.

(학회 및 세미나 참석)

   1.   경기도 곤지암에서 개최된 “초전도 응용 워크숍”에서 격려사를 함, 2017. 4. 6.

   2.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공학교육학회 비판적 사고교육 연구회의 발족식에서 개

회사를 함, 2017. 4. 24.

   3.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원장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공학교육 인증제도의 발전방향에 대

하여 토론함, 2017. 5. 12.

   4.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공학교육학회 Design Thinking 워크숍”에 참석하여 최근 

설계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토론함, 2017. 6. 30.

   5.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개최된 한국공학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하여 “한송엽 공학

교육상”을 시상함, 2017. 9. 21.

   6.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개최된 “비판적 사고교육 1차 콜로키움”에서 토론자로 참석함, 

2017. 10. 26.

이정인 (에너지자원공학과)

<서예 전시회 출품 및 포럼 발표>

   1.   2017 서울한중과학자 인문학자 서예전(2017 Seoul Chinese-Korean Calligraphy 

Exhibition by Renowned Academicians and Scholars) 작품 출품 “茶山丁若鏞의 贐學遊

家戒”,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 현대전시실, 2017. 10. 20~11. 5.

   2.   포럼 “과학 서예를 말하다” 이정인, “과학과 서예 전문성과 보편성의 相補關係에 대해”, 

서예박물관 4층 쳄프홀, 2017. 10. 20.

<강의 및 특강>

   1.   Monitoring, Measuring and Reinforcement of the Mine-induced Ground Subsidenc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Tohoku University Sendai, Japan, 2017. 4. 4.

   2.   Development of Automated Design Program for Tunnel Blasting; TunDesign4, School 

of Civil Engineering, Zhongyuan University of Technology, 관련 프로그램 “TunDesign4, 

기증, 2017. 6. 16.

   3.   Mechanical and Hydrological Stability of Underground Oil and Gas Storage Caverns,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Laboratory of Henan Province for Underground Space 

Development and Digester Prevention, Henan Polytechnic University, 2017.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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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Challenges and Innovations in Rock Mechanics and Engineering-Report on ISRM 

Specialized Confernce- YSRM2017 & NDRMGE2017, 2017. 6. 20.

   5.   경제생활의 필수품 에너지와 자원에 관한 이야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

특강, 인천동산고등학교, 2017. 8. 16.

<교사직무연수>

   1.   2017년도 여름방학 교사직무연수 “사회변동에 따른 인성교육의 방향모색” 중 “사이버공

간에서의 윤리와 인성교육” 집필 및 연수교육, 주관-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기관-서

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수원, 2017. 8. 7~11.

<국제학술활동,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국제학회 참석, 2017 ISRM Yong Scholar’s Symposium on Rock Mechanics (YSRM 

2017) &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w Developments in Rock Mechanics and 

Geotechnical Engineering (NDRMGE), Jeju, Korea, May 10~13, 2017.

   2.   中國 河南理工大學 河南省 地下空間開發及 誘發災害防止國際聯合實驗室 客員敎授로 招

聘, 2017. 5. 15.

전효택 (에너지자원공학과)

<학술회의>

   1.   Chon HT: Heavy metals contamination and their risk assessment around the 

abandoned base metals and Au-Ag mines in Korea. 2017 European Geosciences 

Union (EGU), Vienna, Austria, 2017. 4. 23~28.

   2.   Chon HT: Biogeochemical orientation exploration surveys in some rare metal deposits 

in Korea; case histories. Exploration 2017, Toronto, Canada, 2017.10. 21~26.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1.   Chon HT (2017) Biogeochemical orientation exploration surveys in some rare metal 

deposits in Korea; case histories. In “Proceedings of Exploration 17: Sixth Decennia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ineral Exploration” (ed. V. Tschirhart and M.D. Thomas, 

924 p.), 829-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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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est Editor>

   1.   Bech, J., Abreu, M.M., Chon HT (Guest editors), Special issue on “Reclamation of 

mining site soils”, Part 2. CATENA (Elsevier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Soil Science- 

Hydrology- Geomorphology), Jan. 2017, v. 148, p.1-108.

<Book Chapter>

   1.   Chon HT, Lee JU, Lee JS, 2017, Heavy metals contamination of mine soil, their risk 

assessment and bioremediation. In ‘Assessment, restoration and reclamation of mining 

influenced soils’ (ed. Bech, J. et al., 520 p.), pp.387-417, Elsevier Academic Press.

<강의 및 특강>

   1.   광물자원 개발과 환경의 조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숭의여자고등

학교, 2017. 5. 26.

   2.   광물자원 개발과 환경의 조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경성고등학교, 

2017. 7. 13.

   3.   응용지구화학 개론.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특강, 2017. 9. 20.

   4.   지구화학탐사.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특강, 2017. 9. 27.

   5.   광물자원 개발과 환경의 조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서울대학교사

범대학부속중학교, 2017. 12. 22.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편집위원. 서울대학교, 2014. 11~현재.

   2.   예술의전당후원회 목련회원.

   3.   현대수필 이사, 에세이스트 이사.

   4.   한국공학한림원 원로회원.

   5.   IAAG(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pplied Geochemists) 석학회원(Fellow member).

   6.   한국문인협회(수필 분과) 회원. 2015. 12~현재.

   7.   세계여행작가협회 자문위원. 편집위원. 2015. 9~현재.

   8.   한국지질자원연구원 DMR(광물자원개발)사업단 및 3-D 지질모델링 연구 자문위원.

<기고문>

   1.   격세지감의 중국 발전. 수필과 비평 2월호(통권 184호), 205-208쪽, 2017.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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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음에는 그러지 않겠지. 현대수필 봄호(통권 101호), 131-134쪽, 2017. 3. 10.

   3.   왕피리(王避里) 동수곡(東水谷) 가는 길. 한강문학 봄호(통권 9호), 157-159쪽, 2017. 3. 30.

   4.   일본 큐슈 운젠(雲仙) 화산. 세계여행작가 제2호, 56-60쪽, 2017. 6. 15.

   5.   슬로베니아 아드리아해 연안 여행기. 세계여행작가 제2호, 51-55쪽, 2017. 6. 15.

   6.   H 선생님을 생각하며. 현대수필문인회 청색시대 제23집(마음 애(愛), 440쪽, 문학관), 

18-20쪽, 2017. 7. 10.

   7.   혼연(硏) 40여년. 서초수필문학회 16번째 문집(틈을 주다, 319쪽, 문학관), 296-299쪽, 

2017. 5. 15.

   8.   그 엄혹한 시절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 서초수필문학회 16번째 문집(틈을 주다, 319

쪽, 문학관), 154-157쪽, 2017. 5. 15.

   9.   생활의 여유. 현대수필 이사 수필집(수필로(路)), 336-337쪽, 2017. 11. 25.

10.   일본 큐슈 학술답사 기행(1). 서울공대 가을호(106호), 71-73쪽, 2017. 9.

11.   예술처럼 추한. 현대수필 가을호(통권 103호), 107-110쪽, 2017. 9. 10.

12.   모범적인 연구자의 자세. 에세이스트 2017 연간집(하권, 그 여자의 그림 그리기). 290-293

쪽, 2017. 10. 20.

13.   화방재 가는 길. 문학서초 제21호, 81-84쪽, 2017. 12. 1.

14.   비즈니스석 유감. 한국산문 11월호(통권 139호), 138-140쪽, 2017. 11. 1.

15.   나의 짝사랑 두브로브니크(Dubrovnik). 한국수필 12월호(통권 274호). 167-170쪽, 2017. 

12. 1.

16.   로바니에미(Rovaniemi)의 산타마을 추억. 리더스 테마 에세이(여행하는 너, 377쪽, 정은

출판). 180-182쪽, 2017. 12. 20.

김효철 (조선해양공학과)

<보고서>

   1.   고석천, 김효철, 서정천, 외 5명: 모형시험의 고정도화를 위한 모형선, 모형 추진기 및 부

가물의 제작, 계측 표준화를 위한 연구. KTTC 2016년도 저항분과 공동연구사업 보고, 총 

140쪽, 2017. 6. 30.

<논문>

   1.   권종오, 김효철, 류재문, 오정근(2017) 조파판 수중운동의 근사해석과 조파기 설계에 응

용. 대한조선학회 논문집, ISSN:1225-1143, Vol. 54, No. 6, pp. 461-469,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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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2287-7355, http://doi.org/10.3744/SNAK. 2017.54.6.461

<학술회의>

   1.   김효철, 이승희, 이신형, 이인원: 모형선과 모형프로펠러의 표준화. 2017년 한국해양과학

기술협의회 공동학술회의, 대한조선학회 기획세션, 부산 BEXCO, 2017. 4. 19~20.

   2.   권종오, 류재문, 김효철, 오정근: 조파판 수중운동의 근사해석과 조파기 설계에 응용. 

2017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회의, 대한조선학회 기획세션, 부산 BEXCO, 

2017. 4. 19~20.

   3.   김효철: KTTC 저항분과 공동연구 결과보고. KTTC 2017 춘계 Workshop, 인하대학교, 

2017. 5. 11.

   4.   강승현, 김효철: 중국 상해선박운수과학 연구소의 발전과 예인전차 시스템 공급보고. 

KTTC 2017 춘계 Workshop, 인하대학교, 2017. 5. 11.

   5.   김효철, 권종오, 류재문, 오정근: 수중평판요소의 수중왕복운동에 대한 근사이론해석과 

특성. KTTC 2017 춘계 Workshop, 인하대학교, 2017. 5. 11.

   6.   오정근, 김주열, 권종오, 류재문, 김효철: 조파판 수중운동에 대한 근사해석과 수치해석. 

대한조선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회의,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 2017. 11. 3.

<기고문>

   1.   접어서 낚싯배를 짓다. 서울공대 2016년 12월, No. 103, 53-55쪽.

   2.   한번으로 끝난 반월호 Sundancer의 춤. 서울공대 2017년 3월, No 104, 58-60쪽.

   3.   빛바랜 수료증과 80통의 편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제12호, 142-144쪽, 2017. 4. 29.

   4.   나는 배와 준마처럼 달리는 배. 서울공대 2017년 06월, No 105, 51-52쪽.

   5.   경정보트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하다. 서울공대 2017년 09월, No 106, 68-70쪽.

   6.   선박을 일관작업으로 건조하는 꿈. 서울공대 2017년 12월, No 107, 44-47쪽.

<연구>

   1.   김효철, 고석천, 서정천 외 5명: 모형시험의 고정도화를 위한 모형선 및 모형 추진기, 부

가물의 제작, 계측 표준화를 위한 연구. 대한조선학회 KTTC 저항분과 공동 연구, 2016. 

7~2017. 6.

<동정>

   1.   김효철(조선해양공학과): 2017년도 대한조선학회 정기총회에서 ‘대한조선학회 논문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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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44호)’ 수상, 2017. 11. 2.

<기타 근황>

   1.   심해 수조에서의 무선 송수신방식을 이용한 3D 파고측정 시스템 구축에 관한 자문, ㈜프

로컴, KTTC 저항분과 공동연구 분과회의, 2017. 1.   23.

   2.   타이밍 벨트로 구동하는 벤치테스터 설계와 제작에 관한 자문. ㈜슈처센츄리, 2017. 2. 7.

   3.   대우조선해양 선박유체역학 연구시설 설계완료 자문. ㈜대우조선해양, 2017. 2. 27.

   4.   대용량 다기능 예인전차 시스템의 차륜 접촉압력 추정에 관한 자문, ㈜마린스페이스, 

2017. 3. 13.

   5.   예인전차 비상제동장치의 제동압력 측정 방법에 관한 자문, ㈜마린스페이스, 2017. 3. 28.

   6.   가두리 양식장의 계류력 측정용 장력측정기 설계 자문, ㈜ KHS ,시스텍 2017. 4. 26.

   7.   KTTC 저항 분과 공동 연구 결과 보고, 인하대학교, 2017. 5. 11.

   8.   다기능 예인전차의 부전차 시스템의 운전과 제어에 관한 자문, 중국상해선박해운 연구

소. 2017. 5. 23.

   9.   Bangladesh 선박모형시험 센터의 선형시험수조의 계획 검토, Bangladesh University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2017. 6. 19.

10.   H41000,M.V. Starship Taurus 명명식 참석, ㈜남성해운, 2017. 7. 5.

11.   대한조선학회 회장선거관리위원회 감표위원, 대한조선학회, 2017. 7. 28.

12.   이중 플랩 구동식 조파기 설계, 충남대학교, 2017. 8. 4.

13.   벤치테스터 구동토크장치 개조 설계 자문, ㈜슈퍼센츄리, 2017. 9. 5.

14.   이중플랩 조파장치의 제작도면 수정도 확인, ㈜KHS 시스텍, 2017. 9. 28.

15.   해양장비 실험을 위한 원형 조파수조 계획 검토, ㈜마린스페이스, 2017. 10. 24.

16.   중소형 고속선의 설계지원센터 구축 계획의 검토, 중소조선연구소, 2017. 11. 6.

농업생명과학대학

김병동 (식물생산과학부)

<학술회의>

   1.   Foldback Intercoil DNA: Its implication to Genomics and Epigenetics. BIT’s 2nd 

International Congress of Genetics-2017. Hilton Xian. Xian, China, 2017. 4. 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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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및 특강>

   1.   종자과학은 인류 식량과 생명과학의 핵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만남’ 겨울방학 특강, 미림여자고등학교, 2017. 1. 16.

   2.   급변하는 과학기술의 중심에 위치한 식물 분자유전육종. 경북대학교 원예학과, 2017. 3. 

7.

   3.   제4차 산업혁명과 농업생명산업. (사)농업사회발전연구원, 2017. 3. 27.

   4.   생명과학은 왜 재미있는가?. 분당중앙고등학교, 2017. 5. 24.

   5.   종자과학은 인류 식량과 생명과학의 핵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명

덕외국어고등학교, 2017. 7. 19.

   6.   종자과학은 인류 식량과 생명과학의 핵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만남’ 여름방학 특강, 미림여자고등학교, 2017. 7. 28.

   7.   종자과학은 인류 식량과 생명과학의 핵심. 안양여자고등학교, 2017. 8. 10.

   8.   종자과학, FBI DNA, 유전자가위: 생명과학 제2막.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

특강, 경성고등학교, 2017. 10. 25.

   9.   융합과학시대의 유전체 육종, 예방맞춤의학, 유전체편집.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

능기부특강, 동성고등학교, 2017. 12. 1.

10.   새로이 발견된 FBI DNA로 다시 쓰는 생명과학.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

강,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2017. 12. 22.

<기타 근황>

(서울대학교 교수합창단)

   1.   방문연주회. 여주 소망교도소, 2017. 6. 20.

   2.   제7회 서울대학교 정기연주회. 서울대학교 MoA, 2017. 11. 17.

이경준 (산림과학부)

<학술 활동>

   1.   산림녹화UNESCO기록유산등재추진위원회 위원장. 2016. 6. 16~현재.

   2.   한국밀원수조림육성협회 회장: 협회 운영.

   3.   한국포플러위원회 부회장: 이사회 및 총회 참석.

   4.   산림정책연구회 부회장: 이사회 및 총회 참석.

   5.   한국학중앙연구원 광복 70주년기념 출판도서 “한국의 산림녹화70년”(대표저자 이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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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번역 완료.

   6.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 다밀성 아까시나무 신품종개발 용역연구 수행.

   7.   산림청 등록 신품종 유니 지니 아까시나무(육성자: 이경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전

남 영광군(2.15), 양봉농협(3.7) 간 기술이전 협약 체결.

   8.   독일 폴란드 아까시나무 연구 시찰. 한국양봉농협 후원, 2017. 5. 31~6. 10.

   9.   한국문화자연유산학회 창립총회 참석. 2017. 10. 28.

10.   한국개발연구원(KDI), World Bank 주최 Science of Delivery Workshop 수목의 검목제

도 집행과학 연구사례 발표. 2017. 12. 14.

<강의 및 특강>

   1.   신젠타 조경수관리자 교육 특강. 수목의 비전염성병. 2017. 1. 12.

   2.   서울대 식물병원 조경수관리교육 강의(수목생리, 비전염성병, 건강관리). 2017. 1. 16~20, 

6.19~23, 10. 24.

   3.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특강. 수목생리. 2017. 2. 27.

   4.   한국숲해설가협회 심화 교육(수목생리, 10회). 2016. 12. 20~2017. 2. 21, 산림생태(4회) 

2017. 5. 24~9. 28.

   5.   사유림발전연구회 특강. 산림녹화유네스코 등재 추진 현황. 2017. 3. 17.

   6.   산림아카데미 특강(2회). 조경수 재배기술. 2017. 3. 18, 10. 21.

   7.   국립산림교육원 직무 교육 조경수관리반, 수목보호반, 야생화분재반 및 외국인 연수반 

강의(수목생리 및 산림녹화). 2017. 3. 22~10. 16.

   8.   서울대학교 에코캠퍼스투어 숲 해설. 관악(2017. 4. 6), 연건(2017. 10. 16).

   9.   대전생명의숲 숲해설가 양성 과정 특강. 수목생리. 2017. 4. 11.

10.   서울시 과학전시관 주관 학교나무가꾸기 특강(5회). 2017. 4. 18~9. 26.

11.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주관 인턴 나무의사 과정 특강(수목생리, 비전염성병, 천연기념물 

노거수 관리)(8회) 2017. 4. 27~10. 10.

12.   에코아이생태교육연구소 유아숲지도사 특강: 임학, 산림생태(2회). 2017. 6. 15~27.

13.   서울대 녹색지도자과정 특강. 산림녹화. 2017. 6. 13.

14.   산림과학원 나무병원 실무자 교육 특강. 수목생리와 건강. 2017. 6. 26.

15.   국립농수산대학 특강. 수목생리. 2017. 8. 4.

16.   수목보호협회 수목보호기술자 양성반 특강. 비전염성병. 2017. 8. 17.

17.   육군 제61보병사단 수목관리 특강. 2017. 9. 27.

18.   임업기계훈련원 특강. 수목병해충관리. 2017.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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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립생태원 직무교육 특강. 조경수 관리. 2017. 12. 15.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산림청 5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 2016. 5~2017. 3.

   2.   재단법인 화농연학재단 이사. (회의 참석 4회): 2017. 2. 10~11. 23.

   3.   유한회사 도성개발 브레인트리생명공학연구소 소장. 2013~현재.

   4.   삼성전자 기흥지구 메타세쿼이아 건강 진단. 2017. 10. 20.

<기고문>

   1.   산림녹화기록물UNESCO기록유산 등재신청 배경. 산지보전협회 격월간지 산사랑 2017년 

7-8월호. 산지이슈 파트 산사랑 칼럼.

   2.   산림녹화UNESCO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활동. 국립산림과학원 격월간지 과학이그린 

2017년 통권 36호. 6-9쪽.

   3.   문답으로 배우는 수목 상식(4회). 한국잔디연구소 계간지 골프코스관리정보. 2017. 3~12.

<동정>

(수상)

   1.   이경준(산림과학부): 산림청 개청 50주년 기념사업 유공자 포상: 표창장 농림축산식품 제

102168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경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2017. 12. 20.

이돈구 (산림과학부)

<논문>

   1.   Pilote Kiyani, Jewel Andoh, Yohan Lee and Don Koo Lee (2017) Benefits and 

challenges of agroforestry adoption: a case of Musebeya sector, Nyamagabe District in 

southern province of Rwanda. Forest Science and Technology 13 (4): 174-180.

   2.   이돈구, 권기철, 강규석(2017) 새마을운동 기간에 조림.육종.사방 기술 연구 개발이 우리

나라 산림녹화 성공에 미친 기여도 고찰. 한국임학회지 106 (4): 371-379.

<Book Chapter>

   1.   Don Koo Lee (2017) Continuity and strengthening of science collaboration - time of 

consolidation. Pages 33-35 in Elisabeth Johann, Alexander Buck, Brigitte Bu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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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Kleine, Renate Prueller and Gerda Wolfrum (Eds). 125 Years of IUFRO 

(International Union of Forest Research Organizations 1892-2017). IUFRO, Vienna.

   2.   Don Koo Lee (2017) Relationships and few opinions for IUFRO. Pages 499-500 in 

Victor K. Teplyakor and Valentin S. Shalaev (Eds.). A History of IUFRO Congresses, 

Forest Research and Russian’s Participation. IUFRO, Vienna.

<학술회의>

   1.   이돈구: 산림을 통한 아시아의 지속가능 발전과 녹색성장. 기조연설, 제12회 평화와 번영

을 위한 제주포럼, 2017. 5. 31~6. 2.

   2.   International Union of Forest Research Organizations (IUFRO) 창립 125주년 기념총회 

기간 중 “A History of IUFRO Congresses, Forest Research and Russia's Participation“ 

출판기념식에서 축사. 2017. 9. 20. Freiburg, Germany.

   3.   2017 International Saemaul Development Conference (Saemaul Develop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서 “Saemaul Undong, Rehabilitation of Degraded 

Fores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는 제목으로 연설. 대구. 2017. 11. 1.

<강의 및 특강>

   1.   조림학. 영남대학교 박정희새마을대학원, 2017. 3. 2~6. 20.

   2.   산림과 단기소득. 영남대학교 박정희새마을대학원, 2017. 6. 28~8. 30.

   3.   산림자원현장실습-3. 영남대학교 박정희새마을대학원, 2017. 9. 25~2018. 1. 17.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특임석좌교수. 영남대학교 박정희새마을대학원, 2013. 4~현재.

   2.   위원장.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자문위원회, 2013. 7~현재.

   3.   이사장. (사)생명의 숲 국민운동, 2015. 3~현재.

   4.   이사장. (재)국가농림기상센터, 2016. 10~현재.

   5.   자문위원. 강원연구원 자문위원회, 2017. 7~현재.

   6.   감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17. 12~현재.

<동정>

   1.   Honorary Doctorate (Forest Science) Award from Kasetsart University, Bangkok, 

Thailand. 2017.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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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준 (농생명공학부)

<저서>

   1.   나용준 외 7명: 신고 수목병리학. 총 344쪽, 향문사, 2017. 8. 29.

<보고서 및 자료집>

   1.   나용준(공동연구자):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병해충 조사(2016년도), 총 71쪽, 서울대학

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병원, 2017. 2.

   2.   나용준: 참나무 시들음병. 서울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기술자료(2017-1), 8쪽, 2017. 11.

   3.   나용준: 카나리야자나무 깜부기병. 서울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기술자료(2017-2), 8쪽, 

2017. 11.

   4.   나용준: 모과나무 점무늬병. 서울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기술자료(2017-3), 8쪽, 2017. 11.

   5.   나용준: 다정큼나무 점무늬병. 서울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기술자료(2017-4), 8쪽, 2017. 

11.

<강의 및 특강>

   1.   수목병의 진단과 관리. (주)신젠타 코리아 주최 조경수 관리자 교육, 서울대학교 호암교

수회관, 2017. 1. 12.

   2.   수목병 관리, 수목 외과수술, 올바른 가지치기, 수목의 상처 치료 등 4개 과목 강의. 서울

대학교 식물병원 주최 제33회 주경수관리교육과정, 2017. 1. 16~20.

   3.   조경수의 전정. 2017년도 최고농업경영자 조경 과정, 한경대학교 농업과학교육원, 2017. 

5. 26.

   4.   생활권 수목의 상처치료. 제22회 강원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수목관리교육, 강원대학교 산

림환경대학 대강의실, 2017. 6. 9.

   5.   수목병 관리, 수목 외과수술, 올바른 가지치기, 수목의 상처 치료 등 4개 과목 강의. 서울

대학교 식물병원 주최 제34회 조경수관리교육과정, 2017. 6. 19~23.

   6.   수목병해의 진단과 방제. (사)한국수목보호협회 2017년도 실무강화교육과정, 건국대학교 

생명과학관, 2017. 6. 29.

   7.   수목병리학, 올바른 가지치기, 수목 외과수술, 수목의 상처치료 등 4개 과목 강의. 한경대

학교 주최 나무의사 인턴교육과정, 서울경마장 시청각실, 2017. 7. 4~10. 19.

   8.   현대 수목의학과 올바른 생활권 수목관리.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공동주최, 생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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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진료 세미나,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 대회의실, 2017. 8. 31.

   9.   수목병의 진단과 관리. 인천시 산하 수목관리 담당공무원 대상 수목관리 기술교육, 2017. 

10 24~25.

10.   소나무류의 Scleroderris 궤양병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 연구부, 

2017. 10. 26.

11.   생활권 수목의 상처치료. 제23회 강원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수목관리교육, 강원대학교 산

림환경대학 대강의실, 2017. 11. 17.

우건석 (농생명공학부)

<보고서>

   1.   우건석: 수목해충의 종합관리. 총 64쪽,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2017. 8. 3.

<강의>

   1.   조경수 해충 관리. 제33회 조경수관리교육, 서울대학교 멀티미디어 강의동, 2017. 1. 22, 

24.

   2.   세계 양봉 산업 전망과 한국 양봉 발전 과정. 영국 튀컨햄-템즈베리 양봉인협회, 튀컨햄 

양봉인 협회, 2017. 7. 22.

   3.   수목해충학, 해충의 종합관리.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주관 인턴나무의사 양성과정, 한

국마사회, 2017. 8. 3, 17, 22.

   4.   생활권 수목해충 방제의 인문학적 개념의 접근은 불가능한가?. 순천대학교 수목진단센

터, 순천대학교, 2017. 8. 31.

   5.   조경수 해충관리. 서울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주관 수목관리기술교육(인천시공무원), 서울

대학교 75-1동, 2017. 10. 24.

   6.   세계 벌꿀 생산과 시장. 서울대학교 동계 양봉캠프 지도자 과정,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

관 별관 SK게스트하우스(125-2동) 1층 로즈홀, 2017. 12. 26.

<기고문>

   1.   조경수 해충의 종류 및 관리. 서울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수목관리기술교육 교재 2017-1

호. 71-117쪽, 2017. 10.

   2.   세계 벌꿀 생산과 시장-벌꿀 얼마나 생산되나 그리고 어떻게 팔아야 좋은가?. 꿀벌과 양

봉경영 제8판.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19-28쪽, 2017.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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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앞털뭉뚝나무좀. 서울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기술자료집 2017-5. 8쪽, 2017. 11.

   4.   대나무쐐기알락나방. 서울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기술자료집 2017-6. 8쪽, 2017. 11.

<동정>

   1.   우건석(농생명공학부): 세계양봉연맹(Apimondia), 양봉경제 분과위원장 4년 임기를 마

침(2014~2017).

   2.   우건석(농생명공학부): 터키 Sile양봉센터 프로젝트인 밤꿀의 성상, 꿀벌 품종, 양봉경영 

실태를 현장 방문. 2017. 5. 4.

   3.   우건석(농생명공학부): 세계양봉연맹 평의회 참석. 이스탄불 힐튼 포스포러스 호텔. ICC, 

2017. 6. 3~4.

   4.   우건석(농생명공학부): 세계 젊은 양봉인 협의회(IMYB)의 Jiri Piza회장과 제8차 연차실

기 대회 참관하기 위해 영국 말보로 대학 방문. 2017. 7. 6.

   5.   우건석(농생명공학부): 45차 이스탄불 세계양봉대회의 양봉경제, 봉료 보건 분과위의 학

술발표 좌장. 2017. 9. 28~10. 2~3.

   6.   우건석(농생명공학부): 터키 Mugla주 양봉협회의 Mugla양봉박물관을 방문. 2017. 9. 29.

   7.   우건석(농생명공학부): 45차 이스탄불 세계양봉연맹총회에서 평생명예회원으로 선임. 

2017. 10. 4.

   8.   우건석(농생명공학부): 이스탄불 ICC에서 개최한 아시아양봉연구회 총회 참석. 2018. 10. 

18~22. 인도네시아 Makassar에서 학회 개최 결정. 2017. 10. 1.

<기타 근황>

   1.   서울대학교 식물병원에서 주관하는 “조경수 관리교육”에서 조경수 해충의 종합적 관리, 

생태에 관해 강의. 서울대 멀티미디어 강당. 2017. 1. 16~18.

   2.   경기도 물향기 수목원 습지생태원의 Salix 속 식물에 산란한 미국 선녀벌레의 산란실태 

조사. 2017. 2. 22~3. 15.

   3.   미국 오리건 주립대 양봉학  Michael Burgett 명예교수와 미국의 꿀벌 붕괴현상과 세계

양봉산업의 문제 등을 협의함. 서울 한옥촌. 2017. 3. 19.

   4.   2017 경기도 인턴나무의사 양성과정 민간 위탁 위,수탁 협약회의 자문. 경기도 산림환경

연구소 회의실. 2017. 3. 24.

   5.   충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식물종합병원이 주최한 수목위험요소 조사장비의 원리와 응

용에 관한 워크숍에 참석.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바이오연구동 S20-110. 2017. 4. 

7.



312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7, 제13호

   6.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전남 광양 추산)에서 난대성 식물의 곤충상을 조사함. 2017. 4. 

26~27.

   7.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난대성 수목에 어떤 해충이 발생하는지 실태조사를 위하여 경남 창

원, 진해의 분포지를 방문 조사함. 2017. 5. 4~7., 2017. 11. 14~17.

   8.   그리스 아테네시 국립공원을 방문. 감로꿀 생산을 돕는 매미목 곤충상을 조사함. 2017. 5. 

12~18.

   9.   그리스 아테네시 Nat. Botanic Garden에서 Aleppo소나무 깍지벌레 발생밀도 조사함. 

2017. 5. 20~23.

10.   그리스의 밀원자원, 아테네와 Vouliagmeni 지역의 Aleppo소나무 깍지벌레 발생밀도, 

honeydew 생산 및 판매 현황을 조사함. 2017. 5. 22~26.

11.   그리스 아테네 도,소매 시장에서 Thyme&Pine꿀, Acorns꿀. 유카립투스 꿀 등 8종류의 

시장가격, 전시실태, 생산 현황 조사함. 2017. 5. 28~31.

12.   노르웨이 오슬로의 Sentrum 시장에서 Valnotter 꿀 등 9종류의 판매가격 등 벌꿀의 유통

환경 시장 조사함. 2017. 6. 7~12.

13.   노르웨이 오슬로 근교 Frogenerseteren 산림지역을 방문 밀원식물 분포상을 조사함. 

2017. 6. 13.

14.   노르웨이 Jotunheiman 국립공원에 소속된 Lillehammer를 방문 포플러스 등 넓은 잎 식

물에서 생산되는 Propolis 종류를 조사함. 2017. 6. 14.

15.   스웨덴 Uppsala 근교 린네의 Hammarby생가에서 린네가 가꾼 40여 종의 식물을 340헥

타 농장에서 재배한 외래식물(시베리아 사과나무) 식재상태를 살펴봄. 2017. 6. 16.

16.   Uppsala 대학공원 Gustarianum, Ekermanskanuset의 Betula pendula, 칠엽수, 유럽피나

무, 루브라상수리나무, 물푸레나무, 아카시나무, Sorbus aucuparia 등의 생육실태를 알아

봄. 2017. 6. 16~17.

17.   Uppsala 대학 린네 식물 표본관(Linneanum)의 Thunberg 표본실, 린네관, Forskarium, 

오렌지 재배관, Kaktustumnaet를 탐방함. 2017. 6. 16~17.

18.   스웨덴 Uppsala시 근교 양봉장을 방문하여 양봉장 환경, 꿀벌 품종 등 꿀벌관리 현황을 

조사함. 2017. 6. 17

19.   스웨덴 Uppsala 시장에서 Svensk Honung 등 10종류의 판매가격, 시장환경 등을 조사함. 

2017. 6. 17~20.

20.   스웨덴 Gävle 시의 1840년에 조성한 Gävle 시립공원에서 populus canesceus, 자작나무, 

Tilia, 벽오동, 느릅나무에서 피나무 나무좀 갱도, 라일락 잎굴나방, 긴잎벚나무 goomisis, 

오리나무 잎 혹응애, 가루이 발생상 조사와 수목관리실태 확인함. 2017.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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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스웨덴 Uppsala 근교의 Oregrund지역인 Grntlung-Viken 에서 양봉장을 방문하여 주요 

밀원 자원과 양봉산물 생산과정, 시장유통 현황을 알아봄. 2017. 6. 21.

22.   스웨덴 스톡홀름의 Humle 식물원, Osterwalms 공원의 Tilia 속 식물의 깍지벌레, 칠엽수, 

잎굴나방의 발육정도를 조사함. 2017. 6. 22~23.

23.   스웨덴 Solna 근교의 Skyttenholms 공원에서 버드나무, 포플러, 참나무, Sorbus, Tilia, 

maple cherry 등의 개화현황을 관찰함. 2017. 6. 24~26.

24.   스톡홀름 근교 Solna시에서 1965년에 만든 “SKYTTEHOLMS PARKEN”에서 나무좀, 벚나

무진딧물 발생 ·방제 시스템과 Hemkop Solna의 9벌꿀 발생 및 유통 ·판매 가격을 조사

함. 2017. 6. 26.

25.   런던 그린파크의 Marlborough House Gardens 에서 개최된 Bee Garden Party에 초청받

고 참석. 영국의 벌꿀과 아프리카의 양봉 기술 교육 현황을 소개 받음. 2017. 6. 29.

26.   런던 하이드 파크의 칠엽수잎굴나방 발생현황 조사, 켄싱턴 공원의 Oak Processionary 

Moth의 발생을 알리는 시민주의 홍보시설을 점검함. 2017. 6. 30.

27.   런던 왕립예술대학(RCA)의 180주년 Show Kensington 졸업전시회에 초청받아 Service 

Design Textile, 식용곤충의 사육과 이용 등 12개 분야를 관람함(Darwin 건물). 2017. 7. 2.

28.   2016년에 이어 런던 센 제임스 파크 St. Ermins 호텔 양봉장의 관리 현황, 벌꿀의 종류, 투

숙객의 반응 등 상담함. 2017. 7. 2~3.

29.   런던 근교 Richmond 공원, Bushy 공원의 “영국 참나무” 잎에 발생한 Neuroterus, 

Andricus 속 기생혹벌의 발생밀도를 현장조사함. 2017. 7. 10~12.

30.   템즈강변 York House Garden에서 Cedrus, Hollyhawk, Oak, Hibiscus, 야생배나무, 동백

나무의 해충발생상을 조사. Oak잎에서 common spangle gall wasp, marble gall wasp 

채집함. 2017. 7. 12~13.

31.   런던 Kew Botanic Garden의 생활권 수목 관리, 양봉장 운영, 해충 방제 현황 조사함. 

2017. 7. 13~14.

32.   영국 펨브록주 해안국립공원 스코머 섬을 방문. 국화과 개쑥갓을 가해하는 Cinnabar 나

방유충의 발생 패턴, Puffin의 군락서식 환경을 조사함. 2017. 7. 18~20.

33.   영국 웨일즈 Carmarthen 에 있는 웨일즈 국립식물원을 방문. 나비정원, 꿀벌정원에서 열

대산 나비류, 꿀벌을 키우며 식물의 종다양성에 도움을 주는 현장 운영을 살펴봄. 2017. 

7. 19.

34.   2017 식물병원 에코캠퍼스 프로젝트 조사 및 워크숍(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추산시험

장). 2017. 8. 8~9.

35.   서울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운영위원회 참석함. 2017.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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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45차 이스탄불 세계양봉대회 조직위원장으로부터 공로패 수여함. 2017. 10. 1.

37.   45차 세계양봉대회 기술방문을 이스탄불 발팔말크 양봉산물연구소에서 실시함. 2017. 

10. 4.

38.   경북 영양군 삼의면 삼의리 일대 산에 설치된 풍력발전기의 소음, 전자파가 인근 꿀벌 사

육 농장에서 꿀벌의 생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현지 답사함. 2017. 12. 14~15.

장병욱 (조경 ·지역시스템공학부)

<저서>

   1.   장병욱: 토질역학. 총 590쪽, 구미서관, 2017. 3. 10.

<전시>

   1.   장병욱: 제6회 충의공 정기룡 장군 전국 서예 문인화 대전. 한문 해서: 포은선생시(특선), 

충의사, 2017. 5. 26~28.

   2.   장병욱: 제6회 대한민국 정조대왕 서화대전. 한문 해서: 을지문덕장군시(입선), 경기도 문

화의 전당. 2017. 10. 25~29.

   3.   장병욱: 제12회 대한민국 운곡 서예 문인화 대전. 한문 해서: 제목; 춘교한보(우수상), 한

문 행서: 제목; 운곡선생시(특선), 원주치악문화회관, 2017. 11. 24~29.

이무근 (농산업교육과)

<저서>

   1.   김신복, 이무근, 최운실 외 6명. 교육정책의 역사적 변동과 전망. 총 668쪽. 서울대학교출

판문화원. 2017. 8. 10.

   2.   Park Dong-Yeol, Lee Mu-Keun, Ma Sang-Jin. Vocational Education Policies in the 

Republic of Korea: Past, Present and Future. 222p.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KRIVET), 2017. 9. 7.

<학술활동>

   1.   이무근: 미래 변화 전망과 직업교육의 방향. 2017 한국직업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기조

강연, 한국프레스센터 19층, 2017. 4. 26.

   2.   이무근: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평생직업교육의 방향. 한국대학신문 논설 기고, 201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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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의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이사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중회의실, 2017. 2. 20.

   2.   대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을 대표하여 Noble Prize Dialogue Tokyo 2017 참석, Tokyo 

International Forum, 2017. 2. 25~27.

   3.   위원장.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평가위원회, 성남 미리토피아호

텔, 2017. 4. 24~28.

   4.   위원장.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관리위원회, 서울, 2017. 5. 2.

   5.   위원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18학년도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인가 ·지

정 평가인가심사위원회, 대전 인터시티호텔, 2017. 5. 18~19.

   6.   좌장. 미래 사회를 위한 교육 어떻게 바꿔야 하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리더십 

연구센터 국가정책 포럼, 백범 기념관 대회의실, 2017. 5. 30.

   7.   위원장.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관리위원회, 서울, 2017. 6. 12.

   8.   의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임시이사회, 서울 양재동 엘타워 2층, 2017. 7. 19.

   9.   대표이사. 한국창의성학회 창의성 캠프 환영사, 서울대학교 39동 B1 103호, 2017. 10. 13.

10.   의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제2차 정기 이사회, 서울 양재동 엘타워 2층, 2017. 11. 27.

11.   위원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18학년도 e-MU 학사학위 심화과정 인가 ·지정 평가 

심사위원회, 서울 바비엥 2, 2017. 11. 28.

미술대학

서용선 (서양화과)

<전시>

(개인전)

   1.   Suh Yongsun : 생각이 그려지는, 봉산문화회관, 대구, 2017. 1. 13~4. 9.

   2.   Suh Yongsun: Crossing Worlds, Art Mora, 뉴욕, 미국,  2017. 2. 18~2. 25.

   3.   Suh Yongsun: Suh Yongsun: 37 rue de Montreuil Paris ·222 Main Street New Jersey. La 

Galerie La Ville A des Arts, 파리, 2017. 6. 19~7.16.

   4.   Suh Yongsun: My Place. Fukuzumi Gallery, 오사카, 일본, 2017. 9. 25~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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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전)

   1.   그림, 사람, 학교. 서울대학교미술관, 서울, 2017. 1. 11~24.

   2.   예술만큼 추한. 서울대학교미술관, 서울, 2017. 3. 7~5. 14.

   3.   색채의 재발견. 뮤지엄 산, 원주, 2017. 3. 17~9. 3.

   4.   붓다아트페스티발. SETEC, 서울, 2017. 3. 23~26.

   5.   Commodity & Ideology. Queens College Klapper Hall Art Gallery, 뉴욕, 미국, 2017. 6. 

1~7. 30.

   6.   Art and Vimukti. Santakuji Temple, Fujinomiya, Shizuoka, 일본, 2017. 9. 2~10.

   7.   청년의 초상.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서울, 2017. 9. 22~11. 13.

   8.   풍경표현. 대구미술관, 대구, 2017. 9. 29~12. 31.

   9.   회화에서 회화로. 시안미술관, 영천, 경북, 2017. 9. 30~2018. 3. 31.

10.   안평대군의 비밀정원. 자하미술관, 서울, 2017. 11. 7~12. 10.

11.   미황사. 학고재, 서울, 2017. 11. 17~12. 5.

12.   열정. 양평군립개관 6주년전, 양평군립미술관, 양평, 2017. 12. 15 ~ 2018. 2. 18.

13.   서용선 & Don Kimes- Two Reflections, 워싱턴 한국문화원, Washington D.C, 2017. 12. 

8~2018. 1. 24.

<강의 및 특강>

   1.   222 Main Street. 상명대학교 미술대학 조형예술학과 학술답사 특강, 제천대명콘도 컨퍼

런스룸, 2017. 4. 6.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심사위원. Korea-Australia Arts Foundation Art Prize, 2017. 10. 29.

<기타 근황>

   1.   미국 워싱턴디씨 한국문화원에서의 전시 및 문화원과 대한민국대사관 협력으로 

Torpedo Factory Art Center(Alexandria, VA, USA)에서 레지던시 아티스트로 작업중. 

2017, 12. 1~2018. 2. 26.

   2.   서울대학교총장으로부터 발전기금 감사패 받음. 2017. 10. 12.

   3.   일본 오사카, 개인전 개최로 방문. 2017. 9. 24~10. 10.

   4.   중국 연길, 집안 등 고구려 유적지 방문 및 현지 체류 작업. 2017. 7. 16~9. 11.

   5.   프랑스 파리, 개인전 개최 방문 및 체류 작업. 2017. 5. 2~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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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서용선작품분석수록. 백민석저, 『리플릿』, 104~115쪽, 한겨레출판, 2017.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김철수 (법학부)

<저서>

   1.   김철수: 『한국통일의 정치와 헌법』, 총 737쪽, 시와 진실, 2017. 2. 23.

   2.   김철수: 『기본적 인권의 본질과 체계』(대한민국 학술원총서), 총 1018쪽, 경성문화사, 

2017. 12. 20.

<논문>

   1.   김철수 (2017) 「헌법과 정치에 대한 단상」, 『헌법과 형사법』, 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 

제13회 학술심포지엄 기조연설문.

   2.   김철수 (2017) 「인권사상의 전개에 관한 고찰」, 『학술원논문집 인문 ·사회과학 편』 제56집 

2호, 127-327.

<기고문>

   1.   김효전 역,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 학술원통신 서평.

<기타 근황>

   1.   『한국통일의 정치와 헌법』 저자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통일 한국선 대통령 ·국회 모두 권

력 줄여야”), 2017. 3. 6.

   2.   한일 학술원공동세미나 참석, 호암교수회관, 2017. 9. 21.

   3.   UAI(국제학술원연합) 총회 참석, 일본 동경, 2017. 10. 22~27.

   4.   일본 동양문고 방문, 2017. 10. 25.

최종고 (법학과)

<단행본>

   1.   최종고: 괴테의 이름으로. 총 168쪽, 에크리, 2017.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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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전시>

   1.   서울법대 화우회 제4회 전시회. 한전아트센터, 2017. 4. 11~19.

   2.   한중학자서예전 출품. 예술의전당 서예관, 2017. 10. 25~11. 6.

   3.   공간시낭송회원소장품전. 문학의 집-서울(남산), 2017. 8. 1~19.

   4.   제3회 세계한글작가대회 집행위원.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2017. 12-15.

   5.   황산덕박사100주년추모회 사회. 코엑스빌딩 201호, 2017. 10. 18.

   6.   한국펄벅연구회창립모임(회장 취임), 한무숙문학관, 2017. 10. 28.

   7.   제10회 규장각국제심포지엄(동아시아 속의 조선법) 분과사회. 규장각, 2017. 11. 24.

<기고문>

   1.   서울법대 학문연구의 전통, <서울대학교 법학> 58권 1호, 3-26쪽, 2017.

   2.   중세 교회법과 루터의 파문: 역사적, 법적 고찰. <신학과 교회> 7호, 207-234쪽, 2017.

   3.   대한민국 헌법의 변천사. <현대사광장> 9호, 10-30쪽, 2017.

   4.   법과 종교와 인간의 변주: 나의 법사상사적 회고. <범죄방지포럼> 37호, 13-19쪽, 2017. 7.

   5.   나의 음악적 체험과 회상. <음악문헌학> 8집, 195-256쪽, 2017. 9.

   6.   윤치호의 하와이 및 멕시코 한인 방문. <좌옹 윤치호평전> (윤경남 편저), 신앙과지성사, 

140-158쪽, 2017.

   7.   서평 <이광수, 일본을 만나다>(하타노 세츠코, 2016). <아시아리뷰> 6권 2호, 347-352쪽, 

2017.

   8.   법과 종교와 인간의 변주: 나의 법사상사적 회고. <범죄방지포럼> 37호, 13-19쪽, 2017.

   9.   한국 역사 속에도 유대인이 있었다. <미래한국> 559호, 58-61쪽, 2017. 10. 25.

10.   ‘선인생 후문학파’의 보람과 책임. <문학의 집-서울> 192호, 5쪽, 2017. 10.

11.   안톤 체호프의 발자취를 찾아서. <글의 세계> 37호, 223-229쪽, 2017.

12.   이미륵의 발자취를 찾아서. <글의 세계> 38호, 100-107쪽, 2017 여름.

13.   제임스 미치너와 한국전쟁. <글의 세계> 39호, 12-18쪽, 2017 가을.

14.   한슈인(韓素音)의 세계와 한국. <글의 세계> 40호, 300-306쪽, 2017 겨울.

15.   펄벅과 한국문학. <PEN문학> 140호, 179-198쪽, 2017. 11-12 월호.

16.   펄벅의 한국에 대한 인상기:펄벅연구회를 창립하면서. <한국창작문학> 2017 겨울호, 

22-27쪽.

17.   나의 세계기행과 시화편력. <국제문예> 71호, 20-34쪽, 2017 가을호.

18.   동서양의 펄 벅 다시보기. <국제문예> 72호, 10-17쪽, 2017 겨울호.

19.   펄 벅과 서울법대. <Fides> 6호, 97-107쪽,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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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우면산의 시비(詩碑). <문학서초> 21, 99-103쪽, 2017. 12.

21.   펄 벅시 번역. <공간시낭독회> 447회, 40-45쪽, 2017. 10.

22.   나의 시서화 편력. <Fides> 6호, 466-479쪽, 2017. 12.

23.   유기천(1915-1998)과 노융희(1927-2017). <월송회보> 12호, 22-24쪽, 2017.

24.   법률가, 정치인, 학자 황성수. <변협신문> 634호, 8쪽, 2017. 4. 10.

25.   탄생100주년의 황산덕. <변협신문> 666호, 8쪽, 2017. 12. 4.

26.   탄생10주년의 황산덕박사. <회고록>(황산덕), 한동문화사,, 13-18쪽, 2017.

27.   법대 여성문필가 이덕희. <이덕희: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싶었던>, 나비꿈, 

140-151쪽, 2017.

28.   명인뜨락의 처용랑. <무악 인생록(심소 김천흥선생)>, 소명출판사, 9-12쪽, 2017.

29.   제2의 에덴 타히티를 찾아서. <해바라기> 605호, 40-41쪽, 2017. 6월호.

<강연>

   1.   펄벅 다시보기. 서초문화예술회관 문학카페, 2017. 9. 25.

   2.   미술로 본 법과 정의. 소헌미술관(대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2017. 3. 18.

   3.   미술로 본 법과 정의. 대명고등학교, 명예교수사회봉사강의, 2017. 7. 18.

   4. 이항녕의 생애와 법사상. <제8회 이항녕 기념강좌>,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2017. 10. 14.

   5.   괴테의 생애와 문학. 서초문화예술회관 문학카페, 2017. 10. 14.

   6.   칸트의 생애와 철학, 서초문화예술회관, 2017. 10. 30.

   7.   퇴계-괴테-다산: 숨겨진 선. 서울삼락회 명사초청강연, 서울정독도서관, 2017. 11. 8.

   8.   한국에서의 펄벅연구현황. 중국 젠장시 펄벅심포지엄, 2017. 9. 6.

   9.   부여의 인물사. 한국인물전기학회, 2017. 4. 28.

10.   펄벅의 생애와 한국. 한국펄벅연구회, 한무숙문학관, 2017. 10. 28.

11.   루터와 괴테: 종교개혁 500주년. 예술가의 집, 2017. 12. 14.

12.   펄벅 다시보기. 경맥문학회, 한일관, 2017. 12. 30.

<동정>

(수상)

   1.   최종고(법학과): 한국창작문학 대상. 한국창작문학협회, 2017.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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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

김신일 (교육학과)

<학술회의>

   1.   Redirecting a Culture of Learning in the Age of ‘Lifelong Learning for All’. A Keynote 

Speech at the 1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 Research: Lifelong Learning 

for All Designing Sustainable Learning Societ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am 

Faculty House. 2017. 10. 19.

<강의 및 특강>

   1.   한국평생교육 40년 회고와 미래 과제.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40주년기념 심포지엄, 기조

강연, 구미 금오산호텔, 2017. 1. 19.

   2.   새로운 부산100년의 리더십. 부경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특강, 부경대학교, 2017. 5. 25.

   3.   평생학습시대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학교. 충북교육청 특강, 교육청 강당, 2017. 7. 7.

   4.   국정과제와 새로운 평생교육정책의 방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회도서관, 2017. 9. 29.

   5.   평생학습운동의 세계적 동향. 수원 세계평생학습 심포지엄, 수원시청 대강당, 2017. 10. 

24.

   6.   지속가능발전과 평생교육. 제주 평생교육관계자 국제세미나, 라마다 제주호텔, 2017. 10. 

30.

   7.   평생교육의 세계적 동향. 경북평생교육진흥원 5주년기념 국제심포지엄, 대구대학교, 

2017. 10. 31.

   8.   평생학습시대 사회복지의 방향. 미래복지경영 국제학술대회,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2017. 11. 7.

   9.   평생학습시대 시민의 역할. 하남종합사회복지관, 2017. 11. 8.

10.   인생100세 시대,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도시. 대전 대덕구 평생학습도시 10주년기념 워크

숍, 무주 태권도원, 2017. 11. 17.

11.   4차 산업혁명시대 평생학습을 위한 미래교육. 경인일보 주최 미래교육심포지엄 기조강

연, 수원화성박물관 강당, 2017. 12. 7.

12.   100세 시대 행복의 길: 평생학습. 나주시 평생학습심포지엄 기조강연, 농식품공무원교육

원 강당, 2017. 12. 12.

13.   참여와 성장의 학습도시. 완도군평생교육강사 아카데미 기조강연, 완도군청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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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13.

14.   참여와 성장을 향한 하남평생학습도시. 하남시평생학습관, 2017. 12. 20.

<공공활동>

   1.   스카웃연맹 유스히어로 심사위원장. 2017. 7. 20.

   2.   교보교육대상 심사위원장. 2017. 9. 13.

   3.   국무총리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위원. 2107. 12~2019. 12.

박성익 (교육학과)

<학술회의>

   1.   “미래교육연구와 빅데이터 활용방안 탐색”에 대한 종합토론 좌장. 미래교육연구와 빅데

이터 활용방안 탐색 세미나, 한국행동과학연구소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동주최, 한국

교육과정평가원 대회의실, 2017. 9. 12.

<특강>

   1.   꿈(비전)의 실현을 위한 성공적 학습마인드 형성의 비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

능기부특강,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서울명덕외국어고등학교 강당, 2017. 7. 11.

   2.   자신의 꿈(비전) 실현: 잠재능력 발견과 성공적 학습마인드 형성 전략. 전국 19개 중 ·고

등학교 학생 특강,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롯데국제교육관, 2017. 8. 4.

   3.   중학생의 꿈(비전)실현을 위한 단기 ·장기 학습계획과 성공적 학습전략. 서울대학교 명예

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3학년 학생 특강, 2017. 12. 

22.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심의위원. OER 기반 고등교육 지원체제 구축 연구, 연구사업심의위원회, 한국교육학술정

보원, 2017. 3. 17.

   2.   심의위원.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 운영 개선을 위한 연구, 연구사업심의위원회, 한국교육

학술정보원,  2017. 3. 24.

   3.   심의위원장. 학습분석 지표 기반 디지털교과서 플랫폼 개발 연구, 연구심의위원회, 한국

교과서연구재단, 2017. 4. 18.

   4.   심의위원. 아세안 고등교육 이러닝 수준 진단 연구, 연구사업심의위원회. 한국교육학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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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원, 2017. 5. 12.

   5.   심의위원. 2017 솔라스쿨 활용 교육 지원 사업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평가, 연구사업심의

위원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7. 5. 19.

   6.   심의위원장.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과서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연구심의위원회, 한

국교과서연구재단, 2017. 7. 13.

   7.   심의위원. 재외동포 통합포털 구축 방안 연구, 연구사업심의위원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7. 8. 2.

   8.   심의위원장. 교과용도서 발행제도에 따른 보상금제도 운영 국제비교 연구, 연구심의위원

회,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17. 8. 9.

   9.   심의위원장.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초등수학 교과서 개발 방향, 연구심의위원회, 한국교

과서연구재단, 2017. 9. 5.

10.   심사위원장. 한국전력공사 법무실장 선발 심사위원회, 한국전력공사, 2017. 12. 8.

11.   심의위원장. 교과용도서 저작권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방안, 연구심의위원회, 한국교과

서연구재단, 2017. 12. 27.

12.   비상임위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사업심의위원회, 2016. 3. 14~현재.

13.   비상임연구위원. (재)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심의위원회, 2015. 9. 21~현재.

14.   이사. (사)한국행동과학연구소, 2013. 5~현재.

15.   감사. (사)천원 오천석 기념회, 2011. 11~현재.

16.   이사. 평안남도 순천군 군민회, 2014. 5. 25~현재.

17.   고문. (사)한국영재학회, 2016. 1. 1~현재.

<기고문>

   1.   ‘인공지능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혁신 방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제12호, 17-26

쪽, 2017. 4. 25.

<기타 근황>

   1.   EBS TV, <생방송> EBS 80분 교육대토론(185회), “여름방학, 어떻게 보내야 하나?”에 대

한 주제토론자로 출연. 2017.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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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전 (국어교육과)

<논문>

   1.   김은전(2017) 진헌성 시인의 탐구정신과 시적 상상력. 진헌성 시연구(진헌성 제11 시전집 

합병본) 한림문화재단 ·도서출판 한림, 826-995, 2017. 3. 17.

박갑수 (국어교육과)

<저서>

   1.   박갑수: 언어 ·문화, 그리고 한국어교육. 총 532쪽, 역락출판사, 2017. 11. 13.

<논문>

   1.   박갑수(2017) 폴라이트니스 이론과 한국어교육.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연구, 21: 

1-24,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도자과정

<학술회의>

   1.   박갑수: 국어(한국어)교육의 세계화 - 어제 ·오늘 ·내일. 제2회 국어교육학자 대회, 이화여

자대학교, 2017. 8. 25.

<기고문>

   1.   새해에 닭의 五德을 누리시길…. 한글+漢字문화, 제210호, 40-45쪽, (사)전국한자교육추

진협의회, 2017. 1. 1.

   2.   ‘아차!’ 하는 失手를 적게 하는 한 해가 되길…. 한글+漢字문화, 제211호, 56-61쪽, (사)전

국한자교육추진협의회, 2017. 2. 1.

   3.   네 코는 상놈의 코라 이에 범치 못한다. 한글+漢字문화, 제212호, 36-41쪽, (사)전국한자

교육추진협의회, 2017. 3. 1.

   4.   兄님 댁에 갔다 보리나 타게. 한글+漢字문화, 제213호, 22-27쪽, (사)전국한자교육추진협

의회, 2017. 4. 1.

   5.   삼성 슛 터지고, 전자랜드 속 터지고. 한글+漢字문화, 제214호, 40-45, (사)전국한자교육

추진협의회, 2017. 5. 1.

   6.   한국 私교육, 어린이 死교육. 한글+漢字문화, 제215호, 38-43쪽, (사)전국한자교육추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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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2017. 6. 1.

   7.   삼천만 동포 평화오기 기다린다. 한글+漢字문화, 제216호, 26-33쪽, (사)전국한자교육추

진협의회, 2017. 7. 1.

   8.   매야, 너 매 맞을래. 한글+漢字문화, 제217호, 44-49쪽, (사)전국한자교육추진협의회, 

2017. 8. 1.

   9.   장사를 하려거든 끝이 벌어지게 해야지? 한글+漢字문화, 제218호, 24-29쪽, (사)전국한자

교육추진협의회, 2017. 9. 1.

10.   개 건너 큰 애기 날 오라누나. 한글+漢字문화, 제219호, 26-31쪽, (사)전국한자교육추진협

의회, 2017. 10. 1.

11.   白沙 李恒福은 腎婿. 한글+漢字문화, 제220호, 22-27쪽, (사)전국한자교육추진협의회, 

2017. 11. 1.

12.   “예 황제 팔자” 주변과 민족어 사용. 語文生活, 제240호, 3쪽, (사)한국어문회, 2017. 11. 1.

13.   화살이 아슬아슬 빗나갔습니다. 한글+漢字문화, 제221호, 26-31쪽, (사)전국한자교육추진

협의회, 2017. 12. 1.

이광숙 (독어교육과)

<저서>

   1.   Lie Kwang-sook, Julian Biontino 공저: Fremdsprachenerziehung in Korea - von den 

Anfängen bis zur Gegenwart(한국의 외국어교육 - 초기에서 현대까지). 총 258쪽, 

Iudicium, München, Germany(독일, 뮌헨의 이우다치움 출판사), 2018. 1. 22.

허승일 (역사교육과)

<기고문>

   1.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동서인문 7호, 5-27쪽, 2017. 4.

   2.   12표법. 지중해지역연구 제19권 제3호, 149-157쪽, 2017. 8.

   3.   콘술. 歷史學報 제236집, 1-8쪽, 2017. 12.

   4.   로마 경제 혁명. 지중해지역연구, 제19권 제2호, 179-184쪽, 2017. 5.

<강연>

   1.   인문학의 밝은 미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경성고등학교, 2017.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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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문학의 밝은 미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명덕외국어고등학교, 

2017. 7. 16.

   3.   인문학의 밝은 미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동산고등학교, 2017. 7. 

25.

진교훈 (윤리교육과)

<저서>

   1.   진교훈 공저: 제2장. 도덕적 건강과 도덕교육. 한국윤리교학회 교육과학사, 『도덕교육론 

도덕치유와 윤리상담』, 51-76쪽(총 486쪽), 2018. 1. 15.

   2.   진교훈 공저: 태암 김규영 교수님을 추모하면서. 태암 김규영 교수 추모문집간행위원회, 

『시간을 넘어서 영원으로』, 시와 진실사. 서문 12-13쪽 및 93-100쪽, 2017. 12. 26.

<논문 발표>

   1.   진교훈(2017) 한국 생명윤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생명윤리와 정책』 창간호, 제1

권 1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3-30쪽.

   2.   진교훈(2017) 윤리상담의 실제; 도덕적 건강과 도덕교육. 2017년 춘계 한국윤리교육학회 

학술대회, 부산 경성대학교, 2017. 3. 25.

   3.   진교훈(2017) 인성교육이란 무엇인가?. 『동원인성교육집담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

회, 16-24쪽.

   4.   진교훈(2017) 왜 자연법인가? - 자연법의 회귀. 법이론연구연구센타 콜로키움, 서울대학

교 법학연구소.

<강연>

   1.   서울대 윤리교육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서울대학교 70주년 사업회고 강연회, 서울대

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주최, 2017. 3. 29.

   2.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강남구 교육지원 

평생학습원 강연, 2017. 4. 11.

   3.   인간다움을 지향하는 인성교육. 서울대명예교수협의회 주관, 인성교육 교사 전문성 향상

을 위한 직무연수: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인성교육의 설계, 2017. 8. 7.

   4.   눈물의 의미. 일산 사회복지대학원, 2017. 11. 20.

   5.   행복의 의미. 레지오 마리애 연차대회, 서울 대치2동 성당, 2017.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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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근황>

   1.   태암 김규영 추모사업위원회, 회장으로 추대, 2017. 1. 3.

   2.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세미나, 「이단종파의 종말론」 주교회의 위원으로 토

론, 파주 민족화해센터, 2017. 2. 20~22.

   3.   서울대 교구 생명위원회 운영위원으로 2016년도 예산결산심의와 2017년도 사업계획 심

의, 2017. 3. 9.

   4.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세미나, 「이단종파의 종말론」, 주교회의 위원으로 

토론, 천주교주교회의, 2017. 4. 27~28.

   5.   한국철학적인간학회 정기 학술발표회, “한국의 한 철학에 나타난 인간관” 논평, 서울대학

교 사범대학 세미나실, 2017. 6. 24.

   6.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세미나, 「이단종파의 종말론」 주교회의 위원으로 토

론, 2017. 7. 3~4.

   7.   2018년도 생명신비상 심사위원회 특별심사위원으로 참석, 가톨릭의대 생명윤리연구소, 

2017. 7. 11.

   8.   태암 김규영 교수 추모문집 발간위원회 회장으로 추대, 추모문집편집회의 집행, 원고수

집 및 교정 2017. 9. 20~12. 20.

   9.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회의, 「이단종파의 종말론」 세미나에 주교회의 위원

으로 토론, 2017. 11. 10~11.

10.   한국천주교 서울대 교구 생영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참석, 낙태반대운동 결과, 틴 스타운

동(청소년 성윤리교육문제), 2017년도 결산 및 2018년도 예산심의 등.

임번장 (체육교육과)

<발표>

   1.   한국생활체육포럼 10년 전망과 과제. 한국생활체육포럼VIP초청토론회, 뉴국제호텔 두메

라, 2017. 12. 27.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대한체육회 고문. 올림픽파크텔 2층 런던홀, 2017. 3. 2.

   2.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심사. 대한민국학술원, 2017. 4. 12.

   3.   대한필라테스학회 고문. 프레스센터 18층, 2017. 10. 26.

   4.   아시아태권도연맹(Asian Taekwondo Union) 자문위원. 가천대학교 가천관 B 10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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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

   5.   대한민국학술원 간행물편집위원회 위원. 2017. 11. 23.

<기고문>

   1.   스포츠로서 에어로빅운동의 특성(5). 한국에어로빅학회 웹진 제8호. 한국에어로빅학회, 

2017. 3. 22.

   2.   스포츠로서 에어로빅운동의 특성(6). 한국에어로빅학회 웹진 제9호. 한국에어로빅학회, 

2017. 6. 13.

   3.   스포츠로서 에어로빅운동의 특성(7). 한국에어로빅학회 웹진 7월 제10호. 한국에어로빅

학회, 2017. 8. 22.

   4.   세계체조연맹의 생활체조 규정과 한국에어로빅체조연맹의 진로. 한국에어로빅학회웹진 

제11호. 한국에어로빅학회, 2017. 9. 6.

   5.   용어의 정의 및 개념(1). 한국에어로빅학회 웹진 11월 제12호. 한국에어로빅학회, 2017. 

11. 1.

<동정>

(수상)

   1.   임번장(체육교육과): 서울대학교 총장(성낙인) 기금출연 감사패. 오송장학회 장학금 출

연, 관악캠퍼스 서울대학교 총장실. 2017. 10. 22.

<기타 근황>

   1.   제9회 회장배 전국에어로빅체조대회 축사. 상명대학교 아트센터 계명홀, 2017. 3. 18.

   2.   대한필라테스학회 출범식 축사. 프레스센터 18층, 2017. 10. 26.

생활과학대학

이연숙 (식품영양학과)

<저서>

   1.   이연숙, 임현숙, 장남수 외 4인: 생애주기영양학 (개정판). 총 406쪽, 교문사, 2017. 1. 31.

   2.   이연숙, 구재옥, 임현숙 외 2인: 이해하기 쉬운 인체생리학 (개정판). 총 354쪽, 파워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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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5.

   3.   이연숙, 구재옥, 손숙미 외 3인: 식사요법. 총 512쪽, 교문사, 2017. 8. 28.

<강의 및 특강>

   1.   녹색생활과 소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학부 강의, 2017. 4. 14.

   2.   영양, 식품, 그리고 건강의 이해.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 순창센터, 노후설계교육-골

드쿡 과정, 2017. 4. 26.

   3.   중년기 이후의 만성질환 예방과 맞춤영양.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리더십 과정, 

2017. 5. 15.

   4.   생애주기별 맞춤형 식품영양산업. 서울대학교 식품영양산업 CEO과정 특강, 2017. 5. 18.

   5.   영양, 식품, 그리고 건강의 이해.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 순창센터, 노후설계교

육-골드쿡 과정, 2017. 9. 21.

   6.   녹색 (바른)식생활과 건강. 서울대학교 녹색지도자 최고위과정(SNU-ELP CEO) 2017. 10. 

10.

   7.   Dietary Calcium and Human Health: from molecular to whole body. 서울대학교 식품

영양학과 대학원(특강), 2017. 10. 31.

   8.   식생활과 인체생리 -소화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식생활교육양성과정, 중부여성

발전센터, 2017. 11. 21.

수의과대학

이영순 (수의학과)

<논문>

   1.   Jong-Hwan Kim, Eun-Young Cho, Yong-Soon Lee 외 5명 (2017) Gold Threod implanta-

tion prometes hair growth in human and mice. Lab. Anim. Res. Vol. 33, No. 4, p. 291.

<학술회의>

   1.   Saegusa zunjo: 2017 Korea Association for Laboratory Animal Science (KALAS)  

International Symposium에서 발표된 The Pathology of IQI Mice.에서 Chair man, 연세

대학교. 2017.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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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및 특강>

   1.   동물보건의 변화 및 전세계 현황. 서울대학교 동물보건최고경영자과정(AHP), 2017. 3. 

15.

   2.   동물보건의 변화와 현황. 서울대학교 동물보건최고경영자과정(AHP), 2017. 9. 27.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심사위원. 우수도서 선정심사위원회, 대한민국 학술원, 2017. 4. 26.

   2.   특강좌장. 일본 전국 수의간호학교 협의회 회장인 (전) 동경대 수의학과 교수 Sasaki 

Nobuo 초청 “일본에서의 수의간호학교의 교과과정과 운영실태”에 대하여 특강할 때 좌

장 역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강당, 2017, 6. 24.

   3.   위원선출. 국제교류협력위원, 한일학술교류위원으로 선출됨, 대한민국학술원, 2017. 11. 

28.

   4.   심사위원. 한국마사회 2018년도 예산심사, (서울, 부산, 제주) 2017. 11. 30~12. 2.

   5.   심사위원. 한국마사회 회장후보자 서류 및 면접심사. 2017. 11. 30.

   6.   해외시찰. 싱가폴, 마카오, 홍콩의 경마협회 초청으로 경마현황 시찰을 함과 동시에 마카

오에서는 Korea Cup 대회에서 우승한 마주, 관리사, 기수에게 트로피와 상금수여.

   7.   감사장 수여. 동경대학 총장(Gonokami Makoto)으로부터 동경대 재학생들의 “체험활동

의 추진에 관한 워킹그룹”에 크게 협조하였다고 감사장을 받음. 2017. 12. 13.

이흥식 (수의학과)

<보고서>

   1.   이흥식, 류판동, 남상섭, 이인형, 이은송, 김단일, 강지원: OIE 권고 수의학교육 세부역량. 

총 85쪽, 농림축산식품부, 2017. 12. 31.

   2.   이흥식, 박인철, 서강문, 이기창, 원청길, 박상익, 박전홍, 조종기: 2주기 인증기준에 관한 

연구. 총 75쪽, 농림축산식품부, 2017.12. 31.

<학술회의>

   1.   이흥식: Accreditation System for Veterinary Education of Korea. 33th World Veterinary 

Congress, World Veterinary Association and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Incheon, 2017. 8. 27~31.

   2.   이흥식: Profile of VEE and VSB of Korea. Regional Workshop for Veterinar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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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VEE) and Veterinary Statutory Bodies(VSB), World Animal Health 

Organization(OIE), Incheon, 2017. 8. 31~9. 1.

   3.   이흥식: 수의학교육인증의 의미와 기대효과. 제6회 평가인증 전문인력 양성 워크숍, 한국

수의학교육인증원,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2017. 9. 14.

   4.   이흥식: OIE 권고 수의학교육 세부역량. 공청회. 농림축산식품부, 유성 아드리아호텔 회

의실, 2017. 12. 7.

   5.   이흥식: 2주기 수의학교육 인증기준. 공청회. 농림축산식품부, 유성 아드리아호텔 회의실, 

2017. 12. 7.

   6.   이흥식: OIE 권고 수의학교육 세부역량 및 2주기 인증기준에 관한 1박 2일 간담회, 서울

대학교 호암교수회관, 2017. 12. 22~23.

   7.   이흥식: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수의사 수급 공청회. 대한수의사회/한국수의학교육인증

원,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2017. 12. 22.

<강의 및 특강>

   1.   수의학교육인증이란 무엇인가?. 충남대학교, 충남대 수의대 교수회의실, 2017. 5. 16.

   2.   수의학교육 인증의 기대효과. 강원대학교, 강원대 수의대 교수회의실, 2017. 9. 15.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원장.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2010. 11.29~현재.

   2.   자문위원.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청, 2015. 9. 24~현재.

   3.   위원장. 수의학회 60년사 편찬위원회. 대한수의학회, 2014. 7. 1~현재.

   4.   편집고문.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 2012. 4. 1~현재.

   5.   편집위원. Journal of Agricultural and Veterinary Sciences, 2008. 1. 1~현재.

<연구>

   1.   이흥식, 류판동, 남상섭, 이인형, 이은송, 김단일, 강지원: OIE 권고 수의학교육 세부역량. 

농림축산식품부, 2017. 5. 1~12. 31.

   2.   이흥식, 박인철, 서강문, 이기창, 원청길, 박상익, 박전홍, 조종기: 2주기 인증기준에 관한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2017. 5. 1~12. 31.

<기타 근황>

   1.   수의학교육인증을 위한 평가인증기관 교육부 컨설팅. 교육개발원. 2017.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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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25대 대한수의사회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대한수의사회. 2017. 3. 13.

   3.   동물간호복지사 법률제정에 관한 협의회. 농림축산식품부, 2017. 3. 14.

   4.   천연기념물 수입동물 규제안 1차 자문회의. 문화재청, 2017. 5. 16.

   5.   천연기념물 동물(수입종) 현상변경 제도 개선. 자문회의. 문화재청, 2017. 7. 12.

   6.   현인농원 재래닭의 문화재 지정가치 현지조사. 문화재청, 2017. 8. 22.

   7.   천연기념물 수입동물 규제안 3차 자문회의. 문화재청, 2017. 10. 27.

   8.   한국문화자연유산학회 창립총회. 노스페이스빌딩. 2017. 10. 28.

   9.   한국문화자연유산학회 월례회. 노스페이스빌딩. 2017. 12. 16.

약학대학

김규원 (약학과)

<저서>

   1.   김규원 외 16인: 약의 역사. 총 768쪽, 범문에듀케이션, 2017. 6. 30.

<동정>

(수상)

   1.   김규원(약학과): 2017년도 대한약학회 추계 정기총회에서 ‘오당상’ 수상. 2017. 10. 20.

김영중 (약학과)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대한약학회 제50대 회장단 및 임원 출범식 참석, 대한약사회 회관, 2017. 1. 17.

   2.   한국 생약학회 초도 대의원회 및 세미나 참석,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2017. 2. 2.

   3.   대한약학회 전임회장단 간담회 참석, 경복궁, 2017. 2. 20.

   4.   대한민국학술원 부회 및 총회 참석, 학술원 대회의실, 2017. 3. 10.

   5.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 심사위원 피촉. 학술원 대회의실, 2017. 4. 12~27.

   6.   대한약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 및 총회 참석, 오송 컨벤션센터, 2017. 4. 20~21.

   7.   한국생약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총회 참석,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2017. 4. 26.

   8.   대한민국학술원세미나. 학술원 대회의실 참석, 2017.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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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학술대회 및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 시상식 참석, 서

울대학교 교수회관, 2017. 6. 27.

10.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의 자랑스러운 서울대학교 약대인상 시상식 참석, 서울대학교 교수

회관, 2017. 6. 12.

11.   대한민국학술원 부회 및 총회 참석, 학술원 대회의실, 2017. 7. 14.

12.   대한민국학술원상 시상식 참석, 학술원 대회의실, 2017. 9. 18.

13.   대한민국학술원 한일 학술포럼 참석,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2017. 9. 20.

14.   대한민국학술원 국제학술대회 참석, 학술원 대회의실, 2017. 10. 20.

15.   대한약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및 총회 참석, The K Seoul Hotel, 2017. 10. 19~20.

16.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우봉기념관 개관식 참석,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21동, 2017. 11. 6.

17.   대한민국학술원 정책토론회 참석, 학술원 대회의실, 2017. 11. 10.

18.   대한민국학술원 간행물위원회 위원장 피촉, 대한민국 학술원 2017. 11. 23.

<기고문>

   1.   세계적인 천연물신의약품이 나와야한다. 학술원통신 제289호, 6-8쪽, 2017. 8. 1.

심창구 (제약학과)

<편저서>

   1.   심창구 편: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100년사 개정판. 총 622쪽,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9. 30.

   2.   심창구 편: 한국약학사. 총 814쪽, (사)한국약학교육협의회, 2017. 10. 25.

<논문>

   1.   Park S, Kim DH, Shim CK et al. (2017) Comparative in vitro release and clinical 

pharmacokinetics of leuprolide from from Luphere 3M. a 3-month release formulation 

of lwuprolide acetate, Drug Development and Industrial Pharmacy, 43(3), 444-447.

   2.   Lee SY, Jung E, Shim CK et al. (2016) Transient aggregation of chitosan-modified poly 

(D,L-lactic-co-glycolic) acid nanoparticles in the blood stream and improved lung 

targeting efficiency. J. Colloid and Interface Science, 480 1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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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회의>

   1.   대웅-심양대학 심포지엄에서 발표: Potential of nanocarriers as a cancer cell-specific 

drug delivery system in photodynamic therapy, 심양, 본계시(本溪市), 2016. 12. 20.

   2.   제7회 약학사 분과 심포지엄 (한국 약학의 역사 VII) 주최, 더케이 호텔, 2017. 10. 10.

   3.   KASBP (재미한인생명과학자회) 심포지엄 참석, 미국 뉴저지주 Meadowlans Hilton호텔, 

2017. 10. 27~11. 1.

   4.   중국 심양대학교 약학대학과의 심포지엄 참석, 중국 본계시, 2017. 3. 26~29.

   5.   FIP Special Session (Pharmacy in the Republic of Korea)에서 ‘A hundred-year 

Preparation of Korean Pharmacy and Pharmaceutical Sciences for the Improvement of 

Global Human Welfare라는 주제로 발표. Coex Convention Center, 2017 Seoul FIP 

Congress, 2017. 9. 10.

<특강>

   1.   사람을 무서워하는 일본인. 새문안 로타리 클럽, 밀레니엄 힐튼 호텔, 2017. 2. 15.

   2.   나노파티클을 이용한 약물의 암병소 타게팅. 세미나, 카톨릭의대 구효정 교수 연구실, 

2017. 2. 24.

   3.   약학도의 인생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신입생 대상,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강당, 2017. 3. 2.

   4.   약학도의 사는 방법.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전교생 대상, 2017. 3. 22.

   5.   한국근대 약학교육 백년사. 서울대병원 약제부 직원 대상, 서울대학교 병원, 2017. 5. 31.

   6.   서울대약대 102년사. 자랑스러운 서울대약대인 상 시상식에서 강의, 서울대학교 약학대

학 교수회관, 2017. 6. 12.

   7.   어떻게 살 것인가?. 춘천 한샘고등학교 특강, 2017. 8. 30.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대웅제약 연구 고문 겸 사외 이사. 2013~현재.

   2. 서울대학교 가산약학역사관 명예관장 피촉. 2017. 1~현재.

   3.   대한약학회 약학사 분과학회장. 2014년~현재.

   4. ‘일락회(一樂會)’(전국약학대학 명예교수회) 총무. 2016. 4~현재.

   5. ‘약의 상’ 심사위원장. 약업신문사 제정, 2017. 3. 30~현재.

   6. ‘송음의약학상’ 심사위원장. 동성제약 제정, 2013~현재.

   7. 의약사평론가회 부회장. 2016~현재.



334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7, 제13호

<기고문>

   1.   칼럼: ‘약업신문’에 2007년 11월 28일부터 ‘약창춘추’란 제하에 2주에 1회씩 연재 중 (금년 

215-239회), 같은 내용이 월간 “의약정보”에도 게재됨.

   2.   Special Article: 한국의 1호 약학박사들, 팜텍, Vol. 10(1), 18-21(2017).

<기타 근황>

   1.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100년사’ 발간 기념회 주관,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2017. 1. 20.

   2.   ‘서울대학교 개학반세기(약학대학 편 집필)’ 출판기념 모임 참석, 일품당, 2017. 1. 25.

   3.   한국제약기술교육원 창립 및 팜텍 발간 10주년 기념식(평촌) 축사, 2017. 2. 15.

   4.   온누리 교회, 장로아카데미 3기 영성수련회 참석, 경기도 양지, 2017. 3. 18.(수료 2017. 6. 

13.)

   5.   교토대학 하시다(橋田) 교수 정년퇴임 기념연에서 축사, 일본 교토, 2017. 3. 8~11.

   6.   국회 ‘안전상비약’ 토론회 좌장, 국회, 2017. 3. 21

   7.   중국 본계시 소재 심양약과대학 방문, 2017. 3. 26~29.

   8.   약업신문사 제정 ‘약의 상’ 심사위원장 위촉패 수령, 약업신문사 회장실, 2017. 4. 12.

   9.   4.19 혁명과 서울약대생 관련, 1960년 4.19일자 동아일보의 오보를 바로잡기 위해, 동아

일보 기자와 당시 참여자의 면담 주선, 약학대학 가산약학역사관 사무실 2017. 4. 13.

10.   ‘의약사평론가회’ 참석, 2017. 4. 25, 6. 10, 7. 26, 9. 22.

11.   ‘일락회(一樂會, 전국 약학대학 명예교수 모임)’, 총회(4/24, 한일장) 주관 및 ‘중외제약’ 견

학(5/10, 당진) 주선.

12.   약학대학 입학 50주년 기념 동기 여행, 일본 규슈, 2017. 5. 24~28.

13.   장로수련회 참석, 2017. 6. 9~10.

14.   온누리교회의 여름 아웃리치에서 ‘예수를 믿으면 무슨 유익이 있나?’ 주제로 설교, 충북 

보은군 소재 노티 교회, 2017. 6. 25.

15.   강진 초당 숲 견학, 2017. 6. 30~7. 1.

16.   칠순기념 여행, 베트남 다낭, 2017. 7. 10~14.

17.   입학 50주년 기념 동기여행, 알라스카, 2017. 8. 3~9.

18.   칠순연, 양재동 엘타워, 2017. 8. 19.

19.   국회 TV(NATV) 137회에 정진호 교수와 함께 출연: 도서관에 가다 - 위대하고 위험한 약 

이야기, 방영 2017. 9.29.

20.   대한약학회 약학사 분과학회 운영위원회 주최, 2017. 9. 29.

21.   일락회, 아모레퍼시픽 견학 주선, 2017.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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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방 (제약학과)

<동정>

(수상)

   1.   이은방(제약학과): 제2회 자랑스런 서울대 약대인상 수상(서울대학교 약학대학), 2017. 6. 

12.

(시상)

   1.   이은방(제약학과): 2017년도한국응용약물학회 총회에서 환당(이은방)학술상 시상, 2017. 

10. 13.

   2.   이은방(제약학과): 2017년도 한국생약학회 총회에서 환당(이은방)학술상 시상, 2017. 11. 

23.

<기타 근황>

   1.   AsiaPharm 심포지엄 준비회의 및 Ton Duc Thang 대학 천연물연구소 창설 준비 회의(운

영 참여 포함) 참석, Ho Chi Minh, Viet Nam, 2017. 11. 30.

   2.   2017년도 한국생약학회총회에서 감사장, 2017. 11. 23. 

음악대학

백청심 (기악과)

<작품 또는 연주>

   1.   백청심: 첼로 독주회,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 2017. 4. 17.

   2.   백청심: 백청심동문 SNUa 첼로 앙상블 제3회 연주회, 예술의 전당 IBK 챔버홀, 2017. 8. 

27.

<강의 및 특강>

   1.   LG Chamber Music School 지도교수, 2017.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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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의학대학원

강순범 (의학과)

<학술회의>

   1.   서울 아산병원에서 열린 제2회 부인종양학 국제 심포지엄(The 2nd ISGO)에 좌장으로 

참석, 2017. 2. 11.

   2.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열린 대한부인종양연구회(KGOG) 2017 Summer Workshop에 좌장

으로 참석, 2017. 8. 20.

   3.   서울 아산병원에서 열린 대한부인 종양연구회(KGOG) 추계학회 좌장으로 참석, 2017. 

11. 9.

   4.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열린 한중일 산부인과 국제 심포지엄에 좌장으로 참석, 2017. 11. 

11~12.

   5.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5차 아시아부인종양학회(ASGO)에 좌장으로 참석 및 초대회장으

로 환영연에서 환영사 발표, 2017. 11. 29~12. 3.

<논문>

   1.   Lee SW, Kim YM, Kang SB (2017) An open-label, multicenter, phase I trial of a 

cremophor-free, polymeric micelle formulation of paclitaxel combined with 

carboplatin as a first-line treatment for advanced ovarian cancer: a Korean 

Gynecologic Oncology Group study (KGOG-3016). Journal of Gynecologic Oncology, 

May;28(3):e26.

김용진 (의학과)

<논문>

   1.   Choi Jae-Woong, Lim Cheong, Kim Yong Jin et al. (2016) Early results of novel bovine 

pericardial patch using comprehensive anticalcification procedure in a Swine Model. 

ASAIO Journal 62(1);100-105.

   2.   Cheul Lee, Yong Jin Kim et al. (2017) Effects of glutaraldehyde concentration and 

fixation time on material characteristics and calcification of bovine pericardium: 

implications for the optimal method of fixation of autologous pericardium us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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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iovascular surgery. Interactive CardioVascular and Thoracic Surgery 24:402-406.

   3.   Hong-Gook Lim, Jeong Ryul Lee,and Yong Jin Kim (2017) The Effects of Modification 

to Lateral Tunnel Fontan Procedure for Prophylactic Arrhythmia Surgery. Ann Thorac 

Surg 104:197-204.

   4.   Jung Bin Park, Jae Gun Kwak, Yong Jin Kim et al. (2017) Experience with Mechanical 

Circulatory Support for Medically Intractable Low Cardiac Output in a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Korean Circ J 47(4):490-500.

   5.   Sun Hyang Lee, Bo Sang Kwon, Yong Jin Kim et al. (2017)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Independent Factors Related to Long-Term Outcomes in Patients with Left Isomerism.  

Korean Circ J 47(4):501-508.

   6.   Chun Soo Park, Yong Jin Kim, Hong-Gook Lim et al. (2017) Anticalcification effect of 

a combination of decellularization, organic solvents and amino acid detoxification on 

glutaraldehyde-fixed xenopericardial heart valves in a large-animal long-term 

circulatory model. Interactive CardioVascular and Thoracic Surgery 25:391-399.

   7.   Sungkyu Cho,Woong-Han Kim, Yong Jin Kim et al. (2017) Surgical results of mitral 

valve repair for congenital mitral valve stenosis in paediatric patients. Interactive 

CardioVascular and Thoracic Surgery 25:877-882.

<학술회의>

   1.   김용진: RVOT reconstruction in CHD. 제25차 아시아 심장흉부혈관학회, 한국 서울 

Coex, 2017. 3. 25~27.

   2.   김용진: Development of novel bioprosthesis. Asia-Pacific Cardiovascular Intervention 

Symposium, 한국, 송도 Conventia, 2017. 5. 26~27.

   3.   김용진: Results of KO mouse implantation of new bioprosthesis, Biotronic animal 

study symposium. 스위스. 취리히, 2017. 10. 6.

<기타 근황>

(특허)

   1.   김용진, 임홍국, 이철, 이창하: Method of preparing heterograft using space-filler 

(patent number 10-1693831) Registration Date; 2017.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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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희 (의학과)

<논문>

   1.   Roh EY, Yoon JH, Shin S, Song EY, Chung HY, Park MH (2017) Frequency of fetal-

maternal microchimerism: an analysis of the HLA-DRB1 gene in cord blood and 

maternal sample pairs. Journal of Maternal-Fetal & Neonatal Medicine, 30(21), 2613-

2619.

   2.   Yi NJ, Park MS, Song EY, Ahn HY, Byun J, Kim H, Hong SK, Yoon K, Kim HS, Ahn 

SW, Lee HW, Choi Y, Lee KW, Suh KS, Park MH (2017) Pretransplantation fetal-

maternal microchimerism in pediatric liver transplantation from mother. World Journal 

of Gastroenterology, 23(45), 8017-8026. 

   3.   Park H, Lee BH, Lim YM, Han B, Song EY, Park MH (2017) False-positive T-cell 

cytotoxicity crossmatch results due to autoantibodies in 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 crossmatch tests. 대한이식학회지, 31(3), 150-155.

   4.   유신애, 강은숙, 박명희 (2017) 2015년 국내 HLA 교차시험 현황 설문조사. Laboratory 

Medicine Online, 7(3), 147-156.

<학술회의>

   1.   박명희, 곽지예, 권은경 외 2명: Rituximab 투여 환자에서 B 세포 유세포교차시험 위양성 

결과에 대한 pronase 농도와 반응온도의 영향(구연 발표). 2017년도 대한진단면역학회 

춘계학술대회, 삼성서울병원, 2017. 3. 23.

   2.   Park MH, Kwak J, Kwon EK, et al.: Effects of different pronase concentrations and 

incubation temperatures on reducing false positive B-flow cytometry crossmatch 

results in patients after rituximab therapy (포스터 발표). 43rd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Society for Histocompatibility and Immunogenetics, San Francisco, USA, 

2017. 9. 11~15.

<강의 및 특강>

   1.   KODA LAB 소개 및 이식면역학과 HLA. 한국장기기증원 신규 코디네이터 교육, 한국장

기기증원, 2017. 3. 15.

   2.   유세포분석기를 이용한 HLA 교차시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고려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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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의과대학 본관 4층, 2017. 5. 25.

   3.   신장이식에서 HLA 항체검사와 교차시험.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장기이식 심포지엄, 한림

대 강동성심병원 일송홀, 2017. 6. 10.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영문편집인.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학술지 Laboratory Medicine Online, 2011~현재. 

   2.   이사.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사단법인), 2014. 3~현재.

   3.   부회장. 한국여자의사회(사단법인), 2016. 4.~현재.

서유헌 (의학과)

<논문>

   1.   Seung-Jun Yoo, Ji-Hye Lee, So Yeun Kim, Gowoon Son, Jae Yeon Kim, Bongki Cho, 

Seong-Woon Yu, Keun-A Chang, Yoo-Hun Suh, Cheil Moon (2017) Differential spatial 

expression of peripheral olfactory neuron-derived BACE1 induces olfactory 

impairment by region-specific accumulation of beta-amyloid oligomer. Cell death and 

Disease, 10;8(8):e2977.

   2.   Ki Young Shin, Ka Young Kim, Yoo-Hun Suh (2017) Dehydroevodiamine ·HCl 

enhance cognitive function in memory impaired rat model. KJPP, 21(1), 55-64.

   3.   Sungji Ha, Hyunjun Park, Usman Mahmood, Jeong Chan Ra, Yoo-Hun Suh (2017) 

Human adipose-derived stem cell ameliorate repetitive behavior, social deficit and 

anxiety in a VPA-induced autism mouse model. Behavioral Brain Research, 317, 479-

484.

   4.   Cheil Moon, Jae Yeon Kim, Ameer Rasheed, Seung-Jun Yoo, So Yeun Kim, Bongki 

Cho, Gowoon Son, Seong-Woon Yu, Keun-A Chang, Yoo-Hun Suh (2017) Distinct 

Amyloid Precursor Protein Processing Machineries of the Olfactory System, 

Biochemical Biophysical Research Communication(BBRC), In Press.

<학술회의>

   1.   Human Frontier Science Program 회의, 프랑스 스트라스버그, 2017. 3. 15~19.

   2.   ADPD Conference 발표, 오스트리아, 2017. 3. 27~4. 3.

   3.   가천대학교 뇌과학연구원 현황과 미래, 가천대학교 학처장단회의, 2017.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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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건강하고 활발한 노화에 관한 국가 간 회의. 한국 대표로 주제 발표 및 회의 좌장, Aging 

Network Meeting, 태국 방콕, 2017. 8. 21.

   5.   한국 뇌신경과학회 학술대회, 특강 좌장. 서울 그랜드 호텔, 2017. 8. 31.

   6.   대한배뇨장애 요실금학회 학술대회 강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2017. 9. 1.

   7.   좋은학교만들기 네트워크 이사회, 국민일보 빌딩, 2017. 9. 13. 

   8.   프랑스 CEA산하 Neurospin 연구소와 공동 연구 회의 및 공동협력각서 체결, 프랑스, 

2017. 10. 25.

   9.   조선일보 주최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포럼 좌장,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 볼룸, 2017. 

11. 9.

10.   International Symposium for Dementia 학회 주제발표, 말레이시아, 2017. 11. 24~28.

<강의 및 특강>

   1.   나이보다 젊어지는 행복한 뇌, 생애설계협회, 2017. 1.

   2.   치매예방 7가지 비책, 추풍령아카데미, 2017. 2. 17.

   3.   뇌건강, 한양대학교 사이버 강의, 한양대학교, 2017. 2. 27

   4.   Involvement of 14-3-3 in tubulin instability and impaired axon development in 

mediated by Tau, ADPD Conference, The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lzheimer’s 

and Parkinson’s Diseases Vienna, Austria, 2017. 3. 30.

   5.   Pathogenesis, potential gene, drug and stem cell therapy for Alzheimer’s and 

Parkinson’s Disease, 이화여대 의과대학 세미나, 2017. 4. 10.

   6.   Potential gene, drug and stem cell therapy for Alzheimer’s and Parkinson’s Disease, 서

울대 나노융합IP 최고전략과정, 2017. 4. 12.

   7.   뇌 발달 적기교육, 대한 숲교육협회, 2017. 4. 14.

   8.   뇌 발달 적기 교육, 인천복지포럼, 2017. 4. 20.

   9.   중년기 이후의 건강한 뇌활력을 위한 교육(나이보다 젊어지는 행복한 뇌), 한국생애설계

사 교육(매일경제), 2017. 5. 14.

10.   뇌의 신비와 뇌의 미래: 영재학생, 가천대학교 영재교육원, 2017. 5. 18.

11.   뇌의 미래와 나이보다 젊어지는 행복하고 건강한 뇌, 제2회 국제뇌과학심포지엄, 2017. 5. 

24.

12.   뇌과학연구를 통하여 본 인간, 영산대학교 춘계학술대회 특강, 2017. 5. 30.

13.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시대의 뇌의 미래, 협성대학교, 2017. 6. 1.

14.   Neuropharmacology,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2017.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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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뇌의 신비, 가천대학교 영재교육원, 2017. 7. 18.

16.   Health and Active Aging and Risk Factors & Preventive Measures of Dementia, Aging 

Network Meeting Bangkok 2017, 2017. 8. 20~22.

17.   뇌연구 신흥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 KISTEP 수요포럼, 2017. 8. 20.

18.   뇌의 신비와 뇌기능 증가시켜 공부 잘하는 12가지 방법, 신명여자고등학교, 2017. 8. 23.

19.   중년기 이후의 건강한 뇌활력을 위한 교육, 중앙공무원 인재개발원, 2017. 8. 29.

20.   Research in Neurobiology,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특강, 2017. 9. 2.

21.   중년기 이후의 건강한 뇌활력을 위한 교육, 군포시민대학, 2017. 10. 11.

22.   뇌발달 적기교육과 공부 잘하는 12가지 방법, 시흥시건강지원센터, 2017. 10. 21.

23.   뇌과학 연구원 소개와 연구 내용, 프랑스 뉴로스핀 연구소, 2017. 10. 25.

24.   중년기 이후의 건강한 뇌활력을 위한 교육, 생애설계사교육, 2017. 11. 4.

22.   중년기 이후의 건강한 뇌활력을 위한 교육, 헌정회, 2017. 11. 8.

25.   뇌발달 적기교육과 공부 잘하는 12가지 방법, 부산교육연수원, 2017. 11. 21.

26.   Pathogenesis, potential gene, drug and stem cell therapy for 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 Dementia Symposium in Malaysia. Key note address, 2017. 11. 24~28.

27.   창의성의 뇌, 선행교육에 의한 창의성과 인지장애, 치매 발병의 환경적 요인, 창의공학연

구원, 2017. 12. 8.

28.   나이보다 젊어지는 행복한 뇌-치매예방 7대 비책, CRC 융합선도 연구센터, 2017. 12. 13.

29.   뇌기반 교육 심포지엄, 미국 아틀란타, 2017. 12. 18~21.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회장. 한국뇌교육학회장, 2015~현재.

   2.   조직위원장. IBRO(국제뇌연구기구)2019대회 2015~현재.

   3.   위원장. 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위원장 2009~(뇌과학올림피아드개최 2016. 2.)

   4.   본부이사. 국제인간프런티어과학기구(Human Frontier Science Program Organization, 

HFSPO) 2005~현재.

   5.   알츠하이머 파킨슨 국제학회(AD/PD)의 International Faculty, 1993~현재.

   6.   객원교수. 영국 임페리얼대학, 일본 동경대 의과학연구소, 할빈의대

   7.   부편집인. Journal of Pharmacological Science

   8.   부편집인. Neuroscience Research

   9.   편집위원. Neurochemical Research, Journal of Neuroscience Research, Neurochemistry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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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2003~현재.

11.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2003~현재.

12.   베세스타 병원 이사.

13.   (사) 더불어 배움 이사 2017~현재.

14.   인천광역시 과학진흥협의회 위원 2017~현재.

<기고문>

   1.   뇌과학자가 들려주는 공부 비법 10, 과학동아, 90-93쪽, 2017. 8월호.

   2.   치매 극복 AI 프로젝트 서둘러야. 동아일보, A29면, 2017. 8. 2.

   3.   뇌 연구로 4차 산업혁명 주도하자, 서울대 총동창신문, 2017. 8. 15.

   4. [교육칼럼] 무서운 착각이 부른 무차별적 조기교육, 쿠키뉴스, 2017. 9. 8.

   5. [교육칼럼] 뇌발달에 기반을 둔 교육, 쿠키뉴스, 2017. 9. 15.

   6. [교육칼럼] 뇌 발달에 따른 적기교육, 쿠키뉴스, 2017. 9. 25.

   7. [교육칼럼] 두정엽 ·측두엽 발달에 따른 학습, 쿠키뉴스, 2017. 9. 29.

   8. [교육칼럼] 반인륜적 범죄와 우리의 교육, 쿠키뉴스, 2017. 10. 6.

<연구>

   1.   청년우울증의 뇌 병인, 진단, 치료 연구, 한국연구재단, 2016. 3. 1~2021. 2. 28.

   2.   아동기 영재성 판별지표로서 공간 회전 능력과 창의적 뇌 특성 fMRI 연구, 육아정책연구

소, 2016. 1. 1~2017. 2. 28.

<기타 근황>

(방송)

   1.   콜레스테롤을 이기는 슈퍼푸드의 비밀, 천년만년, TV조선, 2017. 2. 12.

   2.   낭독과 묵독의 차이, 뉴스판, TV조선, 2017. 4. 6.

   3.   뇌연구 신흥강국 전략, YTN 사이언스, 2017. 9. 16.

(인터뷰)

   1.   일상에서 뇌를 파괴하는 원인과 그 이유,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건강다이제스트, 

2017. 4월호. 

   2.   아침결식과 건강, 두뇌건강과 아침, 조선일보, 2017. 3. 1.

   3.   과도한 사교육, 뇌신경을 불질러 태우는 셈, 조선일보, 2017.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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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   추풍령아카데미 기조강연, 경북 김천상공회의소, 2017. 2. 17.

   2.   협성대학교 재생의학연구원 개원식 축사, 협성대학교, 2017. 4. 27.

   3.   제 2회 국제뇌과학심포지엄 기조강연, 송도 컨벤시아, 2017. 5. 24.

   4.   와이즈유 춘계학술대회 주제발표, 영산대학교, 2017. 5. 30.

   5.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협의회 위원 위촉, 인천광역시청, 2017. 10. 27.

안효섭 (의학과)

<논문>

   1.   Koh KN, Im HJ, Kim H, Kang HJ, et al (2017). Outcome of Reinduction Chemotherapy 

with a Modified Dose of Idarubicin for Children with Marrow-Relapsed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Results of the Childhood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CALL)-0603 Study. J Korean Med Sci. 2017 Apr;32(4):642-649. doi: 10.3346/

jkms.2017.32.4.642.

   2.   Kim B, Lee JW, Hong KT, et al (2017). Pharmacometabolomics for predicting variable 

busulfan exposure in paediatric ha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patients. Sci 

Rep. 2017 May 10;7(1):1711. doi: 10.1038/s41598-017-01861-7.

   3.   Lee JW, Park SH, Kang HJ, et al (2017). ALK Protein Expression is Related to 

Neuroblastoma Aggressiveness, But is Not Independent Prognostic Factor. Cancer Res 

Treat. 2017 May 22. doi: 10.4143/crt.2016.577. [Epub ahead of print]

   4.   Hong CR, Kang HJ, Park KD, et al (2017). High-dose chemotherapy and autologous 

peripheral blood stem cell transplantation with BCVAC regimen followed by 

maintenance chemotherapy for children with very high risk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Int J Hematol. 2017 Oct 20. doi: 10.1007/s12185-017-2355-5. [Epub ahead of 

print]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상임이사. 소아암 부모 무료상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2013. 4. 1~현재.

   2.   어린이 새생명돕기지원사업 의료분과 위원. 새생명지원 환자 결정.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1. 2. 4~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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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새생명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새생명지원사업 보고 및 사업 계획. 한국사회복지협의

회. 2009. 4. 20~현재.

   4.   심사위원.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학술상,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2017. 7. 20.

윤재일 (의학과)

<논문>

   1.   Lee JH, Park CJ, Kim TY, Choe YB, Kim NI, Song HJ, Youn JI, Youn SW, Choi JH, Kim 

KJ. (2017) Optimal maintenance treatment with calcipotriol/betamethasone 

dipropionate gel in Korean patients with psoriasis vulgaris: a multicentre randomized, 

controlled clinical trial. J Eur Acad Dermatol Venereol. 31(3):483-489.

   2.   Suh HY, Ahn JY, Park MY, Youn JI. (2017) Exacerbation of infliximab-induced 

paradoxical psoriasis after ustekinumab therapy. J Dermatol. Epub 2017 Mar 11.

   3.   Hyun-yi Suh, Hong-lim Kim, Kyung-ho Kim, Mi-youn Park, Jai-il Youn, Ji-young Ahn. 

(2017) A Case of Subungual Verruca in All Fingers. 대한피부과학회지 55(1), 83-84.

   4.   김홍림, 서현이, 김경호, 안지영, 박미연, 윤재일(2017) 편평태선 환자에서 수술 후 발생한 

비대형 편평태선. 대한피부과학회지 55(4), 272-273.

   5.   Song HJ, Park CJ, Kim TY, Choe YB, Lee SJ, Kim NI, Cho JW, Jeon JH, Jang MS, Youn 

JI, Kim MH, Park J, Kim KH, Kim BS, Youn SW, Lee JH, Lee MG, Ahn SK, Won YH, 

Yun SK, Shin BS, Seo SJ, Lee JY, Kim KJ, Ro YS, Kim Y, Yu DY, Choi JH. (2017) The 

Clinical Profile of Patients with Psoriasis in Korea: A Nationwide Cross-Sectional Study 

(EPI-PSODE). Ann Dermatol. 29(4):462-470.

   6.   Hyun-Yi Suh, Kyung-Ho Kim, Ji-Young Ahn, Mi-Youn Park, Jai-Il Youn. (2017) New-

onset psoriasis induced by adalimumab administered for rheumatoid arthritis. 대한피

부과학회지 55(7), 480-481.

   7.   Suh HY, Yoon YB, Ahn JY, Park MY, Youn JI. (2017) Association of hepatitis B virus 

infection and psoriasis. Ann Dermatol 29(6):822-823.

<학술회의>

   1.   윤재일: A efficacy of bipol radiofrequency and fractional erbium laser for photoaging. 

26차 대한광의학회, 삼성서울병원, 2017. 6. 17.

   2.   윤재일: Successful dose tapering of adalimumab by increasing interval between d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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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reatment of psoriasis. 제21차 대한건선학회, 베어홀, 2017. 9. 23.

   3.   윤재일: Ustekinumab theraphy in moderate to severe plaque psoriasis; efficacy and 

safety from 52 week results in National medical center. 제21 차 대한건선학회, 베어홀, 

2017. 9. 23.

   4.   윤재일: A case of disseminated tuberculosis in anti TNF teated pasoriasis patient with 

a negative reaction to initial tuberculosis screening. 제21차 대한건선학회, 베어홀, 2017. 

9. 23.

<강의 및 특강>

   1.   건선의 치료와 관리. 대한건선학회 건선교실, 국립의료원 스칸디아홀, 2017. 6. 21.

   2.   Facial psoriasis, Emirates Academy of Dermatology 2017. Abu Dhabi, United Arab 

Emirates, 2017. 11 2.

<연구>

   1.   윤재일: A Muticenter, Randomized, Double-Blind Study Comparing the Efficacy and 

Safety of Biologics Dosing Regimens in Patients with Moderate-to-Severe plaque 

psoriasis. 2015. 10. 1~2017. 8. 31.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Honorary professor, China Medical University, Dept of Dermatology 2011. 4~present.

   2.   대한건선학회 고문. 2015. 1. 1~현재.

   3.   대한화장품의학회 고문. 2015. 1. 1~현재.

   4.   대한광의학회 평의원. 2015. 1. 1~현재.

   5.   대한여드름학회 평의원. 2004. 2~현재.

   6.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평의원. 2015. 11~현재.

   7.   Asian Dermatological Asociation, Honorary council member, 2011. 12~present.

   8.   Journal of Dermatological Science, editorial board. 2009~present.

<동정>

(수상)

   1.   윤재일(의학과): 제21차 대한건선학회 학술대회 우수연제상. Successful dose tapering of 

Adalimumab by increasing interval between doses in treatment of psoriasis. 2017. 9. 23.



346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7, 제13호

<기타 근황>

   1.   Asian Dermatological Association; annual council meeting, Novotel hotel, Dubai, Arab 

Emirates, 2017. 11. 3.

   2.   32th Japanese society for psoriasis research, 일본 동경, Shinagawa prince hotel, 2017. 

9. 8~9.

   3.   인샤인 피부과 개원, 원장,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4 역삼동 남곡빌딩, 2017. 9. 1.

   4.   인터뷰, 현장 25시, 인샤인피부과 윤재일원장, 의사신문, 2017. 10. 2.

이부영 (의학과)

<강의 및 특강>

   1.   분석심리학 기초강좌에서 ‘C. G. 융의 생애와 사상’ ‘분석심리학의 기본입장’ 강의. 한국융

연구원 기획, 한국분석심리학회 주관, 2017. 8. 26.

   2.   분석심리학. 국립정신건강센터 강의, 2017. 9. 5, 14, 19.

   3.   정신치료. 용인정신병원 강의, 2017. 11. 16.

<동정>

   1.   이부영(의학과): 대한의사학회 70주년 기념학술대회에서 축사 및 감사패 받음, 2017. 6. 

30.

<기타 근황>

   1.   한국융연구원 상임연구원들의 교육 및 지도분석 진행, 2017. 3. 2~현재.

   2.   서울대학교병원 재중원 132주년 기념 학술강좌 <주제: 공공의료와 서울대학교병원> 좌

장,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1층 임상 제 2강의실, 2017. 4. 3.

   3.   한국분석심리학회 춘계학술대회, 2017. 4. 22.

   4.   한국융연구원 분석사례 집단지도, 2017. 6. 23.

   5.   한국융연구원 상징연구발표 논평, 2017. 6. 27.

   6.   정신의학 신문 <정신보건과 나> 인터뷰, 2017. 8. 22.

   7.   한국분석심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죽음과 상장례의식> 논평,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

구원, 2017. 10. 28.

   8.   한국융연구원 분석사례 집단지도, 2017. 11. 24.

   9.   한국융연구원 분석사례 집단지도, 2017.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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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국융연구원 상징연구 발표 논평, 2017. 12. 4.

이윤호 (의학과)

<연구논문>

   1.   Kim BJ, Bae HS, Lee Y (2017) One-stage treatment for adult patients with crouzonoid 

appearance by orthognathic and face contouring surgery. J Craniofac Surg, 28(5), 

e441-444.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제5분회장.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 2015. 11~현재.

   2.   비상임 감정위원. 한국 의료분쟁조정 중재원, 2012. 8~현재.

   3.   비상임 고문. 다림 바이오텍 및 다림제약 주식회사, 2012. 8~현재.

채종일 (의학과)

<논문>

   1.   Chai JY (2017) Metagonimus. In: Liu D (ed), Laboratory Models for Foodborne 

Infections. Food Microbiology Series. CRC Press Taylor & Francis Group. pp 743-763.

   2.   Jung BK, Song H, Lee SE, Chai JY et al. (2017) Seroprevalence and risk factors of 

Toxoplasma gondii infection among cat sitters in Korea.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55(2), 203-206.

   3.   Shin DH, Kim YS, Yoo DS, Chai JY et al. (2017) A case of ectopic paragonimiasis in a 

17th century Korean mummy. Journal of Parasitology, 103(4), 399-403.

   4.   Kim MJ, Kim SH, Lee SO, Chai JY et al. (2017) A case of ectopic peritoneal 

paragonimiasis mimicking diverticulitis or abdominal abscess.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55(3), 313-317.

   5.   Sohn WM, Yong TS, Eom KS, Chai JY et al. (2017) Artyfechinostomum malayanum: 

metacercariae encysted in Pila sp. snails purchased from Phnom Penh, Cambodia.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55(3), 341-345.

   6.   Nah EH, Cho S, Kim S, Chai JY et al. (2017) Comparison of traditional and reverse 

syphilis screening algorithms in medical health checkups. Ann Lab Med, 37(6),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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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7.   Wanlop A, Wongsawad C, Prattapong P, Chai JY et al. (2017) Prevalence of 

Centrocestus formosanus metacercariae in ornamental fish from Chiang Mai, Thailand, 

with molecular approach using ITS2.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55(4), 445-449.

   8.   Shin DH, Chai JY, Hong JH et al. (2017) Historical details about the meat consumption 

and taeniases in Joseon Period of Korea.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55(4), 457-

460.

   9.   Cha S, Hong ST, Lee YH, Chai JY et al. (2017) Nationwide cross-sectional survey of 

schistosomiasis and soil-transmitted helminthiasis in Sudan: study protocol. PMC 

Public Health, 17, 703 (1-10).

10.   Chai JY, Jung BK (2017) Fishborne zoonotic heterophyid infections: an update. Food 

and Waterborne Parasitology (http.://dx.doi.org/10.1016/j.fawpar.2017.09.001).

11.   Hong JH, Oh CS, Seo M, Chai JY et al. (2017) Ancient Ascaris DNA sequences of 

cytochrome B, cytochrome C oxidase subunit 1, NADH dehydrogenase subunit 1, and 

internal transcribed spacer 1 genes from Joseon mummy feces of Korea. Journal of 

Parasitology (http.://doi.org/10.1645/16-102)

12.   Chai JY, Sohn WM, Na BK et al. (2017) Zoonotic trematode metacercariae in fish from 

Yangon, Myanmar and their adults recovered from experimental animals.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55(6), 631-641.

<학술회의>

   1.   Park J, Kim H, Han S, Chai JY et al.: The experience of obesity intervention for 

employees through lifestyle intervention and excercise. The 2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Health Promoting Hospitals and Health Services, Vienna, Austria, 2017. 

4. 12~14.

   2.   Chu J, Nah EH, Kwon EJ, Chai JY et al.: Health assessments of obese schoolchildren in 

Korea. The 2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Health Promoting Hospitals and Health 

Services, Vienna, Austria, 2017. 4. 12~14.

   3.   Nah EH, Chu J, Lee J, Chai JY et al.: Effect of diabetes program for high-risk 

individuals with prediabetes in a HPH of Korea. The 2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Health Promoting Hospitals and Health Services, Vienna, Austria, 2017. 4. 12~14.

   4.   Kim S, Nah EH, Han S, Chai JY et al.: Prevalence of comorbidities among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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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ype 2 diabetes. The 2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Health Promoting 

Hospitals and Health Services, Vienna, Austria, 2017. 4. 12~14.

   5.   Chai JY: Biology and clinical aspects of food-borne trematodes in Asia. The 34th 

Annual Conference of the Microscopy Society of Thailand (MST34), Bangkok, 

Thailand, 2017. 5. 31~6. 2 (Plenary Lecture).

   6.   Sitthisarn U, Wongsawad C, Wonsawad P, Chai JY et al.: Echinoparyphium 

recurvatum and phylogenetic tree with other echinostomes in domestic ducks from 

Chiang Mai Province, Thailand. The 34th Annual Conference of the Microscopy 

Society of Thailand (MST34), Bangkok, Thailand, 2017. 5. 31~6. 2.

   7.   Shin DH, Chai JY, Hong JH et al.: Historical details about the meat consumption 

pattern and taeniases during Joseon Period. 기초의학 학술대회, 그랜드힐튼호텔, 서울. 

2017. 6. 30.

   8.   Song H, Jung BK, Cho J, Chai JY et al.: Prevalence of Centrocestus armatus 

metacercariae in freshwater fish from seven rivers of Korea. 기초의학 학술대회, 그랜드

힐튼호텔, 서울. 2017. 6. 30.

   9.   Jung BK, Song H, Cho J, Chai JY et al.: Prevalence of head lice among children in 29 

primary schools in South Korea. 기초의학 학술대회, 그랜드힐튼호텔, 서울. 2017. 6. 30.

10.   Cho J, Song H, Jung BK, Chai JY et al.: A survey of the egg positive rate of pinworms 

among children in kindergartens in 5 cities and 9 provinces of Korea (2008-2016). 기초

의학 학술대회, 그랜드힐튼호텔, 서울. 2017. 6. 30.

11.   Chai JY: Foodborne trematode infections in Asia. The 2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World Association of the Advancement of Veterinary Parasitology, Kuala Lumpur, 

Malaysia, 2017. 9. 4~8 (Invited lecture).

12.   Jung BK, Lee SH, Song H, Chai JY et al.: Neuroprotective effect of intracranial chronic 

Toxoplasma gondii infection in cerebral ischemia.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 제59회 총

회 및 학술대회, 남서울대학교, 천안. 2017. 10. 26~27.

13.   조재은, 송혜미, 정봉광, 채종일 외 7명: 우리나라 4개 하천에 서식하는 어류의 흡충류 피

낭유충 감염상.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 제59회 총회 및 학술대회, 남서울대학교, 천안. 

2017. 10. 26~27. 

14.   Song H, Jung BK, Kim ED, Chai JY et al.: Evaluation of immunogenicity in mice 

vaccinated with Toxoplasma gondii infected dendritic cells derived exosomes via 

ocular administrations.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 제59회 총회 및 학술대회, 남서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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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천안. 2017. 10. 26~27.

15.   Chai JY, Lee KH, Jung BK et al.: Biological and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Echinostoma sp. originated from the metacercariae detected in Filopaludina sp. snails 

from Pursat Province, Cambodia.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 제59회 총회 및 학술대회, 남

서울대학교, 천안. 2017. 10. 26~27.

16.   Chai JY, Lee KH, Jung BK et al.: Larval Gnathostoma spinigerum detected in Asian 

swamp eels, Monopterus albus, purchased from a local market of Pursat Province, 

Cambodia.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 제59회 총회 및 학술대회, 남서울대학교, 천안. 

2017. 10. 26~27.

17.   Song H, Jung BK, Cho J, Chai JY et al.: Prevalence of Gymnophalloides seoi 

metacercariae in oysters from three western coastal islands of Korea. 대한기생충학.열

대의학회 제59회 총회 및 학술대회, 남서울대학교, 천안. 2017. 10. 26~27.

18.   Won EJ, Jung BK, Song H, Chai JY et al.: The first reported case of taeniasis caused by 

Taenia saginata in Myanmar.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 제59회 총회 및 학술대회, 남서

울대학교, 천안. 2017. 10. 26~27.

19.   Chai JY: Overview of foodborne trematodes infecting humans in Asia. The 3rd 

International Congress on Biological Invasions, Hangzhou, China, 2017. 11. 19~23 

(Invited lecture).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대회장. 제14차 세계기생충학회(ICOPA) 총회 및 국제학술대회(Daegu, Korea, 19~24 

August 2018) 준비. 2017년 1~12.

   2.   부원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출판담당. 2016. 3. 1~현재.

   3.   조직위원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Inter-Academy Seoul Science Forum (IASSF). 국제학

술회의. 2017. 10. 31~11. 1.

   4.   단장. 한-미얀마 학생 장내기생충관리(국제협력단). 주관; 한국건강관리협회. 2017. 6. 

21~29. 및 11. 28~12. 6.

   5.   단장. 한-캄보디아 일반주민 장내기생충관리. 한국건강관리협회. 2017. 5. 7~16. 및 11. 

8~15.

   6.   강사. 한-라오스 소아과전문의 교육 및 훈련(국제협력단). 한양대학교 주관.  2017. 8. 

12~19.

   7. 등기이사. (사)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 2017. 4. 1~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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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1.   채종일(의학과): 한국건강관리협회장, 국내 최초의 기생충 박물관 설립. 2017년 12월 19

일 개관.

최병인 (의학과)

<논문>

   1.   Ra JC, Lee ES, Choi BI, et al. (2017) Diagnostic performance of stomach CT compared 

with endoscopic ultrasonography in diagnosing gastric subepithelial tumors. Abdom 

Radiol. 42(2), 442-450.

   2.   Park HJ, Choi BI, Lee ES, et al. (2017) How to Differentiate Borderline Hepatic 

Nodules in Hepatocarcinogenesis: Emphasis on Imaging. Liver Cancer 6, 189–203. 

   3.   Lee ES, Lee JB, Choi BI, et al. (2017) Shear Wave Liver Elastography with a 

Propagation Map: Diagnostic Performance and Inter-Observer Correlation for Hepatic 

Fibrosis in Chronic Hepatitis. Ultrasound Med Biol. 43(7), 1355-1363.

   4.   Seo M, Ahn HS, Choi BI, et al. (2017) Comparison and Combination of Strain and 

Shear Wave Elastography of Breast Masses for Differentiation of Benign and Malignant 

Lesions by Quantitative Assessment: Preliminary Study. J Ultrasound Med. 8, doi: 

10.1002/jum.14309.

   5.   Lee MW, Park HJ, Choi BI, et al. (2017) Image Fusion of Real-Time Ultrasonography 

with Computed Tomography: Factors Affecting the Registration Error and Motion of 

Focal Hepatic Lesions. Ultrasound Med Biol. 43(9), 2024-2032.

   6.   Park HJ, Kim JH, Choi BI, et al. (2017) Prediction of Therapeutic Response of 

Hepatocellular Carcinoma to Transcatheter Arterial Chemoembolization Based on 

Pretherapeutic Dynamic CT and Textural Findings. AJR Am J Roentgenol. 209(4), 

W211-W220. 

   7.   Choi HW, Park HJ, Choi BI, et al. (2017) Radiologic Findings in Extrapancreatic Solid 

Pseudopapillary Tumor with Aggressive Behavior: a Case Report. J Korean Med Sci. 

32(12), 2079-2084.

   8.   Chio BI. (2017) Ultrasonography: current status, challenges, and future directions. 

Ultrasonography. 23, doi: 10.14366/usg.17069.



352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7, 제13호

<학술회의>

   1.   Joon Chul Ra, Eun Sun Lee, Byung Ihn Choi, et al.: Evaluation of diagnostic 

performance of CT with stomach protocol compared with endoscopic ultrasonography 

in diagnosing gastric subepithelial tumors. The 6th Asian Congress of Abdominal 

Radiology (ACAR 2017), Busan, Korea, 2017. 4. 21~22.

   2.   Hyein Kang, Eun Sun Lee, Byung Ihn Choi et al.: Noise Reduction and Restoration 

Abdominal Digital Radiography: Phantom and Preliminary Patient Studies. The 73rd 

Korean Congress of Radiology (KCR 2017 poster), Coex, Seoul, Korea, 2017. 10. 25~29.

   3.   Joon Chul Ra, Eun Sun Lee, Byung Ihn Choi et al.: Evaluation of microvascular flow in 

the gallbladder bed of the liver using superb microvascular imaging (SMI): Does it 

improve diagnostic performance compared with conventional ultrasonography for 

acute cholecystitis?. The 73rd Korean Congress of Radiology (KCR 2017), Coex, Seoul, 

Korea, 2017. 10. 25~29.

   4.   Sung Bin Park, Eun Sun Lee, Byung Ihn Choi et al.: CT Dose Reduction Strategies in 

CT Urography. The 103nd Radiological Society of North America Annual Meeting 

(RSNA 2017), McCormick Place, Chicago, USA, 2017. 11. 24~12. 1.

   5.   Sung Bin Park, Hyun Jeong Park, Byung Ihn Choi et al.: US Evaluation of Uterine 

Cervical Lesions. The 103nd Radiological Society of North America Annual Meeting 

(RSNA 2017), McCormick Place, Chicago, USA, 2017. 11. 24~12. 1.

<강의 및 특강> 

   1.   Report of Conjoint Session. World Federation for Ultrasound in Medicine and Biology 

(WFUMB), Kenya, Africa, 2017. 1. 16~20.

   2.   Report of Education Committee Update 2017 January. World Federation for Ultrasound 

in Medicine and Biology (WFUMB), Kenya, Africa, 2017. 1. 16~20.

   3.   Activities of WFUMB Center of Education. World Federation for Ultrasound in 

Medicine and Biology (WFUMB), Kenya, Africa, 2017. 1. 16~20.

   4.   Asian Oceanian School of Radiology(AOSOR) 2017 Report. Asian Oceanian School of 

Radiology (AOSOR), Mumbai, India, 2017. 2. 10~11. 

   5.   Diagnostic Algorithm and Staging System. Asian Pacific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the Liver (APASL), Shanghai, China, 2017. 2. 16~19.

   6.   The Role of Imaging for Diagnosis of HCC. Asian Pacific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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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ver (APASL), Shanghai, China, 2017. 2. 16~19.

   7.   Pancreas and Bile Ducts: Imaging Assessment. European Congress of Radiology 

(ECR), Vienna, Austria, 2017. 3. 1~5.

   8.   Medical Imaging in HCC in Asian Oceanian Countries & Asian Oceanian School of 

Radiology (AOSOR) 2017. Chinese Taipei Society of Radiology (CTSR), Taipei, Taiwan, 

2017. 3. 18~19.

   9.   ASAR Past, Present & Future. The 6th Asian Congress of Abdominal Radiology 

(ACAR), Busan, Korea, 2017. 4. 21~22.

10.   CEUS: Past and Current Status in Asia. KSUM 2017, Coex, Seoul, Korea, 2017. 5. 26~27.

11.   간의 건강(음주와 간). 경기고등학교 64회 정기총회(RAUM), Seoul, Korea, 2017. 6. 14.

12.   Focal Nodular Hyperplasia. European Society Gastrointestinal Abdominal Radiology 

(ESGAR), Greece, Athens, 2017. 6. 20~23. 

13.   Hepatocellular Adenoma Imaging Futures. European Society Gastrointestinal 

Abdominal Radiology (ESGAR), Greece, Athens, 2017. 6. 20~23. 

14.   US artifact. World Federation for Ultrasound in Medicine and Biology Center of 

Education (WFUMB COE), Ulaanbaatar, Mongolia, 2017. 7. 27~29.

15.   Current Status WFUMB COE (Center of Education). World Federation for Ultrasound 

in Medicine and Biology Center of Education (WFUMB COE), Ulaanbaatar, Mongolia, 

2017. 7. 27~29.

16.   Liver Tumor Ultrasound. World Federation for Ultrasound in Medicine and Biology 

Center of Education (WFUMB COE), Ulaanbaatar, Mongolia, 2017. 7. 27~29.

17.   US of Bile Duct (Anatomy & Pathology). World Federation for Ultrasound in Medicine 

and Biology Center of Education (WFUMB COE), Ulaanbaatar, Mongolia, 2017. 7. 

27~29.

18.   Gallbladder: US Anatomy and Pathology. World Federation for Ultrasound in Medicine 

and Biology Center of Education (WFUMB COE), Ulaanbaatar, Mongolia, 2017. 7. 

27~29.

19.   What are the gaps in imaging technology for guiding surgery and other therapies?. 

Washington D.C, USA, 2017. 8. 24.

20.   WFUMB COE: Current Status & Future Perspectives. World Federation for Ultrasound 

in Medicine and Biology Center of Education (WFUMB Taipei 2017), Taipei, Taiwan, 

2017.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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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lastography of Hepatic Fibrosis. World Federation for Ultrasound in Medicine and 

Biology Center of Education (WFUMB Taipei 2017), Taipei, Taiwan, 2017. 10. 14.

22.   US and CEUS for Hepatic Nodule in Liver Cirrhosis. World Federation for Ultrasound 

in Medicine and Biology Center of Education (WFUMB Taipei 2017), Taipei, Taiwan, 

2017. 10. 14.

23.   WFUMB Report of Education Committee: Education Committee Update 2017. World 

Federation for Ultrasound in Medicine and Biology Center of Education (WFUMB 

Taipei 2017), Taipei, Taiwan, 2017. 10. 15.

24.   Education of WFUMB COE: Education Committee Update 2017. World Federation for 

Ultrasound in Medicine and Biology Center of Education (WFUMB Taipei 2017), 

Taipei, Taiwan, 2017. 10. 15.

25.   International Society of Strategic Study of Radiology (IS3R) 중앙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강연, Seoul, Korea, 2017, 10. 20.

26.   Imaging of Liver cancer. 한국원자력연구원 아태지역 암 진단기술 지역훈련과정 강의

(KOICA/KIRAMS Regional Training Course on Diagnostic Radiology for Cancer), 

Seoul, Korea, 2017. 10. 31.

27.   AOSOR Orientation. Asian Oceanian School of Radiology of Youth Club (AOSOR YC 

2017), Seoul, Korea, 2017. 11. 11.

28.   International Radiological Society & Congress: Asian Perspectives. Asian Oceanian 

School of Radiology of Youth Club (AOSOR YC), Seoul, Korea, 2017. 11. 11.

29.   Asian Oceanian School of Radiology (AOSOR) 2017 Report. Radiology Society of 

North America (RSNA), AOSOR EC Meeting, Chicago, USA, 2017. 11. 29.

30.   WFUMB Liver Elastography Guidelines Update: Liver Cirrhosis. Radiology Society of 

North America (RSNA), RSNA 2017 Meeting, Chicago, USA, 2017. 11. 30~12. 1.

31.   WFUMB Liver Elastography Guidelines Update: Potal Hypotension Radiology Society 

of orth America (RSNA), RSNA 2017 Meeting, Chicago, USA, 2017. 11. 30~12. 1.

 

<동정> 

(수상)

   1.   최병인(의학과): AOSR Gold Medal 수상, Asian Society of Abdominal Radiology 

(AOSR) 2017.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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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1.   최병인(의학과): Ultrasonography 명예편집위원장 선임 2017. 1~현재.

   2.   최병인(의학과): Radiology Digest 명예편집위원장 선임 2017. 1~현재.

   3.   최병인(의학과): World Federation of Ultrasound in Medicine and Biology (WFUMB) 

Regional Director of COE in Asia 선임 2017. 10~현재.

   4.   최병인(의학과): Laparoscopic Surgery 편집위원 선임 2017. 12~현재.

보건대학원

문옥륜 (보건학과)

<논문>

   1.   Moon, OR (2017) 40th Anniversary of Health Insurance & A Path to Global Leader-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Korean Health Insurance. The Keynote Speech, 

International Symposium Celebrating 40th Anniversary of Health Insurance: 

Achievements and Challenges, 2017. 6. 20 (Tue) 9:30-18:00, COEX 401 Hall E, 33-72.

   2.   문옥륜 (2017) 공중보건의 선진화 방안. 대한보건연구, 43권 2호, May 2017, 대한보건협

회, 153-155.

<기타 근황>

   1.   국회 남인순 의원실,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하나로 운동

본부, 보건의료산업노조(주최),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를 위한 정책 제안대회 [2017년 대선 대비 복지국가 정책토론회 2], 국회의원회관 제1세

미나실, 1-49쪽, 2017. 3. 30.

   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성조 위원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국내 및 

해외의 금연정책 비교 검토를 통한 효율적인 정책방안 도입의 필요성,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 1-127쪽, 2017. 3. 2.

   3.   문옥륜, 최병호, 김우철, 김희선 (2017)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한국재정

학회) 공청회, 의원회관, 1-96쪽, 2017. 3. 30. 

   4.   건강보험 40주년: 미래를 준비하다. 2017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 연제집, 원주 

인터불고 호텔, 37-97쪽, 2017.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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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담배위해 감축은 세계적 흐름, 국내 금연정책 한계 고민해야, 한국경제신문[맞장토론], 

2017. 9. 2.

   6.   성남시 건강포럼, 성남은 건강합니다.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성남시청 1층 누리홀, 1-73

쪽, 2017. 9. 25.

   7.   Moon, O.R: Lessons from the Korean Health Insurance Programs, Presented to the 

Ghanaian delegates on 17th. October, 2017, National Federation of Health 

Insurance(Wonju city, Kangwon Do), 45 Slides.

백남원 (환경보건학과)

<저서>

   1.   박동욱, 백남원, 신용철: 산업보건학. 총 385쪽, 한국방송통신대 출판문화원, 2017. 7. 1.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위원. 석면안전관리위원회, 환경부, 2015. 6. 1~2018. 5. 31.

   2.   Member. International Advisory Board, Annals of Work Exposures and Health (SCI), 

UK. 2006. 1. 1~현재.

   3.   Member. International Editors,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SCIE journal), Japan. 

Japan. 1990. 1. 1~현재.

   4.   Member. International Affairs Committee, American Industrial Hygiene Association 

AIHA), USA. 2006. 1. 1~현재.

   5.   Fellow. AIHA, USA. 2008. 1. 1~현재.

<연구>

   1.   백남원, 김용희, 김기영 등: 병원 내 감염예방을 위한 공기질 관리 시스템 개발. 한국산업

기술평가관리원, 2016. 10. 1~2018. 9. 30. (3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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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학원

노화준 (행정학과)

<강의 및 특강>

   1.   Policy Analysis for Community Development. Master’s Degree Program in Community 

Development. Graduate School of Government,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연세

대학교 원주캠퍼스, 2017년 가을학기.

   2.   1970년대 새마을사업계획과 집행의 절차와 방법: 공익가치창조를 위한 전략적 관리, 연

세대학교 빈곤문제 연구원, 2017. 11. 23. 

   3. 과학기술정책평가모형탐색.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자문, 2017. 11. 29~12. 5.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석좌교수. 영남대학교 박정희정책새마을대학원, 2017. 3. 1~2018. 2. 28.

환경대학원

김안제 (환경계획학과)

<저서>

   1.   김안제: 안제백서(安濟白書). 총 805쪽, 호정C&P, 2017. 1. 30.

   2.   김안제: 세종시 이야기. 총 156쪽,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 문고 시리즈 제1호, 보성각, 

2017. 12. 10.

<논문>

   1.   김안제(2017) 기록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Heyday, 32(1), 110-111.

   2.   김안제(2017) 도시정책과 대통령 선거, 도시문제, 2017년 1월호. 20-21.

   3.   김안제(2017) 자치전선 이상 없다. 자치발전, 2017년 1월호, 8-9.

   4.   김안제(2017) 국민의 정부의 지방분권의 대폭이양, 자치의정, 2017년 1 ‧ 2월호, 34-44.

   5.   김안제(2017)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라는 지방자치, 자치발전, 2017년 6월호, 8-9.

   6.   김안제(2017) 시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길을 찾아서, 자치발전, 2017년 12월호,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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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회의>

   1.   김안제: ‘습지의 기능과 가치’ 문경미래칼럼 종합토론, 문경대학 지역개발연구소, 문경영

상문화센터, 2017. 1. 11.

   2.   김안제: ‘폐광지역 지정에 따른 문경지역의 명암과 대응전략’ 사회. 문경대학 지역개발연

구소, 문경문화예술회관, 2017. 2. 17.

   3.   김안제: ‘연구원 발전의 회고와 전망’ 사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주시 혁신도시 내 본

연구원 대강당, 2017. 2. 24.

   4.   김안제: ‘강병기 교수 서거 10주년 기념세미나’ 토론.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등 4개 학회 

공동주최, 과총회관 회의실, 2017. 6. 9.

   5.   김안제: ‘앞으로의 도시계획: 포용도시와 스마트도시의 만남을 위하여’ 기조연설 ·대한 국

토 ·도시계획학회, 대구한의대학교 대회의실, 2017. 10. 28.

   6.   김안제: ‘행정수도개헌 국회대토론회’ 종합강평, 세종시,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 2017. 

11. 6.

   7.   김안제: ‘새마을 세계화사업 성과 및 성공사례 공유를 위한 2017 베트남 새마을 국제포럼 

기본계획안’ 기조연설, 새마을세계화재단, 베트남 국립호치민대학교 대강당, 2017. 11. 

23.

<특강>

   1.   행정수도 건설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선언 13주년 기념행사, 세종특별자치

시, 정부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2017. 2. 14.

   2.   창원 광역시 당연한 요구다. 창원시 시민아카데미 정례 강연회, 창원시 3 ·15 기념센터, 

2017. 3. 7.

   3.   새마을운동의 이해. 새마을세계화재단 자문대사단 자문회의, 구미시 동재단 회의실, 

2017. 3. 8.

   4.   새마을운동과 지역사회발전. 고위정책과정,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성남 본연수원 대강

당, 2017. 3. 10.

   5.   여성의 삶과 행복. 문경대학 여성대학원 행복아카데미, 문경시 여성회관 2017. 4. 4.

   6.   새마을운동과 지역사회발전. 시도 및 시군구 새마을 회장 반,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성

남 본 연수원 대강당, 2017. 5. 23.

   7.   분권시대 지역연구원의 역할과 과제. 대구경북연구원 개원 26주년 기념행사, 본연구원 

강당, 2017. 6. 16.

   8.   정의와 용기. 상생회 회원강좌, 청주 황희연도시연구원 회의실, 2017.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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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7. 1. 1~12. 31.

   2.   원장. 한국자치발전연구원, 2017. 1. 1~12. 31.

   3.   상임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17. 1. 1~6. 30.

   4.   고문.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2017. 1. 1~12. 31.

   5.   고문. 한국지방자치학회, 2017. 1. 1~12. 31.

   6.   고문. 문경문화원, 2017. 1. 1~12. 31.

   7.   고문. 밝은사회실천전국연합, 2017. 1. 1~12. 31.

   8.   상임고문. 한국서화작가협회, 2017. 1. 1~12. 31.

   9.   고문. 문경시정책자문단, 2017. 1. 1~12. 31.

10.   고문. 새재포럼, 2017. 1. 1~12. 31.

11.   상임고문. 통일교육개발연구원, 2017. 1. 1~12. 31.

12.   명예도민. 제주특별자치도, 2017. 1. 1~12. 31.

13.   명예시민. 세종특별자치시, 2017. 1. 1~12. 31.

14.   명예시민. 미국 라스베이거스시, 2017. 1. 1~12. 31.

15.   연구자문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7. 1. 1~12. 31.

16.   석좌교수. 문경대학교, 2017. 1. 1~12. 31.

17.   이사. 새마을세계화재단, 2017. 1. 1~12. 31.

18.   자문위원.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2017. 1. 1~12. 31.

19.   심사위원장.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휘장 심사위원회, 2017. 4. 27~12. 31.

<기고문>

   1.   사자성어, 자치발전, 월간지, 2017년 1~12월호, 12편.

   2.   고사성어, 통일어린이마당, 월간지, 2017년 1~12월호, 12편.

   3.   수상문, 주간문경, 주간신문, 2017. 1. 1~12. 31, 36편.

   4.   안제백서 대담평론, 대한뉴스, 월간지, 2017년 3월호, 66-69쪽.

   5.   안제백서 평론, 주간문경, 주간신문, 2017. 3. 16. 제5면.

   6.   안제백서 출간소개, 문경저널, 월간신문, 2017. 3. 20. 제4면.

   7.   비문, 민선 초대 문경시장 경주김공학문 송덕비, 문경시 영강공원길 위치, 2013. 3. 23 제

막, 2,000자.

   8.   안제백서 서평, 경제풍월, 월간지 2017년 4월호, 234-239쪽.

   9.   수상, 지구자치와 지방자치 및 교수동정,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연보, 제12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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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5. 148-149쪽 및 248-251쪽.

<동정>

(수상)

   1.   김안제(환경계획학과): 새마을휘장.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2017. 5. 17.

(인사)

   1.   김안제(환경계획학과): 자문위원. 문경대학 지역개발연구소 연구과제 ‘고속전철 문경구

간 및 문경역 설계에 따른 기본대응계획’, 2017. 4. 13~7. 11.

   2.   김안제(환경계획학과): 위원장, 새마을휘장 심사위원회, 새마을운동중앙회, 2017. 4. 

27~2018. 4. 26.

   3.   김안제(환경계획학과): 공동위원장. 노융회 교수 장례위원회, 2017. 9. 11~14.

<기타 근황>

   1.   신년사, 서울대 환경대학원 신년교례회, 서울대 교수회관, 2017. 1. 2.

   2.   신년사,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신년하례식, 본 학회, 2017. 1. 3.

   3.   신년인사말,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신년인사회, 일산 모란봉 식당, 2017. 1. 4.

   4.   산수기념집 발간보고, 대학동기생 오찬회, 식당 팜스팜스, 2017. 1. 20.

   5.   총회 참석, 한국지방자치학회 정기총회, 명지대학교 방목학술관, 2017. 2. 4.

   6.   건배축사, 한국서화작가협회 신년고문단 오찬회, 한식당 삼청각, 2017. 2. 10.

   7.   회장 인사말, 동행회 강원도 야유회 만찬회, 고성군 조기영 회원댁, 2017. 2. 11.

   8.   건배 인사말, 국가균형발전선언 13주년 기념행사 만찬장, 세종시 중국식당 왓츠, 2017. 2. 

14.

   9.   축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전개청기념식,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혁신도시 본연구원 대

강당, 2017. 2. 24.

10.   비문해설, 전문경시장 김학문 송덕비 제막식, 문경시 영강공원길, 2017. 3. 23.

11.   건배 인사, 밝은사회실천전국연합 만찬회, 회전식당, 2017. 3. 30.

12.   추도사, 한국자치발전연구원 박승치 이사장 영결식, 일산복음병원 영결식장, 2017. 5. 11.

13.   축사, 새마을운동중앙회 학술세미나 개회식, 세종문화회관, 예민홀, 2017. 5. 17.

14.   기록집 ≪안제백서≫ 설명, 조령회 오찬회, 한식당 향가, 2017. 6. 15.

15.   기록과 사료 보고, 대학동기생 모임 오찬회, 식당 팜스팜스, 2017. 6. 22.

16.   건배 인사말, 밝은사회실천전국연합 만찬회, KT빌딩 지하 가든부페, 2017. 6. 29.

17.   세종시 관련 설명, 상생회 만찬회, 식당 마켓트O, 2017.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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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건배 축사,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창립 58주년 기념식, 과총회관 회의실, 2017. 7. 25

19.   축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총동창회 홈커밍데이, 본대학원 회의실, 2017. 10. 14.

20.   행사 참석 및 관람, 국토교통부 ‘국토발전 전시관’ 개관식 참석 및 본인의 동영상 관람, 

2017. 11. 2.

21.   시상식 주관,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주최 대한민국 자치대상 시상식, 서울프레스센터, 

2017. 11. 8.

22.   해외여행, 베트남; 새마을세계화재단 주최 한국 ·베트남 새마을국제포럼 참석 ·기조연설 

발표차, 베트남 호치민시 방문 및 새마을시범마을 시찰. 2017. 11. 22~27.

23.   축사,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지역사회지도자 연수 수료식, 동 연수원 대강당, 2017. 11. 

29.

24.   인사말, 문경시 정책자문단, 동계 자문회의, 문경시청 회의실, 2017. 12. 8.

25.   회장 송년사, 동행회 송년모임, 식당 여자만, 2017. 12. 12.

26.   좌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정순관 위원장과 신년 지방자치발전 방안에 대해 대담, 동 위

원장실, 2017. 12. 20.

27.   축사, 울산시, 울산시민자치대학 수료식, 울산시청 대회의실, 2017. 12. 21.

28.   원장 인사말,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이사회, 식당 수담, 2017. 12. 21.

29.   참석, 새마을세계화재단 이사회, 구미시 금오호텔, 2017. 12. 22.

30. 격려사,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대책위원회 송년회, 세종시 아람달, 2017. 12. 22.

31. 축사, 밝은사회실천전국연합 송년회, 식당 만복점, 2017. 12. 28.

치의학대학원

고재승 (치의학과)

<논문>

   1.   황순정, 김인숙, 고재승(2017)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조직반응과 골재생증진. 학술원논문집, 

56(1), 89-225.

<학술회의>

   1.   황순정, 김인숙, 고재승: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조직반응과 골재생증진. 대한민국학술원 학술

세미나, 대한민국학술원, 2017.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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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1.   타액선의 조직학.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학년 강의, 2017. 5. 15.

<동정>

(인사)

   1.   고재승(치의학과): 대한민국학술원 간행물편집위원회위원. 2011. 10. 18~2017. 10. 17.

   2.   고재승(치의학과): 대한민국학술원 자연과학부 제4분과회장. 2016. 8. 26~2018. 8. 25.

<기타 근황>

   1.   대한노년치의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참석,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

구원, 2017. 3. 26.

   2.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전임학장간담회, JW메리어트호텔, 2017. 3. 27.

   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우강포럼 참석, 서울의대, 2017. 4. 12.

   4.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명예교수간담회, 팔래스호텔, 2017. 4. 12.

   5.   대한구강해부학회 제40차 학술대회 참석,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2017. 4. 21.

   6.   대한민국학술원 2017년도 상반기 간행물편집위원회 참석, 2017. 6. 14.

   7.   대한근감소증학회 제4차 학술대회 참석, 중앙대학교 송봉홀, 2017. 8. 19.

   8.   대한민국학술원 제12회 한 ·일학술포럼 참석,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2017. 9. 21.

   9.   대한민국학술원 제44회 국제학술대회 참석, 대한민국학술원, 2017. 10. 20.

10.     대한민국학술원 2017 정책토론회 참석, 대한민국학술원, 2017. 11. 10.

11.   대한골대사학회 제11차 연구추계워크샵 참석, 백범김구기념관, 2017. 11. 10.

12.   대한골대사학회 제29차 추계학술대회 참석, 백범김구기념관, 2017. 11. 11.

13.   대한기초치의학협의회, 제16회 대한기초치의학 학술대회 참석,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2017. 11. 24.

14.   국제치과연구학회(IADR) 한국지부회(KADR) 제36차 학술대회 참석, 연세대 ABMRC 유

일한홀, 2017. 12. 2.

김명국 (치의학과)

<저서>

   1.   김명국: 머리 및 목해부학. 개정판, 총 1059쪽, 도서출판 의치학사, 2017. 1. 25.

   2.   김명국: 구강해부학. 개정판, 총 633쪽, 고문사, 2017.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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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회의-국내>

   1.   제1회 한 ·터키 한림원 공동심포지엄 참석, 세종호텔 라일락홀, 2017. 4. 19.

   2.   제40차 대한구강해부학회 학술대회 참석,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광주, 2017. 4. 21.

   3.   제60회 대한체질인류학회 학술대회 참석, 건양대학교병원, 대전, 2017. 6. 8~9.

   4.   제31회 한림국제심포지엄 참석, Photoacoustic Imaging in Medicine and Biology, 더플

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 2017. 7. 10.

   5.   한림원탁토론회 참석, 유전자교정기술도입 및 활용을 위한 법 ·제도개선 방향, 프레스센

터 20층 프레스클럽, 2017. 8. 3.

   6.   한림원탁토론회 참석, ICT 패러다임을 바꿀 양자 통신, 양자컴퓨터의 부상, 한국 프레스

센터 20층 프레스클럽, 2017. 8. 18.

   7.   제67회 (창립 70주년)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참석,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2017. 10. 

18~19.

   8.   제5회 한국 ·독일 레오폴디나 한림원 공동 심포지엄 참석, Intercontinental Seoul COEX 

Jupital Room, 2017. 10. 20.

   9.   Nobel Prize Dialogue Seoul 2017 참석, The Age to Come, Seoul COEX, Auditorium 3F, 

October 30, 2017.

10.   세계과학한림원 서울포럼참석, Science and Technology in Health care, 서울플라자호텔, 

2017. 10. 31~11. 1.

11.   The 3rd East-Asia Microscopy Conference 참석, Busan BEXCO, November 7~10, 2017.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이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16. 3. 1~2019. 2. 28.

   2.   좌장. 제40차 대한구강해부학회 학술대회,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광주, 2017. 4. 21.

   3.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17년도 제1회 이사회. 양재동 엘타워 2층 오페라홀, 2017. 2. 20.

   4.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17년도 제2차 이사회. 양재동 엘타워 2층 오페라홀, 2017. 11. 27.

배광식 (치의학과)

<저서>

   1.   배광식: 금강심론 주해 I. 총 520쪽, 뜨란, 2017.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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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및 특강>

   1.   치과의사학(서울대학교치과대학 및 치과병원사).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2017. 4. 7.

   2.   법화경. 금강강독회,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 903호 승우당, 2017. 1. 10~8. 8 매월 2째 

화요일 오후 7:00-10:00. 총 8회.

   3.   처음 만나는 마음챙김명상( Jon Kabat-Zinn 저, 안희영 번역). 금강강독회,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 903호 승우당, 2017. 9. 12~12. 12 매월 2째 화요일 오후 7:00-10:00. 총 4회.

   4.   금강심론. 금강강독회,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 903호 승우당, 2017. 1. 6~12. 15 매월 

첫째 및 셋째 금요일 오후 7:00-9:30. 총 22회.

   5.   Mindfulness for Beginners( Jon Kabat-Zinn) 영어 불교 강독. 국제포교사회, 종로구 불교

영어도서관, 2017. 1. 4~3. 8 매주 수요일 오후 3:00-5:00. 총 9회.

   6.   A New Earth(Eckhart Tolle) 영어 불교 강독. 국제포교사회, 종로구 불교영어도서관, 

2017. 3. 15~12. 27 매주 수요일 오후 3:00-5:00. 총 40회.

   7.   기초불교영어강좌. 국제포교사회. 전법회관 지하1층 강의실. 2017. 2. 11, 4. 22. 7. 29, 

10.14, 토 오전 10:00-12:00 총 4회.

   8.   수릉엄삼매도 해설. 매월 넷째주 토 오후 8:00-9:00. 충남 태안 묘금륜원. 총 12회.

   9.   수릉엄삼매도 강좌. YouTube강좌. 2017. 10. 29. 11. 2. 11. 25. 12. 21. 12. 25. 총 6회.

<동정>

(수상)

   1.   배광식(치의학과): 2017년 자랑스런 동문상 수상. 서울대학교 총불교학생회 동문회. 

2017. 12. 25. 

(인사)

   1.   배광식(치의학과): 사단법인 참수레 이사장. 사단법인 참수레, 2014. 5. 28~현재.

   2.   배광식(치의학과): 포털 다음 카페: 금강불교입문에서 성불까지(회원 약 6,900여 명) 카페

지기. 2002. 7. 30~현재.

   3.   배광식(치의학과): 포털 네이버 카페: 금강불교입문에서 성불까지(회원 약 5,500여 명) 카

페지기. 2004. 4. 2~현재.

(행사)

   1.   배광식(치의학과): 사단법인 참수레 수련원 묘금륜원 개원 3주년 기념식. 201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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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근황>

1.   철야참선정진 지도; 매월 넷째 주 토 오후 9:00~일 오전 04:00. 충남 태안 묘금륜원. 총 12

회.

2. 금강심론 주해 I 소개 대담, 무명을 밝히고, BBS 불교방송 라디오. 2017. 4. 26.

양재호 (치의학과)

<동정>

   1.   양재호(치의학대학원): 치과보철과전문의 자격증 취득. 보건복지부장관. 2017. 6. 30.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치과자문의 위촉. 청와대, 2017. 7. 13.

<기타 근황>

   1.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춘계학술대회.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2017. 3. 5.

   2.   대한치과보철학회 춘계학술대회. 구연 심사위원, 세종대학교, 2017. 4. 15.

   3.   국제학회지 논문심사 Journal of General Practice and Medical Diagnosis, 논문 제목: 

Zirconia fixed partial denture: Clinical requirement 2017. 4. 17.

   4.   서울시치과의사회 창립 92주년 기념 2017년 국제종합학술대회(SIDEX) 심포지엄 좌장. 

서울 COEX. 2017. 6. 4.

   5.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추계학술대회.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2017. 10. 15.

   6.   대한치과보철학회 추계학술대회. 구연 심사위원, 세종대학교, 2017. 11. 25.

   7.   미국, 캐나다 방문. 2017. 1. 27~2. 20.

   8.   미국 UCLA 대학 등 방문 2017. 9. 29~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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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교수 동정

1) 수상

•   김인준(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재단법인 3 ·1문화재단으로부터 제58회 3 ·1문화상 학술상

(인문 ·사회과학 부문) 수상, 2017. 3. 1.

•   이태수(인문대학 철학과): 서울대학교 신양인문학술정보관에서 제1회 암곡학술상 수상, 2017. 

4. 6.

•   이현구(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서울 동대문구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과학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부문 과학기술훈장(창조장) 수훈, 2017. 4. 21.

•   권영민(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7년 세종문화상(학술 부문) 수상, 

2017. 4. 28.

•   이애주(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경상남도 산청 동의보감촌에서 열린 제11회 기산국악제전에서 

‘제7회 박헌봉 국악상’ 수상, 2017. 9. 16.

•   김경동(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경암교육재단이 수여하는 제13회 경암상(인문 ·사회 부문) 

수상, 2017. 11. 3.

•   이재숙(음악대학 국악과): 방일영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제24회 방일영국악상 수상, 2017. 11. 

16.

•   이돈구(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태국 Kasaset University 졸업식에서 태국왕실 공주로

부터 명예박사학위 받음, 2017. 11. 24.

•   전경수(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독도평화재단에 수여하는 제5회 독도평화대상 특별상 수상, 

2017. 12. 18.

2) 인사

•   이순형(의과대학 의학과): 임기 2년의 학교법인 인제학원 이사장에 선임, 2017. 3. 20.

•   신용하(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대한민국 독도사랑협회 고문에 추대, 2017. 3. 24.

명예교수 동정은 <서울대학교 총동창신문>(2017. 3~2018. 2월호), <서울대 소식> 등에

서 발췌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명예교수 동정’ 란에 새로 수록할 사항은 언제든지 명예교

수협의회 사무실(전화 02-880-9019 또는 이메일 emer@snu.ac.kr)로 알려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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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현(의과대학 의학과): 미국 흉부외과학회(AATS) 회원에 선출.

•   박성현(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대한민국학술원(자연 제1분과) 회원에 선임, 2017. 7. 14.

•   김진의(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과): 대한민국학술원(자연 제1분과) 회원에 선임, 2017. 7. 14.

•   권오승(법과대학 법학부): 대한민국학술원(인문 ·사회 제4분과) 회원에 선임, 2017. 7. 14.

•   박용안(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국제연합(UN)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의장에 당선, 

2017. 7. 25.

•   이호인(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전주대학교 제14대 총장에 취임, 2017. 8. 21.

•   박영우(물리 ·천문학부): 서울대학교 응용물리연구소 연구원으로 임용, 2017. 9. 1~2020. 8. 31.

•   양봉민(보건대학원 보건학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15대 이사장에 임명, 2017. 12. 17.

•   박영우(물리 ·천문학부):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물리천문학과 비상근 교수로 임명, 

2018. 1. 24.

3) 행사

•   서유헌(의과대학 의학과): 부산 영산대학교에서 ‘무지의 지’라는 주제로 개최한 건학이념 춘계

학술대회에서 ‘뇌과학을 통해 본 인간, 너의 뇌를 알라’를 주제로 철학과 과학에 대해 논함, 

2017. 5. 30.

•   서유헌(의과대학 의학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Healthy and Active Regional Network 국가

간 회의에서 ‘건강한 노화와 치매 없는 100세 시대’에 대한 한국 대표로 발표, 2017. 8. 21~22.

4) 출판

•   신정현(영어영문학과): 포스트모던 시대의 정신: 인본주의적 가치의 붕괴와 후기 근대의 디스

토피아. 총 552쪽,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1. 30.

2. 모교 강의 담당 명예교수 현황

1) 2017학년도 1학기(2017. 3. 1~2017. 8. 31)

성명 대학 학과 교과목 강의시간

김도한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미분방정식 3

김명모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토질역학 3

김명수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화학 1 3

김세균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정치와 정치이념 3

김신복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인적자원관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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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학 학과 교과목 강의시간

김신복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교육인적자원정책 3

김영진 경영대학 경영학과 재무관리 3

김우철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수리통계 1 3

김   전 의과대학 의학과 우리 몸의 이해 3

김태유 공과대학 협동과정 기술경영 ·경제 ·정책전공 기술경영경제정책세미나 3

김형배 음악대학 피아노전공 피아노실기 1

김형배 음악대학 피아노전공 실내앙상블(중주) 2

김희준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노벨 렉처 강독 3

노태돈 인문대학 국사학과 한국고대국가의 형성 3

박종상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화학 3

박종화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조경식물소재 3

백청심 음악대학 현악전공 현악실기(악기명) 3

서세원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화학 3

신환철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화학결정학 3

안정선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명의 이해 3

윤현주 음악대학 성악과 성악실기 1

윤현주 음악대학 성악과 전공실기(성악) 2

이정재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 ·지역시스템공학부 농업법개론 3

이준구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경제원론 1 3

이준구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경제원론 1 3

이준규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 주제탐구세미나 4 3

이지순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북한경제론 3

전종우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확률의 개념 및 응용 3

정진하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명과학 논문작성법 1 3

정진하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 3

최종고 법과대학 법학부 법사상사특수연구 3

표학길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시장경제의 이해 3

박세원 음악대학 성악과 성악실기 1

박세원 음악대학 성악과 성악실기 1

안건혁 공과대학 협동과정 도시설계학전공 도시설계스튜디오 3 2

정용덕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이론과 철학 3

권오량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영어교육과정 1

권오량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교육과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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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학 학과 교과목 강의시간

황준연 음악대학 국악과 전공이론(국악) 3

권오승 법과대학 법학부 경제법특수연구 3

노명호 인문대학 국사학과 고려정치사연구 3

신완균 약학대학 약학대학 실무실습 2 6

신완균 약학대학 약학대학 실무실습 2 6

이순종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디자인전공 디자인정책 및 전략연구 3

안중호 경영대학 경영학과 경영정보론 3

안중호 경영대학 경영학과 경영학원론 3

장수홍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공예전공 현대도예세미나 1 4

김   관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화학 1 3

김귀현 음악대학 피아노전공 피아노문헌연구 3

강병운 음악대학 성악과 성악실기 2

강병운 음악대학 성악과 전공실기(성악) 1

강사욱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미생물학 1 2

강사욱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미생물학개론 1

강석호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공학기술과 경영 3

학점 합계 149

2) 2017학년도 2학기(2017. 9. 1~2018. 2. 28)

성명 대학 학과 교과목 강의시간

김명수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화학 2 3

김세균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정치와 정치이념 3

김영진 경영대학 경영학과 금융기관경영론연구 3

김우철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수리통계 2 3

김   전 의과대학 의학과 우리 몸의 이해 3

김태유 공과대학 협동과정 기술경영 ·경제 ·정책전공 기술경영경제정책세미나 3

김형배 음악대학 피아노전공 피아노실기 1

김형배 음악대학 피아노전공 실내앙상블(중주) 2

김희준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자연과학의 세계 3

김희준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자연과학의 세계 3

노태돈 인문대학 국사학과 한국금석문연습 3

박군철 공과대학 원자핵공학과 원자력계통 3

박종상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화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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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학 학과 교과목 강의시간

박종화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환경원격탐사 3

백청심 음악대학 현악전공 현악실기(악기명) 3

서경호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 주제탐구세미나 2 3

서세원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화학 3

서정쌍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화학 2 3

안정선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명의 이해 3

윤영관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국제정치학개론 3

윤현주 음악대학 성악과 전공실기(성악) 2

윤현주 음악대학 성악과 성악실기 1

은희철 의과대학 의학과 의학 전문용어의 길잡이:  

원어 어근부터 우리말 용어 

제작까지

2

이정재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 ·지역시스템공학부 농업법개론 3

이준구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경제원론 2 3

이준구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경제원론 1 3

이준구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경제학 3

이준규 자연과학대학 물리학전공 수리물리학 3

임한순 인문대학 협동과정 공연예술학전공 비교공연예술학연구 3

전종우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표본설계 및 조사실습 4

정진하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 3

조보형 공과대학 전기 ·정보공학부 전기에너지변환 및 회로특강 3

최종고 법과대학 법학부 근대법사상사연구 3

표학길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국제무역론 3

박세원 음악대학 성악과 전공실기(성악) 1

박세원 음악대학 성악과 성악실기 1

박세원 음악대학 성악과 성악실기 1

안건혁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도시설계 3

정용덕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국가행정론세미나 3

황준연 음악대학 국악과 전공이론(국악) 3

권오승 법과대학 법학부 경제법특수연구 3

노명호 인문대학 국사학과 고려시대사특강 3

신완균 약학대학 약학대학 심화약학실습1 1.5

신완균 약학대학 약학대학 심화약학실습2 1.5

이순종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디자인전공 디자인기획전략연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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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학 학과 교과목 강의시간

정태봉 음악대학 작곡전공 작곡실기 1

정태봉 음악대학 작곡전공 작곡세미나 3

김종서 인문대학 협동과정 기록학전공 기록학실습 3

김종서 인문대학 종교학과 종교학연습 2 3

김인걸 인문대학 국사학과 조선시대사특강 3

조신섭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통계학의 개념 및 실습 4

홍주봉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 3

강인식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대기파동 3

김   관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화학 2 3

김귀현 음악대학 피아노전공 피아노문헌연구 3

강병운 음악대학 성악과 전공실기(성악) 1

강병운 음악대학 성악과 성악실기 2

강사욱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미생물학 2 1.5

강사욱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물리학 1.5

학점 합계 155

3. 신규 추대 명예교수 명단

1) 2017. 9. 1. 추대 명예교수

대학(원) 학과(부) 직급 성명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교 수 송용준

국사학과 교 수 김인걸

종교학과 교 수 김종서

대학원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교 수 조신섭

물리 ·천문학부 교 수 박영우

화학부 교 수 서정쌍

생명과학부 교 수 홍주봉

지구환경과학부 교 수 강인식

대학원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교 수 김도연

건설환경공학부
교 수 고현무

교 수 서경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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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과(부) 직급 성명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 수 강주명

교 수 박군철

화학생물공학부
교 수 유영제

교 수 이윤식

공과대학 건축학과 교 수 김광우

대학원(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공학부
교 수 이인원

교 수 최홍림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교 수 김완배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 수 진동섭

대학원(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 수 이순형

약학대학
약학과 교 수 김규원

제약학과 교 수 서영거

음악대학 작곡과
교 수 이강숙

교 수 정태봉

의과대학 의학과

교 수 김용익

교 수 김중곤

교 수 노정일

교 수 최인호

대학원(의과대학) 의과학과 교 수 서정선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 교 수 서경호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 수 이도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 수 박태호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교 수 손호현

계 34명

2) 2018. 3. 1. 추대 명예교수

대학(원) 학과(부) 직급 성명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 수 송철의

미학과 교 수 오종환

서양사학과 교 수 배영수

영어영문학과 교 수 이종숙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 수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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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과(부) 직급 성명

대학원

(자연과학대학)

물리 ·천문학부
교 수 국   양

교 수 오세정

수리과학부 교 수 최형인

지구환경과학부 교 수 이용일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 수 이명선

공과대학 건축학과
교 수 김광현

교 수 최두남

대학원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교 수 이준식

교 수 정인석

산업공학과 교 수 박진우

재료공학부
교 수 강신후

교 수 김형준

전기 ·정보공학부

교 수 박종근

교 수 서진헌

교 수 채수익

화학생물공학부 교 수 이승종

대학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공학부

교 수 김수언

교 수 안용준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시스템 ·소재학부 교 수 박영환

미술대학 조소과 교 수 신현중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교 수 신문수

지리교육과 교 수 김종욱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교 수 신남식

약학대학 약학과 교 수 김영철

음악대학 기악과 교 수 윤영숙

의과대학 의학과

교 수 강흥식

교 수 고영률

교 수 김의종

교 수 김종성

교 수 안   혁

교 수 오병희

교 수 이병란

교 수 이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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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과(부) 직급 성명

교 수 조광현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교 수 최병선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교 수 김명기

교 수 김명진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 수 최병조

계 43명

4. 전체 명예교수 명단(1962년 7월 20일~2018년 3월 1일 추대)

문리과대학

*이병도(1962.07.20) *김상기(1962.07.20) *이희승(1962.07.20) *박충집(1963.04.23)

*박종홍(1968.09.01) *이종수(1972.05.01) *이숭녕(1974.07.08) *권영대(1974.07.08)

인문대학

*차상원(1979.11.01) *김준섭(1979.11.01) *최재희(1980.02.21) *한우근(1981.07.18)

*전제옥(1983.12.01) *허   웅(1984.07.10) *전광용(1984.12.17) *고석구(1984.12.17)

*박홍규(1984.12.17) *장병길(1984.12.17) *김태길(1987.04.18) *차주환(1987.04.18)

*장덕순(1987.05.07) *황찬호(1988.03.01) *김붕구(1988.03.01) *김원룡(1988.03.01)

*오현우(1988.12.10) *김철준(1988.12.10) *양병우(1989.04.15) *신익성(1990.04.16)

*민석홍(1990.10.12) *김방한(1990.10.12) *변태섭(1990.11.07) *지명렬(1991.11.16)

 나종일(1992.04.15) *강두식(1992.11.03) *한전숙(1992.11.03) *이민호(1992.11.03)

 문우상(1993.11.01) *김광호(1993.11.01) *이병찬(1994.04.11) 장석진(1994.10.25)

*김종운(1995.05.06)  이 환(1995.05.06) 이기문(1996.06.05) 김진세(1996.06.05)

 김완진(1996.10.14)  최완식(1996.10.14) 조병태(1996.10.14) *송낙헌(1997.05.26)

 김인숙(1997.11.18) *김용직(1998.05.27) *안병희(1998.05.27) *홍승오(1998.05.27)

1962년 7월 20일 이래 지금까지 총 1,383분이 우리 대학교에서 명예교수로 추대되었습

니다. 여기에는 대학별로 추대된 순서에 따라 그 명단을 기재하였고, 작고(1962. 7. 

20~2018. 2. 28)하신 408분은 성명 앞에 *표로 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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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두기(1998.05.27) 이병한(1998.11.13) *이병건(1998.11.13) 김철자(1998.11.13)

박환덕(1998.11.13) 차인석(1998.11.13) 김학주(1999.04.20) 소광희(1999.10.12)

조준학(1999.10.12) 송동준(2000.05.02) 박형달(2000.05.02) 김석도(2000.11.17)

이경식(2001.05.09) 신태호(2001.05.09) *석경징(2001.05.09) 김시준(2001.05.09)

원윤수(2001.05.09) *김현창(2001.07.18) 성백인(2001.07.18) 김윤식(2001.10.18)

*민병수(2001.10.18) 이상옥(2001.10.18) 고영근(2002.03.01) 박희진(2002.03.01)

정지영(2002.03.01) *최순봉(2002.03.01) 이현복(2002.03.01) 오인석(2002.03.01)

이인호(2002.03.01) 최승희(2002.09.01) *고병익(2002.09.01) 심재기(2003.03.01)

이익섭(2003.03.01) 한계전(2003.03.01) 백낙청(2003.03.01) 정진홍(2003.03.01)

이상택(2003.09.01) 황동규(2003.09.01) 한영우(2003.09.01) 박동규(2004.03.01)

이남영(2004.03.01) 조동일(2004.09.01) 김병국(2005.03.01) 김명렬(2005.03.01)

박남식(2005.03.01) 이정민(2005.03.01) 이병근(2005.09.01) 허창운(2005.09.01)

*윤이흠(2005.09.01) 황윤석(2006.03.01) 문양수(2006.03.01) 오병남(2006.03.01)

안휘준(2006.03.01) *천승걸(2006.09.01) 임효재(2006.09.01) 홍기창(2007.03.01)

신수송(2007.03.01) 오금성(2007.03.01) 오세영(2007.09.01) 유평근(2007.09.01)

정옥자(2007.09.01) 이명현(2007.09.01) 서대석(2008.03.01) *이정호(2008.09.01)

최병헌(2008.09.01) 이태진(2009.03.01) 송영배(2009.03.01) 금장태(2009.03.01)

이상억(2009.09.01) 임홍빈(2009.09.01) 김용덕(2009.09.01) 최명옥(2010.03.01)

이동렬(2010.03.01) 안삼환(2010.03.01) 임종대(2010.03.01) 이태수(2010.03.01)

김문환(2010.03.01) *김효명(2010.09.01) 오생근(2011.09.01) 홍재성(2011.09.01)

박한제(2012.03.01) 이성규(2012.03.01) 최몽룡(2012.03.01) 황경식(2012.09.01)

권두환(2013.03.01) 조남현(2013.03.01) 임한순(2013.03.01) 김영식(2013.03.01)

김남두(2013.03.01) *안상진(2013.03.01) 김여수(2013.03.01) *나학진(2013.03.01)

권영민(2014.03.01) 이종철(2014.03.01) 허성도(2014.03.01) 김성곤(2014.09.01)

이성원(2014.09.01) 노태돈(2014.09.01) 권태억(2015.03.01) 신정현(2015.03.01)

백종현(2015.09.01) 변창구(2016.09.01) 전영애(2016.09.01) 김영나(2016.09.01)

노명호(2017.03.01) 송용준(2017.09.01) 김인걸(2017.09.01) 김종서(2017.09.01)

송철의(2018.03.01) 오종환(2018.03.01) 배영수(2018.03.01) 이종숙(2018.03.01)

사회과학대학

*이의철(1979.11.01) *배복석(1980.12.23) *김두희(1983.12.01) *김상호(1984.07.10)

*이만갑(1987.04.18) *임원택(1988.07.01) *정병휴(1988.12.10) *오만식(1988.12.10)

*정양은(1988.12.10) 장인협(1990.10.12) *동덕모(1991.04.15) *최홍기(1991.04.15)

*차병권(1991.11.16) 변형윤(1992.04.15) *박봉식(1994.04.11) *이상희(1994.10.25)

*김영국(1995.11.29) *이용희(1995.11.29) 이현재(1995.11.29) *이   찬(199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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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림(1996.06.05) *여정동(1996.10.14) 김종현(1996.10.14) *김채윤(1996.10.14)

조대경(1997.05.26) 임종철(1998.05.27) *이광규(1998.05.27) *강명규(1998.11.13)

*서봉연(1998.11.13) 차재호(1999.10.12) 김일철(1999.10.12) *구영록(1999.10.12)

한상복(2000.11.17) *남세진(2000.11.17) 박우희(2001.05.09) 원호택(2001.07.18)

안병직(2001.10.18) *이장호(2001.10.18) 김경동(2002.03.01) 김용구(2002.09.01)

조 순(2002.09.01) 강현두(2002.09.01) *김진균(2003.03.01) 신용하(2003.03.01)

이관용(2003.03.01) 조명한(2003.03.01) 김세원(2004.09.01) 송병락(2004.09.01)

박영한(2005.03.01) *홍원탁(2005.09.01) 추광영(2005.09.01) 최 명(2006.03.01)

정기준(2006.03.01) 정영일(2006.03.01) 김   인(2006.03.01) 권태환(2006.09.01)

이문웅(2006.09.01) 황수익(2007.03.01) 김홍우(2007.09.01) 차배근(2007.09.01)

김신행(2008.09.01) 안청시(2009.09.01) 이천표(2009.09.01) 이정복(2009.09.01)

한상진(2009.09.01) 이승훈(2010.09.01) 허우긍(2010.09.01) 이성휘(2011.03.01)

정운찬(2011.03.01) 김정오(2011.03.01) 박삼옥(2011.09.01) 김상균(2011.09.01)

최성재(2012.03.01) 노재봉(2012.03.01) 정종욱(2012.03.01) 이홍구(2012.09.01)

배성동(2012.09.01) 하영선(2012.09.01) 박재윤(2012.09.01) *김수행(2012.09.01)

김광억(2012.09.01) 최일섭(2012.09.01) 박상섭(2013.03.01) 표학길(2013.03.01)

박명진(2013.03.01) 김세균(2013.05.01) 김인준(2013.09.01) 장달중(2013.09.01)

임현진(2014.09.01) 전경수(2014.09.01) 이준구(2015.03.01) 이지순(2015.03.01)

류우익(2015.03.01) 홍두승(2015.03.01) 민경환(2015.03.01) 왕한석(2015.09.01)

윤영관(2016.03.01) 하용출(2016.09.01) 양동휴(2017.03.01) 정한택(2017.03.01)

김태성(2018.03.01)

 

자연과학대학(대학원)

*손치무(1979.11.01) *홍순복(1984.07.10) *이주식(1986.05.12) *지창열(1987.10.18)

정창희(1987.04.18) *김봉균(1987.04.18) *최규원(1987.05.07) *구정회(1988.07.01)

*김훈수(1988.12.10) *김성삼(1988.12.10) 장세헌(1989.04.15) *성백능(1989.04.15)

*민호기(1989.04.15) *정영호(1989.10.13) *정창희(1989.10.13) *김정수(1990.04.16)

*박을용(1990.04.16) 이상만(1991.04.15) *박봉열(1991.11.16) 조완규(1992.04.15)

고윤석(1992.04.15) 이수호(1992.04.15) *현정준(1992.04.15) 이일해(1992.11.03)

*장세희(1992.11.03) 윤옥경(1994.10.25) *박홍래(1994.10.25) 김준호(1995.05.06)

*이우영(1995.05.06) *김제필(1995.11.29) 김호징(1995.11.29) *강영선(1995.11.29)

하두봉(1996.10.14) 김제완(1997.11.18) *박희인(1997.11.18) 최병두(1998.11.13)

강만식(1999.04.20) 고영소(1999.10.12) 윤재한(2000.05.02) *박인원(2000.05.02)

권숙일(2000.11.17) 하영칠(2000.11.17) 이정주(2001.05.09) 이구철(2001.05.09)

박세희(2001.05.09) 박형석(2001.10.18) *이윤영(2001.10.18) 이인규(200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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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주(2002.03.01), 이민호(2002.03.01) 장준성(2002.03.01) 권영명(2002.03.01)

박용안(2002.03.01) 박상대(2002.09.01) 노현모(2002.09.01) 김상문(2002.09.01)

*송희성(2003.03.01) 심재형(2003.03.01) 윤홍식(2003.03.01) 장회익(2003.09.01)

정종률(2003.09.01) 강현삼(2004.03.01) 김수진(2004.03.01) 이사계(2005.03.01)

*이광웅(2005.03.01) 김정환(2005.03.01) 정해문(2005.09.01) 김종찬(2006.03.01)

양철학(2006.03.01) 박순웅(2006.03.01) 이기화(2006.03.01) 김성기(2007.03.01)

김경태(2007.03.01) 송문섭(2007.09.01) 이현구(2008.03.01) 홍영남(2008.03.01)

우종천(2008.03.01) 장호완(2008.09.01) 정재명(2009.03.01) 최명언(2009.03.01)

이계준(2009.09.01) 이시우(2009.09.01) 조용민(2009.09.01) 홍승수(2009.09.01)

박성현(2010.03.01) 김하석(2010.09.01) 이동규(2010.09.01) 이재형(2010.09.01)

방형찬(2011.03.01) 소광섭(2011.03.01) 전종갑(2011.03.01) 김   구(2011.03.01)

한종규(2011.09.01) 김진의(2011.09.01) 이   은(2011.09.01) 김상구(2011.09.01)

박창업(2011.09.01) 지동표(2012.03.01) 민동필(2012.03.01) 신국조(2012.03.01)

안태인(2012.03.01) 정학성(2012.03.01) 고철환(2012.03.01) 조성권(2012.03.01)

*정한영(2012.09.01) 김정구(2013.03.01) 이상각(2013.03.01) 김희준(2013.03.01)

임정빈(2013.03.01) 김   혁(2013.09.01) 서정헌(2013.09.01) 김경렬(2013.09.01)

오임상(2013.09.01) 김두철(2013.09.01.) 강정혁(2014.03.01) 전종우(2014.03.01)

김명수(2014.03.01) 백명현(2014.03.01) 이창복(2014.03.01) 김우철(2014.09.01)

안정선(2014.09.01) 윤순창(2014.09.01) 최덕근(2014.09.01) 이준규(2015.03.01)

홍종배(2015.03.01) 김   관(2015.03.01) 유인석(2015.09.01) 김도한(2015.09.01)

신환철(2015.09.01) 임지순(2016.09.01) 서세원(2016.09.01) 정진하(2016.09.01)

박종상(2017.03.01) 강사욱(2017.03.01) 김경진(2017.03.01) 조신섭(2017.09.01)

박영우(2017.09.01) 서정쌍(2017.09.01) 홍주봉(2017.09.01) 강인식(2017.09.01)

국   양(2018.03.01) 오세정(2018.03.01) 최형인(2018.03.01) 이용일(2018.03.01)

간호대학

홍여신(1998.11.13) 박정호(2005.09.01) 김매자(2006.09.01) 이소우(2006.09.01)

이은옥(2007.03.01) 홍경자(2009.09.01) 한경자(2010.03.01) 박성애(2012.09.01)

박영숙(2013.03.01) 최명애(2013.03.01) 하양숙(2014.03.01) 김금순(2015.03.01)

윤순녕(2016.03.01) 송미순(2017.03.01) 이명선(2018.03.01)

경영대학 ·경영전문대학원

이용준(1987.08.13) 한희영(1993.04.26) *오상락(1993.04.26) *심병구(1994.04.11)

김정년(1997.11.18) *김원수(1999.10.12) 김식현(2000.11.17) 이정호(2002.09.01)

최종태(2005.03.01) 윤석철(2005.09.01) 곽수일(2006.09.01) 신유근(2006.09.01)



5부  명예교수 현황   381

김성기(2007.09.01) 남상오(2008.09.01) *박정식(2010.09.01) 윤계섭(2010.09.01)

임종원(2012.03.01) 민상기(2013.03.01) 조동성(2014.03.01) 김영진(2015.03.01)

안상형(2016.03.01) 안중호(2016.03.01)

공과대학(대학원)

*이균상(1969.12.01) *정봉협(1974.07.08) *박상조(1974.07.08) *김문상(1979.11.01)

*홍준기(1979.11.01) *우형주(1980.12.23) *이   량(1980.12.23) *우범식(1980.12.23)

*김희춘(1981.07.18) *신윤경(1984.07.10) *염영하(1984.12.17) *박평주(1986.05.12)

*김재근(1986.05.12) *정선모(1987.04.18) 임응극(1987.04.18) *신영기(1987.04.18)

*김재극(1987.05.07) *김준용(1988.03.01) *이종각(1988.03.01) *이문득(1988.07.01)

*김효경(1988.12.10) *이승원(1988.12.10) *이정한(1988.12.10) *양흥석(1989.04.15)

*이택식(1989.10.13) *이재성(1989.10.13) 윤장섭(1990.04.16) *박민호(1990.04.16)

*최계근(1990.04.16) *최   웅(1990.04.16) *김동훈(1990.10.12) *정인준(1990.10.12)

*안수한(1990.10.12) *심정섭(1991.04.15) *이영배(1991.04.15) *이낙주(1991.04.15)

*위상규(1991.04.15) *한봉희(1991.11.16) 김노수(1991.11.16) 안철호(1991.11.16)

김동원(1992.04.15) *지철근(1992.11.03) *임상전(1992.11.03) 박천경(1993.04.26)

*조선휘(1993.04.26) 고명삼(1993.04.26) 이광노(1993.11.01) *원종수(1993.11.01)

*황종흘(1993.11.01) 황희융(1993.11.01) *이해경(1994.10.25) 현병구(1995.05.06)

*윤정섭(1995.05.06) 김연식(1995.11.29) *박혜일(1995.11.29) 안수길(1995.11.29)

김상주(1996.06.05) 김문한(1996.06.05) 김극천(1996.06.05) *김봉우(1996.10.14)

*김형걸(1997.05.26) 전용원(1997.05.26) 정일영(1997.11.18) 안태완(1997.11.18)

박영문(1998.05.27) 박순자(1998.05.27) *주종원(1998.05.27) 박중현(1998.11.13)

*김응서(1999.04.20) 이충웅(2000.11.17) 고석원(2000.11.17) 김상용(2000.11.17)

나형용(2000.11.17) 홍성일(2000.11.17) 이희근(2000.11.17) 홍성목(2000.11.17)

김영택(2001.05.09) 강춘식(2002.09.01) 이화영(2002.09.01) 이동녕(2003.03.01)

*김종상(2003.03.01) *정기형(2003.09.01) 이기준(2003.09.01) 이현구(2004.03.01)

정수진(2004.03.01) 박순달(2004.09.01) 한송엽(2004.09.01) 노오현(2005.03.01)

선우중호(2005.03.01) 정창현(2005.03.01) 김효철(2005.03.01) 배광준(2005.03.01)

김창효(2007.03.01) 윤종규(2007.03.01) 이정인(2007.03.01) 이교일(2007.09.01)

권욱현(2008.03.01) 노승탁(2008.09.01) 한동철(2008.09.01) 장승필(2008.09.01)

강창순(2008.09.01) 민홍식(2009.03.01) 이석호(2009.03.01) 이종덕(2009.03.01)

이홍희(2009.03.01) 최차용(2009.03.01) *최창균(2009.09.01) 이후철(2010.03.01)

김원찬(2010.03.01) 이장무(2010.09.01) 강   탁(2010.09.01) 김진균(2010.09.01)

김  환(2011.03.01) 홍상희(2011.03.01) 장창두(2011.03.01) *박창호(2011.09.01)

이장규(2011.09.01) 문상흡(2011.09.01) 심우갑(2011.09.01) 유정열(201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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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굉모(2012.03.01) 우치수(2012.03.01) 이창훈(2012.03.01) 오수익(2012.09.01)

강석호(2012.09.01) 최하순(2012.09.01) 이호인(2012.09.01) 전효택(2012.09.01)

신효철(2013.03.01) 이규열(2013.03.01) 이기표(2013.03.01) 정성진(2013.03.01)

이길성(2013.03.01) 정태학(2013.03.01) 이은철(2013.03.01) 이동호(2013.09.01)

최종호(2013.09.01) 한민구(2013.09.01) 한상영(2013.09.01) 안건혁(2014.03.01)

전경수(2014.03.01) 손헌준(2014.03.01) 고   건(2014.03.01) 이상욱(2014.09.01)

김명모(2014.09.01) 조유근(2014.09.01) 이지화(2014.09.01) *강신형(2015.03.01)

김화용(2015.09.01) 김승조(2015.09.01) 황기웅(2015.09.01) 조원호(2016.03.01)

오형식(2016.03.01) 양영순(2016.03.01) 이병기(2016.09.01) 하인중(2016.09.01)

신현식(2016.09.01) 강태진(2017.03.01) 류한일(2017.03.01) 이정중(2017.03.01)

조보형(2017.03.01) 유석인(2017.03.01) 이정학(2017.03.01) 김태유(2017.03.01)

김도연(2017.09.01) 고현무(2017.09.01) 서경덕(2017.09.01) 강주명(2017.09.01)

박군철(2017.09.01) 유영제(2017.09.01) 이윤식(2017.09.01) 김광우(2017.09.01)

김광현(2018.03.01) 최두남(2018.03.01) 이준식(2018.03.01) 정인석(2018.03.01)

박진우(2018.03.01) 강신후(2018.03.01) 김형준(2018.03.01) 박종근(2018.03.01)

서진헌(2018.03.01) 채수익(2018.03.01) 이승종(2018.03.01)

농업생명과학대학(대학원/농과대학)

*조백현(1962.07.20) *이승규(1979.11.01) *유달영(1979.11.01) *현신규(1979.11.01)

*이용빈(1980.12.23) *김문협(1981.07.18) *백운하(1982.07.01) *이춘녕(1983.02.01)

*이창복(1984.12.17) *박성우(1984.12.17) *표현구(1987.04.18) *김문식(1987.04.18)

*임형빈(1987.04.18) 최병희(1988.03.01) 송계원(1988.07.01) *이양후(1989.04.15)

*이은웅(1989.10.13) *박태식(1991.04.15) 현재선(1991.04.15) 오봉국(1991.04.15)

*김재욱(1991.11.16) *허문회(1992.04.15) *김갑덕(1992.04.15) *반성환(1994.04.11)

심영근(1994.04.11) *고재군(1994.04.11) *정후섭(1995.11.29) *주봉규(1996.06.05)

신동소(1996.06.05) *심종섭(1996.06.05) *왕인근(1996.10.14) 정창주(1997.11.18)

이홍석(1998.05.27) *임선욱(1998.05.27) 나용준(1999.04.20) *조용섭(1999.04.20)

이계호(1999.04.20) 안건용(1999.04.20) *송해균(1999.04.20) 고광출(1999.10.12)

심재욱(1999.10.12) 류순호(2000.05.02) 한인규(2000.05.02) *김동암(2000.05.02)

*이필우(2000.05.02) *임경빈(2000.07.06) *박명규(2000.07.06) *이질현(2000.11.17)

임경순(2001.07.18) *안원영(2001.10.18) 박영일(2002.03.01) 우건석(2002.03.01)

이병일(2002.09.01) 남중희(2002.09.01) 김호탁(2004.03.01) 우보명(2004.03.01)

문재유(2004.03.01) 정지웅(2005.03.01) 김현욱(2005.03.01) *고학균(2005.03.01)

김문기(2005.03.01) 정하우(2005.03.01) 전재근(2005.09.01) 정희석(2005.09.01)

박효근(2005.09.01) 채영암(2006.03.01) 부경생(2006.03.01) *권용웅(200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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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송(2006.09.01) 이무근(2006.09.01) 정  진(2007.09.01) 권순국(2007.09.01)

김수일(2008.03.01) 김병동(2009.03.01) 류관희(2009.03.01) 박관화(2009.03.01)

*이용환(2009.03.01) 이호진(2010.03.01) 김귀곤(2010.03.01) 장병욱(2010.03.01)

이경준(2010.09.01) *김성수(2010.09.01) 이승구(2012.03.01) 이돈구(2012.03.01)

현정오(2012.09.01) 하종규(2013.03.01) 임승빈(2013.03.01) 이형주(2013.09.01)

이무하(2013.09.01) 노상하(2014.03.01) 탁태문(2014.03.01) 박승우(2015.03.01)

안동만(2015.09.01) 이정재(2015.09.01) 김경욱(2016.09.01) 이전제(2017.03.01)

이인원(2017.09.01) 최홍림(2017.09.01) 김완배(2017.09.01) 김수언(2018.03.01)

안용준(2018.03.01) 박영환(2018.03.01)

미술대학

*노수현(1962.10.23) *김종영(1980.12.23) *정창섭(1993.04.26) 서세옥(1994.04.11)

*김교만(1994.04.11) *권순형(1994.10.25) 김정자(1994.10.25) *박세원(1995.11.29)

*유경채(1995.11.29) 문학진(1995.11.29) 김   태(1996.10.14) 최종태(1998.05.27)

민철홍(1998.11.13) 최의순(1999.04.20) 유근준(1999.10.12) 조영제(2000.11.17)

*신영상(2001.05.09) 최만린(2001.05.09) 윤명로(2002.03.01) 강찬균(2003.09.01)

이종상(2003.09.01) 부수언(2004.03.01) 엄태정(2004.03.01) *양승춘(2006.03.01)

전   준(2008.03.01) *임영방(2009.09.01) 신광석(2010.09.01) *유리지(2010.09.01)

최인수(2011.09.01) 한운성(2012.03.01) *정탁영(2012.03.01) *박노수(2012.09.01)

장수홍(2013.03.01) 장호익(2014.09.01) 서용선(2016.09.01) 이순종(2017.03.01)

신현중(2018.03.01)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정광현(1967.09.01) *정희철(1986.05.12) *김기두(1987.04.18) *김증한(1987.04.18)

*곽윤직(1991.04.15) *배재식(1994.10.25) *황적인(1995.05.06) *서원우(1996.10.14)

박병호(1996.10.14) 이태로(1997.11.18) 김철수(1998.11.13) 양승규(1999.10.12)

*권영성(1999.10.12) *서돈각(2000.07.06) *심헌섭(2001.05.09) 이호정(2002.03.01)

최기원(2002.03.01) 최대권(2002.09.01) *백충현(2004.09.01) 이수성(2004.09.01)

김동희(2005.03.01) 김유성(2006.03.01) 최송화(2006.09.01) 송상현(2007.03.01)

이흥재(2012.03.01) 최종고(2013.03.01) 안경환(2013.09.01) 호문혁(2013.09.01)

권오승(2015.03.01) 신동운(2017.03.01) 최병조(2018.03.01)

사범대학

*김계숙(1970.10.08) *이종수(1972.05.01) *채의순(1974.07.08) *김형규(197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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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1979.11.01) *김준민(1979.11.01) *윤인호(1980.12.23) *라현성(1981.12.16)

*유경로(1983.02.01) *김정진(1984.12.17) *이지호(1984.12.17) *김종서(1988.03.01)

*이응백(1988.12.10) *이영기(1988.12.10) *정연태(1988.12.10) 이태녕(1989.04.15)

*김응태(1989.04.15) *이두현(1989.10.13) *이웅직(1989.10.13) *한기언(1990.04.16)

*이영덕(1991.11.16) 이원순(1991.11.16) *이원식(1993.04.26) *박옥줄(1994.04.11)

*이용주(1994.10.25) 구인환(1995.05.06) *이맹성(1995.05.06) 정원식(1995.11.29)

*신희명(1995.11.29) *피천득(1996.06.05) 문   용(1996.06.05) *이동승(1996.06.05)

*김성근(1996.06.05) 김은전(1996.10.14) 이계순(1996.10.14) 박용헌(1997.05.26)

전상범(1997.05.26) 윤용탁(1997.11.18) *강길수(1998.05.27) 정범모(1998.05.27)

김연식(1998.05.27) 박길준(1998.05.27) 이민성(1999.04.20) 노희덕(1999.10.12)

이성진(1999.10.12) 박갑수(1999.10.12) *이상익(2000.05.02) *이범제(2000.05.02)

황재기(2000.05.02) 심명호(2000.11.17) 황적륜(2000.11.17) 윤세철(2001.10.18)

차경수(2001.10.18) *이용필(2001.10.18) 황정규(2001.10.18) 임승권(2002.03.01)

박승재(2002.03.01) *장남기(2002.03.01) 임인재(2002.09.01) 이돈희(2003.03.01)

진교훈(2003.03.01) 손봉호(2003.09.01) 정성태(2003.09.01) 김광수(2004.09.01)

채우기(2004.09.01) 이홍우(2005.03.01) 황만익(2005.03.01) 우규환(2005.03.01)

권윤방(2005.03.01) 장상호(2005.09.01) 정세구(2005.09.01) 허승일(2005.09.01)

김신일(2006.03.01) 조창섭(2006.03.01) 이기석(2006.03.01) 임번장(2006.03.01)

곽광수(2006.09.01) 안희수(2006.09.01) 김의수(2006.09.01) 전인영(2007.03.01)

윤정일(2008.03.01) 우정호(2008.03.01) 김대행(2008.09.01) 강신복(2008.09.01)

이종재(2009.03.01) 한기상(2009.03.01) 김동진(2009.03.01) 정청희(2009.03.01)

정응근(2009.09.01) 이온죽(2010.03.01) 김길중(2010.09.01) 조승제(2010.09.01)

이형식(2011.09.01) 권병두(2012.03.01) 박성익(2012.09.01) 문용린(2012.09.01)

박성수(2012.09.01) 우한용(2013.03.01) 이경식(2013.03.01) 이애주(2013.03.01)

김기석(2013.09.01) 이광숙(2013.09.01) 이성묵(2013.09.01) 권오량(2014.09.01)

정철수(2015.03.01) 신인식(2015.09.01.) 전태원(2016.09.01) 진동섭(2017.09.01)

신문수(2018.03.01) 김종욱(2018.03.01)

생활과학대학(대학원/가정대학)

*장명욱(1981.12.16) 모수미(1992.04.15) *이혜수(1992.11.03) 김성련(1993.04.26)

*임원자(1997.05.26) 안승요(1997.11.18) *현기순(1998.05.27) 이순원(2000.11.17)

김해리(2006.03.01) 최혜미(2007.03.01) 박양자(2007.03.01) 유안진(2007.03.01)

이기춘(2008.03.01) 최정화(2011.09.01) 이연숙(2012.03.01) 이기영(2013.03.01)

김민자(2014.09.01) 옥선화(2015.03.01) 백희영(2016.03.01) 황인경(2017.03.01)

유효선(2017.03.01) 이순형(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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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과대학

*정창국(1988.07.01) *이장낙(1991.04.15) *한수남(1993.04.26) 이창업(1993.11.01)

*장두환(1993.11.01) *권종국(1995.05.06) *임창형(1995.05.06) *이영소(1995.11.29)

*옥종화(1995.11.29) *전윤성(1997.05.26) *최희인(1997.05.26) 서익수(1997.05.26)

성재기(1999.04.20) 이준섭(1999.04.20) 박응복(2001.07.18) *마점술(2001.07.18)

조충호(2001.07.18) 한홍율(2005.09.01) 남치주(2006.03.01) 김선중(2007.03.01)

이흥식(2007.09.01) 이인세(2009.03.01) 이영순(2010.03.01) 이창우(2010.03.01)

양일석(2011.09.01) 이문한(2011.09.01) 신광순(2012.03.01) 신남식(2018.03.01)

약학대학(천연물과학연구소)

*한구동(1974.07.08) *이선주(1979.11.01) *우인근(1979.11.01) *우종학(1981.07.18)

*홍문화(1981.12.16) *채동규(1983.06.30) *심길순(1983.12.01) *김영은(1983.12.01)

*국채호(1988.07.01) *조윤성(1988.12.10) *김제훈(1988.12.10) *한대석(1989.04.15)

우원식(1994.04.11) *나운용(1994.10.25) *김신근(1995.05.06) *정원근(1995.11.29)

이상섭(1996.06.05) 조윤상(1996.10.14) *이왕규(1996.10.14) 김낙두(1999.04.20)

지형준(1999.04.20) 한병훈(1999.04.20) 김병각(2000.05.02) 이민화(2001.05.09)

이은방(2002.03.01) *신국현(2002.09.01) 박만기(2003.09.01) 문창규(2005.03.01)

김양배(2005.03.01) 김박광(2005.09.01) 천문우(2008.03.01) 김종국(2008.09.01)

이승기(2009.03.01) 장일무(2009.03.01) 윤혜숙(2010.03.01) 이명걸(2010.09.01)

한용남(2010.09.01) 김영중(2011.09.01) 주상섭(2011.09.01) 고광호(2012.03.01)

강삼식(2013.03.01) 김득준(2013.09.01) 심창구(2013.09.01) 최응칠(2013.09.01)

*한관섭(2016.03.01) 신완균(2017.03.01) 김규원(2017.09.01) 서영거(2017.09.01)

김영철(2018.03.01)

음악대학

*김원복(1974.07.08) *이혜구(1974.07.08) *이상춘(1979.11.01) *김성태(1979.11.01)

*장사훈(1982.07.01) *전봉초(1984.07.10) *김순열(1987.04.18) 정희갑(1989.04.15)

*이성재(1990.04.16) 안형일(1992.04.15) *이정희(1992.11.03) 정진우(1993.04.26)

이인영(1994.10.25) *백낙호(1994.10.25) *이남수(1995.05.06) *강운경(1995.05.06)

이기원(1995.05.06) *김용진(1995.11.29) 이명학(1996.06.05) 김혜경(1996.10.14)

이경숙(1997.05.26) 유태열(1998.05.27) *이성균(1999.10.21) 박노경(2000.11.17)

백병동(2001.05.09) 김정규(2001.10.18) 서계숙(2002.09.01) 현해은(2003.09.01)

서우석(2005.09.01) 이재숙(2006.09.01) 김성길(2007.03.01) 김   민(2007.09.01)

*김정자(2007.09.01) 강사준(2009.09.01) 박인수(2012.03.01) *장정익(2012.03.01)

강석희(2012.03.01) *김정길(2012.03.01) 신수정(2012.03.01) 박세원(201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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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배(2013.03.01) 윤현주(2014.03.01) 백청심(2014.03.01) 황준연(2014.09.01)

김귀현(2016.09.01) 이강숙(2017.09.01) 정태봉(2017.09.01) 윤영숙(2018.03.01)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김두종(1962.07.20) *윤일선(1962.07.20) *김동익(1962.07.20) *김석환(1962.07.20)

*김성환(1970.10.08) *기용숙(1970.12.01) *오진섭(1974.07.08) *나세진(1974.07.08)

*이국주(1979.11.01) *김경식(1979.11.01) *이제구(1979.11.01) *강승호(1979.11.01)

*한심석(1979.11.01) *이명복(1979.11.01) *이성호(1979.11.01) *박길수(1980.02.21)

*이기영(1980.02.21) *주동운(1980.12.23) *김인달(1980.12.23) *노병호(1980.12.23)

*김응진(1981.07.18) *임정순(1981.12.16) *남기용(1983.02.01) *주근원(1983.06.30)

*장신요(1984.07.10) *한문식(1984.07.10) *강석영(1984.12.17) *김홍기(1986.05.12)

*이승훈(1987.04.18) *허인목(1987.04.18) *이영택(1987.05.07) *이영균(1987.05.07)

*이희영(1987.08.13) *백만기(1988.03.01) *이문호(1988.07.01) 홍창의(1988.12.10)

*신면우(1989.04.15) *심보성(1990.04.16) *고광욱(1991.11.16) 김영균(1991.11.16)

*이유신(1992.11.03) *김상인(1993.11.01) *문형노(1994.04.11) 민헌기(1994.04.11)

이정균(1994.04.11) 이상국(1994.04.11) *한용철(1994.10.25) *김주완(1995.05.06)

김수태(1995.05.06) *김승원(1995.05.06) *김우겸(1995.05.06) 김진영(1995.11.29)

노관택(1995.11.29) *윤동호(1995.11.29) *김승욱(1995.11.29) 권이혁(1995.11.29)

*곽일용(1996.06.05) 이덕용(1996.06.05) 장윤석(1996.06.05) *김종환(1996.10.14)

*명호진(1996.10.14) *이한구(1996.10.14) 장우현(1996.10.14) 석세일(1997.05.26)

*고창순(1997.11.18) 이부영(1997.11.18) *김진복(1998.11.13) *서경필(1998.11.13)

*성호경(1998.11.13) *윤덕노(1998.11.13) 윤종구(1998.11.13) 함의근(1998.11.13)

이상복(1999.10.12) 한만청(2000.05.02) 김시황(2000.05.02) 김진환(2000.05.02)

백상호(2000.05.02) 김용일(2000.11.17) *김정룡(2000.11.17) 김진호(2000.11.17)

*박찬웅(2000.11.17) 최길수(2000.11.17) *최성배(2001.05.09) *장가용(2001.05.09)

이영우(2001.10.18) 이재흥(2001.10.18) 이순형(2002.03.01) *이진용(2002.09.01)

조두영(2002.09.01) *김영민(2003.03.01) *김중술(2003.03.01) *지제근(2003.03.01)

최규완(2003.03.01) 장봉린(2004.03.01) 이종욱(2004.09.01) *김노경(2005.09.01)

*최국진(2005.09.01) 홍강의(2006.03.01) 김용락(2006.09.01) 노준량(2006.09.01)

김기환(2007.03.01) 김우기(2007.03.01) 이정상(2007.03.01) 정홍근(2007.03.01)

김종선(2007.09.01) 이효표(2007.09.01) 허봉렬(2007.09.01) 민병구(2008.03.01)

박철규(2008.03.01) 한대희(2008.03.01) 김명석(2008.09.01) 조한익(2008.09.01)

차창용(2008.09.01) 박찬일(2009.03.01) 신영수(2009.03.01) 조사선(2009.03.01)

최강원(2009.03.01) 엄융의(2009.09.01) 윤용수(2009.09.01) 이홍규(2009.09.01)

최윤식(2009.09.01) 김유영(2010.03.01) 조병규(2010.03.01) 최   용(201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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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수(2010.09.01) 정문상(2010.09.01) 최   황(2010.09.01) 연경모(2011.03.01)

이건욱(2011.03.01) 이진학(2011.03.01) 정명희(2011.03.01) 김성덕(2011.09.01)

송인성(2011.09.01) 이정빈(2011.09.01) 김병국(2012.03.01) 김용식(2012.03.01)

김주현(2012.03.01) 김현집(2012.03.01) 오승근(2012.03.01) 장기현(2012.03.01)

강순범(2012.09.01) 김상준(2012.09.01) 민양기(2012.09.01) 신희철(2012.09.01)

안효섭(2012.09.01) 윤재일(2012.09.01) 김광현(2013.03.01) 박명희(2013.03.01)

서유헌(2013.03.01) 윤용범(2013.03.01) 우종인(2013.03.01) 노재규(2013.09.01)

박재갑(2013.09.01) 안윤옥(2013.09.01) 조수헌(2013.09.01) 박재형(2013.09.01)

김성권(2014.03.01) 김   전(2014.03.01) 박귀원(2014.03.01) 서정기(2014.03.01)

성상철(2014.03.01) 차중익(2014.03.01) 한태륜(2014.03.01) 박성회(2014.03.01)

이명철(2014.03.01) 조보연(2014.03.01) 박영배(2014.09.01) 은희철(2014.09.01)

이성철(2014.09.01) 이윤호(2014.09.01) 장선오(2014.09.01) 조수철(2014.09.01)

신상구(2015.03.01) 이효석(2015.03.01) 최병인(2015.03.01) *하성환(2015.03.01)

김성연(2015.09.01) 김정구(2015.09.01) 이광우(2015.09.01) 임정기(2015.09.01)

정   흠(2015.09.01) 조맹제(2015.09.01) 최정연(2015.09.01) 한정호(2015.09.01)

강위생(2015.09.01) 윤여규(2015.09.01) 박선양(2016.03.01) 최중환(2016.03.01)

황용승(2016.03.01) 박용현(2016.03.01) 김용진(2016.09.01) 정희원(2016.09.01)

채종일(2016.09.01) 김동명(2017.03.01) 김익상(2017.03.01) 김철우(2017.03.01)

민경업(2017.03.01) 민경원(2017.03.01) 장자준(2017.03.01) 정도언(2017.03.01)

황상익(2017.03.01) 김용익(2017.09.01) 김중곤(2017.09.01) 노정일(2017.09.01)

최인호(2017.09.01) 서정선(2017.09.01) 강흥식(2018.03.01) 고영률(2018.03.01)

김의종(2018.03.01) 김종성(2018.03.01) 안   혁(2018.03.01) 오병희(2018.03.01)

이병란(2018.03.01) 이윤성(2018.03.01) 조광현(2018.03.01)

자유전공학부

서경호(2017.09.01)

보건대학원

이영환(1996.10.14) 허   정(1997.11.18) 김정근(1999.04.20) 정문식(1999.04.20)

김정순(2001.05.09) 임재은(2001.05.09) *정경균(2001.10.18) 이시백(2004.03.01)

이홍근(2005.09.01) 백남원(2006.03.01) 정문호(2007.03.01) 문옥륜(2008.03.01)

이선자(2009.03.01) 김화중(2010.04.04) 이승욱(2013.09.01) 정해원(2015.09.01)

양봉민(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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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학원

*김운태(1987.08.13) *최종기(1994.04.11) *김해동(1994.04.11) *안해균(1994.04.11)

*박동서(1994.10.25) 유   훈(1994.10.25) 조석준(1994.10.25) 강신택(1998.11.13)

오석홍(2001.10.18) 김광웅(2007.03.01) 노화준(2007.03.01) 김동건(2009.03.01)

방석현(2010.09.01) 정홍익(2010.09.01) 정정길(2010.09.01) 김신복(2012.09.01)

정용덕(2014.03.01.) 오연천(2016.09.01) 최병선(2018.03.01)

환경대학원

*노융희(1992.11.03) 권태준(2002.09.01) 김안제(2002.09.01) 최상철(2006.03.01)

김형국(2007.09.01) 임광원(2008.03.01) 이정전(2008.09.01) 유병림(2010.03.01)

김정욱(2011.03.01) 양병이(2011.09.01) 김기호(2012.03.01) 황기원(2013.03.01)

박종화(2014.09.01) 이도원(2017.09.01)

국제대학원

*박세일(2013.09.01) 박태호(2017.09.01)

 

치의학대학원

*이춘근(1983.06.30) *유종덕(1984.12.17) *안형규(1989.04.15) *차문호(1989.10.13)

장완식(1988.07.01) *김영해(1991.04.15) *황성명(1994.10.25) 이명종(1995.11.29)

민병일(1995.11.29) *이영옥(1995.11.29) *김동순(1995.11.29) *김수철(1995.11.29)

*선우양국(1995.11.29) 김진태(1996.06.05) 이정식(1996.06.05) 김규식(1997.05.26)

서정훈(1999.04.20) 유동수(1999.04.20) 김명국(2001.05.09) 손동수(2001.07.18)

*양원식(2001.10.18) 윤수한(2001.10.18) 이종흔(2002.03.01) 김철위(2003.09.01)

임창윤(2003.09.01) 최상문(2003.09.01) *손성희(2003.09.01) 김영수(2003.09.01)

이승우(2004.03.01) 권혁춘(2004.09.01) 김종배(2004.09.01) 박태원(2004.09.01)

이선형(2004.09.01) *장익태(2004.09.01) *임성삼(2005.09.01) *최선진(2006.03.01)

남동석(2006.09.01) 정성창(2006.09.01) 고재승(2007.03.01) 엄정문(2007.09.01)

*김창회(2008.09.01) 염광원(2008.09.01) 한수부(2008.09.01) *백기석(2008.09.01)

양재호(2011.03.01) 장영일(2011.03.01) 정종평(2011.03.01) 한세현(2011.09.01)

*김주환(2012.09.01) 김중수(2012.09.01) 김영구(2012.09.01) 배광식(2014.03.01)

김관식(2016.03.01) 홍삼표(2016.03.01) 백대일(2016.09.01) 이재봉(2016.09.01)

김종철(2017.03.01) 손호현(2017.09.01) 김명기(2018.03.01) 김명진(20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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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난 1년간 작고 명예교수 명단(2017년 3월 1일 ~ 2018년 2월 28일)

  1. 2017. 03. 15. 김용직(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2. 2017. 03. 29. 홍승오(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

  3. 2017. 04. 09. 박정식(경영대학 경영학과)

  4. 2017. 04. 27. 양흥석(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5. 2017. 05. 15. 이동승(사범대학 독어교육과)

  6. 2017. 05. 20. 권순형(미술대학 디자인학부)

  7. 2017. 05. 27. 석경징(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8. 2017. 06. 11. 박옥줄(사범대학 불어교육과)

  9. 2017. 06. 11. 김재욱(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공학부)

10. 2017. 06. 20. 양승춘(미술대학 디자인학부)

11. 2017. 07. 04. 김노경(의과대학 의학과)

12. 2017. 07. 08. 정경균(보건대학원 보건학과)

13. 2017. 08. 08. 이승원(공과대학 전기 ·정보공학부)

14. 2017. 08. 16. 이용환(농업생명과학대학 농산업교육과)

15. 2017. 08. 20. 박인원(자연과학대학 화학부)

16. 2017. 09. 11. 노융희(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17. 2017. 09. 15. 박봉식(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18. 2017. 09. 27. 김효경(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19. 2017. 11. 03. 권용웅(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

20. 2017. 11. 06. 권종국(수의과대학 수의학과)

21. 2017. 12. 05. 천승걸(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22. 2017. 12. 17. 김종환(의과대학 의학과)

23. 2018. 01. 22. 이유신(의과대학 의학과)

24. 2018. 01. 31. 김우겸(의과대학 의학과)

25. 2018. 02. 01. 이혜수(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26. 2018. 02. 10. 심헌섭(법과대학 법학부)

27. 2018. 02. 10. 지명렬(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28. 2018. 02. 22. 곽윤직(법과대학 법학부)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 사이에 작고하신 명예교수님은 모두 28분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삼가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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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림으로 보는 명예교수 현황

1) 추대된 명예교수 총원과 현원, 1962~2017년

              주:   1962~2017년 동안 추대된 명예교수 총원은 1,340명이고, 2017년 12월 말까지  

401명이 타계하셨으며, 현원은 939명이다.

우리 학교에서 1962년에 명예교수가 처음 추대된 이래 어언 55년이 흘렀다. 명예교수 

추대 역사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기 위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추대되신 명예교수의 

수와 현원, 성별, 재임시 소속, 돌아가신 분의 향년을 그래프로 정리하였다.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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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별 명예교수 총원, 1962~2017년

3) 성별, 기간별 추대자 수, 1962~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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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임시 소속 대학  

1. 의과대학 208명(15.5%)    9. 약학대학 48명(3.6%) 17. 보건대학원 17명(1.3%)

2. 공과대학 172명(12.8%) 10. 음악대학 47명(3.5%) 18. 간호대학 14명(1.0%)

3. 인문대학 152명(11.3%) 11. 미술대학 36명(2.7%) 19. 환경대학원 14명(1.0%)

4. 자연과학대학 140명(10.4%) 12. 법과대학 30명(2.2%) 20. 문리과대학 8명(0.6%)

5. 사범대학 106명(7.9%) 13. 수의과대학 27명(2.0%) 21. 국제대학원 2명(0.1%)

6. 사회과학대학 100명(7.5%) 14. 경영대학 22명(1.6%) 22. 자유전공학부 1명(0.1%)

7. 농업생명과학대학 99명(7.4%) 15. 생활과학대학 22명(1.6%)

8. 치의학대학원 57명(4.3%) 16. 행정대학원 18명(1.3%)

주:   ‘경영대학’은 경영전문대학원, ‘법과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 ‘의과대학’은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대학

원’은 치과대학을 각각 포함하며, ‘천연물과학연구소’(1명)는 약학대학 소속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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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자 명예교수의 재임시 소속 대학

       

6) 타계하신 명예교수의 향년(享年)

자료: 박혜진(명예교수협의회)

그림: 허우긍(편집위원회)

   1. 생활과학대학 21명(26.9%)

   2. 음악대학 16명(20.5%)

   3. 간호대학 14명(17.9%)

   4. 인문대학 6명(7.7%)

   5. 사범대학 5명(6.4%)

   6. 보건대학원 4명(5.1%)

   7. 자연과학대학 3명(3.8%)

   8. 미술대학 2명(2.6%)

   9. 약학대학 2명(2.6%)

10. 의과대학 2명(2.6%)

11. 사회과학대학 1명(1.3%)

12. 공과대학 1명(1.3%)

13. 농업생명과학대학 1명(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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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소식

1) 시흥캠퍼스 조성사업 근황

서울대학교는 2017년 12월 7일에 시흥스마트캠퍼

스 예정부지에서 캠퍼스 조성을 알리는 선포식을 열

었다. 우리 학교는 2007년에 ‘서울대학교 장기발전

계획(2007~2025년)’을 마련하면서 새 캠퍼스 조성계

획을 밝힌 바 있으며, 10년 만에 이 사업을 본격화하

게 된 것이다.

시흥스마트캠퍼스는 국가사회 발전을 위한 공공

연구를 수행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인재양성 

및 첨단연구를 펼치는 미래형 공공캠퍼스로 조성될 

예정이다. 선도프로그램으로는 사회공헌 캠퍼스(고

등교육혁신센터, 교육협력지원센터 등), 기초과학 캠

퍼스(글로벌 복합 연구단지 등), 미래기술 스마트캠

퍼스(미래 모빌리티센터, 무인이동체 연구단지 등), 

통일 평화 캠퍼스(통일평화대학원, 통일교육센터 등), 행복 캠퍼스(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교직

원 및 외국인 교수 아파트 등)가 계획되어 있다. 

2) 서울대학교 총장선출제도 개선

서울대학교는 2017년 12월 27일에 이사회를 열어 ‘서울대학교 총장추천위원회 규정 및 시행

세칙’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정된 주요 사항으로는 기존 임의조항이던 정책 평가를 명문화했

으며, 정책평가단은 교원(전체 전임교원의 20% 이내에서 총장추천위원회가 추후 결정)과 직원

(교원정책평가단의 14%), 학생(전체 학생이 참여하여 교원정책평가단의 9.5%로 환산 적용), 부

설학교 교원(총 4명, 각 학교별 1명) 등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정책 평가 반영비율은 정책 평가:

총장추천위원회 평가 = 7.5:2.5(기존 4:6)로 변경하였다. 

아울러 정책 평가 대상이 되는 총장예비후보자는 기존대로 5명을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이사

회의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수는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축소, 총장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시기 및 

구성 시기 단축(각각 총장 임기만료일 5개월 15일, 5개월 전), 총장후보 초빙위원회 설치 의무화, 

총장예비후보자에 대한 총장추천위원회 평가 결과를 정책 평가 결과 공표 이후에 공개, 이사회

서울대학교 시흥스마트캠퍼스의 위치

출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총동창신문 제469

호(2017년 4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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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총장후보자 추천시 총장추천위원회의 선정 결과 순위 명기 및 공표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 

였다.

총장 선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총장추천위원회 구성, 2) 총장 후보자 모집, 3) 총장후보대

상자 확정, 4) 총장예비후보자 5명 선정, 5) 총장예비후보자 검증, 6) 소견 발표 및 정책 평가, 7) 

총장후보자 3명 선정 및 이사회에 추천, 8) 이사회에서 총장후보자 1명 선출.

3) 제27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 시상 

2017년 11월 7일(화) 서울대학교 행정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7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수

여식에서 본교 불어불문학과 출신의 김재권 브라운대 명예교수가 수상하였다. 김재권 명예교수

는 세계적 철학자로 동양인 최초로 미국철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각 분야 최고의 학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 학술원 회원으로 선출된 바 있다. (인문대 소식 인용)

4) 자연과학대학 명예서약(Honor Code) 시행

자연과학대학은 2015년부터 학문의 정직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명예서약(Honor Code) 도입

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그 첫걸음으로 명예서약에 관한 정책연구를 발주하였으며, 생명과학부 

노정혜 교수와 물리천문학부 전헌수 교수를 각각 위원장과 간사로, 11명으로 구성된 정책연구

팀을 구성하여 해외 및 국내 대학의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현황 분석, 교수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 연구 등을 진행하여, 2016년 6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문의 정직성에 관한 명예

서약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 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이어 2017년 2월 자연과학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명예서약에 서명을 받음으로써 서울대학

교에서는 처음으로 명예서약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시작하게 되었다. 2017년 학부 신입생들은 

이 자리에서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구성원들은 학문의 정직성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다. 시

험에서의 부정행위, 보고서 작성 시의 표절, 연구 데이터의 위조 ·변조 등 학문의 정직성을 훼손

하는 모든 위반 행위를 정확히 인지하고, 이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진실하게 지적탐구에 매진한

다.”는 명예서약 내용에 대하여 자필 서약 및 서명을 진행함으로 학문적 정직성을 겸비한 인재

로 성장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명예서약의 첫 시행은 한국경

제, 연합뉴스 등을 통하여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5) 공과대학 ‘감사의 밤’ 행사 개최

공과대학(학장 차국헌)은 2017년 11월 1일 저녁, 서울대학교 38동 글로벌공학교육센터 지하 1

층 대강당에서 ‘감사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감사의 밤’은 공과대학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과 공과대학 발전에 큰 힘이 된 분들께 감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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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많은 기부자와 동문들이 참석했다. 특히 해동문화재단 

김정식 이사장(1956년 전자공학과 졸업)은 고령에도 행사에 참석해 즉석에서 후원금을 출연하

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문들이 후원하는 ‘VISION 2010’ 사업기금으로 진행된 ‘Global 

Leadership Program’ 학생대표인 김문주(에너지자원공학과) 학생의 GLP장학금 소감 발표, DB

김준기 재단에서 후원하는 동부창의설계축전 종합설계 경진대회의 최우수상을 수상한 최영록

(재료공학부) 학생의 감사 발표, 동남아교수양성장학금 수혜학생인 Bui Huu Trung(화학생물공

학부) 학생의 발표도 이어졌다.

  뒤이어 진행된 1부 만찬에서는 서울대학교 국악과 동문으로 구성된 ‘비움’의 퓨전국악 공연

과, 2부에서는 서울대학교 성악과 동문들로 이뤄진 ‘미라클 남성중창단’의 아름다운 하모니로 

행사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차국헌 학장은 “공대를 향한 많은 분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후

원이 한데 모인 시간이었다.”며 “새롭게 발전해 나가는 공대의 미래가 밝음을 확인할 수 있는 뜻 

깊은 밤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공대뉴스광장 인용).

6) 약학대학 우봉약학전시관 개관

약학대학 우봉약학전시관 개관식이 2017년 11월 6일(월) 오후 4시, 21동에서 개최되었다. 신

희영 연구부총장을 비롯하여 학내외 주요 인사 및 관계자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봉진 

학장의 환영인사로 시작된 본 행사는 감사패와 공로패 수여, 신희영 연구부총장과 최규팔 약학

대학 동창회장의 축사에 이어 테이프커팅 순으로 진행되었다. 테이프커팅 후에는 21동 1층으로 

자리를 옮겨 우봉약학전시관 제막식 및 박정일 약학역사관장의 전시관 소개와 함께 관람이 진

행되었고, 이후 2부 만찬행사가 신약개발센터 1층 진양홀에서 이어졌다.

우봉약학전시관은 우봉 이금기 일동후디스 회장이 출연한 약학대학 발전기금으로 조성되었

으며, 의약품 개발의 역사를 조명함으로써 의약품이 인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보이고 

공과대학 감사의 밤 행사 단체사진, 2017.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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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학들의 의약품 연구개발에 대한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개관되었다. 전시 내용은 총 6부로 1

부 <질병과의 전쟁 - 위대한 승리>, 2부 <역사를 바꾼 위대한 약>, 3부 <우리의 도전은 계속된 

다>, 4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동문 개발 제품>, 5부 <국산 신약 ·여러 가지 제형 ·일반의약품>, 

6부 <생약표본 및 체험테이블>로 구성되어 있다. 우봉약학전시관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21동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중 10시~17시까지 운영하며 관람료는 무료이고 일반인에게도 공개된

다.

7) 48년간 소록도 나환자 진료한 한국구라봉사회, 제29회 아산상 의료봉사상 수상

1969년 여름 전남 소록도에서 당시 37세였던 유동수(사진 우측)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교

수는 한센병에 대해 공부했는데도 첫 환자를 대하고는 충격에 빠졌다. 진료받으러 온 한센인은 

성치 않은 얼굴로 눈물만 흘렸고, 후배 의사와 학생들은 유 교수만 바라보고 있었다.

교환교수로 일본에 갔던 그는 “소록도

에 치과 진료 봉사 갔다가 무척 고생했

다”는 일본 의료진 얘기를 들었다. “이제

부턴 한국 의사들이 가겠다”고 약속하고

는 서울대학교 교수와 학생 7명을 모아 

소록도로 향했다. “눈 질끈 감고 환자 입

속에 손을 넣었죠. 그 순간, 온기가 느껴

졌어요. 살아있구나. 이 사람에게도 생명

이 있다. 반드시 고쳐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48년을 이어온 한국구라(救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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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회(회장 유동수)의 시작이었다. 학내 동아리로 출발해 1982년 사단법인이 됐고, 지도교수였

던 유 교수는 85세의 명예교수가 돼 회장으로서 여전히 봉사회를 이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대

학원 출신 회원 160명이 수 십 만원씩 회비를 내고 진료 봉사한다. 요양시설과 정착촌을 찾아다

니며 진료한 공로로 한국구라봉사회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수여하는 아산상 의료봉사상을 받

았다.

구라봉사회는 한센인 3만4000여 명을 진료하고, 4,600개 넘는 틀니를 만들어 줬다. 매년 봄에 

두 차례 가서 구강 모형 제작, 여름에 일주일 이상 머물며 틀니 완성, 이후 두 번 점검한다. 주말

엔 인근 복지시설로 봉사 다닌다.

지금도 매년 첫 환자 틀니 장착은 유 교수가 맡는다. 그는 “국내 한센인 최후의 한 사람이 남

을 때까지 계속하고, 이후엔 동남아 환자를 찾아가고 싶다”고 했다. 함남 북청에서 17세에 월남

해 목사를 꿈꿨다는 그는 아버지 뜻을 꺾지 못해 치과의사가 됐다. 가난하고 아픈 이웃 돌보는 

목사의 꿈을 의사가 돼 이룬 것이냐고 묻자 그는 “평범한 사람 영웅 만들지 말라”며 손사래  

쳤다.

8) 페루 꾸스꼬 UNSAAC 치과 역량강화사업

페루 꾸스꼬의 UNSAAC(Universidad Nacional de San Antonio Abad del Cusco)의 Dr. 

Caceres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2017년 2월 24일(금) 서울대학교 치과병원(병원장 허성주)을 

방문, 견학하고 향후 양 기관 간의 학술 교류 활성화 등에 대해 협의했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은 2012~2014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페루 꾸스꼬 UNSAAC 치과 

역량강화사업’ 주관사업자로 공적개발원조사업(ODA)에 참여하여 페루 꾸스꼬 지역의 구강건강 

지표 조사, 치과대학 교육기자재 자문, 이동진료차량 제작 자문, 페루 치의학자 초정 연수 등 페

루의 구강보건역량 향상에 기여한 바 있다.

2015년 8월, 교육 및 학술연구 분야 협력 증진 협약을 체결, 2015년~2017년 세 차례 의료봉사

단을 파견하여 공동 컨퍼런스 개최, 지역주민 치과 진료와 의료장비 기증 등 교류와 협력을 이어

왔다. 협약에 따라 ▲연구, 강의, 심포지엄 및 연구자의 교류활동 ▲학생의 교류 ▲교수 및 대학

원생 대상 치의학 교육훈련 증진 ▲치의학 정보와 출판물 교류, 교육과정 지원 ▲예방, 진단, 치

과질환 치료법 공동 개발 ▲꾸스꼬 지역사회 구강건강 증진 공동활동 지원 등 다양한 교류 및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Dr. Caceres 총장은, “치과병원의 최상의 시설, 치의료 수준과 교육환경 등에 감탄했다. 앞으

로도 교수 및 학생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치과

병원 허성주 원장은 “우리는 페루의 구강보건의료환경 향상과 선진치과의료시스템 확립을 위해 

유기적 관계를 형성해왔다. 향후에도 페루에 대한민국의 선진치의료 기술 전파, 학술 및 교육 분

야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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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기록

1) 경과 보고

2017년도

3월  7일 제2차 명예교수회보 편집위원회 개최(호암교수회관 오크룸, 7시 30분)

3월 21일 동원인성교육 사전회의(호암교수회관 르네상스, 12시)

3월 22일 제3차 명예교수회보 편집위원회 개최(호암교수회관 파인룸, 11시)

3월 27일 동원인성교육 TF회의(호암교수회관 파인룸, 11시 30분)

4월  4일 운영위원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메이플룸, 11시)

 신임 명예교수 환영회(호암교수회관 메이플룸, 12시)

4월 10일 제4차 명예교수회보 편집위원회 개최(호암교수회관 라일락룸, 11시)

4월 11일 동원인성교육 TF회의(호암교수회관 르네상스, 12시)

4월 26일 제5차 명예교수회보 편집위원회 개최(호암교수회관 라일락룸, 10시 30분)

5월  8일 동원인성교육 TF회의(호암교수회관 라일락룸, 11시 30분)

5월 11일 총장초청 간담회 개최(교수회관 2층 컨벤션, 11시 30분

왼쪽부터 손원준 대외협력실장, 주한 페루대사관 Mr. Julio Ubillus 일등서기관, 

Dr.Caceres UNSAAC 총장, 허성주 병원장, 백승학 진료처장, 원광연 관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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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일 운영위원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라일락룸, 11시 30분)

5월 23일 명예교수회보 2017(제13호) 원고청탁서 1차 발송

5월 25일 2017년도 명예교수협의회 이사회 개최(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 11시)

 2017년도 명예교수협의회 정기총회 개최(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 12시)

 

5월 29일 교수협의회 초청 오찬(교수회관 7회의실, 12시)

5월 30일 제7회 동원인성교육집담회 개최(교수학습개발센터 121호, 14시)

7월  4일 2017년 여름방학 교사직무연수 사전회의(호암교수회관 오크룸, 11시)

7월 31일 2017년 여름방학 교사직무연수 최종회의(호암교수회관 파인룸, 11시 30분)

8월  7일~ 2017년 여름방학 교사직무연수 개최(사범대학 9동 113호)

8월 11일

8월 28일 동원인성교육 TF회의(호암교수회관 라일락룸, 11시)

9월  5일 명예교수협의회 홈페이지(http://emeritus.snu.ac.kr)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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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 운영위원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라일락룸, 11시)

9월 18일 동원인성교육 TF회의(호암교수회관 오크룸, 11시)

 명예교수회보 2017 제1차 편집위원회 개최(호암교수회관 오크룸, 11시)

9월 20일 명예교수회보 2017(제13호) 원고청탁서 2차 발송

9월 22일 기획위원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르네상스, 12시)

9월 26일 신임 명예교수 환영회(호암교수회관 릴리룸, 12시)

10월 11일 명예교수회보 2017(제13호) 원고청탁서 3차 발송

10월 24일 운영위원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라일락룸, 11시)

10월 26일  산업시찰: 경기도 문산에 위치한 LG디스플레이, 도라전망대-도라산역-제3땅굴 방

문

11월 29일 부총장초청 간담회 개최(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 12시)

12월  5일 운영위원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플럼룸, 11시)

 기획위원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르네상스홀, 12시)

12월 11일 인성교육 겨울방학 교사직무연수 1차 회의(호암교수회관 라일락룸, 11시)

12월 12일 명예교수회보 2017(제13호) 원고청탁서 4차 발송

 

2018년도

1월  5일 인성교육 겨울방학 교사직무연수 2차 회의(호암교수회관 오크룸, 11시)

1월 15일 운영위원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플럼룸, 11시)

1월 19일 명예교수회보 2017 제2차 편집위원회 개최(호암교수회관 오크룸, 11시)

1월 22일~ 2017년 겨울방학 교사직무연수 개최(사범대학 10-1동 501호)

1월 26일

1월 31일 2018년도 (사)명예교수발전진흥회 이사회 개최(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 11시)

  2018년도 (사)명예교수발전진흥회 임시총회 개최(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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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일 사회봉사위원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르네상스홀, 12시)

2월 14일 명예교수회보 2017 제3차 편집위원회 개최(호암교수회관 라일락룸, 11시)

2월 20일 기획위원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오크룸, 12시)

2월 21일 의료 ·복지위원회의 개회(호암교수회관 플럼룸, 12시)

2)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임원 명단

회 장: 이인규(자연과학대학) (1명)

부회장: 양병이(총무, 환경대학원), 권욱현(기획, 공과대학), 조창섭(학술, 사범대학)

            이흥식(사회봉사, 수의과대학), 김중수(의료복지, 치의학대학원),

            허우긍(편집, 사회과학대학), 황경식(인문대학), 이천표(사회과학대학),

            김하석(자연과학대학), 김병동(농업생명과학대학), 이승기(약학대학)

            장영일(치의학대학원) (이상 12명)

감 사: 전효택(공과대학), 권병두(사범대학) (이상 2명)

이 사: 이현복(인문대학), 안삼환(인문대학), 김인(사회과학대학), 

            김경동(사회과학대학), 장호완(자연과학대학), 이소우(간호대학),

            최종태(경영대학), 윤계섭(경영대학), 이정인(공과대학), 이동녕(공과대학),

            정하우(농업생명과학대학), 류관희(농업생명과학대학), 이종상(미술대학),

            최대권(법과대학), 최종고(법과대학), 진교훈(사범대학), 김동진(사범대학),

            이기춘(생활과학대학), 문창규(약학대학), 김병국(의과대학),

            김유영(의과대학), 이종흔(치의학대학원), 노화준(행정대학원)

            이승욱(보건대학원) (이상 24명)

3) 각 위원회 업무 및 구성

• 기획위원회: 법인체 추진, 대외협력, 홍보 등

    위원장 – 권욱현(공과대학)

    위    원 – 이천표(사회과학대학), 김하석(자연과학대학), 이인규(자연과학대학),

                최항순(공과대학), 호문혁(법학전문대학원), 이기춘(생활과학대학)

• 학술위원회: 모교지원, 연구/저술지원, 세미나 등(인성교육집담회/교사직무연수)

    위원장 – 조창섭(사범대학)

    위    원 – 박성익(사범대학), 권오량(사범대학), 우한용(사범대학), 손봉호(사범대학), 

                이성묵(사범대학), 이종재(사범대학), 임번장(사범대학), 이문한(수의과대학), 

                문창규(약학대학), 강위생(의과대학)

• 의료복지위원회: 의료, 경조사, 회원친목, 회원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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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 김중수(치의학대학원)

    위    원 – 황경식(인문대학), 이정재(농업생명과학대학), 이승욱(보건대학원)

• 사회봉사위원회: 대외봉사, 자문, 강의지원사업 등

    위원장 – 이흥식(수의과대학)

    위    원 – 최종고(법과대학), 심창구(약학대학), 황준연(음악대학), 김전(의과대학)

• 편집위원회: 회보, 뉴스레터, 기타 발간 등

    위원장 - 허우긍(사회과학대학)

    부위원장 – 전효택(공과대학)

    위    원 – 임홍빈(인문대학), 전종갑(자연과학대학), 현정오(농업생명과학대학), 

                 허승일(사범대학), 김영중(약학대학), 배광식(치의학대학원)

4)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정관

제1조 (명칭) 본회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Association of Professors Emeriti, Seoul 

National University)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명예교수의 공적 활동 및 권익

을 보호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연구동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명예교수회보 및 필요한 간행물의 발간

 2) 연구 및 저술 등 공적 활동의 지원

 3) 국제학술 활동 지원 

 4) 기타 목적에 부합되는 필요한 사항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한다. 

제6조 (임원) 

 1)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15인 이내

     (4) 이  사: 임원 포함 50인 이내

     (5) 감  사:  2인

     (6) 총무이사 : 1인

 2) 본회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7조 (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하고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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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유고시에는 연장자의 순에 따라 그 직무

를 수행한다.

 4) 총무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또한 임원회에 참석하여 의

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선출)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의 선출은 회장에게 위임한

다. 

제9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원유고에 따른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

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보수) 본회의 임원은 원칙적으로 무보수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써 실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본회는 제2조와 제4조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

원회의 운영은 따로 규정하는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2조 (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5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

의 결의 또는 회원 30인 이상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총회는 회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는 임원의 

선임, 정관개정 및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3)   이사회는 회장 또는 5인 이상 이사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출석 이사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는 총회의 소집 및 부의 사항,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

항,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의결한다.

 4)   경미한 회무는 회장, 부회장 및 총무이사로 구성되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하거나, 이사의 서

면 결의로써 할 수 있다.

제13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비의 종류와 금액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2) 본회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3) 본 회의 회계 연도는 서울대학교의 회계 연도에 준한다.

제14조 (사무원)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사무원에게는 이사회의 결

의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정관 개정) 이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날(200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은 제정 시에 이미 설치 ·운영되고 있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편집위원회는 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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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간주한다. 

 3. 본회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4. 이 정관은 2009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정관은 2010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6. 이 정관은 2011년 5월 19이부터 시행한다.

5) 명예교수회보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Annual Report of Professors Emeriti, Seoul 

National University)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명예교수회보와 기

타 관련 간행물 발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

장은 협의회 회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주재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

한다.

제5조 (부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장과 위원회에 출석한 부위원장 및 위원, 그리고 원고를 제출하여 

게재한 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협의회의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2008. 5. 21)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 이 규정은 협의회의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2011. 5. 19)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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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활동보고

1) LG디스플레이 산업시찰을 다녀와서

명예교수협의회에서는 매년 1회, 간혹 2회에 걸쳐 산업시찰을 시행하여 왔다. 2017년에는 10

월 26일 (주)LG디스플레이의 파주사업장을 방문하였다. 모든 참여 명예교수에게 깊은 인상을 

준 이번의 산업시찰에 대하여 보고하기로 한다.

이번 방문의 주제는 디스플레이 기술이 우리 생활주변에 가까이 와 있어서 “생활과 디스플레

이”로 하였고 방문지역인 파주가 북한지역과 접하여 있는 관계로 “통일”로 정하였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방문이 추진되었다.

방문에는 최종적으로 46명의 명예교수와 명예교수협의회의 직원 2명이 참여하였다. 단과대학 

별로 보면, 인문대학 3명, 사회과학대학 1명, 간호대학 1명, 자연과학대학 6명, 공과대학 6명, 농

업생명과학대학 1명, 법과대학 2명, 사범대학 12명, 생활과학대학 2명, 수의과대학 1명, 약학대

학 2명, 의과대학 4명, 치의학대학원 2명, 환경대학원 1명, 보건대학원 2명이었다. 버스 2대에 나

누어 타고 서울대학교 정문 근방에서 8시 45분경에 출발하였다. 과거에는 사당동 공영주차장에

서 출발하여, 지방으로 떠나는 다른 차들과 겹쳐 복잡하고 불편한 점이 많았었는데, 널찍한 서울

대학교에서 출발하니 아주 편리하였다.

한강변을 따라 북쪽으로 가다가 10시경 파주에 있는 LG디스플레이 회사에 도착하였다. 회사

에 도착해 보니 대형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세계 제1위라는 명성답게 방대한 규모에 매우 놀랐

다. 본관 입구에서 현지 사업장 최고 책임자인 이방수 부사장이 맞이하여 주었고 회사 강당에 안

내되어, 이 부사장의 환영사, 이인규 명예교수협의회 회장의 감사 말씀과 감사패 전달이 있었다. 

이어 회사의 국내외 활동상황을 설명하는 회사 영상소개가 있었다. 이번 방문에서는 특이하게 

<사진 1> LG디스플레이 현관에서 단체사진, 2017.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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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명예교수협의회 측에서 “디스플레이와 생활”이라는 주제로 30분간 강의를 부탁하였다. 윤

수영 LG 디스플레이 연구소장이 생활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 새로운 기술(규모가 크고, 휘어지

고, 유기발광 등)에 대하여 직접 재미있고 유용한 강의를 해 주어, 인문 사회 자연 등 다양한 분

야의 참여교수들이 많은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이어 다수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 강연을 

마치고 다음 스케줄로 들어가지 전에 잠깐 회사입구에서 사진촬영을 하였다(사진 1).

다음 회사의 전시실(쇼룸)을 견학하였는데, 강연을 통하여 얼마간의 지식을 습득한 후라서 이

곳에서 많은 감명을 받았다. 대형 화면의 디스플레이가 전시되어 있고 큰 원통을 둘러싸고 휘어

져 있는 디스플레이도 있었다. 모두 아름다운 색상의 멋있는 사진을 보여 주고 있었다. 마지막에

는 3차원(3D) 안경을 쓰고 전체 벽면이 디스플레이로 둘러싸여 있는 터널을 지나갔는데, 3차원 

신기술을 사용하여 입체적인 거리감을 갖도록 전개되는 전경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다음 현대식 제7공장을 견학하였는데 사람 없이 자동으로 유리판에 TFT(얇은 필름 트랜지스

터)를 접착시키는 생산 공정을 창문을 통하여 볼 수 있었다. 이 공장 1 층 면적이 축구장 6개에 

해당한다고 하니 그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전망대에 올라가 보니 모든 공장과 넓은 주

위가 보였는데, 개울과 수목 등 자연환경과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었다. 견학을 마치고 분위기 좋

은 Guest House 1층에서 방문자 전원과 일부 회사 임직원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환담하는 

시간을 보냈고 선물을 교환하는 시간도 가졌다. 디스플레이를 형상화한 초콜릿 선물도 매우 인

상적이었는데 방문 후 맛있게 먹으면서 LG디스플레이 방문을 회상하게 만들었다.

‘통일’이라고 주제를 붙인, 오후의 견학으로 도라전망대, 도라산역, 땅굴입구를 방문하였다. 회

사에서 우리 방문을 담당했던 팀이 아주 친절하게도 가는 곳마다 미리 연락하여 두어 현장 책임

자가 나와 설명하는 친절한 대접을 받았다. 우리를 태운 버스가 민간인 통제선을 넘을 때 엄숙

한 얼굴을 한 군인으로부터 검색이 있었다. 분단의 아픔을 느끼는 순간이기도 하였다. 도란산역

은 민통선 안에 있는 역으로 북한으로 가는 최북단 역이다. 역이 아담하게 잘 꾸며져 있었다(사

진 2). 김소영 부역장께서 직접 맞아주고 친절하게 역사를 안내해 주어 인상이 깊었다. 도라산역

에는 동서독 사이의 우편을 전달하면서 독일의 

통일을 앞당겼던 독일우편열차가 전시되어 있었

다. 남북 간에도 이런 우편열차가 연결되어 달려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하였다. 서부전선 최북

단에 자리잡고 있는 도라전망대를 방문하였는데 

책임자가 나와 주위상황을 설명하였다. 지척에 남

방한계선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개성공

단과 개성시 변두리, 송악산, 기정동, 김일성 동상 

등이 바라다 보인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1978년에 발견되었으며 길이가 약 

1.6km인 제3땅굴의 입구에 가서 땅굴의 상황을 

설명들을 수 있었다 우리 학교 공과대학 재학생<사진 2> 도라산 역에서, 2017.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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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군에 입대해서 그 곳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우리를 맞아 설명하도록 주선하여 주었다. 제자이

고 잘 생기고 군인다운 기백이 호감을 주었다. 시간관계상 내부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오후 방문

까지 참여하여 도움을 준 LG디스플레이 회사 실무팀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버스로 학교에 돌아

오니 오후 6시경이 되었다.

이번 산학방문에서 회사의 우리나라에 대한 기여와 세심한 배려에 대하여 참여한 모든 명예교

수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고 감사했었다. 특히 이인규 명예교수협의회 회장께서 이번 시찰에 참

여한 교수들이 흡족해 하시는 것을 보고 매우 보람 있어 하였다. 이번 방문에 적극 지원하여 주

신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부회장, 이방수 부사장, 윤수영 연구소장, 이원규 팀장과 담당직원에게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뒤에서 도와 주신 이희국 LG그룹 고문(전 LG전자 사장, 서울

대학교 전자공학과 1974년 졸업)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권욱현(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기획위원장)

2) 초 ·중등학교 교사 인성교육 직무연수

(1) 2017~2018 교사 인성교육 직무연수 경과보고

가.   인성교육연수의 배경과 목적: 인성교육집담회 축적 지식의 초 ·중 ·고등학교 교사 대상 사

회봉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는 ‘국가발전을 위한 규범과 인성교육’이란 주제로 2015년과 2016

년, 2017년 3년에 걸쳐 총 일곱 번의 집담회를 진행해 온 바 있다. 이 인성교육집담회와 수차례

의 명예교수회 자체 세미나를 통해 축적된 인성교육 관련 지식을 우리 사회에 되돌리기 위한 방

안을 모색해 온 명예교수들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우리 청소년들의 교육을 일선에서 담당

하고 있는 전국 초중고 교사들에게 이 인성교육지식을 나눠 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나. 교사대상 인성교육연수 추진 경과: 2017년 8월과 2018년 1월 두 차례 성공적으로 개최

조창섭 명예교수(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학술위원장)를 중심으로 1년 6개월 동안 수차례

의 내부 세미나와 준비회의를 통해 연수 내용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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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 이런 준비과정을 거쳐 드디어 2017년 8월 7일 제1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인성

교육 교사연수가 4박 5일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수원에서 전국 초 ·중 ·고 교사 21명을 

대상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제1기 연수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 개선하여, 제2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인성

교육 교사직무연수가 39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2018년 1월 22일부터 4박 5일간 개최되어 훌륭

하게 마무리되었다.

<표 1> 2017~2018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인성교육 교사연수의 개요

1기 여름방학 2기 겨울방학

주제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인성교육의 설계 실천적 인성교육방안 모색

기간 2017.8.7(월)~11(금) 2018.1.22(월)~26(금) 

장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9동 113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0-1동 501호

연수인원 21명 39명

강의

교수
11명 8명

강의

주제와 

담당교수

1. 인간다움을 지향하는 인성교육

   진교훈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2. 인성교육 정책의 실태와 개선 방향 

   정창우(사범대학 윤리교육과)

3. 심성수양을 통한 인성교육의 시도 

   조창섭(사범대학 독어교육과)

4. 실천윤리와 실행 인성교육 

   황경식(인문대학 철학과)

5. 경제사회 지각변동과 민주시민 인성교육 

   최종태(경영대학 경영학과)

6. 글로벌 인재육성과 인성교육 

   이종재(사범대학 교육학과)

7. 윤리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손봉호(사범대학 사회교육과)

8. 준법과 법치주의: 왜 필요하며 왜 중요한가? 

   최대권(법과대학 법학부)

9.   인성교육과 언어적 공감력 - 문학의 언어를 

중심으로 

   우한용(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0. 인성교육을 위한 자연과학적인 생명윤리 

   이인규(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11. 사이버 공간의 윤리와 인성 

   이정인(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1. 인간다움을 지향하는 인성교육

   진교훈(사범대학 윤리교육과)

2. 심성수양을 통한 인성교육의 시도 

   조창섭(사범대학 독어교육과)

3. 실천윤리와 실행 인성교육 

   황경식(인문대학 철학과)

4. 경제사회 지각변동과 민주시민 인성교육 

   최종태(경영대학 경영학과)

5. 윤리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손봉호(사범대학 사회교육과)

6. 준법과 법치주의: 왜 필요하며 왜 중요한가? 

   최대권(법과대학 법학부)

7. 인성교육을 위한 자연과학적인 생명윤리 

   이인규(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8. 사이버 공간의 윤리와 인성 

   이정인(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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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사대상 인성교육 연수의 평가: 교사들에게 인성교육의 본질과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본 인성교육 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호의적이었다. 교사들은 인성교육의 본

질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명예교수들의 자세에서 자신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① “인성교육의 본질을 짚어 보는 계기가 되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는 학생들과 부대끼다 보면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인성지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뿌리 없는 즉각적인 처방에 급급해온 것이다. 본 연수를 통해 서울대학교 명

예교수들의 각자의 학문 기반에서 우러나오는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바라본 인성과 인성교육

의 지식과 혜안을 접한 교사들은 자신이 그동안 행해 온 인성교육의 본질을 음미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했다.

② “교사로서의 인성과 모범이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 깨달았다”

나날이 척박해져 가는 교육현장을 지키며 고

군분투하느라 지쳐있는 교사들은 적지 않은 연

세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강의하며 사자후를 

토하는 명예교수들의 강의 자세와 삶의 모습 그 

자체에서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같은 교육자로

서의 자신을 돌아보고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③ “다양한 실제 학교현장의 인성교육 정보 공

유”

2018년 1월의 2기 연수 때는 교사들의 자기소개와 연수생간의 분임토의 시간이 주어졌다. 이 

시간에 교사들 각자 학교현장에서 경험한 내용과 자신이 추진해 온 인성교육 내용과 생각을 교

류하면서 다양한 실제적인 인성교육프로그램들을 접하고 공유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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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사대상 인성교육 연수의 향후 과제

① 실제적인 인성교육 아이디어 보완

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의 호의적인 평가들

이 주류를 이뤘지만 주로 1기 연수생 교사들

로부터 아쉬운 부분들이 지적되었다. 명예교

수들의 학문적 차원에서의 인성교육 강의 내

용이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아이디어와는 괴리가 있다는 점이 그 중 하

나다. 또 인성교육과 연관성 없는 전공학문

의 명예교수들이 제시한 인성교육지식은 전

문적인 인성교육지식으로 보기에는 좀 약하

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런 지적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보완하기 위해 제2기부터는 교사들의 자체적인 분임토의 

시간을 신설하여 학교현장에서 시행했던 실제 인성교육프로그램 정보들을 서로 교류하는 장으

로 활용했다. 그 결과 2기 때부터는 그런 점들을 지적하는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1기 연수 때 실무적인 인성교육 강의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는 정창우 교수(서울대학교 사범

대학 윤리교육과)처럼 명예교수들 이외의 초 ·중 ·고 인성교육 실무에 가까운 지식을 가진 외부

강사를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② 연수 교사들과의 교류 및 소통시스템 모색

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은 1기와 2기 모두 자체적인 동기 SNS그룹을 만들어 연수 종료 후에도 

소통과 교류가 가능한 기반이 구축된 상태다. 향후 이분들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들과의 지속

적인 연계와 명예교수들의 자문을 비롯한 지속적인 서포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향후 명예교수협의회의 인성교육 연구가 이론에만 머물지 않고 교육 현장과도 연계 소통

하는 보다 실용적인 연구로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한 이것은 우리 사회 인성회복을 위

해서는 사회 각계각층 전반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거시적 모토를 향한 시발점이라는 의

미도 될 것이다.

③ 연수교육 안정화와 확대를 위한 발전적인 운영시스템 준비 

명예교수협의회 인성교육 교사연수는 상근직원 1인(박혜진 간사)이 전담해서 준비하고, 비상

근인 이상준 인성교육 간사의 총괄진행으로 1기 21명, 2기 39명 수준의 연수인원을 치러낸 바 

있다, 그러나 2018년 1월의 2기 연수기간 동안 명예교수협의회 상근직이 아니고 본래 자신의 생

업이 따로 있는 이상준 간사가 일주일간 생업을 중단하고 총괄진행을 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이상준 간사 생업 포기 진행방식은 한 개인의 희생을 요하는 방식이므로 이런 방식

의 연수진행을 향후 지속 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연수생들과의 원활하고 깊이 

있는 소통과 안정적인 진행을 포기할 수도 없으므로 보다 발전적이고 안정정인 연수운영 시스

템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앞으로 연수인원이 대폭 증가할 경우 현재의 1인 상근직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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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으로는 치뤄내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므로 이에 대한 조직 시스템 구축도 대비해야 할 것 

이다.

④ 인성교육 논의의 전국적 구심점이 될 사이트 개발 검토

지금 우리 초중고 교육현장은 왕따, 학원폭력 등 인성차원에서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 상황을 현장에서 온몸으로 부대끼며 탈진한 교사들은 인성교육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조

언을 제공해줄 멘토를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이번 교육연수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 하지

만 현재까지는 딱히 기댈만한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전무한 형편이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가 그와 같은 전국적인 인성교육 멘토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에 대

해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성교육을 논의하고 같이 풀어나갈 공론의 장이 될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향후 대한민국 인성교육의 구심점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상준(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인성교육 간사)

(2) 인성교육의 이론 정립과 실천방안 모색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많은 특권을 누려 왔기에 정년을 한 지금은 축적한 지식을 토

대로 지적 봉사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이에 공감하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

회 회원들은 현직 교수의 연구 활동과 중첩되지 않는 분야를 선택하여 교육 봉사를 하기로 하였

다. 이러한 분야에 속한 것이 인성교육이라는 것에 착안하여 인성교육의 이론과 실천 방안을 제

시해 보자는 데 합의하였다.

합의에 따라 인성교육의 이론을 정립하고 인성을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실천

적 지도안을 짜기 위하여 ‘인성교육 집담회’와 ‘전문성 향상을 제고할 수 있는 교사들의 인성교

육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발상의 배경에는 윤리 ·도덕의 심대한 훼손이 자리하고 

있다. 윤리 ·도덕의 출발점이 되는 인간관계의 변화에서 오는 윤리 ·도덕의 훼손은 전통적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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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가치 체계의 붕괴와 새로 형성된 시민사회에서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자의적 해석에서 생겨나

고 있다.

오륜에 기초한 전통적인 유학적 가치는 이미 조선시대부터 심한 변화를 겪으면서 윤리 ·도덕

의 가치 체계가 심한 훼손을 입기 시작하였다. 왕위 찬탈과 사화(士禍) 그리고 외침(外侵) 등으로 

유학의 가치는 훼손되고 문란해진 오륜을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붕당의 화가 그치지 않고 정치인을 반역죄로 몰아넣는 옥사(獄事)가 자주 일어나 군

신(君臣)의 의는 무너져버렸다. 또 아버지의 대를 잇는 입후(立後)의 의가 밝혀져 있

지 않아 지손(支孫)이나 서자(庶子)들이 제멋대로 하게 되니 부자유친(父子有親)은 없

어져 버렸으며, 고을 수령들이 모두 기생에게 빠졌으니 부부유별(夫婦有別)은 이미 문

란해져 버렸다.

 노인들을 보살펴 봉양하지 않고 어린 귀족 자제들이 교만을 피우고 있으니 장유유

서(長幼有序)는 파괴되고 말았으며, 과거시험만을 위주로 하고 도의(道義)를 가르치

지 않으니 붕우유신(朋友有信)도 어긋나 버렸다. (정약용,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박

석무 편역, 창비 2016. 11쪽)

이미 조선 시대에 시작된 오륜(五倫)을 위시한 유교의 가치 해체 과정은 식민지배와 해방을 

통한 서양문물과 제도의 도입으로 가속화되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며 산업사회를 맞이하면

서 도시집중 현상으로 인한 대가족제도의 붕괴로 고유한 제의식(祭儀式)이 간편화 되거나 소홀

히 되어 조상숭배 사상과 함께 친족 간의 유대도 느슨해졌다.

유교의 가치가 오륜과 함께 극심한 훼손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평등에 익숙해 있

는 현대인은 유교의 가치를 구시대적 폐습으로 폄하하고 있다. 지식 ·정보 사회로 나아가는 급격

한 사회 변동으로 가치 변동 또한 급하게 이루어져 기존의 전통 윤리 ·도덕이 복원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어, 우리의 전통적 생활규범으로 자리매김되었던 가치들이 다음과 같이 폄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명분은       →   핑계로

의리는       →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가   

                      깡패의 조직원 간의 유대 강화의 용어로

지조는       →     원칙과 신념을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 나가는 꿋꿋한 의지인

데, 봉건시대의 가부장적 낡은 올가미로 전락하여 불리하면 지조를 

꺾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고

기개(氣槪)는 →   사기(士氣)라는 용어로 축소되어 군대나 집단의 결집 구호로 전락하

였고, 

청렴(淸廉)은 → 낡아빠진 구시대의 덕목으로 조소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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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치 붕괴는 인권이나 개성 존중이라는 법적 보호를 받으며 합법적으로 빠르고 철저하

게 진척되고 있다. 이러한 유학의 가치 붕괴에 즈음하여 만인의 행위규범으로 자리매김 되어 윤

리 ·도덕, 정치, 교육 등에 원리를 제공하였던 가치를 현실에 맞게 변용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시대가 변하였다고 해서 우리의 전통 학문과 문화를 소홀히 하거나 또는 그 가치를 폄하하여서

는 안 될 것이며 ‘옛 것을 익혀 새것을 아는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관점에서 유학적 가치들

을 재평가하고, 필요하면 보완하여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삶과 학문의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새로 생성된 시민사회에서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윤리 ·도덕의 붕괴는 

인간이 공동체의 가치를 수용하여 공동체에 융화되도록 교육하는 사회화교육과, 신분이 높아지

면 의무도 커진다는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를 실천하는 민주시민교육으로 복원하

여야 할 것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예는 6 ·25전쟁에 참전한 미군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34대 대통령)의 아들 존 아이젠하워,

워커 장군(미 8군사령관, 낙동강 전선 사수, 한국전에서 사망) 아들 샘 워커,

클라크 장군(휴전 협정을 주도)의 아들 빈 대위,

밴플리트 장군(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아들 지미 밴플리트(항공출격 중 사망), 

해리스(해병 제1항공사단장)의 아들 지미 해리스는 장진호 전투에서 사망.

이렇게 미국 장성의 아들 142명이 참전하여 1/4인 35명이 사망 및 중상을 입었다는 것은 노블

리스 오블리제가 민주시민사회를 이끌어 가는 인성교육의 핵심임을 증명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장성의 자제로 6 ·25전쟁에 참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 1933년에 태어

난 신박균은 17세에 군에 입대하여 1951년 가평지구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신태

영 중장으로 육군참모총장과 국방장관을 지낸 분이고, 그의 맏형 신응균 중장은 신박균이 입대

할 당시에 포병사령관이었다. 배경을 가진 젊은이는 군에 입대하지 않거나 입대하여도 후방으로 

배치되었던 현실에서 최전방 전투부대에 배속되어 전사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사나이였다.

인성교육은 공동체의 가치관을 공유하여 바람직한 사람이 되도록 교육하는 인간교육과, 더불

어 살아가는 공동체 내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착한 본성

을 교육하는 인간성 교육, 그리고 공동체의 구성원 간에 친밀감을 느끼도록 예(禮)에서 벗어나

지 않는 말과 행동으로 자기의 생각을 표출하는 인격교육 등을 내용으로 삼는 것이다. 인격을 

완성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하여 도덕적 이상국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신박균 하사와 같은 젊은

이를 양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의 이론과 실천 방법을 명예교수협의회의 학술위원회에서 제시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앞서 소개한 것처럼 인성교육 집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7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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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방학과 2017년~2018년 겨울방학 기간에 각각 일주일씩 초 ·중등 교사에게 인성교육 직무연수

를 실시하였다.

지식 봉사로서의 인성교육 설계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명예교수님들은 언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명예교수님들의 참여를 고대하겠습니다.

조창섭(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학술위원장)

3) 재능기부사업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지난해부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가 중고교,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본

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능기부사업”인 무료특강이 날이 갈수록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6

년에는 6명의 명예교수가 재능기부사업에 참여하였으나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22명의 명예

교수가 재능기부사업에 참여하여 명예교수 1인이 적게는 1회, 많게는 9회까지 총 71회 특강을 

실시하였다. 특강 지역은 수도권이 69회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지방은 2회에 불과하였다. 

특강 대상은 고등학교가 65회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6회에 지나지 않

았다. 이와 같은 경향은 학생의 흥미를 되찾아 주는 진로맞춤형 창의교육으로 학생은 물론 학부

모의 관심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된다.

이흥식(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사회봉사위원장)

(1) 재능기부사업 안내

재능기부사업의 특강은 무료봉사를 원칙으로 하여 시행하였으나 2016년 10월부터 수도권

은 강사료 10만 원을 지급하고, 지방은 강사료와 교통비(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능기

부를 희망하시는 회원은 명예교수협의회 사회봉사위원회(위원장 이흥식 명예교수) 또는 사

무국(전화 880-9019, 이메일 emer@snu.ac.kr)에 초청기관의 공문이나 초청의뢰서를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시 강의하실 내용 요약본을 A4 용지 2~3매 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7년도 재능기부사업 목록

강사명
소속

(대학/학부(과))
특강 제목 대상 기관

1 박성현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인류과학기술문명의 발전과 제4차 산업혁명, 
그리고 빅데이터

미림여자고등학교

인천하늘고등학교

경성고등학교

숭의여자고등학교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인천동산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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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소속

(대학/학부(과))
특강 제목 대상 기관

2 김정구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의 개념 미림여자고등학교

상대성 이론
숭의여자고등학교

미림여자고등학교

시공간 인식의 혁명: 상대성 이론의 정체는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인천동산고등학교

3 김병동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

종자과학은 인류 식량과 생명과학의 핵심

미림여자고등학교

경성고등학교

명덕외국어고등학교

미림여자고등학교

새로이 발견된 FBI DNA구조 다시 쓰는 생명

과학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4 이인규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진화와 창조, 생명관의 이해
미림여자고등학교

숭의여자고등학교

과학과 종교, 그리고 생명의 실체 미림여자고등학교

현대 생물학의 생명윤리 한국선비문화연구원

5 권오량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영어공부 제대로 하기

미림여자고등학교

인천하늘고등학교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인천동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6 김제완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피카소와 상대론

미림여자고등학교

인천하늘고등학교

경성고등학교

명덕외국어고등학교

마음은 뇌에 있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7 최대권 법과대학 법학부

헌법의 기능 미림여자고등학교

정의란 무엇인가/헌법의 기능 인천하늘고등학교

법과 정의/법을 따라야할 도덕적 의무 명덕외국어고등학교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8 이정민 인문대학 언어학과 언어와 마음(언어학과 인지과학에의 초대)
미림여자고등학교

명덕외국어고등학교

9 최종고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미술로 보는 법과 정의
대구 소헌미술관

명덕외국어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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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소속

(대학/학부(과))
특강 제목 대상 기관

10 최성재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생애설계의 중요성과 절차 강남구 교육지원과

11 진교훈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강남구 교육지원과

눈물의 의미 일산노인종합복지관

12 전효택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광물자원의 개발과 환경의 조화

경성고등학교

숭의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13 허승일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인문학의 밝은 미래

경성고등학교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인천동산고등학교

14 안삼환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토마스만과 이청준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15 손봉호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윤리 명덕외국어고등학교

공직자의 윤리적 책임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

16 최명옥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논리적인 글쓰기와 논리적인 사고의 형성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인천동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17 강위생
의과대학 
의학과

진로선택의 기준과 시기- 공부 방법을 포함

하여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인천동산고등학교

의학과와 생물학과 지원자도 물리학을 공부

해야 한다
배명고등학교

18 임홍빈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훈민정음의 비밀 명덕외국어고등학교

19 박성익
사범대학 
교육학과

꿈(비전)의 실현을 위한 성공적 학습 마인드 
형성의 비결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20 이현복
인문대학 언어학과

한국어와 영어의 발음 능력진단 및 향상방법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온누리가 알아야 할 한글의 10대 특징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21 이천표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경제 현황 및 경제학 기반의 진로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인천동산고등학교

22 이정인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경제생활의 필수품, 에너지와 자원에 관한 
이야기

인천동산고등학교

출강 강사: 총 22명 출강기관: 총 1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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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6』(제12호) 발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6』(제12호)을 2017년 4월 25일자로 발간하였다. 4×6배판으로 

총 319쪽의 이 회보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에서 3,300부가 제작되어 배포되었다.

4. 공지사항

1)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8』(제14호) 투고 안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8』(제14호)가 2019년 새봄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우리 명예교수

님들의 글(논설과 칼럼 등)과 2018년도 활동 원고(2018년 1~12월 동안 이룩하신 학술 및 사회

봉사 활동의 목록)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금년 말까지 명예교수협의회 사무실로 보내 주시기 바

랍니다. 좋은 글을 마련하시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를 더욱 알차게 만들어 주시고, 또한 

2018년도 활동기록도 남기셔서 날로 더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심을 널리 알려 주시기를 당부 드

립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편집위원회

2) 주소록 게재 변경 및 주소(도로명 주소) 변경 통보 요망 

명예교수회보 제7호까지는 모든 명예교수님의 주소록을 매년 게재하였으나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주소록 게재를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소록이나 연락처

가 필요하신 교수님께서는 직접 명예교수협의회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 주소나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이 바뀐 회원은 변경 즉시 명예교수협의회에 이메일이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전화: 02-880-9019(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팩스: 02-871-8443;

Email: emer@snu.ac.kr

3) 명예교수 노래 모임 “명락회”(名樂會)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노래 동아리인 “명락회”가 2014년 10월에 창립되었다. 음악을 통하여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노년기의 건강과 인생의 기쁨을 추구하자는 취지로 결성된 명락회

는 이은방(약학대학), 이현복(인문대학) 두 교수가 수년 전부터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드디어 

결실을 본 것이다. 명예교수협의회 안의 사회봉사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두 교수는 명락

회 역시 중요한 사회봉사 활동 내지는 사회 공헌의 한 가지 방법이라는 의미를 새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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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락회는 현재 이은방 교수가 회장을, 최명옥(인문대학) 교수가 총무를 맡고 있으며, 2014년 

10월부터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서울대 입구역 에그 옐로우 건물 15층에 있는 O2 노

래방에서 모임을 갖는다. 현재 명락회에는 회장, 총무 외에 이현복(인문대학), 진교훈(사범대학), 

김병동(농업생명과학대학), 김영수(치의학대학원), 최병두(자연과학대학), 허승일(사범대학) 교

수 등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명예교수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연락처: 010-3802-5676 최명옥 총무/010-2389-0624 이은방 회장

4) 애경사 연락

제3차 정기총회(2010. 5. 20)의 결정에 따라, 명예교수협의회에서는 회원 및 배우자와 직계존

속(양가부모)의 조사 시에 근조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명예교수협의

회 사무실(02-880-9019)에 신속하게 연락을 주셔서, 정중한 예를 갖출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이메일의 활용

명예교수회보는 연간으로 발간되기 때문에 신속한 정보 전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긴급한 사

항은 이메일(Email)로 알리게 되므로, 각 명예교수님께서는 자주 이메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메일 주소가 없으신 분은 대학(전화: 02-880-8282)에 신청하여 개설해 주시면 고맙겠

습니다.

6) 명예교수연구동(150동) 연구실 사용 신청 안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연구동(150동)에 입실을 원하시는 교수님께서는 명예교수연구실 담당 직

원 표혜숙(전화 02-880-1364)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명예교수를 위한 시설물 등 이용 안내

(1) 주요내용

구분 내용 신청 등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신분증 발급 명예교수 신분증 발급

별도의 발급 신청서 작성 없

이 마이스누 포털에서 인적 

정보 입력 후 발급 가능

교무과

(담당자:김상훈)

880-5025

주차권 발급 정기주차권 발급(무료)
신청서(차량등록증 첨부) 제

출(매년 갱신)

캠퍼스관리과

(담당자: 신연희)

880-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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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신청 등 담당부서 및 연락처

정보광장 이용
퇴직 후 계속 이용, E-mail은 

10GB 가능
별도신청 없음

정보화본부 IT서비스센터 

880-8282

증명서 발급
경력증명서 및 명예교수증명

서 발급(국, 영문가능)

민원우편(우체국), Fax민원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교무과

(담당자: 어정원)

880-1395

도서관 이용
열람실(명예교수용) 이용, 

도서대출
명예교수 신분증 지참

도서관 

880-8001

명예교수연구동 

이용

책상, 의자 및 컴퓨터 등 사

무용품, 세미나실

명예교수연구동 직원에게  

신청

명예교수연구동

(담당자: 표혜숙)

880-1364

(2) 명예교수에 대한 의료기관별 진료비 지원

  1. 연간지원 금액: 1인당 최대 300만원

     * 진료비 지원비는 근로소득에 합산되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2. 지원대상: 명예교수 및 배우자 

  3. 제출처: 전 소속 대학(원) 행정실

  4. 제출서류

     ① 서울대병원 및 서울대치과병원 지원 신청서

     ② 가족관계 증빙서류(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③ 진료비 계산서 원본

  5. 병원별 지원범위 및 지원율

     ① 서울대학교 본원, 분당, 강남센터 

(본원 진료예약: 02-2072-1311, 분당 진료예약: 031-787-2030, 강남센터 진료예약: 02-2112-5500)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율(%)

종합건강

검진비

비급여

선택진료료

(외래진료 시 

진찰료 항목 제외)

선택진료료 이외

(지원항목: 입원료, MRI판독료, 

PET판독료, 초음파진단료)

명예교수 및 배우자 30   50 40

    ② 보라매병원(진료예약: 1577-0075, 종합검진예약: 02-870-3333)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율(%)

종합건강검진비 선택진료료(입원진료 시)

명예교수 및 배우자 30 100

※ 종합건강검진비는 서울대 직원 검진 패키지를 이용한 경우와 추가 검사 비용은 지원 제외

※ 보라매 병원은 일반 외래 선택진료비는 제외됩니다.(입원 시 선택진료비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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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관악치과병원(연건: 2072-3114, 관악: 6747-6114)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율(%)

임플란트 시술비

(치료재료대 제외)

비급여

선택진료료

(외래진료 시 

진찰료 항목 제외)

선택진료료 이외

(지원항목: 입원료, 초음파진단료)

명예교수 및 배우자 20   50 20

※   임플란트의 경우 ‘진료비 계산서’와 진료 내역서(Proof Data List) 각각 원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 발급처: 치과병원(연건) 02-2072-3876, 치과병원(관악) 02-6747-6530

  6. 지원 신청 및 지급 절차

순  서 내 용 비고

① 개     인
• 병원 진료 - 진료비 전액 결제

수시
• 소속 기관 행정실에 진료비 지원 신청

▼

② 소속 기관
• 대상자 확인 및 지원 금액 산정   - 상반기 : 6월30일까지

  - 하반기 :12월28일까지• 장학복지과에 공문으로 진료비 신청 

▼

③ 장학복지과 • 지급(계좌 입금) 기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 문의처: 소속 기관 행정실 또는 장학복지과(담당자 김민아: 880-5088)

(3) 기타

① 연구비 관리: 서울대학교 기관을 통하여 받는 연구비는 산학협력단에서 관리 ·지원

② 본교 홈페이지와 명예교수 홈페이지 링크

명예교수회보의 온라인 열람 안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는 온라인 상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명예교수 홈페이지,http://emeritus.snu.ac.kr/board/annualreport이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

이지, http://lib.snu.ac.kr/index.ax 단행본란에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에 접속하면 열람이 가능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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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대학교 포스코스포츠센터 이용 안내

서울대학교 포스코스포츠센타(02-880-6980)는 연중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경우(배우자도 동일 조건으로 이용 가능) 이용요금은 75% 할인으로, 수영과 헬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1년 회비는 328,250원, 수영만 하는 자유수영 222,000원, 헬

스만하는 헬스Pro는 247,000원입니다.

9)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연회비 납부 안내

명예교수협의회 회원님께

우리 명예교수협의회에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하여 (사단법인)서울대학교 명예교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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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호에는 명예교수님들의 호응이 뜨거워 많은 글이 모였고, 학술-봉사활동 보고 건수도 

적지 않아서 회보의 두께가 두툼해졌다. 글쓴이들께 감사드린다.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도 새로운 시도가 이어졌다. 체제를 조금 바꾸어, 종래 명예교수님들

의 글을 1부 논설과 2부 나머지 글로 나누었던 것을 1, 2, 3부로 세분하였다. 제2부에 다양한 내

용의 글이 함께 실리던 데에서 칼럼을 모아 칸막이를 한 것이다. 이번 호에는 부분적으로나마 색

채인쇄를 시도해 보았다. 천연색 사진과 그림이 집중되어있는 제5부와 6부를 시험 삼아 가독성

을 높여보려 한 것이다. 제1~3부의 교수님들 글에도 사진과 그림이 포함되어 있으나 회보 전체

를 색채인쇄하려면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탓에 감히 시도하지 못하였다. 회보의 발간 시기도 작

년 호에 이어 더욱 당겨져 한 달 가량 더 일찍 출간되었다. 발간시기를 앞당기느라 편집과정이 

힘들기는 하였지만, 독자들의 기다림에 부응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편집장의 소임을 맡아 회보를 두 번 발간하였다. 그 동안 격려와 도움말을 주신 명예교수협의

회의 이인규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 좋은 글과 활동보고로 호응해 주신 명예교수님들, 교열과 기

사쓰기 등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신 편집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린다. 협의회 사무실에서 잰 

솜씨로 편집업무를 거든 박혜진 간사의 노고도 고맙기 그지없다. (사회과학대학 허우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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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교수회보 제12호를 발간한지 어느덧 일 년이 지나 제13호를 편집한다. 요즘은 하루, 일

주일, 한 달이 빠르게 지나며 어느덧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음을 느낀다. 시간을 더디 가게 하려

면 ‘간절히 기다리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부부동반 모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한 

사모님께서 ‘젊었을 때는 남편의 봉급날을 기다리는 한 달이 그렇게 길수가 없었어요.’ 라고 말

씀하시는데 모두들 수긍한 적이 있다. 일이년 후에 맞이할 멋지고 보람 있는 자기만의 행사를 

계획하여 그 날을 간절히 기다린다면 세월을 늦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번 제13호에

도 빠짐없이 옥고를 제출해 주신 명예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공과대학 전효택)

▶ 명예교수회보 편집에 3번째로 참여하는데도 아직도 모든 편집 일에 서툴고 자신이 서지 않

는다. 일을 하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세심함에 새삼 감탄하게 된다. 

글 하나하나를 놓고 진지하게 토론한 다음 분류하여 제자리를 정하는 과정, 그래서 어느 글도 

어설프게 그냥 스쳐가는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철저함에 존경심이 든다. 이렇게 

편집위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발간하는 명예교수회보에 더 많은 명예교수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셨으면 하고 기대해 본다. (약학대학 김영중)

▶ 설연휴도 지나고 실낱같은 초승달이 낮부터 반갑게 손짓한다.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우수가 

지났어도 유난히 추웠던 올 겨울의 한기는 채 물러가지 않았다. 평창 동계 올림픽의 컬링 경기 

중계를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이제 곧 꽃피는 봄이 올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에도 훈

훈한 봄이 오고, 그 훈기로 북쪽의 동토를 녹이기를 기원해 본다. 이번 호에서도 4차 산업혁명 

이야기 등 다양한 분야의 원고 교정을 보면서 인근으로 시야를 넓히는 호기를 누렸다. 인심이 넉

넉한 편집위원들과 함께 하는 모임이 정겹다. (치의학대학원 배광식)

▶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한다. 편집은 잘못된 것을 잡아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

리 눈을 크게 뜨고 있어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맞춤법과 같은 세부적인 것도 있고, 글의 형식

이나 디자인 같은 것도 있고, 글의 내용과 관련되는 것도 있다. 맞춤법과 같은 것은 대수롭지 않

은 것으로 무시하기 쉽다. 잘 모르는 것은 사전을 찾아야 한다. ‘좀 더’를 띄어야 하는지, 붙여 써

야 하는지 모르면 사전을 찾아야 한다. 사전에 항목이 없으면 띄어야 한다. ‘문제 삼다’도 붙이고 

싶지만, 사전에 항목이 없으면 띄어야 한다. 그러나 ‘한글맞춤법’이 무엇을 허용하는지도 신경을 

써야 한다. 만만치 않다. 아주 어려운 것은 글의 내용과 관련되는 것이다. 편집이 무슨 글의 내용

까지 신경을 쓰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좋은 글은 편집을 기쁘게 하고, 때로 엄숙하게 한다. 그

러나 때로 어떤 글은 편집을 하는 사람의 의기를 빼앗는다. 명예교수 회보의 위상을 스스로 높

여 나가는 일에 힘써야겠다고 생각한다. (인문대학 임홍빈)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편집위원으로 발을 디딘 지 여러 해가 지났다. 그 동안 각 분야에

서 전공하셨던 많은 명예교수님들께서 보내 주신 옥고를 읽으며 나름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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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다. 녹내장과 백내장 수술을 받고 난 후에도 이 옥고를 검토하고 교정하는 일이 쉽지는 않

았지만 그래도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라 생각되어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 

명예교수회보에 애정을 갖고 좋은 글을 보내 주신 모든 교수님들께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

씀을 전하고 싶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회보를 사랑해 주셔서 독자들에게 유익하고 흥미 있

는 여러 종류의 글을 꾸준히 보내 주시기를 바랄 뿐이다. 특별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가 회

원들 모두의 소통의 장이 되어 서울대학교 발전에도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해 본다. (자연과학대학 전종갑)

▶ 옥고들을 읽어 나가다가 한반도에서 암석의 역사가 5억 년에서 10억 년이라는 대목을 접하

게 되었다. 몇 억년이란 시간 개념은 통 감이 안 온다. 늦어도 고작 기원전 1,000년경에 한반도에

서 분명 인간들이 정착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신라는 기원전 57

년에 건국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전의 한반도에서의 우리 조상들의 국가 형태는 무엇이었으며, 

또 그들의 민생은 어떠했는지,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소위 고조선의 역사의 실체가 여실히 들

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비단 한국사학자들만은 아닐 것이다. (사범대학 허승일)

▶ 이번 제13호를 예년보다 1개월 정도 당겨서 편찬하다 보니 원고 청탁하여 받는 일이 쉽지

는 않았으나 그럼에도 부지런히 원고를 써서 내 주신 명예교수님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다. 다

양한 학문분야의 원고를 접하여 읽으며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니 또한 감사한 일이다. 아직 교

정과 수정하는 일이 서투르지만 선임 편집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다. 아

무튼 제13호 회보를 뜻밖에 일찍 받고 놀라워하실 교수님들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 (농업생명과

학대학 현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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