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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년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평

안을 기원합니다. 금년은 우리 명예교수협의회가 창립된 지 10주년을 

맞는 해였습니다. 지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 협의회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과 기쁜 일들이 교차되는 시간들이 많았지만, 이 모

든 과정을 무사히 넘기고 오늘에 이를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있

습니다.

우리 협의회는 금년에도 회원 여러 분의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회

보 제14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동참하셔서 좋은 글을 보내 

주시고, 귀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로 관심과 배려를 아끼

지 않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분의 간곡한 

권면에 못 이겨 회장직을 부득이 한 번 더 맡게 되어서 제 어깨가 더 

무겁습니다. 이 회장 임기를 보람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 

분의 따가운 질책과 조언, 그리고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 대학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총장님이 퇴

직하시고 공석이 되면서 반년 넘게 총장 대행체제가 계속되었고, 학

내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면서 어려운 한 해를 넘기게 되었지만, 오

세정 교수께서 차기 총장 후보로 최종 추대되셔서 취임을 앞두시게 

된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세정 교수는 우리 명예교

수회의 일원이기도 하셔서, 우리 대학은 정년한 명예교수가 총장이 

되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큰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명예교수협의회는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일선 초 · 중 · 고

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 교사직무연수를 겨울방학과 여름

방학 기간에 개최하여, 보람 있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명예교수님들의 재능기부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전국 중 · 고등학

교 학생들에 대한 특강도 금년 한 해 동안 80여회를 넘기게 되어서,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들에게 희망의 미래를 열어주고, 진로 탐색을 

조언해 주는 등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봉사 활동은 서울대학교 총동창회가 우리에

게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 이루어진 일이어서, 이처럼 우리 협

의회의 활동을 지원해 주신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

해드립니다.

우리 명예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이 봉사활동들은 전적으로 

우리들이 지난 세월 동안 서울대학교에서 봉직하면서 국가와 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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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이루어 진 것입니다. 특히 인성교육집담회는 지금 우리

들이 당면하고 있는 갖가지 국가, 사회적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우리가 

대학에서 제자들을 잘못 교육한 결과가 아닌지를 성찰하면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능

기부 사업 또한 입시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젊은이들이 우리와의 만남을 통하여 미래에 자신이 

펼쳐갈 삶의 의미와 꿈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 삶을 개척할 의지와 희망을 불어넣어주기 위한 

뜻에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학교와 학생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뜨거워서 다녀 온 선생님

들 모두는 큰 보람을 느꼈다는 소감이어서, 이 일은 우리가 가진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는 좋은 창

구로 지속되어야 할 봉사 활동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쪼록 명예교수 여러 분의 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협의회는 여러 명예교수님들이 보내주신 강연 제목을 그대로 모아 서

울 근교뿐만 아니라 전국 중 · 고등학교에 배포하여 학교가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강연 주제를 선

정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면, 그 학교를 방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협의회는 또 다른 목표들을 설정하고 내년부터 이 일을 실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 협의회를 통한 명예교수님들의 상호 소통과 삶의 교류, 그리고 학술, 사회 활동의 

정보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웹진의 개발과 홈페이지의 활성화

를 위해 준비 중인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천 명을 넘기고 있는 우리 명예교수 개개

인들이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의 삶을 다 바쳐서 이룩한 학문의 길을 어떻게 결단하였고, 그 학문 

분야의 연구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그 학문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수많은 숨겨진 사연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이런 기록물들은 그 분야의 학문을 계승하려는 우리 후학들에게 참으

로 소중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며, 디딤돌의 역할을 해낼 선배 교수의 학문과 삶의 기록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학은 명예교수들이 지닌 이 지적 자산이 소멸되지 않도록 기록으로 

남겨서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은 내년에 구체적인 모습으

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대학 당국의 깊은 배려로 우리 명예교수협의회가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이 회보

를 발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총장님 이하 대학 당국

의 여러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회보 발간을 위하여 수고하신 편집위원장과 편집

위원 여러분, 협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회장단과 이사님,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명예교수협의회의 활동에 동참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선배교수님들의 경륜과 식견을 접하는 중요 경로로 발전을 거

듭해온 명예교수회보의 제14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도 명

예교수 중의 한 사람으로서 새 회보의 축사를 통해 여러 명예교수님

들께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더욱 기쁩니다.

작년에 저는 총장 후보로 지원하면서 ‘서울대의 위대한 전통을 구

현하고, 서울대학교가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국가 싱크 탱크(Think 

Tank) 역할을 하도록 하여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게 하겠

다’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약으로 서울대학교의 공공성 강

화 및 학문적 지성적 권위 확보, 관악 내 거주 형 학부대학 도입 및 학

부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세계 시민적 인재 양성, 그리고 서울대

법 개정 및 학내 의사 결정 구조 개선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대학교의 법인화 제자리 찾기, 법인 서울대학교에 걸맞

은 재정의 확보 및 공공성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앞으로 총장에 재임하는 동안 제가 제안하였던 공약을 충실히 수행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우리 서울대학교를 명실공히 세계 

속의 중심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탁월한 

경륜과 지식을 지닌 명예교수님들의 충언과 조언을 바라마지 않습 

니다.

명예교수협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명예교수님들의 건강을 기원 드

리며 축사에 대신합니다.

서울대학교  

총장

오 세 정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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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 명예교수님들의 열네 번째 회보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

립니다.

총동창회장인 동시에 명예교수의 한 사람으로서 늘 참여하고 

싶었던 회보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매년 회보에 

실린 논설과 칼럼, 소식들을 보면서 변함없이 활력이 넘치는 선후

배 교수님들의 모습을 반갑게 뵙고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평생을 서울대학교에 몸담아 나라의 인재를 기

르셨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세계의 대학으로 발전하는 것 또한 지

켜봐 오셨습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도 재능기부 사업과 

멘토링, 인성교육집담회 등의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시고, 무

한한 지적 탐구와 열정으로 학문의 길엔 끝이 없음을 몸소 보여주

고 계심에 존경을 표합니다. 이번 회보도 명예교수님들의 업적이 

축적된 소중한 기록이자, 우리 대학과 사회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는 나침반으로서 널리 읽히기를 바랍니다.

모교 동문과 명예교수를 묶어주는 공통분모가 있다면 바로 모

교를 사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지적인 분야에서 모교의 위상을 

드높이는 명예교수님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저희들도 힘자라는 

데까지 모교를 돕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동창회는 지난 한 해 

재학생 1,400여 명에게 36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명예교수님

들께서 평생을 헌신하신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2019년에

는 총동창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기획 중입니다. 교

수님들께서 귀중한 혜안을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14호 회보 발간을 축하드리며, 이인규 명예교수협

의회장님을 비롯해 애써주시는 여러 교수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

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신 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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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지역 훼손 생태계 복원 협력연구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명예교수  이돈구

I. 서언

이 연구의 시작은 한국과학재단(현재 한국연구재단)의 “북방농업의 개발과 연구협력사업”

에서 비롯되었다. 처음에는 1991년 설립된 Science Research Center(SRC)인 「서울대학교 농

업생물신소재연구센터」에서 부경생 교수 등이 중심이 되어 1994년부터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목적은 1) 중국 조선족 교포학자들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2) 북한과 중

국의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1) 조선족 교수 및 연구원들

의 한국 단기방문 혹은 국내 학위과정을 지원하고, 3) 한-중 학술대회를 주기적으로 상호 개

최하여 연구자간 인적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연구의 성격이 본래 SRC 설립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1997년부터는 

연구사업주체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총괄책임자: 이돈구 교수)으로 변경되었고, 

이때 연구비도 크게 늘리면서, 연구대상지도 한국, 북한, 일본, 중국, 극동러시아, 몽골이 속

해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하여 연구사업 명칭도 “동북아시아 지역 훼손 생태계 복원 

협력연구”로 변경, 2008년까지 추진되었다. 정치 · 생태 · 환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식량 및 에너지자원 고갈, 유용한 자연자원 감소, 

환경오염 및 자연 재해에 대한 피해의 급증으로 인한 생태환경 훼손이 심각한 상황(중국과 

몽골의 사막화 및 황사, 북한의 산림훼손, 러시아 한대림 파괴, 산불 등)을 파악하고, 동시에 

유용 자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방안 및 훼손된 생태환경의 복원 연구 필요성을 강조하여 

이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로 최종 발전하였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동북아시아 지역 훼손 생태계 복원 협력연구”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총 9년간 3단계

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단계별 사업목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부  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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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단계(1999~2001년): 동북아 현황조사 및 자료 수집을 통한 정보화 구축

1) 동북아 국가별 유용 자연자원(농업 및 임업)의 현황 파악

2) 동북아 대기오염과 자연재해 실태 파악 및 관련자료 수집

3) 동북아 생태환경 및 훼손현황 조사

• 제2단계(2002~2004년): 수집된 정보의 체계화 및 유형별 분석

1) 동북아 유용 자연자원 이용실태 및 문제점 파악

2) 동북아 대기오염과 자연재해 원인 구명 및 유형별 분석

3)   동북아 지역 생태환경의 장기적 모니터링과 현지조사를 통한 훼손 생태계 원인 구명 및 

유형별 분석

• 제3단계(2005~2007년): 자연자원 보전방안 및 훼손생태계 복원방안 제시

1) 동북아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방안과 보전방안 제시

2) 동북아 대기오염 감소방안 및 국제적 협력방안 제시

3) 동북아 지역 훼손생태계 복원방안 제시

총 9년간 연구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부경

대학교, 호남대학교에서 60명 이상의 연구진과 국립산림과학원 등 유관기관 소속 연구진들

이 협력연구원으로 참여하였고 해외연구 파트너로, 중국과학원 심양응용생태연구소, 몽골과

학원 지구생태연구소 그리고 러시아과학원 생물 · 토양과학연구소 소속 다수 연구진들이 협

력연구원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초기에는 동북아시아 지역 유용자원을 탐색 및 개발과 함께 훼손 생태계 복원을 위

한 협력연구가 같이 진행되어 총괄 연구제목도 잠시 “동북아시아 지역 유용 자연자원 개발

과 훼손 생태계 복원 협력연구”로 변경되었으나, 유용 자연자원 분야 연구는 2003년을 기점

으로 종료하고, 이후에는 훼손 생태계 복원을 위한 협력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지역 훼손 생태계 복원 협력연구”라는 제목으로 최종 변경되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되었다. 이와 같이 시기별로 연구 제목과 연구자가 조정되어 진행되었다.

•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연구

1) 유용 자연자원 개발연구

   가. 해양자원 이용연구(부경대학교 홍성윤 교수): 1999~2001년 참여

   나. 농업자원 이용연구(서울대학교 김완배 교수): 2001~2003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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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훼손 생태계 복원 협력연구

   가. 훼손 생태계 복원연구(서울대학교 이돈구 교수) 

   나. 자연재해 및 대기오염 방재연구(서울대학교 김경렬 교수) 

   다. 소나무 유전자원 연구(고려대학교 김진수 교수) 2002년부터 참여

   라. 장기 생태연구(국민대학교 김은식 교수) 2002년부터 참여

•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연구

1) 훼손된 산림생태계 복원 협력연구(서울대학교 이돈구 교수): 1999~2008년 참여

2) 대기오염 방재연구(서울대학교 김경렬 교수): 1999~2008년 참여

3) 소나무 유전자원 연구(고려대학교 김진수 교수): 2002~2008년 참여

4)   원격탐사기법을 활용한 북한 황폐화 조사연구(호남대학교 조성민 교수): 2004~2006년 

참여/(서울대학교 박종화 교수): 2006~2008년 참여

5) 장기생태연구(국민대학교 김은식 교수): 2002~2005년 참여 

6) 포플러 내건성 연구(서울대학교 홍주봉 교수): 2004~2006년 참여

III. 주요 성과 및 연구결과

1. 인력양성 성과

중국 교포학자의 우리나라 대학에서 연수 지원 프로그램은 1994년 “북방농업의 개발과 연

구협력사업”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1999년 본격적으로 발전시켜, 이 사업이 종료되는 2008년

까지 꾸준히 진행되었다. 다른 세부연구들과 달리 일종의 인력양성 지원프로그램이지만, 그 

필요성은 무엇보다 커서, 연구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당시에 접근

이 매우 제한적이었던 북한농업의 최신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향후 남-북 협력연구의 교두보

를 확보하기 위해선 중국에 있는 교포학자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상황이었고 이와 함께 

1960~1970년대 우리나라 교육원조 모델이었던 ‘미네소타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하여 중국 교

포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원조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런 배경으로, 중국 길림성 연변농학원(현재 연변대학교로 통합)과 연변농업과학연구원 

등에 소속된 젊은 교포학자들의 우리나라에서 단기연수, 석사과정, 박사과정, 박사후연수를 

총 67회에 걸쳐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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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전략 

1) 국내연수를 통한 교포학자들의 학문적 발전 기대

2) 중국내 교포들의 생활수준과 지위 향상에 기여 

3) 북한 농업과학 연구동향 자료수집과 분석에 활용 

4) 한-중, 남-북한 학술교류에 가교 역할로 활용

• 지원내역 및 인력양성 결과

1)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총 33명(67회), 2억5천3백만원 지원

2) 박사 후 연수 6명, 박사 18명, 석사 3명 배출, 학위과정 중 3명 및 기타 3명

• 연수 후 중국 내 교포학자의 진출 현황(33명)

1) 연변대학교 농학원 및 의학원(15명)

2) 중국과학원 심양응용생태연구소(1명)

3) 요녕대학교(3명)

4) 동북임업대학교(1명)

5) 북경 농업과학원(1명)

6) 텐진대학교(1명)

7) 산둥성 내양농학원(1명)

8) 저장성 절강임과대학(1명)

9) 청도소재 기업체(2명)

10) 기타 7명(한국 내 학위과정 지속, 미국으로 박사 후 연수, 일본 유학 등)

2. 학술적 성과

1) 논문게재 32편(SCI 논문 12편, 비 SCI 외국논문 10편, 국내논문 10편)

2) 단행본(영문도서) 5권 발간 

   - Trees and Flowering Plants of Mt. Bogdkhan in Mongolia

   - Restoration and Rehabilitation of Degraded Forests in Northeast Asia

   - Keep Asia Green Vol. II “Northeast Asia”

   - Forest Restoration and Rehabilitation in Republic of Korea

   - Special Issue for Restoration and Research on Degraded Forest Ecosystems

3) 학술발표 60편(국제학술대회 6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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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외적 성과

1) 동북아 훼손된 산림의 복원연구 거점 구축 

동북아시아 지역의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해 중국, 몽골, 극동러시아 협력연구 기관에 

현지 랩(on-site lab)을 설치하고 공동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   중국: 중국과학원 심양응용생태연구소(Institute of Applied Ecology, Chinese Academy 

of Sciences)

-   몽골: 몽골과학원 지구생태연구소(Institute of Geoecology, Mongolian Academy of 

Sciences)

-   극동러시아: 러시아과학원 생물 · 토양과학연구소(Institute of Biology & Soil Science, 

Far East Branch Russian Academy of Sciences)

1997년부터, 국제협력연구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동북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안정된 연구

파트너를 찾아 공동연구의 틀을 잡기까지는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었다. 그 과

정에서 기본적인 언어 및 관습에서 오는 문제도 있었지만 우리의 연구체계와 기본적으로 달

랐기에 이를 서로 이해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였다. 1~2년의 일회성 연구가 아니라 장기

로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고 체계적인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협력연구와 연구자 간 교류를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 훼손된 생태계 복원연

구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연구네트워크는 10여 년이 지

난 지금까지도 많은 후속연구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시간에 걸려 어렵게 구축된 것인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이 연구의 종료 이후, 아시아 산림연구소(Asia Forest Institute; AFI) 설립을 계획하였는데, 

2012년에 아시아산림협력기구(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AFoCO)가 성공적으

로 설립되는 데 있어,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도 하였다.

2) 남-북 학술교류 추진(국제기구를 통한 북한학자의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

당시 북한학자들이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자력으로 경비를 충당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을 중국과 국제기구를 통해 우회적으로 함으로써, 학술발표를 통한 

최신의 북한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북한의 학문이 폐쇄적이고 단절된 것으로만 짐작했었

으나,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분석해보니, 세계적 연구추세를 잘 반영하며, 우리나

라의 최신 연구주제와도 크게 동떨어지지 않아 매우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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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International Union of Forest Research Organizations(IUFRO) 

  제21차 세계총회: 북한학자 6명 참가(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2005년 IUFRO 제22차 세계총회: 북한학자 5명 참가(호주 브리즈번)

- 2005년 8월 24~28일 동북아 국제학술대회 8명 참가, 논문 6편 발표(중국 연길)

- 2007년 11월 18~25일 동북아 국제학술대회 10명 참가, 논문 8편 발표(중국 심양)

- 2008년 4월 Asia-Pacific Forestry Week 5명 참가(베트남 하노이)

3) 중국 교포학자를 통한 북한 현지 훼손지역의 조림에 묘목 지원

- 중국 연변지역 묘포장에서 양묘 

- 중국 교포학자를 통한 북한 나진-선봉지역에서 시험조림(2002년 4월 24~25일)

-   낙엽송(Larix olgensis) 3년생 묘목 70,000본, 잡종 포플러(Populus nigra x simonii) 2년

생 3,500본 식재

4) 미디어 홍보

- 1999년 SBS를 통해 ‘몽골의 산림 및 사막화’ 프로그램 방영

- 주요 일간지에 연구 성과 보도자료 배포(한국과학재단 홍보팀) 2008년 7월 7일

4. 주요 연구결과

■ 동북아시아 훼손된 산림생태계 복원 협력연구

1) 중국 내몽골 장자송 조림 이후 토양 내 양료 동태 변화

중국정부는 사막화 확산 방지를 위해 내몽골 사지조림을 1955년부터 대규모로 수행해 왔

고 장자송(Pinus sylvestris var. mongolica)을 주 수종으로 조림하였다. 그 동안 높은 활착율

과 초기 생장을 보여 성공적으로 평가되어왔으나, 최근 수관부가 고사하는 등 일부 조림목이 

쇠퇴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중국 내몽골 커얼친(Keerqin)에 있는 장자송 조림지를 연구한 결

과, 조림된 이후 토양 내 유기물 함량, 전질소, 총인산 등이 조림 초기에는 증가하였으나, 시

간이 지날수록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조림 이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수목이 이

용할 수 있는 가용성 형태나 무기태 양분이 인근 초지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이는 장자송 조림이 사막과 황폐지에서 탄소 고정에 높은 공헌을 할 수 있지만, 수목

이 성장하면서 토양내 양료 이용의 증가로 인해 조림지내 인의 무기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낙엽층을 보전하고 토양 pH 조절을 통해 미생물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처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고, 수목의 양료 요구와 토양 내 공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간벌과 같이 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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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내 수목의 밀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2) 몽골의 훼손된 산림생태계 복원 협력연구

몽골의 대표적 식생인 시베리아낙엽송(Larix siberica) 임분에서 산불 혹은 벌채 이후 천이

과정을 조사한 결과, 산림훼손 강도 및 훼손이후 천연갱신 양상에 따라서 ① 낙엽송 2차림, 

② 자작나무 및 버드나무 류의 활엽수림, ③ 산진달래 등의 관목림과 ④ 초지와 같은 다양한 

유형으로 진행되었다. 산불로 훼손된 임분에서는 대조구에 비해 일평균 온도가 1.6℃ 증가하

였고 벌채로 훼손된 임분에서는 대조구에 비해 상대습도가 15.6%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 그 결과, 한대(Taiga) 혹은 아한대(Sub-taiga) 식생들이 사라지고 벼과 혹은 사초과 식생

으로 종구성이 변화되었다. 몽골의 건조지 조림에 활용되는 5종의 수종을 대상으로 내건성

을 비교한 결과, 관목류는 탄소동위원소비 측정에서 교목류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시베리

아낙엽송(Larix siberica)과 구주적송(Pinus sylvestris)과 같은 침엽수류는 생리적 특성에 따

라 증발산으로 인한 수분손실이 다른 수종들에 비해 낮았고 활엽수인 비술나무(Ulmus 

pumila)는 상대적으로 지하부(뿌리)의 발달에 더 많은 수분과 양분을 분배하여 건조 환경에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종별로 건조에 대한 대응전략 및 방어기작이 모두 다양함

을 보여 준 것으로, 훼손된 산림의 복원에 있어서도, 이 점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3) 극동러시아의 훼손된 산림생태계 복원 협력연구

극동러시아 연해주 지역은 수종 분포가 우리나라 강원도 지역과 유사하고 육로로는 북한

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와 북한의 훼손된 산림 복원을 위한 원형(reference 

model)으로서 연구 가치가 높다. 우수리스크 지역의 산불 피해지에 대해 조사 한 결과, 신갈

나무, 피나무류, 고로쇠나무 등은 맹아에 의해 갱신이 잘 이루어져 산불에 대한 내성이 강한 

반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는 산불 이후 5년 이내 모두 고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잣나무의 

경우 두꺼운 수피가 형성층을 보호하고 있어 산불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는 적지만 뿌리 주변

이 열에 의해 고사하거나 병해충 등 2차 감염에 의해 주로 고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해

주 남부에 분포하고 있는 분비나무-가문비나무림에서는 주로 전생치수에 의한 천연갱신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4) 북한 현지에서 4배체 아까시나무 및 속성포플러 도입 식재실험

중국 교포학자를 통해 북한 평양 상원지역에 위치한 국가과학원 식물학연구소 상원시험

장에서 북한 학자들과 2005년부터 3년간 공동으로 4배체 아까시나무와 속성포플러 도입 실

험을 수행한 결과, 4배체 아까시나무는 북한 평양지역에 충분히 적응 · 생육 할 수 있을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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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가축사료로도 중요하게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중국 북경에서 도

입해 온 107품종 속성포플러의 경우, 평양시와 상원시험장에서 생장속도가 빨랐고 3년의 생

장기간 중 초기에는 줄기에 충해가 있었으나, 병해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동북아 대기오염 방재연구

우리나라 제주도 고산과 중국 연변에 CO2 연속 관측 시스템과 반응성 미량기체 측정시스

템을 설치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중국 화이안에 CO2 연속 

관측 시스템과 자동기상장치를 설치하여 네트워크를 확충하였고 실시간으로 양질의 자료 

수집 및 전송을 실시하였다. 또한 세계 최고수준의 초정밀 이산화탄소 관측 시스템 LOFLO

와 초정밀 극미량 온실기체 관측 시스템 Medusa 10을 제주도 고산에 도입하였고 potential 

source strength모델을 개발하여 CO2 배출원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1)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제주도 고산의 경우 배경농도 알고리즘을 통해 이 지역에 외부에서의 유입이 있다는 것

과 여름철에는 이산화탄소의 활발한 제거 기작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계절적인 변화

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북서계열의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겨울철에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농도

의 이산화탄소가 관측되어서, 이는 중국대륙으로부터 유입된 이산화탄소의 공급으로 인한 

영향으로 생각되었다. 2) 서울과 연변의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과 연변 두 관측점 모두 8월에 

일 년 중 가장 낮은 값을 보였으며, 월별 일별 변화폭이 가장 컸고 낮과 밤 차이가 매우 컸다. 

이를 통해 여름철에 CO2의 생성과 제거가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염 발생원 추정모델 결과는 중국 북경 부근을 주 오염발생원으로 지목하였으며 북경의 air 

mass가 서울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동북아시아 소나무 유전자원 연구

한국, 중국, 몽골 지역에 분포하는 소나무집단을 대상으로 유전변이의 특성을 구명하여 새

로운 소나무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이들을 증식하여 생장을 비교하는 한편, 앞으로 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보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소나무

(Pinus densiflora), 구주소나무(P. sylvestris), 변종인 미인송(P. sylvestris var. sylvestriformis)

과 장자송(P. sylvestris var. mongolica)의 15개 집단에서 채종한 종자의 두께, 폭에 대한 비

율, 실중량에서 종간 차이가 뚜렷하였다. 종자의 형태적 특성 자료를 이용하여 유집분석한 

결과 뚜렷한 지리적 경향은 없었으나, 소나무 분포의 북방한계에 해당하는 중국 Jidong과 

Dongning 집단은 몽골의 구주소나무 집단과 가까웠고, 미인송은 중국의 장자송 2개 집단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구주소나무를 제외한 3개 분류군 9개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된 침엽 형질 

중 변이를 보이지 않은 주수지구수를 제외한 17개 형질에서 종(변종) 간, 종(변종)내 집단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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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집단 내 개체 간에 높은 차이점이 인정되었다. 종 (변종) 간의 분산성분이 가장 많은 부분

을 차지한 침엽폭, 기공열수 및 내피 세포 수 등은 상이한 종 (변종)의 차이를 구분하는 중요

한 형질임을 알 수 있었다. 중국소나무 13개 집단과 한국소나무 10개 집단을 대상으로 I-SSR 

및 동위효소 표지자에서의 유전다양성과 구조를 분석하고 미인송 1개 집단과 비교한 결과, 

구주소나무와 소나무의 잡종에서 기원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미인송 뿐만 아니라 일부 중

국 동북지역의 소나무가 구주소나무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 원격탐사기법을 활용한 북한의 황폐화된 토지피복 특성 및 변화 연구

현장연구가 불가능한 북한의 황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요소 판별에 적합한 

위성영상의 분류 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통하여 현재 북한의 자연환경 요소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산림 황폐화 지역을 추출하여 추후 진행될 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 등의 관련 연구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

류 과정에서 영상 분류 결과물과 실제 현실에서의 황폐지로 판단되는 지역 간의 매칭을 시키

는 작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참고문헌과 구글어스에서 보여 지는 영상, 고해상도 영상

을 이용하여 대상지역의 분류 항목을 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육안으로 식별하는 

것이 모호할 경우 1월에서 12월까지의 정규식생지수(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EVI(Enhanced Vegetation Index)변화 양상을 이용하여 판단하였다. 북한의 

행정구역별 산림황폐지 분류 결과 자강도, 양강도 및 함경북도에서 산림황폐화 진행이 심각

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향후 북한의 황폐지를 복구할 때 이 지역들이 우선

순위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IV. 맺는 말

이 연구는 연구 지역이나 제목이 광범위하여 시작할 때는 매우 힘겨웠으나, 우리나라 자체

가 동북아시아 여러 지역으로부터 환경적으로 너무 많은 영향(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 오염 

및 수질 오염 등)을 받고 또한 문화 · 정치적 충돌 때문에 우리나라가 극복하고 자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하였다. 특히 미래 한반도 통일을 대비하여, 자연자원(농, 림, 

어류 등)도 우리가 지속가능하게 관리해야하며, 훼손된 생태계(북한, 몽골, 중국)를 복원해야 

한반도가 보다 질 좋은 환경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초기에 한시적으로 시작

했던 이 연구가 9년간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잠재력이 풍부한 동

북아시아 지역에서 대한민국 주도의 국제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선도할 수 있는 국



28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8, 제14호

내 · 외 인력양성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실제로 이 연구는 자체적으로도 성과를 내었지만 많

은 후속연구 수행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고 자부하고 싶다.

이 연구를 처음 제안할 당시, 한국과학재단 김목희 본부장께서 흔쾌히 받아주셨고, 오랫동

안 호병환 실장께서 연구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셔서 두 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

을 드리고 싶다. 또한 같이 여러 대학과 전공하는 분야가 달라도 협력해 주신 교수님들과 해

외연구원들께도 감사드리며, 본인이 책임자로 일할 때, 연구진행과 연구비관리 등을 도맡아

준 박영대 박사(현재 대구대학교 교수)에게도 심심한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향후 동북아시아 및 남-북 협력에 있어 교포학자들(주로 중국 

길림성 거주 조선족 교수, 연구자 그리고 가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

리와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교육, 연구, 문화, 경제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는 물론이고 학교, 기업, 시민 단체 모두 협력하여 참여하여 주길 바라고 한-중, 한-몽 그리고 

한-러 협력연구도 계속되어 한반도 주도의 동북아시아 생태계 통일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되길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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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자로서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위대성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명예교수  허승일

I. 서언

바로 지금, 지구 위에 전 세계인의 행복과 번영을 차별 없이 바라는 정치가는 없는 것 같

다. 국가, 영토, 핵, 에너지, 인종, 종교, 스포츠, 문화, 무역 등을 둘러싸고 어느 것은 중복되면

서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외계인이 나타나서 지구에 도전할 때에야 비로소 지구는 정녕 명

실상부한 하나의 세계국가를 이룩하게 될 것인가?

플루타르코스는, 영웅들의 행동을 다룬 『영웅전』1)을 쓰기 전에 그들의 정신세계를 다룬 

『모랄리아』2)를 썼다. 여기서 그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대해서는 두 번에 걸쳐 대중 강연을 

한 것을 수록했는데, 첫 날에는 대왕이 유명하게 된 것은 운이 좋아서였느냐는 주제를 다루

었고, 두 번째 날에는 그가 덕이 있어서였느냐는 주제를 다루었다.3) 그가 알렉산드로스 대왕

이야말로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보다 월등 훌륭한 철학자였다고 극찬하고 있음이 눈에 띤

다.

특히 책읽기를 멀리하고 막말하는 정치인이 영향력을 행사하며, 취직이 잘 안 된다고 대학

에서 철학과가 폐지되는 추세의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플루타르코스의 눈을 통해 본 철학

자로서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위대성은 우리 모두의 성찰을 촉구케 할 것이다.

II.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꿈

대왕이 동방 원정을 떠날 때의 군대 병력과 재정 상태는 매우 열악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

 1) 허승일,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동서인문』 7호, 2017. 4, pp. 5-27 

참조.

 2) 플루타르코스(허승일 옮김), 『플루타르코스의 모랄리아: 교육 · 윤리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참조.

 3) Fredericus, Dübner, “De Alexandri Magni Fortuna aut Virtute”, Plutarchi Scripta Moralia, 

Graece et Latine, pp. 401-422, Parisiis,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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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포스의 국고는 텅 비었고, 게다가 이백 탈란트의 빚이 있었다. (오네시크리토스가 

기록하고 있듯이), 이러한 빈곤 속에서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환경 속

에서, 소년이나 다름없는 애송이는 바빌론과 수사를 넘보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오

히려, 전 세계를 지배할 프로젝트를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도 자신의 삼만 보병

과 사천 기병에 의지하여서 말이다. 왜냐하면 아리스토불루스에 따른다면, 그것이 그

의 전 병력이었으니까. 그러나 프톨레마이오스 왕은 삼만병의 보병과 오천명의 기병

을, 아낙시메네스는 사만 삼천병의 보병과 오천 오백명의 기병으로 셈하고 있다. 그런

데 고작 행운의 여신이 그에게 마련해 준 크고 영광스런 전쟁 군자금은 아리스토불루

스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단지 칠십 탈란트에 불과했다. 비록 두리스는 말하기를, 그

것은 단지 삼십일간을 버틸 자금이라고 했지만 말이다.4)

그렇지만 대왕에게는 자신에게 고귀한 삶을 살라는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이 있었

다. 그래서 그는 호메로스의 작품인 『일리아드』와 『오딧세이아』를 고된 전투 후의 위안물로서 

그리고 달콤한 여가의 시간을 즐기는 소일거리로서가 아니라 전쟁교본으로, 다시 말하자면, 

철학적 가르침, 즉, 두려움이 없는 것과 용기, 자제(自制)와 영혼의 위대성에 관한 논지로서 

읽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정본은 휴대용 보물이라고 여기며 항상 베개 밑에 대검과 함께 

 4) “De Alexandri Magni Fortuna aut Virtute”, 1.3.

<그림 1>   Aristotle Tutoring Alexander, by Jean 

Leon Gerome Ferris, 1895

<그림 2>   대왕의 출생지인 Pella 

박물관의 소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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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필리스토스의 책들, 에우리피데스, 소포클레스, 아이스킬로스의 많

은 비극작품, 텔레스티스와 필로크세노스의 주신찬가(酒神讚歌)를 읽었다. 그러면서 대왕은 

자신의 희망, 즉 꿈을 실현해 나갔다.

그러면 대왕의 꿈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한 마디로 그가 고귀한 철학자로서 품었던 전 인류의 화합과 평화, 그리고 공동체

의 이익이었다. 결코 그 자신의 사치와 호화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일찍이 스토아학파

의 창시자인 제노(Zeno of Citium, 332~362 BC)의 국가론은 다음과 같은 하나의 원리로 요

약될 수 있다. 우리의 이 세계의 모든 주민들은 별개의 도시와 공동체들에 맞는 제각기의 정

의의 잣대들에 의해 차별화되어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모든 인간을 하나의 공동체이자 

하나의 정체라고 고려해야 할 것이며, 우리는 공통의 생활과 우리 모두에게 공통한 질서를 

지녀야 한다. 심지어 공통의 들판의 목초지를 함께 뜯어먹으면서 분배받는 가축떼처럼 말이

다. 제노는 이것을 쓰면서, 하나의 꿈의 형태, 즉 말하자면 잘 질서지어 있고 철학적인 공동체

의 희미한 그림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관념에 실체를 부여한 것은 바로 알렉산

드로스 대왕이었다.

이것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스승의 교시와 결별하는 것임을 뜻하는 것이었다. 또 이런 점

에서 플루타르코스는 실천철학자로서의 제자가 이론철학자로서의 스승보다는 훨씬 더 위대

함을 보여 주는 대목이라고 그를 극구 칭찬한 부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알렉산드로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조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헬라

스인들을 다룰 때 그가 그들의 지도자인 양, 다른 부족들을 다룰 때 마치 그가 그들의 

주인인 양, 그리고 헬라스인들은 친구와 친척인 양 간주하나, 다른 부족들을 대할 때

는 마치 그들이 식물과 동물인 양 처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

이 수많은 전투와 추방 그리고 소요 진압에서 그의 지도력을 약화시키지 않게 할 것이

라는 이유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5)

이것은 핵심적인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당시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할 것도 없고, 전 헬라

스인들은 자신들은 헬레네스(Hellenes)이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바르바로이(Barbaroi), 

즉 이방인이라고 불렀는데, 실은 그 말 속에 야만인이라는 경멸의 뜻이 함축되어 있었다. 위 

인용문에서 스승이 제자보고 그들을 동식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다. 그런데 알렉

산드로스 대왕은 스승의 이 조언을 전면 거부했던 것이다. 왜 바르바로이는 헬레네스처럼 똑 

같이 행복과 번영을 누려서는 안 되는가? 그의 짧은 인생은 이러한 꿈의 실천 여정이었다.

 5) “De Alexandri Magni Fortuna aut Virtut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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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70여 개의 알렉산드리아 도시가 건설되다

그는 우선, Barbaroi 부족들에게 자기 이름을 붙인 알렉산드리아라는 헬라스 형 도시들을, 

그것도 70여 개나 선물로 주었다. 

알렉산드로스는 야만 부족 가운데 칠십 개가 넘는 도시들을 건설했고, 아시아 전역을 

헬라스의 정무관들로 심었고, 그리하여 비문명적이고 야수적인 생활방식을 극복했다. 

비록 우리 중에 플라톤의 『법률론』을 읽은 자는 극소수이지만, 수십만의 사람들이 알

렉산드로스의 법들을 사용해 왔고, 또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다. 알렉산드로스에게 정

복당한 자들은 그의 손을 피했던 자들보다 더 행복하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들의 생

존의 비참함에 종지부를 찍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반면에, 그 승자는 저 다른 사

람들을 행복한 생활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알렉산드로스에 의해 정복당한 

사람들에 대해 테미스토클레스의 명언을 가져다 붙이는 것이 더 정당하기조차 하다. 

테미스토클레스가 추방 중에 아르타크세르크세스에게서 큰 선물들을 받았고, 그에게 

주는 공물로서 세 개의 도시, 즉 하나는 빵, 다른 하나는 술, 또 다른 하나는 고기를 공

급하는 도시들을 받았을 때에, 그는 외쳤다. “내 아이들아. 전에 파멸당하지 않았다면, 

지금 파멸당하는 것이 나아.” 이와 같이 알렉산드로스의 새 신민들은 만일 그들이 정

복당하지 않았더라면 문명화되지 못했을 것이다. 아이귑토스는 알렉산드리아를 소유

하지 못했을 것이며, 메소포타미아는 셀레우케이아를, 소그디아나는 프로프타시아를, 

인디아는 부케팔리아를, 카우카수스는 바로 가까이에 헬라스 도시를 말이다. 왜냐하

면 이 장소들에 도시들을 건설함으로써 야만은 소멸되고, 더한 악의 요소들, 더 선한 

것과 친밀함을 얻게 되고, 그 영향 하에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철학자들

이 인간 속성의 제어할 수 없고 교화할 수 없는 요소들을 문명화시키고 교정할 수 있

다고 최대의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면, 그리고 만일 알렉산드로스가 수많은 부족들의 

야만적인 본성을 변화시켰음을 보여 주었다면, 그가 아주 위대한 철학자로서 간주되

어야 함은 아주 일리가 있는 것이다.6)

이렇듯 플루타르코스는 특히 대왕이 알렉산드리아라는 70여 개의 도시를 건설한 후에 학

교를 세워 그곳의 아이들에게 헬라스어를 가르치고 호메로스의 책들과 소포클레스 등의 비

극 작품들을 직접 읽게 했던 그의 교육 정책에 대해 최대의 찬사를 보내고 있다. 더욱이 대왕

은 원주민의 생활양식에 자신을 점점 적응시켰고, 원주민들을 되도록이면 마케도니아의 관

습에 가까이 가게 하도록 노력하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왕은 그곳으로부터 먼 곳에 원정

 6) “De Alexandri Magni Fortuna aut Virtut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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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갔을 경우 치안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무력과 강제에 근거하기보다는 화합과 제휴에 기인

하는 선의에 근거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아시아를 문명화시키기 

위해 기원전 330년에 수사에 들렀을 때 3만 명의 소년들을 택해, 이들에게 헬라스어를 배우

고 마케도니아 무기로 훈련을 받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들을 지도할 많은 선생들을 임

명하였다. 6, 7년이 지난 후에 돌아와 보니, 그 많은 소년들이 교육과 훈련을 제대로 받아 체

력이나 용모가 출중하고 훈련을 능숙하고 민첩하게 소화해 내는 것을 보고, 그는 대단히 기

뻤다. 호메로스는 예사로 읽혔고, 페르시아인들의 아이들, 수사니아인들의, 게드로시아인들

의 아이들은 소포클레스와 에우리피데스의 비극들의 시가를 읊는 법을 배웠고, 알렉산드로

스를 통해 박트리아와 카우카수스는 헬라스 인들의 신들을 숭배하는 법을 배웠으니 말이다.

IV.   100여 명의 신하들과 함께 페르시아 여인들과의 합동결혼식이 거행되다

대왕의 결혼관도 예외가 아니었다. 대왕의 록사나와의 결혼은 특이하다. 주연에서 춤추는 

그녀를 처음 보고 그는 그녀의 젊음과 미에 반했다. 그녀와의 사랑은 참으로 연애사건이지

만, 동시에 그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목표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도 생각되었다. 사랑의 열정

에 빠진 그가 자제심이 강하다 하더라도, 그녀를 합법적이고 명예로운 방식으로 얻을 수 있

을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는 사실은 바르바로이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가장 생생한 애정을 느

끼게 만들었다.

수사에서 그는 다리우스의 딸 스타테이라와도 결혼하였는데, 이때 페르시아 귀족 여인들

도 알렉산드로스의 친구들인 귀족의 배필이 되는 결혼식을 올림은 물론, 동시에 이미 결혼을 

했던 마케도니아인들을 위한 피로연도 겸했다. 이 장엄한 축제에 9천 명에 이르는 하객이 참

석하였으며, 대왕은 이들에게 헌주에 사용할 황금컵을 한 개씩 주었다 한다. 그는 병사들이 

진 9,870달란트에 이르는 빚을 갚아 주었다. 이에 대해 플루타르코스는 상상력을 발휘해 다

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러나 돌이켜보건대, 내가 저 엄숙하고 신성한 결혼 예식의 목격자였음을 기쁘게 생

각하는 바다. 그가 한 황금 지붕 천막에서 100명의 페르시아 신부와 100명의 마케돈

과 헬라스 신랑을 합동결혼을 시켜 단란한 가정을 꾸미도록 맺어 주었을 때다. 그 자

신은, 화환으로 만든 왕관을 쓰고, 마치 그가 가장 위대하고 가장 유력한 두 부류의 민

족에 대한 가장 진심어린 우정의 노래를 부르듯이, 처음 일어나서 결혼 찬가를 불렀

다. 왜냐하면, 그는 한 처녀의 신랑이며 동시에 모든 신부의 동반자이고, 혼인의 유대

로 결합된 그들의 아버지이자 보호자였기 때문이다. 정말, 이 광경을 보고, 나는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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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넘쳐 외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오! 우둔한 크세르크세스여, 헬레스폰트에 다

리를 놓으려고 그처럼 많은 헛수고를 하느라고 고생했던 멍청한 바보여! 이것이 바로 

현명한 왕들이 아시아와 유럽을 통합한 바로 그 방식이다. 두 민족을 결합시키는 것은 

선복(船腹)이나 부잔교(浮棧橋), 삶이 없고 감각이 없는 유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합

법적인 사랑과 엄숙한 결혼식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서로 간의 즐거움에 의한 것이

다.”7)

V. 복합의상으로 동방인들의 민심을 잡게 되다

이에 대해서는 플루타르코스가 아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논평이 필요없

다고 생각한다.

알렉산드로스는 메디아인의 의상이 아니라 페르시아인의 의상을 더 선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메디아인의 것보다 훨씬 더 간소했기 때문이었다. 하

지만 그는 페르시아인의 두건과 소매를 완전히 가리는 자켓과 바지와 같은 이상야릇

하고 다양한 극적인 외래 장식품과 같은 것들을 우습게 알았기 때문에, 에라토스테네

스가 기록했듯이, 그는 양쪽 페르시아인과 마케돈인의 패션에서 채택된 복합 의상을 

입었다. 철학자로서 뭘 입는가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고, 양 민족의 주군과 덕왕으로

서 그들의 의상을 존중한다는 점을 보여 줌으로써 피정복민의 민심을 얻는 데 노력을 

경주했다. 그 결과 그들은 지배자인 마케돈인들과 사랑으로의 유대관계를 계속 유지

했으며, 그들에 대한 적대감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유니폼의 칼러

가 있는 소매 없는 외투를 크게 찬탄하거나 자색 테두리를 두른 소매가 짧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속옷인 튜니카를 보면 불쾌해하거나, 또 그의 나라의 관습이, 유모처럼, 그

를 차려 입혔던 의상에 대하여, 징징 우는 어린애 같은 태도로, 완고하게 어떤 것들은 

경멸감을 나타내고, 어떤 것들은 찬탄을 자아내는 것은 현명치 못하고 자부심이 강한 

마음의 징표일 것이다. 사람들이 야수를 사냥할 때, 그들은 사슴 가죽 옷을 입으며, 새

들을 잡으러 갈 때에는, 그들은 깃털로 꾸민 튜니카를 입는다. 그들은 붉은 외투를 걸

쳤을 때에는 황소들에게, 흰색 외투를 걸쳤을 때에는 코끼리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

심한다. 왜냐하면 이 동물들은 이 특별한 색깔을 보면 자극받아 미쳐 날뛰기 때문이

다. 그러나 만일 한 위대한 왕이, 제어할 수 없는 호전적인 민족들을 길들이고 달래기 

위해, 동물들을 다루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친숙한 옷을 걸치고 그들의 일

상의 생활 방식을 따름으로써 그들을 진정시키고 편안케 하는 데, 다시 말하자면, 그

 7) “De Alexandri Magni Fortuna aut Virtut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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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거친 심성을 쓰다듬어 주고 그들의 찌푸린 눈살을 펴게 하는 데 성공했다면, 그

래도 사람들이 그를 비난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의 지혜에 경탄해야 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단지 그의 의상의 약간의 변경만으로 그는 자신을 전 아시아의 인기있는 지

도자로 만들었고, 그들의 몸을 자기 팔에 안았으며, 그것도 단지 그의 의상으로 그들

의 혼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는가? 하지만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아리스팁포스가 품격이 높음을 보이기 위해 누더기 같은 옷을 걸쳤는지 아니면 멋진 

밀레시아인의 옷을 둘렀는지에 호기심을 품는다. 그러나 그들은 알렉산드로스를 비난

한다. 왠고하니, 그 자신의 민족의 옷에 마땅한 존중심을 표시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대한 제국의 건설 처음부터 피정복 신민들의 옷을 경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강도처럼 아시아를 유린하지 않았을 뿐더러, 찢고 부술 생각도 안 했

다. 마치 아시아가 예상치 않았던 행운으로 얻어진 전리품과 약탈품인 양 말이다. 후

에 한니발이 이탈리아를 덮치고, 전에 트레레스가 이오니아를, 스퀴티아인들이 메디

아를 덮친 그런 방식으로 안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는 전 지구상의 신민

들에게 이성에 입각한 하나의 법과 하나의 정부 형태를 부여하고, 온 인류를 하나의 

인민임을 보여 주려고 했고, 또 이 목적에 자신을 순응시키려 했다. 그러나 만약 알렉

산드로스의 혼을 우리의 이 세계에 내려보냈던 그 신이 재빨리 그를 불러들이지 않았

더라면, 하나의 법이 전 인류를 지배했을 것이며, 그 결과 그들 모두가 마치 공통의 빛

의 원천인 양 하나의 정의의 지배를 맛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알렉산드로스를 

접하지 못했던 세계의 저 부분은 햇빛 없는 암흑세계로 남아 있는 것이다.8)

VI. 철학자로서의 대왕이 극찬되다

통나무 속의 견유학파의 창시자인 디오게네스를 찾았을 때, 대왕은 그가 햇빛을 가리지 말

라는 요청을 받았다. 대왕은 디오게네스와 같은 철학자가 되었으면 한다는 속내를 털어놓았

음은 너무나 유명한 에피소드이다. 하지만 플루타르코스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언행이 ‘철

학자처럼’의 성격을 지닌다고 다음과 같이 각별히 강조하고 있다.

물론, 나 역시 알렉산드로스의 모든 행위들에 대해 ‘철학자처럼’이라고 외쳤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속에 모든 것이 들어 있으니까. 그는 포로로 잡혀 온 처녀들 가운데에서 

춤추는, 옥쉬아르테스의 딸, 록사네를 보고 한 눈에 반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어

떤 폭력도 쓰지 않고 그의 아내로 삼았다. ‘철학자처럼’ 말이다. 그가 창들에 찔린 다리

오스를 보았을 때에, 그는 오랜 전쟁이 끝났음을 알리기 위해 아폴론 신께 희생제를 

 8) “De Alexandri Magni Fortuna aut Virtute”,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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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치며 승전의 노래를 불렀던 것이 아니라, 마치 왕들의 추첨을 기다리는 신의 응보를 

가리는 것처럼 그 자신의 옷을 벗어 던져 그 시체를 덮었다. ‘철학자처럼’ 말이다. 한 

번은 그가 어머니에게서 온 은밀한 편지를 보고 있을 때인데, 그때 우연히 그 옆에 앉

아 있던 헤파이스티온 역시 아주 큰 소리로 그 편지를 읽었다. 알렉산드로스는 그걸 

말리지 않고, 단지 친구의 신뢰감으로 조용히 해 달라는 입막음으로 그 자신의 옥쇄 

반지로 헤파이스티온의 입술에 댔다. ‘철학자처럼’ 말이다. 이 행동들이 철학자의 행동

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다른 행동들이 철학자의 행동이라 할 수 있겠는가?9)

소크라테스는, 알키비아데스가 밤을 그와 함께 보내면서 육정을 나누고자 하였으나 

잘 참고 이를 뿌리쳤다. 소아시아의 해안가 영지의 총독이었던 필록세누스가 이오니

아에 한 청년이 있는데, 그와 같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젊은이는 일찍이 없었다고 하면

서 그 소년을 보내면 어떻겠냐고 알렉산드로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 알렉산드로

스는 신랄하게 이렇게 답장을 썼다. “가장 구역질나는 자여! 일찍이 그대는 과거에 내

게 이런 유의 행동을 한 일이 없었거늘, 어찌하여 이제 이러한 쾌락을 제공하여 나에

게 아첨을 떨고자 하는가?”라고 말이다.10)

VII. 결어

2050년까지 유통, 식품, 의식 부문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다가 종결될 제5, 6, 7차 산

업혁명은 인간의 밝은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 준다. 식량, 에너지, 질병 등등 과거 인류의 역사

에서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것들 중 상당수가 근본 해결이 될 가망성이 아주 높아졌다.

그러나 인종, 영토, 종교 등등의 근본 문제도 해결될 것인가? 현재의 진단으로써는 낙관적

이라고만 할 수 없다. 앞으로 지구의 역사는 전 지구인의 행복과 번영을 차별없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오늘날 지구상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처럼 철학자

로서의 세계적 정치가가 등장하였으면 하는 것은 비단 필자만의 염원은 아닐 것이다.

   9) “De Alexandri Magni Fortuna aut Virtute”, 1.11.

10) “De Alexandri Magni Fortuna aut Virtute”,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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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선문명의 10진법 기원과 성립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명예교수  신용하

I. 머리말

옛 한반도와 만주 등 극동 지역에서는 신석기시대 ‘한’족의 ① 한강문화와 ② 대동강문화 

③ ‘맥’족의 홍산문화(중국 고고학자들의 ‘요하 문명’) ④ ‘예’족의 요동 신석기문화를 통합하

여 한 단계 더 높이 발전시켜서 약 5000년 전에 ‘고조선문명’이 탄생하여 발전하였다(신용하, 

2000; 2018).

현재 발견된 인류 초기 5대 독립 문명은 ①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약 5,500년 전), ② 

이집트(나일 강) 문명(약 5,100년 전), ③ 고조선 문명(약 5,000년 전), ④ 인도(인더스 강) 문

명(약 4,500년 전), ⑤ 중국(황하) 문명(약 3,700년 전) 등으로서, ‘고조선 문명’은 인류 최초 5

대 독립 문명 가운데 3번째 초기 문명이다.

인류사회의 모든 초기 문명은 문명의 기초로서 각각 셈법 체계를 형성하여 사용하였다. 사

회학의 창시자 꽁트(Auguste Comte)는 일찍이 인류 문명 진화의 3단계 법칙을 정립하고, 문

명 창조의 원동력인 지적 능력의 과학적 논리는 맨 먼저 추상적 수학인 셈법과 구체적 수학

인 기하학에 최초로 명료하게 나타나서 문명 창조의 뿌리가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예컨대, 

티그리스 ·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수메르문명은 60진법, 이집트문명은 10진법, 

인도문명은 10진법, 고중국문명은 10진법 · 12진법 · 60진법 혼용, 마야문명은 20진법, 켈트족

은 20진법을 형성하여 사용하였다.

고조선문명은 어떠한 셈법 체계를 형성하여 그들의 문명을 창조했을까?

대한민국 정부 문화재청과 한국선사문화연구원(원장 우종윤, 이사장 이융조)은 2014년 6

월 16일 남한강 유역인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수양개 6지구) 하진리의 단양 수중보 건설 

지역에서 진행된 남한강변 구석기 유적 발굴작업 도중에 3개 층으로 구성된 구석기 유적(수

양개 6지구)의 최하층(제3문화층)에서 ‘줄새김 자갈돌’을 비롯하여 총 1만 5천여 점의 유물을 

발굴했다고 발표하였다.

이 가운데 ‘줄새김 자갈돌’이 출토된 제3문화층(최하층)의 연대측정은 두 기관에서 

39,930bp(44,150cal BP, OXCAL 4.2와 Calib Rev. 7.2에 의함) · 38,180bp(IAAA)와 39,680bp 

(CAL)로 측정되었다. 즉 남한강 유역 충북 단양 하진리 수양개 6지구에서 약 3만 9천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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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한반도 말기 구석기인의 ‘줄새김 자갈돌(눈금돌)’이 출토된 것이다(그림 1 참조).

고조선문명 형성의 첫 기반인 신석기시대 한강문화의 남한강 유역 수양개에서 출토된 약 

3만 9천년 전의 유물을 발굴한 고고학팀은 이를 ‘줄새김 자갈돌’이라고 설명 보고하였다. 그

러나 필자는 이를 검토 분석해 보고 ‘10진법 척도(尺度, 자)’라고 판단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고조선문명 형성의 과학적 기반의 하나가 된 남한강 유역 발굴 ‘줄새김 자

갈돌’이 ‘10진법(decimal system)’ 사용의 길이 척도(尺度)임을 간단히 설명하려고 한다.

II. ‘줄새김 자갈돌’의 ‘눈금 척도’(尺度)의 특징

이 ‘줄새김 자갈돌’이 출토된 수양개는 이미 이전에 아슐리안 주먹도끼, 숨베찌르개, 긁개, 

좀돌날 몸돌, 수정새기개, 주먹칼, 톱니날 연모를 비롯하여 구석기유물이 매우 풍부하게 출

토된 지역이었다. 또한 신석기시대에 들어오면 바로 이 지역의 조동리유적 등에서 보이는 바

와 같이 약 6,200년전 오곡 재배의 유물이 출토된 지역이며, 바로 부근에 세계 최초의 단립벼 

볍씨인 1만 2천년 전의 ‘소로리 볍씨’가 출토된 이웃 지역이고(이융조 · 우종윤, 2000), 신석기

시대 ‘한강문화’의 신석기 농업경작 혁명이 시작된 지역이었다(신용하, 2014).

이 수양개 6지구에서 출토된 ‘줄새김 자갈돌’에는 21개의 줄(lines)이 1개 눈금 평균 4.141

±0.326mm의 간격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계측되었다. 이 유물을 발굴한 고고학팀은 이 ‘줄

새김돌’을 말기 구석기인들이 분명히 의도적으로 동일한 길이를 계산하고 만든 눈금선이이

라 보고, 이 ‘줄새김 자갈돌’을 구석기 말기~초기 신석기인들이 어떠한 용구로 사용했으며, 

자갈돌에 새겨진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학계의 이 자갈돌에 대한 연구를 요청하고 기대

하였다.

이 ‘줄새김 자갈돌’은 길이 20.6cm, 너비 8.1cm, 두께 4.2cm의 길죽한 규질사암 자갈돌에 

0.4141cm의 일정한 간격으로 21개의 줄을 새긴 것이다. 이것은 0.4141cm의 간격을 가진 20

<그림 1>   하진리 출토 ‘줄새김 자

갈돌’(출처: Institute of 

Korean Prehistory)



1부  논설   39

개 칸의 길이를 재는 자(尺度)를 새긴 것

으로 볼 수 있다. 20개 칸의 전체 길이는 

8.2816cm(82.816mm)이므로 이것을 1개 

자(尺)의 총길이로 고정하면서, 이를 20개

로 균등분할한 길이 측정의 표준 척도를 

고안하여 제작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줄새김 자갈돌’이 발굴된 단양 하진리

의 남한강 유역 수양개 6지구는 북위 36

도 50분의 강변지대이므로, 3만 9천년 전

의 구석기 말기 ‘빙기’에도 여름철에는 남

한강이 녹아서 고기잡이 · 식물 채집과 용

구 제작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이 ‘줄새김 자갈돌’은 남한강 유역 말기 

구석기인들의 숫자(길이 포함)와 관련된 

생활용구의 하나였음에 틀림이 없을 것 

이다.

일부에서는 구석기 말기에 어떻게 숫자

의 개념이 정립되고 길이 측정의 척도까

지 만들 수 있었겠는가고 의아해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스와질랜드와 남아프리카

연방 사이에 위치한 르봄보(Lebombo)산

에서 약 4만 4천 2백년 전~4만 3천년 전

의 원숭이 종아리뼈에 29개의 줄을 새긴 

‘르봄보 뼈’(Lebombo Bone)가 오스트레

일리아 고고학자 보몽(Peter Beaumont)

에 의해 1970년대에 발견되었다. 학계에

서 이 눈금돌을 길이의 척도로 해석하기

도 하고, 여성의 월경주기인 음력 1개월

(29일)을 새겨놓은 것이라고 해석하는 등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 줄새김

에는 10진법 등을 논의할 수 있는 1부터 10까지의 일관된 급간의 새김 특징이 없다(<그림 4> 

참조).

<그림 2>   하진리 ‘줄새김 자갈돌’의 눈금 계측 

(출처: Institute of Korean Prehistory)

<그림 3>   하진리 ‘줄새김 자갈돌’의 눈금 세부 

(출처: Institute of Korean Pre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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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37년에 체코슬로바키아 모리비아 

지방 베스트니츠 마을에서 발견된 어린 늑대

의 약 3만 년 전의 7cm 크기의 정강이뼈에 새

겨진 55개의 눈금은 5개씩 무리지어 배열되어 

있어서 구석기인들이 약 3만 년 전에 셈법

(counting)의 개념을 정립했었음을 알려 주었

다. 이 늑대 정강이뼈의 눈금은 첫 번부터 25

개째까지의 눈금은 25개의 짧은 길이 눈금이 

5개씩 약간의 간격을 두어 새겨져 있고, 그 다

음 번째의 눈금은 짧은 눈금보다 두 배나 긴 

눈금으로 새겨서 구별했으며, 다시 짧은 눈금

으로 새기다가 46번째 눈금은 다시 2배나 긴 

눈금을 새긴 후에 또 다시 짧은 눈금으로 돌아가서 그 후 55번째까지는 모두 짧은 눈금으로 

새겨져 있었다(<그림 5> 참조).

유럽 학자들은 이 3만년 전 늑대 정강이뼈의 눈금을 사냥기록으로 해석해서 뼈의 눈금은 

잡은 ‘동물의 개수’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해 왔는데, 최근에는 이 눈금을 ‘날짜의 일수(日數)’

로 보는 새로운 해석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또한 아프리카 나일강 상수원의 하나인 에드

워드 호숫가의 이샹고(Ishango)에서 1960년에 

벨기에의 브뤼셀 대학교수 지질학자 하인젤린

( Jean de Heinzelin de Braucourt, 1920~1998)

에 의하여 발견된 약 1만 9,500년 전의 짐승뼈

인 ‘이샹고 뼈’(Ishango Bone)에 새겨진 세 행

(<그림 6>의 a, b, c행)에 새겨진 눈금을 두고 

세계 학계가 아프리카의 말기 구석기인의 숫자 

개념 형성과 ‘10진법’(decimal system)의 형성

까지 논하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그림 

<그림 4>   4만년 전의 줄새김 뼈

인 ‘르봄보뼈’

<그림 5>   눈금을 새긴 구석기 시대의 늑대 뼈를 세 

방향에서 본 모습

자료:   David M. Burton, The History of 

Mathematics, 7th Edition, McGrawHill, 

2011

<그림 6> 이샹고 뼈(Ishango Bone)

사진: Alexander Marschak,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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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조).

유럽 학자들은 이 뼈에 새겨진 ‘눈금’을 ‘10진법’을 이해한 것으로 해석하고, 후일 이집트 

문명이 10진법을 채택 사용한 것은 이 아프리카 ‘이샹고 뼈’의 1만 9,500년 전 구석기인의 10

진법이 확산 전파되어 이집트에 들어갔기 때문이며, ‘이샹고 뼈’의 눈금이 그 증거라는 해석

까지 제시하고 있다. (한편 유럽학자 중에는 이 눈금을 ‘날짜’를 새긴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

다.)

아프리카 나일강 상류 구석기인들이 약 1만 9천 5백 년 전에 짐승뼈에 숫자 개념을 새기고 

10진법의 기본형태를 사용한 것이, 그후 5천 1백 년 전의 이집트 문명에서 ‘10진법’을 형성 사

용케 한 사실을 참고하면, 약 3만 9천 년 전의 중부 옛 한반도의 남한강 유역 구석기인들이 

숫자개념을 가지고 10진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음을 검토하고 신석기시대 한강문화와 그후 

고조선문명의 10진법 성립을 검토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류가 셈을 할 때 손가락 5개와 두 손의 손가락 10개를 가지고 셈하기 시작했으므로, 손

가락 숫자에 기초하여 형성되었다고 추정되는 ‘10진법’도 ‘언어’와 마찬가지로 구석기시대에 

아프리카와 유라시아 대륙의 여러 곳에서 독립적으로 형성되었다는 ‘다기원설’을 얼마든지 

정립할 수 있는 것이다.

III. 한강문화의 ‘눈금돌 척도’와 ‘10진법’의 성립

옛 한반도 중부 남한강 유역 수양개 6지구 하진리의 ‘줄새김돌’이 ‘길이의 척도’임은 다음

의 사실에서 확인된다.

(1) 수양개 하진리 ‘줄새김돌’의 21개 줄의 ‘눈금’ ‘사이길이’가 평균 0.4141cm로 ‘균일’하다. 

물론 구석기 당시 돌에 줄을 새기는 측정 기술이 오늘날처럼 정밀 · 정교하지는 못했기 때문

에 줄과 줄 사이의 눈급 간은 가장 좁은 것이 0.371cm부터 가장 넓은 것이 0.451cm까지 분

포되어 있으나, 이러한 변이의 것은 몇 개 안 되고 대부분이 0.4141cm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

밀한 측정치도 0.4141±0.0326cm로 측정되어 나와 있다. 이 사실은 남한강 유역 수양개 6지

구 하진리 ‘줄새김돌’은 1개 눈금칸을 평균 0.4141cm로 한 20개의 눈금칸을 가진 길이측정의 

‘눈금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2) 수양개 하진리 ‘줄새김돌’의 자갈돌 전체 길이는 20.6cm인데, 중앙에 새겨진 ‘눈금칸 

20개’의 총 길이는 8.2816cm에 불과하고, 좌우(또는 상하)에 10cm 이상의 긴 여백이 남아 있

다. 이것은 눈금을 30개 이상 새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개 눈금칸’만을 새긴 것으로서, 

수양개 구석기인들이 ‘20개 눈금칸’을 1단위로 한 자 ‘尺’(즉 1尺)을 사용했음을 시사하는 것



42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8, 제14호

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남한강 유역 구석기인들은 20개의 눈금칸을 가진 8.2816cm의 길이를 

‘한(1) 자(一尺)’으로 사용했던 것이라고 해석된다.

(3) 수양개 6지구 하진리 ‘줄새김돌’은 이 지역 구석기인들이 ‘표준척’을 채택하여 사용한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 길이의 단위를 정하고 일대의 구석기인들이 이를 공동으로 채택하여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표준척’을 확정해야 하는데, 손쉽게 나무나 뼈에 새긴 것이 아니라 

단단한 자갈돌에 돌 끌로 비교적 깊이 명료하게 새긴 것은 이를 ‘표준척’으로 채택하여 사용

한 것임을 알려 주는 것이다. 구석기인들은 이 ‘표준척’을 기준으로 ‘새끼줄 매듭’이나 ‘나무가

지’로 표준척에 일치하는 잣대를 만들어서 비교적 동일한 크기의 석기나 토기 등 용구를 제

작할 때 길이의 표준으로 사용했을 것이다.

오늘날 30cm를 1자(一尺)로 규정한다고 가정할지라도, 이것이 ‘30진법’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수양개 하진리 ‘눈금돌’의 눈금칸 20개를 1자로 가정할지라도 이것이 ‘20

진법’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20은 1 · 2 · 4 · 5 · 10 · 20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1을 제외하고 ‘2진법’, ‘4진법’, ‘ 5진법’, ‘10

진법’, ‘20진법’이 모두 가능한 것이다. 

역사사회학자들과 문명사가들은 셈의 진법(進法) 유물들과 함께 셈의 진법은 상징유물인 

‘언어’에 그 특징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데 모두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여기서 당시 구석기인

들이 어떠한 기수(基數) 또는 진법(進法)의 셈법을 채택했는가는 이 지역에서 발생하여 사용

한 ‘언어’(남한강 유역의 경우 고대 · 중세 한국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셈법 언어(數詞)의 구조는 잘 변하지 않는 것인데, 이 시대 구석기 · 신석기시대의 셈법 언

어는 당시 용어로는 알 수 없고, 고대 · 중세 및 현대 한국어에 그것이 남아 있으므로, 이를 통

하여 추적해 볼 수 있다. 

즉 한국어(고대 · 중세 · 근대 · 현대 포함)의 셈법은,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확

하게 ‘10진법’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1부터 10까지는 각각 숫자의 독립된 명칭을 갖고 있고, 

11부터는 ‘위치’를 한 단계 격상해 옮겨서 1단계의 끝자리의 명칭에 다시 1~9까지의 명칭을 

붙이어, 20이 되면 새로 독립된 명칭을 만든 후 또 위치를 한 단계 격상해 옮겨서 1~9까지의 

명칭을 붙이는, 매우 정확하고 기계적인 ‘위치적 10진법(positional decimal system)’ 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의 정확한 ‘위치적 10진법’의 셈법 표시는 백(온, 百) · 천(즈믄, 千) · 만(만, 萬)을 넘

어서 무한대로까지 10진법을 적용하는 과학적, 기계적, 논리적 체계를 갖고 있다.

남한강 유역 수양개 하진리의 ‘눈새김돌’과 고대한국어를 결합시켜 보고, 필자는 수양개 

하진리 ‘눈금돌’은 ‘10진법’을 체계로 한 ‘길이의 척도’라고 판단하고 있다.

남한강 유역 수양개 말기 구석기인의 10진법은 그 후 1만 2천 년 전 지구 기후가 온난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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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구석기인들이 동굴에서 나와 신석기문화를 만들면서 신석기인으로 진화하자, 이 지역 신

석기인의 ‘10진법’으로 계승 확산되었을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남한강 유역과 금강 상류에서 동아시아 최초의 신석기시대 농업혁명(오곡 농업경작의 시

작)이 시작되어 옛 한반도 전체와 북위 40도선 이북의 새 개척지(5만 년 전~1만 2천 년 전의 

凍土)에도 전파되었으므로, 남한강 유역의 ‘10진법’은 옛 한반도 신석기인 문화유형의 이동

과 확산에 동반하여 전체 동아시아에 전파되었을 것임을 논의하는 것도 또한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이 옛 한반도 신석기문화의 ‘10진법’이 ‘고조선문명의 10진법’으로 발전될 수 있음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고조선문명의 첫 기반인 신석기시대 한강문화의 셈법은 ‘10진법’이며, 그 기원은 남

한강 유역 석회암 동굴지대에서 혹한의 인고의 세월(약 5만 년 전~1만 2천 년 전)을 견디면

서 동굴 안과 동굴 밖 강변에서 ‘10진법’을 발명하여 채택한 말기 구석기인~초기 신석기인에 

있다고 본다. 

IV. 한강문화의 ‘10진법’ 척도 사용의 증거 사례

옛 한반도 중부 남한강 유역 수양개의 말기 구석기인의 ‘10진법’은 당연히 이 지역 신석기

인의 ‘10진법’으로 계승 발전되고, 이것이 다시 고조선문명의 10진법으로 계승되었음은 당연

한 문화전승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고조선문명의 첫 기반인 신석기시대 한강문화에서 수양개 ‘눈금돌’ 척도를 계승한 10진법

<표 1> 한국어에 나타나 있는 10진법 구성

하나 1 열 하나 10+1 스물 하나 20+1 서른 하나 30+1 마흔 하나 40+1

둘 2 열 둘 10+2 스물 둘 20+2 서른 둘 30+2 마흔 둘 40+2

셋 3 열 셋 10+3 스물 셋 20+3 서른 셋 30+3 마흔 셋 40+3

넷 4 열 넷 10+4 스물 넷 20+4 서른 넷 30+4 마흔 넷 40+4

다섯 5 열 다섯 10+5 스물 다섯 20+5 서른 다섯 30+5 마흔 다섯 40+5

여섯 6 열 여섯 10+6 스물 여섯 20+6 서른 여섯 30+6 마흔 여섯 40+6

일곱 7 열 일곱 10+7 스물 일곱 20+7 서른 일곱 30+7 마흔 일곱 40+7

여덞 8 열 여덟 10+8 스물 여덟 20+8 서른 여덟 30+8 마흔 여덟 40+8

아홉 9 열 아홉 10+9 스물 아홉 20+9 서른 아홉 30+9 마흔 아홉 40+9

열 10 스물 20 서른 30 마흔 40 쉬흔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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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척도’를 계속 사용했다는 증거는 한강문화 발생지역의 몇 가지 고고유물에서 증거를 확

인할 수 있다.

1.  농경기념 선돌의 논밭 고랑줄

신석기시대 한강문화의 발생지역의 하나인 충청북도 옥천군에는 신석기시대 농업경작의 

업적을 기린 2개 기념선돌이 남아 있다. 그 하나는 옥천의 남곡리 개미재에 밭고랑을 새긴 1

개의 선돌(남곡리 1호 선돌)과, 그로부터 약 100미터 떨어진 수북리 동정마을에 또 하나의 

밭고랑을 새긴 다른 1개의 선돌(수북리 선돌)이다. 이 2개 선돌은 대청댐 공사로 이 지역이 

수몰되어 다른 곳으로 이동되었다(이융조, 2006). 

남곡리 1호 선돌(남곡리 개미재 선돌)은 크기가 높이 165cm×밑변 가로 52cm×세로 

25cm로서, 위의 왼쪽 높이 끝이 뾰죽하도록 높이고 오른쪽 높이는 낮게 만들어서 ‘남성’ 족

장(또는 공동체 장)의 기념(비석) 선돌임을 표시하였다.

기념하는 업적 내용은 선돌 표면에 논밭 고랑 45개를 등간격의 줄로 새기어 표시하였다. 

위의 직삼각형 부분을 제외하면 고랑줄의 길이는 약 41cm이고, 줄의 간격은 3~4cm이며, 줄

의 깊이는 최대 1cm로서 모두 끌(돌끌)로 쪼아서 새긴 것이었다.

이 고랑줄의 길이 41cm는 수양개 6지구 하진리 눈금돌(0.4141cm)의 눈금을 100배한 것이

며, 수양개 ‘눈금돌 척도’(8.2816cm 1척)를 5척으로 측정하여 조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발굴보고서는 이 선돌의 ‘줄’을 경작지 논밭고랑임에 주목하지 않

고 ‘무늬’로 생각하여 ‘줄무늬 선돌’로 이름붙이고 해석하였다. 그러

나 필자는 이 ‘줄’은 ‘논밭이랑’(또는 고랑)임이 분명하다고 본다. 그 

증거로는 금강유역인 대전 괴정동 출토 고조선 · 진국 청동기시대 

‘방패형 농경문 청동기’에 새겨진 ‘논밭이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 괴정동의 밭갈이하는 농부가 새겨진 ‘방패형 농경문 청동기’

에 새겨진 ‘논밭이랑’과 옥천 남곡리 1호 농경 기념 선돌 및 수북리 

동정마을 농경 기념 선돌의 ‘논밭이랑’의 도안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사실에서 이것이 확인된다. 

괴정동 출토 ‘방패형 농경문 청동기’에는 ‘따비’라는 농구로 밭갈이 

하는 남성 농부가 새겨져 있다. 옥천 남곡리 1호와 수북리 농경기념 

선돌에 새겨진 논밭도 신석기시대 ‘따비’로 밭갈이 했다고 추정된다.

이러한 농업경작(신석기 농업혁명)의 성과를 신석기시대에 선돌

<그림 7>   옥천 남곡리 1

호 신석기시대 

농경기념 선돌

사진: 이융조,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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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세워 그 창조적 주도자의 업적을, 문자가 아직 없으므로 문자를 쓰지 못하고, 선돌에 밭고

랑 그림으로 조각하여 세워서 기리고 기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10진법’의 ‘눈금척

도’를 사용해서 ‘밭고랑 그림’을 새겨 기념한 신석기시대 ‘농경 그림 선돌’은 전세계에 (보고

된 것으로는) 옥천 남곡리와 수북리의 ‘농경 그림 선돌’뿐인 것으로 안다. 

신석기시대 한강문화에서 농업경작재배의 성과를 기리는 기념선돌에 기념내용을 논밭고

랑줄로 그려 새길 경우, 고랑줄의 길이를 ‘눈금 척도’로 측정하여 새겼다는 사실은 실제 농업

경작에서도 경작지의 길이와 면적에 대한 측정의 개념과 측정 방법이 실재했었고, 실제 농업

경작 생활에서 수양개 하진리 출토 ‘눈금돌’과 동일유형의 ‘10진법’의 척도를 사용했음을 방

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것은 ‘한’족의 한강문화

에서 논밭갈이, 토지분할, 농업

경작 등에서 길이와 면적의 개념

과 척도가 존재하고 사용되었음

을 알려 주는 것이다. 

2. 별자리 새긴 돌판

신석기시대 한강문화의 발생

지역의 하나인 충청북도 청원의 

아득이 고인돌 유적 가운데, 고

인돌 유구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서 사암을 손질하여 편평한 네모

꼴(32.4×25×5cm)로 돌판을 만

들고 그 위에 크고 작은 금(65

<그림 8> 대전 괴정동 출토 ‘방패형 농경문 청동기’

1.   청원 아득이 출토 별자리 

돌판

2. 별자리 이름(이융조 교수)

<그림 9> 한강문화의 신석기시대 고인돌에 새겨진 별자리(크기 부동)

사진: 이융조,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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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을 파서 별자리를 새긴 돌판이 발굴되었다. 발굴팀의 연구 결과 여기에서 북두칠성 · 용자

리 · 곰자리 등의 별자리가 확인되어 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의 별자리 돌판임이 확인되었다.

이 아득이 별자리 돌판의 세로길이 약 32.4cm는 대체로 수양개 6지구 ‘하진리 눈금돌 척

도’(0.41cm) 80눈을 사용하여 재단한 것이고, 가로 25cm는 하진리 눈금척도 60눈을 사용하

여 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석기시대 한강문화에서 별자리 돌판의 가로 · 세로 길이를 10진법 ‘눈금척도’로 측정하여 

잘라 내어 수학적 · 과학적으로 돌판 작업을 한 것은 그 위에 새긴 별자리에 대한 천문학적 

과학적 관찰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고조선문명의 첫 기반인 신석기시대 한강문화에서 과학적 문명의 씨앗인 별자리 관측 

기록의 돌판 제작에 10진법의 척도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이다. 

3. 주요 토기 제작에서의 사용

남한강 유역과 한강문화 지역에서는 신석기시대 중요한 토기(예: 의례용 토기, 붉은 간토

기 등) 발굴이 보고되어 있다. 이 중요 토기의 제작에서는 수양개 하진리 ‘눈금돌 척도’와 같

은 길이의 척도를 사용한 흔적이 보인다. 

예컨대, 남한강 유역 수양개 하진리 ‘눈금돌 척도’가 발견된 지역에서 비교적 가까운 충주 

조동리에서 발굴된 신석기시대 붉은 간토기(높이 25.0cm)는 0.41cm 눈금의 60눈을 사용한 

것이고(<그림 10-1>), 조동리 굽잔토기(높이 16.5cm)는 0.41cm 눈금의 40눈을 사용한 것으

로 해석된다(<그림 10-2>). 

또한 제천 황석리 붉은 간토기(높이 27.0cm)는 0.41cm 눈금의 65개를 사용한 것이고(<그

림 10-3>), 수양개 II지구에서 출토된 항아리형 단지(높이 41.0cm)는 0.41cm 눈금의 100개를 

사용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림 10-4>).

물론 신석기시대 한강문화의 신석기인들은 생활용구로서 매우 많은 토기를 제작하여 사

용했으므로, 이 시기 모든 토기들이 10진법 척도를 사용하면서 제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족장 등 여러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제사용 토기 등 중요한 토기는 10진법 척

도를 응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강문화에서 제사 용구 토기 제조에 10진법의 ‘길이척도’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다른 일반 

토기에도 중요한 토기는 10진법 ‘길이척도’를 사용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신석기시대 한강

문화의 모든 생활용구의 제조에 원칙적으로 ‘10진법 길이척도’를 사용했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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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돌검(石劍) 제작에서의 사용

고조선문명의 첫 기반인 신석기시대 한강문화에서는 돌검(石劍) 등 무기의 제작에서도 남

한강 유역 수양개 하진리 출토 ‘눈금돌 척도’와 동일한 ‘길이척도’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청원 아득이 유적 출토 마제 돌검(길이: 27.5cm)은 0.41cm 눈금의 66개를 적용하

1.   충주 조동리 붉은 간토기 

(3호집터: 높이 25.0cm)

2.   충주 조동리 굽잔토기 

(1호집터: 높이 16.5cm)
4.   수양개 II지구  

항아리형 단지 

(높이: 41.0cm)

3.   제천 황석리 붉은 간

토기(높이: 27.0cm)

<그림 10> 신석기시대 한강문화의 중요 붉은 간토기

1.   청원 아득이 유적  

출토 돌검 

(길이: 27.5.cm)

2.   제천 황석리유적 17호 

고인돌 출토 돌검 

(길이: 25.8cm)

3.   보령 평라리 유적  

출토 돌검 

(길이: 17.2cm)

4.   전남 승주 우산리  

유적 출토 돌검 

(길이: 27.1cm)

<그림 11> 신석기시대 한강문화에서 출토된 돌검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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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제작한 것이고(<그림 11-1>), 제천 황석리 출토 돌검은 0.41눈금 60개를 적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림 11-2>).

한편 보령 평라리 유적 출토 돌검(길이: 17.2cm)은 0.41cm의 42개를 적용하여 제작한 것

이고(<그림 11-3>), 전남 승주 우산리 유적 출토 돌검(27.1cm)은 0.41cm 눈금의 66개를 적용

하여 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림 11-4>).

또한 돌검 양날의 정확한 좌우 대칭은 한강문화의 돌검 등 무기 제작에 표준적 ‘길이척도’

가 사용되었음을 명백히 보완해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그림 11>).

신석기시대 한강문화에서 돌검 제작에 10진법 표준적 ‘길이척도’를 사용한 사실은 다른 무

기 제작에도 표준적 ‘길이 척도’가 사용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신석기시대 한강문화에서 돌검뿐 아니라, 돌창끝, 돌화살촉 등도 매우 규격있고 기하학적

으로 아름답게 제작되어 있는 것은 그들의 10진법 척도를 사용한 사실과 관련되어 있는 것

으로 해석된다. 

신석기시대 ‘한’족의 한강문화는 ‘한’족의 대동강문화, ‘맥’족의 홍산문화, ‘예’족의 신석기문

화와 통합하여 BC 30세기 ‘고조선문명’으로 형성 발전되었다. 고조선문명이 한강문화을 계

승하여 ‘10진법’을 채용 발전시킨 것은 ‘언어’와 유물에서도 명백하다. ‘고조선문명’이 형성 시

작부터 이전의 구석기말기-신석기시대 ‘10진법’을 계승하여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인류 

초기 독립문명의 하나로서의 고조선문명의 형성 · 발전의 가장 근저에 있는 과학적 기반 형성

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V. 맺음말

지금까지의 고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잠정적 결론을 맺을 수 있다고 본다.

(1) 인류 최초의 5대 독립문명은 모두 독자적 셈법을 만들어 문명 창조의 기초로 사용하였

다. 고조선문명의 첫째 기반인 신석기시대 한강문화는 ‘10진법’을 성립시켜 채용해서 고조선

문명에 전수하였다. 고조선문명의 ‘10진법’(decimal system)은 최후의 빙기(약 5만 3천 년  

전~약 1만 3천 년 전)에 옛 한반도 중부 석회암 동굴 지대에서 혹한을 이겨 낸 말기 구석기인

이 발명한 10진법을 계승 활용한 것임이 최근 남한강 유역의 단양군 하진리에서 발굴된 3만 

9천 년 전의 ‘줄새김 자갈돌’(눈금돌)이 증명해 주었다. 

(2) 보통 말기 구석기인의 지적 능력을 현대인보다 크게 저급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말기 구석기인과 현대인은 모두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Homo sapiens 

sapiens)로서 두뇌의 용량은 본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 따라서 지적 능력은 원래 거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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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말기 구석기인의 지적 능력의 성과가 저급한 것은 문화 축적이 극히 

적은 때문이고, 현대인의 지적 능력의 성과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높고 많은 것은 그동안

의 천문학적으로 증대한 과학적 문화의 축적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옛 한반도 말기 구석기인

이 3만 9천 년 전에 이미 ‘언어’와 함께 ‘10진법’을 발명하여 사용한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인류문명사에서 나일강 상류의 구석기인의 1만 9천 5백만년전 

이샹고(Ishango) 눈금뼈가 고대 이집트문명 10진법 형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유럽학자들의 

입론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옛 한반도 유역 남한강 유역 하진리 ‘눈금돌’은 0.4141cm씩의 20개의 눈금칸을 가진 

표준척(標準尺)이었다. 이 눈금돌의 셈법은 2진법, 4진법, 5진법, 10진법, 20진법이 모두 가능

한데, 이중에서 어떠한 진법을 채용했는가는 이 지역의 ‘언어’를 참고하여 판별할 수 있다. 이 

지역의 언어인 고대한국어(및 그 직계 후예인 현대한국어)는 1, 2, 3, 4, 5, 6, 7, 8, 9, 10만 독

립단어를 만들고 그 다음 위치부터는 위치를 한 단계씩 높여 다시 1부터 9를 붙이며, 그 후 

100, 1000, 10000… 등의 위치로 동일방식의 진법을 전개하는 가장 전형적인 ‘위치적 10진

법’(positional decimal system)의 수사(數詞)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옛 한반도 남

한강 유역의 말기 구석기인~초기 신석기인이 위치적 ‘10진법’을 사용했으며, 하진리 ‘눈금돌’

은 ‘10진법’ 체계의 ‘눈금돌’임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4) 옛 한반도 남한강 유역 수양개 하진리 ‘눈금돌’을 길이의 표준척으로 사용한 증거 사례

를 신석기시대 한강문화의 유적 유물에서 약간 찾아볼 수 있었다. 예컨대 충청북도 옥천군 

남곡리 1호 선돌인 농경 재배의 성과(신석기 농업혁명)를 기리고 기념하여 세운 선돌비석, 청

원 아득이에서 출토된 별자리를 새긴 돌판, 신석기시대 한강문화에서 창조된 의례용 또는 제

사용 귀중한 토기, 한강문화 고인돌 등에서 출토된 돌검 제작에도 하진리 ‘눈금돌 척도’를 사

용한 흔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5) 신석기시대 ‘한’족의 한강문화 ·  대동강문화와 ‘맥’족의 홍산문화와 ‘예’족의 신석기문

화가 BC 30세기~BC 24세기 동아시아 최초의 고대국가인 고조선 국가의 건국을 계기로 합류

하고 통합되어 인류 최초 5대 독립문명의 하나인 ‘고조선문명’을 창조하는 단계에 들어서자, 

고조선문명은 당연히 한강문화의 ‘10진법’을 계승 채용하여 한 단계 더 높은 문명을 창조하

였다. 

고조선문명의 ‘10진법’과 표준적 ‘길이의 척도’ 사용, 원 · 세모꼴 · 네모꼴 · 마름모꼴 · 사다

리꼴의 자유로운 조합과 햇빛살까지 찬란하게 예술적으로 그리고 기하학적으로 도안해 낸 

높은 수준의 문명적 특징의 기원의 하나에는 신석기시대 한강문화의 ‘10진법’이 있었다. 그리

고 다시 또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남한강 유역 석회암 동굴지대(옛 한반도 제1동굴지

대)의 약 3만 9천년 전 말기 구석기인들의 ‘10진법’의 계승 전파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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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의 나일강 상류 1만 9,500년 전의 구석기시대 ‘이샹고뼈’의 ‘10진법’이 확산 전파

되어 5천 1백년 전의 이집트문명의 ‘10진법’을 형성했다고 보는 유럽학자들의 견해를 참조하

면, 옛 한반도 중부 3만 9천 년 전의 남한강유역 수양개 ‘하진리 눈금돌’의 ‘10진법’이 신석기

시대 한강문화의 ‘10진법’에 계승되고, 다시 이것이 5천 년 전 고조선문명의 ‘10진법’으로 계

승 발전되었다는 설명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다.

(6) 고조선문명의 ‘10진법’은 옛 한반도에서 건국된 고조선 국가의 영역이 만주의 요동 · 요

서지역으로 확대되고, 그 이후 더욱 영역이 확대되는 데 비례하여 고조선문명권(圈)의 보편

적 셈법으로 전파 확산되었다고 해석된다. 고조선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산동반도와 황하 및 

회수 사이의 옛 중국 동해안에 이주하여 정착하고, 일본 열도의 규슈지방 등에 이주하여 정

착하자, 고조선문명의 ‘10진법’은 이 지역에도 고조선 이주민들과 함께 전파 확산되었음을 

추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산동지역에 처음 고조선 이주민들이 세운 고대국가 가운데 호

(亳, 박, 밝)국은 점차 발전하여 상(商)국이 되었고, 상(商)국은 ‘10진법’을 사용하였다. 상(商)

의 ‘10진법’은 고조선문명의 ‘10진법’이 전파된 것이다. 필자는 고중국 황하문명의 10진법, 12

진법, 60진법 혼용 가운데서 10진법은 고조선 이주민인 상(商)의 건국 세력이 고조선문명에

서 가져간 것이라고 본다.

(7) 현재 세계 학계의 인류문명사 연구는 ‘10’진법이 이집트와 인도에서 형성되어 세계에 

전파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설명은 이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옛 한반도에서는 이미 3만 9천 년 전에 ‘10진법’의 길이 ‘표준척’이 고안되었으며, 이를 계

승한 신석기시대 한강문화와 뒤이은 고조선문명에서는 이집트문명과 인도문명과는 다른 별

도의 기원에서 그 이전에 ‘10진법’이 사용되었음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이집트문명의 10진

법에는 1만 9천 5백년 전의 이샹고 뼈의 10진법 유물이 배경에 관련되어 있다. 인도문명의 

10진법에는 아직 기원을 증명해 주는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다. 고조선문명의 10진법 배경에

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3만 9천년 전의 하진리 ‘눈금돌’ 10진법 척도가 출토되어 있다. 고중

국문명의 10진법은 고조선문명의 10진법이 商의 건국 세력을 통해서 전파된 것이다.

동아시아에서는 옛 한반도에서 이미 3만 9천 년 전부터 인류문명사에서 가장 먼저 ‘10진

법’과 ‘길이의 표준척’을 발명하여 고조선문명에서 계승 발전시켰으며, 동아시아 지역에 ‘10진

법’ 제도를 전파시켰음을 시론적으로 입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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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한-중-일 삼국의 고사성어 비교연구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이상억

I. 예비 연구

이 연구 작업에 쓰기 위해 임의로 뽑은 180개의 한국의 고사성어를 일본의 광사원(廣辭苑) 

사전에 등재되었는가 검토하니 96개의 소재가 집계되었는데, 총 180개로 나누면 약 53.3%의 

한/일 공유율이 나온다.

한편 180개의 고사성어를 ‘중국 고사성어 온라인 사전’ https://www.mdbg.net/ chindict/

chindict.php?page=worddict&wdqb=idiom&wdrst=0#의 5230항에 비추어 체킹한 결과 33개

만 한국어와 공유, 즉 33/180=18.4%의 한/중 공유율이 나온다. 그러나 이 사전과 달리 다른 

두 학자(아래 본 연구)의 검토를 보면 훨씬 높은 공유율이 나온다.

위와 같은 차이는 예상 외로, 많은 고사성어가 중국의 고전을 바탕으로 형성된 사실을 감

안하면 한/중 공유율이 더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일본 강점기에 교육을 통해 일본

식 고사성어가 한국어에 대폭 침투했으리라는 추측을 할 수도 있다.1) 앞으로 많은 자료를 시

기별로 비교해서 영향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한-일어는 SOV 어순이지만 중국어는 SVO 어순이어서, 원래 중국어에서 ‘불성(不省)

인사(人事)’라는 4자성어가 한-일어에서 ‘인사(人事)불성(不省)’으로 바뀐 것도 공유율에 변

화를 주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VO ‘노출(露出)마각(馬脚)’도 OV ‘마각(馬脚)노출(露出)’로 

바뀌었다.

역사적으로 같은 식의 4자성어를 쓰는 월남어에서도 흥미로운 양상이 보이는데, 가령 ‘정

저지와(井底之蛙)’를 중국어 그대로 ‘수식어 Att. + 피수식어 Head’의 순으로 쓰기도 하지만 

월남어식으로 ‘와좌저정(蛙坐底井)’이라고 좌(坐)를 넣으면서 ‘피수식어 + 수식어’의 순으로 

바꿔 말하기(paraphrase)를 한다.

 1) 불쾌지수(不快指數)라는 4자성어는 원래 영어 용어 discomfort index가 일본에 도입되어 번역

된 뒤 1961년 6월 1일부터 일본 기상청에서 쓰기 시작하여 일반화되었다 한다. 이 경우는 1945

년 이후 한참 지나서 일본에서 만들어진 4자성어가 언젠가 한국에까지 도달한 것이다. 이한섭

(2014) 일본어에서 온 우리말 사전, 서울: 고려대 출판부. [더 많은 예는 後註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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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 연구

위에서 예상 외의 차이가 보였던 이유를 구명하기 위해, 다시 본격적으로 중국, 한국, 일본

의 고사성어를 일일이 전문가가 검토하도록 해 본다.

중국 黃得森(Wong Tak-sum) 先生과 일본 石橋道秀(Ishibashi Michihide) 先生에 의해, 4

단계로 180항의 평가를 받았다. 그 4단계는 다음과 같다.

◎   거의 동형이며 같은 의미로 쓰임. 어순이 다른 것을 포함. 일반적으로 쓰는 말(일본의 

경우, 광사원에 있음).

○ 한자가 다르나 같은 의미로 쓰임. 이해 할 수 있는 말(광사원에 다른 어형으로 나타남). 

△   고전에서 문학적 표현으로만 쓰임. △은 일본 국어대사전(약45만어 실림)에 있음. 한문

(漢文)적 표현으로 쓰임. 글을 보면 이해 할 수 있는 말(광사원에 없음).2)

×   의미를 이해하지 못함. 이해 할 수 없는 말(광사원에 없음). [아래 집계에서는 직접 나타

나지 않고 잠재적으로 반영이 됨.]

1. 한중일 3국 통용(77항, 42.8%) 

◎, ○, △를 다 포함하는 포괄적 집계다. 이 중 중국어와 일본어가 모두 ◎◎인 19항에는 

밑줄을 그었다. ○◎로 표시된 항목은 왼쪽 ○가 중국학자에 의해 평가된 것이고, 오른쪽 ◎

가 일본학자에 의해 검토된 결과다. 이렇게 좌우로 두 표시가 된 것은 중일 학자의 각개 검토 

결과를 말한다.

博學多識○◎ 千篇一律◎◎ 千載一遇○◎ 千慮一失◎△ 千慮一得△△ 三十六計◎◎ 

十年之計○◎3) 十目所視△△ 聞一知十△◎4) 九死一生◎◎5) 九牛一毛◎◎6) 七顚八倒○○7) 

 2) 일본의 경우 ‘고전에서 문학적인 표현’이라 하면, 근세 이전에 쓰인 고어를 바탕으로 된 문장을 

의미하며, 그 단어가 한문적인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기준은 ‘일본국어대사전’ 게재의 유무로 

했다.

 3) 十年の計로 쓰임.

 4) 一を聞いて十を知る로 쓰임. 그냥 어순이 다르다.

 5) 九死に一生を得る로 쓰임.

 6) 九牛の一毛로 쓰임.

 7) 일어는 七転八倒로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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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縱七擒◎△ 竹林七賢◎◎8) 五風十雨△△ 五臟六腑◎◎ 四通八達◎△ 四通五達△△ 

四分五裂◎◎ 四面楚歌◎◎ 士農工商◎◎ 朝三暮四◎◎ 張三李四◎△ 狡兎三窟◎△ 

正正堂堂◎◎ 戰戰兢兢◎◎ 玉石混淆△◎ 外柔內剛◎◎ 雲中白鶴△△ 錦上添花◎△ 

桑田碧海○△ 靑天白日◎◎  自問自答◎◎ 自暴自棄◎◎ 自畵自讚○◎ 以管窺天○△ 

肉山脯林△△ 忠言逆耳◎△ 屍山血海○△ 允文允武△△ 異口同聲◎○9) 以毒制毒○△ 

以卵投石○△ 異床同夢○△10) 瓜田李下◎△ 大同小異◎◎ 大慈大悲◎△ 勢利之交○△ 

釜中之魚△△ 金石之交◎△ 半生半死○△11) 半信半疑◎◎ 半僧半俗○△ 滄海一粟◎△ 

先公後私○◎ 先憂後樂○△ 屋下架屋○△ 畵中之餠○△ 眼中之釘○△ 井底之蛙◎△ 

言行一致◎◎ 一喜一悲△○12) 一饋十起△△ 一朝一夕◎◎ 一長一短△◎ 一張一弛△△ 

一夫一妻○◎ 一石二鳥◎◎ 一龍一蛇△△ 一日三秋○△ 百折不撓◎◎ 十中八九○◎    

同苦同樂○△ 東西古今○○ 以卵擊石◎△13) 釜中生魚△△14) 雪上加霜◎○

2. 한중 2국 통용(45항, 25.0%)

去頭截尾◎ 甘呑苦吐○ 多聞博識○ 千鷄一鳳○ 七零八落◎ 外親內疎○ 外虛內實○ 

交淺言深△ 人山人海◎ 集小成大○ 以羊易牛◎ 易如反掌◎ 已往之事○ 以實直告○ 

已發之矢○ 二人同心○ 紅爐點雪△ 雪上加霜◎ 先禮後學○ 舌芒於劍△ 烏飛兎走△ 

眼高手卑○ 飛禽走獸◎ 盲人摸象○ 螳螂捕蟬◎ 言中有骨○ 且問且答◎ 一薰一蕕△ 

十常八九○ 三旬九食△ 三綱五倫○ 雲蒸龍變△ 知彼知己◎ 輪回轉生○ 吟風弄月○ 

邑犬群吠△ 先義後利○ 鳶飛魚躍△ 柔能制剛△ 千辛萬苦◎ 一暴十寒◎ 一龍一蛇△ 

一國三公△ 百折不屈△ 一罰百戒○

   8) 竹林の七賢으로 쓰임.

   9) 일어는 異口同音으로 쓰임.

10) 일어는 同床異夢으로 쓰임.

11) 일어는 半死半生으로 쓰임.

12) 일어는 一喜一憂. 

13) 卵を以て石を擊つ로 쓰임.

14) 釜中の魚로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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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일 2국 통용(23항, 12.8%)

好事多魔◎15) 七顚八起△ 三寒四溫◎ 右往左往◎ 沙上樓閣◎16) 治山治水◎ 自繩自縛◎ 

自業自得◎ 以心傳心◎ 利用厚生◎ 綸言如汗△ 移木之信◎17) 膽大心小◎18) 物我一體△ 

水魚之交◎19) 壺中天地◎20) 眼中之人△ 一進一退◎ 一問一答◎ 天井不知◎21) 

五車(庫)之書◎ 氷炭不容◎22) 柳綠花紅◎

4. 한국만 사용(38항, 21.1%)

多情佛心 千年一淸 十盲一杖 十匙一飯 權不十年 四面春風 乙丑甲子 玉石同匱 塵合泰山 

根苗花實 知足知富 自行自止 以熱治熱 肉腐出蟲 以小成大 大奧大秘 脣齒之國 脣齒之勢 

手足之愛 鳥足之血 氷炭之間 氷炭不容 小貪大失 生口不網 此日彼日 入耳出口 一人一技 

鷄豚同社 福在積善 左之右之 莫上莫下 十伐之木 刻鵠類鶩 六尺之孤 耳目口鼻 物心一如

物我一體 群鷄一鶴

요약컨대, 180개의 임의 선택 4자성어 중 43%만 한중일 3국에서 통용되며, 25%는 한중 간

에, 13%는 한일 간에, 21%는 한국에서만 사용된다.

1. 한중일 3국에서 통용(77항, 42.8%)

2. 한중 간에 통용(45항, 25.0%)

3. 한일 간에 통용(23항, 12.8%): 먼저 시작된 쪽은 별도 조사로 밝혀야 함.

4. 한국에서만 사용(38항, 21.1%):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창작됨.23)

15) 好事魔多し로 쓰임.

16) 砂上の楼閣로 쓰임.

17) 광사원(廣辭苑)에 “移木の信”로 실림.

18) 광사원에 “胆大心小”로 실림.

19) 광사원에 “水魚の交わり”로 실림.

20) 광사원에 “水魚の交わり”로 실림.

21) 광사원에 “天上知らず”로 실림.

22) 氷炭相容れず로 쓰임.

23) 현재도 ‘離富亡川(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이나 심지어 한자 아닌 부분도 넣어 ‘내로남不’ 

같은 4자성어를 생산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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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2와 3은 예비 연구에 비해 그 위상이 서로 바뀌었다. 예비 연구에서 한국과 일본 간

에 높은 통용율이 일어난 이유를 천착하려 했으나 이제 별 필요가 없게 되었다. 다만 한일 간

에 통용되는 4자성어가 각기 어느 쪽에서 먼저 시작 되었나를 밝혀 놓는 작업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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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주(後註): 다음과 같은 4자성어 예들을 두 관련 서적에서 더 찾아 볼 수 있다.

1) 이윤옥(2010) 국어사전 속 숨은 일본말 찾기: 사쿠라 훈민정음, 서울: 인물과 사상사.

 서정쇄신(庶政刷新)는 일본 강점기에 들어온 말.

 신 토불이(身土不二)라는 개념은 원나라 때 노산연종보감(盧山蓮宗寶鑑)에 보이나, 4자성어로는 

1907년 일본 육군 식양회(食養會)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함.

 애 매모호(曖昧模糊)는 일본 강점기에 들어온 말로 세종실록 83권에는 사다모릉(事多模稜)이라 

했던 말.

 전지훈련(轉地訓鍊)은 일본 강점기에 들어온 말.

2) 김한배(2006) 우리말을 좀먹는 우리말 속의 일본말, 서울: 동언미디어.

 갑종합격(甲種合格)은 일본 강점기에 들어온 말.

 일 생현명(一生懸命)은 일본 강점기에 들어온 말. ‘잇쇼겐메이’라고 일본어 발음으로 직접 한국어 

속에 쓰는 경우가 노년층에 있음. ‘목숨을 걸고 일을 한다’는 뜻으로 중국에서는 안 씀.

 일 석이조(一石二鳥)는 1862년 일본 ‘영화대역수진사서(英和對譯袖珍辭書)에 영어속담 to kill 

two birds with one stone을 처음 개념적으로 번역해 넣었다가 막부 말기의 한 한학자가 4자성

어로 만들었다 함. [필자 주] 그러나 중국어에서도 일석이조가 일거양득(一擧兩得)과 같이 씀. 

 정 정당당(正正堂堂)은 正正, 堂堂 두 자씩은 중국어에서도 쓰이나 4자성어로는 안 쓰이니, 이는 

일본 강점기에 들어온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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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고사성어 도해

四分五裂(사분오열)

여러 갈래로 갈기갈기 찢어짐을 뜻한다.

刻鵠類鶩(각곡유목)

따오기(鵠)를 그리려다 비슷한 

집오리(鶩)를 그린다.

(남을 본받아 배워서 다소나마 보람이 있다.)

裂	 	 分	 裂
分	 裂	 	 分
裂	 	 分	 裂

去頭截尾(거두절미)

머리와 꼬리를 자른다는 뜻으로, 

앞뒤의 잔사설을 빼고 요점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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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주의 역사관, 그 통설 통론에 대한 도전

인문대학 국사학과 명예교수  이태진

I. ‘우연히’ 들어선 역사학도의 길

1. 사학과 입학과 첫 논문 쓰기

나는 1943년 10월 14일에 경상북도 성주군(星州郡)에 있는 한 광산촌에서 태어났다. 해방

이 된 후에는 포항(浦項)이란 곳으로 이사하였다가 1950년 ‘6 · 25 동란’ 후, 40리 정도 북쪽에 

있는 월포리(月浦里)란 곳으로 들어가 살았다. 나는 이곳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포항에 있

는 중학교를 다녔다. 바닷가 ‘촌놈’으로 기초 교육이 매우 부실하였다. 부친의 ‘간곡한’ 정성

으로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촌놈’ 신세를 면하였다. 1950년대 한국 청소년들

의 일반적 정서로는 공부 열심히 해서 정치학과나 법대에 들어가 졸업 후 공무원이나 국회의

원, 또는 판 · 검사가 되는 것을 부모에 대한 최대의 효도로 여겼다. 나도 예외가 아니었다. 사

학과 선택은 이변에 속하는 일이었다.

1960년 12월, 대학입학 시험의 원서를 쓸 때, 담임 선생님은 나에게 사학과를 지원하기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셨다. 선생님(金裕琸, 나중에 국회의원이 됨)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를 졸업하시고 외무고시를 합격하였지만 어떤 사정으로 외교관 생활을 하지 못하시고 교단

에 서시었다. 선생께서는 나에게 이런 말씀까지 주셨다. 당신께서 지금 다시 대학에 들어가게 

된다면 사학과를 택하겠다고. 나는 선생님의 이 ‘색다른’ 권유를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따르는 것뿐이었다. 다행히 1961년도 대학입학시험에서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학과를 지원하여 합격하였다. 나는 이렇게 ‘우연’하게 역사학의 길에 들어섰다.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학과에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3개의 합동연구실이 있었다. 국사, 

동양사, 서양사 세 분야 각기의 합동연구실이 있었다. 그 연구실들은 유리 창문이 있는 한 쪽

을 빼고는 3면의 벽이 책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학부과정이지만 졸업 논문제도가 있어서 

2학년 2학기부터 전공 선택을 걱정해야 했다. 당시는 서양사가 역사학을 대표하다시피 하였

다. 교양과목인 문화사 강의도 대개 서양사 중심이었다. 미국, 유럽에 대한 사회적 선망도가 

높았고, 서양사라고 하면 뭔가 화려한 느낌을 주어서 인기가 높았다. 그런데 나는 한국 사람

이라면 국사 공부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아주 단순한 생각에서 국사합동연구실을 기웃거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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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사를 전공하기로 마음먹은 뒤, 다행히 ‘국학 붐’이 일기 시작하여 외롭지는 않았다.

국사합동연구실의 높은 벽의 한 면은 원본의 4분의 1 크기로 축소한 영인본(影印本) 『조선

왕조실록』이 차지하고 있었다. 문갑 포장이어서 무게감이 있었다. 나머지 벽면은 대부분 일

본어로 쓰인 ‘조선사’ 연구서들로 채워져 있었다. 경성제국대학의 유산이었다. 이 책들을 읽

기 위해 캠퍼스 앞에 있는 일본어 강습소를 3개월 정도 다녔다. 졸업논문을 어떤 주제로 쓸 

것인가? 3학년 초부터 걱정거리였다. 국가와 사회 구성에 관련되는 주제가 막연한 선망의 대

상이었지만 그런 주제로 논문을 엮어 낼 재간은 전혀 없었다. 교수님들은 사료에 근거한 논

문 쓰기를 강조하였다. 고민 끝에 나는 조선초기의 서얼(庶孼) 차대, 곧 양반 사대부들의 첩

(妾) 소생들에 대한 차별 관습의 유래를 논문 주제로 정하였다. 서얼 차대가 조선왕조 전 시

대에 걸쳐 계속된 부정적 관습이라면 그 장기 지속을 가능하게 한 사회적인 이유가 있을 것

이란 가정 아래 그것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아침 일찍 연구실로 ‘출근’하여 청소를 끝낸 다음, 

합동연구실 벽을 장식하고 있는 『실록』을 한 권씩 꺼내어 관련 사료를 열심히 찾았다.

나의 졸업 논문 ‘만들기’는 악전고투한 끝에 그럴듯한 성과를 거두었다. 조선 초기의 사대

부들은 노비 소유제도가 공인된 상태에서 자기 소유의 비(婢)를 취하여 소생을 얻게 되는 경

우가 많았다. 이 상황에서 첩에 대한 사회적 천대 의식이 그 자녀들에게 미쳐 차별의 관습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의 사대부들의 혼인 관습은 1처제(一妻制)였지만 다산을 

미덕으로 여기는 유교의 영향인지 첩을 둘 수 있었다. 사대부들이 취(娶)한 비첩(婢妾)은 제

도적으로 천인(賤人)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어서 그 소생도 종모법(從母法)에 따라 천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나의 졸업논문은 지도교수(韓佑劤)로부터 ‘극찬’을 받아 학계의 최고 권위

지인 『역사학보』에 바로 실렸다.(제27집, 1965) 학부 졸업논문이 이 학보에 실리는 경우는 매

우 드물었다.

나의 ‘성공’에 대해 부러워하는 시선이 많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흔쾌한 기분이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글쓰기 형식에 대한 불만이 컸다. 당시 학보에 실리는 논문은 대개 한문(漢文)으

로 된 사료를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해석으로 문장을 이어가는 형태였다. 심지어 관련 사료

의 원문(한문)을 인용한 다음 “… 라고 하였으므로 어떻다”는 식으로 문장을 이어가는 것이 

상례였다. 한문을 모르는 사람은 논문을 읽을 수가 없었다. 이런 글쓰기로 공부를 계속할 것

인가 하는 회의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역사학이라기보다 고증학(考證學)의 여맥 같은 

느낌이 들어 불만이 쉽게 거두어 지지 않았다.

2. 식민주의 청산 의식과 새로운 논문 쓰기 모색

나는 1967년부터 1969년까지 육군사관학교 한국군사연구실(韓國軍事硏究室)에서 주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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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제사: 근세조선전기편』 편찬사업에 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 아직 석사과정을 밟고 있

는 학문 초년생으로서 사료 다루기 훈련의 좋은 기회였다. 이때 집필 배당 부분 가운데 비교

적 관심이 많이 간 ‘16세기 군역(軍役)의 포납화(布納化)’를 주제로 석사 논문을 작성하여 심

사를 받았다. 육군사관학교의 교관(敎官)으로 병역의무를 치루기 위해 서둘러 준비한 논문이

어서 만족도가 매우 낮았다. 지도교수님도 학부 논문보다 못하다고 핀잔을 주셨다. 나는 

1969년부터 3년간 현역 초급장교(중위~대위)로서 육군사관학교에서 생도 교육에 임했다. 군

복을 입고서도 앞으로 어떤 논문을 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그대로였다. 1972년 8월에 예편

한 뒤, 은사 이기백(李基白) 선생을 찾아가 새로 쓴 논문의 원고를 보여 드렸다. 「사림파의 유

향소(留鄕所) 복립운동(復立運動): 조선 초기 성리학 정착의 사회적 배경」이란 제목이 붙어 

있었다. 당시 선생께서는 진단학회(震檀學會) 대표 간사를 맡고 계셨다. 며칠 후 『진단학보』

에 싣되 분량이 많으므로 (상), (하)로 나누자고 하셨다. (상: 제34호/1972, 하: 제35호/1973) 

나는 이 논문을 나의 진정한 학계 데뷔작으로 생각하고 있다. 조선 초기의 자연 촌락의 공동

체적 질서가 불교적인 것에서 유교적인 것으로 바뀌어 가는 것에 대한 고찰이었다.

이 논문은 글쓰기 형식에서 달라진 점이 많았다. 사료의 원문 인용은 가급적 피하되 부득

이 한 경우에는 모두 한글로 번역하여 제시하였다. 주제나 구성에서도 제도사적인 것에서 벗

어나 사회사라고 일컬을 만한 것으로 바뀌었다. 1980년대 초에 서양사 교수들이 유럽에서 일

기 시작한 새로운 역사학으로 ‘사회사(History of Society)’란 것을 소개하였다. 그 글들을 읽

으면서 내가 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꼈다. ‘데뷔작’을 구상하면서 가진 문제의

식이라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기억난다.

첫째로 ‘유교망국론(儒敎亡國論)’에 대한 거부감이었다. 내가 대학에 들어간 1960년대 초

반, 인문사회 관련 강의는 대부분 유교망국론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한국은 유교 때문에 망

한 역사가 되었으니 앞으로는 이를 멀리하고 서양의 새로운 학문을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런 언설들에 쉬이 동의가 가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

를 버려야 하는데 긴 시간의 민족사를 그렇게 쉽게 버려도 좋은가? 어느 사상이나 종교든 역

사적으로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지는 것인데 유교망국론은 역기능만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고향 월포에서 동(1~4구) 단위로 구성된 농경 공동체의 역동성을 보면서 자랐다. 정월 

대보름이나 단오절에 마을 단위로 벌이는 서로 간의 경쟁적 민속놀이에서 불굴의 정신 같은 

것을 느꼈다. 그리고 역사학도가 되어 글쓰기를 고민할 때, 마을 인근 야산에서 우연히 만난 

옛 선비의 묘소의 이끼 낀 석물(石物)에서 문화의 격조 같은 것을 느꼈다. 두 가지의 결합이

라면 쉽게 망할 나라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자문자답 속에 ‘데뷔작’의 윤곽이 잡히어 갔다.

1960년대 중반 이후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농촌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거부감도 한몫

을 했다.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으로 한국 현대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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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선거를 통해 정권을 쥔 박정희 대통령은 1962년 1월부터 5년 단위의 경제개발계획을 발

표하고, 농촌사회를 대상으로 1965년 농지(農地) 정리사업, 1969년 새마을 운동, 1971년 통

일벼 보급운동을 차례로 추진하였다. 이 일련의 정책으로 한국 농촌사회의 풍경은 완전히 달

라졌다. 내가 처음 대면한 월포리의 농촌 풍경은 논보다 밭이 훨씬 더 많았다. 이 조건이 연

출하는 농촌 풍경은 결코 곤궁하지 않았다. 밭작물이 철따라 바뀌어 오곡이 색색으로 달라지

는 풍경은 오히려 대자연의 다양한 미를 느끼게 하였다. 가을에 벼를 추수한 땅을 일구어 논

보리가 심어져 파릇한 기운을 뿜는 겨울 들판도 강인한 생명을 느끼게 했다. 이런 실견 덕분

에 나중에 농업사를 공부하면서 조선 후기의 집약농업이 어떤 것인지는 쉽게 짐작하였다. 박

정희 정권의 농촌 시책은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을 허물고 네모난 논(畓, 水田) 한 가지가 즐

비한 광경으로 바꾸어 놓았다. 조금이라도 넓게 보이는 들판은 다 그렇게 바뀌었다. 농촌 사

람들이 쌀을 선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밭작물, 밭농사를 잃어버린 한국의 농업이 과연 

잘된 선택인지 아직도 의문이다.

마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중앙정부의 지시로 지붕 개량사업이 벌어지면서 초가집 

지붕의 둥근 곡선은 슬레이트 지붕의 직선으로 바뀌었다. 중앙정부의 고압적인 지시로 이장

(里長) 한 사람만 바빠지고 주민들의 의사를 결정하던 동회(洞會)나 마을 어른[尊位]들이 하

루아침에 무력해졌다.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제2차 경제개발계획 실행 단계에서 도시의 

산업화가 진행되자 월포리의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10대 소녀들부터 20대 이상의 청장

년들이 썰물처럼 도시로 빠져나갔다. 농촌의 공동화(空洞化)는 농경사회 특유의 공동체 문화

를 소멸시켰다.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아래 진행된 이 격변에는 당사자들의 ‘의논’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급격한 시책에 대한 비판 의식 탓인지 나의 ‘데뷔작’은 중앙정부의 관

권과 지방 유교 지식인들(士族, 士林)의 자치 성향이 타협, 조절되는 과정에 대한 관찰에 많

은 배려가 두어졌다. 나는 박정희 정권의 산업화 정책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입장은 물론 

아니었지만, 그 추진 방식에 대한 우려와 회의는 많았다.

이 무렵 나는 오쓰카 히사오(大塚久雄) 교수의 공동체 기초이론에 관한 저서, 모리모토 준

이치로(守本順一郞) 교수의 정치사상사에 관한 저술, 김삼수(金三守) 교수의 서양의 각종 공

동체 이론에 관한 소개 글들을 즐겨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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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새로운 한국사 모색 반세기

1. 조선시대 유교사회 발전론의 모색

1972~1973년에 발표한 「사림파의 유향소 復立運動」으로 시작된 조선시대 유교사회에 대

한 연구는 2000년 전후까지 계속되었다. 이 기간에 나의 신변에도 큰 변화가 몇 차례 있었다. 

이 논문이 나온 뒤 1974년 3월에 경북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취직이 이루어졌고, 1977년 3월에 

모교인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의 국사학과로 전직하였다. 나의 연구에 대한 모교 선생님들과 

주위 선후배의 성원이 가져다 준 성과로 여기면서 연구생활에 매진하였다. 이 기간에 이루어

진 유교 사회사에 관한 연구 성과는 아래 세 저서로 모아졌다.

(1) 『한국사회사연구: 농업기술과 사회변동』(지식산업사, 1986: 증보판 2008)

(2)   『조선유교사회사론』(1989, 지식산업사: <日譯> 『朝鮮王朝社會와 儒敎』, 法政大出

版局, 2000)

(3) 『의술과 인구 그리고 농업기술: 조선유교국가의 경제발전 모델』(태학사, 2002)

앞에서 비추었듯이, 고려 말, 조선 초의 시기에 유교가 국가 이념으로 삼아지는 과정에서, 

유교가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기능을 발동하고 있었는지가 큰 관심사였다. 당시까지만 해도 

학계에서 유교는 시종 사상으로만 다루어졌지 사회경제적 관계에 관한 고찰은 거의 없었다. 

나는 고려 말에 신흥 사대부들이 중국 송(宋) 나라의 강남(江南) 농법에 대해 관심을 보인 것

을 주목하였다. 토산 약재를 활용하는 이른바 향약(鄕藥) 의술의 개발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

였다. 신흥 사대부 세력은 곧 일반 백성(民)의 의식주 생활을 최소한이라도 안정시키는 것을 

과제로 삼았고, 이 측면에 이미 성과를 올린 송나라의 신유학(新儒學)을 주목하였던 것이다. 

조선초기의 대표적 군주인 세종대왕이 『농사직설(農事直說)』과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을 

펴내게 한 것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가장 앞선 농업기술을 조사하여 이를 후

진 지역에도 보급하고, 토산 약재를 활용하는 의술을 정리하여 각지에 보급하면 인구 증가로 

농업노동력이 제고(提高)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다. 세종은 “먹는 것[食]은 백성들

의 하늘[天]”이라는 교시(敎示)를 입버릇처럼 반복하였다. 그의 시대에 완비 단계에 들어가는 

중앙집권 관료체제는 이런 하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을 명분으로 삼고 있었다.

유교 도입기의 민생과의 관계에 관한 나의 연구는 (3)의 저술로 일단 마무리되었다. 한국

사나 일본사는 14세기에 공통적으로 사회적 동요가 심했다. 그런데 유교국가의 길을 걸은 한

국은 15세기에 들어와 상당한 안정세를 보인 반면, 불교에 의존한 일본사회는 잇기[一揆]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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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16세기에 센고꾸[戰國] 시대의 혼란으로 빠져들어 갔

다. 유교의 위민(爲民) 사상의 실효적 성과가 이 차이를 가져 온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나는 

위 책에 ‘조선유교국가의 경제발전 모델’이란 부제를 감히 달아 보았다.1)

2. 사화, 당쟁에 대한 새로운 해석: 당파성론 비판

나는 1983년에 「사림파의 향약 보급운동: 16세기 경제변동과 관련하여」(『한국문화』 4)란 

논문을 발표하였다. 내용적으로 「사림파의 유향소 복립운동(復立運動)」의 속편인데도 10년

이나 시간이 흘렀다. 조선왕조 초기의 중앙집권관료 체제는 일반 백성의 생활 안정을 명분으

로 약 한 세기 동안 순항하였다. 그러나 15세기 말엽에 이르러 집권관료제의 폐단으로 고위 

관료집단의 기득권 세력화가 공신(功臣)과 척신(戚臣) 부류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흔히 훈

구파(勳舊派)로 불리는 이 부류는 현직 지방관의 관권의 도움을 받으면서 경제기반의 세습

적 확대를 지향하였다. 이에 대해 지방에 근거를 둔 중소지주층은 비리(非理) 극복의 차원에

서 신유학 곧 성리학(性理學)의 가치를 재발견하였다. 그것은 지방 중심 성향을 강하게 지녔

다. 성종대의 유향소 복립운동은 향사례(鄕射禮), 향음주례(鄕飮酒禮)의 유교 의례를 보급하

여 권신들의 비리 자행을 배격하려는 것이었고, 중종대의 향약 보급운동도 마찬가지였다. 이

런 관계는 훈구, 척신의 위세 아래서는 역공을 받기 마련이었다. 무오사화(戊午士禍), 기묘사

화(己卯士禍)는 곧 신진 세력의 향촌 질서의 재확립 운동에 대한 훈구 세력의 역공이었다.

조선왕조의 유교 왕정은 15세기에는 중앙집권적 관료제의 한 축으로 영위되었지만 16세

기에 들어오면서 재지 중소지주층 지식인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정파 운영의 원리가 

도입되지 않을 수 없었다. 서원(書院) 설립을 통한 재지(在地) 중소 지주층의 지식인화는 사

림(士林)이라는 호칭을 등장시킬 정도로 정치 참여 의식 층의 저변을 넓혔다. 훈구 세력의 

‘역공’으로 사화를 거듭 당해도 그 성장세는 꺾이지 않았다. 학연을 통한 정파의 형성이 이루

어지는 가운데 사림은 구양수(歐陽脩), 주자(朱子)의 붕당론(朋黨論)에서 붕당정치 체제화의 

근거를 찾았다. 사화와 당쟁은 곧 ‘유교 망국론’의 핵심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나는 ‘붕당’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조선시대 정치사를 변전의 연속으로 풀어나갈 수 있었다. 일제 식민주

의 역사학은 당쟁을 조선민족의 고질적 습성으로 악평하였지만 조선사회는 재지 중소 지주

층의 지식인화 과정 속에 새로운 정치운영체제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당파성론’에 대한 비

판이 가능한 수준에 다가갔다.

 1) 이 책은 『역사비평』 2002년 겨울호(통권 61호)에 ‘집중분석’의 대상으로 선정되어 오종록, 이호

철, 신동원 3인이 유교, 농업기술, 향약의술 세 분야를 분담하여 비평해 주었다. 이에 대해 나는 

같은 책 2003년 봄호(통권 62호)에 “오해와 이해 부족의 ‘집중분석’”이란 ‘반론’으로 답했다.



64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8, 제14호

나는 1969년부터 3년간 육군사관학교 교수부에 재직하였다. 그때, 이 학교 부설의 한국군

사연구실이 시행한 『한국군제사: 조선후기편』(1969~1972년 원고 완성, 1977년 5월 간행) 편

찬사업에 참여하였다. 이번에는 ‘중앙군제’ 부분(3개 章)의 집필을 맡았다. 주로 인조반정(仁

祖反正, 1623) 이후 각 붕당세력의 부침, 왕권과의 관계 속에 중앙군영제도가 어떻게 달라졌

는가를 고찰하였다. 정치세력의 배후로서 군영(軍營)제도의 변화를 살피는 작업이었다. 이 

책이 나온 뒤, 사화와 당쟁에 관한 나의 평소의 이론적 고찰을 합쳐 1985년에 『조선후기의 정

치와 군영제(軍營制) 변천』(한국연구총서 52, 한국연구원)을 출간하였다. 여기서 나는 조선

후기의 각 정파의 당론서(黨論書)들을 소개하는 한편, 조선 후기 정치사에 대한 긍정적 시각

의 선행 연구로 이시이 도시오(石井壽夫)의 논문과 안확(安廓)의 『조선문명사, 일명 조선정

치사』(1923) 등을 소개하였다. 자산(自山) 안확은 비록 계몽적 차원이지만 조선시대 당쟁을 

정파 정치로 간주한 최초의 역사학자로서 나에게 많은 자극을 주었다.

3. 18세기 ‘민국(民國)’정치 이념과 그 근대적 변천에 대한 탐구

조선 후기의 중앙군영제의 변천에 대한 연구에서 나는 17세기와 18세기 사이에 군영제도

에 질적인 변화가 생긴 것을 알게 되었다. 숙종~정조 연간에 중앙 군영제도가 정파(붕당) 중

심에서 왕권 중심의 운영으로 바뀐 것에서 나는 왕조의 정치가 다시 질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변화의 단계도 이전에는 지적되지 않은 것이었다. 이 변화에서 가

장 주목되는 것은 왕권이 탕평(蕩平)의 이름으로 ‘소민보호’를 앞세운 점이었다. 약 1세기 반 

이상 사림(士族, 士大夫)의 붕당정치가 계속되면서 소민(小民) 곧 평민층의 피해가 상대적으

로 커진 현실에서 군주들은 이의 타개를 가장 중요한 임무로 내세우면서 왕권의 강화를 도모

하였다. 소민들의 삶은 체제적으로뿐만 아니라 16세기부터 시작된 장기 자연대재난으로2) 극

심하게 피폐하여 탕평 군주들의 주장은 근거가 있는 것이었다.

 2) 『조선왕조실록』의 자연 이상 현상에 대한 기록 25,000여 건을 발췌하여 분석한 결과, 1490년 전

후부터 1760년 무렵까지 약 260년간 기온이 장기적으로 내려간 ‘소빙기(little ice age)’에 해당

한다는 나의 연구 성과는 조선 중기의 ‘혼란’이 일제 식민주의 역사학이 주장하듯이 유교적 정

치 관료들이 범한 인재(人災)가 아니라 전 세계가 겪은 자연재해 곧 천재(天災)라는 것을 구명

하여 유교망국론의 허위성을 드러내는 일단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이 연구의 경

위를 밝히는 것은 장황한 감을 줄 우려가 커서 필요한 정도에서 주기(註記)로 밝힌다. 李泰鎭, 

「小氷期(1500~1750)の天體現象的原因: 『朝鮮王朝實錄』の關聯記錄分析」, 『국사관논총』 72, 1996, 

국사편찬위원회. Yi Tae-jin, “Meteor Falling and Other Natural Phenomena During 1500-1750 

as Recorded in the Annals of Chosun Korea”, Celestial Mechanics and Dynamical 

Astornomy 69-1, 1998, Klurwer Academic Publisher, Netherlands. 주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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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군주들의 소민보호 정치는 소민과 왕을 나라의 주체로 규정하는 「민국(民國)」이란 

용어를 등장시킨 사실이 주목되었다. 유교는 선진(先秦) 시대부터 나라[國]는 왕가와 귀족가

문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란 뜻으로 ‘가(家)’를 드러낸 ‘국가(國家)’란 용어가 상용되었다. 그

런데 18세기 조선의 군주들은 이와는 별도로 소민의 ‘민’과 ‘국[王]’의 합성어로 ‘민국(民國)’이

란 용어를 탄생시켜 즐겨 사용하였다. ‘민국’ 정치이념은 곧 유교 본래의 민본(民本) 또는 위

민(爲民) 의식이 시대 변화에 조응하여 근대적 지향성을 강하게 담은 새로운 개념으로 간주

할 만한 것이다.3) 비슷한 시기에 학계의 일각에서 18세기 조선사회를 소농(小農) 사회로 규

정하는 견해가 등장한 것은 동일한 시대 변화를 사회 경제적으로 읽은 것인 셈이다.

‘민국’ 정치에 대한 나의 관심은 최근에 고종 시대(1863~1907)의 상황에 대한 검토 기회를 

가져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새로이 확인되었다.4) 이 시기에 ‘민국’의 사용례가 급증할뿐더러, 

1895년 2월에 왕이 내린 「교육조서(敎育詔書)」는 나라(國)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民)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논지 아래 덕양(德養), 체양(體養), 지양(智養)의 3양(三養) 교육

론이 내세워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영국의 존 로크( John Locke)가 주장한 체양, 덕양, 

지양의 교육론이 조선 군주의 교서에 나오다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존 로크의 교육사상은 

영국보다 미국 대학교 교육에서 더 널리 활용된 점을 유의하면 당시 조선에 와 있던 미국인 

교사(교수)들이 전해 준 것으로 짐작된다. 앞으로 구체적인 확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

는 대목이다.

나는 2000년에 낸 『고종시대의 재조명』(태학사)에서 이미 고종을 개명 군주(開明君主, 

enlightened monarch)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교육조서」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나의 

연구 의욕을 북돋아 주었다. 고종은 1909년 3월 15일 태황제(太皇帝)로서, 「서북간도 및 부근 

각지 민인등처(民人等處)에 효유(曉諭)한다」는 교유(敎諭)를 내렸다.5) 이 교유에는 놀랍게도 

“나라는 독립해야 나라이고 민은 스스로 말미암는[自由] 주체여야 민이며, 나라는 민을 포갠 

것[積民]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었다. 이는 어느 모로 보나 앞의 「교육조서」의 君民 관계가 한 

 3) 이태진, 「조선시대 민본의식의 변천과 18세기 ‘민국’ 이념의 대두」, 朴忠錫 · 渡辺浩 편, 『국가이

념과 대외의식: 17~19세기』, 고려대 아연출판부, 2002: 日本語版, 慶應大學出版部.

 4) 이태진, 「고종 시대의 ‘민국(民國)’ 이념의 전개: 유교 왕정의 근대적 ‘공화(共和)’ 지향」, 『진단학

보』 124, 2015. 8.

 5) 고종은 1907년 7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3인의 특사를 보내 1905년 11월의 ‘보호조약’은 자

신이 승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고 이를 무효화시키고자 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 사건을 

빌미로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켰다. 그를 밀어내는 데 앞장 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1909년 2월 중순 한국 의병 진압에 실패한 것을 자인하고 바로 귀국하여 4월에 천황에게 사직

하기를 아뢰었다. 이 교유는 그가 서울을 떠난 한 달 사이에 작성되었다.



66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8, 제14호

걸음 더 발전한 것으로서, 조선, 대한제국의 유교 정치사상이 이제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서

양 근대정치사상과 교합(交合)하는 순간에 이른 것으로 간주되었다. 여기서 나는 한국의 ‘근

대’는 역사적으로 자생의 토대 위에 새 것을 수용하는 순항(順航)의 역사라는 확신을 가졌다.

나는 이제 1910년 8월의 강제 ‘병합’ 이후 1919년 3월 1일의 독립만세운동까지 사이에 ‘민

국’ 정치이념이 어떤 변천을 거쳤는지에 대한 고찰을 남겨 두고 있다. 이 작업이 이루어지면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정한 대한민국(大韓民國)이란 국호가 어떤 정치사상에 근거하여 택

해진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알려지기로는 대한제국을 계승하는 ‘민국’이란 

뜻으로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제정되었다. 즉, 당초 임시정부 헌법 기초위원회(위원장 여운

형)는 ‘조선민주공화국’이란 명칭을 준비하였지만, 의정원(議政院) 회의에서 신석우(申錫雨) 

의원이 대한제국을 계승하는 민국으로서 ‘대한민국’을 제안하여 다수가 이를 지지하여 채택

되었다. 당시의 의정원 의원들이 생각한 ‘민국’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작

업을 기약하고 있다.

III. 근대사 연구로의 진입과 ‘한국 병합’ 관련 조약에 관한 연구

1. 고종시대의 자력 근대화 탐구

나의 식민주의 역사학 극복의 노력은 1990년대에 접어들어 일본제국의 한국 침략의 실상

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 다시 말하면 나의 연구는 이제 일제 침략주의가 한국사를 부정적

으로 왜곡한 시기인 고종(高宗, 1863~1907) 시대의 역사를 정면으로 다루게 되었다. 한국 민

족문화의 중요한 유산인 규장각(奎章閣) 도서를 관리하는 직책을 맡게 되면서 계기가 생 

겼다.

나는 1988년부터 1992년까지 4년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규장각도서관리실의 실장 

보직을 맡았다. 이 보직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두 가지 일의 계기가 생겼다. 하나는 ‘외규장각 

의궤도서 반환운동’, 다른 하나는 ‘한국병합’에 이른 조약에 관한 연구이다. 전자는 근대사 연

구는 아니지만 근대에 약소국으로서 당한 굴욕을 만회하는 일종의 역사 회복운동으로서 일

반 국민들에게 민족사 연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효과가 컸다.6)

 6) 규장각 도서는 귀중한 민족 문화유산인데도 불구하고 관리 예산은 너무나 빈약했다. 그래서 예

산 확보를 위해 홍보용 책자로 『규장각 소사』를 만들었다. 이를 위해 강화도 소재의 외규장각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던 중,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 해군 로즈(Roze) 제독이 섬을 떠나면서 

본국 해군성 장관에게 보낸 편지 자료(『교회사연구』 제2호, 1979; 「한불관계자료 1866~1867」)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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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규장각 도서 반환운동과 거의 동시에 국권 피탈 관련 조약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

었다. 규장각 자료로 소장되어 있는 고종(高宗) 시대의 공문서들이 그때까지 한 번도 정리된 

적이 없어서 뒤늦게나마 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때만 해도 규장각을 아는 사람들이 매우 

적었다. 그래서 홍보용 책자로 만든 『규장각소사(奎章閣小史)』를 들고 정부 관계 당국자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여 확보한 5명의 학예연구사 인력을 믿고 근대 공문서 정리 사업을 벌

였다. 중의에 따라 법령 종류(법률, 조칙, 칙령)를 첫 정리 대상으로 정하여 해당 문건들을 정

리하던 중에 순종(純宗) 황제 즉위년(1907) 11월 중순부터 2개월간 60여 건의 법령 자료들에 

이상 현상이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하나의 필체여야 할 황제의 이름자(坧) 서명이 서로 다

른 대여섯 가지의 필체로 되어 있는 사실을 담당 학예연구사(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장 

이상찬 교수)가 발견하였다. 나는 보고를 받고 즉각 상태를 실견한 다음, 같은 규장각 서고에 

소장되어 있는 국권 피탈 관련 조약들의 원본을 가져오게 하였다.7) 아니나 다를까 한 눈에 

여러 결함들이 보였다. 모든 조약 문건들에는 필수 요건인 황제의 비준서가 보이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1905년의 ‘보호조약’에는 조약의 명칭이 쓰여 질 첫 줄이 비어 있었다.8) 1992년 

5월 12일 이 사실들이 신문에 보도되자 나라 안팎이 들썩거리는 반향이 있었다.

나는 곧 보직 임기가 만료되어 연구실로 돌아왔고 이때부터 조약문에 비정상적인 상태에 

대한 추적을 시작하였다. 이 작업은 지금까지 25년간 계속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뒤에

서 별도로 언급하기로 하고, 거의 시기를 같이 하여 진행된 고종시대의 자력근대화에 관한 

연구 경위를 먼저 언급하기로 한다.

1992년 서울시는 2년 뒤에 다가올 ‘한양 정도(定都) 600년’을 앞두고 강홍빈(康泓彬) 정책

기획관 주관 아래 여러 가지 준비사업을 서둘렀다. 1993년 6월에 서울시립대학교에 서울학

연구소를 설립하여 기념사업의 중심으로 삼았다. 나는 이 무렵 16~17세기 자연대재난에 관

한 연구의 일환으로 17세기에 전국 각지에 발생한 기민들이 중앙정부의 진휼곡(賑恤穀)을 

입수하였다. 섬의 왕실 서고(외규장각)에서 귀중해 보이는 서적 340권과 족자류 십여 점을 꺼낸 

다음, 나머지는 모두 건물과 함께 불태우고 나왔다고 보고하는 내용이었다. 국제법 전공의 백충

현(白忠鉉) 교수(당시 교무처장)는 이 행위는 전형적인 문화재 전시약탈행위에 해당하므로 우

리 정부가 프랑스 정부에 대해 반환 요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그의 의견에 따라 

1991년 10월 서울대학교 총장이 외무부 장관에게 반환 요청을 의뢰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외규

장각 의궤도서 반환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우여곡절 끝에 국민적 차원의 뜨거운 성원과 

역대 대통령들의 비상한 관심으로 20년 만인 2011년 4월~5월에 ‘귀환’이 마침내 이루어졌다.

 7) 제1차 일한협약(日韓協約)=고빙조약(雇聘條約), 제2차 일한협약=을사보호조약, 한일협약=정미

조약(丁未條約), 한국 병합조약 등

 8) ‘을사보호조약’이니 ‘제2차 일한협약’이니 하는 명칭은 나중에 임의적으로 붙여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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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하고 서울로 모여들어 생긴 변화를 다룬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다.9) 이것이 인연이 되어 

1994년 1월에 ‘서울정도 600년 기념 해외사료 탐사사업’에 참여하여 런던의 대영도서관과 파

리의 국립도서관을 다녀왔다. 이 조사 사업은 고종 시대에 서울을 다녀간 서양인들이 남긴 

서적들을 두루 접하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런던의 대영도서관에서 만난 이탈리아 외교관 까

를로 로제티의 『한국과 한국인(Corea e Coreani)』은 나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 책에는 1902년 현재 저자가 이탈리아 공사관 소속의 전문 사진사를 데리고 서울이 도

시개조사업으로 현대 도시로 탈바꿈해 가고 있는 변화를 담은 사진이 수십 장 실려 있었다. 

특히 ‘소민보호’의 정치를 외친 국왕 영조가 도성(都城) 행차 때 어가를 멈추고 시전(市廛) 상

인들의 민원을 직접 듣던 철물교(鐵物橋) 근처의 원각사(圓覺寺) 자리가 탑골공원으로 바뀌

는 장면을 담은 사진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18세기 탕평군주들이 ‘소민’들을 만나던 자리가 

서양식 공원으로 바뀌는 장면이야 말로 유교의 순기능을 탐구하던 나에게 무한한 감동을 불

러 일으켜 주었다.

1990년대 후반에 나는 고종시대의 조약과 자력 근대화에 관한 논문을 쏟아내다시피 하였

다. 5년간에 무려 40편을 발표하고 있었다. 유례없는 다작의 기간이었다. 조약에 관한 것은 

1995년에 편저 형식으로 『일본의 대한제국 강점』(까치, 1995)을 냈고, 자력 근대화에 관한 것

은 10여 편의 논고를 정리하여 2000년에 『고종시대의 재조명』(태학사)이란 서명으로 출판하

였다. 후자에 실린 글들은 한국 근대사의 주요 장면들이 대부분 지금까지 시대역행적인 모습

으로 해석되어 온 것을 새로운 자료 발굴을 통해 바로잡기를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1896년 9

월부터 시작된 ‘서울 도시개조사업’에 대한 두 편의 논문은 자력 근대화의 대표적 성과로 간

 9) 이태진, 「조선시대 서울의 도시 발달 단계」, 『서울학연구』 창간호, 1993. 11. 나는 이 무렵 조약의 

문제점 발견에 앞서 조선 중기의 사회적 혼란의 원인을 구미 역사학계의 ‘17세기 총체적 위기

(The General Crisis of the Seventeenth Century)’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

다. 이 학설은 17세기에 전 지구의 기온이 내려간 것이 각지에서 사회적 동요와 혼란을 가져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나는 기온 강하가 원인이라면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태조실록에서 철종실록까지 471년간의 자연 이상 현상에 관한 기록들을 발

췌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위기’의 존속 기간이 1490년 무렵부터 1760년 무렵까지 무려 260

년간이며, 소행성(유성)의 장기적인 지구 돌입이 원인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17세기에 접어들어 전란과 자연 재난이 겹친 가운데 수많은 기민들이 정부의 진휼

을 기대하여 서울로 모여들고, 정부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부역노동을 품삯을 주는 고역(雇

役)으로 바꾸어 용산, 마포 등지에 있는 세곡 하치 장소에서 상업이 새롭게 일어나는 관계를 살

피게 되었다. 정부의 구휼정책이 주효하여 영조, 정조 시대에는 왕들이 ‘소민보호’의 기치를 내

걸고 어려운 백성들을 직접 만나는 새로운 이벤트가 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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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여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다.10) 고종시대의 자력 근대화는 늦게 출발하고 수도에 집중된 

한계가 있지만 그대로 두면 순항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다. 일찍이 김용섭(金容燮) 교수

가 광무양안(光武量案) 분석을 통해 대한제국의 농업경제의 근대화 가능성을 논한 것에 대

한 공감이 갈수록 커졌다.

조선 유교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 도전하여 30년이 되는 시점에서 그간의 발표 논문 가운데 

영어로 번역된 것을 모아 2007년에 코넬대학교에 재직하던 마이클 신 교수의 도움으로 이 

학교의 ‘동아시아 프로그램’의 출판물, 동아시아 시리즈 136번으로 “The Dynamics of 

Confucianism and Modernization in Korean History”를 출간했다. 유교의 순기능에 대한 나

의 확신은 이 책의 이름에 “유교와 근대화”란 단어를 주저하지 않고 쓰게 하였다.

2. 조약 강제 불법성 연구와 이에 대한 국제적 반향

1) 도쿄대학 총합문화학과(總合文化學科)에서의 잇단 초청 강의

1992년 5월 나는 규장각도서 관리실장의 보직을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온 뒤 1904년 2월 

러일전쟁 후 일본제국이 전시(戰時) 군사력을 배경으로 대한제국에 대해 강제하기 시작한 조

약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였다. 3년 안에 3편의 논문을 작성하여,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을 모

아 1995년에 『일본의 대한제국 강점』(도서출판 까치)을 편저(編著) 형식으로 출간하였다. 이 

분야의 연구를 촉구하는 뜻에서 서둘러 내다 보니 출판사와의 소통 부족으로 오탈자가 많이 

남겨진 과오를 범했다. 이듬해 일반 독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글로서 「일본의 대한제국 국

권 침탈과 조약 강제」를 발표하였다.(『한국사시민강좌』 19, 일조각) 이때 나는 언젠가 일본인 

독자들도 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한 일본 유학생의 도움을 받아 이 글을 일

본어로 번역해 두었다.

이 번역문이 2년 뒤 지명관(池明觀) 선생을 통해 일본의 저명한 월간지 『세카이(世界)』지의 

편집장 오카모토 아쯔시(岡本厚) 씨에게 전해졌다. 일본에 의한 한국병합에 관련되는 조약들

은 무력에 의해 강제되고 관련 문서상으로도 한국 측이 거부한 증거가 많이 남아 있으므로 

‘한국병합’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었다. 오카모토 편집장은 논지의 중

요성을 인정하여 나의 글을 (상), (하)로 나누어 싣는 한편, 일본 학자들의 견해를 듣고자 ‘일

10) 조선 정부가 대한제국의 출범을 앞두고 수도 서울의 현대화를 위해 도시개조사업을 벌였다는 

것은 이전에 전혀 알지 못하던 것이었다. 정부는 1880년대 초에 이미 미국 에디슨 전기회사

(Edison Light Company)와 계약하여 서울에 전기와 전신을 시설하고 1890년대 후반에는 이를 

기반으로 서울의 간선도로(종로, 남대문로)를 정비하여 전차를 달리게 한 사실, 그리고 그것이 

일본 도쿄(東京)보다 3년 빠르다는 사실 등이 새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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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화(日韓對話)’란 코너를 만들어 일본 내의 합당한 필자들을 찾았다. 이 코너는 1998년 7

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7회에 걸쳐 찬반의 글이 실렸다. 내 견해에 대해 지지, 반대하는 글

이 각 2편이 실리고, 반대 견해에 대한 내 답변의 글이 2편 더 실렸다.

『세카이(世界)』지의 ‘일한대화’가 마무리 지워진 이듬해 2001년 11~12월에 나는 도쿄대학

(東京大學) 고마바(駒場) 캠퍼스 총합문화연구과의 테마 강의 “아시아의 역사인식과 신

(信)”(中島隆博 교수 주관)에 초청받아 3주간 집중강의를 했다. 일본제국의 침략을 받은 당

사국인 한국, 중국, 베트남의 주요 대학교 교수들을 초청하여 학생들이 이들의 견해를 직접 

듣게 하는 프로그램이었다.11)

2004년 6월~7월 같은 학과에서 기획한 “21세기 COE 프로그램”, 「공생을 위한 국제철학교

류센터」가 주관하는 “인간의 안전보장연습 V: 역사, 법, 폭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다시 강

의 초청을 받았다. 프로젝트 주관자인 다카하시 데쓰야(高橋哲哉) 교수가 “근대 일한관계사

에서의 법과 폭력”이란 주제로 6주간 6회의 집중 강의를 요청해 왔다. 이번에는 대학원생들

을 위한 강의였다. 도쿄대학에서의 잇단 강의는 내가 일본 학생들의 근대 한일관계사 인식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교수들도 몇 분 거의 매 시간 강의를 경청해 주어 매우 고

마웠다. 마지막 강의가 끝난 시점에서 수업 관리 조수가 그 동안 강의를 모두 녹음하였다고 

하면서 녹음테이프를 건네주었다. 미리 얘기하면 오히려 강의에 부담을 줄 것 같아 마지막에 

알리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였지만 나로서는 고맙기 짝이 없었다. 귀국 후 그것을 풀어

서 책으로 내면서 서명을 『동경대생들에게 들려준 한국사: 메이지 일본의 한국 침략사』(태학

사)라고 붙였다.12)

내가 근대사 연구에 착수한 지 10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일본의 명문 도쿄대학에서 두 차

례나 집중강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다. 『세카이(世界)』지의 ‘일한대화(日韓對話)’가 

일으킨 파장의 하나였다. 한 박사과정 학생이 낸 리포트에 실린 내용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

다. 자신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역사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평소에 메이지 시대

의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근대 국가 수립의 기획과 성과에 대해 존경을 표해 마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들이 이웃나라 한국에 대해 저지른 침략 행위의 역사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11) 나의 강의는 (1) 일본의 「한국병합」의 진상, (2) 근대한국의 자력근대화의 꿈과 좌절이란 두 가

지 주제로 행해졌다. 교토(京都) 대학의 저명한 야마무로 신이찌(山室信一) 교수가 지정 토론을 

맡아 주었다.

12) 이 책은 곧 일본어와 중국어로 번역되었다. 鳥海豊  譯, 『東大生に語つた韓國史-植民地支配の合

法性を問う』, 明石書店, 2006: 金京子 譯, 『明治日本侵韓史略』, 人民大學出版社, 2011. 두 번역본

은 번역자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나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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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동경대학에서의 강의는 고종시대 연구의 필요성을 한층 더 강하게 느끼게 했다.

2) 한국병합 불법성에 관한 ‘국제공동연구’와 ‘한일 지식인 공동 성명’

『세카이』지의 ‘일한대화’는 도쿄대학의 초청 강의와 거의 동시에 「국제 공동연구 “일본의 

한국병합에 관한 역사적, 국제법적 재조명(The Reconsideration of the Japan’s Annexation 

of Korea in the Historical and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s)”」이 발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미 다른 자리에서 밝혔지만 2000년 미국 하와이대학교의 한국학센터(Center for Korean 

Studies)와 국제고려학회(國際高麗學會)가 함께 21세기 한국학의 발전을 기약하는 학술회의

를 마치고, 앞으로의 계획에 관한 간담 자리에서 북한학자들이 동참하는 방안이 의논되었다.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일한대화’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한국병합’ 문제라면 북한 측도 참여

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위의 ‘국제공동연구’가 발족되어 

2001년 하와이 오하우시와 일본 도쿄부 타마(多磨)시 두 곳에서 한 · 일 양측의 사료 설명회 

형식의 예비 학술회의가 열리고, 11월에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4개의 동아시아 관련 연구소가 

공동주관하는 형식으로 본 회의가 열렸다. 이 학술회의는 이후 2008년까지 서울, 도쿄, 호놀

룰루 등지에서 번갈아 매년 세미나 형태로 진행되었고, 그 성과는 2008~2009년에 서울과 도

쿄에서 『국제공동연구 한국병합과 현대』라는 서명으로 출판되었다.13)

2010년은 일본이 ‘한국병합’을 강제한 지 100년이 되는 해였다. 2009년 김영호(金泳鎬) 교

수는 도쿄대학에서의 강의를 위해 도쿄를 왕래하면서 와다하루끼(和田春樹) 교수, 오다가와 

고(小田川 興) 교수, 오카모토 아쯔시 회장 등과 그곳에서 여러 차례 만나 ‘한국병합’ 100년을 

맞아 한, 일 양국 지식인들이 어떤 결의를 표시할 것을 논의하였다. 그래서 양측이 발기인 및 

운영위원을 구성하고 2010년 5월에 서울, 도쿄에서 동시에 ‘한일 양국 지식인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과정에 한국 측 임원으로 나도 깊이 관여하였다. 성명서에는 ‘한국병합’은 원

천 무효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도 일본 지식인이 무려 540인이나 서명하였다.(한국 서명자 

604인)14) 서명자 가운데 역사학자가 거의 반수에 가까운 것으로 보면, 2001년에 발족한 <한

13) 한국어본은 태학사, 일본어본은 明石書店에서 각각 간행되었다. 2008년 12월(일본어판), 2009

년 4월(한국어판)에 미국 하와이대학교의 휴 강(Hugh Kang), 에드워드 슐츠(Edward Shultz), 

반다이크(Van Dyke, 국제법 전공), 일본 측의 아라이 신이치(荒井信一), 사사가와 노리가쓰(笹

川紀勝) 등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일구어 낸 성과였다.

14) 『세카이』지의 ‘일한대화’가 시작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불법론’을 표명한 지식인은 10명도 되지 

않았다. ‘양심적’인 지식인들이라고 해도 대부분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

가 없다는 ‘합법 부당론’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일본 지식인들의 이러한 인식 변화에 ‘일한대화’

가 끼친 영향은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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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역사가회의>가 끼친 영향도 적지 않았던 것 같다. 나는 이 <회의>에도 한국 측 운영위원장 

차하순(車河淳) 교수를 도우면서 처음부터 관여하였다.

‘한일 양국 지식인 공동성명’의 양측 운영위원회는 성명서를 내면서 “2010년의 약속, 2015

년의 기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11년부터 매년 기념학술회의를 가지면서 2015년에 진일

보한 성과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성명서 직후에 일본 정계가 급격히 ‘우경화’하여 기대한 성

과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일본 정부가 한국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태도를 국제적으로 보

여 이를 규탄하는 구미 지식인들이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여 이해 2015년 7월 29일 국제정의

의 실현 차원에서 식민지배 청산을 촉구하는 ‘한 · 일, 그리고 세계 지식인 공동성명’을 발표

하였다.15)

3. 조약 강제 연구의 정리와 남은 과제

나는 그동안의 조약에 관한 연구를 정리하여 2016년 11월에 『일본의 한국병합 강제 연구: 

조약 강제와 저항의 역사』(지식산업사), 2017년 4월에 『끝나지 않은 역사: 식민지배 청산을 

위한 역사인식』(태학사)을 잇따라 출간하였다. 25년 끌어온 이 분야 연구를 끝낼 생각이었다.

『일본의 한국병합 강제 연구』는 일본 메이지(明治) 정부가 대한제국의 국권을 빼앗기 위해 

러일전쟁을 배경으로 조약을 어떻게 강제하고, 한국의 저항을 꺾기 위해 어떤 강압적 수단을 

동원했는지 등에 대한 그간의 연구 성과들을 모아 종합한 것이다. 단순한 종합이라기보다 최

근에 발굴된 자료까지 망라하여 전후좌우 관계를 새로 짠 측면도 많다. 일본 메이죠(明城) 

대학의 이나바 치하루(稻葉千晴) 교수가 소개하여 처음 접하게 된 일본제국 육군성(陸軍省) 

편간의 『明治三十七八年戰役陸軍政史』(1911)는 매우 중요한 신 자료였다. 육군성 내부용의 

‘비(秘)’급 간행물인 이 자료에 따르면, 러일전쟁 발발과 동시에 한반도에 진주한 일본군은 

적지(敵地)가 아닌데도 전시(戰時) 계엄령을 발동하여 한국인들을 위압 속에 몰아넣고, 전쟁

이 끝난 뒤에는 평시(平時) 계엄령으로 바꾸어 무력 위압을 유지한 상태에서 조약 체결을 강

제하였다. 이 상황은 ‘병합조약’ 강제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아시아역사자료센터를 통해 공개된 관련 자료들도 최대로 활용하였다. 이 자료를 통해, 

1910년 3월 일본정부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피격사건을 마무리 지은 뒤 5월에 내부적

으로 ‘한국병합’의 단행을 결정하고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로 하여금 한국 

통감(統監)을 겸하게 하였다. 그는 이때부터 휘하의 육군성과 통감부의 인력을 동원하여 ‘병

15) 이때 미국 교수들과의 접촉에는 코네티컷 주립대학교 사학과의 알렉시스 더든 교수의 도움이 

컸고, 유럽 쪽에는 캠브리지대학교의 마이클 신, 튀빙겐대학교의 이유재 교수 등의 도움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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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에 필요한 모든 방안을 준비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실은 위의 계엄령 발동과 함께 ‘한국

병합’이 군사 강점이란 것을 더 이상 논할 것이 없게 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16) 

『끝나지 않은 역사』는 ‘병합조약’에 대한 한국 황제의 비준 거부의 실제, 일본 신문의 어용

적인 역할, 일본 침략주의의 뿌리, 고종황제의 독살 등에 관한 기왕의 고찰에 더하여, 대한제

국과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가 국제사회를 상대로 벌인 주권 회복 운동에 관한 새 원고들

을 한 데 합쳐 출간한 것이다. 새 원고라는 것은 상해 임시정부가 벌인 주권회복 운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에 관한 것으로 조약 연구를 마무리 짓기 위해 살펴야 할 대상이었다. 국제

사회란 1920년 탄생의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과 1946년 창설의 국제연합(United 

Nations) 두 기구로서, 이 기구들이 1905년 ‘보호조약’을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강제 조약으

로 규정하였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그 결과는 지금도 논란 중인 식민지 책임 문제에 직접 관련되는 것이므로 여기서 요지를 간

단히 소개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한국병합을 강제하던 20세기 초는 제국주의 시대이자 이를 억제하는 국제평화운

동이 강력하게 부상한 시기였다. 1900년의 카네기 평화재단의 창설, 1901년의 노벨평화상의 

시상 등이 상징적으로 말하듯이 열강의 지식인들은 제국주의의 발호를 억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에 부심하여 1920년에 국제연맹의 탄생을 가져왔다. 이 새로운 세계사 조류에 대한 인식

도 중요하지만, 인류 최초의 국제평화 조직이 국제법적 질서 확립을 위해 수립한 공로에 대

한 인식도 바로 가질 필요가 있다. 국제연맹은 흔히 국제 분규를 조정하는 데 실패한 약체 조

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것은 제국주의에 굴복하는 사고로서 경계할 일이다. 국제

연맹은 1927~1935년간에 7개 분야에 걸친 국제법의 법전화(codification) 사업을 수행하여 

국제법의 공적 기반을 처음으로 확립하였다. 지금까지 그로티우스(Grotius)와 같은 국제법 

학자 개인의 학설로 존재하던 국제법이 이 사업으로 모든 나라(회원국)가 준수해야 할 공법

(Public law)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다. 조약법(Law of Treaty)도 7개 분야의 하나로 설정되

어 1935년에 ‘조약법에 관한 보고서’17)가 결과로 나왔다. 이 ‘보고서’는 「1905년의 ‘보호조약’」

을 역사상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조약 셋 중의 하나로 판정하였다.18) 이 보고서는 이전에는 

16) 이 자료에 관해서는 윤대원(尹大遠) 교수가 앞서 정밀한 분석을 선행하여 도움이 컸다. 윤대원, 

『데라우치 마사다케 통감의 강제병합 공작과 ‘한국병합’의 불법성』, 2011, 소명출판.

17) 이 사업은 하버드 법대 교수단을 이끈 맨리 허드슨(Manley O. Hudson) 교수가 총책이었고, ‘조

약법’(law of treaty)은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의 제임스 가너( James Garner) 교수가 보고자

(reporter)로서 중심 역학을 하였다. 이 ‘보고서’는 흔히 ‘하버드 초안’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이것이 국제연맹의 공식적인 법전화 사업의 성과라는 것은 내가 처음 지적한 것 같다.

18) (1) 1773년 러시아 군인들이 폴란드 분할을 위해 의회를 포위하고 강요한 조약, (2) 1905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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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법전화 사업의 총책이 하버드 법대의 맨리 허드슨 교수라는 관계에서 ‘하버드 법대 

보고서’라고만 알려져 그 중요성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감이 없지 않았는데 

자세한 고찰로 국제연맹의 공식 사업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19)

사안의 중요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1935년 ‘조약법에 관한 보고서’는 법전화 사업의 

총책임자인 맨리 허드슨 교수가 1946년에 출범한 국제연합(United Nation)에서도 그대로 활

약하여 국제법위원회(Committee of International Law)를 조직하여 1960년 사망할 때까지 

이를 이끌었다는 사실이 이번 연구를 통해 함께 확인되었다. 이 국제법위원회는 1935년의 것

을 토대로 ‘조약법에 관한 보고서’를 새로 작성하여 1963년 11월에 총회(General Assembly)

에 제출하여 총회 ‘결의(Resolution)’로 채택된 경위도 자세히 밝혀졌다. 새 ‘보고서’는 역사상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조약으로 1935년에 판정된 셋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2차 대전 중의 

일로서 나치 독일이 체코 분할을 기도하여 강요한 조약 하나를 더 추가하였다.

1905년 보호조약에 대한 국제연맹, 국제연합의 판정은 나의 조약 연구가 정당했던 것을 확

인시켜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장애가 하나 더 남아 있었다. 1951년에 미국이 주도한 ‘샌프란

시스코 대일(對日) 평화조약’이 바로 그것이다. 미국은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의 ‘무조건 

항복’을 받은 뒤, 일본제국 파시즘의 죄악에 대해 징벌주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여,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를 밟았다. 1900년대 미국의 법률가나 교수들이 

제국주의 발호를 억제하기 위해 국제평화운동에 앞장서, 1913년 새로 선출된 윌슨 대통령을 

도와 1919년의 파리 평화회의를 거쳐 국제연맹을 탄생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일본 파시

즘에 대한 징벌주의는 미국 지식인 사회의 ‘전통적인’ 국제정의 실현의 정신을 그대로 잇는 

것이었다. 그러나 ‘무조건 항복’ 3년 뒤 중국의 공산화가 눈앞에 벌어지자 미국정부는 일본을 

반공(反共)의 보루로 삼고자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불문에 붙이는 관용주의로 노선을 크

게 수정하였다. 이 방침이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구체화되었던 것이다. 

미국정부는 한국동란 중인데도 이 조약에 입각하여 한국 · 일본 양국이 국교를 수립할 것

을 종용하였다. 1952년부터 한일협상이 시작되었지만 한 · 일 양국 간의 역사 인식에 대한 차

이로 난항을 거듭하다가 1965년에서야 ‘한일협정’이 체결되어 결말을 보았다. 다 알듯이 한 ·

의 전권대신이 군인들의 도음을 받아 (한국의) 황제와 대신들을 위협하여 승인을 받은 조약, (3) 

1915년 미군이 아이티 의회를 점령한 가운데 미국정부가 승인을 받으려 한 조약. 

19) 1919년 봄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는 파리 대표부를 설치하고 대표 김규식(金奎植)으로 하여금 

파리 평화회의를 통해 주권 회복을 ‘청원’하는 활동을 폈다. 파리평화회의 사무국은 이해 9월에 

한국문제는 평화회의보다 곧 탄생할 국제연맹에서 다룰 문제라고 하여 소관 변경을 알려 주었

다. 이 경위에서 보면 1935년의 「조약법에 관한 보고서」의 판정은 곧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청

원’에 대한 답변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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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양국 정부는 이 협정의 「기본조약」 제2조의 ‘구 조약’(보호조약 및 병합조약)은 이미 무효

(already null and void)"란 구절에 대해 서로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한국 측이 원천 무

효론의 관점에서 '구 조약‘의 체결 당시에 이미 무효라고 한 반면, 일본은 1948년 8월 대한민

국의 정부 수립으로 “이미 무효”가 되었다고 하였다.

‘구 조약’의 효력 시점에 대한 양국의 상반된 해석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1963년 11월 국제연합 총회가 국제법위원회의 보고서를 수용하여 총회 ‘결의’로 채택한 사실

을 이에 대입하면 전혀 다른 새로운 문제가 제기된다. 일본은 1963년 총회 ‘결의’가 이루어질 

당시 한국과는 달리 국제연합의 회원국이었다. 뿐더러 국제법위원회에도 위원을 파견하고 

있었다. 일본은 곧 1935년의 국제연맹의 ‘보고서’와 1963년 ‘보고서’ 양자가 다같이 1905년 

‘보호조약’의 무효 판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1965년 한일협정에서의 ‘구 조약’의 효력 시기에 

대한 해석에서 이를 무시하는 입장을 취했던 것이다. 이 고의적인 회피를 부추길 만한 근거

로는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밖에 없다.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조약, 1963년의 

국제연합 총회 ‘결의’, 그리고 1965년 한일협정의 「기본조약」 해석 문제 3자의 관계에 대한 구

명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 · 일 간의 역사분쟁에

서 한국 측이 재무장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났다.20)

IV. 마무리

1965년 학부 졸업논문 발표를 기준으로 나의 한국사 탐구는 반세기를 막 넘어섰다. ‘역사

가 탄생’의 발표자가 되어 자화자찬을 늘어놓다 보니 맺음말을 찾기가 매우 궁색하다. 평생

의 과업이 되고 만 “일제 식민주의 역사학의 극복”이란 주제는 지금에서는 다소 진부한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해방 전후 출생 세대로서는 정면으로 대면하지 않을 수 없는 과제였다.

20) 2015년 한일 지식인 공동성명 팀은 한 · 일 간의 역사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는 문제가 궁극적으

로 1951년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을 정면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 

문제에서는 미국 연구자들의 참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하여 교섭 끝에 

미국 뉴욕시 콜럼비아대학교의 챨스 암스트롱 교수가 회의 주관을 수락하여 2016년 10월 

28~29일에 “국제학술회의,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찾아(International 

Conference, Beyond the “San Francisco System”: Seeking a Peace Regime in East Asia)”가 개

최되었다. 나는 이 회의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식민지’ 한국 문제 제외에 관한 비판(The 

San Francisco Treaty and the Problems regarding the Exemption of Japanese Blame on the 

Colonization of Korea)」이라는 논문을 제출하였다. 2017년도 12월 1~2일에 펜실베니아 대학교

에서 두 번째 회의가 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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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정년퇴임 때, 나는 나의 ‘학문편력’을 정리한 소책자를 내면서 “스위퍼였나?: 5

개 연구과제로 보낸 40년”이란 제목을 달았다. 40년간 축구 경기의 스위퍼처럼 눈앞의 과제

를 풀기 위해 뛰다 보니 연구 대상에 올랐던 과제가 다섯이나 되었다는 뜻으로 붙인 제목이

었다. 이번에 “식민주의 역사관, 그 통론 통설에 대한 도전”이란 제목 아래 정리하다 보니 다

섯 분야가 다 연루되었다. 마지막 “우주로 향하는 사안(史眼): 외계 충격설에 의한 인류사 재

해석” 하나가 이 정리에서는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것도 주기(2)(9)에서 비추었듯이 

조선중기 ‘혼란’에 대한 유교망국론적 해석을 바로잡기 위한 의도에서 시작된 연구였다. 이에 

관한 글도 대소의 것을 합쳐 근 10편 가까이 되지만 조약 연구에 붙잡힌 시간이 많아서 이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었다.

인류가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계의 한 행성이다. 그렇다면 지구와 인류는 태

양계의 우주적 현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우주 과학자들은 화성과 목성 사이에 수없

이 많은 대소의 돌덩이(소행성, 유성)들이 떠도는 소행성 벨트(Astroid belt)가 존재하며, 이 

벨트 속의 돌덩이들은 태양의 중력에 끌려 타원형 궤도를 그리며 돌다가 지구의 원형 궤도와 

만나면 지구 중력에 끌려 대기권에 돌입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며, 그 대기권 돌입 현

상을 외계충격(Extraterrestrial Impact) 현상이라고 이름붙이고 있다. 지구에 돌입한 돌덩이

의 크기와 양은 재난의 크기를 결정하기 마련이다. 나는 조선 중기의 ‘혼란’의 원인을 구명하

기 위하여 『조선왕조실록』의 자연 이상 현상에 관한 기록 25,000여 건을 발췌하여 유성이 수

없이 출현하여 낙하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을 구하던 끝에 우주과학의 외계충격설에 접하였

다. 이는 매우 소중한 학문적 소득으로 외계충격 전공 우주과학자들도 나의 『실록』 자료 분

석에 지대한 관심을 표하였다.21) 나는 이에 근거하여 외계충격현상이 인류역사에 끼친 영향

의 사례를 추출하여 새로운 역사 해석을 시도해 보기도 하였다.22) 나의 ‘외계충격 현상’에 관

한 몇 가지 연구에 대해 외국, 특히 구미 학자들은 지대한 관심을 표한 반면 국내 역사학자들 

가운데는 기후 결정론으로 규정하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더라도 

앞으로 이 분야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고 싶은 생각이 많다.

한국 근대사에 대해서도 일본 메이지 시대 역사에 관한 일본 학계의 성과를 독서하는 가운

데 우리 근대사와 관련하여 새롭게 보이는 중요한 사안들이 많다. 현재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한국 근대사의 틀은 머지않아 대수술이 가해져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최근 정치학

21) Yi Tae-Jin, “Meteor Falling and Other Natural Phenomena During 1500-1750 as Recorded in 

the Annals of Chosun Korea”, Celestial Mechanics and Dynamical Astronomy 69-1 · 2. 

(http://www.astro.iag.usp.br/~sylvio/celmech.html) 

22) 이태진, 『새 한국사』, 까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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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황태연(黃泰淵) 교수가 잇따라 내놓는 한국 근대사에 관한 연구 성과는 폭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23) 역사학계가 눈을 뜨고 살펴야 할 성과이다. 그가 짜고 있는 틀은 내가 쌓고 있

는 것과 유사한 점이 많지만, 주요한 사건에 대한 성격 규정과 이름 붙이기에 나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다.

23) 황태연 교수는 2017년 한 해에 『갑오왜란과 아관망명』(청계),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청계), 『갑

진왜란과 국민전쟁』(청계)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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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南冥) 조식(曺植) 선생의 한시(漢詩) 산책
청렴을 읊은 시 감상

사범대학 독어교육과 명예교수  조창섭

남명 조식(1501~1572)은 영남학파의 영수로서, 16세기 중엽 이후의 조선 정신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서부 경남에 대한 그의 영향력은 지속되어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삼

성 이병철, LG 구인회, GS 허만정, LS 구태회, 효성 조홍제 등 한국 재벌을 대표하는 5대 대기

업의 창업주가 서부 경남에서 배출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성학(聖學)을 지향한 남명의 실천선비정신이 자리하고 있다. 성인(聖人)

을 지향하는 선비는 수양공부를 통하여 내면의 인욕을 제거하고 본성을 회복하여 존재 일반

의 원리에 합일하는 인품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수양공부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 외부 세계의 제반사를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는 인품 완성을 의미한다. 본

성이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측은한 마음씨인 인(仁), 잘못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마음

씨인 의(義), 사양을 할 줄 아는 마음씨인 예(禮) 그리고 시비를 가릴 줄 아는 마음씨인 지

(智)를 의미한다. 존재 일반의 원리란 사람을 에워싸고 있는 우주만물을 생명이 있는 인격체

로 간주하여 인간과 일체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유학의 이념에 기초하고 있는 남명의 철학인 실천선비정신은 으뜸 가치인 명분을 정점으

로 하여 그 아래 의리, 지조, 기개, 청렴이라는 가치가 자리하고 있다.

남명이 표방한 가치 중의 하나인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것을 의

미한다. 청렴이라는 가치의 특성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솔선수범하여 모범을 보여 주

는 것에서 전수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서 자라난 가문(家門)과 가문이 상호 영향

을 주고받는 공동체의 가치관을 무의식 중에 체득하여 얻어지는 것이다.

남명은 수많은 시문을 창작하여 후세에 남겼으나, 1592년에 발발된 임진왜란 때의 시문

(詩文)이 소장되어 있었던 덕천서원이 소실(燒失)되어 많은 부분을 잃어버렸다. 남아 있는 한

시 중에서 청렴과 청빈을 읊은 시를 소개하며 감상해 보고자 한다.

남명은 합천 군수 이증영(李增榮)이 합천군에서 청렴의 본을 보여 준 것을 기리기 위하여 

합천 군민과 함께 기념비를 세웠다.1) 비에 새겨진 “권문가에서 뇌물을 요구할 때는 매번 빈 

   1) 정우락, 『남명문학의 현장』, 경인문화사, 2006. 39-4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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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를 보냈다.”는 이 군수의 행적은 칭송할 만하다. 남명은 자신이 청렴하고 청빈하게 살 뿐

만 아니라, 다른 이도 청렴하고 청빈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동기를 부여해 주었던 것이다. 

비문에 새긴 글이 청렴의 본질을 드러나게 하는 한 편의 시와 같아서 아래에 적어 보기로  

한다.

「이합천유애비문(李陜川遺愛碑文)」

나라에서 중요한 징용이 있으면 관아에서 스스로 대응하고, 백성들에게 굶주리는 기

색이 있으면 자기 음식을 밀어 고기를 먹여 주었다. 향약을 일으킨 것은 윤리를 돈독

하게 하려는 것이었고, 주포(周布)를 불린 것은 백성들의 노역을 들어 주려는 것이었

다. 의지할 데 없는 백성들이 송아지가 젖을 들이받는 것처럼 덤벼도 노하지 않고 타

일렀으며, 권문세가에서 뇌물을 요구할 때는 매번 빈 봉투를 보냈다.2)

선비가 청렴하여야 한다는 것은 유학이 종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한 가

지 이유이기도 한다. 종교적 가치관은 미래에 대한 희망에서 나오며, 이 희망을 성취하기 위

해서는 인(仁)과 사랑을 베풀고 자신은 청빈한 삶을 택하는 것이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

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빠져나가기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은 종교 지도자와 함

께 종교인의 청빈한 삶을 영위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종교뿐만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때에도 백성이 굶주리지 않으려면 출사한 선비가 청렴

하여 청빈한 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사실이다.

남명은 종교인으로서 청렴한 삶을 영위하는 스님에 대한 시를 지어 나라를 운영하는 관리

들이 이것을 본받도록 은근히 압박을 가하고 있다.

「산 속의 절에서 우연히 읊음(山寺偶吟)」

수풀 속 천년 된 옛 절 林下千年寺 

사람은 외로운 학을 따라 찾아왔다네. 人隨獨鶴尋 

스님은 굶주려 아침 부엌 싸늘하고 僧飢朝竈冷

오래 된 대웅전엔 밤안개 짙도다. 殿古野雲深    

봉우리 위의 달빛이 등불인데, 燈點峯頭月

   2) 조식, 『교감국역 남명집』,「이합천유애비문(李陜川遺愛碑文)」,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편역, 

1995. 239쪽, 주문색유(朱門索腴), 매달공함(每達空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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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속의 돌에선 방아 찧는 소리 나네. 舂聲水中砧 

부처님 앞의 향불은 이미 꺼져, 佛殿香火死 

보이는 것은 오직 재가 된 마음이라네. 唯見已灰心3)

학은 소식(小食)을 하며 장수하는 새이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청렴하여 고고한 인

품을 가진 선비를 상징한다. ‘고고한 인품을 가지면 제자는 있어도 친구는 없다.’는 옛말이 있

다. 학의 상징성에 입각하여 판단해 보면 고찰을 드나드는 사람은 내면세계를 강조하느라 물

질에는 관심이 없는 고고한 인품의 외로운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유유상종이라고 하

였던가, 이러한 사람을 맞는 스님은 끼니조차 잇지 못할 지경이어서 부엌은 싸늘하고, 하루

가 마감되는 저녁 시간의 고찰에는 저녁밥 짓는 연기는 나지 않고 밤안개만 자욱할 뿐이다. 

등불을 켤 수 있는 기름도 없어 달빛에 의존하여 빛을 취할 수밖에 없으며 흐르는 개울에선 

돌 부딪는 소리가 다듬이질 하는 소리 같다. 중생을 구하려는 스님은 부처 앞에 피울 향이 더 

없어 향조차 피울 수 없어 애간장이 녹아내리다가 마음은 다 타 버려 마음이 재가 되어  

있다.

청렴한 생활의 극단을 보여 주는 스님과 사찰의 모습은 자칫 가난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불도에 귀의하여 청빈한 생활을 일상화하면서 속세의 연을 끊

고 정신적 자유를 구가하는 스님의 모습은 희망을 안겨 주는 미래의 불꽃으로 사료된다. 그

러므로 스님과 그가 거처하는 곳이 청렴이라는 가치가 구현되는 현장인 것이다. 그러므로 

‘산 속의 절’은 청렴의 현장이어서 남명 시(詩)의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종교적 가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청렴은 선정(善政)의 근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정치와도 관련을 맺는다. 위정자가 부패하여 청렴하지 못하면 백성은 도탄에 빠지고 급기야

는 혁명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청렴은 유교와 정치의 근간을 이루는 덕목이기 때문에 선비가 갖추어야 할 필수불가결한 

행위규범으로 가치의 덕목이 된다. 때문에 남명은 일생을 통하여 청렴과 청빈을 생활신조로 

삼았다. 그의 시 「덕산에 살 곳을 잡고서(德山卜居)」는 그가 만년에 덕산으로 생활터전을 옮

기면서 보여 주는 청렴한 선비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덕산에 살 곳을 잡고서(德山卜居)」

봄 산 어느 곳엔들 향그런 풀 없으리오마는, 春山底處無芳草

   3) 조식, 『교감국역 남명집』, 「산사우음(山寺偶吟)」.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편역, 1995.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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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王峯이 상제님 가까이에 있어 사랑할 따름이라네. 只愛天王近帝居

맨손으로 들어와서 무얼 먹고 살 건가? 白手歸來何物食

은하수 같이 맑은 물 십 리니 먹고도 남겠네. 銀河十里喫猶餘4)

‘맨손으로 들어와서 무엇을 먹고 살 건가?’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은하수 같이 뻗어 

흐르는 덕천 강물이 십리에 굽이쳐 흐르니 먹고도 남는다.’고 답하면서 향기롭고 꽃다운 풀

과 물이 있으니 먹는 것은 걱정 없다고 말하여 청빈의 진수를 보여 주고 있다.

봄 산 어디나 향그러운 풀이 있어 곡식이 아닌 풀을 뜯어먹고 살겠다는 의지는 선비들의 

모범이 되는 청빈한 삶의 모습을 그려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와서 공부를 하

였던 산천재의 기둥에 이 시를 적어 놓아 청렴을 몸으로 배워 청빈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 

였다.

지리산은 방장산이라 불리면서 신선이 내려와 사는 삼신산 중의 하나로 꼽히는 명산이다. 

지리산의 정상 천왕봉은 신선이 하늘과 지상을 오르내리기에 적합한 산악지대의 최고봉으로 

높이는 1,915미터나 된다. 천왕봉이 하늘나라에 가까운 것을 사랑한다는 내용에는 깊은 산 

속에 사는 신선의 모습이 감돌고 있다.

이러한 도교의 생활모습과 정신자세를 나타내 보이는 남명은 학문 영역에서도 도교의 용

어를 많이 차용하여 사용하였다.5) 남명이라는 자호(自號)도 『장자(莊子)』의 내용을 원용하여 

만든 것이고, 상성성법(尙惺惺法), 뇌룡정(雷龍亭), 태일진군(太一眞君) 등도 도교에서 차용

한 용어들이다.

그러나 남명이 불교나 도교에 빠져 든 것은 아니고 이들 종교가 지향하는 핵심 사상을 이

해하고, 불교와 도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차용하여 언어의 폭과 사상의 폭을 넓힌 것이다.

다방면의 학문에 조예를 가진 선비로서 남명은 청빈한 삶을 청렴함의 결과물로 보고 자랑

스럽게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절친한 친구 삼족당(三足堂) 김대유(金大有, 1479~1551)가 죽

으면서 보내 주겠다는 곡식을 다음의 시(詩)로 사양의 의사를 전달하고 곡식을 받지 않았다.

「삼족당이 유언으로 해마다 보내 주라 한 곡식을 사양하며(辭三足堂遺命歲遺之粟)」

사마광(司馬光)한테서도 받지 않았나니, 於光亦不受 

그 사람이 바로 유도원(柳道源)이라. 此人柳道源

   4) 조식, 『교감국역 남명집』, 「덕산복거(德山卜居)」.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편역, 1995. 74쪽.

   5) 이상필, 『남명학파의 형성과 전개』, 박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1998. 42-4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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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호강후(胡康侯)는, 所以胡康侯

죽을 때까지 가난을 말하지 않았다네. 至死貧不言6)

삼족당이 세상을 뜰 때 청렴한 선비 남명의 가난을 염려하여 아들에게 해마다 남명에게 곡

식을 보내 주라고 유언을 하였으나 남명은 가져온 곡식을 받지 아니하고 돌려보내고는 시

(詩) 한 수를 지어 남겼다.

중국 송나라 때 사마광은, 제자 유도원이 겨울에 추위를 막을 의복이 없을 정도로 매우 가

난하였다. 유도원이 스승 사마광에게 하직을 고하고 남쪽으로 갈 때 사마광이 옷 몇 벌을 주

었더니 받지 않으려고 했다. 사마광이 굳이 건네 주자, 받아가지고 영주에 이르러서 봉하여 

돌려보냈다. 자기의 스승한테서도 받지 않았으니 다른 사람한테서 받을 리가 없었다. 남명도 

이 고사를 마음에 새기고 스스로 노력하여 얻는 것 외에는 어떠한 것도 받지 않고 살아가겠

다는, 청렴을 실천하는 청빈한 삶을 이 시에 각인하여 놓았다.

「눈 속의 매화(雪梅)」

한 해 저물어 홀로 서 있기 어려운데, 歲晩見渠難獨立

새벽부터 날 샐 때까지 눈이 내렸구나. 雪侵殘夜到天明

선비 집 오래도록 매우 외롭고 가난했는데, 儒家久是孤寒甚

네가 돌아와서 다시 조촐하게 되었구나. 更爾歸來更得淸7)

선비집의 겨울 전경이 이 시에 펼쳐진다. 한 해가 저무는 연말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홀로 

서 있다. 누워 있지 않고 왜 서 있는 것일까? 선비라면 누구에게나 기다림이 있을 것이다. 누

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선비는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신을 보내 출사하라는 전

언을 가져오길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장시간에 걸쳐 인적이 끊긴 선비 집에는 왔으면 하

는 사람이 오지 않아 더 외롭다. 청렴의 결과인 청빈한 생활이 가난으로 이어져 내린 눈이 자

신의 지인처럼 느껴져 ‘네가 돌아와서 조촐하게 되었다.’고 느낀다.

여기서 추위를 만나 물이 눈으로 변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은 자연의 변화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는 바, 겨울이면 차가움을 만나 눈으로 변한다. 홀로 서 있기 어려운 선비에게 

   6) 조식, 『교감국역 남명집』, 「辭三足堂遺命勢遺之粟」.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편역, 1995. 41-42

쪽.

   7) 조식, 『교감국역 남명집』, 「辭三足堂遺命勢遺之粟」.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편역, 1995. 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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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은 다시 찾아온 손님 같이 느껴지는 이유를 물의 심상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물은 백성을 상징하면서 평소에는 알 수 없는 존재였다가 때로는 도도히 흘러 배를 뒤집을 

수도 있는 위력적인 존재로 때로는 즐겁게 노닐며 몸을 씻을 수 있는 존재로 때로는 연민의 

정을 싹트게 하는 존재로 그리고 때로는 눈이 되어 가난한 선비의 마음에 결의를 다지는 동

기가 되기도 한다.

남명은 물의 이렇게 다양한 속성을 제시하면서 「민암부(民巖賦)」에서는 제왕의 눈치를 보

지 않고 직설적으로 물은 백성이고, 나라를 뒤엎는 힘을 가지고 있는 두려운 존재라고 적고 

있다. 이 사실보다 더 두려운 것은 백성이 나라를 뒤엎을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고 하였다. 

백성이 물과 같다는 말은 옛부터 있는 말이다. 백성이 임금을 받들지만 백성은 나라를 

뒤엎기도 한다. …… 걸주는 탕무에게 망한 것이 아니니,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하였

기 때문이다. 한나라 유계(유방)는 소시민이었고 진나라 이세(二世)황제는 큰 임금이

었다. 필부가 천자와 바뀌었으니 이런 큰 권한이 어디 있을 것인가. 다만 우리 백성의 

손에 있는 것이니 두렵지도 않은 것이 매우 두렵다.8)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유교의 전통 사회에서 역모에 해당되는 언사인 ‘백성이 나라를 뒤엎

을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은 이상사회 건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실천하려는 개혁의지

의 발로인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물의 심상으로 개혁을 구상하는 남명은 

앞을 내다보는 진보적인 사회개혁자이었음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남명은 물의 심상을 통

해 이상사회 건설을 열망하는 선비의 정신을 유학적 가치에 근거하여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나라를 뒤엎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고급관리의 부패로 하급관리인 서

리들이 탐욕을 채울 수 있게 된 체계적인 부정에서 기인한다. 상징을 통하여 서리에 대한 직

설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시(詩) 「되는 대로 이룸(漫成)」은 백성을 착취하는 범위를 넓히려고 

노력하는 하급관리의 애쓰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되는 대로 이룸(漫成)」

하늘의 바람이 큰 사막에 진동하고, 天風振大漠

   8) 『남명집』 권2, 「민암부」 “民猶水也, 古有說也, 民則戴君, 民則覆, …… 桀紂非亡於湯武, 乃不得於

丘民, 漢劉季爲小民, 秦二世爲大君, 以匹夫而易萬乘, 是大權之何在, 只在乎吾民之手兮, 不可畏

者, 甚可畏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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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닫는 구름 어지러이 가렸다 흩어졌다 하네. 疾雲紛蔽虧

솔개가 날아오르는 건 본래 당연하다 해도, 鳶騰固其宜

까마귀까지 치솟아 무얼 하려는 건지? 烏戾而何爲9)

이 시에서는 가렴주구 때문에 청렴과 거리가 먼 관료들을 탄핵하기 위하여 상징 기법을 활

용하고 있다. 수사법에서 상징이란 추상적인 사물이나 개념에 대하여(청렴하지 못한 가렴주

구) 그것을 상기시키거나 연상시키는 구체적인 사물(하늘, 구름, 바람, 솔개, 까마귀)을 대비

시키는 것을 말한다. 하늘은 조정을, 바람은 조정의 혼란을, 구름은 고급 관리를, 솔개와 까

마귀는 하급관리를 상징하고 있다.

남명이 생존하였던 시대의 사회상황과 지배구조 하에서 하급관리들은 극도로 부패하여 가

렴주구(苛斂誅求)를 자행하였다. 하급관리들은 가렴주구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야를 넓히

려고 솔개와 까마귀가 솟아오르듯 날아올라 지평을 넓혔다.

남명이 생존하였던 때의 정치 현실은 군주인 연산군, 중종, 인조, 명종, 선조의 지도력에 의

해서 결정되도록 되어 있었다. 지도력의 약화로 이 시기의 정치현장은 훈구파가 사림파에 대

한 정치적 탄압으로 사림파에 속한 선비들이 부당하게 목숨을 잃는 사화(士禍)로 이어졌다. 

임금이 심판자로 중심에 서 있는 사화는 마치 ‘하늘의 바람이 큰 사막에 진동하는 듯한’ 위협

과 불안이 가중되는 정치 현실을 불러왔다.

연산군을 몰아내고 옥좌에 오른 중종은 신진 사림 조광조를 중용하여 지치주의라는 유학

적 이상 정치를 채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치주의를 표방한 급진적 개혁정치는 중종을 옥

좌에 앉힌 공신들과 기성 관료의 반발을 불러와 기묘사화(己卯士禍, 1519)가 일어났다. 이때 

남명의 숙부 조언경(曺彦卿, 1487~1521)은 파직 당하였고, 부친은 좌천되었다. 명종조에 이

르러 문정왕후의 세력을 업은 윤원형이 기득권 세력인 대윤일파를 몰아내고 정권을 잡았다. 

이 과정에서 선비들이 당한 참화를 을사사화(乙巳士禍, 1545)라고 한다. 을사사화로 남명은 

친구 이림(李霖, 1495~1546), 성우(成遇, 1495~1546), 곽순(郭珣, 1502~1545), 송인수(宋麟壽, 

1499~1547)를 잃었다.

이러한 사화는 권력의 편에 선 하급관리를 부패하게 만들어 가렴주구에 빠져들게 하였다. 

남명은 하급 관리들인 서리(胥吏)가 도둑으로 나서게 된 것을 「무진봉사(戊辰封事)」에서 다

음과 같이 기술(記述)하고 있다.

   9) 조식, 『교감국역 남명집』, 「만성(漫成)」.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편역, 1995,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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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가 도둑이 되고 관리가 한 통속이 되어 핵심 요직을 차고 앉아 국맥을 결단내니, 

그 죄가 신에게 제사 지내려는 희생을 훔치는 정도로 작은 것이 아닌데도, 법관은 감

히 묻지 못하고, 형조도 따지지 못합니다. 혹시 하급 관리가 규찰이라도 하려 하면 견

책과 파면이 그들의 손아귀에 있습니다.”10)

이러한 정치현실에서 남명의 관심은 정치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관리가 청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10) 『남명집』, 2권 「무진봉사(戊辰封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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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의 ‘효율적 기억 기법’에 관한 소고

사범대학 교육학과 명예교수  박성익

I. 머리말

학습능력이란 인간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경험한 지적 활동 및 경험요소들로 구성된 학습

내용을 두뇌 속에 ‘기억’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이 학습한 결과는 두뇌 속

에 기억으로 남게 되며, 따라서 기억이란 두뇌 속에 어떤 형태로든 저장되어 있는 학습내용

이라고 볼 수 있다. 학습내용이란 학생들이 학습한 사실, 명칭, 개념, 규칙, 법칙, 원리, 이론, 

다양한 아이디어 등을 포함한다.

학생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 중의 하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학습내용을 어떻게 하면 

쉽게 그리고 오래 동안 ‘기억’할 수 있겠는가에 관한 기억 기법들일 것이다. 학교에서 학생들

은 매일 교과목별로 상당한 양의 학습내용을 학습하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복습을 통해 학습

내용을 암기하고 있다. 그러나 기억했던 학습내용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망각되거나 소멸

되고 만다. 그리고 한 학기 정도 지나고 나면, 학습하였던 상당히 많은 학습내용들 가운데 학

생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이 배운 학습내용을 쉽게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효율적 기억 기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두뇌 속에서 학습내용이 기억되고 망각되는 현상을 

이해하고 효율적 기억 기법들을 활용하게 된다면, 학생들은 학습의욕이 고취되고 학습능력

도 향상되며 학업성취 수준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학업성취 수준은 공부의 양이나 공부시간보다는 학습내용의 기억 기법, 즉 기억력 증진 기

법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학교에서 배운 학습내용이 학생들의 기억 속에 장기간 남

아 있게 하려면 어떤 기억 기법들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까? 본 소고는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갖고, ‘기억력’의 기반을 이루는 두뇌의 뉴런과 시냅스, 두뇌의 기억과정과 망각곡선, 

그리고 효율적 기억 기법들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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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인간 두뇌의 기억과정과 망각곡선

인간 몸의 모든 세포는 세포분열을 하고, 이러한 세포분열을 통하여 인간은 성장하게 되

며, 피부에 상처를 입었을 때도 세포분열에 의하여 회복된다. 그러나 인간 정신능력의 원천인 

대뇌만은 세포분열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의 대뇌는 한번 파괴되면 재생이 어렵다. 인

간의 두뇌 속에는 약 1천억 개의 뉴런(신경세포)이 있으며, 뉴런 한 개에는 다른 뉴런과 연결

되는 약 5천~1만개의 시냅스(접합부위)가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두뇌 속에는 약 5백조~1천

조 개의 시냅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최근 미국의회도서관 장서 수(약 1억 6천 2백

만 건)에 담긴 내용의 15~30배에 해당되는 엄청난 양의 기억용량이다. 

인간이 학습한 지식 · 정보 및 감각기관을 통한 경험요소나 지적 활동들에 대한 기억은 뇌

의 신경세포와 시냅스에서 이루어진다. 뇌신경생리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뉴런 수 자체보

다도 뉴런과 뉴런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접속회로인 시냅스가 얼마나 치밀하게 형성되어 있

는가에 따라서 두뇌 기억력의 좋고 나쁨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대뇌의 신경세포들을 연결하

는 시냅스는 오래 동안 활용하지 않으면 점차로 퇴화되어 그 기능이 약화된다. 즉 대뇌의 신

경세포는 너무 많이 써서 못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쓰지 않고 내버려 두면 퇴화된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이나 학습활동에서 대뇌 속의 전체 뉴런과 시냅스의 약 25% 정도밖에 사

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습내용이나 지식 · 정보들은 수많은 신경세포들의 연결

패턴을 통해 저장되는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 대뇌 속의 신경세포들 간의 연결패턴

이 바뀌게 된다. 특히 새롭게 학습한 학습내용이나 지식 · 정보들은 이미 기억하고 있는 기존

의 시냅스 연결망 구조에 추가되어 더욱 의미있는 연결망 구조로 재구조화된다. 따라서 ‘기

억하기’는 과거에 학습한 지식 · 정보나 경험 위에 새롭게 학습한 지식 · 정보나 경험들이 추

가 · 통합되어 시냅스 연결망이 재구조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미국 하버드대학교 의대 McGregor & Harvey(201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간의 두

뇌는 감각신호를 연결하는 뇌신경세포 네트워크에 새로운 정보를 쉽게 통합할 수 있는 가소

성(plasticity)을 가지고 있으며, 감각신호를 행동으로 연결하고 이 연결을 기억으로 목록화하

는 영역도 있음을 밝혀냈다. 이와 같은 가소성으로 인해 새로운 정보를 학습할 때마다 뉴런

에 새로운 연결망을 구축하지 않고도 기존의 뉴런 연결망에 새로운 정보를 쉽게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이 과거의 경험에서 얻은 기억 위에 새로운 정보를 추가할 수 있는 

것은 기억의 유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억의 유연성은 뇌신경세포의 신호전달 체계와 관련

이 있다. 새로운 정보를 기억할 때 시냅스는 신경전달 물질을 활발하게 전달하는데, 신호가 

활발하게 전달되는 과정을 ‘시냅스 강화’라고 부른다. 두뇌활동을 활발히 하면 시냅스 강화

가 왕성해진다.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비유는 시냅스가 신경전달 물질을 원활하게 막힘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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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고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사람의 뇌에서 시냅스 강화만 있다면 기억정보를 최신화(업

데이트)할 수 없다. 새로운 정보가 대체되려면 기존 정보들이 약화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시냅스 저하’라고 부른다. 이와 같이 시냅스 강화와 저하를 반복하면서 우리의 뇌는 기억의 

유연성을 유지하게 된다.

인간 두뇌의 정보처리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기억과정은 부호화→저장→인출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부호화란 우리가 경험하는 내용을 머릿속에서 저장할 수 있는 부호로 변형되는 과

정이며, 저장은 이 부호를 머릿속에 담아 두는 과정이고, 인출은 저장된 정보를 되찾아 내는 

과정이다. 그리하여 기억과정에서 어느 한 과정이라도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

면 망각이 일어나게 된다.

정보처리시간의 길이에 따라 기억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단기기억은 약 20초 이내의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기억을 말한다. 잠깐 동안 정보를 붙잡아 두는 작업기억(working 

memory)은 과제수행이나 문제해결을 위하여 장기기억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인출하여 잠

시 인출된 정보를 이용하는 ‘뇌의 메모장’에 해당된다. 단어나 숫자와 같은 정보는 작업기억

에서 음운고리(phonological loop)에 저장된다. 이것은 ‘고장난 레코드판’ 원리와 비슷해서 

몇 초 분량의 말소리 정보를 계속 반복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유지시키는데, ‘암송하기’는 마

치 고장난 레코드판을 계속 돌리는 것과 같다. 음운고리는 용량이 작아서 다른 정보가 들어

오면 이전의 정보가 지워지게 된다. 한편 장기기억은 지식정보의 이해 수준에 따라 지식 · 정

보를 저장하는 장기기억 시간이 달라진다(Lefrancois, 1999).

뇌의 정보처리 및 기억의 특성상 새로운 정보나 학습내용은 불과 몇 시간이나 며칠이 지나

면 망각되고 만다. 독일의 심리학자 Ebbinghaus(1885)가 제시한 망각곡선에 따르면, 학습을 

마친 후에, 기억 속에 남아있는 비율은 20분이 경과되면 58%, 1시간이 경과되면 44%, 9시간

이 경과되면 36%, 1일이 되면 33%, 6일이 되면 25%, 31일이 되면 21%이다(<그림 1> 참조).

Ebbinghaus의 학습곡선에 따르면, 기억된 학습내용이나 지식 · 정보가 빠른 속도로 망각되

지만, 복습하는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억량의 보유수준이 점차로 높아지게 된다. 즉, 학습

내용이나 지식 · 정보에 대한 복습 횟수가 증가할수록 망각된 기억량이 회복되므로 학습내용

의 기억량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려면 여러 차례 복습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이 체

계적으로 의미있게 지식을 학습하고 기억하게 되면, 학습곡선은 급격하게 올라가며, 망각곡

선은 보다 완만하게 낮아진다(<그림 1> 참조). 따라서 기억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계적 암기보다는 의미망(semantic network)을 형성하여 기억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의미망이란 개개의 지식 · 정보들을 하나씩 개별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체계

화 구조화하거나 또는 관련지을 수 있는 주변의 사실이나 명칭들과 함께 결합하여 기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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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Ebbinghaus의 망각곡선과 학습곡선1)

1) Ebbinghaus, H.(1885) Memory: A Contribution to Experimental Psychology에 기술된 내용을 
기초로 http://www.google.co.kr/search?q=forgetting+curve&tbm에 제시된 그림을 재편집하였음.

<그림 1>   Ebbinghaus의 

망각곡선과 학습

곡선1)

III. 효율적 기억 기법

1. 기억력 증진 기법들
1)

지난 수 세기에 걸쳐 소위 ‘기억술(mnemonics)’이라는 기억 기법들이 개발되어 왔다. 기억

술은 기억력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 기억된 정보의 인출단서를 만드는 것을 말한

다. 즉, 학습내용이나 지식 · 정보를 새로운 방식이나 다른 형식으로 조작 및 구조화하여 기억

된 지식 · 정보를 쉽게 인출하도록 하는 기법이다( Juhani, 1995).

기억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기억술에는 ‘장소기억법(the method of doci)’과 ‘주제어 

 1) Ebbinghaus, H.(1885) Memory: A Contribution to Experimental Psychology에 기술된 내용을 

기초로 http://www.google.co.kr/search?q=forgetting+curve&tbm에 제시된 그림을 재편집하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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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법(peg word system)’이 있다. 장소기억법은 암기해야 할 목록들을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장소들과 짝을 지어 놓고 연상하면서 암기하는 방법이다. 장소기억법은 어떤 목록을 순서대

로 빠짐없이 외워야 할 때 특히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음식물 칼로리가 

낮은 것에서 높은 순서대로 배열해서 외워야 하는 경우, 이미 잘 기억하고 있는 학교로 가는 

버스 정류장마다 음식물 이름과 짝을 지어서 외우면, 각 장소들은 음식물 이름을 인출해 내

는 단서로 작용하여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다(Crovitz, 1971). 주제어 기법은 기억해야 할 

단어들 간에 다리를 놓아 기억하는 방법이다. 주로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기억하기 위해 익

숙한 단어의 운과 심상을 연결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면, ‘오리의 목’은 숫자 ‘2’를 나타내며, 

식탁 위의 접시는 ‘0’과 같고, 젓가락은 ‘1’과 같다 등이다.

기억술 가운데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기법은 단어의 첫 글자를 이용하여 의미 있는 단어나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외워야 할 단어들로 문장을 구성해 보거나 또는 단어들의 앞 글

자로 문장을 완성해 보는 것을 말한다(Bower, 1970). 예를 들면, 총을 쏘는 방법을 BRASS 

(Breath, Relax, Aim, Sight, Squeeze)로 기억하면 훨씬 흥미있게 기억할 수 있다. 또한 각 부

족국가의 제천의식 이름을 암기하는 경우, ‘부영이와 고동이는 동무이다’라고 연상한다(부여

의 제천의식은 영고, 고구려는 동맹, 동예는 무천이다). 더 나아가 기억하기 쉬운 문장으로 

만들어서 기억 재생의 단서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한라산 높이는 1950m이다’

를 기억하려면, ‘한라산 한번 구경 오십시오’라고 기억한다.

한편 캐나다 캘거리 대학교 심리학과의 MacLeod & Bodner (2017)는 95명의 실험대상자

들에게 글로 쓰여진 정보를 4가지 방법(① 소리없이 읽기, ② 남이 읽어 주는 것 듣기, ③ 자

신이 읽어 녹음된 것 듣기, ④ 직접 소리내어 읽기)을 통해 내용을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를 

실험하였다. 그 결과, 자신이 스스로 소리내어 읽는 방법이 기억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학습과 기억은 스스로 적극적인 개입이 있으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짐을 시사

해 준다.

또한 사람들은 귀로 들은 것은 20% 정도 기억하나, 눈으로 보고 동시에 귀로 들은 것은 약 

50% 정도, 보고 듣고 말하는 경우는 약 70% 정도를 기억한다(Heinich, et al., 1992). 시각 자

료를 사용하여 단어를 외운 경우에는 단어의 80~90%를 기억하나, 단어만 되풀이하여 외운 

경우에는 단어의 30~40%만을 기억하였다. 일반적으로 심상(imagery)을 활용하면 장기기억

이 훨씬 더 잘 되는데, 이는 뇌가 글자보다 그림을 더 잘 기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할 

때 문자화된 것을 이미지와 연상시켜서 학습하거나, 가급적 이미지(예: 그래프, 도표, 지도, 

그림, 사진, 동영상 등)를 통해 학습하면 학습자의 장기기억 전이를 촉진시켜 주게 된다.

기억력을 향상 또는 증진시키는 기억 전략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기억 전략은 정보

처리 수준에 따른 ‘깊이(depth)’이다. 여기서 ‘깊이’란 한 단어를 보았을 때, 시각적 모양,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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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운율, 의미 등 처리 수준을 다양하게 활용할수록 더욱 효과적으로 기억하게 된다. Craik 

& Tulving(1975)은 제1집단은 단어들의 대소문자만 구별하게 하고, 제2집단은 운율과 발음

을 구별하게 하고, 제3집단은 그 단어의 의미에 근거하여 판단하도록 하는 실험을 수행하였

다. 그 결과, 제3집단의 깊은 처리(76%)가 제1집단의 단어(17%), 2집단의 운율과 발음(37%)

보다 기억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기억 전략은 ‘정교화(elaboration)’이다. 문장의 고유한 의미뿐만 아니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의미를 나타내는 정교화 수준에 따라서도 기억력은 달라진다. Stein & Bransford 

(1979)는 실험자들에게 단순한 생각, 예를 들면, “뚱뚱한 남자는 경고문을 읽었다”라는 문장

과 더 정교화된 문장(예, 뚱뚱한 남자는 얇은 얼음을 조심하라는 경고문을 읽었다)을 제시한 

후,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 실험자들에게 생각나는 형용사를 회상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단

순한 문장(42%)보다는 정교한 문장(74%)을 훨씬 더 잘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기억 전략은 ‘주의(attention)’이다. Johnston & Heinz(1978)는 제1집단에는 남자

와 여자가 도시 이름과 직업 목록들을 읽는 녹음테이프를 들려주고 따라 말하기를 시켰다. 

제2집단은 같은 조건에서 목록들을 똑같은 목소리로 들려주고 따라 말하기를 하게 하였다. 

실험 결과 제1집단은 따라 말하는 목록이 단지 5%만 틀린 데 비해 제2집단의 틀린 비율은 

21%로 나타났다. 이는 목소리를 달리하여 들려줄 때 주의력이 집중되어 기억력이 증진됨을 

시사해준다.

또한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를 갖고 학습하는 것보다 자신이 직접 만든 자료를 갖고 학습

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인간의 뇌는 새로운 정보를 받

아들이면 기존의 지식패턴에 맞추고자 지속적으로 탐색하는 패턴탐색장치라고 볼 수 있다

(Doyle & Zakrajsek, 2013). 학습자들에게 가장 익숙한 언어패턴은 바로 자신의 언어이다. 자

신의 언어로 정보를 재구성하여 말해 보는 것, 즉 학습자가 자신의 쉬운 말로 다시 만들어 표

현하거나 자신에게 익숙한 ‘틀’인 언어로 정보를 재구성하여 말하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알

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며 자신에게 익숙한 언어패턴을 만들어 장기기억으로의 전이를 활

성화시켜 준다. 그 중 한 방법은 ‘패러프레이징(paraphrasing)’이다. 패러프레이징이란 더 명

확하고 쉽게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자신에게 익숙한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을 말 

한다.

2. 인지이론에 기초한 기억 기법

인지이론에 따르면, 학생들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지식이나 정보는 거의 기억하지 못한

다는 것이다. 새로운 학습내용이 이미 학습한 지식 · 정보 · 경험들과의 관련성이 명확하게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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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되지 않으면, 새롭게 학습한 지식과 정보는 단기기억에 잠시 머무르다가 소멸된다. 따라서 

새로운 학습내용을 효과적으로 기억하고 장기기억에 남아 있게 하려면, 새롭게 배우는 학습

내용이 기존의 지식 · 정보들과 의미 있게 연결되도록 도와주는 학습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학습전략에는 정보를 의미 있게 하기, 정보를 조직하기, 주의집중하기, 흥미롭게 하기, 피드

백하기 등이 있다. 낯선 정보, 알아들을 수 없는 정보가 나타나면 그것을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과 연결하거나, 연상이 가능한 내용으로 변형하게 되면 기억력을 증진시킬 수 있

다. 특히 연결할 것이 많을수록 학습할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 기억하

는 것이 쉬워진다. 또한 두뇌 속에 정보를 마치 사전이나 도서 목록처럼 조직화하게 되면 분

류체계에 따라 쉽게 회상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많은 양의 큰 덩어리 정보들을 동일한 속성들

로 구성된 몇 개의 작은 덩어리로 나누어 기억하면 기억할 정보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서 

기억하기가 쉬워진다. 뿐만 아니라 기억할 정보가 있을 때 기억하고자 하는 대상에 주의를 

집중하게 되면 짧은 시간에 기억되고, 장기기억으로 전이된다. 일반적으로 흥미를 끄는 곳에 

주의를 집중하고 기억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흥미를 유도하는 기법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흥미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게 되고, 결국 기억 향상에도 도

움을 주게 된다(박성익, 1998).

학생들은 흔히 학습내용을 기계적으로 암송하거나 종이에 여러 번 쓰면서 기억하려고 애

쓴다. 그러나 기계적 암송이나 글로 써 보기는 기억하는 데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Glenberg, et al.(1977)은 사람들에게 여러 단어를 정해진 시간 동안 암송하

게 했다. 만약 암송하는 것이 기억에 도움이 된다면, 사람들은 오래 암송한 단어를 더 잘 기

억하고, 잠깐 암송한 단어는 잘 기억하지 못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험 결과에 따르면, 9배

나 오래 암송한 단어도 기억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중적인 암송의 비

효과성을 말해 준다.

새로운 학습내용이 입력되면 신경세포들의 연결패턴이 천천히 변하면서 응고화가 이루

어진다. 이때 다른 공부나 또는 다른 머리 쓰는 일을 하면 응고화가 방해를 받게 된다. 이렇

게 뒤이은 학습이 앞서 학습한 지식의 기억을 손상시키는 것을 후행 간섭(proactive 

interference)이라고 한다. 따라서 공부한 뒤 10분에서 1시간 정도 쉬어야 기억이 충분히 굳

어져서 이런 간섭을 받지 않게 된다. 이렇게 한 가지 내용만 공부하고 하루 종일 머리를 쓰지 

않고 쉬면 그 내용을 가장 잘 기억할 수 있겠지만, 학습내용의 진도가 나가질 않게 된다. 반

면에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공부만 하면 진도는 많이 나가겠지만 후행 간섭이 일어나 공

부한 내용을 많이 잊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적당히 공부하고 중간중간 쉬는 것이 효율적으로 

많은 지식을 기억할 수 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이 장기기억을 활성화시켜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기기억력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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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면 시험 직전에도 평소 수면시간을 유지해야 한다. 평소보다 갑자기 잠을 적게 자면, 뇌가 

매우 활발히 움직여서 기억력이 활성화되는 렘(REM: Rapid Eye Movement)수면 시간이 줄

어들게 되며, 이는 단기기억이 장기기억으로 전환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충분한 수면은 

학습내용을 장기기억으로 전환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뇌는 잠을 자야만 하루 동안 학습한 내

용들을 정리하면서 기억을 재정비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자고 일어나서 다시 복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 ‘스키마’와 ‘마인드맵’ 활용 기억 기법

스키마 활용 기억 기법은 교사와 학생이 학습의 단서를 주고 받으면서 학생의 스키마

(schema)를 진단-인출-활성화시켜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기법이다. Bartlett(1932)는 스키마를 

‘과거 경험의 능동적 조직’이라고 정의하였다. 스키마는 ‘사전지식’ 또는 ‘배경지식’이라고도 

불리며, 인간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지식에 관한 경험의 총체를 말한다. 이 기법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들을 스키마로 활성화시켜 주고, 동시에 학습단서로 활용함

으로써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와 기억을 촉진시켜 준다.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켜 주

는 ‘학습단서’의 질적 수준은 기억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학습의 결

과는 새로운 스키마로 저장되어 다음 학습의 스키마로 작동되기 때문에 후속 학습과 다른 

학습에 대한 전이효과가 있다. 스키마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일반적인 기억 기법은 ‘연상하기’

이다. 이는 학생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스키마를 회상하여 연상되는 단어를 말하도록 하고, 

스스로 연상한 것에 대한 이유를 찾으면서 깊이 있는 사고를 통해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것 

이다.

마인드맵(mind-map)은 미국의 Sperry(1961)가 제시한 두뇌이론에 기초하여 영국의 

Buzan(1993)이 뇌의 좌 · 우 기능들을 통합하여 창의력과 사고력 신장을 위해 고안한 기법이

다. 마인드맵은 학습내용이나 기억할 내용들을 단어, 이미지, 색상, 기호 등을 활용하여 방사

형으로 펼치는 맵핑(mapping) 기법이며,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과 다양한 학습내용들을 마음

속에 지도를 그리듯이 줄거리를 이해하여 구성하는 것이다. 마인드맵 작성법은 종이 한 가운

데에 주제에 대한 그림이나 글을 배치하고, 이러한 중심 이미지로부터 뻗어나가는 가지를 주

로 곡선으로 연결한다. 그리고 각각의 가지 위에 키워드(핵심어)를 단어, 문장, 또는 그림으

로 표현한다. 이렇게 마인드맵을 구축하는 경우 이해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94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8, 제14호

4. ‘스스로 노트정리’를 통한 기억력 향상

기억력을 강화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은 지식 · 정보를 구조화하는 것이며, 대표적인 방법이 

‘스스로 노트정리’하는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책이나 문제집의 여백에 학습 요점이나 중요한 

개념들을 발췌하여 적어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학습내용들 중에서 핵심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정리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기억력을 향상시키기에는 비효과적이다. 

노트정리란 기억해야 할 것들을 자신의 방식대로 정리할 수 있는 도구이며, 자신만의 언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고 또한 암기하기 쉬워진다. 노트정리를 할 때 손으로 글씨

를 쓰거나 시각화하는 것은 뇌의 운동중추를 발달시키게 된다. 손에는 대뇌피질에 있는 운동

중추신경의 30%가 있어서 손을 움직이는 행위 자체가 뇌를 자극하여 뇌의 기능이 활성화된

다. 특히 노트정리는 복습자료로도 필요하다. 자신이 이해한 학습내용의 요점을 노트에 정리

하게 되면, 학습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쉽게 기억할 수 있게 된다. 노트정리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단원명, 본문, 보충설명으로 구성되는 삼단필기법이나, 미국 코넬대학교에

서 사용해서 유명해진 코넬 노트정리법이 있다(Water, 1962). 코넬 노트정리법은 5R―

Record(기록하기), Reduce(축약하기), Recite(외우기, 암송하기), Reflect(생각 발전시키기), 

Review(복습하기)―로 이루어져 논리적이면서 기억하기 쉽도록 구성되어 있다.

IV. 맺는 말

학습내용을 효율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다양한 기억 기법들을 활용하게 된다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 오랫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는다거나, 학습시간을 상당히 늘렸어도 학업성취 수준이 향상되지 않을 경우, 학생들

은 자신의 기억 기법에 대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소고에서는 인간 두뇌의 기억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뇌신경생리학과 인지심리학 관점에서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다

양한 효율적 기억 기법들을 살펴보았다.

학생들이 매일 엄청나게 많이 배우는 학습내용을 단편적으로 기억하다 보면 두뇌의 망각

현상에 따라 오래 지나지 않아 거의 대부분 잊어버리게 된다. 학습내용의 효율적 장기기억을 

위해서는 뇌신경생리학이나 인지정보처리심리학 분야에서 개발되어 온 효율적 기억 기법들

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학습내용들의 공통적 속성이나 학습내용들 간의 연계성 및 관련성

을 파악하여 체계화, 구조화, 시각화, 심상화를 하게 되면 상당한 정도로 기억력이 증진될 수 

있다. 따라서 장기기억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학습한 내용을 학생 스스로 자신에게 익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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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에 맞춘 맞춤형 기억 기법들을 찾아 내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한 내용이 두뇌 속에 숙성되

어 장기기억으로 남아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 암기보다는 여러 차례의 반복연습을 통한 숙

성과정이 필수적이다. 숙성과정이 없는 벼락치기 공부는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기억도 잘 되

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래 동안 지속되지도 않는다.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익숙하고 적합한 

‘인출단서’와 연계된 기억 기법을 활용한다면 학업성취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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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의 오남용(誤濫用)은 나라를 멍들게 하는 지름길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명예교수  박성현

I. 서론

정치인들에 의한 통계의 오용(誤用)과 남용(濫用)은 국가정책을 옳지 않은 방향으로 유도

하고, 국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국가와 국민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다. 또한 그 나라

의 국가통계 신뢰성을 국내외에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통계를 해석하고 

사용할 때에 정치인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국제적인 사례를 들어보자. 12년 만에 다시 IMF 구제 금융을 신청한 아르헨티나에선 12년

을 집권한 좌파 포퓰리즘 정권에서 공무원 수를 2배 가까이 늘려 근로자 다섯 명 중 한 명이 

공무원이 되었고, 복지 지출을 급속히 늘리면서 나라의 경제가 붕괴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세

금만으로 선심 쓰는 데 한계가 있자 돈을 찍어 냈다. 그러자 물가상승률이 연간 30%를 넘었

다. 이 숫자가 부담되자 정권은 물가상승률을 10%라고 국가 통계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통

계와 현실 차이를 숨기기가 힘들어지자 일부 통계는 발표를 중단시켜버렸다. 이 나라에서 제

출한 통계를 UN은 전혀 믿지 않고 있으며, 아르헨티나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9년 전 국가 부도 위기를 맞았던 그리스는 노동자 4명 중 1명이 공무원이었고, 막대한 재

정적자를 감추려고 그리스 정부는 적자 규모를 나타내는 국가 통계를 축소 발표했다. 사실상 

재정 파탄 상태인 베네수엘라도 중앙은행이 경제지표 통계를 조작하여 발표하고 있다는 증

거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재정 파탄이 나고 있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권의 나라들을 보면 동일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즉,

포퓰리즘 정책 → 공무원 증원 → 복지비용 과다 지출

 → 현실을 속이기 위한 통계 조작 → 국가 재정 파탄

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이런 경우에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 통계는 신뢰성을 상실하

고, 결국 정권은 붕괴되고, 나라는 헤어나기 힘든 경제 궁핍 상태로 내몰리게 된다. 이렇게 경

제가 망해가는 나라들의 패턴을 분석하여 보면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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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통계를 오남용하거나 심지어 조작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기

를 바란다. 통계의 오남용과 조작은 나라를 멍들게 하는 첩경이다.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독재국가들은 국가 통계를 있는 그대로 대외에 공표하기를 

꺼려하거나 두려워한다. 자기의 민낯을 세계에 보이기 싫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북한이 그

러하다. 현재 북한의 일인당 GDP를 포함하여 북한의 모든 중요 국가통계(산업현황, 과학기

술 현황, 무역 현황, 국민 보건 현황 등)를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 단지 추측할 뿐이다. 문재

인 정부가 남북협력을 진행시키면서 가장 먼저 북한에 요구해야 할 사안으로 북한의 공식 통

계를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제공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만 앞으로 남북협력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무엇을 얼마나 협력해야 좋은지 정확하게 데이터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II.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통계의 오남용

과거의 정부들(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등)도 국가 통계의 오남용 사례들이 있었다. 그러

나 최근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현 정부이므로, 문재인 정부 들어 발생하고 있는 통계의 오남

용 사례들을 조사하여 보자. 이 글에서 현 정부의 사례를 드는 이유는 앞으로 가능하면 통계

의 오남용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있고, 국민에게 통계의 적절한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다.

먼저 문재인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에서 통계가 오용된 사례를 살펴

보자. 2017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선포하

면서 그 근거로 “일본은 세계에서 지진에 가장 잘 대비해 온 나라로 평가받았지만, 2011년 3

월 11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5년간 1,368명이 사망했다”고 언급하시면서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마치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이렇게 많다

는 것처럼 해석된다. 그러나 이것은 여론을 호도하려는 통계의 오남용에 해당한다.

문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의 배경은 후쿠시마 사고 때문에 머릿속에 들어왔고, 경주 지진 때

문에 굳어진 게 분명하다.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는 너무나 치명적”이라고 언급한 것에서

도 알 수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진이 아니라 지진 후 예상하지 못한 대형 쓰

나미로 발전기가 침수되는 바람에 벌어진 대형 사고다. 쓰나미 없는 일반 지진이었으면 사고

는 없었다.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지진만으로 발생한 원전 사고는 한 건도 없다.

1,368명이란 사망자 수는 연설문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원전 사고로 5년간 사망한 사람이 

아니다. 이 자료는 2016년 3월 6일 도쿄신문이 발표한 것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원전 사고 피해지인 후쿠시마현 관내 시정촌 사람들 중에서 다른 곳으로 대피했다가 질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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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강악화로 숨진 사람의 총수가 1,368명에 이른다고 집계한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를 피해 피난한 사람 중에는 노인들이 많았다. 그러한 분들이 집을 떠나 피난 생활을 하다 돌

아가셨으니 사인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일본 의학계는 후쿠시마 피난자 중에 급성 방사선 

장해를 앓은 사람은 한 명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보고했다. 이 보고는 유엔과학위원회

(UNSCEAR)도 인정한 것이다.

피난 중에 5년 동안 각종 이유로 사망한 이들을 조사한 한 언론사의 통계를 마치 원전사고

로 죽은 사람으로 속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공적기관도 아닌 민간 기업인 한 언론사의 

조사통계를 한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이용한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다. 문대통령의 

연설문을 본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1,368명이란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몰라 당황하

고 있다”고 전했다.

III.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된 통계의 오남용

최근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에 대하여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견인했던 장하성 전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장한 통계의 해석이 잘못된 것임을 살펴보자. 장

실장은 1990~2016년 동안 가계총소득(증가율 186%)보다 가계평균소득(증가율 90%) 증가율

이 떨어지는 것은, 2017년 5월 페이스북에 올린 그의 글에서 “성장의 성과가 가계로 이어지

지 않았고 소득불평등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 당시 통계청은 장실장의 글에 

대하여 “최근 1~2인 가구가 늘면서 가구원 수가 줄고 있고, 가계평균소득 증가율이 가계총소

득 증가율보다 낮아질 수 있다. 두 수치의 차이를 계층 간 불평등 확대에 관한 근거로 사용하

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었다. 2000년 3.12명이던 우리나라 평균가구원 수가 1~2인 가

구의 증가로 인하여 2017년 2.47명으로 줄어서 가구당 평균소득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점을 무시한 잘못된 통계해석을 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정책기조로 택한 것은 통계의 오

남용에 해당한다.

정부는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통계에서 2018년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저소득층의 소

득만 줄어드는 등 갈수록 악화된 분배지표로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 논란이 커지자 급기야 

2018년 8월 말 통계청장을 교체했다. 신임 청장이 부임하여 채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통계

청은 현재 분리해 조사 · 공표하고 있는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분기)과 ‘지출부문’(연간)을 

2020년부터 다시 합쳐 표본설계와 표본규모를 바꾸어 분기별로 공표한다고 2018년 9월 18

일 개편된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대해서는 뒤에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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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을 측정하는 가계동향조사에 대하여 그 동안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

자. 통계청은 2016년까지 분기별로 함께 조사 · 공표하던 소득과 지출에 관한 가계동향조사

를 2017년에 분리했다. 기존 소득 통계가 ‘가계부 기장’ 방식이어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응답률이 낮아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한 이 조사는 2인 가구 이상의 가구만

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제대로 가구소득을 파악하지 못한다

는 비평이 있어 왔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통계청은 이 가계동향조사를 단계적으로 퇴출시

키고, 2018년부터 국세청 · 한국은행 자료와 통합해 작성하는 ‘가계금융 · 복지조사’와 일원화

하여 연 1회 가계소득 지표를 공표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리고 지출 통계는 연간 주기로 재편

해 따로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가계동향조사가 통계청의 계획과 달리 꼬이게 된 것은 작년 문재인정부가 들어서

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말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 파악’이란 이유로 소득동

향조사를 존속시키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28억 원 배정했다. 소득주도성장을 홍보하

려는 것이었다.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 효과로 소득이 늘어나는 모습을 분기별로 확

인하기 위해 정확성이 떨어지더라도 2018년도에도 소득 통계를 계속 작성 · 공표하도록 지시

한 것이다. 원래 규모를 줄여가며 서서히 소멸시키려던 통계를 

다시 살리기 위해 통계청은 표본을 큰 폭으로 보강했다. 표본

가구수를 5,500가구에서 8,000가구로 증가시키면서 고령 · 저소

득층 가구 비중을 높인 것이다. 이후 정부는 2017년 4분기에 

분배지표인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하위 20% 소득 대비 상

위 20% 소득 비율)이 4.61배로 0.02배 떨어지며 조금 개선된 것

으로 나타나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효과가 나타나

고 있고, 소득주도성장의 결과”라고 만족감을 드러냈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영향 등이 본격화되면서 <그

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 2분기 대비 2018년 2분기 가

구당 월평균소득이 1분위(소득 하위 20%)에서 7.6% 감소하고, 

2분위(소득 하위 20~40%)에서도 2.1% 감소했고,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하위 20% 대비 상위 20% 소득 비율)이 10년 만에 

최대인 5.23배로 악화되자 태도가 바뀌었다. 정부는 ‘작년에 표

본을 바꾼 것이 문제’라는 식의 해석을 내놓으면서, 통계청장을 

경질까지 했다. 표본 변경문제는 통계전문가들의 영역으로 표

본을 최근의 성별 · 연령별 인구구성 변화를 반영해 비율대로 

바꾸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통계를 모르는 정치인들이 통계  

<그림 1>   2018년 2분기 가계소

득 동향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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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의 영역을 침해한 것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은 일이다. 국가 통계를 정치인들에 의한 

‘오기의 희생양’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IV.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안’은 통계 신뢰성을 얻을 수 있을까?

통계청이 2018년 9월에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안’은 2016년까지 사용하던 방식대

로 소득과 지출 통계를 다시 합쳐 공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안은 통계청의 기존 방침을 2

년 만에 뒤집은 것으로, 통계 전문가들의 계획보다는 정치인들의 입맛에 맞는 통계를 생산하

려는 의구심을 들게 하고 있다. 이 작성안의 골자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년부터 

새 가계동향조사 땐 현행의 다목적표본 대신 전용표본을 활용해 정확성을 높이고, 소득과 지

출조사를 합쳐서 통합조사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면접조사 방식을 가계부 기장 방식으로 바

꾸겠다는 것으로, 이는 통계청이 애초 가계부 기장 방식에 문제가 있어 면접조사 방식으로 

바꾸려던 계획을 철회한 것이다. 현재 가계동향조사의 소득 부문은 8,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분기별로, 지출 부문은 1만 2,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연 단위로 공표하고 있다. 

그러나 새 개편안은 2020년 1분기부터 공통 표본 7,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 지출을 통

합 조사해 분기별로 공표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표본과 규모, 조사 방식과 기간 등이 모두 

바뀌게 된다. 통계청은 조사방식을 바꾸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130억 원에 달한다고 보고 

2019년도 예산으로 신청했다. 단 시계열의 안정성을 위해 2019년은 기존 조사와 개편된 통

합조사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통합작성안을 발표하면서 통계청은 현행의 가계소득조사는 원래 경제활동인구조사(취

업과 실업 등 경제활동 특성을 파악하려는 것이 주목적)를 위한 다목적표본으로 분석 결과

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를 대체하여 전용표본을 사용하면 저소득, 고소득 가구에 

대한 표착률이 높아져 소득 분배지표 정확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통계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과 관련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중립성이 생명인 통계청이 

손바닥 뒤집듯 방침을 바꾸어 통계를 생산한다면 통계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훼손된다는 것

이다.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통계 개편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통계청은 꾸준한 노력을 경주해

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권이 정치적 동기로 통계청장을 경질하고, 새 청장은 임명된 지 한 

달도 지나기 전에 통계 작성 방식을 바꾼다면, 그 통계가 중립적이고 신뢰성을 가지기 어려

울 것이다. 새 청장은 임명된 직후 경제장관회의에서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

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이 ‘좋은 통계’가 정권을 위한 통계가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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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위한 통계가 되었으면 한다.

V.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통계의 오남용

통계청은 2018년 5월 24일 가계동향조사 결과(2018

년 1분기를 2017년 1분기와 비교)를 발표하면서 소득

분위별로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로 나누어서 가

구소득 증감율을 발표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가구(자영업자, 무직자 등)를 

포함한 전체가구에선 소득 하위 20%(1분위)의 소득이 

역대 최고치인 8.0% 감소했고, 하위 20~40%(2분위)에

서도 4.0% 감소했고, 상위 20%(5분위)에서는 9.3% 증

가하여 양극화 현상이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

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가구만을 볼 때에는 1

분위는 0.2% 증가하고, 5분위는 10.2% 증가하는 현상

을 보였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 자료를 5단계 

<표 1> 가계동향조사 통합방안 주요 내용(통계청 보도자료, 2018년 9월 18일)

내용 2018년 2019년 2020년

조사방식
분리조사 분리조사 통합조사 통합조사

소득 지출 소득 소득 지출 소득 지출

표본설계 다목적표본 전용표본 다목적표본 다목적표본 전용표본 전용표본

표본규모 8,000가구 

연간  

1만 2,000가구 

(월1,000가구)

8,000가구 7,200가구 7,200가구

조사표 면접조사표
가계부,  

면접조사표
면접조사표 가계부 가계부

공표주기 분기 연간 분기 미공표 연간 분기

공표항목

처분가능 

소득 5분위

배율(분기)

-

처분가능 

소득 5분위

배율(분기)

- -

흑자율, 소비성향, 처분

가능소득 5분위배율 

(분기)

<그림 2>   소득분위별 가구소득 증감율: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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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 대신 10단계 분위로 추가 분석하여 “개인 근로소득이 하위 10%만 작년 같은 시기 대비 

1.8%포인트 하락했고, 나머지 90%는 작년 대비 2.9%포인트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같

은 맥락으로 문대통령은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발언하셨다.

이 긍정적 효과 90% 발언은 명백한 통계의 오남용에 해당한다. 최저임금의 효과를 분석할 

때 수입이 있는 근로 가구만 포함하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자영

업자, 실업자, 해고된 실직자들은 모두 빼놓고 긍정효과를 임의대로 계산한 후에 이를 마치 

전체 가구에 대한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인 것처럼 언급한 것은 아전인수적인 통계 오

남용이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펼 때 한계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의 도산, 해고, 폐업 우

려 등의 시장경제를 고려하지 않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2018년 10월 18일에 있었던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최

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는 발언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동

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인상 속도가 좀 빨랐다”고도 덧붙였다.

VI.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해 가는 길은 무엇인가?

이번에 개편된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안’을 보면서 국가통계 작성에 관심이 많은 통계학

자인 필자로서 우리나라의 국가통계가 더 큰 신뢰성을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통계 행정을 위하여 개혁해야 할 점을 적어보기로 한다.

첫째로, 국가통계의 정치적 도구화는 매우 위험하며, 이를 원천적으로 피하기 위해서 우선 

통계청의 독립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통계청장의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 통계청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통계전문가들에 의해,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통계는 국가 정책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잘못된 통계로 왜곡된 정책을 실시할 경우 국가적 손실과 희생이 엄청나고, 민생의 고통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통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장기 임기제를 실시하는 

국가도 많다. 오스트리아의 통계청장은 임기가 7년이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도 4년 

이상의 임기를 보장한다. 우리도 한국은행과 같이 통계청도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해 주어

야 하며, 4년 이상의 장기 임기제 보장, 국회 청문회 실시 등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통계청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통계청은 기획재정부 산하의 외청으로 

차관급 청장이다. 이제 국가에서 필요한 통계는 재정, 경제만이 아니라 환경, 과학기술, 산업, 

노동 등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더 이상 기획재정부 외청으로 있지 말고 모든 부서를 총괄하

는 총리실 산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차관급에서 벗어나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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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고 국무회의에 통계청장을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주

도하는 데이터 경제시대이며, 공공 데이터가 모든 국가의 주요 정책을 주도하는 국면으로 전

개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국가의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모든 공공데이터의 

표준화와 개방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하여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산업 등의 발전을 

가져와야 한다. 이를 위하여 통계청이 통계 생산뿐 아니라 통계의 관리와 이용에도 큰 역할

을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 산업을 보면, 공공데이터가 제

대로 개방되어 있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전혀 발전이 안 되고 있다. 모든 부서에서 

만드는 공공데이터를 통계청이 2018년 11월에 설립한 통계빅데이터센터로 수합하고, 공공데

이터를 이용하려는 모든 고객에게 표준화된 질 좋은 데이터를 개방한다면, 데이터를 가공하

고 정보화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고, 경제를 살리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이다.

앞에서 기술된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과 관련된 소위 ‘통계 논쟁’을 통하

여 정부가 이를 좋은 교훈으로 생각하고, 선진국형인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된 통계청 운영

을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하는 데 통계청이 앞장서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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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과 선비정신

인문대학 국사학과 명예교수  한영우

I. 왜 선비정신을 알아야 하나?

세계사를 보면 선진국으로 발전한 나라들에는 선진적인 정신문화가 있다. 예를 들면 유럽

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불리는 정신문화가 있고, 영국과 미국에는 <청교도 정신>이  

있다.

우리나라는 근대에 와서 나라를 잠시 잃었지만, 근대 이전에는 중국과 더불어 수 천년 동

안 아시아의 선진국이었고, 그 저력이 되살아나면서 오늘날 선진국 대열에 거의 도달하고 있

다. 한국사를 비참한 역사로 보는 사람이 간혹 있으나. 그것은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고, 일본

의 식민사관에 오염된 사람들의 오해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광복 후에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산업화와 지식산업의 발전, 문화적 한류의 확산 

등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것은 선조들이 물려준 정신문화가 한국인의 핏속에 문화적 유전

인자로 잠재되어 있다가 현대문화와 접목하여 부활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용비

어천가>에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뽑히지 않고 풍성한 꽃과 열매를 맺고, 샘이 

깊은 물은 가물어도 마르지 않고 강을 이루어 바다로 흐른다고 한 말이 바로 오늘의 한국을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격언이라고 본다.

한국인의 선진적인 정신문화는 한 마디로 말한다면 <선비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선비

정신의 일부가 되살아난 것이다. 무엇보다도 치열한 성취욕과 교육열, 근면성, 이기주의를 거

부하는 공동체정신, 독재에 대한 거부, 가무를 즐기는 신바람의 역동성 등이 선비정신의 유

산이다.

물론 선비정신에 맞지 않는 굴절된 부정적인 정신문화의 행태도 오늘날 없지 않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도 치열하다. 부정적인 행태를 극복하려는 가치관이 서구에서 배워

온 것도 없지 않지만, 서구문화를 소화시킬 수 있는 튼튼한 내재적 잠재력이 있어서 가능했

던 것이다. 비유하자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튼튼한 내장(內臟)

이 없이는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다만, 전통문화와 외래문화를 접합시켜 새로운 미래문화를 건설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전통문화에서도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고 외래문화에서도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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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다. 그 부정적 요소를 걸러내면서 긍정적인 요소를 접합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이다. 그 일을 어떻게 지혜롭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밝아질 수도 있고 어두워질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실험은 글로벌화한 인류 전체의 미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II. 선비정신의 용어와 그 변천

선비정신은 흔히 조선시대 유학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선비>라는 말 자체가 

조선시대 유학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삼국시대 이후로 널리 유행한 말이다. 한자로 선인(先

人), 선인(仙人), 선랑(仙郞) 등으로 부른 사람들이 바로 선비다. 고려시대에는 <도사>(道士) 

또는 <거사>(居士)1)로도 불렀다.

유학이 크게 발달한 조선시대에 와서는 유교경전에 보이는 사(士)를 <선비>로 번역하면서 

선비는 곧 유학자를 가리키는 말로 변했다. 하지만, 16세기 국어학자 최세진(崔世珍)의 《훈

몽자회》(訓蒙字會)를 보면, <사>(士)라는 한자를 <도사>(道士)로 번역해 놓았다. 그러니까 

최세진은 <선비>를 <도사>로 본 것이다.

도사는 흔히 중국의 도교(道敎)를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중국에서 들

어온 도교와 계통이 다른 도교가 있다. 17세기 초 한무외(韓無畏)가 쓰고, 택당 이식(李植)이 

전파한 《해동전도록》(海東傳道錄)과 17세기 후반기 홍만종(洪萬宗)이 쓴 《해동이적》(海東異

蹟)은 다 같이 우리나라 도교사를 정리한 책인데, 공통으로 우리나라 도교의 창시자를 단군

(檀君)으로 적고 있었다.2) 한편, 일제강점기 학자인 이능화(李能和)는 한걸음 더 나아가 《조

선도교사》(朝鮮道敎史; 1959 영인)에서 단군의 고조선 도교(道敎)가 중국 도교의 원류라고 

말했다.

그런데 김부식(金富軾)의 《삼국사기》를 보면, “평양은 선인왕검(仙人王儉)의 집[宅]”이라고 

써 놓았다. <왕검>은 곧 <단군>이다. 그러니까 선비의 시조는 단군이라는 뜻이다.

위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도교는 단군에서 시작된 고유종교이며, 그 가르침을 믿

는 사람들이 바로 선비다. 그런데 선비의 사상인 <도교>는 또 다른 이름으로도 불렸다. 신라

말기 최치원(崔致遠)은 선인(仙人) 곧 선비들의 도(道)를 <풍류>(風流)라고 부르면서 그 내

   1) 李奎報의 호가 白雲居士, 李承休의 호는 動安居士이다.

   2) 한영우, <17세기 후반~18세기초 홍만종의 회통사상과 역사의식>, 《한국문화 12》(한국문화연구

소,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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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이렇게 적었다.

“나라에 현묘(玄妙)한 도(道)가 있는데, <풍류>(風流)라고 한다. 그 가르침의 기원이 

《선사》(仙史)에 자세히 갖추어져 있는데, 삼교(三敎: 儒彿道)를 포함하고 있으며, 무릇 

군생(群生)을 접화(接化; 敎化)시킨다. 집에 들어오면 부모에 효도하고, 집을 나가서는 

나라에 충성한다. 이는 공자의 가르침과 같다. 무위(無爲)의 일과 불언(不言)의 가르침

을 따르고 행하는 것은 노자의 가르침과 같다.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봉행하는 것은 

석가의 가르침과 같다”

최치원은 <선인=선비>들의 가르침을 <풍류>라고 부르고, 그 내용이 공자, 노자, 석가의 가

르침과 같다고 하면서 그 핵심은 효충(孝忠), 무위불언(無爲不言), 거악행선(去惡行善)으로 

요약했다. 선비의 교(敎)를 여기서 <풍류>라고 부른 것은 선비들이 대자연을 즐기고 사랑하

는 풍류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단군의 아들인 부루(夫婁)를 잘못 기록한 것인지도 모른다. 민

속에서는 부루도 단군과 한 몸으로 보고 있다.

한편, 조선후기 이후의 학자들은 단군 이후 선비의 가르침을 <선교>(仙敎) 또는 <신교>(神

敎)3)라고도 불렀으며, 근대에 와서는 이를 현대종교로 발전시켜 <단군교> 또는 <대종교>(大

倧敎)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다가 현대에 와서는 인류학의 용어를 빌려 <무교>(巫敎) 또는  

<샤머니즘>, 또는 <살만교>(薩滿敎), 또는 불함문화(弗咸文化)4)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대종교는 선교를 지나치게 국수적 민족주의로 과대 포장되어 <선교문화권>을 통

틀어 우리 민족의 영토로 이해하여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청나라도 모두 우리 민족의 역사

로 둔갑시키는 오류를 범했다.5) 반대로 현대에 와서 무교나 샤머니즘으로 이해하는 것은 원

시종교의 수준으로 폄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용어도 선교, 도교, 신교, 대종교, 무교, 샤머니즘 등으로 다양하고 해석도 다양하지

만, 이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비>라는 고유 언어를 선택하여 호칭을 통일시키

   3) 이종휘(李種徽)는 고조선 및 고구려의 종교를 신교(神敎)로 불렀다(《東史》 神事志). 뒷날 민족

주의 역사가 신채호(申采浩)도 그 영향을 받아 우리의 고유종교를 선교(仙敎) 또는 낭가사상(郞

家思想)으로 불렀다.    

   4) 최남선은 《살만교차기》(薩滿敎箚記, 1927)에서 우리민족의 고유종교를 살만교, 즉 샤머니즘으

로 불렀는데, 뒤에는 다시 불함문화(弗咸文化; 1928)로 불렀다. 밝음 곧 태양을 숭상하는 문화라

는 뜻이다.

   5) 대종교도들이 일제강점기에 펴낸 《환단고기》(桓檀古記)가 그 대표적인 책이다. 이 책은 1980년

대에 일본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일본의 극우세력들이 대동아공영권을 뒷받침하는 데 

이 책을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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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나아가 민족주의나 인류학의 선입관을 벗어나 실증적 문헌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재구

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선비정신의 가르침은 유불도(儒彿道)의 삼교(三敎)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보는 점에서

는 근대 이전 선학들의 해석이 일치한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선비정신이 삼교의 영향

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그것들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단군시대에 공자, 노자, 석가가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비정신에 대한 최치원의 설명은 너무 간단하고 개략적이어서, 이것으로 선비정

신의 전모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최치원이 소개한 풍류와 비슷한 내용을 담은 가르침을 보여 

주는 것이 신라 원광(圓光)이 화랑들의 행동지침으로 만들어준 <세속오계>(世俗五戒)일 것

이다. 사친이효(事親以孝), 사군이충(事君以忠), 교우이신(交友以信), 살생유택(殺生有擇), 임

전무퇴(臨戰無退)가 그것이다. 최치원의 풍류도에서 <임전무퇴>가 하나 더 추가된 것이다.

하지만, <세속오계>도 선비정신의 모든 것을 보여 주고 있다고 믿어지지는 않는다. 선비정

신 속에는 더 넓고 더 깊은 우주관, 인생관, 사생관, 윤리관, 정치관, 역사관, 풍속 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의 의식주에 얽힌 풍속이나 민예품(民藝品) 가운데 선비정신을 포

괄적으로 보여 주는 것들이 매우 많아서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된다. 예를 들면 민간에 전승된 

삼신신앙(三神信仰)6)이 그렇다.

선비정신의 유래가 이렇게 오래 되었기 때문에 선비정신의 실체를 깊고 폭넓게 재구성하

려면 선비정신의 원초적 모습에서부터 시작하여 시대를 따라 변화하는 모습과 또 그 정신을 

구현하려고 노력한 인물들에 대한 포괄적 연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선비정신의 원초적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삼국유사》에 

보이는 <단군신화>이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한다.

   6) 삼신이 홍익인간을 했다고 믿는 신앙은 예부터 민간풍속으로서 내려왔다. 아기를 낳으면 삼신

할매가 점지해 주었다고 믿어 <삼신밥>을 만들어 문 앞에 놓기도 하고, 아기 엉덩이에 보이는 

푸른 반점을 삼신이 때려서 생긴 멍이라고 보아 <삼신반점>(三神斑點)으로 불렀다. 또 가을에 

햇곡식을 거두면 삼신이 주신 것으로 믿어 종이봉지나 단지에 곡식을 넣어 놓고 감사의 뜻을 보

였는데, 이를 <삼신주머니>, <제석주머니>, <부루단지> 등으로 불렀다. 또 들밥을 먹을 때 밥을 

들에 던지며, <고수례>를 하는 것도 단군의 신하로서 농업을 관장한 고시씨(高矢氏)의 덕으로 

보아 감사를 표시했다. 또 질병이 생기면 황해도 구월산 삼성사(三聖祠)에 가서 기도를 드리는 

풍속이 예부터 내려왔는데, 삼신이 질병을 치료한다는 믿음에서 생겼다. 또 치우씨를 <도깨비>

로 부르면서 신앙한 것은 치우씨가 단군의 신하로서 악한 자를 징벌하는 일을 했다는 믿음에서 

생긴 것이다. 또 군기(軍旗)에서 치우기(蚩尤旗)를 사용한 것도 마찬가지다. 도깨비는 <독아비> 

(纛아비)가 와전된 것으로, 곧 군기(軍旗)에 실린 용맹한 사내라는 뜻이다. 도깨비는 신라시대 

기와문양에도 무수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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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선비정신의 원초적인 모습 : <단군신화>와 홍익인간 정신

고조선의 건국신화인 <단군신화>는 얼핏 읽어보면 허무맹랑한 귀신이야기로 보인다. 그러

나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엄청난 우주관과 윤리관이 보인다. 단군신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등장하는 사람과 사물이 <셋>이라는 숫자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환인

(桓因), 환웅(桓雄), 단군(檀君)이 3신(三神)으로 등장한다. 환인은 조물주인 천신(天神; 帝釋

天)이요, 환웅은 태백산으로 내려와 신시(神市)를 건설한 지신(地神)이며, 단군은 고조선[아

사달]을 세운 최초의 인신(人神)이다. 바로 삼신은 천지인(天地人)을 상징한다. 천지인은 곧 

우주(宇宙)이다.

환웅이 천제(天帝) 환인의 서자(庶子)라는 것도 흥미롭다. 여기서 서자는 첩의 아들이 아

니고, 여러 아들 가운데 하나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들이 여럿이 있어서 각기 나

라를 세웠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니까 고조선은 하느님의 여러 아들이 세운 나라들 가운데 

하나이다. 만약 환웅을 하느님의 독생자(獨生子)라고 했다면, 다른 종교나 다른 나라는 모두 

이단(異端)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서자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싸울 필요가 없다.

다음에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데리고 온 신하가 풍백(風伯), 우사(雨師), 운사(雲師)

의 삼신(三臣)이다. 이들은 모두가 농업과 관련된 신들이다. 농업은 가장 평화로운 산업이다. 

만약 이들이 상업이나 전쟁을 주관하는 일을 했다면, 약탈이나 살육을 인정하는 가르침이 되

었을 것이다. 또 환웅을 따라 내려온 무리가 3천명이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환인으로부터 받은 물건이 3개의 천부인(天符印)이다. 태초에 

인간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물건이 세 가지가 있다고 본 것인데, 과학적으로 해석한다면 아

마도 칼, 옥(玉), 거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물건이 모두 하

늘과 관련되어 있다. 고조선의 대표적인 칼은 그 모습이 비파를 닮았다하여 비파형동검으로 

부르고 있지만, 나는 나무의 모습을 닮았다고 본다. 나무는 하늘에 오르는 징검다리다. 옥

(玉)은 하느님의 소리를 상징한다. 옥이 귀한 것은 그 소리 때문이다. 둥근 거울은 하느님의 

얼굴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물건은 하느님과 대화하는 수단이다.

환웅은 인간 360가지 일을 다스려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른바 <홍익인간>(弘益人間)이다. 여기서 360은 1년을 상징하는 숫자인 동시에 3으로 나누어

지는 숫자이기도 하다. 365를 일부러 360으로 표현한 듯하다. 그리고 1년은 우주의 질서가 

한바퀴를 돌고 제자리로 오는 숫자이기도 하므로, 360은 <모든 것>을 가리킨다.7) 환웅은 인

   7) 조선시대의 지방군현은 360개를 표준으로 하여 만들었다. 임금이 하루에 한 고을 다스리면 1년 

동안 정국을 다스린다는 뜻을 담고 있다.   



110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8, 제14호

간의 모든 것을 주재하면서 이롭게 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5가지다. 곡식[土], 생명[木], 질병[火], 형벌[金], 그리고 권선[水]이다. 나는 이것이 오행을 상징

하는 것으로 본다.

이 <홍익인간>과 관련된 풍속이 바로 삼신신앙이다. 그런데 민속에 보이는 삼신(三神)은  

<할머니>인 동시에 <한 사람>이다. 즉 삼신일체(三神一體)요 여성이다. 그러니 풍속으로 본

다면 환인, 환웅, 단군은 모두 여성이다.8) 모계제사회의 전통일 것이다. 

<단군신화>에는 또 삼칠일(三七日)이 등장한다. 곰이 굴속에서 쑥과 마늘을 먹고 삼칠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았더니 여자로 변신했다는 것이다. 삼칠일은 바로 21일이다. 굳이 3을 넣

어서 21일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단군은 <백악산 아사달>에 도읍을 두었는데, 국호가 <조선>이다. <백악산 아사달>과 <조

선>은 뜻이 같다. <아사>는 밝은 아침 해가 뜨는 <동방>을 가리킨다.9) 또 동방을 <새>라고도 

불렀다. 우리나라를 역사적으로 <동국>(東國)으로 부른 것도 중국의 동쪽나라라는 뜻이 아

니고, <해 뜨는 동방의 나라>라는 뜻이다. 그런데 신라가 처음에 <서라벌>(새벌)로 부른 것, 

또 한양을 <서울>로 부른 것도 모두 <해 뜨는 동방>을 가리키는 말이다. 고구려의 제천행사

인 <동맹>(東盟)도 원래는 <새몽>으로 불렀다. 동풍(東風)을 <샛바람>으로 부르는 것도 마

찬가지다.

단군은 또 1,500년간 나라를 다스리다가 1,908세에 산신(山神)이 되었다 한다. 이 숫자도 3

으로 나뉘는 숫자이다. 그런데 민속을 보면, 단군은 백두산 연못에서 하늘로 조천(朝天)했다

고 한다. <조천>은 <하늘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 연못을 <조천지>(朝天池) 또는 

천지(天池)로 부르고, 성지(聖地)로 숭배한 것이다. 환웅이 내려온 태백산도 백두산이다. 단

군은 죽지 않고 산신이 되어 하늘로 <돌아가셨다>.

그런데 《삼국사기》를 보면 고구려 시조 고주몽도 죽지 않고 대동강 가에 있는 바위에서 기

린을 타고 <조천>했다.10) 박혁거세도 죽어서 육신은 땅에 떨어졌으나 혼(魂)은 승천했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모두가 죽음을 가리켜 <하늘로 돌아갔다>고 한다. 죽은 사람이 없

다.

   8) 일본의 건국신화에 나오는 (天照大神;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도 여성이다. 이 신화는 일본에 

이주한 한국인이 만든 신화로 보인다. 아마도 단군신화의 삼신도 처음에는 여성으로 보았다가 

뒤에 부계제사회가 되면서 남성으로 바꾼 듯하다. 그러나 민속에서는 여전히 여성으로 보고 있

다.   

   9) 일본에서 아침[朝]을 <아사>로 부르는 것도 우리말에서 연유한 듯하다. 일본 나라지방을 <아스

카>로 부르고 한자로 <明日鄕>으로 쓰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10) 고주몽이 조천한 바위를 조천석(朝天石)으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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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신화>를 다시 정리하면, <삼>(三)이라는 숫자로 표현되는 천지인 곧 우주는 하나의 

<생명공동체>이다. 하늘도 살아 있고, 땅도 살이 있고, 사람도 물론 살아 있는 생명체이다. 

그리고 살아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론이 바로 <음양오행사상>이다. 음양과 오행이 있으면 

반드시 생명이 탄생하고 성장하는데, 음양오행은 하늘에도 있고,11) 땅에도 있고,12) 사람에게

도 있다.13) 그래서 우주는 살아 있는 생명공동체이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숫자는 삼(三)이다. 그래서 숫자가 적은 것은 모두 <3개>로 부르

고, 숫자가 많다고 생각되는 것은 <삼천개>로 불렀다.14) 그 숫자는 상징적인 뜻을 가진 것이

지 실제의 숫자가 아니다.

<단군신화>에 보이는 우주관이 이러하기 때문에, <홍익인간>은 그저 단순하게 인간을 널

리 이롭게 한다는 박애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음양오행이 작동하는 우주를 하나의 생

명공동체로 보는 포괄적인 생명철학이 담겨 있다. 다시 말해 대자연과 인간이 하나로 엮여 

상생(相生)하고, 인간과 인간이 또 하나의 생명공동체로 결합하여 상생한다는 깊은 신앙이 

담겨 있다.

<사람>을 <인간>(人間)으로 표현한 것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인간>이라는 단어는 <사람

과 사람 사이>라는 뜻으로 불교에서 주로 쓰는 말이지만, 사람을 독립된 개체로 보지 않고 

서로 엮여져 있는 공동체로 보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 한국인들이 <내집>, <내나라>로 

부르지 않고, <우리집>, <우리나라>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는 곧 <우리>라는 공

동체로 엮여져 있는 것이다.

IV. 선비문화에 대한 중국인의 평가

한국인은 중국인들이 즐겨 쓰는 <동이족>(東夷族)의 일부이다. 중국인들은 고대로부터 동

이족의 문화를 중국문화와는 차이가 있고, 그 풍속이 아름다운 것으로 보았다. 우선 활을 잘

11) 하늘에 있는 음양오행이 해와 달, 그리고 수성, 목성, 화성, 토성, 금성이다.

12) 땅에 있는 음양오행이 산과 강, 그리고 수화목금토이다. 

13) 사람의 음양오행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오장(五臟), 곧 간장(肝臟; 木), 신장(腎臟; 水), 비장(脾

臟, 土), 심장(心臟, 火), 폐장(肺臟, 金)이다. 한의학(韓醫學)은 이런 오행사상에 토대를 두고 있

다.

14) 백제가 망할 때 <3천 궁녀>가 낙화암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한 것도 많은 궁녀가 죽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삼국시대>나 <삼한시대>라는 말도 반드시 나라가 셋이라는 뜻이 아니

다. 삼국시대는 엄밀히 말하면 가야를 넣어 <사국시대>로 보아야 한다.



112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8, 제14호

쏘기 때문에 이(夷=大弓)15)라고 불렀다. 또 동이족은 해가 뜨는 동방을 숭배하고, 죽으면 머

리를 동방에 두고 매장했다. 동방의 하늘을 향해 축제를 여는 행사를 동맹(東盟; 새몽), 무천

(舞天), 영고(迎鼓; 맞이굿) 등으로 불렀다. 하늘은 곧 조상이므로 동방제천(東方祭天)은 곧 

효(孝)의 표현이었다. 이른바 제천보본(祭天報本)이다. 그리고 제천행사 때마다 전 국민이 모

여 가무(歌舞)를 즐겼다. 제천과 가무는 바로 동이족의 낙천성(樂天性)을 의미한다. 그리고 

낙천성에서  <미소>와 <해학>의 문학과 예술이 발달했다.16)

또 동이족은 풍속이 아름다운 <군자국>(君子國)이라는 기록도 보인다. 《논어》에 보면 “子

曰 道不行, 乘桴浮于海 欲居九夷之國, 或曰 陋如之何, 子曰 君子居之 何陋之耶”라는 기록이 

있다. 공자가 자신의 가르침이 먹혀들지 않는 데 실망하여 뗏목을 타고 바다를 건너서 군자

가 사는 구이국(九夷國)에 가서 살고 싶다고 말한 것이다. 그 구이국이 바로 조선이라고 《한

서》(漢書)에 기록되어 있다. 그 당시 조선은 기자조선일 것이고, 그 위치는 지금의 산해관 부

근이다. 공자가 고향인 산동성 곡부(曲阜)에서 뗏목을 타고 조선으로 가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동이를 군자국으로 부른 기록이 또 있다. 《산해경》(山海經)에는 “東方有君子之國 有不死

之民”이라고 했고, 또 동방삭(東方朔)의 《신이경》(神異經)에는 “恒恭坐而不相犯 相譽而不相

毁 見人有患 投死救之 故曰 君子國”이라는 기사가 보인다.

공자가 동이족과 고조선을 군자국으로 바라본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의 고향 산

동성 곡부지방은 동이족이 살던 고장으로서 공자는 이 지역 동이족의 풍속이 아름다운 것에 

감동을 받아 경전에 곳곳에 동이문화를 칭송했다. 우선 성인(聖人) 순(舜)임금이 동이족이고, 

효자의 상징인 대련(大連)과 소련(小連), 팔괘(八卦)와 역(易)을 만든 복희씨(伏羲氏), 이름난 

궁수(弓手)인 예(羿), 중국의 시조인 황제(黃帝) 헌원(軒轅)과 탁록야(啄鹿野)에서 치열한 접

전을 벌인 치우(蚩尤) 등이 모두 동이족이었다. 공자는 중국이 예(禮)를 잃으면 동이에게서 

물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춘추시대 제자백가의 하나로서 음양오행사상을 발전시킨 추연(鄒

衍)도 동이족이다.

또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를 보면 공자의 선조는 은(殷)나라 탕왕(湯王)의 후손이

다. 그런데 은나라는 동이족의 국가로 보는 것이 정설이다.17) 그렇다면 공자도 동이족의 후손

15) 후한 때 허신(許愼)이 쓴 《說文解字》를 보면 夷는 大와 弓을 합친 글자라 한다.

16) 삼국시대 미륵반가사유상의 미소, 기와 얼굴의 미소, 운산 마애삼존불상의 미소. 그리고 혜원 신

윤복등의 풍속화에는 헤학과 미소가 넘쳐난다. 

17) 중국 고고학자 부사년(傅斯年)이 일찍이 <이하동서설>(夷夏東西說)을 내어 이(夷)는 동방에서 

은나라를 세우고, 화하(華夏)는 서쪽에서 왔다고 주장했다. 그후 고고학자들은 이 설을 모두 인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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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가능성이 있다.18) 공자가 만든 유교는 기본적으로 동이족문화를 바탕에 두고 서쪽에서 들

어온 주(周)나라 문화를 합쳐서 만든 사상이다. 그래서 동이족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

인은 유교라는 것이 그다지 낯선 문화가 아니었다. 앞서 삼국시대의 선비정신이 공자의 가르

침과 같다고 최치원이 말한 것이 바로 이런 뜻일 것이다. 즉 선비정신이 공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도리어 유교가 동이족의 선비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고조선에 이어 삼국시대, 고려, 조선왕조 말기까지 중국인들은 우리나라를 한결같이 <군

자국>으로 부르기도 하고, 또는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으로 부르기도 하고, <작은 

중국>(小中華)으로 부르기도 했다. 이 말들은 우리나라가 비록 중국보다는 작은 나라이지만 

문화적으로는 정치도덕수준이 높은 선진국으로 평가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이 자랑

스런 말이 아니라고 낮추기도 하지만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었다.

우리나라에 온 중국 사신들은 진심으로 우리 문화를 칭송했고, 우리는 중국 사신들을 겉으

로는 우대하면서도 속으로는 무식하고 탐욕스런 사람들로 멸시했다. 또 우리나라에서 중국

으로 간 사신은 주변 어느 나라 사신보다도 특별히 우대했다. 그것이 역사의 진실이다.

VI. 선비정신이 낳은 예술문화

한국의 건축, 사찰의 범종, 그리고 한국의 산수화, 음악과 춤 등은 얼핏 보면 중국과 비슷

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중국과 전혀 다른 특색이 있다. 기와집의 지붕은 새가 날개를 

펴고 하늘로 비상(飛翔)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지붕의 서까래 모습은 바로 새의 날개를 상

징한다. 지붕의 용마루 끝에 붙인 장식기와인 치미(鴟尾)는 새의 꼬리나 주둥이를 형상화한 

것이다. 왕궁의 막새기와는 용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용도 하늘로 승천하는 짐승이다.19) 중국

이나 일본은 우리와 다르다.20)

우리의 무덤은 삼국시대 이후로 천원지방(天圓地方)의 모습을 따라 전방후원(前方後圓)으

18) 공자를 동이족으로 보는 것은 공자가 한국인이라는 뜻이 아니다. 한국인은 동이족의 일부이지 

동이족이 모두 한국인은 아니기 때문이다. 동이문화권을 모두 고조선의 영토로 보는 것은 잘못

이다. 

19) 참고로 중국의 춤은 곡예에 가깝고, 일본춤은 주로 손바닥과 발바닥으로 추는 춤이다. 동남아의 

춤은 대나무춤이나 부처님의 손동작 또는 공작새의 동작을 흉내 낸 것이다. 

20) 중국 기와집의 막새기와는 주로 사자처럼 보이는 짐승으로 되어 있고, 일본의 막새기와는 물고

기 모양이고, 태국이나 동남아의 막새기와는 대부분 뱀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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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네모난 땅에서 둥근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상징한다. 이런 모습의 무

덤은 한국밖에 없다. 석굴암도 부처의 무덤인데 전방후원이다. 중국의 석굴사원(石窟寺院)에

는 이런 모습이 없다. 고인돌도 네모난 방에 둥근 하늘을 얹었다. 궁궐 정원의 연못은 한결같

이 네모난 연못 가운데 둥근 섬을 만들어 하늘과 땅이 만나는 모습을 연출했다. 경복궁의 향

원지(香遠池), 창덕궁의 부용지(芙蓉池) 등이 모두 그렇다.

삼국과 고려시대 사찰의 범종(梵鐘)은 모두가 걸개 옆에 둥근 음관(音管)이 달려 있고, 종 

아래에는 움푹 들어간 음통(音筒; 움통)이 있다. 음관은 하늘의 소리를 담고, 음통은 땅의 소

리를 담으려고 그렇게 만든 것이다. 종을 때리는 것은 사람이다. 그러니 천지인이 함께 연주

하여 천지인의 소리를 한꺼번에 담고 있는 악기가 범종이다. 한국 범종의 소리가 신비스러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소리의 신비함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었다. 종을 때려 발생한 진동의 

한 가닥이 음관을 타고 올라가면서 색다른 진동을 일으키고, 진동의 또 한 가닥이 밑으로 내

려와 음통을 때리면서 또 다른 진동을 만든다. 이것이 합쳐지니 어찌 신비하지 않겠는가? 이

런 특징을 가진 범종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우리의 민요와 판소리는 본래 산속에서 부르는 노래다.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 등과 어

울리면서 질러대는 음악이다. 그래서 그 음폭이 매우 크고 신비스럽다. 우리의 춤은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몸짓이다. 두 팔을 활짝 벌려 날개짓을 하고, 다리를 옴츠렸다가 펴면서 오

금질을 하는 것은 새가 날아오를 때의 날개짓과 똑같다. 우리 춤을 어깨춤으로 부르는 이유

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산수화(山水畵)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한 화원이 겸재(謙齋) 정선(鄭敾)의 진경산수

(眞景山水)이다. 진경산수는 우리나라의 산천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나

라 산수가 표출하고 있는 음과 양의 <생명력> 즉 신기(神氣)를 포착하여 그린 것이 진경산수

다. 그래서 실제모습과는 많이 다르지만 산수의 특징은 정확하다. 정선의 <금강산도>를 보면 

바위가 많은 외금강은 양(陽)으로 보아 매우 날카롭고 힘찬 필치로 그렸는데, 이는 남성의 역

동성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소나무가 우거진 내금강은 음을 상징하여 아주 부드러운 필치

로 그려 음과 양이 대비되도록 표현했다. 그리고 산수화에는 산과 물, 그리고 사람이 반드시 

들어가 있다. 천지인이 하나의 생명체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정선의 또다른 걸작품인 개성  

<박연폭포> 그림도 마찬가지로 남성적인 우악한 바위와 섬세한 폭포수가 양과 음으로 대비

되도록 묘사했다.

우리나라 인물화도 생명력을 보여 주기는 마찬가지다. 사람이 살아 있음을 보여 주는 신체

적 특징은 바로 눈에 있다. 죽은 사람과 산사람의 차이는 눈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인물화를 

그리거나 조각을 만들 때에는 눈의 표현에 가장 큰 역점을 둔다. 우리는 생명력이 넘치는 모

습을 <아름답다>고 말한다. 이는 물리적이고 수학적인 비례의 조화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서



1부  논설   115

양예술과 다른 점이다. 다시 말해 서양미술은 수학적 균형을 매우 중요시하는데 반해, 우리

는 얼굴에서 생명력을 찾는 것을 중요시한다.

우리나라 전통 예술이 매우 역동성을 보여 주면서 평화롭게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천지인의 생명력이 하나로 합쳐지니 역동성과 평화가 함께 담긴다. 그리고 대자연의 생명력

과 사람의 생명력이 합쳐질 때 나타나는 시너지 에너지를 <신바람> 또는 <신명>이라고 말 

한다.

서양의 정물화는 화병에 꽂힌 꽃이나 그릇에 담긴 과일을 즐겨 그리는데, 나비나 벌이 없

다. 생명의 향기가 없다. 우리의 꽃그림에는 반드시 벌이나 나비가 있다. 생명력은 향기가 있

어야 하는데, 향기는 그릴 수 없으므로 나비와 벌을 넣어 꽃이 향기를 내뿜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신사임당이 그린 초화도를 보면 수박이 그려져 있는데, 쥐가 수박을 파먹고 있다. 수

박이 맛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함이다. 모든 초화도에는 반드시 꽃과 나비와 벌이 함께 등

장한다.

서양에서도 자연의 생명력을 건축에 도입하여 건축혁명을 일으킨 인물이 있다. 잘 알려진 

스페인의 안토니오 가우디(Antonio Gaudi)이다. 그는 인공적인 직선을 버리고 대자연의 곡

선을 건축에 도입하여 바르셀로나를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만들었다. 그런 시도는 어쩌면 우

리가 하늘과 대자연을 상징하는 곡선을 건축에 도입한 마음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음식문화에도 선비정신이 깃들어 있다. 비빔밥은 오행의 오방색(五方色)을 도입

한 것이고, 제사음식도 오방색을 도입했다. 지도를 5방색으로 칠하는 나라도 한국뿐이다. 우

리의 전통의복 색상이나 모습도 마찬가지다. 음양을 상징하는 청색과 홍색의 배합을 우리나

라처럼 좋아하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어린이들이 입는 색동옷도 바로 오방색을 배합했다. 

음양을 상징하는 태극기를 국기로 정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한국 사람이 이름을 지을 때 항렬(行列)을 따른 것도 오행의 상생설(相生說)을 믿기 때문

이었다. 그래서 수(水)-목(木)-화(火)-토(土)-금(金)-수(水)의 순서로 이름을 지었다. 중국에 없

는 우리만의 풍속이다. 중국은 오행을 받아들였지만 상생설보다는 상극설(相克說)을 더 선

호했다. 그래서 우리는 왕조교체도 상생설을 따라 설명했고 중국은 상극설을 따라 설명했다. 

상생은 평화적인 변화이고, 상극은 투쟁적인 변화이다.

신라는 금덕(金德)을 가진 왕조로서 숫자로는 9를 선호했다. 황룡사 9층탑, 9주(九州), 9서

당(誓幢) 등이 그렇다. 고려는 수덕(水德)을 자처하고 숫자로는 5를 선호했다. 전국을 5도 양

계로 편제한 것이 그렇다. 또 궁예가 신라를 대신하여 나라를 세우고 수덕만세(水德萬歲)라

는 연호를 쓴 것도 그렇다. 조선왕조는 수덕 다음에 목덕(木德)의 시대가 온다고 믿었다. 그

래서 임금도 목자성(木子姓)을 가진 이씨를 선택했고, 8백년 왕업을 이을 것을 목표로 했으

며, 전국을 8도로 새롭게 편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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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가 무엇인가?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평화일 것이다. 음양오행사상이 과학이냐 아니냐

는 쉽게 결론이 나지 않지만 일정한 부분 과학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지나치게 믿

으면 미신이 될 것이다. 미신은 버리고 과학적인 부분은 살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우

리 조상들이 상극보다 상생을 더 좋아한 것은 바로 상생 즉 생명을 존중하는 <홍익인간>의 

유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VII. 선비정신이 낳은 왕조장수의 비결

선비정신이 낳은 정치문화는 각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다. 어느 시대나 정치문화에 <홍익

정신이>이 깃들어 있었고, 그 힘으로 왕조가 장기 지속했다. 고구려, 백제가 모두 660년 이상 

나라를 유지했고, 신라는 천년을 지속했다. 고려는 475년 지속하고, 조선은 대한제국까지 합

쳐 519년을 장수했다. 왕조의 장수는 국가를 잘 운영했다는 증거다. 수많은 외침을 받으면서 

이런 생명력을 유지했다는 것은 세계 역사상 드문 예이다.

하지만, 각 왕조마다 선비정치의 수준이 다른 것은 신분제도의 한계와 민도(民度)의 한계  

때문이다. 노비가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는 홍익의 사랑이 하층민에게 골고

루 퍼지기 어려운 것이 역사의 현실이었다. 그 한계가 왕조가 바뀔 때마다 단계적으로 극복

되면서 선비문화는 질적으로 높아지고, 양적으로 확산되었다. 조선왕조는 선비문화와 홍익

인간의 꽃이 가장 화려하게 만개한 시대이다.

각 왕조의 정치수준의 차이가 드러나기 때문에 삼국을 귀족사회, 고려를 반귀족-반관료제 

사회, 그리고 조선왕조를 근세 관료제사회로 시대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삼국시대나 고려시

대에도 지배층과 하층민이 합동으로 조직한, 홍익인간에 바탕을 둔 상부상조의 공동체조직

이 광범위하게 널리 퍼져 있었다. 예를 들면, 노동공동체이자 종교공동체인 향도(香徒), 경제

적 상부상조 조직인 계(契), 종교공동체 조직인 결사(結社), 그리고 두레 같은 공동체 조직이 

그것이다.

조선시대에도 이런 조직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여기에 향약(鄕約)이나 동약(洞約)이 더 추

가되어 상부상조의 공동체조직이 거미줄처럼 짜여져 있었다. 이런 조직을 통해 종교행사나 

노동, 장례, 축제, 오락, 경제적 어려움 등을 서로 돕고 이겨나가는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었

다. 물론 재화를 낭비하는 부작용도 없지는 않아서 국가에서 억제하기도 했지만 그 풍속은 

여전히 지속되었고, 이런 공동체조직이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에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

사공동체가 되기도 했다. 민병대(民兵隊)나 의병(義兵)이 바로 그것으로 고려가 거란과 싸울 

때 재가화상(在家和尙)으로 불리는 민군(民軍)이 앞장섰고, 몽고와 싸울 때, 임진왜란 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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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 그리고 일제 침략기의 의병 등이 모두 이런 공동체조직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한국인들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이유는 근원적으로는 농업사회의 특성으로 본다. 농업은 

개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농업은 자급자족을 보장하므로 굳이 남의 재화를 빼앗

아 오거나 재화를 사고파는 상업의 필요성도 그다지 크지 않았다. 이에 반해 서양은 고대로

부터 농업조건이 불리하여 상업사회로 출발했다. 그러나 상대방이 교역을 거부하면 약탈로 

재화를 보충했다. 그래서 농업사회보다 재화의 축적이 커지고, 여기에 산업화가 이루어지면

서 그 힘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이다.

상업사회는 공동체의 필요성이 농업사회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개체를 존중하는 

문화가 발달한 것이다. 오늘날 농업사회가 무너지고 상업과 산업화를 통해 살아가는 우리로

서는 개체를 존중하는 서양문화의 영향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개체의 소외가 갈수

록 심각한 상황에 이르면서 다시금 공동체의 따뜻함을 찾는 일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을 것 

이다.

서양 상업문화와 산업문화의 영향을 받기 이전의 왕조사회가 장수를 기록한 것은 상부상

조의 공동체문화가 그 나름으로 사회통합의 기제로 작동한 것에 힘입은 것이고, 그것이 계급

사회의 갈등을 완화시켜주는 순기능을 수행한 것이다. 결코 무력이나 탄압의 힘만으로 권력

이나 국가가 유지된 것은 아니다.

VIII. 조선시대의 선비정치문화

조선시대가 선비정치의 전성시대가 된 것은 두 가지 요인이 있었다. 하나는 근대 이전의 

정치사상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 준 성리학(性理學)의 민본사상(民本思想)이 들어온 

결과이고, 다른 하나는 전통적인 선비정신이 성리학과 융합된 까닭이다. 다시 말해 <홍익인

간>의 공동체문화가 성리학의 민본사상과 결합하여 <공익정치>(公益政治)를 발전시킨 것 

이다.

조선왕조의 건국이념을 설계한 정도전(鄭道傳)이나, 해동의 요순(堯舜)으로 불리는 세종

(世宗), 성리학을 집대성한 16세기의 율곡(栗谷)과 퇴계(退溪), 조선후기의 기라성 같은 실학

자들, 그리고, 왕조중흥의 영주인 영조(英祖)와 정조(正祖) 등의 통치방식과 그 이념을 보면 

조선의 선비정치를 오늘날의 민주주의의 눈높이로 보더라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우리는 조선왕조가 산업화에 실패하여 멸망한 사실만 강조하고 있으나, 18세기 이전에는 

어느 나라도 산업화한 나라가 없었다. 그러므로 19세기 이후가 문제다. 동양에서 일본이 산



118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8, 제14호

업화에 앞서간 것은 두 가지 요인이 있었다. 하나는 자급자족이 본래 어려웠던 일본의 특수

한 생활조건 때문에 왜구라는 형태의 약탈이나 교역을 통해 살아가려고 했으나 우리는 교역

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했다. 또 하나는 서양이 이미 16세기 중엽부터 일본과 교역했다는 

점이다. 일본이 서양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서양이 일본을 찾아간 것이다. 바다를 개척한 서

양인의 해상루트가 그렇게 만들었다. 일본은 쇄국하다가 피동적으로 문을 열었다.

해상교통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찾아온 서양 사람은 없었다. 오직 일본에 가다가 

표류한 사람들만 들어왔을 뿐이다. 서양이 찾아온 것은 19세기 후반기에 이미 대포로 무장한 

사람들뿐이었다. 그래서 전쟁이 터진 것이고, 이미 산업화의 시기를 놓쳤다. 힘이 정의가 된 

세상에서 힘 앞에 무너진 것이다. 그렇다고 조선이 마치 이성계 때부터 잘못하다가 망한 나

라처럼 일본이 매도했고 우리도 그들의 교육에 세뇌당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나라가 비록 망했지만 조선시대에 축적된 교육열과 높은 지식수준, 애국심, 충효사상 등 선

비정신의 인프라와 체질이 남아 있었기에 광복 후 한강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조선시대 선비정치의 전모를 다 소개하기는 어렵다. 그 핵심 요소만을 간추려 설명한다면, 

한 마디로 공익정치(公益政治)의 확산이다. 원래 유교는 오늘날의 민주정치에 매우 가까운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맹자는 일찍이 “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이라는 놀라운 발언

을 했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임금은 스스로 물러나거나 내쫓을 수도 있다”고 했

다. 또 “창고가 가득차야 백성들이 예의를 안다”고도 했다. 공자도 “恒産이 없으면 恒心이 없

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항산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했고, 정치의 요체는 “足食, 足兵, 民信

之”라고 말하면서 民信之[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족식과 족병도 안 된다고 했다. 백성의 신뢰

를 얻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백성의 신뢰를 얻는 정치를 하려면 정치담당자인 선비가 철저한 자기수양 곧 <수

기>(修己)를 통해서 사적인 탐욕을 씻어낸 다음에 <치인>(治人) 즉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

다. 유교경전은 이런 수기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있다.

그러나 유교의 가르침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홍익인간의 정신이 바탕에 깔려 있지 않는다

면 우이독경(牛耳讀經)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조선시대의 선비정치가 발달된 배경에는 

원초적인 홍익인간 정신이 한국인의 마음속에 체질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인다. 물

론, 조선시대에도 부정부패로 얼룩진 탐욕스런 선비가 무수히 많았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는 제도와 사상교육이 치열했다는 점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조선시대 선비정치의 특징인 공익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제도적 장치를 살펴보면 

첫째 정책결정과정에 공론(公論) 곧 여론(輿論)을 존중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사헌부, 사간원 

등 언관(言官)의 직책과 기능이 매우 존중되고, 흉년이 들거나 그 밖에 자연재난이 생기면 민

심이 이반하여 하늘이 벌을 내린 것으로 받아들여 모든 신민(臣民)들에게 의견을 구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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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정치에 반영했다. 또 누구나 임금에게 상소(上疏)할 수 있고, 신문고(申聞鼓)나 격쟁(擊

錚) 같은 제도장치를 통해 일반 백성들과의 소통과 여론정치를 충실히 운영한 것이다.

조선시대 신하들이 임금과 정치를 논의할 때 저돌적으로 직언을 하는 모습을 보면, 민주주

의를 하고 있는 오늘날의 국무회의가 무색하게 보인다.

둘째로, 관원을 채용하는 원칙을 <立賢無方 惟才是用>에 두고, 공선(公選)으로 제도화했

다. 그 제도가 바로 과거제도이다. 물론 고려시대에도 과거제도가 있었지만, 응시자에 대한 

신분제약이 컸고, 문음(門蔭)으로 출세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다. 조선시대의 과거제도는 양

반에게만 허용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으나 그렇지 않았다. 노비나 범죄자가 아니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했다. 서얼은 처음에는 문과응시를 막았지만 그것도 단계적으로 철폐되어 갔다. 

초시, 복시, 전시의 3단계 시험에서 복시에서는 정원의 7배수를 뽑았는데, 각도의 인구비율로 

강제 배분한 것이 주목된다. 그 결과 평민 가운데 문과급제자가 무수히 배출되었다.21)

물론, 시험제도가 부정으로 얼룩지기도 하고, 또 급제한 뒤에도 지방차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점이야 지금엔들 없겠는가? 이런 부분적인 문제점이 있었지만 옛날

에 비해 크게 개선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셋째로, 공교육의 확산이다. 군현마다 향교(鄕校)가 세워진 것은 조선이 처음이다. 또 초등

교육기관으로 마을마다 있는 서당(書堂)이 수만 개에 이르렀다. 그 밖에 사립학교인 서원(書

院)이 또 얼마나 많았는가? 조선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선비들은 거의 대부분이 고관대작이 

아니고 교육자들이라는 것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한국인들은 지위가 높은 사람보다는 학문

이 높은 사람을 존경하는 전통이 뿌리 깊게 내려온 나라이다.

병인양요 때 강화도를 점령한 프랑스 군인들이 가난한 집에도 책이 없는 집이 없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 프랑스 농촌에는 책이 있는 집이 거의 없었다고 스스로 말

했다. 그들은 강화도 외규장각에 있는 수천권의 책을 보고 수백종의 《의궤》를 약탈해가고, 

나머지는 모두 태워버렸다. 그들은 야만국으로 생각했던 나라에 와서 높은 교육문명을 발견

한 것이다.

토지제도를 공전(公田)으로 확산시킨 것도 의미가 크다. 고려시대 귀족들이 가졌던 광대한 

사유지 농장이 해체되어 농민소유로 바뀌고 국가에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공전이다. 세율도 

처음에는 10분의 1세로 했다가 세종 때 공법(貢法)이 시행된 뒤로는 20분의 1 이하로 낮아졌

다. 물론, 그 밖에 공납이나 환곡 등의 폐단이 있었지만 전보다 한층 나아진 것은 사실이다.

21) 한영우, 《과거, 출세의 사다리》(전4권, 지식산업사, 2014). 이 책에서 조선왕조 전시대에 걸쳐 문

과급제자의 신분을 조사한 결과 평민 출신 급제자의 숫자를 밝혀냈다. 평균적으로 약 35% 정도

가 평민이고, 시대에 따라 조선 초기는 그 비율이 높고, 조선중기는 낮고, 조선후기 정조 이후에

는 다시 높아져 약 6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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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이 없는 농민은 노동력이 많은 사람과 합작하여 소출의 반을 나누었는데, 이를 <어

우리>[並作]로 불렀다. 대지주가 가난한 농민에게 땅을 주고 경작시키는 것이 발각되면 그 땅

을 빼앗아 경작농민에게 주었다. 조선시대 병작은 경제외적 강제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럼에

도 일부 학자들은 일제 강점기의 소작제도(小作制度)라는 용어를 조선시대에 쓰고 있는 것

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감찰제도의 발달도 선비정치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탐관오리에 대한 징벌은 그 자손

까지 연좌시킬 정도로 철저했다.

조선시대 선비정치의 꽃은 기록문화의 발달이다. 지금 국보로 지정된 조선시대 문화재의 

대부분은 책이다. 그리고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을 가장 많이 등재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한

국이다. 현재 독일이 21종으로 가장 많이 등재했지만, 그 내용은 주로 문서들이지 책이 별로 

없다. 우리나라는 거의 해마다 올리고 있는데, 2017년 현재 16종이 등록되어 있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지만, 분량상으로는 엄청나게 큰 책들이다. 중국이 10종이고, 일본이 5종으로 우

리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조선시대 기록문화를 보면, 그 치밀함과 정확함에 경탄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정치의 총괄

적 기록인 《조선왕조실록》, 국왕 비서실 일기인 《승정원일기》, 정조 이후 임금의 일기인 《일

성록》, 그리고 왕실의 각종 의식과 토목공사 등을 그림을 곁들여 기록한 수천종의 《의궤》(儀

軌)들을 보면 마치 역사의 현장에 들어가서 옆에서 구경하는 듯한 착각을 가질 정도이다. 특

히 의궤는 음식의 레시피까지 기록하고, 노동자의 이름과 거주지, 품삯, 근무날자수를 반나

절까지 정확하게 기록하여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우수한 기록문화를 

근대 이전에 만든 나라가 없다. 토목실명제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철저하게 수행한 나라

가 조선이다.

기록은 정치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에 이런 기록문화를 남긴 조선왕

조의 정치수준이 얼마나 높았던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오늘날 민주주의가 왕조시대 정치

보다 훨씬 높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기록문화에 관한 한 왕조시대의 수준에 월등하게 뒤지고 

있다. 특히 임금을 비롯한 최고위층의 기록에서는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조선시대 선비문화의 최고정수를 보여 주는 것은 바로 《훈민정음》 창제이다.  

《훈민정음》은 세종이 어느날 갑자기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천지인 합일사상과 음양오행사

상에서 문자의 원리와 문자형태를 빌어다가 만든 것이다. 《훈민정음 해례》를 보면, 천지의 오

묘한 이치를 담았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해준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기본 자음 5개, 곧 ㄱ[木], ㄴ[火], ㅅ[金], ㅁ[土], o[水]은 5행의 모습과 천지인을 상징하는 원

(圓; 하늘, ○), 방(方; 땅, □), 각(角; 사람, △)의 도형을 응용했는데, 여기에 획을 더 보태어 

ㄷ, ㄹ, ㅂ, ㅍ, ㅈ, ㅊ, ㅋ, ㅌ, ㅎ 등 9개의 자음을 더 만들었다.



1부  논설   121

한편, 두 종류의 모음은 음양을 상징한다. 예컨대 양모음(陽母音) ㅏ는 사람의 동쪽에 태양

이 있는 모습이고, 음모음(音母音) ㅓ는 사람의 서쪽에 태양이 있는 모습이다. 또 양모음 

ㅗ는 땅 위에 태양이 있는 모습이고, 음모음 ㅜ는 땅 아래에 태양이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 

획을 더 보태어 더 많은 모음을 만들었다.

지구상의 문자 가운데 이런 우주자연의 원리를 이용하여 문자를 만든 나라는 우리밖에 없

다. 그리고 이 문자를 사용하면 세계 어느 나라의 언어도 표기할 수가 있다. 특히 당시 가장 

중요한 언어가 중국어였는데, 중국어 발음을 제대로 못하여 대중외교에 지장이 많았던 것을  

《동국정운》을 만들어 한자의 음을 중국식으로 표기하여, 중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또 한문책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무식한 대중들이 읽을 수 있게 만들었고, 무식

한 백성들이 형법을 읽지 못하여 억울하게 벌을 받던 일이 줄어들었다. 또 한자를 배우지 못

한 부녀자들이 마음대로 글을 써서 통신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으니, 이는 천지개벽에 가까

운 문자혁명이 아닐 수 없었다.

한글은 앞으로 세계문자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한글의 세계화가 한류와 더

불어 일어나게 될 날이 올 것으로 기대된다.

고려후기에 금속활자를 만들어 출판문화의 혁명이 일어났거니와, 출판문화의 꽃이 핀 시

대가 또한 조선시대다. 그래서 출판되지 않은 책이 없고,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 없는 시대가 

열렸다고 스스로 자부했다.22)

IX. 맺음말: 한국인의 체질은 무엇인가

홍익인간과 선비정신에 내포된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다 펼 수는 없다. 또 앞으로 더 깊이 

연구되어야 할 과제도 많이 남아 있다.

나는 이 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제언을 말하고 싶다. 지금 사상사를 공부하는 방법이 지나

치게 자기 전공의 좁은 테두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안타깝다. 유학사, 불교사, 무속사, 풍속

사 등이 제각기 고립된 형태로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역사의 실체는 결코 고립되어 있지 않

았다. 고매한 유학자라고 해서 불교나 무속을 전적으로 배제한 사실이 없고, 승려들이라고 

해서 유교와 무속을 외면한 일도 없다. 이렇게 실재하는 역사는 여러 갈래의 사상들이 복합

되어 있는데, 연구자들이 이를 갈라서 보기 때문에 마치 유교, 불교, 무속이 서로 장벽을 쌓아

온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22) 세종때 변계량이 쓴 <갑인자발문>에 그런 표현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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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기에 한국에 온 어떤 서양인이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조선의 벼슬아치들은 관

청에 나가면 유학자가 되고, 집에 들어오면 아내와 함께 절에 나가서 불공을 드리고, 죽을 병

이 생기면 무당을 찾아간다고 했다. 참으로 맞는 말이다. 세종대왕도 유교, 불교, 무속을 모

두 받아들인 임금이었다.

또 유학자의 사상을 연구한다고 하면서, 그가 쓴 문집의 글들을 분석하여 주자(朱子)가 한 

말과 똑같은 말들을 찾아내어, 그가 독창성이 없고, 주자를 따랐을 뿐이라고 폄하하는 경향

이 있다. 이렇게 연구하다보면 독창적인 학자는 하나도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과연 그런가. 

유학자들이 쓴 언어의 90%가 주자의 말을 인용했다고 하더라도 10%가 다르면 그는 독창적

인 학자이다. 어느 유학자도 100% 주자의 말을 따른 사람은 없다. 그래서 그는 한국 사람이

고, 주자와 다른 한국사상을 만든 사람이다.

오늘날 우리 학자들이 쓰고 있는 학문 언어의 대부분도 서양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

러나 우리는 아무리 서양을 배워도 미국 사람이나 유럽인이 되지 않는다. 체질적으로 서양인

과 다른 문화적 유전인자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 유전인자는 중국인과도 다르고 일본인

과도 다르다. 그래서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바로 이와같은 차이점이 우리의 언어와 행

동의 10%에 지나지 않는다 해도, 그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것이다.

앞으로의 사상사연구나 역사연구는 문자로 된 기록만을 대상으로 분석할 것이 아니라, 한

국인의 행동양식에 숨어 있는 체질, 곧 문화적 유전인자 그 자체를 심층적으로, 그리고 총체

적으로 분석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한국인이 누구인지를 발견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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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칭과 주어의 기호학
한국어의 토픽

음악대학 작곡과 명예교수  서우석

I. 서론

이 글은 한국어의 ‘~은, ~이’의 구문과 의미의 구조를 해명하려는 글이다. ‘~은, ~이’의 근원

적 모습은 ‘~ㄴ, ~ㅣ’일 것이다. ‘~ㄴ’으로 표기하는 이유는 앞 단어의 종성(받침)이 없을 경우, 

앞 단어의 종성으로 첨가해 사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너는 갈거야?’를 ‘넌 갈거야?’로 사

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보다 근원적 모습으로 보인다. ‘~은(는)’ 보다 ‘~ㄴ’이 더 근원적이라는 

느낌은 현행 한국어에서도 그러하지만, 한글 제정 이후의 문헌에서도 확인된다. 그 예를 용

비어천가의 ‘불휘 깊은 남간’에서 볼 수 있다. ‘남간’은 ‘나무는’일 테고 ‘~ㄴ’을 제거한 어근은 

지금 사용하지 않는 ‘ㅁㄱ’ 받침을 붙인 ‘나ᇚ’이다.

‘~ㅣ’ 역시 같은 경우, 사용되었다. 그 예 역시 용비어천가 3장 ‘우리 始祖ㅣ 慶興에 사ᄅᆞ샤’

에 나타난다. 구어의 경우, ‘~가’가 받침이 없는 음절 뒤에 쓰이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이후로 

알려져 있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면 문어에 까지 ‘~가’가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 글에서는 발

음의 편함을 위해 ‘~는, ~가’를 주로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은, ~이’를 사용하기로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인터넷 판)1)은 ‘~는’과 ‘~은’의 항목을 따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합해 하

나로 인용한다. 

1. 문장 속에서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내는 보조사.

   ‘~는’: 사과는 먹어도 배는 먹지 마라./산에는 눈 내리고 들에는 비 내린다.

   ‘~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은 꼭 와야 한다./그 녀석

이 노력은 하는데, 실력은 아직 그대로다./노래를 잘은 못하지만, 보통은 한

다.

2. 문장 속에서 어떤 대상이 화제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는’:   나는 학생이다./편지는 “형님 보십시오”로 시작하였다./나는 거칠 것 없는 바

 1) 온라인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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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의 사나이다.

   ‘~은’:   오늘은 금요일이다./기선은 증기의 힘으로 달린다./이 책은 내 동생이 빌려 

왔다./내가 그 친구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작년 여름이었다.

3.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식사는 해야지./놀러 가더라도 멀리는 가지 마라./갑자기 

비가 오니까는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지./그렇게 천천히 걷다가는 지

각하겠다./ 딱정벌레를 잡아다가는 서로 싸움을 시켰다.

   ‘~은’:   공부만 하지 말고 가끔은 쉬기도 해라./너에게도 잘못은 있다./무엇이든 열심

히 하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간의 ‘~는’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여기서 그 논의를 살펴보는 일은 적절치 않을 것

이다. 그 요약이 앞서 국어 대사전의 요약이다. 이 글의 주장은 기존 이론과 그 출발점이 다

르다. “다른 출발점”이란 다음의 뜻으로 한 말이다. 음악을 들을 때에, 우리의 의식 내에는 음

악적 공간이 성립된다. 이 공간은 위상공간(topological space)의 방식으로 정의되어야 할 것

이다. ‘~는, ~가’는 문법적 공간 내의 요소이며, 문법적 공간 역시 위상 공간일 것이다. 이것이 

‘~는’을, 피접 집합을 규정하는 조사로 설정하고 ‘~가’를 서술부와 연결을 규정하는 조사로 설

정하게 된 계기였다. 즉, 문법적 위상공간 내의 ‘~는, ~가’의 위상을 찾아 본 것이다. 위상 공

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위상공간에 대한 수학적 이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위상

공간의 개념을 음악 공간과 언어 공간에 적용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는 더 어려운 문제다. 위

상 공간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다음 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위상 공간은 ‘집합의 구

성방법과 그 원소들의 연결을 규정하는’ 개념화라고 정리할 수 있다.

II. 개념 서술과 실세계 서술

‘~는’은 개념세계의 서술에 사용되고 ‘~가’는 실세계의 서술에 사용된다는 것이 이글의 첫 

번째 주장이다. 이에 대한 증명은 곧 설명할 ‘~는’의 전칭집합 개념의 규정과 관련된다. ‘~는’

의 서술을 ‘개념 서술’로 칭하고 ‘~가’의 서술을 ‘실세계 서술’이라고 칭하기로 한다. ‘사람은 

죽는다’는 개념 세계의 서술이고 ‘사람이 죽는다’는 실세계의 서술이다. 그러나 이 규정에서 

벗어난 사례를 논리적으로 이해해야, ‘~는, ~가’에 대한 바른 개념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개념 서술이다. 그러나 이를 ‘사람이 누구나 죽는다’로 말하면 잘못

된 말이 된다. ‘여기 사람이 죽는다’는 실세계의 서술이다. 이를 ‘여기 사람은 죽는다’로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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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잘못된 말이 된다.

‘꽃은 예쁘다’는 말은 개념 세계의 서술이다. 반면, ‘꽃이 예쁘다’는 말은 실세계의 서술이

다. ‘개념 세계의 서술’은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을 혼잣말처럼 표현한 것이고 ‘실세계의 서술’

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서술하는 것이다. 부언하자면, 개념세계의 서술은 지금 이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서술이라고 정의해도 된다. 이 설명은 개

념 진술을 ‘우리의 마음 안에서 생각한 후 그러그러하다고 확신하는 말(문장)’이라고 풀이한 

것이다. 그러나 실세계의 서술은 다르다. 현실에서 눈으로 보는 꽃이 없을 경우, ‘꽃이 예쁘

다’는 말은, 말하기에 불편한 서술이 된다. 예를 들어 얼마간의 침묵 후 커피숍에 마주 앉은 

상대방을 향해 ‘꽃은 예쁩니다’고 말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일 것이다. 개념 세계의 서

술, 즉 하나의 명제를 제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꽃이 예쁩니다’고 말한다면, 이는 받

아들이기 어려운 대화일 것이다. 물론 그 방에 꽃이 전혀 없어야 한다. 그 방에 멀리나마 꽃

병에 꽃이 꽂혀 있다면, 그 말은 2차적 의미를 갖는다. 즉, 추론적 의미를 전달하는 말이 된

다. 이 말은 ‘당신도 눈에 띠지 않는 저 꽃을 보았지요?’를 대신하는 말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는 간첩 접선의 암호일 수도 있을 것이다. 

마음속에서 하는 말을 우리는 옳다고 믿고 정언(定言)한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하는 말이

라고 해서 모두 참(진리)은 아닐 것이다. ‘~는’이 들어간 모든 서술을, ‘진리를 천명하는 문장’

으로 전제하는 것은 잘못이다. 개념 세계의 서술이지만, 다르게 말해 스스로 정언하는 말이

지만, 반드시 참을 들어내는 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영어권에서는 이런 의

미로 ‘proposition’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일본이 서구의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이 말, 즉 

‘proposition’을 ‘命題’(명제)로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말의 어원에는 ‘먼저 주어진 

것’이라는 함축이 강하게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함축이 없어진 단어인 ‘명제’라는 말에 지

나치게 속박되어서는 안 된다. 사고의 폭을 좁히지 않기 위해서 그 뜻 안에 ‘먼저 주어진 것’

이라는 함축이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III. 토픽으로 전환

‘꽃은 예쁘다’ 역시 ‘지구는 둥글다’와는 달리 명제라고 말하기에는 어색하다는 점을 느낄 

것이다. 오히려 ‘전제’의 의견으로 인식하는 것이 편하다. 다시 말해, 그 말을 ‘자신의 마음속

에서 미리 전제해 인식’하고 한 말임을 감안하고 이해한다면 쉽게 받아들일 수는 말이 될 것

이다. ‘꽃은 예쁘다’라는 개념세계의 서술에서 ‘꽃’을 눈앞에 있는 실세계의 꽃으로 만드는 단

어를 첨가해 수식하면 개념세계의 서술이 실세계의 서술로 옮겨가게 된다. ‘이 꽃은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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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하면 이 문장은 개념세계에서 현실세계로 내려온 진술이 된다.

현실 세계로 내려온 이 말의 기능은 무엇이 되는 것일까? 토픽(topic)으로 바뀌는 것이다. 

개념 세계의 서술을 실세계의 서술로 바꾸면, ‘토픽’이 된다는 규범은 한국어의 언어 공간에

서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규범이다. 표준 대사전에서는 ‘화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토픽을 그대로 쓰기로 한다. 한국어가 아닌 영어권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

하고 있는 ‘~는’이라는 문법적 맥락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외국 논문에서 직접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이 꽃은 예쁘다’와 ‘이 꽃이 예쁘다’의 차이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자. 즉 개념 서술이 현

실 서술로 바뀐 토픽과 현실세계의 문장을 비교해본다는 뜻이다. 문장을 조금 바꾸어 생각해 

본다. ‘이 꽃은 새로 개발한 품종이다’와 ‘이 꽃이 새로 개발한 품종이다’의 두 문장을 비교해

보자. 이 두 문장을 영어로 번역할 경우 번역문에서 ‘꽃은’과 ‘꽃이’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다. 토픽에 관한 영어권의 논문을 읽어보면, 토픽은 ‘글에서는 뚜렷이 들어나지 않지만, 말(구

어)에서는 분명히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한다. 물론 토픽의 단어가 문장의 앞에 나타나는 경

우의 설명이 있지만, 이 역시 발음과 연관된다. 한국어의 경우 ‘~는’이 포함된 문장은 ‘이 꽃’

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다는 ‘topic’ 문장을 만드는 것이고, ‘~가’가 포함된 문장은 '다른 꽃'

에 대한 관심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description’의 문장을 만든다는 뜻이다. 반복하자면, ‘이 

꽃은’은 ‘다른 꽃’에는 관심이 없음을 드러내지만, ‘이 꽃이’는 다른 장소에 다른 꽃이 있음을 

배제하지 않는다. 한국어에서 ‘topic/description’은 ‘~는, ~가’를 사용함으로써 구문적으로, 

다시 말해 발화가 생성될 때부터 그 구별이 이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IV. ‘~는’의 2중 기능

그간 한국어의 ‘~는’에 대한 이론이 복잡해진 이유는 ‘~는’이 개념서술에서 토픽으로 전환

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도, ~만’과 연결되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

고 있기 때문이다. ‘~는’의 구문적 기능이 둘인 것이다. 건축에 비교하자면, 수평기능인 ‘들보’

이면서 동시에 수직기능인 ‘기둥’의 역할을 함께하는 기능이다. 다르게 말하면 ‘~는, ~도, ~만’

에서의 ‘~는’의 기능은 ‘~는, ~가’에서의 ‘~는’의 기능과는 다른, 또 하나의 문법적 틀이란 뜻

이다.

앞서 설명한 ‘~는’이 개념 서술과 토픽 설정의 전환이었던 반면, ‘~는’의 또 다른 기능은 집

합(set)이 관련된 문법적 축이다. ‘~는’에 대한 지금까지 몇몇 논의의 혼란은 ‘~는’도 주어이고 

‘-이’도 주어인데 그 뜻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 몰두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문제를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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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에 있어서, 문법적 차원이 아니라 의미론적 차원에서 규명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문법적 

기능 차이를 살피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한글의 문법적 이론의 기초가 이루어졌던 20세

기 초반에 이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한국어에는 집합규정의 조사가 있다. 그 규정은 ‘전칭집합, 부분집합, 마이너스 여집합’의 

세 가지다. ‘~는, ~도, ~만’이 이 기능을 행사한다. ‘~는’은 앞의 단어, 즉 피접 집합을 전칭집

합으로 설정하고, ‘~도’는 피접 집합을 부분집합으로. 설정하며, ‘~만’은 피접 집합을 “마이너

스-여집합”으로 설정한다. “마이너스-여집합으로 정의하는 것은 다음의 이유 때문이다. ‘~만’

은 피접어만 서술부에서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여집합 원소들은 서술부에서 부정으로 

받아들인다. 집합론에서 정의하는 여집합과는 반대되므로, 이를 마이너스 여집합이라고 부

른 것이다. “-여집합”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여기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피접어 집

합이 전칭, 부분, -여집합이 조사에 의해 규정된다면, 교집합, 합집합의 조사는 없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합집합은 ‘~와 ~’로 결정되고 교집합은 ‘~나 ~나’로 결정된다. 이 집합결정에 

이어 ‘이, 가’ 또는 ‘는, 도, 만’의 조사가 그 뒤를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철수와 명

희’는 합집합이고 뒤어어 ‘철수와 명희(가, 는, 도, 만)’가 이어지고 ‘명희나 철수나’가 교집합

이며, 뒤이어 ‘명희나 철수(가, 는, 도, 만)’가 이어질 수 있다. 교집합일 경우 교집합의 내용은 

서술부가 정해준다. ‘철수나 명의나 키가 크다.’는 문장은 철수와 명희는 ‘키가 크다’는 범주 

내에서 교집합의 성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외에 여러 집합 규정의 조사는 이 글에서 그 

설명을 생략한다.

‘~는, ~도, ~만’은 문장의 여러 문법적 단위에 사용될 수 있다. 다르게 말해 통-구문적 기능

을 수행한다. 예문으로 설명해 보자.

1. 철수가 오늘 학교에 간다.

1-1-1. 철수는 오늘 학교에 간다.

1-1-2. 철수가 오늘은 학교에 간다.

1-1-3. 철수가 오늘 학교는 간다.

1-1-4. 철수가 오늘 학교에 가면 ~

1-2-1. 철수도 오늘 학교에 간다.

1-2-2. 철수가 오늘도 학교에 간다.

1-2-3. 철수가 오늘 학교도 간다.

1-2-4. 철수가 오늘 학교에 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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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철수만 오늘 학교에 간다.

1-3-2. 철수가 오늘만 학교에 간다.

1-3-3. 철수가 오늘 학교만 간다.

1-3-4. 철수가 오늘 학교에 가지만 ~

위 예문에서 보듯이 ‘~는’은 자신의 피접어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전칭집합’을 설정한다. ‘철수는’에서, ‘~는’의 피접 집합 내에는 ‘철수’ 외에 다른 원소가 없다. 

허용하지 않는다. ‘오늘은’에서 역시, ‘오늘’ 외의 다른 원소가 피접 집합에는 없고 허용하지 

않는다. ‘~도, ~만’ 역시 같다. 각 예문의 끝에 예시한, 서술부에 첨가된, ‘~가면, ~가도, ~가지

만’은 문장 전체를 부문장으로 바꾼다. 문장의 의미를 집합 규정한 것이다. 집합 규정된 부문

장과 주문장이 연결되는 관계에 대해서는 곧 설명하기로 한다.

‘~도’는 피접 집합 안에 여러 원소가 있고 ‘철수’가 그 여러 원소들 중 하나임을 알려준다. 

‘오늘도’, ‘학교도’, ‘가기도’ 역시 마찬가지다. ‘~만’은 자신 외의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여집

합을 설정한다. 피접어를 제외한 여집합 원소들은 서술부의 부정서술로 연결되고 피접어만 

긍정서술로 연결 된다. 그래서 ‘~만’의 피접 집합 중 여집합 원소들은 ‘아님’의 성격을 미리 부

여 받는 것이다. ‘철수만 오늘 학교에 간다’는 말은 ‘철수 외의 다른 사람은 학교에 가지 않음’

을 함축한다.

V. 전칭의 개념적 서술

‘~가’ 자리에 전칭집합의 ‘~는’이 들어설 경우 이 문장이, 개념서술이 되는 이유를 살펴보

자. ‘~도’의 피접집합이 부분집합이고, ‘~만’의 피접집합이 -여집합이라는 뜻은 그 피접 집합 

안에 원소가 둘 이상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는’ 의 피접집합의 원소는 하나뿐이다. 자신 외

에는 다른 원소가 없다. 이는 다른 원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

‘꽃’의 피접 집합의 원소가 그 자신 하나뿐이라는 뜻은 ‘꽃’의 개념을 지칭하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된다. 실세계를 떠난 말(단어)의 개념을 가리키게 된다. ‘꽃은 예쁘다’의 서술은 ‘세상

의 모든 꽃’ 또는 ‘꽃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의 뜻을 집합에 내포하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전칭 집합을 내세워 말하는 것은, 개념 세계에서나 가능한 말을 하겠다는 뜻이다. ‘꽃은’에는 

‘꽃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지칭하는 뜻이 내포되게 된다. 이 전칭 집합의 서술이 제

시된 다음에, ‘~도, ~만’역시 개념 서술에 적용될 수 있다. ‘꽃은 예쁘다’를 말한 다음, ‘나비도 

예쁘다’와 ‘꽃만 예쁘다’는 서술 역시 개념 서술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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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면, ‘나비도 예쁘다’와 ‘꽃만 예쁘다’는 ‘꽃은 예쁘다’에 후행, 종속되는 서술이라고 볼 수 있

을 것이다. 이는 개념 서술이 토픽 서술로 변경된 다음에도, 후행-종속적 성격을 유지한다. 

즉, ‘이 꽃은 예쁩니다’의 토픽이 진술된 이후에 ‘저 꽃도 예쁩니다’와 ‘이 꽃만 예쁩니다’라는 

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후행-종속적 토픽으로 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ㄴ’의 전칭적 기능은 형용사의 수식의 기능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꽃’의 ‘~ㄴ’ 역시 전칭이라는 함축적 의미가 부여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즉, ‘아름답지 않

는 꽃’은 배제된다는 또는 ‘아름다운 꽃’만 원소가 된다는 함의를 담는 것이고, ‘아름다운 꽃’ 

자체는 개념으로 파악된다. 몰론 ‘아름다운 꽃’에서 피수식어인 ‘꽃’의 집합에는 복수의 원소

가 포함될 것이다.

‘~는’이 주어의 자리에 앉게 되는 문장은 ‘~는’이 주어의 기능을 지녀서가 아니라 ‘~는’이 전

칭집합의 조사로서 주어에 대체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는’은 주어자리가 아닌 곳

에서도 자리 잡을 수 있으므로, ‘~는’을 주어에 묶어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일다. 결론을 말하

자면, ‘~는’이 주어자리에 온 것은 ‘~는, ~도, ~만’의 집합규정이 성립된 후, 그 통-구문적 사용

으로 인해 ‘~가’의 자리에 오면서 ‘~가’를 탈락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는’을 주어 기

능의 독립된 조사로 생각하면 안 된다. ‘~는, ~도, ~만’의 집합개념은 ‘~가’의 주어 개념에 비

하자면 구문적으로 다른 계층에 속하는 개념이다.

VI. 집합의 중복

‘~는’이 사용되는 문장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오류는 한 문장 안에서 ‘~는’이 두 번 나타

나는 경우일 것이다. ‘~는’ 뿐만 아니라 ‘~도, ~만’ 역시 두 번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잘못된 문장이 되는 이유는 집합 이론 내에서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 예문은 짧

은 문장이고 의미연결이 거리가 멀지 않아 쉽게 그 중복이 쉽게 파악된다. 그러나 문장이 길

어진 경우 ‘~는, ~도, ~만’의 중복이 숨게 되어, 그 오류를 모르고 지나는 경우가 많다. 아래 

예문은 모두 잘못된 말이다.

2-1. 철수는 오늘은 학교에 간다.

2-2. 철수도 오늘도 학교에 간다.

2-3. 철수만 오늘만 학교에 간다.

2-4. 철수는 오늘 학교에 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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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철수도 오늘 학교에 가도, ~

2-6. 철수만 오늘 학교에 가지만, ~

위 문장에서 두 번 나타나는 ‘~는, ~도, ~만’이 자리를 바꾸어서 나타나도 역시 틀린 문장

이 될 것이다. ‘철수가 오늘은 학교는 간다’든지 ‘철수가 오늘도 학교도 간다’ 등이 그 예문일 

것이다. 2-4. 이하의 예문은 모두 집합의 중복이므로 잘못된 문장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

는, ~도, ~만’의 자리가 달라져도 그 중복은 잘못된 문장을 만든다. 부문장일 경우에도 같다. 

예를 들어, ‘철수가 오늘은 학교에 가면’이라든지 ‘철수가 오늘 학교도 가도’가 그런 예문일 것

이다.

2-4.에서 주의할 점은 주문장이 연결되어, ‘철수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을 만난다’는 문장을 

이룰 경우, 바른 문장이 된다는 사실이다. 바른 문장이 되는 이유는 이 문장의 문법적 연결이 

‘철수는 선생님을 만난다’이기 때문이다. 

VII. 중복과 가정법

짧은 문장에서 ‘~는’ 중복의 가장 심한 예를 들자면, 구어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문장

일 것이다. ‘~는’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문장이다.

  4-1. 나는 책을 많이는 못 읽는다. 

        나는 책은 많이는 못 읽는다.  

  4-2. 나는 꽃을 좋아는 한다.

        나는 꽃은 좋아는 한다. 

  4-3. 비가 오면, 철수는 간다.

위 4-1.에서 ‘~는’이 두 번 또는 세 번 나타나는 이유는 ‘나는’이라는 토픽을 제시한 후에, 이 

토픽을 접고 다음의 ‘~는’을 새로운 토픽으로 삼은 화자의 태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세 번 

토픽을 반복하는 경우, 책의 페이지를 넘기듯 세 번 토픽을 바꾸는 것이다. 위 두 예문은 실

제 담화에 흔히 나타나는 토픽 반복의 사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면’으로 이어지는 부문장에 대해 생각해 보자. 4-3.이 그 예문일 것이다. 이 경우 

‘~면’의 피접 집합은 단어가 아닌 문장이다. 서술을 전칭집합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피접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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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일 경우 그 ‘단어’를 전칭화하듯, 그 문장을 전칭화한 것이다. ‘~비는 온다’에서는 ‘비’가 

개념 또는 토픽이 되지만 ‘비가 오면 내가 간다’에서는 ‘비가 온다’의 의미가 개념 또는 토픽

화 된 것이다. 즉, 상황을 고정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는 가정법이다. ‘비가 오면’은 ‘비가 온

다’는, 그것만이 전부, 즉 그 상황 외의 다른 어떤 상황도 개입시키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이

다. 그래서 ‘비가 오면, 철수는 간다’는 말은 ‘비가 온다’는 “가정” 하에 ‘철수’를 토픽으로 삼은 

문장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두 번의 ‘~는’ 사용이 허용된다. 하나는 가정법이고 다

른 하나는 토픽이다.

4-1.과 2.의 예문을 다르게 생각해 보자. 4-3.에서 설명한 가정법의 ‘~면’의 ‘~ㄴ’이 토픽의 

‘~는’과 어원적으로 같은 ‘~는’이라는 잠재적 의식 때문에, ‘나는 책을 많이는 못 읽는다’든지 

‘나는 꽃을 좋아는 한다’의 문장에서 중복된 ‘~는’ 중 하나를 가정법으로 착각할 수 있게 된

다. 다시 말해, 속으로 ‘나의 경우로 말하자면, 책을 많이는 못 읽는다’, ‘나의 관점에서 보자

면, 꽃을 좋아는 한다’와 같은 문장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세계의 서술에서 한 단어 뒤의 ‘~는’이 토픽이 된다는 사실과, ‘~면’으로 연결되는 

부문장의 ‘~는’이 가정법이 된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차원에 속할 것이다. 토픽 서술에서 ‘토

픽과 가정법’의 착각이 가능하겠지만, 개념 서술에서 그런 착각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꽃

은 항상은 예쁘다’라든지, ‘사람은 반드시는 죽는다’ 등은 잘못된 문장임이 확실하기 때문이

다. 다르게 말하자면, ‘개념 서술’에는 가정법 착각이 들어설 수 없다.

VIII. 2중 주어

개념 서술의 경우 ‘~는’은 주어의 역할을 한다. 부사의 경우에도 명사화되어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겨울은 춥다’가 그런 예다. 그러나 부사의 모습을 그대로 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겨울에는 춥다’가 그것이다. ‘겨울은 춥다’와 ‘겨울에는 춥다’가 개념 서술인 반

면, ‘오늘은 춥다’는 현실의 서술이므로 토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토픽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오늘은 춥다’에서 ‘오늘’을 주어라고 잘못 생각하게 된다. ‘겨울은 춥

다’(개념 서술)에서 ‘겨울’을 주어로 보아야 하지만, ‘오늘은 춥다’(토픽)에서 ‘오늘’을 토픽으

로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일견 모순되어 보일 것이다.

‘나는 아프다’를 살펴보자. ‘내가 아프다’에 ‘~는’이 자리 잡은 모습이므로 ‘나는’의 ‘나’를 주

어로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도 아프다’와 ‘나만 아프다’를 떠 올리

면, ‘나는 아프다’의 문법적 라인이 주어-라인이 아님을 느끼게 된다. 이 경우 떠올려야 하는 

바른 라인은 ‘나(도, 만) 배가 아프다’일 것이다. 한때, ‘대주어/소주어’라는 명칭으로 두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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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 이론이 거론된 적이 있다. ‘나는 아프다’와 ‘나는 배가 아프다’의 경우 둘 다, ‘나는’은 토

픽이다. 그리고 ‘나도 아프다’와 ‘나만 아프다’는 둘 다 후행-종속적 토픽으로 보아야 한다.2) 

‘나는…’으로 시작하는 말은 실제 대화에 나타나는 말이므로 즉, 항상 내가 말하고 있는 실세

계의 진술이므로 그것을 개념적 서술로 보기 보다는 토픽 서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는 배가 아프다’를 이중주어로 보는 언어 감각이 확산되어 나타나는 오류가 ‘내가 배가 

아프다’일 것이다. 이를 바른 문장으로 받아들여 설명해야 한다면, ‘안중근 의사가 왼손이 손

가락이 하나가 반이 없다’는 문장은 다섯 개의 주어를 지닌 셈이다. 이 문장의 원형은 ‘안중근 

의사는 왼손 손가락 하나의 반이 없다’일 것이다. 흔히 논의하는 ‘철수가 사람이 되었다’, ‘명

희가 눈이 좋다’, ‘저 아이가 사랑이 필요하다’ 등은 ‘철수가 마음을 고처 먹고 사람이 되었다’, 

‘명희는 눈이 좋다’, ‘저 아이에게 사랑이 필요하다’의 진술의 생략-변칙의 서술로 보아야 할 

것이다.

IX. 논의

다음에 인용하는 예문과 설명은 인터넷상에서 인용한 글이다.3) 인터넷상에는 여러 질문과 

설명이 있으나 그 중 세 개의 예문을 인용한다. 인터넷상의 이 설명은 ‘~는’ 에 대한 이해의 

일반적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므로, 이를 살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문’과 ‘설명’은 인

터넷상의 글이고 ‘평가’는 이 글의 주장에 기초한 판단이다.

예문 1: 5-1. 옛날에 한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그 나무꾼은 어느 날 나무를 팔러 시장에 갔습니다.

  5-2. 옛날에 한 나무꾼은 살았습니다. 

                   그 나무꾼이 어느 날 나무를 팔러 시장에 갔습니다. 

설명: ‘이/가’는 한 편의 이야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대상에 쓰이고, ‘은/는’은 그 다음에 

그 대상을 다시 언급할 때 쓰인다. 5-1.과 같이 시작하는 이야기에서 첫 문장의 ‘나무

꾼’에는 조사 ‘이’가, 그 다음 문장의 ‘나무꾼’에는 조사 ‘은’이 결합되었는데, 이 둘을 

서로 바꾸면 매우 부자연스럽게 된다. 결국 ‘은/는’은 담화 속에 이미 등장하였거나 화

 2) ‘~도, ~만’을 후행-종속적 토픽이라 부른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진전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머물기로 한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Me-too는 ‘도’ 토픽이고, #I-am 

은 ‘는’ 토픽이고 #me-alone 은 ‘만’ 토픽일 것이다. 물론 아직 사용되지 않는 말이다. 

 3) 온라인 ‘italki.com’: https://www.italki.com/question/23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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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청자 사이에 이미 서로 알고 있는 것으로 전제되어 있는 대상에 쓰인다고 할 수 

있다.

평가 [설명]에서 ‘화자와 청자 사이에 이미 서로 알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한 말은 ‘토

픽’을 지칭하는 것이다. 5-2.에 ‘혼자’ 또는 ‘개 한 마리와 함께’를 추가하여 5-3.으로 고

치면, 받아들일 수 있는 문장이 된다. 5-2.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개념 진술에서 토픽

(실세계 진술)으로 부드럽게 넘어 오지 못한 때문일 것이다. 5-3.은 부드럽게 넘어온 

경우다.

  5-3. 옛날에 한 나무꾼은 혼자 (또는 ‘개 한 마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 나무꾼이 어느 날 나무를 팔러 시장에 갔습니다. 

5-2.인 ‘옛날에 한 나무꾼은 살았습니다.’가 부자연스러운 이유는 이 문장이 개념서술에서 

실세계서술로 덜 전환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혼자’ 또는 ‘개 한 마리와 함께’가 들어감으로써 

서술어 ‘살았습니다’가 실세계화 된 것이다. 다음에 예문 2를 보인다.

예문 2: 6-1. 이 유리를 누가 깼니? / 철수가 깼어요.

  6-2. 이 유리를 누가 깼니? / 철수는 깼어요. 

설명: 반대로 대화의 초점이 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은/는’ 대신 주로 ‘이/가’가 결합한

다. 가령 ‘이 유리를 누가 깼니?’ 하는 질문에 ‘철수가 깼어요.’라고 대답하는 경우 유리

를 깬 사람이 바로 ‘철수’라는 사실을 지적하여 말하기 위해서 조사 ‘가’를 쓸 수 있다. 

이때 조사 ‘가’ 대신에 조사 ‘는’이 쓰이면 매우 부자연스러운 대화가 된다.

평가: [설명]에서 ‘대화의 초점이 되는 대상’이라는 언급은 ‘실세계’를 뜻하는 말이다. 

6-1, 2.의 ‘이 유리를 누가 깼니?’의 질문은 ‘누가’를 질문한 것이므로 즉, 실세계 내에서 

일어나는 일과 그에 관한 질문이므로, ‘철수가’로 대답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시 말해 

6-2.는 ‘이 유리를 누가 깼니?’라는 ‘실세계의 질문’에 대해 ‘개념 세계의 서술’인 ‘철수

는 깼어요’로 대답한 것이다. 개념세계의 대답을 실세계화해 토픽으로 만들어 대답할 

수 있다. 다음 6-3.이 그 예문이다.

  6-3. 이 유리를 누가 깼니? / 철수는 저 유리를 깼어요.

6-3.의 ‘철수는 저 유리를 깼어요’의 대답은 ‘철수는 이 유리를 깨지 않았어요’를 함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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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이다. 이렇듯 ‘~는’ 사용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 화자가 ‘토픽을 자의적으로 설정할’ 경우

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반대로 개념세계의 서술을 실세계의 서술로 임의로 바꾸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다음의 예문 3 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예문 3: 7-1.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7-2. 인간이 생각하는 동물이다.  

 

설명: 일반적으로 ‘은/는’은 어떤 대상에 대해 설명하는 문장에 쓰일 때, 바로 그 ‘설명

의 대상’이 되는 말에 결합한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설명하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설명의 대상인 ‘인간’에 대해 조사 ‘은/는’

이 결합한다. ‘은/는’ 대신에 ‘이/가’가 결합하면 ‘인간’에 대해 설명하는 문장이 되기 

어렵다. 

평가: [설명]에서 ‘설명의 대상’이라고 말한 것은 ‘개념 세계의 서술’과 같은 말이다. 

7-1.은 개념 서술이고 7-2.는 실세계 서술이다. 7-2.는 실세계 서술이지만, 실세계를 보

장하는 구체화가 없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발굴된 여러 개의 화석을 앞에 놓

고 고고인류학자들이 토론하는 장면을 전제한다면, 다음 7-3.은 가능한 문장이 된다. 

여기서 ‘이’가 실세계화의 역할을 한다.

  7-3. 여러 화석들을 보았지요.

        보세요. 이 인간이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흔히 논의 되는 이상의 몇 가지 예문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구문론적 설명을 피

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위의 설명은, ‘이야기’(토픽), ‘설명의 대상’(개념서술), ‘대화의 초점

이 되는 대상’(실세계의 서술)과 관련되어 있다. 이들 설명의 심층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

본, 개념서술, 실세계서술, 토픽서술의 구문론적, 의미론적 구조가 숨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X. 섬세한 구별

개념 서술에서 실세계 서술로 전이하는 과정에서 나타타는 섬세한 예문을 하나 더 생각해

본 다음, 이글의 결론을 정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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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꽃은 예쁩니다.   개념 

  8-2. 꽃은 예쁘네요.   토픽

  8-3. 꽃은 예쁩니까?   개념/토픽의 구별이 어려움

        꽃은 예쁩니다.   개념 대답

        꽃은 예쁘네요.   토픽 대답

  8-4. 오늘 꽃은 예쁩니까?   토픽 질문

        오늘 꽃은 예쁩니다.    토픽 대답

        꽃은 예뻐요.        개념 대답

        꽃은 항상 예뻐요.   (개념 대답, -토픽 대답을 거부함-) 

8-1. ‘꽃은 예쁩니다’는 개념세계의 서술이다. 존칭의 어미를 사용하고 있지만, ‘꽃은 예쁘

다’와 다를 바 없이 자신의 마음 안에서 확신하는 말이다. 그러나 8-2. ‘꽃은 예쁘네요’는 개념

서술이 아닌 토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네요’라는 어미가 ‘그러네요’에서 나타

나듯,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함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실세계 진술이기 때문이다. 

이런 느낌 즉, ‘꽃은 예쁩니다’와 ‘꽃은 예쁘네요’를 들었을 때에, 둘의 의미가 무엇인가 다르

다는 느낌을 누구나 가질 수 있다. 다만 그 느낌이 ‘개념서술/실세계서술’의 구별로 이어지지 

않을 따름이다.

8-3.의 ‘꽃은 예쁩니까?’의 질문은 개념 세계의 질문일 수도 있고, 실세계의 질문일 수도 있

다. 그 결정은 두 대화자의 의식 안에서 확인될 따름이다. 대답을 보면 알 수 있다. 서로의 관

심이 개념에 대한 것이라면, 개념의 답이 이어질 테고, 서로의 관심이 실세계에 대한 것이라

면, 토픽의 답이 이어질 것이다. 토픽 질문에 이어지는 토픽의 답일 경우, 그 대화의 장소에 

꽃이 없더라도 상관없을 것이다. 방금 다녀온 온실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

다. 대화자 둘이 개념/실세계 어느 곳에 있느냐의 여부는 그들의 ‘이야기의 장소’(topos)가 어

디인가에 의해 결정된다. ‘꽃은 예쁘네요’는 개념/토픽 두 가능한 질문에 대한 토픽 대답이다.

그러나 8-4.의 ‘오늘 꽃은 예쁩니까?’는 방금 온실을 함께 다녀온 직후의 토픽 질문이고 이

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꽃은 예뻐요’라고 대답한다면, 그 답은 

개념 대답이다. 여기에 강조된 발음의 ‘항상’이 들어가 ‘꽃은 항상 예뻐요’라고 답한다면, ‘토

픽 서술의 대답을 하고 싶지 않음’을 함축한 대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개념세계 서술과 실세계 서술의 구별이 섬세하다는 점을 보인 것이다. 

8.의 예문들은 서술부의 어미와 부사가 개념과 실세계의 구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136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8, 제14호

예문들이었다.

XI. 결론

‘~는, ~가’에 대한 지금까지의 설명을, 구문론적 원칙으로 정한다면, ‘~는’에 대한 뚜렷한 개

념을 설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문장의 바르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가 살핀, 구문론적 원칙은 다음과 같이 요악할 수 있다.

  1. ‘~는’ 주도 문장은 개념서술의 문장이다.

  2. ‘~가’ 주도 문장은 실세계서술의 문장이다.

  3. 개념서술의 문장이 실세계서술의 문장으로 전환되면 토픽으로 바뀐다.

  4.   ‘~는’ 주도 문장이 전칭토픽일 경우, 후행하는 ‘~도, ~만’은 후행-종속 토

픽이 된다. 

개념서술이 실세계서술로 전환되는 경우의 예문과 설명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러나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 1. 문장의 형용사, 부사, 지시어 등으로 실세계

임이 분명할 경우, 2. ‘~네요’처럼 서술부의 서술 어미가 실세계를 들어낼 경우, 3. ‘나는~’, ‘오

늘~’ 등이 포함된 말처럼, 실세계의 서술임이 드러날 경우, 개념서술의 문장은 토픽으로 바뀐

다고 정리할 수 있다. 4. ‘~는’ 주도 문장이 토픽일 경우 후행하는 ‘~도’ 주도 문장은 “도-토픽” 

또는 부분집합 토픽으로, '~만' 주도 문장은 “만-토픽” 또는 마이너스-여집합 토픽으로 칭해

도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후일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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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과 수갑 · 포승에 관련된 인권*1)

사실상의 처벌의 문제

법과대학 법학부 명예교수  최대권

I. 문제의 제기

우리는 TV영상에서 검찰에 출두하는 피의자 등을 소위 포토라인에 세워 기자들의 질문에 

응하게 하는 장면을 자주 대하게 된다. 이러한 장면에는 체포된 피의자나 참고인이나 피고인

이 수갑을 차거나 포승줄에 묶인 상태에서 기자들의 질문이나 촬영의 세례를 받는 경우도 포

함된다. 검찰의 출두명령은 받은 피의자 등을 포승줄에 묶었거나 그렇지 않거나 기자들의 질

문 · 촬영의 공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포토라인에 서도록 만드는 이 관행(practice)에 관련되

는 서로 상충하는 다양한 권리와 개재된 공공의 이익을 살피고 그것들이 상호 조화될 수 있

게 하는 지점을 모색함을 이글의 목적으로 한다. 다만 상충하는 기본권과 공공의 이익의 조

화의 지점을 단순히 탐구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가 아니고 그 조화의 지점을 넘어 포토라인 

세우기나 수갑 채우기가 실질적인 처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명제(proposition)를 거증하려

는 것이 이 글의 궁극적 목표다.

모든 국민은 비록 검찰에 의한 형사기소를 당하였더라도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헌법 제27조제4항). 그러므로 유죄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아무

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물며 기소이전 상태인 단순한 형사피의자의 경우에는 더구나 말할 

필요도 없다. 단순한 형사피의자의 경우에는 적시된 피의 사실이 아무리 흉악한 범죄라 하더

라도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그냥 풀려날 수도 있는 상태인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피의자는 이를테면 헌법으로 무죄추정의 이익을 받는다고 명시한 절차인 공소

단계 이전의 단계에 서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소이전 단계의 피의자나 참고인은 무죄추정

이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포토라인에 선 형사피의자나 참

고인 등이,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재벌기업회장 등 사회 저명인사의 경우는 물론이고, 평생 

좋은 부모, 좋은 이웃, 좋은 사장이나 직장인으로 살아온 평균적인 시민이라도, 범죄혐의로 

*   이 글은 2018년 10월 12일 한국사회이론학회가 주최한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하였던 것을 다시 손

보아 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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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을 차고 또는 수사기관원들에게 팔짱 끼인 채 포토라인에 세워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십 명 기자들의 질문과 플래시 터지는 촬영 공세를 받을 때의 수치심, 모멸감, 낭패

감, 자존감 상실, 뒤 따르는 사회적 · 세계적 평가절하 등의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고 

믿는다.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 및 촬영공세는 TV 등 언론매체를 통해 무고한 사람이라도 전

국에 마치 유죄인 사람처럼 비치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고통은 증폭되기 마련이다. 

그것은 무죄추정의 원리를 포함하는 헌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을 가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실질적인 처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인간

의 존엄과 가치로 표현되는 인권을 침해하는 한 가지 국가적 사회적 범법행위가 되는 것이라

고 생각한다.

이처럼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이 사실은 실질적 처벌이 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무혐의로 

받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는 일은 부차적인 것이 된다. 왜냐하면 포

토라인에 서는 형태로 이미 받은 실질적 처벌은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포토라

인 세우는 일은 현재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프라이버시권 및 검찰 정보 공개의 의무(공

공이익)의 대타협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다. 그러나 포토라인 세우기가 사실상의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나아가 이제 그 점을 심각하게 생각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범죄를 저지르면 형벌을 받아야하는 것이 정의다. 그러나 범죄

혐의가 확정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이 인권

보호를 천명하고 있는 이유다. 인권은 범죄수사나 범죄처벌 등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 부득이한 최소한의 제한을 가할 수 있을 뿐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국

가의 책무이기도 하다(헌법 제10조, 제37조제1항 · 제2항). 무죄추정의 원리는 오직 그 한 표

현에 지나지 않는다.

II.   포토라인 세우기와 수갑 채우기의 헌법적 문제점: 특히 그 근거와 한
계를 중심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4조)로 포착(capture)되는 인간이 지니는 천부(天賦) · 불가

양(不可讓, inalienable)의 인권에 대한 존중 및 인권의 보호가 헌법에서 차지하는 위치 내지 

인권 보호를 위한 나라의 구조적 · 절차적 장치가 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을 준다. 대한민국

헌법의 정체성은, 그리고 이 헌법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말할 것도 없이 

자유민주주의 · 시장경제체제 · 법치주의에 있다.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인권 보호(기본권)가 

나라의 핵(중)심에 있으며, 인권(기본권) 보호에 봉사하도록 국가는 조직 · 구성된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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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가가 되도록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정부

를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2)에 따라 조직 · 구성하도록 헌법이 마련하고 있다(근대적 

입헌주의3)). 그래서 기본권의 보장이 없고 권력이 분립되지 아니한 나라는 헌법이 없는 것이

라고 프랑스 인권선언(제16조)은 언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도 마찬가지의 입헌주의적 

사상과 신념위에 세워져 있다.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인권은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인권에 대하여는 비록 “국가안

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도 꼭 

필요한 즉 부득이한 최소한의 제한을 가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4) 그러므로 아무리 범죄의 혐의가 

있는 피의자라 하더라도 그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이며(형사소송법 제198조) 수사의 필요 때

문에 그 진술을 들어보려고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형소법 제200조) 정당한 이유 없이 응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체포해서 출두시키려고 할 때에는 혐의에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관

할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형소법 제200조의 2). 설

사 검사의 기소에 따라 피의자의 신분이 피고인으로 바뀌는 경우라도 구속의 사유(즉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우려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가 없는 한 불구속이 원칙이다. 그러한 마당에 비록 피의자라 할지

라도 판결에 의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처벌에 이르게 마련인 포토라인 세우기를 헌법적

으로 정당화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포토라인 세우기를 범죄수사에 꼭 필요한 부득이한 

최소한의 피의자 인권침해라고 판정하기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그것은 특히 저명인사

의 경우(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제17조 참조)에는 본인의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인격살인에 해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피의자의 경우에는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으

로 풀려날 수 있으며 피고인이라도 무죄판결로 얼마든지 풀려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러한 점을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정반대의 대척점에 위치하는 전체주의 국가의 경우와 

 2) 최대권, 헌법학강의, 증보판, (서울: 박영사, 2001), 308-321면(권력분립의 원리) 참조.

 3) 최대권, 헌법학-법사회학적접근, (서울: 박영사, 1989), 제1부 4 (우리나라의 입헌주의와 민주주

의), 특히 74-81면; C.H. McILwain, Constitutionalism and the Changing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9); Larry Alexander, ed. Constitutionalism: Philosophical 

Found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David A.J. Richards, 

Foundations of American Constitutionalism, (New York/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Rainer Grote, “Rule of Law, Rechtsstaat and »Etat de droit«,” Christian Starck, ed. 

Constitutionalism, Universalism and Democracy, (Baden-Baden: Nomos Verlagsgesellschaft, 

1999), 269-306면 등 참조.

 4) 위 최대권, 헌법학강의, 203-22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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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해보면 이해하기 용이할 것이라 생각한다. 인간을 공산혁명의 수단으로 사고하는 사회

주의 일당독재국가(북한, 중국 등)의 헌법에서는 기본권 조항은 있으나 그것은 명목적

(nominal) 또는 장식적 (semantic) 조항에 불과한데,5) 그것은 기본권의 보호를 담보하는 권

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의 헌법원리가 국가의 조직 · 구성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다는 점과 

함께 한다.6) 식민지 지배의 탄압과 착취 하에 살았던 일제 강점기의 한국인의 위치를 헌법적

으로 그려보면 군주국 일본헌법이 한반도에는 아예 적용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을 

통치한 총독정부에는 말할 것도 없이 권력분립의 원리나 구조가 없었다. 더구나 자백은 증거

의 여왕이었으며 자백을 얻기 위한 고문은 합법이었다. 그래서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 자백을 

얻기 위해 행하여진 고문 등 가혹행위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일반 형사피의자는 물론이고 

특히 독립운동가에 대한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 자백을 얻기 위한 혹독한 고문에 붙여졌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이미 반 주검을 당하거나 죽고 불구가 되기 십상이었다. 그래서 정식으

로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느냐 유죄판결을 받느냐 하는 것은 이차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다시는 독립운동 하겠다는 생각을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 만큼의 처벌 목적은 실

질적으로 자백을 얻기 위한 수사단계에서 이미 달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탈북자의 증언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국가에서는 수사단계의 피의자냐 

재판단계의 피고인이냐의 구분은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큰 의미가 없다. 체포되는 순간부터 

각오해야 하는 인권침해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중국

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7) 최근의 노벨상 수상자 류샤오보(劉曉波)의 경우는 한 가지 예

라 생각된다. 가혹행위나 고문은 예사이기 때문이다. 유명 여배우 판빙빙의 경우처럼 중국에

서는 당국에 한 번 찍히면 가족도 모르게 사라진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기도 하다.8)

인권의 존중 · 보호는 한국헌법의 중심적 가치로 설정하고 있다. 그래서 형사절차 등 공권

력 행사에서의 인권보호는 일제 강점기의 그것이나 공산독재국가에서의 그것과는 정반대의 

 5) Karl Loewenstein, Political Power and the Governmental Process, Phoenix Books, (Chicago/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5), 147-153면 참조.

 6) 일당독재국가에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북한헌법(2016) 제5조(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 Democratic Centralism)와 제11조(노동당영도

주의) 이 두 조항이 여러 조항 중에서도 북한이 권력분립 ·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부인하는 일당

독재국가임을 보여 주는 대표 조항이다. 중국헌법(2018)의 경우에는 제1조와 제3조가 이에 해

당하는 대표 조항이다.

 7) 한 때 대표적 NL파 학생운동권 출신이었던 김영환의 증언은 이 점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김영환, 다시 강철로 살아-격변의 시대를 살아온 강철 김영환의 고백, (서울: 시대정신, 2015) 참

조. 

 8) 조선일보 2018년10월10일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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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척점에 자리매김을 하도록 한국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헌법 제12조제1항), 

고문금지 및 진술거부권(동 제2항), 체포 · 구속 시 검사9)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하는 영

장 제도(동 제3항), 체포 · 구속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미란다(Miranda10)) 경고제

도(동 제4항 · 제5항), 적부심 제도(동 제6항), 고문 · 기망 등 기타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증거

로써 쓰지 못하게 하는 제도(동 제7항),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제3항), 무

죄추정의 원리(동 제4항) 등의 헌법규정은 그러한 대표적 예시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포토

라인에 세우거나 호송 중에 수갑을 채우는 일은 위의 명시적인 헌법적 금지 사항에는 해당하

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헌법조항들은 형사절차와 관련된 금지 사항들인 금지

된 대표적 인권침해사항을 헌법적으로 예시한 사항에 불과하지 형사절차와 관련된 모든 인

권침해 사항을 다 포섭(cover)한다 그래서 위의 예시 이외의 인권침해란 있을 수 없다고 말

할 수는 없다(헌법 제37조제1항 참조). 의레 포토라인에 세우는 일이라든지 주거가 분명하고 

폭력적이거나 도주의 우려도 없을뿐더러 건장한 호송공무원이 양 쪽에서 밀착 동행하여 호

송하는 경우임에도 기자들이나 다중이 보는 앞에서 수갑이나 포승줄을 채워 호송하거나 포

토라인에 세우는 일은 위의 헌법조항이나 형사소송법 등의 명문규정이 없다고 하여 인권보

호의 헌법 원리에 비추어 정당화된다고 말할 수는 도저히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III. 포토라인 세우기와 수갑 채우기의 정당성: 실정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포토라인에 세우는 관행은 1993년에 검찰에 출두하던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몰려든 

사진기자의 카메라에 부상을 입었던 일이 계기가 되어 만들어졌다고 알려지고 있다. 당시 한

국사진기자협회와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가 취재 질서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종의 약

속의 선으로 포토라인을 선포해 제작해서 사용하는 관행이 시작됐는데,11) 검찰이 “피의자 ·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 수사의 공정성 및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 권리가 조화

되는 선진적인 수사공보 제도”를 확립할 목적12)으로 포토라인 관행을 법무부훈령으로 법적

인 제도로 만들기에 이르렀다.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이 그것이다.

   9) 일제 강점기에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대권, 法社會學(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3), 73-85면 참조.

10)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Miranda v. Arizona, U.S. 384권 436면 이하(1966) 참조.

11) 중앙일보 2017년 3월 19일자 윤호진 기자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반드시 ‘포토라인’에 서야 하

는 걸까” 기사.

12)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법무부훈령 제1060호) 제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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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제기해야 할, 첫 번째 질문은 포토라인 세우기 제도가 헌법적으로 과연 정당

화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국회입법(즉 법률)이 아니고 법률보다 훨씬 

하위에 위치하는 법무부훈령의 형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

선 첫 번째 질문부터 다루어 보자. 주권재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부의 업무는 그 

성격상 특히 비공개나 비밀이 요구되는 업무(예컨대 군사, 외교, 관계되는 국민의 권리 · 의무

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 등)가 아닌 한 공개가 원칙이다. 정부 업무 공개의 원칙은 업무의 공

정성을 담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담보하며 국민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를 의미 있게 만드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정부의 업무에 관한 공개 원칙의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검찰이나 경찰도 이 법 적용의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이 법에 따라 공개가 요구되는 정보는 정부가 작성 · 관리하고 있는 문서를 중

심으로 하고 있다(법 제2조). 그리고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

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

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법 제

9조 제1항 제4호)나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만큼은 기소에 따라 법정에 서기 이전 단계인 수사과정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

자나 참고인을 검찰청사 현관 부근의 표식을 한 곳에 뭇 기자 · 촬영기자들의 질문과 촬영 공

세의 대상으로 세우는 것이 헌법적으로는 물론이고 위 정보공개법상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

다고 판단된다. 우선 위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다

(준칙 제3조). 비록 공적 인물(준칙 제17조 제2항)일지라도 예컨대 국회의원과 같이 기자들

의 질문공세에 익숙한 인물이 아닌 한 뭇 촬영 플래시를 펑펑 터트리며 질문공세를 가하는 

기자들 무리 앞에 세워졌을 때의 당혹감 · 수치심 · 모독감을 상정하면 그것이 알 권리를 내세

우는 작은 인민재판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위 준칙에서 언급하

고 있는 바와 같이 그곳에서는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명예와 privacy(사생활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당하게 되어 있다. 포토라인에서 언급한 발언이나 취한 태도는 추후에 

최근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배심재판(배심재판을 선택한 경우)에 부쳐져서 그 배심재판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정보공개법 제1호 제3호 · 제4호 등 참조). 미국(연방법원)에서 재판의 

TV생중계를 허용치 않는 이유가 배심원에게 선입견을 준다는 데 있음도 주의할 필요가 있

다. 설사 배심재판에 부쳐지지 않았더라도 우리나라 공판정에서는 촬영금지가 원칙으로 되

어 있다(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조, 제4조 제2항 참조).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 · 참고인의 명예 · privacy권과 국민의 알 권리를 비교형량을 하였

을 때 어느 쪽이 더 우월하다고 할 수 있는가? 기소 이전의 수사단계에서 법원이 아니라 수사



1부  논설   143

권을 가지는 검찰이 무슨 권한으로 피의자 · 참고인의 명예 · privacy권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우월하다는 결정을 할 수 있는가? 만약 검찰이 그러한 결정권한을 갖는다면 그것은 헌법 

제37조제2항의 위헌성 판단기준상 어떠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부득이한 필요성 때문

인가? 국민이 지닐 수 있는 호기심이나 여론에 영합하는 것이 확정판결 이전 단계인 포토라

인에 세워진 국민의 명예 · privacy권의 검찰에 의한 제약 ·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부득이

한 공공의 이익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단지 수사상의 필요성 때문에 그 출석을 요구한 피

의자 · 참고인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검찰의 편의적인 판단에 따른 결정 때문이라고 판

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사가 검찰의 기소로 이어지면 이제 신분이 피고인으로 바뀐 

피의자 · 참고인은 지체 없이 재판과정에서 신속하게 공개재판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헌

법 제27조 제3항). 그러므로 확정판결 이전에는 아무도 검찰에 의해 포토라인의 사실상의 재

판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이유나 의무는 없다. 그러므로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 참고인을 

꼭 포토라인에 세워 기자들의 질문공세에 노출시켜야 할 부득이한 공공의 필요성이 존재한

다면 그것도 최소한으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헌법 제37조 제2항).13) 그러한 법률적 근거 없

이는 검찰은 피의자 · 참고인을 포토라인에 세워서 그들의 명예 · privacy권을 제약하는 결정 

권한이 없다. 검찰의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위헌이라고 판

단된다. 법률로 이를 규정하더라도 그것도 이 준칙에서 제시한 정당성근거 정도로 요건을 방

만하게 규정한 법률이라면 위헌이라 판단되는데 하물며 법무부훈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더욱

이나 위헌 · 무효라고 판단된다.

피의자든 피고인이든 이들은 수사과정에서나 재판과정에서 불구속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형소법 제198조 및 제70조 등). 그리고 구속은 엄격한 요건(위에서 이미 지적한 범법을 의심

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주거가 일정치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충족됐을 때에만 가능하다. 그런데 근래에 TV보도를 통해 저명인사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글로벌 기업총수 등)들이 수갑을 차고 포토라인에 서거나 호송과정에

서 차에서 내리는 장면 등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이러한 때에 드는 질문은 주거도 분명하고 도

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어 보이는 저명인사들에게 굳이 수갑을 채워야하는

가 하는 것이다. 더구나 그들 옆에는 건장한 호송공무원이 그들의 팔짱을 끼거나 근접해서 

동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리고 그 장면은 TV 등을 통해서 전 세계에 퍼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왜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까지도 하게 만

13) 헌법(제37조 제2항)이 굳이 이를 법률로 규정하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심

판을 통과해야 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법률로 규정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는 요건이 방만하게 규정되어 있어 피의자 · 참고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에 충분치 않다면 그 

법률은 이차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심판에 부쳐지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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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다. 물론 사디스틱한 호기심과 응보적 정의감에 영합 내지 충족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동시에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의 품격을 떨어지게 하거나 조롱거리로 만들고 가령 

세계적 기업총수의 경우에는 우리 경제의 세계진출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상상도 하게 만든다. 그리고 돌아서서 인간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가치 

내지 목표로 삼고 있는 우리 헌법의 정신에 알맞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품격 있는 사람으

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우리나라를 꾸려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자성을 하게 만든다.

그러면 인권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워 나가자는 헌법의 정신 및 이 

정신을 실현시키려고 만든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

률의 정신이 지켜지지 아니 하고 혹은 규정이 남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필경 인간

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인권) 사상이 아직 우리들의 인격에 충분히 내재화(internalization)14)

되지 못하였다는 현실의 반영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검찰을 포함해서 구속 등의 법집행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정치권력에 영합하려는 태도에도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 

진다. 물론 공무원들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이며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중립적으로 공무

를 수행해야 한다(헌법 제7조). 그러나 공무원들은 승진(곧 출세)이 내재화된 계층구조 속에

서 그들의 업무를 집행하게 마련이다. 정치권력은 공무원들의 최종적 인사권자들이기 때문

에 공무원들은 인사권자에게 능력이나 충성심을 보여야 승진하고 출세하는 데 유리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이에 적합하게 처신한다. 이렇게 몸에 밴 정치권 · 인사권자에 

대한 충성심이 법집행에 임하는 검찰 등 공무원들의 헌법 및 법 정신에 어긋나는 법집행에 

임하게 만든다.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의 법집행 팀이 새 팀으로 바뀌면서 법집행의 방향이

나 방법도 법 남용의 양태도 바뀌는 모습들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포토라인에 세우는 제도

화된 관행은 바뀐 정권의 입맛에 부합하려는 편의적 법 운영의 산물이라 판단된다. 그것은 

기소에 성공해 유죄판결을 얻어내면 더 좋고 그러하지 못하더라도 유죄판결을 얻어내느냐 

하는 일은 이차적이고 인사권자의 입맛에 맞도록 여론의 뭇매를 맞게 만들어 사실상의 처벌

을 성공시켜 업무 성과를 올리려는 일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다음과 같은 법해석의 대 원리에 비추어서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법 

등 민사법(私法)의 해석에서와는 달리 형사법에서는 엄격해석(strict construction)이 헌법정

신에 알맞은 대원칙이다. 형사법의 유추해석(analogy)은 헌법적으로 불가능하다. 형사법에서 

범법행위 등 범죄 증명의 경우에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에는(즉 beyond reasonable 

doubt의 경우가 아니면) 그 증거를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증거법사의 대 원칙도 존

14) John Finley Scott, Internalization of Norms: A Sociological Theory of Moral Commit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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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다.15) 이들 형사법 해석의 원칙이나 형사증거법의 원칙은, 민사법의 경우에는 私개인간

의 법률관계가 문제여서 일방을 타방보다 더 유리하게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경우

인 것과는 달리, 형사법에서는 국가권력에 의해 신체 ·  인격의 자유 등 개인의 인권이 제약 

내지 박탈당하는 경우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인권을 자의적 국가권력으로부터 최대한

으로 보호하려는 헌법정신(죄형법정주의)이 반영된 것이다.16) 그러한 까닭에 이러한 형사법 

해석의 원칙이나 형사법상의 증거법원칙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마치 민사사건 다루듯 쉽고 

넓게 범죄혐의를 끄집어 내 충분히 혼내줄 수 있는 장치 즉 범법행위의 수사를 개시해서 수

갑을 채우고 포토라인에 세움으로써도 충분히 혼내주는 사실상 처벌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치로 만들어진 것이 포토라인에 세우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민사법에서는 너그럽게 해석

하는 확장해석은 물론 유추해석도 허용되며 증거법의 경우에는 증거가 우월하기만 하면

(preponderance of evidence) 승소할 수 있다. 마치 민사법 해석인양 너그럽게 형사법을 접

근하면 범죄혐의를 엮는 일은 아주 수월해진다. 이렇게 용이하게 만들어지는 형사피의자 등

을 정치적 편의에 따라 사실상 처벌하는 일 즉 인격살인은 포토라인 등을 활용함으로써 아

주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IV. 맺는 말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즉 인권을 존중 · 보호해야 할 최고의 가치로 상정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를 우리는 지켜왔다. 그러기 때문에 인권은 최대한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인권을 규제하거나 제약하여야 할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꼭 필요한 부득이한 최소한의 규제나 제약을 가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

고 그러한 경우라도 그 규제나 제약이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헌법 제37

조제2항). 이 시각에서 근래에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하게 되는 형사피의자나 참고인을 소위 

포토라인에 세우는 제도화된 관행을 접근해 본 결과 이 제도화된 관행은 부득이한 공공의 

15) John Jackson and Sean Doran, “Evidence,” in Dennis Patterson, ed., A Companion to 

Philosophy of Law and Legal Theory, pp. 174-177; Black’s Law Dictionary의 “Beyond a 

reasonable Doubt” 항목 및 David M. Walker, The Oxford Companion to Law의 “evidence” 항

목 등 참조.

16) 위 최대권, 헌법학강의, 124-125면, 204-213면, 245-246면; 권영성, 헌법학원론, 개정판, (서울: 

법문사, 2006), 416면 이하, 특히 419-420면; 이재상 · 장영민 · 강동범, 형법총론, 제9판, (서울: 

박영사, 2017), 11-36면; 박상기 · 전지연, 형법학, 제4판, (서울: 집현재, 2018), 13-24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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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때문에 가해지는 최소한의 인권 규제나 제약이라고 하기 보다는, 즉 국민의 알 권리

의 충족의 필요성 때문에 가하는 부득이한 최소한의 규제 내지 제약이기 보다는,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검찰 등 공무원들의 정치적 편의성 때문에 부과하는, 확정 판결에 의한 처벌이 아

닌, 하나의 실질적 처벌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들은 포토라인에 세움으로써 범죄혐의를 

받고 있을 뿐인 피의자나 참고인에 불과한 사람에게 헌법적 정당성 없이 그들의 명예와 

privacy권을 침해하는 실질적 처벌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 비교법적으로 접근해도 포토라

인 제도를 운영하는 자유민주주의 나라는 우리나라뿐 달리 찾기 어렵다.

출석요구를 받고 출두하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조우하여 자연스럽게 부딪치는 언론 노출

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금 그어진 포토라인에 세워져 노출되는 경우는 관계공

무원의 정치적 편의로 언론의 취재의 편의를 위해 관(官)이 의도적으로 조직 · 연출한 언론 

노출에 불과하다. 그 과정에서 침해당하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명예나 privacy권을 헌법적으

로 어떻게 정당화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이와 함께 합법적으로 체포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라도 이들을  검찰이나 법정에 출두시킬 때 도주나 폭력행사의 우려도 없음이 분명한 이들에

게(저명인사가 아니더라도 품격과 자존심을 지닌 시민이라면 누구나) 수갑을 채우거나 포승

줄에 묶인 채 굳이 포토라인이 아니더라도 언론이나 (가족을 포함한) 군중에게 노출시키게 

될 때 이들이 당할 당혹감 · 수치심 등을 법집행공무원들은 법적으로 배려해야 한다고 믿는

다. 이들을 출두시키거나 호송할 때 여러 명의 호송관이 그들의 팔짱까지 낀다던지 근접거리

에 밀접하게 호송하게 마련인데 왜 굳이 수갑을 채우고 또는 포승줄로 포박하여 호송하는 

관행도 헌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어렵다. 그들의 행동의 자유와 명예와 privacy권이 정당한 이

유 없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1948년에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대한민국헌법을 제정하고 이 헌법의 설

계대로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래 우리가 이룩한 경제적 성취 이외에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발전과 함께 인권의 존중 · 보호의 사상과 제도도 장족의 발전을 이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인권의 존중과 보호의 사상 및 제도를 더 업그레이드시켜 우리의 국가적 및 개인적 품격

을 좀 더 고양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그렇게 해야 할 영역의 하나가 형사절차와 관련된 

피의자 · 참고인의 포토라인 세우기 및 체포 · 구속된 피의자 · 피고인을 수갑 채우거나 포승줄

에 묶어 호송하는 관행 내지 제도이다. 그렇게 해야 할 헌법적 필요성을 위에서 거론하였다.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힘든 민사법적인 너그러운 형사법해석에 따라 용이하기 만들어지

는 피의자 · 참고인 등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제도의 형성과 운영에 기여하는 요인의 하나가 

정치적 편의에 따라 인사권자에 영합하는 검찰 등 공무원들의 승진 및 출세욕구라는 사실도 

거론하였다. 그러한 만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헌법의 존재이유가 형사법의 운

영에서도 실현되려면 사법권 독립에 준하는 검찰 등 공무원의 업무상 독립성 내지 독자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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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와 정치로부터의 중립성의 확보가 필수라는 결론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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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칼럼

브로드웨이의 기적

자연과학대학 물리 · 천문학부 명예교수  김제완

1960년 8월에 나는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지금은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고 서울은 어

느 국제도시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호화로운 호텔들이 즐비하게 서 있지만, 1960년의 우리

나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었다. 오늘의 롯데호텔 자리에는 그때 당시에는 초호화판인 반

도호텔이란 초라한 호텔이 있었고, 여의도에 있던 공항이 지금의 김포공항 국내 청사로 이제 

막 옮겨졌을 때였다.

프로펠러가 달린 노스웨스트 항공기 편으로 도착한 알래스카 주의 앵커리지에서 하룻밤 

묵게 된 호텔(지금 생각하니 아마 ‘홀리데이인’이 아니었나 생각되며, 그렇다면 그리 좋은 호

텔도 아닌 셈이다)이 으리으리하게 불빛이 환하여 미국에 왔다는 것을 실감케 했다. 못 알아

듣는 영어이기에 잔뜩 신경을 쓰면서 카운터에서 방 열쇠를 받고 객실에 들어섰을 때는 온갖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는 느낌이었다.

거의 스물 네 시간을 비행기 좌석에 앉아 있었기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는데, 욕실에 들어

서자 나는 퍽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샤워 시설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보통사람(그 당시 우

리들은 공중탕에서 목욕을 했고, 목욕탕에서는 나무로 된 통으로 욕조의 물을 퍼서 끼얹었지 

샤워 시설은 없었던 시절이었다)인 나로서는 낯선 장치에 당황했다. 더더구나 트는 수도꼭지

<그림 1>  

교수 23명 중 11명의 노벨상 수상자

가 거쳐 간 브로드웨이 116번가를 중

심으로 펼쳐진 콜롬비아대학교의 풍

경. (화살표가 물리학과가 있는 퓨핀

(Pupin)동)

2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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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라 잡아당겨야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의 기능을 알아내는 데는 퍽이나 오랜 시간이 걸

렸다. 지금 세대들에게는 상식이겠지만 그 당시의 우리로서는 모든 것이 생소했다. 백달러도 

채 되지 않는 국민 소득이니, 그저 먹고사는 것만도 힘겨운 시대였던 것이다. 그럭저럭 목욕

을 하고 피곤에 지쳐서 막상 잠을 자려고 했을 때는 더욱 당황했다. 침대라고는 미국인들이 

쓰던 접을 수 있는 이동식 야전침대 외에는 본 적이 없는 가난한 나라의 학생에게는 화려한 

침대 커버는 너무나 생소했다. 왜 저렇게 화려한 포장(?)을 했는지, 도대체 어떻게 자라고 홑

이불과 담요는 보이지 않는지 무척 당황했다. 너무나 단정하고 화려했기에 그 밑에 담요와 

홑이불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그 위에 곱게 누워서 잔 생각이 난다.

온돌에만 익숙했던 탓인지, 낯선 침대가 너무 푹신했던 탓인지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침 일찍 잠에서 깨었다. 창문을 열고 알래스카의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눈앞에 펼쳐지는 풍

경을 무심코 보고 있었다. 같은 낙엽송이지만 우리나라의 그것보다는 훨씬 크고, 지나가는 

사람 역시 우리보다는 훨씬 크며, 택시 역시 우리나라 택시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크

다는 것을 느끼며 정말 ‘미국’이란 나라에 왔다는 실감을 했다.

그 다음날 시카고 공항을 거쳐서 목적지인 남부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도착했다. 공항을 나

와서 에모리 대학(Emory University)을 가기 위하여 서투른 영어로 묻고 또 물어서 버스에 

오르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버스에 오르자 곧 당황했다. “유색인종은 뒤로

(Colored people rear)”라는 큰 팻말이 눈에 들어왔다. 뒤로 갈까하고 망설이는데 어떤 백인 

여자가 ‘유색인종’은 흑인을 뜻하는 것이므로 너는 앞자리에 앉아도 된다고 친절하게 알려주

었다.

애틀란타 시의 교외에 있는 에모리 대학에 도착하여 곧 기숙사에 들어갔다. 기숙사의 침대

는 화려한 침대 커버도 없이 낯익은 담요로 덮여져 있었고 샤워장의 수도꼭지도 낯익은 형태

<그림 2> 1960년경 반도호텔(현재 롯데호텔 자리)과 지금의 롯데호텔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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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트는 것이어서 너무나도 반가웠

던 기억이 지금도 아련히 느껴진다. 

그 당시만 해도 미국 남부 지방에는 

동양인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 한국

전쟁이 있었던 뒤라 ‘코리아’를 아는 

사람이 더러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

의 시민들은 동양 사람만 보면 그저 

차이나 맨 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들

은 한국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던 

시대였다.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자판기가 

상식화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자

판기에서 콜라를 사는 방법조차 몰랐기에 선배의 시범(?)을 따라야 했고, 아이스크림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 종류밖에 없었는데 미국 가게에서는 바닐라, 스트로베리(딸기)등 복잡

한 명칭들을 들어가며 어떤 것을 원하느냐고 묻는 바람에 퍽 난감했던 생각이 난다.

잘못하는 영어 때문에 점심과 저녁때는 꼭 ‘카페테리아(cafeteria)’를 이용했다. 주문할 필

요 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주워 담기만 하면 되기에 영어가 서투른 나에게 안성맞춤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을 피하여 외진 한가한 자리에 앉으면 꼭 누군가가 다가와서 같이 앉아도 되

겠느냐고 묻는다. 말은 “May I join you?”, “앉아도 되겠느냐?”지만 그 말을 하면서 그들은 벌

써 앉고 있었다. 한국에 대해서 이것저것 묻는 말에 짧은 영어로 대답하느라 밥이 입으로 들

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생각이 흐려지면서 식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했던 

생각이 난다.

남부의 하버드 대학이라고 자랑하는 에모리 대학(이곳에서 공부한 명사로서는 이홍구 전 

총리, 한완상 부총리 등이 있고 그 뒤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많은 반정부 인사들

이 스쳐간 곳이기도 하다)이었지만 내가 몸담았던 물리학과 학생들의 수준은 형편없었다. 많

은 대학원 학생들이 미적분조차 못하는 형편없는 수학실력을 갖고 있었다. 덕분에 시험을 치

를 때 마다 항상 일등을 차지할 수 있었고 성적은 퍽 좋게 나왔다. 1년을 지내면서 이보다는 

좋은 다른 학교로 전학하기로 결심하여 콜롬비아 대학, 오하이오 주립대학 그리고 듀크 대학

에 전학원서를 냈다. 듀크에서는 전액 장학금(fellowship),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는 수업조

교(teaching assistant) 장학금을 주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런데 콜롬비아대학에서는 입학 허가를 하면서 장학금은 대기자 명단에 넣은 통지서를 

받았다. 콜롬비아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 오하이오주립대학의 제

<그림 3> 에모리 대학교



154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8, 제14호

안을 수락했다.

지금 생각하면 듀크 대학의 fellowship

을 수락했었더라면 훨씬 좋았다고 생각

된다. 그런데 6월이 되면서 콜롬비아 대

학에서 조교 장학금을 주겠다는 통지가 

왔기에 오하이오주립대학에는 사정상 못

가겠다는 통보만 하고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으로 떠났다.

느린 템포의 남부와는 달리 ‘뉴욕’이란 

거대 도시 속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은 활

기찬 곳이었다. 도시 특유의 불친절 속에

서 바삐 움직이는 학생들 틈새에 끼여 그

럭저럭 지내게 되었다.

브로드웨이 116번가에 있는 당시의 콜

롬비아 대학은 전성기였고, 23명의 물리

학과 교수 가운데 11명이 당시 ‘노벨상’을 

받았거나 그 뒤에 노벨상을 받게 되었으

니, 내가 배운 교수들 두 사람 중 한 사람

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었다. 지금 생각

해도 가슴 뿌듯한 자긍심을 느끼게 한다.

그 당시 콜롬비아 대학 물리학과장은 

쿠시 교수(Polykarp Kusch: 1955년 노벨

상)였다. 그는 독일계 미국인으로서 퍽 특이한 분이었다. 그 이유는 모르지만 휘파람 소리를 

싫어했던지 그의 교수실 앞에는 “휘파람 금지(Don’t whistle!)”라는 팻말이 붙어 있다. 그런데 

어떤 학부 신입생이 그의 교수실 앞을 지나가면서 휘파람을 불었다. 집무실문이 활짝 열리면

서 화가 난 쿠시 교수가 튀어나와서 “이사람! 거기 좀 서게나”라고 외쳤다. 그 애송이 학생은 

그 자리에 서서 쿠시 교수를 힐끔 돌아보았다. 화가 난 쿠시교수는 “자네 이름이 뭔가”라고 

외쳤다. 그랬더니 그 신입생이 쿠시 교수를 힐끔 쳐다보더니 “당신 이름은 무엇이요”라고 반

문했다. 이 말을 들은 쿠시 교수는 부동자세를 취하고 “네! 저는 포리카프 쿠시이고 교수이

며, 노벨상 수상자입니다”라고 마치 상관에게 보고하는 어조였다. 엄격한 프러시아인의 기질

을 나타내는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매사에 엄격하고 정확한 그의 성질 때문인지 그는 전

자의 자기능률(지남철의 크기)을 정확히 측정함으로써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쿠시 교수는 나

<그림 4> 브로드웨이 116번가에 위치한 콜롬비아 대학교

<그림 5>   폴리카프 쿠시(1955년도 노벨상) ‘허공은 요동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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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특별한 인상을 준 분이기도 하지만 고마운 분이기도 하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내가 받

은 혜택은 수업조교(teaching assistant)이었다. 학생들의 문제풀이와 시험을 도와주는 댓가

로 등록금을 면제받고 생활비로 9개월 동안 월급을 주는 일종의 장학제도였다. 그러나 학기

는 9개월이고 1년은 12개월이기 때문에 방학 3개월 동안의 생활비 역시 필요했다. 국민소득 

80달러의 나라에서 온 가난한 학생을 위하여 3개월 동안 물리학과 9층에 있는 전자기파 연

구소(Radiation Laboratory)에서 연구조교(research assistant)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

다. 그때 내가 일하게 된 방이 ‘레이저’물리학을 개발한 공로로 뒷날 노벨상을 받게 되는 찰스 

타운즈(Charles Hard Townes: 1964년 노벨상) 교수의 연구실이었다. 2차 대전 당시 레이저

의 개발에 크게 공헌한 노빅(Novich) 교수 등 쟁쟁한 분들이 9층 전자기파연구실에 있었다.

‘레이저의 아버지’ 타운즈 교수를 만난 것은 그의 교수실이었다. 이른 아침인 여덟시에 그

의 교수실을 두드렸더니 “들어와요”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흰 얼굴에 금

테안경을 낀 신사가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앉아있었다. 그는 그의 연구원 케이힐 박사와 골

드 박사를 부르더니 이 학생을 실험실에 데려가서 필요한 일을 시키라고 말씀하시던 기억이 

난다. 그 뒤 타운즈 교수를 직접 뵌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내가 여름방학 동안 타운즈 교수 연구실에서 맡은 일은 땜질하는 일이었다. 그때 타운즈 

교수 연구실에서는 레이저의 전신인 메이저(Microwave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 즉 Maser)를 써서 분자구조를 연구하고 있었다. 그 당시 메이저(<그림 

6> 참조)는 덩치가 크고 진공부분이 많아서 틈이 있으면 진공이 깨어지고 메이저가 작동하

지 않기 때문에 새는 부위를 찾아서 땜질하는 것이 나의 임무였다. 대학원 애송이 학생인 나

에게는 레이저가 탄생하는 그 역사 속에서 일한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었고 그 지긋지긋한 땜

질하는 것이 몹시 싫었던 기억만이 남는다. 그러나 지금 뒤돌아보니 레이저 탄생의 중심현장

에서 일을 했다는 것이 어쩐지 자긍

심을 불러일으킨다. 잘 알려진 것처럼 

레이저는 원자를 자극하여 극히 강하

고 동질의 빛을 만들어낸다. 원리는 

메이저와 같으므로 타운즈 교수가 레

이저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것은 극히 

당연하다.

타운즈 교수의 회고록에 의하면 20

세기 양자물리의 개발자인 닐스보아

에게 메이저의 발상을 설명하였더니 

그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
<그림 6>   타운즈 교수(왼쪽)와 세계 최초의 메이저 장치(가운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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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레이저는 실현되었고 지금은 가요무대의 장치로부터 

라식수술, 철판 절단 그리고 핵융합 반응에 이르기까지 쓰이지 않

는 곳이 없다. 같은 방에서 일을 해본 적은 없었지만 중국인으로서

는 가장 먼저 노벨상을 받은 티디 리 교수를 처음 만났던 날도 기

억에 남는다.

그 당시 30대 후반인 중국태생 티디 리(T. D. Lee, 1957년도 노벨

상 수상) 교수를 처음 만난 것은 물리학과가 있는 13층 건물인 “퓨

핀(Pupin)”동의 엘리베이터에서였다. 나는 강의를 듣기 위해 엘리

베이터에 탔다. 낡은 퓨핀동의 엘리베이터는 덜걱덜걱 소리를 내면

서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 고물 엘리베이터였다. 나는 같이 탄 젊은 

동양인을 발견하고 같은 대학원 학생이려니 하고 “너는 무슨 강의

를 들으러 가느냐?”고 물었다. 그는 무뚝뚝하게 나는 강의를 들으

러 가는 것이 아니라고 짤막하게 대답하고 9층에서 내렸다. 그가 그 유명한 리 교수임을 아

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는 첸닝 양(C. N. Yang) 교수와 함께 노벨상을 

수상했고 그 당시 세계 물리학계를 이끌고 있는 인물이었다.

콜롬비아 대학 물리학과에는 중국인 교수가 많다. 리 교수에게 ‘기우칙(parity) 위반’을 실

험적으로 증명하여 노벨상을 안겨준 우(C. S. Wu) 교수, 후에 노벨상을 받게 될 사뮤엘 팅

(Samuel Ting) 교수도 그 중의 한 사람이다. 퓨핀동의 복도나 엘리베이터에서 중국말을 듣는 

것에 모든 물리학과 사람들이 익숙해 있었다.

리 교수는 양 교수와의 공동연구로 많은 성과를 내었다. 그들은 전기와 자기 그리고 핵을 

묶어주는 힘들을 지배하는 물리법칙은 왼쪽과 오른쪽을 구별 못하지만 방사성 동위원소를 

깨트려 방사선을 방출하게 하는 힘은 좌와 우를 구별한다는 이론을 내세웠다. 우 교수는 미

국표준 연구소의 강한 자석을 써서 ‘코발트 60’이 붕괴할 때 나오는 방사선에서 이를 실험적

으로 증명하였다.

양 교수와 리 교수의 공동연구는 수많은 업적을 생산했고, 그들이 만나서 점심을 먹는 브

로드웨이 110번가에 있는 중국 음식점을 모르는 콜롬비아 물리학과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노벨상이 좋은 것만도 아니다. 1957년도 노벨상을 수상한 뒤 그들 사이에 불화가 

시작되었다. 양 교수는 회갑기념 회고록에서 노벨상을 탄 ‘약작용에서 기우칙의 파괴’(Parity 

violation in week interaction)란 논문의 주된 아이디어는 양 자신에게서 나왔고 리 교수는 

그저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고 회고했다. 이를 알게 된 리 교수는 ‘균형의 파괴’(Broken 

parity)라는 글을 발표하면서 그 서두를 다음과 같이 시작했다.

<그림 7>  

처음에는 대학원생으로  

오해했던 티디 리 교수



2부  칼럼    157

“아주 친한 두 소년이 있었다. 어두운 

해변가에서 놀던 두 소년이 이상한 빛

이 나는 동굴을 보고 뛰기 시작했다. 

먼저 동굴에 도착한 아이가 문을 열고 

뒤따라온 다른 아이가 동굴 속에서 빛

을 내고 있는 찬란한 보석함에 먼저 

손을 댔다. 첫째 아이는 내가 먼저 동

굴 문을 열어서 보석을 보았기에 보석

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보석함에 

손을 먼저 댄 다른 아이는 보석함에 

먼저 손을 댄 사람은 나니까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다투면서 그들의 싸움은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한 리 교수의 글은 양 교수의 회고록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반대의견을 내놓

고 있다. 그들의 그 두터웠던 우정은 온데간데없고 지금은 서로가 만나지도 않는 앙숙지간이 

되었다.

양 교수는 노벨상을 받은 논문이외에도 ‘양-밀 이론’(Yang-Mills Theory) 이라는 다른 획기

적인 논문도 발표했기에 그는 은근히 두 번째 노벨상을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리 교수는 우리 나이로 87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밤늦게 새벽 두시까지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몽롱한 정신을 바로 잡기 위하여 ‘전기 쇼크’ 치료를 받고 다시 아침 9시

면 연구실에 나가서 연구에 몰두한다고 그 동료 교수에게 들은 적이 있다. 이런 노교수가 지

금도 콜롬비아 대학 물리학과에 있는데 어떻게 젊은 교수들이 게으름을 피울 수 있겠는가? 

리 교수야말로 물리학과의 ‘지도모델’ 

(role model)인 것이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만났던 노벨상 수상

자 가운데 팅 교수와 얽힌 기억도 새로워

진다. 팅 교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그

저 평범한 물리학자였다. 1965년경으로 

생각된다. 팅 교수는 그 당시 콜롬비아 대

학의 네비스 연구소(Nevis Laboratory)라

는 곳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다. 조교수였

던 것으로 기억되나 확실치는 않다. 나도 

같은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그림 8>   전기치료를 받으면서도 밤늦게까지 일하는 리 

교수

<그림 9>   워커힐 잔디밭에서 양 교수(중앙)와 슈리퍼 교

수(왼쪽, 둘 다 노벨상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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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연구소에는 컴퓨터가 하나밖에 없었다. 아마 IBM 1600인 것으로 기억되고 그 용량도 메

가바이트가 안 되었지만 그 크기는 큰 피아노만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당시에는 컴퓨터

를 사용하려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했고 프로그램을 입력하자면 그 펀치카드(punch card)

의 구멍을 센서가 읽어서 프로그램을 입력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 지금의 노트북보다 

그 능력이 1,000분의 1도 되지 않았지만 그 덩치는 그렇게 큰 것이었다. 지금은 PC도 클릭만 

하면 그 속의 정보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지만 그때는 아직 컴퓨터의 원시시대여서 그러지 

못하였다.

네비스 연구소의 규칙은 누구든 컴퓨터를 쓰고 나면 모든 것을 깨끗이 치워야하고 특히 프

로그램 카드를 남겨놓으면 그냥 쓰레기통에 쓸어 넣는 것이 관례였다. 어느 날 아침 컴퓨터 

데스크 위에 누군가 두고 갔는지 카드 뭉치가 늘어져 있기에 그냥 쓰레기통에 쓸어 넣었다. 

30분 정도 지났을까. 팅 박사가 급하게 들어오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프로그램 카드 뭉치를 

못 보았느냐고 숨을 헐떡이면서 물어왔다. 나는 그것을 쓰레기통에 쓸어 넣었다고 태연스럽

게 대답했다. 그의 일그러진 그 얼굴 표정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프로그램 카드 순서

를 다시 맞추어 내는 것은 큰일이고 어려웠기에 그가 당황해하고 기가 막혀 했던 것은 너무

나 당연했다.

그 뒤 세월이 흘러서 나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일리노이 대학의 연구원

이 되어 떠났고 팅 박사는 MIT의 부교수가 되어 떠난 것으로 기억된다.

팅 교수가 노벨상을 받았을 때 나는 서울대 물리학과의 교수로 있었고 그에게 노벨상을 

안겨준 ‘참 중간자’(charm meson)의 발견 소식은 학술지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물리학과의 교수는 23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11명의 교수가 벌써 노벨상을 받

고 있었거나 뒤에도 계속 노벨상을 받게 된다. 이렇게 2명 중 한명 꼴로 노벨 수상자인 교수

님들에게서 강의를 들었으니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뿌듯하다. 이런 학과는 그 뒤에도 그 전

<그림 10> 카드 펀치(왼쪽)와 IBM 7090(오른쪽) 



2부  칼럼    159

에도 없었고 브로드웨이 120가 코너에 자리 잡은 물리학과야 말로 20세기의 기적 가운데 하

나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역사상 전무후무한 전성기의 콜롬비아 대학 물리학과를 만든 원동력은 라비(I. I. 

Rabi) 교수였다. 일찍이 원자핵의 모양을 알아낸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강한 개

성의 소유자였다. 그의 업적을 토대로 오늘날의 MRI가 탄생되었다. MRI의 할아버지격인 라

비 교수도 돌아가시기 전에는 MRI의 신세를 지게 되었으니 좀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기도 한

다. 160cm밖에 안 되는 작은 키에 유태인 특유의 큰 코를 가진 이 선생님은 만사에 자기 개

성을 강하게 풍기는 그런 분이었다.

미국 학생들의 대부분은 글씨 쓰는 것이 엉망이다. 아마 타이프 하는 습성 때문에 그런지 

그들의 필서는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어서 알아보기가 힘들다. 라비 교수는 시험 문제지 첫 

단에 “글씨를 제대로 못쓰면 프린트하라(If you can’t write, print it!)”고 크게 주의를 주곤 하

였다. 못 알아보게 쓰지 말고 프린트하듯 정자로 또박또박 쓰라는 뜻의 라비 특유의 개성이 

담뿍 담긴 분명한 지시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그의 특유한 기지를 나타내는 한 토막의 일화를 하나 더 소개하겠다. 물리학 과목 가운데 

통계역학이란 것이 있다.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와 원자의 통계적인 성질을 규명함으로써 물

질 자체의 성질을 알아내는 학문이다. 예를 들어 얼마만한 열량을 가하면 그 물질의 온도가 

1도 올라가는지를 예측할 수 있고 더 넓게 확대하면 동역학적인 문제에도 적용할 수가 있다. 

이러한 통계역학을 처음 개발한 학자는 볼쯔만(Boltzman)이었고 변화하는 체계의 통계역학

의 기본 방정식을 ‘볼쯔만 방정식’이라고 한다. 이 방정식을 좀 손질하면 유체(fluid) 문제를 

연구하는 기본 방정식인 “나비어-스토크스” 방정식을 얻게 된다. 좀 어렵고 골치 아픈 이야기

를 늘어놓았지만 요약하면 유체문제를 다루는 ‘나비어-스토크스방정식’이 있다는 것으로 요

<그림 11>  

왼쪽이 팅 교수(1976년 노벨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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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되겠다. 

내가 라비 교수의 통계역학 강좌를 수강하고 있을 때 그는 대통령 과학자문관 등 여러 가

지 일로 퍽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바쁜 일정에 밀려서 강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던 어느 날 라비 교수는 “나비어-스토크스” 방정식을 응용하여 

어떤 유체문제를 푸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 해답을 흑판에 크게 써 내려갔다. 강의를 듣던 

어떤 학생이 “교수님! 답이 나왔지만 어떤 초기조건을 쓰셨지요?”라고 질문했다. 물리학에서

는 방정식을 풀어서 특정한 해답을 얻으려면 반드시 “초기조건”이 꼭 필요하다. 같은 방정식

의 해답이지만 포탄을 쏠 때 처음 어떤 각도로 쏘았는가에 따라 해답에 해당하는 날아간 거

리가 다르다. 예를 들어 수직으로 쏘면 제자리에 돌아오고 45도 각도로 쏘면 가장 멀리 간다. 

학생이 라비 교수에게 질문한 것은 어떤 초기조건인가를 물은 것이다. 그런데 바쁜 일정에 

쫓긴 라비 교수는 사실상 문제의 답을 그냥 베껴 쓴 것이지 이해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 

라비 교수는 질문한 학생을 한참동안 꽤 뚫어지게 쏘아 보더니 “이 사람아! 미국은 자유의 나

라야! 자네 마음대로 초기조건을 상상하게나!”라고 대답했다. 라비 교수의 기지가 번뜩이는 

대답이었다.

어쨌든 교과서에서만 보던 이름의 석학들을 직접 접하면서 나는 또 한 번 ‘미국’에 왔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 당시 서른둘의 젊은 나이로 정교수이며, 스물아홉 때 벌써 노벨상을 받은 

리 교수, 지금은 모두가 아는 레이저의 원리를 개발한 타운즈 교수, 독일인 특유의 정확성을 

바탕으로 전자의 자기 능률을 알아낸 쿠시 교수 등 모두가 노벨상을 수상한 기라성 같은 석

학들을 콜롬비아 대학 물리학과에 끌고 온 것은 모두가 라비 교수의 힘이었다.

풍요롭고 잘 사는 나라, 좋은 인재가 모인 나라, 연구를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 미국의 

<그림 12> 라비 교수(왼쪽)와 M.R.I.(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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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이런 것들이 후진국의 가난한 환경 속에서만 세상을 보던 젊은 학생인 나에게 미국

이란 잘 살고 좋은 나라라는 인상을 심어 주었다.

그 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내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의 명예교수가 되기 몇 년 전, 미

국의 부르크헤븐 국립연구소에서 열린 어떤 회의에 참석했다. 뉴욕 시에서 자동차로 한 시간 

반 정도의 거리에 있는 이 연구소에서 우연히 그 옛날 콜롬비아 대학 시절 은사인 멜 슈발츠

(Mel Schwartz) 교수를 만났다. 그와 함께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같이 하면서 얼마 전 돌아가

신 라비 교수가 화제에 올랐다. 슈발츠 교수는 라비 교수를 ‘그 늙은 영감(That old man)’이

란 애칭으로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는 그 당시 스물아홉의 조교수로 밤잠을 못 자며 열심히 연구하고 있었네. 알다시피 계

약제에 묶여 있던 조교수의 신세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품팔이 노동자와 같은 신세였지. 

나는 내가 주동한 ‘두 종류의 중성미자’ 실험을 마치고 그 늙은 영감을 비롯한 물리학과의 원

로 교수들 앞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네. 강연을 마치고 강단을 내려서니 그 영감이 손을 불쑥 

내밀면서 악수를 청하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멜 슈발츠! 자네는 오늘부터 계약직 조교

수가 아니라 영구직 교수가 되었네(Mel, You got your tenure).’ 나는 한 동안 멍하니 그 자리

에서 서있었네. 그 늙은 영감에게 고맙다는 말조차 잊어버린 바보처럼 멍청하게 말일세.”

훌륭한 업적을 알아보는 라비 교수가 꿰뚫어 본 것처럼 슈발츠 교수는 1988년에 ‘두 종류

의 중성미자’ 실험으로 노벨상을 받게 되었다. ‘그 늙은 영감’의 그때 그 고마움 때문에 이제

<그림 13>  

노벨상 수상 후(위, 오른쪽)와 노벨상 수상 전(아래)의  

레더만, 스타인버그, 슈발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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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흔을 바라보는 노교수 슈발츠의 눈에 

이슬이 맺혀 있는 것을 나는 못 본 체했다. 

그는 “서른도 채 되지 않은 애송이 후배를 

알아주는 그 영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

었네.”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아마 

자기의 눈물을 제자인 나에게 보여 주기 싫

었는지도 모른다.

그가 떠난 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얼

어붙은 듯이 앉아 있으면서 미국 유학 시절

에 느끼지 못했던 미국을 느꼈다. 후배를 

알아보고 이끌어 주는 선배가 있고 그 고마움을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잊지 않는 후배가 있는 

그런 나라는 정말 복 받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현실이 어쩐지 서글퍼졌다.

콜롬비아에서 만난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인연을 맺고 친하게 지낸 분은 

슈발츠 교수와 함께 노벨상을 받은 레온 레더먼 교수(Leon Lederman, 1988년도 노벨상 수

상)이다. 그는 번득이는 윗트(wit)의 소유자로서 그에 얽힌 이야기는 많다.

얼마 전에 많은 신문에서 “빛보다 빠른 입자의 발견”이란 기사가 실렸었다. 그 내용은 이

러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핵물리 연구소의 가속기(입자를 가속시키는 장치로서 포항공

대의 방사광속기, 경주에 설치되는 양성자 가속기 등 여러 종류가 있다.)에서 만들어낸 ‘중성

미자’라는 입자를 이태리의 그랑삿소(Grand Sasso)까지 보내었다.

그런데 그 “중성미자”의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60나노초 더 빨랐다는 것이었다.” 이 ‘중성

미자’가 어떤 입자인지를 소개하려면 좀 지루한 설명이 필요하다.

1931년 물리학자 볼프강 파울리(Wolfgang Pauli)가 중성미자(neutrion)란 가상적인 소립

자의 존재를 예언한 지도 벌써 60여 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전해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1930

년 12월 당시 동위원소 연구의 권위자들이 난처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튀빙겐대학에 모였다. 

그 문제란 당시의 모든 기초과학을 뒤흔들어 놓을 만한 일로서 동위원소의 붕괴에서 나오는 

베타선 방출이 마치 에너지보존의 법칙을 위배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를 설명할 방법이 막

연했던 것이다.

이렇게 권위자들이 모여서 지혜를 짜내려고 고민하고 있을 때 당시 30세밖에 되지 않았던 

파울리는 어떤 무도회에 참석하여 사교춤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벌써 이 문제에 대한 해답

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여유 있는 춤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기의 선배 학

자들에게 보내는, “친애하는 동위원소 권위자 여러분…”으로 시작되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자기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그림 14> 중성미자의 존재를 예언한 파울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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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위원소가 붕괴되는 현상에는 알파, 베타, 감마 붕괴가 있는데 이중에서 전자를 방출하며 

붕괴되는 현상을 베타(β)붕괴라고 한다. 그때 나오는 β선은 전자로 되어 있기에 자장을 통과

하게 되면 휘어지고 얼마만큼 휘어지는가에 따라서 그 에너지를 가늠할 수 있다. 그런데 동

위원소가 β붕괴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전자가 지니고 나가는 에너지보다 많아 마치 에너

지의 일부가 아무런 원인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파울리 교수는 

눈에도 안 보이고 전기나 자장의 영향도 받지 않으며 무게도 없는 유령 같은 작은 입자가 동

시에 방출된다고 생각했다. 이 입자는 전기도 지니지 않고 무게조차 없지만 에너지를 지닐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에너지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유령 같은 이 소립자가 가지고 달아난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 말을 들은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페르미는 작은 중성자라는 뜻으로 

‘중성미자’라고 이름 지었다.

중성미자는 아주 미미한 존재다. 1백억 개의 중성미자가 우리 몸을 뚫고 지나가도 우리는 

아무런 느낌을 받지 못한다. 이는 몇 개의 빛의 알갱이인 광양자가 눈에 들어와도 우리는 곧 

빛임을 알 수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중성미자야말로 유령 같은 소립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중성미자는, 태양이 저렇게 밝은 빛을 내는 원동력인 수소핵융합 반응에서 에너지를 갖고 

나옴으로써 계속적인 융합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초 당 1백억 개의 중성미자가 태양으로부터 날아오고 있지만 우리들이 이를 못 느낄 따름

이다. 말 재치가 있기로 유명한 레더먼은 다음과 같이 중성미자를 표현하고 있다. “우리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관측할 수 없으면 이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중성미자는 겨

우 존재하는 실체인 것이다.”

‘겨우 존재’하는 이 중성미자도 파울리가 예언한 지 30년 후 드디어 발견되었고 이제는 요

긴하고 필수불가결한 소립자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겨우 존재’하는 까닭에 아직도 그 무게조

차 알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는 60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파울리 박사가 살아있다면 야단을 

<그림 15>  

레더만과 부인. 그리고 필자

(시카고의 어느 중국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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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긴 이

야기였지만 레더만의 재치있는 단면

을 조금은 보여 줄 수 있었다고 생

각된다.

레온을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데 있다. 그는 

과학의 대중화에 몸을 바친 사람이

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나 

자신이 과학문화진흥회를 만들고 

과학의 대중화에 나선 것도 그의 영

향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과학을 대중화하기 위하여 ‘토요학교’(Saturday school)를 시작했다. 콜롬비아를 떠나

서 시카고 대학에 재직할 때였다. 시카고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카고 대학 부근에는 

흑인촌이 자리 잡고 있다. 흑인아이들의 가정환경은 정말 어렵다.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이 

50%는 되고 아버지가 있더라도 집에 들어오면 엄마나 아이들에게 술주정하는 사람들이 대

부분이었다. 그들은 과학뿐만이 아니라 학업 성취도가 형편이 없었다.

나는 레온에게 “시카고에는 잘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들의 백인 자녀들은 학업 성취도도 

높으며 그 중에는 많은 영재들이 있을 것이다. 교수님처럼 노벨상까지 받은 저명한 교수께서 

그런 영재 아이들의 길을 이끌어 줘야지 왜 학업성적이 형편없는 ‘껌둥이’ 아이들을 가르치면

서 시간을 낭비하느냐?”라고 물어보았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백인 영재 아이들은 좋은 학교, 좋은 학부모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서 충분한 기회를 가졌다. 그러나 흑인 아이들은 그런 기회가 전혀 없다. 만약에 이들 가

운데 장래 ‘아인슈타인’이 있어서 이 진흙 속의 진주를 발견하지 못하면 500년에 한 사람 정

도 나올 수 있는 과학자를 잃게 될 것이다. 나는 이런 장래 아인슈타인이 진흙 속에 묻혀서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들 불우한 흑인들에게 정력을 쏟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

를 보면서 이런 훌륭한 분을 내가 알고 지내는 것이 퍽 자랑스러웠다.

그는 지금도 일요일이면 시카고 거리에 좌판을 차려놓고 “과학에 대해서 물어 보십시오”

라는 팻말을 걸어놓고 앉아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훌륭한 과학자들이 나올 날을 그저 막연

하게 기다린다.

그 많은 노벨상을 배출한 콜롬비아대학 물리학과의 ‘퓨핀동’은 맨해튼의 브로드웨이 120

가에 지금도 말없이 서있다. 브로드웨이의 기적을 탄생시킨 주역들 가운데 많은 분이 돌아가

셨지만 그들의 발자취는 아직도 퓨핀동의 여러 연구실에 그대로 남아 있다.

<그림 16> 좌판을 편 레더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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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봉사생활 반세기, 그리고 보람
연구 및 학술 진흥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명예교수  조완규

내가 서울대학교 교수로서 맡았던 교내 각종 보직에 관하여서는 이곳에서 다루지 않았다. 

대신 내가 참여한 국내외 공사기관(公私機關) 및 단체의 임원 혹은 회원으로 봉사한 각종 사

업 가운데 우선 연구, 교육 및 학술진흥을 위한 내용을 다루었다.

I. WHO 인간생식연구부

1977년 2월부터 2년간 세계보건기구(WHO) 인간생식연구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

였다. 당시 인구증가율이 우려될 만큼 높아서 WHO는 출생 억제와 관련된 연구과제 심사를 

위하여 세계 전문학자로 구성된 위원회였다. 1년에 두 번 연구과제 심사를 위하여 스위스 제

네바의 WHO 본부에서 개최되는 위원회에 참석하였다. 위원회 개최 1주일 전, 세계 학자들

이 신청한 수십 건의 연구비 신청 과제가 나의 사무실로 배달되었다. 당시 자연과학대학 학

장으로 대학행정을 맡고 있을 때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에 시달렸고, 대학원 학생 논문지도 

등으로 많은 시간을 빼앗겨 항상 퇴근이 늦었고, 집에 돌아와서도 쉴 새 없이 밤새도록 과제

를 읽어야 했다. 제네바 행 비행기 안에서도 눈 붙일 사이 없이 연구과제를 검토하였다. 제네

바 호텔 방에 들어가면 책상 위에 또 읽어야 할 두툼한 여러 편의 과제가 놓여 있었다. 학생

시위가 한참인 때라 회의 전날 제네바에 도착하고 회의 끝나면 바로 귀국하여야 하게끔 빽빽

이 짜인 일정이어서 심신이 매우 피곤하였다. 이 일을 그만 둘 생각도 했지만 심사할 연구과

제가 나의 전공분야와 같고 내 방 대학원 학생 연구지도에 도움 되어 WHO 운영위원직을 그

대로 유지하였다.

II. UN대학 신기술연구소

1990년 6월부터 7년간 네덜란드 마아스트리히트(Maastricht)에 있는 UN대학교 신기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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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 UNU/INTECH) 이사로 봉사하였다. 당시 나는 서울대학교 총장, 그리고 이어서 교육부

장관 직에 있었지만 1년에 한두 번 열리는 신기술연구소 이사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였다. 

UN대학은 일본 도쿄(東京)에 본부를 두고 있지만 캠퍼스나 학생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각국이 UN대학 이름으로 설립하고 재정지원 하는 특정분야 연구소를 관리하는 국제기구이

다. 신기술연구소도 네덜란드 정부가 지원하는 UN대학의 한 연구기구다. 또한 매년 한두 차

례 도쿄 소재 UN대학교 본부에서 개최하는 연구과제 평가, 국제간 연구협력 지원 등을 다루

는 이사회에 참석하였다. 나는 한국에 UN대학 부설연구소 설립을 바라는 브라질 출신 물리

학자인 하이터 굴그리노 디 소오자(de Souza) UN대학 총장을 고 건(高 健) 국무총리와 김숙

희(金淑姬) 교육부장관에게 소개하였다. 디 소오자 총장과 나는 장차 환경문제가 국제 간 중

요과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광주과학기술원(GIST) 김효근(金孝根) 원장에

게 UN대학 부설 환경연구소 설립을 권유하였다. 김 원장은 UN대학 총장의 권유를 받아들여 

광주과학기술원 내에 환경을 다룰 연구부를 개설하고 UN대학과 협력하기로 하였다.

III. 일본 이화학연구소(RIKEN)

1994년 10월부터 3년간 나는 이사장인 아리마 아키토(有馬朗人) 교수의 추천으로 일본 이

화학연구소(RIKEN) 첨단연구사업부 국제자문위원으로 참여하였다. 100년 역사의 일본 기초

과학 연구의 본산인 RIKEN은 이미 우리나라 과학계에도 잘 알려져 있었다. 아리마 교수는 

내가 서울대학교 총장 때 일본 도쿄대학 총장이었고 두 대학의 학술협력협약을 약정하는 등 

가까운 사이였다. 그런 아리마 이사장이 나를 RIKEN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것이다. RIKEN

의 조직, 운영 그리고 연구비 규모 등 관심 있는 분야를 파악할 좋은 기회였다. 당시 첨단분

야라 할 수 있는 뇌(腦), 당생물학(糖生物學) 그리고 컴퓨터의 3가지 분야를, 10개년 혹은 12

개년 계획연구과제로 정하고 집중적으로 투자 지원하고 있었다. 각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국

적 관계없이 세계적 학자에게 위촉하였다. 가령 당생물학 연구팀장은 미국 스크립스 연구소 

상근연구원인 대만학자이며 해마다 3, 4번 1, 2주간 RIKEN에 체류하며 연구를 관리, 주도하

고 있었다. 거주지가 떨어져 있어도 전화 혹은 전자메일로 충분히 연구책임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세계 각국 전문학자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연구과제를 심사 및 평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연구지원 연장 혹은 중단 등을 결정하였다. 이같이 RIKEN은 수

시로 전문가를 초청하여 운영과 연구방향에 대한 자문 그리고 연구과제 평가를 받는 등 운

영체제가 확립되어 있어서 일본을 대표하는 국제적 연구기관이 될 수 있었다. 우리 연구기관

도 효율적 운영과 연구업적 제고를 위하여서는 국제적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및 평가위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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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택하여야 할 것으로 느꼈다. 비용 때문에 전문가 초청을 꺼리는 경향이 있지만 결과적

으로는 이 제도가 결코 낭비가 아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자존심이고 국제 수준급 

연구소인 RIKEN이 연구과제의 연장, 중단 혹은 연구비 조정 등을 외국의 전문학자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름으로서 RIKEN이 일본을 대표하는 기초과학 연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점을 우리나라 각 분야 연구기관이 참고하기를 소망하며, 과감한 운영체제 전환

이 있기를 소망한다.

RIKEN의 국제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낙후된 우리나라 기초과학 수준을 확인할 수 있

었다. 1994년 RIKEN이 결정한 첨단분야 중 뇌 연구는 인류 연구 분야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으며 과감히 세계 전문학자를 영입하는 등 가히 일본 기초연구의 전당이라 할 수 있다. 도

쿄대학 교수보다 RIKEN의 연구원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그런 연구소다. 그 동안 첨단연구분

야인 뇌 연구는 10년간 집중적으로 수행하였고 끝내는 RIKEN 부설 ‘뇌 연구소’로 승격하였

다. 특히 뇌 연구 그리고 당생물학 분야의 연구와 컴퓨터 기술 개발 등은 우리에게 생소한 분

야였다. 나의 제자이고 뇌 호르몬과 난소성숙 관계를 연구해 온 김경진(金敬眞) 교수에게 뇌 

연구를 권유하였고 뇌 연구에 정진하여 온 김 교수는 이미 세계적 학자의 반열에 올라 명성

을 얻고 있다. 뇌 연구를 총괄하는 ‘뇌 연구원장’으로 임명되어 뇌 연구의 기틀을 구축하는 등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쳤다. 김 교수의 요구로 정부는 ‘뇌 연구촉진법’을 제정하였고 뇌 연구

를 차세대 국책연구과제로 지정하는 등 뇌 연구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당생물학도 우리에게

는 생소한 분야이지만 연세대학교 조진원(趙鎭元) 교수가 이 분야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조 

교수는 미국 Stony Brook 대학교 교수로 당생물학의 권위자인 Lenarz 교수 밑에서 박사후 

과정을 마치고 귀국한 후 이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 이 분야도 국제학술회의를 주최할 만큼 

크게 발전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RIKEN이 추구하는 또 다른 첨단분야인 컴퓨터 기술은 

1994년 당시에는 매우 초보적이었으나 그 뒤 이 기술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였고 

역시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그 바탕에는 RIKEN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일관된 지원과 일본 과

학자의 연구활동에 대한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IV. 유전공학학술협의회

1973년 미국 학자가 대장균 유전자를 조작하여 새로운 형질의 대장균 생성에 성공하였다. 

이 실험은 결국 생물을 창조할 가능성을 제공한다며 바이오 학계뿐 아니라 사회에 큰 충격

을 주었다. 1982년 초 나를 찾아온 동아제약 이사였던 이상희(李祥羲) 국회의원의 권유에 따

라 유전공학학술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유전공학 기술의 고부가가치성을 내다본 이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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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全斗煥) 대통령에게 유전공학 육성 방안을 제시하였고, 대통령은 유전공학 육성책을 

추진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했다. 이 의원의 방안은 우선 KIST에 유전공학 연구센타(현 한국

생명공학연구원)를 설립하고, 산업체가 참여하는 유전공학연구조합을, 그리고 유전공학 관

련 과학자가 유전공학학술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이미 유전공학연구센터 소장은 한문

희(韓文熙) 박사가, 10여 개 기업체가 참여하는 연구조합 이사장은 현대그룹 정주영(鄭周永) 

회장이 선임되었으며, 유전공학학술회 회장을 내가 맡아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나는 그 분야

가 전공도 아니고 그 동안 신문, 텔레비전 혹은 라디오에 출연하여 자신만이 유전공학자라며 

유전공학을 소개해 온 소위 4인방의 싸움에 끼어들 생각이 없다며 그의 제의를 사절하였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뒤 이 의원은 다시 나를 찾아왔다. 소위 4인방을 비롯한 관련 교수들이 나

의 회장직 추대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를 맡아 달라고 재차 부탁하였다. 결국 나는 당

시 유전공학을 전공하거나 앞으로 그 분야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교수 및 연구원 17명으로 

구성된 유전공학학술협의회 회장직을 맡게 된 것이다. 정부는 연구조합과 학술협의회의 요

청에 따라 1984년 ‘유전공학육성법’(뒤에 생명공학육성법으로 개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40여개 대학이 유전공학 관련 학과를 설치하였고 KIST 내 유전공학 연구센터는 정부출

연 ‘생명공학연구원’으로 승격하고 대덕연구단지로 옮겼다. 정부는 대학이 제출한 유전공학 

연구과제에 대하여 매해 1억 원씩, 수년간 지원하는 등 본격적으로 이 분야의 육성에 착수하

였다. 유전공학 관련 학과 설치와 전문 연구소의 확대에 따라 크게 증가한 교수 및 연구요원

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활약 중인 교포 교수 혹은 교포 연구 요원을 등용함으로써 그 수요를 

채웠다. 이로 인하여 국내 유전공학 분야 전공학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최초 17명이

었던 유전공학 전문학자 수가 귀국한 교포학자와 대학이 배출한 전문학자를 합쳐 4, 5년 사

이에 1,000여 명으로 증가하여 이 분야는 단기간 내에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유전공학 및 생명공학 연구로 얻은 지식과 기술을 산업화할 목적으로 1991년에 제약회사 

등 50여 생물산업 관련 업체가 모여 한국생물산업협회(현 한국바이오협회)를 창립하였고, 그

때 회장으로 선출된 나는 2008년까지의 17년간 활발한 학술행사, 국제교류 및 회원사간 협

력추진 등 우리나라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V. 국제백신연구소(IVI)

1990년 UN에서 개최된 70여 개국 정상회의에서 한 해 6백만 명의 후진국 어린이의 목숨

을 앗아가는 전염병 예방대책을 협의하였고, 미국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교수인 신승

일(辛承一) 박사가 제시한 국제백신연구소(IVI) 안을 채택하였다. 신 교수는 대학 교수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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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하고 UNDP의 전문위원이 되어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였다. 1992년 교육부장관실로 나

를 찾은 신 교수는 백신연구소 안을 설명하며 여러 나라가 유치경쟁 중이니 한국도 연구소 

유치를 신청하도록 권유하였다. 1993년 내가 공직을 끝낸 후 교수 및 연구원의 천거로 국제

백신연구소(IVI) 유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물론 나는 이를 사양하였다. 특히 IVI 

설립을 주관하는 UNDP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시킬 자신이 없었다. UNDP가 내 건 조건에 따

르면 첫째 5천 평 크기의 연구소 본부 건물을 기증하여야 하고 연간 2백만 달러가 넘는 운영

비의 30%인 70여만 달러를 부담하여야 했다. 그간 대학 혹은 정부의 공직에 있을 때 예산 얻

기 위하여 만난 예산관료의 신경질적 대응에 매번 곤혹스러웠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특히 그

것이 신규사업일 경우 그들은 완고하였다. 그런 예산관료를 설득하여 IVI 설립에 소요되는 

재원을 얻어야 하는데 그럴 자신이 없어 위원장직을 고사하였다. 물론 IVI를 유치하면 그 나

라의 생명과학이 발전할 것이고 국제경쟁력이 향상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중국 등 여러 나

라가 IVI 유치 경쟁에 나선 것이다. 그런 때 나의 선배 총장이고 내 형님이나 다름없는 권이

혁(權彝赫) 총장의 강한 권유를 물리칠 수 없어 결국 유치위원장직을 맡았다. 김영삼(金泳

三) 대통령은 ‘우리가 어려울 때 여러 나라의 도움으로 이 만큼 성장했으니 이젠 우리가 은혜

갚음 차원에서 IVI를 유치하여야 한다’며 연구소 유치 의사를 굳혔다. 그리고 1995년 UN 50

주년 기념 총회에서 김 대통령은 ‘세계 어린이 질병 퇴치를 위하여 우리나라가 IVI를 설립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국무회의는 IVI유치(안)을 통과시켰고 국회는 이를 비준하였다. 당시 

서울대학교 김종운(金鐘云) 총장이 연구공원 내에 연구소 부지 5천 평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유치위원회 간사역을 맡은 박상대(朴相大) 교수는 IVI 유치계획(안)을 작성하였고 나와 함께 

미국 뉴욕의 UNDP를 방문하여 연구소 유치안을 제출하였다. 이때 녹십자 허영섭(許永燮) 

회장이 여비 등 경비를 지원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 UNDP 내 연구소 위치선정위원단은 이영

덕(李榮德) 국무총리와 김숙희 교육부장관을 방문하고 우리의 확고한 유치의지를 확인하였

고, 또한 유창한 영어로 우리 학계의 유치 의지를 설명한 임정빈(任正彬) 교수의 연구소 유치 

계획을 경청한 위치선정위원단은 결국 중국 등 경쟁국을 제치고 우리나라를 유치국으로 선

정하였다. 이렇게 애써 유치한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관료들은 민간자본으로 추진하

라며 그들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결국 이들 관료를 설득하는 데 여러 해가 걸렸다. 1995년 

김종필(金鐘泌) 총리 등 정부요인 및 학계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 내 연구공원에서 연

구소 기공식을 가졌고 1998년 연구소 건물을 준공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5년 뒤인 2003년에

야 완공되였다. 2004년 연구소 기증식에 참석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확고한 정부지원 

정책을 경청한 국내외 연구요원들은 크게 감동하였다. IVI 본부건물의 완공이 늦어짐에 따라 

그동안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는 4, 5백 명의 후진국 어린이를 구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예산

관료의 경직된 인식으로 인하여 한국은 국제적 신뢰을 잃은 꼴이 되었다.  그런 가운데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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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6개국과 WHO가 IVI를 비준함으로써 IVI는 우리나라가 유치한 유일한 국제기구가 된 것

이다. 나는 1993년 UNDP 내 IVI 설립준비 이사로, IVI가 발족한 1997년부터 3년간은 정부지

명 IVI 이사로, 또 5년간은 초대 사무총장의 특별고문으로 봉사하는 등 IVI의 창립자

(Founder)의 한 사람으로 IVI 기틀 다지기에 헌신하였다. 값싼 백신개발을 위하여 IVI에는 

국내외 과학자 120여명이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설립 후 20년 동안 빌 게이츠 재단이 

후원한 1억 5천만 달러의 연구비와 연간 70억 원의 정부 지원 그리고 한국후원회가 모금한 

재원으로 설사병, 뎅기열 등 후진국형 전염병 예방 백신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그 동안 IVI는 

값싼 콜레라 백신 개발에 성공하여 네팔 등 콜레라 다발지역 어린의의 생명을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나는 1998년 학계, 기업체 그리고 사회 유지 60여 명으로 IVI 한국후원회를 조직하였고 초

대 이사장으로 7년간, 2005년부터 후원회 상임고문으로, IVI의 사업을 돕고 있다. 후원회 고

문인 이세웅(李世雄) 신일재단 이사장은 2017년부터 5년 간 개최되는 백신 포럼(Global 

Vaccine Forum)에 매해 비용 5천 만원을 지원하며, 강중현(姜仲炫) 삼진회장은 후원회 발족 

이래 매년 거금을 쾌척하고 있다. 후원회 회원인 유바이로로직스의 백영옥 사장은 값싼 경구

용 콜레라 백신 생산을 위하여 춘천에 공장을 설립하였고 이미 천여만 도스를 생산 비축 하

고 있다. 내가 창립회원인 서울남서로타리 클럽은 IVI 사업지원의 중심 클럽이 되었고 나의 

주선으로 국제로타리 클럽 3640지구 총재와 IVI 사무총장 간에 후원협정을 체결하였다. 서울

남서로타리 클럽 신영진(申榮眞) 회장은 ‘사랑의 백신’ 캠페인 위원장으로, IVI 후원금 모금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머지않아 3650지구 등 다른 지역 로타리 클럽도 IVI 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국제로타리 클럽이 거의 박멸 상태인 ‘Polio-end’ 

사업의 후속으로 IVI의 백신개발 사업을 채택하기를 소망하고 있다. 국제로타리 클럽과 IVI

의 교량역할을 한 것은 나의 큰 보람이다. 오늘도 국제백신연구소 안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

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IVI 사업을 돕는 일에 종사할 것이다.

VI. 한국대학총장협회

1994년 10월 어느 날 오후 나는 중앙대학교 김민하(金玟河) 총장의 전화를 받았다. “여러 

달 전부터 전, 현직 대학총장이 한국대학총장협회 창립을 준비하였고 오늘 마지막 준비위원

회에서 조(趙) 총장을 초대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했으니 도와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이 단체의 기능이나 사업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여 수락여부를 즉답(卽

答)하지 못하였다. “아직도 전 총장을 받아 주지 않는 대학들이 많아 전 총장과 현 총장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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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껄끄러운데 그런 단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는가. 전 총장이면 전 총장, 현 총장이면 

현 총장들이 모인 단체가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나의 생각을 밝혔다. 김 총장은 

자세한 내용은 곧 만나 설명하겠다며 일단 통화가 끝났다. 그날 저녁 배달된 석간 사회면에 

큼직하게 “한국대학총장협회 창립, 조(趙) 아무개를 회장으로 추대”라는 기사가 실렸다. 나

는 매우 당황하였으며 즉시 서울대학교의 김종운 총장에게 이 단체의 설립동기와 사업내용

을 알아보았다. 김 총장은 두 말 말고 총장들의 권유를 그대로 받아들이라며 협회 창립에 중

앙대학교 김민하(金玟河) 총장, 홍익대학교 이면영(李勉榮) 총장 그리고 경남대학교 박재규

(朴在圭) 총장 등이 힘썼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대학의 발전을 위할 뿐 아니라 사회의 원

로 지성집단으로서 나라가 어려울 때, 사회가 혼돈(混沌)할 때 또는 정치적인 갈등이 심할 때 

정치계, 사회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 충고하고 조언하며 혹은 비판하여 나라가 올바른 방향

으로 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이 협회 설립의 동기였다. 그날 밤 여러 신문 기자들이 그 협회

가 무엇하는 단체인가를 물어 왔다. 자세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않은 나로서는 즉

답할 수 없었고 다만 이 준비에 깊게 관여한 총장들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이라고 하였다. 어쨌든 우리나라에 새로 발족한 대학총장협회의 회장직을 맡지 않을 수 없 

었다.

협회 부회장으로 선출된 경남대학교 박재규(朴在圭) 총장이 서울 삼청동(三淸洞)에 위치

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내에 협회 사무실을 제공하였고 동 대학교 심지연(沈之淵) 

교수 등 교직원이 협회 사무 일을 도왔다. 전, 현직 총장이 협회 이사로 선임되었고 협회를 

사단법인체로 등록하기로 결정한 뒤, 교육부에 소정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산

하단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그 업무 내용에 있어 일부 중복된다며 일단 승인하

지 않았다. 대학이 회원인 대교협은 교육부 산하단체이지만 전, 현 총장이 자의로 가입한 총

장협회는 비영리 임의단체이며 그 성격이나 기능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한국대학총장협회이 

교육부에 대한 압력단체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 교육부가 한국대학총장협회 구성을 마땅히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총장협회가 정부, 사회의 부조리를 밝혀 이를 요로에 건의하

며, 또한 대학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등 국가원로의 모임으로서 국가 발전을 위하여 헌신할 

것임을 거듭 설명한 끝에 1년 뒤인 1994년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고 총장협회가 정식으로 출

범한 것이다.

협회는 총장협회 이사회의 심의 결정사항을 수행할 회장 및 부회장을 두는 내부 규정을 마

련하였다. 그리고 관례로 전 총장은 이사장을, 그리고 현 총장이 회장을 맡기로 하였다. 결국 

나는 회장에서 이사장으로, 그리고 새로 박재규 총장이 회장, 이대순(李大淳) 총장 등 서너 

명을 부회장으로, 그리고 홍일식(洪一植) 전 고대(高大) 총장 등 10여 명을 이사로 위촉하는 

등 협회를 구성하였다. 회원은 입회비를 낼 뿐 박재규 총장이 협회사무실 경비를 출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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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인 잡지 ‘대학지성(大學知性)’을 간행하였다. 잡지는 대학 교육의 문제점, 세계 명문대학 

소개와 우리 대학의 현황 그리고 고등교육발전계획 등 대학교육 질(質) 향상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또 협회는 수시로 시국(時局)과 관련, 정부나 사회에 충고 혹은 조언하는 등 국가원

로로서 충실히 국가의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협회는 그 동안 몇 차례 정부, 사회에 

대하여 조언, 격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협회는 대학교육의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

여 국제대학교육연합회 일원으로, 그리고 러시아 대학총장협회와의 연계 등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 초, 총장협회의 박재규 회장이 통일부장관으로 발탁됨에 따라 당시 경원대학교 총

장인 이대순(李大淳) 부회장이 회장 자리를 승계하였다. 같은 해 5월에는 총장협회가 주선하

여 60여 명의 전, 현직 총장이 금강산 관광의 기회를 가졌으며 이런 기회는 회원들 간의 친목

을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4, 5년 전 러시아의 모스크바대학 총장을 비롯한 10여명의 

러시아 대학총장단을 초청하여 대학교육 교류와 관련된 학술 행사를 주관하였고, 2001년 5

월에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대학총장들이 모여 두 번째 대학의 

협력 및 교류에 대한 학술 행사가 있었다. 두 번의 행사를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

던 것은 이세웅(李世雄) 한로문화재단 이사장(신일그룹 회장)의 후원이 있어서 가능하였다.

그런 사이 이대순 회장이 일본 정부 초청으로 2001년 10월부터 1년간 일본 동경에서 연구 

생활을 하게 됨에 따라 회장직을 사퇴하였고 박재규 총장도 장관직에서 벗어나 대학으로 돌

아오게 되었다. 따라서 임원의 보완이 필요하였다. 지난 1994년 10월에 총장협회의 초대 회

장을 맡았었고 또 그 뒤 이사장으로 봉사해 온 나는 이사장 임기 2년을 남겨놓고 이사장직을 

사퇴하고 내 후임에 박재규 총장을, 그리고 이대순 총장 후임에 동국대학교 송석구(宋錫求) 

총장이 그 일을 맡게 하였다. 이사장을 그만둔 뒤 안 일이지만 당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

교협) 회장을 맡고 있던 이(李)모 총장이 현직 총장은 총장협회에서 탈퇴하고 현직에 있는 

총장은 총장협회에 가입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총장협회는 임의단체이고 가입 여부는 정

관을 검토한 총장의 판단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서 이 대교협 회장의 일방적 지시는 오히려 

전, 현직 총장을 불쾌하게 하였다. 물론 그 같은 일방적 지시가 통할 정도로 총장들이 우매하

지 않았으며, 그 같은 지시가 있은 후 회원 수는 더욱 늘었다. 내가 서운하였던 것은 나의 후

임 총장이었고, 후임 대교협 회장인 그가 내가 선임 대교협 회장이었고 당시 이사장직을 맡

고 있음을 알면서도 나와 그런 문제를 의논한 일 없이 자신의 편견으로 최고지성단체를 흔들

어 놓은 것이다. 물론 그 같은 편협된 지시가 통하지 않았던 것은 당연하였다. 이 총장 후임

으로 대교협 회장을 맡은 김우식(金雨植) 연세대학교 총장은 흔들렸던 대교협을 복원하는 

데 힘 써 매우 고무적이었다. 한때 국정(國政)이 어지럽거나 사회질서가 흔들릴 때 총장협회

는 정부, 사회에 대하여 충고 혹은 조언하는 일을 해 왔다. 최근의 사회를 위기 상황으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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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한 총장협회는 회원의 의견을 모아 정부 및 사회에 호소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나는 

대교협 초대회장, 이사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이사로서, 협회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총장협회

는 앞으로도 최고지성단체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우리나라 정치 및 대학 발전에 크

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

2011년부터 총장협회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공동으로 S-오일 과학문화재단(오명(吳明) 

이사장)의 지원을 받아 우수 이학박사 학위 취득자 및 지도교수에게 논문상을 시상하고 있

다. 그때마다 논문의 질이 거의 국제적 수준에 이른 것을 발견하게 된다. 노벨상 등 세계 권

위 있는 상의 수상 대상자의 경우 거의가 박사학위과정 혹은 박사후 과정에서 이루어진 연구

업적임을 감안할 때, 오래지 않아 우리 젊은 박사 취득자 가운데 그런 영광의 기회가 있을 것

으로 확신한다. 나는 논문심사위원장으로 시상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VII.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8년 서울대학교 총장 재임 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제4대 회장으로 선임되었

다. 그 뒤 이사장 그리고 현재는 이사로 대교협에 참여하고 있다. 교육부에 등록된 대교협은 

대학이 구성원이고 총장이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다. 대학 관련사항을 연구하고 정부에 정책

을 건의하며 수시로 학술 행사를 주관한다. 학생 시위가 극심할 때 회장을 맡은 나는 실효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정부의 요청으로 학생 자제를 당부하는 총장의 빈번한 성명서 발표보다

는 대학의 자율성 신장과 학생지도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논의한 내용을 언론매체가 다루

게 하여 총장의 권위를 수호하고 의지를 표현하도록 하였다. 내가 총장일 때 학생의 정치활

동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교수회의가 학생징계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대학의 자율성 제고

와 정부의 간섭 배제 등 자율 학칙 제정으로 인한 서울대학교 환경의 안정화를 확인한 총장

들이 그간 정부의 시녀(侍女) 역할에서 선의의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였

다. 특히, 나는 회장 취임사에서 실의(失意)에 찬 총장들에게 대학 자율성을 천명함으로써 힘

을 북돋아 주고자 이 점을 역설하였다. 어떤 신문은 ‘칼 찬 총장들’이라며 총장들의 결의(決

意)를 박스기사로 싣기도 하였다. 그간 자칫 어용기관으로 보였던 대교협(大敎協)은 힘이 생

겼고 총장들의 사기(士氣)도 올랐다. 가끔 대교협 행사에서 역대 회장을 대표하여 축사를 하

는 등 대교협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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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광주과학기술원

1993년 광주과학기술원(GIST, 광주과기원) 설립위원장으로, 그리고 설립 후 3년간 초대 이

사장으로 광주과기원의 기틀을 다지는 일에 힘을 기울였다. 나는 GIST가 지방에 있지만 우

리나라 유일한 국제과학기술 대학원이 되기를 바랐다. 대학원 과정만을 개설한 GIST는 뛰어

난 연구업적으로 세계 학계에 명성을 높였다.

그러나 얼마 후 학부 과정을 개설함으로써 연구에 집중하던 교수가 교육의 부담을 안게 

되었다. GIST가 또 한 개의 지방대학으로 전락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IX. 숙명학원재단

나는 서울대학교 부총장인 1980년 숙명학원재단 이사로 선임되어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된 1987년까지의 7년간 숙명학원, 즉 숙명여자대학교와, 숙명여자중, 고등학교를 관장하

는 재단이사로 학교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였다. 그 동안 서울대학교 부총장이 숙명학원재단 

이사로 선임되는 것이 관례라고 했다. 따라서 나는 예기치 않게 숙명학원과 인연을 맺게 되

었다. 이사장은 태완선(太完善) 전 경제부총리였다. 숙명여대 총장 임기가 끝날 무렵에는 의

례히 대학 밖의 인사가 자천, 타천으로 총장 후보자로 거명되었고 그 중에서 총장이 선임되

었다. 이처럼 숙명학원과 연고가 없는 외부 인사가 숙명여대 총장으로 선임되는 것이 관례여

서 숙명여대 교수, 숙명여 · 중고 교사, 졸업생, 재학생들의 신뢰나 기대를 얻기 어려웠고, 그

런 총장이 숙명학원에 애정을 갖고 학원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바랄 수는 더욱 없었다. 

나는 이사장에게 숙명여대 발전을 위하여 숙명여대 교수가운데 덕망(德望), 능력 그리고 리

더십을 갖춘 교수를 총장으로 임명하기를 권하였다. 그러나 이사장은 나의 권유에 부정적이

었다. 만일 교내 교수 중에서 총장을 선임할 경우 교수들 사이에 파가 생기고 학원 소요의 원

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였다. 나는 그런 일을 염려하여 총장을 밖에서 발탁하여야 

한다면 언제까지 그러해야 하는가며, 한 번 겪더라도 교내에서 총장 감을 탐색하자며 강청하

였다. 이사장은 나의 권유를 받아드렸고 총장 후보감을 물었다. 나는 바로 김옥렬 교수를 추

천하였다. 김 교수는 한때 비례대표인 국회의원으로 봉사하였지만 환영 속에 교수로 복귀할 

만큼 학생의 존경을 받는 학자였다. 결국 이사장은 나의 추천을 받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김옥렬 교수를 총장으로 선임하였다. 물론 대학 교수와 학생 등 숙명 가족은 개교 이래 처음 

교수 중에서 총장이 선임됨으로써 그간 외부인사의 신탁통치를 끝낸 것을 환영하였다. 김옥

렬 총장은 기대한 만큼 큰 업적을 남김으로써 신뢰를 쌓았으며 그 뒤로는 줄곧 숙명여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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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중에서 총장을 선임하였으며 역대 총장은 대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서울대학교 부총

장이 숙명재단 이사가 되는 관례에 따라 나의 후임 부총장이 당연히 이사가 되어야 했지만 

이사회에서 나를 놓아 주지 않았고 결국 1987년 서울대학교 총장 임명 때까지 7년간 계속 숙

명학원재단 이사로 봉사하였다. 숙명여자대학교에 새로운 풍토를 조성한 것을 기쁘게 생각

한다.

X. 성신학원재단

나는 1981년 성신학원재단 이사로 선임되었고 10여 년간 성신학원 발전에 기여하였다. 

1952년 나는 대학을 졸업한 뒤 부산으로 피난한 성신여자중 · 고등학교 생물학 교사가 되었

다. 당시 학생 수는 중1에서 고3까지 100여 명에 불과했다. 교사 수는 모두 10여 명으로 매우 

단출했다. 부산시 광복동 한 아파트 옥상에 꾸민 판자 교사(校舍)를 교실로 썼다. 생물학 선

생이었지만 선생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화학, 미적분 등 고등수학, 영어 그리고 독일어까지 

맡아 가르쳤다. 또한 점심시간 15분 체조 지도까지 맡아 했다. 생물학 이외의 과목은 대학 때 

배운 지식이라 밤 새워가며 복습하였다. 처음의 직장이라 강의에 전력을 쏟은 결과, 개교 이

래 처음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고려대학교 혹은 성균관대학교에 학생을 진학시켰다. 나의 

노력에 감복한 이숙종 교장은 염색한 군복차림인 나에게 옷 사 입으라며 금일봉(金一封)을 

주기도 했다. 그러던 중 1981년 성신여자대학교로 승격하자 이숙종 학원장은 나를 성신학원

이사로 선임하였다. 1992년 성신학원 이사회는 나를 이사장으로 추천하였다. 그러나 교육부

장관 임명으로 인하여 결국 성신학원과의 오랜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다.

XI.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1993년 6월부터 6년간 포항공과대학교 재단 이사로 봉사하였다. 1991년 초 포항공과대학 

학장직 제의를 받은 김호길(金浩吉) 박사의 부탁으로 포항제철 박태준(朴泰俊) 회장을 만났

다. 나는 박 회장에게 포항공과대학이 또 한 개의 지방대학이 아니고 명문대학이 될 방안을 

설명하였다. 교수로 초빙된 국내외 국제수준급 학자에게 풍족한 보수와 연구비 및 주택을 제

공하고 학생에게는 학비 면제 혹은 장학금 제공 그리고 기숙사 수용 등 특단(特段)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박 회장은 즉석에서 그대로 하겠다고 다짐하였고 사실 그대

로 실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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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포항공대 설립준비위원으로 위촉되었고 준비위원장인 최형섭(崔亨燮) 전 과기처장

관과 2주간 프랑스 에콜 폴리테크니크 등 유럽 여러 나라 명문 공과대학을 방문, 자료를 수

집하여 포항공대 설립에 참고하였다. 포항공대 재단 이사로 봉사하는 동안 나는 서너 번 포

항공대 교수 및 가족, 학생과 학부모를 초대한 강당에서 그들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특별강연

을 하였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서울에서 천리 먼 거리의 지방에 있는 포항공대를 선택한 결

단에 경의를 표하고, 교수로 초빙된 국제적 명성이 높은 미국 등 선진국 대학에서 활약한 최

고급 교포 학자의 지도를 받게 된 축복받은 학생임을 들어 이들을 격려하였다. 또한 문화시

설은 없고 다만 노란 연기를 날리는 제철공장의 높은 굴뚝만을 쳐다보아야 하는 황량한 포

항에서 생활하기로 결심한 교수 가족에게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뜨거운 박수

를 청하였다. 나를 포함한 교수들의 요청 결과, 정부는 포항공대 부지에 우리나라 최초의 방

사광가속기를 설치하였다. 오늘날 포항공대가 서울에서 천리 길 먼 지방에 있지만 우리나라 

5개 대학 중 하나의 명문 대학으로 꼽히며 이 같은 영예는 포항공대 가족들의 각별한 헌신적 

봉사가 있어 가능하다. 포항공대의 발전을 기원한다.

XII. 서울사이버대학교

나는, 신일기업(信一企業) 회장이고 신일학원 이사장인 이세웅(李世雄) 박사의 부탁으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신일학원재단 이사로 봉사하였다. 내가 이세웅 이사장을 처음 만난 

것은 교육개혁위원회에 같이 위원으로 참여한 1985년이다. 준수한 외모에 겸손하고 고매한 

인품인 이 이사장에게 나는 매료되었었다.

그 뒤 오늘에 이르도록 친교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신일기업의 사업에서 얻은 이윤의 사

회환원 의식이 투철하며 동료와 후배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있다. 또한 신일중 · 고를 설립

하여 명문으로 육성하였을 뿐 아니라 오래 전부터 구상해 온 온라인(On-line) 대학 설립을 

승인받았으며 2000년 우리나라 최초의 원격교육 기관인 서울사이버대학교를 개교하였다. 나

는 학원이사로서 온라인 교육기관인 이 대학교가 일반 대학교와 경합할 유능한 교수진 확보

와 학원 운영비 지원 등 각별히 배려한 이(李) 이사장에게 감사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학교 

내 시설, 교수 연구실, 학내 복도, 회의실 등에 세계 최고의 명품으로 장치할 만큼 미술에 대

한 각별한 애정을 소유한 최고제일주의자다. 나는 이 같은 명문 교육기관의 이사로 봉사한 

것을 큰 보람으로 여기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인 온라인 대학인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여타 종

합대학교 내 혹은 단독 온라인 교육기관의 모델이 되고 있다. 기독교 신앙심이 강한 이 이사

장은 신일학원 내 교육기관이 사랑, 박애, 평화 등 기독교 정신의 구현을 위한 교육에 주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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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 동안 이 이사장의 도움을 받은 단체가 많다. 국립발레단 이사장, 예술의 전당 이

사장으로, 열약한 예술분야 육성에 전념하였다. 또 적십자사 총재일 때 남북이산가족 상봉사

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한로문화협회(韓露文化協會) 회장으로 선임된 이 이사장

은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문화 및 학술교류 사업을 지원하였다. 교육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이 이사장은 그간 숙명학원 그리고 성신학원 이사장으로 두 대학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이 

이사장은 1995년 내가 유치한 국제백신연구소의 한국후원회 고문으로 유치 때부터 각종 명

목으로 후원금을 쾌척하며 연구소의 인도적 사업을 돕고 있다. 특히 李 이사장은 2017년으로

부터 5년 간 국제학술행사인 ‘국제백신 포럼’ 사업을 위하여 매년 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

였다. 내가 신일학원 이사였다는 이유로 나의 승용차 기사를 제공하는 등 이 이사장의 각별

한 호의 그리고 은혜를 입고 있다. 이 이사장과의 신의를 바탕으로 한 우정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발전을 기원한다.

XIII.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aSSIST)

2000년대 초 조동성(趙東成) 교수가 나를 찾아와 MBA 전문 경영대학원 설립과 관련하여 

나의 자문을 구하였다. 당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할 수 있었다. 조 교

수는 일찍이 산업정책연구원(IPS)을 개설하여 공개강좌 운영 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하고 있었다. 이미 핀란드 헬싱키 소재 알토 경제과학대학(Aalto School of Economics, 전 헬

신키 경제과학대학원), 그리고 미국 스토니 부룩의 뉴욕주립대학(SUNY at Stony Brook)과 

MBA 복수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대학원 과정 설립을 계획한 것이다. IPS

가 운영하고 있는 공개강좌 중 바이오 관련 과정 운영에 관여했던 나는 대학원대학교 설립을 

권유하였다. 이미 몇몇 대학원대학교가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조동성 교수가 구

상하고 있는 경영대학원대학 설립 허가는 문제될 것이 없었다.

결국 2004년 대학원대학교 설립 인가에 따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Seoul School of 

Integrated Sciences and Technologies, aSSIST)”라는 이름으로 출범하였으며 조촐하게 개교

식을 치렀다. 그때 배포한 대학원대학교 안내책자 첫 페이지에 “명예총장” 직함과 함께 내 사

진이 실린 것을 보고 놀랐다. 내가 서울대학교 총장 때 기획처를 맡아 나를 도와주었고 내가 

유치한 국제백신연구소의 사업을 지원하는 한국후원회 부회장으로 이사장인 나를 돕고 있

는 조 교수라 아무 말 않고 그대로 명예총장 직함을 수용하였다. 조 교수는 설립자이기는 했

으나 실제로 대학원대학교에는 간여하지 않았다. 하버드 법과대학 전 부학장이던 스미스 박

사를 초대 총장으로 영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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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A 과정을 개설한 경영대학이 여러 종합대학교 내에 있지만 대학교 내 각종 규제로 발

전하기 어렵다. 반면, MBA 과정만을 개설한 단설(單設) 대학원인 aSSIST는 수시로 기업체 등 

임원을 대상으로 한 공개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학계, 관계 그리고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경

영인을 위한 독창적이고 참신한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교육함으로써 이미 명문으로 자리매김

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력 등 산업체별 MBA과정을 운영하며 소위 맞춤교육을 시행하여 

왔다. 종합대학교 내의 경영대학은 대학교 내 규제와 견제로 인하여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개

설 운영하기 어렵지만 aSSIST는 시의적절한 교과과정을 자유롭게 개발,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핀란드의 알토경제대학과의 연계는 산업정책연구원(IPS) 때부터였으며 이 과정을 거친 동문

만도 이미 3천 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산업체 혹은 기관의 임원 등 책임 있는 요직에 있으

며 aSSIST에서 이수한 지식을 활용하여 소속 단체 혹은 기관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의 영문 약칭을 SSIST가 아니라 aSSIST로 한 까닭이 있다. 

“a”는 본 대학원대학교의 4가지 a로 시작되는 교육목표의 영문단어 머리글자를 땄다. 즉 

Advance(선도적인 교육), Action(실천하는 교육), Awareness(윤리를 강조하는 교육) 그리고 

Acknowledge(검증된 교육)의 첫 글자를 따서 aSSIST라고 부르기로 한 것이다. 이 이름은 이

미 외국 대학에도 잘 알려져 있다. 또한 aSSIST는 미래 지속경영(持續經營)을 위한 인재를 양

성할 것을 목표로 한 교육철학을 설정하였다. 이른바 4T이다. 4개의 T로 시작하는 문자에서 

땄다. 즉 eThics(윤리의식), Technology(전문지식과 첨단기술), sTorytelling(창조적 사고) 그

리고 Teamwork(팀워크를 통한 공동체 리더십)를 의미한다. 이 같은 철학에 투철한 경영전

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본 대학원의 사명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 각층 기업 및 기관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4T CEO 공개 과정을 운영하여 왔다. 이 과정을 수료한 인사들이 천

여 명이 되며, 이들은 각 기관의 리더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나는 명예총장으로서 특별히 할 일은 없으나, 그 동안 입학식, 졸업식 축사 혹은 격려사를 

맡았었다. 나의 격려사에는 의례히 몇 가지 사항이 포함된다. 즉 aSSIST는 규제에 묶인 종합

대학교 내의 MBA 과정과는 달리 규모는 작지만 독자적으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개발하

여 경쟁력 있는 경영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알차고 강한 대학원으로 여러분이 aSSIST를 선택

한 것은 매우 현명한 결단이라는 점, 그리고 소정과정을 끝날 때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이

를 극복할 능력과 자신을 겸비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aSSIST

를 졸업한 후에는 선후배간의 강한 유대로 인하여 직장생활에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점 등을 강조한다. 특히 대학원의 젊고 유능한 교수진이 독자적이고 최고의 MBA 교육과정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 평가기관인 Aspen의 aSSIST에 대한 평점도 우수하다.

몇 해 전 aSSIST와 제휴하고 있는 핀란드 헬싱키경제대학(HSE, 현 알토 경제과학대학)을 

방문한 일이 있다. HSE는 유럽 경영대학 가운데 몇 안 되는 명문이며 aSSIST 학생들이 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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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 대학으로 옮겨와 이 대학 교수의 강의를 받는다. 따라서 aSSIST 학생은 알토대학에서 

수학함으로써 복수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이 같은 복수학위 제도는 흔치 않으며 우리 학생에

게 주어진 특혜이다. 영어로 제공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얼마간 부담이 되겠지만 새로운 경력

을 축적한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나는 그간 단설 대학원인 aSSIST의 명예총장 직함으로 이 대학원과 관련을 이어왔지만 

2018년 7월 ‘서울아카데미재단’ 이사장으로 선임됨으로써 계속하여 aSSIST 발전을 위하여 노

고를 다할 것이다.

XIV.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나는 1994년 11월에 발족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초대 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전혀 예기치 

않던 자리였다. 그간 한림원은 과총(科總) 산하 조직으로 발족하기로 하고 과학기술원

(KAIST) 이상수(李相洙) 원장이 ‘한국과학기술아카데미’ 준비위원장으로 위촉되어 수고하였

다. 7월 이상수 원장은 발기인대회에서 ‘아카데미’ 창립 준비과정과 조직 내용을 소개하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과학기술계 원로, 중진이 모인 단체라 영어로 ‘Academy’로 표시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언어로 ’아카데미‘는 적절치 않다. 종로 거리에 널린 입시준비학원이 연상됨으로 

신라 때부터 학자를 한림학사로 불렀고 스웨덴 ‘아카데미’를 스웨덴 한림원이라 호칭하듯 이 

모임 이름을 ‘한림원’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한 일 외에 한림원 창립 준비에 참여하

지 않았다. 물론 나의 제안에 따라 즉석에서 아카데미 명칭을 한림원으로 고쳤다. 당연히 한

림원 창립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수 원장이 초대 원장으로 선출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

러나 창립총회에서 지명된 원장추천위원회는 한림원 창립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나를 초대

원장으로 추천하였다. 그리고 이상수 원장, 김기형(金基衡) 초대 과기처장관, 이호왕(李鎬汪) 

박사 등 준비위원들은 부원장이 되었다. 나보다 3년 선배인 이상수 원장이나 전 장관인 김기

형 박사 등이 부원장이라 나는 매우 난감하였고 또 곤혹스러웠다. 한림원 조직 내용과 배경

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나를 초대원장으로 추천한 이유는 나에게 한림원 회원의 자격 

평가와 그에 따른 새로운 구성, 효율적 운영과 세계 아카데미와의 교류 증진 등을 기대하였

을 것이다. 나는 바로 한림원을 과총에서 독립한 법인체(法人體)로 바꾸었고, 엄격한 회원심

사 규정을 마련하여 이미 선출된 회원 500명 가운데 40여 명과 누락된 국내외 과학자 100명

을 선출하여 명실 공히 선도적 과학자가 회원인 새로운 한림원을 구성하였다. 엄격한 심사규

정에 따라 회원이 선출되는 것을 지켜본 나의 오랜 친구인 브라이언 히프(Brian Heap) 교수

는 기다렸던 것처럼 자신이 부회장인 영국 왕립협회(Royal Society of London)와의 학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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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협정을 요청해 왔다. 그간 교류 대상으로 대한민국 학술원을 고려했지만 자율성을 존중하

는 왕립협회는 정부 조직인 학술원보다 오히려 한국과학재단과 교류하여 왔다고 히프 교수

는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제 진정 학술교류 대상이 탄생한 것이다. 왕립협회에 이어 ‘프랑스

한림원’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아카데미’가 우리 한림원과 학술교류를 체결하였고 미국과학

아카데미(NAS, USA)의 앨버츠(Alberts) 회장은 축하 편지를 보내왔고 뒤에 역시 학술교류를 

체결하였다. 이처럼 한림원은 세계 아카데미의 축복 속에 발족하였고 그들과 학술 교류의 터

전을 구축하는 일을 주도한 것은 나의 큰 보람이다.

원장이 된 후 한림원 조직을 크게 고쳤다. 우선 엄격한 회원 심사과정으로 과총이 추천한 

회원 500명 중 40여 명 만을 회원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과총 추천에서 누락한 그러나 당

연히 회원이 되어야 할 국내외 저명 과학자를 영입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회원 수 100명을 

증원하였다. 또 회원을 70세 미만으로 하고 그 이상의 회원은 심사를 거쳐 종신회원으로 추

대하기로 하였다.

한림원 발족 1년 후,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스웨덴 등 선진국 한림원 그리고 중국아카

데미 원장을 초청하여 한림원 창립총회를 거창하게 치렀다. 한림원은 탄생 후 20여 년간 원

탁토론회, 심포지엄 혹은 포럼 등 빈번하고 활발한 학술행사를 주관하며 우리나라 과학기술 

역량(力量) 증진과 젊은 차세대 과학자를 영입하는 소위 Y-KAST 모임을 통하여 이들을 격려

한다. 정부에 대한 과학기술 정책 건의 등 나는 오늘날까지 한림원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

하며 후진을 격려하는 일에 봉사하고 있다.

지난 해 제정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에 의하여 한림원이 건국 후 70년간 우리

나라 경제대국을 건설하는 데 기여한 과학기술인 32명의 유공자를 선정하였는데 그 가운데 

내가 포함되었다. 유공자 중 22명은 이미 작고하였고 남은 10명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유공

자회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KAIST 도곡캠퍼스에 유공자 사무실이 마련되었다. 유공자회는 

계속 우리나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자문 등 역할을 할 것이다.

XV. 학술원

2016년 나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60세 후반에 학술원 회원이 되지

만 90에 가까운 나이에 회원으로 선임된 것은 필경 최고령 신입회원 기록을 세웠을 것이다. 

1994년 내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초대원장으로 선출되었을 때 학술원 회원인 선배가 나를 

학술원 회원으로 추천하려고 한다며 한림원 원장직 사퇴를 권하였다. 엊그제 원장으로 선임

된 터라 수락하기 어려운 권유였다. 내가 한림원 원장직을 그만둘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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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하는 권유니 이는 앞으로 학술원 회원이 될 것을 아예 생각하지도 말라는 선언이나 같

았다. 한림원은 과학기술계 중진이 회원인 법인체이고 학술원은 인문, 사회, 자연과학 분야 

원로학자로 구성된 국립기관이라 서로 대립관계인 기관이 아니다. 실제로 학술원 회원 여러 

명이 한림원 회원이며 그 중 한림원 부원장 등 임원을 맡은 회원도 있었다. 나에게 원장직 사

퇴를 권유한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었지만 짐작은 할 수 있었다. 나는 젊은 나이인 1967년

에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생과장의 보직을 시작으로 1974년에는 이학부장(理學部長)을, 

1975년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면서 자연과학대학 학장을, 1979년 서울대학교 부총장, 이어서 

1987년 서울대학교 총장에 임명되었다. 그런 여러 보직은 은사, 원로교수 혹은 두터운 층의 

선배교수 가운데서 누군가가 맡을 자리를 가마득한 제자, 후배인 내가 맡았으니 그들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이다. 그런 내가 이번에는 한림원 원장으로 선임된 것이다. 그러니 내가 더욱 

미웠을지도 모른다. 나는 학술원을, 나와는 관계없는 기관이어서 별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내가 학술원 회원 추천을 사양한 것을 알게 된, 같은 학과 후배가 학술원 회원이 된 것은 다

행한 일이었고 그 뒤 제자들이 줄줄이 학술원 회원으로 선임되었다. 나와 같은 학과 3년 선

배인 학술원 회원이 작고하자 관련학회가 나를 회원으로 추천하기로 하였다며 학회 임원으

로부터 필요한 서류 작성 부탁을 받았으나 90 가까운 나이라 내키지 않아 일단 사양하였다. 

그들의 거듭된 요청으로 결국 학술원 회원 서류를 제출하였다. 다만 학회가 잊지 않고 나를 

배려한 것이 매우 고마웠다. 한림원장 탓에 학술원 회원 추천을 사양한 것이 20여 년 전이지

만 이제 회원이 되었으니 여생을 학술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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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지진 연구 회고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명예교수  이기화

필자는 미국 피츠버그(Pittsburgh) 대학과 캐나다 Victoria Geophysical Observatory에서 

7년 4개월 간의 유학시절을 마친 후 1977년 12월 말에 귀국하여 다음 해 봄에 사범대학 지구

과학과에 지구물리학 전공 교수로 부임하였다. Pittsburgh 대학에서는 Walter L. Pilant 교수

의 지도하에 유라시아 지역의 Rayleigh파 분산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Victoria 

Geophysical Observatory에서는 캐나다 서해 Vancouver Island 부근의 지진활동을 연구했

다. 부임한 당시 서울대학교에는 지구물리 전공교수로는 자연과학대학 지질학과의 고 정봉

일 교수님과 또 물리탐사 전공교수로 공과대학 자원공학과의 현병구 교수님과 고 서정희 교

수가 있었다.

첫 학기를 마친 후 전공인 지진학의 국내 연구 여건을 살펴보았다. 당시 기상청은 서울과 

광주에 단 두 개소의 지진관측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지진발생 빈도도 높지 않았다. 두 개의 

지진 관측 자료로는 진앙조차 정확하게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진계에 기록되는 계기지진

의 분석이 어렵다는 암담한 현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지진학이 아닌 다른 지구물리학 

분야에서 연구 주제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차 당시 고리

에 설치 운영 중인 원자력발전소 부지의 지진위험도를 평가하는 작업에 참여한 정봉일 교수

님이 일제강점기에 출간된 두 개의 보고서를 나에게 주었다. 첫째는 1912년 和田雄治의 <朝

鮮古今地震考>(1)이고 둘째는 1940년 隼田公地의 <智異山南麓雙磎寺强震報告>(2)였다.

<朝鮮古今地震考>는 和田雄治가 우리나라의 사료, 즉 三國史記,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增

補文獻備考, 承政院日記, 日省錄 등 14종의 문헌에서 서기 2년부터 1912년까지 1659개의 지

진에 관한 기록을 수집한 보고서였다. <智異山南麓雙磎寺强震報告>는 1936년 7월 4일 쌍계

사에서 발생한 지진(일본기상청( JMA)진도 V)을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필자는 이 보고서들

을 보고, 기상청 자료의 분석은 당장은 어렵지만 그래도 지진연구를 시작할 수 있겠다고 생

각했다. 특히 <朝鮮古今地震考>는 한반도에서 과거 수많은 지진들이 발생하였음을 보여 주

는 기록으로서 당시 우리나라의 지진활동에 대해 전혀 개념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던 필자에

게 큰 충격을 주었다. <朝鮮古今地震考>의 역사지진 기록에는 감진지역과 피해상황 그리고 

지진의 크기가 和田雄治가 임의로 설정한 4개의 진도계급으로 기술되어 있었다. 필자는 이 

역사지진들의 진앙과 진도 및 규모를 지진학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하여 한반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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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활동을 구명하는 작업이 우리나라 지진연구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 

했다.

필자는 부임한 다음 해인 1979년에 한반도 지각구조에 관한 두 편의 논문을 출판하였다. 

첫째 논문(3)에서 국립지리원의 중력 자료를 분석하여 한반도가 전체적으로 지각균형을 유

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한반도가 지구동력학적인 견지에서 수직 방향의 지구조력 

(tectonic force)를 받지 않는 안정한 지역이고 산악지역이 평야지역에 비하여 지각 두께가 

더 큼을 의미한다. 둘째 논문(4)은 隼田公地의 <智異山南麓雙磎寺强震報告>를 분석하여 한

반도의 지각구조를 결정했다. 이 논문에서 한반도에 뚜렷한 Moho 불연속면이 존재하고 지

각의 두께는 대략 35km임을 밝혔다. 그러나 상부지각과 하부지각을 구분하는 속도 불연속

면인 Conrad면의 존재여부는 구명하지 못했다. 지각에서의 P파와 S파의 평균 속도, 그리고 

상부 맨틀에서의 P파의 속도가 각기 대략 5.8km/sec, 3.5km/sec, 7.7km/sec임도 밝혔다. 이 

두 논문들로 한반도의 지각구조가 최초로 밝혀졌다.

사범대학에 부임한 첫 해인 1978년에 우리나라 지진연구를 획기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중

요한 사건이 발생했다. 즉 그 해 10월 7일 홍성에서 발생한 규모 5.0의 지진이다. 이 지진으로 

홍주성 성가퀴가 무너지고 홍성읍내의 건조물이 파손되는 등 당시 시가로 약 5억 원의 재산

피해가 일어났다. 홍성지진은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역이라는 그릇된 국민의 고정관념을 송

두리째 부숴버렸고, 정부가 범국가적 지진재해대책을 본격적으로 강구하게 된 중요한 계기

가 되었다. 이 지진으로 기상청의 지진관측망이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1980년에는 관측소가 

6개 계기지진들의 진앙과 규모의 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홍성지진은 필자의 신상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즉 사범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에서 

자연과학대학 지질학과로 자리를 옮기게 된 것이다. 홍성지진이 발생하자 지질학과의 정봉

일 교수님이 찾아와 자연과학대학에 지구물리학과를 창설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그분은 

1950년대에 미국 Utah대학에서 지구물리학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국내 지구물리학계의 제

1세대라고 할 수 있다. 오랜 기간 자연과학대학에 지구물리학과를 창설하는 것이 꿈이었는

데 마침 홍성지진이 발생했으니 이 기회에 함께 노력하자고 필자를 설득했다. 사범대학에 부

임한 지 채 1년이 못 되어 자연과학대학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옳은 것인

지 한참 고민한 끝에 필자는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다. 서울대학교에 지구물리학과를 창설하

는 것은 국내 지구물리학의 획기적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이다.

우리의 노력이 성과를 이루는 데 2년 반이 소요되었다. 학과의 설립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

업은 내가 했고 자연과학대학을 설득하는 작업은 정봉일 교수님과 같이 했었다. 다행히 당시 

자연과학대학 조완규 학장님의 도움으로 지구물리학과를 자연과학대학에 설립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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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서울대학교 본부에서 제동이 걸렸다. 즉 당시 정부의 서울특별시 인구 

억제 정책으로 서울대학교의 학부 학생 수를 증원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대학 본부

는 자연과학대학에 지구물리학과를 신설하려면 자연과학대학의 타 학과의 학생 수를 줄여서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연과학의 타 학과에서 이러한 협조를 구하는 것은 불가

능한 일이었다. 결국 조완규 학장님이 절충안을 제시하였다. 즉 지질학과를 지질과학과로 명

칭을 바꾸고 대학원 과정을 지질학전공과 지구물리학전공으로 구분하여 지구물리학 전공의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이었다. 이리하여 필자는 1981년 1월에 자

연과학대학 지질과학과로 전임하게 되었다.

사범대학에 재직하던 1980년 한반도 계기지진에 관한 최초의 논문(5)을 발표하였다. 당시 

일본 기상청에 근무하던 M. Ichikawa 박사가 1926~1943년의 조선총독부 관측소 지진기록을 

정리한 목록을 필자에게 제공하였다, 필자는 1979년에 결정한 한반도 지각구조 모델(4)을 사

용하여 이 지진들의 진앙을 결정할 수 있었다. 이 논문은 군산대학교 정희옥의 석사논문 테

마였다. 이 논문에서 1936년의 쌍계사 지진과 이 부근을 통과하는 추정단층과의 연관성과 또 

한반도 계기지진들의 규모-빈도 관계식의 b값이 0.8임이 밝혀졌다. 이 논문은 영문으로 작성

되었으며 이후 필자의 연구실의 모든 석사 박사 논문들은 모두 영문으로 작성되어 학회지에 

출간되었다. 이것은 당시 국문 논문이 학회지의 주류를 이룬 상황에서 이례적인 것이었다.

자연과학대학으로 전임함에 따라 내 학문에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 지구물리학 과

목을 정봉일 교수님과 함께 학부와 대학원에서 폭 넓게 강의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석사 박사 

과정에 진입한 학생들과 다양한 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다. 지구물리학이 지질과학과에서 뿌

리를 내린 지 4년이 지나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즉 정봉일 교수님이 1985년 9월에 갑자

기 별세하신 것이다. 필자가 여름방학 때 동경대학 지진연구소에 출장 간 기간에 지병인 간

경화가 급격히 악화된 것이었다.

자연과학대학으로 옮긴 후 내 연구실의 주 연구과제는 지진이었지만 학생들의 요구에 따

라 중력, 지자기, 물리탐사, 지열 분야의 연구도 수행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지진학 분야의 

주요 연구를 기술하고자 한다. 정봉일 교수님이 1981년 1,766회의 역사지진을 분석한 논문

(6)을 발표했으나, 지진 목록을 제시하지 않았고 또 진앙과 진도를 객관적인 절차가 아니라 

단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였다. 필자는 지속적으로 사료를 조사하여 추가 역사지

진들을 수집하는 작업과 이 지진들의 진앙과 진도를 결정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을 수립하는 작업을 병행하여 수행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뜻밖에 지질학 및 지진학적

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 수확이 있었다. 즉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임을 발견한 것이다.

원자력발전소는 지진재해를 피하기 위하여 그 주변에 활성단층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활성단층은 지질학적으로 제4기(250만 년 전 이래)에 지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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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적이 있는 단층으로 현재 지진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단

층으로 간주한다. 1970년대 초기에 정부가 고리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고려할 때 주변에 

위치한 양산단층이 지진학적으로 활성단층인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양산

단층은 중생대에 한반도 남부에 발생한 격렬한 지각변동에 의하여 생성되었으며 부산 근처

에서 양산, 경주, 포항 등지를 거쳐 영덕으로 이어지는 총 연장 170km의 대규모 단층이다. 당

시 고리 발전소의 부지조사를 담당한 한국동력자원연구소는 이 단층이 비활성단층이라고 보

고했고, 따라서 이 발전소들의 내진설계(耐震設計)는 그러한 전제 하에서 수행되었다.

한국동력자원연구소는 1982년 8월~12월에 양산단층 일대에 지진관측망을 설치하여 운영

하였다. 필자는 당시 문교부 지원으로 양산단층 일대의 지구물리학적 특성을 연구하고 있었

는데, 이 관측망의 운영책임자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지진관측자료를 제공하였다. 이 

관측자료에서 양산단층 일대에서 발생하는 미소지진들이 발견되었다. 필자는 또 양산단층이 

통과하는 경주에서 MMI(Modified Mercalli Intensity)진도 VIII 이상의 파괴적인 지진들이 10

회 발생하였음을 발견하였다. 그 중 가장 특기할 만한 것으로 779년에 발생하여 다수의 가옥

들이 파괴되어 100여 명이 사망한 것을 들 수 있다. 필자는 이를 근거로 하여 1983년 지질학

회지에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임을 주장한 논문을 출간하였다(7). 이 연구는 나성호의 석사학

위 논문의 테마였다.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라는 주장은 국내 지구과학계는 물론이거니와 정부와 한국전력 등 

원자력산업계에 엄청난 충격을 불러왔다. 왜냐하면 만약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면 고리, 월

성 원자력 발전소의 내진 설계는 수정되어야 하고 이는 이 발전소들의 운영을 중단하고 보수

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라는 필자의 주장에 대

한 반론이 곧 학계의 일각에서 제기되었고, 이 문제는 수십 년간 우리나라 지구과학계의 가

장 뜨거운 논쟁의 이슈가 되어 왔다. 그러나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

진과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은 양산단층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활성단층임을 보여 줌으로써 이 논쟁을 종식시켰다.

한반도 역사지진의 진앙과 진도를 결정하는 객관적인 절차와 방법은 1985년 필자가 한반

도 지진위험도를 분석한 논문에 제시하였다(8). 필자는 이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진앙과 진

도를 이용하여 지진위험도를 분석한 것이다. 역사지진들의 진앙과 진도가 결정됨에 따라 이

를 이용하여 한반도 주요 지체구조구인 경상분지, 옥천대, 영남육괴, 경기육괴 등지의 지진활

동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이중 가장 특기할 만한 것으로 1991년 출간된 양산단층의 

구역화(segmentation)를 들 수 있다(9). 이 논문은 극지연구소 진영근의 석사논문 주제였다. 

이 논문은 양산단층을 지진활동이 각기 다른 3개의 구역(segment)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밝

혔다. 구역화의 중요한 의의는 양산단층에서 예상될 수 있는 최대 지진의 규모가 구역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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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현저히 감소하며 따라서 지진재해의 수준도 상응하여 감소하게 된다. 이는 이 일대의 

고리, 월성 원자력 발전소들의 내진설계지진을 하향하는 효과를 불러온다. 한편 1985년의 한

반도 지진위험도 연구(8)에 이어 확률론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지진위험도를 분석한 연구들

이 지진원을 각각 점원(point source)과 면적원(areal source)으로 구분하여 노명현과 진영근

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수행되었다(10, 11).

역사지진의 추가 수집과 분석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지원으로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한영우 교수와의 공동연구로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가 1998년에 보고서로 출간되었다(12). 

이 보고서에 1,967개의 역사지진의 목록이 제시되었고 1985년 필자가 제안한 방법(8)에 의하

여 분석이 가능한 지진들의 진앙과 진도가 결정되었다. 이 방법에서 진도는 MMI(Modified 

Mercalli Intensity) Ⅷ인 1936년의 쌍계사 지진과 1978년의 홍성지진의 진도감쇠 공식을 이

용하여 결정되었다. 일반적으로 진도감쇠 공식은 진도의 크기에 의존하므로  한반도에서 발

생한 진도가 MMI Ⅷ보다 큰 지진들의 진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자는 2002년 한반도와 지

진환경이 유사한 북중국지괴(Sino-Korean craton)의 강진자료를 이용한 새로운 진도감쇠 공

식을 발표하였다(13). 이어서 2003년에 한반도 지진의 진도와 규모의 상관관계식을 결정하

였다(14). 위에서 서술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필자는 은퇴하던 2006년에 그간 수집한 한반도

에서 발생한 2,226개의 역사지진들에서 지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41개의 기록을 제외한 

2,185개의 지진들의 진앙, 진도 및 규모를 결정하여 미국지진학회지에 출간하였다(15). 이리

하여 필자가 서울대학교에 부임한 이래 오랜 기간 우리나라 지진학계의 숙제가 되어 온 한반

도 역사지진활동의 전모가 밝혀진 것이다. 이 논문은 심사위원에 의해 한반도 역사지진활동

의 특성을 밝힌 절실히 필요한 기념비적 연구(greatly needed monumental work)라는 평가

를 받았다. 한반도에서 지난 2000년 간 방출된 지진에너지의 약 98%가 역사지진에 의해 방

출되었기 때문에 이 논문에 의해 한반도 지진활동의 특성이 거의 밝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논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한반도 전역에서 지진들이 발생하였다(그림 1). 이는 한

반도에 다수의 활성단층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한반도 북동부의 지진활동이 다른 지역에 비

하여 낮다. (2) 역사지진의 활동은 매우 불규칙하며 이는 판내부지진활동(intraplate 

seismicity)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 준다. 지난 1900년의 역사지진의 기간 중 15~18세기에 

이례적으로 높은 지진활동이 발생하였으며 이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지진활동은 낮은 편이

다(<그림 2>). (3) 대규모 지진들은 반도 내 주요 지질구조의 경계와 중생대에 생성된 주요 

단층에서 발생했다. (4) 최대 지진은 1643년 7월 24일 울산에서 발생한 규모 6.7(MMI VIII~ 

IX)로 추정되는 지진으로, 울산에서 땅이 갈라지고 물이 용솟음쳤으며 대구, 안동, 영덕 등지

의 봉화대와 성가퀴가 무너졌다. (5) 최대 인명피해를 불러온 지진은 779년 경주에서 발생했

으며 집들이 무너져 100여 명이 사망했다. 서울 부근에서도 89년 지진이 발생하여 집이 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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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반도에서 서기 2년에서 1904년까

지 발생한 역사지진들의 진앙 분포. 

선들은 단층이나 추정 단층을 나타

낸다. 주요 지질구조는 다음과 같다. 

A, 낭림육괴; B, 평남분지; C, 추가

령지구대; D, 임진강 벨트; E, 경기

육괴; F, 태백산육괴; G, 옥천습곡

대, H, 영남육괴; I, 경상분지; J,  

울릉도; K, 제주도(after Lee and 

Yang, 2006)

<그림 2>  

한반도에서 발생한 역사지진들의  

세기별 발생 빈도(after Lee and 

Yang,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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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6) 특이한 지진활동으로는 1565년 5월 29일 평안도 상원에

서 시작한 군발지진(earthquake swarm)으로 1566년 5월 19일까지 거의 1년간 지속하였다.

한편 2003년에 필자는 일본 강점기(1905-1945년)에 조선총독부 관측망에 기록된 323개의 

계기기진들의 목록을 미국지진학회지에 출판하였다(16). 조선총독부 자료는 세종대학교의 

졍태웅이 수집하였다. 그는 홍성지역의 중력탐사로 석사 학위를 받고 당시 동경대학교에 수

학 중이었는데 필자가 그 자료를 수집토록 지시하였다. 당시 숙명여고 교사로 재직한 정남식

이 석사논문으로 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목록은 2년―1905년의 필자의 역사지진 목록(15)

과 1978년 이후의 기상청 목록―을 이어주는 중요한 지진학적 자료가 된다. 한반도 지진위험

도 분석에 관한 후속 연구도 추진되어 한반도 남동부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의 스펙트럼분석

을 통하여 stress drop, Q-factor 등이 결정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최대지반운동의 예측공식을 

결정한 연구가 원자력안전기술원 노명현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출간되었다(17, 18). 지반운동

의 예측공식은 그 후 국내에서 수행된 유사한 연구들의 시발점이 되었다.

역사지진 자료가 취급하는 시간의 영역은 사료가 존재하는 불과 2000년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이전의 활성단층에 관한 연구는 제4기 지층에서 지진활동의 흔적, 즉 단층운동을 확인하

는 작업이 되며 이러한 연구 분야를 고지진학(paleoseismology)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 고

지진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한국교원대학교의 경재복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경재복은 

필자의 연구실에서 1989년 한반도 지진활동의 도상식별(pattern recognition)연구(19)를 수

행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해외 연수를 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필자에게 연수할 분야를 

상의해 와 고지진학을 권했고 그는 이 분야의 권위자인 일본 교토대학의 A. Okada 교수의 

연구실로 갔다. 그 당시 필자는 양산단층에 관한 과학재단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연수에서 돌아온 그가 Okada 교수와 함께 이 과제에 참여하였다. 그들은 양산단층에서 트렌

치 굴착작업을 실행하여 제4기 지층에서 단층운동을 발견했다(20). 이 연구의 성공은 한반도 

활성단층의 연구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이후로 전개된 모든 활성단층의 연구에서 고지진학

적 조사가 거의 필수적인 사항이 되었다.

한반도 지각구조에 관한 1979년 필자의 연구(4)에 이어서 지진 및 폭파 실험을 이용한 연

구들이 다른 지진학자들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한반도의 지각을 상부지각과 하부지각으로 

구분하는 Conrad 면을 찾을 수 없었다. 이 연구들은 단지 주시곡선을 분석하여 한반도 지각

의 다층 구조 모델을 제시하였으나 지층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반사 또는 굴절파를 확인하지 

못했다. 필자는 한반도 지각의 상세한 구조를 실제파(body wave)와 표면파(surface wave)를 

결합하여 연구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즉 원지 지진(teleseismic 

earthquake)으로부터 한반도 지각에 거의 수직으로 입사하는 실체파에 의해서 파생하는 수

신함수(receiver function)와 한반도 지각에 수평방향으로 전파하는 표면파를 결합하여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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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결정하는 아이디어였다.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주기 표면파를 분석하는 정

교한 기법이 요구되어 이 방면의 권위자인 St. Louis 대학교의 Robert Herrmann교수의 도움

을 받기로 했다. 다행히 1999년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가 BK(Brain Korea)21 사업단으

로 지정되어 그 지원으로 Herrmann 교수를 초청하여 공동연구 수행을 협의하고 이를 추진

하게 되었다.

그 당시 기상청의 지진관측망이 크게 확대되었고 또 지진관측소에 기록되는 배경잡음

(background noise)을 이용하여 인접한 관측소 사이의 단주기 표면파 분산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법이 개발되어 공동연구를 용이하게 했다. 이 연구는 부경대학교 유현재와 

한국석유공사 조광현의 박사학위 논문 테마로 수행되었고 그 결과는 필자가 은퇴한 다음 해

인 2007년에 미국지진학회지에 출간되었다(21, 22). 공동연구를 시작하기 전에는 Herrmann 

교수와는 일면식도 없었는데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즉 한반도 남부의 상세한 3D 지각

구조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폭파지진에 의존하지 않고 단지 기상청의 지진자료만 가지고 

저비용으로 결정한 것이다. 한반도의 지각은 Conrad 면이 없는 평균 두께 33km의 거의 균질

한 지각이고 단지 국지적인 수평 불균질성(lateral heterogeneity)들이 존재함이 밝혀졌다. 현

재까지 한반도 남부 전역의 지각구조에 관한 더 상세한 3D모델이 제시되지 않았다.

BK21 사업에 의한 다른 성과로 극지연구소 이원상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사업단의 지

원으로 지진파의 산란(scattering) 분야의 권위자인 일본 도호쿠대학교의 H. Sato 교수의 연

구실에 가서 맨틀에서 S파의 산란을 분석하여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였다. 이 연구는 내 연

구실의 관심사인 한반도의 지진과는 무관하며 이원상 자신이 연구 분야를 결정했고 나는 그

를 Sato 교수 연구실로 보낸 것이다. 결과는 성공적이었고 2003년에 출판되었다(23).

2006년 8월 필자는 모교에서 28년 6개월의 교수직을 마감하고 은퇴하였다. 은퇴하기 전에 

수행하던 모든 연구 과제를 종결하고 또 연구실의 석 · 박사 학위 과정의 제자들이 졸업할 수 

있도록 논문지도에 무리를 한 탓이지 건강에 이상이 왔고 회복하는 데 1년이 걸렸다. 필자는 

은퇴 후의  작업으로 지진활동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일반 대중을 위한 지진교양서 집필을 구

상하고 있었다. 앞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지진 재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국민의 지

진의 과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작업은 장기간의 집중

적인 노력이 요구됨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은퇴 후에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교양서를 집필하는 것은 나중에 확인했지만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탈고하는 데 꼬박 

3년이 걸렸다. <사이언스북스>와 출판계약을 맺는 데 꼬박 1년 반이 걸렸다. 처음 접촉한 출

판사들이 출판을 약속했다가 나중에 취소했다. 그 이유는 책에 사용된 많은 외국 도판들의 

구매에 상당한 비용이 예상되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므

로 불가피하게 외국에서 생산된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사이언스북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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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구입비는 문제 삼지 않았으나 편집장이 내 책이 대학 강의 노트 같아 일반 독자들이 읽

기에 부담이 되므로 더 쉽고 재미있게 기술해야 한다며 많은 수정을 요구했다. 결국 그의 손

으로 원고가 넘어간 지 2년 반이 지난 후에야 책을 출간할 수 있었다. 교양서 <모든 사람을 

위한 지진 이야기>는 집필을 시작한 후 7년이 지난 2015년 9월에 출간되었다. 이 책은 2016

년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우수 과학도서’로 선정되었다. 이 책의 출간으로 은퇴 후 내가 해야 

할 일을 마쳤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이 책에서 우리나라 지진활동을 최초로 체계적으로 

서술한 것에 보람을 느꼈다.

필자는 <모든 사람을 위한 지진 이야기>를 출간한 다음 해 2016년 7월 지구물리학 전공으

로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학술원 자연과학분야의 75개 주요 학문의 범주에 

지구물리학이 최초로 입성한 것이다. 그 해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 그리고 다음 

해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들이 발생해 각기 약 110억 원, 850억 원의 재

산 피해를 가져와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이 지진들은 1978년 10월 7일 홍성에서 

발생해 약 5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규모 5.0의 지진 이후 반도 내륙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 

지진들이었다. 필자는 2017년 경주지진에 관한 논문(24)을 출간하여 기상청이 2층 구조의 

IASP 91 모델로 결정한 진원 깊이가 단층 구조의 한반도 지각구조 모델로 결정한 진원 깊이

보다 대략 3km 더 큰 수치임을 밝혔다. 또 경주지역의 최대 지진의 규모를 7.3으로 평가하였

다.

돌이켜 보면 필자의 오늘이 있기까지 여러 분들의 은혜를 입었다. 먼저 물리학과의 고 김

철수 선생님께 감사를 드린다. 공군에서 5년 간 복무하고 대학원에 돌아와 30에 Pittsburgh 

대학으로 유학을 떠날 때 그 분의 추천서가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Pilant 교수는 필자의 

나이가 많은 것이 마음에 걸렸으나 추천서가 좋아서 받아들였다고 했었다. 다음에 캐나다에

서 연구원 생활을 할 때 모교의 교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학술원 고윤석 선생님

의 은혜도 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이분들 못지않게 Pittsburgh 대학의 나의 스승 고 Walter L. 

Pilant 교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분은 지구물리학과 지진학에 깊은 지식을 가진 학자이

자 훌륭한 교육자였다. 그분에게서 배운 학문이 모교에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데 든든한 

기초가 되었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우수한 제자들의 큰 도움을 받았다. 그들이 있었기에 나

는 안심하고 지진학과 지구물리학의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시도했고 또 성공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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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학대학(전 가정대학) 50년의 기억과 발자취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명예교수  이기춘

“오래된 것이 아름답다. 거기에는 세월의 흔적이 배어 있기 때문이다. 그 흔적에서 지난날

의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다.”는 어떤 분의 글이 떠오르면서 생활과학대학이 50년 세월의 흔

적을 채우게 된 것에 감회가 새로워진다.

1960년대 당시 대한민국의 남성 보수 엘리트가 주류였던 서울대학교에서 사범대학에 소

속되어 있었고, 교수와 학생 모두가 여성이었던 유일한 학과, ‘가정교육학과’가 하나의 단과

대학인 ‘가정대학’으로 독립하기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이고 우여곡절이 많았을까는 독자들

의 상상에 맡기기로 하겠다. 당시 적극적으로 반대하시고 가정교육학과 교수 면회사절까지 

하셨던 총장님이 계셨는가 하면 뒤에서 도움을 주셨던 본부 보직교수(지금은 명예교수)도 

계셨음을 이 일을 이끌어 가신 장명욱 스승님께서 알려 주시면서, 그 교수님에 대한 고마움

을 잊지 말라는 말씀도 해 주셨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그 교수님을 뵐 기회가 되어 장 교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드렸더니 잊고 있었던 일인데 그렇게 옛날 일을 전해 받고 감사하는 걸 보니 여성이 남

성보다 의리가 깊은 것 같다는 덕담으로 받으셔서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 있다.

지금은 모두 작고하신 당시 가정교육학과 4명의 교수님들(장명욱, 현기순, 이혜수, 임원자)

께서 이 일을 위해 무더운 여름 방학 중 매일 출근하셔서 땀 흘리며 애쓰셨던 모습이 떠오른

다. 나는 그때 조교로 근무했으며, 서류 작성을 담당하고 스승님들의 일을 도우면서 가정대

학이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에 동참했다.

1968년 12월 말 천신만고 끝에 가정대학 설립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다음해인 1969

년 3월부터 3개 학과인 ‘가정관리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가 신입생 모집을 시작하면

서 ‘가정대학(College of Home Economics)’이 출범하였다.

1945년에 시작해서 20여년의 전통을 가지고 우수한 졸업생들을 대학민국의 중고등학교 

교사로 배출해 왔던 ‘가정교육학과’가 든든한 기반으로서 존재해 왔기에 가정대학으로의 확

대 발전이 가능했을 것이다.

초대 학장으로 임명되신 장명욱 교수님 주도 하에 1969년 5월에 가정대학 창립기념식을 

거행할 때 여성교육에 관심이 많으셔서 대학설립을 뒤에서 조용히 지지해 주셨던 육영수 여

사의 참석이 눈길을 끌었다. 그날 많은 축하를 받고 기쁘기도 했지만 곧 고민이 찾아왔다.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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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건물 없이 1개 학과의 시설로 단과대학을 시작한 가정대학 초기에 당연히 공간, 시설, 

예산 등의 부족으로 생각보다 어려움이 컸다. 무엇보다도 부푼 꿈을 안고 입학한 가정대학 1

회 입학생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시설이 열악해서 안타깝고 미안

한 마음이 들었다.

재학생 90명의 학생으로 출발한 대학에서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것은 1학년 재학생끼리의 

동아리 활동이어서 과반수가 참여한 가정대 합창단을 교수들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밀어주었다. 여성합창단으로 열심히 연습하고 공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수준에 왔을 

때 제1회 전국대학생 합창공연대회가 있다는 공문을 받고 여성합창으로 출전하기로 뜻을 모

았고, 공과대학 남학생들의 자발적 지원을 받아 ‘혼성합창단’도 구성해서 두 가지 다 참가하

였다. 여기에서 혼성합창으로 서강대와 공동 최우수상을 받았던 것은 잊을 수 없는 기쁜 추

억이다.

관악캠퍼스로 이전해 종합화된 후 가정대학 합창단이 주축이 되어 전교적인 규모의 ‘서울

대학교 혼성합창단’을 창단하고 초대 단장으로 가정대학 학생이 선출되고 본인이 지도교수

를 맡게 되었다. 학생들이 단결하여 밤 늦게까지 열정적으로 연습하는 과정과 무대 위에서의 

성공적인 공연을 보며 늘 감동이 컸다. 그 당시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끈끈한 결속력으로 뭉

쳤던 건전한 동아리의 활동을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은 삭막한 관악캠퍼스에서 외롭던 내 젊은 

날의 교수생활에 위로가 되었던 흔적으로 남아 있다.

단원들은 졸업해서 사회에 진출한 후에도 ‘OB서울대학교 혼성합창단’을 창설하여 매년 공

연을 하고 있으며, 그 공연에 초대받아 가서 옛날의 단원들과 재회하는 기쁨을 맛보기도 했

다. 지금까지도 꾸준히 합창 공연을 할 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중추적인 활동을 하면서 모교

에 대학발전기금을 모아서 내는 등 후학들을 지원하는 아름다운 일도 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1971년 내가 교수대열에 동참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유신을 반대하는 학

생들의 데모가 시작되었고, 서울대학교가 관악캠퍼스로 이전하고 종합화한 1970년대 중반 

이후 1980년대까지도 대학이 극도로 불안정하고 교정에 최루탄이 거의 매일 터지면서 휴교

를 하는 등, 학생지도가 의무였던 교수들의 마음이 검은 구름에 쌓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참 

힘들었던 나날이 계속되었다. 가정대학이 입주했던 13동 3층과 4층 건물은 높은 곳에 위치하

고 있어서 연구실 창문을 통해 최루탄가스를 맞아가며 데모하던 학생들이 뛰어다니다가 사

복경찰에게 잡혀 끌려가는 모습을 거의 매일 보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슬픔과 아픔을 겪었던 

날들이 떠오른다.

1970년대 후반에는 4명으로 시작한 가정대학 교수도 충원되어 12명이 되었다. 당시에는 

전공분야에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교재도 변변히 없었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전혀 

안 되어 있었으며 학생지도를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신설된 과목의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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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와 매주 9시간 강의하기에도 벅찼고 스트레스가 쌓여 갔다. 국내를 벗어나 외국으로 가

서 마음껏 연구하며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길을 열심히 찾아보았다. 그 

시절에는 국민이 외국으로 나가는 일이 자유롭지 않을 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인 서울대학교 

교수로서는 모든 것이 까다롭게 묶여 있어서 자비로 외국 나가는 것조차도 불가능했다.

거의 포기 수준에 있을 때 뜻밖에도 1977년 가을 국가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획기적인 ‘국

비해외파견 연구교수’ 선발제도가 처음으로 나타났다. 많은 교수들이 관심을 가졌던 만큼 높

은 경쟁 속에서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1차 추천과 2차 외국어시험을 거쳐서 최종합

격자가 되는 행운을 얻었다. 그동안 새벽기도 나가면서 열심히 기도하며 구하고 찾던 중 정

말로 뜻밖에 이루어진 일이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준비를 거쳐 다음해 여름 4살과 7살의 두 

아이를 포함한 가족을 남겨두고 간절히 원했던 미국으로 떠났다.

당시 미국은 교육개혁이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단과대학과 학과의 명칭이 바뀌고 조직

의 통폐합이 이루어졌거나 이루는 과정에 있는 대학들이 많았다. 코넬대학교의 경우 College 

of Home Economics는 College of Human Ecology로 이미 바뀌었으며, 다른 여러 주립대학

교가 또 다른 명칭으로 변경했거나 바꾸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었다. 학과의 명칭도 

소비자 경제학 주거학과(Dept. of Consumer Economics & Housing) 또는 소비자 가족학과

(Dept. of Consumer & Family Science), 가족환경학과(Family Environment) 등으로 다양하

게 바뀌어 있었다. 이름을 고치고 조직을 개편한다고 해서 반드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은 아니지만 시대 변화에 따른 학문의 내용과 올바른 이미지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편향

되고 잘못된 선입관을 갖게 하는 명칭은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당시 나의 소신이었다.

미국에서 머무는 동안 전통성이 강한 Iowa State University와 개혁성이 강한 Cornell 

<그림 1>  

전 가정대학 창립 경축식

(1969.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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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두 대학의 학과 조직과 구조, 명칭과 커리큘럼, 그리고 강점과 약점 등을 파악하

고, 연구 분야인 소비자 교육을 집중적으로 탐구하였다. 국비해외파견 연구교수제도는 그 어

느 때보다 파격적인 생활비와 연구비를 공급해 주어서 마음껏 서적과 논문, 복사 자료를 갖

출 수 있었고 전국에서 열리는 관심 있는 학회에도 모두 참석하고 여러 대학의 교수들도 만

나 의견을 들으면서 귀국 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구상을 충분히 할 수 있었

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 혜택을 준 조국에 대해서는 지금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무슨 일을 먼저 어떻게 할까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귀국한 지 얼마 안 되어 10.26사태

와 또 이어서 12.12사태가 발생하는 등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고 1980년대의 광주사태 등 불

행한 상황이 이어져서 대학과 교수의 학문 활동도 한동안 위축되었다. 내가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학과를 개혁하는 일은 명칭 변경을 하고 교과과정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다. 학회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어서 미국 대학의 구조 조정과 명칭 변경 등 변화의 동향, 그리고 우리도 명

칭 변경을 통해 미래의 구조조정에 미리 대비해야 함을 제안하였는데 일부 교수들이 호응했

으나 반대 의견도 강했다. 명칭 변경을 하면 결국은 가정학이 무너진다는 것이 이유였다. 서

울대학교에서도 학과 명칭 변경이 처음에는 합의가 안 되고 추진하기 어려워 일단은 보류하

고 대학원 교과과정에 새로운 과목으로 ‘소비자 경제(Consumer Economics)’를 개설하는 것

에 만족해야 했다.

그후 몇 년간은 교과과정을 통해 소비자 분야를 강화하고 연구논문과 대학원 학위논문의 

학회 구두발표, 학회지 게재로 서서히 소비자분야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이 조성되었고 가정

관리학과 명칭 변경안을 만들어 서울대학교가 처음으로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러 학문

분야(가족, 아동, 소비자 관리분야)가 혼합되어 하나의 학과를 이루었던 터라 단일 명칭을 채

택하는 데 진통이 심했고 많은 토론과 회의를 통해서 결국은 학과교수회의에서 투표로 ‘소비

자아동학과(Dept. of Consumer & Child Studies)로 결정했다. 이 후에도 변경안이 본부의 교

무처, 기획위원회, 학장회의 등 여러 단계의 회의에서 논의되고 통과하기까지 많은 설득과정

과 노력이 필요했다.

소비자아동학과 명칭에 대한 반응이 다양했는데 신선하고 전문성이 있어 보인다고 크게 

찬성하는 의견과 소비자학과 아동학 두 이질적인  학문분야가 명칭에 반영되어 있어서 학과 

명칭으로 적합하지 않고 생소하게 느껴진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체로 학생들 취업에 큰 도

움이 될 것이고 좋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높았다. 모든 행정적 절차와 과정을 통과하고 드디

어 1988년 명칭이 바뀌었을 때를 회상하면 지금도 마음이 뭉클해진다.

소비자아동학과 입시 지원자에 남학생이 여러 명 있었고 처음으로 88학번이 되는 한 명의 

남학생이 합격해서 뉴스거리가 되었다. 그후 학과 전체 경쟁률과 학과 커트라인이 점차 높아

졌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졸업생들이 기업, 금융기관 및 아동교육 분야 등에서 취업이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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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고 좋은 평가를 받아 홍보가 많이 되자, 학생들의 사기가 높아진 점으로 보아서도 학과 

명칭 변경은 성공 사례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비해 가정대학 명칭 변경은 진전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전 교수의 합의로 하려했

으나 교수들의 전공분야, 세대, 성별 등에 따라서 호응, 중립, 반대로 갈리고 있었기 때문이었

다. 가정학 1세대 교수들(나의 스승님들)의 경우 가정대학 명칭에 대한 애정과 향수가 컸기 

때문에 바꾸는 것을 쉽게 수용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 보였다. 때를 기다려야 했지만 그 상황

에 순응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많은 고뇌가 있었으나 다가오는 2천년 새 시대, 그리고 가속도로 진행되는 사회 변화를 예

상할 때 당시의 상식을 뛰어넘는 변혁이 필수라고 믿었기에 반대 의견이나 비판은 크게 두렵

지 않았다. 4년간 학장직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매년 하계와 동계 두 번씩 개최하는 가정대 

교수학사협의회에 대학명칭 변경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고, 토론과 소통을 통해 동의가 형성

되기까지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한편 농과대학에 오랜 기간 소속되어 있었던 농가정학과와 

가정대학이 통합하는 안도 협의되기 시작했는데 모든 전공 분야가 중복되어 있었던 이 두 조

직의 통합은 거의 필연으로 보였다.

1990년대 중반에 농과대학의 관악캠퍼스 이전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그 이전부터 논의되

었던 농가정학과와 가정대의 통합에 대해 좀 더 활발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양측에서 일부 

소수 교수의 부정적인 태도도 있었고 농과대학 내 타과 교수의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

가정학과 교수들이 통합 결단을 먼저 내리면서, 그때까지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농대

의 관악캠퍼스 이전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농가정학과와 가정대학의 통합이 순조롭게 진행되

었다.

가정대학 교수회의에서도 다수결로 대학명칭을 ‘생활과학대학(College of Human 

Ecology)’으로 변경시키는 안을 통과시켰고, 가정대학 기존의 3개 학과를 4개 학과로 새롭게 

재편성하는 안이 의결되었고, 이 안이 농가정학과에서도 수용되고, 본부에서도 무난히 통과

될 수 있었다.

1997년부터 생활과학대학의 인문계인 ‘소비자학과’, ‘아동가족학과’와, 자연계인 ‘식품영양

학과’, ’의류학과’로 4개 학과 신입생을 뽑아,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단과대학 모습을 갖추었

다.

지난 세월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생활과학대학은 가정대학으로 처음 태어날 때부터 다른 

단과대학에 비해 작은 규모의 대학으로서 설움도 많았었다. 미니대학이라는 불림도 있었고, 

대학교육의 변혁에 부딪칠 때마다 그 존재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웠다. 서울대학교 전

체가 관악캠퍼스로 이전하기 전 서울대학교종합계획안이 구상될 때, 그 이후 자의반 타의반

의 교육개혁으로 서울대학교가 구조 변화를 꾀할 때마다, 작은 대학인 음악대학, 미술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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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가정대학이 도마에 올랐던 것을 기억한다.

위기에 사람들이 뭉치는 습성 때문인지 몰라도 생활과학대학은 항상 교수들의 결속력이 

강했고 작은 일에도 협력이 잘 되며, 연구는 물론이고 대학연구실을 지키고 교육과 학생지도

에도 최선을 다하는 좋은 전통이 이어지고 있었다. 교수의 수가 적어서 한 명의 교수가 큰 대

학 열 교수의 몫은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교수로서 살았던 것 같다.

오랜 세월 동안 매년 개최하는 소비자학과, 아동가족학과, 식품영양학과 학부학생 심포지

엄행사는 학부 3학년이 되어 자발적으로 심포팀을 구성해서 준비하고, 학과교수가 지도교수

역할을 1명씩 매년 돌아가며 담당하여 지도함으로써 완성도를 높여서 문화관 같은 큰 장소

에서 개최해 오고 있다. 의류학과의 경우는 3학년 전원이 참여하는 패션연구발표회가 이에 

해당된다. 교수들의 헌신적인 지도와 희생적인 자세가 없었으면 아마도 벌써 중단되고 말았

을 것이다. 이 행사는 수십 년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추억을 

생활과학대학 학생들과 우리 교수들 모두에게도 남겨 주고 있다.

생활과학대학 교수들이 뭉쳐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성사시킨 또 하나의 업적은 꿈에도 

그리던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고 이사해서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선물해 준 것이다. 생활과학

대학은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 마지막까지 공간이 가장 비좁고 낡은 13동 건물 3, 4층에 위

치했었다. 우리 교수들은 그래도 참고 견딜 수 있었지만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에 입학한 

학생들로서는 낡은 건물과 협소한 공간, 학생들이 머무를 휴게실 하나 없는 열악한 시설에 

너무나 실망스러워 했다. 심지어는 이 때문에 전과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이 건물에 들어오는 

것이 싫어서 건물과 시설이 훌륭한 타 단과대학에 가서 과목을 수강한다고도 했다. 그런 말

을 들을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학생들에게 미안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도 새로운 건물을 마련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기고 역대 학장들과 교

수들은 한마음이 되어 움직였다. 모든 교수들이 기회만 있으면 역대 총장님과 본부 관계자들

에게 진심을 다해 실상을 전하고 열악한 건물과 시설을 보여 드리면서 최선을 다했다. “지성

이면 감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지만 우리에게 해당되는 새로운 건

물의 건축소식을 듣고 기뻐한 이후로도 건축이 쉽게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관악캠퍼스에서도 손꼽히는 아름답고 환경 친화적인 생활과학대학 건물이 완성되기까지 

부지선정 문제, 예산확보 문제, 건물설계 문제, 이사와 내부 인테리어 문제에 이르기까지 생

활과학대학 역대 학장님들의 수고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은 명예교수이신 당시의 총장님과 

서울대학교의 다른 전공 교수님의 협조가 컸던 데 대해 이 기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

다.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며 생활에 관련된 응용학문, 

융합학문으로서 생활과학은 시대정신에 발맞추어 때로는 앞서서 고민하며 혁신을 도모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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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해 왔다. 일찍이 소비자아동학과로의 학과 명칭 변경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학과와 아동

가족학과를 신설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고 생활과학대학으로의 명칭 변경은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관련 학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소비자학과 졸업생들의 기업 

등 사회 진출이 활발해서 지명도가 높아짐으로 입학 지원률, 합격선 등이 급상승하였다. 생

활과학은 대내외적으로도 생활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어, 정부기관이나 산업체에서 위탁한 연구과제가 많아지고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교수들

과 교류와 협동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서울대학교부속 어린이집은 설립 당시부터 아동가족학과 교수가 적극적으로 맡아 하면서 

교직원 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지역사회를 위한 건강가정지원

센터, 급식센터 등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생활과학대학에는 패션산업 최고경영자과정이 일찍이 개설되었고, 이후 식품영양산

업 CEO과정, 웰에이징 시니어산업 최고위과정을 운영하면서 사회와의 직접적인 교류와 인

재를 재교육하는 데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생활과학대학 교수들이 적은 수로 강의와 연구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면서 이 모든 일을 

담당하는 것은 남다른 분위기가 이 대학 안에 전통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

다. 관악캠퍼스로 이전한 직후 통근버스로 출퇴근하던 시절에 우리 여교수들은 도시락을 가

져와서 점심식사를 교수회의실에서 했고 식사 후에는 교내식당에서 식사하신 두 분의 남성 

교수님도 오셔서 함께 커피 마시고 대화하는 일을 거의 매일 반복했었고, 매달 정기 교수회

를 빠짐없이 해 왔기 때문에 친밀한 분위기에서 학장회의에서 있었던 일이나 교내외의 모든 

일에 대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기에, 평교수도 보직교수나 다름없이 모든 교수가 대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컸고 참여도가 높았다.

교수 수도 점차로 증가하여 30명을 넘어섰다. 이미 오래 전부터 교수들의 학문연구와 학회

활동, 연구프로젝트 같은 일이 많아지면서 자주 모이기가 어려워지자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수요세미나’를 통해 교수회의실에서 점심시간에 김밥을 함께 먹으며 동료 교수가 현재 진행

하고 있는 연구발표를 듣거나 타전공 교수와 외부 인사를 초빙해서 관심있는 주제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 교환하며 열린 자세를 지향해 왔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신임 교수

들에게는 교수의 책임과 역할 및 소속 대학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데 이보다 더 좋은 기회

는 없을 것이다.

명예교수들에 대한 배려도 각별해서 아주 오래 전부터 스승의 날 주간이 되면 생활과학대

학 교수회의실로 초청해서 현직 교수와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명예교수들이 지난날을 회상

하면서 후배 교수들에게 한 마디씩 덕담을 해 주는 행사가 해마다 있어서 선후배교수 간, 스

승과 제자 간의 관계를 따뜻하게 이어 가고 있다. 사계절이 너무나 아름다운 캠퍼스에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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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올 때면 기억의 흔적을 따라 옛날이 회상되면서 마음 따뜻해지고 설레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생활과학대학 동문들의 대학 사랑을 빠뜨릴 수 없다. 생활과학대학에서는 오

래 전부터 동문들을 졸업 20주년, 30주년, 40주년, 50주년 되는 해에 초청해서 축하해 주는 

홈커밍 행사를 열고 있다. 이 자리에는 명예교수들과 동문회 역대 회장을 초대하여 생활과학

대학의 발전 현황을 보고하고 현직 교수, 명예교수를 개별적으로 소개하여 옛날 학생과 스승

의 만남이 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새로운 건물을 돌아보면서 아담하고 정겨운 건물에 속한 

뒷 정원으로 내려가면 맛있는 점심이 차려져 있고 축하공연이 기다린다. 생활과학대학의 교

수 중 취미로 피아노 연주를 전공자 못지않게 연주할 수 있는 남성교수의 피아노 연주와, 음

악동아리, 댄스동아리의 공연을 보며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에서 캠퍼스의 가을을 즐긴 후 

마지막에는 초청받은 동문들의 졸업기별 모임을 1층 홀에서 갖게 해 주고 있다. 동문들이 홈

커밍에 대한 답례로서 기별로 발전기금을 모아 모교에 장학금을 기증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기증한 기금도 수억에 달한다.

작지만 강한 단과대학, 그러나 우리가 처한 상황과 위치가 높지 않음을 알아 겸손한 대학, 

그래서 또한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 대학이 생활과학대학이라고 말하고 싶다.  50년의 역사

를 품고 우아한 모습으로 우뚝 선 생활과학대학이 밝고 환한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더욱 활

짝 열려 진실한 인성과 참된 지혜를 갖춘 능력 있는 인재를 키워 사회공헌에도 뒤지지 않으며, 

앞으로 더 놀라운 새 역사를 써 나가면서 뚜렷한 발자취와 흔적이 남겨지기를 기대해 본다.

지난 세월 동안 생활과학대학이 이만큼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고, 지켜봐 주시면서 격려해 

주신 타과 명예교수님을 포함한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생활과학대

학 50년의 기억과 발자취’를 마치고자 한다.

<그림 2>  

생활과학대학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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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벅 문서> 속의 한국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명예교수  최종고

머리말

나는 본 회보 지난 호에 <펄 벅과 장왕록>이란 글을 실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사

실을 알게 되었다는 인사와 격려를 받고 한국펄벅연구회를 조직한 보람을 느꼈다. 그런데 마

침 지난 9월 13~15일 펄벅의 고향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한 대학에서 제2회 국제펄벅심포지

엄이 열려 참가하여 <Pearl S. Buck and Korea>란 논문을 발표하고 내가 그린 수묵화 25점

으로 <Pearl Buck’s Impressions of Korea>란 전시회까지 가졌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이번 

기회에 미국에 있는 펄벅문서 가운데 한국에 관한 것이 얼마나 있는가를 조사하려는 생각이 

가장 컸다. 그래서 웨스트버지니아주뿐만 아니라 펜실베니아주의 퍼카시(Perkasie)에 있는 

펄벅인터내셔널(Pearl S. Buck International)에까지 가서 조사하였다. 3주간의 학술답사 여

행으로 많은 소득이 있었는데, 역시 한국에서 궁금하던 사항들이 그곳에서 문서로 확인되니 

학자의 보람은 물론 발로 뛰는 만큼 얻어진다는 사실을 실감하였다.

I. 국제펄벅심포지엄

이번 국제펄벅심포지엄은  제2회로  웨스트버지니아의 자그만  대학도시 부케넌

(Buckhannon)의 웨슬리언대학(Wesleyan College)에서 개최되었다. 2년 전에는 모건타운의 

웨스트버지니아대학교(West Virginia University)에서 있었다고 한다. 전문학회가 그렇듯이 

일반인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발표자와 특별한 관심자만 미리 신청받아 60명 정도 참석하고, 

논문은 13편이 발표되었다. 물론 문학만이 아니고 학제적인 내용이며, 중국과의 관련은 물론 

펄벅에 관한 FBI 문서까지 분석하는 발표도 있었다. 동양인 학자로는 중국학자 2인, 그리고 

나 모두 셋뿐이었다.

심포지엄 자체보다 나는 일주일 먼저 가서 모건타운의 웨스트버지니아대학교의 지방사 연

구소(West Virginia Regional History Center)에서 며칠 펄벅문서(PB Archives)를 조사하는 

데 의의를 두었다. 사실 이 문서가 여기에 오기에는 곡절이 있었다고 소장 쿠스버트( 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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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hbert) 교수가 설명해 주었다. 펄벅이 

1973년에 별세하자 펄벅고향재단(Pearl 

Buck Birthplace Foundation)에서 유품을 

입수하여 가까운 웨슬리언대학에 소장시켰

는데, 역시 관리 능력이 있는 종합대학이 

소장해야 한다고 2014년에 이관했다는 것

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곳의 펄벅문서를 이

용하는 최초의 한국학자임은 물론 동양학

자로서도 몇 번째에 꼽힌다고 하였다. 크게 

놀란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지방사 연

구를 하는 학자와 학생들이 많아 열람석이 

차고 붐빈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펄벅 문서가 89박스나 되

는데 한국 관계가 4박스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놀랍게도 펄

벅에 관한 신문잡지 기사의 스크랩은 물론 펄벅의 친필 메

모도 있다. 제일 눈이 확 띄는 것은 펄벅이 친필로 쓴 한국

관계 소설 <The Living Reed>(1963)와 <The New Year> 

(1968)의 교정지가 한 장도 낙장 없이 고스란히 보관되었다

는 사실이다. 미국에서는 교정지가 두 면을 함께 인쇄해 거

기에다 저자가 직접 연필로 교정하고 본 면은 빗줄을 그어 

표시한다. 이 교정지를 보니 이 작품의 마지막 순간까지 저

자가 새로 삽입한 표현들이 적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굉장한 

볼륨의 문서량이라 박스가 큼직하다. 나는 중요한 부분을 

복사 의뢰하였다. 펄벅의 친필을 눈에 익히게 되었다. 꼬박 

이틀 작업하니 대체로 윤곽을 파악할 수 있었다. 쿠트버스 

소장도 내가 수확이 크다는 얘기를 하자 매우 기뻐하였다. 실은 10월 31일 부천에서 열리는 

제1회 국제심포지엄에 초대되어 이 문서의 경위와 성격에 대해 직접 발표한다고 하여, 세계 

학계가 이렇게 가까이 공조할 수 있음을 실감하였다.

II. 부케넌의 심포지엄

모건타운에서의 일주일을 보내고 13일 학회가 열리는 부케넌으로 왔다. 두 시간 동안 마치 

<그림 1> 국제펄벅심포지엄 포스터

<그림 2>   웨스트버지니아대학교 

쿠스버트 교수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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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공부했던 독일의 슈바르츠발트를 연상시

키는 숲 속 도로를 달려 부케넌의 웨슬리언 대

학에 오니 브렛 밀러(Brett Miller) 교수가 기다

리고 있다. 바로 내가 가져온 <펄벅의 한국인

상 Pearls Buck’s Korean Impressions> 전시회 

작품 수묵화 25점을 전달해 주니 미대생들을 

시켜 전시하였다. 심포지엄은 저녁 6시부터 나

의 <Pearl Buck and Korea>라는 오프닝 스피

치로 시작하여 전시회장에서 직접 설명을 하

였다. 지난 세기적 더위를 무릅쓰고 그려 온 

보람을 느꼈다. 심포지엄은 가지런한 분위기

에서 자유롭게 발표하면 충분한 질문과 대화

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튿

날 총장도 참석하였는데, 고려대학교와 자매

결연을 위해 서울에 왔었다며 서울대를 명문

대학교라며 방문해 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한

다. 미국학계는 참 넓고 자유롭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

III. 힐스보로의 고향집

학회 마지막 날 펄벅의 고향집이 있는 힐스보로(Hillsboro)의 방문이 있었다. 관광버스를 

타고 11시에 부케넌을 출발하여 계속 산악지대의 숲 속 도로를 달려 점심 때 데이비스 앤드 

엘킨스대학(Davis-Elkins College)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다. 펄벅이 만든 중국요리책에 

따라 특별히 만든 음식을 먹고, 북경 인민대학에서 온 구오잉쟌(郭英劍) 교수의 강연을 들었

다. 도서관에 들러 펄벅문고(Pearl Buck Collection)를 관람했다. 큰 장서는 아니지만 각국의 

번역서들을 진열해 놓고 있는데, 한국어 번역은 놀랍게도 장왕록교수 역 <성곽>(여원사) 하

나만 있다. 펄벅의 아버지 압살롬(Absalom) 선교사가 번역한 중국어 성경이 거꾸로 전시되

어 있어 지적하니 바로 놓았다. 관장이 대단히 고맙다고 해서 웃었다.

다시 버스를 타고 달려 힐스보로에 도착하니 3시 반이 되었다. 사진으로만 본 이곳, 펄의 

부모가 살던 집들과 마당, 앞뒤 산자락을 보니 감회가 깊다. 수많은 방들에는 가득 유품들이 

<그림 3> <펄벅의 한국인상> 전시회 포스터



204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8, 제14호

전시되어 있다. 열심히 사진도 찍지만 펄벅이 직접 사인한 책을 파는 것을 보고 <The Living 

Reed>와 <The New Year>를 샀다. 친필 사인이 있어 꽤 비싸지만 한국에도 이런 책이 있어

야 한다 싶어 쾌히 샀다. 뒷산의 산세가 여유로워 보여 이름을 물으니 시저산(Caeser’s 

Mountain)이라 한다. 재빨리 스케치를 하였다. 자세한 설명도 듣고, 저녁 7시가 되어서 버스

를 타고 부케넌에 오니 밤 10시가 되었다.

IV. 퍼카시의 펄벅문서

심포지엄도 끝나고 16일 아침 9시 펜실베이니아주의 필라델피아 근처 퍼카시로 향했다. 

그곳 펄벅재단 본부에서 온 일행이 교대로 운전하여 6시간을 달렸다. 차 안에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근처에 사는 서울대학교 동문으로 리하이대학교(Lehigh University) 물리학과 김

용욱 교수와 연락되어 댁에서 자고 이튿날 펄벅재단으로 가서 펄벅문서를 조사하였다. 마리 

토너(Marie Toner)라는 큐레이터가 부케넌에서부터 부탁을 했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 두고 

있었다. 한국관계 박스 두 개를 꼼꼼히 조사하고 있는데, 자넷 민쳐( Janet Mintzer) 총재가 직

접 찾아왔다. 작년에 중국 잰장(鎭江) 펄벅심포지엄에서 만난 일이 있고 이번 부천 심포지엄

에도 올 예정이라 무척 반가웠다. 내 전시회 작품 중 하나를 펄벅재단에 기증하였더니 매우 

고마워하며 당장 벽에 걸었다.

나는 펄벅문서를 보고 그동안 한국에서 궁금했던 사항과 전혀 몰랐던 사실들이 주르르 풀

리는 쾌감을 느꼈다. 노다지를 캐는 것 같은 스릴을 느꼈다. 공식적으로 전체를 복사 의뢰하

려면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특히 중요하다고 보이는 것들만 복사하고 사진을 

<그림 4> 펄벅의 고향집 뒷산 풍경(최종고 스케치) <그림 5> 펄벅 고향집 방문 기념 스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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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었다.

한국관계 펄벅문서(2018. 9. 26. 최종고 작성)

   1. East and West Association Address “Korea in This Crisis” 1942. 5. 27.

     Vincent Sheen, Younghill Kang, Owen Lattimore, Maurice William, Syngman Rhee.

   2. Constance Wade to Syngmann Rhee(Washington,DC), 1942. 2. 17.

   3. Syngman Rhee to Mrs. James E. Hughes(East and West Association) 1942. 3. 16.

   4. Mrs. James E. Hughes to Syngman Rhee, 1942. 3. 20.

   5. Syngmann Rhee to PB, 1942. 3. 30.

   6. National Director to Syngmann Rhee, 1942. 4. 6.

   7. J.N.R. Cromwell to Cordell Hull(Secretary of State) 1942. 5. 5.

   8. Woonsoo Chung(Korean Commission) to Mrs. Hughes 1924. 5. 23.

   9. J.N.R. Cromwell(Korea-American Council) to PB, 1942. 5. 23.

10. J. N. R. Cromwell to Mrs. James E. Hughes, 1942. 5. 23.

11. J. E. Hughes to Chung, 1943. 5. 25.

12. Mrs. James N. Hughes to J.H.R. Cromwell, 1943. 5. 25.

13. Slide lecture by Pearl S. Buck and Paul Robeson and Folksong 1942. 5. 27.

14. PB to Hon. James H. R. Cromwell, 1942. 6. 1.

15. Hugh D. Beach to Syngman Rhee, 1942. 6. 5.

16. Articles appearing in Asia Magazine Korea.

17. Symngman Rhee to Hugh D. Beach 1942. 6. 9.

18. Younghill Kang to PB, 1942. 5. 24.

19. East and West Assocition 40 East 49th Street Korea  1942. 4. 2.

20. Statement for Clarification of Kilsoo K. Han 1943. 6. 21.

21.   East and West Association A list of books depicting the daily life, thoughts and 

background of people of Korea.

22. Buck to Hocking 1944. 5. 25.

23. Pearl to Bishop Welch 1944. 5. 5.

24. Bishop Welch to Mrs. Welch 1944. 5. 10.

25. Pearl Buck to Powell 1944. 6. 16.

26. PB to Hocking 1944. 6. 2.

27. Hocking to PB 194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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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John B. Powell to PB 1944. 6. 19.

29. PB to Powell 1944. 6. 26.

30.   Minutes of the Children’s Survey Committee:The Sub-Committee of the Child Welfare 

Committee, held at the national YWCA, 1960. 10. 13., (President: Bok Rim Choi, 

Chairman Lucile Chamberlin, Kap No Yun, Anne Davison, Cha Hun Koo, Yun Kun 

Chung, Hum Yun)

31.   Request for Equipment for the Schools of the Blind, Wonchan Lowe(Executive 

Secretary, Advisory Committee for International Aid to the Blind in Korea, 한국맹인국

제원조고문회의) 1960. 10. 30.

32. Kim Myung Yup to PB 1960.

33. Anne M. Davison to PB 1960. 11. 2.

34.   Resume of the Development and Activities of the Children’s Service Committee, Hum 

Yun 1960. 11.

35. (Miss) Anne N. Davison(International Social Service, San Francisco) to PB 1960. 12. 23.

36. PB to Green(First Assistant to the Ambassador Burger) 1961. 1. 10.

37. Kim Myung Yup to PB 1961. 1. 23.

38. Frank W. Schofield to PB(handwriting) 1961. 3. 13.

39. PB to Frank W. Schofield, 1961. 3. 27.

40. PB to F.W. Schofield, 1961. 12. 15.

41. A Tribute to General Park Chung Hee by Frank W. Schofield.

42. To Grandfather from your disciple In Kyu Kim.

43. MOW to PSW(PB) request for Korean government information 1961. 4. 14.

44. A Memorandum at Bando Hotel.

45. Soviet Research in Korea(6 pages) typwrite.

46. Ambassador Samuel D. Burger to PB, 1961. 10. 11.

47. Cheon Kwan-Woo to PB 1961. 10. 30.

48. Kim Yong Sang(Managing Editor of The Dong=A Ilbo) to PB 1961. 11. 29.

49. Yun Young Lim(Korean Ambassy/Washington) to PB 1961. 12. 15.

50. PB to Yong Sang Kim(The Dong-A Ilbo) 1961. 12. 21.

51. Wang-Rok Chang to PB (Christmas Card) 1961. 12.

52. PB to Wang Rok Chang  1961. 12. 26.

53. Ambassador Samuel S. Berger to PB 196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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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Cha Hun Koo to PB 1962. 1. 15.

55. PB to Samuel D. Berger, 1962. 2. 5.

56. PB to Kim Myung Yup 1962. 8. 6.

57. Mrs. Posun Yun to PB 1962. 2. 25.

58. PB to Mrs. Posun Yun 1963. 5. 8.

59. Adeline Fantozze to PB 1964. 4. 2.

60. Kwang Woo Lee(Kuk Je Shinbo/Pusan) 1964. 11. 23.

61. PB to Kwang Woo Lee 1965. 12. 22.

62. Dedication of the Pearl Buck Opportunity Center speech, 1967. 6. 11.

<열람 소감>

   1.   펄벅이 1945년 이전 한국독립운동사에 직접 관련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승만, 강용흘, 

유일한 등의 한국인과 직접 교신하고 접촉하였다. 동서협회에 한국인도 적극 참여하였

다. 한길수의 성명서도 보관되어 있다.

   2.   펄벅이 한국을 연구하려 책을 열심히 찾고, 한국을 알리기 위하여 가수 Paul Robeson과 

함께 노래도 부르는 모임도 주선하였다.

   3.   한국을 돕기 위해 미국인 지인, 특히 하버드대학 철학교수 William Ernest Hocking 교수

에게 회장직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4.   자신이 발간하는 Asia 잡지에 한국에 관한 글을 비교적 많이 싣고 알리려 하였다. 필자에

는 강용흘, Homer Hulbert 같은 분도 있고, 이승만의 Japan-Inside-Out(1941)을 직접 서

평하여 실었다.

   5.   1960년에 방한하기 전에 한국의 맹인조사를 1,000달러를 주고 실시하라고 요청하였다. 

이 관계로 한국사회사업가들과 교신을 했다.

   6.   1960년 11월 1~10일 첫 방한을 매우 좋아했고, 이후에도 윤보선 대통령 영부인과 교신하

였다.

   7.   여원사 김명엽 사장이 <Memory of Korea>란 앨범과 은쟁반을 선물하였고, <여원>사에 

펄벅 기념관을 세우려는 계획까지 세웠는데 펄벅은 미국 대사관에 문의하고 수락하지 않

았다.

   8.   동아일보와 부산 국제신문에서 계속 원고청탁의 편지를 보냈다. 천관우 주필의 편지도 

있다. 

   9.   장왕록 교수가 서울대 카드로 성탄축하를 한 데 감사하였다. 장 교수의 편지는 그 외 한 

통만 보관되어 있다. 다른 한국인의 편지는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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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천 희망원 개관 기면사가 보관되어 있다.

11.   명성고아원을 방문하여 혼혈아 원생들의 무용과 노래를 사진찍고 해설을 붙여 앨범을 만

든 것이 보관되어 있다.

12. 시인 오상순과의 대화장면 사진이 남아 있다.

13.   3살 위인 Frank William Schofield 박사를 1960년 첫 방한에 만나고 그후 교신하여 <The 

Living Reed>에 수원 제암리사건을 상세히 서술할 수 있었다. 이것은 스코필드박사 연구

와 기념사업에도 중요한 사실이다.

맺는말

이상에서 반 기행문처럼 이번 펄벅문서 답사기를 적어 보았다. 맺는말로 하고 싶은 것은, 

아직도 해외에서 잠자고 있는 문서를 통해 서울대학교와 한국관계의 역사를 보충할 여지가 

있다는 사실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서울대학교 관계 자료에 관해서는 이런 사실을 볼 때마

다 얼굴이 화끈하다.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 학교만이라도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챙길 것을 

챙기고 정리해야 할 것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펄벅만 하더라도 서울

대학교를 방문하였고, 장왕록 교수와 교분이 깊었는데, 세계의 14개 대학에서 명예학위를 주

었는데 한 번쯤 고려해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녀가 스코필드박사와 깊은 교류를 갖고 한

국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노력한 사실을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스코필드가 

민족독립운동 제34인이라면 펄벅은 제35인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 서울대학교는 이 두 분을 

함께 기념해도 될 것이다. 이것은 다음 총장이 깊이 상고할 문제이고, 아무튼 이번에 여행을 

통하여 얻은 새로운 자료가 한국독립운동사와 서울대학교사에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림 6>  

세계 14개 대학에서 펄벅에게 수여한  

명예박사학위 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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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펄벅의 <살아있는 갈대> 원본 교정지

    <그림 9> 이승만이 펄벅에게 보낸 편지

<그림 8> 펄벅문서 속의 한국관계 친필 메모

   <그림 10> 강용흘이 펄벅에게 보낸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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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하버드대학교의 호킹 교수가 펄벅에게 보

낸 편지

<그림 13> 장왕록 교수가 펄벅에게 보낸 서울대학교 연하장

<그림 12> 스코필드가 펄벅에게 보낸 친필 편지



2부  칼럼    211

한반도의 통일은 북한 거주 동포의 인권 회복이 목적이다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명예교수  김호징

I. 미국의 남북전쟁과 흑인 노예 해방

미국 역사상 가장 참혹(慘酷)했던 약 4년간의 남북전쟁(1861~1865년)에서 에이브러햄 링

컨 대통령이 이끄는 약 200만 명의 북군(Union)과 제퍼슨 데이비스의 약 100만 명의 남군

(Confederacy)이 싸워서, 북군 백인 병사 36만 명과 남군 백인 병사 26만 명이 전사하고, 북

군의 승리로 끝났다. 그 결과로서 아프리카에서 잡혀와 대를 이어 노예 즉 백인의 재산(財産)

이 되어, 비참한 생활을 했던 흑인 약 400만 명이 (완전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자유를 찾고, 

평등한 기회를 지니는 시민이 되었다. 이는 약자에 대한 배려 즉 형제애(fraternity)의 위대한 

구현(具現)이었다.

이 전쟁에서 가장 큰 전투이었으며, 북군 승리의 결정적 전환점이 된 것이 펜실베이니아주

의 게티스버그(Gettysburg)에서 1863년 7월 1일부터 3일간 있었던 싸움이다. 이 전투에서 쌍

방 합쳐서 45,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생겼으며, 남군은 7월 4일 버지니아로 퇴각(退却)하였

다.

4개월 후인 1863년 11월 19일, 게티스버그 국립 전몰자(戰歿者) 묘지의 개소식에서 링컨 

대통령은 (272 단어로 이루어진) 3분 미만의 짧은 연설을 하였다.

“87년 전 우리의 조상들은, 자유(liberty)의 이념에 기초를 두고, 모든 사람이 평등

(equality)하게 창조되었다는 신조(信條)에 봉헌된 새로운 나라를 이 대륙에 탄생시켰

습니다.

 현재 우리는 내전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전은, 이 나라가, 또는 그와 같은 

이념에 근거를 두고, 같은 신조에 봉헌된 어떤 나라라도 영존(永存)이 가능한가에 대

한 시련(試鍊)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의 큰 싸움터이었던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이 

나라가 살아남도록 생명을 바친 분들에게, 최후의 안식처로서 싸움터의 일부를 봉정

(奉呈)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적절하며 도리에 맞는 것

입니다.

 그러나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는 이 땅을 바칠 수도, 신성화할 수도, 맑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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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없습니다. 살아남았건 전사(戰死)하였건 이곳에서 분투(奮鬪)한 용감한 이들이 

이미 이 땅을 신성화하였기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덜거나 하는 우리들의 빈약한 능

력이란 그것에 비할 바가 못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곳에서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며, 오래 기억하

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사(戰士) 들의 이곳에서의 공적은 결코 잊혀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 살아 있는 사람의 사명은 도리어, 여기서 싸웠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숭고하

게 추진시켜 놓은 이 미완(未完)의 사업에 몸을 바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그 분들이 최후의 완전한 헌신(獻身)으로 떠받

친 이념에 대하여, 이 명예스러운 전사자들이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임무의 수행(遂

行)에, 일층 더한 열의(熱意)를 가지고 임(臨)하는 것입니다. 그 임무는 망자(亡者)들

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이 나라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새로

운 자유를 탄생시키는 데 기여할 것을 다짐하며, 그리고 인민의(of the people), 인민

에 의한(by the people), 인민을 위한(for the people) 정치체제가 이 땅에서 사라지

지 않게 하겠노라고 결의하는 것입니다.”

이 게티스버그 연설은, 미합중국의 건국이념인 자유와 평등은 모든 인간에게 침범할 수도, 

양도할 수도 없는 권리이며,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를 수호하여야 할, 보편적 가치임을 천명

한 것이다. 그리고 미합중국의 생존을 위해, 흑인 노예의 해방을 위해 목숨을 바친 전사(戰

士)들의 공을 칭송(稱頌)하였다. 또한,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즉 자유민주주의

의) 국가인 미합중국을 지구에서 영원히 보존하도록, 살아남아 있는 국민 모두가 헌신(獻身)

할 것을 다짐한 것이다.

II.   북한 동포는 독재자에 의해 인권을 유린당하고, 극심한 빈곤 상태에 
있다. 즉 독재자의 노예로서 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명한 외교관이었던 반기문 씨가 국제연합(UN)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할 때인 

2014년, UN인권위원회의 위촉을 받고, 북한 인권 실태를 1년간 면밀히 조사한 3인조

(Michael Kirby (호주), Sonja Biserko (세르비아), Marzuki Darsman (인도네시아))의 북한인

권실태조사단(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은 UN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 하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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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고문(拷問) 처형(處刑)을 위시하여, 임의적(任意的)인 투옥(投獄), 계획된 

아사(餓死)와, 사상과 믿음의 자유의 완전한 박탈이라는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하여 이

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evidence)가 있었습니다. …

 북한의 지도층은 그들 자신의 시민들에 대하여, 체계적이며 현대 세상에서 유례(類

例)가 없는 끔찍스러운 인권 침해를 하고 있으며, 현재 인류에 대한 범죄(crime 

against humanity)를 저지르고 있으며, 그 정도가 나치(Nazi)의 그것에 필적합니다.”

19세기 미국의 남북전쟁 전의 백인에 의한 인권 침해는, 그 대상이 이민족(異民族)이며 피

부색이 다른 아프리카 원주민인 흑인이었으며, 20세기 독일 나치의 인권 침해는 그 대상이 

유태인이었다. 21세기 북한의 김씨 일족의 인권 침해 대상은 같은 민족이다. 김씨 정권이 차

려놓은 신분제도(신분 자체도 세습된다)에 의한 동료계급과 적대계급에 속하는 시민들이 대

상이다. (그러면서 뻔뻔스럽게도 “우리는 하나”라는 구호를 기회 있을 때마다 외친다.) 김씨 

일족은 동포를 노예로 삼고 있다. 남한에 사는 우리는 북한 동포를 김씨 일족의 노예상태로

부터 해방시켜 줄 도의적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통일을 지향(志向)하는 이유이

다.

21세기의 북한의 김씨의 세습정권은, 국제사회와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겠다고 서면으로 

약속까지 한 바 있다. 김씨의 정권은 자유권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과 사회권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al, Social and 

Cultural Rights)의 체약국(締約國)이다.(2) 이 두 개의 국제규약은 UN의 1948년의 세계인권선

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이하 UDHR로 약기)을 법제화한 것이다. UDHR

의 제1조에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평등)하

며, 인간은 천부적(天賦的)으로 이성(理性)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兄弟愛)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로 명기(明記)되어 있다. 상술한 UN의 북한인권실태조사단이 확

인한 것은, 상술한 두 개의 국제규약의 명백하고도 광범위한 위반이다.

여러 나라의 NGO 단체가, 객관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얻은 통계들(<표 1>)은 북한 주민의 

<표 1> 통계지표(index)에 의한 남북한 세계 순위*

민주주의 인권 언론자유 경제자유 청렴(淸廉)도 GDP(ppp)/capita

조사대상국총수 167 195 180 180 176 230

남한 25 42 63 23 52 48 (US$38,500)

북한 167 193 180 180 174 215 (US$1,700)

조사년도 2016 2017 2017 2017 2016 2016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제13호, 제168쪽, 2017에서 전사(轉寫)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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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참한 상태를 구체적으로 대변해 준다.

김정은의 북한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세계 제일의 독재체제이며, 체제 유지를 위하여 

시민의 인권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있다. 시민의 입과 귀를 막고, 세뇌(洗腦)를 위하여 외부 

소식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 자유 시장경제는 세계 최하위이며, 상습적으로 뇌물이 오고 

가는 극도로 부패된 사회이다. 1인당 GDP(ppp)는 남한의 1/20도 되지 않는다. 남한의 인구

가 북한의 인구의 약 2배이니, 남한의 총 GDP(ppp)는 북한의 40배가 된다는 것이다. 이 통

계는 북한 동포가 김정은의 노예로서 비참한 삶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증언해 주

고 있다.

민주주의의 국가에서는 주권재민(主權在民), 법치(法治), 인권보장(人權保障), 권력분립(權

力分立)이 헌법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다. 시민의 인권보장은 법치와 언론자유가 있

어야 가능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서 노벨평화상을 받으

면서 한 연설(3)에서,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절대적 가치이며 또한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민주주의 없이 시장 경제를 꽃피울 

수 없으며, 시장경제의 기초 없이 경제적 경쟁력이나 성장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민

주주의의 기초가 없는 경제는 모래 위의 성(城)입니다.”

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인권, 민주주의, 언론자유, 경제자유와 일인당 GDP(ppp)는 서로 중

첩(重疊)되고 연관된 가치임을 시사(示唆)한 것이다. 그리고 <표 1>이 이를 확인하고 있는 것

이다. 독재정권은 시민의 통제 수단으로 인권을 침해하며, 시민을 노예로서 혹사(酷使) 학대

(虐待)하며, 쇄국(鎖國)을 통해 외부 소식을 차단하며, 따라서 자유무역에 의한 벌이를 못하

니, 빈곤은 피할 수 없다.

북한 동포를 노예상태로부터 해방(解放)하고 그들의 인권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민주화 즉 

독재체제의 소멸을 전제로 한다. 19세기에서는 미국의 남부연합(Confederate States of 

America)이 링컨 대통령의 북군(United States of America)에 의하여 정복되어 소멸됨으로써 

흑인이 해방되었으며(인권이 회복 되었으며), 20세기에는 연합군의 승리로써 나치(Nazi)독일

이 소멸됨으로써 유태인이 해방되었다. 21세기에는 김정은 정권이 소멸되어야 비로소 북한 

동포가 해방될 수 있다.

핵무기, 생화학무기, 장거리미사일, 장사포, 10만 명의 후방침투용 특수부대를 포함한 120

만 명의 인민군을 지닌 김정은은, 미북(美北)회담에서 비핵화의 상응(相應)조건으로 종전선

언(과 이에 이은 미군철수)을 요구하며, 남북회담에서는 남북연방국가의 수립(에 이은 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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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을 추진하고 있다.

굶주린 육식동물인 늑대와 살찐 초식동물인 양(羊)과의 한 지붕 밑 동거는 파탄날 것이 분

명하다. 그런데, “전쟁하지 말고, 평화스럽게, 남북이 각각 체제와 정부를 유지한 채로 1민족 

2체제 2정부의 느슨한 연방 국가를 수립하자”는 김대중-김정일의 6.15선언 합의사항(4)을, 남

한의 친김(親金) 정치인들이 들먹거리고 있다. 그들은 한반도 전체가 <표 1>에 있는 현재의 

북한과 같이 되어도 이를 통일의 성취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남한의 5000만 동포까지 김

정은의 노예로 전락(顚落)하여도 무방(無妨)하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남한의 동족(同族)을 

대상으로 “인류에 대한 범죄(crime against humanity)를 저지른다 하여도 이를 묵과(黙過)하

겠다는 것이다.” 인민에 의하여 공정하고도 자유스러운 선거로 선출된 사람들이, 인민의 이

해(利害)를 위하여, 인민을 통치하여야 하는 정부(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인 대한민국이 지구(earth)에서 사라져(perish)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김씨의 세습 독재 정권이 소멸되고, 북한 동포의 인권이 회복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탈바꿈한 북한만이, 우리가 한반도 전역에서 공정하고 자유스러운 선거(자유권규약 제25조)

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III. 통일국가와 국가연합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대칭 전력(戰力)의 북한과 남한 간의 연방국가 수립은,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명분은 되지만, 선거에 의한 평화 통일의 중간 단계로서는 불가하다. 세

계에 폭정의 독재국가와 번창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대등한 입지를 유지한 채 하나가 된 

예는 없다.

한때 통일된 것으로 여겨졌던 예멘(Yemen)은 2015년부터 격심한 내전 상태에 있다.

영국의 오랜 식민지이었던 홍콩(2017년 현재 인구 700만 명)은 1997년 중화인민공화국(인

구 13억 명)에 반환되어, 그의 일부가 되었다. 고도의 자치권을 50년간 시한부로 허락받았으

나, 외교와 방위(防衛)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소관이다. 2018년 현재 중국군 6,000명이 주둔

하며 옛 영국군 병사(兵舍)를 쓰고 있다. 따라서 홍콩과 중국의 관계는 1민족 2체제 2정부라

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

독일의 동서독으로의 분할은 1949년부터 1990년에 이르기까지 약 40년 지속되었으며, 베

를린 장벽을 동독(German Democratic Republic, GDR) 시민 스스로가 제거함으로써, 종식

(終熄)되었다. 그리고 동독은 자진해서, 서독(Federal Republic of Germany, FRG)의 깃발 아

래로 흡수 통일되었다. 이는 공산주의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흡수 통일된 예이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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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 동독인은 인권이 회복되며, 해방을 맞이한 것이다. 통일 당시 서독은 인구 6300만 명에, 

GDP(ppp)/capita는 US$18,700이었으며 동독은 인구 1,700만 명에, GDP(ppp)/capita는 

US$9,200이었다. 그런데 동독지역에는, 통독 후 25년이 지난 후에도 독재정권 치하(治下)의 

잔영(殘影)이 남아 있다고 한다.(5) 즉 2015년 현재,

(가)   대부분의 서독인은 동독 땅을 밟은 일이 없고, 대부분의 동독인은 서독 지역을 방문

한 적이 있다.

(나)   전국에서 상위 500명의 부자 중 21명만이 동독 지역에 거주하며, 그나마 이 가운데 14

명은 (동독 지역에 위치한) 베를린에 거주한다. 동독인의 평균 임금은 월 2,800유로이

며 서독인의 2/3 정도이다. 서독인의 1인당 총자산(net wealth)은 153,200유로이며, 

동독인은 이의 1/2도 안 된다. 동독에서는 110,000유로만 있으면 상위 10%의 부자에 

속하는데 서독에서는 최소 240,000유로를 지녀야 상위 10%에 속한다. 서독사람이 

BMW를 굴릴 확률은 동독인의 2배가 된다.

(다)   독일의 주식시장에 올라 있는 상위 30개의 회사 중 동독 지역에 근거지를 둔 것은 하

나도 없다.

우리의 남북 분단은 (2018년 현재) 70년간 이어졌으며, 그 사이에 사망자가 200만 명이 넘

는 6.25를 겪었다. 그동안 사람의 왕래는 물론이고, 라디오 TV 전파까지 차단되어 있었다. 풍

선에 의한 남한의 소식이, 북한의 김씨 정권에게는 공격성의 심리전 행위로 간주(看做)되어 

왔다. 남한은 북한에 비해 상술한 바와 같이 40배 이상 GDP(ppp)를 지닌다. 그러니 독일 통

일의 예로써 추측하면, 남한이 북한을 흡수 통일한다 하여도, 분단의 후유증은 수 세대(世代)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흡수통일은 북한 동포들의 즉각적인 인권 회복에 기여할 것

이다.

1,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많은 희생자를 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평화적 공존의 길을 모

색하였으며, 그 결과로 탄생된 것이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다. 2018년 현재, 언어 

문화 관습 빈부(貧富)의 많은 차를 극복(克服)하고, 여러 장벽을 넘어, 28개 유럽 소재 국가

들이 성공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모두 Copenhagen Criteria(6)를 충족시켜서, 인

권을 보장하며 법치(法治)를 하며,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유지하며, EU 법규의 준수(遵守)를 

약속한,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다. 이러한 동질성을 바탕으로, 약 5억 명 인구의, 느

슨한 연방(Confederacy)을 구성하고, 상부(相扶) 상조(相助)하면서 공영(共榮)을 지향(志向)

하고 있다. 이들은 비자 없이 서로 왕래하고 거래하고 여러 면에서 협력하고 있다. 그 중 많

은 나라가 동일 통화인 유로(euro)를 사용하고 있다. Brexit가 앞으로 있을 예정이나, 당분간

은 영국 역시 회원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권리(rights)와 의무(obligation)를 다하고 있다.

R. J. Rummel에 의하면,(7) 지구상에서 1816년~1996년에 있었던 전쟁 353개 중, 자유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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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국가들 사이의 전쟁은 1건도 없었고, 전체주의 국가 대 전체주의 국가의 전쟁이 198건, 

전체주의 국가 대 민주주의 국가의 전쟁이 155건 있었다. 이 역사적 사실은 인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 간의 연방(聯邦)이나, 평화적 합병(合倂)에 의한 단일 국가(또는 통일 국가) 

형성만이, 평화적 공존과 공영의 길이 된다는 것을 시사(示唆)한다.

IV. 맺는말

김정은은 나치 독일의 히틀러에 비견(比肩)되는 잔인한 독재자이다. 체제와 정권 유지가 

그의 지상의 과제이며, 이를 위하여 고모부를 총살하고 이복형을 독살할 수 있는 지도자이

다. 국제규약이나 남북한 간 약속도 거침없이 위반한다. 휴전협정을 위반해 놓고, 주민을 굶

게 하면서, 핵폭탄과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어 대한민국과 우리 동맹국 미국을 위협(威脅)한

다. 그리고 비핵화의 대응조건으로, 독재체제의 체제보장을 요구하며, 종전선언(과 미군철

수)을 기대한다.

독재체제를 유지한 채, 북한 주민의 인권은 보장될 수 없다. 통일의 목적은 주민의 인권회

복이고, 궁극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번영을 지향하는 것이다.

1590년에 황윤길과 김성일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치세(治世)인 일본을 다녀와

서 조정에 서로 다른 의견(意見)을 구신(具申)하였다. 황윤길은 외적 침공에 대한 군사적 대

비(對備)를 진언(進言)하고, 김성일은 대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당시의 왕 선조(宣

祖)는 김성일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후 2년이 지난 1592년 4월 13일, 왜군이 부산포에 상륙

하였다. 이 전란으로 인구 600만 명의 조선에서 100만 명 이상이 생명을 잃었다.

현재 80세~90세의 노인들은 일제-해방-대한민국 수립-6.25전쟁-휴전-경제발전-민주화를 

보고 듣고 싸우고 참여하였다. 이들은 한강변의 기적의 토대를 이룬 사람들이다. 이들은 하

나같이 대북유화정책을 반대한다. 선조 때의 황윤길과 같이 말이다.

“America First”를 부르짖는 Trump는 우리에게 인권존중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지도자

로 보이지 않는다. 김정은이 비핵화만 하면, 종전선언을 하고 UN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킬 

것을 내비치고 있다.

위정자들이 먼 훗날을 생각하고, 각성할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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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과학 교사와 함께 한 옥천대 학술답사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명예교수  최덕근

2018년 3월 하순, 경기도 안산시 고잔고등학교 지구과학 교사인 지명근 선생으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그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구과학 심화교육을 시범

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집필한 책 『10억 년 전으로의 시간여행』을 교재로 채택하여 토

론 수업을 진행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학생들을 위한 강연이 가능한지 물어왔다. 나는 두 가

지 측면에서 무척 놀랐다. 첫째는 『10억 년 전으로의 시간여행』이라는 책은 한반도 형성과정

에 관한 교양서적으로 고등학교 지구과학 교과과정에서 거의 다루지 않은 내용이었고, 둘째

는 대학입시를 코앞에 둔 고3 학생들에게 교과과정 이외의 주제에 관한 토론 수업이 가능한

지 궁금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5월 4일에 열린 강연에서 또 한 

번 놀랐다. 학생들이 보여준 강의에 대한 관심과 집중도 때문이었다. 강연이 끝난 후, 여러 학

생들로부터 한반도 형성과정에 관한 날카로운 질문을 받으면서 토론 수업의 엄청난 성과를 

엿볼 수 있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기뻤던 것은 학생 중 한 명이 나에게 다가와 자신도 지질

학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을 때였다.

그로부터 며칠 후, 지명근 선생으로부터 또 다른 이메일이 왔는데 『10억 년 전으로의 시간

여행』에서 주로 다루었던 옥천대에 관한 야외 학술답사가 가능한지 물어왔다. 경기도의 지구

과학 교사들과 함께 옥천대 야외학술답사를 하고 싶다는 의견이었다. 옥천대(沃川帶)란 강

원도 남부에서 충청도와 전라도로 이어지는 지역으로 그동안 한반도 지질 연구에서 옥천대

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척 컸다. 그 이유는 옥천대에는 한반도 형성과정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들이 기록된 암석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지난 30여 년 동안 옥천대의 암석을 

연구했고, 그 연구내용을 종합하여 전문가를 위한 책 『한반도 형성사』와 일반인들을 대상으

로 한 책 『10억 년 전으로의 시간여행』을 발간하였다. 나는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왜

냐하면, 나는 내가 연구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기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야

외학술답사 자체도 즐기기 때문이다.

학술답사는 여름방학 기간인 8월 4일에서 6일에 걸친 2박 3일의 일정으로 정해졌다. 나는 

곧바로 학술답사 준비에 들어갔다. 비교적 짧은 일정이지만, 나는 지구과학 교사들에게 옥천

대 암석을 관찰하면서 학술적으로 어떤 내용을 알아낼 수 있는지 보여 주고 싶었다. 옥천대

에 관한 개괄적인 소개와 함께 답사할 장소의 지형도와 관찰할 사항을 담은 학술답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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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만들었다.

학술답사 지역인 옥천대는 남한의 중부지역에 북동-남서 방향으로 배열된 지역으로 길이 

약 400킬로미터, 폭 50~60킬로미터에 이른다. 옥천대는 북동쪽의 태백산분지(太白山盆地)와 

남서쪽의 충청분지(忠淸盆地)로 나뉜다. 태백산분지는 고생대(5억 4100만 년 전에서 2억 

5200만 년 전) 퇴적암이 분포하는 지역이고, 충청분지는 주로 신원생대(10억 년 전에서 5억 

4100만 년 전) 변성퇴적암이 분포하는 지역이다. 지질학적으로 설명하면, 태백산분지와 충청

분지는 고생대 이전에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가 중생대 초엽(2억 5000만 년 전 무렵)에 대

륙들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합쳐져 지금의 옥천대를 형성하였다. 그러므로 옥천대를 답사하

는 일은 10억 년 전에서 2억 5000만 년 전 사이에 한반도를 이루고 있는 땅덩어리에서 일어

났던 사건들을 알아보는 일이라고 하겠다.

8월 4일(토요일)

새벽 5시 30분에 집을 출발하여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성균관대역에 도착한 시각은 6시 20

분이었다. 역 밖으로 나왔을 때, 이른 아침 임에도 불구하고 후덥지근한 공기가 오늘의 학술

답사를 걱정스럽게 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올해가 한반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여름

이라는 사실을 앞 다투어 보도하였다. 실제로 8월 1일 서울의 최고기온이 39.6도, 강원도 홍

천에서는 41도로 측정되어 기상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의 기록을 경신했다.

성균관대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명근 선생의 차를 탄 후, 수원 부근에서 2명을 더 태

우고 오늘의 집합장소인 제천 부근의 휴게소를 향해 출발하였다. 이번 주가 여름휴가의 절정

이기 때문에 교통정체를 피하기 위해서 일찍 출발했더니 고속도로가 그다지 막히지 않았다. 

수원을 출발해서 약 3시간이 지난 9시 30분 무렵, 제천의 휴게소에 이르렀을 때 경기도 여러 

지역에서 온 참가자들이 모두 도착해 있었다. 이번 학술답사에는 총 12명이 참가했다. 그곳

에서 늦은 아침식사를 한 후, 오늘 첫 번째 관찰지점인 배일재로 향해 출발하였다.

관찰지점 1: 영월 배일재

배일재는 영월군 주천면과 영월읍을 연결하는 지방도로 88번의 중간 부분에 있는 나지막

한 고개(해발 395m)다. 고개 마루에서 동쪽을 향해 바라보는 풍경이 제법 멋진 곳이다. 내가 

배일재 일대를 처음 조사했던 1990년대 초에는 도로를 따라 차량 통행이 제법 잦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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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배일재 터널이 뚫린 이후로 옛 도로를 지나는 차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답사하기에 

무척 좋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태백-영월지역 학술답사를 갈 때마다 맨 먼저 찾는 곳이기

도 하다.

배일(拜日)재라는 이름은 단종(端宗)이 한양에서 영월로 귀양 가는 도중에 고개 마루에 올

랐을 때 지는 해를 향하여 절을 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한다. 그래서 배일재 정상에는 서쪽 

방향을 향해 절하는 단종의 모습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있다.

배일재 정상에 도착한 시각은 10시 40분. 본격적인 답사에 앞서 참가자들에게 암석을 관찰

하는 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였다. 배일재 일대의 암석은 오르도비스기 초(4억 8000만 

년 전 무렵)에 얕은 바다에서 쌓인 퇴적암이다. 일반적으로 퇴적암을 관찰할 때 고려할 사항

은 1) 암석의 색, 2) 알갱이의 크기, 3) 구성성분, 4) 퇴적구조, 5) 위아래 암석들의 어울림, 6) 

화석의 산출 유무 등이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관찰하면 그 암석이 쌓였던 환경을 유추할 

수 있다.

나는 참가자들에게 한동안 자유롭게 암석을 관찰하면서 무언가 질문거리를 찾아낼 것을 

주문하였다. 참가자들은 따가운 햇볕에도 불구하고,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드러난 암석을 진

지하게 관찰하였다. 10분이 지난 후 나는 참가자들을 모이도록 한 다음, 관찰한 사항에 대한 

질문과 토론을 시작하였다. 암석은 색이 밝기도 하고 검기도 한데 왜 그럴까? 어떤 암석은 모

래알갱이로 이루어지고 어떤 암석은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암석 표

면에는 다양한 무늬가 보이는데 그러한 무늬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러한 내용들을 학교에

서 가르치기는 하지만, 야외에서 암석을 보면서 그 의미를 알아보는 느낌은 전혀 새롭다. 나

는 관찰한 사항을 바탕으로 배일재 부근의 암석이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12시 무렵 배일재 부근에 대한 답사를 끝낸 후, 태백으로 차를 몰았다. 원래 계획은 태백지

역에 대한 답사를 모두 마친 후, 구문소 부근에 위치한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에서 옥천대

에 관한 강의를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날씨가 무척 더웠기 때문에 먼저 강의

를 한 후, 햇빛이 약해진 늦은 오후에 학술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바꾸었다. 오후 1

시 20분 무렵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렸을 때, 바깥 공기가 너무 뜨거

워 마치 사우나의 열탕을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그래도 박물관 입구의 그늘진 곳은 제법 서

늘했고, 그곳에서 준비해 간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하였다. 점심식사 후 태백고생대자연사

박물관의 배려로 1층 세미나실에서 강의를 진행하였다. 강의 제목은 “옥천대의 지질과 지체

구조 진화”로 신원생대와 고생대 기간에 한반도를 이루고 있던 땅덩어리에서 일어났던 지질

학적 사건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강의를 마친 시각은 오후 3시 40분이었고, 바깥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그래도 2시 무렵에 비하면 열기가 훨씬 누그러졌다. 차를 몰아 다음 관찰지점인 

동점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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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지점 2: 태백 동점 

태백시 동점(銅店)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예전에 구리를 채굴했던 곳이다. 관찰지점

은 남쪽으로 흐르는 철암천(낙동강의 지류) 가장자리에 있다. 하천의 동쪽에 나있는 오솔길

을 따라 내려가면, 고원생대 암석과 고생대 암석이 만나는 곳에 이르게 된다. 고원생대 암석

은 나이가 약 20억 살로 알려진 화강편마암이고, 이 암석 위에 놓여있는 고생대 암석의 나이

는 5억 2000만 살의 역암(礫岩)과 사암(砂岩)으로 두 암석의 나이 차이는 거의 15억 년에 이

른다. 이처럼 시간을 달리하는 두 암석이 직접 만나서 이루는 면을 지질학에서는 부정합면

(不整合面)이라고 부른다. 20억 살의 암석 위에 5억 2000만 살의 암석이 쌓였다는 사실은 고

생대 초엽 한반도를 이루고 있던 땅덩어리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었음을 의미한다.

태백과 영월 일대에 고생대 퇴적층이 넓게 분포하는 지역을 태백산분지(太白山盆地)라고 

부르며, 태백산분지의 고생대층은 하부 고생대층과 상부 고생대층으로 이루어진다. 하부 고

생대층은 조선누층군(朝鮮累層群) 그리고 상부 고생대층은 평안누층군(平安累層群)으로 불

린다. 조선누층군은 고원생대 암석 위에 부정합으로 놓이며, 이는 다시 평안누층군에 의하여 

부정합으로 덮인다. 조선누층군과 평안누층군은 약 1억 4000만 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정

합에 의하여 나뉘며, 이 부정합은 고생대 대결층(大缺層)으로 알려져 있다.

동점지역에 드러난 역암과 사암층은 조선누층군의 최하부층으로 약 5억 2000만 년 전 이 

지역에 퇴적작용이 시작되면서 쌓였던 퇴적층이다. 나는 이 퇴적작용이 시작된 원인을 고생

대 초에 전지구적으로 일어났던 해수면 상승에 의하여 지형적으로 낮은 부분을 따라 바닷물

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이 바다는 오늘날 서해처럼 대륙 내에 존재했던 바다로 

나는 이 바다를 ‘조선해(朝鮮海)’로 부를 것을 제안하였다. 조선해는 조선누층군이 쌓였던 바

다라는 의미다. 조선해는 5억 2000만 년 전에서 4억 6000만 년 전까지 약 6000만 년 동안 존

재했던 얕은 바다(수심 200미터 미만)였다. 지금 이곳에서 관찰하고 있는 역암과 사암은 해수

면 상승에 의하여 바다가 생겨날 때 육지 가장자리의 바다에서 맨 처음 쌓였던 퇴적물이다.

관찰지점 3: 태백 구문소 

동점 지역을 떠나 도착한 관찰지점은 태백시 구문소(求門沼)로 하천의 침식작용에 의하여 

만들어진 작은 못이다(그림 1). 구문소 주변은 경관도 아름답지만, 황지천 바닥을 따라 드러

나 있는 암석에는 중기 오르도비스기(4억 7000만 년 전 무렵)의 조간대 환경을 알려주는 특

징들이 잘 남겨져 있다. 암석의 표면에는 물결흔적이나 건열(乾裂) 구조도 잘 보이고, 증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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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인 암염이나 석고의 흔적도 남겨져 있다. 특히 스트로마톨라이트(stromatolite)라고 하는 

조간대 환경에서 만들어진 퇴적구조가 잘 보이는 곳이기도 하다. 상류 쪽으로 걸어가면 삼엽

충과 완족동물 등 다양한 화석을 만날 수 있고, 조금 더 걸어가면 하부 고생대층과 상부 고

생대층이 만나서 이루는 부정합면도 관찰된다.

한국의 지질에서 이 부정합은 ‘고생대 대결층’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부정합면을 경계로 

하부 고생대층과 상부 고생대층은 약 1억 4000만 년의 시간 간격을 두고 만난다. 부정합면 

아래의 하부 고생대층은 석회암으로 두위봉층(斗圍峰層)이라고 불리며, 위에 놓여있는 상부 

고생대층은 역암으로 이루어진 만항층(晩項層)이다. 나는 답사 참가자들과 함께 이처럼 지질

시대와 특성이 전혀 다른 암석이 부정합 관계를 가지고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

하여 토론하였다.

답사를 마친 시간은 오후 6시 30분. 태백 시내로 차를 몰아 태백에서만 맛볼 수 있는 태백

물닭갈비로 저녁식사를 한 후, 숙소에 도착하여 오늘 답사를 마감하였다.

8월 5일(일요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유리창이 훤하게 밝다. 시계 바늘이 5시 30분을 가리키고 있다.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오니 새벽 공기가 상쾌하다. 해발 600∼700미터인 태백의 새벽은 서울의 

새벽과 완연히 다르다. 어제 서울의 아침은 후덥지근했는데, 태백의 아침은 약간 서늘하다. 

아침식사 후, 오늘 답사지역인 영월을 향해 출발했다. 영월지역에서 방문할 관찰지점은 모두 

4곳으로 분덕재, 요봉, 공기리, 그리고 덕상리다. 첫 번째 관찰지점인 분덕재에 도착한 시각

<그림 1>  

강원도 태백시 구문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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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9시 40분이었다.

관찰지점 4: 영월 분덕재 

영월 분덕재(해발 480m)는 영월읍에서 북쪽으로 마차리를 연결하는 지방도로에 있는 고

개다. 남북방향으로 달리는 도로를 경계로 동쪽으로는 석탄기 지층이 있고, 서쪽으로는 캄브

리아기 지층이 드러난 곳이다. 지질조사에 의하면, 캄브리아기(약 5억 년 전) 지층이 석탄기

(약 3억 년 전) 지층 위에 단층 관계를 이루며 만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나이 많은 

지층이 젊은 지층 위에 놓인 상태를 충상단층(衝上斷層)이라고 부르는데, 충상단층은 지층

이 횡압력을 받아 수축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도로의 서쪽 절단면을 따라 드러나 있는 지층은 캄브리아기 마차리층(磨磋里層)에 속한

다. 지층을 이루고 있는 암석은 검은색 셰일이고, 이곳에서 표준화석으로 알려진 삼엽충 화

석이 발견되었다. 그 화석이 알려준 지층의 나이는 4억 9700만 살이다. 이곳의 암석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지층이 복잡하게 휘거나 잘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그림 2). 내가 학생들에게 

이곳을 설명할 때 지층이 마치 종이를 구겨놓은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는 곳이다.

이곳의 검은색 셰일에서는 얇은 층리가 잘 보이고 전 지구적 분포를 보여 주는 삼엽충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나는 캄브리아기 당시 영월지역이 조선해에서 수심이 깊고 

산소는 적은 환경이었던 곳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므로 분덕재에서 알아낼 수 있었던 지질학

<그림 2>  

지층이 복잡하게 휜 검은

색 셰일과 이곳에서 발견

된 삼엽충 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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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내용은 지층이 쌓일 당시(약 5억 년 전) 깊은 바다였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후 대륙과 대

륙이 충돌하는 과정(약 2억 5000만 년 전)에서 나이 많은 지층이 젊은 지층 위로 올라가는 

지체구조운동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관찰지점 5: 영월 요봉 

요봉(要峰)은 영월군 마차리에서 평창군 창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413번에 있다. 도로의 가

장자리를 따라 지층이 거의 수직으로 놓여있는 멋진 곳이다. 이 암석은 붉은 빛을 띠는 역암

과 사암으로 이루어지며, 요봉층(要峰層)에 속한다. 특히 역암을 이루고 있는 자갈은 마치 알

사탕처럼 동글동글한 모습이어서 내가 본 우리나라 역암 중에서 가장 예쁘다. 이곳 요봉층은 

어제 구문소에서 보았던 만항층과 같은 시대인 약 3억 2000만 년 전에 쌓였지만, 암석의 겉

보기 모습은 전혀 다르다. 이처럼 같은 시기에 쌓였는데도 암석의 모습이 다른 이유는 무엇

일까? 나는 참가자들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한 토론을 한동안 진행하였다.

요봉을 떠나 다음 관찰지점인 영월 공기리를 향해 떠났다. 아침 일찍 출발했더니 시간적으

로 여유가 있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천연기념물 제413호로 지정된 문곡 스트로마톨라이트

를 먼발치에서 잠시 보고 가기로 했다. 영월과 평창을 잇는 국도 38번을 따라 가다보면, 문곡

리 부근의 하천 건너편에 마치 병풍을 펼쳐 놓은 것처럼 암석이 드러난 곳이다(그림 3). 

이곳의 암석은 영흥층(永興層)에 속하며, 조간대 환경의 특징인 건열, 물결자국, 스트로마

<그림 3>  

천연기념물 제413호 

문곡 스트로마톨라이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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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라이트, 그리고 암염의 흔적 등이 잘 남겨져 있다. 어제 태백 구문소에서 보았던 암석과 비

교했을 때, 지질시대와 퇴적환경이 거의 비슷하다. 나는 태백과 영월이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퇴적환경이 비슷했다는 점에서 중기 오르도비스기의 조선해는 전반적으로 얕

은 바다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관찰지점 6: 영월 공기리 

문곡 스트로마톨라이트를 관찰한 다음, 영월군 북면 공기리(恭基里)를 향해 떠났다. 공기

리에 도착하여 마차초등학교 공기분교 운동장에 주차하였다. 오늘은 마침 일요일이었기 때

문에 학교에는 아무도 없었고 주변은 고요하였다. 그곳에 도착한 시각이 12시 30분경이었으

므로 우리는 학교 뒤편의 그늘진 곳에 둘러앉아서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하였다. 

공기리에서 북쪽으로 난 농로를 따라 15분쯤 올라가다 보면, 산중턱에 마차리층이 드러난 

지역이 나타나는데 캄브리아기 삼엽충 화석이 많이 산출되는 곳이다. 이 화석산지를 맨 처음 

발견한 사람은 당시 대학원생이던 이정구 군으로 1990년 봄이었다. 이곳의 지층은 두께 50m

에 불과했지만 산출된 삼엽충의 종류가 무척 많아 그동안 공기리의 삼엽충을 연구하여 발표

한 논문이 14편이나 되었다. 이 공기리 화석산지를 학계에 공식적으로 소개한 때는 이정구 군

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인 1996년 가을이었다. 그 후 나는 거의 매년 학생들을 데리고 이 화

석산지를 찾았고, 이곳은 누구나 쉽게 화석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물과 같은 장소다.

나는 참가자들에게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화석을 찾도록 주문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몇

몇 사람들은 화석을 찾아내었다. 대부분 난생 처음 야외에서 화석을 찾는 경험을 했기 때문

에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도 있고, 화석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조바심을 내기도 했다. 그러

나 시간이 흐르면서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멋진 삼엽충 화석을 찾았고,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

을 지으며 공기리 화석산지를 떠날 수 있었다. 

관찰지점 7: 영월 덕상리 

공기리를 떠나 향한 곳은 영월군 북면 덕상리(德上里)로 공기리로부터 서쪽으로 약 10킬

로미터 떨어져 있다. 덕상리에서 산출되는 삼엽충 화석은 나이가 약 5억 살에 해당한다. 이곳

의 학술적 중요성은 퇴적속도가 무척 느렸다는 데 있다. 이곳에 드러난 지층의 지질시대를 

삼엽충 자료로 추정해 보니까 3미터 두께의 지층이 5억 400만 년 전에서 4억 9700만 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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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쌓였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이곳의 지층 3미터 쌓이는 데 700만 년이 걸렸으니까 

지층 1미터 쌓이는 데 200만 년도 넘게 걸렸다는 계산인데, 이처럼 느리게 쌓인 이유가 무엇

인지 궁금했다. 여기서는 암석 관찰과 삼엽충 화석을 확인한 다음 오늘의 학술답사를 마감하

였다.

덕상리를 떠나 향한 곳은 오늘 묵을 곳인 단양의 한옥마을 펜션이었다. 소백산 자락의 하

천을 따라 새롭게 조성된 한옥마을이다. 참가자들 대부분이 3, 40대의 젊은 선생들이었기 때

문에 모두 힘을 합쳐 저녁식사를 준비하고 즐겁게 식사를 하였다. 식사가 끝난 후에 오늘의 

학술답사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밤이 깊어지면서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느

끼는 과학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나는 과학교사들의 이러한 모임이 무척 

중요하게 느껴졌다. 교사들이 단순히 교과서에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자신들이 겪었던 문제점을 토론하면서 좀 더 좋은 교사로서

의 자세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8월 6일(월요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6시 10분 전이다. 세수를 한 후, 한옥마을 주변을 산책하기 위해서 집

을 나섰다. 태백과 달리 단양 지역의 아침 공기는 후덥지근하다. 골목을 빠져나와 개울둑을 

따라 나있는 산책길로 접어들었다. 약 30분가량 산책을 다녀오니 일찍 일어난 몇몇 선생들이 

아침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식사 후에 오늘의 답사지역인 제천 봉화재를 향해 떠났다.

관찰지점 8: 제천 봉화재 

10시 무렵, 제천시 수산면 봉화재(해발 321m)에 도착하였다. 봉화재는 지질학적으로 기원

이 전혀 다른 암석이 만나는 곳이다. 서쪽에 있는 암석은 신원생대에 퇴적된 옥천누층군(沃

川累層群)이고, 동쪽에 있는 암석은 전기 고생대에 얕은 바다에서 쌓였던 조선누층군(朝鮮累

層群)이다. 옥천누층군은 충청분지에서 쌓였으며, 충청분지는 ‘남중랜드’라는 대륙에 속했었

다. 반면에 조선누층군은 태백산분지에서 쌓였으며, 태백산분지는 ‘중한랜드’에 속했었다. 남

중랜드와 중한랜드는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있던 작은 대륙이었는데, 약 2억 5000만 년 전 

대륙이 충돌하면서 합쳐져 오늘날 동아시아 대륙의 골격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옥천누층군

과 조선누층군은 퇴적시기가 다를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전혀 다른 곳에서 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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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재에서 나이가 많은 옥천누층군이 젊은 조선누층군 위로 밀려올라간 양상을 보여 주

는 충상단층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 충상단층은 약 2억 5000만 년 전 중한랜드와 남중랜드

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나는 참가자들과 이와 같은 충상단층이 만들어질 수 있는 

지질학적 과정에 대해서 토론하였다.

관찰지점 9: 제천 용하구곡 

봉화재에서 중한랜드와 남중랜드가 충돌하는 과정에 대한 논의를 끝낸 후, 다음 관찰지점

인 제천시 덕산면 용하구곡(用夏九谷)을 향해 떠났다. 용하구곡은 월악산 동쪽 골짜기를 흐

르는 개울을 따라 작은 폭포와 멋진 바위들이 펼쳐진 곳이다.

용하구곡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암석을 만날 수 있는데, 하나는 각섬암(角閃岩)이고, 다른 

하나는 빙하활동에 의하여 형성된 퇴적암이다. 각섬암은 변성암의 일종인데 이 암석에 대한 

연구는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는 이 각섬암이 약 7억 5000만 년 전 화산 분출할 때 

생성된 현무암이 변성되어 만들어진 암석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각섬암에서 머지않은 

곳에 드러나 있는 빙하퇴적층은 진흙 속에 크고 작은 자갈들이 무질서하게 박혀있는 암석으

로 황강리층(黃江里層)이라고 불린다. 나는 황강리층이 신원생대 눈덩이지구 빙하시대(7억 

2000만 년 전∼6억 3500만 년 전)에 쌓였다고 생각한다. ‘눈덩이지구(snowball Earth) 빙하시

대’란 신원생대에 적도지방까지도 빙하로 덮여서 지구 밖에서 지구를 보았을 때 지구가 마치 

눈덩이처럼 보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제안된 가설이다.

관찰지점 10: 제천 황강리 

용하구곡을 떠나 이번 답사의 마지막 관찰지점인 제천시 한수면 황강리를 향해 떠났다. 이

곳은 2011년 내가 옥천누층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찾았던 장소이기도 하다. 

황강리층이라는 이름은 빙하퇴적층이 황강리 부근에 넓게 분포하기 때문에 붙여졌다. 그런

데 이 부근은 빙하퇴적층과 함께 약 10미터 두께의 백색 석회암층이 함께 분포한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왜냐하면 1998년에 신원생대 눈덩이지구 가설이 제안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증거

의 하나가 빙하퇴적층과 석회암층이 나란히 붙어 나온다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단양에서 수안보 방향 36번 국도를 따라가다 보면 충주호와 월악산의 멋진 전망을 보여 

주는 식당을 만날 수 있다. 식당 뒤로 나있는 오솔길을 따라 내려가면 빙하퇴적층이 멋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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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뽐내며 서있는 호수 가장자리에 도달한다(그림 4). 나는 참가자들을 그곳으로 안내한 

다음, 한동안 빙하퇴적층을 관찰하도록 했다. 눈덩이지구 빙하시대 가설은 아직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소개되지 않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한편으로는 신기해하고 다른 한편으

로는 의아스러운 눈초리를 보이면서 많은 질문을 쏟아내었다.

마지막 관찰지점에서 올라와 국도변에 있는 식당에서 시원한 묵밥으로 점심식사를 하였

다. 8월 초순의 날씨가 무척 무더워 참가자 중 몇 명은 더위 때문에 고생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낙오하는 사람 없이 무사히 답사를 마칠 수 있었다. 

우리 인류는 자신들이 살았던 기록을 유물이나 그림 또는 글로 남겼다. 그래서 인류의 역

사를 밝히기 위해서 우리의 조상들이 남긴 기록을 연구한다. 때로는 암호처럼 써진 상형문자

나 그림을 해독해야하고, 또 옛 기록을 읽기위해서는 관련 언어를 배워야한다. 우리가 역사

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는 남겨진 기록들을 얼마나 잘 해독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땅덩어리도 자신이 겪어온 역사를 암석에 남겼다. 예를 들면, 암석은 언제 태어났

는지, 그때의 환경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하는 내용들이 때

로는 희미하게 또 때로는 놀랍도록 정교하게 암석 속에 남겨져 있다. 마치 사관(史官)이 자신

이 살던 시대의 역사를 글로 기록하듯이 자연은 자신의 활동을 암석 속에 차곡차곡 기록해 

놓았다. 그러므로 땅덩어리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암석에 남겨진 기록을 해독할 수 있

어야하고, 그 기록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암석에 기록된 언어를 읽을 수 있어야한다. 지질학

은 암석에 기록된 언어를 읽는 법을 다루는 학문이다. 학술답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암석 

속에 기록된 언어를 학습하는 기회라고 말할 수 있다. 이번 학술답사에 참가한 교사들이 암

석 속에 남겨진 기록을 읽는 방법을 어느 정도 터득하여 그 느낌을 학생들에게 전할 수 있기

를 기대해 본다.

<그림 4>  

충주호를 배경으로 찍은 기념

사진.  

주변에 드러난 암석이 황강리

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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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의 길, 삶의 길1)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명예교수  신문수

1974년 대학을 졸업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40년 가깝게 강단에 서왔습니다. 이제 공식적으

로 교단을 떠나면서 지난 세월 걸어온 학문의 길에 대해서 되돌아보며 특히 학자의 책무와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이는 이제까지 대학 강단에서 가르치고 연구하는 학자

로 불리며 살아왔지만 그 명칭에 걸맞은 생활을 해왔는지에 대한 자기반성이기도 하고, 또한 

퇴직 이후 재가 연구자로서의 삶의 설계를 위한 바탕의 마련이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현재 학문의 길을 걷고 있거나 그 길에 관심을 가진 예비학자들이 들어줄 이 마지막 강의에 

그런대로 어울리는 주제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목이 다소 거창하지만, 주제에 얽매이지 

않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구가 이런 허장성세의 제목을 용인하도록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19세기 중반 에머슨(Ralph W. Emerson, 1803~1882)이 쓴 「미국의 학자」(“The 

American Scholar”)라는 글에 의탁하여 학자의 소임과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I

에머슨의 「미국의 학자」는 학자의 소명과 책무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의 참조

점이 되었던 글이다. 이 글은 원래 1837년 8월 31일 하버드 대학 우등생 클럽 모임에서 행해

진 일종의 졸업식 축사인데, 그 당시에는 그냥 「캠브리지 우등생 클럽에서 행한 연설」(“An 

Oration, Delivered before the Phi Betta Kappa Society at Cambridge”)이라고 불렸다. 그 후 

1849년 책(Nature, Addresses, and Lectures)으로 묶여 출판되면서 현재와 같은 제목이 붙여

졌다. 이 글은 에머슨 시대에 행해진 수많은 이런 부류의 글 중에서 오늘날까지 읽혀지고 있

는 거의 유일한 것인데, 이 지속적인 관심의 원인을 한 마디로 말하기는 어렵다. 강연에 참석

했던 당대의 시인이자 전기 작가인 홈즈(Oliver Wendell Holmes)는 훗날 이 글을 “미국의 지

적 독립선언”(Our Intellectual Declaration of Independence)이라고 불렀는데, 이 같은 ‘문학

 1) 이 글은 2018년 3월 23일에 행해진 서울대 영어교육과 정년퇴임 기념 강연의 원고를 수정 ·  가

필한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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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민족주의’(literary nationalism)에 대한 요구는 민주주의를 채택한 신생 독립국이라는 국

가적 자긍심과 맞물려 상당한 호응을 불러 일으켰고 홈즈의 이런 평가가 이 글을 읽는 하나

의 시각을 제공한 것만은 분명하다. 에머슨은 강연에서 “유럽의 고상한 시신들”을 흉내 내기

에 급급한 당대 미국의 학자들을 질타하면서, “다른 나라의 학문에 오랫동안 도제 생활을 하

던” 상황을 종식시켜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천명하였다. 유럽 문화의 과도한 침투와 토착 

문화의 궁핍을 어떻게 극복하고 독창적인 자국 문화를 건설할 것인가의 문제는 당대 미국 지

식인들의 중요한 관심사였고 졸업식 축사에서도 자주 거론되는 단골 메뉴 중의 하나였다. 사

실 에머슨은 「미국의 학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처방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는 다만 

글의 서두와 말미에서 문화적 독창성의 필요를 선언적으로 말했을 뿐이다. 이후 쓰여진 다른 

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에머슨이 문제를 감상적 민족주의나 정치적 국수주의적 시

각에서 접근하는 것을 경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이미 미국문화의 토대로 자리 잡은 유럽 

문화, 특히 앵글로 색슨 영국문화를 배척해야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들을 포함하여 물려받

은 유산을 창조적으로 변용하여 국민문화의 질적인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강연은 오히려 에머슨의 개인사적인 차원에서 흥미로운 점이 많다. 에머슨은 1821년 하

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간의 방황 끝에 하버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한 후 1829년 유

서 깊은 보스턴 제2교회 목회자로 서임되었다. 그가 여덟 살 때 사망한 그의 아버지는 보스

턴 제1교회 목사였다. 그러나 서임된 후 이내 목회자의 길에 회의를 느껴오던 에머슨은 3년 

뒤인 1832년 목사직을 사임하고 만다. 그 와중에 첫 부인이 폐결핵으로 사망했고 그 후 유럽

여행을 다녀와서 재혼한 다음 보스턴 근교의 콩코드에 정주했으나 뚜렷한 직업이 없었다. 그

는 대학시절부터 시를 썼고 시인의 길에 관심이 많았으나 유럽여행 중 영국에 체재하면서 교

유한 토마스 칼라일(Thomas Carlyle) 등 영국의 문사들에게 자신이 산문가와 시인의 길 중 

어느 쪽에 적합한지 자문을 구했을 때 모두 산문 쪽을 권장하여 시업을 택하지 못하고 망설

이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가 시작한 활동이 강연이다. 그는 1835년부터 1870년경까지 대략 

1,500회의 강연을 했다. 연 평균 42회의 강연을 한 셈이다. 에머슨의 시대에 미국은 이민자의 

급증과 서부 개척으로 교육의 수요는 급격히 증가했으나 공교육이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빈자리를 각종 성인교육 프로그램이 메꾸어 주었다. 에머슨은 이 ‘대

중강연 운동’(the Lyceum Movement)의 주창자의 한 사람이었고 동부와 중서부 각지에 개설

된 성인강좌 프로그램의 가장 인기 있는 강사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가 생전에 쌓아올린 명

성은 이 강연활동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가 남긴 약 100 편이 넘는 

에세이의 대다수는 강연 원고를 다듬은 것이다. 강연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에머슨은 대

학에 몸담은 것은 아니지만 자신을 ‘학자’로 자임하였다. 「미국의 학자」는 그런 의미에서 30

대 중반에 들어선 그가 장차 자신의 직업이 될 학자의 소임과 활동 그리고 학자로서의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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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가꾸어갈 것인가를 그려본 글이라고 말할 수 있다. 후세 사람들은 ‘미국의 학자’라는 

제목에서 ‘미국’ 쪽에 비중을 두고 이 강연록에 관심을 표명했으나 그 자신은 ‘학자’ 쪽에 초

점을 맞춰 그것을 구성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에머슨의 강연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살펴보는 현재적 의의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는 그 역사적 맥락이다. 그 당시 미국사회는 1837년 5월경에 시작된 금융 위기로 

은행이 파산하고 회사가 도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1929년의 대공황에 비견되는 이 경제파국은 1840년대 중반에 가서야 수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다. 에머슨은 “전도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 산업을 움직이

는 원리에 의해 활동이 저지당하여 … 단조로운 노동일에 내몰리고, 혐오감에 시달리다가 사

망하고, 더러는 자살의 길을 택하고” 있는 암울한 시대적 상황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 에머

슨 자신도 물려받은 채권의 평가절하로 재산상의 손실이 컸고 또 바로 위 맏형이 떠맡은 채

무를 변제하는 데 힘을 보태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그는 이런 경제적 위기

의 와중에 학자의 본분과 책무가 무엇인지 살피고자 한 것이다. 에머슨은 학문 연구가 더 이

상 “연민과 회의의 대상”으로, 혹은 “감각적 탐닉”의 대명사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학문 탐구의 현실성에 대한 세간의 회의와 우

려가 팽배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에머슨이 목도하고 있던 미국의 사정은 오늘의 우리의 현

실과 아주 흡사하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 역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삶 자체를 포기하는 

이른바 N포 세대로 불리고 있다. 학문은 이제 곤학(困學)의 길로 간주되어 재능 있는 젊은이

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고, 이런 경향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하더라도 지나친 진

단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II

에머슨은 먼저 학자의 자기 형성에 요구되는 세 가지 자양을 거론하고 있다. 자연, 책, 행동

이 그것이다. 먼저 자연의 감화력에 대해 살펴본다. 주지하듯 자연은 에머슨의 철학에서 핵심

적인 개념이다. 1832년 목사직을 사임한 후 오랜 방황과 모색 끝에 그가 새 출발의 입지로서 

내놓은 것도 자연에 대한 사색의 기록인 『자연』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학자의 삶을 형성

하는 으뜸가는 요소로 자연을 꼽은 것은 당연해 보인다. 두말할 것 없이 자연은 우리 삶의 가

장 근본적 바탕이다. 인간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주변의 개인들과 그들로 이

루어진 사회적 관계라고 할 수 있지만, 자연은 이 모두를 넘어서서 삶의 전체적 테두리를 형

성한다. 그러므로 자연에 대한 어린 시절의 느낌과 기억은 삶의 근원적 체험으로 의식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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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전되어 있기 마련이다. 에머슨의 논의는 삶의 근본 바탕인 자연과 그 안의 삼라만상에 대

해 누구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존재가 학자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

으로 자연은 학자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고 또 그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조금 길지만 에머슨의 말을 직접 들어보기로 하자.

학자에게 자연은 무엇인가? 신이 짜는 이 직물의 불가해한 연속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다만 늘 그 스스로에게 되돌아오는 순환적 힘만이 있을 뿐이다. 이 점에서 자연

은 학자 자신의 정신과 흡사하다. 학자의 정신 역시 시작도 끝도 찾을 수 없는―그토

록 완전하고, 그토록 무한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의 광휘는 멀리까지 미친다. 체계 

위의 체계가 위로, 아래로, 중심도 없이, 둘레도 없이, 광선처럼 방사한다―무리를 지

어 혹은 개별적으로, 자연은 인간의 정신에 그 자신의 모습을 각인시키기 위하여 서두

른다. 분류가 시작된다. 젊은 정신에게 모든 사물은 개별적이고 자체만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비친다. 젊은 정신은 차츰 두 개의 사물을 결합시키고, 그 둘 속에서 하나의 본

성을 보는 것을 배운다. 그 다음에는 셋을, 그리고는 삼천을, 이런 식으로 정신은 자체 

내의 통일시키는 본능에 지배되어, 계속해서 사물을 결합시켜, 변이형을 줄이고 지하

로 뻗어 있는 밑뿌리를 찾아 나선다. 그럼으로써 모순적이고 서로 먼 사물들이 하나로 

통일되어 한 줄기로부터 꽃을 피우게 된다. 그리하여, 인간의 정신은 유사 이래 사실

들은 부단히 축적되고 분류되어 왔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분류란 결국 사물들이 혼돈 

상태나 서로 낯선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법칙에 묶여 있고 그 법칙은 곧 인

간 정신의 법칙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지각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 그는 

자연이 영혼의 대응물로서 부분부분이 상응함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가 인장이라면, 

하나는 인장 자국인 것이다. 자연의 미는 그 자신의 정신의 미이다. 자연의 법칙은 그 

자신의 정신의 법칙이다. 그렇다면, 자연은 그 자신의 학문적 성취를 재는 척도가 된

다. 자연에 대하여 그가 무지하면, 그만큼 그는 자신의 정신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것

이다. 요컨대, 옛날의 격언, “너 자신을 알라”와 오늘날의 격언, “자연을 공부하라”는 

결국은 동일한 격언이 되는 것이다.2) 

학자에게 자연은 우선 한없이 다양하고 한계를 알 수 없는 무한경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한없이 넓고도 깊을 수 있는 학자 자신의 사색의 경지, 그 정신세계를 연상시킨다. 자연을 통

해서 학자는 자신의 광대무변한 정신세계를 유추해보는 것이다. 그러나 그 무한경은 그저 무

질서하고 착란의 혼돈인 것은 아니다. 학자는 자연을 보다 깊이 관찰하고 응시하면서 모종의 

질서를 발견해낸다. 그것은 자연 속의 개별적 사물을 분류하고, 연관시키고, 체계화 시키고자 

 2) 『자연』, 신문수 역, pp. 9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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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학자의 시선 앞에 드러난다. 자연은, 현대의 심층생태론자들의 표현대로, “복잡성이 아

닌 복합성”(complexity, not complication)의 세계인 것이다.

학자는 자연을 인식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자신의 정신의 깊이도 촌탁하게 되고, 이런 상호 

조명 속에서 자연의 감화력은 구체화된다. 에머슨은 자연의 효용성에 대한 체계적 성찰인 

『자연』에서 자연이 인간을 어떻게 훈육시키는 것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자

연 속의 존재자들은 상호 연결된 망을 이루며, 인간의 오성과 이성을 교육한다. 사물의 모든 

속성―견고성, 저장성, 관성, 확장, 형태, 가분성 등이 인간의 오성을 위한 학교이다. 오성은 

사물의 이런 자질을 눈여겨보면서 첨가하고, 분할하고, 결합하고, 측정한다. 자연 대상과의 

만남을 통해서, 차이, 유사성, 질서, 존재와 현상, 혁신적 배열, 특수한 것으로부터 일반적인 

것으로의 도약, 여러 이질적인 요소들을 하나의 목적에 통합시키는 학습의 과정에서 오성은 

훈련된다. 이성은 물질과 정신을 연관시키는 유사성을 찾아냄으로써 이 모든 개별적 기능을 

넘어서는 초월적 권능이 존재함을 거듭 계시 받는다. 삶과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듯한 이

런 순간에 의식은 또한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지각한다. 자연이 이따금 제공하는 이 충일

감은 그 자체로 즐거움을 준다. 한껏 고양된 감각적 체험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심미적인 것

이지만, 동시에 번잡한 일상의 세사로부터 벗어난 해방감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연의 이런 감화력은 심대한 것이면서도 우원한 것이다. 일몰 무렵의 고요한 석양

이나 아름다운 계곡의 풍경을 접했을 때 학자는 앞에서 말한 도야의 체험을 가질 수 있다. 그

러나 그런 느낌은 다음 순간 환상처럼 스러지는 가냘픈 것일 수 있다. 이런 자연 체험이 그가 

탐구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에 직접적인 실마리를 제공하는 경우는 어쩌면 드물다고 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에머슨의 시대와 달리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과 접할 기회가 별로 

없는 도시에 살고 있다. 오늘의 소비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자연 풍경은 또한 

사뭇 다른 의미를 띠고 다가올 수 있다. 푸른 하늘이 비행기의 항로로만 보이고, 맑은 폭포가 

흐르는 멋진 계곡을 값나가는 전원주택지로 보고, 푸른 바다를 물고기의 어장으로 보는 시각

이 이들의 의식 한 모서리를 점령하고 있다고 말하더라도 결코 과언이 아닌 시대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의 학자에게 여전히 자연 체험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

가. 자연이 학자에게 자양이 될 수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인가. 사실 에머슨이 앞에서 

말한 자연의 감화력은 학자에게 전유적인 것만은 아니다. 삶의 전체적 환경으로서 자연은 사

람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의 지각적 체험을 섬세화하고, 또 전반적인 인식의 지평

을 확대시키는 데 알게 모르게 관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 오늘날 학자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일 것이다. 에머슨은 자연의 무한경이 학자의 정신

세계의 무한함과 상응함을 앞서 말했다. 사실 자연이 우리 앞에 드러나는 모습은 순간적이면

서도 전체적이다. 자연은 우리에게 점진적으로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전체상을 현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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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그것은 또한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자연의 전체상과 순간적 현시 그리고 그와 더불어 

환기되는 그 놀라운 다양성은 학자에게 겸허한 마음을 가르친다. 광대무변의 자연은 학자로 

하여금 우리의 앎이 왜소하기 짝이 없다는 것, 우리의 인식 지평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 보

이는 것이 실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게 만든다. 이런 자각은 학자에게 쉼 없는 탐

구를 촉구하는 동력으로 작용하면서, 아울러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자신의 발견

과 주장 혹은 성찰된 이론을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것을 환기시키게 된다. 현상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그것의 검증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펴는 것이 학문 탐구의 일반적 행로

라고 했을 때, 학자가 이 과정에서 수미일관된 태도와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

만 그 타당성의 검증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자연은 학자가 자칫 빠질 수 있는 아집과 편견 혹

은 고착된 시각을 교정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자연』의 “투명한 안구”(a transparent eyeball)에 대해 말하는 유명한 대목에서 에머슨은 

모든 “천박한 자기집착”(mean egotism)이 사라지고 “우주적 존재”(Universal Being)의 흐름

이 내면으로 흘러 들어오는 듯한 감흥 속에서 자신이 성스러워짐을 느낀다고 적고 있다. 우

리는 자연 속에 공존하는 뭇 생명과 그 상호공존의 모습을 보면서 에머슨처럼 반드시 어떤 

신성한 느낌에 젖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종종 알 수 없는 생명의 경이감을 체험할 수 있다. 생

명의 경이에 대한 이런 새삼스런 느낌은 개별 생명체의 소중함에 대한 자각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생명과 생명의 유대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사는 세계에 대한 공동체 의식과 책임

감을 생각해보게 된다. 자연과 접하면서 학자가 이런 윤리의식을 느낀다면, 그는 자신의 연

구나 관심사와 관련하여 사회적 책임감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실 에머

슨은 『자연』의 서두에서 “자연은 무슨 목적으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윤리적 비전

의 함양이 그 으뜸가는 목적임을 글 전체를 통해 밝히고 있다. 자연이 자극하는 윤리의식은 

훈계의 형식으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것이기에 소중하다. 이

런 자발적 윤리의식은 특히 진리와 가치의 상대성이 고창되는 오늘날 학문의 세계나 사회적 

관계에서 균형감을 잡아주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학자의 영혼을 비옥하게 하는 두 번째 자양은 지난 시대 유산의 집적이라고 할 수 있는 책

이다. 책은 선현들의 삶의 기록이자 지혜의 정수이다. 학자는 책 속의 지식과 예지를 자양 삼

아서 자기 세계의 터를 닦고 그것들을 되새김질하고 변용함으로써 자신의 고유한 정신세계

를 열어나간다. 학자는 책을 통해서 삶의 지평을 확장하고 그 과정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한

다. 책은 학자의 정신을 형성시키는 중요한 자양이긴 하지만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에머

슨은 덧붙인다. “책은 잘 사용하면 최상의 것이나 오용하면 그것처럼 나쁜 것이 없”기 때문이

다. 책 속에 담긴 생각이나 사상을 불변의 진리로 혹은 금과옥조로 받아들여 그것을 맹목적

으로 추종해서는 곤란하다. 학문의 길에 들어선 젊은 학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일 중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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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책을 신성시하고 저자를 우상화하는 일이다. 에머슨은 이렇게 경고한다. 

도서관에서 책에 파묻혀 자란 온순한 젊은이들은 키케로나 로크 혹은 베이컨이 제공

한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믿는다. 그들은 키케로, 

로크, 베이컨이 이 책들을 썼을 때, 그들 역시 도서관에 파묻힌 젊은 청년에 불과하였

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3)

후세에 지속적으로 읽혀온 고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특정한 시대를 살았던 유한한 인간

의 소산이다. 어떤 책이든 거기에는 시대의 제약과 인간적 한계가 배어 있기 마련이다. 이른

바 ‘맥락적 읽기’가 독서의 전략으로 종종 이야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구나 책이 학자의 

정신을 특정한 방향으로만 인도하고 그 밖의 다른 사유의 빛을 차단하는 차광막이 된다면 

그것은 득보다 실이 많게 된다.

책을 자신의 정신세계를 살찌우는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유의 디딤돌로 삼지 않고 지난 

시대의 천재가 남긴 것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숭앙하는 자를 에머슨은 “책벌

레”(the bookworm)라고 명명한다. 이런 사람은 책 속의 생각을 주어진 그대로 읊조리는 앵

무새일 뿐이다. “생각하는 인간”(Man Thinking)으로서 학자에게 책은 사유를 자극하는 도구

에 머물러야 한다. “책은 오로지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써만 유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독창적인 생각이 충만한 학자에게 책은 별무소용인 것이다: “책은 학자의 한가한 시간을 위

한 것이다. 학자가 신을 직접 읽을 수 있다면 … 다른 사람이 읽은 기록을 읽느라” 시간을 허

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4)

책을 통해서 자신의 재능과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 또한 에머슨의 “창의적” 독서법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사항이다. 오래전에 살았던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나 역시 생각해본 바 

있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을 발견하는” 경이의 기쁨을 맛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에머슨은 「초

령」(“Over-Soul”)에서도 셰익스피어와 같은 “위대한 시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풍성

함”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말한 바 있다.5)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한

한 가능성을 새삼 깨달음과 동시에 시대가 달라도 인간 정신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과거와의 이런 동질성의 확인이 또한 미래를 위한 준비의 토대이기도 하다.

책에 비해서는 부차적이지만, 행동 또한 학자의 삶에서 긴요하다. 에머슨은 정치적 대의나 

  3) 『자연』, p. 104.

  4) 『자연』, p. 106. 

  5) 『자연』, p.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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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의 실천으로서의 행동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말하는 행동은 훨씬 더 넓은 의미

의 것이다. 예컨대 그는 “행동이 없으면, 사상은 숙성하여 진리가 되지 못 한다”고 말한다. 또 

“위대한 영혼은 사고도 힘차게 하지만, 생활 또한 힘차다”라고도 쓴다. 이 인용문들로 볼 때 

에머슨이 학자의 훈육에 긴요한 것으로 꼽는 행동은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가 『인간

의 조건』(The Human Condition)에서 인간의 실존적 조건을 이루는 요소로 언급한 ‘노

동’(labor), ‘작업’(work), ‘행위’(action) 모두를 포괄한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요컨대 학자

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생존에 필

수적인 노동은 물론 의지적으로 기획되는 일상의 작업과 제반 사회적 행위도 능숙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렌트는 위 세 가지 활동이 주가 되는 삶의 방식을 ‘활동적 삶’(vita activa)이라고 부르고, 

이를 ‘관조적 삶’(vita contemplativa)과 대비시킨 바 있다. 아렌트는 서양의 전통에서 고대 그

리스시대이래 보다 나은 삶의 길로 선양되어 온 관조적 삶의 우위성을 부정하고 실존의 차원

에서 인간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활동적 삶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학자는 

관조적 삶을 영위하는 범주에 속한다. 에머슨은 학자는 종종 “수공일이나 공적인 노동일에 

부적당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사색하고 관조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존

재인 양 조롱당하기도 한다고 적고 있다. 에머슨은 서재에서 책만 읽는 것으로 정형화된 이

런 상투적인 학자관을 타파하고자 한다. 학자의 으뜸가는 본분은 물론 사유하는 것이다. 그

러면서도 학자는 현실을 활기차게 살아가는 ‘전인’(the whole man)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는 생각하는 존재이기에 앞서서 살아 있는 심령을 지닌 하나의 완전한 인간인 것이다. 학자

는 책상물림의 사변적이고 수동적인 인간이 아니라 인간 전체를 위해 생각하고, 일반 대중을 

선도할 수 있는 지도력을 겸비해야 한다. 학자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면서, 교사이고, 또한 

미래를 선도하는 지도자”여야 한다.6) 1832년 교회의 설교단을 떠난 후 그가 머릿속에 줄곧 

그려온 이상적 학자의 모델은 영국 청교도 혁명기의 대표적인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밀턴

( John Milton)이었다. 그는 밀턴에게서 탁월한 문필가와 대중을 선도하는 정신적인 지도자

의 조화로운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에머슨이 말하는 학자는 상아탑에서 관조하

는 사색인이라기보다는 사회 변혁을 꿈꾸는 이른바 ‘공적 지식인’(public intellectual), 혹은 

렌트리키아(Frank Lentricchia)가 말하는 ‘문학적 지식인’(literary intellectual)에 가깝다. 『비

평과 사회변화』(Criticism and Social Change)라는 책에서 렌트리키아가 말하는 문학적 지

식인은 마르크시즘이 선양하는 보편적 지성이자 정치적 양심의 기수로서의 지식인도 아니

고, 사회적 약자인 노동 계층과 연대하여 투쟁하는 그람시(Antonio Gramsci)적 의미의 급진

 6) Merton M. Sealts, “Emerson as Teacher,” p.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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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식인도 아니다. 그것은 푸코(Michel Foucault)적 의미의 ‘특수한 지식인’(specific 

intellectual)으로서 자신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사회적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식인을 가리

킨다.7)

에머슨은 학자의 성장에 행동이 긴요함을 역설하면서 특별히 그것과 언어적 표현의 문제

를 연관시키기도 한다. 삶의 경험이 얕은 사람은 비록 그 사유가 심오한 경지에 이르는 경우

가 있다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가 쉽지 않다. 그것을 전달할 적절한 어휘를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니 실제적 경험이 부족할 경우에 애초에 깊은 사유 자체가 불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세상에 대한 이해는 살아온 삶의 부피 만큼인 것이다. 학자

의 언어도 자신의 경험의 진폭을 반영하는 것이고 또 그런 한도 내에서만 공감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칸트가 말했듯이 지각없는 개념은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지각은 맹목이기 십상이다. 

행동은 사유를 내면화하는 계기이자 그것을 실감 있게 체현하는 통로를 열어 보인다. 책이나 

학교에서 배운 언어는 아직 나의 언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들판과 일터의 체험을 통해서 

비로소 살아 있는 언어로 육화되는 것이다. 에머슨의 표현대로 “생활이 곧 우리의 사전”인 것

이다. 행동은 이처럼 자기표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III

학자는 자연의 응시를 통해 사물을 분류하고 체계화하는 방법을 체득하고, 책을 읽음으로

써 사색을 위한 자극과 영감을 얻고, 행동에 나섬으로써 내면의 사유를 숙성시키는 기회를 

갖는다. 학자를 생장시키는 세 가지 초석인 자연, 책, 행동에 관해 설명한 후 에머슨은 학자의 

사회적 책무와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학자의 책무는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그의 본질에서 

비롯된다. 학자의 주된 임무는 무엇보다 현상의 진실을 보여 줌으로써 일반 사람들을 “고양

시키고, 분발시키고, 지도하는 데”(to cheer, to raise, and to guide) 있다. 그에 앞서서 학자는 

먼저 세상을 관찰하고 탐구해야 한다. 그는 “정신의 촉수”(the hand of the mind)로 삶의 현

상과 사물을 주의 깊게,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파들어 가야 한다. 그는 탐구 대상의 내밀한 

본질을 파악하고 요소들을 분석하고 대비하고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이제껏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찾아내야 한다. 그것은 많은 경우 외롭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또 이런 노력들은 아

무런 성과 없이 끝날 수 있다. 설사 어떤 성과를 얻는다 하더라고 그것은 미구에 또 다른 발

견에 의해 논박되고 폐기되기 마련이다.

 7) Frank Lentricchia, Criticism and Social Change, pp. 6-7.



2부  칼럼    239

학문적 발견은 필연적으로 뒤이은 또 다른 발견에 의해 수정되거나 폐기된다. 그런 의미에

서 학문의 역사는 오류의 역사이고 학문의 길은 본질적으로 패배의 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학자는 자신의 연구 과제가 가치 있고 그 방법론이 바른 것이라고 확신하며 탐구를 진행

한다. 학문에 대한 전심전력의 헌신도 이런 맹목에 가까운 자기 확신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

다. 사실 학문은 열정과 소명감 혹은 일생일업(一生一業)일 뿐이라는 올곧은 헌신 없이는 지

속하기 어려운 것이다. 1917년 뮌헨 대학에서 행한 강연, 「직업으로서의 학문」(“Wissenschaft 

als Beruf”)에서 막스 베버(Max Weber)는 “어떤 고대 필사본의 한 구절을 옳게 판독해 내는 

것에 자기 영혼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아예 학문의 세계를 

떠나라”고 말한 바 있다.8) 『논어』 또한 불광불급(不狂不及), 곧 미치지 않으면 목표에 이룰 수 

없음을 설유하고 있다. 학문은 냉철한 머리로 탐구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지속시키는 동력의 

하나는 가슴의 뜨거운 열정인 것이다. 이 말은 열정이 학문 탐구에 필수적임을 말하면서 또

한 학문의 여정에는 세간의 눈으로 보면 어떤 비정상적인 혹은 맹목적인 요소가 스며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학문의 길은 무엇보다 사유의 길이다. 그래서 에머슨은 학자를 “생각하는 인간”(Man 

Thinking)이라고 정의한다.9) 앞에서 논의한 학자의 직분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학자의 활동

과 관계된 것이라면, 사유는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 탐구자로서의 학자의 대내적 본분에 해당

한다. 학자를 사유하는 존재로 규정지으면서 에머슨은 주어진 도식과 체계에 안주하는 단순

한 사상가와 학자를 구분한다. 에머슨이 말하는 학자는 기능적인 사유 전문가가 아니다. 농

부는 식량을 생산하도록 들에 파견된 ‘인간’이고, 상인은 장사 일에 맡겨진 ‘인간’이고, 목사

는 설교와 사목을 위임받은 ‘인간’인데, 이들은 모두 인간임을 망각하고, 직분에만 매달리는 

노예가 되어 있다. 기능적 전문가를 양산하는 분업화되고 직능화된 산업사회의 통폐에 대한 

에머슨의 비판은 신랄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사지가 몸체로부터 분리되어 무수한 

괴물의 형상으로 뽐내고 다니는 것과 같다. 멋진 손가락, 목, 위, 팔꿈치는 있지만 온전한 사

람은 없다.”10) 에머슨은 이렇게 기능화된 전문가를 “물건”이나 다름없는 존재로 규정한다. 학

자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지성의 대변자로서 학자는 “생각하는 인간”이어야 마땅한데 도

식적 사고에 갇혀 있는 “단순한 사유자”(a mere thinker)이거나 남의 생각을 흉내 내는 앵무

 8) Max Weber, “Science as a Vocation,” p. 532.

 9) 에머슨이 ‘생각하는 인간’을 “Thinking Man”이 아니라 “Man Thinking”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동사 think를 현재분사형으로 씀으로써 생각하는 일이 전인적이고 

주체적 존재인 인간의 한 기능임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또한 흩어져 있는 삶의 편린들을 하나의 

의미 있는 체계로 구축하고 종합하는 역동적 행위임을 시사하고 있다.

10) 『자연』, 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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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전락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에머슨은 직분에 충실하면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전인’ (the whole man)의 전형으로서 학자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에머슨은 이런 전인

으로서 학자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하고 있지는 않다. 하나의 기능적 행위, 분

업적 기능으로 전락하지 않는 사유는 어떤 사유인가? 학문적 사유를 수행하면서도 어떻게 해

야 전인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사유 일반의 이해가 

요구된다.

IV

사유는 데카르트 (René Descartes) 이래 인간다움의 가장 핵심적인 표지가 되어 왔다. 그

러나 인간이 사유하는 존재라는 것을 당연시하면서도 철학은 정작 사유의 본질이나 사유 행

위 그 자체에 대한 사유, 사유할 가치가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소홀시했다. 20세기를 대표하

는 철학자 중의 한사람인 하이데거(Martin Heidegger)는 말년에 행한 「사유란 무엇인가?」 

(“Was heißt Denken?”)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우리는 아직도 사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탄

한 바 있다. 데카르트의 코기토 명제만 하더라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간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는 전제에 입각해 있다. 프랑스의 철학자 들뢰즈(Gilles Deleuze)는 사유와 관련된 

이런 당연시되는 전제들을 문제 삼고, 그것을 사유의 바탕을 이루는 “공리”(postulats) 혹은 

“사유의 이미지”(l’image de la pensée)라고 부른다. 가령 인간의 사유 능력을 보편적 본성으

로 보는 것이라든지 인간은 본성상 진리를 사랑하고 따라서 인간의 사유는 진리를 지향하기 

마련이라고 전제하는 것들이 들뢰즈가 『차이와 반복』(Différence et répétition)에서 예거하는 

대표적인 사유의 이미지들이다. 들뢰즈는 이런 공리적 전제가 없이 시작되는 사유만이 진정

한 의미의 사유라고 주장한다: “사유가 사유하기의 시작일 수 있고 또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 선-철학적 사유의 이미지와 그 공리들에서 벗어나 자유를 구가할 때

뿐이다.”11) 들뢰즈의 이런 문제 제기는 사유의 문제를 한층 복잡한 것으로 만든다.

사유에 대한 하이데거의 문제 제기 또한 근본적인 것이다. 그는 먼저 근대인의 인지 활동

을 관류하는 일반적 경향에 주목한다. 기술공학이 문명을 형성하는 추동력으로 자리 잡은 근

대 이후 인간의 인식은 존재자의 본래적 모습의 응시라기보다는 오로지 그 효용가치라는 프

리즘으로 존재자를 규격화하는 표상작용(Vorstellung)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다시 말해 그것

은 존재의 진실을 꿰뚫어보는 노력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욕망을 투사하는 행위에 다름 아

11) 『차이와 반복』, 김상환 역, p.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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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이데거는 근대를 “세계상의 시대”라 칭하기도 한다. 사물 존재는 그 

고유성을 상실하고 인간적 표상물로, 곧 인간이 투사한 이미지로 덧씌워진다. 이렇게 모든 

것이 인간의 물질적 욕망에 굴절된 이미지로 파악되고 생각되는 세계에서 존재자는 그 본래

성과 단절된 채 물화된 오브제로 전락하고 만다. 특히 세계가 대량 소비사회 체제로 진입하

면서 사물 존재는 이미지로 덧칠된 모습으로 반복되어 인식된다. 그리하여 사물 세계는 다양

한 모습을 상실하고 인간의 이념과 욕망의 동일체로 획일화된다.

이런 시대에 인간 이성은 존재자를 인간의 편익에 최대한 봉사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배치하고 조작하는 도구의 역할을 떠맡게 된다. 다시 말해 이성은 대상을 효용성 여부로 측

정하고 계산하여 인간 앞에 세우는 (독일어 vor-stellen이나 상응하는 영어 re-present는 모두 

문자 그대로 ‘앞에 다시 세우다’라는 의미이다) 도구, 곧 도구적 이성으로 시종하게 된다. 도

구적 이성이 압도하는 사회에서 인간의 사유 활동은 주로 목적에 이르는 수단 혹은 방법의 

합리성 여부를 검증하는 일에 모아진다. 사유가 논리적이고 이로정연하기만 하면 진실에 이

를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사유와 그것과 연관된 문제가 서양 전통에서 논리학의 영역

에 속해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처럼 사유가 도구적 이성에 종속되면서 무엇에 관해

서 사유할 것인가의 문제는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 도구적 이성으로 무장한 인간은 사

유할 가치가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thoughtless) 것이다. 다시 말

해 계산적, 절차적 사유에 급급한 나머지 진정으로 생각할 대상이 무엇인지는 더 이상 사유

하지 않게 된 것이다. 오늘날 학문 연구에서 탐구의 주제보다도 논증과 추론의 타당성 여부

에 더 초점을 맞추는 풍조 또한 사유가 도구적 이성 활동으로 축소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하이데거는 사유와 존재가 분리되어 버린 근대의 기술공학 시대와 양자가 내밀하게 연관

되어 있던 고대 그리스 시대를 대비시킨 바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 사유는 곧 존재와의 대면

이었다. 그러나 근대 이후 인간은 숙고해 마땅한 대상인 존재 그 자체를 망각하고 다만 존재

자의 효용성을 극대화시키는 방략에만 골몰한다. 이 같은 차이는 기술이라는 용어의 의미 변

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 기술을 뜻하는 ‘techne’라는 말은 존재자를 

경이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 본질을 통찰하여 그것의 고유한 본질을 발현하도록

(hervorbringen) 돕는다는 의미를 지녔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기술은 존재자의 고유성을 

무시하고  존재자들을  인간의  편익에  최대한  봉사하도록  강요하고  몰아세운다

(herausfordern)는 의미에 가깝다. 존재자를 표상 대상으로 몰아세우는 이런 존재망각의 상

황에서 참다운 사유는 실종되고 만다. 다시 말해 기술공학적 패러다임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

에서 존재는 어쩌면 더더욱 화급하게 사유되어야 할 것으로 인간에게 다가오지만 인간은 마

음 저편에서 울리는 존재의 내밀한 소리를 듣지 못한다. “사려되기를 바라는 우리들 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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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깊이 사려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사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사유란 무

엇인가』, 권순홍 역, 53)는 하이데거의 유명한 명제는 이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사유에 관한 하이데거의 성찰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사유(denken)와 감사(danken)를 

연관시키는 점이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인간이 존재자를 자신의 이기적 목적 달성을 위해 닦

달하기를 멈추고, 존재자가 부르는 소리에 응답할 때 비로소 사유의 길은 열린다. 존재는 인

간으로부터 자기를 수거해버리면서도 또한 인간의 주변에서 인간에게 끊임없이 사유할 것을 

요구해왔다. 존재망각 상태의 근대인들이 여태껏 그 요구를, 그 부름을 외면해왔을 뿐이다. 

물론 존재의 사유 요구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존재는 인간에게 사유할 것을 명령하면서 

동시에 사유 행위를 선물하는 것이다. 존재자의 부름에 응해 사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인간

에게 최고의 선물인 것은 그로 인해 인간이 자신의 본질을 회복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존재

의 부름에 응해 참다운 사유를 시작함으로써 이기적 목적으로 존재자들을 표상체로 앞세운 

후 그것들을 이용하고, 복속시키고, 착취하는 근대적 관행에서 비로소 벗어나 인간다운 존재

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인간은 사려되기를 바라는 것을 사려하게 된 데 대해 감

사해야 하는 것이다. 하이데거의 말을 직접 들어 본다.

우리는 가장 깊이 사려되기를 바라는 것을 사려함으로써, 가장 깊이 사려되기를 바라

는 것을 사유할 수 있다는 이러한 선물에 대하여 적절히 감사 입은 것을 표시할 수 있

는데, 가장 깊이 사려되기를 바라는 것을 사려하는 방식보다 더욱더 적절하게 이러한 

하사물에 대하여 감사 입은 것을 표시할 수 있는 방식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 그렇

다면 최고의 감사는 필경 사유가 아닐까? 그리고 가장 큰 배은(背恩, Undank)은 무사

유(Gedankenlosigkeit)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선물을 받고 거기에 대해 선물

로 보답하는 데에 감사의 본래성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순수한 감사는 우

리가 오로지 사유한다는, 요컨대 본래적으로 유일하게 사유되어야 할 것을 사유한다

는 그것이다.12)

하이데거는 여기에서 사유하도록 명령하면서 사유를 선물해준 데 대해 존재자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은 참다운 사유 행위 그 자체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존재자를 있는 그대

로, 그것이 자리 잡고 있는 세계 속에 그대로 놓아두는 마음가짐이기도 하다. 이를 뒤집어 말

하면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 사유하면서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 혹은 경외의 마음을 가

질 때 비로소 그것에 대해 가장 깊이 사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에머슨 또한 자아를 비우고 

의지를 ‘포기’(abandonment)함으로써 열리는 수용적인 마음의 중요성을 여러 곳에서 말하

12) 『사유란 무엇인가』, 권순홍 역, p.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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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사유에 대한 이 같은 성찰은 학문 탐구에 어떤 교훈을 던지는가? 오늘날 학문은 날로 전문

화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연구 주제가 계속 세분화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엄밀한 논증과 과학

적 체계화가 강조된다. 연구의 관심사가 미세화 되다 보니 그 사회적 의의나 타당성은 오직 

그 분야의 소수 전문가만이 알 수 있을 뿐이다. 연구 성과에 대한 검증은 그리하여 추론의 논

리성이나 논증의 엄밀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형식적인 절차와 방법의 타당성이 무엇

보다 중요해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방법론을 잘 따르기만 하면 진리에 

저절로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이 조장된다 (방법[method]은 어원적으로 ‘따라가면 목적지에 이

르는 길’[meta = after + hodos = way]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탐구 이전에 결론

이 이미 상정되어 있는 모순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막스 베버가 이른바 

합리화 혹은 탈주술화(Entzauberung)이라고 말하는 현상이다. 삶의 현상은 낱낱이 해명 가

능하고 사물은 계산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태가 이

성적 논증과 수리적 계산으로 설명된다고 해서 그 이해가 심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

게 얻어진 지식이란 지극히 제한된 현상을 전체적 연관을 도외시 한 채 분석하고 설명하는 

파편화된 지식일 따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자신이 도달한 결론이 사태의 전체

상이라는 환상에 종종 빠진다. 방법론만 잘 따르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은 연구의 

도식적 양산을 조장하는 또 다른 폐해를 초래한다. 이처럼 도구적 이성으로 무장한 학문 탐

구는 그 궁극적 의미나 궁구의 사회윤리적 타당성을 도외시한 채 오로지 탐구를 위한 탐구에 

매달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과지상주의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학계

가 보여 주고 있는 논문 양산 현상에도 이런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개개의 학문 분야는 그 나름의 규약과 절차와 전문적 용어들로 구성된 담론의 장에서 운

용된다. 이 담론의 질서를 익히는 것은 연구자에게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사유를 체

계화하고 그 결과를 소통하기 위한 외적 형식일 뿐이다. 사유 자체가 담론의 형식적 질서에 

갇혀 있다면 인식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기 어려운 것이다. 들뢰즈도 강조하는 바이지만, 

참다운 사유는 기존의 가치나 알려진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계를 뚫고 넘어

가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해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을 이론이나 방법론

의 틀로 재단하기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태도는 존재자를 표상체로 줄 세우고 닦달

하는 행태에 상응하는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연구 대상에 몰입하고 침잠해 들어가서 

그것이 불러주기를, 하이데거 식으로 말하여 사유하라고 명령하기를,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

하다. 그럴진대 탐구의 대상은 내밀한 진실을, 이제까지 감추어왔던 자신의 숨겨진 면모를, 

살며시 드러낼 것이다.

이런 수용적이고 기다리는 마음가짐은 텍스트 읽기에서도 절실하다. 난해한 텍스트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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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과 전투하듯이 대결하여 의미를 포착해내라고 흔히들 말한다. ‘대결’이라는 말은 물론 이

해하고자 하는 열망의 치열성에 대한 비유이다. 그러나 해석의 의지가 충만할수록 그 앞에서 

텍스트는 풍요하고 다의적인 진면목을 숨기고 밋밋하고 단선적인 얼굴을 내밀기 십상이다. 

오 밤나무여, 거대한 뿌리박은 꽃피는 자여,

너는 잎이냐, 꽃이냐, 줄기이냐?

O chestnut-tree, great-rooted blossomer,

Are you the leaf, the blossom or the bole?

                 ―W. B. Yeats “Among School Children“

이 시의 화자는 화사하게 꽃이 핀 아름드리 밤나무를 대하고서 어쩌면 자기 인식의 한계, 

언어의 한계를 느꼈는지도 모른다. 과연 밤나무의 실체는 무엇인가? 밤나무는 물론 잎도, 꽃

도, 줄기도 아니고 이 모두가 유기적으로 어우러진 전체이다. 해석의 의지가 앞설 경우 밤나

무는 잎으로, 혹은 꽃으로, 혹은 줄기로만 보일 수 있다. 해석자는 텍스트를 앞에 두고 최소

한 이 시의 화자처럼 겸손하게 묻고 대화하는 마음가짐을 지녀야 한다. 특히 시 텍스트의 경

우 독자는 섣부른 단정보다는 언어의 결을 음미하며 텍스트가 스스로 내밀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사유는 물론 의지적인 궁구 행위이다. 그러나 보다 깊은 사유는 위에서 거칠게 살핀 것처

럼 오히려 수동적이고 관조적인 마음가짐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말년의 하이데거는 또 다

른 대화록에서 관조적 사유의 본질로 초연하게 마음을 풀어놓은 상태(Gelassenheit)를 거론

하고 있다. 의식을 집중하여 대상을 응시하기보다는 오히려 평상심으로 돌아가 대상의 세계

를 초연하게 관조할 때 사유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겔라센하이트는 불교

에서 말하는 종용(從容) 혹은 선정(禪定)의 경지를 상기시킨다. 이런 유비적 용어들은 동시에 

참다운 사유를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비우고 사물과 내밀한 교감을 나누는 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깊은 사유는 결국 마음의 고요 속에서 정관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 된

다.

허만 멜빌(Herman Melville)이 1851년 5월, 『모비딕』의 탈고를 앞두고 호손(Nathaniel 

Hawthorne)에게 보낸 한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저는 이런저런 상황으로 부산합니다. 창작할 수 있는 마땅한 분위기―고요하고, 시원

하고, 마치 풀이 말없이 자라나는 듯한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좀처럼 가질 수가 없군

요. 돈이 저주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악한 악마는 문을 열어 놓고 늘 저에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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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 웃고 있습니다.13)

“고요하고, 시원하고, 마치 풀이 말없이 자라나는 듯한 분위기”―글쓰기를 위한 물리적 조

건을 멜빌은 이렇게 소박하게 표현하고 있다. 멜빌은 돈이 지배하는 사회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탄식하고 있다. 멜빌이 원하는 분위기, 물리적 환경으로서의 그런 분위기는 예전 

시골에서는 어렵지 않게 향유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번다한 도회지의 

삶에서는 좀처럼 누리기 힘든 것이다. 에머슨이 학자를 훈련시키는 한 요소로 거론한 자연의 

효용성도 이런 맥락에서 재음미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인적이 드문 산과 숲을 찾아가 잠시나

마 맛보는 고요함은 온갖 소음이 난무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희구하는 마음의 고요에 대

한 하나의 심상을 제공해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산란한 현실의 와중에서 우리 자신을 그

런 경지로 몰입케 하는 자기 훈련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동양 전통에서 예로부터 학업의 선결 요건으로 가장 강조되어 온 것도 마음의 고요이다. 

제갈량이 오장원에서 죽기 얼마 전에 여덟 살 난 아들에게 남긴 『계자서』((誡子書)는 이렇게 

시작한다.

군자의 품행이란, 고요한 마음으로 몸을 닦고, 검소함으로 덕을 기르는 것이다.

마음이 담박하지 않으면 뜻을 밝힐 수 없고, 안정되지 않으면 멀리 나아갈 수 없다.

배움은 반드시 고요한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재능은 반드시 배움에서 이루어지느니라.

배우지 아니하면 재능을 넓힐 수 없고, 고요하지 아니하면 배움을 이룰 수 없느니라.

夫君子之行, 靜以修身 儉以養徳.

非淡泊無以明志, 非寧靜無以致遠.

夫學須靜也, 才須學也,

非學无以廣才, 非靜无以成學.

이 짧은 글에서 제갈량이 학문 도야의 마음가짐으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고요함

(靜)이다. 『도덕경』에는 근원으로 돌아감을 고요라 하고, 이를 일컬어 본성을 회복한다고 말

한다(歸根曰靜, 是謂復命)라는 구절이 보인다. 『도덕경』은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학문의 선결 

조건을 넘어서서 삶의 근본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역설적이지만 학문적 사유는 마음의 고

요함에 다다르기 위한 훈련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거듭 말하거니와 이런 무

13) Herman Melville, Correspondence, p.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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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평정 상태에 이르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공명의 거듭된 강조 자체가 그것을 체

화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마음의 고요를 저해하는 것은 여러 가지일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특히 디지털 시대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디지털 시대는 정보와 시각적 이미지가 넘치는 시대이다. 컴퓨터

나 스마트 폰을 켜기만 하면 인터넷을 비롯한 여러 네트워크 매체를 통해 수많은 정보와 광

고와 이미지가 출몰하며 접속을 재촉한다. 접속은 접속을 부르게 되고 그러다보면 사람들은 

인터넷 공간을 쉴 틈 없이 유영하게 된다. 사람들은 클릭의 충동에 사로잡혀 좌충우돌하면서 

인터넷 사이트들을 휘젓고 돌아다닌다. 이런 일탈과 배회가 디지털 시대의 일상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만함이 일상이 되어 버린 이런 상황에서 마음의 평정은 애당초 기대

하기 어려운 것이 되고 말았다. 디지털 서핑이 익숙한 일상이 되면서 사람들은 어느 한 대상

을 응시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능력을 점차 상실해가고 있다. 그와 더불어 분석하고, 숙고하

고, 상상하는 능력도 퇴화되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문적 사유가 도대체 가능한 것인가. 아니 기억력, 창의력, 상상력과 같은 

능력들이 절실히 요구되는 인문학이 앞으로 존속할 수 있는 것인가. 디지털 매체 덕분에 학

문 탐구의 물리적 환경은 비할 바 없이 향상되어 있다. 우리는 조금만 노력하면 기본 텍스트

는 물론 학술지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쉬이 구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최적의 연구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는 디지털 문명 그 자체가 

학문의 세계를 황무지로 만들어가고 있는 역설적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다. 이 도전을 어떻

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V

이제 퇴임을 맞은 제 소회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강연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

하는 미국의 시인 월리스 스티븐스(Wallace Stevens)는 1950년 한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베토벤이 자신의 성취한 것을 되돌아보면서 그것이 자신이 이룩하길 희망했던 것과 

비교할 때 빵부스러기를 끌어 모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면, 나 역시 한 때 이루기

를 희망했던 것과 내가 이룬 보잘 것 없는 것을 견주어 보면서 이보다 더 적절한 수사

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

지만 생계를 위해 대부분의 깨어있는 시간을 바쳐온 대신 생각하고 시 쓰는 일에 헌신

했더라면 내가 어쩌면 도달했을지도 모르는 세계, 그 세계들의 세계에도 아직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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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최선인 삶의 방식에 삶의 전 시간을 바쳐야 

한다는 것은 고래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제 경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허지만 제가 

좀 더 확고한 입장에 서서 시 쓰기에  전념했더라면, 저는 어쩌면 단순한 회환의 느낌 

정도가 아니라 참담한 파멸적 심경으로 제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나

는 내가 시 쓰는 일에 시간을 더 들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여유를 즐기는 행복한 처지에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온 시간을 바쳤으나 종국에는 자

신이 그 일을 감당할만한 자질이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

각합니다.14)

평생을 시업과 회사 일을 병행하면서도 만년에 이르러 시인으로서 퓰리처상과 전미도서상

을 두 번 수상할 정도로 명성을 얻은 스티븐스였으나 시인으로서 그의 삶은 우여곡절이 많은 

것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기자와 변호사 그리고 보험회사 직원으로 생활하다

가 그가 공식적으로 시인으로서 데뷔한 것은 1914년 먼로(Harriet Monroe)의 『시』지에 「국

면」(“Phases”)이라는 제목의 4편의 시를 발표하면서입니다. 그의 나이 35세 때입니다. 그가 

첫 시집 『풍금』(Harmonium)을 낸 것은 1923년인데 이때 그의 나이 45세였습니다. 그 뒤로 

약 10년간의 공백이 있고 1934년부터 시작활동을 재개하여 만년에 이르러 뛰어난 시인으로

서 명성을 얻었는데, 76세에 사망할 때까지도 그는 39년을 봉직해왔던 보험회사(The 

Hartford Accident and Indemnity Company)의 부사장직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

는 서양문학사에서 유례없는 늦깎이 대시인이고, 시와 비즈니스 모두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드문 경우에 해당합니다.

저는 60세를 넘어선 후 퇴직이 지근거리에 들어오면서 스티븐스의 이 구절을 가끔 생각해

보곤 했습니다. 저는 물론 많은 것을 이룬 스티븐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잘 것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허지만 이 구절이 제 마음을 울린 것은 영문학을 공부하면서 늘 스티븐

스처럼 일종의 찢긴 마음 혹은 이중생활의 의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문

학을 공부하면서 물론 최선을 다했다고 감히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늘 외국문학 공부의 한

계에 맞닥뜨려 왔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넘어설 수 없는 벽이 늘 존재하고 있다는 절

망감이지요. 어려서부터 김치와 된장국을 먹으면서 성인이 된 저 같은 처지로 낯선 외국문화

와 그것을 바탕에 둔 문학 공부는 아무리 해도 낯설고 이질적인 느낌을 걷어낼 수 없는 것이

었습니다. 어차피 나의 온 시간을 바쳐도 스티븐스의 표현대로 “세계들의 세계”(the spheres 

of the spheres)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렇게 모든 시간을 거기에 바쳐야 하는가라는 

14) The Letters of Wallace Stevens, p.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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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와 의문이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문학 쪽도 기웃거려 보고,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그것을 구실로 생태문학의 영역에도 들어 가보고, 그림의 세계를 들여다보기

도 하고, 에세이를 써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중생활은 결국 어느 분야이든 전문적인 

식견을 갖지 못한 얼치기에 불과하다는 자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고 그러니만큼 불

안정하고, 불만족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월트 휘트먼은 어디선가 자신은 공부를 

시작하고서 그 시작을 넘어설 수 없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제 자신의 공

부를 되돌아보니 휘트먼의 이 소회가 가슴을 칩니다.

영어교육과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일도 어느 시점에서부터 이런 소외감을 가중시켰습니다. 

2000년도 초였다고 생각합니다. 영어교육을 전공하는 석사 과정의 한 학생이 학과에 개설된 

문학 과목의 수강 여부를 묻는 다른 학생에게 “영어교수법 이론을 열심히 배워서 영어교사

로서 헌신할 준비를 해야지 사치스럽게 문학 과목을 왜 수강하는가”라고 반문하는 것을 우

연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학 과목은 영어교육에 불필요하다는 이런 오도된 생각이야말로 

우리 영어교육 현장을 부실하게 만드는 한 원인임은 구태여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

러나 이런 분위기가 날로 팽배해지면서 우울한 소외감이 엄습해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

다. 소외감이 여러 겹인 것이지요. 위에서 말한 외국문학 공부에서 비롯되는 낯섦과 이질감으

로부터 비롯된 소외감, 영어교육의 현장에서 문학을 양념 정도로 생각하는 데서 오는 소외

감, 실용주의의 득세, 그로 인한 사회전반의 문학에 대한 관심의 퇴조에서 비롯된 소외감, 마

지막으로 창작 문학을 문학의 본령으로 여기는, 그래서 문학 연구는 파생적이라고 여기는 사

고에서 비롯되는 근원적인 허기, 이런 느낌들이 퇴임이 가까워져도 결코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소외감은 가르치는 일에서 다소 상쇄되었습니다. 우수한 영재들을 가르치는 것이 인

생삼락의 하나라는 『논어』의 말을 실감한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이데거는 가르치는 일이 

숭고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배운다는 것보다 더 어렵다.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지만, 좀처

럼 곰곰이 사려해보지는 않는다. 가르친다는 것이 배운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까닭은 

무엇인가? 가르치는 사람이 엄청난 양의 지식들을 섭렵하고 나서 언제나 만반의 준비

를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은 아니다. 가르친다는 것이 배우는 것보다 어려운 까닭

은, 가르친다는 것이 배우도록 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참된 교사는 배운다는 

것 이외에 ―어떠한 것도 배우지 못하도록 한다. … “배운다”는 것이 유용한 지식의 

전수로만 이해된다면, 그의 행동은 본래 그에게서 배울 것이 전혀 없다는 인상을 종종 

불러일으킬 것이다. 교사가 그의 제자들보다 나은 점은 그들보다 배울 것이 더 많다는 

사실, 즉 배우도록 하는 법을 배워야한다는 사실 단 하나이다. 교사는 제자들보다 더 

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가 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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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되려면, 박식한 사람으로서의 권위나 수임자로서의 권위적인 감화력 등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숭고

한 일이다. 이것은 유명한 교수가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다. … 오늘날 어느 누구

도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은 아마도 그것이 숭고한 일이기 때문이거

니와, 그것이 지니고 있는 숭고함 때문일 것이다. 필시 이러한 망설임은 사유하게끔 

하는 그것과, 즉 가장 깊이 사려되기를 바라는 것과 결부되어 있을 것이다.15)

하이데거는 가르치는 일이 숭고한 것은 지식을 전수해서가 아니라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

금 배울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금 

교사로서 느낀 희열도 학생들이 이런 전회, 서툴지만 수공일 하듯이 배울 거리를 다듬고 음

미하는 태도로 돌아가 보일 때였습니다. 물론 저는 하이데거가 역설하는 것처럼 학생들에게 

배우도록 하는 법을 배우도록 가르쳤다고 말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스트

를 수공일(Hand-Werk)하듯이 천천히, 묵묵히, 주의 깊게 응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런 사려 

깊은 태도가 가시적으로 표출되는 학생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스티븐스는 위 편지에서 자신의 세계를 “sphere”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만, 이 단어가 

상기시키는 것처럼 자기세계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그리하여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대로 그 나름의 완결성을 지향하는, 세계입니다. sphere라는 단어

가 연상시키는 원형의 이미지가 바로 이 완결성을 말해줍니다. 저 역시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둥근 세계를 만들고자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이켜보니 제가 만들고자 했던 세계가 호

손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비눗방울, 제법 영롱해 보이지만, 훅 불면 어느 사이에 사그라져버

리는 그런 비눗방울 같은 것이었다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다소 쓸쓸한 소회

로 마지막 강의를 마치게 되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21세기, 어디에 살든 세계시민으로서의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은 

훗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비눗방울이 아니라 수정처럼 반짝이면서도 견고한 원형의 세

계로 남는, 알차면서도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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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 V2 나치 비밀병기 개발연구소 Peenemünde 
방문기행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명예교수  정인석

머리말

지난 2006년에 소형의 초음속풍동을 제작하고자 설계를 구상하던 중에 중앙도서관에서 

참고서적을 찾던 중 Peter P. Wegener저 The Peenemünde Wind Tunnels; A Memoir라는 책

을 발견하고 읽어보니, 바로 V1과 V2를 개발한 나치독일의 The Peenemünde Army 

Research Centre(German: Heeresversuchsanstalt Peenemünde, HVP)에 설치된 측정부 

40X40cm OpenJet형식의 대형 초음속풍동 2대에 대한 회고록식 책자이었다. 이 책에서 보여

준 사진, 간략한 도면 등의 각종 과학적 이론을 기초로 우리 항공우주추진-연소연구실 

[Aerospace Propulsion and Combustion Laboratory, APCL]의 초음속풍동 1호(측정부

12X12cm, 유속 Mach 2.5)를 설계, 제작하고, 이를 사용하여 초음속 제트기의 엔진공기흡입

구에 흡입되는 초음속유동의 공기질식 및 유동불안정(air choking, buzzing)에 대한 실험과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 결과로 미국항공우주학회 논문집 AIAA Journal에 주요한 논문으로 

<그림 1>  

원형 Peenemünde  

초음속풍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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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하였으며, 이 연구의 영향으로 여러 편의 관련투고논문심사도 하게 되었다. 더 큰 시험

모델과 다른 연구를 위하여 좀 더 큰 초음속풍동을 설계, 제작하였으며, 이는 현재까지 국방

과학연구소의 대형 삼음속풍동을 제외하면 시험부 20×25cm, 유속 Mach 2.5인 국내 2번째 

대형 초음속풍동이 되었다.

관련되어 Peenemünde에 연관된 참고문헌들도 구입하고, 역사적인 배경도 모아오던 중

에, 2012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되는 제34차 국제연소심포지엄에 참가하였다가 이곳 

Peenemünde를 방문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렌터카회사의 규약에 폴란드에서 빌린 차는 

독일에서는 배기가스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여 입국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서 부득불 방문

을 포기하게 되었고, 다음 기회를 기약하였었다. 그런데, 드디어 기회가 적중하여 2018년 9월 

<그림 2>  

전쟁나포획득물로 미국AEDC, 

구 Naval Surface Warfare 

Center에 재설치된 초음속풍동

(원형 Peenemünde 초음속풍

동과 비교하면 훨씬 기계화되었

음)

<그림 3>   최우측이 본 연구실에서 개발한 SNUSAT-2. 한국표준시 12월 4일 3시 34분.  

미국 캘리포니아 Vandenberg AFB에서 발사. 현재 위성 초기운영중, 추후 관심지역 조기관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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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역시 독일 Würzburg에서 개최된 Pico- and Nanosatellite Workshop에 논문 발표와, 

2018년 12월 4일 새벽 3시 34분(한국표준시) 미국 캘리포니아 Vandenberg AFB에서 발사된 

우리의 2번째 초소형 인공위성인 SNUSAT-2에 장착한 NanoFEEP추력기에 대하여 공동연구

를 진행하였던 Dresden공과대학을 방문하여 최종 시제품인 추력기를 인수하는 일정을 병합

하여, 그 중간기점에 Peenemünde와 유태인들을 강제노역하여 V2를 제작한 비밀제작소 

MittelWerk로 불리는 강제수용소 중에서 Nordhausen에 있는 Mittelbau-Dora를 방문하였다.

9월 13일~14일: PiNA [Pico- and Nanosatellite Workshop], University of 
Würzburg

독일, 남아공, Lithuania, 한국, Greece, Spain, Tunisia, Poland, Estonia, 중국, Portugal, 

Czech, 일본 등 13개국으로부터 총 30편의 논문이 이틀간 발표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초소형 

인공위성을 개발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발표이어서 한 논문 발표 한 논문 발표가 모두 흥미

로운 것들이었다. 우리 연구실의 발표는 한국천문연구원에 제안한 근우주탐사에 대한 내용

이었다.

본 연구실에서 개발한 이 내용은 서울대학교 제3기 위성 SNUSAT-3에 대한 내용으로서 

NEX-Sat: CubeSat for Near Earth Space eXploration라는 제목으로 제안하는 초소형 인공위

성 3U크기로서 3가지 우주탐사장비, 지구관측 카메라, 별추적기, 태양센서, 자기센서, 초소형 

추력기를 장비하는 구조이었다. 여러 가지 기술적 토의가 진행되었으며, Dresden 공과대학 

NanoFEEP, 싱가폴 Nanyang 공과대학 NanoPPT, Czech 항공우주연구/시험소와의 공동연구

<그림 4> 한국천문연구원에 제안한 근우주탐사 초소형위성 SNUSA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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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안되었다.

9월 15일 Bamberg

Würzburg는 Frankfur t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독일 남서부인 반면에 목적지인 

Peenemünde는 Poland와 국경이 거의 맞닿아있는 독일의 북동부 끝자락이어서, PiNA 

Workshop을 마치고 그날 저녁에 도달할 수 없는 거리이어서, 중간에 하루 기착을 하는 도시

를 택하는 과정에 역사적인 도시를 택하게 되었다. Bamberg는 조그만 소도시이지만, 여러 

가지 명물의 건물과 성, 그리고 성당 등이 볼 만하였으며, 유명한 동네 맥주집이 있어서 그 

동네사람들, 찾아온 친구부부 등 모두 생면부지의 독일 사람들이었지만, 매우 친절하게 마을

의 역사와 명물, 관광 포인트를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덕분에 관광도 알차게 하면서, 유

명한 동네 맥주와 이 동네의 소시지 요리도 곁들여서 식도락도 즐길 수 있었다. 여하튼 다음

날은 아침 일찍부터 독일의 무한정 고속으로 운전할 수 있는 Autobahn을 질주하여야 하는 

관계로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9월 16일 Nordhausen, Wolgast

독일의 정중앙에 위치하는 Nordhausen으로 시속 약 180km으로 렌터카를 달려 오후 1시

쯤에 강제수용소 중에서 Nordhausen시 북부외곽에 있는 Mittelbau-Dora를 방문하였다. 별

로 방문하는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영어 안내는 예약에만 대응한다고, 그런데 당일에는 영어 

안내자가 출근을 하지 않았으므로 자유 관람을 하든지 다른 독일방문자들과 동행하여 독일

어 안내를 받든지 하라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과 다시 오후-저녁 내내 운전하여 

Peenemünde로 들어가는 외곽마을인 Wolgast까지 운전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자유 관람을 

선택하였다.

나는 기회가 어떻게 닿아서, 유태인 강제수용소(Concentration Camp)를 방문할 계기가 몇 

번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몇 달 앞둔 1945년 3월중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Anne Frank가 마지막으로 수용되었다가 사망한 Bergen-Belsen 강제수용소는 2009년 여름

에, 폴란드의 Auschwitz-Birkenau 강제수용소는 2012년 여름에, 그리고 이번 가을에 

Mittelbau-Dora를 방문하게 되었다.  지금은 방문센터와 몇 가지 남은 당시의 시설물, 기념물

만 있고 풀과 나무들이 정돈되어 있어서 매우 평화로운 광경이고, Nordhausen 도시도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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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Mittelbau-Dora 강제수용소 입구

<그림 6>  

Mittelbau-Dora 강제수용소  

시체소각실

<그림 7>  

Mittelbau-Dora 강제수용소  

V2 제작실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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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는 듯이 차분하고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시민들은 평화롭게 살고 있

어서, 시체를 소각하던 소각실 건물을 볼 때에는 오히려 옛날의 공포가 더욱 섬뜩하게 등에

서 느껴지는 인상이었다. 

여기를 나와서 Autobahn을 달리고, Berlin외곽을 돌아서 북으로 북으로 올라가니, 밤 10시

경에 Wolgast의 예약하였던 연세든 부부가 운영하는 조그만 2 Star 호텔에 도착하였다. 역시 

이곳은 폴란드에 가까운 외진 곳이어서, 거의 영어가 통하지 않았다. 이제는 러시아어도 나이

든 사람들만 가능하고, 젊은 층은 독일어만… 영어는 i-Phone 화면으로 서로 이해하는 body 

language 식이었다. 다음 날 고대하던 Peenemünde의 V2개발연구소 방문을 위하여 에너지

를 비축하고자 잠을 청하였다.

9월 17일 The Peenemünde Army Research Centre

Peenemünde는 Peene 강의 하구라는 뜻인데, Usedom이라는 섬과 사이를 두고 북해로 흘

러 들어가는 Peene 강 하구 주위지역을 뜻한다. 이 비밀병기 개발연구소가 들어서기 전에는 

정말 평화로운 평범한 어촌이었는데, 독일 국방부가 구입하여 이 연구시설이 구축되어 V1, 

V2, 최초의 제트기, 로켓항공기 등 각종 신형 항공기 개발에 활용되었다. 그런데, 섬에 있었

기 때문에 Wolgast에서 섬으로 들어가는 다리에서 검문을 하기 쉽고, 이 지역이 한적한 섬의 

북쪽 끝이며, 적당한 항구가 있어서 물류는 선박으로 이동하기 쉽고, 또한 보안도 유지하기 

쉬운 이점이 있었던 것 같다. 독일의 북동쪽 국경선부근이어서 연합군의 감시도 어렵고, 폭격

을 하기에도 매우 장거리비행을 감행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폭격기 등이 전투기의 호위를 

받는 것도 한계가 있는 전략적으로 매우 유리한 장소였다. 또한 포탄 등도 Baltic 해 방향으

로 발사할 수 있어서 이 또한 큰 장점이었을 것이다. Wolgast의 호텔을 나와서 승계교인 다

리를 통과하여 Peenemünde로 향하였다. 중간에는 이 주위에서 가장 화려한 Resort 지역인 

Zinnowitz도 잠깐 들렀다가 (당시에는 관계장군, 고급장교, von Braun 박사를 위시한 과학

자들의 기술검토회의 및 위로연회 등이 주로 이 지역 최고호텔에서 이루어졌으며, 종전 후에

는 러시아군이 본부로 사용하며 Peenemünde의 연구기밀을 검토하였다.) 드디어 

Peenemünde Museum(이제는 박물관으로 방문객에게 관람을 제공한다.)에 도착하여 연구

소의 전경을 살펴보고, 박물관의 입구로 사용하는 기념품점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보았

으나, 영문 자료는 거의 없고 또한 과학기술 자료도 별로 없었다. 10여 년 전에 독일 국방관

련 연구자와 이 연구소와 관련시설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머리말에서 설명한 바

와 같이 종전 이후에 거의 모든 연구시설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로 송출되었고,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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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제작시설도 압수하여 송출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실제 자료가 매우 빈약하

다는 인상을 받았다. 정작 가장 중요한 로켓트 관련 자료, 시설, 초음속풍동 관련 자료 및 시

설은 전혀 볼 수가 없었고, 그래서 더욱 서운하게 되었다.

장소를 이곳으로 결정한 것은 독일의 북동쪽 변두리 한적한 지역이어서 기밀보안도 용이

하지만, 선박으로 석탄을 수송하여 화력발전을 하여 대량의 전력을 생산하기에 용이한 점과, 

비행기, 로켓트 등의 비행시험 항공지역이 광활하다는 점도 기본고려사항에 포함되었던 것

<그림 8>  

Peenemünde Museum  

전경. 왼쪽 큰 건물이 발전소

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V2로켓트, 중간에 V1로켓트 

비행체

<그림 9>  

왼쪽 V1로켓트 비행체,  

오른쪽 V2로켓트를  

배경으로 저자의 기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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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파악된다. 그래서, 바로 옆에 해군박물관 함정이 1척, 그리고 이 지역이 동독지역이어서, 

러시아 미사일발사 잠수함도 1척이 전시되어 있었다.

이곳은 결국 연합군의 대량폭격으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어, 모든 연구시설을 해체

하여 스위스와 인접한 독일 최남단인 München 남부의 알프스 산맥지역으로 이전하게 되고, 

이때는 상부의 호수와 하부의 호수를 수로로 연결하여 수력발전 터빈을 설치하고 필요한 전

력을  충분히  공급하게  되었다 . 과학적으로는  이 

Peenemünde 초음속풍동으로 로켓트 비행속도 Mach 

4.4까지 실험을 수행하였으나, 실제 비행속도는 Mach 7

이상이었을 것이므로, 실제로 제작은 하지 못한 채 종전

되었으나 ,  전  세계  최초로  대형  극초음속풍동 

(Hypersonic Wind Tunnel)의 설계는 완성되어 후일에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에 중요한 기술 자료로 활

용되게 되었다.

아쉬운 점은 많았으나, 오히려 한정된 자원에서도 가

능한 과학기술적 자료를 도출한 독일과학자들의 지혜를 

되새겨 보고, 그래서 우리 연구실의 초음속풍동은 모두 

OpenJet 방식을 고수하였다. 이는 1/4의 공기 공급으로 

동일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들과 같은 대

학교에서 기초연구를 지향하는 과학기술자로서는 다시 

<그림 10>  

시설통제실이 이제는

Peenemünde Museum 

기념품점. 뒤의 캐비넷은  

모두 2차 세계대전 때의  

시설 그대로라고 한다.

<그림 11>   

발전용 turbine blade stage, 현재장비

에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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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하여 보아야 한다는 교훈이 떠오르

는 것이 이 방문의 최대의 수확이라고 되새기면서, 다음 

목적지인 Dresden 공과대학으로 향하였다. 이 지역에는 

북해의 강풍이 많아서 그런지, 행글라이더의 원조인 

Otto Lilienthal의 기념도시 Anklam도 약20분 거리에 있

으며, 이곳의 Lilienthalstadt Museen도 볼 만하니, 항공

우주에 심취한 분들은 필히 방문하기를 권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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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V2로켓트 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한 

이곳이 유럽 문명유적으로 수상되어 있

는 아이러니,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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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제언

 

관악구청장께의 제언
횡단보도 위반 차량 단속, 청년 대안 교육 · 문화와 발전 공유, 배려 정신

인문대학 언어학과 명예교수  이정민

일전에 KBS TV 인터뷰에 나오셔서 구 행정에 관해 좋은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몇 가지 제

언을 해도 시간 낭비가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 제언합니다.

첫째는 긴급한 일로서, 일반버스, 택시, 배달 오토바이 등 온갖 교통수단의 진입 통과로 교

통이 복잡한 서울대학교를 기점으로 해서 우선 관악구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람

이 건널 때 차가 멈추도록 관할 관악구의 경찰이 단속을 시작하게 해 주십사 하는 요청입니

다. 우선 급한 대로 최근 효과를 본다는 3D printing으로 디딤돌 징검다리를 횡단보도에 그

려 달라고 대학에 요청해 놓긴 했습니다. 착시효과로 차가 멈칫해 사고가 줄어든다고 합니

다. 2년 뒤부터 아파트, 학교 등 구내 교통사고도 일반 도로 사고처럼 사후 처리하도록 법이 

개정된다고 하나, 이는 사고 발생 후의 사후처리에 관한 규정을 바꾸는 문제이지, 사람을 보

고도 멈추지 않고 위험하게 보도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단속(현행 도로교통법 27조에 

이미 규정돼 있음)을 한다는 개정이 아니므로 법 개정 효과가 미미할 것입니다. 요컨대 캠퍼

스 경찰에 교통 단속권을 위임하는 규정과 조치를 꼭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교내순환/셔틀버스들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멈추도록 교육받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

다. 이러한 운동이 대학마다 또 전국으로 퍼져야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2011년 11월 1일 오전 고려대학교 법학관 앞 도로에서 캠퍼스 셔틀버스에 

머리를 다친 채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깔려 이 학교 사학과 4학년 장모(23 · 여) 학생이 숨

졌습니다. 또 청주교대와 한국체대에서는 외부 차량으로 인해 교내 보행자가 사망한 사고가 

일어났고, 2011~2015년 전국 국립대 및 국립대법인(공립) 캠퍼스 내 교통사고 건수 총 483건 

가운데 단연 1위는 서울대학교로 최근 5년간 31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늘어나는 추세

입니다. 2위 전남대학교 108건과 3위 경북대학교 38건에 비해 압도적인 차이입니다. 서울대

학교가 교내 교통사망자가 나오는 네 번째 대학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잘못돼 일어

날 일은 일어난다는 머피의 법칙도 있고, 끔찍한 참사가 일어나기까지에는 엄청난 수의 징조 

사건이 일어나 미리 말해 준다는 또 다른 법칙이 있습니다. 또 한국내 교통사고 사망의 거의 

절반이 횡단보도에 걸쳐 일어난다는 통계와 보행자 교통 사망자 수가 OECD 국가 중 최고라

는 통계까지 합치면 다음 번 캠퍼스 내의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망 사고 소식은 놀랍지도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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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이 되고 사망자가 나올 확률이 큽니다.

교내외 교통 상황에서 보행자에게 가장 위협적인 일은 신호 없는 횡단보도 건너기입니다. 

외국인들도 이를 가장 무서워합니다. 영국대사 부인 서덜란드씨가 기자(정성택, 동아일보)와 

함께 시내 복잡한 지역의 횡단보도에서 건너려 하고 있어도 “20분간 보행자들을 보고 먼저 

멈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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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습

니다.

KBS가 2016년 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교생 2명이 질주하던 트럭에 치어 한 

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벨기에 출신 열린책들 직원 림펜스씨(블로그)는 참으려 해도 

“여전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때때로 격노하게 하는 한 가지 상황이 있다. 신호 없는 횡단보

도가 그것이다. 그런 횡단보도를 지날 때에 브레이크를 거의 밟지 않고 지나가는 차가 있다. 

위험하게 지나갈뿐더러 차량의 클랙션(경적)을 울려서 보행자에게 불만을 드러내는 운전자

도 있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화를 낸다. 멈춰 서서 팔과 손을 (그리고 가끔 다리와 

발까지) 흔들어 대면서 고함을 친다.”고 처절하게 실토하면서 이는 “후진국 풍경”이라고 단

언합니다. 각종 갑질에 저항하면서도 유독 차량이라는 중무기로 보행자에게 갑질하는 운전

자들의 행패를 용인하고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서 있는 치욕을 언제까지 감내할 것인지 

서글플 뿐입니다.

관악구가 최근 횡단보도 색깔을 두드러지게 해 노인들이 식별하기 쉽게 했다는 보도는 환

영할 일입니다. 나아가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사람을 존중해 차를 멈추게 하는 도로교통

법 27조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정지선에 맞춰 서지 않는 차량의 운전

자에게 사진, 영상 등의 입증으로 20만 원까지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규정에 따른 단속과 운동을 관악구가 나서서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시와 시경 당국에도 

강력히 협조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구민, 시민, 학생, 교직원 수만 명이 매일 드

나드는 서울대학교가 교내 교통사고 전국대학 중 1위라는 오명을 속히 벗어나고 교내 교통

사망 학생이 안 나오게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명예교수협의회보 2017, 나의 제언 참조)

둘째는 이미 창업과 관련해 부분적으로 구상하시고 계신 것처럼, 구에 자리 잡은 서울대학

교라는 거대한 우수 집단과 학술 ·  교육 ·  문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전 국민이 압구정동 

아닌 서울대학교에 조금이라도 가까이하고 나아가 가까이 살기를 원하는 곳이 되도록 노력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언입니다. 창업과 취업의 요람이 될 뿐 아니라, 대학에도 못 가고 취업

도 못하는 수많은 청년들(‘대학 밖 20대 청년들’)을 실질적인 대안적 대학교육을 받게 서울대

학교의 평생교육원을 요람으로 해 꿈도 키우고 최대한의 교육을 받아 인생을 설계하고 보람

있게 살아갈 지침과 방도를 찾게 인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므로 평생교육원이 청년도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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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김혜원 호서대 교수 중앙일보 9월 6일자 시론 참조). 공시생으로 5

년 허송하고 기초 소양도 없이 살아가는 방법도 몰라 막막해 하는 젊은이들을 이끌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과 같이 박물관/미술관 문화 공개강좌와 구민에게 

공개적인 화요음악회 같은 예술 행사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게 구민에게 잘 알려 주셔야 할 

것입니다. 화요음악회 한 학기 프로그램 홍보 현수막이 동원관 앞에 붙어 편리했는데 최근 

없어지고, 프로그램도 전보다 약간 약화돼 가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긴 해, 예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가 예산이 궁핍해져 여러모로 옥죄고 있는 형편이긴 합니다. 음

대 콘서트홀이 다소 구석지게 위치해 있지만 좀 더 시민에게 가까웠으면 합니다. 학술강연들

도 늘 구민/시민과 함께 들을 수 있게 되면 좋을 것입니다. 미국 같은 데는 큰 대학의 문화

관/강당에 연중 전국적으로 명성 있는 공연의 스케줄이 짜여 1년짜리 표도 판매하고 하니까, 

교양인들이 노후에 대학 가까이 살면서 대학문화를 즐깁니다. USC는 캠퍼스에서 총소리가 

안 들리는 날은 신기해 할 정도로 환경이 열악하던 대학이나 몇 년 전 대학 주변 지역에 대한 

봉사 활동 1위 대학이 됐습니다. 캠퍼스와 지역사회가 서로 돕고 함께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관악구가 스포츠산업이 성하다고 하니 서울시 최고로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젊은 층

의 다른 분야 문화도 즐기는 터전으로 발전시키면 좋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관악문화원 앞 

관악산 공원 광장에 서울시 문화원과 연계해 공연장을 꾸며주시어 정기공연을 열어 주민, 학

생, (외국)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게 하면 좋을 것입니다. 국악도 크게 반영하면 좋

을 것이고, 그 인적 자원은 (국악고) 한예종, 서울대학교, 기타 호남 관계자들과 상의하면 좋

을 것입니다. 경전철까지 개통되면 파급이 빠를 것입니다. (광장에서 관악문화원으로 직접 

통하지 못하게 나무 울타리로 막아 버렸으나, 문을 만들어 통하게 해 문화관, 도서관에 쉽게 

접근토록 해 주어야 합니다. 수년 전부터 관악 시도서관 직원에게 요청했으나, 변화가 없습

니다. 광장에서 [관악문화원] 표지가  크게 보이나, 그 안에서 무슨 행사가 있는지 바로 알 수 

없고, 돌아서 옆길을 따라 올라가야 접근할 수 있게 감춰져 있습니다.)

의료시설로 동물병원이 있고, 관악 서울대학교 치과병원도 생겨 구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보라매병원은 가까운 편이나 동작구에 속해 있어 아쉽겠지만, 서울시-서울대학교와 

협력해 주변 구민, 시민들을 위한 대형병원으로 키워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래 전 공기 측정 결과 신림동이 서울시에서 가장 공기 좋은 동으로 꼽힌 적이 있으니 이런 

장점을 잘 살려 평생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고시촌 근처에 살던 철학과 박

사과정생은 여자 친구가 왜 이런 데서 사느냐고 성화를 해 이사를 했고, 세 번째 애를 낳은 

엄마는, 두 번째 아이까지만 맡기는 혜택을 주자, 아빠가 포스코 · 서울대학교 수영장을 이용

하고 싶어 하는 데도, 셋째에도 맡기는 혜택을 주는 다른 구로 이사갔습니다. 공시족, 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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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임시 주거지 기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원래 서울대학교 앞은 미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나, 복개된 도림천 상류에는 경전

철 시공 전부터 항시 허드렛일 공구, 작업차, 재료 더미가 쌓여 있어 미관과 거리가 멀게 돼 

있고, 서울대학교 앞의 공항버스 정류장 앞 미술관 뒤편에 방화행 버스가 오래 정류하면서 

소변 편의 화장실의 필요를 낳게 하며 뒤편 버스들의 긴 횡단보도 앞 시야를 가리기도 합니

다. 개선되지 않았다면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로, 가게 간판들이 인도에서 물러나는 데 5년 걸렸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결단으로, 거

미줄 같은 전깃줄로 어지럽고 우중충하던 고시촌의 긴 이면도로를 전깃줄을 지하화하고 ‘걷

고 싶은 길’로 조성해 일방차로와 차도 옆 사람 걷는 길이 잘 구별돼 참으로 명랑한 길로 크

게 발전했으나, 사람 걷는 길에 상가들의 간판이 줄줄이 나와 세워져 사람이 사람 걷는 길로 

못 다니고 비켜서 차도로 다니면서 위험에 노출돼 불편을 겪다 못해 상점 주인들에게 이렇게 

간판을 인도에 내놓으면 사람이 차도로 걸어야 되고 뒤에서 오는 차에 치일 위험이 크고 구

청에서 알면 범칙금을 내게 되니 들여놓아 달라고 거의 20개 상점에 일일이 요청해 보았으

나, 아침부터 재수없게 그런다고 욕설을 퍼붓고 칠 것 같은 기세를 보이기도 하고, 우선 반발

부터 하는 것을 보고, 방법을 바꾸어 인도에 내놓은 상호 간판을 매일 지나가면서 일일이 들

여 놓으면 그 이튿날 또 내놓고 나는 또 들여 놓고 숨바꼭질을 늘 하면서 서울대학교로 향하

곤 하기를 꾸준히 하니까 차츰 인도에 도로 내놓는 간판 수가 줄기 시작하고 5년여를 계속 

하니까 이제는 박종철기념물에서 가까운 [재단봉제 30년 옷수선 집] 한 군데 외에는(오늘 9

월 10일(월) 아침에도 간판을 인도에서 치워놓고 옴 – 이쯤 되면 민도를 한탄하고 야학을 시

작한 윤봉길 의사를 떠올리게 됨) 인도에 간판을 내놓는 상점이 전혀 없게 돼 인도가 깨끗해 

져 위험 없이 걷기에 명랑한 길이 됐습니다. 가게 주인들도 이제는 인도가 깨끗해 상쾌함을 

느낄 것이고, 나도 이에 일조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느낄 것입니다.

이처럼 규칙 위반을 지적해도 우선 반발하고 침해로 여겨 반응하다가도 차츰 이성적으로 

설득되고 규칙 준수에 남과 같이 참여하게 되는 과정을 보고 겪게 되었습니다. 규칙 시행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꾸준히 설득, 단속하는 일이 큰 위험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 해 전에 구청 홈페이지에 어렵게 들어가 가게 간판을 인도에 내놓는 문제의 단속 제

안을 했었으나, 아무 반응도 얻지 못했습니다.)

                       2018년 9월 10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정민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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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e@snu.ac.kr(구청장님 이메일 주소 부탁합니다.)

필자 손전화 010-8286-3886 

[등기 속달로 9월 10일에 보냈으나, 10월 19일까지는 구청장에게서 반응을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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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영웅을 잊지 않는다.  
우리는 잊혀진 영웅을 기억하고 있는가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명예교수  신동소

우리가 반만년의 긴 역사를 통해 볼 때 외세의 침략을 당한 역사로 점철되었다. 근세사에 

있어서 36년 간 일본 제국주의에 병탄되었지만, 일본의 패망으로 조국을 잃은 강산에 광복을 

맞이하였다. 온 국민의 환희도 잠깐이며 나라를 재건하고 부흥시킬 겨를도 없이 동족상잔의 

6.25전쟁이 일어나 큰 참상을 당하였으며, 북한군이 기습 남침하여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부

산으로 옮겼다. 이 와중에 서울대학교도 부산에서 전시 연합대학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 나라의 운명은 마치 풍전등화와 같았다. 이 견위치명(見危致命)의 산 증인으로 서울

대학교 학생 46명이 참전하여 적이 파죽지세로 밀려오며 총알이 빗발치는 전투에서 생사도 

다 버려 충렬과 헌신으로 나라를 구출하는 공적을 세웠다. 오늘의 우리들은 나라를 수호 한 

이들의 희생으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다.

현재 우리들은 잊혀진 영웅들을 과연 기억하고 있는가. 오늘날까지 서울대학교는 이들을 

기리는 충렬탑을 교정에 세우지 못했다. 그동안 2008년 이장무 총장께서, 재임 중에 총장실

로 직접 방문한 이수성 명예교수협의회장께 충렬탑 건립을 굳게 약속하였으나 재임 중 성사

되지 못하여 이 업무를 오연천 총장이 위임을 받아 이 업무 추진을 기획실에 지시하였다. 그 

후 서울대학교 국가유공자 동문기념사업이 본격화(서울대 소식 2010. 7. 21.)와 연관하여 김

태유(산업공학과) 위원장이 회의도 여러 차례 하였다. 2011년 5월 19일 명예교수 초청간담회

에서 대학본부 간부회의에 이 건을 상정하여 홍보한 사실을 참석한 모두가 들었다. 성낙인 

총장께서도 진행 상황을 파악하므로 기회 있을 때 마다 건립에 대해 질의하면, “잘 알고 있

다”는 짧은 답변만 들었으며, 최근 건립에 대해 같은 질문(2018. 5. 14.)하였던 바, “성사시키

지 못했다”는 답변이었다.

지난 과정을 추측컨대 다만 착수만 남겨졌다. 그럼에도 오늘날까지 건립되지 못하였다. 이 

충렬탑 건립에 관여한 세 분의 총장과 직접 관여한 위원들이 자리를 떠났으므로 미결로 남아

있다. 이 건립에 대해 이수성 전 명예교수협의회장을 위시하여 임원들도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동안 건립의 필요성을 서울대학교 임광수 총동창회장께 건의(2009. 3. 20.)한 바 있으며, 서

울대학교 총학생회 박진혁 회장(2009. 9. 2.)에게 필요성을 직접 전하였다. 대학신문에 ‘서울

대 충렬탑 건립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제하(2008. 11. 17.)로 출간되었다. 서울대학교 구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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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탑을 세우는 일은 총장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예사로 말하고 있지만, 세월이 10여년 지났으

나 실행되지 못한 것은 배후에 어떤 훼방이 있지 않나 추측할 뿐이다. 이 일은 결코 포기해서

는 안 된다.

그 전사자는 조국을 구한 호국의 간성이었기에 그 충렬을 기리며 나라를 수호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어줄 충렬탑이다. 서울대학교 존립은 나라의 인재를 기르고 더욱이 나라

사랑과 국가보위를 위해 안보정신을 함양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충렬탑은 나라사랑의 표상

이다. 이런 중차대한 일이 성사되지 못한 것은 배후에 반대파의 영향이 미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지만, 권토중래(捲土重來)란 옛말과 같이 실현되기를 굳게 믿는다.

서울대학교 졸업식이나 입학식에 아직도 장차 지도자로서 굳은 국가관을 확립하기 위해 

애국이나 안보의 중요성에 언급한 기사를 본 적이 없다. 서울대학교 졸업생 중 6.25전쟁에 전

사한 희생과 공헌을 망각하고 있음과 무관하지 않으며 그 전사자의 넋을 위로하는 충렬탑은 

나라사랑을 깨우치는 일이므로, 이를 아직도 세우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절체절

명의 과제이다. 그들은 나라를 구한 진정한 영웅이다. 이들의 순절과 충혼은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화랑도 정신의 산 증인으로서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산 귀감이 된다.

역대 서울대학교 총장들은 지성을 양성하고 세계사적 소명을 실천하고 원대한 비전과 국

제적 안목을 갖춘 이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지만, 감명 깊은 명 축사에 못지않게 대의를 

위한 조국의 부름에 응하여 나라를 구한 충렬과 헌신한 영웅들의 넋을 기리는 언사도 중요

하다.

필자가 대학에 입학할 때 전시연합대학에서 입학식에 참석하였다. 그 때 문리과대학 김상

기(金庠基) 교수가 한 말이 기억난다. 즉, 천하에 영재를 얻어 교육하니 즐겁다고 하였다. 그

런 영재가 있었기 때문에 6.25전쟁이 나자 조국을 위해 용감히 전쟁에 나갔으며 나라의 안보

를 지켰다. 이 나라를 통찰하는 기개를 가르쳤다고 생각한다. 왜 우리 대학은 입학식이나 졸

업식에 나라를 지키는 기본인 나라사랑 한마디 축사나 격려사에 언급이 없는가. 애국과 안보

의 주인공은 특히 서울대의 젊은이다.

서울대인의 안보관은 매우 위험하다. 설문조사에 전쟁나면 전쟁에 나가는 것을 기피한다

고 응답하였다. 선배들이 전쟁에 나가 전사한 영웅을 기리는 충렬탑이 없는 것과 결코 무관

하지 않다. 심지어 서울대학교 총장실에서 서울대학교 캠퍼스 ‘한국전 참전의 길’ 조성 협의

를 성낙인 총장과 박승춘 보훈처장이 협의(2014. 8. 27.)를 하였으나 허사였다. 그리고 조선

일보 만물상에 서울대 ‘한국전쟁의 길’이라는 제하에 “이 길을 오가며 한 번쯤 나라를 사랑한

다는 것, 나라 위해 몸 바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젊은 세대 모습을 떠올려 보다.”라고 

하였다.

우리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휴전 상태이므로 안보와 국력을 더 강화할 때 애국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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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드높일 구심점이 없다. 충렬탑은 애국의 상징으로 안보의 초석을 다지는 토대이다.

우리들이 회자되고 있는 말, 즉 누군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게 하

라. 진정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한 안보를 생각한다면 서울대 구내에 충렬탑이 세워져야 한

다. 세계 명문대학교는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며 공동체를 위한 희생을 더없는 명예로 여기

는 오랜 전통이라고 글을 읽었다.

지금도 영국 이튼 스쿨의 복도에는 1차 세계대전 때 전사한 1,157명의 이름이 하나하나 새

겨져 있다. 하버드 대학 한복판에 메모리얼 처치의 벽면과 프린스턴 대학 낫소 홀, 예일 대학

의 전몰자 명단을 일일이 새겨 추모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학생 46명(공식기록 2010. 7. 21.)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전쟁에 나가 하나뿐인 꽃 같은 목숨을 바쳤다. 서울고등학교 교

정 등 고등학교에도 충렬탑을 세웠는데 서울대학교엔 왜 충렬탑이 없는가.

이 영령들은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를 이별하고 대한민국의 국군으로 천전사에 빛낸 이 나

라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적진에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숨을 거두었던 동문들을 어

찌 잊을 수 있겠는가? 이 전몰자들은 서울대학교에서 휴교를 내려 절체절명의 위기에 전쟁에 

나갔던 영웅들이다. 이제라도 서울대학교 당국은 참전하였다가 유명을 달리한 전몰자들을 

위한 충렬탑을 세워야 한다. 모교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원혼을 달래주어야만 한다.

오늘날 평화롭고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는 그것은 만난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참

전하여 전사자가 무려 178,589명 중 미군이 54,000명이 전사한 공이다. 역사를 잊는 민족에

게는 똑같은 역사가 되풀이된다는 경구가 있다. 서울대학교에 충렬탑을 세우는 것은 전쟁을 

대비하는 상징물이며 나라사랑의 구국탑이다.

서울대학교 교내 충렬탑 건립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의 상징물이 된다. 광복 70주년이

요 그동안 큰 변혁은 동족상잔의 6.25전쟁이었다. 이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를 경제대국으

로 탈바꿈시킨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다. 1960년대 수출품은 가발, 생사, 직물, 일차 농산품 

등을 수출한 나라가 전자제품, 유조선, 반도체 등 세계 10대 교역국으로 발전하였다. 현재 세

계 평화를 위해 평화부대를 파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비약적으로 발전된 것은 결코 6.25전

쟁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전사자의 헌신의 덕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조국은 영웅을 잊지 않는다. 우리는 잊혀진 영웅을 기억하고 있는가? 서울대인이 항상 상

기할 일이다.

미국 교포인 서울대학교 졸업생의 애국심을 반면교사로 봐야한다. 윤희영의 News 

English(조선일보, 2018.7.10.) ‘6.25 참전 용사들에게 큰 절하는 재미동포’ 기사를 발췌하면, 

“조국을 위해 그들은 왜 죽어야 했는가. 누구를 위해 죽어야만 했는가. 그들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살고 있다. 우리에게 큰 감명을 준 재미교

포 1.5세 한나 김(한국명 김예진 · 35)은 미국 50주를 다니며 6.25 참전용사 할아버지들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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릎을 꿇고 큰절을 올렸다. ‘70년 전 한국에 와서 내 부모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나는 태어나지 

못했을지 모른다. 그래서 내게 생명을 주신 친할아버지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더 부언하면 하나 김은 서울에서 태어나 여섯 살 때 부모를 따라 이민하여 초, 중, 고교를 미

국에서 마치고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UCLA, 조지워싱턴대 대학원에서 의회관계학과

를 공부했다고 한다.

하나 김은 2008년 ‘Remember 727’을 만들고 이듬해 정전 기념일인 7월 27일을 연방정부 

청사에 성조기를 게양하는 ‘한국전 참전 용사의 날’로 지정해 달라고 법안을 청원하여 오바

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입법화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등 6.25 전쟁 참전국을 찾아다니며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서울대학교 졸업생 중 하나 김만큼 나라사랑에 이만한 일을 한 사람

도 드물다고 생각한다.

6.25 전쟁에 참전한 우방 병사 중 무용담이 있는데, 미국 켄터키 출신 엘모어 일병은 1950

년 11월 함경남도 장진호 전투에서 실종되어 2017까지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영국군 무명용

사에 묻혀 있다가 68년 만에 고향 미국으로 귀환한 사연이 있었다. 엘모어는 6.25가 터지자 

미 육군 7사단 32보병에 배속되어 투입, 그는 전선으로 향하기 전 걱정하는 부모에게 급박한 

상황에서 “내 나라와 주님을 섬기겠다”고 말했다. 애국과 신앙의 극치며 전형(典型)이라고 

생각하며, 더욱이 그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살

고 있다.

이런 기사에 반하여 조선일보 2014년 5월 15일 자 기사 제목에 서울대학교 학생 “전쟁나면 

도망…”이 게재되었다. 너무나 안타깝고 이에 비추어 우리 모두가 자괴할 일이다.

모윤숙의 시가 우리 젊은이들의 가슴에 메아리 치고 남음이 있다.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라는 시 한수를 옮기면, “산 옆 외따른 골짜기에 / 혼자 누워있는 국군을 본다 / 아무 말 아무 

움직임 없이 / 하늘을 향해 눈을 감은 국군을 본다 / 나는 죽었노라, 25세 젊은 나이에 / 대한

민국의 아들로 나는 숨을 거두었노라 / 질식하는 구름과 바람이 미쳐 날뛰는 / 조국의 산맥

을 지키다가 드디어 나는 숨지었노라” 감히 시는 죽어가는 국군의 산 모습을 생생하게 옮겼

다.

필자는 6.25 전쟁에 참전하여 북진하는 때 포연이 자욱하고 국군의 신음소리가 아직도 생

생하다. 그러나 전쟁 70주년이 지나고 현재 젊은이들의 조국관을 볼 때, 전사자들에게 한없

이 부끄럽고 자괴한다.

한 나라에 정변이 일어나면 이념을 달리하는 반대파를 숙청한 것은 역사적인 엄연한 사실

이다. 6.25 전쟁도 예외가 아니다. 1950년 6월 25일 남침하여 당시 지식인, 요직의 공무원과 

교수를 색출하여 북한으로 끌고 갔다. 소위 부르주아에 물이 든 사람을 사살한 예는 우리나

라뿐만 아니라 베트남이 베트콩에게 점령당하여 무수한 희생을 당하였다. 6.25전쟁 납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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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족협의회를 통해 입수한 ‘한국전쟁 범죄 사건번호 141’에 대한 법적 분석 및 동 위원장이

었던 이영조(63) 경희대 대학원 교수로부터 기증받은 ‘한국전쟁 범죄 사례(KWC)’ 문서에서 

발견되었다고 밝힌 기사에 의하면 1950년 10월 8일부터 사흘간 공무원 2000명을 평안남도 

대동군 임원면 기암리 언덕에서 학살했다. 부상당한 포로 등 200여 명도 사살되었다.

우리 지식인이나 교수들은 이런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마음

속에 되새기며 우리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고 처신하여야 할 것이다. 그 중심에 

모름지기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졸업생의 충렬탑을 세우는 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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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의 발전을 바란다

공과대학 전기 · 정보공학부 명예교수  권욱현

I. 서언

1962년에 명예교수가 추대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1,417명이 추대되었고 현재 생

존 명예교수 수는 995명이며 아주 큰 규모이다. 잘 활용되면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

으리라 기대된다. 대학 교수의 역할은 보통 교육, 연구, 봉사라고 하며 중요도는 나열된 순서

와 같을 것이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같이 연구중심 대학에 있는 현직 교수들은 연구, 교육, 

봉사 순으로 중요도를 생각하는 것 같다. 명예교수의 경우는 봉사, 교육, 연구 순으로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교육과 연구도 봉사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명예교수는 개별적으로 활동할 수 있지만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하면 더 큰 일을 효과적으

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가 2008년에 설립되었다. 명예교수협의회

는 일반 단체와 아주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교육 연구기관과 다르고, 학술단체와도 다르고, 

이익단체와도 다르다. 어떤 목적 사업을 수행하도록 사회로부터 요구되는 기관도 아니며 그

렇다고 친목만을 위한 단체도 아니다.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비슷한 단체도 없고 

해외에서도 비교할 만한 단체가 없다. 따라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는 스스로 역할과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현재의 명예교수협의회의 역할은 정관에 잘 나타나 있는데, 명예교수 

간의 친목, 명예교수의 공적 활동 지원, 명예교수의 권익 보호,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

로 적혀 있다. 명예교수협의회의 창립 10주년을 맞아 앞으로 협의회의 바람직한 역할과 목표

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에 따른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생각해 보아야 한

다. 본인이 명예교수협의회 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2016년부터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

회를 다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10년간 어떤 일을 수행하여 왔는지 간단히 돌이

켜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저 한다.

II. 지난 10년간의 성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는 2008년에 설립되어 10년이 지나고 있다. 초기에는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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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약했으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점점 활동이 확대되어 왔으며 근년에 들어서는 많은 활동

을 하고 있다.

대학의 교육은 강의가 중요한데 대학의 일부 강의를 명예교수가 개인차원에서 지원하였

다. 예를 들어 2017년도에 약 305시간의 강의를 맡았었다. 이것은 명예교수가 수행하는 대학 

지원 사업에 해당되지만 명예교수협의회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

명예교수협의회는 사회발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인성교육활동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2015년부터 인성교육에 관한 집담회를 개최하여 인성교육 개념을 정립하였고, 2016년

에는 실천방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2017년에는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인성교육 

교사직무연수를 추진하였으며 그 성과가 컸었다. 또 다른 사회발전지원사업 일환으로 지식

강연 사업을 꾸준히 지원하여 왔다. 2013년도부터 여러 사회단체에서 강연할 때, 명예교수를 

지원하다가 2016년부터는 여러 고등학교에서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하여 강연할 때 지원하여 

왔다.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재능기부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현재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7년에는 22명의 명예교수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65번의 강연이 있었다. 

2016년도에 한국선비문화연구원과 문화 · 교육 창달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민주시민 자질 함

양 강의, 미래세대 교육 및 진로지도, 직업선택 상담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명예교수협의회는 명예교수의 학술활동 인프라 지원사업으로 대학과 협의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다. 정년 후에도 연구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연구실적을 관리가능 하도록 

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이메일의 사용 용량도 증가시켰다. 명예교수연구동 관리도 명예교수

협의회가 창구역할을 맡아 대학과 상의하고 있다. 명예교수협의회가 주선하지 않았지만 도

서관 이용, 정보광장 이용, 캠퍼스 주차 등도 대학을 통하여 명예교수에게 지원되고 있다. 명

예교수협의회가 주도하여 산업시찰을 1년에 한 두 번씩 수행하여 왔고, 최신의 기술과 우리

나라 산업에서의 역할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여 왔다. 명예교수협의회가 명예교수회보를 

발행함으로써 명예교수들의 학술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여 왔다. 명예교수회보는 협의회

가 창립되기 전인 2005년부터 발행되었으나 명예교수협의회가 창립된 2008년에 발행된 

2007년 제3호부터는 명예교수협의회가 관장하여 왔었다. 명예교수들의 개인적인 논설, 칼럼, 

수상 내용, 학술 및 봉사활동 등과 명예교수협의회 활동 등을 게재하였다. 이를 통하여 명예

교수들이 계속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학 내외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명예교수

협의회는 명예교수의 복지에도 관심을 두어 왔다. 서울대학교병원 및 치과병원의 진료비 일

부 지원도 주선하였다.

명예교수협의회는 임의단체 성격을 띠고 운영되어 왔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발전진흥회

라는 사단법인을 2012년에 설립하고, 모금활동을 활발히 하여 명예교수협의회 지원 사업을 

확대하려고 계획하였으나 현재까지 발전진흥회의 활동이 미진한 편이다. 두 조직의 역할과 



272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8, 제14호

재정이 확연히 분리되어 있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병행하여 운영하여, 업무가 중복되는 어려

움이 따르고 있었다. 어느 조직이든 재정 규모가 사업 활동 규모와 연계되어 있는데, 현재의 

협의회 예산은 아주 적은 규모로 운영되어 왔다. 양 조직을 맡고 있는 행정직원이 한 명만 있

는 것을 보면 영세한 규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발전 방향

위에서 명예교수협의회의 현재의 역할 및 목표와 이에 따른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돌아보

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명예교수협의회는 일반단체와 다른 성격을 띠고 있어 국내외적으로 

참고할 만한 모델이 없다. 또한 서울대학교가 할 수 있는 사업은 하지 않아야 하고, 대학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업도 하지 말아야 하는 구속조건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서 명예교수협의회의 발전방향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명예교수협의회와 명예교수발전진흥회의 조직 통합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는 임의단체이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발전진흥회는 사단법인

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런데 두 기관의 재정이 소규모이고 사업내용이 차별화 되어 있지 않

아 사업계획서와 회계처리 등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리고 두 조직을 유지하는 행정적인 부담

도 크다. 따라서 두 조직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것은 법인이 되어야 하므로 통합단체

는 사단법인의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때 통합단체의 명칭이 아주 중요하게 된다. 여러 가

지가 가능한데 지금과 같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발전진흥회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다. 전자는 명칭에 명예교수가 들어 있어 이익단체처럼 보이는 단

점이 있고, 후자는 명예교수 소속의 발전진흥회로 해석되지 않고 명예교수를 위한 발전진흥

회로 오해 받을 수 있다. 다른 명칭도 가능한데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미래사회협의회와 같

은 일반 명칭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기존 대학에 소속되어 있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 결국 

통합단체의 명칭으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으며, 정

관에 미래의 발전을 위한 협의회의 역할과 목표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2. 재정자립 확보

기관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하게 되며 이것을 마련하는 것이 아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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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행정직원 인건비, 사무국 운영비, 회의비, 출판비 등이다. 초기에는 규모가 작다가 사

업이 확대되면서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명예교수협의회는 참고할 만한 모

델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기관을 분석하면서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대학은 국가가 필요로 하

는 학생교육과 과학과 문화 발전을 맡고 있어 학생등록금, 연구과제 수탁, 기부금 등으로 운

영한다. 명예교수협의회는 그런 사업이 없다. 학회를 보면 논문발표와 연구결과 발표 등의 

사회적 수요가 있어 회비, 게재비, 참가비 등으로 운영한다. 명예교수협의회는 그런 사업이 

없다. 변호사회, 약사회 같은 조직은 회원자격 부여 때문에 회비를 받아 운영한다. 명예교수

협의회는 그렇지 못하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국가 과학문화정책이나 시상 등을 통한 과

학문화 확산 활동을 함으로써 주로 정부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주 받아 운영한다. 선택된 회원

제도로 회비도 받는다.

위에서 다른 기관을 보았듯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찾아 수행함으로써 외부지원을 

받는 것이 재정자립에 아주 중요하다. 명예교수협의회의 특성에 부합하고 다른 기관과 차별

화되는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업 영역이 되어야 한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런 범주에 들어가는 사업이 한두 가지밖에 없는데 더 확대

되어야 한다. 현재 명예교수협의회는 대학으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는데 가능하면 최소화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것도 대학에 필요한 프로젝트사업으로 전환해야 대학과 독립된 조직으

로 인식될 것이다.

명예교수의 역할에 봉사가 강조된다면 회비로 협의회 경비의 일정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 

회원도 내부적으로 일반회원과 활동회원으로 구분하고, 회원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다. 활동회원은 회비가 더 많아야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구별하지 않아야 한다. 

해외 한림원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또한 회원으로부터 자발적 기부가 가능하도록 

기부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프로그램 별 지원을 받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명예교수협의회가 담당할 수 있는 적정 재정규모나 사업규모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사업

규모와 이에 따른 재정규모가 반드시 클 필요는 없을 것이다. 발전방향 설정에 중요한 내용

이다. 소규모로 내실있게 운영하다가 가능성이 있을 때 천천히 규모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 

하다.

3. 모교의 발전 지원사업의 확대

명예교수의 최대 관심은 서울대학교의 발전이다. 수십 년간 근무한 대학이 더욱 발전하기

를 바라기 때문이고 서울대학교의 발전이 우리나라 발전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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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는 이와 관련한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강사를 구하기 어려운 과목을 맡거나 현직교수의 강의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강의를 맡을 수도 있다. 이것은 명예교수협의회를 통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내용이지만 명예교수협의회가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학이 필요로 

하는 장학사업에도 명예교수협의회가 적극 참여하여 모금활동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

학에서 관리하는 발전기금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명예교수협의회가 명예교

수가 수행한 훌륭한 연구나 저술 활동을 수집하고 홍보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대학교의 업적

과 명예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명예교수들은 장기간에 걸친 경험으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나, 신진교수에게 다양한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학문을 하는 방식이

나, 유학이나, 인생 설계 등에 관하여 조언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직 교수도 할 

수 있는 일과 겹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접 접촉하지 않고 간접

적인 접촉 방식을 통하여 당사자가 원할 때만 조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홈페이지

에 접촉창구를 열어 둘 수도 있다. 현재도 시도하고 있으나 실적이 미미하여 다른 적극적인 

방법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멘토링 할 수 있는 주제를 적어 놓고 공고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4. 인성교육의 체계적 연구 및 실천보급 확대

명예교수협의회는 우리나라 사회에 부족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방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으며, 실제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체화 하고 있고, 초 · 중 · 고등학교 교사

를 대상으로 실천에 관한 교육도 실행하였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체계화하지는 못하였고 광

범위하게 보급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 분야가 명예교수가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영역이라고 

생각되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적용 대상이 초 · 중등학교 교사를 넘어 사회 

각 분야에 파급되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일종의 국민 품성을 발전시키

는 계기로 삼아야겠다. 관심 있는 다른 기관과 협동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인성교육사업에 참여하여 외부 지원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외부 초청 강연 확대

명예교수가 그간 축적한 다양한 지식을 대학 밖의 사회 각 분야에 환원할 필요가 있다. 현

재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진로나 사회발전, 미래전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강연자를 구

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에서는 재능기부 사업의 일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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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명예교수로부터 강연 가능한 제목을 받아 공시하고 인근 지역의 고등학교로부터 초청 요

청이 있으면 강연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도 잘 진행되고 있지만 더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

가 있다. 강연 내용의 초록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아 더 상세한 사전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고, 

더 많은 고등학교가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고등학교 학생 이외에도 중학교 

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정기적으로 다수의 일반 시민을 서울대에 초

청하여 특정한 주제에 대하여 강연하는 것도 사회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 경우 현재 대학 내

에 있는 여러 대외 프로그램과 차별화 되어야 할 것이다.

6. 소규모 연구모임 활성화

노령화, 4차 산업 등 미래 사회에 이슈가 되는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토론 연구할 비상설 

소규모 연구그룹(태스크포스)을 만들고, 토론 연구 결과를 제출 받고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

향인 것 같다. 이 경우 회의비만 지원하는 등 경비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이 

발전하면 일부는 앞으로 외부지원이 가능한 큰 규모의 사업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부 주제는 위로부터 제시할 수도 있고 일부 주제는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기관들과 차별화 되는 주제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처음에는 내부 경비로 시작해야 하

므로 협의회가 재정이 좋을 때만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된다.

명예교수에 관련한 문제나 가능하면 외부의 문제도 자문할 수 있는 자문기구 설치도 가능

한 사업이다. 예를 들어 법률자문기구나 건강자문기구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

다. 사회인을 위한 멘토링 사업도 가능한지 검토하면 좋을 것 같다.

7. 명예교수 활동 인프라 및 복지 지원

어느 조직이든 구성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복지나 권익을 신장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가 되

어야 한다. 따라서 명예교수협의회도 이에 대하여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명예교수 활동 인프라 지원 일환으로 대학을 통하여 도서관 이용, 이

메일 및 연구비 관리를 포함한 정보광장 이용, 주차 지원, 명예교수 전용연구동 이용 등을 지

원 받아왔다. 명예교수협의회가 지원 개선방안을 대학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

과 협의를 계속해야 할 것이다. 특히 명예교수 전용연구동은 명예교수협의회가 맡아 합리적

으로 운용하면 좋을 것 같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명예교수 내부 통신망도 구축하여 소통을 

활성화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명예교수협의회가 주도하여 1년에 한두 번 하는 산업시

찰도 최신의 기술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산업에서의 역할을 배우는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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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계속 수행해야 할 것이다.

서울대병원의 의료비 일부 감면, 체육관시설사용료 일부 감면 등의 복지 혜택도 받아 왔

다.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복지차원에서 더 사업을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각 

분야에서 친교활동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 가지 방법으로는 홈페이지에 친교 혹은 

동아리 코너를 만들어 각종 활동에 관한 소개 연락처 등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생

각한다. 대학 내의 다른 취미 동아리와 연계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 될 것이다. 경조사도 지원

할 것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8. 웹진 도입 및 홈페이지 활성화

명예교수는 현직의 교수와는 달리 서로 소통할 기회가 적은 편이다. 소통 부족으로 갖고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명예교수님에게 

보내주면 다른 명예교수님의 활동과 협의회에 관한 소식을 알게 되어 이것이 잠재되어 있는 

능력 발휘에 동기를 부여하거나 회원 간의 협력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뉴스

레터를 요즘의 웹진으로 만들어 온라인 상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명예교수들의 여러 구체적

인 활동내용을 명예교수협의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잘 수록하여 두면 대외 홍보가 될 뿐

만 아니라 명예교수들의 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여기에 명예교수의 활

동뿐만 아니라 본교의 주요한 활동도 소개하면 좋을 것이다. 현재 인쇄본으로 출간되고 있는 

명예교수 회보도 부분적으로 웹진형태로 변경가능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홈페이지 기능을 확충하여 앞에서 열거한 사업이 온라인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원의 검색 기능도 확충하고, 웹진 다운로드, 회원의 동아리 소개, 명예교수 내

부 통신망, 명예교수가 제공한 기사 소개, 멘토링 사업 등도 온라인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

면 좋겠다.

9. 장기 비전 구축

모든 기관은 장기비전을 정기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10년 주기로 하는 것이 흔한데 명예교

수협의회도 이제 10년이 지났으니 이제 팀을 구성하여 장기비전을 수립하면 좋을 것 같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같은 조직은 국내외적으로 비슷한 조직이 없는 것 같고 아마 있

어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기관이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비교 검토할 모델이 없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명예교수협의회는 일반기관과는 다른 여러 특성이 있는데 이들을 고

려해야 할 것이다. 일단 정년을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은퇴하고 싶은 분도 있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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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도 있다. 또한 구성원은 인문사회, 기초과학, 응용과학,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를 갖고 있다. 또한 세대별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른다. 대략 66~70세, 

71~75세, 75~80세, 80세 이상으로 구별하여 접근해야 할 지 모른다. 현재는 재정수입이 적기 

때문에 사무국을 크게 유지할 수 없으나 미래는 어느 규모로 확대되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

하다. 장기비전을 수립할 때 앞에서 열거한 발전방향도 참고가 될 것이다.

IV. 결언

명예교수협의회 10주년을 맞이하여 이제까지의 협의회 역할과 목표를 생각하여 보았고 지

난 10년간 수행하여 왔던 업적도 개괄하여 보았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는 국내외적

으로 비슷한 조직이 없어 우리 스스로가 앞길을 개척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이에 근

거하여 조직의 통합, 재정확보, 가능한 사업내용, 활동 인프라, 복지지원 등 앞으로의 발전방

향을 논의하여 보았으나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명예교수협의회의 발전 방향을 위한 명예교수

님들의 현명한 의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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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대청봉 바람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 명예교수  김병동

칠십

하고도 중반 

노인 다섯이 

대청봉 

바람이 들었다.

청계산 매봉도 접고

둘레길로만 돌다가 말 수는 없단다

설

설악

설악산

울산바위

비선대 금강굴로

평생을 마감할 순 없어

정상을 오르겠다는 당찬 바람

오색에서 

오인의 노익장

오 대장 앞세워

오로지 가파른

최단경로로

대청봉을 

오른다

설악폭포 

시원 웅장한 

3부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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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물소리

제2쉼터

울창한 원시림 

골바람 교향곡

대청봉

아래로

아련히

펼쳐진

산줄기 줄기

녹색 숲 장관

드디어 열리는 가슴

그러나

바람

거센 바람

몸채보다 큰 바위 

아니면 버텨내지 못 한다

정상은

바람들의 싸움터

바닷바람이냐

내륙바람이냐

누구 편 들은들 

정상에서

얼마나 오래

버틸 것이냐

정상을 

지키는 건

무감각한 바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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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렬히 전사한 천년 고목들

그러고도 천년은 더 버틸 각오가 보인다

산

정상

오른 만큼

내려와야 한다

다람쥐 철쭉 꽃 봉오리

에델바이스 미선나무

돌계단 돌계단

또 또 돌계단

발목 무릎

허리

아이고

고된

내리막 

길

•작가 노트

김병동(金昞東), 호 청현(聽玄).

<…… ‘청현(聽玄)’은 미세한 유전자의 형상을 들여다보면서도 그 너머에서 들리는 신비로

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밝은 귀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요, 아울러 지극히 미세한 세계를 찾아

가면서도 그 너머로 우주의 근원을 꿰뚫어보는 밝은 눈을 가져야한다는 뜻이다. 나는 김 교

수가 바로 이러한 세계의 근원과 신비를 넘나드는 통찰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 …… 2016년 

4월 11일 운해산인(雲海散人) 금장태(琴章泰,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종교학과 명예교수) 기

(記), 호설(號說) 중에서>

2018년 5월 24일 목요일, 고교 동기 5인, 고문환, 김병동, 오광길, 장도희, 장문석이 설악산 

대청봉 정상에 오색을 원점으로 회귀하는 등반을 했다. 그날따라 종일 거센 바람이 불었다. 

정상에서는 바닷바람인지 내륙바람인지 구별도 안 될 정도로 휘몰아쳐 몸을 가누기도 힘들

었다. 대청봉에 다다른 즈음에 저 아래 서울에서는 행방을 묻는 전화가 왔고, 저녁에는 트럼

프 미국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취소했다가 다시 열기로 번복했다는 소식이 방송되는 의

미 있는 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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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

소이부답(笑而不答)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공학부 명예교수  이무하

“남으로 창을 내겠소/밭이 한참갈이/괭이로 파고/호미론 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 리 있소/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강냉이가 익걸랑/

함께 와 자셔도 좋소//왜 사냐건/웃지요.”

김상용의 시 <남으로 창을 내겠소>이다. 웃음으로 대답을 회피하는 장면이 떠오른다. 우리

는 살아가면서 대답이 궁색하거나 대답하고 싶지 않을 때 이렇게 웃음으로 때운다.

누가 왜 사느냐고 물으면 사실 우리는 대답이 궁하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부모나 어른들

에게서 왜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별로 들은 바도 배운 바도 없는 것 같

다. 많은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이제껏 잘 살아오고 있는 데 굳이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수많은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 좋은 직장을 구

하여 권력, 명예, 그리고 부를 위하여 매진하라고 가르친다. 인생을 즐기도록 하는 교육은 남

의 자식들을 위한 것이고 내 자식은 열심히 공부하여 출세해야 한다. 대한민국 교육은 일류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지식 주입식 암기 교육이다. 교육의 목적이 대학입학을 위한 것으로 

변질됨으로 인한 폐해는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게 만드는 데도 누구 하나 개선하려고 노력하

지 않고 저마다의 자기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다.

그러니 누구 하나 젊은이들에게 인생을 왜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수많은 유명인들이 죽을 때 남기는 말들의 공통점은 

인생무상이다. 평생 아등바등 살아 봤는데 막상 끝낼 때가 되니 모든 것이 별것 아니더라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덧붙인다. 평생 울지 않

고 가시나무를 찾아 헤매며 살던 가시나무새는 가시에 찔려 죽을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운다고 한 소설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국내 정치인들 중에서 최근에 타계한 김종필 전 총리께서 남긴 “90을 살아보니 89까지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가 된다. 우리는 권력, 명

예, 그리고 부를 위해 평생을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잘못을 저지른다. 수많은 선현들

이 “인생은 무상하다 그러니 마음 비우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해 왔건만 들은 체도 안 하고 

설정해 놓은 목표만을 위해 마치 자신은 영생불사라도 할 듯이 앞만 보고 달려간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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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죽을 때가 되면 한결같이 후회하는 듯이 후배들에게 자신들이 추구하던 권력, 명예, 부가 

모두 아무것도 아니고 인생은 허무한 것이니 자기처럼 살지 말라고 한다.

왜 선배들은 같은 말을 반복하고 후배들은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걸까. 옛말에 

“지나침을 아는 자만이 적당함을 안다.”고 했듯이 살면서 어디가 중용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 

지나쳐 봐야 알게 되기 때문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믿을 것은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스

스로의 경험을 통해 깨우치려고 하기 때문인가.

우리의 깨우침에는 세 가지 길이 있다고 한다. 자기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 깨우치는 것

(경험),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모르는 것을 깨우치는 것(공부), 그리고 자기가 진정으로 신뢰

하는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여 깨우치는 것(배움)이다. 우리가 눈을 감고 앞에 놓여 있는 버킷

에 물이 들어 있는지를 아는 방법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버킷에 그냥 우리 손을 넣어보는 방

법, 둘째는 버킷에 돌맹이를 던져 넣어 금속이 부딪치는 소리가 나면 빈 것이고 물소리가 나

면 물이 들어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셋째는 신뢰하는 사람이 버킷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를 알려주는 방법이다. 돌이켜보면 암기식 교육과 거짓과 부정이 난무하는 우리 사회가 스스

로의 경험만을 신뢰하는 현실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

머리 좋은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못 이기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못 이

긴다는 말이 있다. 논어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나온다.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부분의 지식적 임

무는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인간이 살아남으려면 감성적인 분야를 

강조해야 한다고들 주장한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즐기도록 젊은이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그러나 이런 식의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세대가 어떻게 후속세대를 교육시킬 수 있

는가. 새로운 시대를 위한 교육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교사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

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젊은이들 사이에 K-pop이 유행하는 것은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즐기려는 성향

도 한 몫을 하는 것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젊은이들에게 부와 인기를 한꺼번에 가져다

주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부와 명예를 좇으라고 교육

을 받아왔기에 K-pop 스타들이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 현재의 위치에 도달했는지는 모른 

채 화려한 겉모습만을 부러워한다. 정말로 즐긴다면 K-pop 아이돌에게 열광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 가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어릴 적부터의 교육

이 중요해지는데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신뢰받는 기성세대는 어디에 있는지 궁

금하다. 우리는 나이 먹어서 버킷 리스트를 만들 것이 아니라 젊어서부터 하고 싶은 것을 해 

보고 살도록 권장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들이 공짜로 새 소리를 즐기려면 밭도 갈고 김도 매야 한다는 것, 그것도 누가 시켜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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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즐겁게 해야 한다는 것을 선배들은 젊은이들에게 몸으로 보여 줘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선배들의 인생이 정반대를 보여 주고 있으니 그들이 선배들이 말하는 

것은 배우지 않고 선배들의 행동만을 따르고 있음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Emerson이 

“Your actions speak so loudly, I cannot hear what you are saying.”이라고 했듯이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세대이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왜 사느냐고 물으면 대답

이 궁색해진다. 시인이 “왜 사냐건 웃지요.”라고 쓴 글이 가슴에 와 닿는 이유가 다른 곳에 있

었으면 좋겠다.



3부  수상   287

이탈리아 남부 ‘아피아가도(Via Appia)’를 가다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 명예교수  안희수

이탈리아는 로마, 베니스, 나폴리, 플로렌스 등으로 대표되는 아름답고 멋있는 나라다. 학

창시절에 배운 이탈리아 가곡 <오 나의 태양>이나 <돌아오라 소렌토로> 등으로 인해 나폴리

를 비롯한 소렌토, 카프리섬 등도 유명하고 나폴리 남쪽 폼페이 유적도 안 가본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나도 이탈리아 여행을 여러 번 다니다 보니 이탈리아 남쪽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

기 시작하던 차에 몇 년 전 시칠리, 사르데냐 등을 여행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탈리아 남

쪽 그야말로 장화모양 이탈리아반도의 뒤축을 다녀올 기회가 생겼다.

이탈리아 남부지방은 현재는 이탈리아의 아프리카라고 부를 정도로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국내적으로도 북부에 비하여 차별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리스 로마시대에는 오히려 이탈리

아 반도에서 선진의 문명을 자랑하던 곳으로 많은 고대문명의 유적이 남아 있다. 우리가 갖

고 있는 편견은 적어도 동서 로마가 분리된 이후에 형성된 것일 것이다. 동로마의 콘스탄티

노플 시대 이전만 하여도 유럽은 야만의 상태이고 동쪽 페르시아, 인도 등 동양이 문명의 중

심지였다.

1월 23일: 서울의 날씨는 다시 영하로 떨어지고 눈이 내릴 듯하다. 먼 여행길인데도 새벽부

터 바쁘게 설치지 않아서 좋다. 비행기 뜨는 시간이 12시 50분이므로 느긋하게 공항에 도착

<그림 1>  

이탈리아 남부 역사탐방 

경로 약도. 도시별로  

체류 날자가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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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비행기는 정시에 출발하지 못하고 1시간 30분 정도 늦게 출발하였다. 통과하여야 할 중국 

하늘에 비행기가 너무 혼잡하여 비행 허가가 떨어지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였다. 중국 여

행객이 늘어나면 우리의 해외여행에 이런 영향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인천공항을 출

발한 비행기는 13시간 반을 비행한 후 현지 시각 오후 6시 반에 로마의 피우미치노(레오나르

도 다빈치)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서 만난 안내인의 안내로 바로 버스에 올라 캄캄한 어둠

속을 약 3시간 더 달려 베네벤토의 호텔(Grand Hotel Italiano Benebento)에 들었다. 밤길에 

주위를 둘러보니 로마와는 반대인 남동쪽 불빛이 거의 없는 곳으로 달리고 있었다. 멀리 산

과 골짜기를 지나는 것으로 보아 반도의 남북으로 뻗은 아펜니노산맥을 지나는 모양이었다.

교통의 요지 베네벤토, 비너스의 도시 베노사, 트라니를 지나 바리로

1월 24일(수): 아침은 맑은 하늘에 산뜻한 바람이 느껴지는 상쾌한 날씨였다. 지중해성 기

후는 동절이 우기라고 하여 우산과 우비를 준비한 것을 생각하면 뜻밖의 좋은 날씨다. 베네

벤토는 아피아가도의 출발점인 카푸아(Capua)로부터 동쪽으로 50km 떨어져 있으며 기원전 

275년 로마군대가 산악족 삼니움족을 격파하면서 로마의 식민시가 된 곳이다.

호텔 출발 전에 호텔 주인의 안내로 시내를 둘러보았다. 이곳은 교통과 군사적 요새로서의 

강점 때문에 로마시대에 네로황제에 의해 적극적으로 건설되었으며, 서기 2세기 초반 트라야

누스황제는 베네벤토에서 타란토를 거치지 않고 직접 브린디시로 이어지는 길 아피아가도를 

완성하였다. 이와 같이 베네벤토는 현재에도 교통의 요지로서 로마제국시대에 번영했던 상

<그림 2>  

베네벤토에 있는  

아피아가도의 문.  

트라야누스 황제

(98~117)가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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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 발굴된 유물과 비석 등으로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 트라야누스, 네로, 셉티미우스, 세베

루스 등 로마 황제들이 수차례 이곳을 방문하였고 114년에는 트라야누스의 개선문이 세워 

졌다.

이 개선문은 후대에 파리의 개선문을 비롯한 수많은 개선문의 표본이 되었다. 시내중앙을 

관통하는 옛날 흔적이 그대로 남은 도로의 양쪽으로는 성당 건물과 발굴 중인 로마시대의 

극장과 목욕탕의 흔적 등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천천히 맑은 아침공기를 마시며 어제 떠나온 서울의 미세먼지와 찌푸린 하늘, 영하의 날씨

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생각해 보니 이곳은 위도가 북위 40도가 넘는 고위도이지만 기

온이 영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고 한다. 신기하고 부럽다. 이번 여행은 즐거운 여행이 되리라

는 예감이 든다. 동료 허 교수가 말한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 옳다고 느꼈다. 이번 여행에는 대부분 몇 년 전 다른 여행 때도 

같이 했던 낯익은 얼굴들이 많다.

아름답고 고색창연한 도시 베네벤토를 떠난 지 오래지 않아 길이 넓은 들판으로 나왔다. 

아펜니노산맥을 벗어난 것이다. 끝없이 넓은 들판은 초록색으로 가득하다. 대부분 사료용 잡

초라고 한다. 이탈리아 남부는 농업이 주산업으로 북부에 비하여 가난하고 농업 이외의 산업

이 덜 발달하였다. 곧 작은 마을도시 베노사에 도착하였다. 고대 로마인들이 ‘비너스의 도시’

라고 불렀다는 의미다. 고고학공원이 자리잡고 로마

식 도시답게 원형극장, 성곽, 욕장들이 남아 있으며 

거리 한가운데 광장에는 호라티우스 동상이 세워져 

있었다. 이곳은 이탈리아 제일의 와인 생산지이며, 9

월에는 와인 페스티벌이 개최되어 시음, 요리교실 등 

행사가 열린다. 우리도 한 와이너리에서 점심을 먹으

며 파스타, 돼지목살, 치즈케익 등을 맛보았다. 베노

사를 구경한 후 오후 3시경 검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저녁 햇살에 빛나는 트라니 대성당에 도착하였다.

트라니는 아드리아 해에 면한 항구도시로 중동 및 

유럽으로의 교역으로 발달하였다. 대성당은 해안가

에 지어져 먼 곳에서도 대리석의 건물이 아름답게 보

인다고 한다. 마침 보름달이 성당의 종탑 위로 떠서 

더욱 성스럽게 보였다. 이 성당은 폴리아주에서 가장 

귀중한 건축물로서 문과 창문은 로마네스크양식으로 

분홍색과 백색 대리석으로 지어졌다. 아래층의 아치

<그림 3>  

바닷가 트라니 성당의 대리석 건물.  

우윳빛 대리석이 빛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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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현관의 장식은 아랍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을 나타낸다. 이탈리아에서는 좋은 대리석이 산

출된다. 이탈리아가 대리석을 생산하는 이유는 지질학적으로 알프스산맥과 관련이 있다. 알

프스산맥은 히말라야산맥처럼 습곡산맥이다. 대양저에서 퇴적된 석회암이 습곡작용을 받아 

산맥이 형성될 때 열변성 작용을 받아 대리석이 만들어진 것이다. 스위스에서 이탈리아로 넘

어올 때 마주치는 웅장하고 화려한 돌로미테산은 대리석의 일종인 돌로마이트(dolomite)로 

이루어진 산이다.

다음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산이 보이지 않는 넓은 평원이 계속되었다. 그러고 보니 우리

나라 농촌과 달리 농토와 가까이 주민이 살고 있는 농가를 볼 수 없다. 넓은 평원 가운데에 

가끔 조그만 돌집이 하나씩 보일 정도인데 그곳에 농기구를 넣어두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대부분 기계로 농토를 갈고 씨를 뿌리고 거두기 때문에 넓은 땅을 통합하여 경작하는 것이

다. 이탈리아를 여행할 때 가장 신기한 것 중의 하나가 마을이 언덕 산꼭대기에 높다랗게 있

는 것이다. 높은 언덕 위에서 아래의 농토를 조망하였을 것이다. 오랜 역사와 자연환경의 결

과이겠지만 신비롭다.

저녁에 바리(Bari)의 호텔(Grand Albergo Delle Nazioni Bari)에 투숙하였다. 이탈리아에 

온 지 하루밖에 안 되었지만 상쾌한 공기와 푸른 하늘 덕분에 피로감을 거의 느끼지 않았다. 

바리는 인구 30만 명의 도시이며 이탈리아 남부의 나폴리, 팔레르모와 함께 3대 도시 중 하

나이다. 남부 폴리아주의 수도이기도 하다. 투숙한 호텔은 아름다운 해변에 있어 문밖으로 

해안도로와 거대한 놀이전망차와 그 너머로 수평선이 보인다.

최후의 결전지 칸나이 계곡과 신비의 건축물 카스텔델몬테

1월 25일(목): 아침 기온은 영상 5도 전후. 조금 쌀쌀한 느낌이지만 하늘은 맑다. 서울은 영

하15도이며 곳곳에 수도관이 동파하였다는 뉴스를 들었다. 우리는 마치 추위를 피해 온 듯한 

느낌이다. 이른 아침에 수산시장에 가려고 아직도 가로등이 켜진 해안도로를 따라 혼자 걸었

다. 컴컴한 바닷가를 타이즈 차림의 젊은이들이 흰 입김을 내뿜으며 달리고 있었다. 뛰면서

도 서로 높은 소리로 웃고 지껄이며 대화를 하는 것을 보며 이탈리아 사람들 정말 수다스럽

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웃음이 났다.

이탈리아사람은 말할 때 손을 많이 쓴다고 한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연합군이 독일, 

일본, 이탈리아 포로들을 함께 심문하였는데 이탈리아 포로가 아무 말도 안 해서 더욱 엄한 

벌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나중에 왜 상황설명을 하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이탈리아 포로가 

말하기를 “양손이 묶여 있어서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하여튼 거리에서도 큰소리로 떠드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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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아침에 버스로 칸나이 계곡으로 갔다. 계곡이라 하여도 넓은 평원같이 평평한 저지대이다.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과 로마군 간의 최후의 결전이 이곳 칸나이 계곡에서 있었다. 전쟁이 

카르타고의 승리로 끝나자 이 지역은 로마를 버리고 카르타고에 협력하였다. 그러나 제2차 

포에니전쟁에서 로마의 젊은 스키피오장군이 카르타고를 멸망시킨 후 로마는 이 지역을 식

민지로 삼고 차별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당시의 격전지에 있는 카노사의 한 농장을 구경하였

다. 농장은 따스한 햇볕을 받아 밝게 빛나고 올리브, 포도덩굴, 각종 허브 등이 아름답게 피

어 있었고 그 가운데 트라야누스의 문이 아직도 위엄을 보이고 있었다.

농장을 떠나 평원 한가운데의 전원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후 멀리 보이는 신비의 건축물 카

스텔델몬테(Castel del monte)로 달려갔다. 이 건축물은 팔각형 대리석 성곽으로 멀리서도 

잘 보이게 지어져 그 목적에 여러 가지 설이 있다고 한다. 전쟁의 목적과는 구조가 달라 성곽

도 아니고 일설에는 프레데릭 2세 때 황제가 사냥을 나왔다가 잠시 쉬어가기 위해 지었다고

도 한다. 바리로 돌아오는 도중에 성니콜라스성당을 구경하였다.

나는 해안가 성당의 높은 돌담에 주목하였다. 담 밑으로 자동차가 지날 수 있는 문(도로)

이 나있을 정도로 높다. 일본의 후쿠시마 지진이 일어나기 전 그곳을 방문하였을 때 어촌 바

닷가에 지어져 있던 거대한 성벽을 본 적이 있다. 쓰나미 방어용으로 지은 만리장성처럼 거

대한 콘크리트 벽이었지만 후쿠시마 쓰나미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니콜라스성당의 벽도 

지진이 많은 아드리아해 해안 근처이므로 쓰나미 방비를 위해 세워졌다고 추측했다.

성당 구경을 마치고 호텔까지는 서로 흩어져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걸어서 돌아왔다. 해

가 저물면서 거리는 네온사인과 쇼윈도의 불빛이 밝혀지고 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거리는 4

층 또는 5층의 대리석 건물들로 꽉 들어차서 파리나 로마나 이곳 바리나 별 차이가 없을 정

도로 멋이 있다. 우리 호텔은 위치도 좋고 아침과 저녁식사도 괜찮다. 같은 호텔에 두 밤을 

<그림 4>  

언덕위의 카스텔델 

몬테. 신성로마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2세

가 1240년경 건설한 

성채이며, 아직도 그 

용도는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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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는다는 것이 이렇게 마음을 푸근하게 하다니. 식당에 모여앉아 식빵에 와인을 마시며 즐겁

게 잡담을 했다.

알베로베로와 브린디시를 거쳐 레체까지

1월 26일(금): 아침에 일어나 하늘을 보니 역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었다. 우리나라

의 미세먼지를 생각하면 화도 나고 우리의 지정학적 운명이 슬퍼지기도 한다. 그래도 우리 

조상 때부터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우리의 사랑스런 조국이 아닌가. 운명도 즐겁게 받아들여

야지. 오늘은 알베로베로와 브린디시를 거쳐 레체까지 간다. 좋은 나무라는 의미의 알베로베

로는 버섯모양 지붕의 주택 투르리(Truli)가 특징이다. 흰 담벽 위에 너와지붕처럼 검은 돌로 

올린 원통형의 지붕들이 올망졸망 모여 있어 마법의 도시를 연상시킨다. 집집마다 예쁜 창문

과 입구를 만들고 펜지, 시크라멘, 등꽃 넝쿨 등 꽃나무를 장식하여 여자들의 마음을 끌어들

이는 분위기를 내었다.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좁은 골목을 걷다 보니 지금이 겨울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곳에는 곳곳에 일본적인 장식이 많다. 돌이켜보면 일본과 이탈리아는 2차 세계대전 전

만 해도 동맹국이었다. 일본과의 친밀감은 일본이 에도시대에 수출한 도자기의 영향을 받아 

유럽의 서양도자기가 발달한 것만 보아도 이탈리아인들의 일본에 대한 친근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중국 명나라가 도자기 수출을 금지하는 틈을 타 일본의 아리타 야키(有田燒)(임

진왜란 때 끌려간 도자기공 이삼평이 만든 도자기)가 유럽을 휩쓸게 되고 그것이 유럽도자기

의 원류가 된 것이다. 투르리 내부에 들어가니 각종 장식에 일본의 글씨와 그림이 걸려 있다. 

이곳에는 괴테도 들러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였다고 한다.

다음에 들른 브린디시는 이탈리아 반도의 ‘뒤꿈치’라 불린 곳으로 당시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인 그리스와 중동으로 나가는 데 가장 적합한 항구였다. 아피아가도는 이곳

에서 끝나고 아드리아 바다를 건너 발칸반도를 횡단하는 에그나티아 가도와 접속하여 로마

와 그리스의 교류의 관문이었다. 아드리아 바다를 굽어보며 브린디시 언덕에 서 있는 거대한 

회색 대리석 기둥(로만 콜로나)은 아피아가도 완성의 위대한 업적을 칭송하고 있다.

이곳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군이 이탈리아에 상륙한 첫 도시였다. 상륙전 때에 무

차별 폭격을 하여 도시가 완전히 파괴된 후에 재건하였다. 트로이전쟁을 쓴 목가적 시인 베

르길리우스가 죽은 곳이다. 스베보성과 로만콜로나를 둘러보고 다음 목적지로 떠났다. 오후

에 레체에 도착하여 나폴리문, 두오모 성당, 오벨리스크를 구경하고 호텔 (Hilton Garden 

Inn Lecce)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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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도시 타란토와 석굴 마을 마테라

1월 27일(토): 역시 맑고 춥지 않은 날씨가 고맙다. 지중해 지역의 겨울이 이렇게 포근하고 

맑다니 믿을 수 없다. 연일 푸른 하늘과 봄 같은 날씨를 즐기게 되어 고맙기 그지없다. 아침 

인터넷뉴스에 밀양 화재 소식을 들었다. 고국에서 들려오는 나쁜 소식에 우울하다. 오늘 부

터는 북쪽 나폴리 쪽으로 올라가게 된다. 타란토를 거쳐 마테라를 구경할 예정이다. 타란토

는 이오니아해(그리스해)에 면한 인구 20만의 도시이며 스파르타의 유일한 해외 식민지였다. 

현재는 이탈리아의 군항이며 공업도시이다. 멀리서도 거대한 굴뚝들이 연기를 내뿜고 있는 

것이 보인다.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뿌연 공기를 마주하니 낯이 익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

다. 우리나라는 언제나 맑은 하늘을 되찾을까. 이곳 제철공장은 포철에서도 특수강을 이곳에 

부탁한다니 대단한 기술수준이다.

항구로 들어오는 입구에 성곽이 있다. 이탈리아군 현역 대위가 정중하게 역사를 설명하고 

옛 성곽의 내부를 보여 주었다. 이곳은 그리스 로마시대부터 타란티움이라는 군항으로 중요

한 역할을 해 왔다. 점심시간에 해변 식당에서 해물점심을 푸짐하게 먹었다. 홍합, 빵, 생선튀

김, 새우튀김 등과 포도주를 곁들여 오랜 만에 비명을 지르며 먹었다. 역시 금강산도 식후경

이라고 즐거운 여행이다.

점심 후 마테라로 이동하였다. 잠깐 졸다 눈을 떠 보니 지형은 갑자기 변하여 험한 산과 골

짜기로 둘러싸였다. 바위산에 석굴을 파고 살던 흔적이 벌집처럼 멀리에서도 보인다. 산 전

체가 동굴 입구로 가득하고 윗집과 아랫집이 아래위로 겹쳐져 있다. 아랫집의 지붕은 그 위

로 도로가 나거나 윗집의 마당으로 오밀조밀하게 붙어 있다. 바위에 뚫린 입구로 들어가면 

<그림 5>  

로만 콜로나. 110년

경 트라야누스황제가 

건설하였으며, 아피

아가도의 끝을 장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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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넓은 공간이 있고 침실, 부

엌, 외양간, 화장실 등 사람과 동물이 함께 생활한 구

조이다.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 한때는 거의 비

워 놓다시피 주민들이 떠났으나, 최근 유네스코유산

으로 등재되면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한다.

좁은 마테라에도 중앙광장은 있다. 저녁시간이 되

어 불이 켜지자 광장에는 인파가 몰려 시끌벅적하고 

이곳저곳에서 폭죽과 북치는 소리가 요란하다. 마침 

사순절 축제기간이었다. 피 흘리는 예수님과 십자가

를 지고 여러 방향에서 가장행렬이 모여들고 폭죽소

리와 웃음소리가 거리에 가득하다. 우리는 인파에서 

벗어나 좁은 골목을 이리저리 빠져나와 숙소(Palace 

Hotel)로 걸어갔다.

고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살레르노와 나폴리에 접

근 중이다. 벤트리 댐과 아그리 강이 나타나고 꼬불

꼬불한 도로와 터널을 지나 칼라브리아지방의 구르

멘툼에 도착했다. 먼저 박물관을 관람한다. 기원전 

4~5세기 유물을 구경한 후, 폴라를 거쳐 나폴리만의 

미라마레호텔(Miramare Stabia Hotel)에 들었다. 이 

호텔 베란다에서 오른쪽으로는 나폴리 방향으로 베

스비우스화산이 보이고 왼쪽으로는 스타비아해안의 

검은 모래해안이 펼쳐있다.

아펜니노 산맥을 넘어 구루멘툼으로

1월 28일(일): 역시 맑은 하늘이 나타나 아침부터 좋은 기분이다. 이렇게 맑고 푸른 하늘이 

매일 나타나니 ‘오 솔레미오’ 같은 노래를 부를 만하다. 마테라를 떠나 아펜니노산맥을 넘어 

구루멘툼으로 간다. 우리 일행에는 역사학자들이 여럿 있어 서양의 고대사에 대해 많은 공부

를 하였다. 남의 나라 역사를 토론할 때는 서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우리나라 고대

사 때면 얼굴을 붉히고 언성을 높이는 분위기로 바뀐다.

<그림 6>  

마테라의 주거지. 석회암 동굴에서 시작하

여 여러 형태의 주거로 발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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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강단학자들과 재야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고대사는 일본, 중국

과의 사이에 역사, 영토 문제들에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여 앞으로도 큰 문제가 될 것 같다. 

오늘도 달리는 동안 역사학자들 간에 논쟁이 붙었다. 우리나라 고조선의 위치, 연대 등에 대

한 학설은 아직 논쟁 중이라 한다.

용암에 덮여 사라진 마을 에르꼴라노

1월 29일(화): 오랜만에 구름이 꼈다. 베스비우스산과 반대 방향의 왼쪽 산 정상 부분에 두 

쪽으로 갈라진 단층면이 보인다. 아마 베스비우스화산 폭발이나 화산 활동 시에 단층활동으

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오전에 에르꼴라노를 구경하였다. 베스비우스화산 폭발 때 폼페이와 함께 용암에 덮여 사

라진 마을이다. 폼페이는 주로 화산재에 덮이고 이곳은 용암으로 덮였다. 일부가 발굴되어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었다. 폼페이는 발굴이 잘 되어 관광객들은 대부분 그쪽으로 가고 이

곳은 한산하다고 한다. 오후에는 나폴리로 이동하여 로마시대의 오페라극장, 대성당, 지하도

시를 구경하였다.

파에스툼의 폐허와 ‘히포크라테스의 도시’ 살레르노

1월 30일(화): 아침엔 구름이 끼더니 낮에는 맑고 포근하였다. 파에스툼(Paestum. 포세이

돈의 도시)의 폐허를 구경하였다. 살레르노에서 30km 떨어진 도시유적으로 보존상태가 양

호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곳은 쉬바리스에서 온 그리스인들에 의해 건

설되었다고 한다. 기원전 560년부터 440년 사이에 번성하였던 포세이도니아의 중심도시였

다.

이어서 히포크라테스의 도시라고 불리는 살레르노의 의학 대학을 방문하였다. 주술적이며 

종교적인 치료와는 거리가 먼 근대 서양의학의 발생지이며, 11세기 말 십자군 전쟁 때 부상

병을 치료한 사실도 있다고 하였다. 당시에는 가톨릭 사상으로 인간신체의 해부를 보는 것은 

금지되어 대신 돼지의 해부도를 근거로 외과수술을 한 기록도 있다. 지금은 도시 한가운데 

작은 건물을 박물관으로 사용하며 옛날의 의료기구를 전시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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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아피아가도

1월 31일(수): 아침부터 구름이 두껍게 꼈다. 카푸아 

베테렐를 거쳐 중간에 아피아가도의 출발지에 도착하였

다. 아피아가도는 기원전 312년에 건설을 시작하여 로마

에서 카푸아까지 건설하고 다시 남동쪽으로 꺾어 베네

벤토와 타란토를 거쳐 기원 후 2세기에는 아드리아 해안

의 종점 브린디시까지 540km를 완성하였다고 한다.

평균 너비가 6m이고, 모래와 자갈로 1m 정도 다진 후

에 납작한 용암으로 빈틈없이 포장했다. 중앙을 약간 볼

록하게 물이 잘 빠지게 하였다. 도로 양쪽에는 각종 기념

물과 이정표를 세우고 소나무를 심었다. 스파르타쿠스 

반란 때는 생포한 노예를 십자가형에 처해, 카푸아에서 

로마에 이르는 아피아가도 양쪽에 세워 두었다고 한다. 

아직도 로마시절에 깔아놓은 돌 포장이 그대로 남아있

어 로마의 기병과 마차가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듯하다.

아피아가도를 구경하는 것을 끝으로 공항으로 이동하

<그림 7> 포세이돈신전. 파에스툼 도시 유적의 하나이다.

<그림 8>  

현재도 남아 있는 아피아가도. 돌포장

이 그대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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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이 빗방울이 버스 유리창에 부딪쳤다. 어떻게 그동안 맑은 하늘만 보이다가 떠나는 마

지막 시간에 비가 내리는지. 아마도 우리들은 신의 축복을 받았나 보다.

<여행 후기>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와 가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한다. 이번 여행을 주선하고 

여행 후에도 귀중한 여행화보를 제작하여 보내 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김덕수 

교수님과 김화니 양에게 감사한다. 시종일관 70여 명의 여행팀을 흥분시키고 문제를 제기하

여 여행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 준 허승일 교수의 리더십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 여행 도중 

흔들리는 버스 통로에 서서 그리스와 로마의 과거를 재현시켜 준 여러 분야의 연사들에게도 

감사한다. 돌이켜보면, 우리 여행기간은 지중해 연안의 우기에 해당함에도 매일 맑은 하늘과 

온화한 날씨를 제공하다가 마지막 비행기 탑승 전에 빗방울을 떨어뜨려 준 로마신에게 감사

한다. 여행 후에 여행후기를 간단히 정리한 서울시립대학교 정재정 명예교수의 독서만필에

서 구체적인 아피아가도 제원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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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증(愛憎)의 기하학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명예교수  김안제

애증은 사랑과 증오를 말하며, 보이지 않는 호오(好惡)의 감정이다. 애증의 감정을 밖으로 

나타내어 얼굴 표정, 손발의 행동, 입으로의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삼자는 이러한 감정을 알 수 없을 것이다. 만일 다른 사람을 향한 감정의 종류와 방

향 및 크기가 어떤 형태, 예컨대 빔이나 불빛으로 밖으로 드러나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 존경

이나 복종의 마음은 황색으로, 사랑과 동정의 마음은 청색으로, 증오와 기피의 감정은 적색

으로 나타내되, 강하면 굵고 약하면 가늘게 보여진다고 하면 인간사회는 아마 싸움판이 되고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두 사람만의 관계라면 존경이든 사랑이든 증오이든 무관심이든 하나의 직선으로 일방향, 

또는 쌍방향으로 나타날 것이고, 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른 바 삼각관계로 나타나며, 네 

명이면 사각관계로 맺어지게 된다. 그리고 수십 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라면 이들 상호간의 애

증 및 감정 관계는 매우 복잡하게 구성될 것이다. 이들 관계를 선으로 이어 도형화하고 이를 

연구하면 기하학(幾何學, geometry)이 된다. 기하학은 물건의 형상과 크기 및 위치, 그리고 

그 밖의 일반 공간에 관한 성질을 연구하는 수학의 한 부분으로서, 일찍이 기원전 3세기경 

그리스 아테네의 유클리드(Euclid)에 의해 체계화되어 19세기까지 지속되어 오다가 비유클

리드기하학(non-Euclidean geometry)의 출현과 함께 큰 발전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기하학은 크게 평면적 도형을 다루는 2차식의 평면기하학과 입체적 도형을 다루는 3차식의 

입체기하학, 그리고 해석기하학(解析幾何學, analytic geometry)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해

석기하학은 기하학적 도형을 대수방정식(代數方程式)으로 나타내는 기하학으로서, 1633년

에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데카르트(René Descartes, 1596~1650)가 처음 창시한 것

이다.

문제는 사람 마음속에 있는 감정의 종류와 크기 및 방향을 어떻게 찾아내느냐에 있다. 옛

날 도인(道人)들 중에는 남의 마음을 읽어 알 수 있는 관심법(觀心法)이나 독심술(讀心術)을 

터득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보통 사람들로서는 어려운 일이다. 이 어려움

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의 하나가 소시오메트리(sociometry), 곧 사회측정학(社會測定學)이

다. 일찍이 1633년에 모레노( J. D. Moreno)가 창시한 사회과학의 한 방법론으로서, 간단히 

말하면 인간 상호간의 감정적 수수관계를 기하학적으로 그린 소시오그램(sociogram)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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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이다. 집단 성원 사이의 견인(牽引)과 반발(反撥) 등의 역동적인 대인 

관계를 소시오그램으로 표시하고, 나아가 여러 가지 지수(指數) 등의 계산에 의하여 성원의 

지위나 집단의 온갖 특성을 수량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이 바로 소시오메트리이다. 마을이나 

조직이나 단체에 있어 공식적 체계는 동 ·  이장-통장-반장, 국장-과장-계장, 상무-부장-과장-

대리-주임 등과 같이 쉽게 알 수 있지만, 비공식적인 지도자, 의견 수렴자, 인기 있는 스타, 외

로운 고립자, 밀접한 친밀 사이, 돌이킬 수 없는 원수지간 등은 겉으로 찾아내기 힘들므로 이

를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 소시오메트리를 쓰게 된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이렇게 한 것은 인간관

계의 안정과 인간사회의 평화를 위한 신의 섭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설혹 애증의 향방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여 질서를 교란시키고 화평을 파괴시키는 작용을 감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애증의 기하학이나 소시오메트리 같은 방법론이 인간관계를 건전한 방향으로 

개선시키고 집단 구성원의 풍토를 생산적 방향으로 조성시키는 데 기여하는 쪽으로 활용되

도록 함이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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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의 여행법』을 읽고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명예교수  전효택

함정임의 『소설가의 여행법』을 2012년에 초판이 나오자마자 

구입했다. 함 작가의 소설과 여행 산문을 좋아하여 샀으나 그

동안 정독은 제대로 못하였다. ‘소설을 사랑하기에 그곳으로 

떠나다.’라는 부제도 흥미롭고, ‘단 하루도 소설 없이 살 수 없

는 사람, 단 하루도 여행을 떠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라는 함 작가에 대한 소개도 다분히 이채롭다.

함 작가는 본인이 읽은 소설에 대한 감상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소설가의 태생지와 작품의 무대를 직접 방문하며 여행기

를 작성하고 소설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예를 들면, 멜

빌의 『필경사 바틀비』와 미국 뉴욕, 릴케의 『말테의 수기』와 프

랑스 파리,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와 에게해 크레타 

섬, 파묵의 『순수 박물관』과 터키 이스탄불, 스탕달의 『적과 흑』

과 프랑스 그르노블,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과 아일랜드 더블린, 로맹 가리의 『새들은 페

루에 가서 죽다』와 페루 리마, 헤밍웨이의 『킬리만자로의 눈』과 아프리카 케냐 등이 소설의 

공간이다.

함 작가는 인터뷰에서 ‘소설은 인간을 중심으로 펼쳐지지만, 그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가 

작든 크든 공간이며, 이 공간은 단지 지리적인 차원을 떠나 소설적 공간으로 작가에 의해 재

창조됩니다. 인종과 언어가 다르듯이, 그곳만이 지닌 독특한 풍광과 분위기가 있습니다.’라고 

언급한다. 함 작가는 제1부 <소설 속을 걷다>에서는 소설 17편(233쪽)을, 제2부 <소설의 황

홀, 황홀의 소설>에서는 소설 10편(101쪽) 등 총 27편을 대상으로 작가의 문학세계뿐만 아니

라 소설의 배경이 된 장소, 작가와 작품이 태어난 공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 27편의 소설에 

대한 함 작가의 수상을 이 지면에 요약하기는 분량상 어려워서 본문 중에 내가 감동한, 또는 

인용하고 싶고 기억하고 싶은 부분들을 소개하려 한다.

함 작가는 『필경사 바틀비』에서 바틀비의 독특한 언행, 즉 고용인인 변호사에게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라는 황당한 답변과 존재 방식을 접하고 아연 충격을 받는다. 그러면서 

‘소설을 읽는 일은 새로운 인간을 만나 겪는 갈등과 고통, 슬픔과 아름다움을 전제로 한다. 

함정임, 2012, 예담, 3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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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의 주인공은 언제나 문제를 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인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

해 가는 과정에 독자는 작가의 시선과 태도를 관찰하며 작가의 진정성에 따라 감동의 깊이와 

무게가 달라진다.’는 이해하기 쉬운 멋진 설명을 첨가하여 준다.

죽기 전에는 읽으리라 마음먹은 소설들, 너무 유명해서 읽기도 전에 내용을 거의 알아 버

린 소설들로서 호메로스의 『오딧세이아』,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단테의 『신곡』, 스탕달의 

『적과 흑』,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카잔차키

스의 『그리스인 조르바』 등을 함 작가는 제시한다.

나 자신도 이 도서들은 이미 오래전 학생시절 한 번은 읽은 명작들이거나 또는 이미 구입

해서 한두 번은 읽어가다 중단하곤 하였다. 다시 한번 밑줄쳐 가며 정독을 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그리스인 조르바의 마지막 외침,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는 내가 앞으로 닮고 싶은 생활신조이기도 하다.

함 작가는 ‘먼 곳으로의 떠남을 동경하고, 또 그 동경이 쌓이고 쌓이면 주저없이 떠남을 실

천’해 왔다는 점에 나는 십분 공감하고 있다. 나는 재직 중에 기억에 남을 만한 출장 업무 관

련 해외여행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내 일이 바빠 못 간다는 핑계로 여행을 포

기하고 나서는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여행을 가야 되는 이유보다 갈 수 없는 이유들

이 더 많은 듯하여 미루고 포기하곤 하였다. 이런 경험을 여러 차례 겪고 나서는, 여행 출발

에 대한 가부간의 이유가 반반으로 결정을 망설이게 되면, “무조건 떠나라. 저질러라!”고 제

자들이나 친지들에게 조언하게 되었다. 함 작가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작가에게 장소, 특히 

이국의 공간이 가지는 메타포(은유)의 울림은 매우 크며, 여러 작가들이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세계의 여러 곳으로 이동하며 작업한다고 하였다.’ 2008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프랑스의 

작가 르 클레지오가 선구적이다.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몰랐다. 알았더라면 그 행복을 지킬 

수 있었고,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르게 전개될 수 있었을까?’,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

다는 것을 이해했더라면, 절대로, 그 행복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이상 파묵의 『순수 박물

관』에서 인용)라는 회한의 문장이 독자의 심장에 그대로 화살이 되어 꽂히는 것은 바로 사랑

의 속성 때문이라고 하였다.

‘스물세 살에 오로지 문장으로 세상에 이름을 드높인 천재들, 카뮈와 지드와 르 클레지오. 

스물세 살 영혼들이 자의식의 용광로 속에서 빚어 낸 청춘의 문장들이었다.’고 함 작가는 소

설가가 된 청춘 시절부터 지금까지 세월을 뛰어넘어 존경하는 작가들을 열거하고 있다. ‘봄

철에 티파사(카뮈가 유년기를 보낸 알제리 소재)에는 신들이 내려와 산다. … 어떤 시간에는 

들판이 햇빛 때문에 캄캄해진다.’(카뮈의 산문 『티파사에서의 결혼』에서 인용), 신들이 내려

와 사는 그곳은 어떤 형상일까. … 순간의 체험을 묘사한 아름다운 문장이라고 함 작가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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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하고 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한 남자가 열린 창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키가 크고 등

이 약간 굽었으며, …. 그는 거지처럼 구석진 벽에 몇 시간이고 계속 앉아서 햇빛의 반점만 쫓

고 있었다.’(르 클레지오의 『조서』에서 인용)는 문장은 읽어만 보아도 진가가 나타나는 문장

이며, ‘매 순간마다 창 앞에서 침묵을 지키며 나는 태양이 내 것이지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니

라는 생각을 하곤 해.’ (『조서』의 주인공 아담 폴로의 말)라는 문장도 함 작가의 시선을 끌고 

있다.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방 아를에서 생 레미 드 프로방스를 지나 루르마랭으로 가는 길, 27

번 국도 옆 공동묘지의 양지바른 곳에 묻혀 있는 ‘알베르 카뮈’라고 새겨진 돌 위에 손을 얹

으며 함 작가가 느끼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의 묘사- ‘최고의 아름다움은, 그리움과 슬픔을 

동반한다는 걸 나는 오랜 시간 수많은 글과 수많은 여행지를 통해 깨달았다. 카뮈가 생의 마

지막 2년을 보낸 곳, 그리고 정오의 태양 아래 영원히 잠들어 있는 곳, 루르마랭에서 나는 세

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간절한 슬픔을 느꼈다.’는 함 작가의 문장은 매우 서정적이며 감

탄을 자아내는 표현으로 공감을 주고 있어 배울 만하다.

함 작가는 ‘세상의 수많은 소설들의 첫 문장을 주목해 왔는데, ‘그는 테라스로 나와 고독에 

잠겼다.’ ‘(로맹 가리의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에서 인용)의 첫 문장만큼 진한 여운을 남

기는 작품은 만나기 쉽지 않다.’고 언급한다. 이때의 페루는 언젠가는 꼭 가 보고 싶은, 아니 

가고야 말 미지의 영역이다. ‘한마디로 라틴 아메리카적인 특성은 외압에 무너진 슬픈 역사가 

빚어 낸 이질 혼종의 난투장이라 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뒤라스의 『연인』의 첫 문장, ‘전 당신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 모든 사람들이 당

신은 젊었을 때 아름다웠다고 하더군요. … 제 생각에는 지금의 당신 모습이 젊었을 때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지금의 당신, 그 쭈그러진 모습을 젊은 여인으로서의 당신 얼굴보

다 훨씬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온 것입니다.’ 함 작가는 ‘생각만으로도 가슴

이 미어질 듯이 먹먹해졌고, 그런 상상을 불러내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는 일이었다.’고 쓰고 

있다. 만약 청년 시절부터 나를 잘 알고 있는 지인이 내게 다가와서 이러한 진심 어린 말을 

해 준다면, 얼마나 그동안의 삶에 대한 보람을 느낄까 하는 상상을 하게 된다.

함 작가는 본인이 실제 찍은 도시와 지역의 적절한 관련 사진을 보여 주며 소설 속 주인공

과 작품의 공간적 배경과 느낌(수상)을 잘 묘사하고 있다. 작가와 관련된 소설 속에서의 공

간을 설명해 나가는 진행 패턴은, 내가 앞으로 여행 산문을 작성하며 배워야 할 매우 좋은 글

쓰기 모델로 보여진다. 많은 여행기나 여행 산문들이 여행지의 역사와 문화 소개와 여행 중

에 만난 평범한 사람들과의 인연이나 맛 요리 경험을 장황하게 묘사하는 책들이 대부분이다. 

이 『소설가의 여행법』은 보다 차원 높은 문학 여행기라는 감상이 깊게 들었으며, 앞으로 밑줄

을 쳐 가며 여러 번 정독하고, 문장 표현 기법을 배워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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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도장(道場) 격파

공과대학 전기 · 정보공학부 명예교수  안수길

무술은 열 마디의 말보다도 직접 대결을 해서 보여 주는 실력으로 말하는 것이니까 각각의 

무술도장끼리도 그곳 최고의 실력자끼리 대전(對戰)을 해서 그 실력자가 지게 되면 그 도장

은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다. 억울하면 실력을 더 길러 대결해서 이기게 되면 되는 것이다.

일본에는 타류도장(他流道場) 방문시합의 전통이 있어서 서로의 ‘유의(流儀: 무술 系派)’를 

따지지 않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남의 도장에도 쳐들어가서 대결을 해 승부를 가리는 관례가 

있어서, 그것을 ‘도장파괴(道場야부리)’라고 일컫는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정치가들과 정부가 전체 대학을 좌지우지(左之右之) 지배하

는 것과는 달리 일본의 대부분 대학들은 뿌리가 깊고, 메이지(明治) 시대의 절대권력자였던 

도노사마(殿樣) 등 시대의 거물들이 각각 자기의 소신에 따라 의숙(義塾)을 만들어 그 의숙

을 중심으로 대학을 설립한 것으로, 당시 영지(領地)를 빼앗긴 거물(도노사마)들의 애국 철

학이 녹아 들어 있는 의숙들을 중심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대학”단계는 나라에서 간섭하

지 않아서 각각 특색이 살아 있는 경우가 많다.(우리도 8.15 해방 후 한동안 문교부는 고등학

교까지만 관리했던 것이다)

일본의 그 (뜻이 위대했던) 대학들 중에서 ‘게이오 의숙(慶應義塾)’이라 불리는 대학은 이

론보다는 ‘실험 위주의 학교’였다. 일본이 강했던 ‘모노쓰꾸리’의 전통이었을까?

한편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화학과, 그리고 전자공학과 등은 (국제적으로 평가된) 미국의 

교과서들에 집착을 해서 (알고 보니까) 나름대로 이론교육의 수준이 높았다.

당시 국대안(國大案)을 서울의 동북쪽 공덕리(孔德里)에 구현했을 무렵에는 신참 교수들

이 모두가 서로 서먹해서 이웃학과들끼리 학제지원(學際支援)을 기대할 수가 없어서 공과대

학 등 여러 학과들은 교수들이 이웃 분야까지 (예를 들어 전기 계통에서 물리나 수학 등) 자

료를 찾고 공부를 해야 했는데, 그 많은 분야를 기웃거리는 젊은 교수들 향학심, 그리고 학문 

숭배의 정신과 열정 등이 학생들에게까지 전달되어 여러 분야에 눈뜨게 했고, 수식과 이론을 

무척 동경하게 된 것 같다.

당시 서울대학교 이수 학점수도 방대(180점)해서 배우는 과목들도 많았고, (다시 말해 지

금보다 13과목 정도 많은 과목들을 공부한 경우도 있다) 이로 해서 교실은 남아도는데도(신

공덕리) 오후까지 시간표가 가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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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타 대학들이 교실이 모자라서 저녁 때까지 강의를 해야 했는데, 우리는 그 많은 과

목들 강의에 학생들이 묶여서 학생들을 만날 수가 없어서 시간강사들은 오후에 강의를 해야 

했던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커리큘럼에 있는 과목들을 (제목 나와 있는 대로) 그 어려운 외환사정을 뚫

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서를 구입해서 스스로 공부를 했던 것이다. (미국에 간 동급생들과 동

등 이상의 교과서로 공부를 했으니 미국 유학생들과 무엇이 다르랴!)

결국 그 (몰랐기 때문에 그처럼 많은 공부를 했던 교수들의) 오지랖 넓은 것에 영향을 받

은 학생들이 물리나 수학, 경제 등 같은 학교(SNU)의 이웃 학과 교수가 된 사례도 다수 있었

다. 서울대학교 대부분 학과 출신들이 한국의 다른 대학 교수가 되기도 했고, 국경을 넘어서 

외국 대학 교수가 된 사례가 많다. (포항공과대학에서 이번 정년퇴직을 한 오세웅<가명> 교

수는 미국의 한 학교에서 17년 근무하고 돌아왔다.)

이와 같이 서울대학교가 이론이 강했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우리도 몰랐고, 일본 언론 등에

서도 모르고 지났지만, 지금 전세계적으로 SNU 평가는 TU 등 일본 대학에 앞서는데, 그것은 

그때는 아마도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실기에 약했고 그래서 주력한 것이 영어 등 원서, 즉 책

이었기 때문에 이론을 주로 공략한 결과였을 것이다. 우리 스스로는 몰랐지만 결국 우리는 

이론 수준이 높았고 이를 보여 주는 사례가 하나 있다.

최종수(가명, 후일에 중앙대 교수)라는 전자과 출신이 상기 ‘게이오(慶應)대학’에 유학을 

갔을 때, (이론과 수식 활용에 비교적 약했던) 그 대학 전자과 학생들이 제출한 논문들은 거

의 빠짐없이 상기 최종수(가명)와 함께 정리해서 제출이 됐고, 그 논문들이 대부분 채택이 됐

기 때문에 한동안 그 곳 논문 대부분에는 두 번째 자리에 그의 이름이 오르곤 했던 것이다.

한편, 많은 일본의 대학교수들이 서울에 오면 서울대학교를 보러 오곤 했기 때문에, 필자

는 그러한 ‘대학 간 예방’이 흔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한번은 오사카대학(大阪大學)을 예고(豫告) 없이 예방한 일이 있었다. 필자는 그러

한 학교의 상호예방(相互禮訪)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면서 “서울대학교 전자과교수인데 당신

네 학과를 보여 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다.

때마침 한 조교가 나와서 친절하게 여러 실험실을 보여 주었고, 그 각각의 실험실 조교들

이 자기 연구 팀이 하고 있는 연구를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 그 연구실마다 연구 내용에는 강

점과 함께 약점도 있었다. 그래서 필자는 몇 개 실험실에서 보이는 대로 강점과 문제점을 지

적해 주었다. 필자의 이와 같은 ‘많은 관심’으로 해서 실험실 순방에 시간이 걸렸고, 그들은 

강점을 자랑하기도 했고, 또한 필자가 한 ‘문제 지적’들을 고마워하기도 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동반해 준 처음 그 조교가 학과 건물 출구에서 필자를 전송하면서 “교

수님의 전공은 무엇이기에 그렇게 많은 분야에서 지적을 하셨습니까?”하고 놀라워했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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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한국의 전자공학 발달 초기에 19개 신설과목을 만들어 강의를 했는데, 대학들 초창기에

는 우리의 막강한 커리큘럼의 교과목 수(數) 때문에 이를 참고로 했던 대부분 한국의 다른 

학교들은 새 과목 준비에 시간이 결려 많은 과목들을 몇 년 후에야 따라오곤 했다)

그래서 필자는 그 조교에게 마음 편하게 “내 분야는 전자공학입니다.”라고 답했고, 그 오지

랖 자랑 대답은 20년 후 필자가 은퇴할 때까지 항상 같았다. 필자는 닥치는 대로 많은 분야

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다방면으로 호기심을 갖는 편이다.

한편 상기 오사카대학 전자공학과에는 역시 (학술대회 등에서 만나기도 하는) 우리 분야 

교수 한 사람이 있었는데(히로가와[白川]), 상기(上記) 그 예방은 즉흥적인 것이어서 그에게 

미리 알리지는 않았다. 그리고 공식 입장에서 예방한 것도 아니어서 별로 신경을 안 썼다.

그런데 상기 그 조교가 받았던 인상은 무척 컸던 모양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왔던 그 박학

한 교수” 이야기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많이 말했는지 (한국에 지인이 많은) 히로가와 교수

(가명) 귀에까지 들어갔던 모양이다. 그로 해서 평상시부터 필자에 관해서 나쁜 소문을 듣고 

있었던 그는 그 후 20년을 필자를 백안시했던 것이다.

그후 학술대회 일 등으로 그가 한국에 와서 한국의 관계자들이 그에게 저녁식사도 대접하

고, 식사 후에 ‘가라오케’에도 데려갔는데 필자가 노래를 하러 무대에 올라가니까 그는 다급

하게 옆 사람들에게 필자가 노래하는 것이 어떤 곡이며 어떤 가사 내용인가까지 물었다고 한

다. 그의 대학을 간 것이, 나는 ‘예방’하러 간 것인데 그에게는 일본식으로 ‘도장파괴(道場야

부리)’ 행위라고 보였던 것 같다.

도장파괴에 관해서 또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유럽에서 있었던 일로, 이 경우는 비

난받을 만한 사례였던 것 같다. 그곳 다른 연구소에서 평가를 받고 싶어서 라이벌 연구소에 

‘도장파괴(道場야부리)’하러 간 것이다.

당시 필자는 Schlumberger 연구소의 인공위성 연구부에서 ‘CNES2002’호라는 인공위성 추

적국(Station de depouillement des signaux de l’espace 2002) 프로젝트(1968년)를 수행하

고 있었는데, 다른 한편 그 무렵 ‘시초의 초음속 여객기 Concorde project’ 중 영국에 할당된 

부분을 맡은 ‘BRITISH-AIR 연구소’가 그 초고속 비행기 안에 쓸 “128 channel analogue 

multiplexer”를 바다 건너 우리에게 하청을 줘서 그것을 성공적으로 연구를 했고 (덕분에 그 

multiplexer 설치를 위해 ‘Concorde’의 실물대 모형/Maquette 속에서 일하는 영광을 갖기도 

했다), ‘CNES2002’도 성공적으로 끝나 가기도 해서 필자의 기세가 더욱 등등했던 무렵이다.

‘도장파괴(道場야부리)’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 무렵 역시 항공 관계 연구를 하고 있었던 

‘SUD-AVIATION’사 인원 모집에 필자가 원서를 냈던 것이다.

Schlumberger에서 필자가 이례적으로 analogue 기술과 digital 기술, 그리고 심지어는 

computer interface까지 담당했기 때문에 “Ingenieur Polyvalent(多價値/多能 技師)”으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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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때로는 1년에 두 번씩 월급을 올려 받고 있는 터라, 필자가 ‘SUD-AVIATION’사에 갈 이

유는 없었고, 단지 ‘합격 여부’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러한 못된 생각을 보통으로 했던 것이 

그 무렵 필자와 평균 한국인들의 후진성이었다)

당시 프랑스 전토에서 직장들이 (토요일을 쉬려고) 평상시 퇴근시간이 18시 30분이었기에 

상기 ‘SUD-AVIATION’사의 면접 시간은 18시에 시작됐다.

18시에 시작했던 면접은 필자가 흔히 듣게 됐던 “귀교(貴校)는 먼 나라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면접 방법이 무척 노골적인 기술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로 시작했다. 

(거짓말 말아. 너희들은 서울대학교 ‘의, 농, 공(醫, 農, 工)’ 등 3개 학과를 당시 2차 세계대전 

전승국 미국이 동남아 여러 나라의 공산주의 도미노식 붕괴를 막기 위해서 ‘유럽의 Marshal 

plan급’ 재정을 쏟아 부어 성공시킨 ‘극동의 MIT’로 알고 있잖아!!!)

어느 새 우리들 기술토론은 백열화(白熱化)했는데 그가 연발한 ‘가장 센 질문’에 서울대학

교 (당시 이수학점인 180학점의) 바탕이 너무 시원시원하게 대응을 했는지 그의 최고의 밑천

이 다 드러나게 될 무렵에는 시계는 21시(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결국 그의 “Shaft encoder(소련 기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필자가 “모릅니다. 처음 

듣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자 그는 ‘이겼다’하는 표정으로 면접 서류철을 “꽝!” 닫고 일어서서 

늦은 시간임에도 식사 초대도 없이 가 버리고 말았다.

그는 틀림없이 후일에 수소문을 해서 필자가 외국인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 계급(3B)에 

올라가 있어서, 프랑스 정부에서도 “귀빈보호(동남아)과 제1호”로 보호받고 있던 (나는 몰랐

지만)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것이다.

당시 전세계가 앞서가며 뒷서가며 전자공학을 거의 동시에 발달시켜 가고 있는 중에서 영

어로 된 첨단 교과서 여러 권을 완독하고 소화한 필자가 끝내 (언어 격차, 그리고 서적 수입

의 어려움을 겪었던) 그들에게 뒤져 있지 않았다는 것을 최근에 와서야 결론짓게 됐다.

그들에게는 당시 영어에 대한 (불어의) 우월감이 있었고, 미국 서적 도입도 (유럽 수입) 전

량이 우선 영국을 거쳐 그곳에서 세금을 내고, 다시 프랑스 세관에서 또 같은 종류의 세금(당

시 외환 관리가 심했다)을 물어야 했기 때문에, 미국의 첨단기술 서적이 프랑스 등에서는 무

척 비쌌던 실정이어서 ‘Feed back’ 이론 등은 필자가 그곳에 처음으로 도입했던 것이다.

이제 생각해 보니 그것이 필자가 저질렀던 두 사례의 ‘도장파괴(道場야부리)’이지만 번번

이 필자는 스스로를 ‘아프리카급 후진기술자’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서 다소 용

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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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결(秘訣)과 비사(秘史)

약학대학 제약학과 명예교수  심창구

세상일에는 해결하기 어렵거나, 또는 그 안에 신비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 감

히 ‘백년해로의 비결’과 ‘약학대학이 관악산으로 옮겨오게 된 비사’를 이하에 소개하기로  

한다.

I. 백년해로(百年偕老)의 비결

소나 말, 개, 돼지 같은 짐승들의 새끼들은 대개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니며 어미젖을 먹다

가 이내 엄마 품을 떠나 자립한다. 그러나 사람의 아기는 태어난 뒤 상당한 세월이 흘러도 자

립하지 못한다. 성장해서 대학에 들어간 뒤에도 부모가 밥해 주고 빨래 해 주고 돈 대 주지 

않으면 자립하지 못한다. 심지어 결혼한 뒤에도 손주들을 돌봐 주지 않으면 못 살겠다고 부

모들을 들볶는다. 오죽하면 “자식 AS는 영원하다.”는 체념적인 ‘속담’이 생겼을까?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그 오랜 세월에 걸쳐 자식을 돌볼 수 있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사

람에게만 특별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은 아닐까? 나는 특별히 사람에게만 주신 그 능력이 바

로 ‘사랑’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뻐한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짐승들도 어느 정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처럼 장구한 세월을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정성껏 아기를 키우는 짐승은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사실 사랑은 아기를 키

울 때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성장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늙어갈 때에도 사랑이 없으

면 가정의 구성원 모두가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없는 것이다.

요컨대 사랑은 ‘사람을 온전한 사람 되게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과 달리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서로 사랑을 해야 

한다. ‘사랑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다. 문제는 사람을 일생 동안 사

랑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연인들에게 있

어서 사랑하기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런 연인들도 결혼해서 부부로 살

다 보면 종종 사랑하기 어려운 상황과 만나게 된다. 때로는 서로 미워하게 되는 경우마저 생

긴다. 그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부부는 스스로 사람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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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서로 사랑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어떤 목사님의 말씀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서로 사

랑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결혼이고, 그 결심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의식이 결혼식’이기 때문

이다.

나이를 먹을수록 ‘인생의 90%는 말이요, 행위는 10%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인생에서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생각이다. 사랑도 90%는 말인 것 같다. 즉 사랑을 잘 

하려면 ‘말을 잘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오늘은 오랫동안 사랑을 잘하기 위해 ‘말을 잘하는 비결(계명)’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

다. 혹시 독자 중에는 아직도 “부부간에 꼭 남사스럽게 사랑한다고 말해야 사랑하는 줄 아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사랑해.”라

는 말을 직접 듣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가 사랑받는 줄 잘 모르는 것이 사람이다. 나는 손주들

에게 틈만 나면 “할아버지 사랑해.”라고 말하라고 주입 교육을 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사랑

해.” 소리를 들으면 한결 기분이 좋아지고 애들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이다. 부부가 “사랑해.” 소리를 주고받아야 더 사랑스러운 사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신혼부부만 보면 ‘여보, 사랑해.’ 소리를 입에 달고 살라고 역설한다. 틈틈이 “당신 최고야.” 

같은 아부성 멘트를 곁들이면 더욱 좋다. 요컨대 끊임없이 “여보 사랑해, 당신이 최고야.”라

고 서로 말하는 것이 신혼부부가 사랑하는 부부로 해로(偕老)하기 위한 첫 번째 계명(비결)

인 것이다.

그러나 열 번 ‘사랑해.’ 소리를 하다가 어쩌다 한번 상대방의 단점이나 결점을 솔직히 지적

하는 ‘실수’를 저지르면 그동안 잘해 왔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무서운 사실도 명

심해야 한다. 대개 경험해 봐서 잘 알겠지만, 부부간에 가장 위험한 것이 ‘솔직한 지적질’이

다. 상대방의 지적을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의 결점이나 단점을 고칠 수 있는 인격자는 

아마 고금(古今)을 통해 지구상에 없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우측으로 가야 한

다’고 지적하면 오히려 왼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특히 남자들)의 심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배우자에게 ‘솔직한 지적’을 하고 싶어지더라도 이를 꽉 깨물고 참아야 

한다. 이것이 평생을 무사히 해로하기 위한 두 번째 계명이다.

끝으로 이상의 두 계명은 나를 이용한 임상 시험을 통하여 그 효능이 어느 정도 입증된 것

임을 밝혀 둔다.

II. 약학대학의 관악 이전 비사(秘史)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은 현재 세계의 약학대학 중에서 교수 1인당 발표 논문 수가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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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학으로 공인받고 있다. 1915년에 첫걸음을 뗀 조선약학강습소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1980년대까지만 해도 존재감이 미미하였던 우리나라의 약학이 이처럼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것은, 1975년 8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을 연건캠퍼스에서 관악캠퍼스로 이전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1968년에 마련된 서울대학교 종합화 10개년 계획에 따르면 당시 서울대학교는 서울, 경기 

등지에 분산되어 있던 각 단과대학들을 세 개의 캠퍼스로 모으고자 하였다. 즉 농대(수원 캠

퍼스), 의대, 치대, 약학대학, 간호대, 생약연구소 등(연건 메디컬 캠퍼스)를 제외한 단과대학

은 모두 관악산에 마련하는 신 캠퍼스로 모으고자 하였다.

그러나 약학대학 교수들은 연건 메디컬캠퍼스를 떠나 관악캠퍼스로 합류하고 싶었다. 그

것은 장소가 비좁아 장래 발전 가능성이 낮은 연건캠퍼스를 벗어나 광활한 관악 캠퍼스에서 

많은 타 학문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발전하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 연

건캠퍼스에 남았다가는 의대의 등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당시 약학대학의 김영은(金泳垠) 학장(재임기간 1969.4~1972.9)은 틈만 나면 동숭

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총장실을 찾아가 ‘총장님, 약학대학도 관악으로 보내 주지 않으려거든 

내 학장직을 잘라 주시오.’ 하며 강경하게 관악 이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메디컬캠퍼스의 명분이 워낙 그럴듯하였고, 더구나 당시 서울대학교 총장이 의대 

출신인 한심석(韓沁錫) 박사이었기 때문에, 약학대학이 메디컬캠퍼스를 벗어나 관악으로 이

전하겠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었다.

이 지점에서 때로는 벽창호라고 불릴 만큼 독특한 개성의 소유자이었던 김영은 학장의 성

격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였다. 어느 날 그는 또다시 총장실을 방문하여 총장에게 약학대학의 

이전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총장실 앞 복도가 시끄러워져 문을 열고 내다보니 

상과대학 학생들이 총장실을 점거하려고 몰려오고 있었다. 당시 상과대학은 관악 캠퍼스로 

이전하면서 경제학과는 사회대학으로, 경영학과는 경영대학으로 나뉘게 결정되어 있었는데, 

이에 결사반대하는 상과대학 학생들과 동문들이 총장실로 쳐들어온 것이었다.

갑작스러운 사태에 수위 등도 당황한 나머지 어쩌지 못하고 있을 때, 김영은 학장이 총장

실 문을 열고 나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학생들에게 대성일갈하였다. “도대체 자네들, 여기

가 어딘 줄 알고 이 난리를 치나? 당장 물러가지 못하나?” 서슬 퍼런 김학장의 위세에 눌린 학

생들은 잠시 주춤하였고, 그 사이에 정신을 차린 수위 등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었다. 김영은 

학장이 총장실 난입을 막아낸 것이다. 총장은 휴~ 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이다.

며칠이 지난 뒤 김 학장이 다시 총장을 찾았더니, 총장이 먼저 김 학장에게 “약학대학이 꼭 

관악으로 가야겠습니까?” 물었다. 김 학장이 ‘물론입니다’ 대답했더니 총장은 “그럼 건설본부

장을 한번 만나 보세요” 하더란다. 총장은 총장실 점거 사태를 막아 준 김 학장의 은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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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답하려는 것 같았다고 한다. 당시 건설본부장은 서울대학교의 관악 이전을 위해 박정희 대

통령이 특별히 임명한 월남전 참전 예비역 장군이었는데, 김 학장이 사전에 설득해 놓았기 

때문에 약학대학의 관악 이전에 순순히 찬성하였다.

마침내 1971년 4월에 시작된 1단계 건설 공사에 포함되지 못하였던 약학대학이 2단계 건

설 공사에 포함되어 1974년 4월에 공사에 착수, 1975년 8월 관악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당시 

김영은 학장이 상과대학 학생들의 총장실 난입을 막아 내는 해프닝이 없었다면 약학대학이 

연건동을 벗어나 관악으로 이사올 수 있었을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고 김영은 학장을 ‘관악 

서울 약학대학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다.

이상은 당시 학생담당 학생과장이었던 김병각 교수가 김영은 학장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

야기라며 내게 전해 준 내용이다. 역사의 뒤안길은 돌아볼수록 흥미진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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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조교수 임용을 회상하며

약학대학 제약학과 명예교수  김종국

I. 공채에 지원

미국 나이아가라 강변의 조그만 제약회사에서 근무할 때다. 1977년 어느 봄날 미네소타대

학에서 기계공학 박사논문을 마무리하고 있던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다. 서울대학교 윤천주 

총장님이 유학생들과의 좌담회 석상에서 서울대학교 교수를 공개 채용하니 응모하라고 권

하였다는 것이다. 당시는 서울대학교에 몇 년씩 된 무급조교가 있던 시절이라, 모두들 응모

해 봤자 채용할 사람이 내정된 상태에서 들러리서는 것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반신반의하

였다. 그러자 윤천주 총장님은 단과대학과 상관없이 본부에서 직접 채용할 예정이라며, 예를 

들면, 약학대학, 법과대학은 말이 많아서 단과대학 의견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딱 잘라 말하

였다는 것이다. 나는 이 말을 믿지 않았다. 약학대학에는 이미 교수님의 심부름을 하며 전임 

자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니 더욱 믿기지 않았다. 약학대학에 있는 선배와 스

승님께 문의해 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때는 1975년에 월남전이 종식되어 월맹군이 월

남 전체를 인수하고 미군이 월남에서 막 철수를 끝낸 무렵이었다. 월남에 보트피플이 생기

고, 국내에서도 나라가 곧 망할 것 같은 불안감 속에 이민 수속 하는 사람이 늘고 있었고, 미

국에서도 직장에 근무하는 박사 중에는 귀국을 희망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귀국을 적극 

만류하는 친구도 있었다. 

나는 서울대학교 교수로 응모하기 전에 많은 생각을 하였다. 첫째로 생각나는 것이 고려대

학교 김상협 교수님이 고려대학교 총장이 되시기 전 1969년 1월에 미네소타대학을 방문하여 

100여명의 박사과정 유학생들과 간담회를 하던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상협 교수님은 유학생들에게 귀국하려고 애쓰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고 당부하셨다. 그 이유

는 첫째, 당시 한국의 대학사정이 매우 열악하여 연구도 강의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4

개월만 지나면 모두 실망한다는 것이다. 둘째, 여러 명의 외국박사 소지자들이 일시에 귀국

하면 당시의 대학교수 체계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김상협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1960년대 

미국에 있는 박사과정 유학생은 다음 4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었다. 

1) 머리가 탁월하게 좋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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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지위나 재력 등 집안이 아주 좋은 사람, 

3)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생존능력이 아주 강해서 엄동설한에 눈 속에 버려도 살아남

을 사람, 

4) 운이 억세게 좋은 사람. 

이러한 종류의 박사들이 여럿이 동시에 귀국하여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면 당시의 대학

교수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교수 체계도 무너진다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한국에서 석사학

위를 받고 미국에 막 유학 와서 당시 한국과 미국의 대학교수, 대학 및 대학원 교육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을 때여서 매우 흥미롭게 들었다. 

둘째로 생각나는 것은 1973년에 함병춘 당시 주미대사가 미네소타대학을 방문하여 대학

원생들에게 강의한 내용이다. 그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국내 대학에 취직하는 것이 현

실적으로 어렵기도 하지만, 설혹 취직이 되더라도 적응하기가 어렵다면서 연세대학교에 전

임강사로 부임하여 겪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한국 교수들이 권위의식과 방어의식

이 매우 강해서 외부인을 잘 받아주지 않으며, 설혹 어떤 경로로 교수가 되어도 보고만 있을 

뿐 자신들의 그룹에 넣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함병춘 교수는 대학에 갈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1) 처음에 절대로 나서지 말고, 

2) 자기 연구와 주어진 강의를 열심히 하고, 

3)   낮은 자세로 궂은 일도 피하지 말고, 맡은 일을 성실히 하면서 기존 교수들이 동료로 인

정해 줄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나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시절에 무급조교들의 힘든 생활도 보았고, 전임이 되기 위하여 고

민하는 모습도 보았기 때문에 이 말이 맞는다고 생각하였다.

아무튼 나는 일단 서류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더 생각해 보기로 하였다. 여름에 서류를 제

출하였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다시 약학대학 사정을 잘 아는 분에게 여쭈어 봤더니 전임 

학장이셨던 한관섭 교수님이 국립보건원장 임기를 마치시고 본인이 주임교수로 계셨던 약학

대학 약품물리 연구실로 돌아오려고 하셨는데, 대학본부에서는 그 자리에 이미 공채 공고를 

냈으니 기대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것이었다. 나는 아차 싶었다. 공연히 응모하여 은사님께 

큰 결례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기로 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분야의 연구를 하기 위하

여 Athens에 있는 Georgia 대학의 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멋모르고 제출한 서류

가 우여곡절 끝에 본부 인사위원회를 통과하여 1977년 말에 총장 명의의 최종 채용통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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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 되었다. 약학대학으로부터 3월부터 강의할 수 있도록 조속히 귀국하여 임용절차를 밟

으라는 연락도 받았다.

미국생활 10년을 단시간에 청산하고 귀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집사람이 임신 중

이어서 귀국일자를 연장하고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공무원, 국책연구소 연구원으로 

미국에서 나와 같이 공부하다가 귀국한 박사들에게 한국의 사정을 문의하였다. 그들은 귀국

을 권유하면서 한국에서는 아무런 자료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일하는 데 필요한 실무자료, 

심지어 쓰레기라도 전부 가지고 귀국하라고 조언하였다. 나는 한국의 약학대학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분야에 대한 학부 및 대학원 강의 자료 특히 조제학, 제제학, 임상약학, 병원약학, 

사회약학 및 약업경영학 등에 관한 교육 자료, 제약산업에 관련된 자료(GMP, GCP, GSP 등), 

신약개발 프로토콜, 각종 연구계획서, 서류양식, 편지 샘플 등을 수집하고, 회사에 근무하면

서 수집한 제약 실무에 관한 자료들도 다시 보완 정리하였다. 이 자료들은 내가 정년퇴직할 

때까지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서울대학교에서 인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약학대학 학장이, 

생약연구소 소속의 우린근 교수님에서 약학대학 소속의 이상섭 교수님으로 바뀌었다. 이상

섭 신임 학장님의 노력으로 4월 13일에 과학기술처에서 지원하는 ‘78 재외한국인 과학기술

자 유치결정’ 통보와 항공료를 지급받고 1978년 5월 3일 귀국하였다.

II.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조교수로 새 출발

1978년 7월 3일 서울대학교 공채 1기 교수로서 약학대학 제약학과 조교수 발령을 받고 약

품물리 강의를 담당하게 되었다. 약품물리교실의 선임교수이신 유병설 교수는 일본 도쿄대

학에서 분광학을 공부하였고, 김양배 교수는 일본 오사카대학에서 X-ray로 결정구조를 공부

하였다. 나는 미국 미네소타대학으로 유학을 떠나기 전에는 약제학 교실에서 석사를 하였고, 

박사학위 과정에서는 물리화학적 이론을 의약품 제조에 응용하는 물리약학 분야를 공부하

고 이 분야 일을 하다가 귀국하여 약품물리 교실의 조교수가 된 것이다. 학문적 배경이 다른 

유병설, 김양배 교수와 더불어 약품물리 강의를 담당하게 된 것이다. 내가 대학 재학시절에

는 이 교실이 없었다. 그 당시에는 무기약품제조화학 교실에 홍문화 교수, 한관섭 부교수, 나

운용 전임강사, 유병설 강사, 김양배 조교가 있었는데 한관섭 교수님이 김양배 조교를 데리

고 약품물리화학이라는 교실을 새로 만들어 독립하셨다. 1966년에 홍문화 교수님이 국립보

건원 원장이 되시면서 무기약품제조화학 교실에는 나운용 전임강사, 유병설 강사가 남게 되

었고 약품물리화학 교실에는 한관섭 교수, 김양배 조교가 있었다. 홍문화 교수님은 국립보건

원 원장 임기를 마치고 약학대학 교수로 복직을 희망하셨으나 대학 내의 여러 사정으로 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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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대신 생약연구소 교수로 복직하셨다. 후에 한관섭 교수님이 다시 국립보건원 원장으로 

가시게 되면서, 1970년에 일본 도쿄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하여 무기약품제조화

학 교실에 재직 중이던 유병설 전임강사가 약품물리화학 교실로 소속이 바뀌었다. 나는 약품

물리와 무기약품제조화학이라는 두 개의 팻말이 붙어 있는 한 실험실 공간에, 무기약품제조

화학 전공의 나운영 교수, 약품물리 전공의 유병설 부교수, 김양배 조교수와 함께 근무하는 

조교수로 임명된 것이었다. 세 분 교수님은 약학 연구 입문을 무기약품제조화학 교실에서 시

작하였다는 사실 이외에는 공통점이 없었다. 학문 수련 과정도, 하는 일도, 성격도 전혀 다르

고, 상호 인간 관계도 미묘하였다. 주위에서는 나의 연구분야와 학문적 배경은 물론 출신 실

험실까지 세 분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처신하기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대학 

내부적으로도 내가 미국에서 10년을 보내는 동안 2~3년 선배인 무급조교들 중에 4, 5명이 진

급이 보장되는 유급조교가 되어 일본 문부성 장학금으로 일본대학에서 단기연수를 받고 모

교에 조교수가 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의 약학교육제도는 일본과 동일하여서 교과과정과 교

과목도 대동소이하고 교과서마저 일본 책을 직역하여 사용하고 있어서 대학의 분위기가 10

년 전보다도 더욱 일본대학 같았다.

나는 미국의 약학대학에서 공부한 약학박사 학위소지자로는, 1966년 김병각 교수가 미생

물학 교수로 임용된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조교수로 임용되었기 때문에 모든 언행이 자

유스럽지 못했다. 나는 윤천주 총장이 처음 교수를 공개채용하면서 약학대학은 단과대학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유학생들에게 말하신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함

병춘 대사의 강연내용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처음에 절대로 나서지 말

고, 낮은 자세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궂은 일도 피하지 말고, 선배 교수들이 자

신들의 써클에 넣어 주고 동료로 인정해 줄 때까지 성실히 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 

였다.

III. 나의 교수관, 교육관 및 연구관

나는 1979년 1월 3일 종로에 있는 약사공론(藥事公論) 사무실에서 약사공론의 신년특집칼

럼[‘79 새 도전(挑戰) · 새 설계(設計)]을 위하여 최종호 편집국장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그

는 내가 미국에서 약학박사를 취득하고 의약품생산 경험도 있는 미국영주권 소지자임에도, 

또 월남전 패망 이후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애쓸 때 거꾸로 귀국하였다면서, 

나와 우리나라 의약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력양성 교육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다. 경향신문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최종호 국장은 카리스마가 있으면서도 대화에 능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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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어서 비교적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대화를 유도하였다. 나는 다음

과 같이 교수로서의 자세, 교육관 및 연구관을 이야기하였다.

1)   교수의 자세: 약학대학 교수는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교육자이다. 제한된 시간에 다양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가르쳐야 하고, 가르칠 내용과 방법을 항상 연구해야 한다.

2)   교육관: 약학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응용과학이다. 약학교육은 약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약사를 양성하는 직업교육이므로, 나는 막연한 이론을 전달하는 강의에 그칠 것

이 아니라, 실험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하여 약사업무에 대한 지식을 실무에 이용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여 실천하면서 교육할 것이다.

3)   연구관: 나는 연구의 결과물이 눈으로 보면 보이고, 손으로 잡으면 잡히는 연구를 하겠

다.

인터뷰 내용은 1979년 1월 15일자 약사공론의 신년특집칼럼 시리즈의 세 번째 인물로 기

사화되었다. 이날 나는 교수가 되어 귀국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을 여과 없이 이야기하

였다. 이때 이야기한 교수관, 교육관, 연구관은 한평생 약학대학교수가 갖춰야 할 덕목이라

고 생각하여 나는 서울대학교에서 31년 봉직하고 정년퇴임 할 때까지 일관되게 지키려고 노

력하였다.

나는 2008년 8월에 정년퇴직하였다. 내가 재직하는 동안 많은 대학원생들이 나의 연구실

에 있었다. 107명이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그 중 30명이 박사학위를 마쳤으며, 22명은 국내

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또한 15명의 post-doc과 교환교수가 내 실험실을 거쳐

갔다. 현재 이들은 대부분 국내외 대학, 공직, 국공립연구소, 제약기업 및 의료기관에서 지도

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성공한 사업가로, 성공한 약사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지금도 이들과 매년 3~4회씩 자리를 같이 한다. 그때마다 조교수로 부임하던 1978년 당

시의 포부와 각오가 뇌리를 스치기도 하고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천하의 영재를 교육한 축복

받은 교수였다는 생각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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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작은 농장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명예교수  김효철

40년 이상 도시 한가운데 선대로부터 내려온 땅에 단층 단독주택을 짓고 살고 있으며 세

월이 감에 따라 하늘이 좁아진 것을 실감하고 있다. 처음 집을 지을 당시에는 남산이 항상 바

라보였었는데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며 바라보이지 않게 되었다. 뿐만 아니다 지상파방송

을 시청할 수 없어 케이블 방송을 보아야 하는 도시 속의 벽지가 되었다. 그래도 한동안은 정

부 지원이 있다며 심심치 않게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하자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찾는 발길이 끊어진 지 상당시간이 지난 듯하다. 이웃하여 남측에 사무실 건물이 들어서고 

동서 양측에 5층짜리 빌라가 들어서니 우물 안에 갇힌 듯 하늘이 좁아졌다.

처음 건축 당시에는 햇볕도 잘 들고 바람도 시원하였는데 이제 하루에 짧은 시간이나마 

볕드는 곳은 남측 창문 앞 5평 정도에 불과하게 되었다. 퇴임 후부터인가 잔디도 잘 자라지 

않는 5평 남짓한 땅에 부지런을 떨며 이것저것 심어본 지 이제 햇수로 14년이 넘어선 듯하다. 

집에서는 땅을 너무 혹사한다 하지만 3모작을 하는 셈이다. 봄이 되며 땅이 풀리기 시작하면 

가을에 심은 튤립이 머리를 내밀기 시작한다. 4월초가 되면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이때 별도로 오이와 호박의 모종을 키우기 위하여 가랑잎 썩힌 흙을 모아 작은 화분을 준비

하여야 한다. 파종 후 약 10일이면 오이가 발아하고 15일쯤 되면 호박이 발아하는데 이 때 튤

립은 만개상태에 이르게 된다.

오이와 호박에 잎이 5매 정도가 되었을 때쯤이면 튤립은 지고 잎이 시들기 시작한다. 이때

로부터 1주일쯤 지나면 한해농사의 첫 번째 수확으로 튤립을 수확한다. 튤립을 캐어 그늘에

서 건조시키는 한편으로 튤립을 캔 자리에 구덩이를 마련하고 퇴비를 채운 후 오이와 호박을 

이식한다. 이식한 오이와 호박이 활착하여 새 잎이 3매 정도 날 때가 되면 건조된 튤립의 구

근을 정리하고 모아 살균처리를 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용기에 담아 어둡고 건조한 곳에 보

관한다. 이때부터는 오이와 호박에는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넝쿨을 달아매기 위한 버팀목을 

세우고 끈으로 달아 매 주어야 한다.

약 10일 정도면 오이는 수분이 되어 맺히기 시작하지만 호박에는 수꽃만 피는데 아마도 

호박벌을 부르는 시기인 듯하다. 하지만 애타게 부르는 호박벌은 도시에서는 쉽게 나타나지 

않아 암꽃이 피더라도 호박은 수분이 쉽지 않다. 암꽃이 간간히 피어나지만 이른 아침 만개

되었다가 해가 돋으면 바로 꽃이 오므라들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 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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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호박을 결실 시키려면 부지런을 떨고 이른 시간에 일어나 호박벌이 해야 하는 수분작업

을 해 주어야 한다. 오이는 꽃이 작아 개미와 같은 작은 곤충으로도 수분이 되지만 도시농장

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호박벌 흉내를 내어야 하는 것이다.

호박벌 노릇을 여러 해를 하다 보니 꽃대나 꽃봉오리 그리고 꽃술 어느 것을 보고도 수꽃

과 암꽃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암꽃의 개화시기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호박

꽃이 피기 시작하면 매일 아침 암꽃을 찾아내어 수분작업을 해 주어야 하는데 수분이 되고 

10일이면 애호박은 수확할 수 있을 만큼 자라게 된다. 오이와 호박을 수확하면 주일날 예배

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들리는 백화점 식품부에서 판매되는 친환경 농산품가격으로 소출

을 계산해 보는 버릇이 생겼다. 그리고 도시농장에서 수확한 오이로 담근 오이김치와 호박전

이 밥상에 오르면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농부의 작은 기쁨을 느끼기도 한다.

호박을 심을 때 한 귀퉁이에 자리잡아 한 그루씩 심은 청양고추와 가지 그리고 방울토마

토도 꾸준히 결실을 보아 함께 곁들여지면 도시농부의 마음은 한결 풍요로움을 느끼게 한다. 

5평의 작은 공간이지만 한여름에 들어서면 소출이 풍성하여져서 모두 소모하지 못하여 저장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도시농부가 수확한 오이와 호박이 시장에 공급되는 온실에서 재배된 

오이와 호박에 비하여 저장기간이 월등히 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도시농장의 소출을 친환

경 농산품가격으로 계산하는 것을 숨기고 싶었으나 호박벌 노릇이 건강에 도움 될 뿐 아니

라 도시 농장의 소출이 건강식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여러 해에 걸쳐 호박농사를 하다 보니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알게 되었

다. 분명히 이른 아침 일어나 정성껏 수분작업을 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잘 자라야하는 호박이 

성장을 멈추고 떨어지는 것이다. 한줄기에 여러 개의 암꽃이 피어 수분시켜도 적정양의 호박

만이 결실되고 세가 약한 호박은 도태되는 것이다. 도시 농부의 눈에는 세가 약한 호박이 스

스로 성장을 포기하고 자살하는 것으로 비쳐져서 경이롭게 생각되었다. 늦게 일어나 만개한 

꽃을 보지 못하고 시든 꽃만을 보는 눈에는 호박꽃은 꽃이 아닌 듯 비쳐지지만 사랑의 치유 

그리고 사랑의 용기라는 꽃말이 호박꽃에 대한 올바른 평이라 생각한다.

8월 들어서면 오이와 호박 모두 소출이 줄어들기 시작하므로 늦어도 하순에는 넝쿨을 걷

고 퇴비를 주며 세 번째 농사를 준비한다. 냉장 보관하였던 김장 무 씨앗을 파종하고 3일이 

지나면 발아가 시작되고 일주일이 지나면 성장상태를 보고 솎아 주어야 한다. 이후로는 호박

벌 노릇이 아니라 아침저녁 열심히 물 주는 일이 소일꺼리가 된다. 11월에 들면 보관하던 튤

립 구근을 발아하기 전에 심어야 하므로 무의 수확시기를 저울질하게 된다. 다음해 봄에 튤

립을 보려면 호박 파종시기에 함께 심은 고추와 가지를 무와 함께 수확하고 11월 하순까지

는 튤립을 심어야 추운 겨울을 지나 4월초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

올해는 추수감사절을 앞둔 11월 16일 튤립을 심는 것으로 한 해 농사일정을 마감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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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겨울을 지나는 동안 틈이 나는 대로 농사정보를 살펴보아야겠다고 생

각한다. 5평짜리 농장이지만 제대로 공부하여 오이 호박에 순자르기, 무의 북돋우기 등을 잘

하면 소출을 늘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건물 옥상을 방수하고 흙을 올려 농사지으

며 소일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 싶다. 도시의 수많은 건물의 옥상을 농장으로 만들면 더위

와 추위를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수많은 도시 농부의 건강한 삶을 가져온다고 권장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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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소설

도라산역 부역장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명예교수  우한용

원자력만이 에너지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하던 때가 엊그제였다. 그런데 친원전 정

책은 그리 길지 못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7년이 지나는 동안 원전은 혐오의 대상으

로 둔갑했다. 물론 원전 폐쇄 기한을 미적미적 연장하면서 가동을 계속하기는 했다. 미심쩍

은 눈초리들로 원전을 흘겨봤다.

촛불혁명의 승리라고 자평하는 새 정부가 들어섰다. 적폐청산이란 언월도를 휘두르기 시

작하면서 그 칼날에 걸려든 것 가운데 하나가 원전이었다. 건설 공사가 절반 이상 진행된 ‘동

해원전’을 폐쇄한다는 각하의 지침은 단호하고 결기가 있었다. 이유도 분명했다. 동해가 지진 

예상지역이고, 인구밀집지역이라 원전 사고가 나면 통제할 수 없는 재난이 닥친다는 것이었

다. 한올연은 한편으로 정부의 태도를 이해는 하면서도 원전이 이념의 톱니바퀴에 물려 돌아

간다는 생각에 속이 끓어올랐다.

한동안 직장을 잃고 헤매 돈 세월이 조금은 억울했다. 동해 원자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한올

연은 서울역에 나가 파주행 열차를 타고 도라산역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게 일과가 되었다. 

한숨을 쉬면서 창밖을 무연히 쳐다보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들도 자신과 처지가 비슷하

려니 하는 생각이 들었다. 뭔가 상실한 사람들, 삶의 의미를 회복할 수 없는 사람들, 그 무리 

속에 자기가 끼어 있었다.

해직 전이었다. 한국 원전이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의 산업계에서 세계 최고

라고 내세울 수 있는 업체를 방문하고, 원전과 이른바 프렌차이즈를 할 수 있는 여건을 탐지

하자고 해서 방문한 데가 엘지디스플레이였다. 경영은 숨어 있으니 잘 모르지만 기술은 그야

말로 세계 최고라는 평을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홍보실장 말로는 삼성이 자기들 

겨우 따라오는 정도라고 했다. 아무튼 그 회사에서 만들어 내는 영상은 사람을 홀딱 반하게 

하는 것들이었다. 자연보다 더욱 곱고 아름다운 영상을 보면서, 저러니까 돈이 되는구나 싶

었다.

변전소 시설을 따로 두어야 할 만큼 전기를 많이 쓰는 회사였다. 현대 도시문명과 기계문

명에서 전기는 인간으로 친다면 혈액과 같은 동력원이었다. 호흡을 못할 지경이 되어야 공기

의 소중함을 안다는 생물선생의 교훈은 실감이 별로 없었다. 전국이 블랙아웃이 되어 도시가 

암흑천지에 묻히고 달리던 전동차가 모두 멈추는 상황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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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편에 밤을 낮같이 밝히는 전기라는 게 있었다. 자신이 해 온 일이 가상스럽다는 생각마

저 들었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전기와 전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첨단과학의 선물이었다.

공장 견학이 끝나고 남는 시간을 이용해 국방시설을 견학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도라산역

이었다. 

“한국에도 국제역이 있습니다.” 일행을 도라산역에 데려다 주면서 안내를 맡았던 젊은이가 

말했다. 자기가 도와 드릴 일은 여기까지라면서, 도라산역 구경하고 평안히 가시라는 인사는 

간곡한 느낌이었다. 다시 뵐 날이 있기를 기대한다는 인사가 그런 느낌을 더 짙게 했다. 사람

이 다시 만난다는 것…. 예사 인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도라산역은 철골로 지은 최신식 건물이었다. 한글로 ‘도라산역’이라 쓴 그 아래에는 한자

로 都羅山驛이라 되어 있고, 그 아래 영문으로 Dorasan Station이란 역이름이 병기되어 있었

다. 처음에는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패러디한 작명인 줄로 알았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 역이 

자리잡은 지역이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도라산리이고, 도라산리에 있는 역이라서 도라산역

이라 할 뿐이었다. 어찌 들으면 돌아선 역, 옷소매 부여잡고 울어대다가 돌아설 수밖에 없던 

그 역. 그 역의 서쪽 처마 아래는 경의선철도남북출입사무소 Kyungeu Rrailway Transit 

Office 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이른바 출입국사무소였다. 출입국이란 두 나라 사이에 오

가는 일, 내왕 혹은 왕래를 뜻하는 말이었다.

한올연 일행은 역사 안으로 들어섰다. ‘타는 곳 평양 방면’ 출입구에는 헌병 남녀 둘이 회전

문을 사이에 두고 서 있었다. 헌병, 위병소를 지키던 헌병, 같은 상병인데 외출했다가 돌아오

는 병사의 경례 태도가 불량하다고 ‘충성’ 구호를 복창시키던 ‘제갈길’이란 희한한 이름을 가

진 헌병이 있었다. 외출했다가 30분 늦게 귀가하면 이런 식으로 나왔다. 너 여동생 있어? 없

습니다. 뻗쳐 짜샤.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너네 아버지가 성생활이 게을러서 너한테 여동생 

하나 못 만들어 준 거니까네, 평양냉면 한 그릇 사 주면 내 여동생 소개하지. 좋습니다. 그러

면 제갈길 상병은 달력에다가 냉면사리를 그려 놓곤 했다. 한올연은 도라산역에서 기차 타고 

평양 가서 냉면 먹을 생각을 하며 혼자 빙긋 웃었다.

일행이 역 경내로 들어섰다. 승무원 제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여성이 안내용 확성기를 어

깨에 엑스자로 걸고 나왔다.

“저는 이 역의 부역장을 맡고 있는 도라온입니다.” 일행이 박수를 쳤다. 누군가 아, 미인이

시네, 그렇게 감탄의 소리를 했다. 중간 정도의 체구에 균형잡힌 몸매였다. 스커트자락 밑으

로 쪽 곧게 내려간 다리는 종아리의 탱탱한 살로 해서 건강미가 넘쳐 보였다. 누구인지 군시

렁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도라온? 도로미쓰라면, 이혼녀라는 뜻이야? 남의 이름을 두고 멋대

로 틀어 대면 죄받아요. 당신더러 지청구, 지청구하면 기분 좋겠소? 그의 이름이 지만구였다

는 게 기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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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역장이 간단히 자기소개를 했다.

 “한국교통대학교 철도대학에서 공부하고, 수원역, 용산역에서 근무하다가, 여기로 발령받

은 지는 오년 째입니다.”

“하나 물어 봅시다. 여기가 왜 도라산역입니까?” 일행 중의 하나가 물었다.

“여기 지명이 그래요. 저 앞에 보이는 전망대 같은 산이 도라산인데요….” 도라온 부역장은 

설명을 이어 갔다.

신라가 패망한 후, 고려 왕건은 경순왕을 개성으로 압송했다고 합니다. 서라벌에서 재기를 

도모하지 못하게 하려는 계획이었지요. 개성으로 압송당해 가기 전, 이곳 도라산에 올라 쉬

었던 거 같아요. 고려에 항복한 경순왕의 심경이 오죽했겠어요. 아버지는 적지(賊地)에 끌려

가고 아들은 세상을 버리고 금강산으로 숨어들던 무렵, 경순왕이 저 산마루에 올라가 ‘아, 서

라벌 장안이여!’ 기울어 버린 국가의 운명이며,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고는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오호, 신라 장안이여 하는 말이 ‘도라(都羅)’라는데, 산 이름이 그렇게 해서 생겼답니

다. 해발고도가 200m에 못 미치지만 서글픈 전설이 남아 있는 산, 그게 도라산(都羅山)이고, 

거기에서 역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창밖으로 북녘 하늘을 바라보던 한올연은, 도라산역은 어떤 운명의 아우라를 지니고 있다

는 생각이 들었다. 부역장이 나누어 준 팜플렛에는 도라산역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었다. 팜플렛에 따르면, 2000년 시작된 경의선 복원사업에 의해 2002년 2월 초 도라산역이 

들어서 남쪽의 임진강역까지 4km 구간을 연결하는 공사가 완료되었다.

2002년 2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 때 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2월 20일 

도라산역을 방문, 연설하고 철도 침목에 서명하는 행사를 가짐으로써 한반도 통일 염원을 상

징하는 대표적인 장소가 되었다. 코레일 서울본부 소속으로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555에 역사가 자리잡고 있다. 그게 팜플렛의 내용이었다.

“우리 도라산역 역사 실내에는요, 뭐랄까 그야말로 역사적인 기념물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실내 전시품들은 각자 보시도록 하세요. 실내 전시품 관람이 끝나면 여권 검사를 하고 역 플

랫폼으로 나가 기념물들을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십 분 뒤에 다시 뵙겠

습니다.”

얼굴 윤곽이며 목소리가 정확히 집히지는 않지만, 너무 낯익은 얼굴이었다. 오래 못 만나

서 얼굴이 가물가물하는 외사촌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어디선지 만났어도 꼭 만났던 것 같은 

얼굴이고, 그런 목소리였다. 한올연은 나를 아는가 물어 보고 싶어서 도라온 부역장에게 다

가갔다. 불러 세우려는 차에 전화가 걸려왔다. ‘서해원전’에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대학 동기

생 한서원이었다. 청주한씨 종씨라고 자별하게 지낸 사이였다.

“백수노릇 어떠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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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리 하나 마련할 셈이야?”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만났으면 해서….”

“지금? 여기 도라산역에 와 있는데 어쩌지?”

“택시를 타든지, 헬기를 동원하든지 서울역 중국집 도화원에 있을 테니 오라구.” 그러고는 

알았습니다, 하는 누군가 옆 사람 목소리가 들리고 전화가 끊겼다. 

“내가 부역장님 보고 싶으면 연락드리고 올 참인데, 안내해 주시겠지요?”

“꼭 오세요. 안 오시면 제가 섭섭하죠.” 도라온 부역장이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손바

닥에 굳은살이 박힌 것처럼 투박했다. 여장부처럼 일한다는 암시 같기도 했다.

한올연은 이전 직장 주소를 줄을 그어 지운 명함을 부역장에게 건네고 역사를 빠져나왔다. 

한서원을 만나는 일이 더 급해서였다.

한서원은 서울역 도화원에서 한올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해원전 홍보관에 원자력 전문

가를 초빙하는 공고가 나갈 것이니 응모하라는 것이었다. 홍보관이면? 원전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게 사장님의 복안입니다. 그저 관광 안내나 하는 

안내인이 아니라 최소한 원자력공학 박사쯤은 받은 인사가 홍보를 직접 담당해야 한다는 것

이었다. 그래야 참관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둔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나더러 원전홍보관에 학위기 걸어 놓고 영업을 해 봐라 그런 말씀이야?” 면허증 

빌려 주는 것 같아 찜찜했다. 말하자면 원전가동면허증을 원전관광면허증으로 바꿔 달라는 

주문이었다. 생각해 보마 하고는 선약이 있다는 핑계로 먼저 자리를 떴다. 한서원과 같이 앉

아 있던 원이사라는 사람이 고개를 갸웃하는 게 곁눈으로 보였다.

푸드 코트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오던 에스컬레이터가 멈췄다. 앞에서 전화를 받으며 내려

가던 젊은이가 굴러 떨어졌다. 툭툭 털고 일어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걸어가 사람들 속에 

묻혔다. 무감각인가? 호소할 데가 없다는 것인가? 정말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인가? 무엇인가 

정상은 아니었다.

핸드폰이 드르륵 울렸다. 등록되지 않은 번호였다.

“도라온인데요, 도라산역이요.”

“아, 부역장님이 전화를 다하고 웬일이십니까?”

“뭐 잃어버린 거 없으세요?”

“잃어버리고 사는 게 하도 많아서….” 

“집에는 가셨어요?”

“아직은….”

“국내에서야 여권 없어도 괜찮을 테지만….?”

점퍼 안주머니에 손을 찔러넣어 보았다. 손에 잡히는 게 없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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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넘겨주고, 한서원이 서둘러대는 통에 그대로 달려왔던 것이다. 

“우편으로 보내 드릴까요?”

“아니…. 내가 부역장님 만날 겸해서 가지요.” 

부역장을 만난다는 것은 사실 부담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부역장을 만나서 물어볼 일

이 있었다. 여성이 철도공무원이 된 연유가 궁금했던 것이다. 굴곡진 생애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부풀려 올렸다. 그리고 도라건의 소식….

도라산역에 들러 여권을 찾아와야겠다고 한 것이 미적미적 시간이 흘렀다. 서해원전 홍보

관에 재취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는 본사의 계획이 달라지는 통에 코에 헛바람만 불

어넣은 꼴이 되고 말았다.

주춤주춤하는 사이 도라온 부역장에게서 메일 연락이 왔다. ‘국제철도망연결사업’을 위한 

세미나가 러시아의 노보시비르스크에서 열리는데, 거기 출장을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시간

이 걸리기 때문에 여권이 필요하면 우편으로 보내 주면 어떻겠나 물었다. 여권을 보내 준다

면 부역장을 만날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싶었다. 한올연은, 어어 하면서 메일에 답을 하지 

못하고 며칠 지나갔다.

그 사이 틈나는 대로 철도에 대한 책들을 읽었다. 도라온 부역장을 만나면 철도 이야기를 

해서 그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철도가 교통의 편의를 제공

하고 생활을 향상하게 하는 그런 선기능만 하는 건 아니었다. 철도는 서양근대화와 연관되어 

있었다. 증기기관의 발명과 철로의 세계적인 보급, 거기 이어지는 제국주의 세력의 침탈 수단

으로 철도가 이용되었다.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식민지 침탈의 역사는 철도와 연관되는 핵심 사항 가운데 

하나였다. 경부선은 물론이고 호남선, 전라선, 전군선 그런 철도들이 식민지 조선에서 강탈한 

곡물을 일본으로 실어나르는 데 이용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었다. 물론 철도를 이용

해 여행이 일상화되고, 중국으로, 러시아로, 그리고 유럽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 철도는 독립

군들의 이동 통로가 되기도 했고, 일본의 대륙 진출의 관문 역할도 했다.

“지금 뭘 하세요?” 대답을 재촉하는 투의 메일이 왔다.

“첫눈 오기 전까지는 여권 쓸 일 없습니다.” 한올연이 메일을 보내자 금방 전화가 걸려왔

다.

“낭만적이시네요. 낭만과 노망이 동의어라던데에.” 전화 속의 도라온은 혼자 깔깔대고 웃

었다. 낭만적이란 말은 과히 싫지 않았다. 그런데 낭만과 노망이 동의어라는 데는 뭔가 찔려 

오는 느낌이었다. 내면에 이는 감정의 흔들림을 감지한 것 같기도 했다. 메일을 받았을 때, 혹

시 노보시비르스크에 함께 가자는 건 아닌가,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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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망이라면 몰라도 노망까지는 아직….” 한올연의 대답에 도라온 부역장은 또 까르르 웃

었다.

“그 나이에 로망을 이야기하는 거 그게 노망 아니고….?” 터울 작은 오라버니한테 하듯, 살

가운 말투가 공대는 아니었다. 그런 말투가 오히려 정감이 묻어났다. 

“여권과 로망이라?” 한올연이 망설이는 사이, 도라온 부역장 편에서 아퀴를 짓는 대답을 

해 왔다.

“첫눈 오는 날, 그 때 뵙지요.”

“잘 다녀와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생각이 달랐다. 잘 다녀오라고 달러화라도 

얼마를 쥐어 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런 일로 오해를 사는 게 아닌가,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었

다.

그때가 11월 중순이었다. 가을도 한 복판을 넘어서고 있었다. 단풍이 물기를 거두고 말라

가기 시작했다. 첫눈 올 날이 멀지 않다는 생각으로 한올연은 속으로 첫눈을 기다리면서 지

냈다.

가끔 도라온이 출장을 간다는 도시가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올라 맴을 돌았다. 노보시비르스

크, 러시아 말로 새로운 시베리아의 도시라는 뜻이다. 여기에 시베리아철도가 들어간 것은 

1893년이었다. 아마 그때 공사를 시작한 모양이었다. 현재는 시베리아 최대의 공업도시로 부

각되어 있는 교통, 산업의 요충지였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시베리아 지부가 설치되었다. 

1959년 아카뎀고로도크(Akademgorodok)라는 학술도시가 건설되었다. 거기에 원자력 분야 

연구소가 부설되어 있었다.

거기까지 생각한 한올연은 그 도시가 낯설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연유가 무엇인가를 

한참 생각했다. 아카뎀고로도크 때문만은 아닌 듯했다. 한올연은 도라산, 도라온, 도라온을 

몇 차례 입에 올려 되뇌어 보았다. 도라건이라는 유학생이 있었지. 어쩌면 그가 도라온의 오

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위스 취리히 공과대학 물리학부에서 한올연이 공부하고 있을 때였다. 한올연보다 한 해 

뒤에 입학한 학생이 찾아왔다. 자기는 한국에 많지 않은 성 도씨라면서, 자기 이름이 도라건

이라고 소개했다.

“그래 맞아, 도라건….” 한올연은 혼자서 무릎을 쳤다. 자기는 원자력공학을 공부할 건데, 

원자력은 세계적인 에너지 자원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를 위한 무기 개발에 일종의 징

검다리가 될 것이며, 암을 극복하는 첨단 기술이 될 것이라며 자신만만한 이야기를 했다.

 한올연은 약간 기가 죽었다. 자기는 원자력 발전에 관심을 국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라건은 생각이 한참 앞서 있었다. 원자력이 탈이데올로기적인 평화 구축에 기여할 거라면

서, 미국과 소련이 핵을 독점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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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극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핵에 의한 핵의 균형적 자기 통제, 그런 구상입니다.”

대학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으로서는 이른바 ‘구상’이 꽤 구체적이고 거창했다. 한

국은 원전 문제만 가지고 속을 끓이고 있는데, 유아적 과학인식이라는 것이었다. 한올연은 

도라건이 어딘지 위험인물 딱지가 붙을 만한 인상이라 생각했다. 그것은 단지 감이었다. 어

떤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 선입견을 금방 씻어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무

때나 형님, 형님 하면서 격의없이 대해 주는 태도 때문이었다. 이야기 끝에는 “한국 가면 잘 

봐 주세요.” 그런 후렴을 달았다. 결혼을 했는가는 묻지 않았다.

도라건은 사람 사귀는 폭이 넓었다. 이른바 마당발이었다. 산발적으로 만나서 농담이나 하

면서 지내기는 청춘이 아깝지 않은가 하면서, 매주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만나서 ‘글로벌 디베

이트’ 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당시 취리히에는 영미권보다는 아시아, 아랍, 아프리카에서 

유학온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가운데는 어쩌다가 북한에서 온 학생들도 몇이 끼어 

있었다.

글로벌 디베이트 자리는 도라건의 유창한 언변으로 해서 활기를 띠었다. 화제는 궁한 게 

없었다. 집안 이야기서부터, 각 지역의 문화며 다양한 전공자들이 모인 만큼 여러 이야기를 

한꺼번에 들을 수 있었다. 한올연은 그런 이야기 분위기가 한편으로는 자기한테 처억 어울린

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가면들의 이야기판 같은 느낌을 받기도 했다.

“잘 먹고 죽은 놈이레 송장 때깔도 좋다 않던기요.” 학비를 어떻게 조달하는가 하는 이야

기 끝에 도라건과 같이 온 친구라는 황철강이 불쑥 던지는 한 마디였다. 학부 때, 판소리의 

이해라는 과목을 들었다. 학생들이 좀 우아하게 살라는 뜻으로 “봉황은 굶주려도 좁쌀은 쪼

지 않는다.”고 강사는 힘주어 이야기했다.

“봉황이 무얼 먹지요?” 한올연이 물었다. 강사가 대답했다.

“사랑가에, 단산봉황이 죽실을 물고 오동숲을 넘노는듯….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죽실은 

대나무 열매를 뜻합니다.”

대나무 열매는 60년이나 120년 만에 열린다는 것을 한올연은 알고 있었다. 너무 긴 시간이

었다. 봉황은 상징의 새라서 굶어죽지 않을 터인데…. 한올연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잘 먹고 

죽은 놈 송장이 어쩌구 하던 황철강이라는 친구를 쳐다봤다. 이쪽을 바라보고 그는 빙긋이 

웃고 있었다.

당시 취리히공과대학에는 북한에서 왔다는 김강단이라는 젊은 학자가 있었다. 도라건은 

그와 함께 공동연구 팀에 참여한다는 얘기를 슬그머니 한올연에게 귀띔했다.

“공부도 먹어야 하네. 아니 그러오?” 황철강이 그렇게 부추겼다. 한올연은 등골이 오소소해



326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8, 제14호

지는 느낌이었다. 이후 도라건은 학교에서 모습을 감추고 말았다. 누구도 도라건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게 1990년 쯤이었다.

한올연은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이는 버릇이 생겼다. 첫눈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일기예보

에 눈이 내릴 것이라고 했다. 한올연은 드디어, 하면서 외출 준비를 했다. 출발하기 전에 백화

점에 들러 스카프를 하나 골랐다. 펜디 실크 제품이었다. 언젠가 쓸 데가 있을 거라고 지갑에 

넣어 두었던 상품권 석 장을 냈다.

“사모님 참 좋으시겠다.”

“여자들이 이런 제품 좋아하나?”

“그럼요, 아주 센스 있는 분이세요.”

한올연은 그동안 도라산역 부역장과 소통을 하고 지낸다는 이야기를 아내에게 비치지 않

았다. 공연한 시기심을 불러와 신경쓸 일은 아니었다.

경의선 철로 연변으로 이어지는 한강 철새도래지에는 청둥오리들이 푸득푸득 날아올랐다. 

물무늬를 만들며 노니는 쌍들은 주둥이를 마주 비비기도 하면서 재롱을 떨었다. 강 풍경은 

금방 희끗희끗 날리는 눈발로 아득하니 흐려지기 시작했다. 바깥 풍경이 눈속에 묻히자 한올

연은 열차 안의 손님들을 싱겁게 바라보면서, 저들이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빠져들었다.

도라산역에 내리면서 한올연은 ‘평양방면’이라고 되어 있는 안내간판을 거듭 쳐다보았다.

“어머나 한 선생님, 그러고 보니 오늘이 첫눈 오는 날이네요.”

도라산역 관광객들에게 안내를 끝낸 도라온이 반색을 하며 다가왔다.

“첫눈 오는 날 만나기로 했잖던가….”

“약속 지키는 분, 멋있어요.” 도라온 부역장은 관광팀 안내를 해야 하는데 함께 가자고 했

다. 하기는 전에 안내를 받지 못하고 서울역으로 급히 달려갔던 생각이 떠올랐다.

“나쁘지 않겠네요.”

도라온이 한올연의 코트 어깨에 묻은 눈을 털어 주었다. 한올연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

해야 하나 물으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어차피 서로 관광객 아닌가 싶어서였다. 도라온 부역

장은 잠시 기다리라고 해 놓고는 역장실로 들어갔다.

“잘 모셔 두었었어요. 선생님 보고 싶으면 꺼내 보고 그랬어요.” 도라온의 눈가에 주름이 

잡혔다.

“내 호올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 한올연이 신호기에 들어온 푸른 불빛을 보고 읊조리

듯 말했다.

“먼 데서 여인의 옷 벗는 소리…, 그 시 쓴 시인 작품?” 김광균의 ‘설야’를 떠올리는 모양이

었다. 평양까지 갈 수 있다는 뜻으로 신호등을 파란색으로 켜 둔다는 설명을 달았다.



3부  수상   327

“분단 이후, 우리들의 철도에 대한 인식이 너무 좁아졌어요. 서울서 부산이나 목포 혹은 여

수 가면, 그걸로 철도가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전 세계가 철도

로 연결되어 있고, 또 그렇게 여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경원선이 연결되고, 청진, 나

진 거쳐서 훈춘으로 이어 가면 시베리아 횡단철도에 연결되거든요, 경의선이 복원되면 중국

횡단철도로 연결되고, 몽골, 우즈베키스탄으로….스페인 지브로올터 해협을 배로 건너면 기

차는 아프리카 서쪽 해안을 죽 따라 내려가 남아공화국까지 갈 수 있고요, 그러면 파리, 베를

린, 런던까지 기차여행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남한과 북한을 트지 못하

는 거지요. 사람들이 후유 한숨소리를 냈다.

“이제 독일서 온 선물을 보여 드리지요.” 도라온이 관광객을 이끌고 졸랑졸랑 걸어갔다. 한

올연은 언제 스카프를 매어 주나 기회를 찾고 있었다.

“여보세요, 여기서 사진 찍어도 됩니까?” 머리가 벗겨진 남자 관광객이 물었다.

“얼마든지요. 남의 나라 온 분처럼 그러세요?” 도라온이 손님의 카메라를 받아 들었다.

“이건 역사적인 기념물이야, 가까이 서요.” 남자 손님이 아내를 옆으로 이끌었다.

“그거이가 뭐이가 기렴이 되갔시요?” 아내되는 사람은 평양말로 받았다.

묘하게 버성그러지는 내외였다. 남자는 남쪽 출신이고 여자는 북쪽 출신, 그렇게 만나 베

를린 장벽 무너진 그 회벽 한 폭을 기념물이라고 갖다 놓고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게 우스웠

던 모양이었다.

한올연은 도라온 부역장이 사진을 찍어 주고 설명하는 사이, 슬그머니 대열을 벗어나 우편

열차 쪽으로 다가갔다. 독일사람으로 보이는 페인트공 둘이서 열차에다가 페인트칠을 하고 

있었다. 열차 벽에는 AMERICAN POST TRAIN이라고 하얀 페인트로 쓰여 있었다. 유엔 측에

서 제공하는 열차인데 미국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었던 모양이었다. 동독과 서독이 편지

를 주고받는 일을 미국이 한다는 게 어설프긴 해도 그런 매개항은 불가피하리란 생각이 들었

다.

“한국은 열차에 페인트칠하는 기술도 없어서…, 독일에서까지 사람이 오고 그런답니까?”

좀전에 베를린에서 온 콘크리트벽 앞에서 사진을 찍었던 남자가 투덜거리듯이 물었다.

“독일 사람들은 독일 통일을 기념하는 저 우편열차를 말이지요, 세계사에 남을 기념물로 

생각해요. 자기들이 선물했으나 소유권과 관리 의무는 자기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한올연은 유다른 데가 있는 사람들이란 생각을 했다. 역사 유물을 선물하는 일은 그냥 주

는 게 아니라 사후 관리 책임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일종의 책무를 지는 일로 생각하는 모양

이었다. 그런 행동지침은 어쩌면 독일인들의 정치교육(Politische Erziehung), 그 결과일 거라

는 생각이 들었다. 원칙을 세우면 실천하는 사람들이었다. 구태여 한국의 현실과 대비하기는 

마음이 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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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들이 돌아갔다.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서 도라산역 앞마당에서 손을 흔들

어 보내는 것으로 부역장의 안내는 끝나는 모양이었다.

“눈이 오니까 푸근하기는 한데, 그래도 춥지요?” 도라온은 한올연을 역장실로 안내하면서

도 주먹을 모아쥐고 오소소 떠는 시늉을 했다. 머리를 할할 흔드는 데 따라 퍼머의 컬이 바람

을 타는 듯 흔들렸다. 한올연은 저 머리에다가 스카프를 두르면 척 어울릴 거란 짐작을 했다.

“역장실에 맘대로 드나들어도 되나?”

“출장이시라 오늘은 프리걸랑요.”

히터에서 쉬쉬쉬 스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다가 끊기곤 했다. 문득 도라건이 떠올랐다. 

그에 대한 기억이 이어지다 끊기고 끊겼다가는 이어지고 했다.

“앉지 왜 서 계세요?” 한올연이 ‘유라시아 철도 연결 설계도’를 쳐다보고 있는 사이, 도라온

이 차를 타 가지고 들어왔다.

“여권 보관료?” 도라온이 한올연 앞에 손을 내밀었다. 한올연은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도

라온의 손바닥을 굵어 주었다. 전에 악수하면서 손이 거칠다고 느꼈는데 손바닥 또한 굳은살

이 박인 것 같았다. 도라온은 어머머 하면서 손을 거두어들였다.

“여자가 뭔 배짱으로 철도대학을 갔어?” 한올연이 찻잔을 들고 지나가는 말처럼 물었다.

“사실 얘기가 조금 길어요….” 도라온은 잠시 멈칫거렸다. 긴 얘기를 들어 달라는 것인가, 

한올연은 도라온을 그윽히 건너다보았다.

“제가 어디 빠지면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도라온은 배시시 웃으면서 한올연을 쳐다보다

가, 거울 있는 데로 가서 입술연지를 고쳐 발랐다.

“그래서 사랑도 무서워하는 건가?” 뜬금없는 말이었지만, 도라온은 반색하며 대답했다.

“어떻게 아셨어요? 난 내가 무서워요.” 도라온이 오른손검지로 자기 머리를 톡톡 쳤다.

“안 그런 사람 어디 있겠나?” 한올연은 자기도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내가 열차를 몰고, 말이지요, 시베리아로 해서 유럽 평원을 달리면 멋지지 않겠어요?” 그

렇게 기차에 몰두해서 철도대학에 진학했다는 얘기 같았다.

“여권 보관료, 이게 그 값 할라나 몰라.” 한올연이 스카프를 포장한 자그만 박스를 도라온 

앞에 내밀었다. 지금 풀어 봐도 되는가 묻고는, 역장 책상 위에 놓인 필통에서 피봉칼을 꺼내 

포장지를 정갈하게 뜯었다.

“어머어, 이런 명품을 어떻게….”

“한번 써 봐요.” 도라온이 스카프를 머리에 쓰고 옆으로 흘러나온 머리를 매만지는 동안, 

한올연은 유라시아 철도도를 쳐다보며 어정거렸다. 한반도에서 출발해서 시베리아를 횡단하

고, 유럽으로 진입해 이베라아반도까지 뻗어 있는 철도망… 철도를 공부하면 그 노선을 따라 

달려 보고 싶은 꿈을 꿀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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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때요?” 도라온이 한올연을 향해 금방 달려들듯, 두 팔을 앞으로 내밀면서 물었다.

“바탕이 고우니까 잘 어울리네, 다행이야.”

“내가, 내가 오늘 저녁 낼게요.” 한올연은 도라온이 스카프에 만족해 하는 것을 바라보면

서 스스로 흐뭇한 느낌에 빠졌다.

일산 호수공원 가에 있는 레스토랑은 이름이 ‘스푸트니크’(동반자)였다. 스푸트니크, 옥호

가 그래서 그렇게 배려를 한 것인지, 차이크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실내 바닥에 낮게 

깔렸다. 식단도 러시아식이었다. 한올연에겐 낯선 음식들이었다. 자연스레 도라온이 주문을 

했다.

“맘대로 해도 괜찮지요?” 한올연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보르쉬라는 스프가 먼저 나왔다. 샤슬릭은 시간이 좀 걸린다면서, 마실 건 뭐로 주문할지 

손목에 캐비어 문신을 한 여종업원이 물었다. 깻자국이 귀염성있게 흩어진 볼에 미소를 띄워 

올렸다.

“벨루가 노블 하고 캐비어 준비해 줘요.” 손을 깍지끼어 문지르면서 도라온이 주문했다.

“병으로 할까요, 아님 잔으로 하실래요?” 여종업원이 물었다.

도라온은 병으로 부탁했다. 남는 건 가지고 가겠다면서, 자기는 어머니한테 배우기를 음식

이 빈약하면 가난이 밥상머리로 기어든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손 큰 어머니의 딸이 손

이 거칠어야 하는 법칙이라도 있는가, 그럴 것 같지는 않았다.

“몰랐는데 이제 보니 도라온씨가 슬라브 취향이네.” 도라온이라는 여자가 어딘지 당차고 

도도해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다.

“오빠는 러시아 어딘가 살아 있어요. 살아서 날 기다릴 거예요.” 맥락을 벗어난 이야기였

다. 러시아에 살아 있는 오빠를 찾아 보드카를 마시겠다는 작정 같았다.

벨루가는 별다른 향이 없는 술이었다. 설탕기가 느껴지지도 않았다. 알콜 농도가 52%인데,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은 의외로 부드러웠다. 그러나 역시 취기는 금방 올라왔다. 얼굴이 와

락거리기 시작했다. 한올연은 이러다가 일이 삐끄러지는 거 아닌가, 가슴이 우둔거리기 시작

했다.

“선생님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오빠의 친구라는 걸 알았어요.” 도라온이 석 잔째 보드카를 

털어 넣고는 한올연을 쳐다보며 말했다. 도라건이 자기 오빠라는 것, 노보시비르스크에 대학

에 자리잡아 학생을 가르쳤다는 것, 북한의 초청으로 원산에 갔다는 것, 다시 러시아로 퇴출

을 당하고는 소식이 끊겼다는 것 등, 달아오른 얼굴만큼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도라건? 친오빠라고?” 한올연은 스위스에서 도라건과 함께 공부하던 시절부터 함께 지냈

던 일들을 돌이켜보았다.

“그래서?” 한올연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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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를 찾아서 내가 운전하는 열차에 태우고 돌아올 거라구요.” 한올연은 무모한 짓 아닌

가 물으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아직도 오빠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가, 내 친구가 있거든요.” 도라온은 어딘가 내면에서부

터 흔들리고 있는 듯했다. 아퀴가 잘 맞지 않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았다.

메인디시 샤슬릭이 나왔다. 도라온은 고깃점을 입에 넣으면서, 친구는 오빠의 아이를 기르

고 있다고 했다.

“오빠를 못 찾으면, 오빠 도라건의 딸 도도나는, 악마의 이빨에 씹히고 말지도 몰라요. 이 

고깃덩이처럼 말이지요.” 충혈된 눈을 굴리는 도라온의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다. 정황이 실

타래처럼 흩어져 있었다. 스위스로 유학하기 전에 만난 러시아 국적의 카레이스키, 거기서 아

이를 하나 두었다는 뜻이리라. 그리고 유학 도중 북한의 지원을 받고, 러시아 노보시비르스

크에서 직장을 얻어 일하는 중에 북한을 드나들다가 실종되었다고 정리되는 맥락이었다.

그런데 자기 오빠가 왜 러시아 어딘가에 살고 있을 거라 확신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오빠

를 찾기 위해, 여성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철도대학을 나왔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었다. 

더구나 그것이 북한과 연결되는 한국의 ‘국제역’인 도라산역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오

빠에 대한 집착일 것 같았다. 오빠가 남긴 아이를 기르고 있는 여자가 친구라면…. 그리고 도

도나라는 아이의 목숨을 걱정하는 우려는 근거가 확실한 공포증인가….의문이 의문을 불러

냈다. 혹시…. 한올연 자기가 일행보다 먼저 급히 돌아가야 한다고 했을 때, 정상적이라면 여

권을 미리 챙겨 주었을 법도 하지 않던가…. 안개를 뿌려 놓고 자기를 옭아 넣으려는 책략은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했다.

“저랑 평양 같이 안 갈래요?” 화장실에 다녀온 도라온이 물었다. 향수를 뿌리고 왔는지 몸

에서 로즈마리 향이 번져났다.

“도라건 오빠가, 평양에 있다아?”

“오라버님, 북한 핵시설관련 현황 파악 전문위원으로 추천하려고요.”

“자기가 통일부장관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네.”

“장관, 까짓거 어떤 손이 움직이는데?”

한올연은 수첩에 접어 넣어 둔 유라시아 철도망 지도를 펴 보았다. 장관을 움직이는 게 누

구라는 것인가? 자기가 장관쯤은 주무를 수 있다는 것인가. 러시아쪽에는 어떤 선이 닿아 있

는 것인가. 북한과는 어떤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도라건은 정말 실종된 것인가. 의문이 꼬

리를 물었다.

한올연은 도라온을 더는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다짐을 두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라

온이 화장실에 가 있는 사이였다.

일산에서 보드카 마시면서 도라온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이 잊혀지질 않았다. 잊혀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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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기보다는 도라건이라는 사람과 그의 동생 도라온 그리고 도라건의 아이 도도나를 키우

고 있다는 여자, 그런 인간 관계가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그 사이 한올연은 <A-culture>라는 잡지의 편집고문 일자리가 생겼다. 말로는 편집고문이

라고 하지만 딱히 발로 뛰어야 하는 일들은 없었다. 한국인들이 세계 어디를 어떻게 돌아다

녔나 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자료를 찾아보았다.

“오라버님 벚꽃 지기 전에 만나요.” 도라온은 밑도 끝도 없이, 한올연에게 그런 문자메시지

를 한 달에 한 번꼴로 보내 왔다. 특별히 어떤 약속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도라온이 시

베리아 횡단열차 운전해서 러시아에 가서 오빠를 찾아야겠다는 이야기를 한 게 뇌리에 남아 

있었다. 그 기억이 때를 만나기만 하면 부유물처럼 떠올랐다.

여의도 벚꽃 축제가 끝났다. 이제는 벚꽃이 이울기 시작한다는 뉴스가 방영되곤 했다. 벚

꽃이 피고 이우는 사이, 대중매체들은 ‘남북정상회담’ 뉴스를 불어 대느라고 정신이 빠져 있

었다. 한올연은 온통 남북회담으로 다른 이야기는 자취를 감춘 현실이 겁이 났다.

그날이 4월 27일이었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만

나는 자리였다. 남북한의 정상들이 만나는 자리는 세 번째였다. 판문점에서 두 정상이 남북 

군사분계선을 넘어갔다가 넘어오는 연극을 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한올연은 연극? 그

렇게 스스로 의문부를 달았다. 그런 행동을 연극이라고 명명하는 자신이 의문스럽기도 했다. 

해프닝, 쇼 그런 말들은 더 어울리지 않았다. 다만 상징이 현실을 규제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었다. 남북한의 두 정상이 만나고 나서 선언문을 발표했다. 한올연은 그 선언문을 짯짯이 

읽었다. 그리고는 어느 신문사에서 재빠르게 올려 놓은 전문을 다운받아 컴퓨터에 저장해 두

었다. 한올연은 참으로 오래 기다린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다가 가슴이 울컥했다.

이전에 있던 두 정상들의 얼굴이 눈앞을 오갔다. 2000년 김대중과 김정일의 만남은 6.15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분단 50년이 지나서야 남북 정상이 만나는 기록을 남겼다. 그 회담 결

과 2000년에 경의선 복원사업이 시작되어 2002년 완공되었다는 역사를 도라온을 알게 된 이

후 기록을 통해 확인했다. 2002년 2월 20일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방한한 미국의 조지 W. 부

시 대통령이 도라산역을 방문하여 연설을 했다. 철도 침목에 서명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5년 

후에 다른 선언이 있었다. 또 12년이 지나 4.27 판문점 선언을 하게 된 맥락은 뫼비우스의 띠

처럼 꼬여 있었다.

그 이전에, 2007년 노무현과 김정일이 만나서 이른바 10.4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거기에는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

를 협의-추진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4.27 공동선언에서는 철도와 도로의 공동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었다. 한올연

은 컴퓨터에 저장한 선언문을 다시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해당 항목에 붉은 색을 입혀 두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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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잠시 다시 읽어 보고는 붉은 색을 입힌 채로 도라온에게 메일을 보냈다. 동해선과 경의선

이 연결되면 도라온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한올연은 보낸 메일을 다시 찾아 읽

어 보았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

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

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엉덩이를 달박거리고 앉아 있다가 도라온에게 전화를 했다. 전화를 받은 도라온은 인사도 

하기 전에 깔깔깔 웃어대기부터 시작했다.

“한선생님 너무 순진하세요.”

“순진하다고? 그 선언문 읽고 나는 도라온 생각하고 가슴이 쿵당거리느만….”

“그러니까 순진하다잖아.”

한올연은 주먹으로 얻어맞은 것처럼 머리가 띵했다.

“으음, 한 선생님 저 지금 도도나 만나러 나가야 하거든요.” 목소리에 서두는 기색이 묻어

났다.

“도도나…. 도라건?”

“맞아요, 걔가 러시아로 공부하러 가요. 음악 하나 보낼께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한올연은 닫았던 스마트폰을 다시 열었다. 김원중이란 가수의 ‘직녀에게’라는 곡이 유튜브

에 연결되어 있었다.

문병란의 같은 제목의 시를 통기타 반주에 맞춰 노래한 것이었다. 그러고 보니 한올연 또

한 그 노래를 데모대 속에서 같이 불렀던 기억이 떠올랐다.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선 채로 기다리기엔 세월이 너무 길다…. 우리는 만나야 한다.

지나간 공동선언의 역사, 그건 언어와 실천의 간극을 보여 주는 사례일 뿐. 한올연은 침통

한 생각에 젖어 있었다. 궁극적으로 이들 선언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이었던가? 한올연은 고

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선언은 그야말로, 선언일 뿐 실천이 곧장 뒤따르는 게 아니었다. 그러

나 다시, 그래도 우리는 만나야 한다는 구절을 자신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때 드르

륵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A-culture>였다. 편집장은 흥분된 어투로 말했다.

‘4.27 판문점선언 이후 한국의 원전 정책’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좌담회

를 열자는 내용이었다. 한올연은 이 시점에서 왜 원전 정책을 이야기하는가 하고 물으려다 

입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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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철도가 연결되면, 전기차를 운영해야 할 것이고…. 전기 수요가 급증할 거 아닙니

까. 그리고 북한의 핵기술을 전기로 전환하는 정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편집장의 이야

기는 한참 이어졌다. 그런데, 유라시아 철도를 운행하는 전기는 어떻게 조달해야 하는가 물

으려다 말았다. 그것은 어쩌면 도라온이나 도라건의 몫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면 도라건의 딸 도도나의 과제가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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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영근(2018) 형성소와 형성소 연쇄체, 그리고 절. 형태론 20권 2호, 1-13.

<서평>

   1. “홍종선, <국어문법사>(대우학술총서 618), 국판 1082, 아카넷”, <형태론> 20-1 130-139.

<발표>

   1. “형성소와 형성소 연쇄체, 그리고 절”. 2018년 형태론 가을 집담회, 서울대 신양정보관.

임홍빈 (국어국문학과)

<저서>

   1. 임홍빈: 한국어의 재구조화 1. 총 992쪽,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7. 19.

   2. 임홍빈: 한국어의 재구조화 2. 총 1,022쪽,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7. 19.

<역주>

   1.   임홍빈: 역주분류두공부시언해, 세종대학기념사업회, 본문 426쪽, 영인 108쪽, 총 534쪽, 

2018. 12. 31.

<논문>

   1.   임홍빈: 안병희 선생과 세종실록의 몇 가지 문제, 안병희 선생 10주기 추모논문집, 안병희 

선생 10주기 추모논문집 간행위원회, 19-90, 2018.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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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1.   임홍빈: “훈민정음의 비밀,” 『고교생의 꿈을 위한 석학 가이드』, 2018 서울대학교명예교수

협의회 연구보고서, 8-29, 2018. 11. 1.

조동일 (국어국문학과)

<전시>

   1. 조동일: 老巨樹展. 조형갤러리, 서울 종로구 인사동, 2018. 6. 13~26.

<저서>

   1. 조동일: 해외여행 비교문화. 총 309쪽, 보고사, 2018. 4. 10.

   2.   조동일: 老巨樹展. 총 300쪽, 지식산업사, 2018. 5. 25.

   3.   조동일, 허균, 이은숙: 전북문화 찾아가기. 총 384쪽, 푸른사상, 2018. 6. 5.

<학술회의>

   1.   조동일: 어학 · 문학 · 문화연구, 상극에서 상생으로. 한국언어문학회, 전북대학교, 기조발

표, 2018. 9. 14.

<강의 및 특강>

   1. 고전문학특강(국문학연구 50년).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2018년 2학기 강의.

   2.   일반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미래교육포럼,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2018. 5. 11.

   3.   한국의 시대가 오는가? 퇴계학부산연구원, 부산일보사 강당, 2018. 6. 28.

   4.   한국의 문화유산, 전북지방의 현장에서. 국립민속박물관, 2018. 11. 1.

   5.   3.1운동과 문학사의 전환. 문학의 집, 서울 문학회의, 2018. 11. 2.

   6.   학술정책 개선 방안. 대한민국학술원, 2018. 11. 9.

김학주 (중어중문학과)

<저서>

   1.   중국의 북송(北宋)시대: 중국역사상 나라를 가장 잘 다스리고 학술 문화도 최고도로 발

전시킨 왕조. 총 325쪽, 신아사, 2018.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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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종목 (중어중문학과)

<저서>

   1. 류종목 저: 한시(漢詩) 이야기. 총 315쪽, 명문당, 2018. 4. 16.

   2.   류종목 편저: 소동파(蘇東坡) 전기 명시. 총 359쪽, 명문당, 2018. 11. 10.

   3.   류종목 편저: 소동파(蘇東坡) 후기 명시. 총 367쪽, 명문당, 2018. 11. 10.

신정현 (영어영문학과)

<동정>

(수상)

   1.   포스트모던 시대의 정신: 인본주의적 가치의 붕괴와 후기 근대의 디스토피아. 총 552쪽,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년 우수학술도서’ 선정, 2018. 6. 11.

박환덕 (독어독문학과)

<역서>

   1.   박환덕 역: 프란츠 카프카 저,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Brief an den Vater), 총 145쪽, 범우

사, 2018. 8. 20.

이정민 (언어학과)

<편저>

   1.   Lee, Chungmin (Series Editor). 2018. The Semantics of Gradability, Vagueness, and 

Scale Structure: Experimental Perspectives, ed by Elena Castroviejo, Louise McNally, 

Galit W. Sassoon, Series [Language, Cognition and Mind] (LCAM) Vol. 4. Cham: 

Springer.

<논문>

   1.   Lee, Chungmin and Daeho Chung (2018) Factivity Alternation of the Verb ‘know’ in 

Korean, Turkish and Hungarian. Studies in Modern Grammar 10,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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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회의>

   1.   Lee, Chungmin and Daeho Chung: Languages with non-factive verbs of ‘know’: 

Korean, Turkish and Hungarian. Invited talk at Psycholinguistics Round Table: The 

Structure, Acquisition, and Processing of Morpho-Syntax. Hanyang University. 2018. 5. 

19.

   2.   이정민: Factivity Alternation of ‘know’ in Korean, Turkish and Hungarian. 언어정보학

회 정기학술대회, 경북대학교, 2018. 6. 2.

   3.   Lee, Chungmin and Daeho Chung: Factivity Alternation of the Verb ‘know’ in Korean 

(Turkish and Hungarian). SICOGG20 (The 20th Seou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enerative Grammar), Konkuk University, 2018. 8. 8~10.

   4.   Lee, Chungmin: Nominals with Factive vs. Non-factive Complements. Int’national 

Conference on Nominals at the Interfaces. Sogang University 2018. 11. 2.

   5.   Hoe, Semoon, Yugyeong Park, Dongsik Lim, and Chungmin Lee: Korean Evidential  

–te, the Past Tense –ess, and the Commitment of the Speaker. Japanese and Korean 

Linguistics Conference 26, UCLA, 2018. 12. 1.

   6.   Hoe, Semoon, Yugyeong Park, Dongsik Lim, and Chungmin Lee: Korean Evidential  

–te, the Past Tense –ess, and the Commitment of the Speaker. Invited talk, 7th 

Linguistics Colloquium. Seoul Nat’l University, 2018. 12. 7.

<참가 국제학회>

   1.   Semantics and Philosophy in Europe 10 (SPE10). Barcelona, 2018. 12. 16~19.

<해외 TV 인터뷰>

   1.   How Children Learn English/a Foreign Language. NewAsia Singapore TV Interview 

3:00 pm, March 21, 2018.

<국제 학술지/학회 논문 심사>

   1.   Linguistic Inquiry; Glossa;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Psychonomic Bulletin & 

Review; Pragmatics & Cognition; 대한민국 학술원 논문집.

   2.   Semantics and Linguistic Theory (SALT); JK Linguistics Conference, The Workshop on 

Altaic Formal Linguistics (WA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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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학술지 등 편집(자문)위원>

(국제지)

   1. Journal of Pragmatics, Board of Editors, Elsevier.

   2. Glossa, Editorial Board.

   3.   Editor-in-Chief. Journal of Cognitive Science, 서울대학교 인지과학 연구소 및 Int’l 

Association for Cognitive Science 발행.

(국제 총서)

   1.   단독 editor. Springer book series [Language, Cognition and Mind] (LCAM). Cham: 

Springer.

   2. Current Research in the Semantics/Pragmatics Interface (CRiSPI), Editorial board, Brill.

이태진 (국사학과)

<논문>

   1.   Yi TJ (2018)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the Problems Regarding Japan’s 

Exemption from Blame for the Colonization of Korea. Cultural and Religious Studies, 

Volume 6. Number 1, January 2018, David Publishing.

   2.   Yi TJ (2018) The Treaty of San Francisco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Peace 

Movement in Early Twentieth-Century. Cultural and Religious Studies, Volume 6. 

Number 2, January 2018, David Publishing.

   3.   이태진(2018) 한국의 근대: 산업화 추구와 국민 탄생의 역사. 네이버 인문학 ‘문화의 안과 

밖’, 블루스퀘어 3층 북 파크 카오스 홀, 2018. 2. 24 발표(근간)

<발표>

   1.   荒井信一 교수 추모 문화재 회의. 일본 동경 법경대 분교, 기조발표; “일본제국의 문화재 

탈취와 ‘동양사’”, (프로시딩) pp. 4-22, 2018. 6. 3.

   2.   국외소재 문화재단 지원, 일본 동경예술대학 주관, 제1회 한일문화재연구 포럼, 기조발

표; “外奎章閣 儀軌圖書 返還의 경위와 의의”, (프로시딩) pp. 1-13, 2018. 7. 14.

   3.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동경대학 한국연구 센터 공동 주최, 한일 공동선언 20주년 기념, ‘문

화재로 이어지는 한일의 미래’, 동경대학 고마바 캠퍼스, 기조발표: “한 · 일 간의 역사인

식 문제와 문화재 문제”, (프로시딩) pp. 30-40, 2018. 10. 21.

   4.   중국 우한(武漢) 대학교 중국변경과해양연구원, 한국 동북아평화센터 공동주최,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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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회의 ‘샌프란시스코체제를 넘어(Beyond the San Francisco System)’ Keynote 

Speech: “Expectations for the New International Order of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Beyond the San Francisco System”(프로시딩) pp. 1-12, 2018. 10. 27~28.

   5.   한국 안중근의사기념관, 일본 龍谷大學 安重根平和硏究센터 공동 주최, 국제학술회의, 

안중근의사기념관 강당, 발표: “안중근 하얼빈 의거 현장 촬영 필름의 행방”, (프로시딩) 

pp. 129-142, 2018. 11. 5.

   6.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창립 30주년 기념학술대회, 기조강연, “역사와 환경: ‘소빙기’ 연구

의 경험”,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강당, (프로시딩) pp. 3-15, 2018. 11. 10.

오금성 (동양사학과)

<저서>

   1.   오금성: 장거정 시대를 구하다. 총 384쪽, 지식산업사, 2018. 8. 1.

김여수 (철학과)

<학술회의-기조연설>

   1.   Yersu Kim: Relativism and Resilience of Truth. 5th Annual Conference of Taihu World 

Cultural Forum, Forum Three: Cultural Support to the Building a Community of 

Shared Future for Mankind, Taihu World Culltural Forum,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Counselor’s Office of the State Council, China Daily, Diaoyutai State Guest 

House, 2018. 10. 17~19.

안휘준 (고고미술사학과)

<연구논문>

   1.   안휘준(2018) <천수국만다라수장(天壽國曼茶羅繡帳)>에 관한 신고찰. 『미술자료』 제93

호, 2018. 6, 13-35쪽.

   2.   안휘준(2018) 안평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 1418~1453)의 인물됨과 문화적 기여. 『미술

사학연구』 제300호, 2018. 12, 5-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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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단문>

   1.   고 이석우 관장을 애도함, 《이석우, 읽고. 쓰고. 그리다》, 겸재정선미술관, 2018. 2, 10쪽.

   2.   정창원 국제학술심포지엄의 의의(총평), 《정창원소장 한반도유물 국제학술심포지엄: 정

창원을 통해 밝혀지는 백제 · 통일신라의 비밀》, 국립문화재연구소, 2018. 3, 128-131쪽.

   3.   안평대군 탄생 600주년 학술대회의 의의(기조발표), 《세종조의 문화융성: 안평대군 탄생 

600주년기념 학술대회/안평대군과 몽유도원도》, 안평 · 안견현창사업회, 9-12쪽, 2018. 

10. 18.

   4.   <거두다, 간직하다, 돌아보다> 전시를 축하하며, 《거두다, 간직하다, 돌아보다》, 서울대학

교박물관, 2018.

<학술발표 및 총평(미간)>

   1.   기조발표: 안평대군(1418~1453): 그의 인물됨과 문화적 기여, 《2018년도 한국서예학회 

추계학술대회: 안평대군 이용의 삶과 예술/안평대군 탄생 600주년 기념》,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 자료집 7-38쪽 2018. 12. 8.

   2.   총평: 개관 4주년 기념, 제4회 겸재문화예술제 학술심포지엄, 겸재정선미술관 3층 다목적

실, 2018. 5. 11.

   3.   총평: 대한민국 국회 문화관광산업연구포럼.국립문화재연구소 공동주최,<한지: 전통한지 

우수성과 가능성에 대하여> 국립고궁박물관 1층 강당, 2018. 12. 13.

<학술강연>

   1.   한국의 현대미술, 무엇이 문제인가? 초이스아트세미나 3기, 삼성동 아셈타워 37층 회의

실, 2018. 4. 10.

   2.   조선왕조시대의 회화. 제15기 가회민화아카데미, 가회민화박물관 3층, 2018. 5. 18.

   3.   조선시대의 회화. 2018 명사 · 석학 인문학 강좌, 겸재문화예술 아카데미, 겸재정선미술관 

3층 다목적실, 2018. 5. 25.

   4.   한국미술사 산책- 조선시대 전기. 제10회 박물관대학: 한국전통문화와 역사의 이해, 허준

박물관 시청각실, 2018. 5. 31.

<사회봉사>

   1.   한성 · 백제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위원. 2012~현재.

   2.   안평 · 안견 현창사업회 고문. 201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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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근황>

   1.   이석우 관장을 추모함(1주기), 겸재정선미술관 강당, 2018. 2. 7.

   2.   김용권 개인전을 축하함, 인사이트센타, 2018. 4. 4.

   3.   유상옥 회장의 문화재 기증을 축하함, 코리아나회장박물관 2층, 2018. 4. 11.

   4.   최인수전을 축하함, 모란미술관, 2018. 5. 3.

   5.   한국미술사연구소 주최 <한국 미술사학과 개성학파> 학술대회를 축하함, 국립중앙박물

관 교육관 제1강의실, 2018. 6. 2.

   6.   <한국 미술평론의 역사>전을 축하함, 김달진 자료박물관, 2018. 6. 28.

   7.   한국전통문화연구회 첫 번째 회원전을 축하함, KCDF 갤러리 2층, 2018. 7. 11.

   8.   한상봉 주최 <북한 금석문 100선전>을 축하함, 백악미술관, 2018. 7. 19.

   9.   백제 칠갑 학술대회 소감, 공주대학교, 2018. 8. 27.

10. 제7회 파인회 회원전을 축하함, 인사아트센타, 2018. 9. 5.

11. <한중교류의 관문 산동>전을 축하(건배사), 한성 · 백제박물관, 2018. 9. 7.

12.   한국서학회 창립 32주년 기념 <아름다운 한글서예/새바람전>을 축하함, 한국미술관 2층, 

2018. 10. 10.

13. 겸재 정선 기념비 제막을 축하함(비문은 안휘준 작성), 겸재정선미술관, 2018. 11. 22.

14. <거두다, 간직하다, 돌아보다>전을 축하함, 서울대학교 박물관 로비, 2018. 11. 27.

임효재 (고고미술사학과)

<학술회의>

   1.   임효재: 한국 신석기 문화연구 전망. 오이도 유적 발굴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시흥시, 

2018. 10. 12.

<전시>

   1.   (사)동아시아고고학연구회(대표:임효재): 삼불김원룡추모전시, 연천군, 연천구석기유적 

토층전시관 내, 2018. 12. 29~상설전.

<기타 근황>

   1.   환영사: 부여 송국리 청동기시대 삶을 만나다, 2018 서울대학교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공동주최 특별전, 서울대학교박물관 · 국립부여박물관, 서울대학교박물관 로비, 2018.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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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환영사: Site Museum and Heritage Education for Preservation of the Archaeological 

Site, the 10th International Workshop of Heritage Education and Site Preservation, 

2018 Yeoncheon Paleolithic Festival, 연천군, 2018. 5. 3.

   3.   환영사: 서울대학교박물관 기획특별전 ‘거두다, 간직하다, 돌아보다’, 서울대학교 박물관, 

서울대학교박물관 기획전시실, 2018. 11. 27.

   4.   해외답사: 일본 니가타현 죠자가하라(Chojagahara) 선사 유적지 및 비치 원산지 현장 방

문, 2018. 4. 13~30.

   5.   해외답사: 일본 노도반도 내 발해유적 및 오다케 유적 유물 조사, 2018. 10. 25~11. 20.

사회과학대학

김경동 (사회학과)

<저서 소개 발표>

   1.   Kim Kyong-Dong. Korean Modernization & Uneven Development: Alternative 

Sociological Accounts (Palgrave Macmillan, 2017), Society for the Advancement of 

Socio-Economics (SASE, an international, inter-disciplinary academic organization 

including disciplines such as economics, sociology, political economy, political sci-

ence, organization studies, management, psychology, law and history) 30주년 연차회

의의 PRESIDENTIAL AUTHOR-MEETS-CRITICS SESSION에서 본인의 신간 저서를 소개

하고 비평을 청취하는 모임에 초청받음, 일본 Kyoto, 도시샤 대학, 2018. 6. 23.

<논문>

   1.   김경동(2018) 음양변증법적 미래연구의 논리체계. 미래학회 월례회, 논문 발표, 2018. 5. 

18.

   2.   김경동(2018)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와 미래 민주주의의 유가적 구상. 『미래연구』 3권 2호, 

5-76쪽, 2018. 12. 31.

<국제회의 참석>

   1.   국제과학연맹이사회 (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ce, ICSU) 및 국제사회과학이사회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Council, ISSC)가 통합하여 국제과학연맹(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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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Council, ISC)으로 새로이 출범하기 위한 통합총회, 프랑스 Paris, 2018. 7. 3~5.

<강의 및 특강>

   1.   우리가 바라는 삶 그리기, 학술원 회원과의 만남. 자유학기제를 맞은 중학교 학생들에게 

학문 세계의 이해를 넓히고 자신의 진로를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한 모임, 대

한민국학술원 대회의실, 2018. 7. 17.

   2.   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위한 동방(유가)사상의 정치철학적 처방 탐구. 청년정치포럼, 유증

아트센터, 2018. 10. 5.

   3.   시대변화와 자원봉사법 정신.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관련 전문가 집담회, 법무법인 클

라스 회의실, 2018.10. 2.

   4.   철학과 문명사: 인문학적 상상력과 역사적 자리매김 [제1강]. 자원봉사 창의아카데미, 서

울시자원봉사센터 교육장, 2018.11. 8.

   5.   사회변동의 추세와 미래사회: 성숙한 시민사회와 패러다임의 대전환 [제3강]. 자원봉사 

창의아카데미,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교육장, 2018.11. 15.

   6.   사회적 책무: 나눔의 사회학: 기업 사회공헌, 노블레스 오블리주, 시티즌 오블리주 [제5

강]. 자원봉사 창의아카데미,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교육장, 2018. 11. 22.

   7.   자원봉사문화: 봉사와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마음의 프레임과 문화조성 [제7강]. 자원봉

사 창의아카데미,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교육장, 2018. 11. 29.

   8.   자원봉사와 국가: 민관관계의 성찰과 제도의 메커니즘, 시민사회의 역량강화와 자원봉사

계 개선 [제9강]. 자원봉사 창의아카데미,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교육장, 2018. 12. 6.

<기타 근황>

   1.   국제학술대회 원탁회의 좌장 개회사: Kim Kyong-Dong. Community of Life for Man 

and Nature: Opening Statement, 한국정신문화재단, 21세기인문가치포럼, 온 생명의 어

울림: 인간과 자연의 생명공동체, The World Conference for Human Values: 

Community of Life for Man and Nature,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2018. 9. 5-7.

   2.   김경동. 시대와의 대화, EBS 다큐멘타리, 대한민국학술원과 EBS 공동제작, 2018. 12. 5 방영.

신용하 (사회학과)

<저서>

   1.   신용하: 고조선문명의 사회사. 총 728쪽, 지식산업사, 2018.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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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古 동아시아에서 한강문화 · 대동강문화 · 요하문화를 통합하여 한 단계 더 발전시

켜서 약 5000년 전에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 ‘고조선(아사달)문명’이 탄생했음을 실증하였

다. 고조선문명은 인류 문명사에서 5대 고대 독립문명 가운데 수메르문명과 이집트문명 

다음 세 번째 인류 고대문명이며, 고대 중국 황하문명보다 선행하여 형성된 문명임을 논

증하였다.

<논문>

   1.   신용하(2018) 하빈 신후담 ‘西學辨’의 문명론적 연구. 신후담연구논문집 제4집, 2-50쪽.

   2.   신용하(2018) 일제의 독도 해군망루 설치 및 독도침탈과 독도부근 러 · 일대해전. 독도학

술연구논집, 3-53쪽.

<학술회의>

   1.   신용하: 3 · 1운동의 주체세력과 그 역사적 의의. 3 · 1운동 99주년 기념 세미나 기조논문,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역사문화원,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강당, 2018. 2. 26.

   2.   신용하: 고조선문명의 사회사적 고찰. 고조선문명의 학제적 연구 학술발표회, 한국문명

연구학회, 달개비 세미나룸, 2018. 9. 29.

   3.   신용하: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성립과정. 3 · 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 기조논문, 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 프레스클럽 19층 강당, 2018. 11. 22.

   4.   신용하: 독도영유권을 둘러싼 주요쟁점. 『동아시아의 영토관념과 독도』 독도 국제 학술회

의 기조논문, 영남대 독도연구소 · 세계일보 · 경상북도 공동주최,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

의실, 2018. 12. 11.

<특강>

   1.   한민족의 기원과 형성.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역사문화원 제106차 월례세미나,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강당, 2018. 2. 5.

   2.   한국 독도영유의 객관적 증거와 동아시아 평화. 부산광역시 독도교육담당 중고등학교 교

원 특강, 부산광역시교육청 · 독도학교, 2018. 2. 20.

   3.   ‘신용하문고’ 설치 기념 특강: 책으로 본 사회학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회의실, 2018. 4. 11.

   4.   안중근아카데미 특강: 안중근 의사의 구국활동과 그 역사적 의의. 안중근 숭모회, 안중근

기념관 강당, 2018. 6. 12.

   5.   대동재단 포럼 특강: 한국민족의 기원 및 형성과 고조선문명의 탄생. 대동재단, 태화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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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2018. 9. 11.

   6.   도산선생 탄신기념 특강: 도산 안창호 선생과 임시정부 수립.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 도

산기념관 강당, 2018. 10. 12.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위원장.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인명사전 편찬위원회, 2018. 1~현재.

   2.   심사위원. 민세(안재홍)상 학술부문 심사위원, 민세 안재홍선생 기념사업회, 2018. 11. 22.

<기고문>

   1.   애국가 작사는 누구의 작품인가. 학술원통신 제297호, 2-7쪽, 2018. 4. 1.

<연구>

   1.   신용하: 독도 영토주권의 실증적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18. 4~12.

전경수 (인류학과)

<저서>

   1.   전경수: 전장석민속학. 총 582쪽, 민속원, 2018. 2. 28.

   2.   전경수: 인류학자 말리노브스키. 총 228쪽, 눌민, 2018. 10. 10.

<논문>

   1.   전경수(2018) 스에무라(Suye Mura)와 엠브리(Embree): 공생을 위한 거울., 비교문화연구 

24(1): 139-195.

   2.   전경수(2018) 鹿野忠雄の学問の展開過程から学ぶ「移動」と帝国日本: 台湾から東南アジア

まで. 白山人類學 21: 105-155.

   3.   전경수(2018) 赤松智城の宗教学散策(2): 未刊原稿と写真資料を中心に. やまぐち地域社

会研究 15: 65-76.

   4.   전경수(2018) 식민지 지식인에 대한 제국일본의 감시와 착취: 都宥浩의 경우. 近代書誌 

17: 468-526.

   5.   전경수(2018) “Why Artificial Intelligence is important for the ethnic foods?”, Journal of 

Ethnic Foods 5(2): 75.

   6.   전경수(2018) 耽羅鰒과 ‘耽羅海’: 公共體의 海政學을 위하여. 濟州島硏究 50: 15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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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전경수(2018) 조선인류학회와 이석락(1895~1968). 비교문화연구 24(3): 129-170.

   8. 전경수(2018) 조류학자 원홍구에 대한 편상. 근대서지 18: 737-755.

박삼옥 (지리학과)

<논문>

   1.   Huh, Dongsuk and Park, Sam Ock (2018) Organizational routines and regional indus-

trial paths: the IT service industry in the US National Capital Region. Regional Studies, 

52(6): 793-803. 2018. 6.

<논단>

   1.   박삼옥(2018) 국토연구의 변화와 앞으로의 방향. 국토연구원 개원 40주년 기념논단, 「국

토연구」 98권: 3-6. 2018. 10.

<발표>

   1.   Park, Sam Ock: 2018, Evolution of Regional Economy and Knowledge Flows in the 

Global Knowledge-Based Economy,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Annual 

Meeting, New Orleans, USA. 2018. 4. 10.

   2.   Park, Sam Ock: Internationalization and Its Local Impacts: Foreign Investments, Skills, 

and Knowledge Flows, Panelist,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Annual 

Meeting, New Orleans, USA. 2018. 4. 13.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Editor. Area Development and Policy, Regional Studies Association (UK).

   2.   편집위원장. 「국토연구」, 국토연구원.

   3.   연구자문위원회 위원장. 국토연구원.

허우긍 (지리학과)

<저서>

   1.   허우긍: 교통의 지리, 총 452쪽, 푸른길, 2018.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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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재 (사회복지학과)

<보고서>

   1.   이흥식, 최성재 외 9인(공동연구원): 고교생 꿈을 위한 석학 가이드(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협의회 연구 보고서), 총 148쪽,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2018. 11. 20.

<논문>

   1.   최성재(2018) 노인인권 보호 · 증진의 국제적 동향과 쟁점. 한국노년학, 31(1), 143-168.

   2.   Zaidi, A., Um, J. & Choi, SJ. Active Aging Index for Korea: Comparison with China and 

EU Countries. Asian Journal of Social Work and Policy, 13(1), (페이지 미정)(2019년 2월 

발간 예정: 게재 확정)

<학술회의> 

   1.   Choi, SJ: A New Policy Paradigm towards an Era of Centenarians. The 12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Aging, Whasoon Hospital of Chunnam National 

University, 2018. 11. 3.

   2.   최성재: 한국노년학의 과제와 전망. 한국노년학회 40주년 기념 학술대회, 숭실대학교, 

218. 12. 14.

   3.   최성재: 100세 시대 시니어 삶의 실태와 새로운 역할. 두란노아버지학교 학술대회, 두란

노아버지학교, 2018. 11. 24.

<강의 및 특강>

   1.   생애설의 필요성과 절차. 한국생애설계협회 주관 생애설계사지격 인증교육, 매경생애설

계센터, 2018. 2. 3.

   2.   노인의 심리사회적 특성. 한국생애설계협회 주관 시니어 생애설계사 자격인증 교육, 한국

생애설계협회 교육장, 2018. 6. 23. 

   3.   노화와 제3기 인생.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최 시니어강사 교육 프로그램 강의, 대전 통계

교육원, 2018. 11. 13.

   4.   노인 심리와 성격. 사단법인 고령사회비전연합회 주최 노인복지관 강사 훈련프로그램 강

의, 덕양노인복지관, 2018. 11. 24.

   5.   ① 고령화사회의 의미와 역할, ② 노화와 고령화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 서울대학교 명



4부  명예교수 학술 및 봉사활동   351

예교수협의회 재능기수 특강, 미림여자고등학교, 2018. 1. 4~5.

   6.   100세 시대 노인교육 방향. 동산교회노인학교 개강특강, 동산교회, 2018. 3. 13. 

   7.   생애설계 7가지만 준비하면 100세 인생 준비 끝. 매경미디어그룹 주최 2018 머니쇼 특강, 

서울 COEX, 2018. 5. 11.

   8.   노인 아닌 어른 역할로 연령주의 타파하자. 노인대학장 대상 특강, 대한노인회 교육원, 

2018. 6. 11.

   9.   진로설계와 생애설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서울 청원여자고등학

교, 2018. 7. 14.

10.   나의 꿈, 진로, 생애설계(① 고령화사회의 이해 및 생애설계 필요성과 절차; ② 인생의 사

명 확립 방법; ③ 진로선택과 생애 목표 설정 방법; ④효과적 목표달성 위한 시간관리 방

법),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미림여자고등학교(미래인재역량강화 프

로그램), 2018. 8, 18, 25; 9. 1, 8(4회).

11.   100세 시대 노후은퇴설계 아닌 생애설계로 준비해야 한다. 분당 AK Plaza 문화교실 특

강, 2018. 8. 30.

12.   생애설계로 7가지만 준비하면 100세 인생 보장된다. 한국경제신문 주최 글로벌 파이낸셜 

EXPO 특강, 서울 COEX, 2018. 10. 5.

13.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설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화곡고등학교 

교사대상 특강, 화곡고등학교, 2018. 10. 15.

14. 노후설계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동탄노인종합복지관 특강, 2018. 10. 16.

15.   노후설계와 생애설계(생애설계연습장 중심).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창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특강, The K-Hotel, 2018. 11. 2.

16.   고령화 사회의 나의 꿈, 진로, 생애설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이화

여대부속이화금란여자고등학교 특강, 이화금란여자고등학교, 2018. 11. 9.

17.   노후설계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동탄노인종합복지관 특강, 2018. 11. 13 .

18.   100세 시대 노인 이미지 개선을 위한 어른의 역할. 대한노인회 지회장 대상 특강, 대한노

인회 교육원, 2018. 11. 21.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자문위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자문회의, Koreana 호텔, 2018. 3. 6.

   2.   자문위원.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 자문회의, 서울대학교노화고령사회연구소, 2018. 

4. 3.

  3. 자문위원. 대한적십자사 발전자문위원회 회의. 대한적십자사, 2018.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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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문위원. 대한적십자사 발전자문위원회 회의. 대한적십자사, 2018. 7. 5.

<기고문>

   1.   시니어 교육목표는 발전 모델이 되어야 한다. 백세시대(신문), 제606호, 11면, 2018. 2. 9.

   2.   열정, 희망, 호기심, 용기를 버리면 노인이 된다. 백세시대(신문), 제612호, 11면, 2018. 3. 

30. 

   3.   고령화 사회 분류는 UN이 한 것 아니다. 백세시대(신문), 제617호, 11면, 2018. 5. 4. 

   4.   나이 들어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가 둔해진다. 백세시대(신문), 제623호, 11면, 

2018. 6. 15.

   5.   노인 인권에 대해 적극적 관심을 촉구한다. 백세시대(신문), 제631호, 11면, 2018. 8. 10. 

   6.   국민연금제도를 이해하고 신뢰하자. 백세시대(신문), 제639호, 11면, 2018. 10. 12.

   7.   생애주기에 장년기(長年期) 설정을 제안한다. 백세시대(신문), 제647호, 11면, 2018. 12. 7.

<기타 근황>

(방송대담)

   1.   “경험이 가치가 되는 시니어 비즈니스” 대담, MBC TV (경제매거진), 2018. 7. 28.

자연과학대학

박세희 (수리과학부)

<저서>

   1.   박세희: 동림 최윤식 선생과 우리 수학계, 총 128쪽, 대한수학회 70년사 편찬위원회, 

2018. 9. 7.

   2.   박세희: 화촌문집: 수학 속의 삶, 총 280쪽, parksehie.com, 2018. 9. 7.

<논문>

   1.   Park, S. (2018) Contributions of Andrzej Granas to the KKM theory, Nonlinear Analysis 

Forum  23: 1-16.

   2.   Park, S. (2018) Generalizations of the Ricceri type intersection theorem, Nonlinear 

Analysis Forum  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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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Park, S. (2018) From simplices to abstract convex spaces: A brief history of the KKM 

theory, Results in Nonlinear Analysis 1(1): 1-12.

   4.   Park, S. (2018) The Hahn-Banach type or the KKM type? J. Nat. Acad. Sci., ROK, Nat. 

Sci. Ser. 57(1): 1-33.

   5.   Park, S. (2018) Variational relations in abstract convex spaces, Res. Fixed Point Theory 

Appl., Article ID 2018014, 8 pages.

   6.   Park, S. (2018) On various multimap classes in the KKM theory and their applications, 

Adv. Theory Nonlinear Anal. Appl. 2: 88-105.

   7.   Park, S. (2018) The use of weak topologies in the KKM theory, RIMS Kokyuroku, 

Kyoto Univ. 2065 (Aug. 31~Sep. 2, 2016), 51-62.

   8.   Park, S. (2018) A panoramic view of the KKM theory on abstract convex spaces, J. 

Nat. Acad. Sci., ROK, Nat. Sci. Ser. 57(2): 1-40.

   9.   Park, S. (2018) Generalizations of some KKM type results on hyperbolic spaces. 

Nonlinear Funct. Anal. Appl. 23(4): 805-818.

<학술회의>

   1.   박세희: 개회식 전체강연 Forty Five Years with Fixed Point Theory,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thematical Sciences and Applications (ICMSA-2018), Guru Ghasidas 

University, Bilaspur, CG, India. Member, Advisory Committee. A Session Chair. 2018. 2. 

23~25.

   2.   박세희: A panoramic view of the KKM theory, A special “Impal” two-hour lecture: 

Department of Pure and Applied Mathematics, Guru Ghasidas University, Bilaspur, 

CG, India. 2018. 2. 26.

   3.   박세희: Member, Scientific Committee, International Workshop on Nonlinear Analysis 

and its Applications (IWNAA), Granada University, Granada, Spain. July 7~9, 2018.

   4.   박세희: Various examples of the KKM space,  비선형해석학과 최적화의 응용에 관한 국

제워크숍(IWNAOA2018), 부산 부경대학교 주관, 개회 인사 및 한 분과의 좌장. 2018. 8. 

6~8.

   5.   박세희: Applications of convex-valued KKM maps, An invited talk at 2018 RIMS 

International Workshop on Nonlinear Analysis and Convex Analysis, Kyoto University, 

Kyoto, Japan. 2018. 8. 27~29.

   6.   박세희: KKM implies Hahn-Banach, A keynote talk, The 6th Asian Conferenc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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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linear Analysis and Optimization (NAO-Asia 2018), Okinawa, Japan. A member of 

Scientific Committee and a Sesion Chair, 2018. 11. 5~9.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심사 위원. 학술원 2018년도 우수학술도서 선정 지원 사업 분야별 심사위원 2018. 4. 

18~5. 9.

   2.   대한수학회 봄 연구발표회의 원로회원 사랑방에서 대한수학회 70년사의 비데오 소개. 

2018. 4. 21.

   3.   학술원 학술세미나 기우항 회원 발표의 토론자로서 “비유클리드 기하학 발견 후”라는 제

목으로 논평. 2018. 5. 11.

   4.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간담회 참석. 2018. 5. 14.

   5.   Naver-중앙일보가 공동기획한 “인생스토리”(제5회)에 초청되어, 인터뷰 기록과 비디오가 

http://naver.me/Gorlp7g6 또는 http://bit.ly/sehiepark에 나와 있으며, 그 요약기사가 

“중앙 Sunday”(2018. 8. 4~5)에 한 페이지로 게재되었다. 2018. 8. 4.

   6.   홈페이지 parksehie.com 개설. 2018. 9. 7.

   7.   학술원 자연 1분과 제주대학교 방문 및 제주도 문화탐방. 2018. 9. 18~20.

   8.   2018 Joint Meeting of the Korean and German Mathematical Societies, COEX, Seoul, 

Korea, 전임회장 자격으로 참가. 2018. 10. 3~6.

   9.   Member, Scientific Committee,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Nonlinear Analysis 

and Convex Analysis―International Conference on Optimization Techniques and 

Applications (NACA-ICOTA2019), August 26~31, 2019, Hakodate (Hokkaido), Japan. 

2018. 10. 11.

10.   According to MathSciNet of the American Mathematical Society, Sehie Park has 297 

publications and is cited 1500 times by 410 authors. 2018. 10. 1.

11.   According to ResearchGate, Sehie Park has 394 Research items, 12,323 Reads, and 

4,548 Citations. 2018. 10.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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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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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 Results in Nonlinear Analysis (Honorary Editorial Board)

     태국:   Journal of Nonlinear Analysis and Optimization: Theory & Applications ( JNAO); 

Bangmod Int. J. Math. Comp. Sci. (BIJM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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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비평>

   1.   미국수학회 Mathematical Reviews(수학비평)에 2017~2018년도에 MR3614956, 

MR3692438, MR3694875, MR3743861, MR3751027 다섯 편(1981년부터 총계 296편)의 논

문 비평을 발표하였다.

   2.   미국수학회 Mathematical Reviews(수학비평)에 2017~2018년도에 본인의 논문에 대한 

비평 MR36422825, MR3731844, MR3784695, MR3784696의 4편(1970년부터 총계 297편)

이 게재되었다.

박성현 (통계학과)

<저서>

   1.   박성현, 이영조, 박태성: 빅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언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연금술. 총 

320쪽,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원저술지원사업, 자유아카데미, 2018. 11. 23.

<보고서>

   1.   박성현, 이흥식, 임홍빈 외 8명: 고교생의 꿈을 위한 석학 가이드 연구보고서. 총 148쪽,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연구보고서 2018>,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발행, 2018

년 11월.

<논문>

   1.   박성현(2018)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되돌아보는 조선말기 이후 역사와 과학기술 

진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7, 제13호, 논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30-39

쪽, 2018. 4. 6.

   2.   Sung Hyun Park (2018) 50 years of the Journal of Quality Technology, Journal of 

Quality Technology, Vol. 50, No. 1, p. 24-25.

   3.   Jin H. Oh, Sung H. Park, and Soon S. Kwon (2018) Graphical evaluation of rob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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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designs based on extended scaled prediction variance and extended spher-

ical average prediction variance. Communications in Statistics: Theory and Methods, 

Vol. 47, No. 14, p. 3523-3531.

<학술회의>

   1.   Sung Hyun Park: The quality management and Lean Six Sigma in South Korea; Where 

are we today and where are we going, Invited Talk at the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ean Six Sigma, Dubai, United Arab Emirates, 2018. 5. 8.

   2.   박성현: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품질경영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2018년 한국품

질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기조강연, 더케이호텔, 서울, 2018. 5. 25.

   3.   박성현: 북한의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통계당국 역할 및 거버넌스. 남북교류사업 효율화

를 위한 남북한 통계협력 방안 토론회 주제 발표, 발표문집 91-108쪽, 주최: 더불어민주

당 김종민 의원, 주관: 통계청,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 2018. 7. 24.

   4.   Sung Hyun Park: Development of a social responsibility model and management of 

social value for a company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vited talk at the 17th 

China-Korea Quality Symposium, Hangzhou, China, 2018. 8. 11.

   5.   Sung Hyun Park: The quality and innovation management in South Korea; past, pres-

ent and challenging issues for the future, Plenary presentation at the 21st QMOD-

ICQSS International Conference, Cardiff, United Kingdom, 2018. 8. 24.

   6.   박성현: 빅데이터 산업 선진화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5% 경제성장을 위한 국민포럼 초청 

강연, 주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한국프레스센터 20층, 2018. 9. 6. 

   7.   박성현: 국내외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 현황 및 미래 비전. 제5회 데이터사이언스 포럼 주

제 강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 (B1), 2018. 10. 2.

   8.   Sung Hyun Park: The quality and innovation management in South Korea; past, pres-

ent and challenging issues for the future. Invited speech at Shandong University, Jinan 

City, China, 2018. 10. 23.

   9.   박성현: 사회적 가치경영 추진전략. 사회적책임경영품질 컨벤션 2018에서 주제 발표, 사

회적책임경영품질컨벤션 2018 발표문집, p. 1-23, 사회적책임경영품질원 주최, 전경련회

관 컨퍼런스센터 1층 그랜드볼룸, 2018. 11. 7.

10.   박성현: 학술원을 대표하여 제6차 OECD 세계포럼에 참석, 인천시 송도 컨벤시아 호텔, 

2018. 11. 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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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및 특강>

   1.   기초통계와 프로그래밍 강의(AI Software 연계전공 과목). 인천국립대학교, 2018. 3. 6~6. 

20.

   2.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미래 사회의 변화와 진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주관, 순천효천고등

학교 초청강연, 제270회 ‘한림원석학과의 만남’ 프로그램, 순천효천고등학교, 2018. 4. 10.

   3.   인류 과학기술문명 발전과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언스. 단국대학교 부속

고등학교 초청강연, 단국대학교 보속고등학교 강당, 2018. 7. 12.

   4.   인류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빅데이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

회 재능기부특강, 청원여자고등학교 초청강연, 청원여자고등학교 강당, 2018. 7. 14.

   5.   인류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빅데이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

회 재능기부특강,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초청강연, 명덕외국어고등학교 강당, 2018. 7. 16.

   6.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그리고 미래의 과학기술의 역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미림여자고등학교 미래인재 역량강화 프로그램 초청강

연, 미림여자고등학교 도서관, 2018. 7. 23.

   7.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그리고 미래 진로.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주관, 대왕중학

교 초청 강연, 대왕중학교 강의실, 2018. 10. 10.

   8.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그리고 우리의 미래 비전.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주관, 한

양공업고등학교 초청강연, 한양공업고등학교 강당, 2018. 10. 29.

   9.   인류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빅데이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

회 재능기부특강,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초청강연,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 고등학교 강당, 2018. 10. 30.

10.   인류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빅데이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

회 재능기부특강, 마포고등학교 초청 강연, 마포고등학교 강의실, 2018. 11. 6.

11.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선정고등학교 초청 

강연, 선정고등학교 강당, 2018. 12. 4.

12.   빅데이터 기반의 다차원 척도 분석과 활용.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초청 강연, 인천 영종도 

네스트 호텔, 2018. 12. 6.

13.   국내외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 현황 및 미래 비전. SASPAR 심포지엄 주제 발표, SAS 주식

회사 주최, (주)SAS 강연장, 2018. 11. 13.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사회적책임경영품질원 회장. 사회적책임경영품질 컨벤션 개최,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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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1층 그랜드볼룸, 2018. 11. 7.

   2.   국제자문위원. 중국 텐진대학교 경영대학, 2014. 3~현재.

    텐진대학교를 일년에 1회 방문하여 자문 활동(2018년에는 10월 23~25일 방문)

   3.   이사. 한국품질재단 이사회, 2010. 3~현재.

   4.   편집위원. 미래한국잡지, 2005. 3~현재.

   5.   회장. 사회적책임경영품질원, 2016. 3~ 현재.

   6.   이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이사회, 2016. 3~현재.

   7.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과학영재사사사업 멘터로 참여, 2018. 5~현재.

   8.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고문으로 활동, 2017. 3~현재.

<기고문>

   1.   4차 산업혁명 시대, 품질한국을 향한 경영 전략: 우리 기업이 앞서 나갈 수 있는 세 가지 

비책. 품질경영, 한국표준협회미디어 발행 월간지, 2018년 1월호, 92-96쪽, 2018. 1. 4.

   2.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입학 본고사 실시가 적절한 이유. 조선미디어 조선pub, 4쪽, 

2018. 1. 8.

   3.   공기업은 사회적 기업일 수 없다. 한국경제신문, 시론, A34면, 2018. 1. 19.

   4.   정치가 죽인 조선의 과학기술. 미래한국, 566호, 미래한국미디어 발행, 74-77쪽, 2018. 1. 31.

   5.   조선말기 위정척사(衛正斥邪) 운동과 문재인 정부 정책의 유사성. 조선미디어 pub, 3쪽, 

2018. 2. 13.

   6.   고종시대의 서양기술 도입과 한국 근대 과학의 형성. 미래한국, 570호, 미래한국미디어 

발행, 51-55쪽, 2018. 3. 28.

   7.   21세기의 새로운 학문, 데이터 과학의 발전 방향. 시니어과협 매거진, 컬럼, Vol. 3, No. 1, 

6쪽,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발행, 2018. 3. 31.

   8.   미래의 인재는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나온다. 미래한국, 575호, 62-66쪽, 미래한국미디어 

발행, 2018. 6. 6.

   9.   공기업 경영평가, 이대로 좋은가. 미래한국, 579호, 72-75쪽, 미래한국미디어 발행, 2018. 

7. 31.

10.   공공기관 경영평가, 사회적 · 경제적 가치 균형 이뤄야. 품질경영, 2018년 9월호, 52-55쪽, 

한국표준협회미디어 발행, 2018. 9. 1.

11. 통계논쟁의 진실. 미래한국. 581호, 52-55쪽, 미래한국미디어 발행, 2018. 9. 12.

12.   사회적 가치 경영의 국제적 동향. 품질경영, 2018년 10월호, 56-59쪽, 한국표준협회미디어 

발행, 2018.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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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훼손되고 있는 국가통계의 신뢰성. 미래한국, 583호, 32-35쪽, 미래한국미디어 발행, 2018. 

10. 17.

14.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 통계조작. 인터넷 신문 뉴데일리(NewDaily), 칼럼, 2018. 10. 18.

15.   통계논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시니어과협 매거진, 컬럼, Vol.3, No.3, 8쪽, 한국시니어

과학기술인협회 발행, 2018. 9. 30. 

16.   사회적 가치경영과 사회적 책임경영. 품질경영, 2018년 11월호, p.56-59, 한국표준협회미

디어 발행, 2018. 11. 1.

17.   공기업, 경제적 가치 토대로 사회적 가치 추구. 매일경제신문, 오피니언 기고, 2018년 11

월 13일자.

18.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필수조건, 사회적 책임 품질경영. 품질경영, 2018년 12월호, p.54-

57, 한국표준협회 발행, 2018. 12. 1.

서세원 (화학부)

<논문>

   1.   Suh, SW, Kim HS, Hahn H, et al. (2018) Structural basis for the substrate recognition of 

peptidoglycan pentapeptides by Enterococcus faecalis VanYB Int. J. Biol. Macromol. 

119, 335-344.

   2.   Suh SW, Jang JY, Kim SW, et al. (2018) Structural basis for the enhanced anti-diabetic 

efficacy of lobeglitazone on PPARγ Sci. Rep. 8(1), 31.

이인규 (생명과학부)

<학술회의>

   1.   논문발표: 울릉도, 독도의 자연유산적인 가치. 한국문화자연유산학회 주관, 경상북도 문

화자연유산의 세계화 학술포럼. 경북 안동국학진흥원. 2018. 6. 22~23.

   2.   한국문화자연유산학회 주관 [한국의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세계문화유산등재 기념 심

포지엄] 종합토론 주재. 해남 대흥사, 2018. 11. 16~17. 

<강의 및 특강>

   1.   인성교육을 위한 자연과학적인 생명윤리의 이해. 명예교수협의회 및 서울대학교 교육연

수원 주관 교사직무연수 특강, 사범대학 강의실. 2018.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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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생명윤리의 이해. 명예교수협의회 및 서울대학교 교육연수원 주관 

교사직무연수 특강, 사범대학 11동 101호실. 2018. 8. 9.

   3.   생물진화와 창조, 유전학의 발전은 어디까지인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

특강, 명덕외국어고등학교 특강, 2018. 8. 13.

   4.   자연보호운동의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안. 자연보호중앙협의회 총회 특강, 대구시, 2018. 

9. 3.

   5.   생물진화와 창조, 유전학의 발전은 어디까지인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주관, 목포혜원여

고 특강, 2018. 11. 1.

<기고문>

1. 자연유산등재, 남북이 함께. 동아일보, 2018. 8. 21.

<기타 근황>

   1.   명예교수협의회 운영위원회, 호암교수회관, 2018. 2. 13., 4. 21., 6. 26., 7. 27., 8. 21., 9. 

19., 10. 23., 11. 23.

   2.   문화재청 자문, 제주도 연산호 군락 보존 실태, 제주도 서귀포시청, 2018. 1. 8.

   3.   명예교수협의회 임시총회, 호암교수회관, 2018. 1. 31., 정기총회, 회장 재선, 호암교수회

관, 5. 10., 임시총회, 호암교수회관, 11. 30.

   4.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 자문위원회, 서울시, 유네스코회관, 2018. 2. 5., 6. 11., 7. 12.

   5.   신입 명예교수 회원 초청 오찬, 호암교수회관, 2018. 4. 5., 10. 10.

   6.   명예교수협의회 회장단 회의, 호암교수회관, 2018. 4. 10., 9. 17.

   7.   명예교수협의회 산업시찰, LG화학, 충북, 2018. 5. 2., 네이버 및 휴맥스 본사, 서울, 2018. 

10. 25.

   8.   총장초청 명예교수협의회 오찬 축사,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2018. 6. 14.

   9.   한국문화자연유산학회 답사, 경상북도 도산서원, 2018. 6. 22.

10. 명예교수협의회 주관, 한중서예전 축사, 서울대학교 문화관, 2018. 11. 6.

11. 이화여자중고등학교 한빛회 송년모임 축사, 서울 양재동 엘타워, 2018. 12. 18.

홍주봉 (생명과학부)

<논문>

   1.   Kesawat MS, Kim DK, Hong CB, et al. (2018) Ectopic RING zinc finger gene from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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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per induces totally different genes in lettuce and tobacco. Mol Breeding 38,70-94. 

doi.org/10.1007/s11032-018-0812-3.

박용안 (지구환경과학부)

<국제학술회의 좌장>

   1.   Promoting Cooperation in Overlapping Maritime Areas. Korea Maritime Institute 

(KMI), Hyatt Regency, Jungmun, Jeju-do, Republic of Korea, 16~18 May, 2018.

<국제학술회의에서 심의발표 및 좌장>

   1.   The 46th Session of the Commission on the Limit of Continental Shelf/UN (CLCS/UN), 

DOALOS/UN, New York, NY, USA, Conference Hall, DOALOS/UN, UN Headquarter, 

New York, 29 Jan~16 March, 2018.

   2.   The 47th Session of the Commission on the Limit of Continental Shelf/UN (CLCS/UN), 

DOALOS/UN, New York, NY, USA., Conference Hall, DOALOS/UN, UN Headquarter, 

New York, 16 July~31 August, 2018.

   3.   The 48th Session of the Commission on the Limit of Continental Shelf/UN (CLCS/UN), 

DOALOS/UN, New York, NY, USA, Conference Hall, DOALOS/UN, UN Headquarter, 

New York, 15 Oct~30 November, 2018.

<국제학술회의 Keynote Speech>

   1.   Scientific and Legal Aspects of the Regimes of the Continental Shelf and the Area. 

State Oceanography Administration (SOA), China, Wuzhen, China, 29~31 May, 2018.

     Keynote Speeches

     1)   Work Progress of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Prof. Yong 

Ahn Park, Chairman of CLCS)

     2)   Work Progress of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Mr. Michael Lodge, Secretary-

General of ISA)

     3)   Work Progress of the 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Office of 

Legal Affairs, UN (Mr. Luigi Santosuosso, Senior Legal Officer, UN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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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er’s Award 수상>

   1.   The 9th ICAMG and 30th Anniversary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sian Marine 

Geology (ICAMG), Tongji University, Shanghai, China, Conference Hall, Tongji 

University, Shanghai, China, 10~12 October, 2018.

전종갑 (지구환경과학부)

<논문>

   1.   Jhun JG, Seo YW, Yun KS, et al. (2018) Future changes due to model biases in proba-

bilities of extreme temperatures over East Asia using CMIP5 data. International Journal 

of Climatology, 38, 1177-1188, DOI: 10.1002/joc.5233.

   2.   Jhun JG, Choi W, Ho CH, et al. (2018) Season-dependent warming characteristics 

observed at 12 stations in South Korea over the recent 100 years. International Journal 

of Climatology, 38, 1-10, DOI: 10.1002/joc.5554.

<학술회의>

   1.   한국기상학회 기후분과 봄학술대회 참석 및 논문 발표.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2018. 4. 

16~17.

   2.   한국기상학회 가을학술대회 참석 및 논문 발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018. 10. 29~31.

   3.   이화여자대학교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중점연구소 선정 기념 패널 토의 참석, Best 

Western Premier Seoul Garden Hotel, 2018. 11. 9.

<특강>

   1.   Overview of East Asian monsoons. 부산대학교, 2018. 10. 15.

<기타 학술활동>

   1.   네이버 위키백과 기상용어 설명 감수. 2018. 1~12.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위원. 기상청 자문회의, 2017. 1~현재.

   2.   위원장. 항공기상청 운영심의회, 2005. 3~현재.

   3.   위원장.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 R&D 연구사업 총괄조정위원회, 2018. 3. 23~2019.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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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사.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2014. 3~현재.

   5.   이사. 고려대기환경연구소, 2000. 1~현재.

<기타 근황>

   1.   문곡연담 서예 전시회 참가, 서울대 문화관 전시실, 2018. 4. 17~19.

   2.   서울대학교 교수합창단 연주회 참가, 소망교도소, 2018. 5. 29.

   3.   서울대학교 교수합창단 8회 정기연주회 참가,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 2018. 12. 13.

최덕근 (지구환경과학부)

<저서>

   1.   최덕근: 지구의 일생: 45억 년, 시간으로 본 지구의 역사. 총 371쪽, 휴머니스트, 2018. 1. 20.

<논문>

   1.   Choi DK (2018) Evolution of the Taebaeksan Basin, Korea: I, early Paleozoic sedimen-

tation in an epeiric sea and break-up of the Sino-Korean Craton from Gondwana. 

Island Arc, DOI: 10.1111/iar.12275.

   2.   Choi DK (2018) Evolution of the Taebaeksan Basin, Korea: II, late Paleozoic sedimen-

tation in a retroarc foreland basin and assembly of the proto-Korean Peninsula. Island 

Arc, DOI: 10.1111/iar.12277.

<강의 및 특강>

   1. 판구조론과 한반도.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SPARC 과정, 2018. 1. 16.

   2. 평창: 과거로의 시간여행. 평창 포럼, 2018. 2. 7.

   3. 판구조론과 한반도 형성과정. 문영여자고등학교, 2018. 3. 27.

   4. 10억 년 전으로의 시간여행. 경기도 안산고잔고등학교, 2018. 5. 4.

   5. 판구조론으로 본 한반도 형성과정. 한국극지연구소, 2018. 5. 23.

   6. 10억 년 전으로의 시간여행. 숭문고등학교, 2018. 6. 20.

<기고문>

   1.   인류의 존재를 가능케 한 산소의 탄생: 산소혁명사건. 지질 · 자원 · 사람, 2018 3+4월호, 

36-39쪽, 2018.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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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주에서 지구가 가장 특별한 이유: 바다의 탄생. 지질 · 자원 · 사람, 2018 7+8월호, 36-39

쪽, 2018. 8. 1.

간호대학

이명선 (간호학과)

<저서>

   1.   이명선, 김인숙, 백희정, 이건정, 이지아, 탁영란, 김정숙, 김혜숙, 신희건, 이미옥: 간호연

구방법 (5판). 총 317쪽, 대한간호협회, 2018. 1. 31.

   2.   이명선, 고문희, 손행미, 김주현, 강성례, 오상은, 박은영, 오세은, 장혜영: 질적연구 수행

하기. 총 340쪽, 수문사, 2018. 9. 10.

<논문>

   1.   Yi M. (2018) Leadership in nursing in Korea. Asia/Pacific Island Nursing Journal, 3(2), 

56-64.

   2.   Im E-O, Broome ME, Yi M, et al. (2018). An emerging integrated middle-range theory 

on Asian Women’s leadership in Nursing.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29(4), 318-

325.

   3.   Yi M, Hwang E. (2018). Pain and menopause symptoms of breast cancer patients with 

adjuvant hormonal therapy in Korea: Secondary analysis. Asia-Pacific Journal of 

Oncology Nursing, 5(3), 262-269.

<학술회의>

   1.   이명선: 암생존자 관리에 대한 간호실무 현황. 대한종양간호학회 제19차 춘계학술대회 

및 제65회 암정복포럼,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지하 1층 대강당, 2018. 1. 18.

   2.   이명선: 질적 연구의 평가와 질 확보 전략. 대한질적연구학회 제4차 학술세미나, 서울대

학교 간호대학 연구동 104호, 2018. 10. 20.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Past-President. Asian Oncology Nursing Society. 2015. 10~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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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 ·경영전문대학원

윤계섭 (경영학과)

<저서>

   1.   윤계섭: 경영대학 40년사 집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동창회, 2019년 5월 발간 예정.

<조사 연구>

   1.   윤계섭: 효율적 회원사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연구. 코스닥협회, 2018. 1. 10~7. 30.

<학술회의>

   1.   좌장, 송도사개치부법의 이해, 한국공인회계사회, 2018. 10. 31.

<특강>

   1.   금융환경변화와 금융서비스. ABP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2018 3. 13~16.

<기고문>

   1.   한국형 혁신기업의 비극을 막자. 한국경제신문, 2018. 5. 4.

   2.   한국판 WMG의 등장을 기대한다. 한국경제신문, 2018. 12. 16.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심사위원장. 2018 다산금융상, 한국경제신문, 2018. 1. 3.

   2.   심사위원장. 2018 헤럴드펀드 대상, 헤럴드경제신문, 2018. 5. 17.

   3.   심사위원장. 2018 헤럴드 자본시장 대상, 헤럴드경제신문, 2018. 11. 16.

   4.   심사위원장. 2018 최고기업대상, 한국경영인협회, 2018. 10. 17.

   5.   심사위원. 회계인 명예의 전당, 한국공인회계사회, 2018. 10. 31.

<동정>

(수상)

   1.   재무관련 5개 공동학술회의, 특별공로상 수상, 천안 KB금융연수원, 2018. 5. 25.

(인사)

   1.   서울 이코노미스트 클럽 회장 사임, 20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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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태 (경영학과)

<논문>

   1.   최종태(2018) 노사관계의 합목적성과 전략적 선택. 노사관계연구 제29권, 서울대 노사관

계연구소, 2018년 12월.

<학술발표 및 회의>

   1.   최종태(기조발표): 사회적기업의 정신적 지주와 가치창출평가. 사회적기업학회, 2018년 

추계공동학술대회, 서울대 경영대, 2018. 11. 16.

   2.   최종태(기조발의): 노사관계의 존재가치, 세심한 대회조직. 국제노동고용학회 (ILERA) 

2018년 서울세계대회 콜로케움, 서울 코엑스, 2018. 6. 14.

   3.   최종태(패널좌장): 최저임금제도: 현안과 개선방안. 2018년 전문가포럼, 한국질서경제학

회, 한국산업개발원, 2018. 12. 21.

   4.   최종태(토론좌장): 노사관계 현황과 발전 방향. 2018년 노동부장관초정 노사정학계 전문

가 집담회, 노사공포럼, 켄싱호텔, 2018. 12. 7.

   5.   최종태(토론좌장): 사회적 대화 및 파트너쉽 발전을 위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과제. 

2018년 노사정학계 전문가 집담회, 노사공포럼, 달게비, 2018. 12. 14.

   6.   최종태(한국대표): “Bigger and better and more impactful for the people we serve”. 2018 

사회적기업월드포럼(SEWF), Edinburgh Scotland. 2018. 9. 12~14.

   7.   최종태(명예대회장): ILERA World Congress 2018, International Labour and 

Employment Relations Association, Theme: Employment for a Sustainable Society: 

What Is To Be Done? COEX, Seoul, July 23~27, 2018.

<특강>

   1.   경제사회 지각변동과 민주시민 인성교육.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교사직무연수, 서

울대학교 사범대학교육연수원, 사범대학 11동 101호, 2018. 8. 8.

   2.   인재강국 대한민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서울 명덕외국어고등학

교, 2018.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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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공익단체 활동)

   1.   국제노사관계학회(ILERA) 2018년 서울 세계대회 명예준비위원장.

   2.   (사)노사공포럼 공동대표.

   3.   함께 일하는 재단 이사 및 정책연구원장.

   4.   동원장학재단 이사.

   5.   신라장학재단 이사.

   6.   최종건장학재단 이사

(학회활동)

   1.   한국경영학회 고문.

   2.   한국인사관리학회 고문.

   3.   한국노사관계학회 고문.

   4.   한국경영사학회 고문.

   5.   한국질서경제학회 고문.

공과대학

정인석 (기계항공공학부)

<연구 논문>

   1.   Ji Hyun Park, Shinji Matsuzawa, Takaya Inamori, In-Seuck Jeung (2018) Nanosatellite 

constellation deployment using on-board magnetic torquer interaction with space 

plasma, Advances in Space Research, Vol. 61(8), pp. 2010-2021, https://doi.org/ 

10.1016/j.asr.2018.01.038.

   2.   Sei Hwan Kim, Bok Jik Lee, In-Seuck Jeung, Hyoung Jin Lee (2018) Characteristics of 

the Transverse Fuel Injection into a Supersonic Crossflow using Various Injector 

Geomet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opulsion Engineers, Vol. 22(3), pp. 

53-64, https://doi.org/10.6108/KSPE.2018.22.3.053.

   3.   Sangyoon Lee, Sei Hwan Kim, Hyoung Jin Lee, In-Seuck Jeung (2018) Density 

Acquisition and Aero-Optics Measurement from BOS Images for a Hot Jet, Int. J. 

Aeronaut. Space Sci. Vol. 19(3), pp. 563-574, https://doi.org/10.1007/s42405-018-0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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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Sei Hwan Kim, Bok Jik Lee, In-Seuck Jeung, Hyoung Jin Lee (2018) A Study on the 

Fuel-Air Mixing and Reacting Characteristics of a Transverse Injection with Different 

Injector Shap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mbustion, Vol. 23(3), pp. 19-27, 

https://doi.org/10.15231/jksc.2018.23.3.019.

   5.   Hee Yoon, Hyoung Jin Lee, Bok Jik Lee, In-Seuck Jeung (2018) Numerical Study of 

the Effects of a Counterflow Jet on the Drag Reduction of a Blunt Body in a 

Hypersonic Flow, Int. J. Aeronaut. Space Sci. Vol. 19(4), pp. 828-835, https://doi.

org/10.1007/s42405-018-0095-2.

<국제 학술회의>

   1.   Vishnu Anand Muruganandan, Ji Hyun Park, Sang Yoon Lee, In-Seuck Jeung, 

Sangkyun Kim, and Gwanghyeok Ju: Star Selection algorithm for Arcsecond Pico Star 

Tracker. (2018) AIAA Aerospace Sciences Meeting, AIAA SciTech Forum, Florida (AIAA 

2018-2199), https://doi.org/10.2514/6.2018-2199.

   2.   UN COPUOS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Scientific and 

Technical Subcommittee: 2018, Fifty-fifth session (29 January~9 February 2018), orga-

nized by UN OOSA-Vienna, Representative for UNISEC-Global/ POC-Korea.

   3.   AJCPP (Asian Joint Conference on Propulsion and Power) 2018, Xiamen, IOC member.

   4.   UN COPUOS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2018, Sixty-first ses-

sion (20~29 June 2018), with UNISPACE+50, organized by UN OOSA-Vienna, 

Representative for UNISEC-Global/ POC-Korea.

   5.   Hyoung Jin Lee, Seung Won Cha, Sang Yoon Lee, In-Seuck Jeung: Effect of Rupture 

Area on the Self-Ignition of High Pressurized Hydrogen Released through a Tube, 

37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mbustion, July 29~August 3 (2018) Dublin.

<국내 학술회의>

   1.   정인석, 최정열: Hypersonic Propulsion / Shock-induced Combustion and Detonation. 

제50회 한국추진공학회 춘계학술대회 특별강연, 제주 Ramada Hotel, 2018. 5. 31.

   2.   정인석, 최정열: 초음속연소유동의 난류혼합 / 연소: Ram Accelerator / Scramjet Engine. 

2018년 대학원생 교육프로그램, 한국연소학회, 전북대학교, 2018. 5. 9~10.

   3.   정인석, 최정열: Hypersonic Propulsion / Shock-induced Combustion and Detonation. 

제10회 한국유체공학 학술대회 특별강연, 여수 엑스포 컨벤션 센터, 2018. 8. 2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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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및 특강>

   1.   극초음속비행 및 차세대엔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서울 명덕외국

어고등학교, 2018. 7. 18.

   2.   초소형 인공위성과 탐방.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2018학년도 여름방학 청소년방학과정 

프로그램, 2018. 7. 24~27.

   3.   초음속연소 / 수치해석과 실험. 충남대학교, 2018. 11. 13.

<Editorial>

   1.   Guest Editor. Energies, Special Issue, “Ramjet and Scramjet Combustion’ submission 

due 30 April 2019. Open Access Journal by MDPI.

   2.   Associate Editor. The Proceedings of the Combustion Institute.

   3.   Associate Editor. Transactions of Japan Society for Aeronautical and Space Sciences.

   4.   Editorial Board. Progress in Energy and Combustion Science.

   5.   한국항공우주학회지 자문위원.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미국항공우주학회 (AIAA) Associate Fellow. 2003. 1~현재.

   2.   국제연소학회(The Combustion Institute) 이사회 이사. 2012. 8~2018. 8.

   3.   한국공학한림원 원로회원. 2018. 1~현재.

   4.   Colloquium Co-Chair. 37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mbustion / Detonation, 

Explosions, and Supersonic Combustion. 2016. 8~2018. 8.

   5.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32nd International Symposium on Shock Waves. 

2017. 7~2019. 7.

   6.   International Organization Committee. Asian Joint Conference on Propulsion and 

Power. 2004. 2~2018. 3.

<기타 근황>

(초소형 인공위성 개발, 발사, 운영)

   1.   SNUSAT-1b(국제공동연구 QB50참여). 2017년 5월 26일 국제우주정거장(International 

Space Station, ISS)으로부터 고도 400Km 지구저궤도에 진입, 2018년 4월 5일부터 위성

신호 수신, 궤도특성 조사 중. 2018년 12월 4일 현재고도 330Km.

   2.   SNUSAT-2(Spaceflight SSO-A 탑승). 2018년 12월 4일 미국 Vandenberg 미공군발사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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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Space-X사 Falcon 9 발사체로 575Km 태양동기 지구극궤도에 진입, 위성초기 운영 

중, 관심지역 조기관측 수행예정.

이동녕 (재료공학부)

<논문>

   1.   Insoo Kim, Su Kwon Nam, Gwang–Hee Kim and Dong Nyung Lee* (2018) Goss 

Texture Formation by Asymmetric Rolling in Steel Sheet, Materials Science Forum. 

ISSN: 1662-9752, Vol.917, 236-240, doi:10.4028/www.scie-ntific.net/MSF>917.236 2018 

Trans Tech Publications, Switzerland. (*corresponding author)

권욱현 (전기 · 정보공학부)

<영문저서>

   1.   Wook Hyun Kwon, Poogyeon Park: Stabilizing and Optimizing Controls for Time-

Delay Systems. p. 425, Springer, July 2018.

<역서>

   1.   권욱현, 백준기, 양연모: 디지털신호처리(제4판). 원저자 V.K. Ingle, J.G. Proakis, 총 861

쪽, 도서출판 북스힐, 2018년 7월.

<국제 학술모임> 

   1.   ACA Forum on Frontier Control, Robotics, and Bio Technologies, BooYong Hotel, 

Jeju Island, Korea, ACA 자문위원으로 참석, ACA운영위원회에 참석, March 28~30, 

2018.

   2.   2018 IFAC (International Fedration of Automatic Control) Foundation Meeting, 

Vienna IFAC 재단 이사로 참석, April 19, 2018.

<교육>

   1.   초빙석좌교수.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2014. 4~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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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자문위원. DGIST Gloval Advisory Committee, DGIST, 2018. 5~현재.

   2.   편찬위원장. 전기전자산업기술사 편찬위원회, 공학한림원, 2016. 9~현재.

   3.   부회장. 기획위원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2016~현재.

   4.   위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발전위원회, 2016~현재

   5.   이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육연구재단, 2015. 2~현재.

   6.   과학자문위원. 기초과학연구원(IBS), 2015. 2~현재.

   7.   회원자문위원(Fellow선정위원). TWAS(세계과학한림원) 공학분과, 2013~현재.

   8.   자문위원. 철학과 현실(계간), 2013~현재.

   9.   고문. IFAC(국제자동제어연맹), 2011~현재.

10. 고문위원장. 제어로봇시스템 학회, 2010~현재.

11. 이사. IFAC(국제자동제어연맹)재단, 2007~현재.

12. 고문. Asian Control Association(아세아제어협회), 2006~현재.

13. 편집자문위원.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rol, Automation and Systems, 2003~현재.

14. 편집자문위원. Asian Journal of Control, 1999~현재.

<동정>

   1.   Wook Hyun Kwon Lecture Series가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의 프로그램으로 2018 9

월 7일에 세 번째 경연이 개최되었다. 스탠포드의 저명한 Stephen Boyd 교수가 “Convex 

Optimization: An Overview”에 대하여 강연하였으며 http://kwonlecture.snu.ac.kr에서 

YouTube로 강연내용을 볼 수 있다. 9월 8일에 “Convex Optimization: A Tutorial” 제목

으로 워크숍도 개최하였다.

   2.   2018년 4월에 개최된 IFAC(국제자동제어연맹) Foundation 이사회에서 기존의 IFAC 

Foundation Award를 권욱현 이름이 들어간 IFAC Foundation Kwon Award로 개명하기

로 결정하였다. 참고로 권욱현 교수 이름이 들어간 상은 이외에도 3개 더 있는데 ACA(아

시아자동제어협의회)의 ACA Wook Hyun Kwon Education Award, 제어로봇시스템학회

의 권욱현젊은연구자상, DGIST의 정보통신학융합과의 권욱현연구자상이 있다.

<기타 근황>

   1.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재), 자동화제계연 국제학술기금, 1,000만원, 20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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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송엽 (전기 · 정보공학부)

<연구과제 수행>

   1.   절전 및 전압새그보호 전자접촉기용 어댑터 개발. (주)금강콘트롤 지원, 2018. 3~12.

   2.   누전경보 및 순간지락정전보호 누전차단기 개발. (주)이텍코리아 지원, 2018. 8~2019. 2.

   3. 피뢰기의 저항성누설전류측정 기술개발. 서지텍(주) 지원, 2018. 12~2019. 11.

<특허 출원>

   1.   미국특허 “3 Phase Electric Leakage Current Circuit Braker with Electric Shock 

Protection”, US 9,923,361 B2, 2018. 3. 20. (등록)

   2.   중국특허, “觸電保護 三相 漏電遮斷器”, CN 105765813 B, 2018. 7. 31. (등록)

   3.   국내특허, “누전경보 및 순간지락정전보호 누전차단기”, 출원 제10-2018-0101375호, 

2018. 8. 28.

   4. NEP 획득 “3상 전선로에서의 인체감전보호기술을 적용한 내진 배전반”, 2018. 7. 15.

<초청강연>

   1.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주관하는 석학과의 만남 프로그램

     “지구를 살리자-태양광발전과 초전도응용”, 부산용인고등학교, 2018. 5. 10.

     “지구를 살리자-태양광발전과 초전도응용”, 수원 매원고등학교, 2018. 7. 19.

     “지구를 살리자-태양광발전과 초전도응용”, 현대청운고등학교, 2018. 8. 14.

   2.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지구를 살리자-태양광발전과 초전도응용”, 진명여자고등학교, 2018. 8. 31.

<학회 참석 및 교육 기부>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사과정에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교육하기 위하여 10여 명의 

공대 현역 교수들과 “IoT, AI, Big-data 기초 및 실습” 교과목을 개발하였고 이 교과목 운

영에 필요한 고속컴퓨터 20대(5,000만 원 상당)를 기증하였음. 교과목 개발에 기여한 공

로로 차국헌 공대학장으로부터 공로패를 수여받았음, 2018. 5. 1.

   2.   한국초전도 · 저온공학회 하계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창립 20주년 “한국초전도 · 저온공학

회 창립 배경 및 추진경위”를 발표함, 용평리조트, 2018. 7. 10.

   3.   한국공학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하여 “한송엽 공학교육상”을 시상함, 제주 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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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호텔, 2018. 9. 8.

강주명 (에너지자원공학과)

<동정>

(인사)

   1.   국제가스연맹(International Gas Union, IGU) 회장에 선임. 2018. 6. 29. 임기 3년.

전효택 (에너지자원공학과)

<저서>

   1.   전효택: 평생의 인연. 총 221쪽, 공간, 2018. 10. 30.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IAAG(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pplied Geochemists) 석학회원(Fellow member).

   2.   한국공학한림원 원로회원.

   3.   한국자원공학회 명예회장.

   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DMR(광물자원개발)사업단 및 3-D 지질모델링 연구 자문위원.

   5.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편집위원장(부회장). 2018. 4~현재.

   6.   예술의전당후원회 목련회원, 2001~현재.

   7.   현대수필(계간) · 에세이스트(격월간) · 한국수필(월간) · 한국산문(월간) 이사.

   8.   한국문인협회 (수필 분과) 회원. 2015. 12~현재.

   9.   세계여행작가협회 자문 및 편집위원. 2015. 9~현재.

10. 여행문화(격월간) 부주간. 2018. 6~현재.

<기고문>

   1.   부자 될 세 번의 기회. 에세이스트 1-2월 신년호(통권 77호), 245-247쪽, 2018. 1. 1.

   2.   일본 큐슈 학술답사 기행(2). 서울공대 겨울호(통권 107호), 27-33쪽, 2018. 1.

   3.   불암제와 공릉동 캠퍼스를 기억하며. 수필과 비평 2월호(통권 196호), 303-305쪽, 2018. 

2. 1.

   4.   덴마크 햄릿 성을 찾아서. 리더스에세이 봄호(통권 9호), 126-129쪽, 2018. 3. 31.

   5.   내가 경험한 동구권 국가들에 대한 단상.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제13호, 225-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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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2.

   6.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50년의 발자취: 성장기(1989~2007).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총 

586쪽), 141-155쪽, 2018. 4. 16.

   7.   실천하는 자세. 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5매 문집(『나는 바람입니다』, 243쪽), 188-189쪽, 

2018. 4. 28.

   8.   덴마크 코펜하겐 여행 스케치. 한국산문 5월호(통권 145호), 58-63쪽, 2018. 5. 1.

   9.   아드리아 연안의 꽃 스프리트를 찾아서. 여행작가 5~6월호(통권 28호), 54-57쪽, 2018. 5. 1.

10.   『위대한 서문』을 읽고. 서초문인협회 서초앤솔로지 3집(『하늘 꼭대기』), 132-136쪽, 2018. 

5. 14.

11. 철없던 유년 시절. 수필과 비평 6월호(통권 200호), 309-313쪽, 2018. 6. 1.

12. 덴마크 코펜하겐의 추억. 세계여행작가, 제3호, 53-59쪽, 2018. 6. 15.

13. 안데르센의 고향 오덴세를 찾아서. 세계여행작가, 제3호, 60-65쪽, 2018. 6. 15.

14. 나의 애창곡. 한국산문 7월호(통권 147호), 22-24쪽, 2018. 7. 1.

15. 구문(舊聞)을 읽는 즐거움. 월간에세이 9월호(통권 377호), 46-49쪽, 2018. 9. 1.

16. 보석광물 여행(1) 다이아몬드. 여행문화 창간호(9-10월호), 167-170쪽, 2018. 9. 1.

17.   『가치를 알아보는 눈, 안목에 대하여』를 읽고. 서울공대 가을호(통권 110호), 49-51쪽, 

2018. 9.

18, 영국과의 인연, 현대수필 가을호(통권 106호), 105-108쪽, 2018. 9. 10.

19. 여행과 나. 서초문인협회 서초앤솔로지 4집, 62-63쪽, 2018. 9.10.

20.   어머니의 초상. 에세이스트 작가회의 연간집 하권 『내 안의 시선』, 184-188쪽, 2018. 10. 14.

21.   광물자원 개발과 환경의 조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연구보고서(《고교생의 꿈을 

위한 석학 가이드》, 총 148쪽), 103-113쪽, 2018. 11.

22. 바늘구멍. 에세이스트 11-12월호(통권 82호), 188-191쪽, 2018. 11. 1.

23. 평안도 사투리 집안. 좋은 수필 11월호(통권 88호), 186-189쪽, 2018. 11. 1.

24. 허황된 욕심이 없는 사회. 수필과 비평 11월호(통권 205호), 282-285쪽, 2018. 11. 1.

25. 보석광물 여행(2) 강옥; 루비와 사파이어. 여행문화 11-12월호, 142-145쪽, 2018. 11. 10.

26. 연구실 에피소드. 문학서초 제22호, 198-201쪽, 2018. 12. 3.

27. 평생의 인연. 2018 리더스에세이 테마 에세이 『인연의 온도』, 90-93쪽, 2018. 12. 15.

28.   새벽에 수필 쓰기. 『새로운 수필 쓰기』(윤재천 엮음, 문학관, 총 704쪽), 517-518쪽, 2018. 

12. 20.

29.   보석광물 여행(3) 녹주석; 에메랄드. 여행문화 1~2월호(2019 신년호), 104-107쪽,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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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및 특강>

   1.   광물자원 개발과 환경의 조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미림여자고등

학교, 2018. 1. 5, 9.

   2.   미량원소와 건강.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미림여자고등학교, 2018. 1. 

10.

   3.   광물자원 개발과 환경의 조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양서고등학교, 

2018. 9. 11.

이정인 (에너지자원공학과)

<국제학술회의 발표>

   1.   Chung-In Lee, Tae-Heok Kim and Nan Zhang: Monitoring and Reinforcement of 

Ground Subsidence in Abandoned Mine areas in Korea. 10th Asian Rock Mechanics 

Symposium & The ISRM International Symposium for 2018, Singapore(Full paper with 

10pages), October 29~November 3, 2018.

   2.   Chung-In Lee: Monitoring and Reinforcement of Ground Subsidence in Abandoned 

Mine areas (Keynote Lecture). 2018 NEU-SNU Joint Workshop on Rock Engineering & 

NEU 2018 International Postgraduate Summer School on Intelligent Civil Engineering, 

Northeastern University(NEU), Shenyang, China, August 21~31, 2018, 

   3.   李正仁: 儒敎經典 字句를 引用한 韓 · 中 大學 校訓 解說. Science and Art- Korean and 

Chinese Student Calligraphy Competition & International Academic Forum of  

Renowned Academicians and Scholars, Seoul, November 3~16 , 2018.

   4.   Chung-In Lee: Discovery of the sustainable wisdom of the Ancient classics through 

Chinese calligraphy. 科學與藝術-中韓知名院士學者 書法展曁湘港 兩地大學生 翰墨人文

主題 硏討會, Central South University, Changsha, China, March 29~April 2, 2018.

<강의>

   1.   새로운 세상 사이버공간에서의 윤리와 인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및 서울대학교 

교육연수원 주관 “민주시민의식과 실천인성” 교재 집필 및 연수교육, 서울대학교 사범대

학, 2018. 8. 6~10.



376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8, 제14호

<국제학술활동,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국제학회 좌장, Session Chair of K Rock Slope, 10th Asian Rock Mechanics Symposium 

& The ISRM International Symposium for 2018, Singapore, 29 October~3 November 

2018.

   2.   국제학술행사 공동 조직위원장. Organizing Chairs, Science and Art-Korean and 

Chinese Student Calligraphy Competition & International Academic Forum,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8, November 6~16.

   3.   국제학술발표 좌장, 2018 NEU-SNU Joint Workshop on Rock Engineering & NEU 2018 

International Postgraduate Summer School on Intelligent Civil Engineering, 

Northeastern University (NEU), Shenyang, China, August 22, 2018.

   4.   학술포럼 초청강의 좌장, Science and Art- International Academic Forum Academicians 

and Scholar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8, November 6.

김광현 (건축학과)

<저서>

   1.   김광현: 건축강의 1 건축이라는 가능성. 총 224쪽, 안그라픽스, 2018. 3. 5.

   2.   김광현: 건축강의 2 세우는 자, 생각하는 자. 총 200쪽, 안그라픽스, 2018. 3. 5.

   3.   김광현: 건축강의 3 거주하는 장소. 총 192쪽, 안그라픽스, 2018. 3. 5.

   4.   김광현: 건축강의 4 에워싸는 공간. 총 248쪽, 안그라픽스, 2018. 3. 5.

   5.   김광현: 건축강의 5 말하는 형태와 빛. 총 240쪽, 안그라픽스, 2018. 3. 5.

   6.   김광현: 건축강의 6 지각하는 신체. 총 232쪽, 안그라픽스, 2018. 3. 5.

   7.   김광현: 건축강의 7 질서의 가능성. 총 240쪽, 안그라픽스, 2018. 3. 5.

   8.   김광현: 건축강의 8 부분과 전체. 총 216쪽, 안그라픽스, 2018. 3. 5.

   9.   김광현: 건축강의 9 시간의 기술. 총 200쪽, 안그라픽스, 2018. 3. 5.

10. 김광현: 건축강의 10 도시와 풍경. 총 192쪽, 안그라픽스, 2018. 3. 5.

 11. 김광현: 건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들. 총 710쪽, 뜨인돌, 2018. 2. 28.

<보고서>

   1.   김광현, 남지현, 강식 외 5명: 경기도 제2차 광역건축기본계획, 총 454쪽, 경기연구원, 

201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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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및 특강>

   1.   건축의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2018년 2학기.

   2.   건축의 공동성. 건설기술교육원, 건설기술교육원 인천본원, 2018. 1. 25.

   3.   김광현 교수의 42년 동안의 대답과 계속될 질문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서울

대학교 미술관 오디토리엄, 2018. 2. 22 .

   4.   정보가 바꾼 건축. SK 경영경제연구소, SK 경영경제연구소, 2018. 2. 23.

   5.   공간과 전례. 서울대교구 중견사제연수원, 서울대교구 중견사제연수원, 2018. 3. 13.

   6.   그리스도교 교회의 빛과 공간. 서울대교구 중견사제연수원, 서울대교구 중견사제연수원, 

2018. 9. 11.

   7.   지속가능한 도시와 건축의 문제. 친환경설계아카데미, 대한건축사협회, 2018. 3. 14.

   8.   사람은 왜 건축을 하는가. 안그라픽스, DDP 크레아 라운드홀, 2018. 3. 29.

   9.   무엇이 당신의 질문인가. 안그라픽스, DDP 크레아 라운드홀, 2018. 3. 30.

10. 건축을 생각하는 이유. 고급금융과정,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LG경영관, 2018. 4. 18.

11. 하느님의 집, 하늘의 문. 문화와 복음 아카데미, 당고개순교성지, 2018. 4. 30.

12. 그리스 건축: 신들의 풍경. 서울대학교박물관, 서울대학교박물관, 2018. 5. 16.

13. 공간은 사회적, 사회는 공간적. 에이트 인스티튜트, 2018. 5. 17.

14. 사회가 만드는 건축. ACPMP, 서울학교 공과대학 39동, 2018. 7. 3.

15. 건축자산과 사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인재개발원, 2018. 7. 6.

16. 건축과 건축정책. 국토부 건축정책국, 세종정부청사, 2018. 7. 12.

17.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과 영성. 문화와 복음 아카데미, 문정2동 성당, 2018. 8. 8.

18.   당신 빛으로 저희는 빛을 봅니다. 재속프란치스코회 야고바형제회, 수지성모교육원, 

2018. 9. 1.

19. 공공건축의 의무. 김포도시공사, 김포도시공사, 2018. 9. 3.

20.   지속가능한 사회의 건축자산.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캠코마루, 

2018. 9. 4.

21. 세우는 자, 생각하는 자. 한국건축가협회 대전지회, 대전시청 강당, 2018. 10.5.

22. 건축을 보는 눈. 국립광주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2018. 10. 10.

23.   사회가 만드는 건축. 공유재산개발(2기).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인재개발원, 2018. 10. 

11.

24.   지속가능한 사회의 건축자산.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관계기관 워크숍, 기획재정부, 캠코인

재개발원, 2018. 10. 12.

25. 공간은 사회적, 사회는 공간적. 파주시청, 파주시민회관, 2018.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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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건축은 문화의 표현.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 2018. 10. 17.

27.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과 영성. 문화와 복음 아카데미, 수서동성당, 2018. 10. 17.

28. 사회가 만드는 건축.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수성구 범어도서관. 2018. 10. 18.

29. 건축은 교육. 남부교육지원청, 파주 지지향 대회의실, 2018. 10. 22.

30. 건축을 생각하는 방식. 경운박물관, 경운박물관, 2018. 10. 23.

31. 소유에서 점유로. 한라그룹, 한라인재개발원, 2018. 10. 24.

32. 건축은 공공을 향한 ‘큰 기술’. 전북도청, 고창 선운산 유스호스텔, 2018. 10. 26.

33.   미래를 향한 철도건축. 제8회 철도건축포럼 특별강연, 한국철도건축기술협회, 철도통합

청사, 2018. 11. 1.

34. 성무일도 강의. 재속프란치스코회 야고바형제회, 2018. 11. 3.

35.   건축은 사람을 가르친다.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EMBA,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

원(LG경영관), 2018. 11. 3.

36. 건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들.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중부비전센터, 2018. 11. 6.

37. 서초구의 공공건축. 서초구청, 서초구청 대회의실, 2018. 11. 7.

38.   공간과 빛: 성당 건축의 영성. 서울대교구 사제평생교육원, 서울대교구 사제평생교육원, 

2018. 11. 7.

39. 건축은 문화의 표현. 한국철강협회 스틸하우스 회의, 이천 미란다호텔, 2018. 11. 16.

40. ‘미술관’이라는 건축공간.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018. 11. 22.

41.   건축이 가르쳐 주는 것. 영등포구청 직무교육, 영등포구청, 영등포구청 기획상황실, 2018. 

11. 23.

42.   건축은 사람을 가르친다. 신한 Management School 강의,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LG경영관), 2018. 11. 23.

43.   건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 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 도봉숲속마을 송석대강당, 

2018. 11. 30.

44. 건축은 공공을 향한 ‘큰 기술’. 충청북도, 충청북도자치연수원, 2018. 12. 4.

45. 공공건축과 공공성. 종로구청, 종로구청 한우리홀, 2018. 12. 5.

46.   건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고급금융과정, 서울대학

교 경영전문대학원(LG경영관), 2018. 12. 19.

47.   건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 서울대학교 대학행정교육원 특강, 행정대학원 구관

(57동), 2018. 12.19. 

48. 건축은 문화의 표현. 경상북도 건축행정 워크숍, 경상북도, 경주 황룡원, 2018. 12. 20.

49.   건축이 해야 할 일, 건축사가 해야 할 일. 대한건축사협회 서울건축사회, 대한건축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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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20.

50. 배제하는 건축. 대한건축사협회 서울건축사회,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2018. 3. 9.

51. 건축사가 해야 할 일. 대한건축사협회 서울건축사회, 대한건축사협회, 2018. 4. 18.

52.   건축이 해야 할 일, 건축사가 해야 할 일. 대한건축사협회 서울건축사회, 대한건축사협회, 

2018. 6. 20.

53.   하느님의 집, 하늘의 문. 가톨릭교회 건축의 공간과 영성. 그리스도교 신앙과 예술 특강 

1, 가톨릭대학교 문화영성대학원, 2018. 11. 22.

54.   하느님의 집, 빛과 공간. 가톨릭교회 건축의 공간과 영성. 그리스도교 신앙과 예술 특강 

2, 가톨릭대학교 문화영성대학원, 2018. 11. 29.

55.   하느님의 집,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가톨릭교회 건축의 공간과 영성, 그리스도교 신앙

과 예술 특강 3, 가톨릭대학교 문화영성대학원, 2018. 12. 6. 

56.   하느님의 집, 전례와 공간. 가톨릭교회 건축의 공간과 영성, 그리스도교 신앙과 예술 특강 

4, 가톨릭대학교 문화영성대학원, 2018. 12. 13.

57.   김광현 교수에게 건축을 듣다: 세우는 자, 생각하는 자.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지회, 아

시아문화전당, 2018. 9. 20.

58.   김광현 교수에게 건축을 듣다: 시간의 기술.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지회, 아시아문화전

당, 2018. 9. 21.

59.   김광현 교수의 홍대앞 건축강의(1), 건축의 시간 + 테이블 토크: 학교 안의 건축이론, 어

떻게 배우나. 공동건축학교, KB 락스타 청춘마루, 2018. 11. 8.

60.   김광현 교수의 홍대앞 건축강의(1), 건축의 풍경 + 테이블 토크: 학교 밖의 건축이론, 어

떻게 세우나. 공동건축학교, KB 락스타 청춘마루, 2018. 11. 22.

61.   젊은 건축가들을 위한 <김광현 교수의 수요건축강의>, 건축이라는 가능성(1권 전반). 공

동건축학교, 해안건축 신관, 2018. 10. 24. 

62.   젊은 건축가들을 위한 <김광현 교수의 수요건축강의>, 건축이라는 가능성(1권 후반). 공

동건축학교, 해안건축 신관, 2018. 10. 31.

63.   젊은 건축가들을 위한 <김광현 교수의 수요건축강의>, 세우는 자, 생각하는 자(2권 전

반). 공동건축학교, 해안건축 신관, 2018. 11. 14.

64.   젊은 건축가들을 위한 <김광현 교수의 수요건축강의>, 세우는 자, 생각하는 자(2권 후

반). 공동건축학교, 해안건축 신관, 2018. 11. 28.

65.   젊은 건축가들을 위한 <김광현 교수의 수요건축강의>, 거주하는 장소(3권 전반). 공동건

축학교, 해안건축 신관, 2018. 12. 12.

66.   젊은 건축가들을 위한 <김광현 교수의 수요건축강의>, 거주하는 장소(3권 후반). 공동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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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학교, 해안건축 신관, 2018. 12. 26.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위원장.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기술자문위원회, 2018. 1~2018. 12.

   2.   위원.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2018. 1~12.

   3.   위원장. 한옥마을 가꾸기 마을공동체 사업 심사위원회, 서울시청, 서울시청 본관, 2018. 3. 

15.

   4.   위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방향 설정 TF, 국토부 세종회의실, 2018. 3. 21.

   5.   위원장. 동작구청사 신축 현상설계경기 심사위원회, 동작구청, 동작구청 기획상황실, 

2018. 5. 3.

   6.   위원장. 신길중학교 현상설계 심사, 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 2018. 7. 26, 31.

   7.   위원장. 2018 철도건축문화상 계획부문 심사, 한국철도건축기술협회, 철도통합청사, 

2018. 8. 23.

   8.   위원장. 2019년도 예산편성관련 보조금심의위원회, 서울시, 서울시 본관, 2018. 9. 18.

   9.   위원장. 청년정책과 청년프로젝트 2기 투자사업 프로젝트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서

울시, 서울시 본관, 2018. 11. 14.

10.   위원. 방배동 뒷벌어린이공원일대 미니센트럴파크 조성계획 관련 자문, 서초구청, 서초구

청 대회의실, 2018. 11. 15.

11.   위원장. 서울 공공한옥 공동체주택 신축 설계용역 제안공모 심사위원회, 서울시청, 서울

시청 본관, 2018. 12. 18.

<기고문>

   1.   문화일보 지식카페 ①, 사보아 주택에는 왜 사람이 살지 않는가(김광현의 ‘건축으로 읽는 

일상 풍경’), 2018. 4. 11.

   2.   문화일보 지식카페 ②, ‘판스워스 주택’에 막힌 곳은 욕실뿐 (김광현의 ‘건축으로 읽는 일

상 풍경’), 2018. 5. 2. 

   3.   문화일보 지식카페 ③, 르 코르뷔지에가 ‘카바농’ 지은 까닭(김광현의 ‘건축으로 읽는 일

상 풍경’), 2018. 5. 23.

   4.   문화일보 지식카페 ④, ‘낙수장’ 건축주 카우프만家(김광현의 ‘건축으로 읽는 일상 풍경’), 

2018. 7. 4. 

   5.   문화일보 지식카페 ⑤, 사그라다 파밀리아 (上) (김광현의‘건축으로 읽는 일상 풍경’), 

2018.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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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문화일보 지식카페 ⑥, 사그라다 파밀리아 (下) (김광현의 ‘건축으로 읽는 일상 풍경’), 

2018. 8. 22. 

   7.   문화일보 지식카페 ⑦, 사는 법을 가르쳐 준 집 (김광현의 ‘건축으로 읽는 일상 풍경’), 

2018. 9. 12.

   8.   문화일보 지식카페 ⑧, 美산업디자이너 임스부부 주택(김광현의 ‘건축으로 읽는 일상 풍

경’), 2018. 10. 24. 

   9.   문화일보 지식카페 ⑨, 멕시코 건축가 루이스 바라간의 자택(김광현의 ‘건축으로 읽는 일

상 풍경’), 2018. 11. 21.

10.   문화일보 지식카페 ⑩, 알바르 알토의 마이레아 주택(김광현의 ‘건축으로 읽는 일상 풍

경’), 2018. 12. 12. 

11. 건축은 건축주와 사용자에게서 시작한다. 한국경제 전문가 포럼, 2018. 11. 13.

12. 空間의 사용 가치를 아는 공동체여야. 한국경제 전문가 포럼, 2018. 12. 13. 

13.   나무의 심(芯)은 자라지 않는다. 2018 서울대 새내기 기초교양 교육과정 길잡이, 168-169

쪽,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2018. 1. 15. 

14. 열정? 나도 모르게 타오르는 마음. 대우건설인, 2018 5+6월, 22-23쪽, 2018. 5. 31. 

15. 잡다하고 허름한 것. 월간 에세이, 11월호(통권 379), 40-43쪽, 2018. 11. 1.

<동정>

(수상)

   1.   황조근정훈장.  2018. 2. 28.

   2.   2018 한국건축문화대상 ‘올해의 건축문화인상’ 수상. 2018. 11. 13. 

   3.   저서 ‘건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들’(뜨인돌)이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올해의 책’ 

인문사회과학부문으로 선정, 2018. 11. 15.

   4.   저서 ‘건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들’(뜨인돌)이 ‘2018 세종도서’ 교양 부문에 선정, 

2018. 12. 20.

<기타 근황>

   1.   건축학의 아버지 김광현 교수. 한수진이 만난사람, SBS 라디오, 2018. 4. 8.

   2.   건축의 가능성을 묻다: 건축의장과 건축이론. 건축평단 대담, 이건하우스 홍대전시장, 

2018. 4. 16.

   3.   천호, 하느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집, 전주교구 천호 부활성당-아름다운 성당을 찾아서

(24). 가톨릭평화신문, 2018.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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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교회 건축, 제대로 알게 해 주는 길잡이 되고파. 정년 퇴임한 ‘건축학 대부’ 김광현(서울대

학교 건축학과) 교수, 가톨릭평화신문, 2018. 4. 1.

   5.   공동의 작업, 공통의 가치. 인터뷰, 비블리아 40호, 72-75쪽, 2018. 4. 1.

   6.   건축감각 기르기, 김광현 교수 인터뷰. 어라운드 58호, 30-41쪽, 2018. 5. 28.

   7.   다큐멘터리 영화 얼마나 아름다운가(Quam Speciosi) 출연, 세계종교평화협의회, 2018. 

5. 13.

   8.   김광현 교수의 ‘끝내지 않은 강의’. Wide AR no. 61, 2018. 5. 17.

   9.   건축을 배운다는 것의 의미. SPACE 2018년 6월호 인터뷰, 2018. 5. 31.

10.   ‘건축은 우리 모두의 기쁨’: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광현. JTBC 차이나는 클라스 68회에 

출연, 2018. 7. 11.

11.   소통하는 건축가, 세우는 자, 생각하는 자.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MATERIC) 

M-Terview(연구자인터뷰), 2018. 10. 15.

12.   제1장 세상의 모든 ‘사이’를 이야기로 채워 가는 건축가, 공과대학 건축학과 김광현 교수. 

소울(SOUL)대학교: 서울대 교수들의 영혼을 울리는 인생 강연, 김대환 지음, 꿈결, 2018. 

8. 31.

13.   크리틱: 서울대 건축학 교실의 열림 수업. 김지우 지음(2011년 건축설계스튜디오 5-1 김

광현 교수 수업 내용을 모두 기록한 책), 360쪽, 학고재, 2018. 1. 25.

14. ‘올해의 건축문화인상’ 수상 인터뷰. 서울경제신문, 2018. 11. 13.

15. 저서 ‘건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들’(뜨인돌) 재쇄, 2018. 5. 15. 3쇄 2018. 11. 6.

16. 저서 ‘건축강의’(전 10권) 재쇄, 2018. 12. 22.

김효철 (조선해양공학과)

<논문>

   1.   권종오, 김효철, 류재문, 오정근(2018) 조파판 수중운동의 근사해석과 조파기 설계에 응

용. 대한조선학회 논문집, ISSN:1225-1143, Vol. 55, No. 6, pp. 527-534, December 2018, 

eISSN:2287-7355, http://doi.org/10.3744/SNAK. 2018.55.6.527.

<학술회의>

   1.   권종오, 김효철, 류재문 외 1명: 이중플랩 조파기의 설계 및 2차원 수조실험을 통한 성능

분석. KTTC 2018 춘계 workshop, 부산대학교, 2018. 4. 12.

   2.   권종오, 김효철, 류재문 외 2명: 이중플랩 조파기 설계 및 실험을 통한 선형중첩 이론의 



4부  명예교수 학술 및 봉사활동   383

검증. 2018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회의, 대한조선학회 세션, 제주 ICC, 

2018. 5. 24~25.

   3.   김효철, 권종오, 류재문 외 2명: 상하부 수평동요가 다른 조파판의 이중동요 근사해석. 

2018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회의, 대한조선학회 세션, 제주 ICC, 2018. 5. 

24~25.

   4.   김효철, 오정근, 권종오 외 3명: 수중 조파판의 조파성능과 신형식 다기능 조파기에 응용. 

2018년 추계 · KTTC workshop,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KRISO), B동 3층 세미나실, 

2018. 11. 1.

   5.   권종오, 류재문, 김효철 외 3인: 2차원 수조에서의 불 규칙파 생성 및 해석에 관한 실험적 

연구. 2018년 추계 · KTTC workshop,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 B동 3층 세미나실, 2018. 

11. 1.

   6.   김효철, 권종오, 류재문 외 3인: 상단과 하단이 독립적으로 동요하는 신형식 조파기 설계. 

대한조선학회 2018년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창원 컨벤션 센터, 2018. 11. 8~9.

<기고문>

   1.   상상의 수면위에서. 서울공대 2018년 3월, No. 108, 44-46쪽.

   2.   석봉의 부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제13호, 215-217쪽, 2018. 4. 2.

   3.   실험하는 로봇을 만들다. 서울공대 2018년 6월, No. 109, 44-46쪽.

   4.   한강의 마징가. 서울공대 2018년 9월, No. 110, 45-48쪽.

   5.   등 뒤에 맺힌 땀방울. 서울공대 2018년 12월, No. 111, 46-47쪽.

<연구>

   1.   김효철, 김우식, 김우진, 김인호, 김재성, 류재문, 오정근: 조파판에 플랩이 붙여진 선박모

형 시험용 파랑 발생장치. 출원번호 10-2018-0000296(접수번호1-1-2018 –0003870-34)

   2.   김효철, 김우진, 김재성, 류재문, 오정근: 횡 동요하는 선박의 탱크에 작용하는 유체력 측

정용 강제 동요장치. 출원번호 10-2018-0001051(접수번호 1-1-2018-0010647-23)

   3.   김효철, 김우진, 김재성, 류재문, 오정근: 조파판 상단과 하단을 독립적으로 제어하는 선

박모형 시험용 파랑발생장치. 출원번호 10-2018-0019183(접수번호 1-1-2018-0168003-56)

   4.   김효철, 김우진, 김재성, 류재문: 레일에 장착하는 예인전차 비상제동 장치. 출원번호 

10-2018-0019284(접수번호 1-1-2018-01695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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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근황>

   1.   상해선박해운 연구소의 예인전차 구동용 차륜 시스템 설계 시안 자문, ㈜ 마린스페이스, 

2018. 1. 22.

   2.   조선기술 초판 4쇄 수정 사항 보고, 대한조선학회, 2018. 2. 27.

   3.   Bangladesh University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Dept. of Naval Architecture 

and Marine Engineering 선형시험수조 시설 시안검토, (주)마린 스페이스, 2018. 3. 9.

   4.   원형조파 및 조류발생 수조 실험설비 계획 검토, 한국기자재연구원, 2018. 3. 30.

   5.   Anti-rolling tank 실험장치 하중검출장치 설계시안, 대우조선해양, 2018. 5. 4.

   6.   과학기술회관 영구입주권 관련 대한조선학회 입장 자문, 대한조선학회, 2018. 5. 8.

   7.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회의에서 논문발표, 대한조선학회, 2018. 5. 24.

   8.   National Iranian Marine Laboratory에서 연안 및 해양공학 실험시설 설계기준 관련 자문 

및 정밀 레일 및 고속전차 관련 교육, Teheran NIMALA 연구소, 2018. 6. 13.

   9.   대만 성공대학의 예인전차 고속화와 정밀레일 자문, 서일본 유체기연, 2018. 6. 27.

10.   상해선박해운연구소 내항성 시험수조의 예인전차 가이드 장치 설계 자문, ㈜마린스페이

스, 2018. 7. 27.

11.   상해선박해운연구소 내항성 시험수조의 예인전차 제동장치 설계자문, ㈜마린스페이스, 

2018. 8. 25.

12. 4650톤급 석탄운반선 선형시험 결과 검토, 코리아 디자인 테크, 2018. 9. 14.

13.   2차원 조파 · 조류수조 기술시방 검토, University of Marine Technology, Malaysia, 2018. 

11. 22.

14.   선형시험 수조와 내항성능실험 기술 및 소요 계측장비에 관한 계획 자문, Auburn 

University, USA, 2018. 12. 14.

농업생명과학대학

김병동 (식물생산과학부)

<논문>

   1.   Son, J., Jo, S., Song, Y., Lee, B. H., Kim, M. K., Kim, B.-D., Park, S. H. Construction of 

Foldback Intercoil DNA Nanostructures and Analysis of Their Vibrational Modes. J. 

Phys. Chem. C 2018, 122, 2890-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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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회의>

   1.   “Foldback Intercoil DNA: What it means to 21C Life Science”,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

회 봄학술대회. 경희대학교 이과대학 소강당. 2018. 3. 28.

<강의 및 특강>

   1.   종자과학은 인류 식량과 생명과학의 핵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명

덕외국어고등학교, 2018. 7. 19.

   2.   FBI DNA와 생명과학.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미림여자고등학교, 

2018. 8. 18.

   3.   종자과학은 인류 식량과 생명과학의 핵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미

림여자고등학교, 2018. 11. 3.

<기타 근황>

   1.   서울대학교 교수합창단.

     1) 서울대학교 어울림 콘서트. 문화관 중강당, 2018. 5. 3.

     2) 방문연주회. 여주 소망교도소 2018. 5. 29.

     3) 제8회 정기연주회.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 2018. 12. 13.

   2.   설악산 대청봉 등반. 2018. 5. 24.

이경준 (산림과학부)

<저서>

   1.   이경준: 문답으로 배우는 조경수 관리지식. 향문사. 총 346쪽. 2018. 1. 5.

<보고서>

   1.   이경준 외: 산림녹화 기록물 발굴 수집 및 분석 정리. 산림청 용역 보고서, 산림정책연구

회, 2018. 12. 15.

   2.   이경준 외: 치산녹화사업(1973-1987)의 이해관계자 기록 수집. 국립산림과학원 용역 보고

서, 산림정책연구회, 2018. 11. 30.

<학술회의>

   1.   Lee, K. J.: Policies and Technology for the Successful Reforestation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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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Symposium on Forest & Landscape Restoration,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Shilla Hotel, Oct. 25, 2018.

   2.   이경준: 산림녹화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산림녹화 UNESCO세계기록유산등재 

심포지엄, 1-14쪽, 산림청,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2018. 11. 8.

<강의 및 특강>

   1.   아까시나무의 재평가와 국내 신품종 개발 현황. 서울국유림관리소, 2018. 1. 10.

   2.   조경수관리자 교육. 수목생리. 신젠타, 호암교수회관, 2018. 1. 11.

   3.   조경수관리교육. 수목생리, 기타.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2018. 1. 22~26, 6. 25~29, 11. 20.

   4.   나무, 숲, 임업. 에코아이생태교육연구소, 2018. 1. 30, 4. 20, 5. 4, 8. 22, 8. 24.

   5.   수목생리. 임업인연수원, 청송, 2018. 3. 8.

   6.   산림생태학. 숲해설가협회, 2018. 3. 13, 6. 2, 6. 14, 9. 18.

   7.   수목생리 및 식재관리. 산림아카데미, 대전, 2018. 3. 17, 10. 6, 11. 14.

   8.   보수교육: 수목생리. 수목보호협회, 2018. 3. 30, 8. 23.

   9.   학교나무 가꾸기. 서울시 과학관, 2018. 4. 16, 4. 23, 5. 14, 9. 17.

10. 분재반 수목생리. 산림교육원, 진접, 2018. 4. 24, 5. 14.

11. 한국의 산림녹화. 서울대학교 녹색지도자과정, 2018. 4. 24.

12. 임학. 숲밧줄연구회, 2018. 5. 8, 7. 6, 11. 27.

13. 조경수 토양과 관리. 국립생태연구원, 서천, 2018. 5.9, 7. 27.

14. 에코캠퍼스투어 숲 해설. 서울대학교 학술림, 관악 2018. 5. 11, 연건동 9. 4, 분당 9. 9.

15. 수목생리. 농수산대학 연수과정, 전주, 2018. 6. 8, 8. 3, 8. 17.

16. 수목생리. 가톨릭대학교 산림치유지도사 과정, 부천, 2018. 6. 16.

17. 수목의학 특강. 산림문화콘텐츠연구소, 2018. 7. 5~8. 9. (12회)

18. 조경수 관리. 경상대학교 산림자원학과, 창원, 2018. 8. 21.

19. 조경수 병해충관리. 임업기계훈련원, 강릉, 2018. 9. 3.

20. 리더쉽아카데미. Successful Reforestation in Korea, 2018. 4. 13, 10. 12.

21. 나무의사 양성과정 수목생리학. 수목보호협회, 2018. 9. 9~10. 7.

22. 나무의사 양성과정 수목관리학. 경상대학교, 진주, 2018. 10. 19~27.

23. 나무의사 양성과정 비전염성 병. 서울대학교, 2018. 11. 4~24.

24. 수목생리심화교육. 숲해설가협회, 2018. 12. 6~진행 중(3회).



4부  명예교수 학술 및 봉사활동   387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외래임상의. 2018. 1. 1~12. 31.

   2.   산림녹화UNESCO기록유산등재추진위원회. 위원장. 2018. 1. 1~현재.

   3.   한국산림정책연구회. 회장. 2018. 2~현재.

   4.   한국포플러위원회. 부회장. 2018. 1~현재.

   5.   유한회사 도성개발 브레인트리생명공학연구소. 소장. 2018. 1~4.

<기고문>

   1.   지금의 울창한 숲은 누가 만들었나? 교수신문 오피니언. 9쪽, 2018. 10. 15.

   2.   산림녹화UNESCO등재시키자. 임업신문 창간22주년 특집호. 2018. 7. 5.

   3.   정조식재를 정착시킨 김영준 국장 이야기. 산림정책연구회 연구보고 7월호. 

   4.   수목상식. 골프코스관리정보. 봄호, 여름호, 가을호, 겨울호. 골프장경영협회. 2018.

이돈구 (산림과학부)

<영문 저서>

   1.   Don Koo Lee: Forest Pathways Through National Reforestation Programs and 

Innovative Public-Private Forest Investments. Lessons from the Republic of Korea.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AFoCO). Seoul, Korea. 31 pp. November 2018.

<논문>

   1.   Don Koo Lee, Ki Chol Kwon and Yohan Lee (2018) The role and contribution of san-

lim-kyes during Saemaul Undong in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1970s. Forest 

Science and Technology 14 (2): 47-54.

   2.   Fatema Nabybaccus, Don Koo Lee, Yohan Lee and Jung Il Seo (2018) Examination of 

differences in water quality and quantity by reservoir catchment with a different land-

use type in the Republic of Mauritius. Sustainability 10 (6): 2080-2096; http://10.3390/

su10062080

<Book Chapter>

   1.   이돈구. 2018. 이돈구의 회상 (365-368쪽). 제9장 회고담. 동창회 70년사(1948~2018). 서

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 창립 70주년 기념문집, 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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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Don Koo Lee. 2018. The Republic of Korea. Page 79 in Chapter 3. What does it take to 

achieve the SDGs? Country case studies. 2018 The State of the World’s Forests. Forest 

Pathways to Sustainable Development. FAO of the UN. 118pp.

   3.   Don Koo Lee. 2018. Lee, Don Koo. Pages 94-95 in Victor K. Teplyakov. Honorary 

Members of IUFRO: 1953–2017. Vienna, IUFRO. 100p.

   4.   Marilyn S. Combalicer, J. O. Hernandez, Pil Sun Park and Don Koo Lee. 2018. 

Regeneration in Acacia mangium Wild. plantation in Mt. Makiling Forest Reserve, 

Philippines (Chapter 3). Pages 83-112 in A. Matheson (Ed.). Acacia Characteristics, 

Distribution and Uses. Nova Publishers, Inc., New York. 263pp.

<강의 및 특강>

   1.   조림학. 영남대학교 박정희새마을대학원, 2018. 3. 2~6. 21.

   2.   표본 및 자료분석.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2018. 9. 3~12. 12.

   3.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Sustainable Forest in a Changing Climate in Asia. 특별

강연, 영남대학교 박정희새마을대학원. 2018. 10. 29.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석좌교수. 영남대학교 박정희새마을대학원, 2013. 4~현재.

   2.   위원장.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자문위원회, 2013. 7~현재.

   3.   이사장. (사)생명의 숲 국민운동, 2015. 3~2018. 3.

   4.   이사장. (재)국가농림기상센터, 2016. 10~현재.

   5.   자문위원. 강원연구원 자문위원회, 2017. 7~현재.

   6.   감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17. 12~현재.

   7.   겸임교수.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2018. 9~현재.

나용준 (농생명공학부)

<보고서 및 자료집>

   1.   나용준(공동연구자):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병해충 조사(2017년도). 총 109쪽, 서울대학

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병원, 2018. 2.

   2.   나용준: 배롱나무 흰가루병. 서울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기술자료(2018-1), 6쪽, 2018. 11.

   3.   나용준: 홍가시나무 점무늬병. 서울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기술자료(2018-2), 6쪽,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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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   나용준: 버즘나무 탄저병. 서울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기술자료(2018-3), 6쪽, 2018. 11.

   5.   나용준: 소나무 페스탈로티아 잎마름병. 서울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기술자료(2018-4), 6

쪽, 2018. 11.

<강의 및 특강>

   1.   나무외과수술 및 나무의사제도. 신젠타 코리아(주) 주최 조경수 관리자 교육, 서울대학교 

호암 교수회관, 2018. 1. 11.

   2.   수목병 관리, 수목 외과수술, 올바른 가지치기, 수목의 상처 치료 등 4개 과목 강의. 서울

대학교 식물병원 주최 제35회 주경수관리교육과정, 2018. 1. 22~26.

   3.   수목병 관리, 수목 외과수술, 올바른 가지치기, 수목의 상처 치료 등 4개 과목 강의. 서울

대학교 식물병원 주최 제36회 조경수관리교육과정, 2018. 6. 25~29.

   4.   수목병리학.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병원 제1회 나무의사 양성 교육과정. 

2018. 10. 6~12. 8.

   5.   조경수의 병해 관리 강의 및 수목병해 진단 워크숍. 서울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산하 수

목관리 담당공무원 대상 수목관리 기술교육,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2018. 11. 6~7, 11. 20.

   6.   한라산 구상나무의 쇠락과 Scleroderris 가지마름병.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

산 연구부, 2018. 11. 9.

우건석 (농생명공학부)

<강의>

   1.   제1회 나무의사 양성과정 수목해충학.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 서울대학교 43-1동 401호, 

2018. 10. 7, 13, 14, 21, 27.

   2.   조경수관리기술교육 “수목해충”.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75-1동 203호. 2018. 11. 6, 20.

   3.   조경수관리 기술교육 · 수목해충의 동정 · 진단 워크숍. 서울대학교 203동 301호. 2018. 

11. 22.

   4.   2018 동계 양봉 지도자 교육. “세계 벌꿀 생산과 우리나라 시장 환경”. 서울대 · 농업생명

과학연구원 한국양봉농협주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홀, 2018. 12. 11.

<기고문>

   1.   곤충이란?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조경수관리교육(7차 개정판). 135-150쪽, 2018.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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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경수 해충의 종류 및 관리.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조경수관리교육(7차 개정판). 9-58쪽, 

2018. 1. 17.

   3.   수목해충의 동정. 진단 워크숍 교육교재. 서울대학교 수목진단센터, 14쪽, 2018. 11. 22.

   4.   2018 서울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운영 및 실연연구과제(2건). 수목진단센터 · 국립산림과

학원. 336쪽, 2018. 12. 15.

   5.   쥐똥밀깍지벌레. 서울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기술자료, 24-32쪽, 2018. 12.

   6.   외줄면충. 서울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기술자료, 33-40쪽, 2018. 12.

   7.   세계 벌꿀 생산과 우리나라 시장 환경. 꿀벌과 양봉 경영,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

원, 17-26쪽, 2018. 12. 11.

<기타 근황>

   1.   열대성 곤충상 조사 프로그램에 의하여 태국 푸켓 지역의 카존 · 파통 · 무양에서 돈나

무 · 벤자민무화과 · Hibiscus · Ixora 식물의 조릿대잎응애 · 벤자민관총채 벌레 · 가루깍지

벌레 등 발생생태를 조사, 2018. 3. 16~20.

   2.   스페인령 Canary Islands의 Tenerife 북부 이코드 데로스 비노스의 식생 소나무 · 뽕나

무 · 무화과나무 · 좁은잎유카립투스 · 비파나무 · 자카린다 · 송악 · 판다누스 · 유틸리스 등

에서 총채벌레와 깍지벌레의 발생상을 조사 2018. 6. 6~9.

   3.   Tenerife 산미구엘-라스게라타스 5km 구간의 해안성 가로수인 바다포도나무 · 돈나무 ·

종려 · Euonymus속 식물에 발생한 가루깍지벌레, 나무이의 기생밀도를 조사. 2018. 6. 

10~11.

   4.   Tenerife의 Teide 산 스페인 국립공원 2,700m 고지에 자생한 긴꽃술자치(Teide bugloss)

에 방화하는 고산분포종 sainfoin 벌(Melitta dimidiata)의 방화습성을 조사. 2018. 6. 12.

   5.   베를린 중구의 가로수와 동물공원의 피나무 · 칠엽수 보리장나무의 흡즙성 해충과 참나

무에 발생하는 OPM 나방의 발생실태를 조사. 2018. 6. 14~15.

   6.   베를린 서부의 Garten der welt 공원의 양봉장 관리현황과 철쭉 · 소나무 · 물푸레나무 ·

칠엽수 · 너도밤나무의 깍지벌레 · 매미충류의 발생실태를 조사. 2018. 6. 16.

   7.   Malta 공화국, 리칼두 쟈미트 지역 포도농원의 양봉장 방문, 마르사-람라 지역의 식생 자

원 보전 계획, 소철의 ACS 깍지벌레의 발생생태조사. 2018. 6. 18~20.

   8.   암스텔담의 암스텔파크의 야생체리나무에서 잎을 가해하는 Bucculatrix 집나방과 잎굴

나방의 발생을 확인함. 2018. 6. 21~24.

   9.   영국 런던 RCA 대학원(Art & Design) 졸업식에 초대받아 로얄 알브터 홀을 방문. 2018.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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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옥스퍼드대학 캠퍼스의 가로수 · 밀원식물의 분포상태, 유럽피나무와 아카시나무를 중심

으로 조사. 2018. 6. 30.

11.   런던소재 Hampstead Heath 공원의 참나무에 발생하는 OPM나방의 발생유형과 이동방

법을 조사. 특히 OPM의 센털에서 분비되는 성분으로 피부 자극 피해 예방 · 방제프로그

램을 확인. 시민의 안전을 고려한 수목관리제도의 운영 실태를 알아봄. 2018. 7. 1.

12.   런던의 햄턴코트궁에서 열린 영국왕립원예 전시회 참관 · 화분매개 야생벌의 산업적 이용 

현황 조사. 2018. 7. 3.

13.   런던의 홀랜드 파크의 공원 생태센터를 방문. 공원 식물의 종다양성 향상을 위한 공원의 

관리시스템 · 나비목 곤충의 기본적 조사자료 열람. 2018. 7. 2.

14.   미국 시애틀 에드먼즈 습지공원에 자생하는 Salix 속 식물잎에 기생한 혹벌의 발생밀도를 

조사. 2018. 8. 31~9. 3.

15.   워싱턴주 스캐깃군의 원주민이 약용식물로 이용했던 자생지를 방문. 벌링턴의 Ted Reef 

공원의 습지 생물(공충집단)군집 현황 조사. 2018. 9. 7.

16.   워싱턴주 베링햄 지역의 철쭉 · 가문비나무 · 전나무 · 수국 등에 발생하는 총채벌레 · 깍지

벌레 · Graphocephala 매미충 등 곤충상 조사. 2018. 9. 8.

17.   앨라스카주 글래시어만 국립공원에서 숲의 출발지로 알려진 Mount Fairweather Bartlett 

산골짜기를 방문, 2018. 9. 13.

18.   앨라스카주 스캐그왜이에서 대발생한 yellow spotted Tiger moth의 사과나무 · 자작나무 

등 20여 종의 기주식물과 발생상태를 조사. 2018. 9. 12.

19.   앨라스카 주노지역 맨댄홀 통가스 국립산림공원에서 미국솔송나무 생태계의 임도를 방

문함. 2018. 9. 11.

20.   시카고 서부 Morton Arboreturn의 식물병원을 방문. 수목병해충의 동정 · 적절한 수목 케

어 · 진단과 운영 · 삼림해충의 동정과 위해요인 진단 관련 워크숍 참여. 2018. 9. 21.

21.   시카고 시내 가로수의 보호관리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소나무에 발생한 솔잎깍지벌레

(PNS: Chionaspis pinifoliae)의 기생밀도 · 기주범위를 조사. 2018. 9. 22.

22.   물향기수목원의 식생에서 미국선녀벌레 · 꽃매미 · 뽕나무이 · 미국흰불나방의 생태조사.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2018. 4~11.

23.   2018 식물병원 에코캠퍼스 프로젝트 조사 및 워크숍(서울대학교 태화산 학술림). 2018. 

4. 8,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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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하 (농생명공학부)

<저서>

   1.   이무하, 남기창, 조철훈, 장애라: 축산식품윤리. 총 320쪽, 유한문화사, 2018. 2. 25.

   2.   이무하, 강석남, 김일석, 남기창, 민병록, 임동균, 장애라, 조철훈: 식육과학 4.0. 총 370쪽, 

유한문화사, 2018. 8. 31.

<논문>

   1.   Lee, M., Seol, K. H., Choe, J., et al. (2018) Bioactivites of peptide fractions derived from 

proteolytic enzyme-injected Hanwoo longisimmus muscle in a model system. 

International Journal of Food Properties 21(1):220-227.

<학술회의>

   1.   이무하: Why should the eating of food of animal origin be ethical? 2018년도 한국축산

식품학회 국제 심포지엄, 제주대학교 컨벤션센터, 2018. 5. 23.

<강의 및 특강>

   1.   젊은이를 위한 성공비결.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물생명공학전공, 2018. 5. 1.

   2.   Challenges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 연세대학교 원주캠

퍼스, 정의관, 2018. 5. 28.

   3.   잘 먹고 잘 살기. 분당 중앙고등학교 석학강연, 2018. 5. 30.

안동만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위원. 서울시 건축위원회, 2015. 2~현재.

   2.   위원. 경기도 고양시 경관위원회, 2015. 7~현재.

   3.   위원. 서울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2017. 7~현재.

   4.   위원. 인천시 도시공원위원회, 2018. 1~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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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근 (농산업교육과)

<저서>

   1.   이무근, 이찬: 꿈꾸는 진로 여행. 총 378 쪽, 교육과학사, 2018. 2. 5.

<특강>

   1.   한국직업교육훈련의 발전과 미래. 한국폴리텍대학 학장 포럼, 2018 제1회 세미나, 한국폴

리텍 대학 서울 캠퍼스 세미나실, 2018. 4. 16.

<봉사활동>

   1.   이사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16. 3. 1~현재.

   2.   위원장.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관리위원회, 2014. 6. 25~현재.

   3.   평가위원장.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연차평가, 2018. 6. 19~22.

   4.   평가위원장.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종합평가, 2018. 12. 11~14.

미술대학

김정자 (디자인학부)

<전시>

   1.   김정자: 김정자 회고전. 혜화아트센터 기획 초대전, 혜화아트센터, 2018. 11. 16~28.

서용선 (서양화과)

<화집>

   1.   서용선, 갤러리신라: 서용선. 총82쪽, 갤러리신라+아트프로젝트 앤드 아트파트너스,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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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개인전)

   1.   Suh Yongsun. City and History of the Landscape. MK gallery, Vienna, VA., USA, 2018. 

1. 27~2. 16.

   2.   서용선. 도시를 향한 현상학적 시선. 갤러리신라, 대구, 2018. 10. 11~11. 9.

   3.   서용선. 서용선의 자화상: Reflection. 갤러리 JJ, 서울, 2018. 11. 2~12. 22.

(단체전)

   1.   接點開花. 홍콩한국문화원, 홍콩, 2018. 1. 19~3. 31.

   2.   강원: The Story. 강릉아트센터, 강릉, 2018. 2. 5~25.

   3.   Trahere: 화가의 자화상.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파주, 2018. 3. 2~5. 20.

   4.   베트남에서 베를린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2018. 3. 9~7. 8.

   5.   We the People. Ozaneaux ArtSpace, New York. USA, 2018. 3. 16~5. 26.

   6.   2인전. 하이갤러리, 부산, 2018. 4. 20~22.

   7.   A New Era of Peace and a Peaceful Land. Grebel Gallery at Conrad Grebel University 

College, Waterloo, Canada, 2018. 7. 12~10. 5.

   8.   창원조각비엔날레. 성산아트홀, 창원, 2018. 9. 4~10. 14.

   9.   경기아카이브: 지금. 경기상상캠퍼스, 수원, 2018. 9. 10~10. 31.

10.   평화, 꽃이 피다. 남북한 작가 특별전. 서울대학교총동창회관전시장, 서울, 2018. 9. 

13~2019. 1. 30.

11. Salon de nook Gallery. 누크 갤러리, 서울, 2018. 9. 14~10. 5.

12. 장소를 품다: 부강. 스페이스몸, 청주 / 세종부강리고택, 세종, 2018. 10. 12~11. 2.

13.   붉은 땅, 푸른 강, 검은 갯벌: 무안문화의원류. 무안군오승우미술관, 무안, 2018. 10. 27~ 

12. 2.

14. 몽유인왕(夢遊仁王). 자하미술관, 서울, 2018. 10. 27~12. 2.

15. 안평대군의 비밀의 정원. 하동문화예술회관, 하동, 2018. 11. 5~12. 27.

16. 안평대군의 비밀의 정원. 춘천문화예술회관, 춘천, 2018. 12. 24~2019. 1. 31.

17. 평화의 시대, 평화로운 땅. 대청도 구 면사무소, 2018. 11. 24~30.

18. 독도미학. 세종문화회관, 서울, 2018. 11. 21~12. 11.

19. 독도미학. 상하이 주재 한국문화원, 상하이, 중국, 2018. 12. 22~2019. 1. 31.

20.   Sanha: Suh Yongsun and With-in/With-out BG Muhn Duet Show. MK gallery, Vienna, 

VA., USA, 2018. 12.8~28.

21. 예술가의 책장. 고양아람누리미술관, 2018. 12. 19~2019.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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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및 특강>

   1.   Trauma and Visual Art. York University, York Centre for Asia Research, Room140, YYZ 

Gallery, Toronto, Ontario, Canada, 2018. 5. 18.

   2.   아티스트 토크. 창원조각비엔날레, 성산아트홀, 창원, 2018. 9. 13.

   3.   서용선의 자화상. 갤러리 JJ, 서울, 2018. 11. 2.

   4.   그림과 글.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고양시, 2018. 11. 17.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심사위원장. Korea-Australia Arts Foundation Art Prize, Korea-Australia Arts 

Foundation, Sydney, Australia, 2018. 11. 16~12. 2.

<기타 근황>

   1.   미국 워싱턴디씨 한국문화원에서의 전시 및 문화원과 대한민국대사관 협력으로 

Torpedo Factory Art Center(Alexandria, VA., USA)에서 레지던시 아티스트 작업. 2017. 

12.1~2018. 2.26.

   2.   서용선 ‘도시와 역사풍경’전, 미주한국일보, 2018. 1. 26.

   3.   ‘도시와 역사풍경’ 전시회 개막, MK 갤러리 서용선 작가전, 미주 중앙일보, 2018. 1. 30.

   4.   서용선 · 최진욱 · 유근택의 자화상, 스포츠서울, 2018. 3. 16.

   5.   Trahere 화가의 자화상: 공주형, 한신대 교수 critic. 《월간미술》 2018. 04, Vol. 399, pp. 

152-153.

   6.   캐나다 York University, York Centre for Asia Research 초청 방문, 2018. 5. 1~.23.

   7.   서용선 · 김선두 화백 2인전, 부산 갤러리하이서 개최, 스포츠서울, 2018. 5. 27.

   8.   거듭거듭 묻는다 “나는 누구인가”: 서용선 최진욱 유근택의 자화상. 《불광》, 2018. 6. Vol. 

524, 108-113쪽.

   9.   뉴올리언스 고담시에서 재즈는 어떻게 유행하게 되었는가, 서울신문, 2018. 9. 7.

10. ‘경기 아카이브: 지금’, 개막 한눈에 볼 수 없는‘천년 역사’ 한자리, 경인일보, 2018. 9. 10. 

11. 누크갤러리 평창동 이전 기념 ‘살롱전’, 스포츠서울, 2018. 9. 18.

12.   경기문화재단, 다음달 31일까지 경기상상캠퍼스에서 경기천년 도큐페스타 ‘경기아카이

브: 지금’전 진행, 경기일보, 2018. 9. 19.

13. 갤러리신라, 서용선 개인전 ‘도시를 향한 현상학적시선’, 매일신문, 2018. 10. 11.

14.   서용선의 조형세계: 참혹한 세상을 버텨나갈 마음의 정화제, 김경운. 현대미술관회 출판

부, 『한국현대미술의 기수들』, 82-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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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갤러리신라, 내달 9일까지 서용선 ‘도시를 향한 현상학적 시선’전, 대구신문, 2018. 10. 16.

16. 시간이 멈춘 고택, 예술을 품다, 충청매일, 2018. 10. 14.

17. 인간의 천착… 예술의 본질을 묻고 답하다. 영남일보, 2018. 10. 17.

18. 고택에 살았던 한 여인을 기억하는 전시회, 충청리뷰, 2018. 10. 17.

19. 예술품은 고택: 고택이 품은 과거의 현재, 동양일보, 2018. 10. 18.

20. 신라갤러리 서용선 개인전(11일~11월 9일), 매일신문, 2018. 10. 18.

21. 서용선의 ‘자화상 Puteaux 2’, 아시아투데이, 2018. 11. 14.

22. 강렬함 속 알 수 없는 쓸쓸함, 서용선의 자화상, 스포츠조선, 네이버뉴스, 2018. 11. 6.

23.   보이지 않는 규율에 주눅든 도시, 그 ‘질서정연함’에 대한 도전, ⑬ 서용선과 도시, 국민일

보. 2018. 11. 21.

24.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서용선의 자화상’전, 조선일보, 2018. 11. 26.

25.   한호예술재단(Korea-Australia Arts Foundation)에서 주최하는 미술공모전(Art Prize) 심

사를 위해 호주 시드니 방문, 2018. 11. 26~12. 2.

26. ‘제6회 한호예술재단 미술 공모전’ 시상식 및 개막식 성료, 재외동포신문, 2018. 12. 6.

27. 문범강, 서용선 교수 초대전, 미주한국일보, 2018. 12. 10.

28. 문범강, 서용선 교수 초대전, 미주한국일보, 2018. 12. 13.

29. 저무는 ‘책의 해’에 띄우는 예술가들의 인사, 고양신문, 2018. 12. 23.

30.   미국 Virginia 주 MK gallery에서의 2인 전과 2019년 1월 NewYork, Mizuma Kips & Wada 

Art에서의 개인전 준비 및 현지작업으로 인하여 현재 New York 체류 중, 2018. 12. 6~31.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김철수 (법학부)

<논문>

   1.   김철수(2018) 헌법과 기본권연구회고. 학문연구의 동향과 쟁점 법학, 대한민국학술원 학

문연구의동향과 쟁점. 제8집, 2018년 12월, 1-100쪽.

   2.   김철수(2018)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고찰. 대한민국학술원통신 2018. 11호, 3-12쪽.

<추도문>

   1.   유기천 선생님 서거 20주년을 맞아. 월송회보. 2018. 12.



4부  명예교수 학술 및 봉사활동   397

<기타 근황>

   1.   대한민국 학술원 국제회의 및 학술발표회 및 월례회의 참석.

최병조 (법학과)

<논문>

   1.   최병조 · 이상훈(2018) 經國大典과 유언의 자유. 『서울대학교 法學』 제59권, 제2호, 2018년 

6월, 1-48쪽.

최종고 (법학과)

<전시>

   1.   최종고: Korean Impressions of Pearl S. Buck. Sleeth Gallery of Wesleyan College, 

Buckhannon, West Virginia, 2018. 9. 13~15.

<강연>

   1.   Pearl S. Buck and Korea, Buckhannon, Wesleyan College, 2018. 9. 13.

   2.   미술로 본 법과 정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인천 연수여자고등학교, 

2018. 10. 23.

   3.   제1회 국제펄벅심포지엄 기조강연, 부천, 2018. 10. 31.

   4.   동아시아의 법과 정의. 중국 사천성 성도시 서남민족대학 학술회의 기조강연, 2018. 11. 

17.

<기고문>

   1.   일본기행을 쓰고 그리다. <여행문화> 창간호, 2018. 9~10월호, 178-183쪽.

   2.   펄 벅 따라 미국기행. <여행문화> 2호, 2018.11-12월호, 186-192쪽.

   3.   서머세트 모옴 다시 보기. <글의 세계> 41호, 2018 봄호, 303-314쪽.

   4.   넬리 작스의 고통문학. <글의 세계> 42호, 2018 여름호, 289-293쪽.

   5.   독일 전기작가 프리덴탈의 방한. <글의 세계> 43호, 가을호, 291-298쪽.

   6.   나의 인생, 나의 문학. <문학서초>22, 2018.12.3., 205-212쪽.

   7.   펄 벅의 국제문예화. <국제문예> 73호, 2018 봄호, 30-39쪽.

   8.   청산 가자: 금아의 진주. <국제문예> 75호, 2018 가을호, 188-1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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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한국에서의 펄 벅 연구: 체험적 보고. <국제문예> 76호, 2018 겨울호, 21-30호.

10.   칸트와 괴테에 기반한 위대한 20세기 문화법철학자: 구스타브 라드브루흐. <지성의 상상 

미네르바> 70호, 2018. 봄. 94-109쪽.

11. 존재의 목자 마틴 하이데거. <지성의 상상 미네르바> 71호, 2018 여름, 쪽.

12.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여성지성 펄 벅. <지성의 상상 미네르바> 72호, 2018 가을, 113-126

쪽.

13. 까치깃털 하나: 한강이 라인강이라면. <한국창작문학>11권, 2018.6, 134-135쪽.

14. 헷세와 하이데거: 문학과 사상의 만남. <사상과 문학> 33호, 2018 여름호, 225-245쪽.

15. 펄 벅이 본 경상도. <펜.경북> 12집, 2018, 277-295쪽.

16.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답사기. <안동수필> 37집, 2018, 53-58쪽.

17. 내 아호는 청리 및 시 10편. <상주문학> 30집, 2018, 17-32쪽.

18.   Pearl S. Buck and Korea. Life and Literature in Pearl S. Buck: 2018 Bucheon 

International Symposium, 27-64쪽, 2018. 10. 31.

19. 펄 벅이 본 한국인의 사랑. <펄벅과 한국여성문학>, 심포지엄논문집, 65-82쪽, 2018. 6. 26.

20. 서울법대문화 3성(星) 가시다: 황병기 · 최인훈 · 최희준. <Fides> 7호, 2018, 53-70쪽.

21. 소고(小皐) 따라 창녕기행. <Fides> 7호, 2018, 212-219쪽.

22. 유기천의 문학사랑. <월송회보> 13호, 2018. 30-32쪽. 

23. 펄 벅 연표, <펄 벅의 눈으로 본 한국>. 부천펄벅기념관, 2018, 61-67쪽.

24.   한국사와 교회사의 스승(이원순(1925~2018) 교수 추모시). <교회와 역사> 520호, 2018. 

9, 37쪽.

사범대학

김신일 (교육학과)

<학술회의>

   1.   Kim Shinil: Learning Society as a Product of Strategic Partnership. A Keynote Speech 

at Annual Conference of the Europe Lifelong Learning Platform in Vienna, 5~7 July, 

2018.

   2.   Kim Shinil: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System and Policies of Lifelong Learning. 

A Keynote Speech at National Workshop of Lifelong Learning for Uzbekista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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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hkent, 15~16 August, 2018.

   3.   Kim Shinil: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Advocates for Lifelong Learning and 

Education. A Keynote Speech at EAFAE and BIG Conference in Manila, 6~7 

December, 2018.

<강의 및 특강>

   1. 한국 평생교육의 과거와 미래.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세미나 기조강연, 2018. 2. 1.

   2. 지속가능발전과 평생교육. 제주평생교육진흥원 개원기념 세미나 기조강연, 2018. 2. 28.

   3.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사는 지혜. 일성여자고등학교 강연, 2018. 4. 12.

   4. 포용사회와 소외계층 평생교육. 울산평생교육진흥원 세미나 기조강연. 2018. 12. 3.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전국평생학습연석회의 자문단장. 

   2.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위원. 국무총리실.

   3. 교육지방분권 법령정비 자문위원회 위원장.

   4. 한국스카우트연맹 유스히어로 심사위원장.

   5. 생명존중시민회의 고문.

   6. 하남시100년도시위원회 위원장.

<연구>

   1. 김신일 외 4명: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방안 연구. 국가교육회의. 2018. 1. 1~8. 31.

<수상>

   1. Life Achievement Award. East Asia Federation for Adult Education, 7 December, 2018.

박성익 (교육학과)

<특강>

   1.   자신의 꿈(비전) 실현: 잠재능력 발견과 성공적 학습마인드 형성 전략. 서울대학교 평생

교육원 겨울방학 청소년방학과정 프로그램, 전국 23개 중 · 고등학교 학생 특강, 서울대

학교 관악캠퍼스 롯데국제교육관, 2018. 1. 8.

   2.   자신의 꿈과 잠재능력, 긍정적 학습마인드 형성, 성공적 학습원리와 학습전략. 서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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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명덕외국어고등학교 · 명덕고등학교 · 명덕여자고등학

교 학생 특강, 2018. 7. 10.

   3.   자신의 꿈과 잠재능력, 긍정적 학습마인드 형성, 효율적 기억기법과 성공적 학습전략. 서

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서울마포고등학교 학생 · 학부모 특강, 2018. 11. 

1.

   4.   자신의 꿈과 잠재능력, 긍정적 학습마인드 형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

강, 미림여자고등학교 학생 특강, 2018. 11. 10.

   5.   효율적 기억기법과 성공적 학습전략.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미림여

자고등학교 학생 특강, 2018. 11. 17.

   6.   자신의 꿈과 잠재능력, 긍정적 학습마인드 형성, 효율적 기억기법과 성공적 학습전략. 서

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여주이포고등학교 학생 특강, 2018. 12. 28.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심의위원. 국정 초등 1~2학년 통합교과 · 수학교과 · 사회교과 교사용지도서 개발연구, 

(주)동아출판 연구과제심의위원회, 2018. 1. 16.

   2.   심의위원장. 국정교과서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연구심의위원

회,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18. 1. 22.

   3.   편찬위원. 한국행동과학연구소 50년사(1968-2018) 편찬위원회, 한국행동과학연구소, 

2018. 2. 1~2018. 8. 31.

   4.   심의위원장. 교과용도서 저작권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방안, 연구심의위원회, 한국교과

서연구재단, 2018. 1. 23.

   5.   심의위원장. 교과용도서 발행체제에 따른 저작권법 국제비교연구, 연구심의위원회, 한국

교과서연구재단, 2018. 1. 29.

   6.   심의위원장. 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과서, 연구심의위원회,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18. 2. 1.

   7.   심의위원장. 2015 개정 교육과정 ‘기능’ 요소의 효과적 학습을 위한 초등교과서 예시단원 

개발, 연구심의위원회,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18. 5. 25.

   8.   감사. (사)천원 오천석 기념회, 2011. 11~현재.

   9.   이사. (사)한국행동과학연구소, 2013. 5~현재.

10. 비상임연구위원. (재)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심의위원회, 2015. 9. 21~2018. 6. 30.

11. 이사. 평안남도 순천군 장학회, 2014. 5. 25~현재.

12. 고문. (사)한국영재학회, 2016. 1. 1~현재.

13. 부회장.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 2018. 4~ 20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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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1.   자신의 꿈과 잠재능력, 긍정적 학습마인드 형성, 효과적 학습전략. 고교생의 꿈을 위한 

석학가이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2018 연구보고서. 123-138쪽. 2018. 11. 20.

신문수 (영어교육과)

<학술발표>

   1.   신문수: 자연의 의미망. 한국문학과환경학회 특별강연, 공군사관학교 단재관, 2018. 5. 12.

<강의 및 특강>

   1.   카르페 디엠, 혹은 표현하는 삶. 제27기 관악시민대학 강의, 관악구평생학습관, 2018. 4. 4.

   2.   집이란 무엇인가? 아주대학교 건축과 특강, 아주대학교 팔달관 108호, 2018. 5. 15.

   3.   표현적 자아의 정립과 삶의 의미 지평. 제2회 백암강좌 강연, 서울대학교 도서관 양두석

홀, 2018. 5. 29.

   4.   생태문학, 자연체험, 인성발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주최 인성교육 초중등교사 직

무연수 강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1동 101호, 2018. 8. 8.

   5.   천진성의 시학. 피천득 다시 읽기 강연, 반포1동 주민센터 대강당, 2018. 10. 25.

   6.   『월든』의 생태학적 비전. 한국영어영문학회 제12기 시민강좌,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2018. 

11. 1.

   7.   미국문화의 원류. 총신대학교 영어교육과 특강, 총신대학교 본관, 2018. 11. 15.

차경수 (사회교육과)

<동정>

(수상)

   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 재단법인 청관 장학회가 수여하는 제10회 청관대상 학술상 

수상. 2018. 3. 8.

진교훈 (윤리교육과)

<논문발표>

   1.   진교훈(2018) 인권과 윤리(주제발표). 『인권과 윤리 국회포럼』, 5-25쪽, 국회의원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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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24.

   2.   진교훈(2018) 성에 대한 인간학적 성찰, 『성과 생명윤리포럼』, 37-46쪽, 한국윤리재단, 서

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37-46, 2018. 10. 15.

<강연 및 강의>

   1.   사람다움을 지향하는 인성교육.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주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수원 교사직무연수 강의, 2018. 1. 22.

   2.   사람다움이란 무엇인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주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육연

수원 교사직무연수 강의, 2018. 8. 6.

   3.   인권의 의미와 인간의 존엄성. 장애인 복지사 교육, 성보나의집,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금

거내암로, 2018. 10. 31.

<기타 근황>

   1.   천주교 서울대교구 양업문화교육원장으로 베리타스 교사회 연 피정 축사, 프란치스코회

관, 2018. 1. 16.

   2.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세미나, “이단종파의 종말론”, 주교회의 위원으로 

토론, 횡성도미니코 수녀회, 2018. 1. 9~21.

임번장 (체육교육과)

<발표>

   1.   평창동계올림픽과 세계스포츠의 동향. 제89차 21세기문화포럼. 호텔리베라 서울 3층 몽

블랑 홀, 2018. 2. 13.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선수촌 평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2018. 1. 

15.

   2.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대한민국선수단결단식. 올림픽공원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 

2018. 1. 24.

   3.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정기총회. 올림픽공원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 2018. 2. 6.

   4.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회식. 평창올림픽스타디움, 2018. 2. 9.

   5.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폐회식. 평창올림픽스타디움, 2018.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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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8 평창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개회식. 평창올림픽스타디움, 2018. 3. 9.

   7.   빙상계혁신을 위한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국회문화관광체육위원회 주최, 

2018. 3. 13.

<기고문>

   1.   용어의 정의 및 개념(2). 레크리에이션, 한국에어로빅학회 웹진 제13호, 한국에어로빅학

회, 2018. 1. 21.

   2.   용어의 정의 및 개념(3). 운동경기. 한국에어로빅학회 웹진 제14호, 한국에어로빅학회, 

2018. 4. 12.

   3.   용어의 정의 및 개념(4). 체육/무용/건강운동. 한국에어로빅학회 웹진 제15호, 한국에어

로빅학회, 2018. 5. 5.

   4.   용어의 정의 및 개념(5). 신체운동 · 레크리에이션 · 체육 · 스포츠의 관계. 한국에어로빅학

회 웹진 제16호, 한국에어로빅학회, 2018. 8. 2.

   5.   용어의 정의 및 개념(6). 경기규칙. 한국에어로빅학회 웹진 제18호, 한국에어로빅학회, 

2018. 12.

<동정>

(수상) 

   1.   자랑스러운 서울사대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2018. 12. 6.

<기타 근황>

   1.   태권도 명예4단 취득. 041328호, 국기원, 2018. 6. 27.

   2.   아시아태권도연맹 지도위원 선임. 아시아태권도연맹, 2018. 11. 30.

생활과학대학

이순형 (아동가족학과)

<연구논문>

   1.   노보람, 이순형(2018) 의인화된 캐릭터에 대한 유아의 생명현장 인지 및 추론. 아동학회

지, 39(1), 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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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춘화, 최나야, 이순형(2018) 고전시가를 활용한 언어교육프로그램이 중국 4세 유아의 

심미적 언어표현 및 한자인식에 미치는 효과. 아동학회지, 39(5), 93-109.

   3.   Eun Jung Choi, Margot J. Taylor, Soon-Hyung Yi, et al. (2018) Gaming-addicted teens 

identify more with their cyber-self than their own self: Neural evidence. Psychiatry 

Research: Neuroimaging. www.elsivier.com/locate/psychresns 2018. 5. 12)

   4.   Choi, E. J., Taylor, M. J., Yi, So. H., et al. (2018) The neural correlates of attachment 

security in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Brian and Cognition, 124, 47-56.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위원장.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 2018. 1~2018. 12.

   2.   위원장. 서울시 강남구 투자심사위원회, 2018. 1~2018. 12.

백희영 (식품영양학과)

<논문>

   1.   Kang MJ, Park SY, Paik HY, et al. (2018) Portion sizes from 24-hour dietary recalls dif-

fered by sex among those who selected the same portion size category on a food fre-

quency questionnaire. Journal of the Academy of Nutrition and Dietetics, 2018. 5. 8.

   2.   Kang MJ, Lee JE, Paik HY, et al. (2018) Gender Analysis of Food Items Selection for 

Food Frequency Questionnaire Development.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 2018. 6. 30.

   3.   Kang MJ, Park SY, Paik HY, et al. (2018) Gender differences in socio-demographic and 

lifestyle factors associated with diet quality in a multiethnic population. Nutrition, 

2018. 11.

   4.   Lee HN, Lee JE, Paik HY, et al. (2018) Gender perspectiv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d and processed meat intake and colorectal cancer: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 2018. 9. 30.

<국 · 내외 학술대회 발표>

   1.   Kang MJ, Park SY, Paik HY, et al.: Socio-demographic and lifestyle factors associated 

with diet quality in a multiethnic population. Nutrition 2018, 2018. 6. 9~12.

   2.   Paik HY, Lee SK, Park MN: How to be sure what sex your cells are: Cell DB with sex 

description. Gender Summit 15, 2018. 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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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Paik HY, Kang MJ, Park SY: Gender considerations for dietary assessment in diet and 

health studies. International Symposium “Women’s Health & Gendered Innovations”, 

2018. 9. 12.

<강의 및 특강>

   1.   과학기술과 젠더혁신. 충남대학교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세미나, 2018. 5. 9.

   2.   의생명분야 연구의 젠더혁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교육포럼, 2018. 5. 23.

   3.   Gendered Innovations in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EKC 2018, 2018. 8. 23.

   4.   Gendered Innovations in Transplantation. Asia Transplantation Week 2018, 2018. 11. 9.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한국여성과총부설 젠더혁신연구센터장. 2016. 2. 1~현재.

이연숙 (식품영양학과)

<강의 및 특강>

   1.   영양, 식품, 그리고 건강의 이해.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 순창센터, 노후설계교

육-골드쿡 과정, 2018. 4. 17.

   2.   생애주기별 맞춤형 식품영양산업. 서울대학교 식품영양산업 CEO과정(특강), 2018. 5. 3.

   3.   인체생리(신장생리). 서울대학교 학부 특강, 2018. 5. 21.

   4.   인생 100세 시대: 건강장수를 위한 맞춤영양.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 2018. 5. 21

   5.   영양, 식품, 그리고 건강의 이해.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 순창센터, 노후설계교

육-골드쿡 과정, 2018. 12. 4.

<기타 근황>

   1.   서울대학교 교수합창단 정기연주회,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 2018. 12. 13.

황인경 (식품영양학과)

<저서>

   1.   황인경, 김정원, 변진원 외 4명: 스마트 식품학. 총 404쪽, 수학사, 2018.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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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한국식품연구원 식품공학기술심의회 의원.

   2.   한국식품조리과학회 고문.

유효선 (의류학과)

<저서>

   1.   신혜원, 유효선, 이정순, 주정아: 의류 재료 관리 (고등학교), 총 251쪽, 광주광역시교육청, 

2018. 3. 1.

<논문>

   1.   Boyoung Lee, Hyoseon Ryu, Sohyun Park (2018) A TOF-SIMS Study of Artificially 

Photoaged Silk Fabrics. 보존과학회지, 34(2) 129-135.

   2.   강윤희, 유효선, 노의경(2018) 바이어스 각도에 따른 견직물의 역학적 특성 변화. 한국의

류학회지, 42(4), 561-570.

<기타 근황>

   1.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독립기념관 소장자료 보존처리’ 사업 기술자문, 2018. 7. 2.

수의과대학

신남식 (수의학과)

<저서>

   1.   신남식, 신윤주: 우리집에 냥이가 들어왔어요. 총 144쪽, 서울대학출판문화원, 2018. 3. 

10.

<논문>

   1.   Kang JG, Shin NS, Chae JS, et al. (2018 Apr) Molecular Detection of Anaplasma, 

Bartonella, and Borrelia theileri in Raccoon Dogs (Nyctereutes procyonoides) in Korea. 

Am J Trop Med Hyg. 98(4):1061-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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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중앙일보 [더, 오래])

   1.   신남식의 반려동물세상보기(1): 시니어의 배우자 · 친구 · 손자 돼 주는 반려동물. 2018. 6. 

6.

   2.   신남식의 반려동물세상보기(2): 반려견에게 가장 좋은 환경은 함께 하는 가족이다. 2018. 

6. 20.

   3.   신남식의 반려동물세상보기(3): 반려동물은 자랑거리 아냐, 삶의 질 높이는 가족의 일원. 

2018. 7. 4.

   4.   신남식의 반려동물세상보기(4): 시골 강아지, 도시에 데려와 지하철 태워 주라고요? 2018. 

7. 18.

   5.   신남식의 반려동물세상보기(5): 휴가철 버려진 강아지, 성격장애 · 이상행동 많은 이유. 

2018. 8. 1.

   6.   신남식의 반려동물세상보기(6): 반려견 차에 앉히고 바깥구경 시켜 주고 싶겠지만…

2018. 8. 15.

   7.   신남식의 반려동물세상보기(7): 강아지 예쁘다고 울긋불긋 염색, 학대행위 될 수도. 2018. 

8. 29, 9. 3.

   8.   신남식의 반려동물세상보기(8): 개 후각 능력 사람의 1만배…땅 속 흰개미도 냄새로 찾

아. 2018. 9. 12.

   9.   신남식의 반려동물세상보기(9): 반려견과 9개월…대인기피 중학생, 어떻게 달라졌을까? 

2018. 9. 26.

10.   신남식의 반려동물세상보기(10): 많이 움직이고 대화 늘고…노인도 개 키우면 달라진다. 

2018. 10. 10.

11. 신남식의 반려동물세상보기(11): 고양이에게 강아지사료 먹이면 병 생겨, 왜? 2018. 10. 24.

12. 신남식의 반려동물세상보기(12): 강아지, 고양이 배변훈련법 어떻게 다를까? 2018. 11. 7.

13.   신남식의 반려동물세상보기(13): 푸들은 똑똑하고 수렵견은 지능 낮다?…그건 인간 생각. 

2018. 11. 21.

14. 신남식의 반려동물세상보기(14): ‘개밥’에서 영양식으로…반려견 먹이 변천사. 2018. 12. 5.

15.   신남식의 반려동물세상보기(15): 사우디는 대형견, 브라질은 소형견...나라마다 선호 제각

각. 2018. 12. 18.



408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8, 제14호

이영순 (수의학과)

<강의 및 특강>

   1.   바이오연구분야에서 실험동물 자원은행의 역할. 실험동물자원은행 준공기념 심포지엄 

축사 및 특별강연, 2018. 5. 17.

   2.   환경호르몬의 위해. 서울대학교 동물보건 최고경영자과정(제4기) 강의, 2018. 10. 17.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제13회 한일학술 심포지엄 의학분야 좌장 역임, 학술원 국제회의, Tokyo, Japan, 2018. 

10. 4.

   2.   한국마사회 이사회 참석, 2018. 1~7.

   3.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이사회 참석, 2018. 1~12.

   4.   대한민국 학술원 학술연구 최종보고서에 대한 심사보고서 제출.

     (가) 신희섭 회원 “공포공감의 뇌 기전에 대한연구”, 2018. 4.

     (나)   문국진 회원 제24차 국제법의학학회 발표논문 “Forensic Medicine for the Artwork 

Autopsy”, 2018. 12. 18.

   5.   대한민국 학술원 국제교류 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회의 참석, 2018. 1~12.

   6.   최양도, 정기준, 이영순, G-STIC(Global Sustainable Technology and Innovation 

Conferences) 국제회의에 학술원 대표로 회의참가, Brussels, Belgium. 2018. 11. 28~30.

<기고문>

   1.   운칠기삼(運七技三).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회보(좋은 Day), 4-5쪽, 2018년 3월 봄호.

<동정>

(수상)

   1.   “자랑스러운 동경대인 상”, 재한 동경대학 총동문회에서 개최한 한일국제포럼 및 총회에

서 수상함, 2018. 1. 25.

   2.   감사장 수여, 재한동경대학총동문회 명예회장 이영순에게 동경대학 총장 오가미 마고또

(五神 眞)로부터 감사장 수여. 동경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나의 프로페셔날”의 육성에 

임하는 체험활동 프로그램 실시에 중요한 배움의 장소를 제공해 주었다고 감사장을 수

여받음. 2018.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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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식 (수의학과)

<저서>

   1.   이흥식: 대한수의학회 60년-수의학 미래 60년. 총 588쪽, 애니프린팅출판, 2018. 10. 20.

<보고서>

   1.   이흥식, 류판동, 남상섭 외 8명: OIE 권고 수의학교육 졸업역량 표준개발. 총 64쪽, 농림

축산식품부, 2018. 12. 31.

   2.   이흥식, 박인철, 원청길 외 7명: OIE 권고 반영 평가편람 제정. 총 72쪽, 농림축산식품부, 

2018.12. 31.

   3.   이흥식, 임홍빈, 최명옥 외 8명: 고교생의 꿈을 위한 석학 가이드. 총 148쪽,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2018.11. 20.

<학술회의>

   1.   이흥식: 과학기술 혁신 토론회. 과학기술자문회의, KIST 국제협력관 컨벤션홀, 2018. 6. 

29.

   2.   이흥식: 수의학교육인증의 기대효과. 제7회 평가인증 전문인력 양성 워크숍, 한국수의학

교육인증원,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2018. 9. 20.

   3.   이흥식: OIE 권고 수의학교육 세부역량 및 2주기 인증기준에 관한 1박 2일 간담회, 한국

수의학교육인증원, 유성 인터시티호텔 회의실, 2018. 12. 19.

   4.   이흥식: OIE 권고 수의학교육 졸업역량 개발 및 2주기 평가인증 편람 세부안. 공청회, 농

림축산식품부, 유성 인터시티호텔 회의실, 2018. 12. 20.

<강의 및 특강> 

   1.   2주기 수의학교육 인증기준 설명회. 한국수의과대학협회, 진진바라회의실, 2018. 4. 20.

   2.   생물자원으로서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한국문화자연유산학회, 노스페이스빌딩, 2018. 9. 8.

   3.   전래동물은 보물이다: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명덕외국어고등학교, 2018. 8. 28.

   4.   전래동물은 보물이다: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선정고등학교, 2018. 11. 28.



410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8, 제14호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원장.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2010. 11. 29~현재.

   2.   자문위원.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청, 2015. 9. 24~현재.

   3.   편집고문.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 2012. 4. 1~현재.

   4.   편집위원. Journal of Agricultural and Veterinary Sciences, 2008. 1. 1~현재.

   5.   평가위원. 문화재청 정책과제 국민평가단. 문화재청, 2018. 5. 12~현재.

   6.   위원. 제26대 회장선거관리위원회. 대한수의사회, 2018. 11. 20~현재.

   7.   위원장. 수의학회 60년사 편찬위원회. 대한수의학회, 2014. 7. 1~2018. 4. 11.

   8.   위원장. 수의학회 60년사 편집위원회. 대한수의학회, 2018. 4. 12~10. 20.

<연구> 

   1.   이흥식, 류판동, 남상섭 외 8명: OIE 권고 수의학교육 졸업역량 표준개발. 농림축산식품

부, 2018. 12. 31.

   2.   이흥식, 박인철, 원청길 외 7명: OIE 권고 반영 평가편람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2018. 12. 31.

<기타 근황>

   1.   천연기념물 동물 현상변경 제도 개선 자문회의. 문화재청, 고궁박물관, 2018. 1. 15.

   2.   한-미 FTA 수의사면허상호인정(MRA)협의회.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정부청사회의실, 

2018. 9. 14

   3.   산사 유네스코 등재 기념 심포지엄. 한국문화자연유산학회, 해남 대흥사, 2018. 11. 16.

   4.   보건의료계 평가인증기관 간담회. 교육부, 세종정부청사회의실, 2018. 12. 10.

약학대학

김규원 (약학과)

<논문> 

   1.   Mazumder A, Lee JY, Kim KW, et al. (2018) Hydroxycoumarin OT-55 kills CML cells 

alone or in synergy with imatinib or Synribo: Involvement of ER stress and DAMP 

release, Cancer Lett, 438, 197-218.

   2.   Lee HS, Choi J, Kim KW, et al. (2018) A-kinase anchoring protein 12 is downreg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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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uman hepatocellular carcinoma and its deficiency in mice aggravates thioacet-

amide-induced liver injury, Oncol Lett, 16(5), 5907-5915.

   3.   An H, Lee S, Kim KW, et al. (2018) Novel Hypoxia-Inducible Factor 1α (HIF-1α) 

Inhibitors for Angiogenesis-Related Ocular Diseases: Discovery of a Novel Scaffold via 

Ring-Truncation Strategy, J Med Chem, 61(20), 9266-9286.

   4.   Choi YK, Park JH, Kim KW, et al. (2018) Heme oxygenase metabolites improve astro-

cytic mitochondrial function via a Ca2+-dependent HIF-1α/ERRα circuit, PLoS One, 

13(8), e0202039.

   5.   Vo TTL, Jeong CH, Kim KW, et al. (2018) Versatility of ARD1/NAA10-mediated protein 

lysine acetylation., Exp Mol Med., 50(7), 86.

   6.   Lee EJ, Seo JH, Kim KW (2018) Special issue on protein acetylation: from molecular 

modification to human disease. Exp Mol Med., 50(7), 84.

   7.   Chang H, Yeo J, Kim JG, Kim KW, et al. (2018) Terminal Uridylyltransferases Execute 

Programmed Clearance of Maternal Transcriptome in Vertebrate Embryos, Mol Cell, 

70(1), 72-82.

   8.   Esposito E, Hayakawa K, Kim KW, et al. (2018) Effects of ischemic postconditioning 

on neuronal VEGF regulation and microglial polarization in a rat model of focal cere-

bral ischemia, J Neurochem, 146(2), 160-172.

   9.   Maki T, Choi YK, Kim KW, et al. (2018) A-Kinase Anchor Protein 12 Is Required for 

Oligodendrocyte Differentiation in Adult White Matter, Stem Cells, 36(5), 751-760.

10.   Lee HS, Choi J, Kim KW, et al. (2018) Altered AKAP12 expression in portal fibroblasts 

and liver sinusoids mediates transition from hepatic fibrogenesis to fibrosis resolution, 

Exp Mol Med, 50(4), 48

11.   Schneider NFZ, Cerella C, Lee JY, Kim KW, et al. (2018) Cardiac Glycoside 

Glucoevatromonoside Induces Cancer Type-Specific Cell Death, Front Pharmacol, 1(9), 

70.

12.   Lee JY, Talhi O, Kim KW, et al. (2018) Cytostatic hydroxycoumarin OT52 induces ER/

Golgi stress and STAT3 inhibition triggering non-canonical cell death and synergy with 

BH3 mimetics in lung cancer, Cancer Lett, 416, 94-108.

13.   Ji S, Lee JY, Kim KW, et al. (2018) The dialkyl resorcinol stemphol disrupts calcium 

homeostasis to trigger programmed immunogenic necrosis in cancer, Cancer Lett., 416, 

10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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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회의>

   1.   김규원: AKAP12 regulates vascular integrity and tissue remodeling, The 16th Korea-

Japan Joint Symposium on Vascular Biology, Osaka, Japan, 2018. 9. 14~15. 

   2.   김규원, 양준모, 최훈 외 6명: AKAP12+ colon mesenchymal cells ameliorate colon 

inflammation through generating M2 macrophage during inflammation recovery, 2018 

KVBM Annual Meeting, 한국혈관학회, 대전, 2018. 10. 11.

   3.   김규원, 이은지, 안선호 외 1명: SAMHD1 Acetylation Enhances its Deoxynucleotide 

Triphosphohydrolase Activity and promotes cancer cell Proliferation 2018 KVBM 

Annual Meeting, 한국혈관학회, 대전, 2018. 10. 11.

<강의 및 특강> 

   1.   암과 항암제의 특성과 종류.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2018. 10. 26.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이사. 제4회 재단법인 미래의학연구재단 이사회, 미래의학연구재단, 2018. 1. 18.

<연구>

   1.   김규원: ARD1 acetyltransferase의 새로운 타겟인 SAMHD1의 autophagy와 EMT 조절 기

능에 의한 암세포 생존 증가 기전의 규명, 한국연구재단, 2018. 3. 1~2019. 2. 28.

   2.   김규원: 종양 미세환경에서 혈관신생 및 전이조절 연구, 한국연구재단, 2018. 3. 1~2019. 

2. 28.

   3.   김규원: 당뇨망막병증 황반부종과 건성 노인성 황반변성 치료용 융합 세포치료제 개발, 

한국연구재단, 2018. 4. 1~2019. 1. 31.

<기타 근황>

   1.   플라스틱오염현황과 그 해결책에 대한 과학기술정책, 한림연구보고서 123,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2018. 11.

   2.   특허등록, 10-1925715호, 간암 예후측정 또는 진단용 마커로서의 ARD1의 용도, 2018.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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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 (약학과)

<기조강연>

   1.   천연물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2018 천연물혁신성장포럼에서 기조강연, 한국 과

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관, 2018. 6. 25.

<국제학술대회 참가 및 발표>

   1.   국제학술기구 프로젝트로 미국 North Carolina주 Chapel Hill에서 개최된 2018 Nexus: 

Water, Food, Energy and Climate 회의에 대한민국 학술원 대표로 참가, 2018. 4. 16~18.

   2.   Zahra Khan, Jung moo Huh, Sun Yeou Kim and Young Choong Kim: Potential Effects 

of Lycium barbarum on Neurite Outgrowth by Modulating NGF Signaling in PC12 

Cells. The 3rd Asia Conference on Pharmaceutical Sciences, Prime Plaza Hotel, Sanur 

Bali, Indonesia, 2018. 7. 3~4.

심창구 (제약학과)

<역저서>

   1.   심창구 저: 수필집 ‘약창춘추 2’. 총 399쪽, 약업신문사, 2018. 8. 21.

   2.   심창구 역: 새로운 약은 어떻게 창조되나. 제7쇄 발간, 총 309쪽, 서울대출판문화원, 2018. 

10. 25.

<논문>

   1.   Park YJ, Im SH, Shim CK, et al. (2018), Pharmacokinetic characterization of a novel 

acid pump antagonist, DWP14012, in rats, dogs, and monkeys. J. Neurogastroenterology 

& Motility 24(2): Suppl.1, S17-S34.

<학술회의>

   1.   제1회 약물동태 워크숍 참석,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2018. 6. 18~19.

   2.   대한약학회 약학사 분과학회 심포지엄 ‘한국약학의 역사 IIIV’ 주최, 삼성동 코엑스, 2018. 

4. 20.

   3.   약학사 분과학회 심포지엄 ‘한국약학의 역사 IX’ 주최, 서울대학교 신약개발센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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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6.

   4.   통일약학연구회 창립 총회 및 기념 심포지엄 개최, 서울대학교 신약개발센터, 2018. 6. 26.

   5.   제2회 통일약학 심포지엄 주최, 서울대학교 신약개발센터, 2018. 11. 20.

<강의>

   1.   어떻게 살 것인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신약개발센터, 2018. 3. 2.

   2.   약물의 표적부위 집중 기법. 동화약품 제2회 CONNECT 심포지엄, 서울 포시즌스 호텔, 

2018. 7. 6.

   3.   Increased Tumoral Uptake of Anticancer Agents through Transporter-targeted 

Molecular Modification. 제3회 약물전달체 란주 포럼 (Wu Xian 교수 조직), 중국 감숙성 

란주대학, 2018. 7. 26~30.

   4.   어떻게 살 것인가?. 약암 아카데미, 춘천 한샘고등학교, 2018. 8. 22.

   5.   Targeted Drug Delivery. 약학세미나, 서울대종합약학연구소(이우인 교수), 2018. 9. 7.

   6.   Increased Tumoral Uptake of Anticancer Agents through Transporter-targeted 

Molecular Modification.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일산, 한효경 교수), 2018. 9. 11.

   7.   솔직함의 위험성. 일산노인대학, 2018. 10. 15.

   8.   21세기는 맞춤약학시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학부모 아카데미, 서

울 마포고등학교, 2018. 10. 30.

   9.   표면수식 나노미립자를 이용한 항암제의 표적 타게팅. 한국제약기술연구회, 엘타워, 

2018. 11. 28.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대웅제약 고문 겸 사외이사. 2013. 3~2018. 3. 31.

   2.   ‘송음의약학상’ 심사위원장. 동성제약 제정, 2013~현재.

   3.   유한재단 이사. 2013. 12. 31~현재.

   4.   대한약학회 약학사 분과학회장. 2014. 4~현재.

   5.   ‘일락회(一樂會)’(전국약학대학 명예교수회) 총무. 2016. 4~현재.

   6.   의약사평론가회 부회장. 2016~현재.

   7.   서울대학교 가산약학역사관 명예관장. 2017. 1~현재.

   8.   ‘약의 상’ 심사위원장. 약업신문사 제정, 2017. 3. 30~현재.

   9.   대웅제약 사외 이사 퇴직 기념 감사패 수령. 2018. 3. 1.

10. 통일약학연구회 초대 회장. 2018. 6. 26~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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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편집위원. 2018~현재.

11. 제21회 송음의약학상 시상식 참석. 르메르디안 호텔, 2018. 11. 22.

12.   제9회 약학사 심포지엄(우봉 약학전시관 개관 1주년 기념) 주최. 신약개발센터, 2018. 11. 6.

13. 제2회 통일약학심포지엄 주최. 신약개발센터, 2018. 11. 20.

14. 유한재단 이사회 참석. 팔래스 호텔, 2018. 11. 21.

15. 약업신문사 제정 ‘동암 약의 상’ 시상식 참석. 서울 포시즌스 호텔, 2018. 12. 3.

16.   장로은퇴식. 서빙고 온누리 교회 확대당회, 2018. 12. 8. 및 장로 은퇴 예배, 양재 횃불센

터, 2018. 12. 16.

17. 약학사 분과학회 운영위원회 주최. 사당동 도꾜 하나, 2018. 12. 17.

18.   ‘약학사회지’ 창간. 대한약학회 약학사 분과학회, 2018. 12. 20.

19. 요양원 위문. 양지 온누리 요양센터, 2018. 12. 23.

20. 남북의료포럼 참석. 웨스턴 조선호텔, 2018. 12. 27.

<기고문>

   1.   칼럼: ‘약업신문’에 2007년 11월 28일부터 2주에 1회씩 ‘약창춘추 (금년 240회부터) 연재 

중. 같은 글이 월간 “의약정보”에도 게재됨.

   2.   수필: 비결(秘訣)과 비사(秘史). 서울대학교명예교수회보 제14호, 2018.

<기타 근황>

   1.   한국약학대학협의회(약교협) 주최. ‘한국약학사 발간 기념 감사의 밤에서 정규혁 이사장

으로부터 감사패 수령, 연세백주년 기념관, 2018. 1. 24.

   2.   제약회(製藥會) 신년 음악회 참석. 압구정동, 2018. 1. 27.

   3.   전 함흥약대 박태춘 교원의 “북한의 약학교육’ 강의 청취. 신약개발센터, 2018. 2. 27, 4. 

20.

   4.   베트남 예배 참석 및 바자회 격려. 안산 M센터, 2018. 4. 15.  

   5.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명예교수들과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견학. 인천 송도, 2018. 4. 30.

   6.   신풍호월학술상 시상식 참석. 호암교수회관, 2018. 4. 30.

   7.   일락회(一樂會, 전국 약학대학 명예교수 모임) 견학 주선. 서울대학교 가산약학박물관, 

2018. 5. 3.

   8.   캐나다 밴프 관광, 2018. 5. 4~10.

   9.   미국 Davis 방문, 2018. 5. 11~30.

10.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개교 103주년 기념 및 자랑스러운 서울약대인상 시상식 참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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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관, 2018. 6. 11.

11.   도태우 변호사의 ‘자유민주주의가 역사의 정방향이다’ 청취. 의약사평론가회 포럼, 코리

아나 호텔, 2018. 7. 9.

12. 중국 감숙성 란주대학 초청 강연 후 란주 시내 및 돈황 관광, 2018. 7. 26~30.

13. 온누리 교회 강남B 공동체 국내 아웃리치 참석. 광림 비전랜드, 2018. 8. 18~19.

14.   조선대학교 은강 이진환 명예교수 팔순 기념 작품전 참관 및 축사. 인사동 경인전시관, 

2018. 10. 3.

15.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동창의 날 행사 참석. 서울대학교 버들골, 2018. 10. 14.

16. 평양과기대(PUST) 교수들 세미나 참석 및 미팅. 약학대학 교수회의실, 2018. 10. 22. 

17.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소모임’ 60주년 기념식 참석. 호암교수회관, 2018. 11. 10.

18. 베트남 교인 격려차 바자회 참석. 안산 M센터, 2018. 11. 18. 

19.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 발표회 참석. 교수회관, 2018. 11. 27.

20. 약학사 분과학회 운영위원회 주최. 파스텔 시티 도꾜하나, 2018. 12. 17.

21. 제약회 송년 모임 주최. 자곡동 자택, 2018. 12. 22.

이은방 (제약학과)

<학술회의>

   1.   Lee, Eun Bang: A Strategy for Drug discovery and Development from the Plants. A 

Symposium at Zhejiang University, Zhejiangsheng, China, 2018. 11. 24.

   2.   이은방: The stories on the Nobel Prize-Winners as Pharmaceutical Scientists. 2018년 대

한약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제주국제회의장, 2018. 10. 17.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참행복나눔운동 공동대표. 청소년 장학지원 및 자기주도활동 멘토링 지도사업, 2016, 4. 

1~현재.

<동정>

(시상)

   1.   환당 이은방 학술상. 한국응용약물학회 총회, 호암컨벤션 센타, 2018. 10. 12.(수상자; 성

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이선미 교수)

   2.   환당 이은방 학술상. 한국생약학회 총회, 호암컨벤션 센타, 2018. 11. 22.(수상자;  조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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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우은란 교수)

의과대학

김용진 (의학과)

<논문>

   1.   Gi Beom Kim, MD, PhD; Yong Jin Kim, MD, PhD, et al. (2018) Successful Feasibility 

Human Trial of a New Self-Expandable Percutaneous Pulmonary Valve (Pulsta Valve) 

Implantation Using Knitted Nitinol Wire Backbone and Trileaflet α-Gal–Free Porcine 

Pericardial Valve in the Native Right Ventricular Outflow Tract Circ Cardiovasc Interv. 

2018;11:e006494.

<학술회의>

(참석)

   1.   제26차 ASCVTS  2018  Annual Meeting, 모스코바, 러시아, 2018. 5. 24~27.

   2.   제14차 중-한-일 소아심장 포럼. 상하이, 중국, 2018. 6. 8~10.

   3.   Asia-Pacific Cardiovascular Intervention & Surgery symposium & 3 day seminar on 

congenital heart disease, 서울, 한국, 2018. 6. 21~23.

   4.   제2차 성인선천성심장병 Summer Summit, 여수 MVL 호텔, 한국, 2018. 7. 13~14.

   5.   한 · 중 심초음파학회. 하얼빈, 중국, 2018.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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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한국, 2018.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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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 Alzheimers-2018, Rome Italy, 2018. 5. 7~9.

   4.   HFSP심포지엄 HFSP기여. IUBMB Congress 2018, 서울 코엑스, 2018. 6.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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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HFSP현황. 18th HFSP Awardee Meeting, Toronto Canada, 2018. 7. 8~11.

   7.   Yoo-Hun Suh: Potential Gene. Drugs and Stem Cell Therapy for AD&PD, Pharmaclogy 

2018, Berlin Germany, 2018. 8.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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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19 IBB개최 준비, NeuroScience 2018, SanDiego CA, 2018. 11. 3~7. (I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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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Potential Stem Cell Therapy for AD&PD. 부산 베데스타병원, 부산 베데스타병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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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나이보다 젊어지는 행복한 뇌. 익산 솜리문화예술회관, 익산 시민대학교, 2018.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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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009. 4. 20~현재.

   4.   심사위원.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학술상,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2018. 7. 26.

   5.   이사. 한아재단. 2018. 6. 7~현재.

<학회>

(좌장)

   1.   2018년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춘계학술대회, 2018. 4. 13.

    - 서종진 교수님 Memorial Lecture 좌장.

   2.   2018 대한혈액학회 소아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연구회 심포지엄, 2018. 6. 9. Session 1: 

Recent update (좌장: 최용묵, 안효섭)

윤재일 (의학과)

<논문>

   1.   SW Youn, JH Lee, JI Youn, et al.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characteris-

tics including presence of  exposed lesion an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psoriasis analysis from the nationwide epidemiologic study for psoriasis in 

Korea(EPI-PSODE study). J Eur Acad Dermatol Venereol. 2018;32:1499-1506.

   2.   Jeon JW, Kwon HH, Youn JI, et al. (2018) Accuracy and reliability of subjective answer 

about age of onset in psoriasis. Ann Dermatol. 2018;30(1):112-113.

   3.   윤재일(2018) 건선의 발병 나이에 대한 환자의 기억은 정확한가? 대한건선학회 홈페이지 

심층논단, www.kspder.or.kr. 2018.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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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Asian Society for Psoriasis. Honorary president. 2018. 12. 7~present.

   2.   Asian Dermatological Association. Honorary council member, 2011. 11~present.

   3.   Honorary professor. China Medical University, Dept of Dermatology, 2011. 4~present.

   4.   Editorial board member. Journal of Dermatological Science, 2009~present.

   5.   대한건선학회 고문. 2011. 9~현재.

   6.   대한화장품의학회 고문. 2010~현재.

   7.   대한광의학회 평의원. 2003~현재.

   8.   의학한림원 종신정회원. 2018~현재.

<기타 근항>

   1.   인샤인피부과의원 원장,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4 역삼동 남곡빌딩 5층. 2017. 9. 1~현재.

   2.   피부과의사를 위한 코스메슈티칼즈, 감수, 대한화장품의학회 발간, 메드랑, 2018. 3. 16.

   3.   대한화장품의학회 10주년 기념 창립회장 축사, 노보텔 호텔. 2018. 11. 17.

   4.   Asian society for psoriasis, 창립 발기인 대회, 중국 북경, 2018. 12. 7.

이부영 (의학과)

<강의 및 특강, 교육활동>

   1.   그림자를 찾아서. 한국융연구원 분석심리학 워크숍, 2018. 1. 21.

   2.   한국융연구원 상임연구원들의 교육 및 지도분석 진행, 2018. 3~ 현재.

   3.   C.G. 융의 심리학적 대극론과 우리의 문제. 한국융연구원 개원 20주년, 한국분석심리학

회 창립 4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발제강연,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강당, 2018. 4. 21.

   4.   정신치료. 한국융연구원 기획, 한국분석심리학회주관 2018년 <분석심리학 기초강좌> 강

의,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강당, 2018. 7. 29.

   5.   분석심리학이란 무엇인가. 가천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주최, 인천지역 대학 정신과 Grand 

Round, 특강, 2018. 8. 30.

   6.   고통속에 피는 꽃: 정신병리현상과 창조성. 한국정신병심리치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강의, 국림정신건강센터, 2018. 11. 10.

   7.   샤머니즘. 한국융연구원 특강, 2018. 11. 29.

   8.   한국융연구원 Post Diploma Course(PDC) 꿈과 상징세미나 8회 주재, 2018. 3. 27~12. 15.

   9.   한국융연구원 분석사례 집단지도, 2018. 11. 1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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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국융연구원 상징연구발표 논평, 2018. 11. 27, 12. 4.

<동정>

(수상)

   1.   한국융연구원 출판부 번역 출간한 마리루이제 폰 프란츠 저서 <영원한 소년>, <꿈과 죽

음>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 선정, 2018. 6. 11.

(행사)

   1.   한국융연구원 개원 20주년, 한국분석심리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마리 루이제 폰 프란츠 

저작 한국어판 출판기념회, 2018. 4. 21.

   2.   한국융분석가 협회 <분석심리학과 미술> 공개강연회 좌장, 2018. 10. 27.

   3.   동아시아문화정신의학회(EAACP) 국제심포지엄(주제 한.일.대만의 난민과 외국의 정신

건강문제) 서울, 서울의대 국제회관 참석, 2018. 11. 8~10.

채종일 (의학과)

<논문>

   1.   Chai JY, Sohn WM, Cho J, et al. (2018) Echinostoma ilocanum infection in two resi-

dents of Savannakhet Province, Lao PDR.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56(1), 77-81.

   2.   Seo M, Oh CS, Hong JH, Chai JY, et al. (2018) Ancient soil-transmitted parasite eggs 

detected from the sixth century Three Kingdom Period Shilla Tomb.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Science, 33(6), e53. 

   3.   Jeon HK, Park H, Lee DM, Chai JY, et al. (2018) Genetic and morphologic identifica-

tion of Spirometra ranarum in Myanmar.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56(3), 275-

280.

   4.   Won EJ, Jung BK, Song H, Chai JY, et al. (2018) Molecular diagnosis of Taenia sagina-

ta tapeworm infection in 2 schoolchildren, Myanmar.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24(6), 1156-1158.

   5.   Chai JY, Jung BK (2018) Paragonimus spp. In: Global Water Pathogen Project. Part 3. 

Specific Excreted Pathogens: Environmental and Epidemiological Aspects. Section IV. 

Helminths. pp. 1-18.

   6.   Song H, Jung BK, Cho J, Chai JY (2018) Worm expulsion of Gymnophalloides seoi 

from C57BL/6 mice: role of metacercarial exosome in upregulating TLR2 and MUC2 



426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8, 제14호

expression in intestinal tissues. Parasitology Research, 117(10), 3309-3314.

   7.   Kim JY, Yong TS, Rim HJ, Chai JY, et al. (2018) Ultrasonographic investigation of chol-

angiocarcinoma in Lao PDR. Acta Tropica, 182, 128-134.  

   8.   Shin DH, Kim YJ, Bisht RS, Chai JY, et al. (2018) Archaeoparasitological strategy based 

on the microscopic examinations of prehistoric samples and the recent report on the 

difference in the prevalence of soil transmitted helminthic infections in the Indian 

Subcontinent. Ancient Asia, 9(6), 1-6.

   9.   Bhak YY, Park YK, Na BK, Chai JY, et al. (2018) Survey on intestinal helminthic infec-

tion status of students in two counties, Hadong-gun and Goseong-gun, Korea.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56(4), 335-339.

10.   Jeon HK, Huh S, Sohn WM, Chai JY, et al. (2018) Molecular genetic findings of 

Spirometra decipiens and S. ranarum in Korea.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56(4), 

359-364.

11.   Bhak YY, Shin EH, Cho SH, Chai JY, et al. (2018) Prevention and control strategies for 

parasitic infections in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56(5), 401-408.

12.   Shin JH, Lee SE, Kim TS, Chai JY, et al. (2018) Development of molecular diagnosis 

using multiplex real-time PCR and T4 phage internal control to simultaneously detect 

Cryptosporidium parvum, Giardia lamblia, and Cyclospora cayetanensis from human 

stool samples.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56(5), 419-427.

13.   채종일 (2018) 194장. 흡충류 (Trematodes). Merck Manual, Section 15. 감염증. pp. 

1532-1537.

14.   채종일 (2018) 말라리아. 한국전염병사 II (Korean History of Infectious Diseases). 대한

감염학회. 서울 . pp. 174-190. 

15.   Bhak YY, Kim J, Ahn SK, Chai JY, et al. (2018) Genetic diversity of Plasmodium vivax 

causing epidemic malaria in the malaria in the Republic of Korea.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56(6), 545-552.

<학술회의>

   1.   Jung BK, Lee SH, Song H, Chai JY, et al.: Neuroprotective effect of intracranial chronic 

Toxoplasma gondii infection in cerebral ischemia. Forum Cheju 19. Tokyo, Japan. 2018. 

3. 16.



4부  명예교수 학술 및 봉사활동   427

   2.   Song H, Jung BK, Cho J, Chai JY: Worm expulsion of Gymnophalloides seoi from 

C57BL/6 mice: role of metacercarial exosomes in mediating innate immunity through 

TLR2 and MUC2 expression. Forum Cheju 19. Tokyo, Japan. 2018. 3. 16.

   3.   Cho J, Song H, Jung BK, Chai JY, et al.: Egg positive rates of pinworms among children 

in kindergartens in 5 cities and 9 provinces of Korea (2008~2016). Forum Cheju 19. 

Tokyo, Japan. 2018. 3. 16.

   4.   Hong S, Sonh H, Jung BK, Chai JY, et al.: Prevalence of Gymnophalloides seoi meta-

cercariae in oysters from three western coastal islands of Korea. Form Cheju 19. 

Tokyo, Japan. 2018. 3. 16.

   5.   Jung BK, Chai JY: Some studies on host-parasite relationships of Toxoplasma gondii. 

The 15th Asian-Pacific Congress for Parasitic Zoonoses. Daegu, Korea. 2018. 8. 21.

   6.   Song H, Chai JY: Role of trematode exosomes in host defense. The 15th Asian-Pacific 

Congress for Parasitic Zoonoses. Daegu, Korea. 2018. 8. 21.

   7.   Chai JY: Foodborne helminthiases: Status and issues. 14th International Congress of 

Parasitology. Daegu, Korea. 2018. 8. 20-24 (Plenary Lecture).

   8.   Chai JY, Jung BK, Song H, et al.: Prevalence of Clonorchis sinensis and intestinal hel-

minth infection among examinees persons of health checkup centers in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2010-2017). 14th International Congress of 

Parasitology. Daegu, Korea. 2018. 8. 20~24.

   9.   Chai JY, Jung BK, Lee GH, et al.: Opisthorchis viverrini (Digenea: Opisthorchiidae) in 

Myanmar: The first discovery of adult worm in a human case and infection status of 

metacercariae in fish hosts. 14th International Congress of Parasitology. Daegu, Korea. 

2018. 8. 20~24.

10.   Jung BK, Lee SH, Song H, Chai JY, et al.: Neuroprotective effect of chronic intracranial 

Toxoplasma gondii infection in cerebral ischemia. 14th International Congress of 

Parasitology. Daegu, Korea. 2018. 8. 20~24.

11.   Won EJ, Jung BK, Song H, Chai JY, et al.: Molecular diagnosis of Taenia saginata tape-

worm infection in 2 schoolchildren, Myanmar. 14th International Congress of 

Parasitology. Daegu, Korea. 2018. 8. 20~24.

12.   Jung BK, Cho J, Song H, Chai JY, et al.: Prevalence of head lice among children in pri-

mary schools in South Korea. 2017. 14th International Congress of Parasitology. Daegu, 

Korea. 2018. 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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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Song H, Jung BK, Cho J, Chai JY, et al.: Worm expulsion of Gymnophalloides seoi from 

C57BL/6 mice Role of metacercarial exosomes in upregulating TLR2 and MUC2 expres-

sion in intestinal tissues. 14th International Congress of Parasitology. Daegu, Korea. 

2018. 8. 20~24.

14.   Song H, Cho J, Jung BK, Chai JY, et al.: Prevalence of Centrocestus armatus metacer-

cariae in freshwater fish from seven large rivers of Korea (2016-2017). 14th International 

Congress of Parasitology. Daegu, Korea. 2018. 8. 20~24.

15.   Song H, Jung BK, Chang T, Chai JY, et al.: Prevalence of Gymnophalloides seoi metacer-

cariae in natural and cultured oysters (Crassostrea gigas) from west coast of Korea. 14th 

International Congress of Parasitology. Daegu, Korea. 2018. 8. 20~24.

16.   Jung BK, Chang J, Song H, Chai JY, et al.: Prevalence of Kudoa septempunctata in Olive 

flounder (Paralichthys olivaceus) from west coast of Korean peninsula and Jeju island. 

14th International Congress of Parasitology. Daegu, Korea. 2018. 8. 20-24. 

17.   Cho J, Song H, Jung BK, Chai JY, et al.: A long-term survey of pinworm infection 

among children in kindergartens from 5 cities and 9 provinces of Korea (2008-2012). 14th 

International Congress of Parasitology. Daegu, Korea. 2018. 8. 20~24.

18.   Cho J, Song H, Jung BK, Chai JY, et al.: Cases of intestinal parasites diagnosed by gas-

trointestinal endoscopy of patients who visited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for health checkup (2016–2018). 14th International Congress of Parasitology. Daegu, 

Korea. 2018. 8. 20~24.

19.   원은정, 채종일, 신명근 등: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ultiplex real-time PCR 

assay on the eight intestinal parasites in Korea. 대한기생충학 · 열대의학회. 건국대학교. 

서울. 2018. 10. 25.

20.   신은희, 김유정, 백선옥, 채종일 등: 2018년 유행지역에서 간흡충 감염실태 조사. 대한기

생충학 · 열대의학회. 건국대학교. 서울. 2018. 10. 25.

21.   정봉광, 홍수지, 조재은, 채종일 등: 캄보디아 북부 지역의 장내 기생충 감염실태조사. 대

한기생충학 · 열대의학회. 건국대학교. 서울. 2018. 10. 25. 

22.   송혜미, 이건훈, 김석일, 채종일 등: 전라남도 일부 지역 자연산 참게 및 민물가재의 폐흡

충 피낭유충 감염 실태조사. 대한기생충학 · 열대의학회. 건국대학교. 서울. 2018. 10. 25. 

23.   장태희, 정봉광, 이정엽, 채종일 등: A case of human intestinal infection with dog hook-

worm Ancylostoma caninum. 대한기생충학 · 열대의학회. 건국대학교. 서울. 2018.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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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신지훈, 이상은, 김동수, 채종일 등: T4 phage internal control을 이용한 multiplex real-

time PCR 방법과 인체분변시료에서의 작은와포자충, 람블편모충, 그리고 원포자충의 동

시검출법 개발. 대한기생충학 · 열대의학회. 건국대학교. 서울. 2018. 10. 25. 

25.   나은희, 조선, 김수영, 조한익, 채종일: 건강검진에서 매독의 선별검사로서 전통적 알고리

즘과 역알고리즘의 비교. 대한임상화학회 춘계학술대회. 서울. 2018. 5. 25.

26.   Nah EH, Chu J, Cho S, Chai JY: Strategies to prevent type 2 diabetes for the people 

with pre-diabetes in Health Promoting Hospital(HPH) in Korea: 12-month result of 

intervention program. 2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ealth Promoting Hospitals 

and Health Services. Bologna, Italy, 2018. 6. 6~8.

27.   Kim S, Nah EH, Cho S, Chai JY: The atherosclerosis risk in metabolically healthy obese 

pre-diabetes. 2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ealth Promoting Hospitals and Health 

Services. Bologna, Italy, 2018. 6. 6~8.

28.   Park K, Kim H, Jang M, Chai JY et al.: Managing metabolic syndrome through life 

habit improvement and exercise. 2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ealth Promoting 

Hospitals and Health Services. Bologna, Italy, 2018. 6. 6~8.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제14차 세계기생충학회(ICOPA) 총회 및 국제학술대회(Daegu, Korea) President(대회

장). 2015. 1.1~2018. 8.31

   2.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출판담당 부원장. 2016. 3. 1~2019. 2. 28

   3.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분회장(제2분회). 2019. 1. 1~2020. 12. 31.

   4.   한-인도네시아 초등학생 건강증진사업단 단장(후원: 국제협력단). 주관; 한국건강관리협

회. 2018. 3. 24~30 및 2018. 10. 13~20.

   5.   한-캄보디아 지역주민 간 및 장흡충류 관리사업단 단장. 한국건강관리협회. 2018. 5. 

19~27 및 2018. 12. 9~17.

   6.   한-미얀마 학생 장내 기생충관리 국제협력사업단 단장(후원: 국제협력단). 주관: 한국건

강관리협회. 2018. 6. 18~26 및 2018. 11. 26~12. 4

   7.   한-탄자니아 주혈흡충 관리사업 추진단 단장. 주관: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 및 한국건강

관리협회. 2018. 6. 30~7. 4.

   8.   한-수단 주혈흡충 관리사업단 단장(후원: 국제협력단). 주관: 한국건강관리협회. 2018. 10. 

27~11. 2.

   9. 한-카메룬 주혈흡충 관리사업단(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 전문가 방문. 2018. 7. 4~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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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 등기이사. 2017. 4. 1~현재.

<동정>

   1. 채종일: 한국건강관리협회 회장(연임). 2019. 1. 1~2021. 12. 31.

   2. 채종일: 의사수필동우회 “박달회” 회장. 2018. 1-2019. 12.

   3.   채종일: 세계기생충학자 연맹(World Federation of Parasitologists: WFP) 회장. 2018. 

8~2022. 8.

최병인 (의학과)

<논문>

   1.   Choi BI (2018) Ultrasonography: current status, challenges, and future directions. 

Ultrasonography 37(1), 1-2.

   2.   Seo M, Ahn HS, Choi BI,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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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1), 

99-109. 

   3.   Choi SL, Park SB, Choi BI, et al. (2018) Imaging Features of Extramammary Paget 

Disease of the Scrotum: A Case Report. Ultrasound Q. 2018 Jan 5.

   4.   Ahn HS, Lee JB, Choi BI, et al. (2018) Distinguishing benign from malignant thyroid 

nodules using thyroid ultrasonography: utility of adding superb microvascular imaging 

and elastography. Radiol Med. 123(4), 260-270.

   5.   Ra JC, Lee ES, Choi BI, et al. (2018) Efficacy of Superb Microvascular Imaging for 

Diagnosing Acute Cholecystitis: Comparison with Conventional Ultrasonography. 

Ultrasound Med Biol. 44(9), 1968-1977.

   6.   Yoo J, Lee JB, Choi BI, et al. (2018) Classification of spontaneous isolated superior 

mesenteric artery dissection: correlation with multi-detector CT features and clinical 

presentation. Abdom Radiol (NY). 43(11), 3157-3165. 

   7.   Ferraioli G, Wong VW, Choi BI, et al. (2018) Liver Ultrasound Elastography: An Update 

to the World Federation for Ultrasound in Medicine and Biology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Ultrasound Med Biol. 9. 44(12), 2419-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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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회의>

   1.   Joon Chul Ra, Eun Sun Lee, Byung Ihn Choi, et al.: The efficacy of superb microvas-

cular imaging for diagnosing acute cholecystitis: comparison with conventional ultra-

sonography (oral presentation). European Congress of Radiology (ECR 2018), Vienna, 

Austria, 2018. 2. 28~3. 4.

   2.   Joon Chul Ra, Eun Sun Lee, Byung Ihn Choi, et al.: Mucin-related tumor in biliary 

tracts and pancreas (scientific). European Congress of Radiology (ECR 2018), Vienna, 

Austria, 2018. 2. 28~3. 4.

   3.   Hyein Kang, Eun Sun Lee, Byung Ihn Choi, et al.: Abdominal Digital Radiography 

with a Novel Post-processing Technique: Phantom and Patient Studies (scientific). 

European Congress of Radiology (ECR 2018), Vienna, Austria, 2018. 2. 28~3. 4.

   4.   Eun Sun Lee, Byung Ihn Choi, et al.: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incomplete colonos-

copy based on the analysis of CT colonography findings (scientific ). European 

Congress of Radiology (ECR 2018), Vienna, Austria, 2018. 2. 28~3. 4.

   5.   ARA Ko, Sung Bin Park, Byung Ihn Choi, et al.: Ovarian serous surface papillary bor-

derline tumors: Characteristic sonographic features with clinicopathologic correlation 

(scientific). The 13th Congress of the Asian Federation of Societies for Ultrasound in 

Medicine (AFSUMB 2018) 2018. 5. 23~26.

   6.   Sung Bin Park, Hyun Jeong Park, Byung Ihn Choi, et al.: Usefulness of Computer 

Aided Detection of Urinary Stones in Computed Tomography Kidney Ureter Bladder 

u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Preliminary Study. The 74th Korean Congress 

of Radiology (KCR 2018), Coex, Seoul, Korea, 2018. 9. 12~15.

   7.   ARA Ko, Sung Bin Park, Byung Ihn Choi, et al.: Discordant PET features of Ovarian 

Serous Surface Papillary Borderline Tumors. The 74th Korean Congress of Radiology 

(KCR 2018), Coex, Seoul, Korea, 2018. 9. 12~15.

   8.   Sang Lim Choi, Eun Sun Lee, Byung Ihn Choi, et al.: Technical success rates and reli-

ability of spin-echo echo-planar imaging MR elastography in patients with chronic 

liver disease or liver cirrhosis. The 74th Korean Congress of Radiology (KCR 2018), 

Coex, Seoul, Korea, 2018. 9. 12~15.

   9.   Sung Bin Park, Hyun Jeong Park, Byung Ihn Choi, et al.: Usefulness of Computer 

Aided Detection of Urinary Stones in CT KUB u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Preliminary Study. The 104th Radiological Society of North America Annual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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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NA 2018), McCormick Place, Chicago, USA, 2018. 11. 25~30.

10.   Sung Bin Park, Hyun Jeong Park, Byung Ihn Choi, et al.: Imaging Features of 

Leiomyoma in the Genitourinary Tract: Beyond the Uterus. The 104th Radiological 

Society of North America Annual Meeting (RSNA 2018), McCormick Place, Chicago, 

USA, 2018. 11. 25~30.

<강의 및 특강>

   1.   US Elastographof Hepatic Fibrosis: 초음파탄성영상술. 서울대학교병원, 2018 복부초음

파 연수강좌 useful tips for abdominal US in clinical practice, Seoul, Korea,  2018. 2. 25.

   2.   Asian Oceanian School of Radiology (AOSOR) 2018 Update. Radiology Society of 

North America (ACAR), AOSOR EC Meeting, Mumbai, India, 2018. 2. 25~28.

   3.   WFUMB COE in Asia Update 2018. WFUMB AC Meeting, Guatemala City, Guatemala, 

2018. 2. 28~3. 4.

   4.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그리고 의료인. CAUH Smart Academy, Seoul, Korea, 2018. 3. 7.

   5.   Asian Radiology Trend, Korea Society of Radiology. Seoul, Korea, 2018. 3. 14.

   6.   Hepatic Fibrosis Ultrasound and MR Elastography. World Federation for Ultrasound in 

Medicine and Biology Center of Education (WFUMB COE) Seminar, Jakarta, 

Indonesia, 2018. 3. 23~25.

   7.   High Resolution Ultrasound of Gallbladder Disease. World Federation for Ultrasound 

in Medicine and Biology Center of Education (WFUMB COE) Seminar, Jakarta, 

Indonesia, 2018. 3. 23~25.

   8.   Contrast Enhanced Ultrasound (CEUS) in Diagnosis of Liver Tumor in Korea. World 

Federation for Ultrasound in Medicine and Biology Center of Education (WFUMB 

COE) Seminar, Jakarta, Indonesia, 2018. 3. 23~25.

   9.   Fatty Liver Disease Quantitative US Imaging. World Federation for Ultrasound in 

Medicine and Biology Center of Education (WFUMB COE) Seminar, Jakarta, 

Indonesia, 2018. 3. 23~25.

10.   New paradigm for Management Hepatocellular Carcinoma by Imaging. Radiology-

Radiological Society of North America Joint International Visit Professor (AOSR_RSNA 

IVP) Program, Indonesia, 2018. 4. 2.

11.   Hepatocarcinigenesis in Liver Cirrhosis. Radiology-Radiological Society of North 

America Joint International Visit Professor (AOSR_RSNA IVP) Program,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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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2.

12.   Hepatocarcinigenesis in Liver Cirrhosis. Radiology-Radiological Society of North 

America Joint International Visit Professor (AOSR_RSNA IVP) Program, Semarang, 

Indonesia, 2018. 4. 4.

13.   Inflammation of the Biliary. Radiology-Radiological Society of North America Joint 

International Visit Professor (AOSR_RSNA IVP) Program, Semarang, Indonesia, 2018. 4. 4.

14.   Cholecystitis and Cholangitis. Radiology-Radiological Society of North America Joint 

International Visit Professor (AOSR_RSNA IVP) Program, Surabaya, Indonesia, 2018. 4. 6.

15.   Imaging of Hepatocellular Carcinoma(HCC):Asian Perspectives. Radiology-Radiological 

Society of North America Joint International Visit Professor (AOSR_RSNA IVP) 

Program, Surabaya, Indonesia, 2018. 4. 7.

16.   Solid Pancreatic Neoplasm. Radiology-Radiological Society of North America Joint 

International Visit Professor (AOSR_RSNA IVP) Program, Surabaya, Indonesia, 2018. 4. 7.

17.   Cystic pancreatic Neoplasm. Radiology-Radiological Society of North America Joint 

International Visit Professor (AOSR_RSNA IVP) Program, Surabaya, Indonesia, 2018. 4. 7.

18.   Congratulatory Remark for Prof. Takamichi Murakami, Inauguration Ceremony of 

Professor & Chairmanship Department of Radiology. Kobe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Medicine, Kobe, Japan,  2018. 4. 22.

19. Asian Radiology Trend, Korea Society of Radiology. Seoul, Korea, Mar, 2018. 5. 14

20.   WFUMB COE in Asia: Business meeting. World Federation for Ultrasound in Medicine 

and Biology Education Committee (WFUMB EC) Meeting, Seoul, Korea, 2018. 5. 24.

21.   WFUMB COE in Asia: Business meeting. 13th Congress of Asian Federation of Society 

of for Ultrasound in Medicine and Biology (AFSUMB 2018). Seoul, Korea, 2018. 5. 24.

22.   WFUMB COE: Current Status & Future Perspectives. 13th Congress of Asian Federation 

of Society of for Ultrasound in Medicine and Biology (AFSUMB 2018),  Seoul, Korea, 

2018. 5. 25.

23.   Overview Recent Advances of US Technology. Samsung Medicine Co. US Joint 

Seminar. Seoul, Korea, June 7, 2018.

24.   Quantitative US Imaging for Diffuse Liver Disease. Samsung Medicine Co. US Joint 

Seminar. Seoul, Korea, June 7, 2018.

25.   WFUMB COE in Asia: Current Status. World Federation for Ultrasound in Medicine 

and Biology (WFUMB) Education Committee Meeting. Jerusalem, Israel, 2018.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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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WFUMB COE in Asia: Current Status. 30th Euroson Congress of the EFSUMB, 14th 

Scientific Congress of Polish Ultrasound, Society for Ultrasound in Medicine 

(EUROSON 2018), Poznan, Poland, 2018. 9. 6.

27.   CEUS Guideline. 30th Euroson Congress of the EFSUMB, 14th Scientific Congress of 

Polish Ultrasound, Society for Ultrasound in Medicine (EUROSON 2018), Poznan, 

Poland, 2018. 9. 7.

28.   Brief Review of EUROSON 2018. Samsung Medicine Co, US Seminar, KyeongGi-Do, 

Korea, 2018. 10. 10.

29.   Current Status KCR 2018. Samsung Medicine Co, US Seminar, KyeongGi-Do, Korea, 

2018. 11. 06.

30.   Diagnosis Guideline of Liver Cancer in the World. Samsung Medicine Co, US Seminar, 

KyeongGi-Do, Korea, 2018. 11. 06.

31.   Asian Oceanian School of Radiology (AOSOR) Orientation. Asian Oceanian School of 

Radiology Youth Club (AOSOR YC), Hong Kong, 2018. 11. 20.

32.   General Roles of President & Secretary: Asian Radiological Society. Asian Oceanian 

School of Radiology Youth Club (AOSOR YC), Hong Kong, 2018. 11. 20.

33.   Asian Oceanian School of Radiology (AOSOR): IVP Program. The 104rd Radiological 

Society of North America Annual Meeting (RSNA 2018), Chicago, USA, 2018. 11. 26.

34.   Asian Oceanian School of Radiology (AOSOR) 2018 Report. The 104rd Radiological 

Society of North America Annual Meeting (RSNA 2018), Chicago, USA, 2018. 11. 26.

<동정>

(인사)

   1.   Ultrasonography 명예편집위원장. 2017. 1~현재.

   2.   Radiology Digest 명예편집위원장. 2017. 1~현재.

   3.   World Federation of Ultrasound in Medicine and Biology (WFUMB) Regional Director 

of COE in Asia. 2017. 10~현재.

   4.   Asian Oceanian School of Radiology (AOSOR) Director. 2018. 1~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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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대학원

백남원 (환경보건학과)

<논문>

   1.   김기영, 백남원, 김용희, 유관호(2018) 비열 유전체장벽방전 플라즈마의 포도상구균 및 

대장균 살균효과. 한국산업보건학회지, 28(1), 61-79.

<특강: 기조강연>

   1.   2018년 보건관리자 전국대회: 산업보건의 과거 · 현재 · 미래. 안전보건공단과 5개 유관기

관 공동 개최, 고용노동부 후원, 부산항컨벤션센터, 2018. 11. 9.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위원. 석면안전관리위원회, 환경부, 2015. 6. 1~2018. 5. 31.

   2.   Member. International Advisory Board, “The Annals of Occupational Hygiene” (SCI), 

British Occupational Hygiene Society. 1992~Present.

   3.   Member. Editorial Board,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SCI(E)>, Japan Society for 

Occupational Health. 1992~Present. 

<연구>

   1.   백남원 및 공동연구원: 병원 내 감염예방을 위한 공기 질 관리시스템 개발. ㈜신영에어텍,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결핵연구소 등 공동연구, 2016. 7. 1~2019. 6. 30.

행정대학원

노화준 (행정학과)

<저서>

   1.   노화준: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사회적 혁신을 통한 공익가치의 창조. 총 343쪽, 법문사, 

2018.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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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회의>

   1.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부수립 70주년 기념세미나, 사회, 서울프레스센터 20층, 2018. 

4. 20.

   2.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연구소 특강, “정책의 새로운 생각: 정책과정에서의 복잡성 

개념의 활용”, 2018. 6. 12.

   3.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사회, “스마트사회를 향한 정책담론”, 부산동서대학교 센텀

캠퍼스, 2018. 9. 7~8.

   4.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적 접근, 사회, “남북화해와 평화

시대를 위한 정책적 과제”, 서울여자대학교 50주년 기념관 5층, 2018. 12. 7.

   5.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동계학술대회 Round Table 토론, “정책분석의 현재와 미래”, 국민

대학교 본부관 401호, 2018. 12. 21.

정용덕 (행정학과)

<학술 논문 출간>

   1.   최태현, 정용덕(2018) 거버넌스와 리더십의 실천적 상보관계: 행정환경 변화의 맥락에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9(1) 2018: 23-51.

   2.   성시영, 정용덕(2018)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가능력과 사회학습. 한국행정사학지, 43 

2018: 61-100.

<학술회의>

   1.   Jung, Y., T. Choi, D. Kim (2018)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orporatist Intermediations 

and the Effects on Good Governance in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9th Sino-US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Public Administration (“Implementing Public Policy 

towards Good Governance”), Renmin University of China, Beijing, June 15~17, 2018.

   2.   정용덕: 정부혁신의 큰 방향.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행정연구원 공동주최 정부혁신포

럼, 기조발제논문, 서울 LW컨벤션 그랜드볼룸, 2018. 11. 9.

<강의>

   1.   행정이론과 철학.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2018년 봄학기.

   2.   국가행정론세미나.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2018년 가을학기.

   3.   거버넌스와 공공리더십.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2018년 가을학기.



4부  명예교수 학술 및 봉사활동   437

   4.   조직론. 금강대학교 행정학과, 2018 봄학기.

   5.   한국행정론. 금강대학교 행정학과, 2018년 가을학기.

환경대학원

김안제 (환경계획학과)

<저서>

   1.   김안제: 새마을운동 관련인사 구술 채록. 면담자: 소진광, 총 50쪽, 새마을운동중앙회, 

2018. 1. 1.

<논문>

   1.   김안제(2018) 주민자치의 초석을 다지자. 자치발전, 2018년 1월호, 8-9쪽.

   2.   김안제(2018) 지구촌 새마을:베트남 새마을운동 현장을 가다. 자치발전, 2018년 1월호, 

92-100쪽.

   3.   김안제(2018) 남북화해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나아갈 길. 자치발전, 2018년 6월호, 8-9쪽.

   4.   김안제(2018) 새롭게 출범한 민선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에게 바란다. 자치발전, 

2018년 7월호, 8-9쪽.

   5.   김안제(2018) 공직윤리와 신상필벌. 자치발전, 2018년 10월호, 8-9쪽.

<학술회의>

   1.   ‘헌법개정을 통한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화’ 기조연설, 한국헌법학회 · 세종시 공동

주최, 세종시청 대회의실, 2018. 1. 26.

   2.   ‘개헌의 헌법적 쟁점과 과제’ 축사 겸 기조연설, 한국헌법학회 · 한국행정연구원 공동주최,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 2018. 12. 18.

<특강>

   1.   세종시 탄생과 향후진로. 세종시 · 행복청직원 특강, 세종시청 대회의실, 2018. 7. 10.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8. 1. 1~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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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장. 한국자치발전연구원, 2018. 1. 1~12. 31.

   3.   고문.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 2018. 1. 1~12. 31.

   4.   고문. 한국지방자치학회, 2018. 1. 1~12. 31.

   5.   고문. 문경문화원, 2018. 1. 1~12. 31.

   6.   고문. 밝은사회실천전국연합, 2018. 1. 1~10. 3.

   7.   고문. 밝은사회포럼, 2018. 10. 4~12. 31.

   8.   상임고문. 한국서화작가협회, 2018. 1. 1~12. 31.

   9.   고문. 문경시 정책자문단, 2018. 1. 1~12. 31.

10. 고문. 새재포럼, 2018. 1. 1~12. 31

11. 이사. 통일교육개발연구원, 2018. 1. 1~12. 31.

12. 이사. 새마을세계화재단, 2018. 1. 1~10. 31.

13. 명예도민. 제주특별자치도, 2018. 1. 1~12. 31.

14. 명예시민. 세종특별자치시, 2018. 1. 1~12. 31.

15. 명예시민. 미국 라스베이거스시, 2018. 1. 1~12. 31.

16. 석좌교수. 문경대학교, 2018. 1. 1~12. 31.

17. 자문위원.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2018. 1. 1~12. 31.

18. 종신명예교수.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2018. 1. 11~12. 31.

19. 공동대표. 자유 민주 통일 국민연합, 2018. 5. 21~12. 31.

20. 고문. 재경문경시향우회, 2018. 1. 1~12. 31.

<기고문>

   1.   사자성어, 자치발전, 월간지, 2018년 1월호~12월호, 12편.

   2.   고사성어, 통일어린이마당, 월간지, 2018년 1월호~12월호, 12편.

   3.   수상문, 주간문경, 주간신문, 2018년 1월~12월, 36편.

   4.   나와 신순호 교수, 신순호교수 정년기념집, 357-358쪽, 2018. 2. 28.

   5.   수상, 성학(聖學)과 속학(俗學) 및 교수동정,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제13호, 229-231

쪽 및 357-361쪽, 2018. 4. 2.

<동정>

(수상)

   1.   감사패 수상, 새마을세계화재단, 2018. 10. 31.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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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신명예교수.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2018. 1. 11.

   2.   공동대표. 자유 민주 통일 국민연합, 2018. 5. 21.

<기타 근황>

   1.   신년사, 서울대 환경대학원 신년교례회,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2018. 1. 2.

   2.   신년사,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 신년교례회, 본학회 회의실, 2018. 1. 3.

   3.   신년사,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신년오찬회, 일산식당, 2018. 1. 4.

   4.   인사말,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개원 46주년기념식, 동연수원 대회의실, 2018. 1. 11.

   5.   종합강평, 새마을중앙회 제4차 산업혁명시대와 새마을운동 스마트빌리지 정책 세미나, 

프레스센터, 2018. 2. 7.

   6.   고문대표 축사,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 제57차 총회, 과총회관, 2018. 2. 23.

   7.   건배인사말, 재경문경시 향우회 총회, 리베라호텔, 2018. 3. 13.

   8.   축사, 울산시민아카데미 개강식, 울산시청대강당, 2018. 3. 15.

   9.   해설 ‘기록과 예수’, 대동강포럼, 기와집, 2018. 3. 15.

10. 고문대표 축사, 자유 민주 통일 국민연합 창립총회, 국회헌정회관, 2018. 5. 21.

11.   인사말, 자치분권위원회 · 한국지방자치학회 역대 위원장 · 회장 간담회, 자치분권위원회 

회의실, 2018. 6. 1.

12.   묘지마련,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용인공원내 하늘재의 천명지에 가족묘역을 1억 

5천만원에 구입하여 조성함, 2018. 6. 24.

13. 4대지방선거결과에 대한 소감, 상생회 모임, 삼라정, 2018. 7. 13.

14. 건배인사말,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 창립59주년기념식, 본학회 회의실, 2018. 7. 25.

15.   폐암치료, 서울대학교 병원서 폐암 진단을 받고(2018. 8. 20), 항암주사 및 방사선치료 받

기 시작함, 2018. 8. 29~11. 29.

16. 추도사, 노융희 교수 서거 1주기 기념식, 호암생활관, 2018. 9. 4.

17. 건배인사말, 밝은사회포럼, 만복림, 2018. 10. 4.

18. 건배인사말, 서울대 환경대학원 개원 50주년기념식, 본대학원 대회의실, 2018. 10. 27.

19.   수료축사, 라오스 새마을초청연수수료식, 새마을국제화재단, 구미 금오산관광호텔, 2018. 

10. 29.

20. 임기완료고별사, 새마을세계화재단 임시이사회, 구미 금오산관광호텔, 2018. 10. 29.

21. 경험소개 ‘정의와 용기’, 상생회 송년모임, 삼라정, 2018. 11. 23.

22. 원장 송년사,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송년회, 조선초가한끼 일산점, 2018. 12. 14.

23. 개회사, 울산시민아카데미 제11기 수료식, 울산시청 대강당, 2018. 12. 20.



440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8, 제14호

24. 회장 송년사, 동행회 송년 모임, 울돌목, 2018. 12. 21.

25. 고문 송년인사, 밝은사회포럼 송년회, 양지병원 회의실, 2018. 12. 27.

양병이 (환경조경학과)

<강의 및 특강>

   1.   도시환경생태론.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한양대학교, 2018. 3. 2~6. 21.

   2.   도시수순환설계론.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한양대학교, 2018. 9. 3~12. 22.

   3.   우리시대의 조경. 서울특별시, 서울시청 다목적홀, 2018. 12. 11.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위원장. 코리아둘레길 민간추진협의회, 문화체육관광부, 2017. 7~2018. 12.

<동정>

(수상)

   1.   제1회 대한민국 조경인상 수상. (사)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 2018. 10. 31.

국제대학원

문휘창 (국제학과)

<저서>

   1.   Moon, Hwy Chang: The Art of Strategy: Sun Tzu, Michael Porter and Beyond. 336 pp, 

Cambridge University Press, U. K. Augu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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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대학원

김명국 (치의학과)

<학술회의-국제>

   1.   제123회 일본해부학회 총회 및 학술대회 참석, 동경도 무사시 사카이, 2018. 3. 28~30.

<학술회의-국내>

   1.   김명국: 일본 해부학회의 현황과 2018년도 제123회 일본해부학회 학술대회. 제41차 대한

구강해부학회 학술대회 발표,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2018. 4. 20.

   2.   제32회 한림국제심포지엄 참석, “Homo Hundred Age and Dementia”, 더플라자호텔, 

2018. 4. 18.

   3.   제31차 한 · 터키 한림원 공동심포지엄 참석, “청정에너지 기술”, 양재동 엘타워 스포타임, 

2018. 5. 3.

   4.   제127회 한림원탁토론회 참석, “건강 100세를 위한 맞춤식품 필요성과 개발 방향”, 프레

스센터, 2018. 6. 12.

   5.   제33회 한림국제심포지엄 참석, “Fundamental Properties and Applicability of the 

Carbon Nanostructures”,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2018. 6. 30~7. 1.

   6.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주최 “노벨상 수상자와의 대담” 참석, The-K 호텔, 서울, 2018. 10. 22.

   7.   세계과학한림원 서울포럼 참석, “Science and Technology for Sustainable Future”, 

The-K 호텔, 서울, 2018. 10. 23.

   8.   Joint Conference of 8th Asia Pacific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natomists and 68th 

Korean Association of Anatomists 참석, BEXCO, Busan, October 28~31, 2018.

   9.   한국현미경학회 추계학술대회 참석, 롯데리조트, 부여, 2018. 11. 7~8.

10.   제131회 한림원 원탁토론회 참석, “아카데믹 캐피털리즘과 책임있는 연구”, 호텔 페이오

(강남), 2018. 11. 23.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이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16. 3. 1~2019. 2. 28.

   2.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18년도 제1회 정기 이사회, 양재동 엘타워, 2018. 2. 13.

   3.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18년도 제2회 정기 이사회, 양재동 엘타워, 2018.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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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1.   졸업 60주년을 맞아 2018년도 제128회 일본해부학회 총회 및 학술대회. 치과임상 제38권 

제5호, 333-346쪽, 2018. 5. 1.

배광식 (치의학과)

<저서>

   1.   배광식: 금강심론 주해 II. 총 775쪽, 뜨란, 2018. 3. 29.

<강의 및 특강>

   1.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특강(서울대학교치과대학 및 치과병원사.)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

원.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강당. 2018.2.9.

   2.   치과의사학(서울대학교치과대학 및 치과병원사).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2018. 3. 30.

   3.   처음 만나는 마음챙김명상( Jon Kabat-Zinn 저, 안희영 번역). 금강강독회,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 903호 승우당, 2018. 1. 9~12. 11 매월 2째 화요일 오후 7:00-10:00. 총 12회.

   4.   금강심론. 금강강독회,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 903호 승우당, 2018. 1. 4~12. 21 매월 

첫째 및 세째 금요일 오후 7:00-9:30. 총 18회.

   5.   A New Earth(Eckhart Tolle) 영어 불교 강독. 국제포교사회, 종로구 불교영어도서관, 

2018. 1. 3~2. 14 매주 수요일 오후 3:00-5:00. 총 7회.

   6.   Jigji(translated by John Jorgensen & Eun-Su Cho) 영어 불교 강독. 국제포교사회, 종로

구 불교영어도서관 및 승우당, 2018. 2. 21~12. 26 매주 수요일 오후 3:00-5:00. 총 40회.

   7.   기초불교영어강좌. 국제포교사회. 전법회관 지하1층 강의실. 2018. 2.3, 4.7, 8. 18,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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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6.11, 6.12, 6.19. 총 3회.

10.   지정의의 조화 염불선 수행법 특강. 붓다 빅 퀘스쳔 제5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

문화예술공연장, 2018. 6. 2.

11. 대담프로그램 [불자열전佛子列傳] ‘우리 시대의 불자들’ 11회 출연. BBS TV, 2018. 5. 24.

12.   지정의의 조화 염불선 수행법 특강. 붓다 빅퀘스쳔 시즌 3-3부 배광식 편 BBS TV, 2018. 

7. 9.

13. 대담프로그램 ‘선물’ 104회 출연. BBS TV, 2018.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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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붓다 빅퀘스천 5 배광식 교수의 염불선 수행법. YouTube 강좌. 2018. 7. 16. 

<동정>

(인사)

   1.   사단법인 참수레 이사장. 사단법인 참수레, 2014. 5. 28~현재.

   2.   포털 다음 카페: 금강불교입문에서 성불까지(회원 약 8,200여 명) 카페지기. 2002. 7. 30~

현재.

   3.   포털 네이버 카페:금강불교입문에서 성불까지(회원 약 5,500여 명) 카페지기. 2004. 4. 2~

현재.

   4.   명예교수협의회 회보 편집위원. 2015~현재.

(행사)

   1.   사단법인 참수레 수련원 묘금륜원 개원 4주년 기념식. 2018. 10. 27.

   2.   금강 제4차 아미타불 염불선 천일수행 입재식. 문경 한산사, 2018. 11. 28.

<기타 근황>

   1.   철야참선정진 지도, 매월 넷째주 토 오후 9:00~일 오전 04:00. 충남 태안 묘금륜원. 총 12

회.

양재호 (치의학과)

<기타 근황>

   1.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춘계학술대회, 고려대학교 유광사홀, 2018. 3. 4.

   2.   대한치과보철학회 춘계학술대회, 구연 심사위원, 세종대학교, 2018. 4. 21~22.

   3.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창립 93주년 기념 2018년 국제종합학술대회(SIDEX), COEX, 

2018. 6. 23~24.

   4.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추계학술대회, 고려대학교 유광사홀, 2018. 10. 7.

   5.   대한치과보철학회 추계학술대회, 구연 심사위원, 부산 BEXCO, 2018. 11. 24~25.

   6.   미국 UCLA, USC 대학 등 방문, 2018. 11. 28~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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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교수 동정

1) 수상

•   차경수(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 재단법인 청관장학회가 수여하는 

제10회 청관대상 학술상 수상. 2018. 3. 8.

•   한만청(의과대학 의학과): 대한의학회와 부채표 가송재단이 수여하는 제4회 대한의학회 의학

공헌상 수상, 2018. 3. 27.

•   김영식(인문대학 동양사학과): 제2회 암곡학술상 수상, 2018. 4. 11.

•   임현진(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수당재단으로부터 제27회 수당상(인문 · 사회부문) 수상, 

2018. 5. 8.

•   전영애(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경기여고동창회인 경운회로부터 제25회 자랑스러운 경기인

상 수상, 2018. 10. 20.

•   권재일(인문대학 언어학과): 재단법인 외솔회로부터 제40회 외솔상(문화 부문) 수상, 2018. 

10. 23.

•   양병이(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이 제정한 제1회 대한민국 조경인

상 수상, 2018. 10. 31.

•   전준(미술대학 조소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제67회 서울특별시 문화상(미술 부문) 수상, 

2018. 11. 12.

•   권영민(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민세 안재홍선생기념사업회가 수여하는 제9회 민세상(학술

연구 부문) 수상, 2018. 11. 26.

•   안병직(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다산학술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제17회 다산학술상 학술대상 

수상, 2018. 11. 30.

2) 인사

•   강주명(공과대학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국제가스연맹 회장으로 2018년 6월 29일 미국 워싱턴 

명예교수 동정란은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보>(2018. 1~2018. 12월호), <서울대 소식> 

등에서 발췌하여 여기에 수록하였습니다. ‘명예교수 동정’ 란에 새로 수록할 사항은 언제

든지 본 명예교수협의회 사무실(전화 02-880-9019 또는 이메일 emer@snu.ac.kr)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부  명예교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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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에서 선출. 임기 3년.

•   신수정(음악대학 기악과): 제27대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장 취임, 2018. 3. 16.

•   박상대(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대한민국학술원 부회장에 선출, 2018. 3. 16.

•   임현진(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에 선임, 2018. 6. 15.

•   김인걸(인문대학 국사학과): 임기 3년의 한국고전번역원 이사장에 선임, 2018. 6. 27.

•   강찬균(미술대학 디자인학부):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에 선출, 2018. 6. 28.

•   김용덕(인문대학 동양사학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에 임명, 2018. 8. 8.

•   한민구(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임기 3년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제9대 원장에 선출, 2018. 

11. 30.

3) 행사

•   서유헌(의과대학 의학과):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실시한 치매 극복을 위

한 연구개발(R&D) 추진전략과 세부과제에 대한 공청회에서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의 패널토

의 진행, 2018. 2. 5.

•   서유헌(의과대학 의학과): 한림국제심포지엄 조직위원장을 맡아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백세

시대, 치매와 파킨슨병을 주제로 제32회 한림국제심포지엄 개최, 2018. 4. 18.

•   이명철(의과대학 의학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수학교

육,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림원탁토론회 개최, 2018. 5. 2.

•   이명철(의과대학 의학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가 연구 · 개발 혁신 전략’을 주제로 공

통토론회 개최, 2018. 6. 5.

•   서유헌(의과대학 의학과): 서울 COEX에서 열린 국제 분자생물학 및 생화학회에서 국제 인간

프런티어과학기구(HFSP)의 프런티어 과학에 대한 역할 및 공헌, 미래조망에 대한 세션을 국

제기구 본부이사로 주관, 2018. 6. 4~8.

•   서유헌(의과대학 의학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휴먼프런티어 과학기구 한국대표 및 본부

이사로서 21세기 국제프런티어과학발전을 위한 선진 각국의 역할과 국제 기구의 위상에 대한 

회의와 토론 진행, 2018. 7. 8~13.

•   최종고(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웨슬리안 대학(Wesleyan College)에서 

열린 펄벅 국제심포지엄에서 ‘펄벅과 한국’이라는 주제로 강연 및 전시회 개최, 2018. 9. 

13~15.

•   서유헌(의과대학 의학과): 중국 베이징대 의과대학에서 열린 중국항공우주연구센터병원 60주

년 행사의 주빈으로 초청받아 ‘미래 항공우주시대 뇌연구 국제 컨퍼런스’를 주관하고 기조강

연, 2018. 10. 12~14.

•   이윤성(의과대학 의학과): 서울 중국 연구원에서 ‘포스트 게놈시대 – 유전자 바로 알기’를 주

제로 제29회 콜로키엄 개최, 2018.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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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철(의과대학 의학과):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 센트럴파크홀에서 ‘미래 한국을 열어갈 12

가지 과학기술’을 주제로 미래 과학기술 오픈 포럼 개최, 2018. 11. 8.

4) 출판

•   전효택(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두 번째 산문집, 『평생의 인연』(공간, 221쪽) 출간. 2018. 

10. 30.

2. 모교 강의 담당 명예교수 현황

1) 2018학년도 1학기(2018. 3. 1~2018. 8. 31)

성명 대학 학과 교과목 강의시간

김도한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미분방정식 3

김명수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화학 1 3

김우철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수리통계 1 3

김   전 의과대학 의학과 우리 몸의 이해 3

김태유 공과대학 협동과정 기술경영 ·경제 ·정책전공 기술경영경제정책세미나 3

김희준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자연과학의 세계 3

노태돈 인문대학 국사학과 한국고대사연구 3

박군철 공과대학 원자핵공학과 원자로 열유체 실험 3

박영우 자연과학대학 물리학전공 물리학 1 3

박종근 공학전문대학원 응용공학과 송배전계통 해석 3

박종상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화학 3

박종화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조경식물소재 3

박진우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과학적관리 3

백청심 음악대학 현악전공 현악실기(악기명) 3

서경호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 주제탐구세미나 4 3

서세원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화학 3

서정쌍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화학 3

신환철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화학결정학 3

안정선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명의 이해 3

윤영관 기초교육원 기초교육원 학생자율연구 1 2

윤영숙 음악대학 현악전공 현악실기(악기명) 3

윤현주 음악대학 성악과 전공실기(성악), 성악실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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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학 학과 교과목 강의시간

이준구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경제원론1 6

이준규 자연과학대학 물리학전공 고전역학 3

이지순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현대경제의 이해 3

전종우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확률의 개념 및 응용 3

정진하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 3

조보형 공과대학 전기 · 정보공학부 전력전자공학 3

황상익 의과대학 의학과 한국근현대의학사의 이해 3

호문혁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민사소송법연구 3

안건혁 공과대학 협동과정 도시설계학전공 도시설계스튜디오 3 2

정용덕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국가와 행정, 행정이론과 철학 3

권오승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경제법특수연구 3

노명호 인문대학 국사학과 한국중세문화사연습 3

이순종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디자인전공 디자인정책 및 전략연구 3

서경덕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파랑역학 3

정태봉 음악대학 작곡전공 작곡세미나, 작곡실기 8

김종서 인문대학 종교학과 한국종교학사연구 3

오종환 인문대학 미학과 현대영미미학 3

김명기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새로운 치과의사, 치과와 사회 3

김인걸 인문대학 국사학과 한국사회사연구 3

조신섭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통계학의 개념 및 실습 4

홍주봉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 3

강인식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열대기상학 3

안중호 경영대학 경영학과 경영정보론, 경영학원론 6

김수언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물화학부 유기화학 1 3

김관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화학 1 3

강병운 음악대학 성악과 성악실기 3

강사욱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 3

학점 합계 165

2) 2018학년도 2학기(2018. 9. 1~2019. 2. 28)

성명 대학 학과 교과목 강의시간

김명수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화학 2 3

김병종 미술대학 동양화과 통합매체연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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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학 학과 교과목 강의시간

김우철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수리통계 2 3

김재일 경영대학 경영학과 마케팅관리 3

김   전 의과대학 의학과 우리 몸의 이해 3

김태유 공과대학 협동과정 기술경영 ·경제 ·정책전공 기술경영경제정책세미나 3

김희준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자연과학의 세계 3

노태돈 인문대학 국사학과 고대문화사연구 3

류종목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중국역대시가강독2 3

박영우 자연과학대학 물리학전공 물리학 2 3

박종근 공학전문대학원 응용공학과 송배전계통 해석 3

박종상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화학 3

박종욱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식물 계통분류학 및 실험 4

박진우 공학전문대학원 응용공학과 공학적 데이터 분석 3

백청심 음악대학 기악과 현악실기(악기명) 3

서경호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 주제탐구세미나 2 3

서세원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화학 3

서정쌍 사범대학 화학교육과 일반화학및실험 2 3

안정선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명의 이해 3

양창수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물권법연구 3

윤영숙 음악대학 기악과 현악실기(악기명) 3

윤현주 음악대학 성악과 전공실기(성악), 성악실기 8

은희철 의과대학 의학과 의학 전문용어의 길잡이: 원어 

어근부터 우리말 용어 제작까지

2

이준구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경제원론 1, 경제원론 2, 사회복

지특강

9

이준규 자연과학대학 물리학전공 수리물리학 3

이지순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경제성장론 3

정상권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수치해석 3

정영근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화학 2 3

정진하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 3

조영현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선형대수학 3

황상익 의과대학 의학과 고대 및 중세의 건강과 질병의 

역사특론

3

황일순 공과대학 원자핵공학과 에너지시스템공학특강 3

강명구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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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학 학과 교과목 강의시간

정용덕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거버넌스와 공공리더십, 국가행

정론세미나

3

권오승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경제법특수연구 3

노명호 인문대학 국사학과 고려정치사연구 3

이순종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디자인전공 디자인기획전략연구 3

정태봉 음악대학 작곡과 전공실기(작곡), 작곡세미나 6

김종서 인문대학 종교학과 현대종교이론연구 3

김광현 공과대학 건축학과 건축의장 3

조인래 인문대학 철학과 과학철학 3

최경환 음악대학 기악과 관악실기(전공악기명), 관악실기

(악기명)

8

김인걸 인문대학 국사학과 한국사회사특강 3

조신섭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통계학의 개념 및 실습 4

홍주봉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 3

김관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화학 2 3

강병운 음악대학 성악과 성악실기 3

강사욱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 3

학점 합계 165

3. 신규 추대 명예교수 명단(매년 3월 1일 및 9월 1일자 추대 명단을 기재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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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자연과학대학)

물리 · 천문학부
교 수 국  양

교 수 오세정

수리과학부 교 수 최형인

지구환경과학부 교 수 이용일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 수 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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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과(부) 직급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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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수 조광현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교 수 최병선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교 수 김명기

교 수 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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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과(부) 직급 성명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 수 최병조

계 43명

2) 2018. 9. 1. 추대 명예교수

대학(원) 학과(부) 직급 성명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교 수 류종목

영어영문학과 교 수 장경렬

불어불문학과 교 수 정명환

노어노문학과 교 수 김희숙

언어학과 교 수 권재일

서양사학과 교 수 박지향

철학과 교 수 조인래

미학과 교 수 이창환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교 수 최정운

사회학과 교 수 정진성

사회복지학과 교 수 조흥식

언론정보학과 교 수 강명구

대학원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교 수 조영현

화학부 교 수 정영근

생명과학부 교 수 박종욱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 수 김재일

대학원(공과대학)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 수 황일순

대학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공학부

교 수 문태화

교 수 최양도

미술대학
동양화과 교 수 김병종

디자인학부 교 수 백명진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교 수 정상권

음악대학 기악과 교 수 최경환

의과대학 의학과

교 수 백재승

교 수 이상철

교 수 이환종

교 수 정준기

교 수 한문희

교 수 한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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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과(부) 직급 성명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 수 문휘창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교 수 곽수근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 수 성낙인

교 수 양창수

계 33명

4. 전체 명예교수 명단(1962년 7월 20일~201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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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렬(1991.11.16) 나종일(1992.04.15) 문우상(1993.11.01) 장석진(1994.10.25)

이   환(1995.05.06) 이기문(1996.06.05) 김진세(1996.06.05) 김완진(1996.10.14)

최완식(1996.10.14) 김인숙(1997.11.18) 이병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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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시준(2001.05.09) 원윤수(2001.05.09)

이상옥(2001.10.18) 고영근(2002.03.01) 박희진(2002.03.01) 정지영(2002.03.01)

이현복(2002.03.01) 오인석(2002.03.01) 이인호(2002.03.01) 최승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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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윤석(2006.03.01) 문양수(2006.03.01) 오병남(2006.03.01)

1962년 7월 20일 이래 지금까지 총 1,417분이 우리 대학교에서 명예교수로 추대되었습

니다. 여기에는 대학별로 추대된 순서에 따라 그 명단을 기재하였고, 작고(1962. 7. 20~ 

2018. 12. 31)하신 425분은 성명 앞에 *표로 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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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휘준(2006.03.01) 임효재(200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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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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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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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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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종목(2018.09.01) 장경렬(2018.09.01) 정명환(2018.09.01)

김희숙(2018.09.01) 권재일(2018.09.01) 박지향(2018.09.01) 조인래(2018.09.01)

이창환(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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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두식(1992.11.03)

*한전숙(1992.11.03) *이민호(1992.11.03) *김광호(1993.11.01) *이병찬(1994.04.11)

*김종운(1995.05.06) *조병태(1996.10.14) *송낙헌(1997.05.26) *김용직(1998.05.27)

*안병희(1998.05.27) *홍승오(1998.05.27) *민두기(1998.05.27) *이병건(1998.11.13)

*석경징(2001.05.09) *김현창(2001.07.18) *성백인(2001.07.18) *김윤식(2001.10.18)

*민병수(2001.10.18) *최순봉(2002.03.01) *고병익(2002.09.01) *윤이흠(2005.09.01)

*천승걸(2006.09.01) *홍기창(2007.03.01) *이정호(2008.09.01) *김문환(2010.03.01)

*김효명(2010.09.01) *안상진(2013.03.01) *나학진(2013.03.01)

사회과학대학

장인협(1990.10.12) 변형윤(1992.04.15) 이현재(1995.11.29) 김종현(1996.10.14)

조대경(1997.05.26) 임종철(1998.05.27) 차재호(1999.10.12) 김일철(1999.10.12)

한상복(2000.11.17) 박우희(2001.05.09) 원호택(2001.07.18) 안병직(2001.10.18)

김경동(2002.03.01) 김용구(2002.09.01) 조   순(2002.09.01) 강현두(200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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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하(2003.03.01) 이관용(2003.03.01) 조명한(2003.03.01) 김세원(2004.09.01)

송병락(2004.09.01) 박영한(200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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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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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운(2018.09.01) 정진성(2018.09.01) 조흥식(2018.09.01) 강명구(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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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덕모(1991.04.15) *최홍기(1991.04.15) *차병권(1991.11.16)

*박봉식(1994.04.11) *이상희(1994.10.25) *김영국(1995.11.29) *이용희(1995.11.29)

*이  찬(1995.11.29) *장병림(1996.06.05) *여정동(1996.10.14) *김채윤(1996.10.14)

*이광규(1998.05.27) *강명규(1998.11.13) *서봉연(1998.11.13) *구영록(1999.10.12)

*남세진(2000.11.17) *이장호(2001.10.18) *김진균(2003.03.01) *홍원탁(2005.09.01)

*김수행(2012.09.01)

자연과학대학(대학원)

정창희(1987.04.18) 장세헌(1989.04.15) 이상만(1991.04.15) 조완규(1992.04.15)

고윤석(1992.04.15) 이수호(1992.04.15) 이일해(1992.11.03) 윤옥경(1994.10.25)

김준호(1995.05.06) 김호징(1995.11.29) 하두봉(1996.10.14) 김제완(1997.11.18)

최병두(1998.11.13) 강만식(1999.04.20) 고영소(1999.10.12) 윤재한(2000.05.02)

권숙일(2000.11.17) 하영칠(2000.11.17) 이구철(2001.05.09) 박세희(2001.05.09)

박형석(2001.10.18) 이인규(200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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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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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환(2005.03.01) 정해문(2005.09.01) 김종찬(200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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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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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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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현(2018.09.01) 정영근(2018.09.01)

박종욱(2018.09.01)

*손치무(1979.11.01) *홍순복(1984.07.10) *이주식(1986.05.12) *지창열(1987.10.18)

*김봉균(1987.04.18) *최규원(1987.05.07) *구정회(1988.07.01) *김훈수(1988.12.10)

*김성삼(1988.12.10) *성백능(1989.04.15) *민호기(1989.04.15) *정영호(1989.10.13)

*정창희(1989.10.13) *김정수(1990.04.16) *박을용(1990.04.16) *박봉열(1991.11.16)

*현정준(1992.04.15) *장세희(1992.11.03) *박홍래(1994.10.25) *이우영(1995.05.06)

*김제필(1995.11.29) *강영선(1995.11.29) *박희인(1997.11.18) *박인원(2000.05.02)

*이정주(2001.05.09) *이윤영(2001.10.18) *송희성(2003.03.01) *이광웅(2005.03.01)

*박순웅(2006.03.01) *정한영(201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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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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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 · 경영전문대학원

이용준(1987.08.13) 한희영(1993.04.26) 김정년(1997.11.18) 김식현(2000.11.17)

이정호(2002.09.01) 최종태(2005.03.01) 윤석철(2005.09.01) 곽수일(2006.09.01)

신유근(2006.09.01) 김성기(2007.09.01) 남상오(200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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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일(2018.09.01) 곽수근(2018.09.01)

*오상락(1993.04.26) *심병구(1994.04.11) *김원수(1999.10.12) *박정식(2010.09.01)

공과대학(대학원)

윤장섭(1990.04.16) 김노수(1991.11.16) 안철호(1991.11.16) 김동원(1992.04.15)

박천경(1993.04.26) 고명삼(1993.04.26) 현병구(1995.05.06) 김연식(1995.11.29)

안수길(1995.11.29) 김상주(1996.06.05) 김문한(1996.06.05) 김극천(1996.06.05)

전용원(1997.05.26) 정일영(1997.11.18) 안태완(1997.11.18) 박영문(1998.05.27)

박순자(1998.05.27) 박중현(199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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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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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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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규(2011.09.01) 문상흡(2011.09.01) 심우갑(2011.09.01)

유정열(201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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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욱(2014.09.01)

김명모(2014.09.01) 조유근(2014.09.01) 이지화(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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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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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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일순(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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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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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철근(1992.11.03) *임상전(1992.11.03) *조선휘(1993.04.26)

*이광노(1993.11.01) *원종수(1993.11.01) *황종흘(1993.11.01) *황희융(1993.11.01)

*이해경(1994.10.25) *윤정섭(1995.05.06) *박혜일(1995.11.29) *김봉우(1996.10.14)

*김형걸(1997.05.26) *주종원(1998.05.27) *김응서(1999.04.20) *김종상(2003.03.01)

*정기형(2003.09.01) *최창균(2009.09.01) *박창호(2011.09.01) *고   건(2014.03.01)

*강신형(2015.03.01)

농업생명과학대학(대학원/농과대학)

송계원(1988.07.01) 현재선(1991.04.15) 오봉국(1991.04.15) 심영근(1994.04.11)

신동소(1996.06.05) 정창주(1997.11.18) 이홍석(1998.05.27) 나용준(1999.04.20)

이계호(1999.04.20) 안건용(1999.04.20) 고광출(1999.10.12) 심재욱(1999.10.12)

류순호(2000.05.02) 한인규(2000.05.02) 임경순(200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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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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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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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진(2010.03.01)

김귀곤(2010.03.01) 장병욱(2010.03.01) 이경준(2010.09.01) 이승구(2012.03.01)

이돈구(2012.03.01) 현정오(2012.09.01) 하종규(2013.03.01) 임승빈(201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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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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태화(2018.09.01)

최양도(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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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양후(1989.04.15) *이은웅(1989.10.13)

*박태식(1991.04.15) *김재욱(1991.11.16) *허문회(1992.04.15) *김갑덕(1992.04.15)

*반성환(1994.04.11) *고재군(1994.04.11) *정후섭(1995.11.29) *주봉규(1996.06.05)

*심종섭(1996.06.05) *왕인근(1996.10.14) *임선욱(1998.05.27) *조용섭(1999.04.20)

*송해균(1999.04.20) *김동암(2000.05.02) *이필우(2000.05.02) *임경빈(2000.07.06)

*박명규(2000.07.06) *이질현(2000.11.17) *안원영(2001.10.18) *고학균(2005.03.01)

*권용웅(2006.09.01) *이용환(2009.03.01) *김성수(2010.09.01)

미술대학

서세옥(1994.04.11) 김정자(199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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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만린(2001.05.09) 윤명로(2002.03.01) 강찬균(2003.09.01)

이종상(2003.09.01) 부수언(2004.03.01) 엄태정(2004.03.01) 전   준(2008.03.01)

신광석(2010.09.01) 최인수(2011.09.01) 한운성(2012.03.01) 장수홍(2013.03.01)

장호익(2014.09.01) 서용선(2016.09.01) 이순종(2017.03.01) 신현중(2018.03.01)

김병종(2018.09.01) 백명진(2018.09.01)

*노수현(1962.10.23) *김종영(1980.12.23) *정창섭(1993.04.26) *김교만(1994.04.11)

*권순형(1994.10.25) *박세원(1995.11.29) *유경채(1995.11.29) *신영상(2001.05.09)

*양승춘(2006.03.01) *임영방(2009.09.01) *유리지(2010.09.01) *정탁영(2012.03.01)

*박노수(2012.09.01)

법과대학 · 법학전문대학원

박병호(1996.10.14) 이태로(1997.11.18) 김철수(1998.11.13) 양승규(1999.10.12)

최기원(2002.03.01) 최대권(2002.09.01) 이수성(2004.09.01) 김동희(2005.03.01)

김유성(200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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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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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조(2018.03.01) 성낙인(2018.09.01) 양창수(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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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성(1999.10.12) *서돈각(2000.07.06) *심헌섭(2001.05.09) *이호정(2002.03.01)

*백충현(2004.09.01) *최송화(2006.09.01)

사범대학

이태녕(1989.04.15) 구인환(1995.05.06) 정원식(1995.11.29) 문   용(1996.06.05)

김은전(1996.10.14) 이계순(1996.10.14) 박용헌(1997.05.26) 전상범(1997.05.26)

윤용탁(199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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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재기(2000.05.02) 심명호(2000.11.17) 황적륜(2000.11.17) 윤세철(2001.10.18)

차경수(2001.10.18) 황정규(2001.10.18) 임승권(2002.03.01) 박승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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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권(2018.09.01)

*김계숙(1970.10.08) *이종수(1972.05.01) *채희순(1974.07.08) *김형규(197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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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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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맹성(1995.05.06) *신희명(1995.11.29) *피천득(1996.06.05) *이동승(199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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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1996.06.05) *강길수(1998.05.27) *이상익(2000.05.02) *이범제(2000.05.02)

*이용필(2001.10.18) *장남기(2002.03.01)

생활과학대학(대학원/가정대학)

모수미(1992.04.15) 김성련(199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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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명욱(1981.12.16) *이혜수(1992.11.03) *임원자(1997.05.26) *안승요(1997.11.18)

*현기순(1998.05.27)

수의과대학

이창업(1993.11.01) 서익수(1997.05.26) 성재기(1999.04.20) 이준섭(1999.04.20)

박응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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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국(1988.07.01) *이장낙(1991.04.15) *한수남(199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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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점술(2001.07.18)

약학대학(천연물과학연구소)

우원식(1994.04.11) 이상섭(1996.06.05) 조윤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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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만기(2003.09.01) 문창규(2005.03.01) 김양배(200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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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완균(2017.03.01) 김규원(2017.09.01)

서영거(2017.09.01) 김영철(20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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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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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운용(1994.10.25) *김신근(1995.05.06) *정원근(1995.11.29) *이왕규(1996.10.14)

*신국현(2002.09.01) *김박광(2005.09.01) *한관섭(2016.03.01)

음악대학

정희갑(1989.04.15) 안형일(1992.04.15) 정진우(1993.04.26) 이인영(1994.10.25)

이기원(1995.05.06) 이명학(1996.06.05) 김혜경(1996.10.14) 이경숙(1997.05.26)

유태열(199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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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준(2009.09.01) 박인수(2012.03.01)

강석희(2012.03.01) 신수정(2012.03.01) 박세원(2013.03.01) 김형배(2013.03.01)

윤현주(2014.03.01) 백청심(2014.03.01) 황준연(2014.09.01) 강병운(2016.03.11)

김귀현(2016.09.01) 이강숙(2017.09.01) 정태봉(2017.09.01) 윤영숙(2018.03.01)

최경환(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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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재(1990.04.16)

*이정희(1992.11.03) *백낙호(1994.10.25) *이남수(1995.05.06) *강운경(1995.05.06)

*김용진(1995.11.29) *이성균(1999.10.21) *김정자(2007.09.01) *장정익(2012.03.01)

*김정길(2012.03.01)

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

홍창의(1988.12.10) 김영균(1991.11.16) 민헌기(1994.04.11) 이상국(1994.04.11)

김수태(1995.05.06) 김진영(1995.11.29) 노관택(1995.11.29) 권이혁(1995.11.29)

이덕용(1996.06.05) 장윤석(1996.06.05) 장우현(1996.10.14) 석세일(1997.05.26)

이부영(199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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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호(2000.11.17) 최길수(2000.11.17) 이영우(2001.10.18)

이재흥(2001.10.18) 이순형(2002.03.01) 조두영(2002.09.01) 최규완(2003.03.01)

장봉린(2004.03.01) 이종욱(200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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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영수(2010.09.01) 정문상(2010.09.01) 최  황(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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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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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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재승(2018.09.01)

이상철(2018.09.01) 이환종(2018.09.01) 정준기(2018.09.01) 한문희(2018.09.01)

한진석(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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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면우(1989.04.15)

*심보성(1990.04.16) *고광욱(1991.11.16) *이유신(1992.11.03) *김상인(1993.11.01)

*문형노(1994.04.11) *이정균(1994.04.11) *한용철(1994.10.25) *김주완(1995.05.06)



466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8, 제14호

*김승원(1995.05.06) *김우겸(1995.05.06) *윤동호(1995.11.29) *김승욱(1995.11.29)

*곽일용(1996.06.05) *김종환(1996.10.14) *명호진(1996.10.14) *이한구(1996.10.14)

*고창순(1997.11.18) *김진복(1998.11.13) *서경필(1998.11.13) *성호경(1998.11.13)

*윤덕노(1998.11.13) *김정룡(2000.11.17) *박찬웅(2000.11.17) *최성배(2001.05.09)

*장가용(2001.05.09) *이진용(2002.09.01) *김영민(2003.03.01) *김중술(2003.03.01)

*지제근(2003.03.01) *김노경(2005.09.01) *최국진(2005.09.01) *하성환(201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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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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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균(2001.10.18)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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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운태(1987.08.13) *최종기(1994.04.11) *김해동(1994.04.11) *안해균(1994.04.11)

*박동서(1994.10.25)

환경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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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융희(1992.11.03)

국제대학원

박태호(2017.09.01) 문휘창(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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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일(2013.09.01)

치의학대학원

장완식(1988.07.01) 이명종(1995.11.29) 민병일(1995.11.29) 김진태(1996.06.05)

이정식(1996.06.05) 서정훈(1999.04.20) 유동수(1999.04.20) 김명국(2001.05.09)

손동수(2001.07.18) 윤수한(2001.10.18) 이종흔(2002.03.01) 김철위(2003.09.01)

임창윤(2003.09.01) 최상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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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석(2006.09.01) 정성창(2006.09.01) 고재승(2007.03.01) 엄정문(2007.09.01)

염광원(2008.09.01) 한수부(2008.09.01) 양재호(2011.03.01) 장영일(2011.03.01)

정종평(2011.03.01) 한세현(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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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근(1983.06.30) *유종덕(1984.12.17) *안형규(1989.04.15) *차문호(1989.10.13)

*김영해(1991.04.15) *황성명(1994.10.25) *이영옥(1995.11.29) *김동순(1995.11.29)

*김수철(1995.11.29) *선우양국(1995.11.29) *김규식(1997.05.26) *양원식(2001.10.18)

*손성희(2003.09.01) *장익태(2004.09.01) *임성삼(2005.09.01) *최선진(2006.03.01)

*김창회(2008.09.01) *백기석(2008.09.01) *김주환(2012.09.01)

5. 지난 1년간 작고 명예교수 명단(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1. 2018. 01. 22. 이유신(의과대학 의학과)

  2. 2018. 01. 31. 김우겸(의과대학 의학과)

  3. 2018. 02. 01. 이혜수(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4. 2018. 02. 10. 심헌섭(법과대학 법학부)

  5. 2018. 02. 10. 지명렬(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6. 2018. 02. 22. 곽윤직(법과대학 법학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사이에 작고하신 명예교수님은 모두 24분입니

다. 고인의 명복을 삼가 기원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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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8. 03. 09. 박순웅(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8. 2018. 04. 06. 김박광(약학대학 약학과)

  9. 2018. 05. 14. 안승요(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10. 2018. 05. 21. 김문환(인문대학 미학과)

11. 2018. 05. 30. 이정균(의과대학 의학과)

12. 2018. 06. 14. 황희융(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13. 2018. 06. 25. 이광노(공과대학 건축학과)

14. 2018. 06. 29. 이정주(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15. 2018. 08. 10. 이원순(사범대학 역사교육과)

16. 2018. 08. 22. 김규식(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17. 2018. 09. 01. 최송화(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18. 2018. 09. 26. 최병희(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19. 2018. 10. 26. 김윤식(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20. 2018. 10. 26. 고   건(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21. 2018. 10. 26. 홍기창(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22. 2018. 12. 16. 이호정(법과대학 법학부)

23. 2018. 12. 18. 성백인(인문대학 언어학과)

24. 2018. 12. 24. 조병태(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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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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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소식

1) 인문대학, 2018년도 1학기 인문대 학생생활문화원 진로 특강

인문대학 학생생활문화원에서 학부생들의 진로 탐

색을 돕기 위한 진로 특강이 3월 29일부터 5월 16일까

지 총 16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학생생활문화원에서는 

매 학기마다 사회 현장에서 활약하는 인문대학 졸업생

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 보는 시

간을 가져왔다. 2018년 강연에는 김탁환 소설가, 박수

빈 변호사, 이영석 연극연출가, 손주은 메가스터디그

룹 회장, 한상호 EBS 피디, 송해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언론 홍보팀 팀원이 초대되었다.

2) 사회과학대학, 「기부자의 벽」 제막

사회과학대학은 16동 1층 로비에 「기부자의 벽」을 만들고, 6월 5일에 제막식을 거행하였다. 

사회과학대학(16동) 1층 로비에 설치된 「기부자의 벽」

출처: Social Sciences Newsletter vol.13, 2018. 9. 6.

손주은 메가스터디그룹 회장의 강연(2018. 

4. 16.)

6부  소식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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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의 벽」은 ‘서울대학교사회과학대학발전기금’에 기부금이나 현물자산을 출연해 준 이들의 

이름과 출연 내용을 적은 현판(앞의 사진)으로, 기부자들은 ‘서울대학교발전후원회’의 회원이 되

며 학교는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으로 그 공헌을 기리고 있다. 「기부자의 벽」 제막식에는 기부자

들과 박찬욱 교육부총장, 이봉주 사화과학대학 학장을 비롯한 여러 사회과학대학 구성원들이 

참석하여 기금 출연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소중하게 조성된 발전기금을 밑거름 삼아 사

회과학대학이 더 높이 더 힘차게 날아오를 것을 다짐하였다.

3) 자연과학대학, ‘서울대학교 천문대’ 개관식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에 천문학 관측 교육과 연구를 위한 천문대가 설치된 것은 1978년 6

월이었으며, ‘서울대학교 제1광학천문대’로 명명되었다. 그러나 4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시설이 

노후하여 천문대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18년 10월 5일 ‘서울대학교 천문대’로 

새롭게 탄생하였다.

관악 캠퍼스 46동에 자리 잡은 천문대에는 국내 대학 천문대로는 가장 큰 1m 구경의 광학망

원경이 설치되어 있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 · 천문학부에서는 이 망원경을 천문관측 

연구와 학부 및 대학원생의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개행사를 펼쳐 사

람들의 우주에 대한 관심을 함양시키는 활동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그 밖에 천문대에는 해외 

망원경을 이용하여 관측을 하는 원격 관측실, 태양천문학 실험실, 그리고 천문관측의 역사를 살

펴볼 수 있는 전시물이 마련되어 있다(자연과학대학 뉴스레터에서 간추림).

관악 캠퍼스 46동에 새롭게 개관한 서울대학교 천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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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과대학, ‘풋풋한 공학 아이디어 총집합’: 2018 창의설계축전 개최

공과대학(학장 차국헌)은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공대가 주관하고 DB김준기문화재단이 후원

하는 ‘2018 창의설계축전’ 행사를 개최하였다. 올해로 일곱 번째 열린 서울대 창의설계축전

(Creative Design Fair)은 공대 비전에 맞는 인재 육성, 공학적 창의 설계의 중요성 교육 및 적용

능력 배양, 학부(과)간의 교류와 협동정신의 함양을 위해 개최됐다.

38동 글로벌공학교육센터 필로티 공간에서 출품작 전시와 심사가 진행됐다. 39동 BK Hall에

서 열린 시상식에는 행사를 후원한 DB김준기문화재단의 정홍용 사장 이외 임원진이 직접 시상

에 참여하여 학생들을 격려했다. 시상식 전후로는 DB하이텍 나현철 상무(전자공학과 91학번)와 

데니스 홍 교수(UCLA 기계항공공학과 교수)가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창의설계축전의 꽃이라고 불리는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에는 건축, 기계항공, 전기정보, 

조선해양, 컴퓨터, 화학생물 등 다양한 학과(부)에서 총 29개 팀이 출전했다. 올해는 순위 경쟁

을 하지 않고 전시만 참가하는 21개 X-Corps(실전문제연구재단)팀이 일반 참가 팀과 함께 부스

를 운영했다.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 시상식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보조손을 개발한 손이탄팀이 최우수

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에는 Monkey Mouth팀과 시티세이버팀이, 장려상에는 버틀러, 에스엔제

이, 콩돌이 프로덕션 등 세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창의설계축전 수상팀에게는 DB김준기문

화재단의 후원으로 상금 및 해외 연수의 특전이 주어진다.  한편, 창의설계축전과 함께  공과대

학 학생축제 ‘夏모르파티’ 행사도 진행됐다. 이 행사는 공과대학 학생회에서 주관했으며 공대 중

앙광장에서 각종 체험전 부스와 토크쇼, 노래 콘테스트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공대 뉴스광

장에서 인용).

2018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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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업생명과학대학, APEC 기후센터의 업무협력협약 체결

농업생명과학대학은 2018년 2월 8일 APEC 기후센터와 상호간 공동연구 및 연구 협력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APEC 기후센터는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이상기

후 감시 및 예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APEC 회원국 대상으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맞춤형 기후정보 제공, 기후과학 및 응용연구, 개도국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

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 및 연구협력을 위한 인력 및 연구보고서 교류, 학술 세미나 및 

워크숍 공동개최, 연구 · 사업협력 등의 협력 사안들이 체결되었다.

6) 산림교육연구센터 준공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에서는 남부학술림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연구 및 교육의 활성

화, 산림과학 인재 양성, 다양한 사회교육을 통한 지식의 사회적 기부, 국내 · 외 학술행사 개최, 

다양한 산림문화 기회제공 등을 목적으로 전라남도 광양시에 있는 남부학술림 추산시험장 내에 

총사업비 63억원을 들여 『서울대학교 산림교육연구센터』를 2018년 2월 23일에 준공하였다. 

『서울대학교 산림교육연구센터』는 건축면적 1,762㎡(534평), 연면적 2,868㎡(867평)로써 지상 

3층의 철근콘크리트 및 목구조 건물이고, 대강당, 강의실, 세미나실, 연구실, 행정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기존 관리동(신 명칭: 추산생활관)을 리모델링하여 동시에 약 100명 정도를 

일시 수용할 수 있는 숙소 전용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서울대학교 산림교육연구센터』와 『추산생활관』을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대학교 학술림 홈페이지(http://uf.snu.ac.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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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범대학, 교육협력추진단, 시흥시장과 교육협력 논의

2018년 9월 12일(수)에 사범대학 

교육협력추진단은 시흥시청을 방문

하여 임병택 시흥시장과 교육협력

을 위한 논의의 자리를 가졌다. 이

날 방문에는 김희백 학장과 백순근 

교육협력 추진단장, 김영식 시흥캠

퍼스 추진지원본부 과장 등이 참석

하였다. 이날 만남에서는 사범대학

과 시흥시의 교육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고, 각 기관의 교육협력을 

통한 공교육 수준 향상에 대한 의지

를 확인하였다.

8)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유치

서울대학교 치과병원(병원장 허성주)이 2018년 3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

터’ 운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및 장애인 구강진료정책 지원 등 장애

인 구강보건분야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여 장애인구강진료서비스 체계 구축을 목표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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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치과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모로 선정했다.

‘중앙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자로 선정된 치과병원은 센터 설치에 소용되는 시설 장비비에 

대한 지원과 소정의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현재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경기, 인천, 부산, 제주 등 전국에 9개소가 있으며, 향후 17개

소까지 확대될 계획에 있다. ‘중앙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총괄하

는 역할을 수행하며, 전국 장애인 구강보건분야의 컨트롤타워로서 장애인 국가보건정책 수립 및 

시행 지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 장애인 구강진료 및 치과 응급의료체계 

중심기관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된다.

허성주 병원장은 “중앙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선정을 통해 장애인 구강공공의료 사업의 첫걸음

을 떼게 되었다.”며 “국가중앙치과병원으로서 장애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사업을 지속

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9) 치의학대학원, 디지털 치의학 교육실 개실 

치의학대학원은 2018년 3월 12일 오후 3시 30분 대학본부의 총장, 부총장 및 업체 대표들을 

포함한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치의학 교육실’ 개관식을 개최했다. 디지털 치의학 교육

실은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영향 아래 급속하게 발전하고 보급되고 있는 디지털 치의학에 대한 

학생들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재학 기간에 디지털 치의학을 최대한 경험하고 습득하여 진

융복합치의료동 및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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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현장에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최초로 기

획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학협력 교육 프로젝

트이다.

학생들에게 디지털 치의학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한편, 2018년 10월 13일 치의학

대학원 동문들을 대상으로 무료 핸즈온 세미나

를 개최하여, 매우 큰 관심과 함께 성료하였다.

2.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기록

1) 경과 보고

2018년도

   1월    5일 2017년도 동계 교사직무연수 2차 회의(호암교수회관 오크룸, 11시)

   1월 15일 운영위원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플럼룸, 11시)

   1월 19일 명예교수회보 2017 제2차 편집위원회 개최(호암교수회관 오크룸, 11시)

   1월 22~26일 2017년도 동계 교사직무연수 개최(사범대학 10-1동 501호)

   1월 31일 2018년도 (사)명예교수발전진흥회 이사회 개최(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 11시)

  2018년도 (사)명예교수발전진흥회 임시총회 개최(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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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치의학 교육실 개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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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9일 명예교수회보 2017 제4차 편집위원회 개최(호암교수회관 오크룸, 11시)

   3월 12일 2017년도 동계 교사직무연수 최종회의(호암교수회관 오크룸, 11시)

   3월 13일 운영위원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라일락룸, 11시)

   4월    3일 신임 명예교수 환영회(교수회관 제4회의실, 12시)

   4월 10일 회장단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체리룸, 12시)

   4월 17일 제8회 인성교육집담회 개최(교수학습개발센터 121호, 14시)

   4월 25일 명예교수회보 2017 제5차 편집위원회 개최(호암교수회관 오크룸, 11시)

   4월 30일 기획위원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오크룸, 12시)

   5월    2일 상반기 산업시찰: 충북 오창 LG 화학-청남대 방문

   5월 10일 2018년도 명예교수협의회 이사회 개최(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 11시)

 2018년도 명예교수협의회 정기총회 개최(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 12시)

 

   5월 14일 명예교수협의회 10년사 제1차 편찬위원회의 개최(명예교수협의회사무실, 10시)

 총장초청 간담회 개최(교수회관2층 컨벤션,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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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1일 운영위원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파인룸, 11시 30분)

  5월 23일 명예교수협의회 신임위원 위촉장 우편발송

  6월   5일 명예교수회보 2018 제1차 편집위원회 개최(호암교수회관 오크룸, 11시)

  6월   8일 사회봉사위원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파인룸, 12시)

  6월 12일 2018년 여름방학 교사직무연수 1차 회의(호암교수회관 플럼룸, 11시)

  6월 15일 사단법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발전진흥회 이사장 및 이사 등기작업 완료

  6월 15일 명예교수회보 2018(제14호) 원고청탁서 1차 발송

  6월 26일 운영위원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오크룸, 11시)

  7월 13일 2018년도 하계 교사직무연수 2차 회의(교수회관 제1회의실, 12시)

  7월 24일 2018년도 하계 교사직무연수 3차 회의(호암교수회관 메이플룸, 11시)

  7월 27일 운영위원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오크룸, 11시)

  8월   6~10일 2018년도 하계 교사직무연수 개최(사범대학 11동 101호)

  8월 21일 기획위원회 소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라일락룸, 11시 30분)

  8월 27일 명예교수회보 2018(제14호) 원고청탁서 2차 발송

  9월   7일 2018년도 하계 교사직무연수 최종회의(호암교수회관 파인룸, 12시)

  9월 12일 기획위원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플럼룸, 12시)

  9월 17일 회장단 및 자문위원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체리룸, 11시 30분)

  9월 19일 운영위원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오크룸, 11시)

10월 10일 신임 명예교수 환영회(호암교수회관 오크리룸, 12시)

10월 19일 명예교수회보 2018 제2차 편집위원회 개최(호암교수회관 오크룸, 11시)

10월 23일 운영위원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파인룸, 11시)

10월 25일 하반기 산업시찰: NAVER & HUMAX 방문

10월 30일 명예교수회보 2018(제14호) 원고청탁서 3차 발송

11월 13일 2019년도 연구계획 1차 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플럼룸, 11시 30분)

11월 15일 명예교수회보 2018(제14호) 일반원고 마감

11월 20일 기획위원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라일락룸, 12시)

11월 23일 운영위원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오크룸, 11시)

11월 26일 2018년도 동계 교사직무연수 1차 회의(호암교수회관 파인룸, 11시)

11월 27일 명예교수회보 2018(제14호) 원고청탁서 4차 발송

11월 29일 부총장초청 간담회 개최(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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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명예교수회보 2018 제3차 편집위원회 개최(호암교수회관 오크룸, 11시)

12월 11일 2019년도 연구계획 2차 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오크룸, 11시 30분)

12월 19일 명예교수회보 2018(제14호) 원고청탁서 5차 발송

12월 20일 자문위원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파인룸, 11시 30분)

2)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임원 명단

고   문: 이수성, 이장무 (이상 2명)

회   장: 이인규(자연과학대학) (1명)

부회장: 김하석(총괄, 자연과학대학), 권욱현(기획, 공과대학), 조창섭(학술, 사범대학)

           이흥식(사회봉사, 수의과대학), 김중수(의료 · 복지, 치의학대학원),

           전효택(편집, 공과대학), 황경식(인문대학), 이천표(사회과학대학),

           김병동(농업생명과학대학), 이승기(약학대학), 양병이(환경대학원),

           장영일(치의학대학원) (이상 12명)

감   사: 허우긍(사회과학대학), 권병두(사범대학) (이상 2명)

이   사: 김병국(인문대학), 안삼환(인문대학), 이현복(인문대학), 김인(사회과학대학), 

           김경동(사회과학대학), 이소우(간호대학), 윤계섭(경영대학), 최종태(경영대학),

           이동녕(공과대학), 이정인(공과대학), 류관희(농업생명과학대학),

           정하우(농업생명과학대학), 이종상(미술대학), 진교훈(사범대학), 

           김동진(사범대학), 이기춘(생활과학대학), 문창규(약학대학), 

           김유영(의과대학), 이승욱(보건대학원), 노화준(행정대학원),

           이종흔(치의학대학원), 최대권(법과대학), 최종고(법학전문대학원) (이상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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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위원회 업무 및 구성

• 자문위원회: 명예교수협의회 활동 자문

    위원장 – 이종흔(치의학대학원)

    위   원 – 최종태(경영대학), 이정인(공과대학), 정하우(농업생명과학대학), 최대권(법과대학), 

                진교훈(사범대학), 이기춘(생활과학대학)

• 기획위원회: 법인체 추진, 대외협력, 홍보 등

    위원장 – 권욱현(공과대학)

    위   원 – 이천표(사회과학대학), 김하석(자연과학대학), 이인규(자연과학대학),

               최항순(공과대학), 이기춘(생활과학대학), 호문혁(법학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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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 복지위원회: 의료, 경조사, 회원친목, 회원관리 등

    위원장 - 김중수(치의학대학원)

    위   원 – 황경식(인문대학), 이정재(농업생명과학대학), 이승욱(보건대학원)

• 사회봉사위원회: 대외봉사, 강의지원사업 등

    위원장 – 이흥식(수의과대학)

    위   원 – 최종고(법학전문대학원), 심창구(약학대학), 황준연(음악대학), 김전(의과대학)

• 편집위원회: 회보, 기타 발간 등

    위원장 - 전효택(공과대학)

    부위원장 – 현정오(농업생명과학대학)

    위   원 – 임홍빈(인문대학), 허우긍(사회과학대학), 최덕근(자연과학대학), 허승일(사범대학), 

               황인경(생활과학대학), 심창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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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을 

보호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연구동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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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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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15인 이내

    (4) 이사: 임원 포함 50인 이내

    (5)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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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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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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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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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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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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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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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명예교수회보와 기타 

관련 간행물 발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은 협의회 회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주재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

다.

제5조 (부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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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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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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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활동보고

1) 2018년도 산업시찰

명예교수협의회에서는 매년 1회, 간혹 2회에 걸쳐 산업시찰을 다녀왔다. 2018년에는 두 번 다

녀왔으며, 5월 2일에 LG화학 오창 공장을, 10월 25일에는 네이버와 휴맥스를 방문하였다. 모든 

방문에 참여한 교수님들은 깊은 인상과 감명을 받았다.

(1) 상반기: LG화학 산업시찰

이번 방문의 주제는 우리 주변에 성큼 다가선 전기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다. 전기자동차는 배

터리가 가장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동차 배터리에서 가장 큰 규모를 생산하는 업체가 LG화

학이며 오창 공장이 그 중심에 있다. 겸하여 문화 활동으로 오창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청남대

를 방문함으로써 자연 경치와 전직 대통령의 별장과 발자취도 보고자 하였다. 방문에 참여한 명

예교수는 50명이었고 직원 2명이 수행하여 총 52명이었다. 교수는 간호대학 1명, 경영대학 2명, 

공과대학 10명, 농업생명과학대학 4명, 법과대학 4명, 보건대학원 2명, 사범대학 9명, 사회과학

대학 2명, 생활과학대학 2명, 수의과대학 1명, 약학대학 2명, 의과대학 1명, 인문대학 2명, 자연

과학대학 7명, 행정대학원 1명이었다.

두 대의 우등버스로 8시 50분경 서울대학교 정문을 출발하여 중간에 휴식을  한번 취하고 11

시 전에 LG 오창 공장에 도착하였다. 입구에는 김명환 사장이 직접 맞아 주었다. 강연이 시작되

기 전에 복도에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고 특히 환담 분위기가 좋았다. 김민환 주재임원의 환영사

에 이어 회사소개가 있었다. LG화학은 소재 전문기업인데, ABS 기초소재, 자동차 전지, 편광판 

정보전자소재 부문에서 세계 일등이라고 했다. 놀라운 업적이었다. 이인규 명예교수협의회 회장

의 답사와 감사패 전달에 이어 김명환 사장의 강연이 시작되었다. 김 사장은 자동차 배터리로 일

생을 연구한 사람이었다. 매우 쉽게 그리고 깊이 있게 배터리 기술을 설명하여 주었다. 강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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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고 구내에서 오찬을 하면서 담소를 이어갔다. 오찬을 마치고 3조로 나누어 쇼룸 투어, 자동

차 배터리 조립라인 투어, ESS(에너지저장장치) 투어 등 3곳을 번갈아 가며 견학하였다.  미래의 

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조립을 보는 것은 아주 감명 깊은 일이었다. 태양전지나 심야 전기를 

저축하고 전력계통에 연결되어 작동하는 ESS 시스템 시연도 보았다. 입구 계단에서 전체 사진을 

촬영하였다(사진 1). 모든 참여 교수님들이 깊은 감명을 받았다. 산업시찰에 도움을 주신 박진수 

부회장, 김명환 사장, 김민환 주재임원, 최정호 팀장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주신 선물에도 감사

드린다.

LG화학 오창 공장을 견학한 후 50분 정도 걸려 청주시의 대청호반에 있는 청남대를 방문하였

다. 1983년부터 2003년까지 대통령 공식별장으로 사용되었던 곳이며 지금은 관광지로 이용되고 

있다. 친절하게도 LG화학에서 협조하여 주어서 청남대 관리소장이 직접 맞이하여 주고 설명도 

하여 주었다. 긴 우산 하나씩을 선물로 받아 다들 감사하게 생각하였다. 2개 조로 나누어 장내를 

구경하였다. 별장으로 사용되던 건물 내부와 나중에 건축된 대통령 기념관을 둘러보았다. 시간 

관계상 아름다운 경치는 조금밖에 볼 수 없었다. 1조가 대통령기념관 앞에서 단체사진을 찍었다

(사진 2).

(2) 하반기: 네이버와 휴맥스 산업시찰

이번 방문의 주제는 벤처기업이다. 명예교수들은 이제까지 대기업은 많이 가 보았지만 벤처기

업을 방문한 적이 극히 드물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에서도 산업시찰로 

가 본 적이 없었다. 이번에는 산업의 새로운 추세인 벤처기업을 방문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기로 

하였다. 오전에 네이버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점심 식사를 한 후 오후에 휴맥스를 방문하기로 하

였다. 네이버는 벤처기업 중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큰 벤처기업이고, 휴맥스는 제조업에서 가장 

큰 벤처기업이다. 참가한 분은 교수 61명 직원 2명 총 63명이 참가하였다. 교수는 간호대학 1명, 

경영대학 2명, 공과대학 8명, 농업생명과학대학 4명, 법과대학 4명, 보건대학원 1명, 사범대학 12

<사진 1> LG화학 본관 건물 앞에서 <사진 2> 청남대 대통령기념관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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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사회과학대학 2명, 생활과학대학 4명, 수의과대학 1명, 약학대학 2명, 의과대학 1명, 인문대

학 10명, 자연과학대학 8명, 행정대학원 1명이었다.

① 네이버 방문 

아침 9시를 조금 지나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버스 2대로 출발하여 10시경에 성남시 분당구

에 있는 네이버에 도착하였다. 네이버는 우리나라에서 검색엔진을 다루고 있으며, 1999년에 이

해진 회장이 창업한 벤처기업이다. 매출액이 4조가 넘고 시가총액이 21조가 넘는 회사이며, 인력

이 2,500명이 넘는 소프트회사이다. 아주 젊은 회사답게 회사 간부들이 도착 장에서 기다리지 

않고 젊은 직원들이 안내하여 주었다. 대기업과 다른 분위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회사 강연장에 

안내되었으며 젊은 여성인 채선주 부사장(CCO)의 환영사가 있었고 명예교수협의회 이인규 회

장의 답사와 감사패 전달이 있었다. 이어, 회사 간부로부터 네이버 회사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세계에서 검색엔진이 미국, 중국, 러시아 외에는 살아남은 데가 없는데, 작은 한국에서는 살아 

있어 세계가 놀라고 있다고 했다. 감명 깊은 얘기였다. 이어서 석상옥 네이버랩스 죽전연구소 소

장이며 로보틱스 리더가 로보틱스 중심으로 생활환경 지능에 대하여 아주 재미 있는 강연을 30

분 동안 하여 주었다. 아주 창의력 뛰어난 내용을 설명해 주어 청강하는 사람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 구내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한성숙 대표가 참여하고 인사를 나누었다. 젊고 차

분하면서 의지가 강한 여성 CEO였다. 사장 주위에 여러 간부들이 동행하는 대기업 분위기가 아

니어서 신선함을 느꼈다.

식사 후 사옥을 투어하였는데 소프트웨어 회사라 공장은 없었고 1, 2층에 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도서실, 강연실, 전시실, 공연실 등을 보여 주었다. 시민과 친화하는 시설임을 알 수 있

었다. 대기업에선 볼 수 없는 내용이었다. 전체 방문자와 한 사장이 도서실 계단 앞에서 단체사

진을 촬영하였는데 독특한 형태의 사진이 되었다(사진 3). 한성숙 대표, 채선주 부사장, 석상옥 

소장, 최윤신 리더에게 감사를 드린다. 주신 선물에도 감사를 드린다.

② 휴맥스 방문

오후 1시경에 출발하여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같은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휴맥스에 도착하였다. 

휴맥스는 1989년 변대규 회장이 창업하였으며 2017년 매출액이 1.6조에 달하는 벤처기업이다. 

회사에 도착하여 안내에 따라 먼저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강당을 보고 2층으로 올라갔다. 지하 1

층과 2층은 시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었다. 2층 강연실에서 변대규 회장의 

환영 인사가 있었다. 휴맥스가 창업되어 현재까지 온 것은 시대적 기술 변화를 활용하고 국제화

했기 때문이었으며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1세대 기업은 사라졌다고 했다.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휴맥스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뜻깊은 설명을 하였다. 이인규 회장의 

답사와 감사패 전달이 있었다. 곧이어 사옥소개가 있었는데, 사옥은 친환경적으로 설계되어 나

무가 많고 햇빛이 많이 들어오도록 건물 한 가운데를 비워 놓았다고 설명하였다. 맨 위층은 전 

공간이 정원으로 꾸며져 있었으며 주위 경관이 아름다웠다. 그리고 8층 카페에서 테이블에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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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 편안하게 다과와 커피를 마시면서 

김태훈 대표의 “휴맥스의 혁신과 비전”

에 대한 강연을 30분 정도 들었다. 휴맥

스가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지, 자동차 

infotainment를 포함하여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추구하는지에 대한 설

명이 있었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시연도 

현장에서 보여 주었다. 카페의 아늑한 분

위기 속에서 강의를 들으니 벤처기업의 

참신한 면을 볼 수 있었다.

김 대표의 강연 후 휴맥스 직원에 의하

여 판교테크노밸리에 관한 간단한 소개

가 있었다. 이왕 분당에 왔고 이번 방문

이 벤처기업이라 바로 이웃인 판교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판교테

크노밸리에 관한 내용을 들어 보고 싶다

고 우리가 부탁하여 마련한 내용이었다. 판교 벤처 지원기관에서 준비한 “Global Innovation 

Cluster, 판교테크노밸리”라는 자료와 함께 판교의 벤처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그 활발한 

활동을 감명 깊게 느꼈다. 얼마간 그대로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담소하다가 1충 입구 계단으

로 내려와서 단체사진을 촬영했는데(사진 4), 그때가 오후 4시쯤이었다. 이번 네이버, 휴맥스 방

문에 큰 도움을 준 변대규 회장(네이버 이사회 의장 겸직)과 전 과정을 조율하여 준 황세정 비서

<사진 3> 네이버 도서관 계단에서

<사진 4> 휴맥스 입구 계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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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특별히 감사드리며, 김태훈 대표에게도 감사드린다. 선물까지 준비해 주어 감사드린다.

이번 방문에 참가한 명예교수들은 네이버와 휴맥스에서 기존 대기업과 다른 회사 문화를 새

삼 느꼈다고 하였다. 젊고 참신하고 미래 지향적인 면이 많이 보였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

로운 사실을 경험했고 감명 깊었다 하였다. 이 방문을 추진할 때 성공할 수 있을까 많이 걱정하

였는데, 성공적인 방문 행사로 결론이 나서 준비한 사람으로도 많은 보람을 느꼈다.

권욱현(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기획위원장)

2) 명예교수협의회의 새로운 정관 초안을 마련하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가 2008년에 설립되었다. 현재의 명예교수협의회의 역할은 협의회 

정관에 잘 나타나 있는데, 명예교수 간의 친목, 명예교수의 공적 활동을 지원, 명예교수의 권익

을 보호,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명예교수협의회는 임의단체 성격을 띠고 

운영되어 왔다. 명예교수협의회가 더욱 발전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발전진흥회라는 

사단법인을 2012년에 설립하였다. 발전진흥회의 정관에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상호정보교

환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간단히 명시되어 있다. 모금활동을 활발히 하여 명예교수협의회 지원

사업을 확대하려고 계획하였으나 현재까지는 활동이 미진한 편이다. 두 기관의 재정이 소규모이

고 사업내용이 차별화 되어 있지 않고, 실제적으로 통합하여 운영되어 사업계획서와 회계처리 

등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리고 두 조직을 맡고 있는 행정직원이 한 명만 있는 것을 보아도 재정

상태가 영세한 규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거 여러 차례 두 조직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으나, 통합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스템도 큰 문제가 없다는 관점에서 

중단되곤 하였다. 그래서 이 문제를 기획위원회에서 올해의 중점 사업으로 다루기로 하였다. 특

히 이 과제는 이인규 명예교수협의회 회장이 반드시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했다. 상세한 내용은 

정관 초안에 있으므로 여기서는 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된 과정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① 4월 30일 기획위원회에서 정관 시안을 만들기로 결정하다

4월 30일 개최된 기획위원회에서는 일단 통합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기획위원이면서 법에 

지식이 많은 호문혁 명예교수(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에게 1차 시안을 준비하도록 부탁하였다. 

통합 단체 정관에는 명칭, 법인 여부, 목적, 사업, 임원 및 선출방식, 총회 의결정족수 등 결정할 

내용이 많다. 이번 경우는 두 조직의 통합이라 어떤 방식을 택할 지도 생각해야 한다. 통합 단체

는 법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전부 동의 했고, 다른 방향은 일단 호문혁 교수가 현재의 명예교

수협의회 정관과 발전진흥회 정관을 참조하여 1 차 시안을 마련하면 다음 회의에서 토의하기로 

하였다.

② 8월 21일 기획소위원회에서 1차 시안 검토하다

호문혁 교수가 준비한 1차 시안을 다음의 정식 기획위원회 모임 이전인 2018년 8월 21일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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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규 회장, 권욱현, 김하석, 호문혁 교수로 구성된 기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미리 검토하기로 하

였다. 1차 시안에서 제안된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합단체는 사단법인으로 하기로 하고 

명칭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로 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발전진흥회의 정관을 수정하여 

통합단체의 정관을 만들고 관계기관에 정관의 수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국으로부터 법인허가 받기가 쉽다는 뜻에서 이다. 기획소위원에서는 이들 내용에 동의하였다. 

제안된 1차 시안에서 이사의 수를 조정하고, 총회소집요건 일부변경, 특별의결정족수 삭제, 이사

회의 운영위원회위임,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조항축소 등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를 반

영하여 수정된 2차 시안을 다음 기획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③ 9월 12일 기획위원회에서 2차 시안 검토하다

호 교수가 준비한 2차 정관 시안을 9월 12일 개최된 기획위원회에서 검토하였다. 명예교수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정하우 교수를 별도로 초청하였다. 2차 시안에 있는 방향과 내용을 대부분 

동의하고 다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다. 목적에 일부내용을 추가하였고, 사업에

도 일부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임원은 이사장에서 회장 중심으로 하고, 부회장도 추가하고, 이사 

수도 늘렸고, 임원선임 방안을 변경하였다. 여기서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3차 시안을 만들어 

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하였다. 호 교수는 이 정관 외에도 신구조문대비표, 정관변경사유서

를 관련기관 제출용으로 준비하였다.

④ 9월 17일 자문위원회에서 3차 시안 검토하다

호 교수가 준비한 3차 정관시안을 9월 17일 개최된 자문위원회에 보고하고 자문을 받았다. 자

문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위원도 초대되었다. 3차 정관시안의 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였

고 다만 일부내용에 대한 코멘트가 있었다. 운영위원이 참석했기 때문에 운영위원의 동의도 얻

은 셈이다. 다만 목적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활동으로 제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라는 단어삭제를 제안하였다. 사업에 “서울대학교 발전지원”을 추가하고 

나열순서를 중요도에 따라 변경하도록 제안하였다. 자문위원회에서는 정관 외에도 명예교수협

의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정관에 관련된 내용만 언급하였다. 3차 시안

과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9월 19일 개최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논의는 하지 않았다. 

자문위원회에서 논의 된 내용에 따라 3차 시안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조문을 작성하여 10월 23

일 개최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논의를 하였으며 동의를 받았다. 이 내용을 호 교수에게 알리

고 호 교수가 4차 시안을 작성하고 다음 기획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⑤ 11월 20일 기획위원회에서 4차 시안 검토하다

호 교수가 준비한 4차 정관시안을 11월 20일 개최된 기획위원회에서 검토하였다. 4차 시안에

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삭제하면 누구에게 기여하는지 모호해지고 법인의 실질과 동떨어

지기 때문에 “서울대 명예교수”가 삭제되지 않았다. 그리고 사업에 “서울대학교 발전지원”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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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것도 목적이 될 수 있어도 사업내용은 아니어서 추가되지 않았지만, 재능기부사업이 추

가되었고, 중요도에 따라 순서가 변경되었다. 기획위원회는 이 4차 시안에 제안된 내용을 받아

드렸다. 대신 “서울대학교 발전지원”을 목적에 추가하기로 하고, 자문위원회에서 코멘트한 간단

한 자구수정을 포함하여 호 교수가 5차 최종시안을 작성하여 11월 23일 개최되는 다음 운영위

원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새정관에 근거하여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규를 추후 

만들기로 하였다.

⑥ 11월 23일 운영위원회 5차 시안 가결되다

호 교수가 작성한 5차 시안을 11월 23일 개최되는 2018년 마지막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추후 개정이 필요하면 등록된 후에도 가능할 것이다.

이제 오랜 기간의 논의를 거쳐 통합 조직의 정관 초안이 드디어 마련되었다. 이 정관 초안이 

이사회, 총회에서 승인되어야 당국에 신청하는 다음 단계를 밟게 된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가 이 정관에 따라 더욱 발전하

기를 기대해 본다.

권욱현(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기획위원장)

3) 초 · 중등학교 교사 인성교육 직무연수

(1) 2018년도 여름방학 교사 인성교육 직무연수 경과보고

가. 인성교육 연수 배경 및 목적: 초 · 중 · 고 교사 대상 3번째 연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는 ‘국가발전을 위한 규범과 인성교육’이란 주제로 2015년 5월부

터 총 여덟 번의 집담회를 진행해 온 바 있다. 이를 통해 축적된 인성교육관련 지식을 전국 초 ·

중 · 고 교사들에게 전수해 주기 위해 2017년 8월 제1기 교사대상 인성교육 연수를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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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제2기 교사대상 인성교육 연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금번 2018년 8월에 이

어진 교사 인성교육연수는 그 세 번째 시간(제3기)이다.

나. 교사대상 인성교육연수 추진 경과

① 연혁: 2017년 8월과 2018년 1월 이미 두 차례 성공적으로 개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는 2017년 8월 7일 제1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인성교육 교

사직무연수를 4박 5일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수원에서 전국 초 · 중 · 고 교사 20명을 대

상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어, 2018년 1월 22일부터 제2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인성교육 교사직무연수가 41명

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4박 5일간 개최되어 잘 마무리 된 바 있다. 

2017 여름방학 1기 2017 겨울방학 2기

주제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인성교육의 설계 실천적 인성교육방안 모색

기간 2017.8.7.(월)~8.11(금) 2018.1.22.(월)~1.26(금) 

연수인원 20명 41명

② 금번 제3기 주제는 ‘민주시민의식과 실천인성교육’ 

제3기 2018 하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인성교육 교사직무연수는 ‘민주시민의식과 실천

인성교육’이라는 주제로 2018년 8월 6일(월)부터 10일(금)까지 4박 5일간 개최되었다.

③ 2018년도 여름방학 교사직무연수 개요

*주제: 민주시민의식과 실천인성교육

*기간: 2018년 8월 6일(월) ~ 8월 10일(금) 

*장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1동 101호

*참가 명예교수: 이인규 명예교수 외 10명

*연수인원: 초 · 중교 교사 11명

*강의내용:

강의주제 담당 명예교수

1. 사람다움이란 무엇인가? 진교훈(사범대학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2. 전통가치의 구현과 인성교육 조창섭(사범대학 독어교육과 명예교수)

3. 인성교육 교사전문성과 실천방안 정창우(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교수)

4. 인성교육과 修養의 중요성 황경식(인문대학 철학과 명예교수)

5. 윤리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손봉호(사범대학 사회교육과 명예교수)

6. 문학적 공감과 인성의 연관성 우한용(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명예교수)

2017. 8. 7.(월)~8. 11(금) 2018. 1. 22.(월)~1. 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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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

① 시대에 부응하는 연수

인성교육 연수에 대한 첫 번째 평가는 시대가 요구하는 시의적절한 연수라는 것이다. 청소년 

왕따, 학원폭력 등으로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이 국가 · 사회적 최우선 순위로 부각한 

요즘에 국내 최고 지성의 명예교수들이 인성교육이라는 주제로 자신들의 지식을 아낌없이 초중

고 교사들을 위해 내놓았다는 사실은 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에게 연수기간 내내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연수생 소감>

소감 1: “특히 연수 개설과 유지에 대한 사연을 

듣고 우리나라 최고 학문기관에 몸담고 계셨던 

학자분들의 학문에 대한 올곧은 혜안에 대해 절

로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소감 2: “연수 자체에 대한 아이디어와 컨텐츠

는 매우 우수하고 가치있다고 봅니다. 연수에 대

한 시대적 요구와 당위성도 매우 적절하였다고 

보며 인간 삶의 오랜 숙고와 성찰의 관점에서 볼 

때도 본 연수 주제에 대한 명예교수님들의 포지셔

닝은 시대 절대적 요구라는 점에서도 매우 적합하였다고 봅니다.”

② 인성과 인간에 관한 본질 성찰 기회

본 인성교육 연수에 대한 두 번째 평가는 인성교육의 기반이 되는 개념인 ‘인성’과 ‘인간’에 대

한 본질적이며 이론적인 성찰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본 연수기간의 강의들만으로 인성

과 인간 전체를 통찰하는 지식을 모두 섭렵하긴 어렵겠지만 국내의 다른 어디에서도 이와 같은 

인간과 인성의 본질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하겠다.

강의주제 담당 명예교수

7. 시민의식을 위한 인성교육 최대권(법과대학 법학부 명예교수)

8. 경제사회 지각변동과 민주시민 인성교육 최종태(경영대학 경영학과 명예교수)

9. 생태문학, 자연체험, 인성발달 신문수(사범대학 영어교육과 명예교수)

10.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생명윤리의 이해 이인규(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명예교수)

11. 새로운 세상 사이버 공간의 윤리와 인성 이정인(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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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 소감>

소감 3: “인성의 근본과 본질에 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소감 4: “교수님들께서 몇 십 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 쌓은 각 전문분야 지식을 열성적으로 강

의해 주신 점 감동적이었습니다.”

③ 열악한 상황에서도 초지일관 자세

2018년 여름은 백년 만에 찾아온 유례없는 폭염으로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악천후였고 그에 

따라 연수 신청자가 급감한 상황이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교육자로서의 사명과 할 일을 끝까

지 완수하겠다는 초지일관의 굳건한 의지로 5박 6일간의 여정을 마지막 시간까지 잘 마무리 하

였다.

강의에 임한 명예교수들 한 분 한 분도 그와 같은 자세로 매 시간 자신의 역량을 마지막 한 방

울까지 다 쏟아 부었으며 이런 태도와 자세를 지켜본 연수 참여 교사들에게 그 모습 자체로 인

성에 관한 살아 있는 교훈과 감동을 줬다.

<연수생 소감>

소감 5: “연수를 사생아로 만들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품격있게 연수를 진행해 주신 서울

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및 관계자분들께 무한한 

감사와 찬사를 드립니다.” 

소감 6: “올해처럼 한 세기를 뛰어 넘는 기록적

인 더위에도 불구하고 개인 교수하다시피 한 과정

을 일분도 허투루 쓰시지 않고 성심성의껏 강의하

시는 교수님을 통해 이 시대 최고 석학의 자세와 

기품을 보아 더없는 영광이었습니다. 이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④ 실제적 적용 아쉬움

정창우 교수를 제외한 명예교수들 대부분이 초중고 일선 교육 현장과는 거리가 있는 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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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점과 ‘인성교육’ 실무지식 연구경험이 적다는 측면에서 초중고 학생들과 매일 부딪히며 

인성을 실제적으로 교육해야 하는 교사들 입장에선 아쉬운 점이 있었다.

<연수생 소감>

소감 7: “오늘날 학생들과 사회적 현실에 접목시키기에는 괴리감이 조금 느껴졌습니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 주시고, 지혜를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감 8: “21세기 세계화, 4차산업화를 나아가는 시대에 걸맞게 부모교육, 여성교육, 양성평등

교육, 다문화교육적 측면에서도 함께 다루어주었으면 어떨까 했습니다.”

소감 9: “인성교육에 관한 최신 연구방향, 방법론에 대한 소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⑤ 보수 이념 성향 노출 자제

몇몇 강의에선 보수 우익성향의 발언이 나오는 바람에 한 젊은 남성교사가 노골적으로 불만

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인성은 좌우가 없으며 이념에서 자유로운 또는 중립적인 개

념이다. 보수 이념적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진보성향의 교사들이 절대로 설득되는 것이 아니

며, 반발만 살 뿐이다. 불필요한 잡음 외에는 아무 것도 얻는 것 없이 서울대 명예교수들을 존경

하는 좋은 이미지만 상할 우려가 있다. 인성에 대한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이들 전체에 대한 거

부감까지 생겨 본질을 흐릴 염려가 대단히 높다. 이념적 편향성은 최대한 자제하고 인성 본연의 

주제에만 집중할 필요가 있다.

라. 향후 방향 

① 인성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 차별화 포인트

인성교육 실무 지식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교수들의 최강점인 인성

과 인간에 관한 근본과 본질에 관한 깊이 있는 통찰에 집중하는 것이 다른 여러 인성교육 관련 

연수들과 차별화되는 방향으로 보인다. 인성교육 실무지식들을 다루는 인성교육 연수들은 많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인성교육의 본질을 짚어 주는 연수는 흔치 않다. 흔들리지 말고 이 차별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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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는 것이 옳은 방향으로 판단된다.

② 인성교육 실무지식도 조화 필요

이처럼 인성교육의 본질과 이론에 관한 집중

을 기본 방향과 컬러로 삼되 초중고 교사들의 

실무 지식에 대한 아쉬움을 완전히 외면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으므로 정창우 교수 외에 한 

두 명 정도 정 교수와 다른 방향의 실무지식을 

전해 줄 인성교육 전문가를 강사로 참여시키

는 방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미 제1기와 2기 때도 논의된 내용이지만 연수 참여 교사들의 현장 경험들을 활발하게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까지도 대폭 강화해 준다면 연수생들의 실무지식에 대한 목마름도 웬만

큼 채워 주면서 명예교수들 본래의 경쟁력과 컬러도 잃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도 여름방학 교사직무연수 시간표

 교시

날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09:00

~09:30

09:30

~10:20

10:30

~11:20

11:30

~12:20

12:20~

13:00

13:00~

13:30

13:30

~14:20

14:30

~15:20

15:30

~16:20

제1일

(8월 6일,

월)

등록

및

개강식

사람다움이란 무

엇인가?

전통 가치의 

구현과 인성

교육

점심

시간

아이스크

림파티 

및 자기

소개

전통 가치

의 구현과

인성교육

인성교육 교사전문

성과 실천 방안

이인규 진교훈 조창섭 조창섭 정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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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시

날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09:00

~09:30

09:30

~10:20

10:30

~11:20

11:30

~12:20

12:20~

13:00

13:00~

13:30

13:30

~14:20

14:30

~15:20

15:30

~16:20

제2일

(8월 7일,

화)

세월호 이후의 인

성교육– 실행의 역

량과 행복의 기술

현대사회에 

요구되는 윤

리

점심

시간

현대사회에 

요구되는 

윤리

문학적 공감과 인

성의 연관성

황경식 손봉호 손봉호 우한용

제3일

(8월 8일,

수)

시민의식을 위한 

인성교육

경제사회 지

각변동과 민

주시민 인성

교육

경제사회 

지각변동과 

민주시민 

인성교육

[현장체험 공유의 

시간]

최대권 최종태 최종태

제4일

(8월 9일,

목)

생태문학, 자연체

험, 인성발달

인성교육 실

천을 위한 

생명윤리의 

이해

인성교육 

실천을 위

한 생명윤

리의 이해

새로운 세상 사이

버공간의 윤리와 

인성

신문수 이인규 이인규 이정인

제5일

(8월 10

일, 금)

종합토론

(강의한 모든 교수

와 함께)

서울대

투어

점심

(동원관-루실)

종강식

(수료증 수여)

황경식(사회)
명예교수

협의회
이인규

이상준(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인성교육 간사)

(2) 2018년도 학술위원회 활동 보고

명예교수 학술위원회에서는 제8회 인성교육 집담회와 교사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가. 인성교육 집담회

전통적 인성교육은 보수이고, 민주시민교육은 진보라고 명명하여 인성교육을 정치현실의 맥

락에서 재단하는 논리를 뛰어넘어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영역별로 분화하여 집담회를 개최하기

로 하여 4월에 손봉호 교수가 『현대사회에 요구되는 윤리』라는 제목으로 집담회의 주제를 발표

해 주셨다.

일시: 2018년 4월 17일(화)

장소: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61동) 121호

강사: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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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사직무연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수원과 협력하여 실시한 인성교육은 학문적 이론이나 강의를 통

하여 인성교육이 달성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씀씀이와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서 달성할 수 있

는 교육이라는 것에 전제하고 강사는 인성교육의 원론적 윤곽을 제시하고, 교사는 그것을 실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인성교육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토론의 장이 되게 구성하였다.

① 2018년도 여름방학 교사직무연수(민주시민의식과 실천인성교육)

   일시: 2018년 8월 6일(월)~10일(금)

   장소: 사범대학 11동 101호

   강사:   진교훈, 조창섭, 정창우, 황경식, 손봉호, 우한용, 최대권, 최종태, 신문수, 이인규, 이정

인 교수님

② 2018년도 겨울방학 교사직무연수(융복합 시대의 인성교육)

   일시: 2019년 1월 14일(월)~18일(금)

   장소: 사범대학 11동 101호

    강사:   진교훈, 조창섭, 손봉호, 우한용, 신문수, 황경식, 이인규, 이정인, 최대권, 최종태, 권

오현 교수님

조창섭(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학술위원장)

4) 매년 인기 높아지고 있는 재능기부사업

2016년부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사회봉사위원회가 고교, 사회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

상으로 벌이고 있는 재능기부사업이 날이 갈수록 그 관심과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지지난해에

는 6명의 명예교수가 17회, 지난해에는 22명의 명예교수가 71회 특강을 실시하였으나, 금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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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명의 명예교수가 총 90회 특강을 하였다. 특강 지역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87회로 대부분

을 차지하였으나 수도권 이외 지역은 지지난해에는 김해(2회), 지난해는 대구, 산청, 공주(3회)에 

불과하였으나 올해는 멀리 진주와 청주(3회)까지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특강은 명예교수 1인이 

많게는 9회, 적게는 1회 실시하여 명예교수 1인당 평균 2.8회 특강을 하였다. 특강대상은 1개 곳

만이 시민사회단체였고 모두(89개 곳)가 고교였는데 가장 많은 특강을 요청한 고교는 관악구에 

있는 미림여고로 자그마치 49회였고, 다음이 강서구에 있는 명덕외고로 21회가 되어 이들 2개교

가 전체 특강의 80%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고교의 특강 요청이 증가된 이유는 대입 수시 정

원이 늘면서 개성과 역량을 중시하는 수시전형과도 무관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재능기부사업 안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사회봉사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재능기부사업은 무료봉사가 

원칙이지만 지금까지 강사비(10만원)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급격히 늘어나는 강사비로 

예산이 부족하여 부득이 2019년부터는 초청기관에서 20만원 이상의 사례비를 받는 경우에는 

강사비를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수도권(천안 이북) 이외 지방으로 특

강을 가시는 경우 교통비(KTX 보통실 실비)를 지급하던 것도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대전까

지는 4만원, 대전 이남은 8만원을 지급하기로 정액화 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재능기부를 희

망하시는 명예교수님께서는 예년과 같이 명예교수협의회에서 의뢰하는 양식에 따라 신청하

여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명예교수협의회 사무국 880-9019, 이메일 emer@snu.ac.kr 

이흥식(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사회봉사위원장)

5)   과학과 예술-2018 서울 한중청년학생 서예대전 및 국제학술포럼(Science and Art-

Korean and Chinese Student Calligraphy Competition & International Academic 

Forum, Seoul 2018) 개최보고

한국 · 중국의 학자와 학생들 간 고대 중국과 한국의 한자 문예 및 서예 교류를 통한 민간교류

의 증진 목적으로 <과학과 예술-2018 한중(韓中) 청년학생 서예대전 및 국제학술 포럼>이 서울

대학교 문화관(73동) 전시실 및 예술복합연구센터(74동) 오디토리움(Auditorium)에서 2018년 

11월 6일(화)부터 11월 16일(금)까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 국제행사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협의회(서예동호회)와 홍콩시립대학(City University of Hong Kong), 홍콩에 있는 서화 및 한중

고전 연구기관인 집고학사(集古學社)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한중 양국에서 10개 대학(한국 4

개 대학, 중국 6개 대학)이 참여하였으므로 이들 대학의 서예학과 또는 서예동호회 학생과 교수 

및 강사들의 협력을 받아 개최되었다.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된 이 국제 행사는 일반 전공분야의 국제학회 학술대회와는 다른 몇 가

재능기부사업 안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사회봉사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재능기부사업은 무료봉사가 

원칙이지만 지금까지 강사비(10만원)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급격히 늘어나는 강사비로 

예산이 부족하여 부득이 2019년부터는 초청기관에서 20만원 이상의 사례비를 받는 경우에는 

강사비를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수도권(천안 이북) 이외 지방으로 특

강을 가시는 경우 교통비(KTX 보통실 실비)를 지급하던 것도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대전까

지는 4만원, 대전 이남은 8만원을 지급하기로 정액화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재능기부를 희

망하시는 명예교수님께서는 예년과 같이 명예교수협의회에서 의뢰하는 양식에 따라 신청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명예교수협의회 사무국 880-9019, 이메일 emer@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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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 첫째는 서울대학교 내에는 서예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술기관이나 

학문분야가 없고 교수와 학생이 주로 개인취미 활동으로 서예강사를 모시고 과외활동으로 하고 

있다. 둘째, 중국 측 주최기관인 홍콩 집고학사(集古學社)와 홍콩시립대학 관련교수는 홍콩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후원을 받고 있으나 재정적으로 한정되어 있어 서울대학교에서 발생하는 

로칼 경비는 자체조달 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셋째 중국 각 대학에서 서예전 및 포럼에 참여하는 

교수들이 대부분이 中國工程院 院士 및 이공계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있고 따라서 행사의 중국

명도 “科學與藝術-2018年韓中青年書法大賞與國際知名院士學者高峰論壇 (首爾)”이다.

중국 공정원은 우리나라의 공학한림원에 해당하나 중국에서는 그 회원을 院士(Academician)

이라고 호칭하며 종신교수에 국가적으로 특별예우를 하고 있어 양국의 문화차이를 실감할 수 

있다. “과학과 예술”(Science and Art)를 주재로 주로 과학자 중심의 국제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서예인구가 적은 국내에서는 포럼에 발표할 보고나 연사를 구성하기 힘들어 특별 강연으로 몇 

분의 관련 인문학자들을 초빙하였다. 이 행사를 주관할 현직교수가 없어 부득이 명예교수 서예

동호회 명칭으로 행사를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명예교수협의회 이인규 회장과 서

예를 사랑하는 교수, 서예지도 강사들의 저극적인 관심과, 서울대학교 총장대행 박찬욱 부총장

의 후원으로 이러한 어려운 점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

참고로 이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 양국의 메일 교환은 영어로, 행사진행은 서예 및 한문으로 된 

고전의 특성상 한국어와 중국어 동시통역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 보고에서도 자료의 성격상 한

문과 영어를 병기 혼용하는 것을 양해하기 바란다.

(1) 국제행사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목적 및 참가대학

이 행사의 선행(先行) 행사로 2017년 10월 20일부터 11월 5일까지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에

서 中國工程院의 院士들이 주축이 된 중국 측 과학자들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들이 주축이 된 

한국 측 과학자 인문학자 사이에 “한중 과학자 인문학자 서예전(2017 中韓 知名院士學者書法

展)”이 개최되었고 “과학과 예술”, “과학 서예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10월 20일 포럼이 성공적으

로 개최된바 있다. 이 선행 행사는 예술의 전당이 홍콩시립대학과 홍콩 集古學社와 공동으로 개

최하였으며 홍콩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2017 韓中과학자 인문학자 서예전에 참가하여 출품한 서울대학교 교수는 대한민국 학술원 회

원이며 법학자인 박병호(朴秉濠) 명예교수, 전 과기처 장관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으로 원장을 

지낸 물리학자 권숙일(權肅一) 명예교수, 한국 공학한림원 원로회원이며 화학공학자 이화영(李

華榮) 명예교수,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며 해양조선공학자 최항순(崔恒洵) 명예교수, 한국공학

한림원 원로회원이며 전기나노공학자 박영준(朴榮俊) 명예교수, 한국공학한림원 원로회원이며 

에너지자원 공학자 이정인(李正仁)명예교수, 현재 울산과기대학 석좌교수인 화학자 신국조(申

菊朝) 명예교수, 법학자인 최종고(崔鍾庫) 명예교수, 현 국회의원이며 법과대학 교수를 지낸 정

종섭(鄭宗燮) 의원, 물리화학자 이성훈(李成勳 자연대 교수 이상 10분으로 한국 측 참여 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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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측에서 출품 참가한 학자들은 홍콩시립대학 교수이며 集古學社 사장인 鄭培凱(CHENG 

Peikai) 교수, 中國工程院 원사이며 中南大學 교수로 전임총장을 역임한 지구물리학자 何繼善

(HE Jishan) 교수, 중국공정원 원사이며 청화대학 교수인 기계공학자 王玉明(Wang Yuming) 교

수, 전 홍콩중문대학 총장을 역임한 金耀基(KING Yeochi) 교수, 현 홍콩중문대학 深圳켐퍼스 

총장 인공지능 학자 徐扬生(Xu Yangsheng) 교수(중국공정원 원사), 臺灣中央硏究院 王汎森 원

사 등이었고, 浙江大學 교수로 전임총장을 역임한 컴퓨터공학자 潘云鶴 교수(중국공정원 원사), 

泗川大學 교수로 전임총장을 지낸 광산 암체역학 학자 謝和平 교수(중국공정원 원사) 등이 출품 

하였다. 특히 참여한 중국 측 교수들은 한국 고전의 최치원, 퇴계, 정도전, 황진, 율곡 등의 시를 

소재로 서예작품을 몇 점씩 제출하여 오랜 기간 작품을 준비한 것으로 생각 되었다.

홍콩시립대학 도서관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도서관 특별고문과 集古學社 秘書長 景詳祜(Steve 

Ching) 교수는 이 전시에 출품된 작품들을 중국으로 가져가 홍콩시립대학, 上海交通大學, 湖南

省 長沙의 中南大學에서 각각 전시를 하였다. 특히 中南大學에서 2018년 3월 30일~4월 1일 개최

된 전시회와 포럼에는 필자와 공과대학 묵향회 지도강사인 서예가 남두기 선생이 함께 景

(Ching) 교수 초청으로 참석하여 포럼 발표와 서예전 개막식 축사를 한 바 있다. 그 후 한중 청

년학생들의 서예와 고전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중 청년학생 서예

전과 과학과 예술에 대한 양국 知名 學者 학술포럼 행사를 병행하여 개최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서울대학교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받았으나, 서울대학교에서의 서예는 교수와 학생이 개

인취미 활동으로 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학문분야나 학술기관이 없어 사양한바 있다.

그러나 기대를 하였던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에서의 행사가 어렵게 되어 부득이 대안으로 서

울대학교 문화관 전시실에서 이 행사를 하게 되었다. 서예에 관심 있는 현직 교수들 중 이 행사

를 준비할 교수를 찾지 못하여 부득이 명예교수협의회 회장님과 상의하여 서예동호회 이름으로 

필자가 이 일을 맡아 추진하게 되었다. 먼저 홍콩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후원을 받고 있는 

<표 1> 행사 참가대학 (10 universities, 無順)

1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2 Sungkyunkwan University (성균관대학교)

3 Daejeon University (대전대학교)

4 Kyunggi University (경기대학교)

5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香港中文大學)

6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香港城市大學)

7 Tsinghua University (淸華大學)

8 Central South University (中南大學)

9 Zhejiang University (浙江大學)

10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上海交通大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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集古學社와 홍콩시립대학을 대표하여 실무를 추진하는 景詳祜(Steve Ching) 선생과 시종알관 

협의하여 공동으로 이 행사를 진행하였다.

2018 한중 청년학생 서예전 및 서울 국제학술 포럼의 행사목적, 참가 대학은 <표 1>과 같다.

 참가대학은 당초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문화관 전시장의 규모가 최대 전시작품수 60여점의 

수용규모였기 때문에 각 참가대학에서 6명이 응모하도록 한 응모규정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선

착순으로 10개 대학으로 제한을 하게 되었다.

대학생 서예전시회는 경연형식으로 하였다.

(2) 개회식 행사

과학과 예술-2018 한중 청년학생 서예전 및 서울 국제학술포럼 행사기간은 서예전시회가 

2018년 11월 6일부터 16일까지 서울대학교 문화관(73동)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행사의 하이

라이트는 11월 6일 행사로서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문화관 대강당 로비에서 개최된 개

회식 행사와, 같은 날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74동 예술교육연구 복합동 2층 오디

토리움에서 개최된 서울 국제학술포럼, 그리고 오후 6시부터 약 2시간 동안 호암교수회관 2층 

마로니에룸에서 열린 만찬(Banquet) 행사였다.

개회식행사는 박영준 명예교수의 사회로 내빈소개, 내빈소개, 경과보고, 환영사, 답사, 축사, 

건배사, 전시실 테이프 컷팅, 전시실 관람안내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용언어는 한국어와 중

국어 순차통역으로 진행되었다.

이번행사에 중국 측에서는 공동조직위원장이며 홍콩무형문화재 자문위원회 회장이며 集古學

社 사장인 鄭陪凱(CHENG peikai) 교수, 中國工程院 院士이며 中南大學 총장을 역임한 何繼善

(He Jihan) 교수, 공동 조직위원장으로 중국측 참가대학과 서예작품 모집과 조직 연락을 맡은 

<사진 1> 개회식 후 참가자 단체 기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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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시립대학 景祥祜(Steve Ching)교수, 中國工程院 院士이며 淸華大學 교수인 王玉明(WANG, 

Yuming) 교수 등 교수 및 연구원급 12명, 학생대표 23명 도합 35명이 참석하였다.

국내에서는 정부 측에서 임시흥 외교부 동북아주국 심의관(한중인문교류사무국장)과 전임 대

한민국 홍콩총영사관 영사를 역임하고 현재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장 유복근 

영사, 서울대학교에서는 선우중호 서울대 전총장, 이인규 명예교수협의회 회장, 공동조직위원장

으로 국내 조직 및 준비를 맡은 이정인 명예교수 외 명예교수협의회 서예동호회(가칭) 회원과 

서울대학교를 비롯하여 성균관대학교, 경기대학교, 대전대학교 서예전 관련 교수 학생과 중국 

유학생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한국 측 조직위원장 이정인 명예교수의 경과보고에 이어 환영사를 맡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협의회 회장 이인규 교수는 “한문이라는 문자는 언어와 풍속이 서로 다른 여러 민족의 마음의 

정과 뜻을 함께 나누는 수단으로 애용되었으며,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고유한 문화를 창조하는 

바탕을 이루어 왔다. 오늘 이 서예전은 그러한 역사와 문화의 내면 깊은 곳에 담겨 있는 소통의 

정신을 함께 나누고자 하여 마련된 소중한 행사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중국측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은 집고학사 사장이며 홍콩무형문화재 자문위원회 회장 鄭

陪凱(CHENG peikai)교수는 답사에서 중한양국의 청년학생들과 학자들이 한자문화와 서예를 

통하여 한문의 고전에서 과학과 예술이 융합하는 현대문화에 통용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혜

를 발견 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런 계기를 마련 해준 서울대학교에 감사를 뜻을 표시하였다. 

또한 축사를 맡은 임시흥 한국 외무부 동북아주국 심의관은 “한국과 중국의 아름다운 서예 작

품을 한중 인문교류 사업을 통해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외

교부는 양국 우호관계가 다방면에서 증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학교 전임총장 선우중호 명예교수와 중국中南大學 전임총장 何繼善의 축사와 유복

근 전 대한민국 홍콩총영사관 영사와 王玉明 淸華大學 교수의 건배사가 있었다.

(3) 서예 전시회

개회식의 말미에 개회식 참가자의 단체 기념촬영을 마친 후 서예전시장 테이프 컷팅으로 관람

<사진 2>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예 강사 이승우  

선생 해설

<사진 3> 출품학생 자기작품 소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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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 입장과 한중 양국 대학생 작품에 대한 관람이 시작되었다.

전시실에 전시된 작품은 양국 참가대학 10개 대학에서 각 대학에서 응모규정에 의하여 6개의 

작품이 출품 되었으므로 학생작품 총 60점과 중국 교수작품 6점을 합쳐 총 66점이 전시되었다. 

참가대학은 전항의 표 1에 제시하였다. 전시실 관람 중에는 출품 학생이 자기작품 앞에서 설명

하거나, 출품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양국의 참여교수나 지도강사가 작품을 소개하였다. 또한 

관람자에게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예 강사 이승우 선생의 작품해설도 있었다. 이 서예전시회는 

11월 6일부터 10일간 전시 되었다.

(4) 국제학술포럼

한중청년학생 서예전과 함께 11월 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4시간 개최되었

다. 국제학술포럼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초청강연, 학술원 회원급 교수학자의 발표와 서예전 출

품참가 학생발표로 진행되었고 마지막에 청년학생 서예전 시상식이 있었다. 국제학술포럼의 주

제는 <科學이 人文書藝를 만나다, 當科學遇見書法與人文>, <古典에서 持續 可能한 智慧의 發見, 

博古通今>이었다. 博古通今이란 “옛 것을 넓혀서 오늘에 통용 한다”는 뜻이다.

초청강연에서는 두 분의 연사를 모셨는데 첫 번째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부원장 정원재 교수

(철학과 동양철학 교수)를 초빙하여 “규장각의 어제와 오늘”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가졌다. 내용

을 요약하면 규장각이 언제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이후 어떤 변모 과정을 거쳤는지 설명하고,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문헌자료의 종류와 수량, 관리와 보존 작업, 이에 대

한 각종 연구활동 등을 소개하였다. 두 번째 초청 강연은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학술원 조민환 

교수를 초빙하여 “書藝, 世界文化新潮流 形成의 先導的 役割 可能性 探索”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가졌다. 강연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예는 文字를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의사전달로서

의 실용적 측면과 자유로운 毛筆 사용에 따른 예술성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최근 중국의 

G2로서의 경제성장과 국가적 위상은 중국예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문화수출의 선도에 

선 서예도 미래세계 신문화조류의 선도적 역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사진 4> 

전시장 내부 작품 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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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교수학자 학술포럼의 제목, 연사 및 소속

제목 연사 소속

科學中的理性思維與書法創作的聯繫(과학

의 이성적 사고와 서예 창작과의 연관성)
何繼善(HE Jishan) 院士

中南大學前校長、中國工程院院

士

科藝皆投入，常懷赤子之心(순수한 열정으

로 과학과 예술에 뛰어들다)

王玉明(WANG, Yuming) 

院士
清華大學教授、中國工程院院士

竹簡이 示唆하는 馬島1號船의 正體 崔恒洵 敎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韓國學術

院會員

南冥 曺植(1501~1572) 先生의 實踐 선비

精神과 影響
曺昌燮 敎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선비文化

硏究院 副院長

書法與真善美(서예와 진, 선, 미)
鄭培凱(CHENG Pei-Kai) 

教授

香港非物質文化遺產諮詢委員會

主席、集古學社社長

儒敎經典 字句를 引用한 韓 · 中 大學 校訓 

解說
李正仁 敎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韓國工學

翰林院 會員

中韓古籍文獻資源推廣的回顧與展望(한 ·

중 고대문헌자료 홍보사업 회고 및 전망)
景祥祜(Steve Ching)

香港城市大學圖書館特別顧問、
集古學社秘書長

<표 3> 서예전 참가학생들의 심포지엄 발표제목, 발표자, 소속대학

제목 연사 소속

中韓古籍經典的學術交流 – 書畫詩文、以文會友

(한, 중 고대경전 학술교류 – 서, 화, 시, 문 이문회우)
李力犁(리리리) 中南大學漢語言文學

훈민정음에서 캘리그라피까지 김용재(金容材) 대전대학교

關于斯文書法創作的思考 – 以《科學與藝術 – 2018年韓中青年書

法大賞與知名院士學者書藝展(首爾)》為例

(사문 서예창작에 대한 고찰 – [과학과 예술 – 2018년 한, 중 청

년서예대상 및 유명 원사, 학자 서예전(서울)]을 예로)

莫紅林

(모어홍린)
中南大學美術系

넉넉한 대답 – 옛글이 가진 여유와 풍취 박주애(朴主愛)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成本會計在人文與書藝教育推廣活動的應用

(인문 및 서예교육 추진에서의 원가회계의 응용)

韋佳銘

(웨이쟈밍)
香港城市大學會計系

미쳐야 미친다(不狂不及) 김찬휘(金燦輝) 경기대학교

韓國古籍活在香港

(홍콩에서 살아 숨쉬는 한국 고전)
申先熙(신선희)

香港城市大學創意媒

體學院

고전을 활용한 콘텐츠 발견과 의미 최다은(崔多恩)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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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파괴 혹은 생태계파괴 등 인류를 위협하는 전 지구적 문제와 관련하여 서구인들이 동양의 

자연관과 우주론에 관심을 가졌던 것을 동양예술 장르에 적용하면 무엇보다도 주목받을 것은 

서예다. 서양에는 동양의 서예와 동일한 차원의 예술이 없다. 만약 오늘날과 같은 疲勞社會에 웰

빙적 삶, 힐링적 삶과 관련된 예술장르를 고르라면 단연 서예라고 본다. 세계인들에게 중국의 隱

士들이 추구했던 삶의 방식이 하나의 文化享有의 典範으로 확립되고, 피로사회가 극단화 되면 

될수록 예술 장르로서의 서예는 주목을 받을 것이다.

다음으로 학술원 회원급 교수학자의 발표에서는 일곱 분의 강연이 있었다.

강연제목, 강연자 및 그 소속을 표시하면 <표 2>와 같다.

세 번째로 서예전 참가 학생들의 학술 심포지엄에서의 발표제목, 발표자 및 소속 대학은 다음 

<표 3>과 같다.

이상의 초청강연, 교수학자 국제학술 포럼, 학생 심포지엄에서의 발표 언어는 한국어와 중국

어 동시통역으로 원만히 진행 되었다.

(5) 한중청년학생 서예전 수상자 및 만찬

이번 한중 청년학생 서예전 60출품작품에 대한 양국의 서예전문가의 심사를 거처 결정된 수

상자는 <표 4>, <표 5>와 같다.

<표 4> 한국대학 수상자 명단

수상항목 學校 姓名

金賞 京畿大學校 金柳希

銀賞 京畿大學校 金上智

銅賞 서울大學校 朴主愛

優秀 成均館大學校 崔多恩

優秀 成均館大學校 金承珉

優秀 大田大學校 金容材

優秀 서울大學校 姜有珍

優秀 京畿大學校 金灿辉

優秀 大田大學校 尹裕植

優秀 서울大學校 千荷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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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는 문자를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의사전달의 실용적 측면과 자유로운 모필을 사용하여 

예술성을 나타내는 양면성이 있다. 오늘날 컴퓨터의 보급에 따라 필기도구로 종이에 글을 쓰는 

것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서예도 젊은 청년학생들에게 도외시 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인류를 위

협하는 기후변화나 환경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는 지구환경과 인류생활의 조화로운 공존을 요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지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天 · 地 · 人의 동양 고전에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서구인들이 동양의 자연관과 우주론에 관심을 가졌던 것을 동양예술 장르에서 살

펴보면 무엇보다 주목받는 것은 서예다.

<과학과 예술 2018 한중 청년학생 서예전 및 서울 국제학술 포럼>은 과학이 인문서예를 만나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가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의 융복합 시대에 부응하고 한 · 중 양국 청년학

생들이 도외시 하고 있는 고전에서 지속가능한 지혜를 발견하고, 법고창신(法古創新), 박고통금

(博古通今)의 정신을 새기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그 이상의 보람이 없을 것이다. 이번 국제행사

를 통하여 명예교수들도 현직교수들이 회피하는 국제학술행사를 추진해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

다는 용기와 보람을 얻었다.

그 동안 서울대학교와 참가대학의 학생출품을 도와주신 서울대학교 미대 화요반 서예지도 강

사, 서예가 이승우 선생님과 동양화과 대학원생 박주애 조교, 묵향회와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지도강사, 서예가 남두기 선생님의 도움이 컸다. 이 행사를 추진 할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하여 주

신 서울대학교명예교수협의회 회장 이인규 교수님과 일부 재정 지원을 해주신 서울대학교 총장

대행 박찬욱 부총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정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이사)

<표 5> 中國大學 수상자명단

수상항목 學校 姓名

金賞 上海交通大學 許泰哲

銀賞 中南大學 袁微

銅賞 浙江大學 盧崢安

優秀 清華大學 法蘇恬

優秀 香港中文大學(深圳) 董隽書

優秀 香港城市大學 許育誠

優秀 中南大學 莫紅林

優秀 上海交通大學 孫楚研

優秀 浙江大學 李偉岸

優秀 浙江大學 陳安哲

優秀 香港中文大學(深圳) 王又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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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명예교수협의회 현 홈페이지 구축 과정과 미래 방향

한 기관의 홈페이지는 그 기관의 홍보와 사업까지 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시대

에 맞게 항상 기능이 보강되고 그 내용이 확장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 홈페이지의 구축 

과정과 구축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서는 명예교수협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홈페이지가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앞으로 보강해

야 할 기능과 내용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구축 과정과 구축된 내용

본인이 2016년 5월경 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명예교수협의회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기획

위원회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원래 기획위원회는 기관이 필요한 새로운 업무가 있다

면 그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업무라 생각한다. 홈페이지가 기획위원회가 맡

고 있었던 사업은 아니지만 새롭게 구축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 될 것이라는 생

각이 들었다. 그래서 2017년도에 홈페이지 개선방법을 사업의 하나로 선택하였다. 2017년 2월경

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아예 명예교수협의회 홈페이지가 접속이 되지 않았다. 홈페이지가 

없는 것을 아무로 모를 정도로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았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듯하여 많이 

놀랐다. 그 때부터 홈페이지 현황을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홈페이지 서버는 서울대학교 정보화

본부에 있었고 서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연결이 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급히 협의회 행정실에 연락하여 납입하니 홈페이지가 서버에 연결되기는 하였다. 홈페이지 내

용은 오랫동안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았다. 상황을 알아보니, 2016년 5월 전까지는 류관희 총

무담당 부회장이 외부의 도움을 받아 구축하고 운영하여 왔었다. 당시 협의회의 재정을 사용하

지 않아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그 후 부회장이 그만 둔 후 홈페이지 내용을 바꾸려

면 류 부회장에게 연락하여 외부의 도움을 받아 변경하곤 하였다. 때마침 그때 협의회 여직원의 

변동도 있었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활성화되지 않다가 사용료조차 내지 않았으리라 짐작된다.

서울대학교 정보화 본부에서 서울대학교 기관인 경우 산하 정보화센터에서 홈페이지 구축 플

랫폼 서비스를 통하여 선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는 얘기를 현직 교수로부터 들었다. 따라서 

2016년 3월 14일 오후 2시 박세웅 정보화 본부장(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부교수)과 면담약속

을 하고 찾아 갔다. 추진이 쉽도록 이덕임 정보서비스팀장, 홈페이지 실무 담당자, 박혜진 간사

도 배석하도록 하였다. 정보화본부의 지원을 받아 사용하기 쉬운 서울대 명예교수협의회 홈페이

지를 구축하고 온라인 멘토링사업이 가능한 패키지를 넣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명예교수협의

회가 공식산하기관은 아니지만 서울대학교 관계기관이므로 명예교수협의회장의 공식 요청서를 

보내면 구축하는데 최대한 협조해 주기로 하였으며, 이것은 정보화본부장의 승인 사항이라 적

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홈페이지는 정보화본부에서 직접 구축하지는 않아 관련업체를 소개하

여 줄 것이며, 서울대학교 플랫폼을 사용하므로 구축이 용이할 것이고 경비도 많지 않을 것이라

고 하고, 최대한 업체를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우리가 요청한 온라인 멘토링사업 패키지 형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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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능이 없어서, 간이형으로 지원서를 다운로드하고 작성 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구축하

고 추후 필요시 회사에 요청하여 구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서울대학교 플랫폼을 사용

하여 구축하면 홈페이지 운용자가 내용을 마음대로 고쳐 넣을 수 있어 홈페이지 운용이 용이하

고, 기술적인 내용은 정보화본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서버는 정보화본부에 있어서 안정적

이고, 수정과 정비가 용이하고, 앞으로 업데이트 되더라도 추가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 

었다.

4월 말경에 협의회에서 정보화본부에 홈페이지 지원요청 공문을 보냈다. 정보화 본부에서 홈

페이지를 구축할 회사로 ㈜스태커라는 회사를 소개하여 주었다. 5월말 경에 홈페이지 구성 내용 

사전검토서와 메뉴구조도를 작성하여 송부하였다. 요청한 메뉴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내용과 

비슷하다. 즉, 명예교수협의회 소개 (인사말, 연혁, 임원, 분과위원회, 오시는 길), 명예교수협의

회 소식 (공지사항, 협의회소식, 회원동정, 모교소식), 간행물 (명예교수회보, 단행본), 활동내용

(재능기부봉사사업, 멘토링사업, 인성교육집담회, 산업시찰), 사람들(회원명단), 참여마당(자유

게시판, 질문과 답변, 자료실) 등이다. 기존 자료는 전부 업로드 되어야 한다고 했다. 추가적으로 

온라인으로 신청내용을 타이핑할 수 있는 시스템과 회원을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온라인 신청시스템과 자유로운 회원검색기능은 정보화본부 플랫폼에 아직 

기능이 없어서 추가 경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비를 줄이기 위하여 정보화본부 플랫폼에서 가

능한 기능만 가지고 구축하자고 하고 견적을 받기로 하였다. 견적서에 있는 440만원은 우리가 

생각했던 경비보다 많았지만 명예교수협의회 회장의 결단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7월 6일 계약

을 체결하고 즉시 구축작업을 개시하였다. 홈페이지 구조로는 정보화 본부 플랫폼으로 구축되

어 있는 서울대학교 내의 몇 개 기관 샘플을 보여주고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서, 현재 명예교수협

의회에 구축된 형태를 제안하였다. 8월 9일 1차 시안을 보고 수정내용을 상의하였다. 그리고 9

월초에 현재의 홈페이지가 완성된 것이다. 박혜진 간사가 정보화본부에서 그 기능을 배우는 과

정을 수강한 적도 있고 지금 거의 모든 콘텐츠는 직접 올리고 있다.

(2) 미래 방향

앞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는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서울대 정보화본부의 플랫폼을 이용하

는 것이 좋을 같다. 홈페이지 직원이 바뀌더라도, 정보화본부로부터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홈페이지 기능 보완도 정보화본부 플랫폼의 기능이 보완되면, 쉽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

이다. 홈페이지 구축을 외부기관에 맡기면 그 기관이 망할 수도 있고 경비를 과도하게 요구할 

수도 있다. 홈페이지는 누군가 열심히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므로 명예교수협의회에서도 담

당 인원을 지정해야 할 것이다. 임원 중 한명에게 부탁할 수도 있고 별도로 두어도 된다. 웹마스

터 혹은 웹관리자의 타이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명예교수협의회 뉴스레터나 웹진도 홈페이

지와 연계되어 운영되면 좋겠다. 더 많은 기능이 보강되었으면 한다. 지난번 부탁드린 멘토링사

업 같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하였으면 한다. 그리고 회원 검색도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콘텐츠도 다양화 되었으면 한다. 예를 들어 동아리 활동도 지원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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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상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의 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현재의 홈페이지를 구축

한 과정과 구축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였다. 홈페이지는 항상 변화를 추구해야 하며 그 때 과

거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하여 보았다. 미래에 더 추진해야할 내용

도 간단히 기술하였다. 앞으로 홈페이지가 명예교수협의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

권욱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기획위원장)

7) 명예교수회보 2017(제13호) 발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7(제13호)을 2018년 4월 2일자로 발간하였다. 4×6배판으로 총

429쪽의 이 회보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에서 3,300부가 제작되어 배포되었다.

4. 공지사항

1) 주소록 게재 변경 및 주소(도로명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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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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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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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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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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애경사 연락

제3차 정기총회(2010. 5. 20)의 결정에 따라, 명예교수협의회에서는 회원 및 배우자와 직계존

속(양가부모)의 조사 시에 근조기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명예교수협의

회 사무실(02-880-9019)에 신속하게 연락을 주셔서, 정중한 예를 갖출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메일의 활용

명예교수회보는 연간으로 발간되기 때문에 신속한 정보 전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긴급한 사

항은 이메일(Email)로 알려 드릴 계획이오니, 각 명예교수님께서는 자주 이메일을 확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가 없으신 분은 대학(전화: 02-880-8282)에 신청하여 개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 명예교수연구동(150동) 연구실 사용 신청 안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연구동(150동)에 입실을 원하시는 교수님께서는 명예교수연구실 담당 직

원, 김인경(전화 02-880-1364)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명예교수님을 위한 시설물 등 이용 안내

(1)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신청 등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신분증 발급 명예교수 신분증 발급
명예교수 신분증 발급 신청

서 제출

인사교육과

(담당자: 김상훈)

880-5098

주차권 발급 정기주차권 발급(무료)
신청서(차량등록증 첨부) 

제출(매년갱신)

캠퍼스관리과

(담당자: 신연희)

880-5132

정보광장 이용
퇴직 후 계속 이용, E-mail은 

10GB가능
별도신청 없음

정보화본부 IT서비스센터 

880-8282

 갱신)

통합주차관제센터

880-5568

교무과

(담당자: 김민수)

880-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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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신청 등 담당부서 및 연락처

증명서 발급
경력증명서 및 명예교수증명서 

발급 (국,영문가능)

민원우편(우체국), Fax민원

(동사무소), 방문신청

교무과

(담당자: 어정원)

880-1395

도서관 이용
열람실(명예교수용) 이용, 도서

대출
명예교수 신분증 지참 도서관 880-8001

명예교수연구동 

이용

책상, 의자 및 컴퓨터 등 사무용

품, 세미나실

명예교수 연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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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서울대병원 치과 진료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및 관악치과병원과 같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변경사항: 선택진료료 폐지

      - 관련: 의료법 제46조 제5항 및 제6항 삭제(2018. 3. 27.)

      - 2018. 3. 27. 이후 발생한 선택진료료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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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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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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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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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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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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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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연회비 납부 안내

명예교수협의회 회원님께

우리 명예교수협의회에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하여 (사단법인)서울대학교 명예교수발

전진흥회를 발족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기금 및 찬조금 모금이 저조하여 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원 및 회원 여러분께서는 아래와 같이 회비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회장  이인규

명예교수회보의 온라인 열람 안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는 온라인 상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홈페이지, http://emeritus.snu.ac.kr/board/annualreport 간행물란이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snu.ac.kr/index.ax 단행본란에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

보』에 접속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 아    래 -

회 장 단 연회비: 100,000원

이     사 연회비:   50,000원

일반회원 연회비:   10,000원

평   생   회    비:  200,000원

계좌: 농협 301-0105-9804-01

예금주: 사단법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발전진흥회

*회비 입금시 성함(단과대학)을 필히 입력 부탁드립니다. 예) 홍길동치대, 이인규자연

*평생회비 입금시 성함(평생)을 입력 부탁드립니다. 예) 홍길동평생, 이인규평생

*몇 년치 회를 한꺼번에 입금 시 사무국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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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9 투고 안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9(제15호)가 2020년 2월 하순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명예교수님들의 글과 2019년도 학술활동(2019년 1월 1일~12월 31일 동안의 업적

과 활동) 원고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아래 ‘원고 제출’과 ‘원고 작성 요령’을 참고하셔서 일반 

원고(논설, 칼럼, 수상 등)는 2019년 9월 30일까지, 2019년도 학술활동 보고는 2019 12월 31

일까지 명예교수협의회 사무실로 보내주십시오. 매우 바쁘시겠지만 좋은 글을 투고하시어, 

2019년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를 더욱 알차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번거로우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2019년도 활동기록을 남기셔서, 지금도 재임 시절

보다 더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심을 널리 보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편집위원회 드림

원고 제출

• 원고의 종류 

   (1) 일반 원고(논설, 칼럼, 수상 등).

       투고는 1인 1편에 한하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원고 마감 : 2019년 9월 30일.

   (2) 2018년도 학술활동 보고(기간: 2018. 1. 1~2018. 12. 31.)

       원고 마감 : 2019년 12월 31일.

• 보내실 곳: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연구동(150동) 313-2호

   명예교수회보 편집담당 간사 박혜진

   이메일: emer@snu.ac.kr  전화: 02-880-9019

원고 작성 요령

※ 원고 작성 시에는 아래 투고요령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원고분량은 글자 11포인트, 행간 160%, 자간 100%, 좌우여백 3센티미터로 하여 A4 용지 최

대 9쪽 이내(회보 인쇄본 10쪽 이내), 또는 글자 수로 13,000자(자간 포함)나 200자 원고지 

65장 이내입니다. 

(2)   모든 원고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여 국립국어원의 어문규정에 따라 작성하시되, 꼭 필요한 

한자나 외국어는 괄호 안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접수는 등기우편도 가능합니다만, 가

급적이면 이메일 (emer@snu. ac.kr)에 첨부파일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9(제15호)가 2020년 2월 하순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명예교수님들의 글과 2019년도 학술활동(2019년 1월 1일~12월 31일 동안의 업적

과 활동) 원고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아래 ‘원고 제출’과 ‘원고 작성 요령’을 참고하시어 일반 

원고(논설, 칼럼, 수상 등)는 2019년 9월 30일까지, 2019년도 학술활동 보고는 2019 12월 31

일까지 명예교수협의회 사무실로 보내 주십시오. 매우 바쁘시겠지만 좋은 글을 투고하시어, 

2019년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를 더욱 알차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번거로우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2019년도 활동기록을 남기셔서, 지금도 재임 시절

보다 더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심을 널리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편집위원회 드림

원고 제출

• 원고의 종류 

   (1) 일반 원고(논설, 칼럼, 수상 등)

       투고는 1인 1편에 한하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원고 마감 : 2019년 9월 30일.

   (2) 2019년도 학술활동 보고(기간: 2019. 1. 1~2019. 12. 31.)

       원고 마감 : 2019년 12월 31일.

• 보내실 곳: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연구동(150동) 313-2호

   명예교수회보 편집담당 간사 박혜진

   이메일: emer@snu.ac.kr  전화: 02-880-9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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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설이나 칼럼, 나의 제언 등은 그 원고에 저자 성명과 아울러, 전 소속 단과대학명과 학과

(부)명을 반드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학술활동보고에서 저서, 연구논문, 보고서, 강연,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등은 아래 양식을 기

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보고 기록항의 맨 끝에 기간이나 연, 월, 일을 달되 그 

표기는 ‘yyyy. m. d.’ 방식(예 2012. 3. 2.)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출된 모든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저서, 역서, 편저> 

저자(들)명: 서명. 총 쪽수, 출판사명, (출판)연. 월. 일.

(예시 1) 이무근, 김재식, 김판욱: 실기교육방법론. 총 484쪽, 교육과학사, 2012. 1. 20. 

(예시 2)   박환덕, 박열 역: 임마누엘 칸트 저,  영구 평화론 (Zum ewigen Frieden). 총 156쪽, 범

우사, 2012. 10. 5.

<작품 또는 연주> 

발표자명: 작품명. 발표 주체, 주관기관, 장소, 연. 월. 일. 또는 기간.

(예시)   백병동: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를 위한 트리오(vn. 김민, vc. 나덕성, pf. 장혜원), 제1회 대

한민국 예술원 음악회,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2012. 3. 30. 

<전시> 

발표자명: 작품명. 전시명칭, 전시주체, 주관기관, 장소, 연. 월. 일. 또는 기간.

(예시) 한운성: Pimento. 판화공방, 신세계백화점, 신세계갤러리, 2012. 9. 19~12. 26.

<보고서>

저자(들)명: 보고서 제목. 총 쪽수, 보고기관명, 연구기관명, (출판)연. 월. 일.

(저자가 세 명 이상일 때는 000, 000, 000 외 0명)

(예시)   박삼옥, 남기범, 구양미 외 1명: 경기도 미래형 혁신클러스터 구축방향에 대한 연구

(CSTEP 정책연구 2012-1). 총 117쪽, 경기과학기술진흥원, 2012. 12. 3.

<논문> 

저자(들)명 (연도) 논문 제목. 학술지명, 권(호), (게재쪽) oo~oo쪽. 다만 온라인 학술 지일 경우 doi 기재. (저자가 

세 명 이상일 때는 000, 000, 000 외 0명, 또는 Ha KJ, Ho KY, Lee SS, et al.)

(예시 1)   Yeo SR, Jhun JG, Kim Y (2012) Intraseasonal variability of western North Pacific 

subtropical high based on the El Nino influence and its relationship with East Asian 

summer monsoon. Asia-Pacific Journal of Atmospheric Sciences, 48(1), 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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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Ha KJ, Ho KY, Lee SS, et al. (2012) Variability in the East Asian Monsoon: A review. 

Meteorological Applications, doi: 10.1002/met.1320.

(예시 3)   변재현, 김현수, 박성현 외 1명 (2012) 지속가능과학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지속가능연구, 3(2), 21-36. 

(예시 4)   오병남 (2012) 예술과 창의성의 개념-I. 칸트의 판단력 비판을 중심으로. 학술원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51(1), 1-25. 

<학술회의>

발표자(들)명: 발표 제목. 행사명, 주관기관명, 장소, 연. 월. 일. (단, 단순 참석은 제외하여 주십시오.) (저자가 세 

명 이상일 때는 000, 000, 000 외 0명, 또는 Ha KJ, Ho KY, Lee SS, et al.)

(예시 1)   이동녕, 한흥남, 최현식: Deformation and annealing textures of surface layer of 

copper sheet cold-rolled under unlubricated condition. 2012년도 대한금속 · 재료학

회 추계학술대회, 창원컨벤션센터, 2012. 10. 25. 

(예시 2)   안휘준: 한국미술의 특징. 2012년도 공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학술세미나, 공주대학

교 입지관 시청각실, 2012. 1. 17. 

(예시 3)   Je HK, Chon HT: Regional and detailed survey for radon activities in soil-gas and 

groundwater in Okchon zone, Korea. 2012 European  Geosciences  Union, Vienna, 

Austria, 2012. 4. 23~27. 

<강의 및 특강> 

강의제목. 강의 기관명, 장소, 연. 월. 일. 또는 기간.

(예시 1) Overview of bone biology. 한국치주과의사회, 강남파이낸스센터, 2012. 10. 22. 

(예시 2) 지구의 화학탐사 특론. 세종대학교 대학원, 세종대학교, 2012. 8. 30~12. 13.

특강주제. 특강 기관 부서명, 장소, 연. 월. 일. 또는 기간.

(예시)   장안과 북경-중국역사와 학술문화의 특징을 찾아서. KAIST, KAIST 경영대학 슈펙스 경영

관, 2012. 12. 4.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봉사 및 공공 활동 직책명. 봉사 및 공공 활동기관 및 부서명, 연. 월. 일. 또는 기간.

(예시 1) 심사위원. 우수도서 선정심사위원회. 대한민국 학술원, 2012. 4. 3. 

(예시 2) 위원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원심사위원회, 2011. 3. 1~현재. 

(예시 3) 위원. 석면안전관리위원회, 환경부, 2012. 6. 1~2015. 5. 31. 

(예시 4) 심사위원장. 중앙훈련경연대회, 중앙공무원교육원, 2012. 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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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주제. 발표지. 쪽수, 연. 월. 일. 

(예시 1) 오늘 우리 시조의 자리매김 문제. 서정과 현실 19호, 12-22쪽, 2012. 9. 30. 

(예시 2) 인문학 시야를 넓히자. 교수신문 제640호 A 27면, 2012. 4. 16. 

(예시 3)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우리의 교육의 방향. 교육정책포럼 234호, 8-13쪽, 2012. 12. 10.

<연구>

연구자(들)명: 연구주제명. 연구지원기관명, 연구기간.

(예시) 홍길동: 전기자동차 급전선 보호회로 개발. KAIST. 2012. 3.1~2013. 2.28. 

<동정> 

시상: 성명: 시상 명칭, 시상 기관, 연. 월. 일.

(예시) 2012년도 암반공학회 총회에서 ‘일암 논문상’ 시상. 2012. 10. 17.

수상: 수상 명칭, 수여 기관, 연. 월. 일. 

(예시) 제30회 정진기언론문화상(경제경영도서부문) 대상 수상, 2012. 7. 12.

인사: 직책명. 인사 기관명, 임기 또는 (발령)연. 월. 일.

(예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포상위원회 위원장에 선임. 2012. 3. 1.

행사: 행사명. 행사 주체 및 직책. 장소, 연. 월. 일. 

(예시)   서울르네상스호텔에서 한국개발연구원 현오석 원장을 초청해 최고경영자조찬회 개최. 

2012. 1. 25.  

 

<기타 근황>

방송 및 신문 대담, 워크숍, 현장답사, 국제협력, 기술자문, 특허, 공로패, 출판기념회, 공적인 교육지도, 장학금 및 

발전기금 희사, 모금운동 및 후원행사 등(단, 행사나 학술대회의 단순 참석은 제외하여 주십시오.)

(예시 1) 3 · 1절과 독도문제 대담, MBC 라디오, 2012. 3. 1.

(예시 2) 한정된 연구비 따기 위해 단기성과 연구집중 악순환 대담. 세계일보, 2012. 10. 24.

(예시 3)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장으로부터 공로패 수상. 2012. 1. 9.

(예시 4) ㈜동현시스텍의 고속예인 전차시스템의 제어논리 설계 기술자문. 2012. 1~4. 

(예시 5)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석학과 대화 프로그램을 분당 중앙고등학교 및 낙생고등학교에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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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6) “직류전류 측정용 자기센서” 특허 등록 제10-1203485호. 2012. 12. 15.

(예시 7) 정년 기념 문집(한국 근 · 현대사 개관) 헌정 받음. 2012. 4. 5.

(예시 8) 566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기념축사. 2012. 10. 9.

(예시 9) 졸업 최우수학생 장학기금 1억원 출연. 2012.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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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교수회보 편집 일지

2018.  6.  5 제1차 편집위원회 개최

         6. 15 투고안내문 1차 발송

         8. 27 투고안내문 2차 발송 및 편집위원께 주변 교수님께 원고청탁 독려

         9. 30 일반원고 투고 1차 마감

       10. 19 제2차 편집위원회 개최

   1) 원고 추가모집 논의

   2) 접수된 원고의 심의와 분류

   3) 채택된 원고의 교열

   4) 학교소식 작성 의뢰

   5) 발간사와 축사 집필 의뢰

       10. 23 투고안내문 3차 발송

       11. 15 일반원고 투고 최종 마감

       11. 26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과 출판 계약 및 송고

       11. 27 투고 안내문 4차 발송(학술 및 봉사활동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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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편집회의, 호암교수회관, 2018. 12. 4.



       12.  4 제3차 편집위원회 개최

   1) 추가 접수된 원고의 심의, 분류 및 교열

   2) 초교본 교열

   3) 회보의 게재 순서 조정

   4) 학교소식 검토

   5)각종 기사와 기록의 수록기간 조정

   6) 편집후기 작성

       12. 31 학술 및 봉사활동 원고 최종 마감

2019.  1.  6 재교본 교열

         1. 14 초교본을 해당 집필자에게 발송

         1. 15 제4차 편집위원회 개최

   1) 추가 접수된 원고의 심의, 분류 및 교열

   2) 일반원고(논설, 칼럼, 수상) 제3교본 교열

   3) 학술 및 봉사활동 초교본 교열

   4) 명예교수 현황, 명예교수협의회 소식 및 활동 보고 검토

         2. 21 제6교본 최종 확인

         2. 28 인쇄 및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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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교수회보 편집위원장으로 봉사하게 된 이후 첫 번째 회보를 출간한다. 새로이 아홉 분

의 명예교수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년 2월말 발간을 목표로 원고 모집과 편집을 하여 왔

다. 총 33분의 교수님이 지난 11월 중순까지 논설, 칼럼, 수상 등의 일반 원고를 보내 주셨다. 또

한 12월 말까지 많은 교수님이 연구 및 봉사활동 원고를 보내 주셨으며, 명예교수협의회에서 일 

년 중 수행된 주요 행사들, 인성교육, 산업 시찰, 재능기부강의, 한중 국제서예전 등의 보고가 이

루어져 회보의 내용이 보다 알차게 구성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린다. 특히 글쓰기로 저명한 여러 

명예교수님의 옥고 투고에 거듭 감사를 드리며 교수님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한다. (공과대학 전

효택)

▶ 명예교수회보 12호부터 편집위원회에 참여하여 13호의 발간, 그리고 이제 14호의 편집을 

마무리하고 있다. 편집일이 하면 할수록 만만치 않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 다양한 분야

의 글을 정독하여 읽으며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게 되니 이렇게 좋은 글들을 써 주시는 명예교

수님들께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든다. 앞으로 명예교수회보가 더울 알차고 사랑받는 회보로 발전

하여 나가는 데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 하여야 하겠다는 다짐을 해 본다. (농업생명과학대학 현

정오)

▶ 지난 11월 말에 첫눈 폭설을 헤치며 문경 한산사에 다녀왔다. 백두대간이 잠시 머리를 낮추

었다고 해서 한산저두라 불리는 곳, 800고지에 자리 잡은 한산사에는 10여분의 스님이 동안거 

결제 중이다. 3개월 동안 온종일 참선에 몰입하는 것이다. 맑은 기운이 그득한 한산사는 물론이

고, 한산사에서 멀리 내려다보이는 첩첩산도 온통 순백의 자태를 드러내었다. 많은 눈이 올 것을 

예고한 듯한 폭설로 시작하였지만, 올겨울은 예상과 달리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풍요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대중들이 희망을 갖게 한 세속의 일들 역시 메마름과 곤핍과 불안의 날로 이

어지고 있다. 호도(糊塗)에 속지 않는 매의 눈을 가진 깨어있는 대중들만이 풍요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 하겠다. 교정보느라 명예교수님들의 주옥같은 글을 읽으며, 위안 받고 지내는 요즈

음이다. (치의학대학원 배광식)

▶ 금년호부터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명예교수님들의 다양한 원고를 읽으

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회고담은 역사적으로도 귀중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명예교수

회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앞으로 명예교수님들의 다양한 장르의 글이나 활동사항이 

더 많이 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약학대학 심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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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은 예년보다 원고마감이 상당히 이른 편이었으나, 의외로 좋은 글들을 많이 대할 수 있

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다만, 원고를 주신 분들의 분포가 좀더 다양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나, 글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글이라면 학을 떼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어느 정도 감수해

야 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 중에서도 조완규 전총장님의 글은 남다른 느낌을 준

다. 수많은 보직 편력도 보통 일이 아니고, 그 기억력도 부럽다. 이태진 명예교수의 글도 그 일생

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의 역사관으로 일관되어 있는지 경이스럽다. 회보에도 이러한 성격의 글

들이 많이 투고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인문대학 임홍빈)

▶ 올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회보의 편집위원으로 새롭게 참가하였다. 처음에는 자연과학대

학 소속 명예교수를 대상으로 필진을 섭외하는 일이 주된 임무라고 생각하고, 몇몇 교수에게 전

화하여 원고 청탁을 해 보았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얻기는 쉽지 않았다. 대다수의 명예교수들이 

명예교수 회보에 글을 싣는 일에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기 때문이리라. 실은 정년퇴임 5년차를 

맞이한 나 자신도 그동안 명예교수 회보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그런데 편집위원이 되어 투

고된 원고들을 자세히 읽는 과정에서 명예교수들이 퇴임 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었다. 어떤 글에서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질감을 느끼기도 

했고, 또 어떤 글에서는 명예교수로서 살아가는 방향에 관한 가르침을 얻을 수도 있었다. 앞으로 

많은 명예교수들이 이 회보를 읽고 생각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아울러 좋은 원

고가 투고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자연과학대학 최덕근)

▶ 편집위원의 큰 낙이라면 투고된 원고들을 읽을 때의 희열감이다. 특히 김제완 교수의 글이

었는데, 거기에는 물리학과 교수 23명 중 11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거쳐 간 콜럼비아 대학의 유

학 생활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었고, 그곳의 특이한 교수 채용 방식이 감명 깊었기 때문이다. 

또 지난번에 이어 우한용 교수의 단편소설도 재미있게 읽었다. 그 밖의 모든 옥고들을 수차례 

읽었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글들이 들어왔으면 하는 작은 욕심을 부려 본다. (사범대학 허승일)

▶ 명예교수회보 편집의 재미는 전공분야의 학술지나 서적 편집과 달리 매우 다양한 글을 만

나보게 된다는 점일 것이다. 저절로 미소짓게 만드는 글, 주제가 평생을 다루어 온 전공분야가 

아님에도 내공이 서린 글은 읽는 즐거움이 한결 더하다. 한 자도 흐트러짐이 없는 글을 만나면 

숙연해지기까지 한다. 올 겨울은 일찍부터 추위의 위세가 당당하다. 때 이른 추위 속에 원고를 

살펴보면서, 문득 우리 회보가 겨울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색조의 겨울에 피는 꽃은 보는 

이의 눈을 즐겁게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어 준다. (사회과학대학 허우긍)

▶ 이기춘 교수님 강권으로 명예교수협의회 회보편집위원 초년생이 되어 편집회의 참석하면

서 정말 놀랐다. 서울대 교수님들이 모범생인 줄은 예전부터 익히 알고 있었으나 모두 10분 이

전에 도착하시고 정말 열심과 정성으로 좋은 회지를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모습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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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많이 배웠다. 특히 편집위원장님께서는 여러 일로 바쁘실 텐데도 꼼꼼하게 처음부터 끝까

지 살펴보시는 성실성에 감탄하였다. 편집위원을 하면서 학계의 권위자이신 교수님들의 주옥같

은 글을 읽으며 그동안 몰랐던 지식을 얻게 되어 저 개인적으로는 큰 보람이다. 특히 이기춘 교

수님은 저를 추천하신 죄(?)로 생활과학대학 50년사에 대하여 여러 자료를 수집하셔서 주옥 같

은 수필을 써 주셨는데 여성 명예교수님으로는 회지에 기고하신 첫 번째 교수님이 되셨다. 내년

에는 이기춘 교수님 뒤를 이어 더 많은 여성 명예교수님들께서 깊이 있는 논고를 기고해 주실 

것을 기대해 본다. (생활과학대학 황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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