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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물어 가는 기해년, 우리 명예교수협의회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우리 협의회가 창립된 지 11년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보도 금년에 제15호를 발간하게 되어서 감

회가 새롭습니다. 지난달 우리 협의회의 창립을 주도하며 초대 회장

으로 수고하신 한인규 교수께서 소천하셨다는 슬픈 소식을 전해드립

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 회보 발간에 처음부터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 협의회의 창립을 주도하여 오늘에 이르렀지만, 내년 총회를 마

지막으로 이 임무에서 물러나려고 합니다. 지난날 우리 회원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성원으로 이렇게 무사히 이 직책을 끝내게 된 것을 진

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명예교수협의회는 금년에 임의 단체로 등록된 협의회와 법인 

단체로 등록된 발전진흥회를 통합하여 사단법인 서울대학교 명예교

수협의회로 통일하였고, 그동안 학기 중간인 5월에 개최되던 정기총

회를 2월 말로 옮겨서 신학기의 시작과 회장 임기의 시작을 맞추도록 

법적 조처를 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적인 절차와 함께 우리 협

의회의 활동도 이제는 제 자리를 찾아서 창립 초기에 우리가 염원하

던 협의회의 위상 정립과 대학 발전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

한 목표 설정도 이제는 어느 정도 제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알고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대학 당국과 총동창회의 도움으로 작년까지 진행하

던 일들을 차질 없이 이루어 왔습니다. 작년처럼 금년에도 연인원 60

명에 이르는 우리 명예교수들이 전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재능

기부사업의 일환으로 진학 지도와 젊은이들의 미래를 향한 꿈의 실

현, 그리고 학생들이 알기 원하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 대한 현황과 미

래 발전을 전망하는 강연을 해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 기록들

은 책자로 남겨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 중, 고등학교 교사들

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 특강도 사범대학 교육연수원의 협조를 얻

어서 겨울방학 기간을 통하여 10여 명의 명예교수들이 자신의 전공 

영역을 통한 인성교육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에도 이 일은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밖

에 금년에 처음으로 실행에 옮긴 일로는 몇 분 교수님들이 우선 시범

적으로 시도한 것으로서, 총동창회의 도움을 얻어 후학들에게 들려주

는 <나의 학문, 나의 삶>이라는 주제의 글을 모은 책자를 발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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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진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명예교수들이 걸어온 자신의 삶과 학문을 되돌아보고, 

같은 학문 분야를 전공하려는 후학들에게 도움이 될 이야기를 담아 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우리의 

염원을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우리 대학 명예교수들의 삶과 학문 발전에 기여한 역사를 후대에 

남기는 것은 그것이 우리 대학과 후학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보존되어야 할 이 

나라의 지적 자산이 될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금년 한해는 우리 서울대학교가 많은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유감스러운 일로 학교의 명예가 

실추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 명예교수들이 현직에서 후학들을 교

육하면서 학문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기본이 되는 인성에도 관심을 갖고 바르게 지도하지 못한 

잘못으로 알고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갈등의 빌미가 된 이 일이 서울

대학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깊은 상처가 되었고, 우리나라 학문을 선도

하기 위하여 헌신하면서 대학의 품격을 드높여 온 선배 교수님들의 노력을 허물어뜨리는 부끄러

운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명예교수협의회가 후학들의 인성교육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의 이러한 사태를 예감했던 일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대학이 지난날의 영광을 

회복하는 새로운 결단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명예교수들이 이 일에 작은 힘을 보탤 

것을 다짐합니다.

금년 한해에도 총장님의 따뜻한 배려로 우리 명예교수협의회가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이 회보

를 발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대학 당국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작

년에 이어 금년에도 아끼지 않으신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

리 협의회는 지난 10년의 역사를 정리한 책자도 금년에 발간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금년에도 이 회보 발간을 위하여 수고하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여러분, 협의회의 발전을 위

하여 애쓰고 계시는 회장단과 이사님,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명예교

수협의회의 활동에 동참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대학 구성원 간의 소통을 위한 소중한 공간으로 매년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명예교수회보』의 제15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

다. 지난해에 이어 이렇게 지면을 통해 여러 명예교수님들께 인사드리

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는 한국 사회의 발전을 선도해온 주요 인재들을 양성해

왔고,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사

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의 번영을 위해 서울대학교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무게는 생각 이상으로 무겁습니다. 또한 최근 서울대를 향

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 수준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 사실입 

니다.

존경하는 명예교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주위의 관심에 귀를 기울이며 부여받은 책무를 이행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월성’과 ‘공

공성’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내실 있는 변화를 통해 서울대

학교의 위대한 전통을 이어나가고 보다 나은 삶의 실현을 향한 국민

의 염원에 부응하며 미래를 위한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

니다. 또한, 학문적 가치창조의 진원지로서 서울대학교에서 시작한 학

문담론이 세계의 보편적 학문진보를 견인하고 세계를 향한 서울대학

교가 아니라 세계가 서울대학교를 향하고 존경할 수 있는 학문공동체

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 명예교수님

들께서도 학문적 지혜와 경륜으로, 때론 따끔한 질책으로 서울대학교

의 도약을 위한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서울대학교를 향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다

시 한 번 『명예교수회보』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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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교수협의회 열다섯 번째 회보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 

니다.

매년 발간되는 회보는 선후배, 동료 학자 교수님들의 왕성한 지

적 활동과 근황을 다양하게 뵐 수 있어 반갑고 고마운 매체입니다. 

총동창회장이자 명예교수인 한 사람으로서 『명예교수회보』에 인

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생을 학문의 전당에 몸담아 각고면려하여 이미 빛나는 업적

을 쌓으셨음에도 노력을 멈추지 않으시는 교수님들의 모습은 학

문 추구는 평생의 업이요, 지식은 강단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님을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재능기부와 봉사 활동 등을 비롯해 사

회 공헌에 힘을 쏟으시는 모습은 진정 존경받는 원로가 갖춰야 할 

덕목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나 밖에서나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고 전하는 데 앞장서

시는 명예교수님들 덕분에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모습이 되어간다

고 믿습니다. 그 열정과 노고에 존경의 박수를 보내며, 이번 회보 

발간을 통해 서울대 명예교수님들의 또 다른 연구 결실과 존경스

러운 면면이 학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더욱 널리 알려져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총동창회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50년의 빛나는 역사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교수님들의 도움에 힘입어 총동창회가 모

교의 발전에 일조할 수 있었습니다. 동창회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은 물론 창의적인 연구를 하는 신진 교수들까지 전폭적

인 지원을 통해 모교에서 좋은 인재가 나올 수 있도록 도울 것입

니다. 여기에 서울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치단결하는 

동문들과 명예교수님들의 힘을 보태면 서울대는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경륜과 학식이 많은 교수님들께서 고견을 주신

다면 언제든 귀담아 듣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15호 회보 발간을 축하드리며, 이인규 명예교수협

의회장님과 수고하고 헌신해주신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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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세안 환경협력사업 연구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명예교수  이돈구

I. 서언

한국-아세안 환경협력사업(ASEAN-Korea Environmental Cooperation Project; AKECOP)

은 1997년 개최된 제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환경협력”을 한-아세안 협력의 최우선 과

제로 합의함에 따라 한국의 외교부와 아세안 사무국과의 협의를 거쳐 2000년부터 시작되었

다. 환경협력 사업이므로 1998년에 환경부를 통해서, “외교부의 한-아세안 협력기금”으로 할 

것을 본인에게 연락이 와서, 제1기로 5년간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채택되었다. 2000년 1월

에 필리핀 국립대학교(University of Philippines at Los Banos)에서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

네시아, 라오스, 베트남 그리고 한국 등 6개국의 연구자들이 참석하여 플래닝 워크숍

(Planning Workshop) 개최를 통해 한-아세안 간의 대표적인 협력사업(flagship project)이 시

작되었다.

이 연구사업의 목적은 열대림 지역의 훼손된 생태계 복원, 생물다양성 보전, 혼농임업기술

의 연구를 통하여 1) 한국과 아세안 간의 새로운 파트너쉽을 형성하고, 2) 산림,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식 및 기술을 공유하며, 3) 교육, 훈련을 통한 아세안의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

하는 동시에 4) 한국 내 연구자들에게도 열대림 연구기회를 제공하여 현장연구의 능력을 증

진하는 것이다.

II. 연구 기간, 내용 및 연구기관

이 연구 사업의 기간과 주제는 제1기(2000~2005): “동남아시아 열대 지역의 훼손된 산림생

태계 복원”, 제2기(2005~2008): “동남아시아 열대 지역의 훼손된 산림생태계 복원”, 제3기

(2008~2011): “아세안 지역의 훼손된 육상 및 망그로브숲 생태계 복원”, 제4기(2011)부터는 1

년씩 계약하여 2018년까지 “아세안 지역 훼손 생태계 복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 연구를 수행

하였으며, 2019년에는 다시 5년간 사업을 제안하였다.

아세안 측의 연구사업 참여기관은 브루나이(브루나이국립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캄보디아

1부  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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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부 산림청, 환경부 자연보전보호청), 인도네시아(보골농과대학교 산림대학), 라오

스(농림부 국가농림연구원), 말레이시아(말레이시아 산림과학원), 미얀마(자연자원환경보전

부 산림과학원), 필리핀(필리핀국립대학교-로스바뇨스 자연자원대학), 싱가폴(국립공원위원

회), 태국(카세삿대학교 산림대학), 베트남(베트남 산림과학원) 등 10개국이었다. 그 지역에 

맞는 지역연구사업(Regional Research)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였으며, 연구 주제는 “훼손된 산

림생태계 복원연구, 망그로브 생태계 복원 및 경제적 가치평가 연구”, “생물다양성 보전연

구”, “경제수종 조림연구”, “혼농임업연구”, “바이오매스 생산 및 활용연구”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연구” 등이었다.

한국의 연구자들에게도 열대림 생태계를 이해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 현지지역 연구(On-site Research)를 실시하였다. 그 지역은 필리핀 국립대학교 소속 마낄

링 산림보전지역(Mt. Makiling Forest Reserve)과 라메사 유역 지역(La Mesa Watershed 

Area)에서 “지역 주민참여에 의한 훼손된 산림복원과 혼농임업 기술개발 연구”와 “열대림에

서 식물다양성 보전연구”를 실시하였다. 참여 대학과 연구기관은 서울대학교(이돈구, 박은

우, 현정오, 이우신, 박필선, 이용권, 임상준, 안상원, 강호상), 서울시립대학교(우수영), 건국

대학교(김재현), 가톨릭대학교(조도순), 전북대학교(선병윤), 강원대학교(정연숙) 및 국립환

경과학원(서민환, 이재호) 등이었다.

III. 주요 성과 및 연구결과

1. 인력양성 및 역량강화 성과

1) 학위과정 지원: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수학 후에 박사학위 5명(말레이시아 

1인, 미얀마 1인, 필리핀 1인, 태국 1인, 라오스 1인)을 배출하였고, 서울대학교 및 서울시립

대학교에서 석사학위 16명(필리핀,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을 

배출하였다. 한편, 캄보디아 학생 1인에 대하여 말레이시아 대학교에서 석사과정 이수 시 일

부 경비지원을 요청하여서 지원하였다.

2) 단기 연수 지원(18회):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 초청 강의와 현장 실습교육

을 통한 연구 역량강화에 아세안 지역 연구자 257명이 참여하였다. 교육내용은 논문 작성법, 

망그로브숲 복원의 실례, 바이오매스 측정, 혼농임업에 의한 소득증대 등이었다.

3) 국제 워크숍 개최 시 지원: 산림 및 환경분야의 주요 회의에 아세안 연구자 참가를 지원

(예로, 2010년 제23차 세계산림연구기관연합회(International Union of Fores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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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s; IUFRO) 서울총회 참석하였고, 정보 교류를 위한 워크숍(Global Forest 

Information Service 등) 및 컨퍼런스 대회 참석을 지원하였다.

4)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National Instrumentation Center 

for Environment Management; NICEM)의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아세안의 젊은/여성 연구

자들을 초청하여, 토양, 수질, 식물체 분석 등의 환경관리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

였다(첨단 연구기기 및 장비 사용, 시료분석 등의 교육, 연수프로그램).

5) 한국의 젊은 연구자들도 현지 지역연구지(필리핀 마낄링산 산림보전 지역, 라메사 유역

지역)에서 연구한 자료로 논문을 제출하여 1명은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또 다른 4명은 서울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1명은 건국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2. 학술적 성과

1) 매년 각 국의 지역 연구 및 현장 연구 활동을 보고한 연보(Annual Report)를 발간하였

다. 즉, 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한 현장연구와 한국이 참여한 현지 연구, 국제워크숍, 단기연수, 

석 · 박사과정 졸업 논문, 국제회의 참가 및 논문 발표, 운영위원회 결과 등이 포함된 연보는 

매년 발간하여 주한 각 아세안 대사관과 아세안 사무국과 주 아세안 한국대사관 등 관련 기

관, 기구들에 배포함으로써 한국-아세안환경협력사업을 통해 나온 연구 성과들을 공유하였

다. 아울러 아세안+3 환경장관 회의 등 한-아세안 환경 협력 회의에 본 연구 성과들을 지속적

으로 소개함으로서 아세안 국가 내 다양한 연구기관들의 참여 요청을 받기도 하였다.

2) 아세안 연구자들에게 지역연구 활성화 증진

(1) 인도네시아 보골농과대학교(IPB) Gunung Walnat 학술림(300ha 중 10ha)에서 혼농임

업 활동을 통하여 매년 120,000달러 정도의 혜택이 지역 주민에게 제공되었다.

(2) 말레이시아 산림과학원은 주석 광산지역(Bidor 지역, 121ha)에 속성수인 아카시아

(Acacia mangium) 식재를 통해 폐 광산지역을 복구하였으며, 향후 자생 수종(Shorea spp., 

Dipterocarpus spp., Hopea spp.)들을 식재하여 복원에 성공하였다.

(3) 태국 카세삿대학교 산림대학은 벌채하여 훼손된 지역(95ha)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속성수인 아카시아 수종과 자생수종들을 식재하여 복원에 성공하였는데, 지역주민들에

게는 조림지 내에 식재된 과실수에서 채취한 과일과 버섯 채취를 통해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

였다.

(4) 필리핀국립대학교 자연자원대학은 마낄링산 산림보전 지역(Mt. Makiling Forest 

Reserve)에서 혼농임업 및 생물다양성 연구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소득증대 시범을 보였다. 

또 다른 라메사 유역지역(La Mesa Watershed Area)에서 수종 혼식을 통한 생장 개선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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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3) 국내외 학술지 논문발표

이러한 연구 결과는 수십 편의 논문으로 국내 및 해외 유명 학술지( Journal of Biological 

Sciences, Forest Science and Technology, Photosynthetica,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s, Plant Pathology Journal, Scientific Research and Assays,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Management 등)에 게재되었다.

3. 대외적 성과

지난 20년 가까이 진행된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간의 산림, 환경 협력 연구를 통해 한-아세

안 연구자들 간의 신뢰가 두터워졌으며, 인적 교류도 더욱 활발해 졌다. 아울러 아세안측에

서도 본 사업에 대한 성과를 인정하기 시작하였는데 Rio+10 회의(2002년, 남아프리카 공화

국)에 제출한 아세안 팜플렛 자료에 “한-아세안 환경협력사업”이 게재된 것을 바탕으로 한-

아세안 정상회의(2018년)에서도 본 사업이 언급될 정도로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 외교부 한-아세안협력기금의 성공 사업으로 매년 연차보고서에 보고되

고 있으며, 한-아세안협력기금 워크숍 등에 초대되는 등, 한-아세안간의 대표적인 협력사업

으로 홍보되고 있다. 이 사업의 제2기(2005~2008) 말기의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보다 장기적 

연구와 인력양성을 위해 가칭 “아시아산림연구소(Asian Forest Institute)” 설립을 제안하였

다. 이 안을 2008년 한국정부에 제안하였으며, 2009년 제1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제주

도)에서 채택되었고, 2011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설립이 확정 되었다. 이어서 2012

년 8월 ASEAN-Korea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10+1 개국; AFoCo) 사무국이 서울

에 개설되었다. 그후 부탄, 동티모르, 카자흐스탄, 몽골이 참여한 14개국(말레이시아는 정부 

부처 개편으로 참여 연기)으로 구성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AFoCO)”가 2018년 4월에 출범하면서 이러한 정부 간 국제기구 출범의 기초

가 되었다.

또한, 아세안국가의 참여 연구자들이 한국의 서울대학교 또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박사학

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자국으로 귀국하여 산림 또는 환경관련 기관의 연구원장, 대

학교수, 정부 고위직 등으로 한-아세안 협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본 사업의 파급 효과가 

대단히 크다. 특히 캄보디아의 국회의원, 미얀마의 자연자원환경보전부 장관, 태국 카셋샷대

학교 총장, 필리핀국립대학교(UPLB) 부총장, 인도네시아 IPB대학교 부총장 등 본 사업 참여 

고위직 관계자들은 한-아세안 정부 간 및 기관 간 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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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사업 홍보 및 출판 

200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개최된 Rio+10 회의를 시작으로 아세안국가 회의, 한-아세

안 회의, 유엔국제식량농업기구(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아-태 지역회

의, 세계산림연구기관연합회(IUFRO) 총회 또는 워크숍 등에 참석하여 사업성과 발표와 브로

셔, 포스터, CD 또는 홍보 영상(비디오)으로 홍보하였다. 

또한 한-아세안 공동 연구 사업을 통해 수목/식물도감 또는 책을 출판하여 배포하였다. 출

판한 도감 또는 책은 다음과 같다.

1) Flowering Plants and Ferns of Mt. Makiling. p.368, 2004.

2)   Fostering Environmental Cooperation for Tropical Forest Restora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in Southeast Asia. p.90, 2004.

3)   Forest Restoration in the Philippines, A Review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itiatives. p.161, 2005.

4)   GIS in the Philippines: Principles and Application in Forestry and Natural Resources. 

p.173, 2006.

5)   Keep Asia Green Volume I “Southeast Asia. IUFRO World Series Volume 20-1 

(AKECOP, Yuhan-Kimberly and IUFRO). p.24, 2007.

6)   AKECOP Partnership between ASEAN and Korea Towards a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p.46, 2007.

7) Forest Formations of the Philippines. p.232, 2008.

8)   Biodiversity and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in Protected Areas of Korea and the 

Philippines. p.248, 2010.

9)   Mt. Makiling Forest Reserve: Spring Well of Natural and Knowledge Resources of the 

Philippines. p.3, 2011.

10)   Mt. Pulag National Park: Conserving Biodiversity and Natural Resources on Luzon’s 

Highest Mountains. p.32, 2011.

11)   The ASEAN-Korea Environmental Cooperation Project, Partnership between ASEAN 

and Korea Towards a Sustainable Green Growth. 2nd Edition. p.53, 2011.

12)   Keep Asia Green Forest Restoration Across Boundaries (AKECOP, Yuhan-Kimberly 

and IUFRO). p.335, 2011.

13)   National Forest Assessment Report in the Southeast Asia Tropical Region. 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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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4)   The ASEAN-Korea Environmental Cooperation Project: Partnership between ASEAN 

and Korea Towards a Sustainable Green Growth Special Edition. p.55, 2012.

15) Atlas of Vietnam’s Forest Tree Species Volume 4. p.276, 2012.

16) Atlas of Vietnam’s Forest Tree Species Volume 6. p.257, 2014.

17)   AKECOP Partnership between ASEAN and ROK towards a Clean and Green 

ASEAN, 3rd Edition. p.5, 2014.

18) ASEAN-Korea Green Partnership for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p.165, 2016.

19)   Field Guide to the Waterbirds of ASEAN (AKECU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p.297, 2018.

IV. 맺는 말

한-아세안 환경협력사업(AKECOP) 연구는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총 11개국의 파트너

쉽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1987년 본인이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의 열대 숲의 현장을 방

문해 보고, 숲에서의 무한한 자원과 가능성을 체험하였다. 산불이나 불법 벌채로 쉽게 숲이 

파괴되고 있으나, 열대라는 기후조건 때문에 복원도 빠른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을 파악하

게 되었다.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연구비를 신청하여 열대림 연구를 생각하고 있을 때, 

열대림 연구 사업 제안이 와서 1998년에 장기 연구를 제안하였으며, 2000년부터 시작하여 오

늘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다.

사업 제안 당시 박은우 교수와 상의하여,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NICEM) 산하에 국제협력 

사업으로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다행히, 박은우 교수가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NICEM) 소

장이어서 쉽게 설립이 되었고 본인이 사업 책임자(2000~2011)로, 안상원 박사가 사무총장

(2000~2008)으로 이끌어 가다가, 본인이 정부의 일로 대학교수직을 휴직하게 되어, 책임자가 

현정오 교수(2011~2012), 사무총장은 강호상 박사(2008~현재)가 이어서 사업을 이끌었다. 

현정오 교수도 정년퇴임을 하게 되어 책임자는 이우신 교수(2012~현재)로 바뀌었다.

이 사업은 산림 및 환경 협력사업이라 아세안 사무국 내에 환경담당 부서(ASEAN Senior 

Officials on the Environment; ASOEN)와 산림담당 부서(ASEAN Senior Officials on the 

Forestry; ASOF)와 각 회원국들의 산림, 환경 담당자들에 의한 검토가 필요하여서 연구사업

비가 책정이 되어도 집행이 상당기간 늦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러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어서 아세안 사무국과 아세안 회원국 모두 큰 호응과 지원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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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교부가 지원하는 사업들 중에서 가장 오랜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매우 성공한 사업으

로 인정하고 있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계기도 있었다. 그러나 박은우 교수의 헌

신과 지도력, 사업단 직원(안상원, 강호상, 이윤주, 박정호)의 지속적인 뒷받침, 특히 강호상 

박사의 아세안 연구자들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돌봄, 외교부와 환경부의 사업지원 그리고 참

여하는 아세안국가들의 연구자들과 연구기관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따라서 위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

앞으로, 이 연구와 사업이 작은 규모라도 지속되어서 한국과 아시아 지역에서 유엔이 제안

한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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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시대와 황금 못
지구 역사 편찬의 이정표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명예교수  최덕근

지질학(Geology)은 지구를 연구하는 자연과학의 한 분야다. 지구를 이루고 있는 물질, 지

구의 내부구조, 그리고 그 형성과정과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질학은 

연구과정에서 시간을 중요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자연과학의 다른 분야와 뚜렷이 구분된다. 

지질학에서 쓰고 있는 시간 개념은 어떻게 정립되었을까?

1. 지질시대란?

지질시대(地質時代)의 정의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넓은 의미의 지질시대로 지구의 

탄생에서 현재까지의 기간이며, 둘째는 지구상에서 알려진 가장 오래된 암석의 생성시기(약 

40억 년 전)에서 현재까지의 기간이고, 셋째는 좁은 의미의 지질시대로 지구상에서 가장 오

래된 암석의 시기에서 역사시대 이전까지의 기간이다. 좁은 의미의 지질시대와 구분되는 역

사시대(歷史時代)는 약 6,000년 전 이후로 사람들이 기록을 문자로 남기기 시작한 이후를 말

한다.

일반적으로 역사를 서술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

고, 그 사건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아야 한다. 지구의 역사를 서술할 때 사

용되는 지질학적 시간(geologic age) 개념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옛날에 지구에서 일어

났던 사건의 선후관계에 의하여 정해지는 상대적 시간(relative age)이며, 다른 하나는 사건

이 일어났던 때를 수치(또는 연령)로 표현하는 절대적 시간(absolute age)이다.

우리가 암석의 절대 연령을 측정할 수 있게 된 것은 20세기에 접어들어 방사성 동위원소의 

특성을 알고 난 이후의 일이다. 그런데 현재 지질연대표에서 쓰고 있는 지질시대의 이름(예

를 들면, 캄브리아기, 쥐라기 등)은 대부분 19세기 전반에 등장하였다. 이는 암석의 절대 연

령을 알기 이전에 암석의 상대적 생성 순서를 이해했다는 뜻이므로 지질학적 시간 개념에서 

먼저 쓰인 것은 상대적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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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적 시간

2.1. 17~18세기의 암석 연구와 수성론

암석에도 생성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알아낸 최초의 학자는 덴마크 출신의 의사였던 스테노

(Nicolaus Steno, 1638~1686)이다. 그는 높은 산에서 상어의 이빨이나 조개껍질 등 바다에서 

살았던 생물의 화석이 나오는 것을 보고, 먼 옛날 지구는 모두 물속에 잠겼었다고 주장하였

다. 17세기 중엽에 발표된 스테노(Steno, 1669)의 이론을 요약하면, ① 암석은 생성 순서에 

따라 몇 단계로 나뉘며, ② 화석은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이고, ③ 지층은 원래 지표면에 

수평으로 쌓였으며, ④ 위에 있는 지층은 아래에 있는 지층보다 젊다는 내용이다. 이 중에서 

세 번째 내용은 지층 수평성의 원리(Principle of original horizontality). 그리고 네 번째 내용

은 지층 겹쌓임의 법칙(Law of superposition)으로 불리며, 지질학 탄생에 밑거름이 되었다. 

스테노는 논문에서 시대에 따라 생성되는 암석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했지만, 사람들

이 스테노의 이론을 받아들여 암석을 연구하기까지는 100여 년을 더 기다려야했다.

18세기 중반에 유럽에서 암석의 생성 순서에 관한 연구가 활발했다. 그중, 대표적 학자로 

독일의 레만( Johann Lehmann, 1719~1767)과 베르너(Abraham Werner, 1749~1817) 그리고 

이탈리아의 아르두이노(Giovanni Arduino, 1714~1795)를 들 수 있다(표 1).

레만은 독일 중부 하르츠(Harz) 산맥 지역을 연구하여 1756년 연구서를 발표하였는데, 암

석을 생성 순서에 따라 세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산맥 중앙부에 분포하는 화강암과 결정질 

암석을 광석암군(鑛石岩群)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이 암군에 중요한 금속광물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레만도 스테노처럼 오랜 옛날 전 지구를 덮은 바다가 있었고, 이 바다에서 

맨 처음 쌓였던 광석암군은 바닷물이 물러난 후에 뭍으로 드러났다고 생각하였다. 산맥의 가

장자리에는 광석암군 위에 층을 이룬 암석이 놓여 있는데 이를 성층암군(成層岩群)이라고 

불렀다. 성층암군에는 화석이 많이 들어있었으므로 이들이 노아의 홍수 때 쌓였다고 주장하

<표 1> 18세기의 암석 생성 순서 분류

레만(1756) 아르두이노(1760) 베르너(1800년 전후) 현재 지질시대와 비교

충적암군
충적층 충적암군

신생대
제3기 암군 화산암군

성층암군 제2기 암군 성층암군 중생대

고생대
광석암군 제1기 암군

중간암군

원시암군 선캄브리아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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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마지막으로 산기슭에 있던 굳지 않은 퇴적물을 충적암군(沖積岩群)이라고 불렀는데, 

충적암군은 지구의 역사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레만이 알프스 산맥 북쪽 지방을 연구하고 있었을 무렵, 알프스 산맥 남쪽에서는 아르두이

노가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었다. 1760년, 아르두이노는 이탈리아 북부지역을 조사하여 암석

을 생성 순서에 따라 4부분으로 나누었다. 레만과 마찬가지로 광석을 많이 포함하는 결정질 

암석을 제1기 암군(Primary Mountains), 그 위를 덮는 화석을 많이 포함하는 석회암을 제2기 

암군(Secondary Mountains), 다시 제2기 암군을 덮는 모래나 자갈로 이루어진 퇴적암을 제3

기 암군(Tertiary Mountains), 그리고 하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굳지 않은 퇴적물을 충적층

(Alluvium)이라고 불렀다.

레만과 아르두이노는 독자적으로 연구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구결과가 비슷하다

는 점이 놀랍다. 두 사람의 연구는 암석을 생성 순서에 따라 3~4개로 나눈 점이나 층리와 화

석의 존재 유무를 중요하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들의 암석 생성 순서 분류

체계는 18세기 후반 독일의 베르너에 의하여 유럽의 학계로 널리 퍼져 나가면서 수성론(水性

論)으로 불리게 된다. 베르너를 수성론의 대표적 학자로 부르는 데는 당시 프라이베르크

(Freiberg) 광산기술대학의 교수였던 베르너에게 배우기 위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고국에 돌아가 그의 이론을 널리 전파했기 때문이다. 베르너의 논문 중에서 유

명한 것은 『여러 가지 암석의 간단한 분류와 기재』(Werner, 1787)다. 이 논문에서 베르너는 

암석을 시대 순서에 따라 원시암군, 성층암군, 화산암군, 충적암군의 4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앞서 소개한 레만이나 아르두이노의 분류체계와 비슷하다.

가장 오랜 원시암군(原始岩群)은 결정질 암석으로 예를 들면 화강암, 편마암, 대리암, 규암 

등으로 이루어진다. 화석은 없으며, 철이나 주석처럼 유용한 광물이 들어 있다. 성층암군(成

層岩群)은 원시암군 위에 놓이며, 화석이 많고 층리가 잘 보이는 석회암, 사암, 이암, 석탄, 암

염, 석고 등이 이 암군에 포함되었다. 화산암군(火山岩群)은 화산분출에 의하여 생성된 용암, 

부석(pumice), 응회암 등을 포함한다. 가장 젊은 충적암군(沖積岩群)에는 원시암군이나 성

층암군 또는 화산암군에 속하는 암석이 풍화되어 쌓인 퇴적물을 포함시켰다. 이 충적암군은 

골짜기나 낮은 지대를 채우는 것이 특징이다. 시간이 흘러 암석에 대한 지식이 늘어남에 따

라 1796년 베르너는 기존의 암석 분류체계에서 원시암군과 성층암군 사이에 중간암군(中間

岩群)이라는 새로운 암군을 추가하였다. 중간암군에 속하는 암석은 겉보기에 원시암군과 비

슷하지만 층리와 화석을 포함하는 점에서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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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동물군 천이의 법칙

18세기 후반, 유럽 과학계에서는 지층 겹쌓임의 법칙과 수성론을 바탕으로 지구의 암석을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사가 진행되면서 암석을 단지 4개의 시대로 

구분하는 일이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준 것이 바로 화석(化石)이

다. 지층의 상대적 생성 순서를 알아내는 데 화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처음 알아챈 사람은 

영국의 스미스(William Smith, 1769~1839)였다. 원래 토목기사였던 스미스는 18세기 후반에 

영국 여러 지역의 운하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취미활동으로 암석과 화석을 채집하였다. 단

순히 표본을 채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채집한 암석과 화석을 지도에 표시하고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스미스는 암석에 따라 산출되는 화석의 종류가 다르며, 화석의 산출 양상에 규

칙성이 있음을 알아챘다. 그래서 그는 화석만 보고도 그 화석이 산출된 지방과 지층을 알았

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지층마다 산출되는 화석군집이 다르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화석군집

의 내용이 조금씩 변해간다고 하는 원리를 동물군 천이(遷移)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그 무렵 스미스와 비슷한 생각을 독자적으로 알아낸 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프랑스의 동물

학자 퀴비에(Georges Cuvier, 1769~1832)였다. 주로 파리 부근을 연구했던 퀴비에는 지층에 

따라 산출되는 화석의 종류가 다를 뿐만 아니라 옛날에 살았던 생물 중에 멸종한 종들이 있

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그런데 퀴비에는 생물이 멸종한 것은 천재지변 때문이라고 생각하였

고, 그래서 그의 이론은 천변지이설(天變地異說)이라고 불린다.

스미스나 퀴비에가 활동했던 시절은 진화론이 등장하기 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석을 

이용하여 암석의 상대적 시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 주었다. 다윈(Charles 

Darwin)의 『종의 기원』(Darwin, 1859) 발간에 의하여 탄생한 진화론(進化論)은 화석 연구에 

의하여 지구의 역사를 편찬할 수 있는 이론적 바탕을 제공해 주었다. 즉, 오늘날 지구 생물계

는 처음부터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했던 것은 아니고, 아주 오랜 옛날 지구상에 처음 출

현했던 원시생물이 긴 시간을 거치면서 다양해졌다는 사실이다. 생물계는 끊임없이 변하여 

새로운 종류가 나타나기도 하고, 한때 지구상에 살았던 생물 중에서 어떤 종류는 사라지기도 

한다. 한 번 멸종된 생물이 먼 훗날 다시 나타나는 경우는 없다. 이처럼 생물 진화의 비가역

성(非可逆性)을 바탕으로 퇴적암 속에 들어 있는 화석을 연구하면, 암석 속에 들어 있는 시간

을 읽어낼 수 있다.

2.3. 19세기에 제안되었던 지질시대 이름

베르너의 수성론에 영향을 받은 19세기의 유럽 과학자들은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을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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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조사하면서 암석을 더욱 세분할 수 있게 되었고, 지층에 따라 산출되는 화석군집의 내용

이 다르다는 사실로부터 지층의 상대적 생성 순서를 알게 되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지질연대표는 어느 한 사람의 제안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또 특정 위원회에

서 한꺼번에 결정한 것도 아니다. 19세기 초엽, 유럽 곳곳에서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있던 학

자들이 암석을 세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질시대 이름을 제안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 후대

의 학자들에 의하여 자주 언급되었던 용어들이 모여 현재와 같은 지구연대표로 발전하였다. 

현재 쓰이고 있는 지질시대 이름의 유래를 제안된 순서에 따라 알아보기로 하겠다.

우리에게 친숙한 지질시대의 이름 중에서 가장 일찍 제안된 것은 앞서 소개한 제3기

(Tertiary)로 1760년 이탈리아의 아르두이노에 의하여 처음 사용되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

어와서 제3기라는 지질시대명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예전의 제3기는 현재 고신생기(古新

生紀, Paleogene)와 신신생기(新新生紀, Neogene)로 나뉘었다.

1799년 독일의 훔볼트(Alexander von Humboldt)는 스위스의 쥐라( Jura) 산맥을 조사하

면서 절벽을 이루고 있던 석회암에 ‘쥐라시크( Jurassique)’라는 용어를 썼다. 당시 수성론에 

바탕을 두고 암석을 조사했던 훔볼트는 ‘쥐라시크’를 베르너의 암석분류체계를 보완하는 새

로운 이름으로 생각했다. 여기에서 유래한 ‘쥐라기( Jurassic)’라는 용어는 1839년 부흐

(Leopold von Buch)에 의하여 현재와 같은 의미로 쓰이기 시작하였다.

쥐라산맥에서 서쪽으로 가면, 쥐라기 석회암은 땅 밑으로 사라지고, 그 위에 마치 백묵처

럼 하얀 석회암이 놓인다. 프랑스 북부의 영국 해협 부근을 조사하고 있던 벨기에 출신의 달

로이( Jean Baptiste Julien d’Omalius d’Halloy)는 1822년 이 흰색 석회암층에 ‘백악기

(Cretaceous)’라는 이름을 제안하였다.

영국에는 석탄층이 곳곳에 분포한다. 1822년 영국의 지질학자 코니베어(Wil l iam 

Conybeare)와 필립스(William Phillips)는 석탄층을 포함하는 지층에 ‘석탄기(Carboniferous)’

란 이름을 붙였다. 이 지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아랫부분은 주로 사암과 석회

암 그리고 윗부분은 주로 석탄층으로 이루어졌다.

프랑스 파리 분지에는 백악기 석회암층 위에 모래, 진흙, 석회암 등이 섞인 두꺼운 제3기층

이 분포하며, 그 위에는 보통 충적암층이라고 불리던 굳지 않은 퇴적물이 놓여 있다. 1829년 

프랑스의 지질학자 드노예르( Jules Desnoyers)는 이 퇴적물을 ‘제4기(Quaternary)’라고 부를 

것을 제안하였다.

쥐라산맥 부근의 쥐라기 지층 밑에는 붉은색 사암/이암층이 있는데, 이 암석은 북쪽의 라

인 강 골짜기를 따라 넓게 드러나 있다. 이 암석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아래는 붉은색 사암/

이암층, 가운데 석회암층, 그리고 그 위에 다시 붉은색 사암/이암층이 놓여 있다. 이 지역을 

조사했던 독일의 알베르티(Fredrich von Alberti)는 이처럼 3부분으로 이루어진 지층이 매우 



1부  논설   31

독특하다는 생각에 1834년 ‘트라이아스기(Triassic)’란 이름을 붙였다.

위에 소개한 6개 지질시대 중에서 석탄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유럽 대륙에서 그 이름이 붙

여졌다. 이 중에서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는 중생대에 그리고 제3기(고신생기와 신신

생기)와 제4기는 신생대에 속하며, 석탄기만 고생대에 해당한다. 고생대의 나머지 지질시대

에는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데본기, 페름기가 있다. 이 중에서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라는 이름이 정해지는 과정에 일어났던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

캄브리아기와 오르도비스기 그리고 실루리아기는 모두 영국의 웨일스(Wales) 지방에서 이

름이 붙여졌다. 19세기 초엽, 웨일스 지방의 암석은 베르너의 암석 시대 분류에 따르면 중간

암군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 지역에 대한 자세한 연구를 계획한 사람은 케임브

리지 대학의 지질학 교수 세지윅(Adam Sedgwick, 1785~1873)과 아마추어 지질학자였던 머

치슨(Roderick Murchison, 1792~1871)으로 1831년 조사를 시작하였다. 세지윅은 웨일스 북

서부 지방을 그리고 머치슨은 웨일스 남동부를 주로 조사하였고, 그 연구결과를 다룬 논문을 

1835년 공동으로 발표하였다(Sedgwick and Murchison, 1835). 세즈윅은 북서부 지역의 암

석에 캄브리아기(Cambrian: 중세에 웨일스 지방의 이름인 ‘Cambria’에서 따 옴)란 이름을 주

었고, 머치슨은 남동부의 암석에 실루리아기(Silurian: 웨일스 지방의 한 종족인 ‘실루리아인

(Silures)’에서 따 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런데 논문 발표 후 한참 지나서 캄브리아기의 상

부와 실루리아기의 하부가 겹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두 사람은 이 문제를 두고 격

렬하게 논쟁하면서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캄브리아기 암석에서는 화석이 적고 암

석이 심하게 변형된 반면, 실루리아기 암석에서는 화석이 풍부하게 산출된 덕분에 초반의 논

쟁에서 머치슨이 승리를 거두었다.

그후 40여 년이 흐른 1879년, 고생물학자 랩워스(Charles Lapworth)가 캄브리아기와 실루

리아기가 겹치는 부분에서 산출되는 필석(筆石) 화석을 이용하면 시대 구분이 가능함을 알

아내었고,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오르도비스기(Ordovician: 웨일스 지방의 또 다른 종족명 

‘오르도비스인(Ordovices)’에서 따 옴)라는 새로운 이름을 제안함으로써 지질시대에 관한 오

랜 논쟁에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세지윅과 머치슨이 아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1830년대 후반, 데번셔(Devonshire) 

지방에 대한 연구를 함께 시작하였다. 데번셔 지방의 석탄층 아래에 있는 지층은 겉보기에 

웨일스 지방의 암석과 비슷하였지만, 그곳에서 산출되는 산호화석이 실루리아기와 석탄기의 

중간형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두 사람은 1839년 ‘데본기(Devonian)’라는 이름을 제안하 

였다.

머치슨은 1839년 『실루리아계(The Silurian System)』란 저서를 발간하면서 저명한 지질학

자로서의 명성을 얻은 후, 러시아 황제의 초청으로 우랄 산맥 부근의 페름(Perm) 지방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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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게 되었다. 머치슨은 그 지역의 화석이 매우 독특하다는 사실을 알아내었고, 1841년 그 

지역의 지층에 페름기(Permian)라는 이름을 제안하였다.

3. 절대적 시간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전반, 동일과정설(同一過程說)을 바탕으로 지구를 연구했던 학자들

은[예를 들면, 허턴( James Hutton), 라이엘(Charles Lyell), 다윈(Charles Darwin) 등] 현재 지

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구의 나이가 셀 수 없을 정도로 오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셀 수 없을 정도로 긴 지구의 나이라는 주장을 어떤 과학자

들은 불만스러워했다. 이러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대표적 학자는 영국의 저명한 물리

학자 톰슨[William Thomson: 켈빈(Kelvin) 남작으로 알려짐]이었다. 톰슨은 지구가 원래 무

척 뜨거웠던 상태에서 서서히 식어왔다는 지구냉각설을 바탕으로 계산하여 지구의 나이가 

2,000만~4,000만 살이라는 수치를 제안하였다.

톰슨이 이러한 지구의 나이를 제안한 배경에는 3가지의 중요한 가정이 있었다. 첫째, 지구

는 모두 녹은 상태에서 탄생하였고, 둘째, 지구와 태양의 에너지원은 이들이 탄생할 당시 가

지고 있던 중력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줄어들며, 셋째, 줄어든 에너지

는 열손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구는 일정한 속도로 식는다는 점이었다. 첫 번째 가정은 옳

아 보인다. 지구 탄생 초기에 지구 겉 부분은 모두 녹은 상태였다. 두 번째 가정은 현재의 관

점에서 보면 틀린 가정이다. 중력 에너지 외에도 방사능붕괴에 의한 에너지원이 있기 때문이

다(아래 참조). 두 번째 가정이 틀리면, 세 번째 가정은 틀릴 수밖에 없다.

19세기 과학계의 중심 이론의 하나였던 지구냉각설은 20세기에 접어들 무렵 등장한 방사

능(放射能)에 의하여 도전을 받게 된다. 1895년 독일의 물리학자 뢴트겐(Wilhelm C. 

Rṏntgen)은 진공관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진공관으로부터 이상한 광

선이 나와 인화지를 감광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그 광선의 특성을 몰랐기 때

문에 뢴트겐은 이 광선을 X선이라고 불렀다.

이 발견에 이어서 1896년 프랑스의 베크렐(A. Henri Becquerel)은 우라늄 광물에서도 X선 

비슷한 광선이 방출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2년 뒤, 프랑스의 퀴리 부부(Marie Curie & 

Pierre Curie)는 우라늄 광물로부터 라듐을 추출하였는데, 라듐의 복사가 매우 강했기 때문

에 그러한 성질을 방사능(radioactivity)이라고 불렀다.

1902년, 캐나다 맥길대학교의 러더퍼드(Ernst Rutherford)와 소디(Frederick Soddy)는 방

사능에 관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알아냈다. ① 라듐이나 다른 방사능 원소에서 방출되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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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알파(α), 베타(β), 감마(γ) 등 3종류의 입자로 이루어진다. ② 알파 입자는 2개의 양성자와 

2개의 중성자로 이루어지므로 헬륨의 핵과 비슷하고 전기적으로는 양(+)이다. ③ 베타 입자

는 전자(electron)와 같으며, 전기적으로는 음(-)이다. ④ 감마 입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며, 

X선과 같고 모든 물질을 투과한다.

방사능원소는 끊임없이 입자가 튕겨 나가면서 계속 다른 원소로 바뀌어 간다. 이처럼 어떤 

원소가 다른 원소로 바뀌는 과정을 방사능붕괴(radioactive decay)라고 하며, 이 과정에서 많

은 열이 발생한다. 여기에서 방사능붕괴 과정에서 열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무척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는 지구가 꾸준히 식어간다는 켈빈의 지구냉각설을 강력하게 부정하는 내용이

기 때문이다.

1904년 러더퍼드는 『방사능』이라는 저서에서 방사능원소는 외부의 온도와 압력 변화에 관

계없이 일정한 속도로 붕괴하며, 그 붕괴속도는 원래 존재했던 방사능원소의 원자 수에 비례

한다는 사실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 붕괴과정에서 생겨난 열이 지구 연구에 중요하다는 사

실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1905년 러더퍼드는 미국 예일대학교 초청강연에서 방사능원소를 

이용하여 암석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다는 이론을 발표하였다. 즉, 어떤 광물에 들어 있는 우

라늄(U)이 붕괴한 후 남은 양과 붕괴에 의하여 생겨난 납(Pb)의 양을 알면 암석의 나이를 알

아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최초의 실험은 1907년 미국의 화학자 볼트우드(B. B. 

Boltwood)에 의하여 시도되었다. 그는 러더퍼드의 가설이 옳다면 다음 세 경우가 모두 성립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① 같은 나이의 암석에 들어 있는 우라늄-납의 비율은 같아야한다. ② 

나이가 다른 여러 암석의 우라늄-납의 비를 비교하면, 납의 양은 오래된 암석에서 많고 젊은 

암석에는 적어야 한다. ③ 같은 나이의 암석에서 변성을 받은 광물과 변성을 받지 않은 광물

의 우라늄-납의 비율을 비교하면, 변성을 받은 광물에 들어 있는 납의 비율이 낮아야한다. 왜

냐하면, 납은 변성작용을 받으면 쉽게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때문이다.

볼트우드는 세계 곳곳에서 채집된 43개의 광물에 들어 있는 우라늄과 납의 양을 분석하여 

러더퍼드의 가정이 옳음을 확인하였고, 나아가서 우라늄 최종 붕괴산물이 납이라는 사실도 

밝혔다. 이때, 볼트우드가 측정한 암석의 나이 중에서 가장 오랜 것은 스리랑카의 한 암석에

서 측정된 약 22억 살이었다. 켈빈이 제시한 지구 나이 2,000만~4,000만 살이 틀렸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였다.

이후, 방사능원소를 이용한 암석의 나이 연구에서 크게 공헌한 학자는 영국의 홈스(Arthur 

Holmes)였다. 홈스는 임페리얼(Imperial) 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한 후, 같은 대학에서 대학원

과정을 밟았다. 연구 주제는 방사능 동위원소를 이용한 암석의 연령측정이었는데, 지질학에 

관심이 많았던 홈스는 아프리카 모잠비크 탐사에 참가하여 암석에 대한 지식을 늘려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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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년 20대 초반의 홈스가 쓴 암석의 연령측정에 관한 논문에서 그의 예지를 엿볼 수 있다. 

“암석의 지질시대가 분명히 알려진 경우, 방사능 연령 측정값과 암석의 선후관계는 항상 잘 

들어맞았다. 그러므로 선캄브리아 시대의 암석처럼 시대를 비교하기 어려운 암석이라고 해

도 방사능 연령 측정을 이용하면 암석의 선후관계를 알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방사능 동위원소를 이용하면 지구에서 가장 오랜 암석을 찾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성

암에 대한 다양한 연령 측정을 바탕으로 모든 지질시대의 절대 연령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

다.”

그후, 홈스는 1965년 사망할 때까지 50여 년 동안 오로지 암석 절대연령 측정에 매달렸다. 

젊은 나이에 그러한 논문을 쓴 것도 대단하지만, 일생을 하나의 문제만 파고들어 훌륭한 연

구결과를 일구어 낸 그의 학자적 자세에 경외심이 느껴진다. 홈스가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

한 각 지질시대의 절대연령 값이 바뀌는 과정을 오늘날의 자료와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4. 지질시대의 경계와 황금 못

앞에서 지질시대 이름의 유래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다. 가장 일찍 언급된 지질시대는 

제3기로 1760년이었으며, 가장 늦게 제안된 시대는 오르도비스기로 1879년에 등장하였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지질시대의 이름이 모두 등장하기까지 약 120년이 걸렸고, 

<표 2> 홈스가 발표한 각 지질시대의 시작과 최신자료와 비교(단위: 100만 년 전)

지질시대 홈스(1937) 홈스(1947) 홈스(1960)
국제층서위원회

(2018)

제3기 68 58-68 68-72 66

백악기 108 127-140 130-140 145

쥐라기 145 152-167 175-185 201

트라이아스기 193 182-196 220-230 252

페름기 227 203-220 265-275 299

석탄기 275 255-275 345-355 359

데본기 313 313-318 390-410 419

실루리아기 341 350 430-450 444

오르도비스기 392 430 485-515 485

캄브리아기 470 510 580-620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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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100년 이상 사용되어 왔다. 그러면, 이처럼 제안된 지질시대 구분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여기서 잠시 눈을 돌려 한 나라의 역사를 서술할 때 시대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기

로 하자.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고조선시대,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후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순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배워 왔다. 이러한 시대 구분은 한 왕조의 지속기간에 

의하여 정해진다. 예를 들면, 고려시대는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한 918년에 시작하여 이성계

가 조선을 건국한 1392년에 끝났고, 조선시대는 1392년에 시작하여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

한 1897년 끝난다. 이처럼 한 나라의 역사에서는 왕조의 시작과 끝이 명확하기 때문에 각 시

대의 경계를 구분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지질시대에는 여러 단위가 있다. 예를 들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처럼 대(代, Era)가 있고, 그보다 작은 단위로 캄브리아기와 쥐라기 같은 기(紀, Period)가 있

다. 기보다 작은 단위로 세(世, Epoch)가 있고, 세보다 더 작은 단위로는 절(節, Age)이 있다. 

대보다 큰 단위로는 누대(累代, Eon)라는 단위도 있다. 그러면, 이들 지질시대의 경계는 어떻

게 정해졌을까?

고생대는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데본기, 석탄기, 페름기로 이루어진다. 이 

중에서 앞의 다섯 시기는 모두 영국에서 정해졌고, 페름기만 러시아의 우랄산맥에서 정해졌

다. 그리고 그 위에 오는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제3기, 제4기는 모두 유럽의 여러 지

역에서 정해졌다. 서로 붙어 있는 지역에서 정해진 지질시대(예: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의 경우, 위 · 아래의 시대를 구분하는 일은 문제없어 보인다. 그런데 석탄기가 정

해진 영국과 페름기가 정해진 우랄산맥은 무려 4,500km 떨어져 있다. 이런 경우, 석탄기와 

페름기의 경계를 구분하는 일이 가능할까?

위에서 알아본 것처럼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지질시대의 명칭은 모두 유럽에서 명명되었

는데, 유럽에서 정해진 지질시대 명칭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19세기의 지질학자들은 각 시대의 암석은 전 지구적인 조산운동 또는 지각변동에 의하여 구

분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생각의 바탕에는 당시 학계에서 받아들였던 천변지이적 

사고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전 지구적인 조산운동은 없으

며, 따라서 조산운동에 의한 시대 구분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사항의 하나는 어느 곳에서 조산운동에 의한 침식작용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도 지구상 다

른 곳에서는 퇴적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지구 곳곳에 남아 있는 퇴적 기

록을 잘 정리하면, 지구 역사를 빠뜨리지 않고 편찬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각 지질시대의 경계는 객관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는 지질학자들의 고민은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래서 지질시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국제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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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위원회(International Subcommission on Stratigraphic Terminology)가 1952년에 결성

되었고, 이 위원회는 1965년 국제층서분류위원회(International Subcommission on 

Stratigraphic Classification)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국제층서분류위원회는 오랜 논쟁을 통

하여 각 지질시대의 경계는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단면에서 정한 기준점으로 정하기로 의견

을 모았는데, 1970년대 중반의 일이었다(Walsh et al., 2004). 이 기준점은 현재 국제표준층서

단면 · 점[國際標準層序斷面 · 点; Global Stratotype Section and Point(GSSP)]으로 불린다. 학

자들은 국제표준층서단면 · 점을 황금 못(golden spike)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그 기

<표 3> 현재 통용되고 있는 지질시대의 황금 못과 각 시대의 시점

누대 대 기
황금 못 위치와 시점

(단위: 100만 년 전)

현생누대

신생대

제4기 Sicily, Italy(2.58)

신신생기 Allessandria, Italy(23.03)

고신생기 El Kef, Tunisia(66.0)

중생대

백악기 미확정(~145.0)

쥐라기 Tyrol, Austria(201.3)

트라이아스기 Meishan, China(252.17)

고생대

페름기 Aidaralash Creek, Kazakhstan(298.9)

석탄기 La Serre, France(358.9)

데본기 Klonk, Czech Republic(419.2)

실루리아기 Dob’s Linn, Scotland(443.8)

오르도비스기 Green Point, Canada(485.4)

캄브리아기 Fortune Head, Canada(541.0)

원생누대

신원생대

에디아카라기 Enorama Creek, Australia(~635)

크리오제니아기 미확정(720)

토니아기 미확정(1000)

중원생대 미확정(1600)

고원생대 미확정(2500)

시생누대

신시생대 미확정(2800)

중시생대 미확정(3200)

고시생대 미확정(3600)

시시생대 미확정(4000)

명왕누대 미확정(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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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점에 황금으로 만든 못으로 표시해 두고 싶은 학자들의 마음을 반영한 용어라고 하겠다.

어느 특정한 지질시대의 국제표준층서단면 · 점(GSSP)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적당한 두께의 지층, ② 지질시대 경계부에서 지속적 

퇴적작용, ③ 적절한 퇴적속도, ④ 지층의 교란이나 변형이 없을 것, ⑤ 변성작용이 없을 것, 

⑥ 충분하고 다양한 화석 산출, ⑦ 퇴적상(堆積相)이 바뀌지 않을 것, ⑧ 지리적으로 넓은 분

포를 보여주는 화석 산출 등이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에 적합한 환경은 일반적으로 넓

게 펼쳐진 대륙붕이다. 황금 못, 바꾸어 말하면 국제표준층서단면 · 점(GSSP)으로 선정이 되

기 위해서는 그 지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해야 하며, 선정된 후에는 그곳에 기념비를 세워 표

식을 남겨야 한다.

지난 40여 년에 걸친 각 지질시대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여 지질시대 대부분의 황금 못이 

정해졌는데(표 3), 10억 년 전 이전의 아주 오랜 지질시대 그리고 백악기의 경계는 아직도 정

해지지 않았다. 지금도 지질학자들은 좀 더 정확한 지질시대의 경계를 찾기 위해서 세계 곳

곳의 산과 들을 헤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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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시언해』 권25 번역의 몇 가지 문제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임홍빈

1. 머리말

본고는 『두시언해』 권25의 우리말(당시 중세어) 번역에 나타나는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시언해』는 『분류두공부시언해』의 약칭으로 두보(杜甫, 712~770)의 

시를 협주와 함께 1481년 우리말로 번역하여 출간한 것이다. 『두시언해』는 전체가 25권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두시언해』 권25는 『두시언해』의 마지막 권이 된다.

세종 이후 두보의 시에 관한 기초 자료를 모아 그 언해 작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위에 

언해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래, 이 권25의 출간으로 두시에 대한 언해 작업이 종료되

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의 고전역주사업의 일환으로 『두시언해』 역주

의 한 끄트머리를 맡아 오면서, 권25의 우리말 번역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느낌을 받아, 그것

이 어떠한 것인가를 부분적으로 소개하고 관계자 여러분의 가르침을 구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권25의 간략한 서지 사항과 함께 25권이 가지는 언어적 특징을 살펴보고, 제3

장에서는 권25의 번역에 대하여 필자가 가지는 다른 생각들을 사안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그 

올바른 번역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필자로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제4장에서는 논의를 마무리한다. 

2. 간략한 서지 사항, 언어적 특징 및 기타

두시언해는 당나라 시인 두공부(杜工部)의 시를 성종 때 홍문관 전한(典翰) 유윤겸(柳允

謙) 등이 성종의 명을 받들어 한글로 번역하여 편찬한 것이다. 초간본 권25는 지금 그 소장처

가 확인되지 않는다. 접근 가능한 것은 『두시언해』 권지23, 24, 25를 1955년 통문관에서 영인

한 것이지만, 이 또한 국립한글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다. 통문관본을 1985년 홍문각

에서 다시 영인한 것이 있는데, 이 또한 쉽게 보기 어려운 상태이다.1)

   1) 필자가 참고한 것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서실의 일석문고본으로 1985년에 홍문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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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25는 다른 권본과 같이 을해자(乙亥字) 및 을해자 병용(乙亥字 倂用) 한글자(字)로 간행

되었다. 권두제는 ‘분류두공부시 권지이십오(分類杜工部詩 卷之二十五)’로 되어 있으며, 판식

은 사주 단변, 반광곽은 유계 8항(行) 17자로 되어 있다. 한글 구결과 주석은 한자와 한글의 

소자(小字) 2행으로 되어 있으며, 판심제는 ‘두시 이십오(杜詩二十五)’와 같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장차(張次)가 있다. 두시 본문을 언해한 한글에는 방점이 찍혀져 있다. 그러나 한글 구

결이나 두시 원문의 언해가 아닌 협주 한글에는 원칙적으로 방점이 찍혀져 있지 않다. 때로 

한두 개 방점을 찍은 것이 눈에 띄기도 한다.

권25는 전체가 56엽으로 되어 있다. 제30엽이 완전한 낙장으로, 홍문각 영인본에는 이 낙

장이 중간본의 제30엽으로 보충되고 있다. 그러나 중간본의 판식이 초간본보다 한 행이 넘치

게 되어 있어, 제30엽의 마지막 한 행은 중간본에 가서 확인해야 한다.

권25는 전체가 ‘잡부(雜賦)’라는 하나의 분류 제목으로 되어 있다. 권25에 실린 한시의 종

류에는 고시(古詩) 13수, 율시 6수, 절구 27수, 가(謌) 9수, 행(行) 17수와 같이 되어 있다. ‘잡

부’는 ‘여러 가지 운문’이란 뜻이다. 이 제목은 잡동산이(雜同散異)와 비슷한 뜻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동안 언해하기 어려웠던 시들을 이 한 권에 몰아 놓은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을 준

다. 번역에 문제를 가지는 예들이 다소 눈에 뜨이는 것은 이 때문인가? 그러나, 널리 사람들 

입에 오르내르는 ‘가난한 사귐의 노래’ 즉 ‘빈교행(貧交行)’이 이 권25에 들어 있어,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다.

제목으로만 보면 권25에는 총 46수의 시가 언해되어 있다. 그런데, 권두에 제시된 한시의 

종류에서 보면 권25에 포함된 시는 총 72수가 된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인가? 하나의 제

목에도 여러 수의 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목을 가진 시가 총 46수이다. 권25에 포함

된, 제목을 가진 총 46수의 시 가운데, 44수의 시가 두보의 시이며, 2수가 원결(元結)의 시이

다. 이 2수는 ‘용릉행(舂陵行)’2)과 ‘퇴적시관리(退賊示官吏)’이다. 이 두 편의 시가 이에 포함

된 것은 두보가 ‘동원사군용릉행(同元使君舂陵行)’이란 시를 지었기 때문이다. 두보가 몽매

에도 잊지 못했던 소망은 원결과 같이 사군(使君)과 같은 벼슬을 하여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

을 도탄에서 구하는 것이었는데, 바로 그러한 일을 원결(元結)이 실행하고 또 그것을 ‘용릉

행’이라는 홀륭한 시로 표현하고 있었다. 그의 시에는 헐벗고 굶주린 백성, 무거운 세금에다 

관리들의 횡포에 수탈을 당하는 고통받는 백성들에 대한 눈물이 배어 있다. 

권25에서는 두보가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된 계기가 시로 기술되어 있다. 현종이 하늘이 내

영인한 것이다.

   2) 용릉(舂陵)은 한나라 광무제(光武帝)의 고향인 남양(南陽)의 한 지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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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준 보물, 양귀비와 함께 놀던 천보(天寶) 10년(751), 두보는 ‘삼대예부(三大禮賦)’3)를 연은

궤(延恩匭)에 넣어 임금(현종)에게 바쳤는데, 그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이름이 나게 된 것이

다. 현종은 중서당(中書堂)에 있는 재상에게 그 글을 조사하게 하고, 집현원의 학사들에게 그 

글을 검토하게 하였다고 되어 있다. 실제로는 중서당에서 두보에게 붓으로 직접 시를 써 보

게 한 것으로 여겨진다.4)

총 46수의 시 가운데 ‘서(序)’를 가진 것이 네 수인데, 그것은 두보의 ‘과벌목(課伐木)’과 ‘동

원사군용릉행(同元使君舂陵行)’ 및 위에 든 원결의 시 두 편이다. 두보 혹은 두시의 언해자들

이 원결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있었는가는 원결의 시를 게재한 면의 편집 체제에서도 드러

난다. 총 46수의 시 전체에서 행을 일자 하(一字下)로 제시한 것은 오직 서(序)뿐인데, 이것이 

원결의 시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해민이수(解悶二首)’는 본래 12수였던 것인데, 첫째 수와 둘째 수만이 언해되었고, ‘부수십

일수(復愁十一首)’는 원래 제목이 ‘부수십이수(復愁十二首)’였던 것인데, 언해에서는 11수로 

줄여 언해하였다. 언해에서 빠진 것은 제11수이다. 차례가 달라진 것도 있는데, 원시의 제6수

와 제7수가 언해에서는 순서가 바뀌었다.

언어적 특징으로는 대체로 『두시언해』의 다른 권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와 같이 

반치음(ㅿ)이 쓰인 것, 옛이응(ㆁ)이 쓰인 것은 특별할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접두사나 접

미사, 혹은 어미나 조사에서도 특이한 점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혹 ‘-오/우-’를 가지지 않은 

‘-ㄴ(예, 알란)’와 같은 어미가 쓰인 것이 좀 특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어휘로는 ‘굽구뤼

다(구부러지다), 다(힘들어하다), 뉘읏다[恨], 느주워이다(늦추다), 닐위다[使致], 멀텁

다[荒], 므르듣다(무너져 떨어지다), 믿올[本州], 으리왓다(거절하다), 붑괴다[沸], 비왓다

[吐], 세웓다(굳세다), 아쳐러다[厭], 여(본디), 옷곳다(한가하다), 즈츠다[隔]’ 등이 현

대어와 다른 중세어의 특징적인 예들이라 할 수 있다. 특별히 지적할 것의 하나는 ‘머흣머흐

시’와 같은 부사이다. 이는 아마도 ‘머흘다(험하다, 사납다)’에서 어간의 ‘ㄹ’이 탈락하고, ‘ㅅ’

이 덧붙은 ‘머흣’이 중첩된 것으로 생각된다. ‘거믓거믓’과 비슷한 뜻으로 쓰인 예를 볼 수 있

다. 아주 특이한 예는 ‘다’란 동사이다. 이는 다른 데서는 그 용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으

르다, 위협하다’와 같은 뜻이다. ‘*다’란 특이한 형용사도 상정하였는데, ‘보잘것없다’를 

뜻한다.

   3) ‘삼대예부’는 『조헌태청궁부(朝獻太淸宮賦)』, 『조형태묘부(朝亨太庙賦)』, 『유사우남교부(有事于

南郊賻)』를 말한다.

   4) 두보는 ‘막상의행’에서 이 장면을 ‘집현전의 학사가 담같이 휘둘러 앉아서 중서당(中書堂)에서 

내가 붓을 들고 글을 쓰는 것을 보더라’와 같이 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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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 25의 번역에 대한  몇 가지 다른 생각

3.1. ‘과벌목(課伐木)’의 ‘정연(侹然)’

‘과벌목’은 집의 종들에게 땔나무를 해 오게 하는 것을 읊은 시이다. 드물게도 이 시는 ‘서

(序)’를 가지고 있다. 이를 ‘병서(幷序)’란 이름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 서문에 구결을 가진 ‘정

직정연(正直侹然)’이란 말이 나온다. 이를 번역에서는 ‘정직(正直)야 고 거슬(정직하고 

곧은 것을)’로 언해하고 있다. 산에 가서 베어 올 땔나무의 형상을 이렇게 형용한 것이다. ‘정

직’은 번역하지 않고 한자어로 그대로 두고 ‘정연(侹然)’만을 ‘곧은 것’으로 번역하였다. 그러

나 ‘정직’에 이미 ‘곧-’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직(正直)’ 뒤에 다시 ‘정’을 ‘곧-’과 같이 

번역하면 ‘곧-’의 의미가 두 번 겹치게 된다. ‘정(侹)’은 ‘평탄하다, 평평하다, 길다, 꼿꼿하다’ 

등을 뜻하는데, 땔나무는 어느 정도 길어야 하므로, ‘길다’를 선택하여 ‘정직정연(正直侹然)

’은 ‘바르고 곧고 긴 것을’과 같이  번역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땔나무가 아주 길어도 

되지 않으므로, ‘길다란 것’이 적당하다 할 것이다.

3.2. ‘인수(引水)’의 ‘직(直)’

시의 제목 ‘인수’는 물을 끌어온다는 말이다. ‘명월협’과 ‘구당’에는 우물이 없어, 운안(雲安)

에서는 물을 사 먹었다고 한다. 물을 사 먹으려면 노복들이 멀리 가서 물을 지고 와야 했다. 

그러던 것이 백제성 봉절현에 옮아온 뒤에는 그러한 노역을 덜게 되었다. 백제성 서쪽 산에

서 대나무 통으로 물을 끌어오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뒤에 이어지는 제4구가 “인생류체생리

난(人生留滯生理難) 두수하직백우관(斗水何直百憂寬)”인데, 언해자는 이를 ‘인생(人生)애 머

므러 슈메 생리(生理) 어려우니  말 만 므른 엇뎨 곧 온 시르미 어윌 니리오(인생에 머

물러 있음에 생리가 어려우니 한 말 정도의 물은  어찌 곧 시름이 클 뿐이겠는가)’와 같이 번

역하였다(9ㄱ).

이 번역에서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직(直)’이다. 언해에서는 ‘하직(何直)’을 ‘어찌 

곧’과 같이 번역하였다. 그러나 ‘직(直)’을 부사로 번역하여서는 온당한 문맥을 얻을 수 없다. 

‘*어찌 곧 백 가지 시름이 크다’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직(直)’은 동사로 

해석해야 한다. ‘직’에는 ‘당하다. 바로잡다. 해결하다’와 같은 의미가 있어, 이를 적용하면, ‘한 

말의 물이 백 가지 시름이 큰 것을 어찌 해결할 것인가?’와 같이 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해석

이 온전한 것이 되려면 그 연결 관계도 역접이 되어야 한다. 앞선 절이 ‘인생에 머물러 있음에 

생리가 어려우나’와 같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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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가탄(可嘆)’의 ‘결안(抉眼)’ 및 ‘증(曾)’과 ‘사(思)’

제목의 ‘가탄(可嘆)’은 ‘탄식할 만하다’의 뜻으로 봉성왕(奉城王) 계우(季友)가 재능을 가졌

음에도 쓰이지 못한 것을 탄식한 것이다. 그는 가세가 빈궁하였으나, 끝까지 절개를 지키려

고 힘썼으며, 부인을 위해서도 부지런히 일을 하였고, 생계를 위해서도 근면하게 일을 하였

다. 두보는 그 인물을 아깝게 생각하여, 이 시를 써서 세상의 잘못된 견해를 바로잡고자 한 

것이다. 

‘가탄(可嘆)’의 제3구 “근자결안거기부(近者抉眼去其夫) 하동아녀신성류(河東兒女身姓

柳)”를 언해자는 ‘요주 누넷 가 아리시 그 샤 으리와니 하동(河東)ㅅ 져

믄 겨지비 모맷 성(姓)이 유(柳)개니라(요즈음 눈에 가시 빼어 버리듯이 그 남편을 버리니, 하

동의 젊은 여자가 태어날 때의 성은 유씨였다)’와 같이 번역하였다)(9ㄴ). 이 번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결안(抉眼)’이다. 이에 대한 협주는 “결안(抉眼)은 눈속에 있는 것을 빼어 버리는 

것이니, 그 속도가 빠름을 말한다.”와 같이 하였다. 물론 부부가 헤어지는 것이 그렇게 빠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우는 재주도 있고 매우 부지런한 사람이다. 그 부부가 그렇게 빨

리 헤어지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결안’은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상대를 미워하는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왕사석(王嗣奭)은 ‘결안’을 ‘반목(反目)’을 뜻하는 것으로 보았다(한어사전 

참조). 이를 적용하면 ‘요즈음 서로 뜻이 맞지 않아 그 남편을 버리니’와 같은 번역이 된다. 이

러한 해석은 뒤에 이어지는 내용과도 상응한다. 

‘가탄’의 제8구 ‘문도삼년미증어(聞道三年未曾語) 소심공구폐기구(小心恐懼閉其口)’는 ‘니

거늘 드로니 삼년(三年)을 일즉 말 아니고  져기 야 저허 그 이블 다니라(세

상 소문을 들으니 3년을 일찍이 말 아니고 소심한 데다 두려워하여 그 입을 닫은 것이다)’

와 같이 번역하였다(10ㄱ). 여기서 필자가 관심을 두는 것은 ‘미증어(未曾語)’의 ‘증’이다. ‘증’

은 거의 ‘일찍’으로 번역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이 예에서는 ‘그야말로’의 뜻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삼년(三年)을 그야말로 말 아니고’와 같이 되어야 한다. 

‘가탄’의 제11구 “태수경자령산남(太守頃者領山南) 방인사지비부모(邦人思之比父母)”를 

언해자는 ‘태수(太守)ㅣ 뎌 주 산남(山南)을 영(領)니 옰 사미 사모(思慕)야 부

모(父母)티 너기더라(태수[李勉]가 그 즈음께 산남을 다스리니 고을 사람들이 사모하여 부

모같이 여기더라)’와 같이 번역하였다(10ㄴ). 원문의 ‘사(思)’가 ‘사모하-’에 대응된다. 이렇게 

되면, ‘너기-’에 해당하는 한자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사’는 ‘사모하다’가 아닌 ‘생각하다’로 번

역해야 한다. ‘고을 사람들이 이면 태수를 부모 같이 생각하였다.’로 해석하는 것이 온당하다. 

‘사모하여 부모같이 여긴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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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백로(白露)’의 ‘회편(廻鞭)’

‘백로’는 흰 이슬을 뜻한다. 어느 날 맑은 아침, 두보가 말을 타고 문을 나서서 나룻배를 타

고, 양계(瀼溪) 맞은 편 강안에 도착하여, 과수원을 살펴보고, 밤이 가까워 집에 돌아온다.  

제3구 “빙궤간어락(憑几看魚樂) 회편급조서(迴鞭急鳥棲)”를 언해자는 ‘궤 비겨셔 고기의 

즐규믈 보고 채 횟돌아 새가 기세 들어 리 오노라(궤에 기대어 물고기가 노는 것을 보

고 채찍을 피하여 새가 깃에 들거늘 빨리 오도다)’와 같이 번역하였다(16ㄴ). 여기서 이 번역

이 가지는 문제는, 아주 미묘한 문제이지만, 한문 원문에는 ‘오노라’에 해당하는 한자가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오-’와는 방향이 반대일 가능성이 많다. ‘채’ 즉 ‘채찍’은 말 탄 

사람이 휘두르는 채찍을 말한다. 새들이 서둘러 깃에 드는 것을 채찍을 피하는 것처럼 표현

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채 횟돌아 새들이 급히 기세 들도다’와 같이 번역되었어야 한다. 

적어도 ‘오노라’를 ‘도다’와 같이 표현하였어야 한다.

3.5. ‘절구 사수’의 ‘갑(甲)’

‘절구 사수(絶句四首)’는 절구로 된 시가 네 수라는 뜻이다. 그 제4수의 제1구 “약조약갑윤

청청(藥條藥甲潤靑靑) 색과종정입초정(色過棕亭入草亭)”을 ‘약(藥) 가지와 약(藥) 거플왜 저

저 퍼러니 비치 종(棕)나모 정자(亭子)로 디나 초장(草亭)에 드럿도다(약초 가지와 약초 껍

질이 젖어 퍼러니, 빛이 종려나무 정자를 지나서 풀로 이은 정자에 들었도다)’와 같이 번역하

였다(20ㄴ). 앞의 구에 나오는 ‘갑(甲)’을 언해자는 ‘거플(껍질)’로 번역하였으나, ‘거플’이 앞의 

‘가지’와 대가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지’에도 껍질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성무 외 

(1997: 609)에서는 ‘갑’을 ‘소엽(小葉)’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를 ‘작은 잎’으로 풀이하면 ‘가지’

와 ‘작은 잎’ 또는 ‘싹’이 대를 이룰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약초 가지와 약초의 작은 잎이 젖어 

퍼러니’와 같이 번역될 수 있다.

3.6. ‘건원중우거동곡현작가칠수(乾元中寓居同谷縣作歌七首)’의 ‘행(行)’

이 시는 건원 연간인 건원 2년(759) 11월에 지은 것이라 한다. 그 기간 두보는 긴 나그네 

길을 떠나 마지막에 지금의 감숙성현(甘肅成縣)인 동곡(同谷)에 이르렀다. 그 거주 기간 그리

고 떠돌이 기간 동안, 두보는 ‘아름다운 주인(佳主人)’ 혹은 ‘여러 선비(諸彦)’라고 지칭한 여

러 사람의 도움을 받았으나, 생활은 아주 곤궁하였고,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렸다. 

일곱 수의 시 중 제6수의 제3구 “아행괴차안감출(我行恠此安敢出) 발검욕참차부휴(拔劒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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斬且復休)”를 언해자는 ‘내 녀 이거(슬) 괴이(怪異)히 너기가니 어느 구틔여 나료 갈 혀 

버히고져 다가  마로라(내가 가서(?)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니, 어찌 구태어 나오는 것인

가? 칼 빼어 베고자 하다가 또 말도다)’에서 언해자는 원문의 ‘행(行)’을 ‘가다, 다니다’를 뜻하

는 ‘녀다’로 번역하였으나(29ㄱ), 이것으로는 온당한 해석을 얻기 어렵다. ‘행(行)’에 ‘무엇보다

도’의 뜻이 있으므로, 이것을 원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앞부분은  ‘내가 무엇보다 이것을 괴

이하게 여기니’와 같이 된다. 이 문맥에서 ‘이것’은 모진 뱀 ‘사사명(史思明)’을 뜻한다.

3.7. ‘동원사군용릉행(同元使君舂陵行)’의 ‘서기(庶幾)’

이 시의 제목은 ‘원사군과 함께 용릉(舂陵)을 노래함’이란 뜻이다. 두보는 대력(大曆) 2년

(767) 당시 기주(夔州)에 있었다. 광덕(廣德) 원년(763) 겨울, 도주(道州)는 지금의 호남성 도

현(道縣)으로, 당시 소수민족 점령 아래 50일쯤 있었는데, 그해 원결(元結)이 도주자사(刺史)

를 제수받았다. 제목의 ‘원사군’은 사군 벼슬을 한 원결(元結)을 가리킨다. 원결은 그 다음 해

에 임지에 도착하였고, 감흥이 일어 ‘용릉행(舂陵行)’을 지었다. 2, 3년 뒤에 기주에서 나그네

로 지내던 두보가 이 시를 보게 되어 이 시를 짓게 되었다. 두보가 가장 되고 싶었던 것, 그것

은 원결과 같은 벼슬을 하고, ‘용릉행’에 그린 바와 같은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제하는 정치

를 하는 것이었다.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시를 지은 것이 원결이니, 얼마나 부러웠겠는가? 

이 시의 제22구인 마지막 구의 “감피위고사(感彼危苦詞) 서기지자청(庶幾知者聽)”을 언해

자는 ‘뎌의 위고(危苦) 말 감동(感動)노니 거 알리 드르라(저 사람의 고통스런 말

에 감동하니 여러 지인들은 들으라’와 같이 번역하였다(35ㄱ). 이에서 문제는 ‘거 알리 드

르라’의 ‘거(거의, 여러)’이다. 이는 원문의 ‘서기(庶幾)’를 번역한 말로, 해당 구는 ‘여러 아

는 이 들으라’와  같이 해석된다. ‘서기’에 ‘여러, 거의’와 같은 뜻이 있으므로, 명령으로 번역

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을 바라다’의 뜻으로 번역하여 기원문의 의미로 번역하

는 것이 청자에 대한 강압의 의미를 덜 띠게 한다. ‘여러 지인은 들으라’보다는 ‘지인들이 듣

기를 바란다’와 같이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문맥에  어울리는 것으로 여겨진다. 할주

의 ‘기지아자(冀知我者)ㅣ청지야(聽之也)ㅣ라’도 ‘지인들이 듣기를 바라는 것이라’와 같이 되

어 있으므로, 이를 달리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3.8. ‘핍측행(偪側行)’의 ‘핍측(偪側)’

‘핍측행’은 건원(乾元) 원년(758) 봄에 지어진 시로 알려져 있다. 당시 두보는 좌습유(左拾

遺)의 벼슬을 하고 있었다. 필요(畢曜)는 필사요(畢四曜)라고도 하는데, 건원 2년 이후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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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監察御使)를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시의 첫 구는 “핍측하핍측(偪側何偪側) 아거항

남자항북(我居巷南子巷北)”으로, 이에 대한 언해는 ‘어려우며 모 어려우니 나 굴 南녀

긔 살오 그듸 굴 北녀기로다’와 같이 되어 있다(40ㄱ). 문제는 ‘핍측’이 ‘어렵다’로 번역된 

것이다. ‘핍측’에 대한 할주(割註)는 ‘상박(相迫)’으로 되어 있다.  서로 가깝다는 의미이다. 이

를 볼 때, ‘핍측’은 아무래도 ‘어렵다’로 보기 어렵다. 언해자는 ‘핍측’을 ‘궁핍’으로 해석한 듯

하다. 당시 두보는 좌습유의 벼슬을 하고 있었으므로 궁핍한 처지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두시언해』의 주석과 언해에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다. 이 부분에서 언해자는 할주

를 참고하지 않았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다. 주석자와 번역자가 달랐던 것일까?

첫 구의 뒷 부분 “하핍측(何偪側)”도 ‘모 어려우니’와 같이 번역하고 있으나, ‘하(何)’는 

의문사이므로, ‘얼마나’와 같이 번역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를 반영하면 “핍측하핍측(偪側何

偪側)”은 ‘어려우며 자못 어려우니’가 아닌, ‘가깝다. 얼마나 가까운가?’와 같이 번역되었어야 

한다.

3.9. ‘최능행(最能行)’의 ‘의범측(欹帆側)’

‘최능행(最能行)’은 ‘최고 선원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최능’은 물의 성질을 가장 

잘 아는 선원을 말한다고 한다. 이 시는 대력(大曆) 원년(766) 초, 두보가 기주(夔州)에 도착

하여 지은 것이라 한다. 

그 제4구는 “의범측타입파도(欹帆側柁入波濤) 별선소분무험조(撇漩捎濆無險阻)”로 언해

는 ‘돗글 기우리며  기우려 믌결로 드러 가니 횟돈 로 디나며 믌 리텨 가 

험조(險阻)호 업시 놋다(배의 돛을 기울이며 노를 기울여 물결로 들어가는 것이니 휘도

는 데로 지나가며 물 가장자리를 후려치고 가면서 험한 장애물을 없애는구나)’와 같이 되어 

있다(48ㄴ). 문제가 되는 것은 앞부분의 ‘의범측(欹帆側)’이다. 이를 언해자는 ‘돗글 기우리

며’와 같이 번역하였다. 그러나 ‘배의 돛을 기울인다’는 것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아, 무슨 뜻

인지 알기 어렵다. ‘배의 돛’은 위로 꼿꼿하게 서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기울인다는 것

은 사람이 흔히 하는 일이 아니다. 혹 바람이나 파도가 ‘돛’을 기울이는 것일 수 있다. 혹은 장

난으로 돛을 기울일 수는 있다. 그러나 ‘의범측(欹帆側)’은 ‘돛대에 옆으로 기대어’와 같이 해

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뜻이라면 ‘돛대’를 기울인다고 하지 않아도 된다.

3.10. ‘백우집행(百憂集行)’의 ‘소어(笑語)’

‘백우집행(百憂集行)’이란 제목은 온갖 시름을 모아 노래한다는 뜻이다. 이 시는 상원(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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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 2년(761)에 지어진 것이라 한다. 당시 두보는 성도(成都)의 초당에 있었다. 두보는 소년

이었을 때의 건강한 몸과 영혼, 그리고 늙었을 때의 가난과 병과 죽음을 서술하고, 나그네로 

타향에 사는 생활의 괴로운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제4구는 “강장소어공왕(주)인(强將笑語供

王(主)人)5) 비견생애백우집(悲見生涯百憂集)”으로 언해는 이를 ‘고달프게 웃음과 말을 가지

고서 주인을 가지고 받드니 그동안 살아온 생애에 온갖 시름이 몰려드는 것을 슬퍼하며 보노

라’와 같이 번역하였다(51ㄴ). 문제는 앞절의 ‘소어(笑語)’이다. 이를 언해는 ‘웃음과 말’로 번

역하였으나, ‘웃음의 말’, 곧 ‘우스갯소리’로 번역했어야 한다. 

3.11. ‘적소행(赤霄行)’의 ‘수(羞)’와 ‘곤(困)’과 ‘신(愼)’

‘적소행(赤霄行)’이란 제목은 ‘붉은 하늘의 노래’란 뜻이다. ‘붉은 하늘’은 임금이 있는 서울

을 뜻한다. 이 시는 ‘막상의행(莫相疑行)’과 거의 동시기인 영태(永泰) 원년(765) 봄, 두보가 

기주(夔州) 초당에 돌아온 뒤에 지은 시로 알려지고 있다. 두보가 막부(幕府)에서 소인배들

에게 따돌림을 당하였음을 기술하고 있다. 군자는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

고 있다.

이 시의 제3구 “강중도하혁비연(江中淘河嚇飛燕) 함니각락수화옥(㗸泥却落羞華屋)”은 언

해에서 ‘강 가운데 사다새는/펠리컨은 나는 제비를 쫓았는데, 므럿던  도로 디오 빗난 지

븨 가셔 붓그리놋다’와 같이 번역되고 있다. 이는 현대어로 ‘강 가운데 사다새는/펠리컨은 나

는 제비를 쫓았는데, 물었던 흙을 도로 떨어뜨려 화려한 집에 가서 부끄러워하는구나’와 같

은 뜻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으로는 이 구절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물었

던 흙’은 제비가 물었던 것인데, 제비가 그 흙을 떨어뜨리는 것이 된다. 그런데 ‘펠리칸’은 왜 

화려한 집에 가서 부끄러워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여기서 관건을 쥐고 있는 것은 ‘수(羞)’이

다. 언해자는 이 ‘수(羞)’를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수(羞)’는 부끄럽게 한다와 

같이 사동으로 해석해야 한다. 제비가 물었던 진흙을 사다새/펠리칸의 회려한 집에 떨어뜨려 

수치스럽게 한다는 뜻이다.

이 시의 제4구 앞부분은 “황손유증련작곤(皇孫猶曾蓮勺困)”으로, 언해는 ‘황손(皇孫)이 오

히려 일즉 연작(蓮勺)애 곤(困)히 니며’와 같이 되어 있다(54ㄱ). 이 번역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한문 원문에는 우리말의 ‘다니다’에 해당하는 한자가 없다는 것이다. ‘곤히 다니며’에

서 ‘곤히’는 부사로, 다니는 양태를 수식할 뿐이다. ‘곤히 다닌다’에서 ‘곤히’는 피로를 뜻하는 

정도이지 망신을 당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시에 표현된 것은 군자가 소인에게 곤욕을 당한다

   5) 괄호 속에 보인 것은 오자를 교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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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기 때문에, ‘곤(困)’을 ‘곤욕을 당하다, 모욕을 당하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동사로 

번역해야 한다. 이를 반영하면 문제의 구절은 ‘황손(皇孫)이 뜻밖에 일찍이 연작에서 곤욕을 

당하였다’와 같은 뜻이 된다.

다시 이 시의 제5구는 “로옹6)신막괴연소(老翁愼莫怪年少) 갈량귀화서유편(葛亮貴和書有

篇)”으로 그 언해는 ‘늘근 한아비 삼가나 져믄 사 괴이(怪異)히 너기디 마롤 디니 제갈

량(諸葛亮) 화동(和同)호 貴히 너기논 글월 편(篇)이 잇니라(늙은 할아비는 삼가지만, 

젊은 사람을 기이하게 여기지 말 것이니, 제갈량의 화동함을 귀히 여기는, 말씀을 적은 문헌

「귀화편(歸和篇)」이 있는 것이다)’와 같이 되어 있다(54ㄴ). 여기서 문제는 ‘늙은 할아비는 삼

가-’에서 원문의 ‘신(愼)’을 ‘삼가-’와 같이 동사로 번역한 것이다. 이에 대해 협주는 ‘노옹은 두

보이다’와 같이 주석을 달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언해는 ‘늙은 할아비인 나는 그렇게 하지 않

지만, 젊은 사람을 괴이하게 여기지 말 것이니’와 같이 해석된다. 언해대로 하면 두보가 자신

을 너무 자대(自大)한 것이 된다. 이러한 해석을 피하려면 ‘신(愼)’을 동사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부사로 ‘삼가’와 같이 해석하면, ‘늙은 할아비는 삼가 젊은 사람을 괴이하게 생각지 말

라’와 같은 뜻이 된다. 별다른 이상을 가지지 않는다. ‘늙은 할아비’는 노옹 일반이 된다. 그 

노옹 중의 하나가 두보이다.   

4. 마무리

『두시언해』는 흔히 홍문관 전한(典翰) 유윤겸, 조위, 의침 등이 언해를 맡아 성종 12년

(1481)에 출판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성종이 언해를 명한 것이 성화(成化) 신축(辛

丑)년이다. 성화 신축년은 1481년이다. 이것은 조위가 『두시언해』 초간본 서문을 쓴 해이기도 

하다. 무엇인가 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5권 전권을 불과 몇 달만에 완성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화 신축년을 1421년으로 볼 수는 없는 일이다. 그것은 세종 3

년이기 때문이다. 두시에 대한 언해를 준비해 온 것이 매우 그 연원이 깊다는 것을 인정할 수

는 있는 일이나, 본격적인 언해 작업이 그렇게 오래 시일을 필요로 했을 것으로는 생각하기 

어렵다.

언해 작업이 당대 제1급의 한학자들이 머리를 짜내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마침내 이루어

졌을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위에서는 권25에 나타나는 몇 개의 오류에 대하여 

필자의 소박한 견해를 적은 것일 뿐이다. 어떤 것은 오역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며, 어떤 

   6) 한문 구성의 독음을 적을 때에는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老’는 ‘로’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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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주 미묘한 해석상의 차이를 가지는 것이라 할 수도 있다. 여기 적은 것 외에도 사소한 

예들이 더 지적될 수 있다.

두보의 시는 어렵다. 그의 시에는 중국의 5천년 정치와 전쟁과 병란의 역사가 살아 있고, 5

천년 중국 사회의 역사와 지리가 살아 있고, 5천년 동안 살았던 인물들의 생각이 살아 있고, 

그가 살던 당대의 사람들과 이웃의 사람들이 숨쉬며 살아 있다. 그의 시는 이러한 사실들이 

암시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어렵다고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조위의 두시 초간본 

서문에는 ‘어렵다’는 말이 서너 번씩이나 니온다. 이렇게 어려운 시를 혼신의 힘을 다하여 번

역해 낸 우리의 위대한 선조들에 대하여 필자는 경의를 표하며, 그 번역에 대하여 필자가 제

시한 몇 가지 다른 생각이 이러한 선조들의 노력에 조금이라도 흠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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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재(偏在)의 편재(遍在)*1)

L자형 편중 현상이 수많은 분야에서 보편적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이상억

1. 언어도 자본주의적이다

필자는 국어학을 전공하는 언어학 박사일 뿐이다. 언어에 관한 특성을 탐구하다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어 그 궁금증을 인문학 이외의 사회 · 자연과학, 예술 등 다른 분야들까지 

확산하면서 이 글의 내용과 같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현상을 발견하여 모르는 사이에 ‘유

레카’를 외치게 되었다.

우선 “언어도 자본주의적이다”라는 소제목이 달린 이유를 밝혀야겠다. 이렇게 대담한 담

론에 들어가게 된 첫 단계는 보통 해 오던 연구들과 같이, 언어의 소리, 단어, 문장 등 각 계

층별로 존재하는 규칙을 망라하여 그 각각이 언어활동에서 담당하는 기능적 부담량

(functional load)을 통계적으로 조사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단어들의 규칙은 잠시 건너뛰고, 

우선 쉽게 인용할 수 있는 소리와 문장에 관한 규칙을 출현 빈도수 순위로 15 내지 20위 정

도만 보아도 이미 98% 정도의 급격한 상위 독과점 체재가 보인다.

1) 음성적 · 음운적 현상들의 기능부담량: 계량적 조사 cf. 이상억(1993)

순위 명칭 발생빈도 백분율

  1.  음절말 유성자음 불파화 4,947 31.84%

  2.  유성음화 3,009 19.37%

 (l에서 2까지의 중간누적합계)  51.21%

 (l에서 10까지의 합계)  92.41% 

 (1에서 15까지의 합계)  96.23%

 (1에서 20까지의 누적합계)  98.95% 

*   편재(偏在)의 뜻: 한 곳에 치우쳐 있음. 한자가 다른, 편재(遍在)의 뜻: 두루 퍼져 있음. 즉 편중 현

상이 많은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보이는 사실에 대해 주목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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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사규칙들의 기능 부담량: 계량적 조사

  1.  명사구 보문화 18.93%

  2.  종속접속화 17.25%

 (1에서 2까지의 중간합계) 36.18%

  3.  관계화 15.58%

 (l에서 3까지의 중간합계) 51.76%

 (1에서 10까지의 합계) 91.60%

 (l에서 15까지의 합계) 98.41%

3) 품사들의 기능 부담량: 계량적 조사

위의 독과점 내지 자본주의적 분포의 결

과가 사회 배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을 명백히 하기 위해, 단어 층위의 ‘품사’란 

범주에 대한 통계를 북한학자 문영호(2001)

의 ‘조선어 어휘 통계학’(54~55면)에서 다음

과 같은 결과를 뽑아 인용하겠다. 여기도 동

사의 독과점이 뚜렷하다.

4) 소결론: 언어도 자본주의적이다

소결론을 얻기 위해 필자는 소리 단어 문장 현상 간의 병행적인 비교를 시도하고자 한다. 

매우 흥미롭게도 이 현상들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두 개나 세 개의 규

칙들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그리고 10번까지가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15번까지의 규칙

들은 약 95% 이상을 포함한다. 품사의 분포도 비슷한 곡선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기능적 부

담량을 통계적으로 조사해 보려는 본래 취지는 최신 음성공학, 전통 언어교육 등 관계되는 

여러 분야에 합리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독과점 현상이 보임에 따라 인문학 자료의 바탕에서 관찰되는 사회과학

적 현상 내지 경향에 대해 지적해 두고 싶다. 

cf: 문영호(2001)

<그림 1> 8품사의 단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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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어 단위에 적용되는 규칙들의 기능 부담량을 관찰하면 전형적 L 자형 도표(<그림 2> 

참조)로 집약된다.

상위 몇 항에 그야말로 부(富)가 집중되어 있고 10위 이하는 전체의 10% 정도를 미미하게 

나누어 가지는 형태다. 이는 예기치 않게 자본주의 시장경제 구조와 흡사한 양상이다.

여기서 직감되는 사실은 부육약식(富肉弱食)의 이념으로 부자들의 세금을 받아 빈자들에

게 나누어 주는 로빈후드식 통제경제 정책은 언어의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보아도 만물의 본연

적인 성향을 거스르는 인위적 억지임을 알 수 있다.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이 본성을 활용하여 많은 기업이 부를 창출하여 흘러내리도록 하는 

순리를 따라야지 이 본성을 인위적으로 뒤엎으려는 ‘소주성’ 알코올 정책은 잘못된 것임이 

언어에서도 방증되었다. 돈이나 말처럼 많이 유통되는 것들은 같은 기본 원리를 가지고 규칙

이나 제약을 쌓아 나가는 특성이나 경향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겠다. 이 특성을 무시하고 짜

는 언어정책은 언어를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으니 아예 (북한 같은 비정상 국가 이외에서는) 

cf. <그림 2>의 출처: 이상

억 (1993)

<그림 2>

<그림 3>  

사회주의 경제의 균분 공

빈(共貧) 상황을 보이는 

점선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부자들의 세금을 받아 빈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로빈후드식 통제

경제 정책은 언어의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보아도 본연적인 성향을 

반대하는 인위적 행위”

분배를 개선하여 소비 증가, 투자증가, 총수요증가로 유도하려는 

경제 초보자들의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급상승, 자영업 기반 

붕괴로 일자리도 줄고 분배 악화,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역

설적 참화를 초래했다.

100

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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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할 수도 없고, 그런 식으로 설계된 경제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작은 결론을 맺자면 

언어도 자본주의적이다.

2. 파레토 법칙1): 사회 · 경제 영역의 경향

파레토 법칙(Pareto principle, law of the vital few, principle of factor sparsity) 또는 80 대 

20 법칙(80–20 rule)은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가리킨

다. 예를 들어, 20%의 고객이 백화점 전체 매출의 80%에 해당하는 만큼 쇼핑하는 현상을 설

명할 때 이 용어를 사용한다. 2 대 8 법칙이라고도 한다. ‘이탈리아 인구의 20%가 이탈리아 

전체 부의 80%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의 이름에서 

따왔다. 파레토 분포는 자연/사회/경제/웹 등에서 발현되는 재미있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강력한 프레임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이제 여기에 인문/예술 등 세상만사의 여러 분야도 추

가해야 한다는 사실을 밝히려는 것이다.

파레토 법칙의 적용사례 <80/20의 법칙>

1. 기업이익의 80%는 20%의 고객으로부터 나온다.

2. 고객불만은 전체고객의 20%로부터 나온다.

3. 기업매출은 전체매출의 20%로부터 나온다./전체 판매사원의 20%로부터 나온다.

4. 통화한 사람 중 20%와의 통화시간이 총 통화시간의 80%를 차지한다.

5. 즐겨 입는 옷의 80%는 옷장에 걸린 옷의 20%에 불과하다.

6. 전체 주가상승률의 80%는 상승기간의 20%의 기간에서 발생한다.

7. 20%의 운전자가 전체 교통위반의 80% 정도를 차지한다.

8. 20%의 범죄자가 80%의 범죄를 저지른다.

9. 성과의 80%는 근무시간 중 집중력을 발휘한 20%의 시간에 이루어진다.

10.   두뇌의 20%가 문제의 80%를 푼다. 우수한 20%의 인재가 80%의 문제를 해결한다. 

혹은 뇌의 20%만 사용하여 문제 해결에 필요한 80%를 해결한다

11. 운동선수 중 20%가 전체 상금의 80%를 싹쓸이한다.

12. 인터넷 유저의 20%가 80%의 양질의 정보를 생산한다.

   1) 파레토 법칙의 설명과 도표들은 위키백과를 주로 이용하였다. 뒤에 나올 지구, 지하자원 등에 

관한 정보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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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레토 효율(Pareto efficiency) 또는 파레토 최적(Pareto optimality)이란 게임이론과 엔지

니어링 및 기타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쓰이는 경제학적 개념이다. 경제적 효율성과 수입

의 분배에 대한 연구에서 이 개념을 사용하였다. 파레토 효율성이란 하나의 자원배분 상태에

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가도록 하지 않고서는 어떤 한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변화를 만들

어 내는 것이 불가능할 때 이 배분 상태를 ‘파레토 효율적’이라고 한다. 이상화된 조건 하에

서, 자유시장 시스템은 파레토 효율적 결과로 이끈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것이 후생경제학의 

기본 정리다. 반면에 파레토 비효율은 파레토 개선(Pareto improvement)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위의 <그림 4>의 아마존의 롱테일 효과에서 볼 수 있듯이, 모바일기기로 연결된 소비자, 커

뮤니티 활동, 소통 관계 형성, 소비자 주도 ‘사용자 혁신’, 브랜드/유저 커뮤니티의 지혜를 빌

려 커뮤니티 기반의 혁신, 기업의 기회 등이 가능하며, 1. 선도적 소비자가 모이게 하고 2. 소

비자가 머물러 교류하고 3. 소비자가 제품을 발전시키게 하며 4. 소비자의 역할이 무한계로 

5. 소비자 아이디어가 실행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이런 방향의 개선은 여러 방법으로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극단적인 사회주의만 

아니면 사회 여건과 경제구조의 향상을 위해 자본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살

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학에서, 파레토 분포(Pareto distribution)는 사회과학에서 널리 볼 수 있는 확률분포로 

사회에서 부의 분포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였다. 사회에서는 부의 불공평한 분포로 인해 대

부분의 부가 소수에 의해 소유되는데 파레토 분포는 이를 효과적으로 나타낸다.

그러나 위의 아마존의 롱테일 효과 등에서 보았듯이, 롱테일에 속하는 다수자의 위상이 점

차 부각되며 그 증요성도 인식되고 있다. 이는 마치 경제 사회의 구조가 원천적으로는 파레

토식 80 대 20 분포로 구성되어져 있지만, 즉 자본주의적 분포로 되어 있지만, 사회구조 개선

을 위해 사회주의적 경제 정책으로 부의 분배를 시도해 왔다는 현실이 깔려 있어서, 그 맥이 

롱테일 효과로도 이어졌다 할 수 있겠다. 

<그림 4> 파레토 법칙에 의한 80:20의 집중현상을 나타내는 그

래프에서는 발생확률 혹은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과 새로운 물류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 부분도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게 되었는

데 이를 롱테일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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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간의 과정에서 20세기 말 자본주의에 공산주의가 완패하는 역사가 완연히 드러났었

다. 아마도 그 이유는 부의 분포에 대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래 부는 80 대 20으로 분

포되어 있는 상태가 본연적인 구조라는 데 있을 것이다. 아무리 분포 개선 평준화의 뜻이 좋

더라도 명분과 이념이 현실을 떠나 본연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깨뜨리는 방향으로만 가서는 

큰 탈이 나는 법이다. 물론 그 외에 공산주의는 당 간부층의 독점구조에서 오는 자체 모순적

인 불평등, 부패, 비효율성 등의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본주의 본연적 힘

을 감쇄(減殺)하지 못했던 것이다.

3. 타 분야의 L자형 예들

1) 우주의 구성 요소: 은하계 초기의 원소 조성은 수소와 헬륨이 압도적이었고, 2.1%의 기

<그림 5>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상태의 예 <그림 6> 

<그림 7>  

매스 마켓 중심의 스마트폰과

는 달리 IoT는 롱테일마켓의 

중요성이 부각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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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요소 속에 산소와 탄소가 다시 압도적이었는데 바로 이 두 원소가 태양의 주성분이 되었

던 것이다. 다음은 은하계의 원소 조성이다.

한편 지구 구성 원소의 질량비(%)는 다음과 같다. 

지각 - 산소 46.6, 규소 27.7; 지구 전체 - 철 35, 산소 30

지구의 지각은 산소와 규소, 지구 핵은 압도적 철과 약간의 니켈, 지구 전체로는 철과 산소

가 역시 편재(偏在) 현상을 보인다.

구분 지각(%) 핵(%) 지구 전체(%)

산소(O) 46.6 - 30

규소(Si) 27.7 - 15

알루미늄(Al) 8.1 - 1

철(Fe) 5.0 88.6 35

칼슘(Ca) 3.6 - 1

나트륨(Na) 2.8 - -

칼륨(K) 2.6 - -

마그네슘(Mg) 2.1 - 13

니켈(Ni) - 8.5 2

황(S) - - 2

기타 1.5 2.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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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색채어의 출현 빈도: 흰색 검정색 붉은색이 상위에 있는 언어들이 많다.

English German French (freq.) Italian(freq. rank) Portuguese(freq. rank)

white 1 weiss 4 blanc(he) 2 23674 2 bianco 17,973: 2,435 4 branco 22,066: 2,504 1 

black 3 schwarz 2 noir 1      25476  1 nero 26,786: 1,650 2 preto 9,475: 5,230 6 

red 2 rot 1 rouge 3   13222  3 rosso 29,117: 1,508 1 vermelho13,517: 3,880 3

green 5 grün 3 Vert 4      8172  5 verde 25,444: 1,739 3 verde 18,970: 2,925 2

blue 4 blau 5 bleu 5     10915  4 blu azul 13,261: 3,929 4

yellow 6 gelb 7 jaune 7    5369  6 giallo amarelo 13,220: 3,940 5

gray 7 grau 6 gris 6        6438  5 grigio cinza 3,390: 11,323 7

3) 국가별 인구 순위: 중국, 인도가 압도적으로 우위, 미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이 다음 

층위에.

(단위: 천명, %)

순

위

1950년 2009년 2025년 2050년

국가 인구 비율 국가 인구 비율 국가 인구 비율 국가 인구 비율

1 중국 544,951 21.5 중국 1,345,751 19.7 중국 1,453,140 18.1 인도 1,613,800 17.6

2 인도 371,857 36.2 인도 1,198,003 37.2 인도 1,431,272 36.0 중국 1,417,045 33.1

3 미국 157,813 42.5 미국 314,659 41.9 미국 358,735 40.5 미국 403,932 37.5

4 러시아 102,702 46.5 인도네시아 229,965 45.2 인도네시아 263,287 43.8 파키스탄 335,195 41.2

5 일본 82,824 49.8 브라질 193,734 48.1 파키스탄 246,286 46.8 나이지리아 289,083 44.4

4) GDP: 미국(205,130억 불), 중국(134,573억 불)이 압도적으로 우위, 일본(50,706억 불), 

독일(40,291억 불)이 다음 층위에, 나머지는 긴 꼬리 모양. 

순위 국가 GDP(백만$)

1 미국 20,513,000

- 유럽연합 18,769,286

2 중국 13,457,267

3 일본 5,070,626

4 독일 4,029,140

5 영국 2,808,899

11 대한민국 1,65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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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석유 매장량: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이란, 이라크 등의 순.

    
OPEC 석유 수출 및 생산(2014년): 석유 매장량이 약간 다른 통계에 따라 달라

진다. 특히 근래 미국의 쉘오일 개발로 순위가 더 바뀌고 있다.

6) 무역, 산업 분야

    

세계 수출입 순위 톱 10(한국 6위, 2018)

7) 기타 세일 오일 · 가스, 희토류 등 지하자원 자료들

세계의 지하자원에 대한 통계가 위키백과에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 상세 내용은 조금

씩 다르다. 희토류는 생산시 공해를 마다않는 중국이 앞서나 다른 나라에도 매장량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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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토류                                    2018년 수출입 동향

8) 성씨의 구성 빈도: 김, 이 박 최씨의 합계: 49.3%, 김: 21.5%, 이: 14.7%, 박: 8.4%, 최: 4.7%

    순위 (본관별 성씨)   인구수    시조 대표적인 인물 (현조) 현대 유명 인사

1.   김해김씨(金海金氏)-4,356,573 김수로 김유신 김홍도 김대건  김대중 김종필 김활란 김

준연 김현철 김성곤 김용철 김기창  9.0%

2.   밀양박씨(密陽朴氏)-3,230,367 혁거세 박언침 박강생 박충원 박충훈 박종화 박순천 박

두병 박경원 박대선 박흥식 박동진  6.2%

3.   전주이씨(全州李氏)-2,788,578 이 한 이성계 이원익 이하응 이승만 이범석 이재형 이기

붕 이은상 이한기 이회창 이길상 5.3%

4.   경주김씨(慶州金氏)-2,132,423 김알지 김부식 김정희 김홍집 김정렬 김기승 김천애 김학

렬 김동익 김석원 김성환 김중서

5.   경주이씨(慶州李氏)-1,776,938 이알평 이제현 이항복 이상설 이시영 이병철 이종찬 이정

우 이민우 이건희 이규호 이상룡

6.   경주최씨(慶州崔氏)-994,994 최치원 최승로 최익현 최제우 최현배 최문환 최복현 최기

철 최동호 최종환 최태영 최영철

4. 결론

앞서 1장 끝 소결론에서 언어도 자본주의적 행태가 보인다고 했었다. 이 말은 L자형 곡선

에서 앞머리에 편중된 20%가량의 소수가 부를 독과점한다든가 하는 자본주의 자유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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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과 흡사하다는 뜻이다. 본성적으로 인간사에 관여된 만물에서 이런 편중 현상이 보편적

으로 보인다. 이 현상을 원래 불공평하게 잘못된 상태라고 보면 마치 본성적으로 악하다는 

‘성악설’로 기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2장 끝에서 언급한 바, 파레토 비효율로 파레토 개선

(Pareto improvement)이 가능한 상태를 꿈꾸게 될 수 있겠다. 이상을 확률 밀도 함수와 누적 

분포 함수로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는데, 이 둘은 같은 내용을 달리 표현한 것일 뿐이다. 

이에 병행해 언어 자료가 보이는 결과를 함께 표시해 보겠다.

1) 확률 밀도 함수

옆의 그림과 같이 확률밀도를 단순히 나열해서 

그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L자형 곡선 도표들이 앞

으로도 많이 소개될 것이다. 그런데 이 확률을 누

적시켜 그 합으로 분포를 파악해 볼 수도 있다. 다

음 페이지에 보이는 <그림 8>은 그러한 일종의 역

상을 나타내는 것이며, 표현상 L자형을 뒤집은 것

일 뿐 내용상 아무 차이가 없다.

2) 누적 분포 함수

필자는 이 글에서 개선의 방법까지는 일일이 제시하지 않겠다. 다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꼭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는 말을 해 두려는 것이다. 현재 정권의 

정책 수립자들이나 그 동조자들이 꽤 있으니, 그 세력들에 의해 전통적 독과점 구조를 개선

하려는 인위적 작위는 끊임없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가령 ‘소득주도성장’ 정

책 하에 최저임금 2년간 30%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유층과 대기

업에 대한 중과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및 분양가 상한제, 건강보험 보장 확대, 심지어 우

수한 자사고까지 일반고화와 대학 서열화 완화 정책이 적정치와 속도를 과도하게 넘기며 난

무하고 있다.

물론 이 단계에서 어느 입장에 찬성한다는 뜻을 펴려는 취지도 아니다. 다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세상 제만사의 본성은 잘 파악하고 일을 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역사적으로도 

이 본성은 결국 공산주의 통제계획경제가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에 완패하는 결과를 초래했

다. 과연 좌파의 사회주의적 경향에 경도하여 거의 일방적으로 평등 분배의 포퓰리즘 정책들

만 집중적으로 추진하다가는 다시 역사적 과오를 범할 수 있으니 부디 L자형 지표들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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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자는 말이다. 그 사실을 잊고 무리하게 __형으로만 가려 한다면 

다 같이 빈한해질 뿐이다.

이념에 투철하려는 고집보다는 사실을 잘 살펴보고 부작용이 많으면 현실에 맞게 고쳐 나

가는 자가 현명한 것이다. 경제정책에 정치를 과잉 개입시키면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는 

법이고 사회주의가 완전 성공한 역사는 없다. 자영업 기반 붕괴로 일자리가 없어지고 분배도 

악화되고 소비, 투자 축소로 출산율 0, 성장률 1%, 제2의 IMF 위기감을 맞고 있는 현정권 시

대에 우리는 적어도 현명해지려고 애쓰는 지도자가 이 글처럼 잘 성찰해서 우리 운명에 조심

스레 관여하기를 바라고 싶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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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남명 선생의 지리산 유람기 
「유두류록(遊頭流錄)」

사범대학 독어교육과 명예교수  조창섭

들어가는 말

남명 조식(1501~1572) 선생은 1558년 초여름 진주 목사 김홍, 이공량, 고령 현감을 지낸 

이희안, 청주 목사를 지낸 이정 이외에 40명이 넘는 일행과 함께 두류산을 유람하고 「遊頭流

錄」이라는 기행문을 집필하여 후세에 남겼다. 쌍계사를 거쳐 청학동에 이르는 이 유람에 함

께한 사람은 40명이 넘지만 중심인물은 「유두류록」의 말미에 적힌 대로 이공량(1500~?). 이정

(1512~1571), 이희안(1504~1559, 김홍(생몰연대 미상) 그리고 남명 자신이다.

기행문인 「유두류록」은 산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시(詩)와는 달리 운률(韻律)에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산을 유람하면서 자연이나 일상에서 느낀 감흥을 자유스럽게 표현하기 때문

에 성리학자일지라도 글 속에 자기의 철학적 가치관을 자유롭게 각인할 수 있어서 지리산을 

유람한 선비들이 자신의 문집에 지리산 유람에 대한 글을 많이 남겨 놓았다.1)

특히 남명 선생과 같이 수양론에 천착한 실천유학자는 유람 중에 본 것이나 일어난 사건

을 일기 형태로 기록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심성수양과 관련하여 교훈적 의미를 담아 놓

고 있다.

교훈적 의미를 담을 때 남명 선생은 산수(山水)에 대한 독특한 인지(認知) 방법을 구사하

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물을 보면 사람을 보게 되고, 산을 보면 세상을 보게 된다.

 看水看山 看人看世 ”

   1) 최석기, 「남명과 지리산」, 경인문화사, 2006. 11-16쪽.

 지리산을 기행문의 제목으로 삼은 유람록 가운데 「遊雙鷄寺記」처럼 어느 특정한 지역을 유람하

며 적은 것을 제외하고 지리산으로 제목을 단 것이 10편이고, 방장산으로 제목을 단 것이 7편, 

두류산으로 단 것이 김종직의 「遊頭流錄」과 김일손의 「續遊頭流錄」을 포함하여 47편에 이른다.



62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9, 제15호

는 것이다. 물을 보면 선비2)를 보게 되고, 산을 보면 세상3)을 보게 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철학적 인지 방법은 남명 선생이 평소에 가졌던 사회적 가치를 자연과 사람과 역사

에 관련시켜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남명 선생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것을 가치로 간주하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사대(四大) 사화(士禍)로 정치와 사회가 혼란스러운 시기에 남명 선생이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를 지키려면 수양된 선비는 벼슬길에 오르지 말거나, 벼슬을 하였다 하더라도 벼슬을 그

만 두고 낙향하여 초야에 묻혀 자신의 지조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출처관을 남명 선

생은 ‘출사하여서는 경륜을 펼쳐 업적을 이루어야 하고, 초야에 묻혀서는 지조를 지켜야 한

다.’는 문장에 압축시켜 놓고 있다.

남명 선생은 지리산 유람에서 산수를 구경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목숨을 부지

할 수 없었던 선비와 그들이 살았던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던 세상을 투사해 보는 것이

다. 이러한 산수와 선비와 세상과의 관계가 남명 선생의 시(詩) 「우연히 읊음 偶吟」에 잘 표

현되어 있다.

「우연히 읊음 偶吟」

사람들이 바른 선비 좋아하는 건 人之愛正士 

호랑이 털가죽을 좋아함과 같으니 好虎皮相似 

살아 있을 땐 죽이려 하다가 生則欲殺之 

죽은 뒤에야 아름답다 칭찬하네 死後方稱美4)

남명 선생은 ‘看水看山 看人看世’라는 인지 방법에 따라 시 「우연히 읊음 偶吟」의 내용과 

맞아 떨어지는 삶을 살았던 대유(大儒)들과 그들이 몸담았던 세상을 지리산의 산수 구경을 

하면서 들추어 보는 바, 이것을 재론해 보려고 한다.

   2) ‘내부의 인욕을 제거하고 본성을 회복하여 존재일반의 원리와 합일’을 이루어 성인(聖人)이 되

고자 하였던 선비.

   3) 사람에 의해 다스려지는 이 세상이 하늘의 뜻이 실현되는 세상이 되게 하여 나라를 구하고 백성

을 편안하게 해 보려는 꿈을 펼쳐보지 못하고 사화라는 정치 혼란 속에 목숨까지 잃는 세상.

   4) 조식, 『교감국역 남명집』,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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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말

선비들은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나 벼슬을 그만두고 쉬게 될 때에 상심한 마음을 달

래기 위해 명산을 찾아 유람을 하고, 보고 느낀 것을 적어 글로 남긴 이가 많았다. 이러한 경

우 대개 선비들은 산수를 즐기는 공자의 요산요수를 정신적 자세로 삼는 경우가 많았고 그

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요산요수를 모범으로 삼아 참고 하였다. 산수유람을 요산요수(樂山樂

水)로 압축하고 있는 공자의 글은 다음과 같다.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지자(智者)는 물을 좋아하고 인자(仁者)는 산을 좋아한다. 

지자는 동(動)적 이고 인자는 정적이며, 

지자는 낙천적이고 인자는 장수한다.5)

주자는 樂山樂水의 樂는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공자의 언표에 대하

여 부연된 설명을 다음과 같이 달아 놓았다.

지자(智者)는 사리(事理)에 통달하여 두루 유통(流通)하고 막힘이 없어서 물과 비슷함

이 있으므로 물을 좋아하고, 인자(仁者)는 의리에 편안하여 중후하고 옮기지 않아서 

산(山)과 비슷함이 있으므로 산을 좋아하는 것이다. 동(動)과 정(靜)은 체(體)로 말하

였고 요(樂)와 수(壽)는 효과로 말하였다. 동하여 막히지 않으므로 즐거워하고, 정하

여 일정함이 있으므로 장수하는 것이다.6)

명산을 찾는 사람에 따라 그 추구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숨을 몰아쉬며 힘들게 정상을 향

해 오를 때에는 대체로 인내와 극복이라는 정신 자세가 자리하고 있을 것이고, 정상에 발을 

내딛는 순간에는 드디어 해냈다는 자신의 노력에 대한 자부심이 호연지기(浩然之氣)로 변하

여 내려다보이는 세상을 다 얻은 듯이 뿌듯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거침이 없고 넓고도 장

대한 기개인 호연지기가 온 몸을 에워쌀 때에는 누구나 뜻을 세우면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긍정적 생각에 자기도 모르게 ‘기쁘고 좋아서(樂)’ 환호성을 지르게 되는 것이다.

등정(登頂)의 과정에서 산을 만나고 물을 만날 때 유학자라면 누구나 공자의 요산요수를 

떠올려 인(仁)과 지(智)를 연결시키려 하겠지만 남명 선생은 지리산 유람기인 「유두류록 遊

頭流錄」에서 공자의 요산요수를 넘어서서 사회적 가치에 입각하여 나라의 이익과 발전 그리

   5) 『논어집주』, 「雍也」 21장.

   6) 『논어집주 』, 「雍也」 21장, 주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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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문화에 공적을 쌓은 선비를 보고, 이들을 보면서 이들이 살았던 세상을 보는 것이다.

남명이 산수라고 하는 자연을 시각적으로 인지하는 자연물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

는지 설명하려고 한다.

1. 남명 선생이 부여한 물과 산의 의미 

남명 선생에게 두류산은 수양의 공간으로 간주된다. “명산에 들어온 자가 누군들 마음을 

씻지 않겠는가?”7)라고 반문하며 명산에 들어온 자는 누구나 몸을 온전히 하여 도를 행하려

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수양의 공간으로서의 두류산은 “하늘이 울어도 울지 않는(天

鳴猶不鳴) 천석종”8)처럼 웅장하고 근엄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대장부는 지니

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여 남명 선생은 “대장부의 거동은 무겁기가 험한 산과 같고 만길 절

벽처럼 우뚝해야 한다.”9)고 하였던 것이다.

두류산은 수양의 공간으로서 오르는 자를 단련시켜 미숙한 단계에서 성숙한 단계로 나아

가게 한다. 도덕뿐만 아니라, 성품과 지식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 주는 촉매제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두류산은 참된 선비를 수양시켜 주는 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웅장

하고 과묵하며 우뚝하며 변하지 않는 형상은 선비들이 추구하는 이상상(理想像)이다. 지리

산과 같은 이상적 선비가 나라를 다스리면 하늘의 뜻이 펼쳐지는 평안한 세상을 만들 수 있

을 것이다. 남명 선생에게는 두류산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물이며 모든 산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간산(看山)의 의미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선비의 이상상인 두류산은 경상우도의 대표적 유학자인 밀양의 김종직(1431~1492)을 비

롯하여 현풍의 김굉필(1454~1504), 청도의 김일손(1464~1498), 함양의 정여창(1450~1504) 

등이 등정한 산이다. 이들은 출사하여 지조와 의리를 지키며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만들려고 하다가 화를 당해 죽임을 당한 선비들이다. 남명 선생은 산을 보며 이러한 세상을 

보는 것이다.

의리를 지키며 나라를 구하고자 한 선비의 전통은 왕조 전환기에 시작된 것으로서, 인간 

내면의 본성을 강조하며 만고불변의 도덕을 견지하여 명분과 의리를 지켰던 정몽주

(1337~1392)부터이다. 그를 추앙하는 선비들이 의리학파를 형성하여 대대로 성리학의 종장 

   7) 조식, 『교감국역 남명집』, 「유두류록」, 284쪽.

   8) 조식, 『교감국역 남명집』, 「題德山溪亭柱」, 39쪽.

   9) 김우옹, 『남명선생행록』 허권수 역, 2010, 1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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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담당하였다. 길재(1353~1419), 김숙자(1389~1456), 김종직, 김일손, 정여창, 김굉필, 

조광조(1482~1519), 이언적(1491~1553), 조식, 이황(1501~1571) 그리고 정인홍(1535~ 

1623)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의리학파의 종장이 되어 시대정신을 대변하며 유학의 종장으로 

손색없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선비들이다.

남명 선생은 13번에 걸친 출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초야에 묻혀 지조를 지키며 산처럼 우

뚝하고 바다처럼 깊은 인품으로 박학한 학문을 오로지 제자들에게 전수했다. 그러므로 “남명 

선생은 지리산 아래 출생하여 이 나라의 기개와 절조의 최고봉을 이루었다.”10)고 이익이 지

리산과 연계하여 남명을 평하였던 것이다.

남명은 몸을 온전히 하여 도를 행하는 수양의 공간인 두류산을 12번이나 오르며 산수를 

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곳 어딘가에 일생을 마칠 곳을 찾고자 하였다. 12번째로 두류산을 

등정할 적에 남명 선생은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의 언어구조를 선취한 산문11)으로 

「유두류록」을 집필하며 산에 오르는 목적을 간략하게 적어 놓았다. 이러한 면에서 추론해 보

면 산은 남명에게 수양의 현장이면서 닮고자 하는 선비의 이상적 인간상이었던 것이다.

남명 선생에게 산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명해 보았는데 이제는 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 보고자 한다.

남명 선생의 인지 방법인 看水看山 看人看世에서 물(水)은 선(善)과 의(義)를 구현하기 위

해 능동적 변화를 추구하는 백성을 상징한다. 남명 선생은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는 군주를 백성이 권좌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고 「민암부」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백성이 물과 같다는 말은 예로부터 있어 왔으니

백성은 임금을 받들기도 하지만 백성은 나라를 엎어 버리기도 한다.12)

남명에게 물은 백성을 의미하며, 백성은 능동적 변화를 시도하는 기능을 가진다. 그러므로 

남명은 물을 보면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역사를 만든 주체였기 때문에 물

을 보면 그들이 품었던 뜻과 그 뜻이 구현된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남명 선생은 친구인 

김대유(1479~1551)에게 쓴 시(詩) 「삼족당에게 부침(寄 三足堂)」이라는 시에서 남명은 물의 

10) 李瀷, 『星湖僿 說』 1권, 「天地門 白頭大幹」 南冥生於頭流之下 爲東方氣節之最.

11) 조일규, 『남명 조식 언어의 분석』, 도서출판 역락, 1919. 436쪽. 조일규 교수는 남명의 심성구조

를 구조주의 언어학자 소쉬르의 현대언어학적 언어구조를 선취하고 있으며, 소쉬르가 언어구조

에 대한 이론을 발표하기 350년 전에 소쉬르가 발표한 언어구조를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고 주

장한다.

12) 조식, 『교감국역 남명집』, 「民巖賦」, 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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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와 관련하여 인물과 역사창조라는 관계를 잘 각인하고 있다.

세상 일은 풍운과 더불어 변하고

강은 세월과 함께 흘러간다.

고금 영웅들의 뜻을 

한 척의 빈 배에 부쳐 보낸다.13)

물을 담고 있는 강은 대대손손 역사를 창조하며 삶을 이어간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자 세

상을 의미하고, 이 삶의 터전에서 이어지는 선대의 뜻을 후손이 자유의지에 의하여 계승하도

록 빈 배에 실어 내려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 물을 두류산 유람 중에 남명 선생이 만나게 되면 그 곳과 관련 있는 

사람을 마음에 떠 올리고, 그 사람이 창조한 역사를 회고하게 되는 것이다.

2. 물을 보고 사람을 보는 남명 선생

「유두류록」에 남명 선생이 ‘물을 보고 사람을 본’ 경우를 찾아보면 첫 번째가 사천강과 길

호강이 합쳐지는 장암에서 이순(李珣)을 보는 것이다. 남명 선생 일행은 사천만의 가장 안 쪽 

사천강과 길호강이 합쳐지는 장암에서 이순을 기념하는 쾌재정(快哉亭)에 올라 예를 표한다.

무신 이순은 1359년(공민왕 8) 홍건적의 1차 침입 때 대장군으로 출전하여 함종(평안남도 

강서지역) 등지에서 적을 물리쳤다. 1362년 총병관 정세운(鄭世雲) 등과 함께 홍건적에 빼앗

겼던 개경(開京)을 공격하여 수복하였다. 원나라에서 공민왕을 폐위하고 충선왕의 셋째아들

인 덕흥군(德興君)을 고려국왕으로 삼으려고 1364년 최유(崔濡)를 보낸다. 최유가 이끄는 군

사가 압록강을 건너 침입해 오자, 이순은 최영(崔瑩) · 이성계(李成桂) 등과 함께 이를 격파하

였다.

1367년 평리(評理)로 재임 중 지도첨의(知都僉議) 오인택(吳仁澤) 등과 함께 권신 신돈(辛

旽)의 제거를 꾀하였으나 누설되어 유배되었다. 1371년 신돈이 처형되자 풀려나 삼사좌사(三

司左使)에 제수되었다. 이어 오로산성(五老山城)에 있던 원나라 군사를 토벌하여 대승을 거

둔 무장이다.

무신으로 외세를 물리치고 국정을 농단하는 신돈을 제거하려고 하다가 유배생활을 하였

던 그의 업적을 기려 남명 선생 일행은 쾌재정에 오른 것이다. 이것은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13) 조식, 『교감국역 남명집』, 「詩」,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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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기 위해 활약한 그의 역사적 업적을 기리는 것 이외에 문신과 무신의 차별에 대한 고정 

관념을 제거하려는 남명의 뜻이 서려 있다고 간주된다.

문신을 무신보다 높이 평가하는 당시의 풍조 하에서 이순과 같은 무신을 경외하는 모습은 

역사적 인물이 공동체의 전통과 관습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남명 선생의 평등사

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 평등사상에 입각하여 남명 선생은 제자들에게 학문뿐만 아니라, 활 쏘고 말 타는 법과 

진법도 익히게 하여 후일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무려 68여 명을 상회하는 의병장을 배출하

여 목숨 바쳐 나라를 구하게 하였던 것이다.

두 번째는 “벼랑을 무너뜨리고 돌을 굴리면서 아득히 밖에서 흘러오는 의산동의 물과, 구

름 속에서 새어 나와 산을 뚫고서 아득하게 흘러 그 지내온 곳을 알 수 없는 청학동의 물이 

만나 시내를 이루는 곳”14)에서 최치원(崔致遠, 857~?)을 본다.

그는 868년 12세의 어린 나이로 중국 당(唐) 나라로 유학을 떠나, 874년 빈공과(賓貢科)에 

합격하여 관리로 17년 동안 머무르며 문인들과 친교를 맺으며 문명(文名)을 떨쳤다. 황소(黃

巢)의 난 때 4년 동안 참전하면서 작성한 ‘토황소격문(討黃巢檄文)’은 명문으로 이름이 높 

았다.

그는 신라로 귀국하여 헌강왕 때 벼슬길에 나아가 894년 진성여왕에게 10여 조의 시무책

(時務策)을 제시하여 개혁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개혁은 중앙 귀족의 반발로 실현되지 못했

다. 그의 개혁 안 중에 유교(儒敎)의 정치이념을 기반으로 골품제도라는 신분제의 사회적 문

제를 극복하려고 했던 그의 사상은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는 유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도, 신라의 고유 사상을 새롭게 인식하고 나아가 유교 ·

불교 · 도교의 가르침을 하나로 통합해서 이해하려고 했다.

이처럼 그는 유(儒) · 불(佛) · 선(仙)의 가르침이 하나로 통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유학자이

면서도 불교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고, 노장사상(老莊思想)과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 등에

도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풍류(風流)’라 한다(國有玄妙之

道曰風流)고 하면서 풍류를 수양이 방편으로 만든 최초의 학자이다.

진성여왕이 물러나고 효공왕(孝恭王, 재위 897~912)이 즉위한 뒤 최치원은 관직에서 물러

나 각지를 유랑하다가 만년에는 가야산(伽倻山)의 해인사(海印寺)에 머물면서 지리산 쌍계

사 암석에 글씨를 남겼다. 이것을 남명 선생의 「유두류록」에 다음과 같이 적어 놓았다.

최치원이 오른쪽에 쌍계(雙磎) 왼쪽에는 석문(石門)이라는 네 글자를 손 수 써놓았으

14) 조식, 『교감국역 남명집』, 「유두류록」, 277-2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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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자획의 크기가 사슴 정강이만 하고 바위 속 깊이 새겨져 있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미 천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앞으로도 몇 천년이나 더 이어 내려갈지 알 수 없을 정

도이다.15)

남명 선생이 순정주자학의 틀 안에 갇히지 않고 여러 학문 영역을 넘나들면서 제자들에게 

문무를 겸하도록 가르친 것은 최치원에게서 받은 영향이 컸을 것으로 사료된다.

세 번째는 섬진강의 삽암(鍤岩)에서 한유한(韓惟漢, 생몰년 미상)을 본다. 남명 선생의 일

행은 눈 깜짝할 사이에 악양현을 지나 강가에 삽암이라는 곳에 당도한다. 이곳은 바로 녹사 

한유한의 옛집이 있던 곳이다. 한유한은 최충헌이 정권을 전횡하며 매관매직 하는 것을 보고 

고려가 장차 어지럽게 될 것을 알고 대비원 녹사라는 벼슬을 제수 받는 날 바로 그날 저녁으

로 처자를 데리고 달아나버려 그 간 곳을 몰랐다고 하는데, 한유한은 이곳에 와서 살았던 것

이다. 남명 선생은 술을 청해 가득 부어 놓고 삽암의 일에 대하여 깊이 탄식하며 이때의 심정

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아! 나라가 장차 망하려고 하는데 어찌 어진 사람을 좋아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착한 사람을 표창하는 정도로만 어진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또한 섭자고(葉子高)16)가 

용(龍)을 좋아하는 것만도 못한 일이니, 이는 어지러워 망하려고 하는 형세에는 아무

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17)

최충헌이 정권을 장악하여 벼슬을 파는 것을 보고 장차 나라에 재난이 있을 것이라고 하

면서 대비원녹사라는 벼슬을 뿌리치기 위하여 처자를 데리고 지리산으로 들어가 절개를 지

키며 사람들과 인연을 끊고 살던 그의 옛집이 있던 삽암에서 남명 선생은 한유한과 그가 살

았던 세상이 어떠하였는가를 보는 것이다.

네 번째는 섬진강변 삽암과 10리 떨어진 도탄 근처에서 정여창(鄭汝昌, 1450~1504)을 본

다. 그는 김굉필과 함께 함양군수로 있던 김종직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았다. 여러 차례 천거

되어 벼슬을 내렸지만 매번 사양하다가 성종 21년(1490) 과거에 급제하여 당시 동궁이었던 

연산군을 보필하였지만 강직한 성품 때문에 연산군의 미움을 샀다. 연산군 1년(1495) 안음현

15) 조식, 『교감국역 남명집』, 「유두류록」, 277쪽.

16) 섭자고는 춘추시대 초나라의 섭현의 수령이었던 심재량을 일컫는다. 그는 용을 너무도 좋아하

여 자기 주변 곳곳에 용을 새겨 놓았다. 하늘의 용이 그 소문을 듣고 내려와 창문에 머리를 내밀

고 머루에 꼬리를 걸쳤다. 섭공이 이 광경을 보고는 기겁을 하여 달아났다고 하는 고사이다.

17) 조식, 『교감국역 남명집』, 「유두류록」, 2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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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에 임명되어 일을 처리함에 공정하였으므로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1498년 『성종실

록』을 편찬하자, 실록청(實錄廳) 당상관(堂上官)이 된 이극돈은, 김일손이 사초에 삽입한 김

종직의 조의제문(弔義帝文)이 세조가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빼앗은 일을 비방한 것이라 하여 

연산군에게 고하여 무오사화가 일어났다. 연산군은 김일손 등을 심문하고 이와 같은 죄악은 

김종직이 선동한 것이라 하여, 이미 죽은 김종직의 관을 파헤쳐 그 시체의 목을 베고, 정여창

은 조의제문의 삽입을 방조한 죄로 함경도 종성으로 귀양을 보냈다. 1504년에 숨을 거두었는

데, 윤씨 폐위에 관련시켜 죽은 해에 일어난 갑자사화 때 부관참시를 당하였다.

다섯 번째는 정수역 객관 앞 정씨의 정문(旌門)에서 조지서(趙之瑞, 1454~1504)의 내외를 

본다. 조지서는 남명 선생의 할아버지 조영(曺永, 1428~1511)의 처남이므로 남명의 할머니 

조씨와 형제분이시다. 남명 선생과 인척관계에 있는 조지서는 1474년 과거에 합격하여 부침

을 계속하다가 연산군의 스승이 되었다. 창원부사를 사직하고 지리산에 은거하여 학문에 전

념하던 중 세자의 스승이었을 때에 공부를 싫어하는 세자와 갈등을 빚어 1504년 갑자사화 

때 처형된다.

적몰되어 죄인의 신분이 된 그의 부인 정씨는 정몽주의 현손녀로서 젖먹이 두 아이를 끌어

안고 등에는 신주를 지고 다니면서 아침저녁으로 상식을 올리는 일을 폐하지 않았다고 한다.

물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것을 두류산 유람에서 인지 방법으로 활용하는 남명 선생은 「유두

류록」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높은 산과 큰 내를 보면서 소득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한유한 · 정여창 · 조지서 등

의 세 군자를 높은 산과 큰 내에 견주어 본다면 십 층의 산봉우리 위에 다시 옥(玉) 하

나를 더 얹어 놓은 격이요, 천 이랑 물결 위에 둥그런 달 하나가 비치는 격이라 하겠

다. 바다와 산을 거치는 삼 백리 여정 동안에 세 군자의 자취를 하루사이에 보았다. 산

과 물을 보면서 인간과 세상을 보나니, 산중에서 열흘을 지내면서 마음속에 품었던 좋

은 생각이 하루 만에 불쾌한 생각으로 변하고 말았다.”18)

명분과 의리와 지조 그리고 기개가 넘쳤으며 청렴까지 하였던 선비들을 통치자가 알아보

지 못하고 죽이거나 혹은 초야에 묻혀 살아가게 하고 죽고 나면 신원을 회복케 하는 통치자

의 정의롭지 못하고 부도덕한 통치행위를 생각하니 남명 선생은 유람에서 얻은 좋은 생각이 

하루 만에 불쾌한 생각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다. 남명 선생은 사람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세

상이 하늘의 뜻이 펼쳐지는 곳이 되길 지금도 바라고 있을 것이다.

18) 조식, 『교감국역 남명집』, 「遊頭流錄」, 2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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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명의 「유두류록」에 대한 평가

퇴계 선생은 「유두류록」이 유람 중에 일어난 일을 열거하고 그것에 색다른 의미를 부여하

고 있어서  남명 선생의 사람됨을 가늠해 볼 수 있다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곁들이고 있다. 그

의 논평은 「유두류록」의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논평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구

체적으로 다음 세 문장이 논평의 근거가 되고 있다.

첫째 문장

“한 번 햇볕을 쬐는 정도로는 아무런 유익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可見一曝之無益也”19)

퇴계 선생은 이 글의 전제와 연관 지어 글의 내용이 지당하다고 논평하였다. 남명 선생이 

이 글에 붙여 놓은 전제는 명산에 들어와 마음을 씻고 수양을 하면 소인이라 할지라도 군자

가 된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단 시간에 품성이 변하는 것이 아니어서 소인은 여전히 소인이고 

군자는 여전히 군자라고 하는 것이다. 짧은 시간에 수행한 심성수양을 통해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남명 선생의 이 글은 분개 할 내용이며 정신을 빠짝 차리게 

하는 격앙된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내용일 것이라는 독자의 반응까지를 예측하며 퇴계 선생

은 논평을 하였던 것이다.

둘째 문장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람이 되느냐 끊임없이 퇴보하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도 다만 

발까닥 하는 사이에 달려 결정 난다는 것을 알게 해 주는 것이다. 

向上猶是人也 趨下亦猶是人也 只在一擧足之間而已”20)

이 글에 앞서서 남명 선생은 “선(善)을 쫓는 것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고, 악(惡)을 쫓는 것

은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고 하였기 때문에 장시간에 걸쳐 선과 악을 행

할 품성이 형성 되는 것인데 발 까닥하는 순간의 선택에 따라 선과 악을 행할 의사결정을 내

린다는 것은 심성수양의 노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 글에 반대하는 사람들

은 정신을 가다듬고, 순간의 선택에 의해 좌우되는 도덕률을 제시하는 남명 선생의 글은 분

19) 조식, 『교감국역 남명집』, 「遊頭流錄」, 284쪽.

20) 조식, 『교감국역 남명집』, 「遊頭流錄」, 2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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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와 격한 마음을 갖게 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퇴계 선생은 논평하였다.

셋째 문장

“총명하고 사리에 밝아서 얻게 될 행운과 불행이 어찌 운명이 아니겠는가?

明哲之幸不幸 豈非命耶”21)

사대(四大) 사화(士禍)라는 패도정치의 와중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파의 출중한 인물들을 

미루어 생각해 본다면 아무리 총명하고 사리에 밝다할지라도 운을 만나지 못하면 쌓은 학문

과 경륜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남명 선생의 이 글을 읽으면 운을 만나

지 못하였던 것을 한탄 할 것이고 지하의 귀신도 억울하여 울 것이라고 퇴계 선생이 논평을 

하고 있다.

「유두류록」에 대한 퇴계 선생의 논평은 지리산 유람에서 촉발되어 일어나는 다양한 감응

을 문학적 시각에서 論評(논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명 선생의 정신세계에 내재하고 있

는 가치관에 대하여 논평하고 있는 것이다.

퇴계 선생은 “산에 오르는 것을 독서하는 것과 같다”22)고 하면서 산의 정상을 오르는 힘든 

과정은 도의 절정을 찾아가는 어려움과 같다고 제자들에게 깨우침을 주었고, 남명의 제자 정

구(鄭逑)는 수양의 매개인 공부를 독서와 일치시켜 “무릇 독서는 유산하는 것과 같으니…”23)

라고 하였고, 박여량(朴汝樑)도 “옛 사람이 산을 유람하는 것은 글을 읽는 것과 같다고 말한 

것이 이 때문인가 보다.”24)라고 하였다. 이렇게 선비들이 산을 오르는 것을 독서에 비교하여 

독서가 지식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과 같이 산에 오른 것은 수양을 통해 덕을 높은 

차원으로 끌어 올리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남명의 지리산 유람은 산수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기행문이면서 독서를 하듯 

도(道)를 얻어 실천하려고 하는 수양의 일환인 것이다.

4. 도(道)에 나아가 도를 행하려는 의도가 담긴 「유두류록」

남명 선생은 두류산을 12번이나 등정하였는데 등정의 이유는 “첫째로 산수를 탐해서이고, 

21) 조식, 『교감국역 남명집』, 「遊頭流錄」, 277쪽.

22) 이황, 『퇴계집』 「讀書如遊山」, “獨書人說遊山似.

23) 박재형, 『海東續小學』, “寒岡先生曰 夫讀書如遊山 ……”.

24) 박여량, 『感樹齋集』, 「頭流山日錄」, “古人所謂遊山如讀書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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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화산의 한 쪽 모퉁이를 빌어 그 곳을 일생을 마칠 장소로 삼고자 하였던 것이다.”25)

남명 선생이 산수를 탐하여 두류산에 오른 것은 곧 사람의 입에 이름이 새겨져 전해지는 

성인들과 그 성인들이 창조한 세상 역사를 보기 위해서이고(看水看山 看人看世), 또 한 일생

을 마칠 장소를 찾는 것은 도(道)를 몸에 베이게 하여 실천하는 선비가 되기 위한 생활환경

을 찾기 위함에서였다.

남명 선생은 지리산을 오르면서 “명산(名山)에 들어온 자가 누군들 그 마음을 씻지 않겠는

가?”26)라고 반문하여 명산을 오르는 자는 마음을 씻어 수양의 태세를 갖추게 된다고 확신하

였다.

 유람을 끝내고 헤어질 무렵 “시를 읊지 않은 지가 수십 년이나 가까이 되었다.”27)는 남명

이 이 이별의 순간에 평생의 삶을 성찰하여 다음의 시 한 수를 읊는다.

몸을 온전히 하고자 하는 온갖 계획이 모두 어긋났으니   全身百計都爲謬

이제는 방장(方丈)산과의 맹세조차 이미 어기게 되었네.  方丈於今已背盟28)

남명 선생은 이 시에서 몸을 온전히 하려고 온갖 계획을 세웠으나 모두 어긋나 방장산과

의 맹세를 어기게 되었다고 읊고 있다.

방장산과의 맹세는 무엇이었을까?

수양론에 천착하였던 남명의 학풍을 감안해 보면 두류산을 선비의 이상상으로 간주하고 

두류산 자락을 삶의 근거지로 삼아 수양공부에 매진하여 도(道)에 나아가 도를 행하겠다는 

맹세였을 것이다.

이 시의 첫 음절에 나오는 ‘몸을 온전히 하고자 하는’ 절차와 그 목적은 선조에게 올린 「무

진봉사(戊辰封事)」에 잘 나타나 있다.

몸을 정성되게 한다는 것은 몸을 닦는 것을 말합니다.  誠身者 修身之謂也

그 몸을 닦음은 장차 도를 행하려는 것입니다.            修其身 將以行道也29)

몸을 온전히 하는 절차는 몸을 정성되게 하여 몸을 닦아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몸을 온전

25) 조식, 『교감국역 남명집』, 「遊頭流錄」, 291쪽.

26) 조식, 『교감국역 남명집』, 「遊頭流錄」, 284쪽.

27) 조식, 『교감국역 남명집』, 「성 청송에게 답함」, 155쪽.

28) 조식, 『교감국역 남명집』, 「遊頭流錄」, 291쪽.

29) 조식, 「무진봉사」, 선조실록 2권, 선조 1년 무진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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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하는 목적은 도를 체득하여 도를 행하려는 데 있었다. 남명 선생이 도를 행하기 위하여 몸

을 온전히 한다는 의미는 공자가 ‘경으로 몸을 닦는다.(修己以敬)’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자

로가 공자에게 군자에 대해 물었을 때 공자가 몸을 닦아 남을 편안하게 하고, 백성을 편안하

게 하는 것’30)이라고 답한 내용에까지 확장되고 있다.

남명 선생은 “도(道)를 자기 몸에 얻으려고 위기지학(爲己之學)”31)에 몰두하게 되었고, ‘도

를 얻는 방편인 경(敬)’32)을 삶과 학문의 중심에 두었다. 또한 밝고 깨끗한 마음을 외부로 드

러낼 때 정의로운 결단을 내리게 하는 의(義)를 경과 같은 비중으로 중시하였다. 이것을 남명

의 경의(敬義) 사상이라고 일컫는 바, 남명을 다른 유학자들과 차별화하는 실천적 선비정신

의 핵심이기도 하다. 남명 선생은

“경과 의를 아울러 가지면 아무리 사용하여도 다함이 없는 것이다. 우리 학파에 이 두 

자가 있는 것은 하늘에 해와 달이 있는 것과 같아서 만고에 바뀌는 일이 없을 것이고, 

성현의 모든 말씀의 요지가 이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33)

라고 하여 경의(敬義) 사상의 확장적 기능에 대하여 역설하였다. 그는 삶을 마감하는 순간에

도 제자들에게 “벽에 쓴 두 글자 경과 의는 극히 절실하고 긴요한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

다.”34)

남명 선생은 경을 도에 나아가는 방편으로 삼았기 때문에 현실과 이상이 공존하는 심산유

곡 두류산의 한 모퉁이를 빌어 일생을 마칠 장소로 삼고자

“두류산 골짝을 열 번을 주파했으나 썰렁한 까치집 같은 가수 마을에 세 차례나 둥지

를 틀었을 뿐”35)

30) 『논어집주』, 「憲問」, 子路 問君子 子曰 修己以敬 …… 曰 修己以安人, …… 修己以百姓.

31) 『논어집주』, 「憲問」 25장.

32) 조식, 「남명집」 2권, 「示松坡子」, 경은 성학(聖學)의 시작이 되고 끝이 되는 것으로, 초학자로부터 

성현에 이르기까지 모두 경을 주로 하는 것으로 도에 나아가는 방편으로 삼는다. 학문을 하면서 

경을 주로 하는 공부가 부족하면 학문하는 것이 거짓이 된다.

33) 『南冥編年』 25歲條 敬義夾持 用之不窮 吾家有此二字 如天之有日月 亘萬古而不易 聖賢千言

萬語 其要歸不出於此.

34) 조식, 『남명집』, 書壁敬義二字 極切要.

35) 조식, 『교감국역 남명집』, 「遊頭流錄」, 2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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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몸을 온전히 하여 도를 행하고자 한 두류산과의 맹세도 

어기게 된 것이다.

앞의 시(詩)에 등장하는 ‘몸을 온전히 한다.’는 것은 남명이 평생에 걸쳐 천착한 수양론의 

결정체로서, 이것은 그의 위기지학의 내용이자 출처론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즉, ‘몸을 온전

히 하는 것’은 삶의 길, 또는 바람직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의미하는 도(道)

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36) 「유두류록」은 남명 선생의 이러한 의도가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

맺는 말

남명 조식(1501~1572) 선생은 수양론에 천착한 실천유학자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산수를 

보고 산수에 근거하여 사람과 세상을 보는 특수한 인지 방법으로 보존, 존양, 성찰, 극기라는 

수양의 요소를 충실하게 실천해 나갔다. 보존은 타고나 본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며, 

존양은 명상과 같은 정적인 정신활동을 통하여 착한 마음을 기르는 것이고, 성찰은 외부 세

계를 접촉하는 동적인 활동에서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며, 극기는 자신의 충동적 마음이나 격

정 그리고 과한 욕심을 이성적 의지로 눌러 이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 수양의 과정은 ‘미성숙 

단계에 있는 사람을 성숙의 단계로 이끌어 주는 교육이다.’라는 오늘날의 교육의 개념과 일

치한다. 따라서 시문 보다는 도에 치중한 남명 선생은 철학자이자 교육자였다.

남명 선생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위인지학(爲人之學)을 멀리하고 “도(道)를 

자기 몸에 얻으려고 하는 위기지학(爲己之學)”37)에 몰두하며 후학 양성에 매진하였다. 그러

므로 그는 평생 심성수양을 통해 도를 생활화하며 도를 실천하는데 진력하였을 뿐 성리학에 

관한 이론을 전개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성현들의 성리학 이론에 티끌만큼도 무엇을 

더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38) 성리학에 대한 집필을 매우 절제하였던 것이다.

남명 선생은 오로지 도(道)에 나아가기 위하여 몸을 닦고, 위기지학에 몰두하였기에 13 번

에 거친 출사의 요청도 모두 거절하고 초야에 묻힌 처사로 생을 마감하였다. 이러한 학문과 

삶의 지향을 지리산 유람기인 「유두류록」에 각인해 놓은 것이다.

공자의 “도(道)가 같지 않으면 서로 함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한다.”39)는 언표에 공감하여 

36) 陳淳, 『北溪字義』, 김영민 역, 예문서원, 2005, 초판 4쇄, 170-179쪽.

37) 『논어집주』, 「憲問」 25장.

38) 조식, 『남명집』 卷 2, 「答仁伯書」, 宋時群賢 講明備盡 盛水不漏.

 「奉謝金進士肅夫」, 老夫雖或有一分相長之力 能加絲髮於周程立言乎.

39) 『논어집주』, 「衛靈公」 道不同 不相爲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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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에 함께 오른 선비들이 지리산 유람을 끝내고 헤어질 때의 인간다운 아쉬움은 대단하

였을 것이다. 이러한 소회(所懷)를 남명 선생은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인숙은 한성에 살고 있고 강이는 사천으로 돌아가야 하며, 우옹은 초계로 돌아가야 하

며 나는 가수에 살고 있으며, 홍지는 삼산에 살고 있는 것이다. 모두들 이제 나이가 오

륙십 내지 칠십 줄에 들어서는데 서로가 각각 이삼백 리 내지 오백 리, 또는 천 리 가

까이 떨어져 있어, 훗날 다시 만나는 것도 기약하기가 참으로 어려우니 어찌 개연히 

이별을 슬퍼하지 않겠는가?40)

헤어져 멀리 가야 하는 이별의 장면을 남명은 “활 같은 초승달이 하늘에 걸려 있고 드문드

문 새벽별이 떠 있으니 이와 같이 서글픈 마음은 정녕 춘정에 겨워하는 처녀와 같은 것이라 

하겠다.”41)고 하며 “이 번 걸음은 다시 가기 어려운 걸음이니 가슴이 어찌 답답하지 않겠는

가?”42)라고 이별의 심중을 수려한 산문으로 그려 내고 있다.

“시를 읊지 않은 지가 수십 년이나 가까이 되었다.”43)는 남명이 이 이별의 순간에 평생의 

삶을 성찰하여 창작한 다음의 시를 맺는말에 한 번 더 인용하고 싶다.

몸을 온전히 하고자 하는 온갖 계획이 모두 어긋났으니   全身百計都爲謬

이제는 방장(方丈)산과의 맹세조차 이미 어기게 되었네.  方丈於今已背盟44)

남명 선생은 이 시에서 몸을 온전히 하려고 온갖 계획을 세웠으나 모두 어긋나 방장산과

의 맹세를 어기게 되었다고 읊고 있다. 몸을 온전히 하고자 하는 것은 수양을 통해 성인이 되

는 것이었다면 방장산과의 맹세는 현실과 이상이 괴리되었을 때 선비의 두류산의 기품을 닮

기 위하여 두류산 자락에 삶의 근거지를 마련하여 수양공부에 매진하여 도(道)에 나아가 도

를 행하겠다는 맹세였을 것이다.

그러한 남명을 흠모하는 선비들이 지리산 오르기를 즐겨 하였다. 정인홍에게 배우고 문과

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갔던 박여량(朴汝樑, 1554~1611)은 1610년 벼슬을 사직하고 지리산

에 올라 남명 선생을 떠올리고 그를 우러러 흠모하는 마음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40) 조식, 『교감국역 남명집』, 「遊頭流錄」, 290쪽.

41) 같은 곳.

42) 조식, 『교감국역 남명집』, 「遊頭流錄」, 291쪽.

43) 조식, 『교감국역 남명집』, 「성 청송에게 답함」, 155쪽.

44) 조식, 『교감국역 남명집』, 「遊頭流錄」, 2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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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왕봉의 동남쪽으로 긴 골짜기가 1백여 리쯤 뻗은 곳에 덕산(德山)이라는 곳이 있는

데, 남명 조식 선생이 터를 잡고 사셨던 곳이다. 선생의 묘와 사당이 모두 그곳에 있

다. 사당이 있는 서원의 현판은 ‘덕천’인데 지금의 임금께서 하사 하신 것이다. 천 길이

나 되는 봉우리 위에서 선생께서 편안하게 은둔하였던 기상을 상상해 보건데,  천 길 

봉우리 위에서 또 천 길 봉우리를 바라보는 격이다.

두류산은 정치 혼란으로 야기된 가치의 붕괴로 가치를 지탱해줄 균형추를 간절히 찾는 선

비들에게 웅장하게 우뚝 솟아 변치 않고 말없이 지조를 지키는 이상적 인간상을 의미하였다. 

그러므로 선비들은 두류산 오르기를 즐겨하였으며, 유람을 통해 수양을 쌓아 두류산과 같은 

인품을 갖게 되기를 희망하였다.

남명 선생의 「유두류록」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행문이었기에 초야에 묻혀 은둔한 

선비들이나 정치권력에서 밀려난 선비들이 위로를 받기 위해 즐겨 읽었던 글이며 또한 수양

을 통해 도에 나아가 도를 실천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선비들이 즐

겨 읽었던 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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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지(直指)에 대한 소고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명예교수  배광식

I. 서론

2013년 8월에 한 지인(知人)으로부터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金屬活字本) 《직지

(直指)》 하권(下卷) 영인본(影印本)을 받았다. 2012년 2월에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158부 한

정판으로 찍은 것이다. 파리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주자본(鑄字本) 《직지》 권하(卷下)를 영인

하면서 종이질도 그와 유사한 안동전통한지를 사용한 것이었다.

청주에 사는 배첩문화재기능인으로 직지를 권자본(卷子本)으로 재현한 또 다른 지인은, 매

주 수요일 모이는 영문불서강독회에서 직지 영문번역본을 교재로 사용하기를 적극 권장하였

다. 그렇지 않아도 직지를 한번 읽어야지 하던 참이라 강독회원 모두의 적극적인 동의를 받

아서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꼭 1년에 걸쳐서 직지 영문본( Jorgensen and Eun-su 

Cho 영역, 2005)을 함께 강독하였다.

보통 《직지》로 약칭(略稱)되는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의 원제는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

체요절(白雲和尙鈔錄佛祖直指心體要節)》이고, 흔히 《불조직지심체요절(佛祖直指心體要

節)》,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 등으로 불리고 있다. 《직지심경(直指心經)》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으나, 경(經)은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책이고, 이 책은 조사(祖師)들의 법어(法語) 

등을 모아놓은 책이므로 엄밀히 말해서 ‘경’이라 부를 수는 없다.

프랑스 파리국립도서관 동양문헌실에 소장된 직지는, 1377(우왕 3)년 7월 청주목의 교외

에 있었던 흥덕사(興德寺)에서 금속활자인 주자(鑄字)로 찍어낸 것이다. 이때 간행된 상하 2

권 가운데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은 하권 1책(첫 장은 결락)뿐이다. 1894~1896년 프랑스

의 서지학자 쿠랑(Courant, M.)이 고려시대의 《상정고금예문(詳定古今禮文)》에서 한말의 

《한성순보(漢城旬報)》에 이르는 3,821종의 도서를 엮은 《한국서지(韓國書誌, Bibliographie 

Coréenne)》의 부록에 일찍이 소개되었으나 책의 행방이 묘연하였는데, 1972년 ‘세계도서의 

해’를 기념하기 위한 도서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여기에는 파

리 국립도서관의 특별연구원이던 박병선(朴炳善,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졸업, 1928~2011. 

11. 22) 박사의 역할이 컸다. 1955년 프랑스로 유학 간 그녀는, 1967년부터 파리 국립도서관

에서 일했는데, 그곳에서 한국 한문 자료를 분류하고 해제하는 작업을 하다가 《직지》를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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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박병선은 이 책이 구텐베르크의 성경보다 78년이나 앞서 금속활자로 인쇄된 책이란 

사실을 알아냈다. 이후 1972년 파리에서 열린 ‘세계 도서의 해 기념 도서 전시회’에서 《직지》

가 현전하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세계적인 공인을 받았다. 이로 

인해 1455년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인쇄한 《42행성서(行聖書)》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이

라는 자리를 직지에 내주어야 했다. 2001년에는 직지와 42행성서가 UNESCO에 세계기록유

산으로 등재되었다. 또한 2004년에는 UNESCO에 직지상(直指償)이 제정되어 2년에 한 번 시

상을 하고 있다. 이런 연유로 박병선은 직지 대모라는 별칭을 얻었고, 이외에도 약탈문화재

인 외규장각 의궤를 발견하기도 하였다.

직지(이하 괄호 표시하지 않음)는 원래 고려 말의 선사(禪師)인 백운경한(白雲景閑, 1299~ 

1374년)이 1372년 수고본(手稿本)으로 완성하였던 것으로, 흥덕사주자본보다 한 해 뒤인 

1378년 6월에 개판된 목판본에 적혀 있는 간기(刊記)에 의하면, 지금의 여주(驪州) 북쪽에 위

치한 천녕현(川寧縣) 혜목산(慧目山) 소재의 취암사(鷲巖寺)에서 간행되었다. 그 목판본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에 상하권 1책이 각각 소장되어 있으며, 

그 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소장본은 1992년에 보물 제1132호로 지정되었다.

직지가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이라는 사실은 초등학생도 익히 알고 자랑스러워 하지만, 

정작 직지의 유익하고 수승한 내용에 대해서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이에 직지를 편찬한 백운

경한 선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직지를 해제하고, 직지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II. 경한(景閑) 선사(禪師)

1. 경한(景閑)의 행적(行跡)

직지의 편찬자 경한(景閑, 1299~1374년)은 고려말기의 선승(禪僧)으로 전북 고부 출신이

고, 10세를 전후한 어린 나이에 출가하여 여러 사찰을 편력하면서 수행하였다. 호는 백운(白

雲)이다. 『고려사(高麗史)』 권54 오행지 8 1346년(충목왕 2) 5월 기사에, 경한이 왕명을 받들

어 국가설행 기신제(忌晨祭)를 주관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경한이 당시 불교계 내에

서 어느 정도의 위상을 지니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는 나옹혜근(懶翁慧懃, 1320~1376), 태

고보우(太古普愚, 1301~1382)와 함께 고려 말을 대표하는 삼화상(三和尙)으로 불린다. 선종

계(禪宗系) 보조지눌(普照知訥, 1158~1210년)의 수선사(修禪社)와 요세(了世, 1163~1245)에 

의해 결성된 천태종계(天台宗系) 백련사(白蓮社)의 신앙결사정신을 계승한 고승들은, 깨달음

을 얻은 뒤 고승에게 인가를 받는 ‘오후인가(悟後印可)’를 수용하여, 국내에서 깨달음을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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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원나라의 고승에게 찾아가 인가받는 것이 유행하였다. 곧 원나라에 유학 가서 당시 유행

하던 임제선풍의 간화선이나 범승(梵僧)1) 지공(指空)의 선풍을 수용하였다. 이는 경한도 마

찬가지로, 1351년(충정왕 3)에 원나라 강남(江南)의 호주(湖州) 하무산(霞霧山) 천호암(天湖

庵)으로 찾아가, 임제종 양기파(楊岐派)로 임제종(臨濟宗) 19세(世)인 석옥청공(石屋淸珙, 

1272~1352)에게 법을 묻고, 다시 인도 선승인 지공(指空, 미상~1363년)에게 사사받은 후 

1352년(공민왕 1)에 귀국한다. 천호암에서 청공을 만났을 때 《불조직지심체요절(佛祖直指心

體要節)》 1권을 받아 귀국하면서 가져왔다.

경한보다 5년 앞서, 태고보우(太古普愚, 1301~1382년)가 1346년(충목왕 2) 중국에 가서 호

주 하무산 석옥청공(石屋淸珙)의 의발(衣鉢)2)을 받아, 석옥의 법통(法統)을 이어 이듬해 귀

국하여 동국(東國) 임제종의 초조(初祖)가 되었다.

한편 경한은 원나라에서 귀국 후 황해도 해주의 안국사(安國寺)에 머물고 있었는데, 1354

년(공민왕 3) 6월에 중국으로부터 청공의 제자 법안(法眼)이 찾아와 스승의 열반사세송(涅槃

辭世3)頌)을 전해 준다. 열반사세송의 내용은 백운에게 법을 부촉(咐囑)4)하는 의미로써 청공

의 법맥이 경한에게도 전해진 것으로 본다. 1360년 해주 신광사(神光寺)를 비롯해, 개풍 오관

산 흥성사(興聖寺), 김포 고산사(孤山寺) 등에 머물렀다. 1370년(공민왕 19)에는 나옹의 천거

로 광명사(廣明寺)에서 열린 공부선(功夫選)의 시관(試官)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1372년

(공민왕 21)에는 성불산(成佛山)에 머물며,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을 지었다. 만년

에는 여주 천녕현(川寧縣) 혜목산(慧目山, 우두산) 취암사(鷲巖寺)에 머물다가 나이 77세로 

입적하였다.

경한은 태고보우(太古普愚, 1301~1382)와 마찬가지로 청공의 선법을 전해 받았으나 보우

가 간화선(看話禪)의 체계를 수립한 반면, 그는 무심선(無心禪)을 제창하였다. 저서로는 《백

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 《백운화상어록(白雲和尙語

錄)》이 있다.

   1) 범승(梵僧): 1. 계행(戒行)을 지키는 승려(僧侶). 불법(佛法)을 엄수하여 행덕(行德)이 단정(端

正)하고 깨끗한 승려(僧侶). 2. 인도의 승려.

   2) 의발(衣鉢): 1. 가사(袈裟)와 바리때를 아울러 이르는 말. 2. 선원에서, 전법(傳法)의 표가 되는 

가사와 바리때를 후계자에게 전하던 일에서, 스승으로부터 전하는 교법(敎法)이나 불교의 깊은 

뜻을 이르는 말. 

   3) 사세(辭世): 이 세상을 하직(下直)한다는 뜻으로 죽음을 일컫는 말. ►사세구(辭世句); 사세송

(辭世頌). 죽을 때 남겨 놓는 시가 따위 문구(文句).

   4) 부촉(咐囑): 부탁(付託)하여 맡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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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옥청공(石屋淸珙)의 열반사세송(涅槃辭世頌) 풀이

백운화상어록白雲和尙語錄에 보면, “갑오(1354)년 6월 초나흘에 선인(禪人, 선수행자) 법

안(法眼, 석옥청공의 제자)이 하무산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와 (석옥화상의) 편지 한 통

을 제자인 나에게 건네주었다. 백운이(내가) 무릎을 꿇고 받아서 펼쳐 살펴보니, 나의 스승인 

하무산의 석옥 노화상께서 열반에 들 때의 사세송(세상과 작별하며 지은 게송)이었다. 그 게

송은 다음과 같다.

‘백운을 모두 사서 청풍을 팔았더니

온 집안 텅 비어 뼛속 사무치게 가난하다.

마침 한 칸의 초가집이 남아 있어

(떠나는) 그 자리에 이르러 병정동자에게 부탁하노라.’”5)

석옥의 제자인 法眼선인이 중국 호주 하무산 천호암에서 경한에게 전한 석옥화상의 사세

송(辭世頌)이 위에 언급되었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겠다.

백운매료매청풍(白雲6)買了賣淸風7))  백운을 모두 사서 청풍을 팔았더니

산진가사철골궁(散盡家私徹骨窮)      온 집안 텅 비어 뼛속 사무치게 가난하다.

류득일간모초옥(留得一間茅草屋8))    마침 한 칸의 초가집이 남아 있어

임행부여병정동(臨行付與丙丁童)        (떠나는) 그 자리에 이르러 병정동자에게 부탁

하노라.

[필자 해설]

백운매료매청풍(白雲買了賣淸風) 백운을 모두 사서 청풍을 팔았더니

   5) “갑오유월초사일(甲午六月初四日), 선인법안(禪人法眼), 자하무산(自霞霧山), 항해이래(航海而

來), 수이일통서여소사(授以一通書予小師). 백운궤이수(白雲跪而受), 피이람(披而覽), 내오사하

무산천호암석옥노화상(乃吾師霞霧山天湖庵石屋老和尙), 임입열반사세송야(臨入涅槃辭世頌也). 

송왈(頌曰), 백운매료매청풍(白雲買了賣淸風), 산진가사철골궁(散盡家私澈骨窮). 류득일간모초

옥(留得一間茅草屋), 임행부여병정동(臨行付與丙丁童).” - 백운화상어록(白雲和尙語錄) -

   6) 백운(白雲): 1. 절의 큰방 윗목 벽에 써 붙여서 손님의 자리를 알게 하는 문자. 오고 가고 한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이다. 2. 색깔이 흰 구름.

   7) 청풍(淸風): 부드럽고 맑은 바람. ►백세청풍(百世淸風); 오래도록 부는 맑은 바람. 영원토록 변

치 않는 맑고 높은 선비가 지닌 절개.

   8) 모초옥(茅草屋): 초가집. 초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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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의 백운(白雲)은 중의법(重義法)으로, 백운 경한 선사를 뜻하기도 하고, 흰 구름

(백운)은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여기저기 떠도는 속성이 있으니, 생(生)을 마치고 떠나는 것

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백운을 샀다는 것은 백운 경한을 법제자로 삼았다는 것이기도 

하고, 금생(今生)을 마치고 백운(흰 구름)처럼 훌훌 떠난다는 것이기도 하다.

청풍은 백세청풍의 뜻으로 맑게 산 일생이니, 청풍을 팔았다는 것은 맑게 산 금생(今生)을 

마감한다는 것이다. 다르게는 석옥의 맑은 법을 백운에게 전수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산진가사철골궁(散盡家私徹骨窮) 온 집안 텅 비어 뼛속 사무치게 가난하다.

이미 번뇌가 다[누진(漏盡)9)]하여 남은 번뇌가 없음[무유유여번뇌(無有有餘煩惱)]을 뜻한다.

석옥의 공부가 완숙하다는 표현이다.

류득일간모초옥(留得一間茅草屋) 마침 한 칸의 초가집이 남아 있어

여기에서 일간모초옥(一間茅草屋)은 중의법으로, 한 평생 의지해 온, 허깨비 같이 허물어

져 가는 육신(肉身, 곧 벗어던질 옷)을 뜻하기도 하고, 부처님의 혜명(慧命) 곧 지혜광명(智慧

光明)을 밝힌 석옥의 법(法)을 뜻하기도 한다.

임행부여병정동(臨行付與丙丁童) (떠나는) 그 자리에 이르러 병정동자에게 부탁하노라.

여기에서 임행(臨行)은 임종(臨終)과 동의어이다. 병정(丙丁)은 오행(五行)에서 화(火)이

니, 병정동자(丙丁童子)는 등롱(燈籠)에 불을 붙이는 임무를 맡은 아이(사환(使喚)10))를 의미

한다. 이는 역시 중의법으로, 벗은 옷(육신(肉身))을 다비(茶毘,11) 육신을 본디 이루어진 곳으

   9) 누진(漏盡): Skt. a–srava-ks.aya. Pa–li a–sava-kkhaya. 번뇌를 모두 끊음. 번뇌가 다 없어짐.

10) 사환(使喚): 사동(使童). 관청이나 회사 · 가게 따위에서, 잔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고용한 사람. 

[비슷한 말] 웨이터, 급사, 보이.

11) 다비(茶毘): 사순(耶旬) · 사비(闍毘) · 사유(闍維) · 사비다(闍鼻多) · 사유(耶維) · 아유(雅維). Skt. 

dhya–pita. Pa–li jha–pita · jha–peta · jha–peti. 소연(燒燃) · 분소(焚燒) · 소신(燒身) · 분시(焚屍)라고 

뜻번역. 또는 ‘태우다’로 번역한다. 시체를 불살라 장사 지내는 일. 불교가 성립되기 이전부터 인

도에서 행해 오던 장법이다. 이 법에 의해 석가모니도 그 유체를 화장하였는데, 그 이래 다비는 

불교도(佛敎徒) 사이에 널리 행해졌으며, 불교가 중국을 거쳐 한국 · 일본 등으로 전래됨에 따라 

이 장법도 중국 · 한국 · 일본 등에서 널리 행해지게 되었다. 불전(佛典)인 《장아함경(長阿含經)》

의 유행경(遊行經)에는 이 다비의 법식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석가모니의 제자인 아난(阿

難)은 석가모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 장의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3번이나 거듭하여 물

었는데, 석가모니는 그 방법을 상세히 가르쳐 주었다. 우선 향탕(香湯)으로 몸을 깨끗이 씻고, 

새 무명천으로 몸을 두루 감되 500겹으로 차례대로 감고, 몸을 금관에 넣은 후 거기에 삼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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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돌려보냄)하겠다는 뜻이기도 하고, 부처님의 지혜광명(智慧光明)을 이은 석옥의 법을 백

운화상에게 전등(傳燈)12)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병정동자(丙丁童子)의 뜻을 더 명확히 밝히기 위하여, ‘병정동자래구화(丙丁童子來求火)’

의 선화(禪話)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벽암록(碧岩錄)》 제칠칙(第七則)의 평창(評唱)에 나오

는 ‘병정동자래구화(丙丁童子來求火)’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칙감원(則13)監院)14) 스님은 법안스님 회상에서 지내고 있었으나 스님께 도무지 참청(參

請)15)하지 않았다.

하루는 법안스님이 그에게 물었다. ‘감원은 무엇 때문에 다른 학인들처럼 법문을 청하지 

않느냐’

현칙스님은 말하였다. ‘저는 청림[靑林, 청봉(靑峯)스님]의 처소에서 이미 입실(入室)16)하여 

(깨달은) 바 있습니다. 큰스님은 그 일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법안스님이 말하였다. ‘(그 때의 일을) 그대는 시험 삼아 다시 나에게 말해보라’ 

감원스님이 말하였다. ‘저는 그 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청봉스님은, 병정

(丙丁)동자가 찾아와서 불을 구하는군, 이라고 하였습니다.’

법안스님이 ‘좋은 말이구나. 그러나 그대가 잘못 알고 있을까 걱정되니 다시 말해보라’ 하

자, 감원스님은 말하였다. ‘병정(丙丁)은 [오행(五行)에서] 화(火)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불이 

짠 기름을 붓는다. 다음에는 금관을 들어 제2의 쇠곽에 넣고 전단향나무 곽에 다시 넣은 뒤 온

갖 향을 쌓아 그 위를 두툼하게 덮은 뒤 태운다. 다비를 마치면 사리(舍利)를 수습한다. 이는 네

거리에 탑묘를 세우고 탑 표면에 비단을 걸어 나라의 사람들이 법왕(法王)의 탑을 보고 바른 교

화를 사모해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12) 전등(傳燈): 등불이 등불에서 등불로 이어지듯, 불법(佛法)이 스승에서 제자로 계속 이어짐을 뜻

함.

13) 보은현칙(報恩玄則): (900~975). 중국 오대(五代) 송초(宋初)의 스님으로 활주(滑州. 현재 하남

(河南) 활현(滑縣)) 위남(衛南) 사람. 호는 보은(報恩)이다. 처음에는 청봉전초(青峰傳楚)를 찾아

뵙고 문답하였으나 뜻에 맞지 않자 청랑(淸凉) 문익(文益)에게 가서 참구하여 말끝에 문득 깨닫

고는 그에게 의지하여 머물렀다. 명성이 날로 치솟자 남당의 후주(後主)가 명을 내려 금릉(金陵) 

보은사(報恩寺)에서 개당 설법케 하니 당시 국주(國主)가 자리에 참석하였기에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송나라 태조 개보(開寶) 8년(975) 12월에 76세로 입적하였다.

14) 감원(監院): 선원(禪院)의 사무를 감독하는 직책, 또는 그 일을 맡은 승려. 사찰의 살림을 총괄하

는 승려의 직무.

15) 참청(參請): 스승을 찾아뵙고 가르침을 청함.

16) 입실(入室): 1. 수행자가 친히 스승의 지도를 받기 위해 그의 방에 들어감. 2. 스승이 수행자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여 그의 수행 상태를 점검함. 3. 제자가 스승의 법맥(法脈)을 이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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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 구하는 것이니, (마치) 제가 부처인데 다시 부처를 따로 구하는 것과 같지요.’

그 말을 들은 법안스님은 말하였다. ‘감원이 과연 착각을 하고 있군.’

그 말을 들은 감원은 (그 자리에서) 분(憤)함을 드러내지 않고 바로 (법안스님 회상을) 떠

나버렸다.

법안스님은 말했다. ‘이 사람이 되돌아온다면 구제할 수 있겠지만 되돌아오지 않는다면 구

제하지 못할 것이다.’

감원스님은 길을 가는 도중에 가만히 홀로 생각해 보았다. ‘법안스님은 5백 대중을 거느린 

(존경받는) 선지식이다. (그런 분이) 어찌 나를 속였으랴.’

이윽고 되돌아 와 다시 스님을 뵈니, 법안스님이 말하였다. ‘너는 다만 나에게 물으라. 내가 

너를 위해 답해 주리라.’

감원스님이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고 묻자, 법안스님은 (청봉스님이 했던 말과 똑같이) 

답변하였다. ‘병정동자가 찾아와서 불을 구하는군.’

그 말이 떨어지자 감원스님은 언하(言下)에 크게 깨달았다.”17)

여기에서 현칙의 동일한 질문에, 법안은 청봉과 동일한 대답을 하였다. 그러나 현칙은 청

봉스님의 간절한 답변을, 생각으로 받아들여 갈등선(葛藤禪)18)에 그쳤다가, 법안스님의 인가

하지 않음에 생각이 막혔고, 법안스님과의 문답이 표면상으로는 똑같은 문답을 되풀이한 것

이지만, 법안스님의 ‘병정동자래구화(丙丁童子來求火, 병정동자가 찾아와서 불을 구하는군)’

라는 답변에, 생각 이전의 자리에서 깨달은 것이다.

약간의 어구차이만 있을 뿐, 이 줄거리와 같은 내용이 직지(直指)의 보은현칙(報恩玄則) 

17) “여칙감원재법안회중미증참청입실(如則監院在法眼会中未曾参請入室), 일일법안문운(一日法眼

問云): 칙감원하불래입실(則監院何不來入室)?칙운(則云): 화상기부지야(和尚豈不知耶)?모갑우

청림처유개입두(某甲于青林處有個入頭)。 법안운(法眼云): 여시위아거간(汝試爲我擧看)。 칙운

(則云): 모갑문여하시불(某甲問如何是佛)。 임운(林云): 병정동자래구화(丙丁童子来求火)。 법안

운(法眼云): 호어(好語), 공이착회(恐儞錯会), 갱설간(更說看)。 (칙운則云): 병정속화(丙丁属火), 

이화구화(以火求火); 여모갑시불(如某甲是佛), 갱거구불(更去求佛)。 법안운(法眼云): 감원과연착

회료(監院果然錯会了)。 칙불분변거(則不憤便去)。 법안운(法眼云): 차인회즉가구(此人回則可救); 

약불회(若不回), 즉부득구(則不得救)。 칙도중로자촌운(則到中路自忖云): 타시오백인지선지식(他

是五百人之善知識), 기잠아야(豈賺我耶)?수회재참(遂回再参)。 법안운(法眼云): 이단문아(儞但問

我), 아위이답(我爲儞答)。 칙변문여하시불(則便問如何是佛)。 법안운(法眼云): 병정동자래구화

(丙丁童子来求火)。 칙우언하대오(則于言下大悟)。” - 《벽암록(碧岩錄)》 제칠칙(第七則)의 평창(評

唱) -

18) 갈등선(葛藤禪): 종지를 알지 못하고 말에만 팔리는 선객을 비방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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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題下)의 글에도 나와 있다.

3. 석옥(石屋)화상 임종게(臨終偈)

위의 열반사세송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 석옥화상의 임종게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화선사 법어집(2003)에 실린, 석옥화상 임종게를 전재(轉載)한다.

무화정게(無火定19)偈)

청산불착취시해(靑山不着臭尸骸)      청산은 냄새나는 시체를 받지 않는데

사료하수굴토매(死了何須掘土埋)      죽어서 하필이면 땅에다 묻을 것인가,

고아야무삼매화(顧我也無三昧火20))   나를 돌아보니 삼매의 불이 없구나

선전절후일퇴시(先前絶後一堆21)柴)   앞에 있다 이내 사라질 장작더미 뿐,

[필자의 다른 풀이; 일퇴시(一堆柴, 장작더미)는 화장용 장작더미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화

장 후 불에 타서 없어질 시신(尸身)더미를 뜻하기도 함.]

III. 직지(直指) 해제(解題)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鈔錄佛祖直指心體要節)》은 백운화상 경한(景

閑)이 75세 때(1372) 제자인 법린(法隣) · 정혜(靜慧)의 요청에 의하여 임제종(臨濟宗) 19세인 

석옥청공(石屋淸珙) 화상으로부터 받은 『불조직지심체요절』에 선문염송(禪門拈頌)22)과 치문

19) 화정(火定): 화광삼매(火光三昧) · 삼매화(三昧火). 몸에서 불꽃을 뿜는 선정. 예로 석가모니 부

처님 열반후, 다비(茶毘)(화장火葬)하고자 외부의 횃불로 불을 붙이고자 하였으나 불이 붙지 않

았고, 부처님의 가슴에서 삼매화(三昧火)를 스스로 내어서 화장하였다 함.

20) 삼매화(三昧火): 화광삼매(火光三昧) · 화광정(火光定) · 화정(火定). 몸에서 불꽃을 뿜는 삼매. 불

을 내는 선정(禪定).

21) 일퇴(一堆): 한 더미.

22) 선문염송집(禪門拈頌集): The Seonmun yeomsong jip. 선문염송(禪門拈頌). 염송(拈頌). 30권. 

고려의 혜심(慧諶)이 1226년(고려 고종 13)에 조계산 수선사(修禪社)에 있을 때 지음. 본래 선문

(禪門)은 불립문자(不立文字)라 하나, 그 근원을 얻으려면 그 흐름을 찾지 않을 수 없으므로 모

든 불조(佛祖)가 염(拈)하고 송(頌)한 것들을 모아 오종론도(悟宗論道)에 대한 자료로 삼음. 여

러 선사들의 어록과 전법을 연대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으로 선가의 화두(話頭) 1,125칙(則)

과 각각의 칙(則)에 대한 짤막한 해설과 게송 등을 모아 엮은 책. 1635년(조선 인조 14) 보성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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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훈(緇門警訓)23) 등의 내용을 보완하고, 과거칠불(過去七佛)과 인도의 28조사(祖師), 중국

의 110선사(禪師) 등 145가(家)의 법어를 간추려 307편에 이르는 게(偈) · 송(頌) · 찬(讚) · 명

(銘) · 서(書) · 시(詩) · 법어(法語)를 집대성하여 2권으로 편찬한 것이다. 즉 과거칠불(過去七

佛)로부터 천복승고(薦福乘古)24) 선사(禪師)에 이르는 역대 제불과 조사들의 법어 · 게송 등

을 엮은 것이다.

직지심체(直指心體)란 “직지인심(直指人心)25) 견성성불(見性成佛)26)27)”이라는 선종(禪宗)

의 종지(宗旨)이다. 종지(宗旨)란 종단(宗團) 또는 종파(宗派)의 핵심 사상, 교의를 말한다.

참고로 우리나라 최대 종단으로, 선종을 표방하는 조계종(曹溪宗)의 종지(宗旨)는 종헌 제

2조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표현)하고 있다. “조계종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자각각타(自覺覺

他) 각행원만(覺行圓滿)한 근본교리를 받들어 체득하고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

원사에서 개간하였다.

23) 치문경훈(緇門警訓); 치문(緇門). 10권. 원(元)의 지현(智賢) 지음. 명(明)의 여근(如卺)이 속집

(續集) 1권 증보. 먹물 옷을 입은 승려들에게 경책과 교훈이 될 만한 고승들의 글들을 모아 엮은 

책.

24) 천복승고(薦福承古, ?~1045): 송대(宋代)의 승려로 천복(薦福)은 요주(饒州)에 있는 절 이름이

다. 남악양아(南岳良雅)에게 참학(參學)하였고, 운문스님의 어록을 보고 깨달아 법을 이은 분으

로 그 은혜를 갚는다고 운거도응(雲居道膺)의 묘를 지켰다고 해서 고탑주라고 하며, 총림고탑주

(叢林古塔主)라고도 한다.

25) 직지인심(直指人心): 불교 선종의 4대 종지(宗旨) 중 하나. 교외별전(敎外別傳) · 불립문자(不立

文字) · 견성성불(見性成佛)과 함께 불교 선종의 주요 교리를 이루는 말이다. 직역하면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가리킨다는 뜻으로, 눈을 외계로 돌리지 말고 자기 마음을 곧바로 잡을 것, 즉 생

각하거나 분석하지 말고 파악하라는 것이다. 이는 선종의 개조(開祖) 달마(達摩)의 가르침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불성을 깨달아 자기 자신이 본래 부처였음을 알

게 되고 그대로 부처가 된다.

26) 견성성불(見性成佛): 불교에서 인간이 본성을 깨치면 누구나 부처가 된다는 말. 불교에서, 본성

을 보면 부처가 된다는 말로, 본마음을 깨치면 바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뜻이다. 교

외별전, 불립문자, 직지인심과 함께 선종(禪宗)의 4대 종지(宗旨) 중 하나이다. 특히 중국 선종

의 6조(六祖) 혜능(慧能)을 시조로 하는 남종선(南宗禪)에서 강조한다. 견성성불이라는 말이 처

음 나오는 곳은 중국의 양(梁)나라 보량(寶亮)이 지은 《열반경집해(涅槃經集解)》로 알려져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이 확립된 것은 혜능의 《육조단경(六祖壇經)》에서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

이다. 《육조단경》 〈반야품(槃若品)〉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우리 본래 스스로의 성품

이 청정하니 만약 자신의 이 마음을 알면 그대로 견성이라 모두 불도를 이루리라(아본원자성청

정(我本元自性淸淨) 약식자심견성(若識自心見性) 개성불도(皆成佛道)).”

27)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 선종에서 깨달음을 설명한 말로 교학에 의지하지 않

고, 좌선에 의해서 바로 사람의 마음을 직관하여, 불(佛)의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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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佛) 전법도생(傳法度生)함을 종지로 한다.” 이 종지를 한글로 풀어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

의 스스로도 깨치고 남도 깨닫게 하며 깨달음의 행이 원만한 근본 가르침을 받들어 체득하

고,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켜[직지인심(直指人心)] 성품을 보아 부처가 되어[견성성불(見性

成佛)] 법을 전하여 중생을 건진다[전법도생(傳法度生)]”는 말이다.

경한(景閑)이 75세 때(1372) 수고본(手稿本)으로 엮은 직지심체요절은, 경한(景閑)이 열반

(1374) 후 3년이 지난 1377년 7월에 석찬(釋璨)의 주도로 성사달(成士達)의 서문을 받아 청

주 흥덕사에서 비구니 묘덕(妙德)의 시주에 의해서 금속활자본으로 간행되었는데, 간기(刊

記)에 “宣光28)七年 丁巳 七月 日 淸州牧外興德寺鑄字29)印施30)”[선광7년(1377) 정사 7월 일 

청주목 밖 흥덕사 주자(금속활자) 인쇄배포]라고 되어 있어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흥덕사의 활자본 인쇄의 부수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인쇄 후 해판(解版)으로 후

쇄(後刷)할 수 없는 제약으로 널리 펼 수 없었기 때문에, 1년 후인 1378년 6월에 새로이 목판

본을 간행하였다. 이 개판본은 백운화상이 입적한 취암사에서 제자 법린 등이 주관하여 이색

(李穡)의 서문을 덧붙이고 판통예문사 김계생(金繼生) 등의 시주를 받아 간행한 것이다. 이

때 판하본은 민암(民巖) · 선화(禪和) 등이 썼고 흥덕사의 주자본의 시주자였던 묘덕이 이때

도 참여하였다. 그 목판본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상하권 1책

이 각각 소장되어 있음은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다.

IV.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의 게송(偈頌)

1. 과거칠불(過去七佛)

해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지의 내용은 과거칠불(過去七佛)의 게송(偈頌)으로 시작하

여 모두 145가(家)의 307편의 게송과 산문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 과거칠불의 게송만이라

도 살필까 하였으나, 지면관계로 과거칠불 중 일곱 번째인 석가모니불의 게송 및 산문만을 

살피도록 하겠다.

과거칠불은 석가모니 이전의 여섯 부처님과 석가모니불을 포함한 일곱 분의 부처님을 말

한다.

28) 선광(宣光): 중국 북원(北元)의 제2대 황제인 소종(昭宗) 아유르시리다르[애유식리답랍(愛猷識

理答臘)] 때의 연호(1371~1379년). 

29) 주자(鑄字): 쇠붙이를 녹여 부어 활자를 만듦. 또는 그 활자. 

30) 인시(印施): 대중의 이익이 되는 것을 인쇄하여 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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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의 교주는 역사적으로 볼 때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지만, 이론적으로는 깨달은 사람

이면 누구나 붓다(Buddha)가 될 수 있으므로 단 한 사람만의 절대적인 교주를 고집하지는 않

는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여러 부처님, 아니 무수한 부처님이 있을 수 있다. 시방삼세(十方

三世)31)에는 무수한 부처님이 존재하는데, 삼세제불(三世32)諸佛)은 과거세 · 현재세 · 미래세 

삼겁(三劫)33)의 모든 부처를 의미하며, 보통 과거 장엄겁(莊嚴劫)34) 천불, 현재 현겁(賢劫)35) 

31) 시방삼세(十方三世): 공간적으로 사방(四方) · 사유(四維) · 상하(上下)와 시간적으로 과거 · 현

재 · 미래.

32) 삼세(三世): Skt. trayo’dhva–nah.. 삼제(三際). 과거 · 현재 · 미래. 또는 전세(前世) · 현세(現世) · 내

세(來世), 전제(前際) · 중제(中際) · 후제(後際). 세(世)는 격별(隔別) · 천류(遷流)의 뜻이니, 현상

계의 사물은 잠깐도 정지하지 않고, 생기면 반드시 멸한다. 이 사물의 천류하는 위에 3세를 가假

로 세운 것. 곧 불교에서는 인도철학의 방(方) 논사(論師)와 같이, 시간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법(法)이란 것 위에 세운 것. 1) 현재. 어떤 법이 생겨서 지금 작용하고 있는 동안. 2) 과거. 법이 

멸했거나 또 그 작용을 그친 것. 3) 미래. 법이 아직 나지 않고, 작용을 하지 않는 것. Three 

times. Three periods: of past[과(過), 과거(過去)], present[현(現), 현재(現在)], and future[미

(未), 미래(未來)](Skt. traiya-dhvika, try-adhvan, try-adhvahak, loka-traya).

33) 삼겁(三劫): 1. 삼아승기겁(三阿僧祇劫)의 준말. 2. 과거의 1대겁(大劫)인 장엄겁(莊嚴劫)과 현재

의 1대겁인 현겁(賢劫)과 미래의 1대겁인 성수겁(星宿劫)을 말함. 세계가 성립되는 지극히 긴 

기간을 성겁(成劫), 머무르는 기간을 주겁(住劫), 파괴되어 가는 기간을 괴겁(壞劫), 파괴되어 아

무 것도 없는 상태로 지속되는 기간을 공겁(空劫)이라 하고, 이 네 겁(劫)을 1대겁이라 함. 네 겁

은 각각 20소겁(小劫)이므로 1대겁은 80소겁이 됨. 소겁은 인간 수명 8만 세에서 100년에 한 살

씩 줄어 10세에 이르고 다시 10세에서 100년에 한 살씩 늘어 8만 세에 이르는 시간을 말함. 

34) 장엄겁(莊嚴劫): Skt. vyu–ha-kalpa. glorious kalpa. 과거 · 현재 · 미래의 3대겁 가운데서, 현재를 

현겁(賢劫), 미래를 성수겁(星宿劫)이라 함에 대하여 과거의 대겁을 장엄겁이라 하며, 이 장엄겁

의 주겁(住劫) 동안에 화광불(華光佛)로부터 비사부불(毘舍浮佛)까지의 천불(千佛)이 나셨다 

함.

35) 현겁(賢劫): Skt. bhadra-kalpa. good kalpa. 발타겁(跋陀劫 · 颰陀劫) · 파타겁(波陀劫)이라 음사. 

현시분(賢時分) · 선시분(善時分)이라 번역. 3겁의 하나. 세계는 인수(人壽) 8만 4천세 때부터 백

년을 지낼 때마다 1세씩 줄어들어 인수 10세에 이르고, 여기서 다시 백년마다 1세씩 늘어나서 

인수 8만 4천세에 이르며, 이렇게 1증(增) 1감(減)하는 것을 20회 되풀이하는 동안, 곧 20증감

(增減)하는 동안에 세계가 성립되고[성(成)], 다음 20증감하는 동안에 머물러[주(住)] 있고, 다음 

20증감하는 동안에 무너지고[괴(壞)], 다음 20증감하는 동안은 텅 비어[공(空)] 있음. 이렇게 세

계는 성(成) · 주(住) · 괴(壞) · 공(空)을 되풀이하니, 이 성 · 주 · 괴 · 공의 4기(期)를 대겁(大劫)이

라 함. 과거의 대겁을 장엄겁(莊嚴劫), 현재의 대겁을 현겁(賢劫), 미래의 대겁을 성수겁(星宿

劫). 현겁의 주겁(住劫) 때에는 구류손불(拘留孫佛) · 구나함모니불(拘那含牟尼佛) · 가섭불(迦葉

佛) ·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 등의 1천 부처님이 출현하여 세상 중생을 구제하는데 이렇게 많

은 부처님이 출현하는 시기이므로 현겁이라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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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불, 미래 성수겁(星宿劫)36) 천불의 삼천불(三千佛)을 말한다.

그렇다면 삼천불과 과거칠불은 어떤 관계일까? 과거칠불은 삼천불의 일원이다. 즉 과거 장

엄겁 천불 중 998번째 비바시불(毘婆尸佛), 999번째 시기불(尸棄佛), 1,000번째 비사부불(毘

舍浮佛)의 3불과 현재 현겁 천불 중 첫 번째 구루손불(拘樓孫佛), 두 번째 구나함불(拘那含

佛), 세 번째 가섭불(迦葉佛), 네 번째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의 4불을 합쳐 과거칠불(過去

七佛)37)이라고 한다. 칠불 중 과거겁 3불을 전3불(前三佛), 현재겁 4불을 후4불(後四佛)이라

고도 한다.

《장아함경(長阿含經)》은 그 내용에 따라 크게 사분(四分)으로 나뉘는데, 제1분에서는 과거

칠불(過去七佛)과 석가모니 부처님의 열반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 있다. 《장아함경》에 실려 

있는 30개의 경전 중에서 제1분에 속한 《대본경(大本經)》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세

상에 출현했다고 하는 여섯 부처님의 내력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비바시불은 왕족으로 

파파라수(波波羅樹) 아래에서 성불한 뒤 3회의 설법을 가졌는데, 1회 때는 16만 8000명, 2회 

때는 10만 명, 3회 때는 8만 명을 제도하였다고 한다. 시기불은 분다리수(分陀利樹) 아래에서 

정각(正覺)을 이루고 3회에 걸쳐 설법하였는데, 1회에는 10만 명, 2회 8만 명, 3회 7만 명을 

제도하였다고 한다. 비사부불은 바라수(婆羅樹), 구류손불은 시리수(尸利樹), 구나함불은 오

잠바라수(烏暫婆羅樹), 가섭불은 니구류수(尼拘類樹) 아래에서 각각 성불하여 중생을 교화

하였다. 이에 보리수(菩提樹) 하에서 성불한 석가모니 부처님을 일곱째로 들어, 모두 합쳐 과

36) 성수겁(星宿劫): Skt. ta–rakôpame kalpa. constellation kalpa. 3대겁(大劫)의 하나. 현재의 대겁

인 현겁(賢劫) 다음에 올 미래의 대겁. 이 겁 중에 일광불(日光佛)로부터 수미상불(須彌相佛)까

지 1천 부처님이 출현하는 것이 하늘의 별과 같다고 해서 이렇게 이름.

37) 과거칠불(過去七佛): Skt. sapta-tatha–gata. seven past buddhas. 석가모니불과 그 이전에 출현하

였다는 여섯 부처. 1) 비바시불(毘婆尸佛). Skt./Pa–li Vipaśyin/Vipassin. 유위불(維衛佛). 과거 장

엄겁(莊嚴劫) 중에 998번째로 출현하여 파파라수(波波羅樹) 아래에서 성불하였다고 함. 2) 시기

불(尸棄佛). Skt. Śikhin-buddha. 식불(式佛). 과거 장엄겁 중에 999번째로 출현하여 분다리수

(分陀利樹) 아래에서 성불하였다고 함. 3) 비사부불(毘舍浮佛). Skt./Pa–li Viśvabhu–/Vessabhu–. 비

사바(毘舍婆), 수섭불(隨葉佛). 과거 장엄겁 중에 1,000번째로 출현하여 사라수(娑羅樹) 아래에

서 성불하였다고 함. 4) 구루손불(拘樓孫佛). Skt./Pa–li Krakucchanda/Kondañña. 구류진불(拘留

秦佛). 현재 현겁(賢劫) 중에 첫 번째로 출현하여 시리사수(尸利沙樹) 아래에서 성불하였다고 

함. 5) 구나함불(拘那含佛). Skt./Pa–li Kanakamuni/Kona–gamana. 구나함모니(拘那含牟尼). 현재 

현겁 중에 두 번째로 출현하여 오잠바라수(烏暫婆羅樹) 아래에서 성불하였다고 함. 6) 가섭불

(迦葉佛). Skt./Pa–li Ka–śyapa/Kassapa. 현재 현겁 중에 세 번째로 출현하여 니구류수(尼拘類樹) 

아래에서 성불하였다고 함. 7)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 Skt. Śa–kyamuni
–
-buddha. 현재 현겁 중

에 네 번째로 출현함. 기원전 7세기경에 인도 북부 카필라(kapila) 성에서 태어나 35세에 보리수

(菩提樹) 아래에서 성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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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칠불이라고 부른다. 이 경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과거칠불 중 특히 비바시불의 과거사를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바시불의 일생은 다름 아닌 석가모니불의 일생과 거의 똑같다. 

따라서 석가모니불은 비바시불의 이야기를 빌어 자신의 일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 

밖에 《칠불경(七佛經)》, 《비바시불경(毘婆尸佛經)》 등에도 칠불의 이야기가 나온다.

기원전후에 건립된 인도 마디아프라데시(Madhya Pradesh) 주의 바르후트38) 불탑(佛塔, 

Bha–rhut stupa)의 난순(欄楯)에 칠불이 깨달음을 얻은 나무를 새긴 부조(浮彫)가 있는 것도, 

칠불(七佛)의 사상이 상당히 오랜 역사를 지닌 것임을 알 수 있다.

2. 석가모니불의 게송 풀이

직지에 실린 석가모니불의 게송 또는 산문은 모두 6편이다.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39) 현겁제사(賢劫第四) 게왈(偈曰)

38) 바르후트: Skt. Bha–rhut. 중인도 북부 나고드(Nagod)에 위치한 불교 유적지로서 슝가 왕조의 불

탑(佛塔)이 발견된 곳으로 유명하다. 1873년에 커닝엄이 파괴했던 스투파(stupa)와 함께 이를 

둘러싸고 있던 난순(欄楯)의 일부와 동쪽 탑문(塔門)이 발견되었으며, 그후로 이들 유품은 캘커

타의 인도박물관에 복원되어 전시되고 있다. 동문(東門)과 12개의 난순 속석(束石)과 입석(笠

石) 및 인방돌로 이루어지는데, 탑문 기둥의 각명(刻銘)으로 슝가 왕조(BCE 184~BCE 72)의 유

품임이 밝혀졌으며,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불교조각으로서 중요시되고 있다. 속석에는 야크

시 · 야크샤 · 천신(天神) · 용왕(龍王) 등이 새겨져 있고, 원형(圓形) 패널에는 일도복경식(一圖複

景式)이라는 특수한 방식으로 표현된 불전(佛傳)과 본생담(本生譚) 등이 새겨져 있는데, 각자

(刻字)로 주제가 확인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불전도(佛傳圖)는 본생도(本生圖)의 반수 가량밖에 

없으며, 산치(Sanchi)의 것이나 후대의 양각과는 그 비율이 반대로 되어 있다. 탑문의 양각은 산

치만큼 풍부하지 않고 오히려 난순에서 많다. 그러나 깊이 새기지 않아서 평면적이고 선적(線

的)이므로 세련미가 덜하다.

39) 석가모니(釋迦牟尼): Skt./Pa–li Śa–kyamuni
–
-buddha/Sa–kiya-muni. 약어 석가(釋迦) · 석가문(釋迦

文) · 석존(釋尊). 부처 · 붓다 · 여래 · 세존. 능인적묵(能仁寂黙)이라 번역. 석가족의 성자(聖者) ·

현인(賢人)이라는 뜻. 성(姓)은 가우타마(Skt./Pa–li Gautama/Gotama), 이름은 싯다르타(Skt./ 

Pa–li Siddha–rtha/Siddhattha). 불교의 교조. 아버지는 인도 북부에 있던 카필라(kapila) 성의 정반

왕(淨飯王), 어머니는 콜리야족(Koliya族) 선각왕(善覺王)의 딸 마야(Ma–ya–, 마야摩耶) 왕비로, 

그녀는 풍습에 따라 친정에서 해산(解産)하려고 콜리야족이 살고 있는 데바다하(Devadaha)로 

가는 도중에 룸비니(Lumbinī) 동산의 무우수(無憂樹) 아래에서 BCE 623년(또는 BCE 563년) 싯

다르타를 낳음. 나면서 바로 4방으로 7보(步)씩 걸으면서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

尊)”이라고 외쳤다 함. 어머니가 그를 낳은 지 7일 만에 세상을 떠나자 이모 마하프라자파티 

[Maha–praja–patī 파사파제(波闍波提)]가 그를 양육함. 17세에 콜리야족의 야쇼다라(Yaśodhar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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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모니 부처님은 현재 현겁의 제4 부처님이다. 게송으로 말씀하셨다.

인성견오(因星見悟)   별을 보고 깨달음 얻었으나 

오파비성(悟罷非星)   깨닫고 난 뒤에는 별이 아니네. 

불축어물(不逐於物)   사물을 쫓아가지 않지만

부시무정(不是無情)   그렇다고 무정물도 아니다. 

[필자 해설: 석가모니 부처님은 6년 고행 끝에, 보드가야의 보리수 하에서 새벽별을 보고 깨

달으셨다고 한다. 있는 그대로의 연기법(緣起法)을 발견하여 인류 중에서 가장 활짝 꽃 피운 

사람이 된 것이다. 이로써 오랜 은화식물(隱花植物)의 시대를 지나 현화식물(顯花植物)의 시

대가 열리듯, 인류사에서 오랜 범부(凡夫)의 시대를 지나 성현(聖賢)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여기 게송의 내용은, “밤새 선정에 들어 새벽 별이 보일 때 깨달았지만, 깨달은 안목으로 

볼 때 그 별은 이미 별이(라는 현상이) 아니다. 별의 본성, 자신의 본성, 우주의 본성, 진리 자

체다. 그래서 (현상적인) 별을 쫓아갈 일이 없다. 그렇다고 목석과 같이 아무 생각 없는 무정

물처럼 된 것이 아니고 성성(惺惺)하게 깨어 있다는 뜻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니, 산

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었다가,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

새벽 밝은 별을 보고 깨달았다는데, 새벽별은 어제도 떠올랐고, 오늘도 떠오른다.]

세존(世尊) 재영산설법(在靈山說法) 천우사화(天雨四花)40)

결혼하여 라훌라(Ra–hula)를 낳음. 29세에 출가하여 남방으로 비야리 · 마갈타를 지나다니면서, 

발가바(跋伽婆) · 아람가람(阿藍伽藍) · 울다라(鬱陀羅) 등의 선인(仙人)을 만나 6년 고행 끝에 

금욕(禁欲)만으로는 아무 이익이 없음을 알고, 네란자라(nerañjara– 강변에 있는 붓다가야

(buddhagaya–)의 보리수(菩提樹, Skt./Pa–li bodhi-druma/bodhi-rukkha) 아래 단정히 앉아 사유

(思惟)하여 마침내 깨달음을 성취[대오철저(大悟徹底)]하여 붓다(buddha)가 됨. 그때 나이는 35

세. 녹야원(鹿野苑)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처음으로 설법한 이래, 45년간 갠지스 강 중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설법하다가 80세에 쿠시나가라(kuśinagara)의 사라쌍수(沙羅雙樹) 아래에서 입멸

함. 마야가 세상을 떠나자 정반왕은 마야의 동생 마하프라자파티와 재혼하여 싯다르타의 이복

동생 난다(Nanda)를 낳음. 후에 싯다르타의 이모와 아내 그리고 아들과 이복동생 모두 출가함. 

일설에는, 마야와 마하프라자파티는 선각왕의 동생이고, 야쇼다라는 선각왕의 딸이라고 함. 

40) 사화(四花): 1. 석가모니(釋迦牟尼)가 《법화경(法華經)》을 설법할 때 서조(瑞兆)로서 하늘에서 

내려 온 백련화(白蓮華) · 대백련화(大白蓮華) · 홍련화(紅蓮華) · 대홍련화(大紅蓮華)의 네 가지 

꽃. 2. 천계(天界)의 네 가지 상서로운 꽃인 만다라화[曼茶羅華, 적화(赤華); Skt. ma–nda–rava] · 마

하만다라화[摩訶曼陀羅華, 대적화(大赤華); Skt. maha–-ma–nda–rava] · 만수사화[曼殊沙華, 백화(白

華); Skt. mañju–s.aka] · 마하만수사화[摩訶曼殊沙華, 대백화(大白華); Skt. maha–-mañju–s.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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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존(世尊) 수염화시중(遂拈花示衆)41) 가섭(迦葉) 파안미소(破顔微笑)

세존(世尊) 운(云)

오유정법안장열반묘심(吾有正法眼藏42)涅槃妙心) 부촉마하가섭(付囑43)摩訶迦葉)44)

41) 염화시중(拈花示衆): 염화미소(拈花微笑). 불교의 대표적인 화두 가운데 하나. 선종에서 선(禪)

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전하는 이야기로서 《대범천왕문불결의경(大梵天王問佛決疑經)》에 기

록되어 있다. 영산(靈山)에서 범왕(梵王)이 석가에게 설법을 청하며 연꽃을 바치자, 석가가 연꽃

을 들어 대중들에게 보였다.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으나, 가섭(迦葉)만은 

참뜻을 깨닫고 미소를 지었고 이에 석가는 가섭에게 정법안장(正法眼藏, 사람이 본래 갖추고 있

는 마음의 묘한 덕)과 열반묘심(涅槃妙心, 번뇌와 미망에서 벗어나 진리를 깨닫는 마음), 실상무

상(實相無相, 생멸계를 떠난 불변의 진리), 미묘법문(微妙法門, 진리를 깨닫는 마음) 등의 불교 

진리를 전해 주었다. 즉 말을 하지 않고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뜻으로, 

선수행의 근거와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화두이다. 

42) 정법안장(正法眼藏): 청정법안(淸淨法眼). treasury of the true eye of the Dharma.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모든 것을 간직하는, 스스로 체득한 깨달음을 뜻함. 선가에서는 이로써 교외별전

(敎外別傳)의 심인(心印)을 삼음. 

43) 부촉(付囑): 불법(佛法)의 보호와 전파를 다른 이에게 맡겨 부탁함.

44) 대범천왕문불결의경(大梵天王問佛決疑經)에 다음과 같이 나옴. “그 때에 대범천왕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께서 세상에 오시어 40여 년 동안 갖가지 설법을 하시었습니다. 어찌 미증유의 

법문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는 법이라 하겠습니까. 원컨대 세상의 모든 사람들

과 천신들을 위하여 보여주십시오.’ [이시대범천왕백불언(爾時大梵天王白佛言)。 세존출세사십여

년종종설법(世尊出世四十餘年種種說法)。 운하유미증유법야(云何有未曾有法耶)。 운하유급언어

법야(云何有及言語法耶)。 원위세간일체인천능시기자(願為世間一切人天能示己自)。] 

 이 말을 마치고 금빛 나는 천 개의 잎이 달린 연꽃을 바치고 자신의 몸으로 법상을 대신하여 부

처님을 앉게 하며 법을 간청하였다. [언료금색천엽대바라화(言了金色千葉大婆羅華)。 지이상불

이퇴사신이위상좌진성념원(持以上佛而退捨身以為床座真誠念願)。]

 그 때 세존은 그 자리에 앉아 문득 꽃을 들어 대중들에게 보였다. [이시세존착좌기좌(爾時世尊

著坐其座)。 낭연염화시중회중(廊然拈華時衆會中)。]

 법회에 모인 백만 대중들과 비구들은 묵묵하였다.[백만인천급제비구실개묵연(百萬人天及諸比

丘悉皆默然)。] 

 그 때 법회에는 오직 마하가섭 존자만이 곧 그것을 보고는 파안미소(破顔微笑)하여 보였다.[시

어회중(時於會中)。 유유존자마하가섭즉견기시(唯有尊者摩訶迦葉即見其示)。 파안미소(破顏微

笑)。]

 그리고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바로서서 아무 말이 없었다. 그 때에 부처님께서 마하가

섭 존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종좌이기합장정립유기무언(從座而起合掌正立有氣無言)。 이시불고

마하가섭언(爾時佛告摩訶迦葉言)。]

 ‘나에게 정법을 깨달은 안목과 열반을 체득한 마음이 있다. 그것은 진실하고 영원한 것이지만 

형상이 없는 미묘한 법문이다. [오유정법안장열반묘심실상무상미묘법(吾有正法眼藏涅槃妙心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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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존께서 영취산에서 설법을 하실 때 하늘에서 네 가지 꽃이 비가 오듯이 쏟아졌다. 

세존께서 드디어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였는데 가섭 존자가 빙긋이 미소하였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정법의 눈과 열반의 미묘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마하가섭에게 부촉하노

라.”

[필자 해설: 대범천왕문불결의경(大梵天王問佛決疑經) 염화품(拈華品)에 나오는 이야기로 

삼처전심(三處傳心)45) 중의 하나이다.]

相無相微妙法)。]

 이것은 문자로서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교 밖에 다르게 전한다. [불립문자교외별전(不立文字教
外別傳)。] 지혜가 있든 없든 인연이 되면 증득할 것이다[유지무지득인연증(有智無智得因緣證)。]

 오늘 마하가섭에게 부촉하노니 미래세에 여러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고 나서 마땅히 성불하리

라.’라고 하였다.”[금일부촉마하가섭(今日付囑摩訶迦葉)。 마하가섭미래세중봉사제불당득성불

(摩訶迦葉未來世中奉事諸佛當得成佛)。]

45) 삼처전심(三處傳心): three places of mind-to-mind transmission. 불교 선종(禪宗)의 근본적인 

선지(禪旨)인데, 석가세존(釋迦世尊)의 49년간의 설법(說法) 중에서 세 곳에서 마하가섭(摩訶迦

葉)에게 마음을 전한 것. 1) 다자탑전분반좌(多子塔前分半座); Sharing Śa–kyamuni’s seat with 

Ka–śyapa. 세존이 중인도 비사리성(毘舍離城) 북서쪽에 있는 다자탑(多子塔) 앞에 앉아 설법하

고 있는데, 가섭이 오자 앉은 자리의 반쪽을 내주니 대중이 놀라워함. 이 다자탑은 어떤 장자(長

者)가 산에 들어가서 도를 닦아 깨달은 뒤에, 그의 아들딸 60명이 아버지가 공부하던 곳을 기념

하기 위하여 세운 것이라고 한다. 석가가 그곳에서 설법하고 있을 때 가섭이 누더기를 입고 뒤

늦게 오자 여러 제자들이 그를 얕보았다고 한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어서 오너라, 여기 내 자리

에 앉아라. 하시며 자기가 앉아 있던 자리 절반을 가섭에게 양보하여 거기 함께 앉도록 하여, 모

든 위없는 정법을 그에게 부촉하셨으며 입멸 후 모든 수행자의 의지처가 되리라 예언하셨다. 이

것이 첫 번째로 마음을 전한 것이다. 2) 영산회상거염화(靈山會上擧拈花); By a smile when 

plucking a flower. 세존이 왕사성(王舍城) 북동쪽 10리 지점에 있는 영취산(靈鷲山)에서 설법

을 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 세존이 그 꽃송이 하나를 들어 대중에게 보이니, 아무

도 그 뜻을 몰랐으나 가섭만이 빙그레 미소 지었다. 이에 세존은 “정법안장열반묘심(正法眼藏涅

槃妙心)(진리를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으로 깨달은 비밀의 법, 열반의 묘한 마음)”을 가섭에게 전

한다고 선포하였다. 3) 사라쌍수곽시쌍부(沙羅雙樹槨示雙趺); By putting Śa–kyamuni’s foot out 

of his coffin. 세존이 쿠시나가라(拘尸羅; Skt. kuśinagara) 북서쪽의 사라쌍수(娑羅雙樹) 아래에

서 입멸하자 그 숲이 하얗게 변하였다. 가섭이 다른 지방에서 세존의 입멸 소식을 듣고 그곳에 

이르러 스승의 관 주위를 세 번 돌고 세 번 절하며 슬피 우니 세존이 두 발을 관곽(棺槨) 밖으로 

내밀어 보였다는 것이다. 선종에서는 이들을 교외별전(敎外別傳)의 유일한 근거라고 하여 매우 

중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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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열반회상(佛於涅槃會上) 이수마흉(以手摩胸) 고대중왈(告大衆曰)

여등선관오자마금색지신(汝等善觀吾紫磨金色之身) 첨앙취족물령후회(瞻仰取足勿令

後悔)

약위오멸도비오제자(若謂吾滅度非吾弟子) 약위오불멸도역비오제자(若謂吾不滅度亦

非吾弟子)

시(時) 백만억대중(百萬億大衆) 실개계오(悉皆契悟).

[백운화상(白雲和尙): 여운(如云) 여래불출세(如來不出世) 역무유열반야(亦無有涅槃

也)]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회상에서 손으로 가슴을 어루만지시고 대중들에게 말씀하셨

다. 

“그대들은 나의 자마금빛의 몸을 잘 살피고 마음껏 우러러 보아 후회가 없게 하라. 

만약 나를 열반에 들었다[단견(斷見)]고 한다면 나의 제자가 아니며 만약 나를 열반에 

들지 않았다[상견(常見)]고 하더라도 역시 나의 제자가 아니다.”

그 때에 백 만억 대중들이 모두 다 깨달음을 얻었다.

[백운화상: 이를테면 ‘여래는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으며 또한 열반에 들지도 않았

다.[불생불멸(不生不滅)]’라는 말과 같다.]

[필자 해설: 부처님 입멸시(入滅時)의 이야기로, 부처가 열반에 들었다(죽었다)고 하면 단

견(斷見)46)에 떨어진 것이고, 열반에 들지 않았다(죽지 않는다)고 하면 상견(常見)47)에 떨어

진 것이다.]

세존(世尊) 재니구율수하좌차(在尼拘律樹下坐次) 유이상인(有二商人) 문(問) 

환견거과부(還見車過不)

왈불견(曰不見) 

왈환문부(曰還聞不) 

왈불문(曰不聞) 

왈막선정부(曰莫禪定不) 

왈불선정(曰不禪定)

46) 단견(斷見): 세상만사가 무상하듯 사람도 죽으면 몸과 마음이 모두 없어진다고 주장하는 그릇된 

견해. 세간(世間)과 자아(自我)는 사후(死後)에 없어진다는 견해. 불교에서는 상견(常見)과 함께 

중생(衆生)이 중도(中道)의 직관을 통해 극복해야할 양 극단(極端)으로 간주된다.↔상견(常見).

47) 상견(常見): 세계나 모든 존재는 영겁 불변의 실재이며, 사람은 죽으나 자아는 멸하지 않는다는 

고집스럽고 그릇된 믿음. 세간世間과 자아自我는 사후死後에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견해. 불교

에서는 단견(斷見)과 함께 중생(衆生)이 중도(中道)의 직관을 통해 극복해야 할 양 극단(極端)으

로 간주된다.↔단견(斷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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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막수면부(曰莫睡眠不)

왈불수면(曰不睡眠)

상인(商人) 탄왈(歎曰)

선재선재(善哉善哉) 세존(世尊) 각이불견(覺而不見) 수헌백첩양단(遂獻白氎48)兩段)

[백운(白雲): 여운(如云) 신심여토목(身心如土木) 문견사맹농(聞見似盲聾)] 

세존께서 니구율 나무 아래에 앉아 계실 때 상인 두 사람이 와서 물었다. 

“혹시 수레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하였네.” 

“그렇다면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듣지 못하였네.” 

“선정에 들어계셨습니까?” 

“아니 선정에도 들어있지 않았네.” 

“그렇다면 주무셨습니까?” 

“아니 잠도 자지 않았네.” 

상인들이 찬탄하여 말하였다. 

“훌륭하고 훌륭하십니다. 세존께서는 깨어 있으면서도 보지 않으십니다.”라고 하고는 

흰 천 두필을 바쳤다.

[백운화상: 이를테면 ‘몸과 마음은 토목과 같고 듣고 보는 것은 눈멀고 귀먹은 이와 같

다.’라는 말과 같다.] 

[필자 해설: 외부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不動49)心)을 강조하였다.]

세존(世尊) 좌차(坐次) 발다바라병기동반십륙개사(跋多婆羅倂其同伴十六開士) 즉종

좌기(卽從座起) 정례불족(頂禮佛足) 이백불언(而白佛言)

어욕승시(於浴僧時) 수례입실(隨例入室) 홀오수인(忽悟水因)

기불세진(旣不洗塵)이며 역불세체(亦不洗體) 중간안연득무소유(中間安然得無所有) 

묘촉선명(妙觸宣明) 성불자주(成佛子住). 

세존께서 앉아 계실 때 발다바라 보살과 그의 도반 16명의 보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 부처님의 발에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스님들이 목욕을 할 때에 순서를 따라서 욕실에 들어가서 홀연히 물의 원인을 깨달

았습니다. 이미 때를 씻은 것도 아니며 또한 몸을 씻은 것도 아니지만 (씻음이 때도 몸

48) 첩(氎): (모직물 첩) 1. 모직물(毛織物, 털실로 짠 물건). 2. 올이 가늘고 고운 모직물(毛織物). 3. 

무명(무명실로 짠 피륙). 4. 베(가늘고 설핀 베). 5. 마르지 않고 짜서 만든 옷.

49) 부동(不動): 1. 물건이나 몸이 움직이지 아니함. 붙박이. 2. 생각이나 의지가 흔들리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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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아닌 중간의) 그 순간이 편안하여 아무것도 존재하는 바가 없는 경지를 얻었습니

다. 미묘한 감촉이 선명해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머물 자리를 얻었습니다.”라고 하였

다.

[필자 해설: 평소 몸에 때가 낀다. 목욕탕에 오래 있으면 때가 불어서 저절로 씻긴다. 이 때 

물이 때를 씻은 것일까? 아니면 물이 몸을 씻은 것일까? 물속에 들어가 있을 때의 안온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평소의 수행이 익어 목욕탕 물에 들어가서도 중도의 이치에 안주한

다.]

세존인흑씨범지(世尊因黑氏梵志50)) 이신통럭(以神通力) 좌우수경합환오동화량주(左

右手擎51)合歡52)梧桐花兩株) 내공양불(來供養佛) 불소선인(佛召仙人) 범지(梵志) 응락

(應諾53))

불운(佛云) 방하착(放下着)54) 

범지(梵志) 방하좌수일주화(放下55)左手一株花)

불우소선인(佛又召仙人) 방하착(放下着)

범지우방하우수일주화(梵志又放下右手一株花)

불우운(佛又云) 선인(仙人) 방하착(放下着)

범지운(梵志云) 세존(世尊) 아금양수화개이방하(我今兩手花皆已放下) 갱방하개십마

(更放下个什麽)

불운(佛云) 오비령여방하수중화(吾非令汝放下手中花) 여금당방하외육진내육근중육

식(汝今當放下外六塵內六根中六識) 일시방하(一時放下) 도무가사처시여탈생사처(到

無可捨處是汝脫生死處)

범지어언하오거(梵志於言下悟去)

흑씨범지가 신통력으로써 좌우 양손에 오동나무 꽃 두 그루를 들고 와서 부처님께 공

50) 범지(梵志): Skt. bra–hman.a. 범(梵)은 청정을 뜻함. 바라문(婆羅門)을 일컬음. 바라문은 청정한 

수행을 하고 범천(梵天)에 태어나기를 지향하는 자이므로 이와 같이 말함.

51) 경(擎): (들 경) 1. 들다, 들어 올리다. 2. 받들다, 떠받들다. 3. 높다. 4. 우뚝 솟다.

52) 합환목(合歡木): 자귀나무. 콩과의 낙엽(落葉) 활엽(闊葉) 소교목(小喬木).

53) 응낙(應諾): 응하여 승낙(承諾)함. 부름이나 물음에 응하여 답함.

54) 방하착(放下着): 내려놓아라. 내버려라. 착着은 동사 뒤에 붙어 명령이나 부탁을 강조하는 어조

사.

55) 방하(放下): 1. (물건을) 내려놓다. 버리다. 2. 내버려 두다. 진행을 멈추다. 3. 넣다. 수용하다. 4. 

선종에서, 정신적 · 육체적인 일체의 집착을 버리고 해탈하는 일. 또는 집착을 일으키는 여러 인

연을 놓아 버리는 일. 5. 돈이나 곡식을 풀어서 나누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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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는데 부처님이 선인을 부르니 범지가 “예”하고 대답하였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내려놓아라.” 

범지가 왼쪽 손에 들고 있던 꽃 한 그루를 내려놓았다. 

부처님이 또 다시 선인을 불러서 “내려놓아라.”라고 하였다. 

범지가 또 다시 오른 손에 있는 꽃 한 그루마저 내려놓았다. 

부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선인이여, 내려놓아라.” 

범지가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양 손에 들고 있던 꽃을 모두 내려놓았는데 

다시 무엇을 ‘내려놓아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그대로 하여금 두 손에 들고 있는 꽃을 ‘내려놓아라.’고 

한 것이 아니다. 그대는 지금 마땅히 밖으로는 6진과 안으로는 6근과 그 중간으로는 6

식을 일시에 다 내려놓고 더 이상 버릴 것이 없는 경지에 이르면 이것이 그대의 생사

를 벗어나는 경지이니라.” 

범지가 그 말씀에 깨달았다.

[필자 해설: 양 손의 꽃나무를 다 내려놓은 흑씨범지에게 부처님께서 또 무엇을 내려놓으

라 하셨나? 눈 · 귀 · 코 · 혀 · 몸 · 뜻[의근(意根)56)]의 여섯 감각기관이 모양 · 소리 · 냄새 · 맛 ·

감촉 · 생각[법경(法境)57)]의 여섯 가지 대상을 만나 안식(眼識) · 이식(耳識) · 비식(鼻識) · 설

식(舌識) · 신식(身識) · 의식(意識)의 여섯 가지 알음알이를 내는 데서, 모든 번뇌가 생긴다. 

따라서 이들을 모두 내려놓으면 생사를 초래하는 번뇌는 자연히 소멸된다.]

V. 결어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直指)의 편자(編者)인 백운경한 선사의 행적을 간략히 살

펴보고, 경한의 은사인 석옥청공 선사가 법을 경한에게 부촉하는 내용의 열반사세송을 풀어

보았다, 그리고 직지를 해제(解題)하였다. 직지의 내용이 역대 불조(佛祖)58)와 선사(禪師)들

의 게송 등으로 선의 흐름과 내용을 개관할 수 있는 것이라 모두 다루고 싶었으나 지면관계

로 석가모니불 한 분의 게송과 산문만을 본보기로 풀어보았다. 직지의 유익하고 훌륭한 내용

을 접하게 되면 선의 세계에 대한 안목이 생기고, 선수행을 하고 싶어지며, 삶이 풍요로워질 

56) 의근(意根): 육근(六根)의 하나. 근(根)은 기관 · 기능을 뜻함. 의식 기능. 인식 기능.

57) 법경(法境): 육경(六境)의 하나. 의식 내용. 관념.

58) 불조(佛祖): 1. 불교를 처음 세운 석가모니를 일컬음. 2. 부처와 조사(祖師). 3. 부처의 경지에 이

른 선승(禪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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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글이 마중물이 되어 많은 분들이 우리의 고전인 직지를 읽고 마음의 

양식을 삼기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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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관의 생성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명예교수  허승일

1. 서언

아주 최근에 사회주의도 신봉한다는 자가 잠깐이나마 행정부의 주요 장관직을 차지한 적

이 있었는데,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지 않았다. 우리 대한민국이 2015/6년 유엔 

연감에 자유주의의 경제 체제 속에서 세계 무역 대국 5/6위의 위상을 점거한 것으로 나와 있

는데, 이제 새삼스레 사회주의 운운하다니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오늘날 유럽에서 

이야기되는 사회주의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와 가톨릭 구교의 기독교주의에 뿌리를 박고 있

기 때문에 분명히 공산주의와는 엄격히 차별되는 것인데, 현재 미국의 정치 지도자인 트럼프

의 사회주의의 비판 연설(https://www.youtube.com/watch?v=9Xa0gcpFt74&t=24s)을 들어

보면, 이건 분명 공산주의를 일컫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역사관의 생성발전의 경

과와 그 결과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이 이 아름다운 자유의 금수강산을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가 있는 것이다.

2. 제1차 산업혁명의 사회경제적 결과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있다. 농사짓는 일이야말로 가장 즐거운 것이고, 또 토지

가 부의 기초였다는 뜻이다. 그래서 동서를 막론하고 숱한 토지와 농민에 관련된 역사 연구

서들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18세기에는 산업혁명을 통해 공업의 주 무대가 등장하게 된

다. 토지 대신에 공장이, 농민 대신에 노동자가 경제의 중심을 이루었다. 그 결과 19세기에는 

공장 노동자들의 생활의 비참상이 알려지게 되는데, 일단 1831~1832년에 영국의회의 한 위

원회에서 공장노동자인 사무엘 쿠울손이 증언한 내용을 보자.

기분이 상쾌한 아침 몇 시에 여자들은 공장에 갑니까?

약 6주일간 기분이 상쾌한 아침 3시에 가서 밤 10시 또는 10시 반이 넘어서야 일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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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시간이나 일하는 동안 휴식 또는 음식물을 취하는 시간으로 얼마가 허용되고 있

습니까?

아침식사에 15분, 저녁식사에 반시간, 물 마시는데 15분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기계를 깨끗이 하는 시간도 이 시간에 들어 있습니까?

기계를 닦아서 말린다고 하는 일은 대체로 하여야 합니다. 때로는 아침식사와 물 마

시는 시간이 다 들 때도 있습니다. 저녁과 아침은 먹을 수 있을 때 먹도록 되어 있습니

다. 먹을 시간이 없을 때에는 집으로 도로 가져옵니다.

이 과도한 노동에 나가도록 아이들을 깨울 때 큰 어려움이 없었던가요?

참으로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터에 내보내기 전에 자고 있는 것을 

깨워서 옷을 입히려고 방바닥에 일으킬 때에는 몸을 흔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

러나 보통시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잘 수 있었습니까?

음식을 조금 먹게 하고 아이들을 재울 때에는 벌써 11시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시간에 닿지 않을까 걱정하여 아내는 온 밤을 새우기 일쑤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네 시간 이상 자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지 못합니다.

얼마동안 그랬습니까?

약 6주일간 그랬습니다. 일거리가 많이 밀려 있을 때만 그랬습니다. 그렇게 자주 있

었던 것은 아닙니다.

보통 노동시간은 아침 6시부터 밤 8시 반까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식사도 쉬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꼭 같습니다.

아이들은 이 일로 과도하게 피로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칩니다. 우리들로서는 기껏 주게 되는 소량의 음식을 아이들에게 주어야 

할 때 우는 수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흔들어 깨워야 했고 몇 번이고 먹을 것을 입에 

문 채 잠에 쓰러지는 일도 있습니다.

이 과도한 노동조건에는 무지막지한 일도 또한 많이 있었겠지요?

그렇습니다. 너무도 아이들이 피로하고 있으므로 회초리로 때리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노동시간을 일할 때에 임금은 얼마나 됩니까?

일주에 3실링입니다.

그보다 오래 일할 때에는 얼마나 됩니까?

3실링 7.5페니입니다.

그 추가노동의 임금으로 일주일 임금에 7.5페니만 더 붙습니까?

그 이상은 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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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보고서는 주문이 한창 밀렸을 때의 노동자들의 일상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는 하다. 이렇듯 과도하게 긴 노동시간, 극히 저렴한 임금 그러고 인간 이하의 노동조건은 초

기의 산업 노동자들의 가장 일반적인 불평의 원인이었다.

19세기는 이러한 노동자 계급의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에 대한 다양한 방안

의 제시로 장식된다. 즉, 자유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기독교주의의 해결 방안이다. 오늘날 21

세기 초두에는 기독교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사회 민주주의의 반응이 나타나기도 했다.

3. 자유주의의 응답

자유주의의 반응은 고전경제학자들의 방임주의,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를 거쳐 존 슈트

아트 밀의 민주자유사관으로 최종 정착된다. 

1) 고전경제학자들의 자유방임적 반응

최초의 자유주의 해결 방안으로 아담 스미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고전 경제학자들의 자

유방임 이론이 있다. 

경제학의 아버지 또는 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담 스미

스(Adam Smith, 1723~1790)는 국부론(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1776)에서 경제는 ‘유피테르 

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손(the invisible hand of Jupiter)’에 의해 움

직이는데, 예를 들면, 노동자들은 고용의 기회가 제한되면 임금은 떨

어지고, 고용자들이 제한된 노동 공급에 직면할 때면 노동 임금은 올

라간다고 하면서 자유방임의 고전적 자유 시장 경제론의 발판을 놓

았다. 그 뒤를 이어 ‘빈곤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과 악은 나태에서 벗

어나라는 자연의 훈계다’라는 입장으로 경제학은 우울한 학문으로 

전락된다. 

우리가 잘 아는 맬서스(Thomas Malthus, 1766~1834)는 인구론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1798)에서 ‘인구는 기하급

수적으로 늘어나는 데 반해, 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덫

을 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비 노동자를 포함한 인구는 25년

마다 매번 2배로 늘어나므로 식량의 부족과 기아의 위험에서 벗어나

<그림 1> 아담 스미스

<그림 2> 토마스 맬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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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면 인간 출생률의 감소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피력하였다.

뒤이어 리카르도(David Ricardo, 1772~1823)는 정치경제학과 과

세론(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1817)에서 노

동가치설을 개진하였다. ‘교환될 일용 필수품의 가격이나 다른 어떤 

일용필수품의 양은 그것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의 상대적 양에 달려 

있는 것이지, 바로 그 노동에 지불되는 크고 작은 보상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실질 임금이 증가할 때 실질 이익은 감소한다. 왜

냐하면 제조물품의 판매에서 생가는 수익은 이익과 임금으로 쪼개지

기 때문이다. 이익은 임금의 높고 낮음에 달려 있는데, 임금은 일용

필수품의 가격에 의존하고 일용필수품의 가격은 주로 식량 가격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노동력과 임금을 문제 삼아 ‘노동력은 공급이 모자랄 때 값이 비싸고 풍부할 

때 값이 싸진다. 노동자의 수가 증가할 때 임금은 다시 자연 가격으로 떨어지고…… 실은 그 

이하로 떨어지는 수도 있게 된다.’는 임금 철칙을 들어 노동자의 빈곤 문제는 자유방임의 상

태로 둘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2) 벤담의 공리주의 사상

이러한 맬서스의 인구법칙과 리카르도의 임금철칙과 같이 자연법

이 가는 대로 놔두라는 자유방임에서 탈피하여 벤담( Jeremy 

Bentham, 1748~1832)의 공리주의 사상(utilitarianism, 이익(utilitas)

의 관점에서 행복이란 고통을 줄이고 쾌락을 증대시키는 것)은 빈곤

에 허덕이는 노동자 계급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 따스한 온기가 

스며들게 하였다. 본시 정부는 불간섭정책을 고수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가장 잘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 및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수동적 경찰관(a passive policeman)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소수 개인의 사리사욕의 추구가 다른 개인의 최선의 이익에 

불리하게 작용할 때 국가는 보다 능동적인 경찰관(a more active policeman)이 될 수도 있

다’고 그는 피력하였다. 더 나아가 그는 다수가 견디고 있는 고통이 소수가 향유하는 쾌락보

다 클 경우 국가는 마땅히 간섭해야 한다면서 저 유명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부르짖었

다. 여기서 최대다수란 물론 노동자 계급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림 3>  

데이비드 리카르도

<그림 4> 제러미 벤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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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밀의 민주자유사관

이러한 벤담의 공리주의 사상을 기본으로 하여 오늘날 민주

적 자유주의(democratic liberalism), 즉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노동정책의 기반을 수립한 위대한 학자는 다름 아닌 존 스튜어

트 밀( John Stuart Mill, 1806~1873)이다.

그는 벤담처럼 영국의 의회 정부, 특히 대의 정부를 최상이라

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벤담의 공리주의의 기본 원리인 최

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받아들이나, 행복의 수치를 쾌락과 고통

의 비교로 계산하는 것은 반대하였다. 그는 쾌락의 양보다는 질

을 강조하였는데, 만족하는 바보보다는 불만족의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고 하면서 그것의 도덕적 측면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그는 행복이란 정치/사회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벤담과는 

달리 그것의 부산물로 결론지었다. 또한 그는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에서 최대다수에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를 포함시켰고, 부녀자들을 포함한 보통선거권과 경제생활의 국가 간섭을 옹호하였다.

더 나아가, 그는 국가가 빈곤에 허덕이는 노동자들을 식민지로 이주시켜 편안한 생활을 하

게 하는 한편, 전면적인 교육을 통해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노동자도 노동조합

을 조직하고 협동체를 결성하며 고임금을 획득하고 이윤의 일부를 받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심지어 그는 국가가 노동자 계급에게 투표권도 부여하고 기초교육을 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아동 노동의 보호와 생활 및 노동 상태의 개량을 위해 힘

썼으며,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남성 사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면서 남녀

평등을 부르짖었다. 그리하여 노동자 계급의 빈곤에 대한 자유방임론은 눈 녹듯이 사라졌고,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민생 정책의 근간이 이루어 진 것이다.

덧붙이자면, 밀은 역사란 개혁을 통해 자유를 향해 진보한다고 믿었다. 종교 전쟁을 통한 

종교적 관용이 그 첫걸음이고, 대의 민주주의로서 자유는 점진적으로 실현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남을 해치치 않는 한 개인의 표현, 결사, 행동 그리고 특히 선택의 자유가 존중되어

야 하는데, 이러한 자유가 사회 변화의 추진력이 되었다고 그는 강조한다. 종국에 가서는 남

녀의 성적 평등의 조건이 자유 민주주의 속에서 성취되고 절대적 자유가 양성 사이에서 형성

될 때에 진보는 끝을 맺고 자유주의가 실현된다는 것이었다. 한 마디로, 오늘날 모든 자유 민

주주의 국가의 정치 제도, 경제 체제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 이데올로기는 바로 이 밀의 민주

자유사관의 원천에서 나온 것이다.

<그림 5> 존 스튜어트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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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주의의 응답

1)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한편, 노동자 계급의 빈곤 문제에 대한 사회주의의 해결 방안들이 등장하는데, 이에는 실

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공상적 사회주의(utopianism)와 과학적 사회주의(scientific 

socialism), 즉 공산주의(communism)가 이에 해당된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공통점은 생

산 수단이 개인의 지배로부터 사회 전체의 지배로 넘어가야 한다는 데에 있지만, 공산주의의 

경우 부분이 아닌 완전한 형태로다. 요컨대, 사회주의가 집산화(集散化)를 점진적 · 평화적 ·

정상적 · 정치적 절차를 밟아 진행하되, 사유재산 소유자에 대해서는 적어도 일부는 보상을 

하면서 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완연히 다르다. 공산주의는 급

속히 폭력을 쓸 것을 당연시 한다. ‘피’를 보고 ‘혁명’을 통해 불법적 점유를 권유하는 것이다.

2) 공상적 사회주의

공상적 사회주의를 주창한 선두 주자는 생시몽(Saint-Simon, 

1760~1825)이다. 그는 프랑스와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 국가의 연맹

체 결성을 해결 방안이라 제시하였지만 문자 그대로 공상에 그쳤다. 

“왕후 여러분, 나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

십시오. 다시 착한 기독교도가 됩시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단결하여 

기독교가 강자에게 부과한 임무를 완수하도록 합시다. 전력을 다하

여 될수록 빨리 빈자의 사회적 복지를 증가시켜 주라는 것이 기독교

의 명령임을 잊지 맙시다.”

또 푸리에(Fourier, 1772~1837)는 구체적으로 사회를 ‘팔랑쥬 

(phalanges)’라는 공동체 회사(400에이커의 땅에 500~2,000명)로 나

누어 여기서 나오는 이윤 중 가장 많은 몫을 노동자에게 주자고 하

며(이윤의 3/12은 자본가, 4/12는 관리인, 5/12는 노동자), 16년간 

정오 12시에 자금을 댈 사람을 기다렸지만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심지어 루이 블랑(Louis Blanc, 1811~1882)은 ‘노동 계급이 요구

하는 것은 노동 기구이다. 이 기구를 공급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다. 국가라는 개념을 정리한다면, 국가란 빈민에게 자금을 대주는 

기관’이라고 강변하기도 하였다.

<그림 6> 생시몽

<그림 7> 푸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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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은 로버트 오웬(Robert Owen, 

1771~1858)이다. 그는 실제로 스코틀랜드의 뉴 라나크(New 

Lanark)에 평행사변형회사를 세워 모범적 방직 공장인 이상향을 건

설하였다. 불경기 시절에도 그는 공장 노동자들에게 고임금을 지불

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려고 애썼다고 전해진다.

3) 마르크스의 유물사관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는 이들 공상적 사회주의와는 달

리 과학적 사회주의, 이른바 공산주의 이론을 들고 나타난다. 포이에

르바하의 유물론에 크게 영향을 받은 마르크스는 헤겔의 관념변증

법은 관념이 본원적이며 제일차적인 것으로서 변증법적으로 발전한

다고 하는데, 이는 거꾸로 서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헤겔의 자유라는 

‘관념’의 자리에 자신의 물질적 ‘생산력’을 넣는다. 즉 생산력이 본원

적이고, 일차적인 것으로서 변증법적으로 발전하고, 이에 따라 부차

적이고, 이차적인 관념이 발전한다는 유물변증법이 제대로 된 것이

며, 이렇게 해야 바로 서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역사적 유

물론, 즉 유물사관이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이 세

계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해 왔을 뿐인데, 진정한 과제는 이 세

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고 하면서 ‘독기 서린 프로이센의 붉은 악마’

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의 기본 원리는 경제 결정론, 계급투쟁, 공산

주의의 필연성으로 요약된다. 역사를 근본적으로 움직이는 ‘물질적 

생산력’은 발전 단계에서 일정한 ‘생산 양식’을 낳게 된다. 이러한 생

산 양식이 경제 구조를, 즉 근본적 토대인 ‘하부 구조’를 이루고, 이러

한 경제 구조가 한 시대의 법적 · 정치적 구조를 형성한다. 뿐만 아니

라 정신적 발전, 다른 말로 하면 문화는 그것으로 인해 결정된다. 즉, 

경제 구조를 토대로 법적 · 정치적 · 정신적인 상부 구조가 이루어진다.

생산력의 발전은 기존의 생산 양식과 대립하거나 충돌하게 된다. 그리고 기존 생산 양식은 

보다 더 큰 생산력의 발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그 생산력의 발전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서 사회의 근본적인 대립이 생기는데, 기존 생산 양식을 유지하려는 힘과, 그 새로운 

생산 관계에 상응하는 새로운 생산 양식을 찾는 힘이 대립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기존의 

<그림 8> 루이 블랑

<그림 9> 로버트 오웬

<그림 10> 마르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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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그것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건설하려는 대립에서 필연적으로 사회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생산 양식이 승리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역사가 발전

하고 사회가 발전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공산당 선언』(1841) 서두에 ‘모든 현존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언명하고 있듯이, 구체적으로는 계급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다는 것이다.

오늘의 자본주의 사회는 생산 수단을 장악하고 있는 부르주아지(bourgeoisie), 즉 자본가 

계급과 생활 수단으로서 의지할 것은 오직 임금뿐인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 즉 노동자 계

급으로 이루어지는데, 노동자 계급은 그 임금을 얻기 위하여 노동 시장에서 노동력을 상품으

로서 파는 도리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저 유명한 노동가치설에 입각하여 자

본가들은 노동자들의 노동 대가를 다 주지 않고 일부를 착취하여 그 잉여가치를 축적함으로

써 ‘부익부 빈익빈’이 되고 이 골은 점점 깊어진다고 강조한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피’를 

부르는 ‘혁명’이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승리한 노동자 계급이 주인이 되는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를 거쳐 계급에 의한 착취가 없고 또 국가도 불필요한 공산주의 사회가 건설된다. 여기

서부터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다.

20세기에 들어서면 마르크스의 붉은 망령의 바람대로, 세계의 거의 반 이상의 영토와 사람

들이 빨갛게 물들었었다. 마르크스주의 자체는, 러셀(B. Russel) 경이 올바르게 지적했듯이, 

일종의 종교였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면서 만국의 프롤레타리아가 

단결할 것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정작 마르크스가 꿈꾼 세계의 변화가 일어난 곳은 선진 영

국이나 프랑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후진국 러시아와 동유럽권, 그리고 동양의 중국, 북한 등

에서 이루어졌고,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사상을 ‘정권 장악

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심리전 등을 이용하여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 후진국 러시아는 공업

이 발달하지 않고 주로 농업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래서 레닌은 마르크스의 노동자 계급에다

가 농민 계급을 더해 이른바 마르크스-레닌주의가 탄생된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마오쩌둥주

의는 노동자 계급보다 농민 계급에 더 중점을 두게 되며, 북한의 김일성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빵’ 문제 때문에 극성을 떨었던 공산 세계는 바로 그 ‘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동독의 소멸, 소련의 해체에 이어 공산국가들 

자체에서도 서서히 또는 급박하게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물들어가게 됨을 목도하게 된 것이

다. 21세기 초두에 중국의 행보가 그렇고, 북한은 기아와 석유 부족 때문에 한때는 대한민국

과 미국 등의 원조를 받았었다. 그러므로 여기서 분명히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을 공식적으로

나 도식적으로 아무런 생각이나 비판도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는 점을 지적하

고 싶다. 이것을 마르크스의 평생 동지였던 프리드리히 엥겔스 자신이 만년에 그의 추종자들

에게 여러 번 경고하고 있다. 역사를 실증적으로 깊이 연구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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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엥겔스는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이론은 마땅히 19세기라

는 당시의 시대적 제약성을 고려해야 한다. 소련의 붕괴와 동독을 비롯한 동유럽권 공산 국

가들의 소멸, 특히 레닌그라드에서 레닌 동상이 철거된 후, 『자본론』을 찾는 학생에게 아직도 

그런 쓸데없는 책을 읽으려고 하느냐는 레닌그라드의 한 서점 주인의 말은 이를 여실히 말해 

준다 할 것이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은 ‘속박이 풀린 프로메테우스(Prometheus Unbound)’라는 옛 

신화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에게 불을 훔쳐다 준 벌로 프로메테우스는 

코카소스산 꼭대기 바위에 쇠사슬로 묶여 제우스가 보낸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 먹힌다. 프로

메테우스는 불사신으로 밤사이에 간이 새로 생기곤 했기 때문에 독수리는 매일 가서 그의 간

을 쪼아 먹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제우스는 그의 아들 헤라

클레스를 보내 활로 독수리를 쏘아 떨어뜨리고, 결박되어 있던 프로메테우스의 쇠사슬을 끊

어버렸다. 프로메테우스가 자유를 찾는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다. 이 신화에서 마르크스는 매

일 간이 쪼아 먹히면서 고통에 신음하는 프로메테우스를 노동자 계급으로, 매일 그의 간을 

쪼아 먹는 독수리를 자본가 계급으로 생각하였고, 또 독수리를 활로 쏘아 죽이고 바위에 쇠

사슬로 묶여 있는 프로메테우스를 풀어준 헤라클레스를 자기 자신으로 상상했던 것 같다. 한

때 상당히 오랫동안 일부 사람들이 프로메테우스의 해방감과 자유를 만끽하고 마르크스를 

‘인류의 은인’으로 생각했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21세기 현 시점에서 냉철하게 돌아볼 

때, 모든 것은 하나의 환상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다. 계급이 없고, 따라서 계급에 의한 

착취가 있는 국가도 없게 된다는 공산주의 사회는 빨간 프러시아인(Red Prussian)인 마르크

스의 예언과는 아주 다르게 변화해 왔다. 북한만 하더라도 노동자, 농민을 포함한 거의 대부

분의 인민들이 공산당이라는 새로이 나타난 괴물 독수리의 통치를 받으며 기아에서 허덕이

고 있다는 것이 그 좋은 증좌다.

참고로 부연하자면, 밀과 마르크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이렇다. 두 사람 다 역사는 직선

으로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진보한다고 생각하였고, 그 목표 지점은 자유라고 생각하였

다. 밀은 남성 사회가 개혁을 통해 남녀 성적 평등이 이루어지는 절대 자유의 실현을 구상하

였던 반면에, 마르크스는 부르주아지 사회가 피의 혁명을 통해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를 거쳐 

계급이 없고 국가도 없는 공산주의 사회의 도래를 자유의 종점으로 생각하였다.

밀이 죽기 두어 달 전에 두 사람이 점심을 함께 하면서 각자 자기의 입장을 표명을 했다는 

의견이 있긴 하지만, 런던에서 수십 년간 살면서도 서로 모르고 지났다는 것이 정설이며, 분

명히 두 사람의 저서 속에는 상대방에 관한 논급이 일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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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독교주의의 응답

1) 무정부주의의 반응

19세기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외에도 기타의 노동자 계급의 빈곤문제의 해결 방안이 나

왔다. 극단적인 성격을 띤 무정부주의(anarchism)의 응답이다.

크로포트킨(Peter Kropotkin, 1842~1921), 바쿠닌(Bakunin, 1814~1876), 프루동

(Proudhon, 1809~1865) 등은 대체

로 노동자 계급의 천년왕국은 무정

부상태이므로 폭력을 써서 정부 요

인을 암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이에 따라 러시아의 황제나 

여러 나라의 정부 요인들이 테러를 

당해 목숨을 빼앗기기도 하였다.

2) 기독교주의의 반응

그러나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아주 특별한 노동자의 빈곤 문제에 대한 응답이 있다. 이

것을 크레인 브린튼 등은 세계문화사에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외에 무정부주의와 한데 묶

어 기타의 반응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독교주의이다. 이것은 큰 오류이다. 어찌 기

독교주의가 기타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서양은, 특히 유럽은 서양 고대부터 기독

교의 세력이 강했다. 더욱이 21세기 초두에는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제

3의 길이라는 사회민주주의가 나오지 않았는가.

개신교의 킹슬리(Charles Kingsley, 1819~1875) 목사는 기독교 사

회주의를 내세워 착취를 연합으로, 경쟁을 협동으로, 비형제적 투쟁

을 형제적 우애로 전환하도록 강조했다. 캐톨릭의 교황 레오 13세

(Leo XIII, 1878~1903)도 기독교 민주주의를 내 세워 “자본은 노동 

없이는 해나갈 수 없고 노동은 자본 없이는 해나갈 수 없는 것이다. 

노동을 위하여 국가는 고용주와 피고용인과의 분쟁으로 이끄는 여러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것은 오늘날 영국의 노동당

이나 독일의 사회민주당의 정강을 연상하게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제3의 길이라는 사회 민주사관의 모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림 11> 왼쪽부터 크로포트킨, 바쿠닌, 프루동

<그림 12> 킹슬리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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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우리는 제3의 길이 제시되기까지의 특히 유럽의 노동자

의 빈곤 문제에 대한 응답의 정책이 어떻게 발전 생성되어 나왔는지

를 일별할 필요가 있다.

19세기 말에 영국에서는 페이비안 사회주의가 나타나 과거 로마

의 파비우스 장군이 지연작전을 써서 한니발을 격파했듯이, 평화적

이며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또 제1 

인터내셔널 시대(1863~1889)의 주도자 라쌀은 선거, 개혁, 남성 선거

권을 쟁취하기 위해서라도 마르크스의 국가 소멸론에 반대하고 심지

어 정당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제2 인터내셔널 시대(1889~1914)에도 베른슈타인은 마르크스의 계급투쟁론을 비판하고, 

공산당 선언에 보이는 노동자 계급은 존재하지 않으며, 프롤레타리아 독재도 거부하며, 점진

적인 민주적 개혁을 표방하여 계급투쟁보다는 계급협동을 강조하면서 자본주의가 공산주의

로 대치되지 않을 것을 주장하였다.

세계 대전, 혁명, 반혁명, 세계 대공황(1914~1945), 전체주의 국가의 출현을 거쳐 냉전시대

와 케인스주의 시대(1945~1979)에 이르러, 복지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일례로, 1959년의 독일의 사회민주당 강령은 마르크스의 경제적 결정론과 계급

투쟁을 비난하고 그 자리에 휴매니즘에 입각한 윤리적 사회주의가 자리잡는다. 특히 이 정당

은 민주적, 실용 개혁적임을 표명하며, 기독교적 윤리, 휴매니즘, 고전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

다고 천명하였다.

3) 신자유주의의 응답

그러나 영국과 미국에서는 신자유주의 물결이 드세게 일어났다. 자유방임 경제의 자유주

의와 자유시장이 자리 잡고, 자본주의 민영화, 긴축경제, 비규제, 자유무역, 정부지출 감축 등

이 감행되었다.

영국의 대처(Margaret Thatcher) 총리는 1979년부터 1990년까지 

긴축재정을 실시하여 물가 인상을 억제하였으며, 이후 소득세 감면, 

소비세와 간접세 증가, 은행 금리와 이자율 증가, 정부 규모 축소, 실

력 성과제도 도입, 민간 기업의 업무 간소화 추진 등을 통해 영국의 

전체적 경제 성장률을 플러스로 돌려놓았으며,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도 기여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했는데, 

<그림 13> 레오 13세 

<그림 14> 대처와 레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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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케인스 경제학으로는 설명을 할 수 없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기현상이었다. 레이건

(Ronald Reagan) 신자유주의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방만한 재정지출 축소와 대규모 감세를 

단행했다. 또 가격과 경쟁을 정부에서 통제하고 관리 감독하는 틀 자체를 폐지시켜버렸다. 

대표적인 사례가 항공기 산업인데, 당시 미국의 항공사는 민간 업체였지만 항공요금은 정부

에서 가격을 통제했다. 항공사들은 가격경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인행사나 기내식 서비

스로 서로 경쟁을 하려고 했지만 레이건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이런 기내식 서비스나 할인권 

발매 같은 경쟁도 금지시키고 동일하게 운영하게 늘 관리감독을 했다. 레이건 정부에서 산업

부분에 경쟁체제를 도입한 후 항공사들끼리 가격경쟁이 일어나면서 항공권 가격은 일제히 

하락했다. 이 저렴한 항공권 때문에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항공기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

했다.

5. 기든스의 사회민주사관 등장

한편 이러는 가운데 자유경제와 사회민주 복지국가의 정책의 혼합인 윤리적 사회주의/개

혁주의/점진주의가 등장한다. 이것이 제3의 길(Third Way, 1990s~2010s)로서 기든스

(Anthony Giddens)가 사회민주주의의 새 얼굴을 내 비쳤는데, 이를 나는 기든스의 사회민주

사관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이를 요약해 보자. 사회주의론의 유일의 공통 특징은 윤리적 

내용에 있다. 사회주의란 사회 협동, 보편 복지 그리고 평등의 관념들―자본주의의 사악함과 

불의에 대한 비난과 함께 생겨난―의 추구이다. 그것은 개인주의에 대한 비판에 기초하고 있

으며, 집단행동과 참여 그리고 사회복지를 향한 집단적 책임감에 대한 신념에 의존한다.

기든스는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의 스태프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는 블레어 영국총리와 게

르하르트 슈뢰더 독일총리가 1999년 6월에 발표한 것으로 유럽 중도좌파 정부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유럽사회민주주의 정책 강령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다.

양국 총리가 영국 런던 노동당 본부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18쪽짜

리 강령은 △정부 역할 축소 △공공재정 지출 축소 △창의력을 북돋

울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 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공급위주

의 고용정책 △법인세 인하를 통한 기업경쟁력 향상 등을 주요 내용

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각국은 사회민주주의 중도 좌파 정부들이 인기를 

끌게 된다. 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서면, 제3의 길을 표방했던 사회

민주주의 국가들은 유럽에서 거의 사라지게 된다. 그것의 결정적인 <그림 15> 앤서니 기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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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는 그리스의 국가 부채로 인한 IMF의 경제 

개입이었다. 2009년 43.9%의 지지율이 2015년 

4.68%로 폭락할 지경이었다. 그 뒤를 이어 이탈리

아와 스페인이 그 뒤를 따랐다.

5.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대한민국은 1960년대 초반은 말할 것도 

없고, 19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경제력이 북한에 뒤쳐져 있었다. 그러던 것이 영미 양국의 

지도자들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의 물결을 타 우리나라의 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

고, 뒤이어 그 여세를 몰아 2015/2016년 유엔연감에 따르면, 중국/미국/독일/일본/네덜란드

에 이어 세계 제5/6위의 경제대국으로 그 위상이 드높아졌다. 현재 철강생산으로도 인도/중

국/미국/일본에 이이 제5위를 점하고 있다.

현재 세계는 2005~2050년까지 동시 다발적으로 제4/5/6/7차 산업혁명이 병행하여 진행되

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세계 경제의 선두 그룹에 속하려면 단 한 가지 길밖에 없다. 마

르크스의 유물사관, 제3의 길을 표방했던 사회민주사관은 실패작으로 극명하게 들어났고, 

이제 남은 것은 민주자유사관에 의한 전진의 길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것이 우리 국민

이 전력을 다해 자본주의의 꽃인 우리의 재벌들을 적극 지원하여 경제대국의 위상을 계속 유

지 존속시켜야 하는 이유이다.

<그림 16> 슈뢰더 독일총리와 블레어 영국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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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칼럼

명예로운 스승 최윤식(崔允植) 교수님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명예교수  박세희

프롤로그

故 東林 崔允植 교수(1899~1960)는 서울대학교의 초기에 학계와 교육계에 크게 공헌하신 

분으로, 개인적으로는 학부와 대학원에서의 필자의 스승님이시다. 불운하게도 스승님은 

1954년의 두 번째 개헌과 연루된 것으로 되어 있어 필자는 지난 몇 년간 진상을 밝히기 위하

여 노력해 왔다.

이에 대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은 2019년 5월 30일자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최윤

식(崔允植) 항목의 내용의 일부를 “한편, 1954년 이승만의 삼선 출마를 위한 개헌 과정에서 

사사오입에 관한 수학적 자문을 해주었다는 의혹을 받기도 하였다”로 수정하였음을 통보하

여 왔다.

이것은 필자가 “대한민국학술원통신” 294호(2018년 1월 1일)에 기고한 “스승을 위한 변명 

--- 최윤식 선생과 사사오입 개헌”을 비롯한 여러 글에서 스승님이 64년간이나 억울한 누명

을 쓰고 있음을 밝힌 데 대한 첫 번째 공적 반응이다. 참고문헌 2-6 참조.

이제 스승님에 관한 진실과 그 뒤의 경과를 명예교수협의회 회원 여러분에게 알리기 위하

여 이 글을 쓴다.

스승님의 생애와 공헌

스승님은 1899년 평안북도 선천에서 출생하여, 1917년 경성고등보통학교(오늘날의 경기

고등학교)와 1918년 그 학교 사범과를 졸업하였고, 1922년에 히로시마고등사범학교 제1부

를, 1926년에 도쿄제국대학 이학부 수학과를 졸업하였다. 

그 뒤 휘문고보, 전주고보, 경성공업학교의 교유로 봉직하다가, 1932년에 경성고등공업학

교(고공) 조교수를 겸임하였고, 1936년에 교수로 승진하였다. 1940년에 당시의 첨단산업을 

위한 경성광산전문학교(광전)가 창립됨에 따라, 그 학교 교수로 전임하였다, 이들 두 학교는 

오늘날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전신이다. 같은 해 연희전문학교 강사를 겸임하였고,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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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경성제국대학 예과 강사를 겸임하였다.

1945년 8.15 광복 후에는 광산전문학교 교장으로 취임하였고, 1946년에 이 학교가 국립서

울대학교로 통합됨에 따라, 9월에 문리과대학 수학과의 초대 주임교수로서 국내 최초의 대

학 수학과를 조직하였으며, 10월에는 조선수물학회를 창립하여 회장(이사장)으로 선임되었

다. 그 뒤 1948년에는 1년여 동안 문리과대학 학장의 보직을 맡았다.

1950년 6.25 전란으로 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1952년에 수물학회를 개편하여 대한수학회

를 창립하고 회장으로 피선되었다. 환도 후인 1954년에 대한민국학술원이 창립됨에 따라 추

천회원이 되었고, 1955년 가을 학기부터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1년간 연구하는 중간인 1956

년 3월에, 서울대학교에 제출한 논문이 통과되어 수학으로는 국내 최초의 이학박사가 되었

으며, 1956년 8월에 유럽을 경유하여 미국에서 귀국하였다. 그 해 10월에 대한교육연합회에

서 37년 근속상을 받았고, 그 밖의 활동으로는 학내에서 여러 차례 대학원위원으로, 학외에

서 문교부 고시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사사오입 개헌의 진실

동아일보는 1954년의 개헌 이후 근 20년이 지난 뒤에야 1973년 12월 15일부터 1974년 1월 

21일까지 25회에 걸친 연재 기사에서, 정치 부분(4면)에 이승만의 영구집권을 위한 「四捨五

入(사사오입)」 改憲(개헌)”이라는 진실에 가까운 기사를 연재하였다.

그에 따르면 1954년 11월 27일 개헌 투표 결과는 재적의원 20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60

명, 기권 7명, 무효 1명. 즉, 개헌 정족수이자 재적의원 2/3인 135.333…명 이상인 136명에 한 

명이 모자라 부결이 선포된 것이다.

그러나 자유당은 개헌안이 부결된 다음날인 11월 28일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해서 개헌안 

부결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끝에…203의 수학적 2/3는 135.333…인데 0.333…은 0.5 이하로

서 수학의 사사오입의 원칙에 따라 버릴 수 있는 수이므로 203명의 2/3는 135.333… 명이 아

니라 135명이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2선은 136표가 아니라 135표로 충분하다는 주장을 맨 처음 내 세

운 사람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 자신이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135표로써 개헌안이 가결됐

다고 주장하기는 했으나 그의 입에서 사사오입이라는 수학이론이 제기됐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다. 사사오입 이론은 이 대통령의 말을 듣고 난 자유당 간부들이 사후 대책을 협의하

는 과정에서 제기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시 항간에는 장경근, 한희석 의원 등이 사사오입 론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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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의 C교수를 비롯한 저명한 수학자들이 이

론적 뒷받침을 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시 자유당 중진의 한 사람으로 이 무렵의 상황을 잘 아

는 모 씨는 “자유당 간부들이 학자를 찾아가 자문을 구한 것은 사

실이나 사사오입 론을 제공해 준 사람이 반드시 수학 전공의 교수

는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자유당 의원은 “자유당 간부들

에게 사사오입에 대한 이론을 소상히 설명해 준 사람은 당시 기술

관계의 공무원으로 봉직하고 있던 이 모 씨였다”고 밝히면서 “고인

이 된 그의 이름을 세상에 밝힐 수 없는 것은 그가 단순히 수학 이

론을 가르쳐 준 데 불과한데도 오명을 뒤집어 쓸 우려가 있기 때

문”이라고 설명했다.

중학교에서 3, 4년 동안 수학을 가르친 일이 있다는 윤상순 의원은 “수학계의 태두인 이원

철 박사와 서울대학교 문리대의 최윤식 교수의 입증에 의해서도 135명은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2인 것이 확증했다”고 주장하여 주목을 끌었다. 또 자유당 의원 총회에서 차트까지 들

고 나와 사사오입 이론을 설명한 김철주 의원도 숫자가 나열된 게시판을 발언대 옆에 세워 

놓고 사사오입의 타당성을 역설했다.

이렇게 해서 자유당은 하룻밤 사이에 사사오입 이론을 내 세워 1표 차이로 부결된 개헌안

을 가결된 것으로 둔갑시키는 정치적 연극을 꾸몄다. 그리고 일요일인 28일 하룻밤 사이에 

두 차례에 걸친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조정을 꾀한 후 월요일인 29일 국회 본 회의에서 회의

록을 정정하는 형식으로 엄청난 의사당 안에서의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 것이다.

스승님의 진실

이렇게 해서 자유당은 국회에서 부결된 개헌안을 가결된 것으로 번복하고, 그 근거가 필자

의 스승 최윤식 교수의 사사오입 론이라고 온갖 매체를 통하여 선전하였다.

그 이듬해인 1955년에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수학과에 입학한 필자는 어떤 기회에 학생

들을 나무라시던 최윤식 주임교수께서 “사사오입처럼 얼렁뚱땅하면 안 돼!”라고 일갈하시는 

것을 듣고 너무나 놀랐다. 이것은 최 교수에 대한 당시의 사회 통념에 어긋나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선배들에게 물어보았더니, 당시의 재학생들이 언론기관에 진상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러 가자고 하자, 대학원 학생이었던 최 교수의 자제를 비롯한 선배들이 그래봐야 추문

만 재확대될 뿐이니 참고 기다리면 잊혀질 것이라 말렸다고 한다.

최윤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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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뒤로 지금까지 언론 미디어나 인터넷 등에서는 계속하여 최 교수를 사사오입 개

헌의 주모자로 낙인을 찍고, 사사오입 개헌의 일등공신인 양 악의에 찬 글을 실어대어 오고 

있다.

실제로 평생을 우리나라의 수학 교육과 수학 연구의 보급 확대에 진력해오고, 학술단체 이

외의 정치 활동에 전혀 참여한 일이 없는 최 교수께서는 당시에도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

다.

1959년에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생이 된 필자는 최 교수의 미발령 무급조교가 되어, 그 분 

곁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 이듬해는 격동의 1960년이었다. 사사오입 개헌으로 3대 대통령까

지 지낸 이승만은 4대 대통령에 출마하고, 부통령 이기붕과 함께 당선되었는데, 이것이 유명

한 3.15 부정선거의 결과이다.

그리하여 4.19 학생혁명이 일어나고, 이 날 우리 수학과 2학년 김치호 군이 영웅적인 죽음

을 당했다. 그가 그 날 새벽 일기장에 마지막으로 써놓고 나간 “오늘도 나는 정의를 위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련다”는 의기에 찬 글은 “문리대 4.19 기념탑” 뒷면에 새겨져 있어, 

아직도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난 뒤에 문리과대학 학생회는 며칠에 걸쳐 학생

총회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어용교수 문제가 논의되었고 스승님의 해명이 요청되었다.

그래서 스승님께 필자가 직접 들은 얘기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그 날(개헌안이 부결된 1954년 11월 27일) 저녁 이익흥 군과 손도심 군이 찾아왔어

요. 전자는 내가 고등공업학교 조교수를 할 때 부속학교 같은 경성공업학교 제자이고, 

손도심 군은 내가 문리대 학장이었을 때 학생회장이어서 잘 알지요. 수인사가 끝나고 

난 뒤에 그자들이 지나가는 말로 203의 2/3가 얼마냐는 산술문제를 물어서 계산을 해

보니 135.333…이라고 답했지요. 그랬더니 사사오입을 하면 얼마냐 물어서, 근사값으

로 135가 된다고 해 준 것이 전부예요.”

자유당의 핵심 간부였던 두 사람은 2/3 이상이라는 것, 즉 “203의 2/3보다 큰 자연수 중에

서 가장 2/3에 가까운 자연수” 즉 136을 구하는 문제를 “203의 2/3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 

즉 2/3의 근사값을 자연수의 범위에서 구하라는 초등학교 산수문제로 물어본 것이다. 

그 이튿날인 11월 28일에 자유당의 의원 총회는 “203의 2/3 미만인 135가 2/3 이상”이라고 

거짓된 결정을 하고, 11월 29일 국회에서 27일에 부결된 개헌안을 번복하게 된다. 그리고 자

유당은 모든 언론에 “203의 2/3는 135이다”가 수학계의 최고권위자 최윤식 교수의 언명이라

고 강변하기 시작했다. 그 보도 전후에 언론 매체에서 인터뷰나 전화로 의견을 물어온 일이 

있었냐는 물음에 스승님께서는 “전혀 없었다”고 대답하셨다. 결과적으로 모든 언론 매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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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의 공표대로 일제히 똑같이 보도한 것이다.

얼마 뒤인 1960년 8월 3일 저녁에 스승님께서는 뇌일혈로 서거하셨다. 장례식은 8월 6일에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장(葬)으로 거행되었으며, 시종일관 육군사관학교 군악대가 문리대 

본관 앞 넓은 터에 대열을 취하고 장엄한 주악을 해주었다. 학장의 조사 후에, 당시의 허정 

과도정부의 문교부 장관이었던 이병도 박사가 학술원 회장 자격으로 조사를 하였고, 끝으로 

필자가 감히 제자 대표로 조사를 낭독하였다. 육군사관학교 군악대는 장례 행렬이 장지로 출

발할 때 스승님의 애창곡이던 “매기의 추억”을 연주하여 전송하였고, 나팔수 몇 명은 장지에

서 하관시까지 예악을 해주었다.

생각해보면, 학생 권력이 최고조인 때에, 더구나 사회가 극단적으로 혼란했던 시기에, 대학 

본관 앞에서 장엄한 장례식을 거행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승님이 절대로 어용학자일 수 없었다

는 증거이기도 하다.

지금도 인터넷 웹페이지 등에 스승님에 대한 악의에 찬 오해의 글이 난무하는데, 그 중 하

나는 국가기관에 의한 다음의 글이었다.

“한편, 사사오입 개헌이 수학적으로 타당하다는 단초를 제공하여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17년 6월 26일자 추가

이 기록을 그냥 남겨둔다면 스승님은 역사에 영원히 곡학아세(曲學阿世)의 견본으로 남게 

되고, 진실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게 된다. 돌이켜보면 이승만과 자유당이 만들어낸 거짓이 

한 순수한 학자의 명예를 영원히 짓밟는 결과를 낳고, 결과적으로 자유당 스스로가 초등학생

만도 못한 무지몽매한 사이비 집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2018년 6월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게 그 기록의 정정을 요청하는 서신

을 냈고, 그에 대한 답신이 없어 다시 2019년 4월에 갈은 서신과 근거가 되는 자료인 참고문

헌 2-7의 사본을 보내게 된다.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게 진실을 밝힐 것을 요청한 필자의 서한과 답신을 게재하여 

역사에 남기려 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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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애하는 안병욱 원장님께

연구원을 운영하시느라 수고하시는 데 경의를 표합니다.

본인은 우리나라 근대 수학의 개척자이신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최윤식 교수의 옛 

제자입니다.

스승님께서는 우리나라의 교육과 학문 창달에 큰 공헌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도

한 정치꾼들에게 본의 아니게 이용당하여 1954년의 사사오입 개헌의 단서를 제공하

였다는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은 채 작고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귀 연구원의 한국민족대백과사전에 2017년 6월 26일자 추가로 “사사오입 

개헌이 수학적으로 타당하다는 단초를 제공하여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는 터무

니없는 기록이 실리게 됩니다.

이 편지와 함께 그 경위를 소상히 밝힌 글 여러 편(학술원통신, 헌정회 기관지, 대한수

학회 소식, 중앙일보 기사)과 스승님이 창립하신 대한수학회와 우리나라 수학교육에

의 공헌을 수록한 간행물의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관련 연구자들이 숙지하여 기록을 

바로잡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도 “미만”이 “이상”이 될 수 없어 타당하지 않음을 잘 아는 사실을 천하의 공

당이 한 학자의 권위를 빌어서 넘어간 사건을 바르게 기술하는 것도 민족문화대백과

사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귀하의 건승과 귀 연구원의 발전을 기원하며

2019년 4월

박세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종신회원

위에 역사적 자료로서 한국학 중앙연구원의 답신 전체의 사본을 사진으로 들고, 그 내용을 

아래에 전재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의 회신

수 신  박세희님

제 목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최윤식(崔允植)’ 항목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최윤식(崔允植)’ 항목 내용을 읽어보시고 “최윤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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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승만 정권의 사사오입 삼선개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내용을 수정해

야 한다”고 요청하신 박세희님의 민원 건에 대하여  한국학사전편찬부 백과사전편

찬실에서 민원인의 제출자료 일체를 열람하고 기타 문헌자료를 분석한 후 원고 내

용의 일부를 수정하였으므로 붙임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붙임: 1. 최윤식(崔允植) 항목 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서 1부.

         2. 최윤식(崔允植) 항목 민원 해결에 관한 내력 1부. 끝

‘최윤식(崔允植)’ 항목 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서

박세희 명예교수님 귀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수록된 과학/과학기술 분야의 ‘최윤식(崔允植)’ 항목에 

관한 선생님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답신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제출해주신 자료들을 저희 연구원 한국학사전편찬부 백과사전편찬실에서 

열람하여 민원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문제제기해주신 ‘최윤식(崔允植)’ 항목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선생님의 서신 및 관련 자료 일체를 원장실에서 접수받아 곧바로 담당부서인 한국

학사전편찬부로 민원을 이관하였습니다. 한국학사전편찬부에서는 편찬부장과 백과

<한국학 중앙연구원의 답신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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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편찬실장이 직접 민원 내용을 파악하고 선생님의 민원 제기가 타당한지의 여

부를 민원 담당 실무자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   민원 담당 실무자는 귀하께서 제시한 <스승을 위한 변명: 崔允植 선생과 四捨五入 

改憲> 등 5건의 자료를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원 도서관에 소장되

어 있는 『동아일보』 1974년 1월 16일 기사(“秘話 第一共和國 第七話 「四捨五入」 改

憲” 제22편)와 사사오입 개헌 당시의 정황을 소개한 『정치사의 현장 증언』(서병조, 

중화출판사, 1981) 등의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최윤식 교수는 1954년 자

유당 정권의 개헌 과정에 연루되어 사사오입에 관한 수학적 견해를 제시했다는 의

혹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백과사전 내용을 수정하

였습니다.

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최윤식(崔允植)’ 항목에서 수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

니다.

항목 최윤식(崔允植)

수정 전
한편, 사사오입 개헌이 수학적으로 타당하다는 단초를 제공하여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수정 후
한편, 1954년 이승만의 삼선출마를 위한 개헌 과정에서 사사오입에 관한 수학

적 자문을 해주었다는 의혹을 받기도 하였다.

에필로그

위에서 “삼선출마를 위한”은 “영구집권을 위한”으로 고쳐야 한다. 이 때의 개헌은 초대 대

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을 철폐하려는 목적으로 이승만의 영구 집권을 도모하려는 것이었

다. 실제로 이승만은 1956년에 3선을 하였고, 1960년에 3.15 부정선거로 4선 대통령에 당선

되었으나 4월의 학생혁명으로 하야하였다.

위에서의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자유당 도당들의 날조이며, “의혹을 받기도 하였다”는 역

사적 사실을 서술한 것으로 보이나, 사회 각계의 스승님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는 데는 

미흡하다. 도리어 “오해를 받아왔다”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아직도 인터넷, 드라마, 

언론매체 등 항간에 떠도는 부정확하고 악의에 찬 “의혹”에 대한 언론계, 역사학계, 정치학

계, 헌법학계의 연구가 미흡한 현실은 너무나 개탄스럽다.

소위 사사오입 개헌 이듬해에 오죽 속이 상했으면 “얼렁뚱땅하면 안 된다”고 일갈하셨던 

스승님께서는, 1960년 필자에게 진상을 밝히실 때 이익흥 군과 손도심 군이 제자라는 이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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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마디 비난의 말씀도 없으셨다. 실제로, 스승님은 고매하신 인격과 한없이 너그럽고 

따듯한 인품을 지니셨던 분이다.

스승님은 교육자, 교육행정가, 학자, 수학회 창립자, 저술가로서 괄목할 업적을 남기셨고 

해방공간에서 수학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여 우리나라에 크게 공헌하신 분이다(참고문헌 7 참

조). 이러한 스승님의 공적에 대하여 국가와 사회는 그릇된 의혹으로 보답하여 왔다. 이 사실 

또한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 글은 스승님의 ‘의혹’에 대한 결말이 아니라, 결말의 시작이다. 국가와 사회는 자유당 일

당의 무지와 죄악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함으로써, 역사의 진실을 바르게 남겨야 한다. 

끝으로 스승님에 관한 진실을 밝히는 데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 여러분에게 감

사의 뜻을 표한다. 한편 2년 여 기간에 걸쳐 “대한수학회 70년사”를 편찬하는 동안 수 없이 

많은 스승님의 업적을 함께 검토하고 논의에 참여해 준 편찬위원 여러분과 대한수학회 사무

국 직원 여러분에게 따뜻한 감사를 드린다. 초대 회장이셨던 스승님은 우리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계실 것이다.

다시 한 번 때늦은 이 글을 스승님의 영전에 바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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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과 창설 60년을 돌아보며

음악대학 국악과 명예교수  이재숙

국악과 창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서울대학교가 국립으로 시작되고, 1946년 2월 현제명에 의하

여 개교한 경성음악전문학교가 서울대학교로 이적하여 예술대학 음악부가 생기고 예술대학

이 음악대학과 미술대학으로 나뉘어 자리 잡게 되었다. 당시는 흔치 않은 제도였고 그 일을 

주도한 분이 미술대학 초대학장 장발과 음악대학 초대학장 현제명이며 이는 놀라운 업적이

었다. 뒤이어 1959년 서양음악 일변도의 교육에서 우리나라에 새로운 국악교육기관인 국악

과가 대학교에 생긴 것이다. 서울대학교 국악과의 탄생은 우리나라 국악교육의 혁명적인 거

사였으며 현제명, 이혜구, 장사훈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이었다.

1959년 1월 국악과 창설에 관한 회의가 있었으며 이 모임에는 음악대학 현제명 학장, 이혜

구 박사, 김성태 작곡과장, 전봉초 교무과장, 김학상 학생과장, 성경린 국립국악원 원장, 장사

훈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여기에서 전공과 교과목 설정을 논의 하였으며 이

혜구 박사를 국악과장으로, 신입생 50명을 모집하는 것을 결정함으로써 국악과 창설이 이루

어지게 되었다.1) 그해 4월 신입생이 입학하였으며 나는 그 첫 번째 입학생으로 국악인으로서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음악대학 교사 이전

1959년 4월, 내가 입학할 당시 음악대학은 종로구 연건동 현재 의과대학 캠퍼스 안 쪽 함

춘원에 위치해 있었다. 함춘원은 1484년에 창경궁을 창건하고 1493년부터는 창경궁에 딸린 

후원을 함춘원이라 불렀다. 일제 강점기 때 함춘원일대에 서울대학교의 전신인 경성제국대

학이 세워지면서 이곳에 원래 모습은 사라지고 석단과 그 앞에 함춘원 문만 남아 있었다. 음

   1) 장사훈, 「서울대학교 국악과 30년사」(서울대학교 음악대학, 1989),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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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사는 함춘원2) 문 서북쪽에 2층 건물 한 동과 1950년 6.25전쟁 후에 임시로 지어진 것으

로 보이는 천정이 둥그런 콘스트(Const) 가건물 한 동이 있었다. 건물에는 사무실과 강의실 

연습실이 있었고 콘스트는 강당으로 사용하며 합창수업과 수요연주회 수업을 하였고 전체 

입시생이 필기시험을 그곳에서 치렀다.

교수 개인연구실은 따로 없었던 것 같고 함께 쓰는 교수실만 있는 정말로 열악한 환경이

었다. 친구도 교사도 교수도 한국음악도 낯설어 몹시 서글펐던 추억이 남아 있다. 그래도 교

사 주위에 옛 건물 같은 형태가 조금씩 남아 있었고 주위에도 나무와 풀이 있어 그 고풍의 건

물 흔적이 정서적인 분위기를 담아내어 위로가 되었다.

한 학기를 마치고 1959년 2학기에 중구 을지로 6가 약대가 사용하던 교사로 약대와 음대

가 서로 교환하여 이전하였는데 함춘원의 교사보다 건물은 넓고 강당 강의실 연습실 교수실

이 갖추어져 있었으나 주위 환경은 시장 한가운데이고 강의실 앞 좁은 길 건너에는 중앙의료

원 영안실이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

때로는 수업에 방해가 될 정도로 소란스러웠으며 어느 날 이성재교수가 담당했던 음악 감

상 수업을 할 때에 시장의 레코드 가게에서 ‘오동추야 달이 밝아 오동동이냐…’라는 유행가

가 확성기를 타고 교실까지 크게 들려 수업을 잠시 멈춘 일도 있었다. 1976년에는 을지로 6

가에 자리 잡고 있던 음악대학이 서울대학교의 종합발전 계획에 따라 관악구 신림동으로 이

전하였다.

신림동으로 이전한 당시에는 건물의 수가 지금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 쾌적하였고 모

든 건축물이 콘크리트 건물인데 비하여 음대 미대 건물은 예술적인 건축설계에 1인자로 알

   2) 의대 캠퍼스 안에 있는 교수 휴게실이었다. 의대 캠퍼스 동쪽에는 함춘원이 서쪽에는 음악대학

이 있었다.  

<그림 1> 함춘원의 문 · 뒤에 보이는 건물터에 

음대가 있었으며 현재 간호대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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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진 공간건축의 설립자 김수근3)의 작품으로 벽돌로 시공하여 그래도 서울대학교 전체의 건

축물 중 예술적인 분위기를 내는 건축물이었으나 현재는 약간의 증개축으로 당시의 아름다

움은 사라지고 실용적으로 바뀐 상태이다.

학생시절

1959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국악과는 만들었지만 학생을 모으는 것이 급한 상황이었

다. 그래서 음대 학생과장 성악가 김학상 교수님이 적극적으로 나섰고 김 교수님은 자신에게 

성악 레슨을 받던 권오성,4) 조위민,5) 김동필6) 등 몇 학생을 ‘국악과가 새로 생겼으니 성악보

다 국악이 더 장래성이 있다’라고 설득하며 국악과를 지망하도록 하였다. 당시 김동필은 서

울대학교 음악대학 주최 콩쿠르에 입상하여 성악과를 지망하면 합격하는 특혜도 받을 수 있

었으며 권오성과 조위민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어서 성악과 합격은 충분한 실력이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국악과 신입생 50명을 뽑으려고 공고를 하고는 신입생이 모자랄 것 같

아 제1지망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들을 제2지망으로 국악과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었

다. 나는 성악과를 지망하였는데 제1지망인 성악과에 합격하지 못하고 제2지망인 국악과에 

   3) 김수근(1931~1986) 건축가 · 대표작품으로는 서울 경동교회가 있다. 

   4) 한양대학교 명예교수(1941~ )

   5) 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역임(1939~2014)

   6) 고교재학 시 서울대학교 콩쿠르에 입상하였고,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 갔으며 미국에서 성악가

로 활동하였음(1940~ ).

<그림 2> 중구 을지로 6가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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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하였다.

당시는 음악을 전공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환영 받지 못하던 시절이었고 더욱이 국악을 전

공하게 되니 아버지의 반대가 극심하셨다, 국악과에 입학은 하였으나 못내 아쉬워하시던 아

버지는 2학년이 되자 다른 대학교 성악과로 편입시험을 치러보라고 권유하셨다. 그러나 성

악을 지도해 주신 고교 교사였던 황임춘 선생님이 아버지를 만나 ‘따님이 국악 공부를 계속

하면 보람 있는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란 말씀도 해 주시며 여러 번 설득하여서 아버지

는 내가 졸업 할 때 까지 그냥 방관하셨다.

신입생 50명 정원 중 46명을 뽑았으나 10명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제2지망으로 학교를 다

니게 되니 모두들 흥미가 없었다.7) 대학에서는 제2지망으로 입학한 학생을 붙들어 두려고 특

별한 유인책을 썼다. 이는 부전공 제도를 두어 부전공으로 자신이 애초에 하려던 전공 공부

를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부전공을 위해서 교수를 배정하고 매주 레슨을 전공자

와 똑같이 받도록 하였는데 예를 들면 서양 성악을 전공하려던 학생에게 매주 국악 레슨 40

분, 부전공으로 서양 성악 레슨 40분을 4년 동안 공부하도록 배려한 것이다. 따라서 ‘국악과

를 다니면 두 가지 전공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학생을 설득하였다.

테너로 유명한 박성원 교수,8) KBS 교향악단의 혼 수석연주자 신홍균,9) 미국에서 성악가로 

활동한 김동필도 국악과 출신이다. 이 외에도 국악과 출신이 서양음악가로 활동을 하는 분 

들이 여러분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음악대학 당국에서 국악과를 어떻

게 하든 키워 보려고 많은 궁리를 했다고 생각된다.

나는 국악전공을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었던 사회적 분위기와 아버지의 반대로 갈등도 있

었지만 입학 때부터 한번 열심히 해 보자는 결심을 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방학 때에는 종

로 3가에 있던 조선정악원에서 나원화10) 선생님께 양금도 배우고 국립국악원에서 신은휴 선

생님께 장구 강습도 받고 황병기11) 선생님께 가야금 레슨도 받고 몇 명의 친구들과 모여 합

주도 하며 국악을 가급적 빨리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입학한 학생들은 국악기를 처음 보는 학생이 대부분이었고 전공악기를 선택할 때 모두가 

자기가 아는 악기인 가야금을 지망해서 학교 당국에서는 1년 동안 4개의 악기를 선정해 한 

   7) 이혜구, 「만당음악편력」(민속원, 2017), 132쪽.

   8) 국악과 졸업 후 성악과로 학사 편입하여 성악과를 졸업하였으며 그 후 이태리 유학을 마친 후 

연세대학교 성악과 교수, 국립오페라 단장을 역임하였음(1940~ ).

   9) KBS 교향악단 ‘혼’ 수석단원 역임(1940~?).

10) 조선 정악원 원장. 1950년대 음악이론가 중 한 사람. 

11)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역임(1936~2018), 가야금 창작곡에 독보적인 일가를 이루었으며, 작품으

로는 ‘숲’, ‘침향무’, ‘미궁’, ‘밤의 소리’, ‘춘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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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를 8주씩 돌아가며 배우도록 하였다. 지도교수로는 단소에 김기수, 피리에 김준현(1학기

이후 타계하였음), 김태섭(2학기), 가야금에 황병기, 거문고에 장사훈 선생님이었으며 2학년

에 비로서 전공악기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2학년 때의 전공 선택은 가야금, 거문고, 

피리, 해금 이론 등 대금을 제외한 모든 악기의 전공자가 있었으나 다른 악기는 한명 또는 두

명에 불과 할 뿐 대부분의 학생이 가야금을 선택 하였다.12)

당시 국악과목의 교재는 책으로 출판된 것은 전혀 없었고 시간마다 등사판에 촛물 먹인 

종이를 놓고 펜촉과 같이 끝이 뾰족한 골필로 긁어서 등사하여 사용함으로서 매 시간마다 

교재준비로 바쁘게 지냈던 것으로 기억한다. 또한 국악의 용어와 곡목도 생소하고 이론도 잘 

정립되어 있지 않아 국악을 전혀 접하지 못했던 학생들은 선생님이 아무리 잘 설명해 주셔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대부분이었다. 2학기가 되어서는 뜻있는 학생 몇몇이 연구한답시고 

광화문에 위치한 우리 집에 모여 공부하고 토론하기도 하였으며 2학기 말에는 국악 논문(?)

12) 전인평, 「한국창작음악사」(서울: 아시아문화, 2017), 261쪽.

<그림 3> 단기 4292년도 수업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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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써서 학과회지로 발간하기도 하였다. 그 모임이 국악연구회의 모태가 되었다고 생각되며 

그 때 모인 친구가 권오성, 김용진,13) 조위민, 이수자,14) 이재숙이 주 멤버였고 가끔 다른 친구

들도 모이곤 하였다.

제2지망으로 입학하기는 했지만 나는 처음부터 가야금 전공을 하기로 마음먹고 황병기 선

생님께 학교레슨 외에 개인레슨을 지속적으로 받았으며 대학원재학 시에는 실기전공이 없었

으므로 계속 황병기 선생님께 가야금 개인레슨을 받았다.  대학원 3학기 때 부터는 석사 논

문을 쓰기 위해 김병호, 성금련, 김윤덕 등 1세대 가야금명인께 동시에 공부를 하며 채보하였

고, 그 후 함동정월, 김죽파, 김춘지 등 1세대 가야금 산조의 명인 모두에게서 직접 배울 수 

있는 행운도 가질 수 있었다. 그간 채보한 산조를 1971년 『가야금 산조』,15) 사람들이 흔히 ‘빨

간책’이라고 부르는 악보집을 출판하였다. 그 책이 출판 된 기사가 ‘최초의 가야금산조 채보 

출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신문에 게재 되었는데 그 신문을 읽은 독자가 신문사에 항의하여 

곤욕을 치른 것도 씁쓸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독자의 항의는 즉흥성을 띠고 연주하면서 그때

의 분위기와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속성을 가진 산조를 채보하여 고정시키면 산조 본래의 예

술성을 상실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의 뜻을 이해는 하나 종래에는 한 연주자가 산조 한바

탕만 평생 구전심수로 배워 연주하던 것을 1년, 즉 두 학기 30시간 만에 연주시간 1시간에 이

13) 한양대학교 명예교수(1939~ ).

14) 작곡전공(1940~ ), 졸업 직후 왕성한 작곡 활동을 하였으나, 그 후 작곡을 중단함. 

15) 이재숙 채보, 「가야금산조」(서울: 사단법인 국악학회, 1971), 176쪽.

<그림 4> 국악과 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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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산조 전 바탕을 배워 시험을 치러야 하는 대학교육제도에서 악보화 한 산조의 교수법

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또한 산조음악의 분석도 악보 없이는 불가능 한 것이었다.

1963년 첫 졸업생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우리는 무엇인가 새로운 국악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졸업생 몇 명이 이혜구 교수님을 찾아뵙고 연주단체를 만들어 활

동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신국악’과 ‘예술’이라는 말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셨

다. 당시는 인간문화재 제도도 없어서 국악을 예술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고 또 국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어 국악 분위기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하였던 때였

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신국악예술인회’였는데 예술을 붙이는 것이 쑥스러워 ‘신국악인

회’16)라 하는 것이 어떠냐고 여쭈었더니 이혜구 교수님은 반듯이 ‘예술’을 붙이라고 권고하시

며 ‘즉 자네와 같은 사람이 신국악예술인이네’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신국악예술인회’가 

결성되었으며 그 후 1966년 4월 25일 서울대 음대 콘서트홀에서 제1회 신국악예술인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하였고 이 연주회에서 김용진 작곡 <합주곡 제2번>, 이성천 작곡 <독주곡 제

13번>, 조재선 작곡 <젓대를 위한 시나위> 등 모두 6곡이 연주되었다.

그 후 매년 정기연주회와 임시연주회를 개최하며 그 때마다 매회 초연 창작곡을 연주하였

고 전통 음악도 편곡하여 연주하고 또 독주와 서양악기와 연주하는 협주곡으로도 편곡하여 

다양한 레파토리를 연주하며 오늘의 신악회로 이어졌다.

1960년대는 창작 국악을 이해하는 청중이 많지 않아 창작곡 연주에 큰 어려움이 따랐다. 

난삽한 연주법으로 작곡한 곡을 열심히 연습하여 연주할 때 청중들의 야유로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였다. 1966년 제2회 가야금 독주회에서 이성천의 ‘놀이터’17)를 초연 하였는데 독주

회에 참석 하시고 귀가하신 성금연18) 선생님께서 곧바로 전화하셔서 ‘너 그런 곡을 연주하면 

국악의 반역자가 된다’고 충고 해 주시며 내 연주생활의 미래를 걱정 해 주실 때 당황하였고 

1970년경 광복절 기념 연주회에서 이해식의 ‘흙담’19)을 연주할 때 ‘그것도 음악이냐 들어가라 

들어가라’ 하는 야유가 빗발쳐 굴욕을 무릅쓰고 연주한 때도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당시는 

나 자신도 정말 이와 같이 청중이 외면하는 음악을 고생하며 연습해서 연주해야 하나?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였다. 창작곡 연주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현대음악 감상의 이해를 

돕는 Modern Music이라는 책을 어느 음악인이 소개하며 읽어볼 것을 권고 했다. 그 책 중에

서 “What is modern Music - And Why Have People Never Liked It, At first?”20)라는 제목의 

16) 전인평, 「한국창작음악사」(서울: 아시아문화, 2017), 111쪽.

17) 이성천(1936~2003) 작곡, 가야금을 위한 ‘놀이터’ 1966년 초연.

18) 가야금의 명인(1923~1986)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기 · 예능보유자.

19) 이해식(1943~ ) 작곡, ‘흙담’ 1968년 초연.

20) John Tasker Howard 「Modern Music」(New York: The New American Library of World 



2부  칼럼    129

글을 읽었다. 그 글에는 초연 때 많은 야유를 받은 음악이 얼마 후에 청중과 비평가들의 찬사

와 사랑을 받는 곡들로 인식이 바뀐 예의 곡들이 소개되어 있었다.21) 그 책을 읽고 용기를 얻

은 적도 있다.

교수시절

1965년 대학원 졸업 후 조교, 1966년 시간강사, 1967년 6월 1일 전임강사로 임용 되었고 

2006년 8월 39년 3개월 교수로 봉직하고 정년퇴임 하였다. 그 후 5년간 명예교수로 학생을 

지도 하였으니 국악과 입학 이래 52년간 국악과를 계속 떠나지 못하고 지킨(?)셈이다.

1964년 한국 최초의 국악 (가야금) 독주회22)를 개최하여 현재와 같은 국악 독주회의 전형

을 세웠고, 기록문화를 소유할 수 없었던 시대에 구전(口傳)으로만 전승 되어 오던 전통음악 

가야금산조를 1971년 오선보로 악보화하여 최초로 다섯 유파의 가야금산조를 채보 출판하

였다. 1981년 명 고수들이 악보 없이 선율에 맞추어 즉흥성을 띠고 반주하던 정악과 민속악 

반주법을 명인들께 직접 전수 받아 채보 정리하여 “국악반주법23)”을 출판하였다.

1982년 국악과 과장으로 재직 시 한미수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기획하여 국제문화

협회, 현재는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지원을 요청하여 기금을 받아 20명의 국악과 학생연주단

을 인솔하여 미국 순회연주를 하였다. 약 40일간 유수한 15개 대학교24)에서 국악 연주회를 

개최하여 미국청중들과 한국교민들께도 한국음악의 우수성과 특수성을 인지케 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미국 전역을 순회연주 하며 현장실습을 경험하게 한 것은 교육적으로 큰 수확이

Literrature, Inc.) 1957, 7쪽.

21) 위의 책, 47쪽.

22) 조선일보(1964년 10월 25일 6면).

23) 이재숙, 「국악반주법」(서울: 수문당 1980), 166쪽. 

24) Yale University, Columbia University in the City of New york,   

 Washington international School, University of Maryland at Baltimore County,   

 University of Missouri at  St. Louis, Indiana University,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Chicago Musical College of Roosevelt University,

 University of  Chicago, Western Michigan  University,

 University of  Michigan at Ann Arbor, University of Washington at Seattl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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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생각된다.

1994년 아시아琴교류회25)를 결성 아시아지역 음악교류를 활발히 하였고 영국 캠브리지대

학교, 런던대학교(SOAS), 미국 하와이대학교의 객원교수를 역임하며 가야금을 가르친 것은 

외국학자들에게 한국음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한다.

2008년에 발간한 “가야금산조 여섯 바탕전집”26)은 개별 산조유파의 음향기록을 부록으로 

실었다. 여기에는 다양한 녹음방식의 음원을 CD로 복각했는데, 이 음원은 내가 직접 채록한 

음향들이 대부분이며 이 음반의 연주자들은 1세대연주자로 유명을 달리한 인간문화재들의 

기록음원27)이다.

서울대학교 교수로 봉직하는 동안 유수의 가야금 연주자들을 배출하였고 무엇보다 현재 

대학교를 비롯하여 전국 가야금 교육계와 연주계에서 활약하는 연주자 대부분이 본인의 제

자라는 점은 국악과 창설 60주년을 맞는 오늘, 내 생애에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하며 감사함

25) 아시아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琴 계열 악기의 연구 및 교류연주를 목적으로 결성한 악회.

26) 이재숙 편저, 「가야금산조여섯바탕전집」(서울: 은하출판사, 2008), 432쪽.

27) 1930년대 가야금: 정남희(1905~1984) 장구: 한성준(1874~1941) 연주

 1950년대 가야금: 강태홍(1893~1957) 장구: 박녹주(1905~1979) 연주

 1960년대 가야금: 김병호(1910~1968) 장구: 박동진(1916~2002) 연주

 1965년경 가야금: 김윤덕(1918~1078) 장구: 이정업(1908~1974) 연주

 1971년 가야금: 함동정월(1917~1994) 장구: 김명환(1913~1989) 연주

 1981년 가야금: 김죽파(1911~1989) 장구: 김동준(1925~1990) 연주

 1984년 가야금: 성금연(1923~1986) 장구: 김명환(1913~1989) 연주

<그림 5>  

한미수교100주년기념 

미국순회연주 프로그

램 및 방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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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간직한다.

끝으로 이와 같은 보람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존경받던 아버지 같은 버팀목이 

되어주신 이혜구 선생님,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하던 시절 외롭고 쓸쓸할 때 어머니같이 보

듬어 주시던 장사훈 선생님의 은덕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큰 행사를 치르

기 위해 관계기관을 함께 다니며 설득하여 기금을 확보하던 동반자 한만영, 연주 불가능한 

기법으로 작곡하여 초연하게 함으로써 내 연주기법 향상에 도움을 준 동반자 이성천, 항상 

옆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으로 내 게으름의 채

찍이 되어 주었던 김정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내가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준 오용록 

교수께 국악과 창설 60주년을 함께 할 수 없음에 아쉬움을 남기며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참고문헌

전인평, 한국음악창작사(서울: 아시아문화), 2017.

송방송, 한겨례 음악인대사전(서울: 도서출판 보고사), 2012.

이재숙, 가야금산조(서울: 한국국악학회), 1971.

      , 국악반주법(서울: 수문당), 1980).

      , 가야금산조여섯바탕전집(서울: 은하출판사), 2008.

<그림 6> 정신문화연구원 세미나를 마치고 1980년경.

앞줄 좌로부터: 이보형, 권오성, 장사훈, 이혜구, 김기수, 황병기, 한분건너 안휘준

가운데줄: 두번째 이강숙, 이성천, 한명희, 김용진, 송방송, 김정자, 이의경, 한만영

뒷줄: 문화원직원, 윤미용, 이재숙, 백대웅, 김순제, 이동복, 황준연, 김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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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Tasker Howard, Modern Music(New York: The New American Library of World Literrature, 

Inc.), 1957.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30년사(서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1989.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50년사(서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2009.

[이 글은 서울대학교 국악과 창설 60주년 기념 동양음악연구소 정기학술회의에서 발표한 회고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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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간호교육의 토대
대한제국에서부터 미군정기까지

간호대학 간호학과 명예교수  김금순

I. 서론

서울대학교 간호교육의 시초는 대한제국 시절인 1907년 대한의원 부속의학교 간호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는 조선총독부의원과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

원 간호부와 산파 양성과를 거치고, 해방 이후 미군정기에는 고등간호학교로 바뀌면서 현재 

서울대학교의 간호교육과 맥을 잇고 있다. 20세기 전반기에 이루어진 이러한 간호교육은 여

성의 사회활동을 극심하게 제한했던 유교적 전통과 남성중심적인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여성의 간호전문직 발전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자주 독립운동 등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여성지도자 양성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1959년에는 서울대

학교 부속 고등간호학교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로 승격하였고, 1991년에는 졸업

생과 교수진 모두가 열망하던 간호대학으로 승격하여 현재에 이르면서 세계로 뻗어가는 대

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2019년 현재 서울대학교는 QS(Quacquarelli Symonds) 세계대학 

중에서 37위를 차지하는 대학으로 우뚝 섰다. 그 중에서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은 QS 세계

대학 34위로서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우수한 간호교육의 산실로 인정받고 있다.

본 글의 목적은 이러한 간호교육의 성장과 발전의 밑바탕이 되고 있는 20세기 전반기의 

국립 간호교육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1907년 대한제국의 관립 간호

교육의 시작에서 부터 일제강점기 및 광복 이후 미군정기의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II. 20세기 전반기의 간호교육

1. 대한제국 시기의 관립 간호교육

서양식의 현대적인 간호교육은 1907년 대한제국에서 시작되었다. 1897년 조선의 국호가 

대한제국으로 변경된 이후, 대한제국에서는 서양의학에 의한 의료 및 교육제도를 확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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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1907년 의정부(議政府) 산하에 대한의원을 설립하면서 3월 10일 공포한 ‘대한의원 관

제’ 칙령 제9호에 의거하여 관립 간호교육이 탄생하였다. 이 칙령에 따르면, ‘대한의원의 위생

(衛生), 의육(醫育), 치병(治病)의 3가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치료부, 교육부, 위생부를 

두었고, 그중 교육부에서 의사, 약제사, 산파, 간호부를 양성하고 이에 필요한 교과서를 편찬

하는 것’이었다(구한국관보, 1917. 3. 13). 이는 현재 우리나라 국립 간호교육의 시작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1) 대한의원 부속의학교 간호과와 산파과 설치(1909. 2~1910. 9)

대한제국 시절 약 1년 반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에 관립 간호교육을 위한 규칙이 제정되고 

실제 교육이 이루어졌다. 1909년 2월 4일 ‘대한의원 관제’(칙령 제10호)를 개정하여 의사, 약

제사, 산파와 간호부의 양성을 위해 따로 부속의학교를 두도록 하여 빈약한 의료인력 양성 

기능을 강화하였다. 1910년에는 ‘대한의원 부속의학교 규칙’을 제정하였다(구한국관보, 

1909. 2. 26). 또한 ‘대한의원 부속의학교 규칙’을 내부령(內部令) 제5호로 제정하여 부속의학

교의 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여기에는 의학과와 약학과를 비롯하여 간호과

와 산파과가 포함되었다.

(1) 입학

간호과와 산파과는 입학시험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였다. 학생 모집 관련 자료는 《황성신

문》 1910년 2월 4일자에 실렸는데, “대한의원에서는 간호부 10명을 모집하였으며, 모집기한

은 본월 15일 내로 정하고 연령은 18세부터 30세까지이며, 시험은 신체검사, 편가명(片假名, 

가타카나) 교용(交用)한 한문독서, 수학은 가감승제(加減乘除)”라는 기사가 나와 있다. 이는 

부속의학교 규칙에서 정한 입학자격 연령, 시험과목과는 달라서 학생이 아니라 병원 직원인 

간호부를 모집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2) 교과과정

간호과 수업 교과목은 1학년은 수신, 해부학대의, 생리학대의, 소독법 및 실습, 수학, 일어, 

간호학 및 실습, 붕대학 실습이었다. 2학년은 수신, 수술보조 및 소독법, 병실장치법, 간호학 

및 실습, 구급법, 붕대학실습, 기계취급법, 그리고 일본어였다. 산파과도 간호과 수업과 비슷

하였지만 산파학 및 실습과 태생학 및 육아법 등이 추가되었다(서울대학교 간호교육 100년

사  편찬위원회 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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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사(校舍)

간호교육 장소로는 대한의원의 일부를 사용하다 1909년 11월 16일 15개의 교실이 구비된 

2층 양옥과 해부실 1동을 갖춘 부속의학교 건물이 병원 정문 왼편에 준공되어 낙성식을 거

행하였다. 이 건물은 후에 조선총독부 시료 외래 진료실로 사용하다가 한국전쟁 당시 건물이 

파괴되었으나 현재의 치과대학 건물로 재건축되었다.

(4) 졸업생

대한의원에서 교육받은 졸업생은 수업 연한이 2년으로 되어 있어 일제강점기에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1911년 4월에 대한의원 부속학교에서 교육받은 간호부과 졸업생 7명이 수업증

서를 수여받은 기록이 있는데(조선총독부의원 제1회, 1911), 이들은 견습생으로 정식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관립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졸업생’으로 불리며 증서를 받은 최초의 간호부

였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2. 일제강점기의  간호교육

1910년 한일합방 이후 대한의원은 ‘조선총독부의원’으로 개칭되었고 이는 오늘날 ‘서울대

학교병원’의 전신이 되었다. 이때의 간호교육체계를 크게 5개로 구분하였다.

①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 간호부과, 조산부과(1910. 10~1916. 4)

② 조선총독부의원 의육과(1916. 4~1920. 10) 

③ 조선총독부의원 간호부 · 조산부 양성소(1920. 10~1928. 6)

④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 간호부 양성과, 산파 양성과(1928. 6~1945. 8) 

⑤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의원 간호부 양성소(1929. 5~1945. 8)

1)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 간호부과, 조산부과(1910. 10~1916. 4)

일제는 1910년 9월 30일에 칙령 제358호를 반포하여 ‘조선총독부의원’에 부속의원 강습소

를 두어 간호부와 조산부 양성의 일을 맡도록 하였다. 1911년 2월 20일 조선총독부령 제 19

호로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 규칙’(조선총독부관령 제19호)을 공포해, 간호와 조산 

관련 교육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였다. 

(1) 입학

학생 정원은 간호부과와 조산부과 모두 각 학년당 20명이었다. 입학 자격은 모두 조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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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로, 나이는 17세에서 25세까지로 하였고, 기본 학력은 간호부과는 보통학교 3년 수료, 조

산부과는 보통학교 4년 수료자이었으며, 모두 무시험 입학이었다. 이 학력에 미달한 자는 입

학시험을 치렀는데, 간호부과와 조산부과 시험과목은 국어(일본어), 강독, 회화로서 학생 선

발 기준으로 일본어 능력이 가장 중시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간호부가 되려면 총 4

년 반 정도, 조산부는 총 6년 정도의 교육을 받아야만 했다(조선총독부관보, 1911. 2. 20). 추

후 간호부과와 조산부과 모두 정원을 30명으로 증원하였고 입학 자격은 내지인(일본인) 또

는 조선인으로 확대하였다. 무시험 입학 허가 수준은 간호부과는 심상소학교나 수업연한 4

년의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로 하였고 조산부과는 간호부과를 졸업한 자로 하였다. 따라서 교

육기간은 간호부는 총 5년 반 그리고 조산부는 6년 반 정도가 필요하였다. 하지만 이 때에는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였는데 이처럼 학생 모집이 부진했던 것은 이 시기가 일제 강점 초

기로 보통학교를 비롯한 제반 시설들이 아직 체제를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2) 교과과정 

조선총독부 부속의학강습소에서의 수업 

연한(조선총독부령 19호)이 간호부과는 2

년에서 1년 반으로 단축되었고 조산부과는 

2년을 유지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1911, 

2. 20). 간호부과와 조산부과의 수업과목은 

대한의원 시절의 교과목과 유사하였다(서

울대학교 간호교육 100년사, 출판위원회

편, 2007). 1912년에는 간호부과와 조산부

과의 학력을 연결하기 위하여 간호부과를 

졸업한 자에게 조산부과 입학을 허가하고 

1년 과정으로 수업을 받았다. <그림 1>은 

당시의 수업 모습이다.

학생들의 수업료는 전원 면제였으며, 학

자금(식비, 피복비, 잡비)은 정원의 1/2 이내에서만 받았다(조선총독부관보, 1911. 2. 20). 

1912년 12월 생도학자급여 규칙을 변경하여 일본인 입학생이 있었으나, 학자금 수혜는 조선

인 학생으로 제한하였고, 급비생의 의무연한 제도를 부활시켜 간호부과와 조산부과 졸업자

는 2년간 의원장이 지정하는 직무 또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출처:   서울대학교 간호교육 100년사, 출판위원회편

(2007)

<그림 1> 1915년 조선총독부의원 간호부과 수업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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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사

교사는 조선총독부의원 본관 서남쪽 저지

(구(舊)) 대한의원 부속의학교 안쪽 온돌식 건

물(현 치과대학 부근)에 있는 기숙사에 학생

들을 수용하였다. 그후 환자 수의 증가로 병원

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간호부 기숙사 3개동을 

개조하여 부족한 병실로 전용하였다. 학생들

은 처음부터 기숙사 생활을 하였는데, 1911년 

9월 1일에는 기숙사에서의 생활수칙을 담은 

‘조선총독부의원 간호부 기숙사 규정’이 제정

되어 교사와 기숙사는 같은 곳에 설립되었다

고 본다. 그후 간호부 기숙사는 함춘원 내 영희전을 수리하여 일부를 그곳으로 이전(함춘원

의 북동쪽, 현 간호대 건물 부근)하였다. 1911년 12월에는 건평 100여 평에 일본식(다다미식) 

기숙사를 본관 동남쪽 부근(현 연건기숙사 부근)에 신축하여 학생 98명의 숙소로 사용하였

다(서울대학교병원사, 1993). 이 2곳은 1945년 광복까지 간호부와 조산부 학생과 대한의원 

간호부들의 기숙사로 사용되다가 광복 후에는 고등간호학교의 교사 겸 기숙사로 이용되었

다(그림 2).

(4) 간호사 면허제도의 도입

우리나라 최초로 산파와 간호부의 면허제도가 1914년 조선총독부령 제108호 ‘산파규칙’과 

제154호 ‘간호부규칙’이 공포되면서 도입되었다. 간호부 면허는 18세 이상 여자로 조선총독

부의원의 간호부과를 졸업한 자로 별도의 시험 없이 면허를 받았다. 산파 면허는 20세 이상

의 여자로 조선총독부의원의 조산부과를 졸업한 자였다(조선총독부의원연보, 제2회, 1912~ 

1916).

(5) 졸업생 

간호부과와 조산부과 졸업생은 총 59명으로 모두 조선인이었다(조선총독부의원편, 1928). 

이들 졸업생들은 전문직 여성으로서 직업 생활을 시작한 시조라고 불릴 수 있으며, 대표적인 

졸업생은 최애도와 최효신이 있으며, 이들의 활약은 다음과 같다.

• 최애도(부속의학강습소 간호부 양성소[조산부과] 1회)

최애도(18세)는 부속의학강습소 간호부 양성소[조산부과]를 졸업할 당시 성년이 못 되

출처:   서울대학교 간호교육 100년사, 출판위원회

편(2007)

<그림 2> 조선총독부의원 초기의 간호부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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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창우(최은경의 부군으로 조선총독부 의학교 부속의학강습소 의과 졸업)가 개성

에서 개업한 병원에서 간호원으로 1년을 일한 후에 면허를 얻어 개업하였다. 그 후 

1917년 가을에 서울 와룡동에서 개업하여 1926년까지 800여 명의 아이를 받아내 ‘조

선 산파계의 시조’로 불렸다(동아일보, 1926, 1. 20).

• 최효신(부속의학강습소 간호부 양성소[조산부과] 1회)

최효신(17세)은 간호부 양성소[조산부과]를 졸업한 후 창덕궁에서 1개월 정도 근무하

고 1918년 7월에 덕수궁에 입궁하여 고종황제의 승하를 지켰다. 그후 개성에서 개업

하다가 수덕당의 산고가 있어 궁으로 온 후로 월급 30원을 받으며 효강공의 저택 내

에서 근무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편, 대동단사건 1, 최효신 신문조서(訊問調書)].

2) 조선총독부의원 의육과(1916. 4~1920. 10) 

1916년 4월 25일 칙령 제119호로 조선총독부의원관제를 개정하여 조선총독부의원의 기능

에 “조산부와 간호부 양성”을 추가하였으며, 이를 의육과에서 담당하도록 하였다. 총독부령 

제35호를 같은 날 ‘조선총독부의원 및 도 자혜의원 조산부 간호부 양성규정’을 반포하여 조

선총독부의원을 정점으로 하여 전국 자혜의원의 간호부와 조산부 양성과정을 통일하였다.

(1) 입학

이 시기에는 입학 연령의 하향 조정과 학자급여의 상향 조정을 중심으로 몇 차례 개정되었

다. 1916년 4월부터는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도 입학하여 조산부과와 간호부과 모두 일

본인과 조선인의 공학 시설이 되었다. 1918년부터는 학생 정원을 조선총독부의원장이 정하

도록 하여 융통성을 두었다. 1920년 5월에는 입학 연령을 간호부과는 만 14세 이상, 조산부

과는 만 15세 이상으로 조정하였다. 학자금은 조선인과 일본인 학생 모두에게 지급되었다.

 

(2) 교과과정

수업 연한은 간호부과는 2년이고 조산부과는 간호부과를 졸업 후 입학하도록 하여 1년 과

정이었다. 수업교과목은 이전과 큰 차이가 없지만, 교육 내용의 충실과 인격 도야를 위해 학

과시간 이외에 별도의 임상실습을 부과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일본어만을 배우도록 했던 것

에서 벗어나 조선인은 일본어를, 일본인은 조선어를 필요에 따라 선택하도록 한 점이 커다란 

변화였다. 간호부과 학생은 각 진료소 및 병실에서 간호 및 치료 보조를 실습하도록 하였다. 

조산부과 학생은 분만실에서 임신, 분만 및 산욕에 대한 처치와 이상분만에 대처하는 법 등

을 실습하여, 졸업 후 간호부와 조산부로서의 실무에 적합하도록 하였다. 실습시간의 증가는 

간호부과와 조산부과 학생들이 졸업 전에 다양한 상황을 접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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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병원의 인력난을 극복하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다(서울대학교 

간호교육 100년사 출판위원회편, 2007). 

(3) 졸업생

1916년 이후 졸업생은 간호부과 49명이고 조산부과는 18명이었는데, 후기로 갈수록 일본

인 숫자가 더욱 많았다. 예를 들면 1919년 졸업생은 조산부과에 일본인 1명, 간호부과에는 

조선인 2명과 일본인 22명이었다. 한편, 조선인 졸업생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는데 이창순과 

박자혜가 대표적이다. 

•  이창순(1915년 간호부과 졸업, 1916년 

조산부과 졸업)

이창순은 1914년 만 15세의 나이로 조선

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 간호부과에 

입학하여 1년 반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후, 조산부과에 입학하여 1년 과정을 마쳤

다. 1916년 10월 20일에 조산부과를 졸업

하고 조선총독부의원에서 간호부로 근무

했으며, 근무 중에 고종의 다리 통증을 치

료하기 위하여 창덕궁에서 파견 근무하기

도 하였다. 1920년에는 고향 함남으로 귀

향하여 산파로 개업하였고, 공산파, 철도국 

촉탁 산파 등을 역임하였다. 해방 후에는 

1965년까지 조산원을 개업하였고 1994년

에 작고하였다. <그림 3>은 이창순의 조산

부 졸업증명서이다.

• 박자혜(1916년 10월 간호부과 졸업, 1917년 10월 조산부과졸업, <그림 4>)

박자혜는 간호사 독립단체 간우회의 설립자로 간호부와 산파라는 직업에 충실하면서 

일제에 강점된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에도 뜻을 둔 인물이었다. 그녀는 조산부

과를 졸업한 후 조선총독부의원에서 조산원으로 근무하던 중 1919년 3 · 1운동이 발발

하자, 병원 조산원과 간호원으로 조직된 간우회의 회원들과 함께 유인물을 배포하고, 

3월 10일 비밀리에 간우회원들을 규합해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했다. 이어 같은 동료

들과 조선인 의사 등을 규합하고 시내 국 · 공립 병원 직원들의 동조를 얻어 태업(怠

業)을 주도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20년 같은 병원의 김용채 등 3명의 의사

가 사직하자 병원을 그만두고 중국으로 건너가 단재 신채호와 결혼한 후 각지를 전전

출처:   서울대학교 간호교육 100년사, 출판위원회

편(2007)

<그림 3> 1916년 이창순 조산부졸업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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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애국지사들의 독립운동을 도왔고 1924년 신채호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대

련 감옥에 갇히자 북경, 천진 등지의 독립운동가와 국내 인사들과의 연락 임무를 띠고 

귀국했다. 귀국 후에는 신채호와의 사이에 둔 아들 둘을 데리고 인사동에서 산파를 개

업하는 한편, 1926년 12월 나석주 의사가 동양척식주식회사 폭파 의거를 일으켰을 때 

안내를 맡는 등 독립지사들 간의 연락과 편의 제공에 힘썼다. 이 때문에 일본 경찰에 

여러 차례 연행되어 고초를 겪다가 신채호가 여순 감옥에서 순국한 후 병을 얻어 

1943년 49세로 사망하였고, 독립운동의 공적을 인정받아 1977년에 대통령 표창을 추

서 받았다(동아일보, 1928. 12. 12). 

3) 조선총독부의원 간호부 · 조산부 양성소(1920. 10~1928. 6)

조선총독부의원은 1920년 10월 의육과를 ‘간호부와 조산부 양성소’로 개칭하고, 1922년 5

월 2일에는 총독부령 제77호로 ‘간호부 규칙’의 전문 개정과 맞물려 ‘조선총독부의원 및 도 

자혜의원 간호부와 조산부 양성규정’도 전문 개정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1922. 5. 2). 1920

년부터 조선총독부의원 및 19개 자혜의원에서는 간호부의 부족으로 진료에 차질을 초래할 

정도이었고 더불어 당시 1920년에 콜레라가 크게 유행하여 전국적으로 2만 명에 달하는 환

자가 발생하여 방역사업이 시행되면서 간호부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에서는 부족한 간호부의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첫째, 간호부의 입학 연령을 낮추

어 소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간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둘째, 학자급여비를 늘리고 

피복을 지급하는 것. 셋째, 관립의원마다 소수의 간호부를 양성하던 것을 5개 관립의원으로 

집중하면서 전체 정원을 늘리는 것, 넷째, 교육내용 면에서 간호부가 될 것을 준비하는 직업 

교육뿐 아니라 주부가 될 것을 준비하는 여성 교육도 실시하고 시설을 강화하는 것, 다섯째, 

기숙사 완비(完備)와 봉급 인상을 중심으로 간호부의 대우를 개선하는 것 등의 5가지를 제시

하였다. 주로 교육의 개선과 확충을 통하여 공급을 늘리고자 하는 방안이 강구되었던 것이다

(서울대학교 간호교육 100년사, 출판위원회편, 2007).

출처:   동아일보, 1912. 12. 12(왼

쪽). 독립기념관소장(오른

쪽)

<그림 4> 박자혜 선생 산파원(왼

쪽), 박자혜와 신채호(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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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학

‘간호부 규칙’과 ‘조선총독부의원 및 도 자혜의원 조산부 · 간호부 양성 규정’의 개정은 의

원 수의 증가에 따라 높은 수준의 간호부가 더욱 필요하게 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조선총

독부편, 1940: 212-214). 입학 자격은 고등여학교나 여자고등보통학교 졸업으로 상향조정하

여 통일하였다. 당시 제2차 조선교육령으로 보통학교와 고등보통학교가 각각 6년과 5년으

로, 여자고등보통학교는 4~5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조산부과는 9년 정도, 간호부과는 총 10

년 정도의 교육기간(강만길 외, 1994: 273)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 개정을 통하여 

조선의 관립 간호교육은 일본 본토의 간호교육과 같은 수준이 되었으며, 9월 1일에는 일본 

내무성령 제23호로써 조선의 간호부 면허증을 조선뿐 아니라 일본과 대만, 관동주 등 일본의 

여타 식민지에서도 통용되도록 하였고, 조선총독부의원 간호부 양성소 졸업생은 일본제국의 

판도 내에서 모두 통용되는 간호부 면허증을 교부받았다(조선총독부의원편, 1928:66). 이는 

조선에서의 간호교육이 이전보다 한층 높은 수준이 된 것을 반영한 조치였다.

 

(2) 교과과정 

조선총독부의원 간호부와 조산부 양성소의 교육은 

《조선총독부의원 연보》에 잘 나타나 있다. 정규 수업 

교과목은 1920년 이래 ‘좋은 간호부’이자 ‘좋은 가정

부인’의 양성을 교육의 2대 강령으로 삼은 것을 반영

하여, 일반 학교에서 여학생에게 부과하는 학과목을 

교과과정에 추가하였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직접적인 

업무인 ‘좋은 간호부’가 되는 일에 관련되도록, 가사

과(家事科)에서는 환자 취급상 가장 필요한 병자의 음

식물, 기호품 등의 조리, 감식(鑑識) 등의 실습지도에 

주의하며, 예법 · 재봉 · 세탁 등도 병실 · 외래에서 바

로 유용한 사항을 주로 가르치도록 하였다(조선총독

부 의원연보, 제13회, 1926: 157-160). 또한 학생들을 외래진료소 접수계[受付系]에 배속하여 

환자 접수, 안내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고(그림 5), 접수 마감 후에는 조제 및 약제의 

교부를 돕도록 하였고, 외래진료소에도 학생 1인을 배속하여 환자의 편리를 도모하였다. 그 

외에도 창가, 오르간, 琴, 독본, 담화, 댄스, 가극 등 학생이 학업 여가에 연습할 수 있는 것으

로 여러 차례 환자위안회를 개최하여 병자를 정신적으로 위안하여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하

였다(조선총독부 의원 제11회 연보, 1926). 

병원실습과 더불어 사회에서 의료상 필요할 수 있는 일로 학생 교육의 자료가 될 만한 사

출처:   서울대학교 간호교육100년사, 출

판위원회편(2007)

<그림 5> 조선총독부의원 외래 접수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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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는 학생들을 파견하여 수요에 부응하게 하였다. 그 예로서 

제3학기 모든 학생을 관립 학교의 신체검사와 서울 각 학교의 

성홍열 예방주사 보조에 교대로 파견하였다(조선총독부 의원

연보, 제13회, 1926). 조산부과 학생의 실습은 매주 모형 실습

을 하는 것 외에도 부인과 병실, 외래 수술장, 산부인과와 소아

과 외래 및 병실 등에도 학생을 배당하여 연습하도록 하였다

(조선총독부 의원연보, 제14~15회, 1927~1980, <그림 6>). 또한 

학생들이 교실, 기숙사, 병실, 외래를 막론하고 다양한 상황에

서 간호부로서 또는 장래 한 사람의 부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

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을 직접 지도 · 감독하는 동시에 각자 병

실 및 외래 일기를 쓰도록 하여 교육 목적의 달성을 꾀하였다

(조선총독부 의원 제13회, 1926). 이러한 교육내용은 ‘좋은 간

호부’와 ‘좋은 가정부인’의 양성을 동시에 추구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3) 졸업생

이 시기에 졸업한 조선인은 많지 않았지만, 정종명과 같은 조선인 졸업생은 우리나라 간호

단체 및 여성단체의 발족과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자주 독립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 정종명(1921년, 산파양성소 졸업) 

정종명은 세브란스 병원 간호부양성소를 졸업한 후, 조선총독부의원 조산부과에 입학

하여 1921년 졸업한 후 안국동에 조산원을 개업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의 토대를 마련

하고 본격적으로 사회운동에 나섰다. 1922년 ‘빈곤과 고독에 우는 여자 고학생을 상부

상조하자’는 취지 아래 ‘조선여자고학생상조회’를 조직하여 모금 겸 순회강연 활동을 

각지에서 전개하였고 1924년 4월에는 이 단체의 집행위원장이 되었다. 또 1924년 1월 

26일에 서울에서 활동하던 조선인 간호부 8명의 발기로 창립된 ‘조선간호부협회’의 

발기인 중 하나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발한 활동 배경에는 당시 급속하게 확

산된 사회주의 조류가 있었다. 정종명은 조선 혁명의 전위당을 결성하기 위해 1923년 

6월경 지하에 조직된 ‘꼬르뷰로 국내부’ 공산청년회(청년뷰로)에 초창기 가입한 유일

한 여성 회원이었다. 1924년 5월에는 여성문제의 해결을 사회변혁과 관련시켜 인식하

고 이를 해결할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한 최초의 여성단체인 ‘조선여성동우회’를 결성

하였다. 또 1927년 5월에는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를 망라한 민족협동전선단체인 

근우회가 ‘전여성의 통일기관’을 표방하며 조직되었다. 근우회 창립대회에서 정종명

출처:   서울대학교  간호교육 

100년사, 출판위원회편

(2007)

<그림 6> 외래에서 간호부가 환

아(患兒)의 체중을 재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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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앙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어 선전조직부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다가 1928년에

는 중앙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실천투쟁에서 근우회가 갖는 한계에 직면

하고 근우회 해소투쟁을 벌였고, 근우회가 해소된 이후에는 조선공산당 재건 등에 힘

쓰다 체포되어 복역하였다. 정종명은 간호와 조산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은 신여성으

로서 사회주의 여성해방운동에 앞장선 여성독립운동가이며 간호사이었다(한국정신문

화연구원, 1991: 이꽃메, 2012).

4)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 간호부 양성과, 산파 양성과(1928. 6~1945. 8) 

1928년 6월 1일 조선총독부의원이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

선총독부의원의 간호부와 조산부 교육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으로 이관되면서 산

파 양성과와 간호부 양성과에 대한 규정을 새로 마련하여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의료요원의 자

가 충당 계획을 세웠다(경성제국대학 학보, 제16호, 1928).

(1) 입학

간호부 양성과는 2년 과정으로서 매년 2차

례 모집하였다. 제1기에 30명을 선발하여 교

육하였는데 그중 조선인은 3~4명 내외에 불과

하였고, 이들도 조선인 간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일본어 통역업무를 대행하

게 하려는 의도에서 선발한 것이었다. 당시 일

본인 학생이었던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조선인 수는 적었으나 뛰어난 능력을 지녔다

고 한다(서울대학교 병원편, 1993: 190-192). 

한편, 산파 양성과는 2년제 과정으로 시작하

여 2년제인 본과와 1년제인 특과로 나누어 운

영하여 이전의 조산부과 졸업자와 특과 졸업

자는 본과 2학년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과보다 본과를 높은 수준에 두었다(서울대

학교 병원편, 1993: 192-195). 이들에게는 학비를 지급하지 않고 월 2원의 수업료를 내도록 

함으로써 의무연한 제도는 폐지되었다.

1939년에는 간호부 양성과 규정을 개정하여 입학자격을 고등여학교 및 여자고등보통학교 

졸업자와 동등 내지 그 이상’으로 올렸고, 졸업증명서와 졸업성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

다. 이러한 조치는 경성제대 부속의원 간호부와 산파 양성과의 입학생 수준을 높이기 위한 

출처:   서울대학교 간호교육 100년사, 출판위원회

편(2007)

<그림 7> 1933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 간

호부 양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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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간호부과 학생들에게는 학자금을 지급하고 병원 기숙사를 제공하는 대신 졸업 후 

2년간 의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경성제국대학 일람, 1942년: 121-126, 

<그림 7>). 

(3) 교과과정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 간호부 양성과 규정과 산파 양성과 규정은 이후 몇 차례 

개정되었다. 일제는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으로 침략전쟁을 

점차 확장함에 따라 간호부의 대량 공급을 위해 전반적으로 간호교육의 수준을 저하시켰는

데, 경성제대 의학부 부속의원 간호부 양성과는 그 와중에도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였다(서울

대학교 간호교육 100년사, 출판위원회편, 2007: 83-84). 특히 1939년 ‘경성제국대학의학부 부

속의원 간호부 양성과 및 산파 양성과 직무규정’을 마련하여 교육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

였다(경성제국대학 일람, 1942년: 121-126). 하지만 1941년 교과과정 개정에서는 전쟁 상황을 

반영하여 간호부와 산파 양성과의 강의를 대폭 줄이고 실습을 늘렸다. 이는 전쟁의 확대와 

더불어 간호부의 전선 유출 등으로 생긴 인력 공백을 학생으로 대신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

로 보인다.

한편, 간호부 양성과에서의 학생 선발을 보면, 조선인은 3~4명뿐이었고 대부분이 일본인 

학생이었다. 애초에 간호부와 산파 양성은 정규학교가 아니고 병원에 부속된 특수기관에서 

담당하고 조선인들은 민족차별까지 심하게 경험했어야 했다. 이러한 교육마저도 1930년대 

이후에는 일제가 침략전쟁을 확대함에 따라 제대로 지속되지 못하고, 실습에 교육의 중심을 

둠으로써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전문적인 간호와 조산 교육은 파탄에 이르렀다(서울대학교 

간호교육 100년사, 출판위원회편, 2007: 87). 

 

(4) 졸업생 

1945년 광복까지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 간호부와 산파 양성과는 총 980명이었다. 

산파과는 1946년 3월에 36회 졸업생을, 간호부과는 1947년 3월에 36회 졸업생 배출을 끝으

로 과정이 폐지되었다. 이 때 조선인 졸업생의 활약으로 박범숙과 조귀례를 소개한다.

• 박범숙(1935년 경성제대 산파양성소 수료, 1914~1991)

1914년 평남 평원군에서 태어나 1935년 경성제대 의학부 부설 간호부과를 수료하고 

1949년 미국 인디애나 주 노트르담 성 마리아 대학교에 입학하여 조산사 자격증을 획

득하였다. 1950년에 귀국하여 2월 광주의과대학에 편입하여 1952년에 졸업하였다. 졸

업 후 부산 서구 대신동에서 텐트를 치고 전쟁고아 20여 명을 돌보는 것을 시작으로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사회봉사활동에 전력했다. 낮에는 미군부대에서 세탁물을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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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세탁하고 부대에서 나오는 잔반을 얻어 돼지를 키우며 틈틈이 미군의 통역까지 담

당하는 등 근면하게 노력하여  모은 기금으로 1955년 7월에 부산에 사회복지법인 성

가보육원을 창설하여 전쟁고아 200명을 돌보기에 이르렀다. 1984년 6월에 부산시 남

구 망미동 774-269번지에 사재 약 80억 원으로 사회복지법인 로사사회봉사회를 창설

했고 1985년 5월 3일 로사 사회봉사회 부산종합사회복지관을 창설하여 지역사회 복

지에 헌신하였다. 박범숙은 1990년 간암진단을 받고 평생 근검절약하여 300백억 원의 

재산을 11월 7일 천주교 마산교구에 사회복지사업과 수녀회 설립에 써달라고 헌납했

다. 1991년 78세로 타계한 뒤 천주교 마산교구청은 창녕에 나사렛 예수 수녀회와 사

회복지법인 범숙 재단을 설립하여 고인의 뜻을 실천하고 있다. 고인의 삶은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2010년에는 ‘로사 박범숙 할머니의 숨은 

삶’ 이라는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졌다.

• 조귀례(1945년 경성대학 간호부양성소 졸업)

1926년 전남 장성에서 출생하였으며 경성대학 간호부 양성소(33회)를 졸업하였다. 해

방 이후 국군 간호장교 1호로 임관하여 한국전쟁 당시 육군병원에 근무하면서 많은 

전상자들을 헌신적으로 간호하였다. 1961년 육군예비역으로 제대하였으며 한국군 간

호장교의 산 역사로 불린다. 2007년에는 회고록 ‘전장의 하얀 천사들’을 펴냈다.

5)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의원 간호부 양성소(1929. 5~1945. 8)

경성의학전문학교(이하 경성의전)는 1916년에 개교 이래 부속병원을 따로 두지 않고 직제

상 별개의 기관인 조선총독부의원을 임상실습 장소로 사용하였으나 1928년 6월 1일 조선총

독부의원이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이 됨에 따라, 경성의전에 새로 부속의원을 설립

하여 의학교육, 연구 및 진료와 동시에 간호부 양성에 관한 사항도 담당하였다. 경성의전부

속의원(현 국군서울지구병원)은 1928년 11월 30일 서울 소격동에서 개원하였고, 1929년 간

호부 양성소 규정을 마련하고 의원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의 하나로 간호부를 양성하였다. 입

학 지원자의 자격이나 수업 연한, 교과목 등은 경성제대 부속의원과 비슷하였으나 강의 시간 

수는 더 많았다(경성의학전문대학교 일람, 1929). 

학생은 1929년 10월에 14명이 처음 입학하였으며 이 중에서 10명이 조선인이었다. 학생들

에게는 기숙사 생활과 함께 학자금이 지급되었고, 졸업 후에는 2년간의 의무연한이 규정되

었다. 1940년에는 1학년 15명과 2학년 21명으로 총 36명이 재학 중이었다(경성의학전문학교 

일람, 1940; 212-216). 1929년에서 1940년까지의 졸업생은 모두 123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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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광복 이후 간호교육(1945. 8~1946. 12)

미군정은 1945년 8월 22일 미군정령 122호로 국립서울대학교가 발족되었으며, 간호교육

을 포함하고 있는 의과대학은 경성대학(경성제국의 개칭)과 경성의전의 통합으로 설립되었

다. 이로써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물적 토대를 활용하되 해방된 한국인을 중심으로 간호의 이

론과 실습, 그리고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간호교육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때 의과대

학 관련 규정에 ‘간호 및 간호교육학교를 포함함’이라고 명시함으로써 ‘국립서울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 고등간호학교’가 창설되었다. 미군정은 학무국이 아닌 보건후생부를 중심으로 시

행되었는데, 학무국의 후신(後身)인 문교부가 1946년 7월 13일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안(국대

안)’을 발표한지 2일 후인 7월 15일 보건후생부는 전국에 설치된 기존의 간호부와 조산부 양

성소를 폐지하고 이를 ‘고등간호학교’로 개칭하였다. 

1) 입학과 교과과정

1945년 해방 후 8월 17일 각급 학교 당국이 연합군의 한국 진주까지 임시 휴교를 결정하

였다. 그리고 경성대학 부속병원의 일본인 간호부와 학생이 모두 귀국하자 양성소에서는 교

육시킬 사람도 배울 학생도 없게 되었다. 이에 병원에서는 일손 부족으로 1946년 봄에 1년간 

단기 과정을 도입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1947년 7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한편, 서울

대학교 부속 고등간호학교의 입학생은 단기 양성소 편입생을 합하여 대부분 중학교 3년 내

지는 4년 졸업자이었으며, 1946년 9월 5일 입학하여 3년 과정을 이수하였다. 3년 동안 간호

과 및 조산과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간호사와 조산원 2가지 면허를 발급해 주었다. 첫 졸

업생은 1949년 7월 28일 29명이었다. 교사는 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기숙사 자리에 있었다. 

교과과정의 기록은 한국전쟁 때 모두 소실되었지만 1946년 미 군정청에서 하달한 고등간

호학교 간호원과 조산원 교과과정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렇듯 광복 이

후 서울대학교 간호교육은 간호고등학교로 다시 출발하였으나,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교수들

과 학생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일부는 납북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2) 교수진

간호고등학교의 초대 교장인 송인애는 이화여자전문대학 가정과를 졸업한 후 일본 성누

가 간호전문학교에서 간호학을 공부하였다. 1945년 미군정 간호고문관 루카(Luka)의 추천을 

받아 문교부에서 추진 중이던 서울대학교 고등간호교육기관 설립준비위원으로 발탁되었다

가 교장으로 부임하였다. 이후 송인애 교장은 1948년 미국 밴더빌트 대학으로 유학하여, 

1950년 한국인 최초로 미국 간호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나 한국전쟁으로 귀국하지 못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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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후임으로 1948년 6월에 장기광 교장서리가 취임하여 초급대학으로 승격을 추진하였고, 

기숙사를 간호대 교사로 사용하고 제1부속병원 정문 옆에 있던 문교부소속 2층 건물을 교사

로 사용허가를 받는 등 많은 일을 추진하였으나 한국전쟁 시 납북되었다.

IV. 결론 및 요약

간호전문직은 여성을 대표하는 직업으로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독보적인 역할을 하여 

왔다. 본 글은 특히 여성의 사회 진출이 어려웠던 20세기 초반의 간호교육을 이해함으로써 

현대 간호전문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울 뿐 아니라 21세기 여성의 정체성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리라 사료된다.

20세기 전반의 간호교육은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 그리고 미군정기를 거치면서 각기 시대

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입학 기준이나 교육과정 등이 조정되었다. 예를 들면, 일제 침략

이 본격화된 1920년대 이후부터는 조선인보다는 일본인 여성의 입학이 증가하면서 간호 교

육 이외에도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게 된 것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렇듯 본 글에서

는 20세기 전반기 간호전문직의 발전 과정과 함께 여성의 지위와 역할 등을 포함하는 사회

문화적인 차원의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간호교육을 받은 졸업생들의 적극적인 독립활

동을 통해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역사적 측면의 이해도 도모하고 있다.

이제 간호전문직은 여성만의 직업이 아닌 남녀 모두가 참여하는 전문직으로서, 여성과 남

성이 함께 인류의 건강을 책임지는 간호전문직으로 발전해 나가리라 믿는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은 앞으로도 한국의 간호교육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대학으로서

의 역할을 다 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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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곰의 꿈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명예교수  김효철

서울대학교 종합화 계획에 따라 공릉동에 있던 공과대학이 관악 캠퍼스로 이전을 준비하

기 시작한 것은 1974년 가을쯤이라고 기억한다. 학과의 자랑이었던 공릉동 캠퍼스 5호관에 

설치되어있던 선형시험수조는 미네소타 계획에 따라서 조선항공학과에 설치한 시설이었다. 

이 시설은 MIT의 Abkowitz 교수가 설계하였는데 모형선을 예인하며 저항을 계측하여 실선

의 성능을 평가하는 모형시험시설로서 1962년 준공되었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연구시설로 

인정받아 국제기구인 국제선형시험수조회의(International Towing Tank Conference: ITTC)

에 회원기관으로 정식가입하고 있었다.

황종흘 교수는 방문 교수로 동경대학에 1969년 4월부터 1년간 체류하였는데 구상선수를 

선박에 실용화하는 업적을 이룩한 이누이 다께오(乾崇夫) 교수의 조언을 받아 관악 캠퍼스

에 설치할 새로운 선형시험수조의 기본계획을 구상하였다. 황종흘 교수는 일본에서 귀국한 

후 본부 교무처에 보직을 맡으면서 이 구상을 서울대학교 종합화 10개년 계획에 반영하였다. 

선형시험수조 건설계획은 종합화 계획에 포함되어 순조롭게 추진되었으나 대규모 실험시설

에 필요한 기자재는 대규모의 예산이 있어야만 하였으므로 예산확보 문제가 큰 난제로 대두

되었다.

Colombo plan으로 일본을 다녀온 과학자들을 일본대사가 초청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황

종흘 교수와 조경국 교수는 세계 여러 나라가 한국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미국

은 카이스트를 후원하고 있으며, 영국은 울산대학 그리고 프랑스는 아주대학을 후원하고 있

다 하였다. 독일 정부는 지속해서 DAAD(Deutscher Akademischer Austausch Dienst) 장학

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서울공대 특히 조선공학과나 항공학과와 같은 신생 학과

를 중심으로 집중하여 지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고 설득하였다. 두 분 교수의 설득이 결실을 

보아 일본 정부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일본정부무상원조( Japanese Government Grant: 

JGG)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1974년 1월 조인하였다.

일본 정부의 무상원조 계획이 조인되는 과정에 조선공학과의 선형시험수조와 항공공학과

의 풍동이 계획의 대표적 시설로 반영되었다. 1974년 선형시험 수조에 설치할 예인전차는 선

형시험수조의 핵심 장비로서 선형시험수조와 함께 계획하여 주문 제작하여야 하는 장비이었

다. 이누이 교수의 조언을 받아 계획한 선형시험수조가 캠퍼스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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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근거로 조달청을 통하여 국제 입찰로 예인 전차를 발주하였다. 학과의 예인전차에 앞서

서 부산대학은 대일청구권자금을 배정받아 선형시험수조의 예인전차를 발주하였는데 이때 

부산대학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일본 제조업체에 낙찰되었다.

일본 업체는 예인전차 설계에 앞서 학과를 방문하여 협의하였고 수차례 협의를 거쳐 설계 

진척도에 따라 1975년 봄부터는 완성된 도면승인을 요청해 왔다. 기계설계에 경험이 있었던 

나는 예인전차와 계측 장비들의 설계도서 검토를 담당하였다. 대부분 주문 생산제품이었는

데 설계와 생산을 병행하여야 할 만큼 납기에 여유가 없어 도면에 오류가 있어도 제작하며 

수정하는 방식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시간에 쫓기며 작성한 도면을 보내왔기에 검토하여 

많은 오류를 지적할 수 있었고 협의 과정에 배경기술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 하지만 뜻

하지 않게 나에게는 선형시험수조를 담당하여야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5년 조달 입찰 과정에서 탈락한 업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윤천주 총장은 기획위원회를 

소집하고 예인전차 선정과정에 대한 학과의 소명을 요청하였다. 당시 학과장이셨던 황종흘 

교수가 사전지식 없이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부산대학의 예인전차 가격과 격차가 큰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였다. 고혈압 소견이 있던 황 교수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흥분한 상태

에서 서울대 예인전차는 폭이 8ｍ고 부산대 예인전차의 폭은 3ｍ이어서 중량만으로도 8배 

이상의 차이가 있고 성능도 차이가 크다고 설명하고 자리에 앉을 때 코피를 흘렸는데 회의에 

참석하였던 기획위원들이 설명의 진정성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다.

1976년 겨울방학 기간 중 일본의 선형시험시설을 돌아보고 귀국하였고 1977년 초부터는 

학과장직을 맡아 관악 캠퍼스로의 이전 업무를 준비하여야 하였다. 그런데 일본의 국회에서 

장차 경쟁상대가 될 것이 분명한 한국에 무상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서 JGG 자금은 3차 연도에 20억엔을 집행한 것을 끝으로 마감되었다. 결국, 선형시험수조로

서는 당초에 계획한 상당수의 필수 기자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종결되어야 하

는 상황이 되었다. 1979년 연말부터 건국 후 최대의 이전사업이라고 불린 공과대학의 이전이 

예인전차를 선두에 두고 시작하였으며 새해를 관악 캠퍼스에서 맞았다.

당초에 JGG 자금은 신생 학과를 중심으로 하는 원조라는 명분으로 시작되었었기에 조선

공학과와 항공공학과에 비중을 높여 자금이 배정되었으나 자금지원이 중단되면서 실험실 건

설이 어려움에 빠졌다. 황종흘 교수와 조경국 교수는 다시금 일본 대사관을 찾아 조선공학과

의 선형시험수조와 항공공학과의 풍동은 JGG 자금으로 시작된 상징적 실험시설인데 미완성

상태로 사업이 종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득하였다. 일본 대사관은 이에 일본의 국제협력은

행으로부터 OECF(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Fund) 차관을 1980년으로부터 4년에 

걸쳐 제공하기로 주선함에 따라 두 학과뿐 아니라 대부분 학과의 미해결 실험기자재 문제를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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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대로라면 1980년 초부터는 정상적으로 실험실이 가동할 수 있어야 하지만 1980년에 

배정되어 있던 건축예산을 다른 목적에 사용키로 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특정 교과목의 실험

시설보다 공과대학으로서는 관악 캠퍼스로 이전하였을 때 교수와 학생이 식사할 수 있는 제

3식당 건축이 더욱 긴급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또 공통교과목 운용을 위한 대형강의실(43동) 

마련이 시급하여 1981년 예산도 부득이 전용한다는 학장의 설명이었다. 관악 캠퍼스로의 이

전을 앞두고 JGG 자금 획득과 OECF 자금제공의 명분이 되었던 선형시험수조가 단일 실험

실로서 규모가 크다는 것이 질시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되기도 하였다.

건설예산을 두 번씩이나 다른 용도로 전용되었음이 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이 실험실을 건

설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2년 봄 선형시험수조를 착공하여 수조를 건설하고 이듬해에 수조 

건물을 완공하고 모형선 예인전차가 운행할 초정밀 레일을 지구 곡면에 맞추어 정밀하게 부

설하여야 하였으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어서 도입 후 7년간 옥외에 보관하였던 예

인전차에 발생한 손상을 수리하고 노후화된 부품을 교체하고 설치하여야 하였으므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1983년 12월 선형시험수조 실험실을 정식으로 준공하였으며 도입한 각

종 계측기가 정상 작동되도록 하는 데 큰 노력을 하여야만 하였다.

본부 기획위원회에 출석하여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상수도의 수량이나 전력비 난방비 등에 

대한 설명을 한 일이 있었는데 실험실 건설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수조 실험실을 위한 독립된 

변전시설과 독립 난방시스템을 채택한 바 있었다. 대학의 관리자 입장으로는 시설의 효율적 

사용보다는 관리효율을 생각하여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1984년 정월 추위가 찾

아왔는데 아침에 출근하니 수조가 얼어 있음을 발견하고 난방을 요구하였으나 실험실 온도

는 겨우내 5℃를 넘기지 못하였다. 1985년 정월에 실험실이 다시 결빙되었을 때는 얼음 언 

<그림 1>  

왼쪽에 긴네모 표시 부분 지

붕이 선형시험수조(42동)이고 

오른쪽 아래에 동그라미 표시 

부분 수영장(106동)이 항공사

진에 잘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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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의 실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생각하였다.

사실상 당시에는 국내에는 쇄빙선이나 극지의 빙해에서 운항할 수 있는 실험실이 없었으

므로 발상을 전환하여 겨울철에 수조에 냉동기를 설치하면 작은 비용으로도 결빙시킬 수 있

어서 비교적 싼 비용으로 빙해에서의 실험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학생들과 방한복을 

껴입고 실험을 할 때는 매년 실험수조가 얼어야만 한다면 겨울철에 실험실은 극지이고 학생

들과 나는 북극곰과 같다고 생각하였다. 오히려 겨울철에 냉동기를 들여놓아 수조에 얼음을 

얼려 실험하면 극지 해양에서의 선박 문제를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작은 비용으로 마련할 

수 있으리라는 꿈을 꾸기도 하였다.

수조 실험실 준공 이후 한국선형시험수조회의(Korea Towing Tank Conference: KTTC) 공

동 연구 등으로 바쁘게 지나게 되었는데 1986년 겨울 수조는 결빙하지 않았다. 이유는 지구

온난화가 급속히 진행된 탓이 아니라 집중난방방식으로 전환한 탓에 수조 내부 온도가 겨울

철에도 방한복을 껴입지 않아도 견딜 수 있게 바뀌었다. 겨울철에 실험실을 냉동시켜 빙해에

서 사용하는 선박의 성능실험을 하겠다던 북극곰의 꿈을 잊어버리는 결과가 되었다. 하지만 

33년이 지난 요즈음도 39동의 명예교수실 창밖 관악산을 바라보다 보면 산 중턱에 사용하지 

않고 버려져 있는 수영장(106동, <그림 1>)을 실험실로 되살려 극지에서 사용할 선박을 실험

하며 젊음까지 되찾는 북극곰의 꿈을 되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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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부의 관점에서 본 대학의 해방 직후 사정
경성제국대학 법학과의 분할과정과 문리과대학, 법과대학, 상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명예교수  정기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는 현재 사회과학대학 소속이지만, 1975년 이전에는 상과대학 소속이

었다. 1975년 서울대학교가 관악 캠퍼스로 통합되면서 대학 조직의 큰 개편이 있었고, 그중 

가장 첨예한 의견충돌이 있었던 것은 상과대학의 경제학과를 신설 사회과학대학으로 소속을 

옮기는 일이었다. 결국 상과대학의 경제학과는 무역학과/국제경제학과와 함께 사회과학 소

속으로 되고 그후 통합되어 사회과학대학의 경제학부가 되었다.

이렇게 상과대학의 경제학 계통이 사회과학대학의 일부가 되면서, 상과대학은 해체되고, 

경영학과는 경영대학이라는 새로운 대학으로 승격되어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 상과대학은 

갈라져서 두 기관이 되었지만, 경영대학과 경제학부는 아직도 강한 연대의식이 남아있다. 동

창회는 의연 상과대학동창회라는 이름을 고수하고 있으며, 경영대와 경제학부의 졸업생은 

자동적으로 상과대학 동창회의 회원이 되도록 되어 있다. 상과대학이 두 기관으로 갈라진 것

과는 반대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갈라지게 하는데도 강한 

요인이 있었고, 통합지향 쪽에도 강한 요인이 있기 때문임은 분명하다.

필자는 상과대학 졸업자로서, 상과대학 역사를 기술할 임무가 주어져, 상대 역사를 추적하

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막연하게 내가 가졌던 상대에 대한 사실인식에 중요한 잘못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상대의 뿌리가 경성고등상업학교에 있다는 데에 의심을 가지지 않았었다. 

상대 졸업자 대부분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접촉해본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인식을 가졌다는 데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것은 서울대학교 발행의 서울대학교 중 

상과대학의 연혁에 대한 기술을 볼 때 더욱 분명하다. 또, 상과대학 동창회의 공식 출판물 어

디를 보아도 이런 인식을 바꾸게 할 단서가 없다. 동창회 명부는 경성고등상업학교 즉, 고상

으로 시작하여 고상이 경성경제전문학교(경전)로 이름을 바꾸고, 서울대학교의 상과대학(상

대)으로 바뀌고, 경영대학 경제학부로 분리되는 과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바뀔 뿐인 것이다.

그런데 내가 상대의 뿌리가 고상뿐이라는 사실인식에 의심을 가진 계기는, 서울대학교 발

족 1년 후인 1947년에, 서울대학교 제1회 졸업자 속에 상과대학 졸업자가 24명이 있다는 사

실을 발견하고 부터다. 고상/경전은 전문학교다. 전문학교가 승격하여 상과대학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학생이 졸업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졸업자를 낼 수 없는 것이다. 전문학교 졸업자



154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9, 제15호

에게는 대학 2학년에 편입할 자격이 부여된다. 1946년 상과대학 발족과 함께, 경전 졸업자가 

상대 2학년에 편입학 했다고 하더라도, 1년 후면 3학년이 될 수 있는 것이지, 4년의 전과정을 

마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졸업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또 구제 대학은 3년제였으므로, 대학 

재학생이 1946년에 상과대학에 편입했다 해도, 편입생의 최고학년은 3학년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1947년에는 4학년으로 진급하게 될 뿐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4명의 졸업자를 배

출했을까?

이는 3년제의 구제도에 의한 졸업이 있었다는 사실로 일단 설명된다. 즉 이미 3년제 구제

대학에 편입한 자에게는 기득권을 인정하여, 신제 대학에서도 과도적으로 3년제 대학을 졸업

하게 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서울대학교 제1회 졸업자는 구제 3년제로 졸업한 자 뿐이다. 

이 기득권의 인정은 이미 구제 대학에 편입한 사람에게만 적용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구제

대학 1학년과정을 마치고 2학년에 진입한 사람은, 구제도에 의해서, 2년 후에 졸업할 수 있

다. 즉 서울대학교 제2회 졸업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신제대학 1학년에 편입하는 사람은 당

연히 신제대학 4년제의 적용을 받는다.

1966년에 발행된 『서울대학교 20년사』를 보면 각 대학의 제1회 졸업생명단이 있다. 이 명

단에 의하면, 1947년에 제1회 졸업자를 배출한 대학이 다섯, 배출하지 못한 대학이 넷이다.

배출한 대학 다섯: 공대, 문리대, 법대, 상대, 의대

배출하지 못한 대학 넷: 농대, 사대, 예술대, 치대

제1회 졸업자를 배출한 대학은 구제대학 2년 수료자를 편입시킬 수 있던 대학뿐이다. 어떻

게 그런 자를 편입시킬 수 있었을까? 당시 구제대학은 경성대학뿐이었다. 그러므로 서울대학

교의 7개 대학 중에서, 경성대학의 일부를 구성요소로 하는 대학만이 제1회 졸업자를 배출할 

수 있었다. 공대는 경성대학의 이공학부 일부를, 문리대는 이공학부 일부와 법문학부 일부

를, 법대는 법문학부의 법학과를, 의대는 의학부를 각각 그 구성요소로 하였다. 그런데 상대

도 그런 대학 속에 포함되는 것이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

경성제국대학의 인문계 학부는 법문학부가 유일하였다. 이 학부 속에서 사회과학 계통의 

학과는 법학과가 유일하였다. 그러나 법학과는 좁은 의미의 법학과가 아니라 사회과학 전체

를 포괄하는 모양새였다. 특히 경제학과 행정학은 처음부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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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일본정부는 의식화 교육을 꺼려 학과를 세분하지 않았을 뿐이다(1926년 초, 일본문부

성은 학생의 사회과학연구 금지를 통달했을 정도였다.). 

1926년 본과를 개교한 경성제국대학은 원래 법문학부에 법률학과와 정치학과를 설치했다. 

그러나 1927년 이 두 학과를 폐지하고 법학과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사회과학연구

열은 식지 않았다. 경성제국대학 예과 1회생부터 한국인 학생들이 “경제연구회”라는 공식 서

클을 조직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1936년부터는 법학과를 3개의 “류”로 나누어 제1류는 

법학, 제2류는 행정학, 제3류는 경제학을 가르쳤지만, 학과로 독립시키지는 않았다.

1945년 해방 후, 경성제국대학은 경성대학으로 개명하면서 법문학부 법학과(구법학과)를 

법학과, 정치학과, 경제학과 셋으로 분할하였다. 경성대학의 1946년 졸업식에서는 법학과와 

정치학과 졸업생에게는 법학사 학위를 수여하고, 경제학과 졸업생에게는 경제학사 학위를 

수여하였다. 1946년 서울대학교가 발족하면서, 상과대학은 경성대학 법문학부의 경제학과를 

그 구성요소로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결과를 놓고 말한다면, 상대 제1회 졸업자 24명은 전부 경성대학 법문

학부에서 2년을 수료한 사람들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2회 졸업자 대부분은 법문학부에서 1

년을 수료한 사람들이다.) 서울대학교에서 제1회 졸업자를 내지 못한 네 대학은 경성대학의 

일부를 구성요소로 하지 않고, 전문학교가 대학으로 승격한 경우였던 것이다. 

경성대학에 경제학과가 있었다는 사실이 가려져 온 이유

경성제국대학에는 경제학과가 없었다. 다만 법문학부의 구법학과가 있었을 뿐이다. 1935

년부터는 법학과의 전공을 법, 정치, 경제 셋으로 나누면서도, 이를 과로 분리하지 않고, 제1

류, 제2류, 제3류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경성제국대학에는 경제학과는 없는 것이었다.

해방 후 경성대학 법문학부의 법학과는, 좁은 의미의 법학과, 즉 구법학과가, 법학과, 정치

학과, 경제학과 셋으로 확실히 분리되었다. 그리고 1946년에는 세 과가 독립적으로 졸업자를 

배출하면서 경제학과에서는 경제학사 학위를 수여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는 극도로 혼란

한 시기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경성대학에 경제학과가 있다는 인식을 일반사회에 줄 수

가 없었다. 즉, 경성대학에 경제학과가 있었다는 사실이 “공지의 사실”이 아니었다.

국립대학교 설립안 즉 국대안이 공표되면서, 경성대학 법문학부의 경제학과와 경성경제전

문학교가 통합되어 상과대학이 발족될 것이라는 사실을 양기관 당사자들은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국대안 파동 속에서 양기관의 교수들이 전원 국대안을 반대하여 사직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의 인식은 사회적으로 정확히 공유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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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안 찬반의 세력 구성을 보면, 전문학교보다 경성대학 쪽의 반대가 강했다. 특히 학생

의 찬반 세력이 그랬고, 교수 쪽은 어느 쪽이나 반대가 심했다. 상과대학의 경우, 경전과 법문

학부 양쪽 교수진은 국대안을 반대하여 전원이 사직하는 사태로 발전하고, 학생은 찬반으로 

갈렸으나, 경전 학생 측에서는 찬성 쪽이 우세하였다. 경성대 경제학과 학생 측은 찬반을 막

론하고 수가 적어, 경전 측의 대세에 영향을 줄 수는 없었다.

국대안에 대한 찬반에 관계없이, 국대안에 따라,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은 출범하게 되고, 

상과대학은 경전 측의 주도로 안정을 찾아가고, 교수진도 새로 구성되어갔다. 경전 측의 학

생은 500명이 넘는데, 법문학부 경제학과 측의 학생은 그 10%도 되지 않았으므로 수적으로 

열세인데다가, 캠퍼스도 낯설기 때문에, 경전 소재지인 종암동에서 존재감이 있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모든 분위기는 경전이 대학으로 승격되었을 뿐이라는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다. 

새로 구성된 교수 쪽에서나 경전 중심의 학생 쪽에서 법문학부를 의식할 수는 없었다.

법과대학의 사정을 보면, 법대도 상대의 경우와 비슷한 측면이 있었다. 다른 측면은 교수

의 거취였다. 법문학부 측의 교수는 전원 사직했으나, 법전 측의 교수는 그러하지 아니하였

다. 그러므로 초기 법과대학 교수진의 구성에 막강한 힘을 발휘한 쪽은 법전 교수진 쪽이었

다(법문학부 쪽의 교수진을 이끌던 유진오가 결국 고려대학으로 완전히 자리를 옮긴 것은 

이런 상황전개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런 사정은 후에 문리대와 법대 사이의 연구실 분쟁을 

일으켜, 서울대학교 총장이 바뀌어야 하는 사태로 발전하기도 했다.

상과대학의 초기상황

이런 상황에서 출발한 상과대학은 초기부터 경전 중심으로 조직될 수밖에 없었다. 교수진

도 고상/경전을 나와 일본대학에 유학한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학생구성도 경전중심인 

것은 마찬가지였다.

상과대학 제1회 졸업자는 24명이었고, 제2회는 22명이었다. 상과대학 발족 당시 구제대학 

3년 과정의 2학년 또는 1학년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이었다. 이들이 초기 상과대학에, 경성대

학 경제학과에서 편입한 인원의 전부다. 나머지는 고상/경전 측의 학생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머지 인원의 규모는 어떠했는가? 신제 4년 과정의 2학년에는 주로 고상/경전 43학번이 

편입하였는데 이들은 상과대학 제3회 졸업자다. 그 수는 32인이었다. 신제 4년 과정의 1학년

에는 주로 경전 44학번이 편입하였는데 이들은 상과대학 제4회 졸업자다. 그 수는 83인이었

다. 경전의 45학번은 신제 4년 과정에 진입하기 전단계인 상과대학 전문부 2학년에 편입되었

고, 이들은 상과대학 제5회 졸업자다. 그 수는 155인이었다. 상과대학 전문부에 입학한 46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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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은 제6회 졸업생이 되는 데 그 수는 275인이었다. 이들은 전문부 1학년에 입학한 것이지만, 

전문부 2학년 3학년이 경전 입학생이고, 4년제 과정 2학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

게 자신들도 고상/경전의 전통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구제

과정의 2학년, 3학년인 경성대학 경제학과의 50명 미만의 “선배”를 선배로 인식하기 어려웠

을 것이다. 더욱이 경성대학 경제학과 소재지 동숭동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상과대학 소재지 

종암동에 통학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출석률도 극히 저조했을 것임은 추측하고도 남는

다. 그러므로 당시에도 경성대학 경제학과가 경전과 통합하여 상과대학이 되었다는 사실을, 

당시의 상과대학 구성원들도 인식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서울대학교 초기의 학제가 복잡한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대학 예과 과정이 없어지는 

과정에 따른 혼란이고, 다른 하나는 중학교 학제의 개편이다. 일제말기에 중학교는 4년제이

고, 중학졸업자는 대학예과 2년 과정을 거쳐 대학본과 3년 과정을 마치도록 되어 있었다. 전

문학교는 예과과정 없는 3년 과정이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발족 시의 신제 대학제도는 중

학교 6년 과정을 졸업한 자가 바로 4년제의 대학에 입학하는 것으로 되었다. 그런데 1946년 

중학교졸업자는 4년 과정을 졸업한 것이었고, 그해부터 중학교는 6년 과정으로 바뀌었다. 그

러므로 1947년과 1948년은 중학교 졸업생이 없는 해이고, 1949년에 비로소 6년제 중학교 졸

업자가 배출되었다. 대학의 학제도 이에 맞출 수밖에 없으므로, 상과대학에는 전문부를 두었

다. 1946년 중학교 졸업자를 입학시키되, 대학본과에 입학시킬 수 없으므로, 전문부1학년으

로 입학시켰다. 경성경제전문학교에 입학하여 1년 내지 2년 수료한 사람들은 전문부 2학년 3

학년이 되었다. 또는, 2년 수료한 사람들은 대학본과 1학년에 편입될 수 있었다. 전문부 입학

은 1946년 한 해뿐이다. 1947년, 1948년은 중학교 졸업이 없고, 1949년 중학교졸업자는 바로 

대학본과에 입학했기 때문이다.

경성대학 본과를 1년 또는 2년 수료한 사람들은 상과대학 본과 2학년, 3학년에 편입되었

다. 그러나 이들은 구제대학에 입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제대학 3년 수료로 졸업이 되었

다. 그러므로 1947년 1948년에 각각 서울대학교 제1회, 제2회 졸업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문리과대학의 경제학과 인식

이처럼 상과대학 측에서는, 교수나 학생 모두 “경성대학 경제학과”의 존재가 인식되지 않

았기 때문에, 상과대학의 경제학과는 신생 상과대학의 한 학과로 인식될 뿐, 그것이 경성대

학 경제학과와 연계되어 있다는 인식을 하지 않았다. 다만 상과대학에 학년당 150명의 상학

과와 150명의 경제학과가 설치된 것으로 인식될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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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리과대학 측에서의 인식은 달랐다. 우선 문리과대학은 자신들이야말로 경성대학

의 전통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정통 대학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경성대학 법문학부의 대부분

과 경성대학 이공학부의 절반으로 구성되고 “전문학교”의 성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것

이 서울대학교의 다른 어떤 대학과도 구별되는 문리과대학의 “자부심”이었다.

경성대학 법문학부의 법학과가 법과대학으로 분리된 것에 대해서는, 문리대 측에서 이의

가 없는듯했다. 그러나 경제학과가 분리되어 상과대학에 편입된 것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다. 경제학과는 정치학과와 함께 그대로 문리대에 남아있어야 

할 것이 “잘못하여” 상과대학으로 갔다는 인식이었다. 이는 경성대학 법문학부가 문리대 자

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생각임은 말할 것 없다. 상대교수를 역임한 고승제교수의 회고

에는, 고 교수가 상과대학 교무과장이고, 최규남 교수가 서울대학교 총장일 때(1951~1956), 

총장은 “상과대학의 경제학과를 문리대로 가져가겠다.”라고 했는데, 고 교수가 극력 반대해

서 실현이 안 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문리대 측의 이 요구는 결국 1975년 상대 해체와 사회

과학대학 발족으로 실현된 셈인데, 그러면 어떤 배경에서 경제학과의 귀속문제가, 문리대 측

에서 그처럼 장기에 걸쳐서 집요하게 계속되었을까? 이를 이해하는 데는 일본에서 있었던 일

을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경성제국대학은 제국대학의 효시인 동경제국대학을 통하여 이해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가 

많다. 경성제국대학에서 사회과학계통으로, 처음에 법률학과와 정치학과를 두기로 했던 것

은 동경대학이 법학과를 분리하여 법률학과와 정치학과를 둔 것과 유사하다. 다만 경성제국

대학은 바로 두 학과를 통합하여 법학과로 단일화했다. 동경대학은 법학과에서 갈라진 정치

학과에서 다시 경제학과를 갈라냈다. 그리고 경제학부를 독립시켰다. 경제학과를 경제학부

로 독립시키는 과정에서는 동경고등상업학교(동경고상)의 전문 과정을 동경제국대학 경제

학과와 통합하여 경제학부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동경고상 측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

되고, 상학과를 새로 만들어 경제학과와 상학과로 이루어진 경제학부가 탄생하였다.

서울대학교 안을 만드는 주체가 이런 상황을 감안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그리하여 경성대

학의 경제학과와 경성경제전문학교를 통합하여 상과대학을 만드는 구상이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이 안의 구상 과정에서, 학교 이름이 이미 경성경제전문학교로 바뀐 것을 감안하여 

“상과대학”이 아니라 “경제대학”으로 작명했더라면, 문리대 측의 경제학과 분리요구는 그리 

강할 수 없었을지 모른다. 또 만일 경성고등상업학교라는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었더라면, 상

과대학 안을 만드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전문학교를 승격시켜 “상과대학”을 만들면서, 법문

학부의 경제학과를 떼어 “상과대학”에 통합시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공

교롭게도 일제가 전쟁 말기에 일본 전역의 고등상업학교를 경제전문학교로 이름을 바꾸었는

데, 이 일도 경성경제전문학교와 경제학과의 통합하는 일을 쉽게 하는데 기여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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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문리대 측에서는 왜 서울대학교 발족 초에, 경성경제전문학교와 경제학과의 통합

을 반대하지 않았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첫째 다 같이 “경제”가 붙은 경제전문

학교와 경제학과가 통합한다는데 반대의 명분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둘째 통합 당시 법학

과에서 분리된 정치학과와 경제학과를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되게 정치학과의 인기가 높았

다. 위의 <표 1>을 보자.

이 표의 수치는 『문리대동창회명부』(1956)와 『서울대학교 20년사』(1966)의 자료를 바탕으

로 집계한 것이다. 법학과 정치학과 경제학과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

학교 출범 당시 구법학과 중, 정치학과의 인기는 단연 최고였다. 그러므로 문리대 측에서는 

정치학과를 존치하는 것만이 중요하고, 경제학과가 경전과 통합하여 “문리대에서 나가는데”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을 수 있다.

상과대학의 경제학과

일제는 전쟁 말기에 전문대학을 통폐합하면서 경성고등상업학교는 오히려 입학생 수를 

100명에서 300명으로 늘이는 개편을 단행하였다. 그리하여 1943년까지 100명이던 신입생이 

1944년부터는 300명으로 늘었다. 일본 전체에서 보더라도 신입생 수가 가장 많은 전문학교

가 되었다. 물론 이 속에서 한국인 학생은 3분의 1밖에 안 되었지만, 해방 후에는 300명이 한

국인만으로 선발되는 큰 전문학교가 되었다. 상과대학으로 개편된 후에도 이 인원은 그대로 

계승되어, 상학과, 경제학과 각 학과의 신입생 정원은 150명씩이었다. 이 수는 경성대학 경제

학과의 20명 수준과는 비교가 안 되는 큰 수이므로, 상과대학 경제학과의 성격은 경성대학의 

경제학과와 다를 수밖에 없었다.

경제학과가 상과대학 안에서 그 수에 있어서나 그 질에 있어서 사회의 주목 대상이 되는 

학과로 발전하자, 문리대 측에서는 경제학과에 대한 아쉬움이 점점 커지고, 앞에서 말한 최

규남 총장의 요구와 같은 명시적 요구까지도 나오게 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 구법학과의 졸업 인원구성

1946 1947 1948

법학과 9 55 23

정치학과 17 24 71

경제학과 17 24 22

(1947과 1948은 서울대학교 제1회 및 2회 졸업생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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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후 경제학과의 인원이 대폭 줄어드는 등 부침(浮沈)을 겪었으나, 경제학과는 계속 발

전하여,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전국의 최우수 인재가 경제학과/상대로 집중하는 현상을 

보고, 문리대 측에서는 정치학과와 경제학과를 주축으로 하는 사회과학대학 안을 구상한듯

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울대학교의 관악캠퍼스 이전을 계기로 통합화 논의가 진행되자, 

문리대 측에서는 “기본대학”과 “전문대학” 안을 내 놓았다. 통합된 서울대학교를 크게 기본

대학과 전문대학으로 나누어, 기본대학 안에는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을 두

어 대학의 기본교육을 맡게 하고, 공대, 농대, 법대 등 전문대학은 전문교육을 맡는다는 구상

이었다. 그런데 상과대학의 경제학과는 기본대학 성격의 학과이고, 경영학과는 전문대학 성

격의 학과이므로, 상과대학은 해체하여, 경제학과는 기본대학인 사회과학대학에 소속하게 

하고, 경영학과는 독립하여 전문대학인 경영대학으로 한다는 구상이었다.

상과대학의 해체와 사회과학대학의 경제학부

1970년대 초, 문리대 측의 구상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대학교 종합화 안이 나오자 상과대

학에서는 격렬한 찬반 논쟁이 있었다. 상과대학 내부에서는 해체를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

으나, 해체하려는 외세의 압력을 막지 못하고, 결국 해체의 길을 가게 되었다. 해체과정에서 

몇 가지 부수적인 조치가 취해졌다.

무역학과도 사회과학소속으로 한다.

경제연구소를 본부 직속의 연구소로 한다.

사회과학대학의 초대 학장은 상대교수가 맡는다.

이리하여 “기본대학”인 사회과학대학이 발족하면서, 사회과학대학의 10개 학과 중 상과대

학의 학과는 2개에 불과하지만 비중으로는 대학 전체의 반 정도를 차지하게 되었다. 경제학

과와 무역학과는 사회과학대학의 다른 8개 학과들과 비교하면 거대학과였다. 이 두 학과는 

통합하여 과의 구별, 전공의 구별이 없는 “경제학부”로 되었다. 더욱 거대해진 것이다.

경제학부는 사회과학대학 내의 다른 학과들과 비교할 때 이질적이다. 이질적이란, 우선 규

모가 다르다. 과거 경성대학 법문학부의 경제학과는 소학과였다. 상과대학의 경제학과는 대

학과였다. 기본대학 발의과정에서 생각한 경제학과는 다른 학과와 마찬가지로 소학과이지 

대학과가 아니었을지 모른다. 상과대학의 경제학과는 소학과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

라, 상과대학의 대학과 전통을 이어받았던 것이다. 기초학문으로서의 경제학이 아니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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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소양을 갖춘 사회적 관리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중요한 교육목표

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자 내지 학자 양성을 위한 “작은 경제학과”의 이미지와는 

맞지 않는다. 사회과학대학의 경제학부는 상과대학의 경제학과와 성격을 공유한다. 학부를 

과로 세분하지 않는 것도 그 성격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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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덴탈 문서> 속의 한국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명예교수  최종고

머리말

괴테 전기작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카르트 프리덴탈(Richard 

Friedenthal, 1896~1979)은 한국과도 인연이 깊은 작가 겸 학자였

다. 그는 독일 뮌헨 출신으로서 이미륵(Mirok Li, 李儀景, 1899~ 

1950) 박사와도 교분이 깊었고, 1957년 9월에 한국을 방문하여 김

정진(金晸鎭) 교수의 초청으로 서울대학교에 와서 학생들과 대담

의 시간도 가졌다. 이런 사실이 지금까지 거의 묻혀져 있었고, 필자

도 근년에 와서야 이런 뜻깊은 역사적 사실에 주목하고 자료를 모

으기 시작하였다.

그러다 지난 6월 20일부터 한 달 간 독일에 머무는 동안 무엇보

다 그의 유품이 소장되어 있는 마르바흐(Marbach)의 독일문학문

서고(Deutsches Literaturarchiv)를 방문하였다. 거기에는 <프리덴

탈유고(Friedenthal-Nachlass)> 57개 박스가 소장되어 있는데, 그 중 한 박스가 한국 관계이

다. 나는 사흘 동안 머물면서 이 문서를 조사하고 복사해온 것을 뜻있는 수확으로 생각하고 

연구의 보람을 느꼈다. 이를 기초로 앞으로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해야겠지만 우선 이 문서

가 대체로 어떤 내용인지를 여행기 같이 간단히 서술하고자 한다.1)

I. 프라이부르크에서 마르바흐로

세월이 흘러 1979년에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지도 40년이 되는 해가 되

   1) 필자의 기발표문으로는 최종고, 프리덴탈의 한국인상, 『세계한글작가대회기념문집』, 국제펜클

럽한국본부, 2015, 446-448쪽; 리하르트 프리덴탈의 한국사랑, <국제문예> 79. 2019년 가을호, 

92-107쪽. 또한 독일 여행 중 쓴 시 40여 편과 스케치 50개는 묶어 『독일여행 시화집』(관악사, 

2019)으로 간이 출간하였다. 그리고 졸고, 독일여행시화첩, <Fides> 8호, 2019, 272-283쪽.

<그림 1>  

리카르트 프리덴탈(Richard 

Friedenthal, 1896~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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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보다 그때 지도교수이셨던 홀러바흐(Alexander Hollerbach) 박사의 사모님이 작년 

말에 작고하셔서 뒤늦은 문상이지만 바로 프라이부르크로 가서 함께 묘지를 참배하였다. 40

년 전에 그렇게 정열적 미남 교수이셨는데 세월을 못 속여 지팡이를 짚고 나오셔서 역사와 

인생을 실감하며 식사를 나누고 건강을 기원하고 작별했다. 그 길로 하이델베르크로 가서 이

틀 머물고 마르바흐로 향했다.

이곳은 쉴러의 고향이란 이유로 쉴러 박물관은 물론 독일문학문서고까지 가지고 있는 것

이 부러웠다. 출입증을 만들어 3일간 이용하면서 자료도 보고 쉬는 시간에는 주변을 스케치

하기도 하였다.2)

섭씨 38도까지 올라 기록을 깬 더위라고 하는데 열람실은 냉방이 잘 되었다. 문서 열람자

   2) 여기서 우연히 중국계 여성작가 한수인(韓素音, Han Suyin)의 소설 A Many-Splendored Thing 

(1952)의 독어판 Alle Herrlichkeit auf Erden(1985)를 입수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한수인과 

애정을 나누다 한국전쟁에 파견되어 전사한 영국 Times 기자 Ian Morrison(1933~1950)의 발자

취를 연구하게 되었다. Ian Morrison의 저서 This War against Japan(London, 1943)도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구입 신청하여 소장되었다. 자세히는 최근 졸저, 『한국을 사랑한 세계작가들』 2, 

와이겔리, 2019, 228-237쪽에 서술하였다.

<그림 2>  

마르바흐 독일문학문

서고의 출입증과 주변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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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열심히 조사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고, 나도 멀리서 와서 이용자가 된 것이 행복하

게 느껴졌다. 동양인은 중국인 학생 하나를 보았는데, 하이델베르크대학에서 음악문학으로 

박사논문을 쓰고 있다 한다. 내가 조사한 프리덴탈 문서의 내용은 뒤에 설명하겠다.

II. 프리덴탈의 생애와 작품

리카르트 프리덴탈은 1896년 6월 9일 독일 뮌헨에서 의사의 아들로 태어났다.3) 어려서는 

베를린에서 자랐고 제1차 대전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었다. 전후에 베를린대학, 예나대학, 뮌

헨대학에서 문학사와 미술사를 공부했다. 스승으로 뵈플린(Heinrich Wölfflin), 슈트리히

(Fritz Strich), 막스 베버(Max Weber)가 있었고, 1922년에 철학박사가 되었다.

1920년대 그의 문학 활동은 친구 츠바이크(Stefan Zweig)에 의해 지원되었다. 1920년대부

터 출판사에서 편집인으로 일했고, 1930년부터 베를린의 크나우어(Knaur) 출판사의 사장이

었다. 여기에서 유명한 회화(會話)백과사전(Konversationslexikon)을 편집해냈다. 그는 시인

이요 소설가요 전기작가였다. 그러나 1933년에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저술금지의 처분을 받

았다.

1938년에 영국으로 망명하였고, 얼마간 강제수용 되기도 했다. 1942년부터 1950년까지 독

   3) 전기적 사실은 Hans Wagener, Richard Friedenthal: Biographie eines grossen Biographers 

(2002) 참조. 바게너 교수는 1940년에 출생하여 뮌스터대학과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독문학을 

공부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학(UCLA)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곳 교수로 활약한 분이다. 그도 

에리히 케스트너(Erich Kästner), 사라 키르쉬(Sarah Kirsch), 지크프리드 렌츠(Siegfried Lenz), 

칼 쭈크마이어(Karl Zuckermayer), 르네 쉬켈레(Rene Schickele) 등의 전기도 썼다.

<그림 3> 에리히 케스트너(중앙)와 함께 한 

프리덴탈

<그림 4> 피퍼출판사 피퍼 사장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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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계 펜본부 망명작가회의 사무총장으로 활약하였다. 1943년부터 1951년까지 영국 BBC 

방송국에서 근무하였다. 또한 1945년부터 1950년까지는 스톡홀름에서 간행되는 『신전망

(Neue Rundschau)』지의 편집인이었다. 그러면서 친구 슈테판 쯔바이크의 작품들을 편집해 

냈고 유작의 사후관리를 하였다. 1951년에 영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1954년까지 다시 독일

에서 살았다. 뮌헨에서 한 출판사를 운영하였다. 1954년부터 계속 영국에 살다가 1979년 독

일 여행 중 10월 19일 키일(Kiel)에서 사망하였다. 유대인이란 운명 때문에 그는 자의반 타의

반으로 독일과 영국을 왕복하며 산 인생이었다.

초기에는 그는 전통적인 심리적인 시와 소설을 발표했다. 1960년대까지 그는 사전편찬과 

수필가로 이름이 알려지다가 전기작가로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가 쓴 전기로 잘 알려진 것

은 후스( Jan Hus), 루터(Martin Luther), 디데로(Denis Diderot), 괴테의 전기들이었다. 만년

에는 독일계 영국 망명인들의 전기를 쓰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칼 막스(Karl Marx)의 전기

가 나왔다.

그는 1957년부터 독일 펜본부의 부회장이었고, 1968년부터는 명예회장이 되었다. 1961년

에 영독문화교류의 활동을 인정받아 독일공화국 최고공로훈장을 받았다. 1960년에 독일 언

어와 시 학술원 회원이 되었다.

프리덴탈은 많은 인물의 전기를 썼고, 쯔바이크(Stefan Zweig)와는 특별한 우정을 가졌다. 

그런 친구가 브라질에 가서 자살한 것은 하나의 충격이었다. 프리덴탈은 루터의 전기도 썼는

데, 우리나라에도 연세대 김형석 교수에 의해 번역되었다.4) 그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역시 괴

   4) R. 프리덴탈/김형석 역, 『마르틴 루터의 생애』 상하, 삼성미술문화재단, 1979.

<그림 5>  

괴테전기와 프리덴탈전기



166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9, 제15호

테 전기(1963)였는데, 많은 독일 작가들이 괴테를 영웅처럼 신성화시키는 것과는 달리 괴테

를 키도 작고 병약한 인간으로 그렸던 것이다. 영국식 전기방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독일인들

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그 괴테전기는 전세계에 가장 명저가 되었다. 그때 그의 나이 

68세였다. 우리나라에도 독문학자 곽복록 교수에 의해 번역되어 1985년에 출간되었다.5)

III. 프리덴탈과 이미륵

프리데탈을 한국으로 묶어준 사람은 이미륵이었다. 같은 뮌헨에 살면서 직접 만났을 테지

만 구체적 기록은 없다. 이미륵의 『압록강은 흐른다(Der Yalu fliesst)』가 처음 나온 Piper 출

판사를 통해 더욱 가까워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륵이 후버(Kurt Huber) 교수와 함

께 나치스저항운동에 가까이 하면서 프리덴탈과 더욱 긴밀해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책은 후

일 쌍트 오틸리엔수도원의 에오스(EOS)출판사로 옮겨 지금까지 출간되고 있다.

나는 이번 기회에 오틸리엔에도 40년 만에 찾아갔다. 에오스출판사에 들리니 이미륵전집

이 5권으로 출간되어 서가에 꽂혀있다.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으로 다른 한국작가들의 작품

들도 몇 권 독일어판으로 출간되어 있다.

IV. 프리덴탈의 한국방문

프리덴탈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1957년 9월이었다.

   5) R. 프리덴탈/곽복록 역, 『괴테: 생애와 시대』, 평민사, 1985.

<그림 6> 상트 오틸리엔수도원 안에 있는 EOS출판사에서 낸 이미륵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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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제 펜대회에 독일 펜클럽의 부회장으로 참석했다가 9일간 한국여행

을 했던 것이다. 당시 한국은 1954년에 모윤숙 여사의 영국 방문에서 처음 국제펜의 존재를 

알아 한국 펜클럽을 조직하고 3년째 되는 해였다. 당시 펜 이사장인 정인섭(1905~1983) 박사

는 정부와 교섭하여 일본까지 오는 세계 작가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홍보와 관광을 시키기로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건국 후 최대의 문화행사였다. 이 때 독일 펜회장 발터 슈미

일레(Walter Schmiele) 박사에게 보낸 초청장이 여기에 보관되어있다. 그때는 초청장도 파란 

항공엽서에 손수 타자로 찍은 것이라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도합 19명의 세계 작가들이 도쿄에서 서울로 날아왔는데, 여기에 프리덴탈도 있었던 것이

다. 그를 한국으로 향하게 한 것은 무엇보다 재독 한국인 작가 이미륵이었다. 이미륵의 『압록

강은 흐른다』를 읽고, 흰 옷을 입고 사는 신비의 나라 코리아를 동경해왔던 것이다. 국제펜클

럽의 임원인 유명작가이기에 이승만 대통령까지 면담했고, 반도호텔에 머물며 이미륵의 누

님을 만난다. 흰 한복을 입은 이 한국 여인의 태도에서 신비한 아름다움을 느낀다. 그는 이미

륵의 죽음을 누님에게 직접 전해주었다. 조용히 흐느끼며 받아들이는 누님의 모습이 무척 인

상적이었다고 회고하였다. 그는 독일로 돌아가 출간한 『토카이도씨 댁에서의 파티(Die Party 

bei Herrn Tokaido)』(1958)라는 여행록에서 세 챕터에 걸쳐 한국인상을 적고 있다.6) 헤르츠

   6) 이 책도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복사해왔다. 그러나 이번 문서들에는 김재원 박

<그림 7> 정인섭 회장이 보낸 한국방문 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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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tz) 주한 독일대사와 경주의 불국사와 석굴암을 본 

체험을 상술하고 있다. 

9월 14일 11시 경무대를 방문하여 이승만 대통령 앞

에서 잠시 담화를 한 것은 독일은 한국처럼 분단국가이

기 때문에 이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을 끌었기 때문이었

다.7)

이승만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펜은 총칼보다 더 강하

다고 역설하고, 모두와 함께 경무대 정원에 나가서 함께 

단체사진을 찍었다. 여기에 함께 한 한국인은 최규남 문

교부 장관, 정인섭 펜회장, 모윤숙 펜 부회장이었다.

방문 작가단은 9월 16일에는 세 그룹으로 나누어 문학 강연을 하였다. 16일 10시 시공관에

서는 프리덴탈(독일생활과 문학), 알렉 오우(영미소설가의 문제), 그레이크(여성과 문학), 인

다타감행(저널리즘과 태국문학), 린데만(동서양의 연극에 대하여)이 하였다. 서울대학교 대

강당에서는 솔래프(영국의 저널리즘), 라스트(화랑문학에 대하여), 플렛처(여류소설가로서의 

경험), 마루프(인도네시아의 문학), 강동(프랑스문학의 3대 문제)이 강연하였고, 이화여대 강

당에서는 도치(비교문학적 견지에서 본 동서양의 여성의 지위), 아부수안(레바논의 문화와 

사, 김정진 교수에게도 선물로 보낸 사실을 적고 있다.

   7) 이승만에 대한 인상은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기독교인이라는 점, 저택(경무대)의 벽이 빛바랬

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Richard Friedenthal, Die Party bei Herrn Tokaido, 1958, S.237.

<그림 8> 이승만 대통령과 담화하는 프

리덴탈

<그림 9> 전열 좌부터 파시벨트(브라질), 모윤숙

(한국), 타나타나칸(타이), 이승만대통령, 플렛츠

(미), 잉갈스(미), 후열 좌부터 아푸수왈(레바논), 

소레프(영), 우오(영), 강동(프), 최규남 장관, 인

드라카벨(타이), 롯지(호주),마리프(인도네), 라스

트(화란), 정인섭(한), 바쿠어(이), 프리덴탈(독), 

린데만(덴)

<그림 10> 프리덴탈이 한국에 전한 이미륵의 붓글씨와 

독일에서의 모습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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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타나타나캄(태국의 여성), 질티히(항가리문학에 

대하여), 잉갈스(미국 시와 아시아)를 강연했다.

시공관에서의 프리덴탈의 <독일생활과 문학> 강연에

서는 특히 괴테문학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

다. “한국이 오늘날 남북으로 양단되어있는 것처럼 독

일은 동서로 양단되어있는데 독일은 베를린이라는 운

명적 존재를 생각할 때 한결 심각한 사태에 놓여 있다. 

독일이 여기에 이르기까지에는 과거 문학면에서 프랑

스와 아랍 및 중국의 영향을 받아 독일의 순수성을 보

존하기 위한 운동이 전개되어 드디어는 괴테와 같은 대

작가에 의하여 독특한 문학이 확립되었다. 그러나 근래

의 정치적인 공포는 문학에까지 침투하여 연극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었는데 야스퍼스(K. Jaspers)나 하이데거

(M. Heidegger) 같은 철학자의 세계관의 영향을 받은 

독일문학은 이제 새로운 세계관의 확립을 모색하고 있다.” 당시의 일간지 신문들에는 프리덴

탈의 인터뷰 가사들이 여러 곳에 실렸다. 그는 이미륵이 독일에서 쓴 붓글씨를 가져와 한국

신문에 공개하기도 하였다.

다행히 프리덴탈 자신이 쓴 여행기 『토카이도씨 댁에서의 파티』가 상당히 자세한 방한기를 

적어놓았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번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V. 프리덴탈과 김정진

프리덴탈의 방한시 김정진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독어교육과 부교수였다. 그는 원래 경

성제대 법문학부 법학과를 졸업하였는데, 사촌형 김증한(1920~1988)이 워낙 법학자로 탁월

하여 자신은 독문학으로 전향하였다고 한다.8) 그는 『카프카연구』(1983), 『독일노벨문학상작

가단편집』(1984) 등 연구서 외에도 괴테의 『파우스트』(1974),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1975), 

헷세의 『데미안』(1972), 슈바이쳐의 『물과 원시림 사이에서』(1977) 등 많은 번역서를 내었다.

   8) 1980년대 전임강사시절의 필자는 교내식당에서 가끔 김정진교수를 뵈면 이런 얘기를 잘 들려주

셨다. 또한 경성제대의 독문학교육이 어떠했던지를 알 수 있는 중언이다. 실제로 두 분은 『수험 

독일어』(1957)를 공저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연지수필: 김성진/김정진 글모음집』, 씨아이알, 

2007 참조. 

<그림 11> 국립국악원 공연프로그램에 

적은 친필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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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어떤 계기로 프리덴탈을 알게 되었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독문학자로 유명독일

작가를 관심 갖는 것은 당연했다. 이런 프리덴탈이 한국에 오니 서울대 사범대로 초청하여 

학생들과 대화를 하게한 것은 자연스러웠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토론되었는지는 적지 

않았지만 한국학생들이 지적으로 배고파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적고 있다.

<그림 12> 이미륵 누님 이은정 

여사의 편지(대필)

<그림 13> 프리덴탈에게 보낸 김정진 교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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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프리덴탈과 김재원

프리덴탈은 방한 시 대한민국 국립박물관장 김재원

(1909~1990) 박사와 경복궁 리셉션파티에서 잠시 대화

를 나누고 강한 인상을 받았다. 뮌헨에서 박사학위를 받

았고 이미륵과 함께 있기도 한 얘기를 유창한 독일어로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날 

김 박사는 미국으로 학술회의차 여행을 떠나 더 이상 만

날 수 없었다. 프리덴탈도 돌아가 특히 석굴암에 대한 관

심을 발전시키려니 김 박사의 도움이 여러 면으로 필요

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여러 번 언급하는 편지들이 있고, 

드디어 김 박사도 편지를 보낸 것이 보존되어있다. 독일

어도 통하고 이미륵과 직접 인연을 가진 이런 두 분이 좀

더 긴밀한 접촉을 갖고 석굴암에 관한 저서가 나올 수 

없었던 것이 다소 아쉽게 여겨진다. 

VII. 프리덴탈과 헤르츠대사

프리덴탈 문서를 열람하면서 가장 많은 편지를 보

았고 또 『토카이도씨 댁에서의 파티』에 가장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인물이 당시 주한 독일대사 리카르트 

헤르츠(Richard Hertz) 박사이다. 그는 1898년생이고 

1961년 멕시코 대사 때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그는 

한국에 오기 전에 바타비아와 싱가포르에도 있었는

데 노벨상 수상작가 파블로 네루다(Pablo Neruda)

와도 교류가 있었다.9) 히틀러정권 아래서는 본국에 

있다가 1937년에 시카고 총영사로 나갔다가 해직되

었다. 미국에 머물러있으면서 아이오아주의 듀부크

   9) David Schidlowsky, Pablo Neruda und Deutschland. Eine kurze Biographie des chilenischen 

Dichters und seine Beziehung zu Deutschland, Wissenschaftlicher Verlag Berlin, Berlin 2008.

<그림 14> 서울대학교 함춘원에서 김정

진 교수와 학생들과 함께 한 프리덴탈

<그림 15> 김재원 박사가 프리덴탈에게 보

낸 편지(195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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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buque)대학교에서 강의했다. 1945년에 로스엔젤레스주재 

독일연방 총영사가 되었다. 그가 초대 주한 독일대사로 대한민

국에 부임한 것은 1957년 10월 10일이었고, 1960년 12월 5일자

로 멕시코로 전임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프리덴탈을 만난 것

은 그의 한국부임 초기였다.

그의 가정은 유대인이지만 개신교로 개종하였는데, 그런 점

에서 프리덴탈과 통하는 면도 있었다. 문학과 역사에 관심이 많

았던 헤르츠대사는 『함부르크해관사』를 1922년에 출간하였는

데 그의 박사학위논문에 크게 기초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이처

럼 문학과 역사적 소양이 있는 그가 한국에 부임하자마자 자기

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프리덴탈이 방한하니 경주까지 동행하

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것이다. 그들은 짚차로 내려가 불국사 앞의 불국사여관에서 일박

하였다.10) 다음날 함께 석굴암을 관람하였는데, 프리덴탈은 간다라미술을 통한 동서양의 만

남을 이곳에서 보았고, 공통적 외경(畏敬)의 판테옹(萬神殿) 앞에서 단순한 방문자로서도 결

코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적었다.11) 나한상들은 그리스조각보다 로마조각에 가깝고, 

세례요한상을 연상케 하는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12) 이러한 관찰과 포착이 프리덴탈로 하여

금 석굴암 연구서를 계획하게까지 만들었다고 생각되고, 이런 관심과 열정이 헤르츠 대사와 

김재원 박사와의 교신을 지속시킨 것으로 보인다. 왠 이유인지 이 계획은 실현되지 못하였

다.

VIII. 프리덴탈과 피터 리(Peter H. Lee, 이학수)

미국 하와이대학과 UCLA에서 한국학을 가르치며 한국문학을 많이 번역한 피터 리. 즉 이

학수 교수가 프리덴탈과 교류를 한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다. 문서 속에 교신한 편지

가 들어 있다. 1959년 당시 이 교수는 뮌헨에 있었고 프리덴탈은 런던에 살아서 편지로 교환

10) 프리덴탈은 Gasthaus Bul-kuk이라고 적고 있는데, 3년 후 1960년 11월 5일 펄 벅(Pearl S. 

Buck) 여사가 이곳에서 일박하였을 때는 불국사호텔로 바뀌었다. 

11) “Ich fühlte mich keineswegs fremd, als blosser Zuschauer oder neugieriger Besucher. Ich war 

zu Hause, in dem Pantheon gemeinsamer Ehrfurcht.”라고 적었다. R. Friedenthal, aaO. S. 238.

12) R. Friedentahl, aaO., S., 258-259.

<그림 16>  

주한 독일대사 헤르츠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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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13) 

IX. 프리덴탈 문서의 내용

위에서 내용적으로 나누어 부분적으로 설명하였지만 프리덴탈 문서 자체의 구성이 중요하

기 때문에 현지에서 적은 메모대로 작성해보면 아래와 같다. 부득이 번호를 매기지만 문서순

서와는 관계없고 그저 편의상으로 붙인 순서이다. 여기에 표시될 수 없는 문건들이 많이 있

음을 미리 밝힌다.

1. 양원달 편지 29th PEN To Mr. R. Friedenthal

2.   Miss Shunsho Machi(Tokyo)가 보낸 편지봉투에 친필로 쓴 메모, Korea ist 

grossartig. Buddha auf Hohen 등 12줄을 적었으나 판독이 어렵다.

3. Speaker of National Assembly가 1957. 9. 15(일), 19:00 반도호텔 초청장

4.   김연수 국립국악원장의 초청 Center of Korean Music Program에 프리덴탈 친필의 

메모(가야금 그림도 그려져있다) 

5.   봉투에 Mirok Li, Fur Herrn Dr. Friedenthal, P. Piper Verlag에서 받은 이미륵 사진 

두 장, 사진은 뒷면에 우편엽서 형태로 이미륵 Lebenslauf를 인쇄

6. B. von Seyler 여사(Stuttgart)가 영국으로 보낸 편지

   영국 주소: 15 Burgess Hill, London, N.W. 2

   그에 대한 답편지(1959. 1. 12) 2쪽. 이미륵의 유족에 관한 언급

7.   Hans König(Bonn) 1959. 1. 10. Welt지에 Friedenthal의 기고 “Korea könnte eine 

Brücke sein”.

8. Frau Alice Seyler 편지(1957. 10. 13)

9. Beckmann, Grabrede f. Mirok Li

10. Franz Thierfelder 편지(1957. 11. 29)

11. 그에 대한 답

12. Walter Schmiele 회장에게 보낸 정인섭 회장 초청장(항공봉투)

13.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초청장

     Army Officers Club(1957. 9. 17) 8:00PM Dinner 

       프로그램 위에 친필 메모. 김백봉 부채춤, 김해경, 김정수 동요, 임순상, 김백봉 북 춤

13) 피터 리 교수는 2018년 10월 18일 방한시 플라자호텔에서 양혜숙, 허흥식, 필자와 함께 생애를 

회고하는 인터뷰를 하였다. 여기서는 프리덴탈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이 좌담은 녹음하여 DVD

로 만들었다. 그는 서울대 음대 이경숙 명예교수의 오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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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Miss 이문희(통인동)이 보낸 사각봉투에 Friedenthal의 친필 낙서메모. 한글로 백

해경, 이현실, Richard PAIK 등의 이름이 적혀 있다.

15. 김일환 상공부장관의 영문편지(1957. 9. 20)

16. 한국에스페란토어학회장(홍행위)의 편지(1957. 9. 18)

     영어본과 에스페란토어본, Korea Esperanto Instituto(대구 동문동 1-12)

17. 부산시장 배상갑의 초청장, 9. 19. 8:30PM 동래호텔

18. 정인섭, 모윤숙에게 보낸 편지(1959. 10. 21)

19. Beckmann의 이미륵 묘지 추모사 영문(Max Beckmann의 아들)

20. 김태식의 편지(1957. 11. 14) 운현궁에서 만남

21. 김태식에게 회답(1957. 12. 1) 독일어 배우려면 김정진, 조가경 교수에게 가라

22. Mr. 이인석에게 보낸 Friedenthal의 편지

23. 김정진 교수의 편지(1957. 12. 5)

24. Peter H. Lee가 프리덴탈에게 보낸 편지(1959. 12. 8)

25. 프리덴탈이 Peter H. Lee에게 보낸 답신(1959. 12. 15)

이 외에 저서 『토카이도씨댁의 파티』에 보면 한국 관계 서술이 세 챕터에 걸쳐있다. 이 책

도 국내에는 아무 데도 소장되어 있지 않아 전체를 복사해 왔다. 그는 자기집 서재에 “코리아 

코너”를 만들어 한국 관계책들을 소장하였다고 기록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얼마의 책인지, 지

금 어디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IX. 프리덴탈의 묘지

나는 7월 8일에 베를린자유대학 한국학과에서 <펄 벅과 한국문화>라는 강연을 해달라는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며칠 일찍 베를린에 도착하였다. 강연 외에도 몇 가지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프리덴탈의 묘소를 참배하는 것이 하나였다. 구글(google)에 적힌 대로 찾아가니 

어렵지 않았다. 니콜라스제(Nicholassee) 역에서 흰 국화 몇 송이를 샀다. 이미륵 누님의 흰

옷이 인상적이었다고 적은 것이 기억나서였다. 묘지관리소의 안내대로 쉽게 찾아 꽃다발을 

바치고 잠시 묵념하고는 바로 스케치를 하였다. 묘지를 그리는 것이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

며 이렇게 그와 한국을 다시 연결시키는가 하는 감회가 느껴졌다.

여담으로, 베를린에는 프리덴탈 외에도 한국과 인연이 깊은 에른스트 프랭켈(Ernst 

Fraenkel, 1898~1975) 박사와 리카르트 폰 바이제커(Richard von Weizäcker, 1921~2015) 전 

대통령의 묘도 있어 온 김에 모두 참배하였다.14)

14) 자세히는 졸고, 에른스트 프랭켈의 발자취를 찾아서, 『계간 글의 세계』 47호, 2019 가을호,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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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맺는말

이렇게 프리덴탈의 발자취를 찾는 독일여행을 하고보니 어느 정도 그의 모습, 한국과의 관

계가 파악되는 감을 느낀다. 한국에는 없는 자료들을 잘 보관하고 있는 독일은 역시 선진국

답게 느껴진다. 정말 프리덴탈은 이미륵에서 촉발되어 한국을 방문하고 특히 석굴암에 매료

되어 단행본 연구서를 내려고까지 계획하였는데, 한국에서 보내주는 자료가 미흡해서인지 

결과를 내지 못한 것이 아쉽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사실들을 합쳐 그와 한국과의 관계는 잊

혀지지 않고 한독문학교류는 물론 세계문학사에 의미있는 사실로 기록되어져야 할 것이다.

필자는 2000년부터 한국인물전기학회를 운영해오고 있는데, 창립총회 겸 제1회 인물강좌

에서 이미륵을 다루고 이번 독일여행 후 지난 9월 17일에 제134회 인물강좌에서 프리덴탈을 

발표하였다. 괴테전기가로서만이 아니라 한국과 이런 깊은 인연을 맺은 사실에 청중들은 놀

라고 고마워했다. 앞으로 더욱 연구를 입체적으로 심도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316쪽. 그리고 <Fides> 제8호, 2019, 에른스트 프랭켈 특집 참조.

<그림 17> 프리덴탈의 묘지에 화환을 바치고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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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대학 설립과 초기 발전과정에 대한 회고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명예교수  박성현

자연과학대학(이하 자연대)은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 종합화 계획에 따라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면서 1975년에 탄생했다. 기존의 문리과대학이 자연과학, 인문학, 사회과학의 3개 단

과대학으로 분리된 것이다. 새로이 태어난 자연대에 계산통계학과가 신설되고, 필자는 그 2

년 후인 1977년에 이 과에 부임하여 근무하다 2010년에 정년하게 되었다. 33년간 자연대에 

근무하고 11대 학장(2000. 12~2002. 12)까지 하였으니, 필자의 생애 황금기인 반평생을 보낸 

대학이고, 지금도 늘 사랑과 연민을 자연대에 가지고 있다. 자연대 탄생 초기부터 자연대를 

지켜본 교수의 한 사람으로 서울대 명예교수회보에 자연대의 설립 초기와 그 발전과정을 회

고하는 글을 쓰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1. 자연대 탄생 이전의 역사와 배경(1975년 이전)

(1) 일제강점기 시기의 자연과학 교육과 연구

일본이 조선을 강점(1910년)한 이후 조선에서 이공계 고등교육기관으로는 경성공업전문

대학교(1916년)가 처음 세워졌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2017)에 의하면, 여기에는 염직과, 응

용화학과, 토목과, 건축과와 광산과를 두어 전통산업의 개선 및 개량, 총독부 통치산업의 원

활한 수행 등을 위한 교육에 치중하였다. 이때의 교과과정은 기초과목으로서 수학, 화학, 물

리학이 조금 교육되었을 뿐 자연과학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과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학 설립의 필요성에 따라서 경성제국대학(이하 경성제대) 설립이 공포(1923년)되고, 그

후 2년제 예과가 설치(1924년)되고 1926년에 법문학부와 의학부가 설치되어 대학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법문학부에는 4개의 학과(법과, 철학과, 사학과, 문과)가 있었다. 그러나 초기

의 경성제대에는 조선에서 이공학을 가르치지 않으려는 일본의 의도에 따라 자연과학과 공

학을 가르치는 학과는 없었다. 이공계 대학의 설립은 일제가 대륙침략을 본격화함에 따라 전

시 과학기술 연구의 필요가 급증한 1938년 경성제대에 이공학부 예과를 개설하고, 이공학부

(1941년)를 두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공학부에도 주로 일본인 학생들이 대다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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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으로 이공학 인재는 극히 적은 수가 양성되었을 뿐이다.

김근배(2005)에 의하면 일제강점기 시기에는 공학이나 의약학 분야에는 여러 개의 전문대

학들이 있었으나, 이학(자연과학) 분야에는 경성제대 이공학부 이외에는 연희전문학교 수물

과(1915년)만이 있었다. 연희전문학교는 외국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이다. 경성제대 이공학부

의 학과로는 물리학과, 화학과, 토목공학과,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응용화학과, 광산야금

학과가 설치되었다. 수학과 지질학은 학과는 없고 강좌가 개설되었을 뿐이다. 교수진은 모두 

일본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일본의 패망 때까지 3회 배출된 졸업생 120여 명 중 한국인은 

36명으로 전체의 30% 정도에 불과했다.

일제 강점기에 양성된 한국인 과학기술자는 많지 않았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2017)에 의

하면 이공계 분야에서 대학을 마친 한국인은 4백 명 정도로 추산된다. 국내에서는 37명뿐이

고, 일본(만주 포함)에서 230명, 미국과 유럽에서 120명, 중국과 소련에서 10여 명 정도이다. 

이들 중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한국인은 겨우 10명에 불과했다. 이는 의학 분야에서 340명의 

한국인 박사학위를 받은 것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10명의 박사학위자 중 대표적인 인물이 

이태규 박사로, 그는 교토제대에서 화학 분야로 학위를 받은 후에 1946년에  탄생된 서울대 

문리과대학 초대학장을 지냈다.

(2) 광복과 서울대의 탄생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패망으로 경성제대의 일본인 교수 및 학생들이 본국으로 귀환하

면서 경성제대는 급속히 와해되었다. 남한에 진주한 미군정이 9월 대학을 접수하면서, 학교

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고, 10월 경성제대의 명칭이 경성대학으로 변경되었다. ‘서

울대학교 자연과학 70년사 편찬위원회(2017)’에 의하면, 경성대학의 법문학부와 의학부는 

1945년 가을부터 수업을 재개하였으나, 이공학부는 교수진, 학생, 시설 등이 모두 부족한 상

황으로 1946년 초에야 교육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때 이공학부의 자연과학 분야는 기존에 

있던 물리학과 화학 외에 수학과가 별도로 설치되었고, 생물학과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었다.

1946년 8월 22일 미군정이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을 반포하여 서울대가 개교

됨에 따라, 자연과학 부문의 교육과 연구는 문리과대학 이학부라는 제도적 틀에서 이루어지

게 되었다. 이때 생물학과와 지질학과가 이학부에 설치되면서 이학부는 5개 학과(수학, 물리

학, 화학, 생물학, 지질학)로 구성되어 우리나라의 초기 자연과학의 기초를 닦기 시작했다. 서

울대학교총동창회(2016)는 1946년이 서울대의 ‘개교(開校) 원년’이지만, 서울대에 포함된 여

러 교육기관들 중 그 연원이 가장 오래된 법관양성소와 한성사범학교 개교년인 1895년을 서

울대의 ‘개학(開學) 원년’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참고할만한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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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다.

1948년 8월 15일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선출되어 대한민국이 시작되었으나, 전 국민

의 80% 이상이 농어민이었으며, 우리나라의 기초과학은 너무 빈약하였고, 서울대가 발족되

었으나, 부족한 교수진과 미약한 시설로는 깊이 있는 교육과 연구가 진행되기에는 어려운 상

황이었다. 더구나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

기 전까지 빈약하였던 대학과 연구소는 폐허화 되었고, 그나마 조금 있던 기초과학자들이 군

대나 해외로 흩어졌으며, 이에 따라 교육과 연구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전쟁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졌지만, 순수학문을 표방한 문리과대학 

이학부 학과들에는 정부의 지원이 미미하였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70년사 편찬위원회

(2016)’에 의하면, 서울대의 재건을 위해 미국의 원조기관 해외원조처(FOA)와 그 후신인 국

제협력처(ICA)의 원조자금으로 1954년부터 1962년까지 진행된 소위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농학, 공학, 의학 분야에 지원이 집중됨으로써 문리대 이학부는 소외되었다. 그러나 이런 환

경 속에서도 문리과대학 이학부에 1958년 천문기상학과(1975년에 천문학과와 기상학과로 

분리)가 설립되고, 1959년에는 기존의 생물학과가 식물학과와 동물학과로 분리되었으며, 

1968년 해양학과, 1969년 미생물학과가 설치되어 자연과학의 점진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1967년 박정희 정부에 의해 과학기술처가 설립되면서 정부의 과학기술 지원 정책이 본격

화된 이후에도 상당기간 서울대 이학부를 비롯한 자연과학 분야는 정부의 지원 대상 밖에 있

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1967년 동숭동 문리대 캠퍼스에 4층 규모의 과학관이 완공됨으

로써 이학부의 학과들이 비교적 안정된 교육 연구 기반을 갖추기 시작했다. 하지만 신설된 

과학관도 학과가 늘어나고 교수진이 확충되면서 이학부에 충분한 공간과  설비를 제공할 수

는 없었다. 이학부 교수에 대한 연구비도 열악한 편이어서 이인규(1996)에 의하면, 1975년에

는 이학부 교수 22명에게 1인당 132만원의 연구비가 지원되었다.

2. 자연대의 탄생과 초기 발전 과정(1975~1999)

(1) 자연대의 탄생

서울대 종합화 계획은 여러 캠퍼스에 흩어져 있던 서울대 단과대학들이 1968년 정부가 ‘종

합화 10개년 계획’을 확정하면서 본 궤도에 올랐다. 종합화 계획에 의해 서울대는 3개의 기본 

학문 대학과 12개의 전문 학문 대학으로 재편되었다. 그에 따라 이전 기초학문을 담당했던 

문리과대학이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으로 분리되었다. 즉, 자연대는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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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화 계획에 따라 서울대가 관악으로 이전하면서 1975년에 탄생한 단과대학이다. 이 당시 

자연대는 교수진 80명, 교직원 100명, 학생 3,031명이었고, 대학본부 우측 지역에 약 일만 평

가량의 공간이 주어짐으로 인하여 문리대 시절의 심각한 공간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었다(이인규, 1996).

1975년 서울대가 종합화되면서 공대에 있던 응용 3과(응용수학과, 응용물리학과, 응용화

학과)가 폐과되고, 응용수학과는 자연대에 계산통계학과(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Statistics)로 새로이 태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자연대는 초기에 11개 학과(수학과, 계산통

계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식물학과, 동물학과, 미생물학과, 지질학과, 천문학과, 기상학과, 

해양학과)로 시작되었다. 계산통계학과는 계산학과 통계학을 같이 가르치는 학과로 새로운 

두 학문을 합쳐 하나의 학과로 만든 것이다. 돌이켜보면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의 중요 기술인 

빅데이터(Big Data)가 학문적 근거를 계산학과 통계학에 두고 있으므로, 이미 서울대는 오래 

전에 빅데이터를 교육하고 연구하는 학과를 탄생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필자는 공대 화학공학과 출신이나 미국 유학 시에 통계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에 미국 대

학에 교수로 취업하고 있던 중 1976년에 계산통계학과에서 통계학 전공 교수 공개채용 공고

를 보고 지원하여 1977년에 자연대 공개채용 교수로 부임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1976년

에는 자연대에는 초대 학장으로 조완규(동물학과) 학장이 계셨는데, 부임한 후에 알게 된 것

은 이 자연대 공개채용 공고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서울대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한 제도라

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이 공개채용 제도가 시작되지 않았으면 필자는 서울대에 오기 어려웠

을 것이다. 왜냐하면 필자는 공대 출신으로 자연대(문리대 이학부)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었

고, 계산통계학과에 아는 교수님도 한 분도 안 계셨기 때문에 공개채용 공고가 나지 않았다

면 필자는 채용정보를 몰라 신청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조완규 학장님께 감사드리고 싶다.

문리과대학의 틀을 벗어나 자연대로 출범하면서 자연과학 발전을 위한 연구비 집행 등 재

정적 지원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76년 자연과학종합연구소(오늘날 기초과학연구원)

가 설치되었고, 교수들에게 연구비 수주의 안정적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교수들의 연구활동

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여졌다. 자연대가 출범하면서 교수 80명은 이전 문리대 이학부의 

40명에 비해 2배 증가한 것이다. 조완규(2007)에 의하면, 교수진의 증가는 종합화 과정에서 

공대, 사범대, 농대, 교양과정부 등에 속해있던 자연과학 관련 교수들이 신설 자연대로 합류

했기 때문이다.

(2) 초기 교육 및 연구 환경의 개선

자연대의 탄생 후 시작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미국국제개발원조처(USAID)의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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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업은 자연과학의 발전에도 지대한 역할을 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여러 차례 지원된 

IBRD 교육차관은 주로 자연대 각 학과의 기자재 구입에 사용됨으로써 교육 및 연구 여건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한국과 미국 정부의 차관 협정에 따라 1976~1980년까지 진행된 

‘서울대학교 기초과학분야 대학원 육성을 위한 AID 차관 사업’은 미국국제개발원조처

(USAID)가 제공한 차관 500만 달러와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대응자금 200만 달러의 자금으

로 이루어진 자연대 연구 역량 강화사업이었다. 이 차관은 이 당시까지 미미했던 대학원을 

강화하여 자연대를 연구 중심 체제로 재편하고자 하는 목적을 띄고 있었다.

고윤석 등(1982)에 의하면, AID 차관 사업으로 교수의 신규채용이 활발히 이루어져 자연

대 전체에 38명의 교수가 새로 임용되었으며, 그 결과 자연대 교수진의 규모가 종합화 초기 

80명에서 3명은 은퇴하고 1982년 초기에 115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필자도 1977년에 신규 

교수로 임명되었으니 이 38명 중에 한 명이었다. AID 차관 사업이 없었다면 아마도 필자는 

자연대에 신규 교수로 오지 못하였을 것이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외국 저명교수 63명(장기 

44명, 단기 19명)이 초빙되어 자연대의 각 학과에서 교육과 연구를 진행했다. 그리고 자연대 

교수진도 총 86명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장기 해외 파견을 다녀올 수 있었다. 76만 달러 

상당의 실험 기자재, 40만 달러 상당의 서적 및 기타 교육 자료를 구입했다. 또한 교수들의 

해외 학회 발표 및 논문의 해외 학술지 출판이 본격화된 것도 이 차관사업의 결실이었다. 필

자도 이 차관사업으로 1970년대 후반에 여러 차례 해외 학회에 참석하여 논문을 발표한 기

억이 새롭다. 이 AID 사업을 통해 자연대가 오늘날의 국제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으로 발전

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볼 수 있다.

(3) 필자의 계산통계학과 교수 시절

필자는 AID 차관 사업의 덕을 보아 자연대 계산통계학과에 1977년 8월에 부임하였으나, 

학과에 교수진도 부족하여 조교수로서 잠시 학과장 보직(1978년 5월~1979년 3월)을 수행하

기도 하고, 또한 학과에서 운영을 맡고 있는 전자계산소에 부소장으로 1977년부터 6년간 봉

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통계학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초창기이었으므로, 통계학에 관한 책

도 쓰고, 국가의 통계행정에도 자문하는 등 바쁜 교수 생활을 하게 되었다.

자연대의 행정과 깊은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1991년에 자연과학종합연구소의 부소장

(당시 이인규 소장)을 맡게 된 이후이다. 부소장직을 수행하면서 자연과학 전반에 관하여 관

심을 가지게 되었고, 기초과학 진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그후 1993년에 이인규 선생

님이 학장이 되시면서 필자는 자연대 기획연구실장(부학장급)으로 1993년 8월부터 1995년 7

월까지 일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자연과학대학은 물론 서울대 전반의 행정에도 눈뜨게 되



2부  칼럼    181

었다. 1995년에는 자연과학종합연구소 소장을 맡아 기초과학의 연구와 재정 지원 등에 관심

을 갖게도 되었다.

자연대 기획연구실장 시절에 수학과 동문이며 전주 상산고등학교 이사장이신 홍성대 박사

께서 1,100평 규모의 상산수리과학관을 자연대에 지어 기증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히셨다. 이

를 실행하기 위하여 부지선정, 건축회사 선정, 수리과학관 설계 등에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난관을 극복하고 건축이 추진된 것도 기억이 새롭다. 결국 1998년에 상산수리과학관이 완공

되었으며, 수리과학 분야라고 볼 수 있는 수학, 통계학, 이론물리 등이 여기에 공간을 확보하

고 연구 및 교육 활동을 하게 된 것은 자연대로 볼 때에도 큰 발전이 아닐 수 없다. 홍성대 박

사의 통 큰 기여에 감사드리고 싶다.

1997년에 당시 선우중호 총장의 권유로 서울대 학생처장직을 맡아보게 되었다. 이 당시에

는 반정부 데모가 많았던 시절로 매우 어려운 처장직을 수행한 기억이 생생하다. 학생처장직

을 마치고 자연대에 평교수로 돌아와 있던 중 2000년 12월에 자연대 학장직에 출마하여 어

렵게 선출되어 학장직을 2년간(2000. 12. 16~2002. 12. 15) 수행하게 되었다.

(4) 자연대 교육과 연구의 획기적 발전

AID 차관 사업 외에도 자연대의 교육과 연구를 크게 지원한 것은 문교부가 1979년부터 

‘기초과학분야 육성비’를 지원한 것으로, 자연과학종합연구소는 문교부로부터 4억 원을 지원 

받았다. 이 후 점차 증가하였으며, 각 과에 연구비의 형태로 배분되어 자연과학의 연구에 기

여 하였다. 문교부 외에도 과학기술처와 1977년에 설립된 한국과학재단이 자연대의 주요 연

구비 지원 기관으로 등장했다. 대학의 기초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과학재단은 

1980년대 초까지 교수들에게 소규모 연구비를 지원하는 정도였으나 1980년대 중반부터 특

정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목적기초연구사업’을 주관하면서 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 70년사 편찬위원회(2017)’에 의하면 1992년 자연대 교수 1인당 연평균 

연구비는 484만 원으로, 공대의 709만 원에는 못 미쳤지만, 인문대의 27만 원, 사회대의 114

만 원, 의대의 167만 원, 농대의 259만 원에 비하면 월등히 높았다.

1980년대 자연대 대학원의 성장을 도운 다른 요인은 대학원생 병역특례 혜택이 서울대에

도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그 이전의 병역특례는 그 당시 한국과학원(KAIS, 오늘

날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생들에게만 허용되었는데, 1980년 1월 ‘자연계 교원 확보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반포되고, 모든 대학의 이공계 대학원 석사과정의 남학생들은 소정의 시

험을 통과하면 졸업 후 6개월간 장교로 근무하는 것으로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었다. 이 제

도에 의해 서울대 자연대 학부 졸업생들의 상당수가 본과의 대학원으로 진학하게 되었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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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대학원은 그 규모가 획기적으로 확대되었다. 자연대 석사 배출인력이 1975년에는 42명

뿐이었으나, 1981년에는 143명, 1985년에는 196명으로 급격히 성장했다.

서울대에서 계산통계학과가 1975년에 설치된 후에 대부분의 국립대학들이나 사립대학에

서 이와 유사한 학과를 만들기 시작하였고, 따라서 1980년대에는 계산통계학 분야에 교수 

요원이 매우 부족한 시기였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 계산통계학과에서 배출된 

석사배출 인력이 타 대학들에 교수요원으로 채용된 특수 호황을 누리는 시기도 있었다.

자연대의 발전을 가져온 또 하나의 큰 요인은 1990년에 시작된 한국과학재단의 우수연구

센터 사업이었다. 이론물리학 연구센터(1990년), 분자미생물학 연구센터(1990년), 해석학 연

구센터(1991년), 세포분화 연구센터(1991년), 분자촉매 연구센터(1995년) 등의 연구센터가 

설치되었고, 매년 10억 원 가량의 연구비를 9년 동안 장기적으로 지원받음으로서 안정적으

로 연구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었다.

90년대 말에 자연대의 발전을 도운 사업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의해 시작된 BK21 사업

이다. 이 사업은 한국 대학의 낮은 국제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을 집

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사업이었다. 1999년에 시작해 2005년까지 진행된 제1

단계 사업에서는 서울대는 40개 사업단(팀)이 선정되어 전체 BK21 사업비의 44%를 지원받

았다. 이 사업에서 자연대는 8개의 사업단(팀)이 선정되었고, 대학원생의 장학금, 박사후연구

원의 채용, 학생 및 교수들의 해외 연수 및 국제 학술회의 참석 등의 지원을 받았고, 대학원

의 연구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90년대 후반에는 기존 학과 중심 체제에서 소위 ‘학부제’로 대표되는 새로운 제도적 실험

이 있었던 시기이다. 자연대는 이 실험에 앞장서게 되었다. 1996년 자연대는 모든 학과를 자

연과학부라는 단일 학부로 통합했다가, 1999년에는 신입생을 기초과학계와 지구환경과학계

로 나누는 실험을 단행하였다.

3. 자연대 학장 시절과 변화하는 자연대(2000~2002)

(1) 변화하는 자연대

이 당시 학장 선출은 교수들에 의한 직선제였는데, 필자가 자연대 학장에 선출된 것은 매

우 어려운 과정이었다. 필자는 자연대의 전신인 문리대 이학부 출신도 아니고, 또 통계학과

가 매우 작은 학과로 다른 학부(학과)에 비교하면 교수들의 수도 매우 적었다. 사실상 선출

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필자가 학장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힌 이유는 비록 선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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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어렵더라도 자연대를 개혁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이었다.

이 당시 자연대는 문리대 이학부의 전통을 이어 받아 소위 ‘상아탑 정신’이 강하여 학문추

구와 선비정신이 존중받았고, 교수들이 학교 밖의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

으며, 심지어는 산학협동을 별로 시도하지도 않는 분위기였다. 필자는 공대를 졸업하고 미국

에서 산업공학 석사, 통계학 박사 공부를 하면서 학문은 사회 발전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

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산학협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수들도 학문 연구 외에도 시

간을 내어 사회를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자연대에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장이 앞장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학장에 출

마하게 된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필자가 주장하는 ‘산학협동, 사회봉사, 구조개혁’등의 키워

드에 동조해주는 교수님들이 계셔 선거에서 2표차라는 박빙의 승리를 한 기억이 새롭다.

어렵게 학장에 선출된 후에 학장팀으로는 김희준 교무부학장, 강사욱 학생부학장, 윤순창 

기획연구실장이 같이 일해 주었고, 필자가 2년간 시도한 세 가지 중요한 사업이 있었다. 첫째

는 자연대에 산학협동의 물꼬를 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연대를 사회에 열기 위하여 사회

인들이 참여하는 ‘과학 및 정책 최고연구과정’을 개설한 것이고, 세 번째로는 자연대의 현재

의 ‘5개 학부 1개 학과(수리과학부, 통계학과, 물리천문학부, 화학부, 생명과학부, 지구환경과

학부)’ 구조를 완성하고, 자연대의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개혁적인 일

들은 자연대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이 방향이 자연대를 위하여 옳은 방향이

라고 믿고 강하게 추진하였고, 지금은 올바른 길이었다고 회고하고 싶다.

(2) 산학협동과 사회봉사로 활동의 폭을 넓히는 자연대

종래에 자연대는 학교 내의 교육과 연구에서 산학협동과 사회봉사 등으로 활동의 폭을 넓

히기 시작하였다. 첫 번째로, 산학협동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산업현장 연구기관이 삼

성종합기술연구원(이하 종기원)임으로, 이 연구원과 교감을 통하여 2001년에 ‘서울대학교 자

연과학대학 - 삼성종합기술연구원 기초과학 협력연구’ 사업을 성사시킨 것이다. 이 사업에 

의하여 봄에는 자연대 교수들이 종기원을 방문하여 교류하고, 가을에는 종기원 연구원들이 

자연대를 방문하여 교류하고,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연구 프로젝트를 만들어 공동 연구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의하여 여러 팀이 공동연구를 시행하였고, 자연대에도 산학협동 연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로, 자연대 공개강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대 본부에 ‘과학 및 정책 최고연

구과정(SPARC; Science & Policy Advanced Research Course)’ 개설 승인을 받은 후에 2002

년 3월에 6개월 과정의 SPARC 제1기를 출범시킨 것이다. 이 과정에는 기업의 CEO들,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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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민간 연구기관의 연구원들, 변호사 등 다양한 사회인들이 참여하였고, 성공적으로 사회인

들을 위한 자연과학 공개강좌가 이루어졌다. 초기에는 주임교수로 자연대 기획연구실장인 

윤순창 교수가, 부주임교수로는 수리과학부의 김명환 교수가 맡아 수고하여 주었다. 이 과정

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첨단과학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미래지향적인 과학문화 정착을 

위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단 그 이름을 2006년에는 ‘과학기술혁신 최고전략과정’으로 변

경하였고, 2012년에는 ‘과학기술산업융합 최고전략과정’으로 변경하였으나, 최초에 사용하였

던 SPARC는 그대로 쓰고 있다. 2019년 9월 현재 36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임교수는 이강

근 교수, 부주임교수는 최석봉 교수, 명예주임교수는 오종남 박사가 맡아보고 있다. 이 과정

이 순조롭게 계속되기를 기원한다.

세 번째로, 1990년대 초부터 추진해오던 학부제가 필자의 학장 시절에 마무리되고, BK21 

1단계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어 자연대 대학원 교육과 연구가 본궤도에 올랐다는 것이다. 

1999년에 지구환경과학부(지구시스템과학, 대기과학, 해양학, 천문학 전공)가 출범하였고, 

2000년에는 기존의 생물 관련 3과(미생물학과, 분자생물학과, 생물학과)가 생명과학부로 통

합되면서 ‘5개 학부 1개 학과’ 제도가 완성되었다. 2000년에 계산통계학과의 전산과학전공이 

공대 컴퓨터공학과와 통합되어 공대 컴퓨터공학부가 설립되었고, 계산통계학과는 통계학과

로 개명하게 되었다. 그후 2006년에 지구환경과학부에 있던 천문학 전공이 지구환경과학부

에서 분리되어 물리학부에 들어가면서 물리천문학부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오늘날의 자연

대 구조가 완성되어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3) 높은 수준의 교육 연구 환경 조성

1999년에 BK21 1단계 사업이 시작되어 2005년에 마무리되고, 2006년에 시작하여 2013년

까지 진행된 BK21 2단계 사업에서도 자연대는 7개의 사업단(팀)이 선정되었고, 또한 2007년

에 BK 연구동(500동)이 완공되었다. 필자의 학장 시절에 BK 사업이 한창 진행되어 자연대의 

교육과 연구의 큰 틀이 잡혀 갔고, BK 연구동 건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오늘날

의 자연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BK 연구동 건립을 추진하면서 자연대 각 학부(과)에 어떻

게 공간(space)을 배정할지에 대하여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수없이 많은 회의를 한 기억

이 새롭다. 그러나 결국 모든 학부(과)가 합의하는 결론에 도달하고 순조롭게 BK 연구동 신

축이 추진되어 완공되고, 오늘날의 자연대 모습이 갖추어진 것에 대하여 보람을 느끼고 있

다.

학장 시절에 자연대 학장으로 전국자연대학장협의회에 회장(2001. 4~2002. 12)으로 선출

되어, 회장 임기를 수행하면서 기초과학 육성을 위하여 정부에 연구비 증액을 요구하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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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자연대 학장들과 함께 힘을 합쳐 자연대 발전에 노력한 것도 기억이 새롭다. 이때만 하

더라도 정부가 산업화와 공과대학 육성에 힘을 기울이던 시기이므로, 기초과학을 위주로 하

는 자연대에는 신경을 못 쓰던 시절이었다. 전국자연대학장협의회의 노력으로 기초과학에 

R&D 연구비가 조금이나마 확충되고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사회와 정부가 인식을 새롭게 한

데 대하여  보람을 가지고 있다.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정부 부처, 기업 및 기타 재단의 연구비 지원이 확대되

면서 자연대의 연구비 수주 규모는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서울대학교 70년사 편찬위원회

(2016)에 의하면, 2000년에 286억 원, 2009년에 770억 원으로 증가한 뒤 2016년에는 1,088억 

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6년에 자연대 전임교수의 수가 226명이니, 교수 1인당 약 4.8

억 원 수준으로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것이다. 자연대 구성원들이 

게재하는 SCI급 논문의 수는 2007년 690여 건에서 2010년 850여 건, 2014년 1,100여 건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4. 자연대 학장 시절 이후의 발전(2003 이후)과 소감

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자연대 학장 임기가 2002년 12월에 종료된 후 2010년에 정년할 때

까지 자연대 생활에 대한 회고를 한다면 주로 기억되는 것은, 우선 서울대 평의원회 의장

(2005. 11~2007. 10)직을 수행한 것과 서울대학교 법인화위원회 위원장(2008. 10~2010. 2) 직

을 꼽을 수 있다. 서울대 법인화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오다가 2008년에 필자가 법인

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초안을 만들

기 시작하였다. 이 법률은 2010년 12월에 드디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서울대가 법인화 되었

다. 법인화 법률을 만드는 과정에서 교내외에 법인화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대하는 집

단들과의 무수한 토론과정을 거치면서 필자는 정년하기 마지막 2년을 어렵게 지낸 기억이 

난다. 이 법률은 서울대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서울대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서울대 도약의 기틀을 만든 것으

로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이제 9년이 지나면서 소기의 목적을 확실히 달성해 가고 있는지 확

실하지는 않다. 

필자가 학장 임기를 끝내고 통계학과로 돌아간 2000년대 초반부터 통계학과의 성숙기라

고 볼 수 있다. 이때부터 통계학과는 초기의 이론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이론과 응용이 균

형 잡힌 교과과정이 설정되었고, 전공필수 과목도 이론 수업과 응용 수업이 모두 포함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대학원 전공필수 과목으로는 통계이론, 응용통계, 확률론1, 학과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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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정되어 이론과 응용이 균형을 이루고, 학과 쎄미나를 통하여 사회에서 적용되는 통계에 

대하여 광범위한 지식을 학생들에게 넣어주는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통계학과의 발전을 도운 것은 BK21 사업과 과학연구센터(SRC) 사업이다. 1999년에 시작

된 BK21 사업에 통계학과는 두 개의 중소규모 사업팀(팀장 박태성, 박병욱 교수)을 만들어 

참여하고, 그후 2006년에도 시작된 BK21 2단계 사업에도 두 개의 사업팀(팀장 이영조, 박병

욱 교수)이 참여하여 교수들의 연구는 물론 대학원생들의 지원에도 큰 역할을 하여 통계학

의 왕성한 발전과 도약을 도모하게 되었다.

한편 2000년에 설립되어 9년 동안 운영된 ‘복잡계통계연구센터(센터장 전종우 교수)’와 그 

뒤를 이어 2011년부터 7년 동안 통계학과로는 두 번째로 개소한 SRC ‘데이터과학과 지식창

출센터(센터장 이영조 교수)’는 여러 학문(통계학, 산업공학, 전산과학, 보건학 등)을 융합하

는 통계학에 기반한 데이터과학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이 두 SRC는 통계학 연구에서 파생되

는 각종 기법을 산업체에 활발히 전수하여 통계학의 응용 영역을 확장하였을 뿐 아니라, 각

종 국제 학술회의를 주최하여 서울대 통계학과를 국제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발전시키

는데도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필자가 속한 통계학과가 2000년대에 크게 발전한 것을 매우 

보람 있게 생각한다.

자연대가 1975년 탄생 후 이제 45년이 지난 시점이다. 자연과학 학문의 도약은 노력의 누

적을 요구하며, 발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자연대 구성원들은 부단한 노력을 경

주해 ‘선진국 문턱’의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생각한다. 아쉬운 것은 아직 자연대가 노벨과학

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한 점과, 최근 일본의 반도체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의 수출 제한 조

치를  무력화시킬 만큼 탄탄한 기초과학 체력을 증진시키지 못한 점 등이다. 이제 자연대 탄

생 반세기를 맞는 2025년에는, 자연대를 사랑하는 명예교수의 한 사람으로 자연대가 문자 

그대로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참고문헌

1.   고윤석, 김제완, 조완규(1982) 「AID 프로젝트가 대학원 교육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자연과

학대학. 

2.   김근배(2005) 「한국 근대 과학기술인력의 출현」, 문학과지성사. 

3.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70년사 편찬위원회(2017) 「서울대학교 자연과학 70년, 1946~2016」, 서

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2017년 2월 27일.

4.   서울대학교총동창회(2016) 「서울대학교 개학 120년 기념 국립서울대학교 개학 반세기사, 1895~ 

1946」,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총동창회, 2016년 12월 25일.



2부  칼럼    187

5. 서울대학교 70년사 편찬위원회(2016) 「서울대학교 70년사, 1946~2016」, 서울대학교 출판부.

6.   이인규(1996) 「자연과학 연구 50년의 회고와 전망」, 개교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서울대학교 학문

연구 50년의 개관과 전망, 42-49쪽, 서울대학교.

7.   조완규(2007) 「한국의 자연과학 연구 60년의 회고: 본격적인 성장을 준비한 1960~1970년대」, 「자

연과학」(2007),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8.   한국과학기술한림원(2017) 「과학기술과 역사와의 만남; 회고와 미래전망」, 한림연구보고서 116

편, 집필위원 12인(박성현(집필위원장), 김태유, 김승조, 문중양, 이승종, 이우일, 이우종, 최항순, 

한경구, 강상규, 김근배, 김연희).



188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9, 제15호

ADONIS와 함께 보낸 30년을 회고하며

약학대학 제약학과 명예교수  김영식

생약연구소에 부임 후 첫 연구

어느덧 세월은 막힘없이 흘러 30년이 지났다니 감회가 새롭다. 1989년 10월 21일 총장실

에서 임명장을 받고 당시 의학캠퍼스에 위치한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 생약연구소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연건동은 1974년 대학교 1학년 때 일반화학실험을 하기 위해 공릉동 교

양과정부 캠퍼스에서 약학대학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온 적이 있었고 약학대학으로 진로

를 정한 후 2학년 1학기를 여기서 마치었다. 학기 중에는 시위 등으로 수업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았지만 작은 캠퍼스에서 테니스와 교련 수업을 받았던 생각이 난다. 이곳을 15년 후에 풋

내기 교수로서 부임을 하게 되니 아마도 실감이 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은 모두 

은퇴하신 선배 교수님들을 만나게 되었고 환영의 점심 식사도 대학로의 어느 식당에서 함께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바로 위로 9년 위인 한용남, 강삼식 교수님이 계셨으니 아마도 주눅이 

들어도 한참 들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당시 연구소의 소장님은 이은방 교수님이었고, 그 외

에 우원식, 한병훈, 지형준, 신국현, 장일무, 윤혜숙 교수님이 계셨다. 어떻게 하루, 하루를 보

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다. 

생약연구소는 대학 본부 직할연구소라 강의 부담이 없어 연구만 하기 때문에 좋다는 말씀

들은 하시는데 반면에 연구 인력은 전혀 수급 방안이 없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연구소

를 운영할 수 있었을까 상상이 안 가는 대목이다. 본부에서도 이 점을 일찍 파악하여 해결책

을 제시했어야 옳다고 생각한다. 연구실은 지하층에 작은 실험실에 연결된 공간이었고 책상

과 철제 캐비넷이 갖추어졌다. 실험실은 오래된 2개의 벤치가 있었으며 노란 장판 비닐로 덮

어져 있었다. 문제는 빈 공간을 무엇으로 어떻게 채우나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연구

비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해야 하는지도 전혀 정보가 없었고, 신임교수의 정착비는 

꿈도 꾸지 못했다. 이은방 소장님께서 작은 냉장고와 회전농축기를 사주시고 일을 해 봐라 

하시는데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다른 교수님들도 연구 인력 확보면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았고 당시 연구소에 대학원생으로 논문 실험을 위해 와 있던 정춘식 교수님(덕성여자대학교 

은퇴)을 알게 되어 그 인연으로 덕성여대 약학과의 파트타임 대학원생이 실험실에 연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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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러면서 나의 첫 연구가 시작되었고, 정식 연구과제는 1991년 한국과

학재단으로부터 신진연구비로 300만원을 받은 것이 시작이었다. 이것으로 시작한 첫 연구는 

‘파로부터 chitinase의 분리 및 생화학적 연구’로 그동안 나의 연구 배경이 항응고제인 헤파린

을 위시한 탄수화물(당)이었고, 단백질 정제에 대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식용으로 할 수 있

으며, 특정한 항균작용을 기대할 수 있는 파를 소재로 선택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그리 

큰 비용을 안들이더라도 원료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가만히 생각하면 

‘의약품과 식품은 같은 기원이다’라는 중국의 고대 의학서적에서 언급한 약식동원(藥食同原)

을 실현했다고 볼 수도 있겠다. 실험실에 학생은 있었지만 결과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내 스스로 많은 실험을 했다. 사실 당시의 실험 환경으로 단백질을 정제하는 것이 매우 어려

웠지만 목표를 세웠으니 도전을 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1991년에 Arch Pham Res에 첫 논문

을 발표하였고, 한국생화학회지에 파로부터 chitinase와 β-galactosidase를 순수하게 정제한 

사실을 발표하였다. 어떻게 그 환경에서 그러한 연구를 했는지 현재로서는 상상하기가 어렵

다. 사실 논문을 서둘러 발표하게 된 데에는 사연이 있었다. 그 당시 이곳에서 연구를 하던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생이 작성한 논문을 그곳의 지도교수님께서 임의로 그 학생의 졸업논

문을 정리하여 교내 학술논문집에 주저자로서 발표를 한 것이 나를 너무도 절망에 빠뜨려 서

둘러 일부 결과를 국내 학술지에 발표하게 된 것이었다. 연구의 윤리도 도덕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대학원생이 없다는 것이 너무도 서러운 일이었다. 이즈음 어려운 환경에서 연구를 하

였을 때 얻었던 결과가 기억에 많이 남는다. 특히 당 분석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던 Iowa 대학교 Linhardt 교수님 실험실에 겨울방학 때 2개월간 방문하여 

돌아오는 날 새벽까지 일을 하며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의 그 희열은 아직도 잊지 못한다. 

이 당시에 깨달았던 연구 철학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가설을 세워 실험을 하는 경우 분명 

꿈은 이루어진다는 철칙을 신뢰하게 되었다.

G7 신동의약 연구과제와 식용달팽이 연구

이런 시기에 장일무 교수님이 소장님이 되면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놓여 있었

다. 인력도 없지, 연구비도 없지 말이 연구소지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른다고 교수회의에서 많

은 교수님들이 걱정을 하셨지만 뾰족한 방안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러한 배경의 가장 큰 문

제점은 아마도 교육부의 고등교육에 관한 규정으로 기억을 한다. 당시 서울대학교 학칙에 

‘대학원 교육은 단과대학 학장이 관장을 한다’라는 문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독립적

인 연구소에서 대학원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던 것이 가장 큰 딜레마이었다. 대학 본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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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이 문제를 절실히 느껴 당시 김종운 총장님 이하 본부의 보직교수들도 도와주려고 했지

만 대학의 학칙과 교육부의 고등교육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후에 약학대학과 통합

되면서 이러한 문제는 깨끗이 사라졌지만 대학원 문제가 나왔을 때 연구소도, 약학대학도 명

분을 살리며 문제를 풀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지론은 잘 나갈 때 상대편을 잘 보살

펴 주어야 후에 비슷한 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매우 간단한 철칙을 서로 나 몰라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연구소의 명칭도 생약연구소에서 천연물과학연구소로 바뀌게 되었다. 명칭 변경의 배경은 

조완규 총장님이 연구소를 방문하여 생약은 너무 범위가 좁고 천연물이라는 넓은 범위를 연

구한다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고 언급이 있었다고 당시에 들었다. 아마도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교수의 증원뿐만 아니라 대학원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명분도 얻을 수 있는 기대도 고

려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연구소의 명칭에서 ‘약’이라는 단어를 빼는 것이 그동안의 연구소 

역사를 고려할 때 모든 교수들의 동의를 얻기가 매우 어려웠고 많은 격론이 오고 갔던 것으

로 기억한다. 우여곡절 끝에 연구소의 명칭이 1992년 3월 2일 자로, 1939년부터 사용해 왔던 

생약연구소에서 천연물과학연구소로 바뀌게 되었다.

대통령령 제 13605호
서울대학교 설치령 중 개정령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관보 제 12060호, 1992년 3월 6일(금) 기재
서울대학교 生藥硏究所의 명칭을 天然物科學硏究所로 변경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서울대학교 설치령 중 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태우 (인) 
1992년 3월 6일 국무총리 정원식

국무위원
교육부장관 조완규

사진 1 

대통령령 제 13605호

서울대학교 설치령 중 개정령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관보 제 12060호, 1992년 3월 6일(금) 기재

  서울대학교 生藥硏究所의 명칭을 天然物科學硏究所로 변경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서울대학교 설치령 중 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태우 (인) 

1992년 3월 6일                                           국무총리    정원식 

                                                               국무위원 

                                                               교육부장관  조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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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서서히 연구소의 다른 기운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연구소의 어려운 여건을 구한 것은 

1994년 과학기술처의 G7 프로젝트의 하나로 신동의약 연구를 우리 연구소를 주관기관으로 

지정을 한 것이었다. 당시 KIST를 위시한 국내 화학계에서 반대가 심하여 매우 어렵게 시작

한 연구과제였지만 그동안의 연구소의 명성이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당시 과학기술처에서

도 꽤 회자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머릿속에 또렷하게 남아 있는 기억으로 한국과 중국과

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 체결 후 과기처 장관, 서울대학교 총장, 주한 중국 대사가 함께 연구

소의 한 · 중전통동양약물협력연구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일이었다. 비록 작은 연구소이었지

만 당시의 위상은 아마 최고조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후 이러한 일의 연속으로서 신동

의약 연구과제의 계획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사용했던 컴퓨터는 소장실 옆 회의실에 있던 소

위 286 컴퓨터로 초창기의 아래 한글을 사용하여 밤을 새면서 작성하였다. 이것도 어떻게 해

냈는지 상상이 잘 안가지만 장일무 소장님의 열정이 없었다면 불가능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

다. 그러나 참여했던 공통기반 과제는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을 현대의학적 개념으로 해석하

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약재의 기원 식물, 약재의 사진, 화학구조, 한의

학적 병증을 함께 DB로 만들어 후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서비스 하는 것이었다. 일 

자체로서는 정말 손색이 없었지만 나로서는 하고 싶은 벤치 일과는 거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

이다. 지금 돌이켜 보면 한의학의 종주국인 중국이 시작하지 못했던 일을 장일무 교수님께서 

연구원들을 고용하여 연구소가 먼저 수행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세월은 지나면서 연구의 

기틀이 하나씩 마련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연구실에 합류한 친구가 경희대학교 유전공학과 한범수였다. 한범수는 아마도 

우리 연구소가 병역특례기관이라는 소식을 듣고 나를 찾아 왔던 것으로 생각한다. 범수는 생

화학 및 분자생물학적 배경의 지식이 탄탄하여 내가 생각했던 항혈전 분야를 함께 할 수 있

는 친구였다. 이때부터 동물 천연물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한국산 독사, 거머리, 사마귀, 매

미 등 곤충류에서 프로테아제 및 혈전용해에 관한 효소를 찾아 정제를 하게 되었고 여러 편

의 국외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시기에 어느 작은 중소기업에서 나에게 식용 달팽이에서 콘

드로이틴을 분리해 보겠냐고 해서 그때부터 나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연구를 10여 년간 

하게 되었다. 문헌을 보면서 정제 방법을 설계하여 실시에 옮겼지만 확실하게 정제되었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웠고, 화학구조도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이었다. 그래서 1994년 여름 미국 

Iowa 약대의 지도교수님인 Bob Linhardt 교수를 다시 찾아가 그 당시 일본에서 방문 교수로 

와 있던 글리코사미노글리칸(GAG)의 NMR(Nuclear Magnetic Resonance) 전문가가 구조 해

석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 교수가 바로 일본 지바대 약대의 Toshihiko Toida 교수로 시료

의 NMR 스펙트럼을 보았을 때 우선 구조가 iduronic acid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매우 

흥미롭다고 이야기하면서 좀 흥분했던 것을 기억한다. 사실, 콘드로이틴황산이라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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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ucuronic acid가 주(主)이며 iduronic acid는 동물의 피부 조직에 있는 더마탄황산만이 가

지고 있다. 콘트로이틴 분해효소 ABC로 분해가 안되므로 더마탄황산이라고 이야기 할 수 없

으니 새로운 구조임에 틀림없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결국 확인이 된 물질은 iduronic 

2-O-sulfate와 N-acetylglucosamine의 반복으로 이루어진 분자량이 매우 큰 다당체 GAG의 

한 종류로 지금까지 자연계에서 보고된바 없는 물질이었다. 이 물질을 대담하게 왕달팽이의 

학명을 따라서 아카란황산(acharan sulfate)라고 이름을 붙여 발표하였다. 어찌 보면 학계의 

검증도 없이 붙였으니 용감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후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 많은 공동 연구를 수행하였고 또한 석 · 박사 대학원생도 10여 

명 배출하였고 논문도 많이 발표하였다. 특히, N-acetylglucosamine에 2-O-iduronic acid가 

결합이 되어 헤파린/헤파란황산을 생합성하는 단계에 관여하는 새로운 효소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자 일본생화학 회사에서 연구실을 직접 찾아와 공동연구를 제안하였다. 특히 달팽이

의 cDNA의 제공을 통하여 ‘일본생화학회사’와 공동연구를 시작하여 2015년에 heparosan-

glucuronate 5-epimerase의 유전자를 클로닝하고 발현을 하여 헤파린과 같은 GAG류를 생

합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일본생화학회사’와의 관계는 2008년 미국

의 금융위기 이후 회사에서 당과학 분야에 관한 제품을 정리하면서 끝났지만 특허도 등록했

으니 보람이 있었다. 앞으로 이 회사가 시험관 내에서 헤파린을 만들 수 있다면 그야말로 새

로운 신약이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장내 미생물로부터 글리코사미노글리칸 분해효소의 연구

한편 달팽이의 식용에 관심을 가지면서 아카란황산의 장내 미생물에 의한 분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이 분야의 전문가인 경희대학교 김동현 교수님에게 부탁을 하여 아카란

황산을 제공하여 분해시키는 장내 미생물을 찾을 수 있는지 제안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생물 

균총에서 장내 미생물을 찾아 동정하여 Bacteroides stercoris HJ15라 명명하였다. 장내 미생

물에 관하여 일부만 관심을 가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선견지명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김동

현 교수와 함께 한국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GAG류 분해효소에 관하여 많은 연구를 수행하

였다. 대학원생 김완석을 경희대학에 파견하여 장내 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배워 분해효소 

정제를 시도하였지만 단백질 정제는 역시 힘든 일 중의 하나이었다. 마침 이 시기에 Science 

잡지에 Bacteroides thetaitaomicron의 전체 유전체가 밝혀지면서 헤파린 분해효소에 관한 

유전자에 관해 언급을 한 것을 보고 국내에 이와 유사한 균주가 있는지 확인하려던 차에 한

국생명공학연구원에 같은 종류의 아종이 있어 이것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게 되었다. 이 균주

로부터 아카란황산을 포함하는 다른 GAG류의 분해 효소도 분리하고 클로닝하며, 발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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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가능하게 되었고 캐나다의 Mirek Cygler 교수와의 GAG류의 분해 효소들의 구조 생물

학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하여 주요 학술잡지에 7편의 논문을 발표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의 협동연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을 수 있었다. 이에

는 그곳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지낸 한범수 박사의 공이 컸으며 후에 한박사가 농업과학기술

원에 간 후에도 함께 생화학적 지식을 공유하면서 계속 연구를 할 수 있었다. 특히 

heparinase I의 3차원적 구조는 최초로 밝혀진 것이었고,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전영호(현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박사도 동시에 구조를 풀어 공동저자로서 발표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자연계 특히, 녹용, 홍어, 오징어류의 무척추 동물, 계란 내의 얇은 막에서 GAG

류의 분리 및 분석 기술을 확립하여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고, 동시에 적절한 약리 활성도 연

구하면서 활용가치를 찾고자 하였다. 이 때 관여한 학생들이 하영완, 심준수, 임아랑이었으며 

임아랑이 연구의 마무리를 지었다. 마무리를 한 가장 큰 이유는 약리 활성을 연구하기에는 

분자량이 커 설명하기가 어려운 점이었으며 또 하나는 밀려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한약재 

연구사업으로 다른 일에 신경을 쓸 틈이 없었다. 여기서 아카란황산의 결합 단백질에 관하여 

언급을 하고자 한다. 석사과정의 주은지에게 아카란황산이 항암 활성을 보이니 아마도 암세

포와의 결합을 통해 암세포의 성장을 막을 수 있지 않겠냐 추론하면서 폐암 세포의 표면에 

있는 단백질을 찾아보는 일을 주문했다. 여러 논문을 검토하면서 실험 설계를 하고 착수를 

했다. 석사과정으로서는 어려운 일이라 생각했지만 주은지는 나의 기대를 뛰어 넘어 

nucleolin이라는 단백질을 확인하였다. 당시 생화학 연구를 하기에는 우리의 여건이 부족했

지만 프로테오믹스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가능하였다. 아이디어가 실현이 되었던 중요한 연

구이었고 재미도 있었다.

식물유래 활성성분의 대량 분리

2000년도 초에 경상북도 영주에 있는 ‘비트로시스’라는 작은 벤처기업에서 인삼의 진세노

사이드 정제에 관하여 연구를 제안하였다. 이 즈음 나의 연구 주제도 고분자 물질에서 저분

자 물질로 바꿀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기업에서 우리에게 제안을 한 것은 항암활성이 

있다고 알려진 저극성의 진세노사이드를 대량으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자는 것이

었다. 일단 연구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하영완에게 Prep HPLC를 이용하여 분리가 가능한 지

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며칠 후 하영완은 Prep HPLC보다 향류크로마토그라피

(counter-current chromatography, CCC)가 훨씬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해  함께 검토하

면서 아마도 이 기술을 실험실에 도입을 한다면 천연물 화학분야에도 도전할 수 있는 기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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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였다. 이미 CCC를 이용하여 천연물질의 분리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

로 많이 활용되는 것을 보고, 홍삼으로부터 Rg3를 포함하는 저극성의 사포닌을 CCC에 의해 

대량 분리 가능성에 도전하였다. 우선은 이러한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연구실을 수소문 끝에 

한림대학교 임순성 박사가 재직하고 있는 산업자원부 지원 ’테크노연구센터‘에서 CCC가 있

다는 뉴스를 접하여 하영완을 보냈다. 임박사는 생약연구소 출신으로 신국현 교수님 제자이

고, 나 또한 잘 아는 사이라 더욱 힘이 났다. 하영완은 뜯지도 않은 기자재를 새롭게 셋팅 하

면서 그곳에서 진세노사이드를 성공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아마도 일부 인

삼의 진세노사이드의 분리에 관한 논문은 발표되었지만 저극성의 Rg3, Rg5, Rk1을 수백 mg

씩 분리한 경우는 우리가 처음이라는 생각이 든다. 결국 영주에 있는 ‘비트로시스’에 기술을 

소개할 수 있었고 ‘비트로시스’도 이 기술을 이용하여 Rg3를 대량으로 정제하여 상품화도 고

려하게 되었으며 Rg3를 활용하여 동물에서 항암실험도 할 수 있었다. 후에, 파키스탄에서 온 

유학생 Omer Shehzad가 대학원생으로 합류하여 백삼과 홍삼에서 CCC를 이용하여 진세노

사이드를 동시에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던 것도 빼 놓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분야의 

연구에서 정점은 길경에서 플라티코딘 D를 10g 정제하는 것이었다. 제주도 출신의 강민석이

라는 호기심 넘친 친구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역시 문을 두드리면 해결책이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때 나의 연구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기 시작하였다. 지금도 돌이켜보면 중소기

업과의 협동연구과제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는데 매우 유용하였고 중소기업에 기술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후에도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한약재연구사업단의 운영과 MRC(Medical Research Center) 연구센터

나의 학교생활에서 한약재 연구사업은 정말 잊을 수 없다. 2004년 천연물과학연구소장으

로 보직을 수행하고 있을 때 강삼식 교수님과 한의학연구원의 김정숙 박사님께서 이 연구사

업을 천연물과학연구소가 총괄연구기관을 맡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연구에 대해 소개를 하였

을 때 연구 범위가 매우 넓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과연 내가 이 일을 맡아 수행할 수 있

는지 확신을 하지 못했다. 설명을 들으면서 차차 이해하기 시작하였고 식약처의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의견을 교환하고 내가 맡은 한약재의 효능 연구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생각하

기 시작하였다. 화학이나 분석 분야와 달리 한약재의 약리 효능은 한 묶음으로 과제가 구성

되기 때문에 어떠한 분야를 정하는 것이 관건이고 또한 전문가 군을 발굴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연구책임자와 연구원

을 포함해서 200명에서 300명 정도가 참여하였으니 총 연구비는 다른 과제에 비해 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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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상당한 규모라고 이야기 할 수 있

을 것이다. 처음 4년간은 강삼식 교수님이 단장을 맡으셔서 사업단을 운영하셨고 그 후 3년

은 효능연구팀의 책임자겸 전체 연구과제의 사업단장을 맡았으며, 나머지 3년은 이상국 교

수가 맡았다. 사실 7년간을 앞에서 일하다 보니 여유도 가지면서 뒤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고 건강도 추스를 필요가 있었다. 가장 아쉬운 것으로는 매 1년 이내에 연구를 종결해

야 하고 연구의 성격이 다른 국가연구과제와 달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러한 연구로 파생되

는 후속 연구에 상당히 도움을 주었다. 이 당시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전국의 주요 

대학과 KTX 역사를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이었다. 특히,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대한민국 

약전 12판의 생약 분야가 새롭게 개정되었으며 연구사업의 홍보 일환으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대외적으로도 초청 연사로서 연구사업을 발표하였으며 국제학술대회로서 

Consortium for Globalization of Chinese Medicine(CGCM)에서 기조 강연을 포함하여 

Forum for Harmonization of Herbal Medicine(FHH) 등에서 한국 대표로 수차례 강연을 하

였다. 이 연구사업을 통하여 천연물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고, 또한 순수한 천연물의 한계도 

확인하였다. 이 시기에 신은명 박사를 비롯한 수많은 대학원생들이 이 연구사업으로 인해 많

은 논문을 발표하였다. 파키스탄에서 온 Salman Khan은 아직도 이 연구사업을 통해 얻어진 

화합물을 이용하여 통증과 만성염증의 완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도 교류를 

계속하고 있다. 식약처 주관 한약재 연구사업의 종료 후 MRC 연구사업의 센터장을 맡아 연

구수행에 큰 도움을 주었고 이때 참여한 다른 분야의 동료 교수들과의 활발한 연구가 있었

다. 이러한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마지막 5년간 여러 대학원생들과 함께 비교적 자유롭

게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업적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사업단장 시절 가장 안타까웠던 일은 

화학팀의 연구책임자중 일원인 영남대학교의 이승호 교수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

대학원 협동과정과 연구소와 약학대학의 통합

1998년 드디어 대학원 천연물과학 협동과정이 연구소에 설치되었다. 석사 및 박사과정의 

대학원생을 우리 손으로 뽑을 수가 있었고 직접 교육을 시키고 연구소의 이름으로 대학원생

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된 것이야말로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사실 이를 성사시

키기 위해 주요 단과대학의 관련 교수들과 팔레스 호텔에서 조찬 모임을 여러 번 가진 후 본

부에 천연물과학 협동과정 계획을 제출하였다. 협동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이 있

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연구소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공감대가 대학 내에서 형성됐던 것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었고 관련 대학의 몇몇 교수들을 우군(友軍)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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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돌이켜보면 가장 가까운 약학대학의 지원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앞에서도 언

급을 하였지만 두 기관의 명분 싸움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한다. 서로 간의 갈등에 관련

이 있던 교수님들은 모두 은퇴하셨고 옆에서 지켜보던 나 자신도 약학대학 교수로 올해 은퇴

를 하였으니 옛날의 일은 과거의 역사에 묻혀 있을 뿐이다.

2년 후 석 · 박사 통합과정이 설치되어 첫 입학한 학생이 안광석이었고, 4년간 플라티코딘 

D의 항암작용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Anderson Cancer Center에서 Postdoc을 마친 후 

경희대학 한의과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사실 연구소의 대학원 협동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IMF 경제 위기 이후 대학교 직할연구소가 관련 단과대학과 합쳐야 한다는 대학 본

부의 방침으로 2001년 약학대학과 연구소가 합치게 되었다. 당시 윤혜숙 소장님 이하 여러 

교수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큰 기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유리한 점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

다. 나의 신분이 약학대학 제약학과 교수로 바뀐 것이다. 이때 가장 크게 대두된 것이 연구소 

교수들의 학부 강의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약학대학 집행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상

태이었고 일부 교수들만 전공 필수과목의 블록 강의에 참여하였다. 이 문제로 당시 주상섭 

학장님과 많은 논의 끝에 우선적으로 연구소의 교수님들이 전공선택에 참여토록 하고 일부 

강의에 천연물과학전공의 교수들이 학부 강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가 열리었고 후에 학

부과정이 6년제로 개편되면서 천연물과학전공의 ’천연물의약품학‘이 전공필수로 개설되었

다. 이 과정에서 나는 2005년부터 학부 강의로 전공선택인 ‘약학사’(후에 ‘의약품개발사’로 명

칭을 변경), ‘건강기능성식품’(후에 건강기능성식품 및 화장품으로 변경), ‘천연물의약품’, ‘유

용천연물’을, 대학원 강의로 ‘천연물생체기능론’, ‘천연물화학’, ‘천연물생체기능론특강’ 등 다

양한 강의를 담당하였다. 처음 ‘약학사’ 강의를 시작하였을 때 학부 수업을 오전 8시 30분에 

시작을 하여 진행한 적도 있었으니 연건동과 관악의 공간적 거리로 인해 그렇게 시작을 하였

2005년 2월 천연물과학협동과정 및 약학대학 천연물과학전공 대학원생들의 졸업식

사진 2

2005년 2월 천연물과학협동과정 및  

약학대학 천연물과학전공 대학원생들의 

졸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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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2학년 학생들의 호응도 괜찮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학생들의 관심과 시대적 흐름에 맞

는 지식을 반영하기 위해 영상, 영화, 뉴스 등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에세이에서 드러난 관심 분야를 분석하고 직접 교재를 편집하여 사용도 하였다. ‘의약품개발

사’ 강의를 준비하면서 의약품의 개발 역사에 관해 많은 자료를 접하였고 시대적으로 질병, 

사회, 과학의 발전에 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건강식품’ 강의에서 과제물로 학생들

의 에세이를 읽으면서 많은 학생들이 스트레스와 만성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음을 알았다. 특

히 6년제 프로그램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계속 공부만 하다 보니 많은 스트레스

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일부는 졸업 후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방향을 틀었으

니, 가히 이들 학생들의 심리적 중압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연구소가 약학대학과 통합 후 2008년 2월 관악캠퍼스 20동으로 이전하면서 대학원 천연

물과학전공의 본격적인 관악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20동은 자연대학 생물학부가 사용하던 

건물로 이주하기 전에 와서 보니 꼭 도깨비굴 같았다. 후에 짧은 기간 동안 리모델링 후 겨울

에 이주하였으며 연구소가 20동으로 이주함에 따라 21동, 29동, 142동을 함께 사용하는 약학

대학은 건물 규모 면에서 제법 큰 단과대학으로 발돋움하였다.

이주하면서 연구분야의 한 축을 이루었던 단백질과 다당체 연구를 모두 접겠다고 생각하

고 사용하던 시약과 기자재를 모두 버리게 되어 안타까웠지만 한약재로부터 천연물 연구에 

매진하기 위해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연구소의 정체성도 계승해야 하

는 생각도 있었다. 이제는 협소한 울타리가 아니고 건물이 빽빽한 세계에서도 흔치 않은 매

우 큰 캠퍼스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타 전공 교수님들과의 교류는 그리 많

지 않았는데 이에는 나의 폐쇄성도 원인이 되지 않았나 자책을 한다. 두드러진 연구로 대학

교의 융합연구과제로 규장각에 보관된 조선왕조실록 내에서 발견된 식물의 조각이 방충 목

적으로 사용되었는데 과연 그것이 뭐냐 하는 연구과제를 국사학과 이상찬 교수, 동료인 서영

배 교수와 수행하여 천궁이라는 것을 알아냈을 때 조상들의 현명함에 고개를 끄떡인 적이 있

다. 약대와의 통합 후 연구소가 대학원 천연물과학전공과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연구소라는 독립성은 많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약학대학과 합쳐진 후 모든 행정 조

직이 약학대학 학장 하에 있게 되고 인사는 물론, 독립의 재정도 가질 수가 없게 되었다. 이

후 약학대학은 연구소와의 통합으로 교수 수가 자연적으로 늘어나면서 꽤 규모가 있는 단과

대학으로 발전하였으며, 우리가 몸담았던 20동의 재건축까지 논의가 있게 되었고 드디어 올

해 재건축을 시작하였다. 작은 연구소의 생활에서 넓은 캠퍼스로 왔을 때 첨단 연구기자재의 

쉬운 접근으로 우리의 연구수행능력을 한 단계 올려놓을 수 있었다. 특히 관악으로 이전 후 

학국생약학회장직을 맡은 일도 보람이 있었던 일이었고 교내 · 외에서 주중광 Lectureship, 

교육상 및 한국생약학회 학술상도 받았으니, 관악이 나에게 행운을 많이 가져다 주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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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끝맺음

지난 30년을 회고하며 연구시설과 연구비 여유가 없던 시기에 외부에서 자발적으로 온 학

생들과 함께 연구하던 시절이 바로 어제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을 마무리를 짓게 되

었다. 2000년도 초 윤혜숙 교수님 주도로 ‘천연물신약개발촉진법’을 만들었던 시절이 있었으

며 고인이 되신 고 한병훈 교수님과 함께 국회에 가서 촉진법 발의에 대해 이상희 국회의원

에게 설명을 하였고, 국회 법사위원회 전문위원에게 한참 설명을 한 적도 있었다. 사실 법이 

제정되어 천연물의약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이로 인해 제약회사에서 몇 개의 신약이 

나올 수 있었다. 당시로서는 합성의약품보다 매출액이 많아 천연물신약의 중요성도 제약산

업에서 인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천연물신약이 한의사와의 갈등으로 비쳐짐에 따라서 식

약처에서는 천연물신약 분야를 없애버리고 모두 신약으로서 통합시켜 빌미를 안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입안은 어렵지만 폐기에 있어서는 정치가 개입되어서 그런지 너무 쉬

워 보이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퇴임 후 실험실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오래된 기자재를 보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

심히 달려왔을까 회한도 느낀다. 1939년 개성에서 출발하여 이곳 관악까지 이어져 온 연구소

는 올해로 개소 80주년을 맞는다. 이제 새로운 수퍼스타가 나올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나 자신은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울타리로, 그리고 후에 약학대학의 교수로서 많은 

도움을 안팎으로 받았다. 정말 복을 많이 받은 행운아라고 생각한다. 이제부터 모든 것을 훨

훨 날려버리고 퇴임 후 흔히 이야기하는 인생의 이모작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

자.

그동안 나의 연구에 많은 격려와 도움을 준 박사과정 멘토인 Robert Linhardt 교수와, 

1994년 미국 Iowa대학에서 만나 지금까지도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 지바대학의 

Toshihiko Toida 교수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Toida 교수는 나이가 동갑이라 내년에 퇴

임을 한다.

출발점에서 종착역까지 무사히 올 수 있도록 함께 달려온 70여 명의 ADONIS(Admiration 

of Natural Products I Science) 그룹 대학원생들과 연구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부족한 저를 

많이 이끌어 주며 한약재과학화사업에 함께 참여한 전국의 교수님들, 학교의 동료 교수님들

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에게 모든 공을 돌리고 싶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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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 학부제를 이끈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의  
자발적 통합

공과대학 전기 · 정보공학부 명예교수  권욱현

1. 서언

서울대학교가 1946년도에 개교하였을 때 공과대학의 전기공학과에서는 강전이라 부르던 

전력공학과 약전이라 부르던 통신공학을 가르치고 있었다. 1947년에 전기통신공학과가 전기

공학과에서 분리되었으며 나중에 전자공학과로 개칭되었다. 공과대학에 있었던 공업교육과

가 폐지되면서 1978년도에 제어계측공학과와 컴퓨터공학과가 신설되었고, 도시공학전공이 

토목공학과에 설치되었다. 이런 분화 과정을 거치면서 1990년경에는 공과대학에 19개 학과

(도시공학전공을 학과로 간주함)가 있었다. 1978년에 신설된 제어계측공학과와 컴퓨터공학

과는 부단한 노력으로 공대에서 인기 있는 학과가 되었다.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컴퓨터공학과는 어느 정도 비슷한 교과목을 가

르치고 있었다.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에서는 학과는 달랐지만 여러 과목

을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었는데 전기회로이론, 전자회로이론, 디지털 논리회로, 마이크로프

로세서, 프로그래밍 기초, 선형 시스템, 자동제어이론 등이었다. 전기, 전자, 제어계측공학과

를 한 그룹으로 보았을 때 이들과 컴퓨터공학과 사이에도 동일하게 가르치는 과목이 있었는

데, 예를 들면 디지털 논리회로, 마이크로프로세서, 프로그래밍 기초, 데이터 통신, 컴퓨터 비

전 등이었다. 공통 과목 담당 교수를 각 학과마다 채용해야 했고 각 학과마다 작은 규모의 

행정실을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여러 유사 학과를 합하면 뭔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

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행정실도 크게 유지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공통 과목을 운영할 

수도 있고, 교수 수가 늘어나 연구 분야도 다양화 할 수 있어 최신 분야 교수도 채용 가능하

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기계 계열인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의 경우에

서도 비슷했고 화공 계열인 화학공학과, 응용화학과, 섬유공학과의 경우에도 비슷했을 것이

다. 그러나 학과 마다 큰 벽이 존재했고, 또한 원로 중심의 소수 교수들이 학과 방향에 영향

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학과를 통합한다는 것은 여러 대학에서 상상하기 힘들었다.

1987년 “서울대학교 발전 장기계획”에서 학문의 대학, 민족의 대학, 세계의 대학을 추구하

면서 유사 학과의 통합으로 학부(Division, School)제 중심으로 하자는 비전도 있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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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적, 제도적 준비는 없었고 구호에만 그쳤다. 학과의 벽이 워낙 높아 대학 차원에서 추진

할 동력이 없었다. 그런데 기적같이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의 교수들이 자

발적으로 1991년도에 통합에 합의하였고, 공과대학과 대학본부와 합의가 되어, 92년도에 “전

기전자제어공학과군”으로 신입생 215명을 모집하게 되었다. 당시 상상하기 힘든 놀라운 일

이 일어났던 것이다. 아직 대학본부 차원에서 학부제가 법적 제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워낙 대학이 바라던 방향이라 학과군으로 우선 모집하기로 하고 그 다음 법적으로 

제도화하기로 하였다. 제도가 정비되어 드디어 1995년에 전기공학부로 신입생을 모집하였

다. 전기공학부가 큰 규모로 혁신을 추구하면서 발전하고, 대학과 사회에서 주목을 받자 통

합에 관심이 없었던 기계 계열, 화공 계열, 재료 계열도 전기공학부와 선의의 경쟁을 하기 위

하여 스스로 통합의 길로 나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뒤를 이어 비슷하게 서울대학교의 

사회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도 통합이 이루어졌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과 어떤 면

에서 경쟁 관계에 있었던 타 대학,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등에서도 전기전자계열 학부가 

먼저 통합의 길로 나섰다. 나중에는 교육부의 BK21 사업을 통하여 전국 연구중심대학에서도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전가공학부의 자발적 통합이 전국 대학의 학부제 도입을 이끌게 

된 셈이었다.

이 글에서는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가 어떻게 통합의 길로 가게 되었는

지, 어떻게 어려운 이해관계를 해결하고,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하였는지를 설명하려고 한다. 

전기공학부의 자발적 통합이 우리나라 학부제 개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하려고 

한다. 그리고 통합의 결과가 어떤 발전 효과를 가져 왔는지도 간단히 설명해 보려고 한다. 전

기공학부가 2012년에 전기정보공학부로 개칭되었지만 여기서는 통합 후 거의 20여 년간 사

용했던 전기공학부를 사용하기로 한다. 2절에서는 일반적인 입장에서 학부제와 학과제의 장

단점을 논의하고, 3절에서는 전기공학부의 통합과정을 설명하고, 4절에서는 통합과정에서 

합의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다. 5절에서는 통합으로 인한 전기공학부의 발전을 간단히 기

술하고, 6절에서는 전기공학부의 통합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과 타 단과대학에서 학부제를 

촉진한 내용을 설명하려고 한다. 7절에서는 전국 대학에서 학부제가 도입된 과정과 BK21프

로젝트와의 관련성을 간략히 다루고, 8절에서 글을 끝맺으려 한다.

2. 학부제와 학과제의 장단점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는 미국의 좋은 대학이라면 Department of 

Electrical Engineering이라는 한 학과(부)로 운영되고 있다. 컴퓨터공학과도 함께 운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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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대학도 있고 분리되어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MIT, Stanford 대학교 같이 크고 유명한 대

학에서는 함께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는 어느 특정분야를 떠나서, 인접 분야가 통합하여 큰 

학부로 운영하는 것과 세 분야별로 운용하는 것에 대하여 일반적인 관점에서 비교 검토하기

로 한다.

통합(학부) 운영 경우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교과 과정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교수 강의시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연구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다.

2)   시설을 공동 사용함으로써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대규모 시설을 유지

할 수 있다.

3)   각 학과의 학문 분야의 중복을 배제함으로써 새로운 첨단 학문 분야를 도입할 수 

있고 교수의 연구분야도 다양화할 수 있다. 학생도 다양한 분야의 과목을 청강할 

수 있다.

4)   교수 간의 선의의 경쟁으로 학문연구 발전이 용이하고 또한 다수 전문위원회를 구

성하여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5) 행정실을 공동 운영함으로써 행정지원 업무를 강화할 수 있다.

6)   연구 정보교류 및 협동 연구가 가능하게 되고 따라서 연구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

7)   소수의 인원이 조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보다 합리적인 

결정이 가능하다.

8) 세계 일류 대학과 경쟁하기 위하여 세계 수준의 일정 학부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

    (예. 미국 MIT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114명, 학사 매 학년 학생 240~350명)

세부 분야(학과) 운영 경우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가능하여 특정분야 기술자 양성이 가능하다.

2) 교수 학생 간 교류와 소통이 용이하고 학생지도 관리가 용이하다.

3) 학과에 대한 교수들의 참여도가 증가한다. 

두 제도에서 한 방식의 장점은 곧 다른 방식의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어떤 경우에 

통합 운영이 낫고 어떤 경우가 세분화 운영이 나은가 하는 점이다. 다음과 같은 관점이 기준

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통합(힉부제)운영이 유리한 대학: 연구우수성을 추가하는 대학, 국제경쟁력을 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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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학

세부(학과제)운영이 유리한 대학: 실무교육을 추구하는 대학,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대학

서울대학교가 연구중심대학이고 세계 속에서 우수성을 목표로 한다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합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3. 전기공학부 통합 과정

과거에는 학과가 세분화 과정을 거쳐 왔었다. 학문의 영역이 확장되고 더 많은 교수와 시

설이 필요하였지만 신설 학과가 생겼을 때만 정부에서 대학을 지원해 주었으며 따라서 큰 학

과의 유지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전기전자 계열의 학과는 교과과정상 공통과목이 많았고 

학문 분야도 비슷한 것이 있어 뭔가 같이 협동해야 한다는 생각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그

러나 학과의 교수 수가 적었고 다소 폐쇄적이어서 생각에만 그쳤다. 그러다가 젊은 교수들이 

각 학과에 많아지면서 대화도 많이 하게 되었고 학문의 교류도 활발했다. 각 학과에서는 외

부 인사를 초청하여 강연을 부탁해야 하는데 그때 토픽과 초청자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불편한 점이 많았다. 그래서 1987년부터 “4과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합동으로 개최하고, 컴

퓨터공학 학생을 포함하여 4개 학과의 학부 학생들이 수강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 비슷한 시

기에 여름 방학기간에 제공하는 하계강좌를 공동 관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

여 교수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통합 얘기가 나오곤 하였으나 아직 소수의 의견에 그쳤다. 공

식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대체로 전자공학과 교수들은 현재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통합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시하였고, 전기공학과 교수들은 전력 분야의 육성 가능성에 

의문을 제시하였으며, 제어계측공학과 교수들은 현재까지 부단한 노력으로 최고 인기학과 

중의 하나로 육성되었는데 통합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시하였고, 컴퓨터공학과 교수들

은 통합 시 소프트웨어 과목이 학부교육에서 축소되고 소프트웨어 연구도 축소될 가능성으

로 인하여 통합에 회의를 나타내었다.

서울대의 장기계획에서는 학과 통합을 통한 학부(Division)제를 권장하고 있었으나 구체

적인 실천 방안과 제도 준비가 일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계획이 막

연하나마 학과 통합화에 큰 보탬이 되어 온 것도 사실이었다. 3과 통합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정부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2배 확충 계획이었다. 산업계가 서울대학교 공과대

학의 우수인력 확충을 요구하였고 정부가 수용한 것이었다. 정부와 공과대학의 집요한 노력

으로 아주 어려웠던 수도권 인구억제 정책까지 개정하면서 추진한 공대의 2배 확충은 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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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각 학과 학생과 교수 수가 2배가 되고 그에 따라 교육 연

구시설 신축이 예상되었고 공간 사용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었다. 학생과 교수 수가 많아지므

로, 앞으로 더욱 학과 간의 교과목 및 시설의 중복이 심해지기 때문에 통합의 필요성을 심각

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통합되었을 때의 장점을 염두에 두고 대화가 진행되었다. 1991년 9월

경에 각 학과별로 통합논의 참여 여부를 학과 교수회의에 회부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완전한 통합을 위하여 신입생부터 졸업 시까지 전공이나 학과 분리 없이 동일한 교

과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다는 아주 중요한 조건하에서 의견을 물었던 깃이다. 학사과정에

서 학과나 전공으로 분리가 안되면 화학적 통합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소수의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에서는 대부분 찬성

하였다. 아깝게도 컴퓨터공학과에서는 통함에 불참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미국의 경우를 보

더라도 Computer Engineering은 전기전자공학과에 속한다. Computer Science는 통합한 대

학도 있고 독립적인 대학도 있으며 그 수는 반반 정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3과에서 파견된 

교수로 “통합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요한 사항에 관한 초안을 만들고, 이 결과를 3과의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3과 전체교수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하였다. 통합실무위원

회에서는 전기공학과 한송엽 교수, 전자공학과 민홍식 교수, 제어계측공학과 권욱현 교수가 

각 과 대표 역할을 수행하였다.

4. 통합 과정의 중요한 결정 내용

통합 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핵심 이슈는 다음과 같았다.

1) 통합학부의 명칭 문제 

2) 학부의 교육연구 분야 및 규모 문제

3) 교과과정 선정 문제

4) 대학원생의 분야별 진학 문제 

상기에 열거한 문제에 관하여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통합학부의 명칭 문제

학부 명칭은 장기간에 걸쳐 대단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있었다. 전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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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전기전자공학부, 전기전자제어공학부, 전기전자시스템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등이 검토

되었고, 교수 사이에서 여론조사까지 실시할 정도로 명칭 결정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다. 

명칭은 매우 중요해서 통합 당시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 사항으로 간주되었다. 통합 당시에는 

전체 교수회의에서 전기전자제어공학부로 정하고, 학내에서 원하면 약식으로 전기공학부로 

부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시 학부제가 법적으로 제도화하지 못해 1992년도에는 “전

기전자제어공학과군”(학생들 사이에서는 약식으로 전제로 불렸다.)으로 신입생을 모집하였

다. 학부제가 법적으로 제도화된 후 1995년도 학생모집에서는 정식으로 학부 이름을 사용하

게 되었는데, 학부 전체 교수회의에서 논의를 거처 학부 명칭을 전기공학부로 하기로 하였으

며 그 이름으로 모집하였다. 그 경과는 5절(통합 후의 학부 발전)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2012

년에 전기공학부가 전기정보공학부로 개칭되었는데, 서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는 

전기공학부를 사용하기로 한다.

2) 학부의 교육연구 분야 및 규모 문제

학부의 교육연구분야 구분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왔었다. 교수의 이해관계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분야의 규모는 같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분야 구분을 

논의하였다. 우선 전기에너지분야, 제어계측분야, 통신분야, 반도체분야는 모두가 인정하는 

분야라서 쉽게 합의될 수 있었다. 전기전자분야가 컴퓨터하드웨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컴퓨터하드웨어 분야도 추가하였다. 컴퓨터공학과와 통합되지 않을 경우 컴퓨터하드웨어를 

전기공학부에서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미리부터 컴퓨터공학과에 직간접적으로 알려

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기전자의 기초 분야인 전자파, 플라즈마, 물성이론 등이 추가되어

야 하는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전기물리 및 재료분야로 추가하기로 하였다. 분야

가 결정되고 교과과정이 결정된 후 분야의 규모가 순차적으로 결정되었지만, 교과과정은 다

음에 기술하고 분야의 규모에 관한 내용을 먼저 얘기하고자 한다. 분야의 규모는 사실 대단

한 이해관계가 있어 쉽게 결정될 것 같지 않았다. 학부의 교수 수가 최종 87명이 된다는 경우

를 상정하여 분야별로 필요 교수 수를 제안하도록 한 후, 토론을 많이 거친 후 <표 1>에서 보

는 바와 같이 극적으로 합의를 보았다. 매우 어려운 결정에 도달한 것이다. 그리고 각 교수는 

해당분야를 자유로이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선택분야에서는 교육만 책임을 지고, 연구는 교

육분야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원칙에 합의하였다. 앞으로 교수 수

가 87명이 되지 못하더라도 그 규모에 비례하여 모집하리라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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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과과정 선정 문제

교과과정이 학부교육 방향을 결정하고 분야별 균형발전에 중요하며, 또한 교수의 담당 과

목과 연계되기 때문에 결정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우여곡절을 겪었다. 학사과정 1학년 과정, 

2학년 과정, 3학년 1학기 과정까지는 많은 토론을 거쳐 합의할 수 있었으나, 전공이 갈라지

는 3학년 2학기와 4학년 전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3학년 2학기에는 교육연구 

분야별 핵심 과목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과목을 결정하는 데는 비교적 쉽게 합의 할 수 있었

다. 4학년 과목은 워낙 다양해지기 때문에 교육분야 별로 몇 개 그룹으로 나누어 선택하는 

안이 제안 되었으나, 학과 교수회의에 통과하지 못하고 지연되었기 때문에, 새벽 조찬회를 

하면서까지 결말을 보도록 하였다. 조찬회의에서 4시간 이상의 장기간 토의를 거쳐 표 2에 

주어진 안에 가까스로 합의를 볼 수 있었다. 전 과목을 공통과목군(공통, 컴퓨터분야), 전기

물리과목군(반도체 전자재료) 및 시스템과목군(전력, 제어, 전자통신)으로 일단 분류하였다.

학생들은 다음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1)   전기물리과목군에서 분야별로 한 과목씩 2과목을 선택하고 시스템과목군 중 한 

과목 선택함 (합계 3과목)

(2)   시스템과목군에서 분야별로 한 과목씩 3과목을 선택하고 전기물리과목군에서 1과

목을 선택함 (합계 4과목)

상기 선택 외에는 전과목에서 무엇이든지 선택 가능하도록 하였다. 어려운 결정과정을 거

쳐 매우 중요한 교과과정이 탄생된 것이었다.

<표 1> 분야 별 규모 및 관련된 교수

분야
87명 예상 시의 

교수 수

관련된 현재의 교수

(91년 11월 현재)

반도체소자 및 집적회로 16 민홍식, 이종덕, 김원찬, 박영준, 서광석, 전국진, 김성준(7)

전파 및 정보통신 20 안수길, 이충웅, 성굉모, 이상욱, 이병기, 이재홍, 김태정, 

남상욱(8)

제어계측 16 고명삼, 권욱현, 최종호, 이장규, 하인중, 이범희, 서진헌(7)

전기에너지시스템 13 지철근, 원종수, 박영문, 한송엽, 박종근, 설승기(6)

전자물리 및 재료 10 한민구, 황기웅, 이혁(3)

컴퓨터 및 초고집적시스템 12 채수익, 성원용, 최기영, 정덕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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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원생의 분야별 진학 문제

대학원생의 지도교수 선정 문제는 아주 까다로운 문제이고 이해관계가 많은 이슈이었다. 

분야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분야별 소속 교수 수에 비례하는 기본 대학원생 수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학생의 지망 정도나 기타 상황에 띠라 분야별로 추가 할당하여 입학 학생수를 배정

하기로 대체적인 합의를 보았지만 통합 당시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지는 않았다. 분야별로 배

정된 인원에 본교 출신 지망 수가 모자라면 타 대학 출신 지원자도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도교수 선정 문제는 대략적인 합의만 본 것이었다. 통합된 92년도 신입생이 96년도에 대학

원에 진학하므로 95년도 2학기에 가서나 선정 원칙이 적용될 것이며 그 때까지 더 구체화하

기로 하였다.

<표 2> 전기전자제어공학부 학사과정 교과목

1 학기 2학기

1학년 컴퓨터개론 및 프로그래밍* 논리회로의 기초* 공학수학 I*

2학년 공학수학 II* 전자장 I*

회로이론 I* 기초회로실험*

회로이론 II* 전자회로 I*

전자회로 실험* 전자장 II

공학수학 III 

3학년 확률 및 불규칙변수론* 전자회로 II *

양자역학의 기초* 디지탈 시스템 실험 *

신호 및 시스템* 논리 및 디지털 시스템

전기에너지공학* 제어공학개론* 아날로그통신*

반도체소자* 아날로그시스템 실험*

자료구조 및 알고리듬      열 및 통계학의 기초

4학년 <공통과목군>

(공통)            (컴퓨터 및 초고집접시스템) 

설계프로젝트  컴퓨터이용 전자회로 설계의

세미나           기초, 컴퓨터조직론

기업경영        초고집적 시스템설계의 기초

응용실험        컴파일러의 기초

                    운영체제의 기초

<전기물리과목군>

(반도체 및 직접회로)     (전기물리 및 재료)

직접회로 소자              전기전자재료 및 소자

기초 고체 전자공학       플라즈마 공학

광전자공학                 기초 초전도 공학

집적회로 설계             레이저 공학

<시스템과목군>

(잔기에너지)                      (제어계측)                    (전파 통신)

전기기기 및 제어                현대제어개론                 디지털 신호처리의 기초    전파공학

전력전자공학                     로보트공학개론              디지탈 통신                    음향공학

전력계총공학                     지능시스템공학              데이터 통신망의 기초

전기에너지시스템제어         디지털 제어                     

고전압공학                        계측공학                        

*는 필수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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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합 이후의 학부 발전

1991년도에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가 통합에 관한 모든 문제에 합의를 

보고 공과대학에 이 내용을 통보하였다. 교과과정 내용은 공대의 교과과정위원회를 통과하

여 본부에 제출되었다. 학부설치안도 공대 기획위원회를 거처 본부에 제출하였다. 학부 통합

은 공과대학과 본부가 바라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입시를 최종 관장하는 본부에서도 승인되

어 드디어 1992년 서울대 모집요강에 “전기 전자 제어공학과군”으로 215명을 모집한다고 공

고되었다. 아직 학부제는 제도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과군으로 명칭을 사용한 것

이었다. 좋은 분야에서 많은 인원을 모집하니까 예상대로 사회로부터 큰 관심을 끌기 시작하

였다. 일부에서는 합동으로 선발한 후 적당한 시기에 학과별로 분리하리라고 믿는 사람도 있

었다. 졸업 때까지 분리하지 않는 것을 통합의 조건으로 했지만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학본부가 교육부와 협의하여 학부제와 관련된 학칙 개정이 1994년경에 완료되어 1995

년 신입생부터 정식으로 학부이름으로 선발하게 되었다. 이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학부의 명

칭을 정해야 했다. 모든 조직에 가장 오랫동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조직의 명칭이다. 

전기공학부, 전기전자공학부, 전기전자제어공학부가 명칭 대상이 되었다. 학부 전체교수회의

에서 논의하였는데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제어계측공학과 교수들은 전지전자제어공학부

로 하던가, 아니면 제어계측공학과로 입학한 학사 및 대학원 학생이 졸업하게 되는 몇 년간 

사용하다가 나중에 다시 바꿀 수 있는데, 현재 재학생이 있는 상태에서 명칭에 제어만 빠지

고 전기전자공학부로 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여러 차례의 논의와 재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전기공학부로 정했다. 전자공학과 교수들의 대승적 결단이 있었다고 본다. 

미국에서는 대부분 Electrical Engineering Department(전기공학부)라고 하기 때문에 양보(?)

한 것 같았다. 그래서 1995년에는 전기공학부로 신입생을 모집하였다.

통합 후 전기공학부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는데, 여기서는 글의 취지에 맞게 통합 때문에 

이룬 업적 위주로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학부제가 되면서 가장 큰 소득은, 공과대학이 2배

로 확충되면서 웅대한 301동이 가장 먼저 1996년에 완공되었을 때, 규모가 큰 전기공학부가 

자연스럽게 먼저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건물의 2/3 공간을 사용하는 주인이 되어, 좋은 

교육 연구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다(그림 1, 301동). 기존의 반도체공동연구소(1985년 설립, 

1988년 준공), 기초전력공동연구소(1988년 설립, 1990년 준공, 2016년 개편), 자동화시스템

공동연구소(1988년 설립, 1991년 준공), 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1991년 설립, 1994년 준공)

가 각 학과에 소속되어 설립되었지만 통합 후에는 한 학부에 소속함으로써 세계 어느 대학의 

전기전자분야의 학부와 비교해도 우수한 시설을 갖게 되었다(그림 1, 연구소 건물). 통합 당



208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9, 제15호

시에는 3과를 합쳐 교수 수가 35명이었는데 공과대학의 2배 확충계획으로 2012년경에는 교

수 수가 65명에 이르고 있어 이제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규모가 되었다. 예를 들어 MIT

대학의 반 이상이 된 것이다.

학부제가 되면서 2절에서 설명한 학부제의 장점이 실제 실현되었다. 교과과정 통합운영으

로 교수 강의 시간 부담이 경감되었고 이에 따른 연구 시간이 증가했고 안식년 가기가 수월

해졌다. 교수 수가 많아 학사, 연구, 학생 담당 부학부장 역할도 활발하게 되고, 행정실 직원

도 많아져서, “전공하나”와 같은 대규모 학생 특별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전공하나”는 학

부 구성원 전체(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교직원)가 캠퍼스를 벗어나 외부에서 한자리에 모이

는 행사로서 학부학생들에게 대학원에서의 전공 및 생활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300명 이상의 학부 학생, 150명 이상의 대학원생 및 35명 이상의 교수들이 참가

하고 있는 아주 성공적인 모임으로 성장했다.

전기공학부의 혁신적인 교육연구 내용이 많이 외부에 알려지고 신문기사화도 많았다. 따

라서 학내 및 학외로부터 많은 지원과 찬사를 받았다. 예를 들면 교수 규모가 커서 학부학생

들이 직접 투표로 강의를 가장 잘 하는 교수를 선정할 수도 있었다. “베스트 티쳐” 상도 있었

는데 이것은 그 당시 대학 교육에 신선한 충격을 주어 제1회 수상 소식이 조선일보 1997년 2

월 12일자 사회면 톱기사로 실린 적도 있었다(그림 2). 그 당시 학생들이 교수를 평가하는 것

은, 서구 대학에서는 시행되었지만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금기사향이었기 때문이었다. 최우수 

교수 연구상, 석박사 논문상도 도입되었다. 학부 규모가 커서 기획위원회, 인사위원회, 학사

<그림 1> 전기공학부 건물 및 소속 4개 연구소(좌측 학부 건물 301동, 우측 위 좌측에서 시계방향으로 반도체

연구소, 미디어통신연구소, 자동화시스템연구소, 기초전력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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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실험위원회 등도 운영할 수 있었고, 

학부 내규, 교수승진 세칙, 박사학위 자격 

및 심사 세칙, 인사위원회 세칙, 기획위원회 

세칙, 교과목 담당 원칙 등도 국제수준으로 

제정 할 수 있었다. 같은 연구 분야에 여러 

교수가 있음으로써 연구 협력이 용이하고, 

다수 교수와의 선의의 경쟁으로 연구력도 

향상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현직 교수 중에

는 미국전기전자학회(IEEE) 펠로우(석학회

원)가 13명(2019년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6년도에 스탠포드대학교의 Stephen 

Boyd 교수가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전기공

학부 해외 평가단에서는 전기공학부를 세계 

10~20위권이라고 높게 평가하였다.

통합 초기 학부장으로는 전기전자제어공학과군 시절인 1992~1994 기간에 한송엽 교수가, 

전기공학부로 바뀐 과도 기간인 1994~1996 기간에는 민홍식 교수가, 통합이 완료되던 

1996~1998 기간에는 권욱현 교수가 맡았다. 학부 통합을 위해 노력했던 분들이 학부장으로 

수고했었다. 이 1992~1998 기간이 학부의 초기 통합이 제도적으로 완성되고 기초가 다져지

는 시기였다고 생각된다. 1998년 5월에 발행된 전기공학부 뉴스레터의 권두언에서 당시 권

욱현 학부장이 “학부통합을 마무리 지으며”라는 글을 올리고 간단한 통합 내용과 소감을 피

력하였다.

6. 전기공학부 통합이 가져온 서울대 통합 바람

전기공학부가 출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학내 학외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언론

에서도 관심을 받고, 신입생 선발에서도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면서, 특히 공과대학의 다른 

학과에서 많은 위협(?)을 느꼈으리라 짐작되었다. 통합은 극히 어려운 일인데도 이제는 같은 

단과대학 내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 강요된 것이었다. 가장 먼저 기계 

계열 학과들이 반응했다. 1995년에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및 항공우주공학과가 “기

계 · 기계설계 · 항공우주공학과군”으로 통합하여 신입생을 모집하였고 1998년도에는 기계항

공공학부로 개칭하였다. 전기공학부와 비교하여 3년 후였다. 1995년에 금속공학과와 무기재

<그림 2> 전기공학부 베스트티쳐(1997. 2. 12일자 조선

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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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공학과가 통합하여 재료공학부를 탄생시켰고, 2000년에는 섬유고분자공학과가 재료공학

부에 통합되었다. 1998년에는 화학공학과와 공업화학과가 통합하여 응용화학부를 탄생시켰

고, 2006년에 화학생명공학부로 개칭하였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중요한 학부들이 모

두 통합되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다.

1992년에 이룬 전기공학부의 통합은 서울대학교에서 공과대학 이외의 대학에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대학교 본부에서 1994년 9월 1일 “학부제 시행안”을 공표하고 지원을 약속했었

다. 1987년도의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에서 주장했던 학부제 추진, 당시 교육부의 학부제 

권고, 전기공학부의 성공적 통합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각 단과대학에서 처음 탄생

한 학부만 일부 나열하기로 한다. 1995년에 사회과학대학에서 경제학부가 처음 탄생하였다.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도 통합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1997년에 식물생산과학부가 처음 탄생

되었다. 자연과학대학에서는 다음 절에서 설명하는 BK21 사업을 시작하면서 2000년도에 가

서야 전공분리하지 않은 지구환경학부, 생명과학부, 물리학부 등이 탄생되었다. 이렇게 서울

대학교에서도 다수 단과대학에서 학부제가 도입되었다.

7. 전국대학 학부제 도입과 BK21 사업

서울대 전기공학부의 학부제 통합이 가장 먼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내에서 학부제 통합 

바람을 불러왔음을 앞 절에서 설명하였다. 비슷한 분야에서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다른 대학교 공과대학의 전가, 전자 관련 학과들에도 영향을 직접 미쳤다. 예를 들면, 고려대

학교에서는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파공학과를 1996년에 전기전자전파공학부로 통합하

였다. 한양대학교 Erica 켐퍼스에서는 전기, 전자, 전자계산, 제어계측공학과가 1996년에 전

자컴퓨터전기제어공학부로 통합하였다. 서울대보다 4년 후에 통합된 것이다. 서울대학교의 

전기공학부 통합이 서울대학교 내의 여러 단과대학의 학부제 도입에 영향을 주었듯이, 그 대

학교의 여러 단과대학의 학부제 통합에 자극제가 되었을 것이지만 강도는 약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대학의 연구와 대학원교육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BK(Brain Korea)21 프로젝트

를 추진하였다. 연구중심대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이었다. 1998년 4월에서 1999년 5

월 사이에 이 사업을 기획하고 1999년 6월에 사업을 공고하였다. 1999년 7월과 8월경에 지원

할 대학을 선정하였다. 필자는 그 당시 BK21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던 교육부의 대학위원회 

위원(1996~2000)과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하였던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진흥위원회 위원

(1998. 2~2000. 2)으로 이 계획에 관여하였다. 1999년 사업을 공고할 때 전국을 몇 개 권역으

로 나누어 그 지역 대표 대학에서 설명회를 가졌다. 서울지역은 이화여대, 대전지역은 충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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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호남지역은 전남대학교, 경상지역은 경북대학교에서 발표회를 가졌고 필자가 참석하

여 정부를 대표하여 BK21 프로젝트를 설명하였다. 대학으로부터 뜨거운 반응이 있었고 일부 

지방 대학에서는 연구중심지원대학과 교육중심지원대학으로 구분하는 것이 지방대학 발전

에 저해 요인이 된다고 심하게 반대하기도 하였다. 여기서는 연구중심지원 대학만 다루기로 

한다.

BK21 프로젝트의 핵심은 대학의 연구 능력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연구 능력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집단 규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BK21 사업은 영세 학과의 통

합을 유도하였다. 연구중심대학에 사실 학부제를 요구한 것이었다. 일정 규모 이상으로 통합

해야만 평가점수를 높일 수 있었고 그래야만 선정되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었다. 심지어는 

다른 대학과 연계하는 것도 허락된 상태였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는, 서울대학교

에서 이미 전기공학부와 여러 학부들이 탄생하여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BK21 프로젝트를 통하여 전국 연구중심대학은 학부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2000년에 몇 개 학부들이 생겼고, 연세대학교

에서는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파공학과가 2002년에 전기전자공학부로 통합되었다. 학

부제가 되면 대학원생이 많아지는데 마침 BK21 프로젝트를 통하여 대학원생이 장학금(등록

금과 일부 생활비)을 받아 연구에 몰두할 수 있어 학부의 연구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는 초기 통합을 1998년에 거의 마쳤기 때문에 1999년부터 시작하는 

BK21에 참여하는데 잘 준비된 상태였으며 이를 통하여 학부의 연구와 교육을 훌륭하게 발

전시킬 수 있었다.

학부제와 직접 관계는 없지만, BK21 프로젝트는 대학원생의 절반을 타 대학에서 선발하게 

하고 신규 교수의 선발도 절반은 다른 학과 출신으로 선발하도록 하여 대학의 순혈주의

(imbreeding)을 없애도록 하였다. BK21 프로젝트를 통하여 우리나라 연구중심 대학에 학부

제를 확산하였고, 학부의 연구능력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고, 대학의 운영 능력도 제고시켰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8. 결언

역사를 보면 조직이 재정지원이나 외부의 강압적인 조치 없이 스스로 통합된 예가 드물다. 

보다 큰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통합을 하게 되면 소속 구성원들의 기존 이익을 상당 부분 

버려야 하기 때문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전기공학부의 여러 교수님들

이 이러한 개인적인 이익을 버리고, 대승적으로 대의를 따라 스스로 통합의 길로 나섰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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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놀랄만한 결정을 한 것이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대학 역사에서 영구히 기억해야 할 내용

이라고 생각한다. 자발적으로 동참한 그 당시의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교

수들에게 존경을 표한다.

전기공학부는 통합으로 인하여 서울대학교에서 학생수에서 가장 큰 학부가 되었다. 단과

대학 규모와 비교하더라도 그 당시 6개 대학(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학, 농학, 사범)보다는 

작지만, 다른 10여 개 단과대학(경영, 의과, 음악, 미술, 생활과학, 치의학, 약학, 간호, 수의과, 

법과)보다 규모가 큰 위치에 있었다. 이 규모에 따른 위치는 통합 후 학생수의 변화가 있었지

만 2019년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서울대학교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통

합된 전기공학부는 우리나라 공학 분야를 선도하리라고 생각하며, 더 나아가 세계 속에서 한

국을 대표하여 이 분야 발전에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일부 타 학부제에서 전공 분리 등의 변화를 거쳤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는 통합 당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화학적으로 결합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

공 분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 될 것이고, 우리나라 학부제의 모범이 될 것이다. 전기공학

부가 지금과 같은 학부제를 유지하는 한, 대다수의 타 학부도 기본 학부제를 유지할 것이라 

생각된다.

1978년에 제어계측공학과가 설립될 때부터 고명삼 교수와 필자가 재직하였으며, 추후 부

임한 여러 교수와 함께 노력해서 공과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 학과로 만들었다가, 1992

년 “전기전자제어공학과군”으로 통합되어 제어계측공학과라는 독립 학과가 사라지는 데 필

자가 앞장 선 한 사람이 되어 아쉬운 감회가 깊었다. 그 때 전기공학부 통합의 꿈이 더 숭고

하고 원대했었다.

전기공학부의 무궁한 발전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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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유엔서포터즈의 동아리를 위한 장학금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명예교수  신동소

6.25 전쟁이 발발한지 70주년이 된다. 이 전쟁에서 나라가 벼랑 끝에 풍전등화와 같이 위

기에 처해 있을 때, 이역만리에서 알지도 못한 나라,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목

숨을 바쳐 희생한 UN군의 전사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현실을 가

슴 깊이 새겨야 한다. 우리나라의 반 만 년 역사를 통력하건대 외침이 900여 회 있었다는 설

이 있다. 그 아픔의 역사는 처참하고 질곡의 비극이었으며 아직도 그 상흔이 국내외에 남아 

있는 임진왜란(1592. 4. 13.)과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6.25 전쟁의 현실이다. 우리는 나라보

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6.25 전쟁은 불시에 인민군 주력부대가 서울을 3일 만에 점

령하여 수도 서울이 부산 임시정부로 옮겨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처했을 때, 인민군은 

그 여세를 몰아 1950년 8월 15일까지 부산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아군과 참전UN군

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산 영웅담은 우리의 정신 갑주가 되어야 한다. 그 반격의 요

충지에서 치열한 전투에 목숨을 건 방어전이 여러 지역에서 일어났다. 먼저 대구를 방어하기 

위한 칠곡군 다부동 전투(1950. 8. 9.)에서 백선엽 제1 야전사단장은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쏘

아라”며 선봉에서 요충지를 사수한 호국 영웅이다. 이 전투에서 많은 국군의 용맹을 떨쳐, 하

나 뿐인 고귀한 생명을 조국을 위해 순국한 전사자가 있었으며 이 전쟁에서 아군의 진격과 

후퇴(1951. 1. 4.)가 일어나, 이 반격에 특히 UN군의 희생이 엄청 컸다. 또한 전사에 남길 전

투는 북한 철원의 곡창지대 확보와 서울 점령을 위해 치열한 백마고지 탈환전, 즉 제1차 전

투(1952. 10. 6.)에서 제12차 전투(1952. 10. 12.)까지 전개되어, 국군은 죽음으로써 서울을 사

수하였다. 9사단이 지켜낸 제5 보병사단 김정오 장군이 이 전투의 영웅이며 이 전투에서 국

군 10,792명이 전사하여 호국의 강군으로 역할을 하였다. 이 전투에서 세 차례의 돌격에도 

불구하고 혼전만 거듭할 때, 강승우 소위, 오귀봉 하사, 안영권 하사는 양손에 수류탄을 들고 

탄우 속을 해치며 돌격, 적을 공격하여 장렬히 산화하였다. 이 육군 3용사의 투혼에 사기가 

충전되어 백마고지 주봉을 점령하여 승리를 거두면서 서울을 방어하게 되었다. 이들의 고귀

한 희생 위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룩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피로써 점철되어 나라를 구하고 

그들의 희생을 기리며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

이 비극의 전쟁에서 국민과 국군이 60만 명의 희생과 참전 UN군 21개국 장병 195만 7,616

명이 참전했다가 3만 3686명이 전사, 9만 2,134명이 부상하였다. 이 중 미국은 179만 명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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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하여 전사자가 3만 6,574명과 UN군 17만 8,589명의 전사자가 발생하였다. 이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우리는 세계 5대 공업국, 6대 수출국, 7대 무역국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여 원

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으며, 오늘날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일부 젊은 세대가 6.25 전쟁을 모른다. 전쟁의 참화로 집과 가족을 

잃고 먹을 양식이 없었던 보릿고개를 겪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올바른 인식

의 대목에서 과거를 배우지 못한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경고를 우리가 명심하여야 한다. 그

러므로 우리는 역사의 건망증을 불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젊은이

들의 안보관이다. 안보는 바로 나라를 지탱하는 기둥이요 국가를 보위하는 우리의 생명이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대비하라는 라틴어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나면 나라를 보위하

는 견위치명(見危致命)하여야 한다. 6.25 전쟁에서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 나라를 방어한 16개국 UN군이 있다. 미국을 위시하여 영국, 캐나다, 터키, 호주, 필리핀, 

뉴질랜드, 에티오피아, 그리스, 태국, 프랑스, 콜롬비아, 벨기에, 남아공, 네덜란드, 룩셈부르

크의 16개 전투부대(참전병력 순), 그리고 5개국의 의료지원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

탈리아, 인도이다.

6.25 전쟁 발발한지 3년여 개월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16개국 중 가장 먼저 우

리나라를 구하기 위해 달려온 부대는 미육군 제2 보병사단이다. 1950년 7월 23일 미국 본토

에서 출발하여 부산항에 도착한 직후 낙동강 전선에서 격전을 치렀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1950년 8월까지 낙동강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점령당했을 때 UN군 맥아더 장군(UN총사령

관)이 인천상륙작전(1950. 9. 15.)을 감행하여 5천 분의 1의 성공률로 전세를 역전시켰다. 이 

작전을 성공시킨 첫 번째 비화로 유진 클라크(Eugene F. Clarke) 해군 대위, 켈로(Korea 

Liaison Office) 최규봉(崔圭峰) 외 4인 선봉대가 “저기 팔미도 등대에 불이 켜졌습니다.”라는 

긴박한 상황 중 일성으로 즉시 상륙이 시작되었다.

이 작전에 앞서 맥아더 장군이 한국전선을 시찰하기 위해 6월 29일 04시 일본 도쿄 숙소에

서 기상해 06시 하네다 공항에 도착, 15명과 함께 전용기(Bataan C-54)에 탑승하였다. 이때 

수행원 중에 미 극동공군사령관 스트레이트메이어 중장, 미 극동군사령부 참모장 알몬드 소

장, 작전참모 라이트 소장, 민정국장 휘트니 소장 등 참모와 일본 도쿄주재의 AP, UP, INS(국

제뉴스사), AAP(호주연합통신사), 로이터 통신사의 특파원들이 동행했다. 맥아더 장군 일행

을 태운 바탄 호는 11시 15분에 수원비행장에 착륙하였다. 당시 수원비행장에는 이승만 대통

령, 무쵸 미국대사, 미 극동사령부 전방지휘소장 처치 준장이 나와 영접했다. 맥아더 장군과 

이승만 대통령 일행은 수원비행장에서 차량으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으로 이동하였다. 이곳

에는 한국군 육군본부와 미 극동군 사령부 전방지휘소 겸 연락단(ADCOM)이 서울이 함락된 

후 자리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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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더 장군은 전선 상황을 시찰하고자 점심을 거르고 옥수수 곰방대를 입에 문 채 구형 

포드 승용차에 타서 영등포 교외의 동양맥주공장 부근 현 우신초등학교 아래 언덕배기에 이

르렀다. 이때 적의 박격 포탄이 맥아더 장군 일행이 도착한 부근에 떨어졌다. 시찰 후 일본으

로 돌아가기 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학장실에서 임선하 사단장에게 다가가서 포옹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이때 6월 29일 오후 4시 30분쯤이며 대화는 15분가량이었다. 임선

하 사단장은 방어 상태의 질문에 “소총 이외에는 아무 다른 무기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방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한강이 우리를 방어해주는 실정이다.”라고 대답하였다.

맥아더 장군이 한국에 머문 시간은 수원 비행장에 11시 15분에 도착 후 18시 15분까지의 7

시간이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맥아더 장군의 방문은 한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최대의 사건으

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이 상황을 보건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은 6.25 전쟁 작전의 현장

이었다. 맥아더 장군이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국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

로 미 지상군 투입을 건의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22시 15분에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

다. 그는 일본에 도착 후 비행기 안에서 작성한 그 보고서를 미 국방부에 보고했으며, 트루먼 

대통령이 6월 30일 새벽에 한국에 미 지상군 파병을 결정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이로써 국군은 인민군 주력부대를 격퇴시켜 북진하여, 1950년 9월 28일 새벽에 한국 해병

대 2대대 6중대 1소대 병사가 중앙청에 태극기를 달아 마침내 빼앗겼던 서울을 수복하였다. 

해병대는 6.25 전쟁 당시 해병대 주요 전투인 가리산 전투, 화천지구 전투, 도솔산 전투 등에 

참전했다. 청룡부대를 창설한 공정식 전 해병사령관은 특히 도솔산 전투에 대대장으로 참전

해 큰 전공을 세웠다. 해병대는 약 17일간 치열한 전투를 통해 적 2개 사단을 격멸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을 명령하여 1950년 10월 8일 UN군이 38선을 넘어 동년 10월 21일 

평양에 입성하고 신의주를 제외한 북한 전역을 점령하던 중 동년 10월 25일 중공군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30만 명이 전쟁에 개입하여 사격을 개시하였다. 10월 26일 국군이 압록강에 

진출하여 6사단 7연대 병사가 압록강 물을 떠 이승만 대통령에게 바쳤다. 1951년 1월 4일 서

울 정부를 철수하였지만 1951년 3월 18일 서울을 수복하였다. 그 과정에 미군의 최대 격전지

인 함경도 장진호에서 중공군 12만 명이 치열한 전투(1950. 11. 27.)를 벌여서 방어선이 무너

졌다. 중공군의 인해전술로 UN군은 더 이상 반격할 수 없었고 미군이 싸웠던 전쟁 역사상 

가장 처참한 장진호 전투였다. 그러고 나서 1950년 12월 11일부터 흥남 철수를 시작하였다. 

이 외 금화읍 1952년 10월 14일에서 11월 25일 42일간 휴전을 앞두고 치열한 전투(상감령(上

甘嶺))가 벌어져, 국군의 희생(4,830명)도 많았지만 북한군과 중공군의 전사자(1만 3,887명)

가 발생하였다.

중공군의 대공세가 시작된 1951년 2월 중부전선 강원도 횡성 삼미치 고개 전투에서 국군

이 후퇴하였다. 경기 양평 지평리에 미국 23연대와 프랑스 대대 3500여 명이 중공군 3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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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사흘 밤낮에 걸친 혈투에서 백병전으로 물리친 전투가 있었다. 인천상륙작전과 함께 

6.25 전쟁의 판세를 역전시킨 2대 전투로 꼽힌다. 이 전투에서 가장 빛나는 공을 세운 영웅은 

프랑스 대대를 이끈 랄프 몽클라르 중령이었다. 몽클라르는 1차, 2차 세계대전을 다 겪은 3

성 장군이었다. 프랑스는 이 전쟁 군사고문단 12명 만 보내기로 하였는데, 그는 프랑스 전국

을 돌며 600여 명의 부대원을 모았으며, 대대급 중령이 지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맞추어 스

스로 계급을 중장에서 중령으로 낮추면서까지 참전, 심지어 임신 중인 부인에게 자유를 위한 

여정은 군인의 성스러운 본분이라며 안심시켰다.

6.25 전쟁에 참여한 군인 중 자유를 지켜달라는 부름에 응한 UN군은 특히 밴프리드 장군

의 아들의 참전을 비롯하여 마크 클라운 UN 사령관의 아들이 참전하였으며 아이젠하워 대

통령의 아들과 워크 장군의 아들이 각각 전사하였다. 미국 지도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산 

증인이며 우리에게 귀감이 된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귀감이 될 영웅은 한국을 너무나 사랑

한 미국인 윌리엄 해밀턴 쇼 해군대위는 전쟁이 나자 부모로서 어린 자녀를 남겨두고 참전하

여 1950년 9월 22일 서울 녹번동에서 전사하여, 우리에게 남길 영원한 애국심을 가르쳐주 

었다.

또한 미 뉴저지주 출신인 루커스 일병은 17세 때 6.25 전쟁에 참전해 청천강 인근 평안북

도 구장군 북쪽의 방어진지에 있는 제2보병사단 제9 보병연대 제1대대에서 복무 중 1950년 

11월 25일 북한군과 교전에 참전하였으며 그 후 실종되어 미국은 2002년 8월 9일 북한과 공

동으로 발견하여 67년 만에 고국에 묻혔다. 미국 캔터키 출신인 조 클린턴 엘모어는 클린턴 

카운티에서 태어나 20세 때 미 육군 7사단 32보병에 배속되어 함경남도 장진호 전투에서 실

종, 우여곡절 끝에 68년만에 미국으로 귀환되어 고향 마을 묘지에 안장되었다.

6.25 전쟁 때 숨진 UN용사 추모, ‘부산을 향하여’ 행사가 2007년 6.25 전쟁 참전 용사인 캐

나다인 빈센트 커트니의 제안으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소속 7개국에서 시작됐으

며 1차 세계대전 종전일이자 영연방 현충일, 미국 제대군인의 날 11월 11을 부산에 묻힌 전

우들을 추모하는 날로 정하였으며 모두 한국 시간에 맞추어 행사를 한다. 6.25 전쟁의 역사

의 현장인 부산 UN기념공원은 1951년 1월 18일에 한국정부가 조성하여 UN에 영구 기증하

였으며 조성 당시 21개국(의료지원국 포함) 11,000위(位)이었으나 하나 둘 고국으로 옮겨지

고, 지금은 11개국 2,300위가 안장되었다.

대한민국 출신으로 UN군 소속이었던 카투사 장병 36위가 이곳에 모셔져 있다. 부산 UN 

묘지에는 고토(故土)에 돌아가지 못한 숱한 사연이 있다. 이 공원은 대한민국 근대 문화유산 

제359호로 건축가 김중업의 작품으로 남아있다. 영국군 24세 스피크만은 1951년 11월 4일 

북한 마량산 방어로 중공군과 싸웠으며 지옥 같은 전쟁을 겪고도 한국에 묻히고 싶다는 유

언을 남겨, UN군 참전용사 885명과 나란히 영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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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최연소 전사자 나이와 같은 UN 참전용사 최연소 JP 도운트 상병은 당시 나이 17세로 

호주에서는 입대 가능한 나이가 아닌데도 형의 이름과 나이를 빌려 자원입대, 한국전쟁에 참

전한지 13일 만에 연천 전투 중 전사하였다. JP 도운트 상병의 여동생은 “오빠 이름 붙은 수

로(묘지 내에 있는 水路), 자랑스럽고 행복해요.”라고 이야기했다. 이 소년은 사랑하는 가족

과 함께 꿈과 낭만으로 살아갈 나이에 와 보지도 않은 한국이란 나라에 참전할 이유도 없는 

나라를 지킨 숭고한 정신으로 참전하였다. 고토에 돌아가지 않고 이 땅에 묻혀있는 사연을 

들은 필자는 너무나 감동하였다. JP 도운트 묘비 앞에 숙연하게 애도를 표한다. 6.25 전쟁 당

시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킨 장사리 전투에 참전했던 평균나이 17세의 젊은 유격대 학도병

도 잊지 않아야 한다.

2007년 12월 7일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친목회인 상록회 일행이 부산특별시 남구소재 

UN기념공원을 참배하였다. 우리 일행을 안내한 부산관광코스 안내자 김석만 씨가 UN공원

에 안장된 전사자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역만리에 와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희

생한 충렬에 대한 설명을 들은 필자는 너무 감동하였다. 필자는 6.25 전쟁이 나자 1950년 9월 

1일에 학도병으로 입대하여 1개월 교육을 받고 8사단 10연대에 배속되어 평양북도 희천에 

중공군의 야간 기습 공격을 받아 기습 공격을 받아 대퇴부에 총상을 입고도 구사일생으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현재 국가유공자 상이군인으로 생존하여 이곳을 참배하니 더욱 만

감이 교차하였다. 이곳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하나마다 성지를 지킨다고 생각하였으며 

JP 도운트를 비롯하여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전사한 전사자를 위하여 부산유엔기념공원의 정

화 봉사와 평화를 구현하는 학생 동아리인 부경대학교 유엔서포터즈의 노고에 보답하는 마

음에서 금년으로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장학금 3천만원을 관계 기관에 기탁하고자 한

다.

우리의 생명,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많은 희생과 피를 흘려 이룩한 대한민국, 그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려야 한다. 우리의 자유와 삶을 있게 한 UN 전사에 대한 그 감사와 보답은 필술로 

표현할 수 없다. 오늘의 우리는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다. 이제 6.25 전

쟁이 발생한지 70년의 세월이 흘렀다. 6.25 참전국과 특히 전사자의 부모 형제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전사자의 묘지를 찾아 정화작업을 하는 서포터들에게 한없는 소박한 

애국심에 고마움을 표하며 거듭 감사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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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아흐 동동다리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명예교수  유안진

먹구름 저녁에도 달맞이 꽃 피어

먹구름 너머에서 달뜨는 줄 안다 하네

비 오는 아침에도 해바라기 꽃 피어

비구름 너머에서 해 뜨는 줄 믿는다는

아흐 동동다리.

              

·    약력: ’65년 현대문학으로 등단, <구름의 딸이요 바람의 연인이어라>, <다보탑을 줍다> 등 

신작 시집 17권과 <세한도 가는 길> 등 다수의 시선집과 <지란지교를 꿈꾸며> 등 산문집 

다수 상재, 현 서울대 명예교수이며, 대한민국예술원회원과 한국시협회 고문.

·    시작 노트: 사실 이 소품은 신앙 시로 썼다. 따라서 직접적보다 표현 아득한 <너머> 즉, 신

의 창조의도를 짚어 보고 싶었다. 자연 질서 우주섭리가 곧 창조의도이기에, -눈에 보이는 

달맞이와 해바라기가 꽃피는 에너지(이치)는, 안 보이는 <너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전

제이다. 일식이나 월식도 해와  달이 아주 없어진 게 아니라, 잠시잠깐이라는 믿음이듯이. 

따라서 이런 신뢰 또는 믿음은 사람끼리의 사랑이나 우정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하고.

      고려가요(高麗歌謠)를 무척 좋아한다. 그중 ‘동동(動動)’의 후렴구가-아흐 동동다리-이

다. 기쁨 슬픔 탄식 등등 여러 감성의 뒤범벅을 다만 소리리듬으로 표현한 후렴구인데,-아

리랑, 아라리요-와 흡사하다고, 굳이 그 말뜻을 구하기보다는 범벅되는 감성 표현으로 가

져다 써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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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보는 마음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명예교수  오석홍

2019년 6월 1일 경남 통영

이순신 공원 언덕에 올라 바다를 바라본다

비 온 뒤

아직 흐린 하늘 아래

섬들이 점점이 보이고

작은 어선이 간간이 지나가는 바다는 

고즈넉하고 한가롭다

문득 가슴이 먹먹해진다

이순신이라 불린 한 장년의 남자가

바로 이곳에서 저 바다를 바라볼 적에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의 앞에는 창궐하는 왜적

그의 뒤에는 어리석은 임금과 모함을 일삼는 조정중신들

왜적의 압도적인 함대가 남해를 휩쓸 때

초라한 함대를 이끌고 목숨을 던져 왜적을 물리치려 결심한

고립무원의 그 남자가 바라본 바다는 무엇이었을까

티끌이 모였다가

다시 티끌로 흩어지는 것이 인생인데

그 어간(於間)의 세월에

사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았어야 하는가

질문을 곱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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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이리 회한(悔恨)인가

나는 처연(悽然)한 마음으로 발길을 돌린다

              

·    시작 노트: 사람들은 모방해서 글을 배운다. 그리고 모방하는 글을 쓴다. 다음에는 남이 하

는 이야기를 전하는 글을 쓴다. 그 다음에는 남이 하는 이야기에 자기 의견을 보태나간다. 

자기 의견을 늘려나가다가 마침내 자기 생각을 구애 없이 쓰게 된다. 사람은 처음에 글쓰

기의 규격화를 배운다. 글쓰기의 방법론을 익혀 그에 따른다. 성숙해 가면서 방법론의 굴

레를 차츰 벗어난다. 그래서 글쓰기의 자유로운 주체가 된다.

   여기 실린 글은 방법론을 의식하지 않고 내 생각을 쓴 것이다. 마음 내키는 대로 붓 가

는 대로 쓴 글이다. 내 감회의 비망록이라 할까. 내 마음 속의 탄식이라 할까. 나는 시를 많

이 읽은 사람도 아니고, 시작(詩作)의 방법론을 배운 사람은 더더구나 아니다. 시인들이 내 

글을 시라고 본다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시가 아니라고 한다면 내 글이 시라고 우길 생각

은 없다. 내 글이 이름 없는 범주(장르)의 글로 남겨지기를 바라는 것이 오히려 솔직한 심

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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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죽지랑
―이인규 회장의 이임에 생각한다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임홍빈 

지금은 아무도 모르고 있지만 

신라인들이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한 인물은 죽지랑이다.

그는 득오를 못된 익선의 부역에서 데려오듯

백성들을 하나하나 사랑하였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이인규 회장의 이임식에서

문득 떠오른 것은 신라의 죽지 장군이다. 

그는 소리치는 장군이 아니다.

소리치는 장군은 오히려 김유신이다.

이인규 회장은 소리치는 회장이 아니다.

죽지는 김유신 부대의 부수(副帥)로

삼국(三國)을 통일한 장군이다.

신라는 힘으로 삼국을 통일한 것이 아니다.

지략으로 삼국을 통일하였다.

그 지략의 원천은 죽지 장군이었을 것이다.

그는 선한 의지의 인물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두 나라도 통일하지 못하고 있다.

순수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 지략도 선한 의지에서 나올 것이다.

이인규 회장은 학자로서

말미잘을 실험 대상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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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의 이종(異種) 간 번식이 가능함을 밝힌 

우리 시대에 드물게 보는 학자이다.

미국학회에서 그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을 때 그는 기립 박수를 받았다고 한다.

죽지 장군이 삼국을 통일하듯 

그것으로 당시 생물학계를 평정한 것일까?

그는 따뜻한 사람이다.

백성들이 그를 사랑하듯 그도 명예교수를 사랑하였다.

죽지랑의 떠남을 서러워한 득오가 

『삼국유사』에 남긴 것은 ‘모죽지랑가(慕竹旨郞歌)’이다.

‘모죽지랑가’에 대한 연구가 창고에 넘치고 있지만

그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없다.

그가 정말로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다. 신라인들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모죽지랑가’의 

‘阿冬音乃叱好支賜烏隱(아뎟 됴히 샨: 사사로이 좋게 하신)’을 

잘못 해독하였기 때문이다. 

그 따뜻한 마음을 잘못 해독하였기 때문이다

‘모죽지랑가’의 첫 두 구는 지금 찾을 수 없다.

그와의 이별을 안타까워한 백성이 

그 가사를 깎아 냈기 때문이다.

이인규 회장은 

명예교수협의회를 법인화하였으며,

명예교수협의회 회보를 발간하였고,

학문 후속 세대를 위한 ‘나의 삶, 나의 학문’을 개설하고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평생교육원과 연합하여 

서울대지식나눔 프로그램인 ‘한국 지성에게 듣는다’를 진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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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기부사업을 시행하였고,

명예교수들로 하여금 국내의 첨단산업기지를 돌아보게 한

산업시찰을 시행하였고,

인성교육교사직무연수를 실시하여

융복합시대의 인성교육을 모색하였고,

가치변화에 부응하는 인성교육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이끌어 내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따뜻한 마음으로 

돌을 쌓듯이 차근차근 쌓아 온 것이다.

무엇보다 그는 큰 꿈을 남기고 있다.

명예교수가 서울대학교의 미래를 개척하는 꿈이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가 우리 시대를 이끌어 가는 꿈이다.

죽지는 진덕왕, 태종왕, 문무왕, 신문왕 4대에 걸쳐 총재(冢宰)를 하였다.

총재는 지금의 내무부 장관이다. 

내무부가 얼마나 골치 아픈 부서인가?

선한 의지가 없이는 그렇게 오래 할 수 없다.

이인규 회장은 그럼에도 지금 회장직을 내려놓는다.

그의 의지는 어디엔가 남아서 명예교수와 협의회의 앞날을 밝힐 것이다.

지금은 아무도 모르고 있지만 

신라인들이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한 인물은 죽지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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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

수호신은 있다

공과대학 전기 · 정보공학부 명예교수  안수길

처음 이야기는 필자가 어려서 들었던 ‘압록강(鴨綠江) 떡보 이야기’다.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일본에도 한국의 옛이야기들에 관한 서적들이 나와 있어서 다

행히 그 중 하나에서 그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무튼 이 이야기는 우리 민중에도 넓게 

알려져 있는 이야기여서 필자가 좀 각색(脚色)을 해서 이곳에 소개한다.

압록강 북쪽에 있는 청(淸)나라 지방공무원들이 어느 날 소일(消日)을 겸해 조선(朝鮮) 땅 

무식한 것들에게 자기 대국 땅의 문화를 소개하겠다고 조선의 합당한 대담자(對談者)를 이

틀 후 오후에 압록강에 띠우라고 요청을 해 왔다. 여유 시간을 안 줬기에 조선 편 지방관(地

方官)들은 당황하게 됐고, 그래서 곳곳에 방(榜)을 내걸어 “나라망신”은 시키기 않을 사람에

게 나서기를 공모했다. 때마침 “떡보”라는 떡을 좋아하는 자(者)가 나서서 “포상으로 떡도 주

느냐?”해서 조선 편 대표로 됐다. 드디어 당일, 드넓은 압록강에 중국 사신이 탄 배가 나타났

고 이 편에서는 ‘떡보’가 나섰다.

배들이 서로 가까이 마주보게 됐을 때 중국 편에서 “저놈들은 공자/맹자 이름을 들어본 일

이나 있을까”하고 조선 편에서 온 자(떡보)를 초보자 취급을 해서 “三綱五倫(삼강오륜)을 아

느냐?”를 묻기 위해서 세 개 손가락(三綱)을 들어 보였다. 그랬더니 간발을 놓치지 않고 ‘떡

보’의 명쾌한 다섯 손가락이 번쩍 들어졌다. 떡보는 상대편이 ‘떡을 세 개 먹었느냐?’고 물어 

본 것으로 알고 ‘아니다. 다섯 개 먹었다’라는 대답을 한 것이다.

중국 지방관들의 안색이 달라졌다. 그들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오로지 동방(震)에서만 좋

은 물건이 나오고, 성인(帝)들 역시 동방(震)에서만 나온다’는 주역설괘전(周易說卦傳)을 읽

은 바탕교양, 즉 동방(帝出乎震…萬物出乎震)에 대한 외경(畏敬)이 항상 있어 왔던 것이다.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뱃머리를 돌려 황망(遑忙)히 온 곳으로 돌아갔다. 그들에게는 

“震은 신선(神仙)들이 사는 불사(不死)의 나라’라고 하더니 역시 그 만한 것이 있는 나라였구

나”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날 떡보의 얼굴은 편안했고 밝았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수

호신(守護神)의 덕을 본 것은 사실이고, 그때 수호신은 느긋한 표정이었을 것이다.

필자 역시 수호신을 생각했어야 할 일이 종종 있었다. 그런데 필자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왔던 것 같다. 여기에서 옛 이야기를 하나 소개 해야겠는데 그것은 지금부터 4~50년 전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이다. 당시 ‘생산(生産)’보다는 ‘이론’을 지나치게 좋아했던 그들(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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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들)에게는 ‘MBA’ 등 ‘생산관리’라는 단어조차 없던 시대였다. 필자는 프랑스의 (지하

탐사로 전 세계에 알려졌던) Schlumberger 연구소에 있었는데 당시 2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 

서유럽 전체가 (이제 봤더니) 무척 가난해서 미국의 Marshal plan으로 해서 간신히 아사(餓

死)를 면하고 살아 남은 지가 엊그제였던 것이다.

그들에게는 미국이 (공산주의가 동남아 여러 나라를 침식(浸蝕)해서 도미노식으로 급격한 

공산화를 할까봐 이 도미노식 도괴(倒壞)를 막기 위해 서울대학에 막대(莫大)한 예산을 퍼부

어) 한국에 거보의 발달을 가져오게 했던 Minnesota plan이 그곳에는 크게 인식이 되어 (미

국 정부는 30년마다 하는 업적결산(業績決算)에서 역시 이 ‘Marshal plan’과 ‘Minnesota 

plan’, 두 plan이 ‘지난 30년 미국 정부 업적에서 가장 성공적인 plan들’로 평가) 있기도 해서 

‘서울대’를 좋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곳 한국영사관 윤모(尹某) 영사가 당돌하게 한 “SNU= 

Grandes Ecoles” 번역의 효과도 있고 해서 필자는 그들에게 처음부터 좋게 인식이 됐던 것 

이다.

그런데 연구소에서의 필자의 처녀작품이 같은 연구실에 먼저부터 일하고 있었던 Fourcard

라는 동료가 파 놓았던 ‘규칙적 신호가 아닌 ‘산발적 불규칙 burst의 입력’이라는 함정을 쉽게 

극복해서 필자에 대한 평가는 올라가고, 오히려 그 (말없이 함정을 파 놓은) 동실(同室) 기사

의 악의적(惡意的)인 속생각만 드러나는 등 해서 역시 이 ‘첫 관문의 역전 승리’ 뒤에는 무언

가의 수호가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다(이 예기치 않았든 ‘산발적 burst의 소나기 

입력’이란 함정 앞에 대부분의 기기는 기절(=飽和)하곤 했던 것이다). 그 다음 그들에게는 멀

리 떨어진 한국에서 온 필자가 그후 그곳에서 하게 된 회로(回路) 설계가 예외 없이 대성공

(大成功)을 했던 일로 해서 필자에게는 무척은 좋은 소문이 나고 있었는데, (철저하게 스스로

를 후진국 출신으로만 믿었든) 필자는 선진국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나 정도의 실력은 있을 

것’으로 믿고 전혀 거만(倨慢)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필자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들만이 선진국, 그리고 나는 후진국에서 왔다고 믿었기 때문

에 (예를 들어 1959년 당시 한국에서는 만들어 놓았던 경부고속도로를 다니는 차량은 거의 

없었다) 필자는 나와 같은 촌놈에게 자동차 운전이란 도대체 가능할 것으로 믿지를 않아서, 

자동차 운전학교에 갔을 때도 운전을 배우려고 간 것이 아니고, ‘교관을 옆에 두고 달리는 오

락(game)’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유원지에 놀러 다닌 꼴이었다(돈은 많았

다). 

처음부터 운전면허취득은 생각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40회를 운전실습하고 운전기술을 배

운 다음에도 ‘운전면허 신청’을 하려고 하지는 안았다. 결국 담당 교관이 주저하는 필자를 대

신해서 ‘운전면허 신청서’를 썼고, 그 다음 운전시험 날짜를 정해서야 겨우 필자는 면허시험

을 받으려 담당교관과 함께 시험장에 갔던 것이다. 보통 27회 정도 연습하면 다른 학생 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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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시험 치게 해 달라’고 교관을 졸라 이른 시기에 서류를 내서 2번 정도는 불합격이 되곤 

하는 관례였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그 날 필자는 그 운전 면허취득을 ‘단 일회’시험으로 성공

한 것(初回通過)이다.

그 당시 선진 도시였던 파리의 운전면허 따기란 어렵기로 소문이 나있는 터여서 필자의 이 

운전면허 초회통과(初回通過)는 연구소에서 그들 간 소곤소곤 입소문꺼리가 됐던 모양이다 

(필자는 이 우직한 ‘40회 실기반복’이 성공의 원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소문은 ‘첫 회 통과’가 

주(主)였던 것 같다). 당시 파리의 운전면허시험은 시(市)를 둘러싸고 있는 순환도로 주행으

로 하고 있었고, 면허관(免許官)이 바로 면허신청자(필자)의 옆자리에 앉아서 시행했는데, 대

부분 응시자들은 시험관에게 ‘아부운전’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옆에

서 말해 주는 사람이 없는 필자는 운전을 해야 하는 대로 했고(무엇인가가 면허관 마음에 작

용했는지) 첫 시험 면허취득에 성공한 것이다. 신호를 받아 큰 교차로 어구에 차를 세우게 됐

는데 다시 신호가 터져 떠날 때 그 네거리를 건넌지가 2미터도 안 될 때, 나는 벌서 3단으로 

기어를 올려 가속하고 있었는데 그 자신감(自信感)으로 해서 (끝날 때 도로변 연선(沿線) 주

차 단계에서 다소의 실수가 있었는데도) 면허관이 ‘첫 빵(first trial)통과’를 시킨 모양이다. 그

러한 일 역시 나로 하여금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수호신의 존재’를 믿게 하는 것이다.

연구소에 나돌던 (한국의 MIT 출신) 소문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궁금해 했는지 하루는 파

리 서북쪽 Ermenon ville 에 있는 우리 Schlumberger 연구소의 부속 제작소에서 (필자가 설

계한) 12bit AD converter에서 ‘이상한 현상’이 생겨 급격히 나에게 와 달라는 연락이 왔다. 

처음 타보는 연구소 소속의 고급차량 ‘DS’를 몰고(이 노정(路程)에서 나의 차는 보험이 안 되

어 있었기 때문) 그곳에 가서 공장에 들어섰는데 과연 검사실 안에는 실험대 주변에 기술담

당 전원(全員)이 나와 그 ‘이상한 현상’을 본부에서 온 기술자(필자)가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었다(그들이 놓은 함정(陷穽)이었던 이 사태의 중요성을 당시 필자

는 전혀 짐작도 못하고 임(臨)했던 것이다). 그 기이현상(奇異現象)이란 상기 AD converter

에서 나온 출력(出力) 파형이 매끈하지가 않고 머리 부분이 다 마모된 톱니, 또는 성벽 꼭대

기 활쏘기 위해 만든 요철(凹凸) 벽돌벽 같이 네모 난(Creneau) 파형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요동을 치고 있었던 것이었다. 과연 따지기 좋아하는 불란서 사람들이 난제(難題)로 주목할 

만한 기현상이었다.

당시 세계적으로 아직 MBA 과정이 없었고 따라서 생산관리 학문도 없었는데 필자의 처방

은 극히 간단했고, 이때가 우리의 수호신이 개입한 때였던 모양이다. 필자는 여전히 편한 표

정으로 “연구소 서류에 제시(提示)된 출력파형 허용치(Tolerance) 내에 있습니까?”하고 물었

고, 그들이 ‘그렇다’고 대답함에 따라 필자의 해답은 “그럼 통과시키십시오.”였다. 이 때 필자

는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몰랐고 간단히 ‘혹시 후일에 고장이 악화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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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 해결하는 것이 빠르지, 지금 단계에서 이 기현상을 문제 삼고 이곳 최고 기술자/연구자

를 동원하면 고급인력의 시간 손해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그것은 ‘그곳의 프랑스 기질에 말려

들면 시간 손해가 심하다’하는 필자의 ‘MBA스타일(?)’ 해결인 것이었다. 필자는 그 난제(難

題)를 그 곳 분위기, 또는 그들의 도전을 부지(不知) 중에 쾌도난마(快刀亂麻)와 같이 처리해

버린 것이다(당시 음악계의 독재지휘자 Karajan風?).

후일 뒤처리를 위해서 보낸 지시서(指示書)에서도 필자의 지시는 간결했는데 그것은 외교

문서 급 미사여구(美辭麗句)는 아니었기 때문에 비서가 조심스레 “지나치게 매정스런 문체

(文體)가 아니겠느냐”하고 말했는데도 필자는 “무슨 소리냐. 이 처리는 정확하다”하고 대답

했던 것이다(그 글은 그들 체면 세워줄 노력은 전혀 없었고, 사실에 입각한 간결한 문체였

다). 그 Ermenon 공장 현장지도(現場指導) 요청은 사실은 그 뒤에 복잡한 그들 ‘속셈’이 있었

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나의 표정이 너무나도 악의(惡意)가 없었고, 편한 미소가 가득한 것이

어서 아무도 그 사정(떡보의 사정)을 알지 못했는데, 그때 필자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한 

‘당치 않게?’ 편안한 처리를 한 것이다.

오늘날에야 당시 필자의 ‘모두가 다 나 정도의 실력(학술/기술)은 있을 것’이라는 (현실과

는 괴리가 있었던) 생각과는 달리 그곳 대학들 시간표는 ― 당시 180점 학점취득이었던 서울

대와 같이 주간 수업시간수가 ― 가득 찬 것이 아니었다. 필자가 인원충원을 위해 새 기술자

들을 고용하면서 보게 된 그들 수업시간표가 일주 5일의 반(半)도 안 찬 쿨렁쿨렁한 것이었

다는 생각을 이제 겨우 하게 되는 것이다(다시 한 번 강조해 당시 우리 한국교육은 필수취득 

180학점의 <예를 들어 전자공학 관계 全般> 전폭이수(全幅 履修)정신에 입각한 것이었고, 최

소한 필자의 원서(原書) 입수 노력은 교육과정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오지랖 넓은 방대한 것

이었다).

지금까지 필자는 그곳에 “배우러” 갔다고만 생각해 왔고 (그들의 당시의 ‘불어 우선’이라는 

프라이드 等으로 해서) 미국의 첨단 교과서를 거의 못 읽었던 그들에게 “Feedback” 이론 등

을 처음으로 소개한 것이 필자였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 이러한 ‘무지(無知)로 

해서의 겸손’은 나의 인생처신을 크게 도와 왔는데 이 무지야말로 수호신의 가장 큰 선물이

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다.

어디에나 수호신은 있다. 단지 우리가 고마워 할 줄 모르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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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학(向學)의 회양목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명예교수  김안제

회양목(-楊木)은 활엽(闊葉) 관목(灌木)의 상록수이다. 봄에는 엷은 황색의 꽃이 피고 향기

가 짙으나 크게 자라지 않아 1m를 넘기기가 어렵다. 줄기는 단단하여 도장이나 지팡이로 쓰

이고 가지와 잎은 약재로도 이용되며, 일명 도장나무라고도 불린다. 식물 가운데 우리나라 

천연기념물로는 소나무, 은행나무, 이팝나무, 향나무, 측백나무, 탱자나무, 벚나무, 느티나무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회양나무로는 매우 희귀하여 경기도 화성시(華城市)의 용주사

(龍珠寺)에 있는 회양나무 등 몇 개 밖에 없다.

문경시 점촌(店村) 흥덕(興德)에 1948년 10월 13일에 처음 개교를 한 문경중학교(聞慶中

學校)가 있다. 이 학교의 본교사 현관 바로 앞마당에 회양목 하나가 서 있다. 높이가 2m 정도

이고 세 줄기 위에 핀 가지와 잎의 둘레는 6~7m에 이르며, 수령은 400여 년이라고 한다. 누

구나 이렇게 큰 회양목은 처음 본다며 놀라고, 학교는 아주 귀한 나무로 정성들여 돌보고 있

다. 가히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로 지정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희귀한 나무라고 할 수 있

다. 그런데 이 귀한 회양목은 원래 흥덕 4리 깃골 394번지의 김상대(金商大) 씨 자택 마당에 

있었던 것이었다. 당시 이미 300여 년의 수령을 가지고 봄마다 노랑꽃이 피어 벌과 나비가 

찾아오고 향기가 사방에 진동하여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은 집안의 귀한 보물이었다.

1951년 6월에 중학교 진학을 위한 국가고시가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전국 일제히 실

시되었다. 여기서 호서남초등학교(戶西南初等學校) 6학년이던 김상대 씨의 장남이 450점 만

점에서 425점을 얻어 문경군의 수석을 차지했다. 집 가까이 있는 문경중학교에 원서를 내어 

당연히 수석으로 합격하였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입학금을 낼 수 없어 중학교 진학을 포기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미 이 학생은 부모님의 권유로 해산물을 파는 친척 상점에서 장

사를 배우고 있던 중이었다. 중학교에 가서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고 입학할 수 없다는 통고

를 하였다. 며칠 후 당시의 정용화(鄭龍和) 교감선생님이 서무과장과 같이 그 학생 집을 찾아

와 부모에게 입학금을 면제해 줄 터이니 학교에 보내라는 말씀을 하시니, 부모들은 황송해서 

엉겁결에 승낙하고 말았다. 집을 나서던 교감선생님이 마당에 있는 커다란 회양목을 보고 참

으로 진귀한 나무라고 하면서 아드님의 수석합격을 기념하는 뜻으로 그 나무를 학교에 기증

할 수 없느냐고 하시니 부모들은 그저 고맙기만 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다. 그리하여 많

은 인부들이 와서 그 나무를 캐어 학교 교정으로 옮겼으니, 그날이 1951년 10월 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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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나무 아래에 이런 사실을 새긴 기념석이 세워져 있다. 당시에는 아까웠겠지만 후일 

그 학생의 집이 철도 부설로 헐리게 되었으니, 학교로 이식한 것이 매우 다행스러웠다고 할 

수 있다.

그로부터 70년이란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학생이 이 학교를 거쳐 갔으며, 이들 모

두가 3년간 이 나무와 기념석의 글을 보면서 아마 나도 열심히 공부해야 하겠다는 각오를 다

지지 않았을까 한다. 따라서 이 나무를 ‘향학의 회양목’이라 부르고 교훈을 주는 나무라는 뜻

으로 ‘훈목(訓木)’이라 이름 지어도 좋을 듯하다. 그리하여 문경중학교는 훌륭한 많은 인재를 

배출한 경북의 명문중학교로 발전하였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수재가 이 학당에서 열심

히 공부하고 인격을 연마하고 있다. 부디 오래도록 건강한 자태를 유지하면서 배우는 후학들

에게 좋은 교훈과 깨달음을 전해 주는 문경중학교의 수호신이 되어주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

이다. 문경중학교에 회양목의 전설을 남긴 주인공은 바로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 자신이다.



3부  수상   233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 감상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명예교수  전효택

작년 11월 하순 다큐멘터리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개봉 2018년 10월 31일)을 감상하

였다. 기획, 각본, 연출, 출연, 편집 등 모두 연극배우 추상미였다.

개봉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당연히 개봉관에서 상영 중이리라 여겼다. 매스컴에서의 요

란한 소개와 뉴스와는 달리 상영 중인 영화관 찾기와 상영 요일과 시간대를 검색하기가 만

만치 않았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사당동의 한 영화관에서 볼 수 있었다. 관객은 열 명도 안 

되었고 영화 전단지도 없었다. 수년 전 강북 한옥마을 부근 극장에서 어렵게 보았던 <미스터 

터너>(2015년 1월 개봉)가 기억났다. 칸 국제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을 정도로 우수한 

영화로 소개되었으나 실제 상영관과 상영 시간을 찾기도 어려웠고, 관객 수는 너무 초라하였

다. 영국이 셰익스피어와 함께 자랑하는 자연주의 풍경화가, 터너(Turner)의 마지막 생애 25

년간을 보여주는 명화였으나 이렇게도 관객이 없나 하고 놀란 기억이 있다.

한국전쟁 기간 중이던 1951년,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은 형제라는 구호 아래 북한에서 소련

으로 1,270명의 전쟁고아들이 보내졌다. 이 아이들은 소련에서 2년간 방치되었다가 건강 악

화로 인해 1953년 폴란드 남서부의 시골 마을 프와코비체(Prochowice)로 비밀리에 기차로 

이동되었다. 프와코비체는 수도 바르샤바에서 

남서 방향으로 330km 떨어진 격리된 천국으로

서 마을 전체가 양육원이었다. 프와코비체는 

세상과 단절되어 양육원이 독립적으로 운영되

던 최적의 장소였다. 현재 프와코비체에는 기차

역사는 없어지고 철도 레일과 잡초만이 남아 

있다. 아이들이 거주하던 2층 건물 교사도 폐기

되어 있다. - 영화에서는 프와코비체 위치가 지

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 폴란드의 광역지도 

한 장이면 한 컷으로 바르샤바, 크라쿠프, 오슈

비엥침(아우슈비츠), 영화의 무대인 프와코비

체와 브로츠와프 등이 표시될 수 있음에도 누

락된 점은 의아하기도 하다.

<폴란드 지도 설명> 양육원 마을 프와코비체(바르

샤바에서 남서쪽 330km에 위치). 브로츠와프는 프

와코비체 동쪽으로 약 60km 떨어진 대학 도시. 크

라쿠프는 옛 수도이며 오슈비엥침(폴란드어)은 수

용소로 유명한 아우슈비츠(독일어).



234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9, 제15호

당시의 정황을 증언하는 열 명 이내의 교사들은 모두 80이 넘은 고령자들이었고 특히 원

장은 91세였다. 당시에는 교사 300여 명(20대 내지는 30대 초반의 청년 교사들), 어린이 

1,500여 명이 있었고, 식품과 물품을 운반하던 기차 지선이 있었다 한다. 다음은 교사들의 증

언이다.

아이들의 약해진 건강을 회복시켜 8년 후에 북한으로 돌려보내게 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폴란드어를 빨리 배웠고, 교사들은 “엄마, 아빠, 오라, 가라, 식사, 아이고” 등의 한국말을 기

억하고 있었으며 여자 아이들의 단발머리 모양을 기억했다.

아이들이 도착하였을 때 아이들은 모두 아래위 흰 옷 바지와 윗옷, 하얀 모자, 까만 머리, 

불안에 떠는 눈동자였다. 아이들은 고사리와 이끼 등 숲의 먹을 것들을 잘 가져왔다. 아이들

에게는 여러 종류의 기생충이 잠복되어 있었고 아픈 아이도 있었다. 침대 이불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침대 밑으로 숨곤 하였다. 머리에 머릿니가 많아 약을 바르고 머

리털을 박박 밀어 이발하였고, 토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목욕을 시켰다. 여교사 한 분은 우리

말 노래를 기억하고 있고 ‘아이들이 다 같아 보여서 구분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였다. 아이들

에게 교사를 ‘엄마, 아빠’로 부르게 하였다. 아이들은 전쟁 중의 폭탄 터지는 장면 등을 생생

하게 기억했다. 소녀 한 명(김덕희 13세 사망)만 양육원에서 죽어 공동묘지에 묻히고 모두 북

한으로 다시 돌아갔다. 아이들과의 갑작스런 이별은 아이들의 경우 부모와 두 번 이별하는 

셈이었다.

폴란드의 전 대통령 코모로프스키가 2013년 방한하였을 때, 그의 어머님(95세)이 양육원

에서 음악선생으로 북한 어린이를 1955년부터 2년간 가르친 적이 있었음을 증언하였다. 어

머님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며, 한국 여자 아이들의 머리 모양을 증언하였다. 대통령과 그의 

누님도 어렸을 때 북한 아이들과 함께 놀던 기억을 증언하였다.

폴란드 작가 욜란타 크리소바타(소설 『천사의 날개』의 저자, 2006년 폴란드 국영TV 다큐

멘터리 <김귀덕> - ‘실존 주인공 김귀덕 어린이’로 방영됨)는 영화에서도 소개되지 않은 사실

을 증언하였다. 아이들 몸에 잠복된 회충 종류를 조사한 결과, 남한과 북한 출신 고아가 반반

임을 알았다 하였다. 한반도에서 전선이 남북으로 이동함에 따라 남북한의 전쟁고아들이 함

께 폴란드로 이송되었다 한다. 아이들은 건강회복 후 모두 북한으로 소환되어 갔으나, 남한

에서는 전혀 연락이나 송환 요구가 없었다 하였다. - 당시의 남한의 경제 사정이나 전란 후의 

상황을 상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한국전쟁 기간 중에 필자의 나이는 세 살에서 여섯 살 사이였다. 1.4후퇴(1951년) 때 4살이

었는데 부모님과 함께 평양에서 부산으로 피난하였다고 듣고 있다. 만약 동란 중에 전쟁고아

가 되었다면 충분히 이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1950년

대 중후반 서울에서 초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매년 한줌의 회충약(산토닝)을 먹던 기억이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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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회충약을 먹은 어린이 중에는 배가 너무 아파서 교실 바닥에서 데굴데굴 구르던 아이도 

있었다. - 회충이 뱃속에 너무 많아 회충들이 요동친 탓이었다.

브로츠와프(브로츠와프는 바르샤바에서 남서쪽 295km 지점이며, 프와코비체에서 동쪽으

로 60km 떨어져 있음)대학 한국어과의 이해성 교수는 아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된 후, 양육원

으로 1959년 겨울에 보내온 편지들을 수집 보관하고 있었다. 김귀덕 어린이(13세 나이로 

1955년 9월20일 사망)가 묻힌 공동묘지를 안내하고 자료를 증언하였다. 서울대 언론정보학

과의 정흥보 교수는 1982년 동유럽 방문 시 북한 전쟁고아들의 동유럽 이동을 처음 알았다

고 하였다. 필자는 1994년 9월 학술회의 참석차 처음으로 크라쿠프(옛 수도) 광산대학을 방

문한 적이 있다. 폴란드가 소련의 지배로부터 1990년 자유화되면서 이 대학에 재학 중이던 

북한 유학생 네댓 명이 모두 본국으로 소환되어 갔다는 얘기를 처음 듣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 중 전쟁고아들의 폴란드로의 이동은 금시초문이었다.

1956년 김일성이 바르샤바를 방문 하였을 때 양육원 원장이 초청되었다 한다. 그는 아이들

의 안부를 묻고, 북한 교사와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즉시 소환하라고 옆의 대사에게 지

시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아이들을 관리하는 북한 교사들은 종교나 기도 등 종교교육은 

할 수 없고, 엄격한 사상 교육을 주입하도록 요구하였다 한다. 어린이의 머리 쓰다듬기, 사탕 

주기, 안아 주기는 안 되며, 북한 교사들의 폴란드인과의 연애나 사랑도 금지되었고 이를 어

기면 북한으로 소환되었다 한다.

무려 6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아이들 이름을 기억하며 증언하고 눈물짓는 원장과 교사들

의 진심어린 연민은 필자를 감동케 하였다.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사랑한다고 전해 주세요’

라는 한 마디는 ‘그동안 나는 왜 이렇게 몰랐나,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는 회한의 슬픔을 주

었다. 무려 60년 이상 지난 기억을 회상하며 눈물지었고 교사들의 진심어린 연민을 보여 주

었다. 이제 나이 80~90인 고령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인종에 대한 이질감이 없이 생명에 대

한 무한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었다.

양육원에서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던 아이들, 북한으로 돌아가서도 다시 양육원으로 

오고 싶어 편지를 보내던 아이들의 얘기는 많은 눈물을 짓게 하였다. 아이들이 영리하고 부

지런하여 폴란드어와 러시아어를 빨리 배우고, 장성하여서도 그들 중 상당수가 정치가, 외교

관, 교수 등이 됐다고 하였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였으면 이제 필자와 거의 같은 70전후의 동

년배 일 것이다. 나이 들어서는 울어 볼 기회도 드물었다. 영화 중 너무도 가련한 한국전쟁 

고아에 대한 필자의 무지가 후회되어 끊임없이 눈물짓게 한 영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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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 배려의 교육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공학부 명예교수  이무하

누군가 삶은 관계라고 말했듯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관계를 맺는다. 

한 번 교차된 인생은 평생 다시 만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관계는 죽을 때까

지 지속된다. 따라서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선현들은 강

조해 왔다. 친구가 많은 사람이 장수한다는 최근의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연구결과도 관계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관계는 수많은 만남 속에서 상대방을 배려하

고 공감하는 경우에 더욱 긍정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예로부터 가정에서 부

모들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가르쳐 왔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가정교육은 사라

진 지 오래됐고 무조건 남을 이겨야만 살아남는다는 정글의 법칙만이 자라나는 아이들의 뇌

리에 주입되고 있다.

우리가 알기로 일본사람들의 어려서부터의 배려 교육은 유명하다.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

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인격 형성과 지식 획득 등을 도와주거나 가르치는 가정교

육을 통하여 언어와 생활 습관, 커뮤니케이션 등 살아가는 지혜를 몸에 배도록 지원한다. 결

과는 이들이 국제사회에서 예의범절이 우수한 국민으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

정교육과 관련하여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딪치는 문제는 이를 자녀들이 현실에서 얼마나, 제

대로 실천하느냐이다. 일부에서는 이것조차 가정의 책임으로 치부하지만 사실 이것은 학교 

교육이 담당해야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많은 학생들 사이에 수많은 관계가 이

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런 측면에서 가정교육과 학교 교육 모두가 무너졌다고 단언한다. 집에서 엄

마는 옆집 애와 끊임없이 비교하며 닦달을 하여 엄친아를 만들려고 안달을 하고, 학교에서는 

시험에서 다른 학생들보다 앞서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고 경쟁심을 부추긴다. 내가 남보

다 앞서야 되니 모든 것이 경쟁이다. 따라서 남에 대한 배려는 생각에도 없고 국제사회에서

도 거칠고 예의없이 자기들끼리 몰려다니는 국민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경쟁 위주의 가정과 

학교 교육은 방학이면 성형외과 병원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외모 지상주의와 사촌이 땅을 사

면 배가 아픈 국민성을 키워주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자라나는 세대의 정서를 망쳐 놓고 있

는 것이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과거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질투심이 성장동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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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남보다 좀 더 잘 살아보겠다는 욕심이 끊임없는 발전의 동인이 되어 

개인과 국가의 경제는 발전하고 세계에서 유래없이 “도움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지금의 

우리가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기성세대는 어려운 시절과 잘 사는 시절의 경험을 공

유하고 있다. 하지만 요새의 젊은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풍요로웠기 때문에 어려웠던 과거는 

기억 속에 없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교육은 과거의 교육과 그 접근 방법부터 달라야 한다.

요사이 유행하는 단어가 4차 산업혁명이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여 필요한 인재의 재능

도 과거 시대와 다르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암기식 교육을 통한 전문지식의 보유정도가 능

력으로 평가되었다면 앞으로의 시대에는 비판적 사고, 창의성, 커뮤니케이션, 협동성 등이 개

인이 필요한 능력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능력에서 공감과 배려는 커뮤니케이션과 협동

성에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생각이 든다.

인간의 타인과 공감하는, 즉 상대방의 고통, 혐오, 두려움, 놀라움 등의 감정을 같이 느끼는 

능력은 대뇌피질에 있는 거울 뉴런이 주로 담당한다고 한다. 공감 능력이 발달하면 타인의 

감정적 태도를 직감해 의도를 헤아릴 수 있게 해 준다고 한다. 그런데 타인의 마음을 읽는 능

력은 부분적으로 자신의 얼굴 근육을 상대와 비슷하게 맞추려는 거울 뉴런의 능력에 달려 있

다고 한다. 따라서 얼굴에 보톡스를 맞은 사람들은 얼굴 근육이 굳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

가 느끼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가 없다고 한다. 아마도 보톡스 

맞는 엄마들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자기 자식이 경쟁에서 이기기만 

바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혹자는 배려문화는 농업사회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서로 도와 농사를 짓고 함께 살아

가야 하는 농업사회에서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협동하는 정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

문이란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오래전에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다시 정보화 사회로 진화

하였다. 따라서 정보화 시대의 초연결 인터넷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익명으로 사이버 세상에

서 만나기 때문에 배려가 불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물 인터넷, 인공지

능, 로봇 등 미래 시대에 우리가 기계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들을 활용하며 살아가려면 우리

는 기계와 달리 사고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계가 하지 못하는 감

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제라도 우리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정신을 교육하여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야 한다. 경쟁이란 오늘의 

자신과 내일의 자신을 비교하여 더 나은 자신을 배양하는 차원으로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 

우리 기성세대가 공감과 배려의 정신이 결핍된 무한경쟁의 시대에 경험했던 경쟁의식으로 

다음 세대를 교육시킨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 기존의 업무를 인공지능과 로봇이 수행해 준다면 암기식 교육을 통해 확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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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한 경쟁은 미래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계속 쓸모없는 인

재를 양성하여 공급한다면 너무나 무책임하고 나라의 미래는 암담하다. 누구 말마따나 

BG(Before Google) 시대의 교육은 이제 버리고 AG(After Google) 시대에 맞는 비판적 사고

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훈련된 미래세대가 공감과 배려의 정신으로 서로 소통하고 협동

할 때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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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大河) 홍문화 선생님 추억 12화

약학대학 제약학과 명예교수  지형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가산약학 역사관에서는 대하 홍문화 교수님을 추모하는 책자의 발

간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나와 홍 교수님과의 에피소드 12개를 소개하기로 한다.

홍 교수님은 1916년 평남 안주에서 출생하시어 평양에서 보통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신 

후 1934년 19살의 나이로 경성약학전문학교(경성약전)에 입학하시었다. 1937년 3월 23일 경

성약전을 졸업(제7회)하시고 1947년 주안에 있는 전매청 제염시험장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

시면서 1947년 9월 겸직으로 사립 서울약학대학에서 강사 발령을 받아 무기약품공업학 강의

를 하시다가 1950년 서울약학대학이 국립 서울대학교에 편입되자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셨

다. 1966년 12월 28일부터 1969년 5월 1일까지 약 2년 반 동안 국립보건원장으로 발령받아 

봉직 하신 후 1971년 2월 1일부터 1981년 8월 31일까지 10년 반 동안 서울대학교 생약연구

소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정년을 맞아 명예교수가 되셨다.

2007년 7월 28일 향년 92세로 소천하신 홍 교수님은 우리 약학대학은 물론 약계의 큰 별

이셨다. 홍 교수님을 그리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1. 무기약품(無機藥品) 제조화학

약학대학 2학년으로 진입하면 식염을 정제하여 약용 염화나트륨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

여 염산, 황산 및 요소를 제조하는 이론과 공정을 배우게 된다. 아무 것도 안 보고 칠판 가득

히 이들의 제조공정도를 그려 나가시는 선생님의 무기제약(無機製藥) 명강의는 약학도가 처

음으로 약학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 과목이었다. 선생님은 당시 교통사정이 불편하였음에

도 구로동에 있는 애경 유지공장(지금 애경 본사가 있는 곳)과 인천의 염산 공장, 산소 공장, 

염전 등지로 학생들의 견학을 인솔해 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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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금박사

선생님께서는 1937년 경성약학전문학교를 졸업하신 후 조선총독부 전매국 제염시험장에 

장장(場長)으로 부임하시어 소금의 이화학적 성상, 천일염에 혼재된 불순물의 제거법 등을 

연구하셨다. 당시에는 담배, 인삼, 식염이 전매품으로 취급되어 세수(稅收)의 일익을 담당하

고 있었다. 선생님은 천일염의 개량된 제조법과 품질관리법 등을 개발하시어 ‘소금 박사’라는 

별호를 받으시기도 하였으며, 아마도 이 연구가 계기가 되어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 무기약

품연구실을 개설하신 것으로 짐작된다. 제염시험소에 계실 때 출생한 자녀들의 이름을 주안

과 소란으로 지으신 것은 천일염의 주산지였던 주안(朱安)과 소사(素砂)의 지명에서 따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부터도 선생님께서 소금에 큰 관심을 갖고 과학화에 기여하셨음을 

알 수 있다.

3. 약품물리화학

1955년 1년간 미국 퍼듀 대학에 유학하시어 분말(粉末) 의약품의 입자의 크기와 그 유동성

에 관한 연구를 하시어 입자도와 유동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수식(數式)을 새로 만드셨다. 나

는 부끄럽게도 수학에 약하여 그 수식을 이해하지는 못한다. 그 후 약학대학에 물리화학

(Physical Chemistry) 과목을 새로 개설하시고 영어로 된 원서로 강의를 하셨다. 약품물리학 

강의는 한관섭(韓寬燮), 나운용(羅雲龍), 유병설(兪炳卨), 김양배(金良培), 김종국(金鍾國), 이

봉진(李奉振), 변영로(邊榮魯), 오유경(吳裕耕) 교수로 이어지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4. 약학박사 1호

1962년 선생님께서는 대한민국 서울대학교에서 제일 처음으로 약학박사 학위를 받으셨다. 

당시 국내에는 광복 전인 1944년에 일본 도쿄대학에서 약학박사 학위를 받은 이남순(李南

淳, 성균관 대학교 약학대학) 박사와, 광복 후인 1959년 역시 도쿄대학에서 약학박사 학위를 

받은 김영은(金泳垠) 박사 두 분만이 박사 학위를 갖고 계셨다. 그 다음 해인 1963년에는 우

린근(禹麟根) 교수와 한구동(韓龜東) 교수께서 학위를 취득하시었다. 이때부터 약학계가 독

립(?)하여 약학박사 학위 심사를 주도하게 되었다. 나는 10여 년이 지난 뒤에 서울대학교에서 

47번째로 약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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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약사와 의사

선생님께서는 일제 때인 1941년 의사 자격시험(의학과를 졸업하지 않고 검정고시로 의사

가 됨)에 합격하시고 경성제국대학 부속병원 내과에서 수련하신 내과 의사이시기도 하다. 우

리 대학의 우종학(禹鍾鶴) 교수(약제학 전공)께서도 의사 면허를 갖고 계셔서 정년퇴임 후에 

한 때 아현동에서 내과 의원을 개원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

6. 국립보건원장

광복 후 보건부(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립보건원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자리는 의사 면허 

없이는 의학계의 반대로 임용될 수 없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약학대학장의 임기를 마치

시고 1966년 약사 최초로 국립보건원장이 되셨다.

의학계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께서 약사이시면서 내과의(內科醫)의 자격

을 갖추셨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 후 이 자리에는 수의학 등 유관학과 출신들이 임용되

기도 하였으나, 한관섭(韓寬燮) 교수, 지달현(池達顯) 박사 등 주로 약학계 출신들이 맡게 되

었다. 이는 의사는 생명을 다루고 약사는 물질을 다루는 학문임을 인식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7. 광물성 생약(鑛物性 生藥)

국립보건원장의 임기를 마치시고 1971년 생약연구소로 오시게 된 것은 당시에는 지금처럼 

대학교수에게 휴직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생약연구소의 우린근 소장께서는 노력 끝에 우

리나라의 저명한 약학자인 녹암 한구동 선생과 대하 홍문화 교수님을 오늘날 석좌 교수 모

시듯 생약연구소 교수로 모셨다. 이 때 부터 나는 홍 선생님을 가까이서 뵐 수 있게 되었다.

연구소에서는 주사(朱砂), 웅황(雄黃), 마황(麻黃), 유황(硫黃), 자연동(山骨), 용골(龍骨) 

등 광물성 한약재를 수집하시면서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이들 약재의 기원, 성상, 함

유 성분 및 약효에 관한 총설(總說)을 ‘생약학회지’에 게재하시기도 하셨다.

그 사이에 대한약학회장, 대한약사회장, FAPA(Federation of Asian Pharmaceutical 

Associations) 조직위원장 등 약학 및 범약계를 두루 누비시면서 의약과 의료분야의 해박한 

지식을 살리셔서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강연하시며 많은 글을 쓰시고 건강 관련 서적도 내셨

다. 이 때 발간된 책들 중 일부는 새로이 장정되어 지금도 서점에 나와 있다. 대표적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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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약이냐 독이냐?’, ‘동의보감 해설’, ‘홍문화 박사의 건강 이야기’ 등이 있다.

내가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의 약용식물분야의 겸직 연구관과 자문위원등을 하게 된 것

은 선생님께서 KBS에 출연하셨을 때 작물시험장의 약용작물과장이시던 이정일(李政日) 박

사에게 나를 약용식물 전문가로 추천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덕분에 나는 약학자

로서는 처음으로 농촌진흥청의 겸직 연구관과 약용작물학회 부회장을 할 수 있었다. 지금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

8. 약학사(藥學史) 연구회

1969년 한국생약학회가 창립되어 대한약학회 생약학분과학회를 천연약물분과회로 개칭

할 즈음에, 홍 선생님을 비롯하여 한대석(韓大錫, 서울대), 유경수(柳庚秀, 경희대), 김일혁(金

一赫, 중앙대) 교수 등은 의과대학이나 치과대학에서 각각 의학사 및 치의학사를 강의하는 

것처럼 약학대학에서도 장래에는 약학사 강의가 개설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약학사 

연구회를 만들었다. 홍 선생님이 회장을, 내가 간사를 맡아 선생님의 뜻을 받들었다.

이때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된 ‘향약채취월령(鄕藥採取月令, 필사본으로만 존재)’

을 대출받아 복사하여 영인본 100부를 한정판으로 만들었다. 홍 선생님이 발문(跋文)을 써 

주셨다. 이때 양장(洋裝)이 아닌 우리의 옛날 책 매는 방식으로 책을 제본하느라 규장각 사서

(司書)로부터 제본하는 방법을 배워 송곳과 바늘에 실을 꿰어 수작업으로 제본을 하던 일이 

생각난다.

이 책은 지금은 관외(館外) 대출이 안 되며 특별 허가를 받아야만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 따라서 이 영인본은 희귀도서가 되었지만 다행히 안덕균(安德均, 경희대) 교수가 세종

대왕 기념사업회의 지원을 받아 1983년에 간행한 ‘향약채취월령 주해서’ 안에 필사한 원본이 

실려 있어 활용되고 있다.

2014년 4월 서울대 심창구(沈昌求) 명예교수가 주축이 되어 대한약학회 내에 ‘약학사 분과

학회(藥學史分科學會)’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분과학회 사상 최초로 분과학회 학

술지인 ‘약학사회지(藥學史會誌)’가 창간되었다. 이 분과학회는 창립 이래 매년 2회씩 ‘약학

사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발표된 내용을 ‘약학사회지’에 녹취록 형태로 게

재하고 있다. 타계하신 홍 선생님도 약학사분과학회의 활발한 활동을 매우 기뻐하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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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구내(構內) 약초원(藥草園)

약학대학의 부속 약초원은 부속 제약공장과 함께 약학대학의 필수적인 부속시설이다. 선

생님께서 약학대학 학장으로 계실 때(1962. 5. 17~1965. 12. 31.), 약학대학을 의과대학, 치과

대학과 함께 연건 캠퍼스에 모아 ‘의학 캠퍼스’를 이루고자 한 적이 있다. 그래서 1959년 8월 

약학대학은 1919년부터 40년간 사용해 온 을지로(6가) 캠퍼스를 떠나 종로구 연건동 28번지

의 연건 캠퍼스로 이전하게 되었다. 1975년 약학대학이 관악 캠퍼스로 이전하기 까지 17년간 

연건 캠퍼스는 약학대학의 요람이었다. 연건 캠퍼스에는 음악대학이 쓰던 강의실과 피아노 

연습실을 개조한 실험실이 있었다.

을지로 캠퍼스 주변은 국립의료원 간호사 기숙사와 청계천 시장 및 미군 부대에 둘러싸여 

있어 교육 환경이 열악했었는데, 연건 캠퍼스로 와 보니 비록 건물이 낡고 협소하여 수업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캠퍼스를 품고 있는 함춘원(含春苑) 뒤에 고목이 우거진 넒은 정원이 있

는 등 휴식 공간이 있고 조용하여 면학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다. 현재 간호대학 본관 앞 정원

이 된 자리에는 함춘원(含春苑)의 후원(後園)으로 보이는 화강암으로 된 경계와 계단 등이 

남아 있었다.

선생님께서는 이곳에 화초 대신 약초를 심으면 학생들이 가까이서 약초를 관찰 할 수 있

고, 연구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시고 약용식물학 교수이신 임기흥(林基興) 교수와 상의하

시어 구내 약초 정원을 꾸미도록 지시하셨다. 임 선생님과 대우강사이셨던 정보섭(鄭普燮) 

박사, 그리고 무급조교(1959. 7)이었던 내가 거의 매 주말마다 산과 들로 약용식물 채집을 나

갔다. 한 짐 가득히 캐어 온 식물을 심어 놓고 물주기를 계속하여 구내 약초원을 조성하였다.

그 때 강원도 정선군 노추산에서 씨를 받아서 키운 황백(黃柏) 나무는 지금도 간호대학 건

물 뒤쪽에서 거목으로 자라고 있다. 임 교수님의 ‘다년생(多年生) 초본(草本)의 연령에 관한 연

구’는 다년간 식물의 생태를 관찰하시어 이루신 것으로 약초원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현재 우리대학은 경기도 고양시와 시흥시에 부속 약초원을 갖고 있는데, 고양시는 휴전선

에 가깝고 주변이 소규모 공장들로 둘러 싸였고 지대가 낮아 더 이상 규모를 확장 발전시키

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반면 시흥의 생약재배시험장은 뒤에 산이 있고 앞에 연못이 있

는 비스듬히 경사진 야산으로 약용수목원, 다년생 약용식물원, 수생(水生)약용식물원 등으로 

다양한 식물을 식재할 수 있으며 재배시험포장도 상당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교통편도 좋고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와도 가까운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 장래 이곳

을 더욱 발전시키면 좋을 것이다.

한편 생약연구소에서 운영하던 제주도 서귀포시 서흥리에 소재 제주 시험장이 현재는 제

주대학교로 관리 이관되어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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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하거나 이에 상당한 토지를 제주대학으로부터 받아내면 아열대성 약용식물 연구에 도움

이 될 것이다. 나는 무급조교 시절 이 제주 시험장을 임기흥 교수님과 함께 답사한 적이 있는

데, 넓이는 약 4,000평이고 주변에 쌓은 돌담 안에 녹나무(樟木)들이 자라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10. 약학자의 서재(書齋)

한독약품의 김신권(金信權) 회장께서 동대문 밖 상봉동에 있던 한독약품의 제약공장을 충

청북도 음성으로 이전하여 최신 설비의 공장을 지을 때, 공장 구내에 국내 유일의 국가인증 

‘한독의약박물관’을 설립하였다. 나는 1970년대에 이 박물관에서 국내에서 유통되는 한약재

를 수집 감정하고 생약 표본을 제작하는 일을 주도한 바 있다.

이곳에는 김 회장 내외분이 평생 모아 놓았던 옛날 의료기기, 약기(藥器), 제약기, 약장 등

과 함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醫史學) 주임교수였던 일산(一山) 김두종(金斗鍾) 교

수가 소장하였던 고(古) 의약서적들을 모두 기증받아 일산문고(一山文庫)를 마련하였다. 이 

문고에 소장된 옛날 한의약서적들은 관련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박물관에는 고 의약기(古醫藥器) 및 고 의약서적의 서적과 더불어 독일의 오래된 약국

(Apodeke)을 통째로 들여 와 그대로 재현해 놓았다. 또 페니실린을 발명한 프레밍(Fleming)

박사의 연구실을 재현해 놓은 코너도 있다.

평소에 홍 선생님과 친분이 두터우셨던 김 회장은 2007년에 선생님이 작고하신 후 ‘한국 

약학자의 서재’를 재현 보전하시고자, 흑석동 양옥집 2층에 있던 선생님의 서재를 여러 각도

에서 사진을 찍어 그 모습 그대로 박물관으로 옮겨 재현하였다고 한다. 이에는 박물관 관장

이던 김쾌정(金快正) 박사(현재 허준 박물관장)의 노고가 컸다. 그의 말에 의하면 수많은 책

과 함께 선생님이 세계 각국을 누비시며 수집했던 의약 관련 물품, 기념품 등을 그대로 옮겨 

와 전시하기가 무척 힘들었다고 한다.

후에 내가 가보니 마치 선생님께서 잠깐 자리를 비우신 것처럼 책과 필기도구들이 놓여 있

었다. 내가 매년 정초에 선생님 댁으로 세배를 갔을 때 함께 차를 마시며 가르침을 받으며 앉

았던 자리가 생각나기도 하였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중국의 고대 인체 모형(침혈이 표

시되어 있음)과, 손수 그리신 분자 물리학자인 폴링(L. Pauling) 박사의 초상 유화(油畫, 분자 

모델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이 초상화는 현재 서울대 약대의 가산약학역사관에 소장되어 

있다.



3부  수상   245

11. 의약 문필가

선생님께서는 의약계 전문지뿐만 아니라 일간지, 잡지 등에 많은 글을 쓰시고 건강과 의약

품에 관한 여러 가지 책을 내셨다. 가끔 선생님 연구실에 들르면 청탁한 원고를 받으러 온 기

자가 응접 의자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즉 기자를 앉혀 놓고 즉석에서 글을 쓰시는 것이었다. 

선생님은 애용하시는 몽블랑 만년필로 200자 원고지에 글을 쓰셨다. 볼펜은 쓰지 않으셨다.

나는 전문지에서 원고 청탁을 받으면 원고지 석장을 채우는데도 며칠을 끙끙거리고, 또 두

세 번씩 추고를 한 후에야 원고를 완성할 수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즉석에서 써 주시다니 참

으로 신기하였다. 하도 신기하고 기가 막혀 비결을 여쭈어 보았더니 선생님은 원고 청탁을 

받으시면 출퇴근길이나 댁에서 꾸준히 글을 구상하시고 계셨다가 한꺼번에 쭉 써내려 가신

다는 것이었다. 나로서는 감히 흉내도 못 낼 일이라 모방하기를 단념하기도 하였다.

선생님은 원래 일본어는 말할 것도 없고 당대의 교수님들 중에서는 영어를 가장 잘 구사하

는 분으로 국제 학술대회에서도 원고도 없이 영어로 강연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다.

12. 주례박사

약학대학 졸업생들은 은사이신 녹암 한구동 선생이나 대하 홍문화 선생께서 결혼식 주례

를 맡아 주시면 큰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나도 그 중의 하나였다. 결혼식 때에는 주례 선생을 

댁에서 모셔 오고 댁까지 바래다 드리는 역할을 하는 친구가 반드시 있어야 했다. 또 당시에

는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주례 선생보다 한 계단 아래에 팔짱을 끼고 서서 함께 찍는 사

진이 기족사진보다 더 중요한 기념사진이었다.

결식 후 신혼여행을 다녀와서는 반드시 신혼부부가 주례 선생님을 찾아뵙고 결혼사진과 

간단한 선물을 가지고 드리며 인사하는 것이 상례이었다. 이런 연유로 결혼 시즌이면 선생님 

댁에 신혼부부의 행렬(?)이 이어졌다고 한다. 선생님께서는 이때 가져 온 결혼기념 사진과 청

첩장들을 모아 큰 병풍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지금도 유가족이 잘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생

각한다.

한번은 용달 오토바이(지금은 택배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서 예식 시간을 지키신 적도 있

었다고 한다. 혼주(婚主)의 실수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고 한다. 주례를 많이 서시다 보니 생

긴 해프닝이긴 하지만 점잖고 저명하신 원로 약학자께서 비록 잠깐이나마 화물이 되어 오토

바이에 실려 가셨다니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나온다.

어느덧 나도 주례를 부탁 받게 되었을 때 선생님으로부터 주례사와 결혼식 진행절차,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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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혼여행에서 돌아 온 신혼부부에게 하는 덕담까지 개인교습을 받기도 하였다. 선생님의 

주례사를 녹음해서 연습하기도 하였는데 지금까지 그 녹음 테이프를 잘 보관하고 있다.

후기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 입학하여 약학도로서 대하(大河) 선생을 처음 뵙고, 나중에는 생약

연구소에서 직장 상사로 모시며 60여 년을 함께 보낸 내가 옛 추억을 더듬어 썼으나 혹시 선

생님 명성에 누를 끼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된다. 행여 잘못 쓴 곳이 있더라도 큰 강물(大河)

처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지금도 홍 선생님이 “이봐요 지군” 하고 불러주시는 것만 같다.

[끝으로 이 글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이 발간 중에 있는 『한국 약학 박사 1호 대하 홍문화』에도 투고하였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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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팽이, 동해에서 발틱해까지
시베리아열차여행(2019. 6. 7~27.)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 명예교수  안희수

<달팽이들의 여행>

대륙을 가로지르는 선

한 끝은 상트페테스브르그

다른 끝은 우라디보스토크

두 점을 잇는 가느다란 선을 따라

우리는 간다.

그 선에는 태초부터

대륙의 忍苦風霜을 나타내는

바이칼호수와 우랄산맥이 있었다.

시간을 멈춰 세우고

기어가는 달팽이

그래도 동해를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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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해에 도달할 것이다.

우주에서 바라보면

느리게 선을 따라 움직이는

점 속에서 끓고 있는 피

이르크츠크의 앙카라강물에 보트를 띄우고

모스크바 아르바트거리를 거닐며

빅토르 최를 만나본다.

1. 출발

이번 여행의 참가자는 이회장, 조사장, 안회장과 나 등의 4명(공개할 것은 아니지만 의리의 

4형제는 41년생, 44년생, 47년생, 61년생이다)이다. 항공권과 열차표를 예매하는 것부터 중간 

기착지는 어디에서 며칠간 머물 것이며 그곳에서 숙소를 예약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등 상의

하고 준비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여행은 4명이 가장 좋은 인원수이다. 함께 움직이고 숙박하고 먹고 마시고 택시를 타는 등 

모든 행동이 단순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절약이 되

기 때문이다. 여행일정은 6월 7일(금)에서 26일

(수)까지 19박 20일로 정해졌다. 사실 나는 지난 3

월부터 허리 및 다리 통증으로 매달 1~2번씩 통증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출발일이 다가오면서 마음속

으로는 혹시라도 여행 중에 통증이 일어날 것에 

대비하여 약을 준비했다.

출발일인 6월 7일 새벽에는 오랜만에 폭우가 

쏟아졌다. 전날 밤부터 다리에 느낌이 좋지 않았

지만 새벽 4시에 일어나 트렁크를 들고 떠나려하

였더니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다리 아래로 뻗쳤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다가 결국 여행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아픈 다리를 끌고 공항으로 

나갔다. 공항대합실에는 집합시간에 맞추어 모두<그림 1> 우라디보스토크 거리 음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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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였다. 그러나 나의 홀가분한 차림에 의아해 하며 짐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내가 상황

을 설명하고 여행을 포기하여야하겠다고 하였더니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의 낙

담하고 허탈한 모습을 뒤로하고 돌아섰다. 그들은 결국 나를 제외한 3명만이 우라디보스토

크로 출발하였다.

공항에서 돌아오며 아내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아내는 병원에 예약을 하였으니 곧바로 병

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보라고 하였다. 아내의 말대로 병원에 들려 허리에 통증주사를 맞고 

나니 많이 통증이 완화되었다. 지하철을 타고 오는 도중에도 일행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중간에라도 합류할 수 없느냐는 것이다. 나도 여러 가지로 생각하였다. 우라디보스토크나 이

르크츠크에 며칠씩 체류하는 동안 합류할 수도 있을 것이며 더구나 이르크츠크라면 시간도 

충분하여 가능하지만 그곳으로 가는 항공기는 가격이 매우 비쌀 뿐만 아니라 유럽을 경유하

여 비행시간이 11시간이나 걸린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렇게라도 가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있

었다. 그날 다시 연락이 왔다. 다음날 8일 우라디보스토크로 가는 항공편이 있으니 가겠느냐

고 물어 왔다. 나는 즉시 가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였다.

그렇게 하여 다음날 12시 30분의 비행기를 타고 우라디보스토크공항에 내렸다. 일행과 반

갑게 만난 것은 물론이다. 우리는 재회를 기뻐하며 우라디보스토크시내를 거닐며 맛있는 음

식점을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다음날 아침 열차시간에 맞추어 역대합실에 나가서 시간표를 열심히 살펴보았으나 우리가 

탈 열차는 시간표에 보이지 않았다. 조금 당황하여 개찰구를 찾아 우리의 표를 보여주며 설

명했더니 우리의 열차는 지난밤에 떠났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현지시간과 모스크바시간을 

혼동하여 그만 열차를 놓친 것이었다. 날벼락 같은 충격을 받고 우리는 잠시 어찌할 바를 몰

랐으나 넷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한 결과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앞질러 

가기로 했다.

서둘러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달려가 항공편을 알아보니 하바로프스크경유 이르크츠크행 

<그림 2>  

우라디보스토크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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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가 오후 6시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비행기표를 사고 이르

크츠크의 앙카라호텔을 예약하는 등 재빨리 계획을 재조정했다. 그 당시 4명의 지혜가 꽤 힘

이 되었다. 오후 6시 30분 비행기로 하바로프스크로 떠났다. 이제 여행이 순조롭게 풀릴 것이

라고 마음이 진정됐다.

좌석에 편히 앉아 러시아 회화책을 보고 있는데 옆의 러시아사람이 내 책을 유심히 보았

다. 나는 그가 보기 편하게 그쪽으로 돌리자 그가 “러시아 회화”하고 읽었다. 나는 깜짝 놀라 

어떻게 한글을 읽을 수 있느냐고 영어로 물었더니 어깨를 한번 으쓱할 뿐이다. 영어는 못하

는데 한글을 읽는다? 나는 호기심이 발동해 나는 남한(유지노 까레이스키)에서 왔다고 하자 

그가 주머니에서 북한 담배 한 갑을 꺼내주는 것이 아닌가. 다시 자기의 비행기표를 보여주

었다. 그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국제려행사 평양려행안내소에서 발행한 여행허

가증이었다. 그는 미소를 보낼 뿐 말은 통하지 않았다. 러시아 회화책에 그려있는 음식그림

을 가리키며 “없어”를 연발했다. 나는 아하 이 사람은 북한의 나진-선봉지역에 파견되었던 러

시아 기술자로구나하고 추측했을 뿐이었다. 하바로프스크공항에 내려 2시간을 기다린 후 8

시 20분 이르크츠크행 비행기를 탔다. 밤이 늦도록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면서 밤 12시 15

분 이르크츠크에 도착하였다. 이렇게 열차로 3일간 가는 거리를 비행기로 6시간에 앞질러 간 

것이었다. 그렇게 얻은 시간을 본 계획에 없던 바이칼호 속에 있는 알혼섬을 관광하는데 보

내기로 하였다.

2. 바이칼호와 알혼섬 관광

원래 여행일정을 세울 때에는 알혼섬은 생략하고 바이칼호 관광열차만을 계획했던 것이

다. 오히려 열차를 놓쳐 얻은 시간을 알혼섬 관광에 쓰게 된 것을 기뻐했다. 알혼섬은 바이칼

호 한가운데 있는 섬으로 인기있는 관광코스이다. 이르크츠크에서 앙카라호텔에 투숙한 다

음날 아침 바로 알혼섬으로 출발하였다. 아침 10시에 20명 승합 작은 미니버스가 승객을 가

득 태우고 북으로 달렸다. 두 시간을 달린 후 중간 휴게소에서 샌드위치로 점심을 대신 한 후 

다시 한 시간을 달려 한적한 나루터에 도착했다. 페리를 타고 알혼섬에 건너간 후에는 비포

장도로를 먼지를 일으키며 다시 2시간, 드디어 예약된 민박숙소에 도착하였다. 알혼스토리게

스트하우스라는 길고 멋진 이름의 민박은 1남 4녀를 키우는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가족적인 

분위기였다. 민박의 젊은 여주인은 영어가 유창하고 용모도 단정하여 우리들의 호감을 샀다. 

나중에 알았지만 근처의 이웃민박에는 50명의 중국인단체가 시끌벅적 떠들썩한 것을 보고 

천만다행으로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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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식사 전에 호숫가 모래사장, 잔잔한 호수, 부드러운 모래언덕을 걸었다. 마침 민박

집에서 기르는 개 세 마리가 따라오며 사랑싸움을 하는 것이 우리를 웃기게 했다. 우리가 걷

는 동안 길안내라도 하는 듯 앞을 뛰며 세 마리 중 수캐 두 마리가 암캐를 사이에 두고 으르

렁 거리면서도 따라왔다. 풀도 나무도 자라지 못하는 황량한 이곳에서도 개들은 사랑싸움을 

하고 있다.

바이칼호는 호수라기보다는 바다라고 하는 것이 어울렸다. 믿을 수 없어 물을 마셔보았더

니 과연 시원한 맹물이었다. 마을은 40~50호 정도의 조용한 동네이고 통나무로 지은 집에 난

로를 지펴 겨울을 지낸다. 마당에서는 장작을 패고 모닥불을 피우고 옛날 고향집에 돌아온 

기분이지만 만나는 사람과 아침인사도 나눌 수 없다. 아침인사 한마디라도 통하면 서먹함을 

풀어 줄 텐데. 서로 냉랭한 눈빛으로 지나쳤다. 러시아말은 너무 어렵다! 영어로 굿모닝하지

만 대부분 반응이 없었다.

주민들은 대부분 교육을 받은 도시의 젊은

이들이 원시생활이 그리워 이곳에서 살고 있

다고 한다. 호수 반대편 호안에 보이는 아득한 

산맥위에 쌓인 흰 눈을 바라보며 몸과 마음을 

쉴 수 가 있었다. 이곳을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혼자서 또는 2~3인이 조용히 시간을 보내려고 

오는 것 같다. 다만 교통이 불편하여 접근하기

가 어렵지만 겨울에는 오히려 바이칼호의 얼

음이 탱크가 지날 수 있을 정도로 두껍게 얼어 

교통이 편해진다고 한다. 그렇지만 한겨울 맹

추위속에 대화 친구도 없는 이곳에서 방에 갇

<그림 3>  

바이칼호반의 마을 풍경

<그림 4> 바다 같은 바이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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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지낼 것을 생각하면 그리 오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것이다.

저녁 식사 전 산보에서 돌아오니 우리숙소 앞마당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바비큐를 하는 젊

은이들이 있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었으나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아 결국 포기하고 말

았다. 일반적으로 말이 통하면 금방 친해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할 수가 있겠지만 이곳

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번역기를 준비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우리는 다음날 알혼섬의 최

북단까지 소형버스를 타고 올라갔다. 몸을 날려버릴 듯한 바람을 맞으며 언덕꼭대기에서 바

라보는 호수는 끝이 없다. 언덕위에는 티베트이나 인디언마을에서 보는 것같이 높은 장대위

에 온갖 색깔의 헝겊을 걸어놓아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우리버스가 달리는 모랫길은 바퀴가 모래 속에 빠질 정도로 울퉁불퉁하여 자세를 잡기도 

힘들었다. 가끔 나타나는 숲속에는 키작은 진달래꽃, 할미꽃, 금어초 등과 이름 모를 꽃들이 

외롭게 피어있어 그나마 황량한 호숫가에 생기를 주었다. 우리와 함께 구경하는 팔레스타인 

청년은 드물게 영어가 통했다. 6개월 전에 인도를 출발하여 중앙아시아를 거쳐 여기까지 여

행 중이라 했다. 이름은 다니엘(짧게 다니라고 했다.) 몸에 걸친 것이라고는 카메라와 배낭뿐

이고 정성스레(?)꼬은 노랑머리는 허리까지 내려왔다. 그 머리는 2, 3주에 한 번씩 감는다고 

하였다.

<바이칼과의 약속>

천지가 창조될 때

바람과 얼음이 만들었다는 너.

하늘 위에 솜이 되어 휘날리는 구름은

세상을 여행하는 고향 떠난 나그네.

강풍에 찢어지는 색동 헝겊조각은

호수 수면을 넘어 아득한 지평선

검은 띠 산맥 능선위에 걸렸네.

마음이 공허한 사나이들이

시베리아평원을 헤맬 때 위로해주던

키 작은 할미꽃과 진달래

전설 속에서만 들었던 너에게

왜 이처럼 가슴이 저리고 설레는지.

휩쓸어가는 모래바람에 등을 대네

‘바이칼 바이칼 풍요로운 여인’

어느 시절에 다시 너를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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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형태의 여행자를 만나는 것이 여행의 묘미이다. 상상할 수 없는 먼 곳을 혼자 자유롭

게 다니는 그들은 마치 세상을 자신의 앞마당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그에게 여행기록을 하

느냐고 물었더니 웃었다. 물어본 내가 바보같이 느껴졌다. 바다 같은 광대한 호숫가에서 어

리석은 대화만 나누었다. 호수의 길이 약 636km. 깊이는 733m. 남한의 1/3 크기이다. 아! 이

곳이 바이칼호(타타르어로 풍요로운 호수)다. 인류의 생존을 보살펴준 어머니와 같은 호수. 

섬 관광에서 돌아온 저녁에는 이르크츠크에 다녀온다던 주인가족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아 

가정부여자가 해주는 저녁을 먹었다.

밤새 비바람이 몰아쳐 스산했다. 이르크츠크로 돌아오는 동안 기온은 30도를 넘었다. 중앙

아시아는 위도가 높아도 대륙성기후이기 때문에 하지를 지난 짧은 여름동안만 기온이 올랐

다가 빨리 추워진다. 오후 2시 반경에 이르크츠크역에 도착하였다. 우리는 역에서 내일 예정

된 바이칼투어시간을 확인한 후 역 뒤로 흐르는 앙카라강 다리를 걸어서 건넜다. 하늘은 맑

고 강물은 푸르고 다리위에서 데이트를 하는 젊은이들도 아름답다.

다음날 예정대로 바이칼투어열차를 탔다. 시베리아열차를 부설할 때 최후로 남은 난코스

였던 바이칼호반을 따라 열차로 구경을 하는 것이었다. 1900년대 마지막 구간의 터널과 급경

사의 해안선 등 난공사현장을 보여주었다. 작은 역에서 민속의상을 입은 주민들이 아코디언 

모양의 발라라이카를 연주하며 춤을 추었다. 밝은 햇빛아래 미세먼지하나 없이 맑은 하늘과 

호수, 건너편 해안의 검은 띠를 두른 것처럼 보이는 육지와 그 위에 떠있는 흰 구름이 그림 

같다.

3. 이르크츠크

다음날 14일은 자유롭게 시내구경을 할 수 있는 날이다. 이르크츠크는 1930~40년대 우리

나라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하던 근거지였다. 바이칼 호수에서 앙카라강을 통해 물이 흘러나

가는 출구에 만들어진 아담한 도시이다. 우리가 투숙한 앙카라호텔은 시내 한가운데 있다. 

호텔 앞에는 넓은 공원이 있고 시민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었다. 공원화단에는 사루

비아, 한련화, 금어초 등이 예쁘게 피어 있었다. 이민국에 용건이 있어 지도를 보며 레닌동상

이 있는 교차로 근처로 찾아가서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았으나 사람마다 다른 곳을 가르쳐주

어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역시 러시아는 비밀이 많은 나라이어서인지 공공기관을 찾아가기

가 쉽지 않다. 

우리는 시내를 가로질러 앙카라강변까지 가서 알렉산더 3세 황제의 동상을 보고 중앙시

장, 레닌동산, 바브르동상(시베리아동물인 살쾡이)을 돌아 먹자거리로 들어섰다. 시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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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기아차가 많이 눈에 띄었고 가

끔 우리나라의 시내버스나 관광버스에 

한글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는 버스를 

보는 것이 흥미로웠다. 아마 중고차를 

수입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모양이었다.

 눈부신 햇살이 자연스레 그늘을 찾

게 한다. 떠들썩한 젊은이들 사이를 걸

어 캄차카식당을 찾아갔다. 주문한 음

식은 소금에 절인 생선과 오징어튀김, 

모듬고기안주 그리고 맥주. 식사값은 3

천루불(6만 원). 싸다는 말이 모두의 입

에서 동시에 나왔다. 이르크츠크 거리는 

서울은 물론 유럽의 어느 거리 못지않

게 번화하고 활기찼다. 호텔로 돌아오

는 길에 호텔옆 슈퍼마켓에서 안주를 

푸짐하게 사들고 들어왔다. 

6월 중순의 시베리아도 기온이 만만

치 않게 오른다. 티없이 맑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햇빛은 눈과 피부를 모두 따갑게 하였다. 이십 년 전 여행할 때에는 중국과 소련과

의(당시에는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이었다.) 사이가 나빠서 국경을 따라 건설된 시베리아열차

가 달리는 곳에는 중국인을 한명도 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오늘날 이르크츠크 거리에는 중

국인 관광객이 무리를 지어 시끄럽게 떠들며 몰려다닌다. 

4. 시베리아열차

우리는 6일 동안 이르크츠크와 바이칼호를 관광하고 15일 오후 4시 39분 이르크츠크역에

서 열차를 탔다. 출발지 치타에서 출발하여 모스크바까지 가는 열차다. 치타에서 이르크츠크

까지는 이미 하루 밤을 달려왔을 것이다. 우리일행은 무거운 짐을 좁은 공간에 밀어 넣는 것

에 짜증을 냈다. 처음 장거리 침대열차를 탄다는 흥분도 좁은 열차칸(콤파트먼트)에 들어서

며 순식간에 사라졌다. 트렁크를 의자 밑에 대강 밀어 넣고 자리를 잡자 열차는 벌써 이르크

츠크 시내를 벗어나고 있었다. 이미 바이칼호반 관광으로 익숙해진 시베리아평원이 아무 일

<그림 6> 이르크츠크의 상징 바브르

<그림 5> 주민들의 환영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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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없다는 듯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다. 19일 새벽 4시까지 4밤을 네 명이 한 칸에서 자고 

먹고 쉬고 할 것이다. 

침대는 한쪽 벽에 아래위 2개씩. 화장실은 객차의 앞뒤에 총 2개. 8개 방의 32명이 2개의 

화장실을 써야한다. 화장실 옆에는 뜨거운 물을 공급하는 급수통이 끓고 있고 그 옆에 객차

의 차장(여자)이 한명씩 있다. 그들의 불친절한 태도로 보아 승객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

니라 감시 감독하는 것 같다. 우리객차는 11호차이고 식당차는 4호차여서 우리가 이용하기

에는 너무 멀었다.

20년 전 시베리아열차를 탔을 때에는 우리는 외국인들만 타는 객차에 탔고 바로 이웃객차

가 식당차였다. 지금은 그 당시와 같은 시끌벅적하던 즐거움을 느낄 수 없다. 그것은 우리의 

이웃칸들이 모두 러시아인들이어서 의사교환이 불가능한 것과 러시아인들은 완행열차처럼 

중간역에서 탔다가 내리는 일반 생활인들이어서 우리처럼 대륙을 횡단한다는 여행의 흥분이 

없기 때문이었다. 대부분 어린아이를 동반한 부부들이었다.

첫날 아직 해가 환한 저녁시간에 우리는 벌써 보드카를 몇 잔씩 기울이고 있는데 웬 젊은 

여자가 도시락을 배달해왔다. 알고 보니 우리표에는 점심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미 시

장기를 해소한 우리에게 도시락이 그다지 반갑지 않았으나 먹기로 했다. 내용은 우유를 넣고 

끓인 호밀죽과 간단한 채소 삶은 것과 소시지 등이었다.

위도가 높은 탓인지 밤 11시가 되어도 차창 밖은 아직도 환하였다. 열차는 자주 작은 역에 

정차하였다. 이르크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76개의 역이 있으니 그럴 것이다. 밤새 달리는 열

차의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니 환한 보름달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었다. 생각해 보니 우

리는 줄곧 동쪽에서 서쪽으로 달리고 있는 것이었다. 보름달이 아까웠지만 잠자리에 들었다. 

사람은 조용하고 편한 곳에서만 깊은 잠을 자는 것이 아니다. 밤새 흔들리는 열차의 좁은 침

대에서도 잘 자고 일어났다.

남보다 서둘러 화장실을 사용하고 창밖을 보니 해 뜨기 전 새벽안개가 자욱하게 평원을 

덮고 있는 속에 거뭇거뭇한 숲들이 환상적인 그림을 만들고 있었다. 도시주변에서 볼 수 있

는 다차(도시인들의 전원별장)들의 모습은 모두 숨긴 채 아름다운 전원의 모습으로 나타났

다. 복도의 간이 의자에 앉아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거나 메모를 하며 하루일과를 보내기 

시작하였다. 생각해보니 우리는 지금 인생의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늘 꿈꾸던 

대륙횡단 시베리아 열차에 앉아 때로는 아름다운 상상을 하거나 때로는 무념의 시간을 보내

고 있다니.

집에 혼자 있을 아내는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하는 조금은 메랑콜리한 생각도 하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풍경에 가벼운 마음이 되어보기도 한다.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었는지 도

시락이 배달되어왔다. 메뉴는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았지만 맛있게 먹었다. 우리의 식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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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보드카가 빠지지 않는다. 지나온 바이칼 호반에서 있었던 일들이 벌써 추억이 되어 대화

를 아름답게 만들었다. 점심을 먹은 후 다시 의자에 앉아 밖을 내다본다. 멀리 앞쪽에 우리를 

끌고 가는 기관차가 보인다. 마치 충천북도 제천, 단양 근처를 달리는 것처럼 열차는 좌로 우

로 구불구불 나아간다. 1900년대 초 원시림의 시베리아에 군인과 죄인만을 동원하여 건설하

였으니 자연지형을 거스르지 않고 물이 흐르는 시냇물을 따라 선로를 설치하였을 것이다. 만

약 요즘에 건설하면 중장비를 사용하여 터널을 뚫고 다리를 놓아 직선선로를 만들 것이지만. 

열차는 이르크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7천km 거리를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달린다. 여행

할 때는 마음도 몸도 쉬어야한다. 바쁜 일과 급한 일은 모두 잊어버리고 느긋하게 지나가는 

풍경에 몰입하여야 한다. 열차에 탈 때 우리는 무료한 시간을 보내려고 먹고 마실 것 외에 바

둑, 장기, 화투를 준비하였고 각자 읽을 책을 가져왔다. 나는 임어당의 ‘생활의 발견’이라는 

책을 지참했다.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읽다가 그만두기를 반복하다가 이번에 거의 완독을 한 

것이 수확이라면 수확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자에 앉아 틈틈이 기록하고 있는 메모는 양

이 점점 늘어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있다. 

열차생활에서 각오해야할 것은 너무 청결한 것을 고집하는 것은 고통의 원인이다. 샤워는 

할 수 없고 얼굴만 조금 물을 바를 정도로 참아야 하며 화장실을 자주 사용하는 것도 불편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야간에 소변을 처리할 수 있는 통을 별도로 장만했지만 실제로 사

용했는지는 서로 말하지 않았다. 라면을 끓여먹은 통에 물만 바꾸어 커피를 끓여 마시면서도 

흐뭇해해야 한다. 모두가 고맙고 감사할 대상이라는 것을 실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틀째 되는 날 밤 11시에 노보시비르스크를 통과한다고 하여 나는 졸린 눈을 부릅뜨고 

야경이 찬란한 도시를 바라보았다. 1989년 그러니까 30년 전 

여름에 세계쓰나미학술대회가 이곳 바로 옆에 있는 아카뎀고

로독이라는 과학도시에서 열려 약 1주일간 머물렀다. 소련 3대 

강 중의 하나인 오비강이 있어 물놀이도 했다. 학회 마지막 날 

참가자들이 모두 참석한 송별파티가 오비강 가운데의 작은 섬

에서 열렸다. 강변모래사장에서는 소련시민들이 물놀이를 하는 

장면이 흥미로웠다. 강가에 러시아식 바비큐(?)를 차려놓고 숲

속에서 알록달록한 색깔이 화려한 옷을 입고 발라라이카를 연

주하는 공연단이 몰려나와 우리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춤을 추

는 흥겨운 분위기였다.

돌아오는 선상에서 각국의 노래자랑이 열렸고 우리는 북한

학자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아리랑을 부르며 눈물을 흘린 기억

이 난다. 지금 지나치는 야경은 노보시비르스크가 대도시라는 <그림 7> 열차복도에서의 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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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말해주었다. 나에게 노보시비르스크로부터 모스크바까지는 초행이다. 나는 시베리아

열차를 타면 바이칼호와 우랄산맥을 직접보고 싶었다. 우랄산맥은 유럽과 아시아를 갈라놓

는 세계적인 산맥이므로 그 당당한 모습을 말이다. 지난 번 여행에서 울란우데(몽고공화국의 

수도 울란바토르와 가깝다.) 조금 못 미쳐 넘은 작은 산맥(흥안령산맥) 이외에는 거칠 것이 

없이 평평한 평원뿐 산이라고는 볼 수가 없었다. 그런 평원은 우랄산맥까지 계속될 것이 

었다.

나의 예상으로는 에카데린브르크(스베드롭스크)를 지나면서 우랄산맥을 넘게 되지 않을

까하여 러시아사람들에게 손짓발짓으로 우랄산맥이 어디쯤이냐고 물어도 소용이 없었다. 에

카데린브르크에 가까워지면서 잠자기를 포기하고 내 눈으로 확인하려고 했다. 나는 열차에 

타고부터 복도에서 유라라는 청년을 알게 되었다. (말은 안통하고 얼굴의 미소와 손짓만으

로) 유라는 키가 훤칠하고 얼굴이 반듯하여 영어를 할 줄 알았으나 그도 역시 영어는 “예스”

와 “노”, “오케이” 외에는 전혀 몰랐다. 그러나 그는 나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핸드폰충전이

나 열차역 등을 가르치는 등 친절을 베풀어주었다.

그는 에카데린브르크에서 내린다고 했다. 우리일행은 열차에 타고 이틀이 지나면서 준비

한 보드카가 바닥이 났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에 휘발유가 떨어진 것과 같이 우리의 동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다. 마침 에카데린브르크역에서는 87분이나 정차하는 것이었다. 이 기

회를 이용하지 않으면 모스크바까지 보드카 없이 가야만 한다. 나는 생각했다. 그가 내릴 때 

따라가서 보드카를 파는 곳에 데려다 달라면 어떨까하여 그에게 부탁해 보았다. 그는 그동안

의 우정(?)을 생각하여 오케이하는 것이었다.

역에 도착한 밤 11시. 때마침 매일 맑던 날씨가 급변하여 소나기가 억세게 쏟아졌다. 우리

일행 3명은 그를 따라 캄캄한 거리로 나갔다. 그는 우리를 데리고 역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

에 있는 수퍼마켓으로 데려다주고 다시 객차까지 안내해주는 친절을 베풀고 빗속으로 사라

졌다. 짧지만 그가 베푼 우정을 지금도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다. 우리의 보드카작전은 성공

하여 모두가 만세를 불렀지만 그날 밤 우랄산맥을 보려던 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다

만 나의 추측에 의하면 그날 밤의 소나기는 우랄산맥을 사이에 두고 일어난 대기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우랄산맥을 넘으며>

네 이름 듣고 누가 가슴이 뛰지 않으랴?

유럽과 아시아가 어찌 엉키다가 너를 만들었는지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돌아가는데

너는 어찌 남에서 북으로 달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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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 끝자락 조그만 나라에서 온 여행객도

너를 보려고 한번이라도 좋으니 너를 보려고

눈꺼풀에 성냥개비 받쳐놓았다가

칠흑 같은 소나기에 흘려보냈네.

다음날 날이 밝았을 때는 언제 비가 내렸느냐는 듯 밝은 햇살이 아름다운 평원을 비쳤다. 

일단 우랄산맥을 넘은 다음부터는 멀리서 나마 부드러운 능선이 보이고 산맥 동쪽과는 풍광

이 조금 달랐다. 유라가 내린 뒤에 상당히 젊고 예쁜 여자가 큰 트렁크를 들고 탔다. 우리일

행들은 그칸에 다른 남자들과 여자가 어떻게 지내는지 몹시 궁금하였으나 별다른 일은 없었

다. 다만 그 여자가 자주 복도로 나와 흘러가는 경치를 보는 것이었다. 대체로 4명이 한 칸을 

쓰는 경우는 모르는 사람들과 섞여서 여행하는 것에 익숙한 모양이었다.

드디어 모스크바가 점점 다가왔다. 우리는 탈 때 비좁은 객차에 짜증을 냈지만 그동안 정

이 들어 막상 내릴 때가 되자 언제 다시 타겠느냐하며 인증샷을 찍었다. 나는 며칠 사이에 유

라 이외에 러시아 꼬마를 하나 알게 되었다. 부모와 남동생이 함께 타고 오면서 내가 앉아있

는 옆으로 뛰어다니기도 하고 잘 놀았다. 그 소년은 동생들을 데리고 놀 때도 태도가 의젓하

였다. 보기에 7살 전후로 보였는데 내가 책을 보거나 메모를 하는 동안 내 곁을 지날 때는 열

차의 흔들림에 조심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 소년은 내가 열차시각표를 한참 더듬으면(러시아

어로 써 있음) 옆에 와서 손가락으로 가리켜주었다. 정차할 역 이름을 미리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했다. 왜냐하면 다음역 이름을 알아야 몇 분간 정차하는지를 알아 잠깐이라도 플랫폼에 

내려서 걸어볼 수 있기 때문이다.

4일간의 여행이 끝나고 내일 새벽 4시에는 모스크바역에 도착한다는 그날 저녁 나는 소년

에게 인사를 청했다. 먼저 나의 가슴을 가리키며 “안” 한 다음 그를 가리키자 그가 “아르툼”

했다. 우리는 통성명을 한 것이다. 우리는 악수를 교환하고 소년과 나는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작별의 인사를 했다. 내일 아침 역에 내리면 군중 속에서 서로 갈 길을 갈 것

이다. 그는 그의 칸으로 나는 나의 칸으로 들어갔다. 내가 2층에서 자리를 정돈하며 잠잘 준

비를 하고 있을 때 반쯤 열린 문틈으로 작은 눈동자가 보였다. 아르툼이었다. 내가 문을 좀 

더 열어주자 무어라고 중얼거렸다. 내가 귀를 기울

이자 “모스크바” 하고 둘째 손가락을 아래로 향한 

다음 두 손을 자동차 핸들을 돌리는 시늉을 했다. 

나는 즉시 알아차렸다. “모스크바에 도착하면 너

의 아빠가 차를 태워주겠다는 거야?” 하자 그가 그

렇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우리는 일행이 4<그림 8> 러시아 소년과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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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고 짐도 많다고 하고 고맙다는 표시를 했다. 그가 돌아가고 조금 지나자 누가 문을 조용

히 노크했다. 문을 열자 아르툼의 아버지가 큰 컵에 보드카를 가득 담아가지고 왔다. 나는 얼

른 유리컵을 내밀어 나누어 받고 그와 건배를 하였다. 말이 필요없는 조용한 친절함을 고맙

게 받았다. 다른 일행은 모두 깊이 잠들어 있어 둘만의 우정을 확인하고 헤어졌다.

5. 모스크바

다음날 새벽 4시 정각에 종착역에 도착하였다. 서둘러 짐을 내리고 풀랫폼에 내리면서 보

니 아르툼의 가족이 저만치 멀어져갔다. 우리는 역을 나와 택시를 불러 타고 예약되어있는 

호텔 로프트인(Loft inn)으로 갔다. 이른 새벽이므로 호텔에 짐을 맡기고 홀가분한 차림으로 

지난 번 가보았던 아르바트거리로 갔다. 아르바트거리는 제정러시아시절 귀족들이 살던 지

역이다. 지금은 모스크바의 가장 번화한 거리로 모스크바의 아름다운 광장(붉은 광장)에 가

까운 곳이다.

3년 전 모스크바에 왔을 때 우리가 머물었던 ‘우리민박’은 아르바트의 최고급 건물에 있었

고 소련의 유명한 소설가 안드레이 리바코프(『아르바트의 아이들』 저자)가 살던 곳이었다. 옆 

골목의 바람벽에는 1940년대 소련에서 이름을 날리던 

고려인 팝송가수 빅토르 최의 얼굴이 그려진 벽화가 있

었다. 그는 소련체제를 비판하며 서구적인 노래를 부른

다고하여 당국의 감시를 받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지금까지 러시아 젊은이들의 우상으로 추앙받고 있었

다. 우리도 그 벽화 앞에서 사진을 찍고 다시 붉은 거리

로 나갔다.

마침 일찍 문을 열은 가게에서 햄버거를 사먹은 후 

바실리성당을 거쳐 모스크바강가를 따라 크레므린궁전

을 한 바퀴 돈 후 다시 아르바트거리로 돌아왔다. 벌써 

푸시킨부부의 동상 앞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사직을 찍

고 있었다. 일찍 문을 연 마이마이(MY MY; 러시아문자

로 무무)에서 맛있는 브런치를 먹었다. 그야말로 시베

리아열차에 갇히어 지내다 오랜만에 시원한 생맥주와 

푸짐한 음식을 맛볼 수 있었다. 배가 부른데다 새벽부

터 일어나 피곤이 몰려왔다. 우리는 서둘러 거리에서 손 <그림 9> 모스크바 아르바트거리



260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9, 제15호

님을 기다리는 택시를 탔다. 택시 값은 메타대로 내라는 운전수를 믿고 호텔에 도착하자 운

전수는 6천 루불(우리나라 12만 원)이 찍힌 메타기를 보여주었다. 새벽에 역에서 6백 루불을 

준 것을 생각하고 비싸다고 하였으나 말도 안 통하고 무조건 억지를 부리는 데는 할 수 없이 

큰 바가지를 쓰고 말았다. 처음부터 가격을 정하고 탈것을 하고 후회했지만 이미 지난일. 우

리는 불쾌한 일은 곧 잊기로 하고 다시 유쾌하고 즐거운 분위기로 돌아갔다. 여행에서는 가

끔 바가지도 써야 맛이 나지 하고….

다음날은 모스크바 시내 관광을 하기로 했다. 버스를 타려고 붉은 광장 쪽으로 가는 도중

에 그늘에서 쉬고 있던 사람이 우리말로 인사를 걸어왔다. 사할린에서 관광 왔다는 장 박사

였다. 그도 관광버스를 탈 것이라 하여 우리는 그에게 버스정류장과 시간을 부탁했다. 그가 

관광회사에 러시아말로 전화를 하여 관광문제는 쉽게 해결되었다. 오전 중에는 쿰 백화점을 

비롯하여 주변거리를 걸으며 보냈다. 오후의 시내관광버스는 우리가 이미 걸었던 거리가 중

심이 되어 막심고리끼 거리, 붉은 광장, 쿰 백화점, KGB 건물, 모스크바대학 등을 돌았다. 모

스크바도 한낮에는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상쾌한 날씨는 아니었다.

저녁에는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왔다. 택시에 바가지를 쓴 것이 약이 되어 가능하면 

지하철을 이용하기로 했다. 러시아의 지하철은 어느 도시든 깊이가 대단히 깊다. 에스컬레이

터를 타고 100m 이상의 깊이를 내려가는 것이다. 핵전쟁에 대비하여 이렇게 깊게 팠다고 한

다. 아마 평양의 지하철도 소련을 모방하여 이렇게 깊게 했을 것이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아래를 내려다보면 맨 아래의 사람은 잘 안 보일 정도로 까마득하다. 계단을 이용하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하게 보였다. 

마지막 날 오전 중에는 모스크바강 유람선을 탔다. 

무엇을 본다는 목적이 없이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다. 

내가 읽은 임어당의 『생활의 철학』에서 ‘목표가 없이 사

는 사람은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의 노예가 된다.’는 

말에 절대 공감한다. 생활에서 건설적이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일

인가? 우리는 유람선에서 내려 중앙시장을 찾아갔다. 모

스크바에도 이런 시장이 있나 할 정도로 각종 음식이 

어지럽게 팔리고 있는 반 노천 음식점에서 맛있게 먹었

다. 여러 인종이 한데 어울려 먹고 마시고 떠들고 인류

는 함께 살면 이렇게 즐거운 것이다. 서울의 종로 5가 

광장시장 입구에 온 듯하다.

21일 밤 10시 28분 상트페테스브르그행 침대열차를 <그림 10> 모스크바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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탔다. 지난번 시베리아열차보다 훨씬 청결하고 편리하게 되어 있었다. 역시 유럽에 가까워지

니 시설도 좀 더 고급스러워진다.

6. 상트페테스브르그

22일 아침 6시 50분에 도착하였다. 역에 가까운 호텔을 앞에 두고 택시를 탔더니 운전수가 

웃으며 기본요금에 호텔 앞에 세워주었다. 어제의 바가지를 생각하였다. 이른 시간이므로 호

텔에 짐을 맡기고 우선 여름궁전을 보기로 하였다. 전차를 두 번 갈아타고 교외에 있는 여름

궁전에 도착하였다. 북극에 가까운 곳임에도 햇빛은 눈부시게 찬란하고 따뜻하다. 여름궁전

은 분수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에카테리나여왕이 여름을 보낼 궁전으로 지으며 특히 분수

에 공을 들였다고 한다. 3년 전 겨울에 왔을 때의 스산하고 삭막하였던 궁전과는 비교가 되

지 않았다. 역시 명성대로 궁전은 수많은 분수가 만들어내는 광경이 호화롭기 그지없었다. 

다만 한 가지 흠은 구경꾼들의 대부분이었던 중국인들이 떠들썩하여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

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었다.

궁전은 북쪽 핀랜드만 쪽으로 운하를 파고 그 양옆에 각종 조각과 분수를 배치하였다. 운

하와 바다로 이어지는 곳의 벤치에 앉아 바다(발틱해)를 바라보니 수평선 위로 가느다랗게 

도시의 모습이 보인다. 핀랜드가 이처럼 가깝게 보이다니. 우리는 엉뚱하게 러일전쟁을 떠올

렸다. 발틱 함대가 이곳에서 출발하여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 6개월 만에 만신창이가 된 채로 

동해로 들어오다가 기다리던 일본함대에게 크게 패하고 만 것이다. 시간이 지나서보면 참 애

석하기도 하지만 인간 세상에는 우연도 필연도 구별하기 어려운 일이 많다. 돌아오는 길에 

호텔 근처의 고려식당에서 국수, 비빔밥 등을 시켜먹었다. 고려식당(Korean Kitchen)에는 러

<그림 11>  

여름궁전의 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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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의 젊은이들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였다. 정말 놀랄 일이었다.

다음 날은 네바강변을 중심으로 구경하기로 하였다. 우선 겨울궁전인 에르미따쥬로 갔다. 

에르미따쥬 궁전을 보려면 안내인의 안내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들은 바에 의하면 3

백만 점의 전시품을 1분씩만 보아도 3년이 걸린다는 말이 허풍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내부

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이곳저곳 내키는 대로 보다가 마침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끝으로 밖으로 나왔다. 사실 전시실내부의 전시품은 망자들의 과거의 유물이 아닌가? 

밖으로 나오니 찬란한 햇빛을 받으며 네바강변을 걷는 젊은이들의 물결이 넘쳐났다. 네바

강에 걸린 크로느다리를 건너 바실레프섬 북단광장을 돌아 오로라 군함이 정박해있는 곳까

지 걷고 돌아왔다. 네바강변을 따라 건너편을 바라보면 상트페테스브르그의 유명한 건축물

들이 즐비하여 그들을 조망하는 것만으로도 흡족하다.

다음날은 바실리에프섬 맞은편 해군성 앞의 이삭성당을 보기로 하였다 호텔에서 시내버스

를 타고 시내중앙을 관통하는 네브스키 프로스펙트 거리의 북쪽에서 내리면 오른쪽에 에르

미따쥬 박물관이, 왼쪽에 이삭성당이 있다. 많은 사람이 줄을 서서 이삭성당의 내부로 들어

가거나 성당의 돔위로 올라가 상트페테스브르그 시내를 조망하였다. 이렇게 대략 상트페테

스브르그를 구경한 것으로 끝을 맺었다. 20일간 동해에서 출발하여 발틱해를 구경한 환상적

인 여행의 기회를 가진 행운에 감사했다.

<발틱해의 건너편>

에카테리나 여왕의 여름궁전

더위를 식히려고 뿜어 올린 수많은 분수들

<그림 12>  

네바강변에서 본 에르

미따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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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틱해로 들어가는 운하 위로 

수평선을 따라 가느다랗게 떠있는 나라

많은 나라 중 맨 끝에 있어 핀란드라고

시베리아열차가 끝나는 모스크바역에서

내친 김에 하루만 더 가면 닿을 곳

호기심에 끌려 언젠가는 가게 될 겨울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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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C+

공과대학 건축학과 명예교수  김광현

정년퇴임을 한 학기 앞두고 건축학과 1학년 설계 스튜디오 담당 교수들이 이 학생들을 위

해 특별 강의를 해 달라고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 이 말을 듣고 앞으로 언제 또 이 젊은 학생

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하여 이들이 앞으로 간직해야 할 건축 공부의 방향을 알

려 주고 싶어 망설임 없이 응해 주었다. 그래서 정한 제목이 “‘A+와 C+’, 건축에서 작은 것과 

서툼의 힘”이었다.

건축 설계에는 다른 데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 있다. 그것은 흔히 현

상설계라고 부르는 설계경기를 통해 당선자를 뽑아 집을 짓는 제도다. 그러나 이 설계경기에

서는 응모작이 10개가 들어오든 100개가 들어오든 가장 우수한 안(案) 하나만이 당선작이 

된다. 당선작을 제외한 나머지 응모자에게는 야속하지만 2등작은 물론, 나머지 9개나 99개는 

의미가 없다. 건물을 짓는 데는 한 개의 안 만이 법적인 자격이 주어진다. 그래서 그런가, 건

축설계 교수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도 가장 우수한 작품에만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는 데 

아주 익숙해 있다. 우수하지 않은 안을 낸 학생에 대해서는 확실히 관심이 덜 하고 조언도 덜 

해 준다. 물론 나도 예외가 아니다. 오랫동안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 왔다.

그런데 55세쯤부턴가, 학생면담을 하면서 A+와 C+의 의미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면담

하려 들어온 학생들은 일단 자기에 관한 서류를 내밀게 되고, 이야기는 자연스레 그 학생 성

적표, 특히 내 과목의 성적에 관한 것에서 시작한다. “내 과목 성적이 아주 좋은데?”, “어, 나 

성적 제법 후에게 주었는데, 내 과목 성적이 왜 이래? 공부를 덜 했구나?” 그런데 해가 지나면

서 이 학생들의 성적표는 내 과목에서 A+를 맞았다고 다른 모든 과목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

는 것이 아니며, 내 과목에서 C+를 받은 학생이 댄스나 골프 같은 과목에서 A+를 받는 것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다. 다만 C+를 받은 학생이 내가 잘 못하는 

댄스나 골프를 얼마든지 A+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새로웠을 뿐이다.

그렇다. ‘A+’와 ‘C+’는 그때그때의 성적이지 계속 이들이 지니고 갈 성적이 아니다. 내가 가

르치던 과목에서 얻은 그들의 성적이 곧 그들의 능력의 전부가 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

다. 조건과 문맥이 달라지면 이들은 전혀 다른 곳에서 훌륭하게 A+를 받을 수 있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내가 준 그들의 성적은 어디까지나 내가 바라본 C+이지, 또 다시 다르고 더 넓은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얼마든지 그들은 A+인 성적을 거둘 수 있다.



3부  수상   265

나야 내 전공과목이 중요해서 그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며 열심히 강의했는

지는 몰라도, 나의 한두 개 과목은 그들의 긴 인생에 비추어볼 때 불과 몇 줄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럴 것이다. 하기야 나도 A+일거라고 생각했던 학생이 

시간이 많이 지나 왜 저렇게 C+로 남아 있게 되었을까 하고 의아해 한 경우도 제법 보았고, 

한때 C+를 받았던 사람도 나중에는 A+인 사람으로 활약하는 경우도 참 많이 보았다.

이 세상은 A+만이 제일이요 C+는 눈여겨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만의 일은 아닌 

것 같다. 학문도 사물과 사실을 이렇게만 바라본다면 그 학문도 얼마든지 C+가 될 위험은 늘 

있다. 건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 나라 도시에는 A+ 건물보다도 C+인 건물이 훨씬 더 

많고 그것이 도시의 환경을 결정해 간다. 모두 A+인 집에 사는 것이 아니며, 훨씬 더 많은 사

람이 C+인 집에 살고 있지 않은가? 아무리 유명한 건축가라 할지라도 언제나 A+이기만 한 

작품을 내는 것도 아니다. 그 속에도 C+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확률밀도함수 곡선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보면 아주 다른 것이 상위 2%이고 그다

음 조금 다른 것이 14%를 차지한다. 그리고 한가운데 꼭짓점을 좌우로 34%씩 모두 68%가 

중간 부분을 차지한다. 조금 더 다른 14%와 중간 부분에 있는 68%를 포함한 84%의 의미 있

는 건물 모두가 의미 있는 도시를 만드는 법이다. 도시의 건축도 이와 같다. 유명 건축가가 

설계하고 상을 받은 2%의 우등생 건축으로만 도시의 생활환경이 이뤄지는 게 결코 아니다. 

이 나라 건축에는 A+도 있지만  C+인 건물이 훨씬 더 많을뿐더러 이런 건물이 대세다.

시인 에머슨은 잡초란 “그 가치가 아직 발견되지 않는 식물들”이라고 했다. 이름도 모르는 

대수롭지 않은 꽃이라고 잡화(雜花)라 할 수 없고, 요긴하게 쓰지 못할 나무라 하여 잡목(雜

木)이라 할 수 없다. 꽃 하나 풀 하나에는 이름이 있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마땅히 고

유한 장소가 있다. 작게 보이는 어떤 사람도 살아 있는 동안 꽃이며, 잡다하고 허름한 장소도 

생활하는 동안 도시의 작은 숨결이다. 단지 그 가치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렇다

면 그 C+인 집들이 사회에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건축은 높고 고매한 것, 어려운 말로 남을 배제하며 엘리트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이와는 

반대로 작은 것, 쉬운 것, 가까운 것에서 배워야 할 것이 참 많다. 그러니 학생들이 설계 과제 

앞에서 크리틱을 어떻게 받아도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그것은 건축주를 비롯한 많은 사람을 

설득해야 하는 연습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특히 건축설계를 가르치는 교수는 A+인 

학생에게 C+를 폭넓게 바라보게 할 줄 알도록 가르쳐야 하고, C+인 학생에게 그 C+로 A+에 

못지않은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일러 줄줄 아는 사람이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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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松都) 약학대학의 신설 무산

약학대학 제약학과 명예교수  심창구

광복 직후인 1945년 10월에 재개교한 경성약학전문학교(경성약전, 京城藥專)는 1946년 9

월에 3년제의 사립 서울약학대학으로 승격된 후, 1948년부터는 4년제 학부과정을 개설하였

으나 좌우 분열과 재단의 불안정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다.

마침 경기도 개성(開城)의 유지들은 인삼 등으로 유서 깊은 개성에 새로운 약학대학을 세

우기로 결정하였다. 당시(1949년) 전국에는 서울대학교와 이화여대에만 약학대학이 있어서 

개성에 약학대학을 신설하려는 시도는 약계(藥界)의 호응을 받았다. 개성의 개성중학 옆에는 

넓은 약초원과 유리 온실 등을 갖춘 경성제대 의학부 부속 생약연구소가 있었다. 그래서 일

제시대에도 경성약전을 개성으로 옮기자는 논의가 있을 정도였다.

약학대학 신설은 송도중학(松都中學, 당시 6년제)이 속해 있는 송도재단이 맡아서 추진하

기로 하였다. 당시 송도중학은 개성 시내에서 떨어진 송악산(松嶽山) 자락의 산지현(山芝峴)

에 있었다. 송도(松都)는 개성의 옛 이름이다. 그래서 새로 만드는 약학대학의 이름을 송도약

학대학(松都藥學大學, 이하 송도약대)으로 하기로 하였다.

1950년 당시 송도중학의 캠퍼스는 웬만한 대학교보다 넓었다고 한다. 1989년 송도중학에

서 발간한 『송도학원 80년사』를 보면, ‘1950년 개성 유지들의 협조로 40만 평의 부지를 확보

하고 그 해 3월에 약학대학 설립을 인가받아 40명의 신입생을 받았다’고 한다. 한편 1948년 

10월 6일자 『자유신문』을 보면 개성 유지(有志)인 김정호(金正浩), 윤영선(尹永善)이 각 각 

토지 10만 평(시가 300만 원)과 5만 평(시가 150만 원)을, 공성학(孔聖學)이 현금 50만 원을 

희사하기로 하고 약학대학(약대) 설립 기성회를 조직하였다고 한다. 전후(前後) 맥락을 살펴 

볼 때, 기존의 송도중학 부지가 25만 평이고 신설 약대용으로 희사받은 부지가 15만 평으로, 

이를 합친 총면적이 40만 평이 아니었나 추정된다. 

당시 송도중학의 황석주(黃錫周) 교장(8대)은 사립 서울약학대학의 한구동(韓龜東) 교수

에게 약대 신설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한(韓) 교수는 서울약학대학의 홍문화(洪文和), 이왕규

(李王圭) 교수 등과 힘을 합쳐 약대 신설에 나섰다. 우선 명목상의 학장은 송도중학의 황(黃)

교장이 맡고, 한 교수와 홍(洪) 교수는 각각 부학장과 교무과장을 맡기로 하였다. 물론 약대

가 신설되면 한 교수를 학장으로 모실 계획이었다고 한다. 

1950년 4월 25일 마침내 문교부 당국으로부터 송도중학에 약학대학을 병설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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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를 받았다. 이에는 당시 개성에 있던 민관

식(閔寬植) 박사와 문교부 장관을 지낸 최규남

(崔奎南) 박사(송도중학 1회 졸업생) 등의 도

움이 컸다고 한다.

약학대학의 건물로는 송도중학의 박물관(그

림 1)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 건물은 1924년

에 지은 건평 388평의 지하 1층, 지상 3층의 화

강석 건물로 1, 2층에는 각종 식물과 동물의 

표본 등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다. 특히 이 학

교 7회 졸업생이자 교사이던 석주명(石宙明)1) 씨가 수집한 나비 표본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박물관은 오늘날의 박물관과 달라 생물 수업을 듣는 건물이었다. 3층에 생물 강의실이 있었

다. 이 박물관 20m 앞에는 농구장이 있었고, 거기서 10m 떨어진 곳에는 1939년 3월에 지은 

112평 규모의 옥외 수영장도 있었다. 당시 중학교가 이렇게 큰 수영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 건물 앞에는 두 명이 손을 맞잡아야 안을 수 있는 큰 느티나무 두 그루가 

있었고, 그 옆에 기숙사가 3동 있었다. 당시 송도중학에는 개성 학생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평안도 함경도 등 외지에서 온 학생들일 정도로 외지 학생들이 많아서 기숙사가 더

욱 필요했던 모양이다. 송도약대는 이 교사에 강의실, 실험실 및 도서실 등을 마련하고, 전국

에서 40명2)의 신입생을 선발해 놓고, 1950년 6월 26일에 입학식을 열 계획을 세워 놓았다.

홍문화 교수는 인쇄소에서 가지고 온 개교식 프로그램과 입학식장을 점검한 다음 개성을 

떠나 홍 교수의 주소지인 인천의 주안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6월 25일 아침 서울역에서 이왕

규 교수와 함께 개성행 기차표를 끊으려다가 북한의 남침 사실을 알게 되어 개성행을 포기하

였다. 이로써 송도약대의 신설 꿈은 역사 속의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당시 개성에서 기다리

고 있던 한구동 교수는 3개월 정도 황교장 댁에 묶여 있은 후에야 월남할 수 있었다.

한 교수는 9.28 수복 후인 1950년 9월 30일, 문교부에 의해 사립 서울약학대학이 국립 서

울대학교에 편입되자 임시 책임자로 발령받았다가, 1951년 9월 1일 학장서리, 1951년 12월 

21일 초대 학장으로 임명되었다. 홍 교수 등도 1950년 9월 30일 한 교수와 함께 국립서울대 

약대 교수진으로 발령받았다.

우리 근현대사를 들여다 볼 때 페이지마다 비장(悲壯)함이 서려있음을 새삼 깨닫는다. 언

제나 우리 역사를 명랑함만 가득 차게 쓸 수 있을까 생각하며 옷깃을 여민다.

   1) 후에 개성에 있는 생약연구소를 거쳐 경성제대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시험장에 근무함. 

   2) 송도중학 32회 졸업생인 임정상(林正相) 등.

<그림 1> 송도 약대 교사로 사용될 예정이었던 송

도중학 박물관(지하 1층, 지상 3층의 석조 건물, 건

평 388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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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송도중학은 1930년 10월 3일 개성 산지현에서 좌옹(佐翁) 윤치호(尹致昊) 선생을 

설립자로 한 한영서원(韓英書院)을 모태로 하여 설립된 명문학교이다. 한영서원은 1917년에 

6년제 송도고등보통학교로, 1938년에 6년제 송도중학교로 바뀌었다가 전후인 1951년에 각

각 3년제인 송도중학교와 송도고등학교로 분리되었다. 송도중고등학교는 전쟁이 일어난 지 

1년 10개월만인 1952년 4월 5일 인천시 송학동에서 피난 학교로 재개교된 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인천 소재 명문 학교로 자리잡게 되었다. 필자는 인천에서 중 · 고등학교를 다녔지만 부

끄럽게도 최근까지 송도중 · 고등학교의 뿌리가 개성에 있음을 전혀 몰랐고, 또 서울대학교 

약학대학과 이런 인연이 있음도 인식하지 못하였다. 여담이지만 송도중학이나 송도약대라고 

할 때의 송도(松都)는 오늘날 인천 송도 신도시라고 할 때의 송도(松島)와 한자도 다르고 아

무런 연관도 없음을 강조하는 바이다. 

끝으로 이 글은 송도중학 32회 졸업생인 허강(許江) 선생(전 문교부 편수관)의 증언(2019. 

10. 29 청취)과 『한국약업사(韓國藥業史)』, 『송도학원 80년사』, 송도중학교 홈페이지, 『서울대

약대 100년사』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혀 둔다. 관련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와 경

의를 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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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AA 자가용 항공기 조종면장 취득기행

공과대학 항공우주공학과 명예교수  정인석

머리말

초등학교 때 푸른 하늘을 나는 쌍발엔진 전투기인 Lockheed P-38 Lightning를 쳐다보고, 

‘빨간마후라’ 영화(신영균, 최무룡, 최은희 주인공)를 보면서, 조종사를 꿈꾸어 보았는데, 

1982년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를 마치고, 미국 Minnesota 대학 박사 후 연구원으로 가면서, 

비행기 조종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Minneapolis 북쪽 약 30마일에 Minnesota 대학 조종

클럽이 있었으나 너무 멀고, 바로 옆 도시인 St. Paul 시내에 있는 Municipal Airport는 시내

의 비행장이어서 불안하여 조종훈련은 포기하였으며, 1984년에 귀국하여 본교의 항공공학과 

조교수로 발령을 받고는,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비행기 조종훈련은 잊고 있었

습니다.

두 번째로, 1994년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UCI)으로 연구년을 가면서, 비행기

조종을 배워 보겠다고 결심을 굳히고 LA 남쪽 40마일인 Irvine에서 1995년 6월 13일 Sunrise 

Aviation비행학교에서 최초로 시범비행(Demonstration Flight)로부터 비행기 조종훈련을 시

작하게 되었습니다. 자가용 항공기 조종면장을 취득하기 위하여 약 53시간 비행이 요구되어 

하루 4시간 총 14일이면 요구하는 비행시간을 완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6월부터 비행훈련

을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하루에 1시간 이상 비행하는 것은 비행실력향상에 별로 도움이 되

지 못한다고, 말하자면 과식에 소화불량 증세와 같은 현상이라고, 일주일에도 4일 정도가 최

대훈련이라는 설명이었지요. 비행만이 아니라 비행 전에 예습하고, 복습하고, 비행한 것에 대

하여 생각하고, 복기하고, 그리고 비행장 관제탑, 접근관제소, 외부관제소와의 무선교신, 항

공특수용어 공부 등도 병행하여야 숙달된 조종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기상상태가 시계비

행의 조건에 충족하지 못할 때(구름이 낮아서 비행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가 많아서, 7월 28

일 곡예비행기인 8KCAB Decathlon으로 Dutch Roll, Spin, Loop 곡예비행을 훈련하고는 학

생조종사가 처음으로 하는 단독비행(Solo Flight)도 하지 못하고 귀국하게 되었지요.

귀국하여 당시 항공우주공학과의 3학년 학생이었던 이학태 군(미국 Stanford 대학 항공우

주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지금은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

지요.)과 이야기하였는데 Oregon 주 Corvallis 비행장으로 가면 상당히 단기간에 비행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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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더욱이 비행훈련비, 생활비(특히Oregon 주는 State Tax가 없

었지요.)도 California보다 저렴하다는 설명을 듣고, 다시 용기를 내어, 1996년 겨울방학 기간 

동안 조종훈련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다시 2개월간 미국으로 여행을 하였지요. 계속하여 

1997년 겨울방학 기간,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도 비행을 계속하여 다발엔진 항공기 자가용 조

종면장까지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행문에는 1995년 Irvine에서의 비행훈련, 1996년 

Corvallis에서의 단발엔진 비행훈련, 1997년 2월, 8월의 다발엔진 비행훈련과정을 소개하면

서 미국 FAA 항공기 자가용 조종면장 취득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때에 있었던 몇 가

지 에피소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995년 6월 12일; Demonstration Flight / Everything Flyable, Inc. / 
Long Beach Airport

1995년에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에 조교수로 근무하던 집사람도 같이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의과대학에 연구년을 주선하였으며, 실제연구는 Long Beach 

Veterans Hospital 연구부에서 수행하고 있었다. Long Beach Airport(Airport Location 

Identifier LGE, 인천국제공항은 ICN)에 지금은 Boeing에 합병된 McDonnel Douglas 공장도 

있었고, 그곳에 있는 Everything Flyable비행학교가 유명한 곳이었고, 훈련비행기도 상당히 

신품이었기에 상담을 위하여 방문하고, 0.5시간의 시범비행을 받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저에

게 지정된 교관조종사는 한국인 2세인 Mr. William Kim, 한국어도 자연스럽고 매우 친절하

였지요. 이륙하여 정상비행과 당시에 Long Beach 항에 관광지로 정박하고 있었던 영국 

Queen Mary 유람선과 Dome 위를 지나가는 Fly-by 비행, Stall 진입 및 회복비행 등을 체험

하고 착륙하였다. 교관조종사, 행정담당자와 상담하면서, 이곳은 역시 명성에 걸맞게 비행훈

련비가 상당히 고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좀 더 경제적인 곳을 알아보기로 마음먹고 

귀가하였습니다.

1995년 6월13일; Demonstration Flight / Sunrise Aviation / Santa Ana 
John Wayne Airport

Long Beach Airport의 Everything Flyable 비행학교 방문 다음날인 6월 13일에 Irvine에 

있는 John Wayne Airport의 Sunrise Aviation이라는 비행학교를 방문하여 첫날 0.7시간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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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비행을 받고, 비행훈련비용, 교통편, 편리성, 비행훈련 세부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가용 조종면장 취득을 위한 비행훈련을 이 비행학교에서 하기로 결정하였다. 비행시간을 

예약하고, Mr. Charlie Blaschak 교관조종사 면허번호176447258CFI를 저의 교관조종사로 결

정하고 비행훈련을 시작하였답니다.

본인이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이며, 비행기조종에 관심이 있었던지라 항공공학적 지식은 충

분하다고 생각하여, 다른 중요한 세부사항을 간과하고 비행기술만 습득하면 손쉽게 조종면

장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덤벼들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비행교관이 교육하는 지상교육 

(Ground School, 비행역학, 법규, 기상, 무선교신술, 비행허가절차 등에 대한 사전지식을 교

육하는 과정인데)을 교육비를 아낀다고 생각하고, 나는 대부분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오

만하게 생각하여 교재만을 구입하였다. 교과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하고 교관의 지상교

육을 축소하였는데, 막상 항공기 계류장(Apron)에서 유도로(Taxi Way), 활주로(Run Way)로 

나가게 되니, 후회 막심하게 되었지요. 훈련비행장인 Santa Ana John Wayne Airport(Airport 

Location Identifier SNA)는 소위 Airspace Class C인데 국제선도 운항하고, Irvine이 High 

Tech 중소기업이 많아서 Business Jet도 많아 비행항로가 복잡하였다(미국의 주요 공항인 

LA, San Francisco, Seattle, 우리나라의 인천공항 등은 Class B이고, Delta Air가 기착하던 

Portland공항은 Class C). 자연히 비행허가절차가 복잡하여지게 되고, 비행허가, 지상유도, 활

주로 이륙절차, 접근관제, 훈련공역  등 5군데 관제기관과 지속적인 교신을 하여야 하는 곳이

<그림 1> LA Terminal Area Chart(축척1:250,000) 주위의 공항, 관제지역, 비행항로 / SNA에 인접하여 동쪽

으로는 미해병대 MCAS Tustin(NTK), MCAS El Toro NZJ) 비행장과 서쪽으로는 Long Beach(LGE), 

Zamperini(TOA), Los Alamitos AAF(SLI), 그리고 북서쪽에 거대한 LA Class B Zone(LAX), 바다 쪽에 

SOCAL 접근관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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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여러 번 교신주파수를 변경하여야 하고, 주위에 비행하는 항공기가 많기 때문에 수시

로 들어오는 관제기관의 인접비행 항공기의 시계확인 요청교신에 응답하여야 하였다. 무선

교신은 잘 알아들을 수도 없고, 비행기술은 교관의 지시에 따라 비행자세나 비행궤적을 시현

하여야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교관은 “First, fly airplane!!”[말하자면 “주목, (정신차리고,) 

비행이 첫째!!”]를 외치는 것이었지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훈련 비행장인 John Wayne Airport 주위에 여러 비행장과 

LA 공항에 연계된 특별비행 주의사항이 있는 곳이고, 동서방향으로 미공군, 해병대 비행장도 

있는데, 민간 훈련비행도 빈번한 공역이어서, 정말로 무선교신이 빈번하였다. 나를 부르는 것

인지 다른 비행기를 부르는 것인지, 혹은 전반적인 주의환기 협조방송인지 알아듣기가 매우 

힘들었다. 이는 무선교신량이 너무나 막대하고 매우 분명한 발음을 위하여 단축된 특수한 항

공전문 교신용어(Aviation Phraseology)를 사용하기 때문이었다. 영어 Alphabet도 A(Alfa), 

B(Bravo), C(Charlie) … W(Whisky), X(X-Ray), Y(Yankee), Z(Zulu)를 사용한다. Phonic은 

각각 (AL-FAH), (BRAH-VOH), (CHAR-LEE 혹은 SHAR-LEE) … (WISS-KEY), (ECKS-RAY), 

(YANG-KEY), (ZOO-LOO). 숫자도 약간 특이하게 발음하는데, 3(TREE), 4(FOW-ER), 

8(AIT), 9(NIN-ER)으로 발성한다. 비행기등록번호도 미국은 N으로 시작하고, 한국은 HL, 일

본은 JL. 첫날 탑승한 비행기는 Cessna N6592B이었는데, 부를 때에 CESSNA NO-VEM-BER 

-SIX -FIFE -NIN -ER -TOO -BRAH –VOH로 발성하며, 관제탑이 마지막 2자리나 3자리만을 

부르면, 즉 -NIN -ER -TOO -BRAH –VOH로 부르기 시작하면, 즉각 이에 대응하여 교신을 재

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신이 없었지만, 이때의 교신 경험이 1996년에 재교육을 받았을 때, 

특히 미항공국 FAA의 직원과 비행항공 영어시험에 매우 유익하게 활용되었다고 생각되는 

바이다. 항공기에서도 무신교신을 하기 때문에 항공기도 1개의 무선통신국이 되므로, ITU에

서 제정한 각국의 Radio Call Sign에 따르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방송국과 같이 

HL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일 제1일자 지상교육을 받고, 비행훈련기인 Cessna 152로 다가가서 기체외부 시계검사, 

항공유 급유상태, 엔진윤활유 급유상태, 타이어, 피토관 개방여부 등등 확인 후 탑승, 비행기 

엔진을 시동하고, 엔진상태, 조종면의 정상여부, 각종 비행계기의 동작상태를 확인하였다. 비

행허가를 신청하고, 계류장 관제소의 지시에 따라서, 지정된 유도로를 경유하여 마지막으로 

엔진최종점검(Run-up test)를 거쳐서, 활주로 측면에서 활주로 관제소의 이륙허가를 받고 

19L 활주로를 주행하여 이륙하였다. 지정된 고도(500ft)에서 150도 방향으로 선회(Dog-Leg 

Flight)하여 고도를 올리고, Dana Point 훈련공역으로 상승비행을 하며 UCI, Signal Peak를 

확인하고, 그때의 비행고도를 보고하고, 바다로 나아가서는 SOCAL Departure 접근관제소의 

관제를 받으면서, 초기 비행을 시작하였다. MCA(Minimum Controllable Airspeed, 최저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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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속도) 훈련, Pre-Stall(실속전) 전조감지 혹은 Buffet감지, Stall Entry(실속시현), Stall 

Recovery(실속회복), Regular Turn(정상선회), Steep Turn(급경사선회), 다시 귀환할 때는 

SOCAL Approach 접근관제소의 관제를 받으면서 Signal Peak, UCI를 확인하고 활주로 19L

에 착륙하여 매일의 훈련비행을 종료하였다. 교관으로부터 당일비행의 내용, 수행성적, 복기

할 사항 등의 debriefing을 듣게 되었다. 조종사들 사이에서는 ‘비행은 최종 5초’라고 말하는

데, 상대적으로 비행기의 이륙은 쉽지만, 착륙은 착륙순간 5초간의 지상효과(Ground Effect)

를 느끼는 순간, 마치 공중으로 살짝 떠있는 것 같은 감각의 순간, 약하게 실속을 하면서 활

주로에 Landing Gear(착륙타이어)가 접지하는 순간으로 이어지는 5초간을 매끄럽게 이어가

는 것이 비행의 매력이자 최고의 기술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실제로, 항공기 조종면장은 특

별히 유효기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유효기간이 평생이어서 최근 3개월 내에 비행기록을 

유지하면 언제든지 비행을 할 수 있다. 비행기록이 없으면, 교관조종사의 Endorsement(보

증)을 받아야만 비행을 할 수 있으니, 최소한 3개월에 비행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이는 착륙

감각이 떨어지면 자칫 착륙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

이 전반적인 비행기술의 습득훈련도 중요하지만, 가장 위험한 이륙, 착륙을 가능한 많이 경

험하는 것이 중요한데도, SNA는 매우 붐비는 공항이어서, 학생조종사에게 지속적 Touch 

and Go Circuit Flight(착륙-이륙 순환비행)을 허용하지 않았다. 훈련비행을 위하여 훈련공역

인 바다로 나가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전체비행시간에 비하여 실질훈련시간은 50%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었다. 그렇지만, 각 관제소와의 무선교신, 각종 비행절차의 배경이해

와 실제훈련 등이 장기적으로는 튼튼한 기초교육이 되었다는 점은 매우 요긴하였다고 사료

된다.

기본비행훈련과 이착륙을 하던 중에, 교관이 가족들이 같이 비행하여 보는 것은 어떤가 하

는 제안을 하여 7월 2일에는 Cessna 172RG 4인승 비행기를 지정하여 딸, 아들이 뒷자리에 

동승하고(사실은 집사람은 자동차 정도로 생각하고, 뒷자리에서 유치원생인 아들을 무릎에 

안고 타면 가족이 다같이 탑승할 것으로 생각하고 갔으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

여, 아이들만 동승하여) 아빠가 조종하는 비행기를 타보는 경험을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아

무래도 학생조종사 단독비행은 그 기간 내에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더 이상의 기본비행

훈련은 마감하고 마지막으로 곡예비행을 연습할 것을 제안하여, 곡예비행기인 복엽기 

8KCAB Decathlon으로 Dutch Roll, Spin, Loop 곡예비행을 1.2시간 훈련하는 것을 마지막으

로 1995년 비행훈련은 마감하였습니다. Dutch Roll은 비행기를 비행방향을 축으로 하여 좌

우로 꽈배기처럼 회전하는 것인데, 주익을 들어 올리면, 곧바로 반대방향으로 선회비행을 하

려고 하는데, 이때에 수직꼬리날개의 방향타를 반대방향으로 조종하면 선회하지 못하고 비

행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게 된다. 이것을 우측 회전-좌측 회전을 반복하면 외부에서 보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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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기가 좌우 반복적으로 회전하며 비행하는 궤적을 그리게 된다. 이 비행훈련을 하면, 

Aileron(주익보조익), Rudder(수직방향타)의 사용을 자유자재로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곡예

비행의 기본비행을 잘 이어나가게 되는 이점이 있어서 첫 번째로 훈련하였다. Spin은 공중에

서 수직으로 떨어지면서 비행기가 선회하는 것인데, 이 수직나선비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종국에는 지상에 충돌하여 비행기는 대파되고, 탑승자는 사망하게 되는 대형사고로 이어지

게 되는 위험한 비행이다. 그래서 Spin(나선비행)전조감지 습득훈련, Spin Entry(나선비행시

현), Spin Recovery(나선비행 회복비행)을 연습하였다. 평상시는 “Mr. Jeung”하고 조용조용 

젊잖게 호칭하고 설명하던 교관조종사가, 이 Spin 훈련 때는 지상에서 예습부터 “Stall, Full 

Back, Right Rudder, Half Spin, One Spin, Push, Unstall, Opposite Rudder, Power”로 큰 소

리를 지르며, 손발로 조종간, 방향타 페달을 조작하는 행동과 함께, 복창하라는 것을 몇 번이

나 반복적으로 명령하였다. 내가 약간이라도 머뭇거리거나 느리면, 다시 반복훈련을 하여 충

분히 인지하고 시행할 것이 확신이 서자 비행을 시작하려고 하였다. 또한 이 곡예기는 만약

에 비행 중에 비행하중이 과도하여 날개가 부러지면 탈출하여야 하여 낙하산을 메고 탑승하

는데, 이 또한 몇 번의 훈련을 거쳤다. 학생조종사는 전방석이고, 교관조종사는 후방석이어

서, 학생조종사가 탈출하여야 교관조종사도 이어서 탈출할 수 있는 구조이고, 전방 출입문의 

경첩이 아래쪽에는 볼트가 없어서 문을 열고 들어 올리면 문이 빠지게 되어 바깥쪽으로 차버

리면 탈출구가 개방되는 구조이었다. 그래서 출입문을 열고 들어 올리고 바깥쪽으로 차는 행

동훈련을 여러 번 받고는 이 과정 또한 통과하였다. 그런데, 저도 의문이 들어서 교관에게, 

“나는 한번도 낙하산 타본 적이 없는데, Cord만 분리하여 낙하산이 전개되면 되는 가요, 낙

하산 착지자세나 바람에 대한 경로수정, 타 훈련을 못 받았는데 …”라고 물었더니, “그냥 탈

출에 성공하고 낙하산으로 내려오면 목숨

을 구할 것이라고, 어쩌면 다리나 팔은 부

러질지도 모른다.” 안 죽었으니 최선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이었지요. 그런 후일담을 뒤

로 하고 이륙하여 평상시의 비행고도인 

3,000ft보다는 더 높은 4,500ft까지 상승하

여, 몇 번의 Dutch Roll 비행연습 후에 다시 

몇 번의 복창을 하고, Spin 반바퀴 이후에 

회복비행을 하였다. 교관조종사가 2회 나

선비행을 보여주었고, 상하로 원운동비행

을 하는 Loop 비행을 1회하며 최정점에서 

약 2초간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였다. 이로

<그림 2> 비행 중에 관제기관과의 교신내용을 기록하기 

위한 메모지, 비행속도 교정, 측풍교정, 대기속도 교정, 

지상대비 비행속도 교정 등을 위한 계산자(요즘은 저렴

하고 계산 저장용량도 크고, 계산시간이 빠른 전자계산

기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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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1995년 여름 비행훈련은 종료되었다.

그런데 이날 마지막으로 받았던 Spin 비행훈련이 1996년 겨울방학 동안에 비행 중에 구름 

속에 갇혔을 때에 Spin에 빠지지 않았던, 위기절명에서 목숨을 보전한 천운 같은 행운으로 

연결될 줄이야 그때는 몰랐지요. 1996년 구름 속에서도, 나와서 착륙한 후에도 멍하기만 하

였지요. 며칠 지나고, 그때의 상황을 꼼꼼히 복기하면서, 그 순간이 얼마나 아찔하게 위험한 

순간이었는지, 어떻게 조상님들이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비행장으로 무사히 귀환시켜 주셨

는지 감사드리며, 항시 조부모, 선친의 제사 4번과 설 추석 차례 2번, 이렇게 평균 2달에 한번 

조상님들을 뵈올 때에 마음속으로 그날을 되새기지요.

1996년 1월 15일; Private Pilot Practice / Avia Aviation / Corvallis Airport

1996년 1월 겨울방학 기간 2개월 내에 자가용 조종면장을 취득하기 위한 모든 훈련을 완

료하고 면장취득 실기비행시험까지를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 Oregon 주 Corvallis 시에 

있는 Corvallis Municipal Airport(CVO)의 Avia Aviation으로 향하였다. 나의 교관조종사 Mr. 

Ronald Weglin 교관조종사 면허번호537745799 CFII는 거의 나만한 서양사람으로는 정말 작

은 20대 후반의 청년이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비행을 배우고 비행교관 생활을 하는데, 

후일 1997년 2월에 FEDEX에 취업되어서 작은 Turboprop 항공기 조종사로 옮겨간다고 하였

지요.

1월 15일 오전부터 교관조종사와 같이 비행기초훈련인 소위 4Basics, MCA, Stall, Side 

Wind Manuevering, Short Takeoff/Landing, Rough Field Takeoff/Landing, Engine Failure 

Emergency Procedure, Lost Procedure, Hood Instrument Practice 등의 관련비행훈련과 야

간비행훈련의 복좌비행(Dual Flight)을 거쳐서 2월 2일 비행시간 51.5시간, 착륙경력 262회 

단독비행(Solo Flight)을 실시하게 되었다. 나는 이때도 비행교관이 부조종사석에 앉아 있으

면서, 단독비행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교관조종사가 비행기에서 내리고는 나에게 정말 

단독으로 3회 이륙-착륙을 실시하고 되돌아오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약간 어리둥절하였으

나, 정말 혼자서 그때까지 교관의 지도하에 실시하던 모든 과정을 거치고, 유도로를 거쳐서, 

활주로에서 비행기를 이륙하고, 비행장을 규정대로 Left Wind 방향으로 1회전 비행하고 여

유있게 착륙하고, 다시 이륙하고, 이렇게 3회를 잘 마치고, 비행학교로 되돌아오니, 비행학교

의 모든 직원, 교관, 동료 학생조종사들이 일제히 다가와서 축하를 하여 주었다. 이렇게 신속

하게 단독비행까지 도달하게 된 것은 훈련비행장인 CVO는 비행장 관제탑이 없는 곳으로서 

Class G Airspace 지역이어서 우리 비행학교의 비행기 이외는 거의 접근이 없었기 때문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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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착륙 연습을 1시간에 10회 정도 실시할 수 있었고, 비행연습을 하기 위하여 연습공역으

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 관제 외부지역이어서, 관제소와 무선교신

에 정신을 분산하는 불이익이 없어서 매우 집중해서 고속으로 훈련을 습득하게 된 것으로 판

단된다.

이곳을 방문하기 전에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California LA 지역에서 Everything 

Flyable, Sunrise Aviation에서 초기 비행훈련을 받았고, Oregon 주에서는 Corvallis의 Avia 

Aviation과 Portland 공항의 배후공항 역할을 담당하고 FAA 사무실도 있는 Hilsboro의 APC

를 비교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관제 외부지역의 이점이 높은 Corvallis의 Avia Aviation을 선

택하였다. 이곳은 또한 Oregon 주 법원도 있고, Oregon State University도 있고, HP 공장도 

<그림 3> 적절한 비행훈련기관을 검색하기 위하여 조사한 비행학교. 

좌측으로부터 시계방향으로 Everything Flyable, Sunrise Aviation, 

Avia Aviation, APC. 

<그림 4> 비행교본과 문제집

<그림 5>  

미국 서부지역 항공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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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생활여건도 치안도 안전하며, 교육도시이어서 문화생활도 월등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곳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비행훈련과 FAA 지상학과시험 공부를 위하여 이 지역에 관련된 항공지도, 교본, 문제집 등

을 구입하고, 문제집의 비행역학 관련문제도 전체적으로 풀어보고, 관련법규, 항공기상 관련

문제는 집중적으로 숙독하여 학과시험에 대비하였다. FAA 시험은 문제은행에서 출제하므로, 

많은 문제를 사전에 풀어보고 완전하게 이해하여 두면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전에 구입한 LA Terminal 지도와 Seattle Sectional, Klamath Falls Sectional을 더 

구입하여 미국 서부지역의 비행항로에 대하여도 공부를 사전에 해 두었는데, 이런 전반적인 

이해도가 비행훈련과 조종술 향상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미국 서부는 북쪽으로부터, 

Alaska, Seattle, Klamath Falls, San Francisco, Los Angeles로 크게 5개 대형공역으로 구분하

여 고고도 항로관제, 저고도 항로관제, 접근관제, 활주로 관제를 단계적으로 분리하여 관리

한다. 곧 설명할 최소한 1개 이상의 공항이 100 Nautical Mile 이상 원거리 공항을 거쳐서 3개 

공항에 이착륙을 실시하고 귀환하는 Long Distance Cross Country 비행 때에 Seattle 광역 

관제소의 비행보조를 매우 적절하게 받게 되었고, 이 천운에 따른 행운으로 절체절명의 위기

에서 목숨을 보존하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1996년 2월 3일; Long Cross Country Flight / Corvallis Airport

2월 2일 오전에 단독비행을 완료하자, 교관조종사는 오후에 Portland 남방의 Aurora State

까지 왕복하는 CVO-3S2-CVO Cross Country 비행연습을 하고는, 다음날인 2월 3일에 하루

종일 비행하는 Long Cross Country 비행을 예고하였다. 점심도시락도 준비하고 항공유를 주

유할 수 있는 Avia Aviation 비행학교의 신용카드도 전달하여 주고, 이에 대한 비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비행 전에 상호검토하였다. Washington 주에 소재하는 Chehalis-Kelso-Corvallis-

Albany-Lebanon(CVO-CLS-KLS-CVO-S12-S30-CVO)을 돌아오는 비행계획을 작성하고, 검토

를 받은 후 이륙하였다. 그날 오전은 날씨도 구름이 30% 정도로 맑고 대기도 조용하여 비행

하기가 매우 순조로웠다. 그래서 100NM 이상 거리인 Chehalis 공항에 잘 들러서, 착륙-이륙

하여 다시 Kelso 공항으로 귀환하였다. 이 공항은 강에 평행하게 인접한 위치였는데, 강바람

과 산바람이 교차하여 착륙을 위한 순환비행 중에 측풍의 영향으로 착륙시도가 쉽지 않았다. 

또한 생전 처음 방문하는 공항(이런 경우를 항공용어로는 ‘생지공항’이라고 한다.)이라 접근

방식도 서툴렀고 2번째까지 최종단계에서 착륙을 포기하고 Go round 상승하여 재시도를 하

다 3번째의 시도에 성공적으로 착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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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유를 충전하고, 점심 샌드위치를 먹고, 같은 비행학교의 다른 미국 학생조종사가 먼저 

이륙하고, 이륙이 성공적인 것을 확인하고, 나도 이륙을 하여 비행학교가 있는 Corvallis로 향

하고 있는데, 매우 급작스럽게 일기가 변하여 순식간에 구름 속에 갇히게 된 상황이 되어 버

렸다. 그런데 시계비행 중에는 구름으로부터 수직-수평으로 회피하여야 하는 것이다. 먼저 이

륙한 미국 학생조종사는 일기가 변화하기 시작하여 항로를 다소 변경하여 골짜기를 돌아서 

무사히 구름을 피하고 공항으로 귀환하였었다는 것을 후일에 알았다. 여하튼 나는 비행기가 

구름 속에 갇히게 되었는데, 구름 속은 기상활동이 매우 격렬하여 상승기류, 하강기류, 돌풍

이 계속 변동하는 공간이었다. 내가 조종하는 Cessna 152 정도의 작은 비행기는 구름 속의 

돌풍에 의하여 위로 100ft쯤 상승하였다가는 다시 갑자기 아래로 100ft쯤 하강하는 등 비행

기 기체의 자세를 바로 잡기가 매우 힘들게 되었다. 교육 중에 이런 불상사의 상황에 처하면, 

지금까지 오던 방향으로 180도 돌아가라는 것이 규칙이다. 그래서 그때까지 Washington 주

에서 Oregon 주로 남하하는 비행이었던지라, 높은 산이 없는 해변쪽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

하여 비행기 기체를 30도 기울여서 우측선회비행을 하였으나, 기류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요

동을 쳐서, 너무나 불안하여 결국은 90도 돌아서 비행방향 270(즉, 서쪽)으로 향하게 되었다. 

구름의 정도는 비행기의 프로펠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었으며, 돌풍은 강력하여 비행기 

자세를 제대로 못잡고 돌풍에 밀려서 상승비행, 하강비행을 반복하던 중에 예전의 Spin 나선

비행의 경험이 생각났지요. 여기에서 나선비행에 빠지고, 만약에 회복하지 못하면 지상으로 

곤두박질쳐서 죽음이 기다린다는 것을 예지한 순간, 조종을 천천히 하기 시작하게 되었지요. 

비행기의 좌측주익과 우측주익에 상승기류, 하강기류가  다르게 불어오면 비행기는 선회하

게 되고, 비행기가 하강한다고 조종간을 당기면 자칫하면 실속상태(Stall)가 되지요. 연속하

여 회전하기 시작하면 나선비행에 진입하게 되니 정말 불안하였으나, 비행계기만을 신뢰하

고 비행하는 Hood Instrument Practice를 되새기면서 계기비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사

람의 반응속도는 0.1초도 되지 않는데, 비행기의 반응속도는 1초 이상으로 사람에 비하여 매

우 느리게 반응하는 특성이니, 조종입력을 시도하여도 1초 이상 기다려야 하니 초조해 하지 

말고 좀 더 느긋하게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다짐하고, 계기비행을 서서히 

하였더니, 구름 속의 격렬한 기상활동 중에서도 겨우 수평비행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 이제

는 구름이 없는 곳으로 나가야 하는데, 어디가 어딘지를 알 수 없으니 관제소의 도움을 받아

야 하게 되었다. 그래서 교육받은 대로, Corvallis 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Eugene 공항(EUG)

으로 무선교신을 시도하였다. 즉각적으로 회신이 오고, 나의 비행기에 대하여 Squark 

Number를 부여하고, 공항레이더로 나의 비행기를 수색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에 내가 어

느 비행학교 소속인지, 인적사항을 물었다. 나중에 알았는데, 나의 비행학교에 전화하여 나

와 해당 관제소(그때는 Eugene Airport Tower, 나중에는 Seattle 접근관제소) 간의 무선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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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스피커로 연결하여 비행학교의 교장, 나의 교관조종사, 동료 학생조종사 들이 모두 청취

하도록 조치를 하였었다. 다시 교신을 시도하니, 현재 레이더로 주사하고 하고 있으니 잠깐

만 기다리라고… 나에게는 긴 세월 같은데 … 또 교신을 하였더니, Eugene의 공항레이더 통

달거리보다도 더 멀리 나갔는지 자기들 레이더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Seattle의 광역레이더에

서는 확인되므로, 교신주파수를 Seattle 광역접근 관제소로 변경하라며, 여성관제사가 나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으니, 그곳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귀환하라는 메세지였습니다. 주파수를 

변경하니 여성관제사가 즉각적으로 나의 비행고도, 비행방향, 수평비행 가능여부를 질문하

고는 자기 레이더에서 확인된 자료와 비교한 후에 기상활동이 약한 곳으로 레이더유도

(Radar Vectoring) 안내를 시작하였다. 약 20분 후에 정면시야에 Corvallis 공항 활주로가 보

여서 ‘활주로가 보인다, 이제는 그냥 가겠다’고 하였더니, ‘안 된다, 자기가 유도를 중지할 때

까지 계속 지시에 따르라’고, 문자 그대로 활주로의 맨끝에 활주로 번호 17 글자가 있는 위에

서 ‘Bye Bye’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날씨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맑아졌고, 나도 

무사히 착륙하여 비행학교 건물로 들어가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마지막 경로인 

Albany(S12)-Lebanon(S30)을 다녀올 생각이었는데, 건물에 들어가자 모두들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었지요. 사실은 나도 구름 속에서는 겁났지만 죽음까지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

데, 다른 사람들은 매우 걱정을 하였나 봐요. 내가 좀 쉬었다가 마지막 2비행장을 가겠다고 

하였더니, 안가도 규정거리를 만족하니 가지 말라고, Apart에 가서 포도주나 한잔 마시고, 잘 

자라고, 푹 쉬고, 내일부터 다른 비행훈련 하라고.

교관조종사와 다른 직원이 나의 구름 속 비행에 대하여 그날 내로 FAA에 상황보고를 하여

야 한다고. 기상상황 변동, 비행항로의 임시변경 불가능성 등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보고서

를 작성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이는 학생조종사가 사고를 치면, 전적으로 교관조종사가 적절

한 교육을 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교육완성도가 미달하면 단독비행을 허락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었다. 만약에 중대사고가 있으면, 교관조종사의 교관비행면장을 

말소하는 징계를 하게 되니, 나는 살아와서 느긋해졌는데 교관조종사는 자신의 직장이 걸리

는 문제라 매우 심각하게 보고서를 작성하고 특급우편으로 송부하였다. 그 이후로 계속 비행

훈련을 하는데, 하루는 교관이 Seattle의 접근관제사가 나의 영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여 

나는 항공영어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그런데 필기시험이 아니라, 비행을 하면서 관제탑과 영

어로 교신하는 것으로 시험을 치른다고. 그래서 우리가 Portland 근교의 Hilsboro 공항으로 

비행하여 FAA 여직원이 동승하고, 내가 2회의 이륙-착륙 비행동안 관제탑과의 비행교신 영

어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 이때에 SNA에서의 많은 무신교신 경험이 주효하여 영어시험을 

잘 마쳤지요. 그래서 학과시험 91점, 영어시험 통과, 2월 23일 마지막으로 Captain Pilot의 구

두시험을 치고 최종적으로 비행시험을 기다리고 있는데, 날씨가 불순하여 비행허가가 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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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비행학교 사무실에서 헐렁헐렁하고 있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나는 일요일에 UCI의 학술회의에 참석하여야 하여, 무조건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에 비행시

험을 치고 싶었다. 그러나 Captain Pilot는 금요일에 못하면, 자기는 주말에 근무하지 않으니, 

다음주 월요일이라고 하여 나는 시험 못쳐도 일요일에는 학술대회에 가야 하니, 토요일에 나

오라고…. 마지막에 이분이, “OK, I will come on  Saturday. I will hate you, and you will be 

failed.”라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토요일에도 나오겠다고 하였는데, 다행히도 약 1시간 정도 

구름이 걷히는 시간이 있어서, 무사히 비행실기시험을 마치고 임시면장을 받고 비행훈련을 

계획대로 겨울방학 내에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 8월 2일; Multi-engine Add-on Private Pilot Practice / Avia 
Aviation / Corvallis Airport

면장을 취득하고 1년 후, 1997년 2월 14일부터 2월 20일까지 겨울방학 기간 동안 속성으로 

다발엔진 첨가 자가용 조종면장을 취득하고자 비행훈련을 재개하였는데, 이 비행기는 Piper 

Seneca PA-34-200 N47GM으로서 6인승 쌍발엔진인데, 착륙바퀴도 접혀들어 가고 조종도 동

력으로 하고 많은 것이 더욱 자동화되어 있었다. 그래서 조종력도 많이 필요하고, 비행기도 

묵직하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선회비행이나 회전비행 등도 서서히 이루어지

며, 급강하-상승비행에서도 상당히 하강한 후에 상승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상당히 사전

에 준비하고 조종을 하여야 원하는 대로 비행한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중량이 더 무겁

고 조종응답반응이 좀 더 느리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쌍발엔진에서 1개의 엔진이 꺼졌을 때

의 비상조치에 해당되는 관련 비행훈련이 주된 것이었다. 정상비행에서의 요구 비행시현뿐

만 아니라, 실제로 1개 엔진을 idling 상태에서 Feathering, MCA, Stall 등을 시현비행하여 보

여야 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모든 훈련비행을 마치고 다음날 비행실기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데, 정비사가 이 비행기의 주익에 금이 가기 시작하여 비행할 수 없다고 (소위 Grounding이

라고, 요즘 Boeing의 737NG 주익의 Pickle Fork에서 발견되어 Grounding 되어 정밀검사를 

받고 수리를 받고 있는 것처럼). 이때도 UCI에 학술회의가 계획되어 있어, John Wayne 

Airport(SNA)에서 다른 시험조종사에게서 비행실기시험을 보는 것도 고려하여 보았다. 그런

데, 보유기종 Piper Seminole PA-44-180인데 절차도 상이하고 중량도 훨씬 가벼운데다, 시험

조종사도 2주일 후에나 시험일정이 가능하다고 하여 면장취득 비행실기시험을 포기하였다. 

다시 준비하여 Avia Aviation 의 Seneca PA-34-200 N47GM이 수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재차 여름방학 중에 도미하여 동일한 비행훈련을 수료하고, 비행실기시험을 통과하여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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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발엔진, 육상) 자가용 조종면장을 

취득하였다. 그 사이에도, DA-20 훈련

기, R-22헬리콥터, MD500 헬리콥터, 호

주의 Sunshine Coast의 Maroochydore 

Airport(YBMC)에서 Tomahawk PA-38, 

1999년 1월 에는 관숙비행을 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비행이 없었다. 

언젠가는 재개할지?

마무리하면서

항공기(다발엔진, 육상) 자가용 조종면장을 취득하고 가능한 한 비행을 계속하여 비행상

태를 유지하고 싶었으나, 국내의 여건으로는 비행이 쉽지 않았지요. 그런데, 가장 저렴하게 

계기비행을 훈련할 수 있는 곳이 미국공군과 한국공군이 공동 운영하는 오산비행장 내의 

Aero Club인데, 이곳의 Club Manager도 잘 알고, 소개도 받아서 오산비행장으로 출입증만 

발급 받으면, 아주 안성맞춤인데…. 이곳도 9.11 사태 이후에 보안등급이 매우 상향되어 미국

으로 여행하여 비행을 계속하거나, 혹은 국내 지방비행장의 비행교육원에 특별부탁을 하여

야 하여 1999년 이후에는 비행을 멈추었지요. 언젠가는 재개하여 계기비행 면장까지 취득하

고 훈련을 충실하게 하여, 꿈은 6인승 비행기 중고를 구입하든지 임차하여 친구 세 집이 일

본 정도를 직접 비행하여 여행을 다녀오는 것인데… 가능할지 ….

이 비행훈련을 하면서 비행조종면장을 취득한 것보다도 나에게 더 의미있는 것은 지금까

지 나의 인생에 정신통일을 한 경우가 3번 있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서울대학교 입학시

험 준비하는 1년 동안, 1984년에 처음으로 수영을 배울 때 4개월 동안, 마지막으로 이 비행훈

련할 때였다. 정말 정신통일의 상쾌함을 느끼는 것이 보람이었다고나 할까요? 

정년 이후에도 또 다른 계기로 다시 한번 더 정신통일의 상쾌함의 희열을 느낄 다른 기회

가 찾아올런지요?

<그림 6> 항공기(다발엔진, 육상) 자가용 조종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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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했던 라트비아의 한 여름

인문대학 언어학과 명예교수  이정민

8월 초 여행 성수기라서 Finn Air도 비싸 다소 할인해 주는 Air France로 파리에 도착해 지

역 비행기로 갈아타고 역방향으로 여정에 먼저 잡힌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에 밤에 도착했

다. 이틀 밤 동안 예약한 호텔을 찾는데, 여름밤의 설악산 대청봉처럼 너무 추워 부부와 딸 

세 식구가 짐에서 옷들을 꺼내 덧입었다. 호텔 주인이 찾아와 열어 주어 들어가서 자고, 이튿

날 구시가로 들어서니, 모두가 아기자기하고 예쁘다. 12세기부터 300년 동안 독일 북부에서 

시작해 북유럽과 발트해 연안 해상무역을 지배한 한자동맹의 일환으로 14세기부터 영업한다

는 상점에서 초코, 럼, 시나몬, 칠리를 입혀 볶은 아주 고소한 아몬드에 반해 다 같이 사먹고 

중세 망토를 입은 일하는 여인들과 사진도 

찍었다(그림 1).

장터와 시청 거리, 또 핀란드를 마주한 해

안도 찾아가 시원한 바다 경치를 즐겼다. 이

튿날도 구시가로 나가 제일 오래됐다는 분위

기 좋은 커피가게에도 들어가 커피맛을 보았

다. 주변에 외국 공관들이 있다. 에스토니아

말은 원래 핀란드말, 헝가리말 계통과 같아 

유럽어가 아니나 어순이 유럽어처럼 다소 달

라진 모국어 사용자가 200만 정도이고 러시

아계 인구도 3분의 1 정도나 있다. 다음 날에

는 예정대로 버스로 숲길을 따라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로 내려갔다.

개교 100주년을 맞이한 육중한 러시아식 

건물의 라트비아대학에서 열리는 31회 유럽 

논리학, 언어, 정보(컴퓨터) 여름학교(31st 

ESSLLI)에 등록해 강좌도 듣고, 학자들의 워

크숍에도 참여하도록 일정이 짜였다. 유럽의 

Association for Logic, Language and 

<그림 1> 14세기 Hansa 가게

<그림 2> 라트비아대학(개교 10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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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FoLLI) 학회 주최로 매년 열리는 인기 있는 모임에 전세계에서 대학원생과 교

수들이 모여든다.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명강사들의 강좌를 꼬박 앉아서 듣고, 주말에는 학

회에 신청해놓은 대로 가족들과 유적지 단체 관광에 나섰다. 토요일에는 남부 Rundale 궁전

을 찾아가 구경했다. 18세기에 여유 있게 지은 공작의 궁전 건물에 다양한 가구와 유물이 전

시돼 있고, Anna가 비런공에게 보낸 연애편지도 전시되어 있다.

일요일에는 버스로 한 시간 남짓 달려 북부의 중세 성들이 아름다운 동네로 갔다.

아래 사진(그림 3)의 Turaida 성은 1214년에 처음 짓고 이민족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높아

진 굴뚝 모양의 성이 됐다. 그 성을 좁은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밖을 내다보고 꼭대기에 이르

러 내다보니, 참으로 환성을 지를 만큼 숲과 강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진다 

(그림 4).

그 성 속에 살았다는 실화 반 전설 반의 여인 로즈(그림 5)는 1600년대 초 독일인 빅토르

와 사랑에 빠지고, 근처에 둘이서 밀회했다는 깊은 동굴이 있다. 그 뒤 로즈가 폴란드장교의 

청혼을 거절하자 강간하려 하니 빅토르에게서 선물로 받은 스카프를 보이며 이것을 두르면 

적에게 어떠한 공격을 받아도 안 죽는다며 두르고 있을 테니 시험으로 쳐보라 했다. 이를 믿

고 칼로 치니까 즉사하자 로즈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자괴감에 자살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셰익스피어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슬픈 얘기다.

봄에 응모해 수락된 ‘사회적 의미’ 워크숍은 2주 순서에 매일 11시 시간대에 발표하도록 되

어 있고, 같은 수요일에 Robin Cooper라는 이론 선도적인 학자도 들어 있어 회의 중 여러 기

회에 이론적 논의도 많이 나누었고 귀국 뒤에도 이메일로 긴밀히 의견을 나누고 있다. 본인

은 한국어와 그 밖에 사실성 전제를 나타내지 않는 ‘알다’ 동사를 가진 귀한 언어들(터키어, 

<그림 3> Turaida 성 <그림 4> Turaida 성 꼭대기에서 

내려다본 경치

<그림 5> 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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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구르어, 몽골어, 만주어, 헝가리어)에서 예컨대 어른이 미나에 대해 너무 놀기만 한다는 선

입견을 갖고 있는 경우 아랫사람이 미나가 입시에 붙은 사실을 알면서도 ‘붙은 것을 알고 있

습니다’나 ‘붙었습니다’ 대신 ‘미나가 이번에 입시에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누그러

뜨려 말해 공손성을 나타내게 되는 요인을 설명하고 이들 언어에 공통됨을 통계적으로 보 

였다.

라트비아어와 남쪽에 연한 리투아니아(우리 집 모녀만 하루 방문)의 언어는 에스토니아어

와는 계통이 전혀 달라 슬라브어족에 속하는 언어이나 러시아 등 동구, 구소련 지역 언어와 

달리 슬로베니아어 등과 같이 키릴문자를 버리고 편하게 로마자를 쓰고 있다. 라트비아는 12

세기 십자군 때부터 리가에 들어선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한편 러시아-소련의 치하에 

머물면서 1918년 독립을 선언했고, 1991년 소련의 치하에서 벗어나려는 독립운동을 맹렬히 

벌이면서 합창의 인간 띠를 형성해 고르바초프 때 인정받고 그 역사를 국립박물관, 전쟁박물

관에 진열해 기념하면서 자유의 귀중함을 대학 옆의 높은 Freedom Monument로 나타내고 

있다. 라트비아어를 공용어로 쓰고 인구 200만이 넘지 않으나, 러시아계 포함 러시아어에 능

통한 자 수가 엄청나다.

전국이 평지 숲으로 보이고, 예술을 사랑해 음악, 미술 행사가 많이 열리며, 리가에서 떨어

진 숲 속의 어린이 타잔 공원이 있는 발트 해변 마을 작은 공연장에도 조성진의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8월말 협연 포스터가 붙어 있어 놀라웠다. 마지막 토요일 바다에 들어가 다

리를 담그고 2주간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강행군의 스트레스를 풀고 놀 수 있었다. 

리가가 항구 공업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나 농업과 낙농이 발달한 듯, 음식이 맛있고 전통 있

는 상표의 아이스크림이 있다. 멋있는 국립도서관 앞에는 국민 시인의 큰 동상을 세워 기리

고 있다. 우리와 차이 나는 것은 1907년에 노벨화학상을 탄 학자가 있다는 점이다. 에스토니

아의 독일어 사용 대학에 유학해 독일 교수들의 지도를 받고 독일 대학에 교수로 취직해 물

리화학 분야를 개척하고 5~6명의 후배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우리와 차이 나는 것 또 

한 가지는 자발적인 질서 의식이다. 국민소득이 만 8천여 불로 우리보다 많이 낮고 물가도 

싸지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들어서려 하면 모든 종류의 차량이 멈춰 서는 것이 

한없이 부러웠다.

리가에 머문 2주간 내내 15도 정도의 선선한 날씨에 모기도 없었고, 도심지에서 약간 벗어

난 지역에 빌린 아파트도 쾌적해 전차 타고 학교 가는 데도 불편이 없었다. 가족들은 수 없이 

많은 각종 박물관에 다니며 구경할 수 있었으므로 필자가 주중에 매일 학교에 가 매달려도 

불평할 여지가 없었다. 참으로 시원한 여름에 보고 즐기고 배운 게 많은 훌륭한 여행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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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소설

라 팔로마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명예교수  우한용

1.

소설가로 등단했다고 해서 나라에서 먹여살려 주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따금 잔치집 

봉송처럼 먹을 것을 던져 주기도 했다. 왈 해외 레지던스라는 것이 그 가운데 하나. 문학을 

위시한 예술 영역 몇을 선택해서 대개 3개월을 기한으로, 해당 국가에 가서 견문을 넓히고 작

품을 구상하기도 하라고 파견하는 제도가 있었던 터였다.

현장원이 대한문학인회 회원으로 등록을 하자마자 날아온 첫 공문이 해외레지던스 파견 

신청이라는 것이었다. 이전 식으로 말한다면, 전쟁 통에 전서구(傳書鳩)가 전해주는 것 같은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 대상국가들 가운데 쿠바가 끼어 있었다. 이제는 거의 낡은 소문 같은 

이야기가 되었지만, 체 게바라와 피델 카스트로를 떠올리게 하는 게 쿠바였다.

문학과 연관된 사항이 있다면, 헤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를 쓴 배경 지역이 쿠바라는 것. 

헤밍웨이의 행적을 찾아보고 문학의 의욕을 불러일으켜 보고 싶은 것도 쿠바에 마음 켕기는 

요인이었다. 그림자처럼 어릿거리는 유혹은 또 있었다. 아버지….

현장원의 부친 현명한 또한 쿠바에 대한 유다른 애착을 지니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

자 ‘라 팔로마’를 흥얼거렸다.

배를 타고 하바나를 떠날 때

나의 마음 슬퍼 눈물이 흘렀네

쿠바에서 무얼 하던 사람인가, 왜 어디로 떠나나, 나의 마음은 왜 슬픈가, 그 슬픔을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 그런 의문들이 순서도 없이 떠올랐다가 사그라졌다. 아버지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잊혀지지 않는 산이었다.

어쩌면 현명한은 부인 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부인과 사별

하고서는, 이따금 중국인 여자 사진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기도 했다. 쿠바에 대한 애착이 그

의 생애를 좀먹어 들어갈 만큼 안쓰러운 집착으로 변했다. 쿠바를 비롯한 서인도제도의 섬들

이 현명한의 ‘꿈꾸는 나라’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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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의 ‘꿈꾸는 나라’를 향한 강렬한 열망 때문에 그의 아들 현장원의 생애 또한 일그러

져 돌아갔다. 집안일들은 거의 내동댕이치고 살았다. 그나마 제도가 보장하는 만년 시간강사 

자리가 한 집안을 살렸다.

2.

아내 여행비를 어떻게 마련하나, 머리를 짜고 있는데 벨이 울렸다. 충그리고 있다가 문을 

열고 나가 보았다. 잘 포장된 액자 하나가 배달되어 와 있었다. ‘샤이닝 문’의 문정선 마담이 

보내온 것이었다. 이 여자가 왜 이러나? 아연할 일이었다.

포장을 풀었다. 흐드러지게 핀 홍매를 그린 화폭은 아직 물감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문정

선 마담이 부탁해서 남중(藍中)이란 화가가 그렸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제사(題詞)로 적

어 놓은 구절은 마뜩지 않은 느낌으로 다가왔다. 매화는 혹독한 추위를 겪고서야 맑은 향을 

뿜어내고, 사람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절조가 드러난다는 구절이었다. 매경한고발청향(梅經

寒苦發淸香) 인봉간난현기절(人逢艱難顯其節) 사군자를 하는 이들이 흔히 쓰는 구절이었다. 

어렵사리 문학 공부해서 등단한 현장원을 축하하는 선물이었다. 뜻은 고마우나 뭔가 비아냥

거리는 소리로 들려 유쾌하지 않았다. 너도 고생  꽤나 해봐야…. 그런.

소설가 현장원은 새로 박은 명함을 들고, 자기 이름을 정히 음미를 하는 중이었다. 인생에 

장원 한번 해보라고 부친 현명한이 지은 이름이라고 했다. 그게 玄壯元(현장원)이다. 그런데 

자꾸만 ‘환장한’으로 읽히는 통에 눈앞에 노란 안개가 끼곤 했다. 나이 사십에, 식자들 말로 

불혹에 신인 소설가 명함을 들고 다니기는 쑥스럽고 괴란쩍었다.

현장원의 부친 현명한은 관산대학교에서 윤리학을 강의하는 만년강사였다. 대학의 지위와

는 상관없이 물질로부터의 해방을 신조로 살아온, 실천윤리의 실천가였다. 강사에게도 정년

이 있어서, 정년을 하자마자 쿠바 여행을 하겠다고 나섰다. 너희들은 너희들 일이나 걱정하

라면서, 여행비를 챙겨가지고 손녀 현미리를 데리고 여행을 떠났다. 한 달 여행기간이 끝나자 

아이만 인편에 부탁해서 한국으로 돌려보내고, 본인은 안 돌아왔다.

사랑하는 친구 어디를 갔느냐

바다 건너 저편 멀고먼 나라로

현미리는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열병을 앓기 시작했다. 병원에서는 풍토병이라고 했다. 열

이 40도를 오르내렸다. 현장원은 딸 현미리에게,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더냐고 물어봤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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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중국 할머니 보러 간다, 그 한마디였다는 것이었다. 현미리는 고열에 시달리다가, 결국  

‘바다 건너 저편 멀고먼 나라’로 가버렸다. ‘사랑하는 친구 어디를 갔느냐’고 물을 친구를 사

귀기도 전이었다. 어린 영혼을 위한 진혼곡은 차마 글로 쓸 수 없었다. 그것은 소설가가 다룰 

소재가 아니었다. 현장원은, 환장하겠네를 내지르다가, ‘샤이닝 문’에 드나들며 통음하는 날

이 이어졌다. 마담 문정선은 현장원을 품에 안고 어르면서, 사람 살다 보면…. 하면서 세상에 

대해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라는 말로 위로했다.

- 까짓거, 목숨 살면 되는 거라구. 예술은 그 다음이지 않을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소원

대로 소설은 꼭 쓰라고, 작가로 성공하라고 거듭 반복해서 말했다. 그래, 좋아…. 현장원은 그

날 비로소 문정선의 질구에다가 시원하게 사정을 했다.

3.

현장원의 대학 친구 진성금이 전화를 해왔다. 현장원이 골드미쓰 스커트자락 바람 이야기

를 만들어내는 데 골몰하느라 진땀을 흘리는 동안, 진성금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들

고 다니면서 시가, 문학이 역사보다 보편적 진리를 담아낼 수 있는 이유에 논리를 세우느라

고 머리를 썩이고 자기주장을 관철하느라고 목청을 높이곤 했다. 그는 이른바 문학의 이론이

라는 걸 공부했다. 현명한은 아리스토텔레스를 그리스어로 읽었다. 창작? 모방이겠지… 현명

한은 히죽거렸다. 현장원은 이를 사려물었다.

역시 아리스토텔레스는 대단했다. 그 공부는 돈이 되는 사업이었다. 진성금은 삼십에 교수

가 되었고, 현장원은 겨우 사십에 어느 어수룩한, 아니 삐딱한 잡지 『물매문학』으로 등단이라

는 걸 했다. 정치현실의 난맥상을 소재로 한 소설이었다. 제목이 <그님의 미망>이었다. 미망

이라면 박완서가 쓴 소설 동음이의어 ‘미망(未忘)’이 있지만, 그것은 잊을 수 없음, 잊지 못함

이란 뜻이었다. 현장원이 쓴 것은 어리석음을 풍자하는 미망(迷妄)이었다. 미혹되고 망녕될 

지경의 어리석음을 뜻하는 게 현장원이 쓴 미망이란 작품이었다. 현명한은 인간의 우매함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그것은 일종의 미망론(迷妄論)이었다. 현명함으로 윤리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 미망은 자신의 미망을 증명하는 우행이기도 했다.

매스컴에서 현장원의 소설을 새로운 ‘정치소설’이라고 몇 군데서 다루어 주었다. 한국인의 

정치적 무의식을 파헤쳤다는 평이었다. 현장원은 소설과 정치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다. 소설

은 다락방에서 배깔고 엎드려 읽어도 되지만, 정치는 광장으로 나서서 대중을 향해 외치고, 

무리를 짓고, 자신의 의사가 공공적인 통로를 통해 관철되는 데 스스로 만족해서, 몸 사리지 

않고 치달리는 실천이 요구되는 일이었다.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남들이 이야기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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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 자신의 작품이 작가와 독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그 소

통 내용의 진실성은 보장될 가능성이 적었다.

그렇다면 혼자 먹고살기 위해 반지하방에서 쓴 소설이 시대적인 과제를 다룬 셈이 아닌가. 

자신의 창작행위가 사회성을 띤다든지 정치성을 드러낸다는 게 신통할 지경이었다. 진성금

의 전화는, 현장원이 본격소설과 사회소설의 갈림길에서 왔다갔다를 하고 있을 때, 걸려왔다.

- 현장원 씨, 내가 문학사회학회 학회장을 맡게 되었는데, 장원 작가가 와서 발표를 하나 

해 주어야 쓰겠소. 뜬금없는 제안이었다. 그 나이에 학회장을 맡았다는 것도 그렇고, 발표니 

뭐니 하는 제안도 ‘키 쓰고 벼락 막는다’는 이야기처럼 들렸다.

- 그런 건 교수양반들이나 할 일이지, 소설가 주제에? 현장원은 소설가를 교수 아래 처박아 

넣고 있었다. 스스로 생각해도 당당하지 못한 발언이었다. 현장원의 어투를 냉큼 읽었는지 

진성금은 잠시 말을 끊고 있었다. 현장원이 들이댔다.

- 소설가한테 강연 나오라고 하는 건 소설 쓰지 말라는 작폐라구, 진성금은 그럴지도 모른

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설가가 소설 쓰고 학자가 연구하고 해야지, 소설가가 정치가 바짓가

랭이 붙들고 늘어진다든지, 학자가 기업인 눈치보면서 손벌리는 풍토는, 그야말로 폐단이었

다. 진성금은 현장원의 샅바를 슬그머니 당겨봤다.

- 발표비가 백만원인데,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할 겸해서 오셔. 차표 사 보낼 테니, 방도 잡을

까? 진성금은 목을 맨다는 어투였다. 발표비를 준다는 데 현장원은 꼿꼿했던 뱃살이 환장하

게스리 스르르 풀렸다. 현명한 또한 푼돈이라도 되는 일거리는 놓치지 않고 찾아 나섰다. 잡

문과 강연…. 말로는 재능기부라지만, 식구들을 위한 희생 한가지였다.

- 소설가더러 학회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라는 건지 들어나 봅시다. 소설가가 학자들 앞

에서 할 얘기가 별로 있을 거 같지는 않지만. 현장원은 진성금의 진지한 태도에 감복되었다

는 듯이 진지하게 나왔다.

- 내가 큐를 줄 테니 나머지는 소설가의 감각으로 보충하셔. 그렇게 말하고는 교수다운 어

투로 설명을 늘어놓았다.

- 그런 거 들어봤소? ‘공공성’이라고… 현장원은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현장원이 조용하

자 진성금이 설명을 이어갔다. 공공성, 영어로 퍼블릭스 또는 퍼블릭니스라고 하는 건데, 인

간의 사회적 관여성, 사회적 합의와 연관된 제반 영역을 뜻한달까. 그런데 사회적인 것과 다

른 점은 사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친밀성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관계를 포함한다는 점일 거라. 

현장원은 공공시설, 공공기관…, 그렇게 열거를 하다가는 공중변소나 공중도덕이라는 데의 

공중은, 공공성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생각했다.

- 공공성 측면에서 반사회적인 경우 통제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아무튼 문학의 유파 가운

데 형성되는 일종의 정신적 지향, 태도, 성향 등, 사회적 연관을 지니는 속성이 문학의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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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터인데, 그 공공성을 바탕으로 사람들은 문학을 수용한다는 뜻이야.

- 내 얘기 들어봐, 문학을 교육에 이끌어 들일 때 교육과정을 만든다든지, 교과서를 개발한

다든지, 평가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 그게 공공성의 문제라는 거겠지?

- 오, 이해력 한번 빵빵하시네. 어느 일본학자가 정리한 걸 따르면 공공성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개방성을 지니며, 모든 사람에게 관계되는 보편성을 지니는 

그러한 문제를 말하는 거라.

현장원은 진성금의 이야기가 얼마나 길어질 것인가를 짐작해 보면서, 카프와 민족주의문

학 같은 걸 생각하고 있었다. 순수문학, 사회주의문학, 맑시스트, 로맨티스트 … 이어서 이미

지스트, 상징주의 그런 단어들이 떠올랐다. 그런 단어들은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그런 교파

를 의식공간에 떠오르게 했다. 문학은 신앙이 아니다. 문학은 종교적 결속력보다는 느슨한 

결속력으로 관계가 형성된다…. 공공성의 측면에서 종교가 문학보다 더 굳은 결속력을 지닌 

것 같았다.

- 듣고 있어? 진성금은 말을 쏟아내고 있었다. 사회적 공공성이니 민주적 공공성, 말하자면 

어떤 일이든지 중요한 일은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모임, 즉 대사회적 역할, 또는 기능을 

하게 마련인데, 적절한 소속감을 불러일으키면서 공공의 집단을 만든다는 거야. 이 개념은 

사회적이라는 용어와 맞물려 있는데, 사회적이되 구성원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이 

사회학 용어와 차이라면 차이겠지. 요컨대 공공성의 윤리차원을 짙게 고려하지만, 사회성은 

법률차원의 규제력이 더 크다는 거야. ‘다산학’이 대세를 이루지만, 다산초당 안 가봤다고 벌

금내? 다산학은 공공성을 띠지만 다산초당은 아닌 거라. 진성금이 말을 잠시 멈췄다.

- 내가 문학사회학회 발표 안 가도 페날티는 없는 거겠네. 진성금은 대답은 않고 설명을 이

어갔다. 독일 사회학자 퇴니스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공공성은 공동사회성 독일어로 게마인

샤프트리히카이트에 가까운 게 되겠지. 그렇지? 인간 행동 가운데는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

든지 아니면 저해한다든지, 그런 기능이 있단 말인데, 공공성을 위한 조직, 공공의 기구, 공공

성의 기능과 역기능 그런 걸 일괄해서 공공성 영역의 핵심어라 할 수 있는데, 문학도 그런 기

능이 있다고 보는 게 우리 입장인거라. 예컨대…. 예가 얼른 생각이 안 나는지 진성금은 잠시 

말을 끊고 멈칫거리다가, 다시 말을 이어갔다.

그렇게 꿰고 있으면서, 자기가 나서서 발표하지 소설가를 불러서 뭔 이야기를 듣겠다는 건

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당신이 발표하면 되겠다고 받아치려는 차에, 진성금이 물었다.

- 그 정도면 해볼 만하지 않겠어? 현장원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현학적 요설이었다. 현장

원이 침묵하고 있자 진성금이 화법을 달리했다. 

- 이런 예 어떨지 모르지만, 개인의 성생활은 사적인 것이고 내밀성을 지닌 사적영역의 행

위지. 그런데 그게, 요새 한국에서처럼 인구 감소와 연관될 때는, 인구과잉 문제를 야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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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공성을 띤단 말이지. 국가 차원에서 산아 증진 정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성문제가 공

공성을 띠게 되는 것이지. 현명한은 아들, 현장원을 두고 어딘지 모자란다는 듯한 불만을 표

시했다. 소설이 창작이라고? 그거 모방이야. 문득 부친의 얼굴이 눈앞을 스쳤다.

- 그건 공공성이라기보다는 사회성 아닌가?

- 흥미를 느끼기는 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소설에서 다루는 성문제도 공공성을 띨 수 있는

데, 이광수의 <무정>은 남녀의 연애가 결국 결혼제도의 문제를 이끌고 오는 거고, 그런 점에

서 ‘성’을 공공적 차원에서 다룬 선례가 된다고 볼 수 있지 않겠나. 현장원은 자기 소설이 얼

마나 공공성을 띨 것인가 하는 생각을 곱씹고 있었다. 그리고 <무정>의 경우 공공성은 결혼

보다는 사제관계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실한 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당대의 이념 

가운데 ‘교육’이 개화나 독립만큼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 잘 알겠는데, 아무튼 나에게는 생소한 일이라서, 생각할 여유를 좀 주소.

- 여가의 공공성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시오. 문학은 여가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말이요. 

소설 읽으면서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생활을 규제하는 일

종의 규칙이 된다면 문학이 공공성을 획득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밀고나가서…. 

소설과 여가는 물론이고 소설과 교육, 소설과 나라의 문화수준, 나아가 소설과 혁명 그렇게 

주제를 넓혀서… 콩크리트 비비듯 비벼서 뚝딱, 하셔…. 소설가가 뭔 글은 못 쓰겠어요? 쾌활

하고 자신감 넘치는 어투가 교수답다는 생각을 했다. 진성금 교수는 월급이 얼마나 될까, 그

런 엉뚱한 생각도 들었다. 부친 현명한은  늘 자기 학문에 자신이 없어 했다. 때로는 강강한 

심지를 보이기도 했지만. 부친에게 실천은 관념의 그물망에 들어 있는 종자일 뿐인지도 몰 

랐다.

4.

- 알았소. 그렇게 발표 응낙을 하고 사흘이 지났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대강의 개념

은 잡히지만, 그걸 스스로 소화해서 발표를 하기 까지는 읽고 검토해야 할 일들이 수없이 많

았다. 주체의 분화라는 말을 생각했다. 부친 현명한은 비유를 즐겨 썼다. 언제던가 <예수의 

비유>라는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본 적도 있었다. 현명한의 비유 가운데 비둘기가 유난히 자

주 등장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다든지, 평화의 상징 비둘기, 그러다가 폴 발레리의 <해

변의 묘지>까지 등장하는 것이었다. 비둘기들이 조롱조롱 걷는 지붕이…. 보이는 그런 해

변…. 사실 현명한은 발레리보다는 쿠바를 꿈꾸고 있었다. 그리고 그 꿈은 금방 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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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와 같은 비둘기 오는 편에

전하여 주게 그리운 나의 마음

비둘기와 천사, 천사를 닮은 비둘기… 천사는 몸통이 없었다. 어린이 머리에 날개가 달려 

허공을 날았다. 나의 마음을 너에게 전하고 싶은 것인가, 나를 그리워하는 너의 마음을 비둘

기 편에 전해달라는 것인가, 주체와 대상의 혼란이 그 가사 가운데 있었다. 하기사 사랑이야 

주고받는 것, 오가는 것, 주체와 대상의 상호 역전이 일어나는 것…. 그런 것이겠지만…. 누가 

누구에게 소식을 전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인가가 명석하지 않았다. 현명한은 논리적 명석성

과 실천의 비논리성을 이야기하곤 했다. 현명한이 잊지 못한 중국인 여자 ‘치니타’가 거기 살

고 있던 것일까? 

진성금에게서 메일이 왔다.

2019년 10월 26일(토) 오후 1시, 달구벌대학교 인문사회관 국제컨퍼런스홀 

가상 제목: 문학의 공공성 구현, 그 가능성과 한계. 

이런 환장할! 현장원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내뱉었다. 마침 그 날이 결혼 십 주년

이 되는 날이었다. 부친은 마음부터 떠돌아서 정처가 없었다. 그러다가 종적을 감추었다. 아

이를 잃고 환심해서 떠돌던 아내는 두 사람 목숨 사는 게 자기 몫이라는 듯이 일에 매달렸다. 

인간적 즐거움을 포기한 자의 애착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쓰렸다.

 결혼 10주년이 되는 해, 아내와 해외를 가자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궁리를 하다하다, 

해외 같지 않은 해외를 택했다. 왈 대마도 정벌! 거기도 해외는 해외라고 박박 우기면서 ‘대마

도정벌’을 하기로 하고, 병장기를 준비했다. 여행비를 못 구해 절절매고 있는 판인데 아내가 

터억하니 예매를 했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친구 돈을 빌려서 예매를 했으니, 비행기삯은 당

신이 준비하셔! 환장할….

- 아무래도 안 되겠소. 현장원이 전화를 받고 진성금은 왜 그러냐고 재쳐물었다.

- 아내와 해외에 나갈 일이 있어서.

- 촌스럽게 해외는, 어떤 일인지 사모님더러 다녀오라 하고 그대는 학회에 오소. 그러면서 

지금 해외 해내가 어디 있느냐면서, 대마도여행 그딴 거야 마누라한테 계꾼들하고 다녀오게 

하라면서, 희한하게 둘러쳤다. 그럼직한 이야기였다. 학회에 가서 발표를 하는 건 공공의 이

익을 위하는 일이고, 마누라랑 나들이하는 것은 사적인 일로 치부되는 판이었다. 한 개인이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으로 갈라지는 꼴이었다. 현장원은 결혼 십년, 국가에서 축하를 해 주어

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알심있는 비판을 하면서 지내는 중이었다. 멸사봉공, 그런 구호가 떠

올랐다.

- 요새 마누라가 알바해서 먹고사는 판인데…. 현장원의 말에 진성금은 혀를 차다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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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 갑니다, 하고는 전화가 끊겼다. 발표비 선불할 수 없는가 물을 기회는 없었다. 환장

할…. 현장원에게는 ‘비둘기 편’이 없었다. 자기 모습이 치사하게 비칠 게 마음이 쓰였다. 치사

한 놈, 저 생각해서 발표를 부탁한 건데, 마누라와 약속한 거 지킨다는 핑계로 성의를 뿌리친

다? 비둘기 똥 같은 놈이라니….

5.

대구에서 서울로, 진성금이 현장원을 찾아왔다.

- 자네 만나려고 일부러 찾아왔네, 서초동 ‘샤이닝 문’이라는 와인바로 나오소. 현장원의 눈

앞에 아내 민유자의 날카로운 콧날과 매서운 눈매가 오락가락했다. 그 뒤에 문정선의 얼굴이 

홀로그램처럼 흔들리면서 떠올랐다. 두 얼굴 사이에서 현장원은 외롭다는 생각을 했다.

버닝썬 이야기로 장안이 들끓을 무렵이었다. 현장원은 아내 앞에서 체험의 한계가 소설의 

한계라면서, 환장할 불평을 늘어놓고 말았다. 그게 한탄을 내뱉는 데 이르는 모양새가 되었

다. 비평가 만나서 술 한 잔 한 날이었다. 비평가는 작가의 체험에 대해 이야기를 현장원의 

귓속에 틀어넣었다. 소설은 경험의 문학이라는 것이었다. 경험이 결여된 허구가 얼마나 천박

한지, 어떻게 비루한지를 그야말로 역설해 마지않았다. 현장원은 소설가로서 자신의 체험 영

역을 더듬어 보았다. 골목식당의 상상력이었다. 아니면 책상물림의 헛된 꿈이었다. 리얼리티

가 결여되어 있는 앙상한 꿈이었다. 빈속을 채우기라도 하듯 맥주잔을 비웠다. 어디선가 사

랑의 노래가 들리는 듯했다.

- 버닝썬에 가서 술마셔본 적 없는 주제에 무슨 정치소설을 쓴다고…. 나 웃기지? 그러나 

나는 스캔들 안 만드는 순정파야, 당신만을 사랑하는. 아내 민유자의 눈길이 피끗했다. 현장

원은 아내의 눈길을 피하느라고, 아내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아내 민유자는 현장원을 밀어

제치고는 휴지통에서 휴지를 뽑아 코를 풀었다.

- 야아, 문인들 모이는 거 보니까 우리집이 쌀롱 되겠네. 문정선이 현장원에게 비주인사를 

청하며 환하게 웃었다. 문정선은 자기 나름의 쌀롱 같은 것을 계획하는 모양이었다. 현장원

은 문정선의 팡팡한 엉덩이에 눈이 자주 갔다. 현장원의 아내는, 살로가는 거 별로 먹는 게 

없어도, 엉덩이만큼은 디뚱거리며 다닐 지경으로 풍만했다. 엉덩이의 크기와 이재능력의 함

수관계를, 현장원은 속으로 계산을 하곤 했다. 그건 풀리지 않는 방정식이었다.

- 요새 문인들 와인 마실 여가가 있나? 들고 있던 와인리스트를 탁자에 펼치느라고 상체를 

숙이는 문정선의 블라우스 네크라인 안에 젖가슴이 둥두렷이 떠올랐다. 유방의 사회적 공공

성, 엄마 젖을 빨고 있는 어린애의 눈빛이 어미의 눈빛과 마주치면서 세상은 온통 꿀물에 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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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었다. 현장원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 의식적으로, 의식과 무의식이 늘 넘나드는 

것이지만, 공공성 문제를 자기 것으로 끌어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용자와 객관적 대

상의 관계 속에서 공공성은 존재한다. 현장원은 자기 생각을 그렇게 정리했다.

- 문학 한다는 게 가난하게 살겠다는 각오 한가지야. 현장원은 문정선에게서 눈길을 돌리

며, 열적게 말했다. 그것은 부친 현명한의 좌우명 같은 것이기도 했다. 현명한은 의식이 치열

하지 못한 아들 현장원을 준절하게 꾸짖으려면 김수영을 비틀어 인용하곤 했다.

아들아 이제 너는 바로 보아야 한다.

사물과 사물의 생리와/ 사물의 수량과 한도와 / 사물의 우매와 사물의 명석성을

그 다음에야 죽음 따위가 뭐란 말이냐

- 문학인의 가난? 진성금이 눈을 크게 뜨고 현장원을 쳐다보았다. 문학하는 이가 가난하다

는 건 고정관념인지도 몰랐다. 문학으로 돈 벌어 잘 사는 이들이 없는 바 아니었다. 평창동에

는 개인 문학관을 가지고 사는 문인 선배들이 몇 있었다. 자신이 예외적 인간이 되지 말라고 

스스로 울타리를 치는 어리석은 인간이 있는 법이다. 현장원은 돈이 친구를 만든다는 생각을 

이따금 하곤 했다. 친구의 공공성…. 그건 웃기는 발상이고, 공자는 생활난에 시달렸다. 현장

원은 생각에 잠겼다. 문정선 마담이 다가와 현장원의 등 뒤에서 어깨 근육을 풀어 주었다.

- 문여사는 여전히 시 잘 써지나? 진성금이 물었다. 둘이를 떼어놓을 작정 같았다.

- 시가 잘 안 되어서, 소설이나 써야 하겠어요. <서초동 사람들>이란 제목의 연작소설을 하

나 구상하고 있는 중인데…. 웃기는 사람들…. 이지요.

- 하긴 여기 사람들 이야기, 웃기든 울리든 뭐가 될 것 같군. 밖에서 데모대들이 외치는 소

리가 실내까지 들려왔다. 조국수호, 검찰개혁, 조국수호, 검찰개혁 … 현장원은 눈을 감았다

가 떴다. 건너편 벽에 정완영의 <조국>이 시화로 그려 걸려 있었다. 현장원은 시의 끝구절 ‘청

산아, 왜 말이 없이 학처럼만 여위느냐’ 하는 데 눈을 주고 있었다. 현장원의 부친 현명한은 

스스로를 학생(鶴生)이라고 이름을 달고 살았다. 두루미 같은 생애를 지향한다는 뜻이지 싶

었다. 중국인 여자 그 이름이 왕학령(王鶴玲)이었던가.

- 공공적 주체로 나를 세워 나가지 못하는 주제에, 그런 제목으로 무슨 발표를 하고 어쩌구 

한다는 게 우습지 않아? 현장원은 자신을 비웃고 있었다. 진성금이 현장원의 물잔을 다가주

면서 말했다. 아직 주문을 미루고 있는 중이었다.

- 공공적 주체는 자연스럽게, 아니 저절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투쟁을 통해, 일종의 전리품

으로 얻게 되는 건지도 몰라. 문정선처럼 시대의 대세를 거머쥐는 작업 그게 일종의 투쟁일 

거야. 소설쓰기 그건 투쟁이야. 현장원은 작가 혹은 소설가라는 게 공적 존재라는 생각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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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히 해왔다. 사실이 그렇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군중의 소음 속에서 뚜렷이 울리는 

목소리를 건져내어 빛 속에 드러내는 일이 소설쓰기였다. 소설적으로 공공적 주체가 된다는 

것은 사회적 책무를 진다는 뜻이었다.

- 물론 판을 깔아 주는 제도라는 게 있어야겠지. 삐딱하기는 해도 그 <물매문학>이라는 잡

지가 그대를 작가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 잊으면 못써.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답답한 

일이었다. 현장원은 진성금이 말하는 것하며 현장원 자기를 대하는 태도 어느 것 하나 고운 

게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소설가에 대한 학자의 우위를 강요하는 듯한 분위기 가운데, 현장

원은 물매를 맞은 것처럼 속이 서서히 뒤틀려 가기 시작했다. 

-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친구지 않아? 진성금이 현장원의 손을 잡으며 얼굴에 웃음을 돋아 

올렸다. 아무튼, 진성금이 현장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요지는 이런 것이었다.

문학이 이제까지 너무 자기 울타리 안에 들어앉아 ‘좌정관천(坐井觀天)’ 하는 식으로 살았

는데, 좀 더 개방된 환경에서 문학을 공공차원의 담론을 위한 대상으로 보자는 거라. 그래야 

문학의 사회적 기능이 확장될 거고 문학 끝장났다는 푸념 걷어치우고 새로운 문학 향유하면

서 살 게 아닌가? 그런 뜻에서, 문학을 살리자는 의도에서 문학이나 문학교육의 공공성에 대

해, 공공적 담론을 만들어보자는 거라. 아시겠소? 한 자락 깔고 나오는 투가 식상하기는 했지

만, 당신도 교수티를 내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눌러 앉았다. 양반은 굶어죽어도 곁불은 쬐지 

않는다, 소설 써서 벌어먹기 힘들어도 굶어죽기야 하겠느냐, 현명한은 그렇게 현명하지 못한 

말을 아들의 귀에 틀어넣었다. 아들이 환장을 하고 말고는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현명한은 “외로운 때면 그대의 창가에서/사랑의 노래를 언제나 들어 주었지” 치니타, 중국

인 아가씨, 말하자면 ‘꾸냥(姑娘)’ 같은 아가씨인 모양인데, 현명한은 그 아가씨의 꿈에 젖어 

살았다. 그 꿈이 모친을 일찍 저승으로 내몬지도 몰랐다. 

6.

- 전에 하던 거, 꼬트 뒤 론느 빈티지,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문정선이 와인 리스트를 

집어들면서, 멈칫거리지 말고 어서 결정하라고 재촉하는 중에, 진성금이 제안했다.

- 여기는 세미나룸이 아니라니까, 진교수님은 아무데서나 공부하는 자리 깔고 그러셔? 룸

을 나갔던 문정선이 와인병을 하나 달랑 들고 들어왔다. 그리고는 이야기판에 끼어들 기세 

였다.

- 여기가 그냥 샤이닝 문이 아니라니까요. 분위기가 있지. 문정선은 모니터를 작동시켜 임

동혁이 연주하는 베토벤의 ‘월광소나타’를 화면 가득 띄웠다. 문은 달이었다. 현장원은 정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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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 ‘조국’을 적어 놓은 액자를 쳐다봤다. 거기에는 시인 혼자만 덩그러니 앉아 있고, 대중들

이 없었다. 아가씨들이 안주 접시를 들고 들어왔다.

- 우리 둘뿐인데, 좀 부담스럽군. 그렇지 않나?

- 아가씨들은 말야, 잠시 나가 있지. 우리 되게 재미없는 이야기 해야거든. 현장원은 진성금

이 사태를 잘 파악하고 요량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 쟤들 팁 얼마씩 줘야 하지? 현장원이 진성금을 쳐다보며 물었다. 엉뚱한 생각이었다. 소

설가와 술집 아가씨. 공공성의 성질에 따라 팁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것은 

일종의 문화였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았다. 눈치가 한 칠 단쯤

은 되어야 구박을 당하지 않는, 공공성이 한참 낮은 사회인 셈이었다.

- 걱정 마소. 내 프로젝트에서 돌려쓸 만큼은 되거든. 또 다른 친구가 두엇 더 올 테니 걱정 

안 해도 돼. 현장원은 자기 속을 들킨 것 같아 얼굴이 달아올랐다. 

- 다른 친구라니? 현장원이 부담스럽다는 듯이 물었다.

- 그런 애들 있어. 서초동 ‘높은 집’에서 일하는 애들 있는데, 내가 걔네 애들 과외를 해서 

관산대학에 합격시켜 주었거든. 사교육을 통해 공교육의 수준 향상에 기여한 거라구. …. 알

바한 집 학부모 뜯어먹겠다는 수작 같아 맘이 켕겼다. 교육의 공공성, 문학이 교육에 기여하

는 공공성, 문학 속에 나타나는 교육의 문제. 나아가 문학교육은 공공성의 차원에서 어떤 과

제를 안고 있는 것인가? 현장원은 이미 진성금이 부탁한 과제를 속으로 정리하고 있었다. 그

때 문정선이 진성금 옆에 바짝 다가앉았다.

- 높은 집 사람이 누구예요? 문정선이 진성금을 느글거리는 눈길로 쳐다보며 말했다. 진성

금은 멈칫거리고 있었다. 

- 높은 양반 묶어 주면, 내가 오늘 근사하게 한턱 쏠게요. 영혼과 영원을 읊어대는  시인이 

왜 저러나, 현장원은 자신이 문정선의 포획물이 된 게 아닌가 싶었다. 

- 어디 별장이라도 가자는 얘긴가?

- 별장은 차관 정도 돼야 가잖아요? 가당찮다는 어투였다.

- 시인과 검사, 잘 어울리는 조합 아닌가? 현장원이 한 마디 거들었다.

- 엉뚱한 생각 말아요. 시쓰는 거랑 영업은 길이 달라요.

- 일단 사람이 오면 봅시다. 진성금의 눈이 번득하고 빛을 튕겨 냈다.

- 여기까지는 소설가가 계산해 보시지. 진성금이 옷걸이에 걸린 코트를 집어들며 말했다. 

현장원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나가는 듯했다. 현기증이 몰려왔다. 카드 잔고가 겨우 십만원

이나 될까 말까 달랑달랑했다. 공공성 실현을 위해서도 돈은 필요했다. 그것은 김수영의 말

마따나 심한 장난(作亂)이었다. 그러나 자신은 환장하게, 공자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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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코트에서 지갑을 꺼내들고 나간 진성금은, 문정선의 부축을 받으면서 헛놓이는 걸음으로 

다시 룸에 들어왔다. 현장원은 ‘서러운 가얏고’ 같은 자기 존재를 오기로 붙들고 앉아 있었다.

- 서울까지 찾아와서 날 무지렝이로 만들겠다는 거야 뭐야. 현장원은 불평을 늘어놓듯이 

말했다. 진성금은 술김이라 그런지 말이 길었다.

- 자네 때문에, 사적인 일이 공공적인 일로 위치변환을 하는 셈이랄까. 친구로서 발표를 부

탁하는 것은 친밀성을 바탕으로 하는 일이니까 사적영역에 속하는 것일 텐데, 학회 회장으로

서 발표를 부탁하는 일은 공공성을 띠는 것이지. 그리고 달구벌에서 문학 공부하는 회원들과 

자네 친분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이, 양복을 빼입은 젊은이 둘이 홀

로 들어섰다.

- 제가 오진률입니다. 젊은이 하나가 명함을 내밀었다. ‘법무법인만기’ 수석 변호사라고 되

어 있었다. 만기? 만기친람…?

- 저는 명함이 없어서…. 진성금의 친구, 소설 쓰는 현장원입니다. 근간에 만든 명함을, 정

히 들여다보고는 챙겨나오지 못한 것이었다.

- 그렇군요. 오진률이 현장원에게 다가서서 놀라는 듯, 반갑게 손을 내밀어 잡고 흔들었다.

- 문학이 도깨비라고 썼던, 소설가…. 맞지요? 옆의 젊은이가 슬그머니 손을 내밀었다.

- 오랜만입니다. 구면인데 몰라보시네요, 고평만입니다. 기억하실라나 모르겠습니다만,  

<물매문학> 시상식에서 만났잖아요? 평론가 고평만. 현장원이 이름이 재미있다고 했더니, 이

름과 달리 자기는 ‘저평’을 하는 사람이라고 꺾고나왔다. 까슬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소설

가로 지내자면 제대로된 평론가 하나는 꿰차고 있어야 한다는 선배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 정욱이 대학원 마쳤습니까? 진성금이 오진률에게 물었다. 아마 그가 과외를 해서 관산대

학교 들어가게 했다는 학생 안부를 묻는 모양이었다.

- 걔가 문학에 빠져서 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은 도서관에 처박혀 소설만 읽는데, 아

마 대학원은 국문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진성금을 바라보는 오진률 변호사의 눈길이 곱지 

않았다. 마치 당신이 문학바이러스를 애한테 주입해서 애가 문학병에 걸렸다고 탓하는 모양

이었다. 현장원은 공공성과 친밀성이 넘나들면 ‘개종’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생각

을 했다. 개종은 혁명이었다.

- 현장원 선생은 지금도 ‘도깨비 문학론’을 견지하고 계십니까?

현장원은 구태여 대답을 하려 하지 않았다.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포스트휴먼 문학』이라

는 잡지에서 ‘작가가 보는 소설의 비밀’이라는 특집에 글을 써달라고 해서 써준 적이 있었다. 

이른바 ‘도깨비 문학론’이라는 글이었다. 현장원은 잠시 그 때 발표한 글을 반추했다. 문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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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하이퍼리얼리티를 바탕으로 한다는 논지였다. 그 이론에 따르면, 문학의 공공성

은 환영의 공공성인 셈이다. 현장원은 그러한 내용을 메모하고 있었다.

- 술먹으러 와서, 딴짓하는 사람, 난 제일 싫더라. 다른 룸에 다녀왔는지 문정선이 현장원

의 옆으로 다가앉으면서 눈을 하얗게 흘겼다. 현장원은 등줄기로 소름이 끼쳤다. 손등으로 

눈을 문지르고 다시 쳐다봤다. 환장하게, 문정선의 얼굴이 아내 민유자를 꼭 닮아 보였다. 거

기서 왜 환장하게가 떠올랐는지 알 수 없었다. 아마 문정선이 달구벌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

한다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인 듯. 술장사와 공공성? 현장원은 고개를 저었다.

- 천재는 몽상에 잠기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진성금이 현장원의 잔에 술을 따르라 하고나

서, 문정선을 자기 쪽으로 이끌어 입술을 더듬었다. 현장원은, 또 환장하게 하는 소리를 목구

멍으로 삼켰다.

- 선생님은 요새 어떤 소설 쓰세요? 고평만이 물었다. 안 팔리는 소설 쓴다고 하려다가 말

을 돌렸다.

- 머지않아 제 소설 읽으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끝낸 장편이 하나 있기는 한

데…. 현장원은 멈칫거리면서 고평만을 쳐다봤다. 성큼 욕심을 내어 읽어주겠다는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 전에는 장편소설을 잡지에 몇 회로 나누어서 분재도 하고 했는데, 요즈음엔 그런 잡지 찾

기 어렵지요. 전작으로 낼 때 작품 해설을 달아드릴 수는 있고, 그걸 잡지에 발표해서 독자를 

확보해야 작가가 뜹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현장원은 고평만을 올려다봤다. 고

평만이 빈 잔을 들고 현장원에게 술 따르기를 재촉하고 있었다.

문학이야기를 하자고 모이긴 했지만 영 어우러지지 않는 모임이 되었다. 공공성이 상실된 

집단인 셈이었다. ‘공공성 형성의 내적 구조’ 현장원은 그렇게 혼자 중얼거렸다. 문정선이 오

진률 변호사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다. ‘아 치니타여! 외로운 때면 그대의 창가에서 사랑의 

노래를 언제나 들어 주었지’ 아버지 현명한은, 환장하게 현명하지 못했다. 윤리와 현실이 아

내와 중국여자 사이에서 각자도생이었다.

8.

- 오해 없을 줄 알고 말씀드리는데, 혹시 알바 삼아 홍보실 일좀 거들어 줄 수 있겠어요? 오

진률의 뜬금없는 제안이었다.

- 홍보실 일이라뇨? 현장원이 약간 놀라는 얼굴로 물었다.

- 우리 장모가 여성 언더웨어 사업을 하는데, 사세 확장을 하는 중에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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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홍보실을 운영한다는 겁니다. 홍보실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데…. 스토리텔링을 할 줄 

아는 작가라면 더 좋구요.

- 그렇게 하세요. 비평가 고평만이 앞에 나섰다. 그리고는 그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

하려 들었다. 현장원이 손을 내저었지만 고평만은 완악스럽게 나섰다.

- 이제 소설 써서 밥벌이할 수 있는 시대는 멀리 갔습니다. 직업으로서의 소설쓰기. 와인잔

을 홀짝 비우고는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소설가는 대개 투 잡으로서 소설쓰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 몸이 견디겠어요? 현장원은 자신의 팔을 만져보았다. 근육이 흐물

흐물했다.

아니면, 일반 남성 소설가들은 ‘들병이 남편’ 노릇 하지 않으면 모가지 살아갈 방법이 없습

니다. 평생 아내한테 죄짓는 느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소설 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

기는 하지요. 그런데 소설을 집착과 미망(迷妄)으로 밀고 나가면, 나중에는 자기세계에 빠져 

세상은 변하고 자기 소설은 그대로 고착되어 버리고 맙니다. 미안한 이야긴데 현 작가도 불

혹이라, 누구 말대로 이제 혁명을 도모할 수 없는 나이 아닙니까. 혁명? 중국인 여자 왕학령

은 혁명가의 딸이었을지도 모를 일. 고평만이 현장원의 잔에 술을 따뤘다.

생각해보니 공개적인 망신 아닌가 싶었다. 그러나 금방 속셈을 하면서, 이야기에 빠져들었

다. 네 재주로는 밥벌이 못하고 마누라 신세 져야 산다, 그런 이야기가 달가울 까닭이 없 

었다.

- 한 사천이야 안 되겠습니까? 월 삼백에다가 아내가 지도하는 학생이 줄지 않으면 이백오

십 해서 오백오십 만원, 중산층의 기준에 딱 맞는 수입이었다. 월소득 외에 재산이 8억은 되

어야 중산층이라지만, 그야 아내가 계획해서 할 일이고…. 현장원은 히죽 웃었다.

- 구미 당기시면, 연락하세요.

-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진가, 강연료 백만 원 준다니까 감읍해서 눈물 흘리는 양반이. 

그건 공공성에 벗어나는 언사였다. 자신의 공적인 몸값은 거기 훨씬 못 미쳤다. 강연료에 눈

물 흘린, 그런 일은 환장을 한대도, 단연 없었다. 발표를 허락한 것이 그렇게 비친 모양인데, 

자존심 구기는 일이었다. 나는 내가 아니라 남의 눈에 비친 내가 나인 셈이었다. 그것은 그림

자놀이 비슷한 일이었다. 아무튼 술이 깨는 장면이었다. 소설의 공공성 따위를 묻고 어쩌구 

할 계제가 아니었다.

- 내가 연락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닦고는 자리를 떴다. ‘샤이닝 문’ 광고판이 선혈 같

은 빛을 길바닥에 흘리고 있었다. 내게로 오라 꿈꾸는 나라로…. 수평선 너머…. 현명한…. 혁

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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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척이다가 잠이 깼다. 아내가 켜 놓은 라디오에서는 가곡이 흘러나왔다. ‘세월이 흐르면 

잊으리라고 생각했지요. 세월이 흘러가면 잊어진다고….’ 소프라노 황영금이 부른 ‘안타까움’

이란 노래였다. 아버지…. 현명한, 그리고 딸…. 현미리…. 아내는 독서지도자 교육에 간다고 

나간 모양이었다. 현장원은 문학의 공공성 문제를 적어 놓은 노트를 펼쳤다.

늦어도 10월 20일까지는 발표 원고를 달라던, 학회 간사 노영득 선생의 목소리가 귀에 잉

잉거렸다. 그 날이 10월 15일이니까 닷새 정도 시간이 남은 상황이었다.

‘소설/문학의 공공영역에서의 역할’이란 제목 아래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메모를 해 놓

았었다.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독서가 공적영역으로 전이되면 공공성이 발생한다. 문학에서 공

공성이 하는 역할을 대강 열거해 보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첫째. 인간관계 조성 - 소설가끼리, 소설가와 비평가, 같은 작가의 작품을 읽을 독자끼리, 

‘소설가 이상’을 혐오하는 독자끼리, 같은 작품을 읽고 논의하는 가운데, 강요 없는 결속을 이

루게 된다.

밖에서 조국수호, 검찰개혁 구호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건 전날 서초동에서 들었던 구

호의 기시감, 데자뷔인 모양이었다. 데모와 문학- 데모를 위한 노래, 예컨대 ‘임을 위한 행진

곡’을 같이 부르는 사람들 사이에도 공공성이 조성되는가? 그런 것 같기도 했다. 달리 생각하

면 그것은 ‘상상된 공동체’일 뿐, 공공성과는 거리가 있는 듯했다.

둘째. 교육의 지표 - 인간형성의 매개체, 교육내용 어떤 작품을 가르치는가 - 이는 국가적 

차원의 공공성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교육과정은 교육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문서화한 것이다. 이때의 사회적 합의는 교육

을 입안하는 이들이 가장(假裝)하는 것일 수도 있다.

어떤 교육과정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작품을 골라 읽는 것은 공공성을 왜곡할 수도 

있다. 교육의 이념과 당대의 사회이념이 어떻게 공공성을 이루는가 하는 문제는 이른바 ‘교

양소설’로 지칭되는 괴테의 작품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념을 대변하는 매개체를 중심으로 공공성을 형성할 수도 있다. 브-나로드

(V-narod) 운동과 소설: 심훈의 장편소설 『상록수』가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넷째. 사회운동을 추동하는 소설의 공공성. 이 항목은 예가 다소 구체적이었다. 『엉클 톰스 

캐빈』(Harriet Beecher Stowe, 1811~1896, 1851년 신문 연재, 1852년에 발표한 소설) 노예해

방의 도화선을 마련한 소설. 이광수의 『흙』(1932. 4. 12~1933. 7. 10. 동아일보 연재, 1953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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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본 출간) 농촌계몽소설로 당대 젊은이들을 열광시켰던 것으로 전해진다. 라블레(1494. 2. 

4~1553. 4. 9.)의 소설 『가르강튀아와 팡타그뤼엘』(1532~1564) - 프랑스 17세기 개명의 나팔

소리를 울려준 소설이다. 이 소설을 함께 읽은 이들의 공공성은 어떤 것이었는지 하는 문제

는 소설의 공공성이 당대 사회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라블레는 당국

에 체포되기도 한다. 이 연장선상에 혁명을 유도하는 소설을 고려할 수 있다.

소설이 어느 시대의 세계관의 명료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방법으로 이데올

로기 껍질 벗기기를 시도하는 예를 최인훈의 『광장』에서 볼 수 있게 된다. 또는 소설을 통해 

이념의 구체화를 도모하는 예를 볼 수도 있다. 누구 이념을 구체화하는가? 작자의? 시대의?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에밀 졸라의 『제르미날』 ….

현장원은 말줄임표 뒤에 숨어 있는 자신의 어설픈, 공공성이 배제된 까칠한 삶의 민낯을 

보여줄 게 걱정이 되었다. 작가는 비평가나 연구자보다 한결 윗길을 걸어야 한다는 게 현장

원의 자기 삶에 대한 일종의 ‘지침’이었다. 자신없는 발표를 해가지고 자신의 치부를 보이는 

것이라면 곤란할 터였다. ‘사십대의 민낯’이라는 글을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떠오르기도 

했다.

전날 있었던 일들이 한꺼번에 기억의 창고를 벗어나 홰를 치기 시작했다. 시를 그만두고 

와인바를 운영하는 문정선, 발표비 챙겨줄 터이니 발표를 해 달라는 친구 진성금, 자기 처갓

집 홍보실 일을 해달라는 변호사 오진률, 거기 편을 드는 비평가 고평만 등 하나도 마음 편하

게 해 주는 이가 없었다. 비어 있는 카드를 들킨 일. …. 아무튼 원고는 완성해 놓아야 할 일이

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친구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발표장에 서야 했다.

전화가 울렸다. 진성금이라는 발신자 이름이 떴다.

- 어제는 여러 가지로 결례가 많았소. 아침에 오진률 변호사가 전화를 해왔는데 연봉 오천

으로 조정하기로, 장모와 이야기가 되었다는 거야. 당신 의향을 급히 알아야 하겠다는 얘길 

해서, 내가 전화하는 것인데…. 그렇게 결단을 하면 어떨까 싶소. 소설이야 연가 내서, 짬짬이  

쓰면 될 것이고…. 그렇게 하소. 공연히 쭈글스럽게 살지 말고…. 오변호사 장모가 당신 소설 

애독자라는 거라.

- 나 같은 사람이 왜 꼭 필요하다는 건지, 진형이 아는 것처럼, 내가 그런 계통에 경험이 없

잖소.

- 소설가가 보는 것과 달리 그분들 다 꿰뚫어보는 눈이 있습니다. 공연히 버티지 말고 그 

정도면 수락하는 게 좋지 않겠소? 당신이 소설 써서 매달 생활비 버는 건 꿈도 못 꿀 일이라

는 분위기를 풍겼다. 현장원은 꼭 몸을 파는 것 같은 느낌으로 대답을 미루고 있었다.

- 이따가 아마 고평만 씨가 전화할 겁니다.

- 고평만 씨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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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소설 읽어달라고 했잖어? 현장원은 알았다,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무얼 알았다는 

것이지는 모호한 상태였다.

속이 쌀쌀 쓰렸다. 12시에 다가가고 있는 시간이었다. 커피를 한 잔 타서 들고 텔레비전 버

튼을 눌렀다. 법무부장관 조국이 검찰개혁안을 급박한 어조로 발표하는 중이었다. 자신의 생

애를 온통 검찰개혁에 걸고 사는 모습은 딱하기까지 했다. 검찰에 한 맺힌 이들이 드글거리

는 나라, 그게 조국의 조국이었다. 그건 어찌 보면 아직 씻어내지 못한 식민지 흔적이었다. 속

이 부글거렸다. 현장원은 환장할!을 되뇌면서 화장실로 들어가 변기를 타고 앉았다. 묽은 변

이 주룩주룩 쏟아져 나왔다.

검찰개혁이 완수되면 소설쓰기와 소설읽기가 잘 될까. 아무 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광화문광장에서 서초동 거리에서 외치는 ‘조국 수호’와 ‘조국 파면’…. 팬티 다섯 장에 

5만원을 부르는 쇼호스트의 요설과 별반 달라보이지 않았다.

전화벨이 울렸다. 고평만 씨였다. 예상한 일이 문득 다가왔을 때의 그 당혹감이 몰려왔다.

- 웬일로?

- 우리 독서모임 하나 만들지요. ‘샤이닝 문’의 문정선 마담이 장소와 와인과 다과랑 제공

하고, 변호사 오진률 씨가 스폰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성금 교수는 금요일이면 서울

에 올라온다니까 시간을 조정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문학연구자, 소설가, 시인, 비평가, 그리

고 왕년의 문학청년 변호사를 아우르는 근사한 모임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현장원 선생께

서는 그냥 참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그냥’이란 말이 귀에 거슬렸다. 환장할….

- 그냥 말고 내 의무사항이 뭔지, 내 몫의 일이 있으면 참여하고 그렇지 않으면 별 생각이 

없소. 곁다리로 살기는 싫다는 생각이었다.

- 술도, 여자도, 돈도 다 시시껄렁한 시기로 우리가 접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공자에게 돌아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습독서회’라고…. 공자님 말씀처럼 

‘학이시습불역열호’하는 자세로 공공적 공간을 만들어가자는 뜻인데, 달리 고려할 사항은 별

로 없어 보입니다.

- 한 달에 한 번 모일 겁니까? 좀 바빠지겠네요.

- 그럼…. 현장원 작가께서 참여를 허락한 걸로 알고 추진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지요. 현장원은 힘주지 않고 그렇게 대답했다. 다섯 모이는 데에 동창생이 셋이

면 공공적 아우라는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겨날 터였다.

현장원은 그날까지 원고를 완성해야 한다는 억압감에 시달렸다. 그건 자기가 결정한 일정

을 지키기 위한 방책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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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설/문학의 공공성 구현의 가능성과 한계를 지적하는 걸로 결론을 삼아야 하는 게 해결

할 과제였다. 현장원은 생각나는 대로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해 놓았다.

문학을 향유하는 일은, 시를 읽거나 소설을 읽는 걸로 대표되는 문학의 향유는 인간과 연

관된 가치를 실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인간의 가치실현은 ‘자존감’으로 표현된다. 자존감

이란 말이 적절치 않다면 자아 존재감 혹은 실존적 감각이라고 할 수도 있다. 소설/문학은 

인간을 총체적으로 다룬다. 정서적 몰입만이 아니라 지적으로 통제된 정서의 형성 가운데, 인

간의 가치를 입증해 주는 일이 문학을 향유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공공성은 감성과 논리를 

함께 공유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자라난다. 그러한 인간관계를 문학이 매개하는 것이다.

인간이 세상에 남과 더불어 산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간이 관계존재라는 것을 알아가는 과

정이 인간형성의 메카니즘이다. 공공적 공간에 자리 잡은 인간으로서 자아를 발견하는 일이 

문학/소설을 향유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문학은 일종의 대리체험인데, 경험의 간접화는 대

상을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이는 미적 거리를 유지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대상에 몰입하되 거리를 유지할 줄 아는 이 메카니즘이 문학의 미적 차원을 보장해 주는 것

이다. 그 형태는 여러 가지로 전개되었지만, 인간은 교육적인 존재이다. 교육적이라는 말은 

자기를 형성한다는 의미이다. 형성은 독일어의 빌둥을 뜻하는데, 이 말은 우리가 만들다, 형

성하다, 혹은 형상화하다 하는 동사 빌덴(bilden)의 명사형이다. ‘철학적 인간학’에서 주장하

는 바처럼 인간은 형성되는 존재, 형성하는 존재인 것이다. 그 형성을 제도적으로 통제하고 

도와주는 것이 교육이다. 교육과정에 문학/소설을 포함하는 것은 이러한 까닭이다. 루카치가 

리얼리즘 너머에 독일의 교양소설을 설정하는 이유도 이 부근에 있다.

근대적 의미의 문학/소설은 책의 형태로 존재한다. 책을 만들고 보급하고 독자의 앞에 책

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출판과 유통 보급 과정이 공공성 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

가 있다. 근래에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하기 시작한 ‘작은 도서관’ 운동은 문학을 통한 공공성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성 문제가 제도화되어 사회적 제도화가 되면 공공성은 약간 경직되겠지만, 그 가능성

은 증가할 수도 있다. 중고등학교에서 그룹독서를 기획하고 실천하는 예를 생각할 수 있다. 

거기까지 써나갔을 때 전화가 걸려왔다. 등록되지 않은 번호였다.

- 아 여보세요, 현장원 작가시지요? 나 오진률 변호사 장모되는 사람인데, 전화를 기다리다

가 내가 전화를 했어요. 우리 사위하고 만났다면서요? 사위 얘기로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이

야길 했다던데, 제발 뒤로 빼지 말고 나랑 좀 만납시다. 그러고는 일방적으로 서초동 ‘샤이닝 

문’으로 저녁 7시까지 나오라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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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원은 소설이야 남는 시간에 쓰기로 하고, 그 연봉 오천을 수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쓰

던 원고를 완성하겠다는 생각으로 ‘문학/소설의 공공성 구현의 한계’를 조목별로 나열하기 

시작했다.

문학은 근본적으로 가상공간의 작업이다. 실체가 없고 하이퍼 공간에 연결망을 형성하고 

떠도는 존재이다. 따라서 가소성(可塑性)이 매우 높은 텍스트이다. 따라서 문학을 매개로 만

들어지는 인간관계는 개인적 차원의 것이 공공성을 띠도록 조율하는 데 많은 걸거침이 있다.

공공성의 제도 차원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필요한데, 문학을 매개로 형성되는 공공성은 구

성과 해체를 동시에 수행하거나 혹은 반복을 거듭한다. 사회도덕이나 정의는 지속성을 지닌

다. 그러나 문학의 공공성을 가능하게 하는 ‘취향’ 혹은 문학적인 선호경향은 짧은 구간을 두

고 뒤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을 제도 차원으로 이끌어 들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경

우 공공성은 경직되어 본질을 상실할 것이 염려되는 것 또한 현실이다.

문학의 부단한 변화와 공공성 개념의 변화가 맞물려 보편가치 수립이 어렵다는 점이 공공

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한계가 된다. 문학은 당대의 문학이 있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적 합의의 제한적 분편화가 문학/소설의 특징이다. 소설은 폭넓은 삶의 스펙트럼을 총

체적으로 포회(抱懷)하는 작가의 욕망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을 따라 스펙트럼의 

어느 한 층위에 관심이 집중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성이 형성된다. 교육과정 담론

에서 ‘강조점’이 달라지는 것이 공공성 변화를 증명하는 지표 역할을 한다.

작은 공동체 혹은 공공영역의 아우라는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 안에서 변조된다. 사회적 분

위기 아래 변조되는 아우라를 일원화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성의 영역이 제한된다.

현장원은 거기까지 원고를 써 나가다가 지쳐 빠졌다. 그 선에서 마무리하고, 모자라는 부

분은 발표 현장에서 보완하고 수정하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토론이 없어서 참여자들의 이야

기를 들을 수 없는 게 아쉬운 점이었다. 아무리 ‘대화주의’를 소리높이 외쳐도 독백을 하고 돌

아오는 일이 될 게 뻔했다.

버릇처럼 텔레비전을 켰다. ‘조국이 법무장관 사임’이란 자막이 떴다. 조국을 수호하자고 

외치던 군중은 어디로 가서 무엇을 외칠 것인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텔레비전을 쳐다봤다. 

자막에 뜨는 시계가 2019년 10월 15일 오후 3시를 가리켰다. 목욕도 하고 잠시 쉬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텔레비전 때문에 쉴 수 없었다. 사표 수리, 20분 지나서 서울대학교 복직원 제출. 

그리고 가족을 돌본다고 집으로 돌아가고. 법무부에서 만들었다는 영웅 조국의 퇴장 이미지

광고가 논객들의 이빨에 씹히기도 했다. 현장원은 텔레비전에 중개되듯이 구성되는 조국 이

야기와 논객들의 말빨을 메모하고 있었다. 현장원 자신의 머리로는 ‘환장하게’ 플롯이 짜이지 

않는 하이퍼 리얼리티 속에 자기가 앉아 있었다. 어느덧 6시로 접어들고 있었다. 오진률 변호

사의 장모님, 여성 언더웨어, 섹스팬티 시리즈…. 미감과 위생의 공공적 연계성…. 7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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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면서 내면성을 지닌 존재고, 초월을 지향하는 존재인데, 검찰개혁에 

홀릭하는 그에게 내면성은 어디 있고, 초월지향은 무엇인가 하면서 집을 나섰을 때는 부평쯤 

되는 서쪽 하늘에 까치노을이 눈부시게 흩어져 있었다. 삶의 수평선은 그의 내면에만 존재하

고 외부와 연결되는 순간 가뭇없이 사라지는 셈이었다. 

연봉 오천, 굴러들어오는 복을 어떻게 쳐 낸다? 소설은 어떻게 할까? 여성의 내복, 언더웨어

를 스토리텔링하는 일을 자기가 해낼 수 있을까? 차라리 아내를 쇼호스트로 나서라고 할까? 

현장원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현기증이 오는 듯했다. 생각해보니 아침부터 하루 종일 끼니를 

걸렀다. 소설이 밥 먹여주던 시대는 행복했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핸드폰에 문자 오는 소

리가 들렸다. 일왕 즉위로 여행 취소. 민유자. 가당찮은 이유였으나 안심이 되었다.

- 연봉 오천이라는데, 환장할, 가라구, 가란 말야. 현장원은 핸드폰에 대고 연방 소리쳤다.

- 저 아저씨 왜 저러니? 옆에 지나가던 여중생 아이들이 현장원에게 핸드폰 카메라를 들이

댔다. 딸이 살았으면 그 나이가 되었을 터였다. 그러나 딸은 갔다. 꿈꾸는 나라로….

[이 글은 한국작가교수회에서 발간하는 『소설시대』 23집(2019. 12.)에 발표한 작품을 손질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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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대학

고영근 (국어국문학과)

<논문>

   1.   고영근(2019) 제주어의 시상법에 대하여 - 특히 서사시상법과 관련하여. <구결연구> 42, 

279-294.

   2.   고영근(2019) 우리의 언어철학사와 언어철학의 과제. <텍스트언어학> 46, 1-22.

   3.   고영근(2019) 국어 불규칙 활용의 문제. <어문생활> 258.

   4.   고영근(2019) ‘오’계열 어미의 형태론과 통사론. <형태론> 21.2, 351-367.

   5.   고영근(2019) 이극로의 독립운동과 문화민족주의. <의령의 인물과 학문>, 의령문화원, 

2019, 61-79.

<기타 근황>

   1.   賀書, <譯註 野隱遺稿>, 비매품, 2019. 1. 15.

   2.   격려사, <목숨으로 지킨 한글>, (사) 한국작가회의 경남지회, 2019. 7. 19.

임홍빈 (국어국문학과)

<역주>

   1.   임홍빈: 역주분류두공부시언해 25.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9. 11. 25.

<논문>

   1.   임홍빈(2019) 신라의 국호에 대하여. <언어와 정보사회> 38, 서강대학교 언어와 정보사

회 연구소, 2019. 11. 177-211.

<강의>

   1.   재구조화의 성격과 그 적용 대상. 국어사학회 석좌강좌, 동국대학교 과학관 204호, 2019.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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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종목 (중어중문학과)

<저서>

   1.   류종목: 정본완역 소동파시집 4. 총 848쪽,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11. 7.

<강의 및 특강>

   1.   소동파의 삶과 문학. 경주명륜대학, 경주향교, 2019. 6. 15.

이정민 (언어학과)

<편저>

   1.   Lee, Chungmin (Series Editor). 2019. R. Dietz (Ed.) Vagueness and Rationality in 

Language Use and Cognition Vol. 5. Cham: Springer.

<논문>

   1.   Lee, Chungmin (2019) Factivity Alternation of Attitude ‘know’ in Korean, Mongolian, 

Uyghur, Manchu, Azeri, etc. and Content Clausal Nominals Journal of Cogntitive 

Science 20(4), 449-504.

   2.   Lee, Chungmin (2019) Non-factive Alternants of the Attitude Verb ‘knowʼ in Korean, 

Turkish, and Hungarian. 대한민국 학술원 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제58집1호. 37-85.

   3.   Hoe, Semoon, Yugyeong Park, Dongsik Lim, and Chungmin Lee (2019) Korean 

Evidential –te, the Past Tense –ess, and the Commitment of the Speaker. Proceed’s of 

Japanese and Korean Linguistics Conference 26 (UCLA), CSLI, Stanford.  

<학술회의>

   1.   Lee, Chungmin and Darcy Sperlich: Factivity in its relation to politeness: hierarchical 

structures matter (8. 10. 2019) in The workshop: INTEGRATING APPROACHES TO 

SOCIAL MEANING 2 (8. 5~16, 2019), Riga, Latvia. 

   2.   Lee, Chungmin: Factive Presupposition by Nominal Complement Clause (and Its 

Interaction with Epistemic/Doxastic Verbs and Veridical Predication). At LENLS Nov. 

12, 2019 Tokyo. 

   3.   이정민: Factive Presupposition by Nominal Complement Clause Type, 한국언어정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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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월례학술대회(2019.10.26., 대우학술재단).

   4.   이정민: 한국어, 터키어, 헝가리어의 사실성 교체, 학술원 인문사회 2분과 회의(2019. 

5.31.)  

<국제 학술지/총서 편집(자문)위원>

   1.   국제지 Journal of Pragmatics, Board member of Editors, Elsevier.

   2.   국제지 Asian Languages and Linguistics, Editorial Board member. John Benjamins. 

   3.   국제 총서 단독 Editor. Springer book series [Language, Cognition and Mind] (LCAM) 

Vol. 1 Negation and Polarity: Experimental Perspectives, Vol. 2 Bayesian Natural 

Language Semantics & Pragmatics, Vol. 3 Compositionality and Concepts in Linguistics 

and Psychology. Cham: Springer. Vol. 4 The Semantics of Gradability, Vagueness, and 

Scale Structure. Cham: Springer. Vol. 5.

   4.   국제 총서 Current Research in the Semantics/Pragmatics Interface (CRiSPI), Editorial 

board, Brill.

   5.   국제지 Editor-in-Chief. Journal of Cognitive Science, 서울대 인지과학 연구소 및 Int'l 

Association for Cognitive Science 발행. 

<국제 학술지/학회 논문 심사>

   1.   Syntax; Linguistic Inquiry;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Pragmatics & Cognition; 대

한민국 학술원 논문집.

   2.   Semantics and Linguistic Theory (SALT 30); Japanese/Korean Linguistics Conference; 

The Workshop on Altaic Formal Linguistics (WAFL).

<특강>

   1.   언어학과 인지과학으로의 초대. 고양 국제고등학교(400명 참가), 2019. 5. 5.

   2.   언어학과 인지과학으로의 초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명덕외국어

고등학교(150명 참가), 2019. 10. 21.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고문으로 협회 활동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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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복(언어학과)

<학회 활동>

   1. 국제한일비교언어학회회장으로 서울학술대회 주관, 서울대학교, 2019. 10. 19.

   2.   한국음성학회 주최, 서울국제음성학 학술대회참가, 학회 창설자로 축사/건배, 서울대학

교, 2019. 11. 15~16.

<강의 및 특강>

   1.   언어와 사회, 말씨가 인생을 좌우한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서초고

등학교, 2019. 5. 3.

   2.  말씨가 인생을 좌우한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경복여자고등학교, 

2019. 5. 10.

   3.   말씨가 인생을 좌우한다 - 한국어/영어 말씨 자가 진단법.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

능기부특강, 명덕외국어고등학교, 2019. 10. 22.

<저술 및 기고>

   1.   한국전쟁과 나. 70년 전, 1950년에 발발한 6.25 한국 전쟁의 실상을 당시 15세 중학생인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엮은 전쟁 실화를 45회에 걸쳐 Facebook에 연재함. Facebook 검

색창에 제목과 필자 이름을 입력하여 볼 수 있음.

   2. 한글날을 맞아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들. 한글새소식 566호.

   3. 2019 한힌샘 주시경 학술상을 받으며. 한글새소식 568호.

<연구 활동>

   1. 에스페란토어의 문법과 정서법 개혁을 위한 공동 연구를 프랑스의 Doublet 씨와 진행함.

   2.   한국어 표준 발음사전(서울대 출판문화원 간행)의 축소판인 한국어 발음 소사전의 편찬 

작업 진행.

<동정>

(학술상 수상)

   1.   2019년 한힌샘 주시경 학술상 수상: 한글의 국제화, 한글음성문자의 연구와 개발, 한국어 

표준발음의 연구와 보급 등에 대한 공로로 수상함. 한글학회, 2019.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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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근황>

   1.   “남촌”, “예그리스토”, “영원한 청춘”, “온유한 나의 유나”, “임마뉴엘 찬가”, “하나님, 나의 

눈이 되어 주소서”, “나는 어디서 왔나?” 등 10여 편의 곡을 작곡/작사 또는 작사하여 특

송으로 노래하고 이를 유튜브에 등재함.

   2.   서울대 외국인 센터(ICC)의 원로 고문으로서 서울대학교 외국인을 위한 음악 지도, 한글

이름 짓기, 한국어와 영어 관련 지도 및 강연 등의 활동과 아울러 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

을 함.

(특별 대담)

   1.   한글학회 원로회원 대담: “우리말 발음 정리와 한글 세계화의 선구자 이현복 선생”. 한글

새소식 554호.

   2.   한글박물관 기획의 구술 대담: “이현복 교수의 학문과 삶”을 주제로 60평생의 학문, 학회, 

강의, 국제활동, 취미 등에 관한 대담. 질문 대담자 이호영 교수(1, 2부, 총 4시간 분량의 

공개 동영상 자료).

한영우(국사학과)

<저서>

   1.   한영우: 세종평전 - 대왕의 진실과 비밀. 총 880쪽, 경세원, 2019. 10. 23.

안휘준 (고고미술사학과)

<저서>

   1.   안휘준: 한국 회화의 4대가. 총 451쪽,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11. 21.

<학술대회 총평>(미간)

   1.   겸재 정선미술관 학술대회. 미술관 강당, 2019. 5. 10.

   2.   조희룡 탄신 230주년 기념 학술대회 <우봉 조희룡의 문학과 예술>, 국립중앙박물관 소강

당, 2019. 9. 28.

<학술강연>

   1.   조선왕조 후기의 회화, 겸재정선미술관 3층 다목적실, 2019.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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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한성 · 백제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위원. 2012~현재.

   2.   안평 · 안견 현창사업회 고문. 2017~현재.

<기타 근황>

(축사)

   1.   제6회 대갈문화축제, 인사아트센타 1층, 2019. 1. 2.

   2.   안평 · 안견기념 현창사업회 모임, 20019. 2. 15.

   3.   근대 서화전,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2019. 4. 15.

   4.   《민화》 창간 5주년 기념전시회, 인사아트플라자 5층, 2019. 4. 17.

   5.   실경산수화전,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 2019. 7. 22.

   6.   윤겸 황치석 기록화전, 겸재정선미술관 전시실, 2019. 9. 6.

   7.   李坤 서예 개인전, 라이나생명보험 2층 전시실, 2019. 11. 7.

   8.   곽로봉 교수 정년퇴임 기념회, 동방대학원대학교 강의실, 2019. 11. 30.

(인터뷰)

   1.   《민화》, 하바드오피스텔 707호, 2019. 4. 22.

임효재 (고고미술사학과)

<학술회의>

   1.   임효재: 한국 거석문화의 세계화 – 북한과의 협동 연구와 과제.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고

인돌과 거석문화축제 학술세미나, 세계거석문화협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2019. 

8. 23.

   2.   임효재: 고고학 연구 반세기 – 북한고고학의 어제와 오늘. 2019 제40회 호서고고학회 학

술대회, 호서고고학회, 충남대학교 박물관 시청각실, 2019. 10. 25.

<기타 근황>

   1.   “6천년 전 오산리 어로문화 日 전파” 인터뷰, 강원일보, 2019. 1. 2.

   2.   2019 Jeongok Paleolithic Site International Symposium “Paleolithic Archaeology in 

East Asia; Current Understanding and New Prospect” Opening Speech, Institute of 

East Asian Archaeology,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세미나실, 2019. 3. 22.

   3.   2019 Jeongok Paleolithic Site International Symposium “Paleolithic Archaeolog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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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Asia; Current Understanding and New Prospect” Opening Speech, Institute of 

East Asian Archaeology, 국립중앙박물관 제2교육실, 2019. 4. 27.

   4.   제11회 문화유산교육과 유적보존을 위한 국제워크숍 제27회 연천구석기축제기념 – 유적

박물관과 문화유산 교육 그리고 유적의 보존 – 축사. 연천군, 전곡선사박물관 강당, 2019. 

5. 2.

   5.   2019 서울 암사동 유적 국제학술회의 – 선사유적 박물관과 공동체의 활용 – 환영사. 강

동구,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소강당, 2019. 10. 11.

   6.   연천 민통선서 고인돌 무더기 발견 “원형 가장 잘 간직” 인터뷰, 중앙일보, 2019. 12. 11.

사회과학대학

김경동 (사회학과)

<저서, 편저>

   1.   김경동: 사회적 가치- 문명론적 성찰과 비전. 총 365쪽, 푸른사상, 2019. 12. 15.

   2.   김경동 · 백완기 · 임현진 편저: 위기 속의 민주주의. 총 266쪽, 백산서당, 2019년 12월.

   3.   Kim Kyong-Dong, Wanki Paik & Hyun-Chin Lim, Ed. Democracy in Crisis. pp.272. 

December 2019.

<연구>

   1.   진덕규, 박형준 등: 미래사회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 평가기준 연구. 한샘 DBEW 연구재

단, 2019. 6. 1~11. 30.

<기타 근황>

   1.   저자와의 대화: 사회과학의 대안적 담론 3부작: 한국이론사회학회 삼토회, 서울대학교 호

암교수회관 메이플룸, 2019. 3. 16.

    ① Alternative Discourses on Modernization and Development: East Asian Perspectives.

    ② Korean Modernization and Uneven Development: Alternative Sociological Accounts.

    ③ Confucianism and Modernization in East Asia: Critical Reflections

   2.   기조발제: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와 유가사상의 대안적 구상. 평화토론회, 프레스센터, 

2019.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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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의 역할. 생명존중시민회의,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의 역할 강화방

안 정책세미나 기조강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2019. 5. 17.

   4.   고령사회와 자원봉사 운동. 성남자원봉사포럼 · 한국자원봉사포럼 공동주최 자원봉사포

럼 기조강연, 성남시청 3층 한누리홀, 2019. 6. 26.

   5.   선비정신과 자원봉사운동. 한국자원봉사포럼 · 안동시자원봉사센터 공동주최, 선비정신

과 자원봉사운동: 자원봉사의 유가적 이해와 현대적 실천 기조강연, 세계물포럼기념센터 

및 리첼호텔, 2019. 11. 29.

신용하 (사회학과)

<저서>

   1.   신용하 등 6인 공저: 왜 지금 고조선 문명인가 – 21세기 고조선 문명의 새로운 탐구. 총 

456쪽, 나남. 2019. 4. 25.

       〔내용〕 신용하 교수는 이 책에서 ‘고조선 문명’의 개념, 정의를 정립하고 특징을 밝혔으며, 

인류문명사에서, 수메르 문명, 이집트 문명, 고조선 문명, 인더스 문명, 고중국(황하) 문명

의 순위로 인류 최초 5대 독립문명의 하나임을 구명하였다.

   2.   신용하: 일제 조선토지조사사업 수탈성의 진실. 총 203쪽, 나남. 2019. 10. 31.

       〔내용〕 일부 뉴라이트 경제사학자들이 일제의 식민지정책의 하나인 토지조사사업(1910~ 

1918)이 한국에 토지사유제를 확립의 혜택을 준 사업이며, 한국농민도 이를 환영했다고 

하면서, 저자의 기존 토지조사사업 수탈론을 비판한 것을 반비판하고 반박한 문고판이다. 

2개 장을 새로 추가하였고, 나머지는 기존 연구를 요약하면서 일제 조선토지조사사업이 

식민지통치권력에 의거해 무상으로 한국 전체 토지(임야 포함)의 50.4퍼센트를 약탈하여 

조선총독부 소유지로 등기한 수탈정책임을 일제 총독부 통계와 자료들로 증명하였다.

<논문>

   1.   신용하(2019) 3 · 1운동의 비폭력 민족 · 민주혁명의 특성과 세계사적 의의. 대통령직속 

3 · 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편, 『3 · 1운동에서 촛불혁명으

로, 임정 수립에서 통일한반도로』, 9-54쪽.

   2.   신용하(2019) 연합국의 샌프란시스코 對일본평화조약에서 독도=한국영토의 확정과 재

확인. 『대한민국학술원 논문집 (인문 · 사회과학) 제58집 제2호, 145-238쪽.

   3.   신용하(2019) 3 · 1운동의 주체세력과 역사적 의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역사문화원편, 

『의학도, 3 · 1운동의 선두에 서다』, 13-63쪽.



4부  명예교수 학술 및 봉사활동   315

<학술회의>

   1.   신용하: 고조선문명의 탄생과 인류 문명사에서의 위상. 논문 기조발표,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베일로 대학교, 2019. 3. 16.

   2.   신용하: 한국민족의 기원과 형성. 국제교류재단주최 ‘한국민족의 기원’ 국제학술회의에서 

기조논문 발표, 2019. 8. 30.

<특강>

   1.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도산 안창호. 도산아카데미 · 흥사단 특강, 2019. 3. 27.

   2.   임시정부수립 100주년과 대한민국의 진로. 한우리 정경문화연구소 특강, 2019. 4. 16.

   3.   홍익인간의 이념과 그 역사적 기원. 특별강연, 영산대학교 개교 30주년 기념 동양문화연

구소, 영산대학교 강당, 2019. 5. 14.

   4.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의 리더십의 특징.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세종국가리더십 세미

나 특강,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 2019. 5. 17.

   5.   21세기 새로운 고조선문명의 발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최 특강, 정부제2청사 회의실, 

2019. 8. 19.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위원장.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특별판 전3책 간행. 2019. 1~현재.

   2.   심사위원. 민세(안재홍) 상 학술부문심사위원, 민세 안재홍선생 기념사업회, 2019. 10. 28.

<기고문 및 대담>

   1.   한국 3 · 1운동이 중국 5 · 4운동에 미친 영향의 실증. 대한민국학술원통신 제307호 2-10

쪽, 2019. 2. 1.

   2.   3 · 1운동, 남녀노소, 신분계급 · 종교 초월한 全민족적 운동. 3 · 1운동 100주년 기념 파워 

인터뷰, 문화일보, 2019. 2. 28.

   3.   인류 최초 5대문명의 하나 ‘고조선문명’을 창조한 古한국인. 문화일보, 2019. 5. 15.

   4.   고조선문명의 농업혁명 및 쌀 · 콩 · 깨 식문화 유형과 기마문화의 형성 전파. 문화일보, 

2019. 6. 5.

   5.   고조선문명의 동아시아 최초 청동기문화의 형성과 전파. 문화일보, 2019. 6. 26.

   6.   고조선문명의 금 문화와 철기 문화. 문화일보, 2019. 7. 17.

   7.   古한반도 초기 신석기인 밝족의 한 · 예 · 맥 3부족 분화와 그 문화의 고조선문명에의 통

합. 문화일보, 2019. 8. 7.



316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9, 제15호

  8.   환웅의 군장국가와 고대국가로 가는 길. 문화일보, 2019. 8. 28.

  9.   고조선 건국과 고조선 문명의 정치적 기반. 문화일보, 2019. 9. 11.

10. 고조선의 고대연방제국으로의 발전. 문화일보, 2019. 10. 9.

11. 새로 찾은 고조선연방 孤竹國. 문화일보, 2019. 11. 6.

12. 고조선 이주민들이 중국 동해안에 세운 고조선 分國들. 문화일보, 2019. 12. 4.

13. 고조선과 고중국의 국경선 萬里長城과 서기전 8~7세기 조 · 중 전쟁. 문화일보, 2019. 12. 31.

<연구>

   1.   신용하: 독도 영토주권의 실증적 연구 제5권(연구완료). 동북아역사재단, 2019. 5~12.

전경수 (인류학과)

<논문>

   1.   전경수(2019) 民具研究の可能性の遠心力と求心力 民具マンスリー 51(12): 16-18.

   2.   전경수(2019) 石宙明의 野學과 鹿兒島高等農林學校의 敎育課程. 근대서지 19: 449-497.

허우긍(지리학과)

<기고문>

   1.   대한지리학회 초대 부회장 김종원(金鍾遠)의 일대기: 1900~1947. 대한지리학회지 54권 3

호, 421-430쪽, 2019. 6. 30.

최성재 (사회복지학과)

<학술회의>

   1.   최성재: 100세인 연구결과에 대한 자문회의.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회의실, 2019. 1. 17.

   2.   Community Care 국제 세미나 죄장, 제주연구원 주최, 2019. 5. 3.

   3.   최성재: 한국의 가족정책에 대한 토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 한국 사회복지사회정책

의 방향 심포지엄, 2019. 5. 22.

   4.   노인 의료복지시설 입 · 퇴소와 자기결정권 국회토론회 좌장,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주

최, 2019. 6. 14.

   5.   이번송연구원의 주최 노인고용과 건강에 대한 심포지엄움 좌장, 2019.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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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노인의 날 기념 노인복지 정책 토론회 좌장,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주최, 2019. 10. 1.

   7.   Choi, Sung-Jae: The Life Course Approach to Health and Life Planning. A Side Event 

for the G20 Health Minister's Meeting: Symposium on Life Course Approaches to 

Promote Healthy and Active Ageing and Economic Implications. Organized by Asia-

Pacific Office, WHO and Other 6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t Okayama University, 

Japan on Oct. 18, 2019.

   8.   제주연구원 주최 노인 일자리 정책 세미나 좌장, 2019. 11. 25.

   9.   저출산고령사회계획 토론회 좌장, 서울연구원 주최, 2019. 12. 19. 

<강의 및 특강>

   1.   생애설계 워크북 내용과 활용방법. 한국생애설계협회, 한국생애설계협회 평생교육원. 

2019. 3. 23.

   2.   노화과정의 이해.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연구원(ISM 인증심사관 교육과정), 해양수산연구

원, 2019. 3. 27.

   3.   생애설계의 필요성. 한국생애설계협회, 한국생애설계협회 평생교육원, 2019. 4. 1.

   4.   생애설계의 절차. 한국생애설계협회, 한국생애설계협회 평생교육원, 2019. 4. 2.

   5.   연령주의는 고령화사회의 적이다.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 연구소(제3기 인생대학 특

강),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강당, 2019. 5. 30.

   6.   노인학대 현황과 대책. 영등포구 구청, 영등포구민회관, 2019. 6. 13.

   7.   나의 꿈을 실현하는 생애진로설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인천하늘

고등학교, 인천하늘고등학교 강당, 2019. 6. 14.

   8.   사회복지학과의 대학교육과 졸업 후 진로. 양재내곡교육지원센터(진로토크쇼), 센터 교

육장, 2019. 6. 22.

   9.   100세 시대는 노후설계 아닌 생애설계. 연세대학교(스포츠지도자 과정 특강), 체육관 강

의실, 2019. 8. 6.

10.   놀이를 통한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방안(학부모 대상). 시흥시 보건소. 보건소 강의실, 

2019. 9. 4.

11.   놀이를 통한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방안(보건소 직원 대상). 시흥보건소, 보건소 강의실, 

2019. 9. 10.

12.   평생발달과정에서의 자기개발 필요성. 대한노인회(노인지도자반 교육), 대한노인회 교육

원, 2019. 9. 25.

13.   나의 꿈을 실현하는 생애진로설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명덕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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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고등학교, 명덕외국어고등학교 강당. 2019. 10. 22.

14.   평생발달과 중년기 이후 사회공헌활동. 가천대학교(어쩌다 신중년학교 프로그램), 가천

대학교 평생교육원, 2019. 10. 24.

15.   사회과학과 사회복지 그리고 나의 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잠실여

자고등학교, 잠실여자고등학교 강당, 2019. 12. 19.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대한적십자사 발전위원. 대한적십자사 새해 떡꾹 대접 봉사, 2019. 1. 2.

   2.   한국고령사회비전연합회 이사 및 부회장. 고령사회비전연합회 이사회 참석, 2019. 1. 23.

   3.   ASEM 노인인권권정책센터 자문위원. ASEM 노인정책인원센터 자문회의 참석. 2019. 1. 

24.

   4.   학교법인 인제학원(수원여지대학교 재단) 이사. 이사회 참석, 2019. 2. 7.

   5.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 운영위원.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 운영위원회 

참석, 2019. 2. 11.

   6.   웰다잉시민운동 교육위원. 웰다잉시민운동 교육위원회 참석, 2019. 2. 12.

   7.   민간자문위원.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내항선 고령선원 선박 안전관리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 참석, 2019. 3. 19.

   8.   웰다잉시민운동 교육위원. 웰다잉시민운동 교육위원회 참석, 2019. 3. 25.

   9.   한국생애설계협회 이사 및 회장. 한국생애설계협회 이사회 참석, 2019. 4. 11.

10.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자문위원.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직원채용 심사, 2019. 4. 22.

11.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자문위원.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자문회의, 2019. 5. 13.

12. 한국노년학회 고문. 한국노년학회 고문회의 참석, 2019. 5. 17.

13.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자문위원.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직원 채용 심사, 2019. 5. 28.

14.   한국고령사회비전연합회 이사 및 부회장. (사)고령사회비전연합회 이사회 참석, 2019. 6. 

18.

15. 학교법인 인제학원(수원여자대학교 재단) 이사. 이사회 참석, 2019. 7. 10.

16. 학교법인 인제학원(수원여자대학교 재단) 이사. 이사회 참석, 2019. 8. 28.

17. 한국노년학회 고문. 한국노년학회 고문회의 참석, 2019. 9. 20.

18.   한국고령사회비전연합회 이사 및 부회장. (사)고령사회비전연합회 이사회 참석, 2019.  

10. 7.

19.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자문위원.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직원채용 심사위원, 2019.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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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자문위원.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자문회의 참석, 2019. 10. 22.

21.   한국고령사회비전연합회 이사 및 부회장. (사)고령사회비전연합회 이사회 참석, 2019.  

11. 1.

22.   한국고령사회비전연합회 이사 및 부회장. (사)고령사회비전연합회 이사회 참석, 2019.  

11. 18.

23. 한림화상재단 이사. (사)한림화상재단 이사회 참석, 2019. 12. 10.

24. 학교법인 인제학원(수원여자대학교 재단) 이사. 이사회 참석, 2019. 12. 12.

<기고문>

   1.   왜 장수는 축복 아니라 재앙이 되고 있는가? 백세시대(주간신문), 11쪽, 2019. 2. 1.

   2.   상석의 위치를 다시 생각하자. 백세시대(주간신문), 11쪽, 2019. 4. 5. 

   3.   100세 장수는 요람에서부터 챙겨야. 백세시대(주간신문), 11쪽, 2019. 5. 3.

   4.   나이 들면서 왜 배우는 것을 어려워하나? 백세시대(주간신문), 11쪽, 2019. 7. 26.

   5.   퇴직은 은퇴가 아니다. 백세시대(주간신문), 11쪽, 2019. 9. 27.

   6.   “60+인력” 고령사회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복지저널(한국사회복지협의회 월간 저널), 

4-7쪽, 2019. 10. 1.

   7.   자기개발은 평생 동안 이루어져야 한다. 효도실버신문(주간신문), 5쪽, 2019. 10. 15.

   8.   고령사회의 중년기와 노년기의 새로운 의미. 백세시대(주간신문), 11쪽, 2019. 11. 15.

<기타 근황> 

   1.   노인 무임승차 관련 대담. KBS TV 아침뉴스, 2019. 4. 24.

   2.   Japan, South Korea Face Graying Future. 미국 미조리주 Columbus Global Journal 

(Radio-TV 방송) 국제 원격 토론회 출연, 2019. 5. 16.

자연과학대학

박세희 (수리과학부)

<저서>

   1.   박세희: 동림 최윤식 선생과 우리 수학계. 총 128쪽, 대한수학회 70년사 편찬위원회, 

parksehie.com. 2019. 8. 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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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박세희: 화촌문집: 수학 속의 삶. 총 280쪽, parksehie.com, 2019. 9. 7.

   3.   박세희: 화촌문집: 삶 속에서, 총 140쪽, parksehie.com, 2019. 9. 7.

<논문>

   1.   Park, S. (2018) On the minimax inequality of Brezis-Nirenberg-Stampacchia. 

(presented at NAO-Asia 2016), J. Nonlinear Convex Anal. 19(9), 1493-1501.

   2.   Park, S. (2019) Various variational relation problems in abstract convex spaces. 

Advances in Nonlinear Variational Inequalities 22(1), 1-13.

   3.   Park, S. (2019) Forty five years with fixed point theory. J. Fixed Point Theory 2019 

Article ID 1 (13 Feb. 2019).

   4.   Park, S. (2019)  KKM implies Hahn-Banach. Results in Nonlinear Analysis 2(1), 7-17. 

   5.   Park, S. (2019) Some general fixed point theorems on topological vector spaces. Appl. 

Set-Valued Anal. Optim. 1(1), 19-28.

   6.   Park, S. (2019) Riemannian manifolds are KKM spaces. Adv. Theory Nonlinear Anal. 

Appl. 3(2), 64-73.

   7.   Park, S. (2019) B-spaces are KKM spaces. J. Nonlinear Convex Anal. 20(4). 739-746.

   8.   Park, S. (2019) A panoramic view of the realm of Ky Fan’s 1952 lemma. Nonlinear 

Analysis and Convex Analysis (NACA 2017, Chitose, Hokkaido), Yokohama Publ., 

Yokohama.

   9.   Park, S. (2019) From Hadamard manifolds to Horvath spaces. J. Nat. Acad. Sci., ROK, 

Nat. Sci. Ser. 58(1), 1-36.

10.   Park, S. (2019) Generalizations of hyperconvex metric spaces. Results in Nonlinear 

Analysis 2(2), 71-82.

11.   Park, S. (2019) On further examples of partial KKM spaces. J. Fixed Point Theory, 

2019:10 (18 June, 2019).

12.   Park, S. (2019) Some equivalents of the Hahn-Banach theorem. J. Fixed Point Theory, 

2019:13 (2 August, 2019).

13.   Park, S. (2019) On multimap classes in the KKM theory. RIMS K\^oky\^uroku, Kyoto 

Univ. 2114 (Aug. 30~Sep. 1, 2017), May, 2019, 73-81.

14.   Park, S (2019) Extending the realm of Horvath spaces. J. Nonlinear Conv. Anal. 20(9), 

1609-1621.

15.   Park, S. (2019) Basis of applications of the KKM theory, Ⅱ. J. Nat. Acad. Sci. ROK, 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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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 Ser. 58(2), 243-269.

<학술회의>

   1.   박세희: Variational relation problems in abstract convex spaces. An invited talk at 2019 

RIMS International Workshop on Nonlinear Analysis and convex Analysis, Kyoto 

University, Kyoto, Japan. 2019. 9. 2~4.

   2.   박세희: Member, Scientific Committee,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Nonlinear 

Analysis and Convex Analysis―International Conference on Optimization Techniques 

and Applications (NACA-ICOTA2019), Hakodate (Hokkaido), Japan. 2019. 8. 26~31(명

예직).

   3.   박세희: Member, Scientific Committee, International Workshop on Nonlinear Analysis 

and its Applications (IWNAA 2019), Bangsam, Chonburi, Thailand. 2019. 9. 12~14(명예

직).

   4.   박세희: Workshops Chair, Organizing Committee, The 2019 Inter. Conf. on 

Mathematical Models and Appl., Athens, Greece. 2019. 10. 13~14(명예직).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학술원 2019년도 우수학술도서 선정 지원 사업 분야별 심사위원. 2019. 5. 20~6.

   2.   According to MathSciNet of the American Mathematical Society, Sehie Park has 299 

publications and is cited 1592 times by 435 authors. 2019. 10. 30.

   3.   According to ResearchGate, Sehie Park has 406 Research items, 17,440 Reads, and 

4,930 Citations. 2019. 10. 30.

   4.   According to Mendeley Stats, Sehie Park has 1,423 Citations and 21,393 Total Views by 

188 Readers. 2019. 10. 30.

   5.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 2019. 12. 18.

<기고문>

   1.   스승을 위한 변명-결말의 시작. 대한민국학술원 통신 313호, 10-14쪽, 2019. 8. 1.

   2.   최윤식-서울대 수학과의 설계자, 상아탑을 쌓아라(서울대 학문의 개척자들). 경인문화사

(2019), 248-253쪽.

   3.   명예로운 최윤식 초대회장님. 대한수학회 소식 제187호(2019년 9월호), 24-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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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학술지 편집위원>

   1.   국내: Nonlinear Funct. Anal. Appl. (NFAA) (Honorary Editorial Board).

   2.   미국: Advances in Nonlinear Variational Inequalities (ANVI); Mathematical Research 

Journal (MRJ).

   3.   영국: Journal of Fixed Point Theory ( JF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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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도: Indian J. Math. (IJM); J. Informatics and Mathematical Sciences ( JIMS).

   5.   일본: J. Nonlinear Convex Anal. ( JNCA).

   6.   터키: Results in Nonlinear Analysis (RNA) (Honorary Editorial Board).

   7.   태국: Journal of Nonlinear Analysis and Optimization: Theory & Applications ( JNAO); 

Bangmod Int. J. Math. Comp. Sci. (BIJMCS).

<논문 비평>

   1.   미국수학회(A.M.S.)의 Mathematical Reviews(수학비평) 2019년도 판에 MR3821775, 

MR3838204, MR3868248, MR3871104, MR3890726, MR3893759 여섯 편(1981년부터 총

계 304편)의 논문 비평을 발표하였다.

   2.   미국수학회 Mathematical Reviews(수학비평)의 2019년도 판에 본인의 논문에 대한 비평 

MR3897195, MR3969697의 2편(1970년부터 총계 299편)이 게재되었다.

<기타 근황>

   1.   OBS(경인테레비)의 프로그램 “명불허전”에 초청되어 본인의 학문과 인생과 수학계에서

의 활동을 자세히 밝혔다. 이 프로는 2019년 3월 24일(일) 21:10과 3월 28일(목) 13:05 두 

차례에 걸쳐 방영되었으며, 다음 website에 실려 있다.

     http://vod.obs.co.kr/program/mb4/mb4-18.mp4

   2.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간담회에 참석, 2019. 5. 14.

   3.   parksehie.com으로 Homepage 새로 개설. 2019. 9. 7.

박성현 (통계학과)

<저서>

   1.   박성현, 김연성, 김재룡 외 3인: 사회적가치경영과 지속가능발전 전략, 사회적 가치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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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총 245쪽, 한국표준협회미디어 발행, 2019. 10. 25.

   2.   이영조, 박성현, 장중순 외 4인: 빅데이터 ·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데이터 과학의 발

전 전략 연구. 총 144쪽, 한림연구보고서 128,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발행, 2019. 11. 29.

   3.   이충희, 박성현, 이영백 외 2인: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력 양성 방안; 인공지능과 빅데이

터를 중심으로. 총 174쪽,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한국시니어

과학기술인협회 발행, 2019. 11. 30.

<논문>

   1.   Michael Sony, Jiju Antony, Sung Park and Michael Mutingi (2019) Key Criticisms of Six 

Sigma: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IEEE Transactions on Engineering Management, 

Date of Publication: 8 February, 2019, p.1-13, Publisher: IEEE, Sponsored by IEEE 

Technology Management Council. 

   2.   박성현(2019) 통계의 오남용은 나라를 멍들게 하는 지름길. 논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회보 제 14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97-104쪽, 2019. 2. 28.

   3.   Sung Hyun Park, Wan Seon Shin and Kwang-Jae Kim (2019) Assessing a social 

responsibility model for sustainable company growth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JQSS(International Journal for Quality and Service Sciences) - Emerald 

Insight Online, Date of Publication: 30 May, 2019. Publisher: Emerald Group Limited, 

Registered Office: Howard House, Wagon Lane, Bingley, BD16 1WA, United Kingdom.

   4.   박성현(2019) 한국인의 삶의 질, 통계적 지표에 의한 현황과 개선 방향. 대한민국 학술원 

논문집 (자연과학편), 제58집, 1호, 89-109쪽, 2019. 8. 23.

<학술회의>

   1.   박성현: 한국인의 삶의 질; 현황과 도전 과제. 2019 한국품질대회, 논문발표, 한국품질경

영학회 주최, 더케이호텔, 서울, 2019. 5. 31.

   2.   박성현: The Quality Management and Lean Six Sigma; Where are We Today and 

Where Are We Going? Keynote speech at the Fif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Interface between Statistics and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Seoul, 2019. 6. 27.

   3.   Sung Hyun Park (2019), Data platforms and their quality management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Presented at The 18th Korea-China Quality Symposium,  Incheon 

National University, Incheon, Korea, 2019. 8. 24.

   4.   박성현: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인재양성 방안. 제10회 한국시니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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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술인협회 포럼 및 국회 미래일자리 교육포럼 주제발표,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와 바른미래당 신용현의원 공동 주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2019. 10. 4.

   5.   Sung Hyun Park: New paradigm of Lean Six Sigma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paper presentation at the 22nd QMOD-ICQSS International Conference, Krakow, 

Poland, October 15, 2019.

   6.   박성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데이터 과학자 양성 정책 연구. 2019년도 특정연

구과제 학술토론회 주제 발표, 학술토론회 문집, 77-164쪽, 대한민국 학술원, 학술원 대회

의실, 2019 11. 8.

<강의 및 특강>

   1.   빅데이터와 통계적 정보 창출.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초청강연, 한국환경건축연구원 강의

실, 2019. 1. 31.

   2.   빅데이터와 데이터과학에 의한 정보 창출. 한국천문연구원 초청강연, 한국천문연구원 장

영실홀, 2019. 3. 20.

   3.   인류과학기술 문명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빅데이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

회 재능기부특강, 서울여자고등학교 초청강연, 서울여자고등학교 강당, 2019. 4. 2.

   4.   통계학의 발전과 데이터 기반 지능정보화 시대의 미래 비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이화여자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초청강연, 이화여대 부고 시청각실, 2019. 

4. 19.

   5.   데이터과학과 데이터산업.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과학기술산업융합최고전략과정

(SPARC) 초청강연, 자연과학대학 501동 강의실, 2019. 4. 30.

   6.   데이터 경제 시대의 데이터과학과 데이터산업. 한국품질재단 CEO 경영아카데미 조찬회 

초청강연, 더플라자호텔 22층 다이어몬드홀, 2019. 5. 9.

   7.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변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석학과의 만남 프로그램 주관, 인천 

가림고등학교 초청 강연, 가림고등학교 강의실, 2019. 5. 10.

   8.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주관 2019년 청소년 과학꿈나무 

육성 교육사업, 수원영덕중학교 초청강연, 수원영덕중학교 과학교실, 2019. 5. 17.

   9.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덕원여자고등학교 

초청강연, 덕원여고 강당, 2019. 6. 5.

10.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석학과의 만남 프로그램 주관, 이리남성

여자고등학교 초청 강연, 이리남성여고 강당, 2019. 6. 18.

11.   4차산업혁명과 기술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석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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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만남 프로그램 주관, 경구고등학교(구미) 초청 강연, 경구고등학교 강의실, 2019. 7. 

10.

12.   통계학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기반 지능정보화 시대의 미래 비전. 단국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초청 강연, 단대부고 도서관, 2019. 7. 15.

13.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그리고 미래 진로.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주관 2019년 청

소년 과학꿈나무 육성 교육사업, 공릉중학교 초청강연, 공릉중 2층 물상실, 2019. 8. 22.

14.   통계학의 발전과 데이터 기반 지능정보화 시대의 미래 비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초청강연, 명덕외국어고등학교 강당, 2019. 10. 31.

15.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과학, 한양공업고등학교 초청강연,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주

관, 한양공업고등학교 강당, 2019. 11. 4. 

16.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현황과 도전과제. (사)참행복나눔운동 초청강연, (사)참행복나

눔운동 주관, 여전도회관 14층, 2019. 12. 6.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사회적책임경영품질원 회장. 사회적책임경영품질 컨벤션 개최,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 센

터 1층 그랜드볼룸, 2019. 11. 6.

   2.   이사. 한국품질재단 이사회, 2010. 3~현재.

   3.   편집위원. 미래한국잡지, 2004. 6(104호, 2기부터)~현재.

   4.   회장. 사회적책임경영품질원, 2016. 3~현재.

   5.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과학영재사사사업 멘터로 참여, 2019. 5~현재.

   6.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고문으로 활동, 2017. 3~현재.

   7.   위원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남북과학기술협력위원회, 2019. 4. 4~현재.

   8.   회장. 대한민국 학술원 제1분과, 2019. 9. 1~현재.

   9.   이사. GMTO(Giant Magellan Telescope Organization) Corporation 이사회, 2019. 11. 1~

현재.

<기고문>

   1.   데이터 사이언스로 합리적 · 맞춤형 의사결정 실현. 품질경영, 한국표준협회미디어 발행 

월간지, 2019년 1월호, 36-39쪽, 2019. 1. 4.

   2.   과학기술 혁신성장 가능할까. 미래한국, 589호, 미래한국미디어 발행, 24-26쪽, 2019. 1. 9.

   3.   혁신 성장, 기업에 물어봐야. 한국경제신문, 시론, A35면, 2019. 1. 22.

   4.   ‘소득주도성장’을 깨지 않으면 ‘혁신성장’ 불가능하다. 뉴데일리, 인터넷 신문 외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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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25.

   5.   데이터 경제시대, 데이터 마인드로 무장하자. 품질경영, 한국표준협회미디어 발행월간지, 

2019년 2월호, 34-37쪽, 2019. 2. 4.

   6.   ‘중국제조 2025’와 미중 기술패권 전쟁. 미래한국, 591호, 미래한국미디어 발행, 57-61쪽, 

2019. 2. 6.

   7.   데이터 분석시대, 일상을 지배할 빅데이터. 품질경영, 한국표준협회미디어 발행 월간지, 

24-27쪽, 2019년 3월호, 2019. 3. 4.

   8.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 양질의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품질경영, 한국표준협회 미디어 발

행 월간지, 36-39쪽, 2019년 4월호, 2019. 4. 4.

   9.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의 현재와 미래. 시니어과협매거진, Vol. 4, No. 1, 5쪽, 한국시

니어과학기술인협회 발행, 2019. 3. 31.

10.   우리 산업의 버팀목, 제조업이 위험하다. 미래한국, 595호, 미래한국미디어 발행, 38-43쪽, 

2019. 4 10.

11.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 미래 데이터 경제와 산업. 품질경영, 한국표준협회미디어 발행 월

간지, 2019년 5월호, 30-33쪽, 2019. 5. 4.

12.   심각한 중고생의 학력 저하, 미래가 걱정된다. 미래한국, 598호, 미래한국미디어 발행, 

66-69쪽, 2019. 5. 22.

13.   데이터경제 시대의 신품질경영 전략. 품질경영, 한국표준협회미디어 발행 월간지, 2019년 

6월호, 32-35쪽, 2019. 6. 4.

14.   한국은 미 · 중의 데이터 식민지인가. 미래한국, 599호, 미래한국미디어 발행, 30-34쪽, 

2019. 6. 5.

15.   무너지는 한국의 제조업. 미래한국, 미래한국미디어 발행, 64-67쪽, 2019. 7. 17.

16.   사면초가 한국산업, 반전의 기회는 무엇인가. 미래한국, 604호, 미래한국미디어 발행, 

64-68쪽, 2019. 8. 14.

17.   사면초가 한국 제조업, 한 · 일 통상갈등 극복할 수 있을까,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감격사

회(감사와 격려로 사랑을 회복하는 컬럼 공동체), 327호,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발행, 

2019. 8. 21.

18.   한 · 일 통상갈등, 극복 가능한가. 미래한국, 605호, 미래한국미디어 발행, 70-73쪽, 2019. 

8. 28.

19.   추락하는 대학교육 경쟁력,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미래한국, 607호, 56-58쪽, 2019. 10. 2.

20.   시급한 국가적 과제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인력 양성. 미래한국, 608호, 66-69쪽, 2019. 

10. 16.



4부  명예교수 학술 및 봉사활동   327

21. 저조한 국가경쟁력, 무엇이 문제인가. 미래한국, 610호, 46-49쪽, 2019. 11. 13.

22.   자사고 · 외고 · 국제고 폐지, 교육 하향평준화만 초래. 미래한국, 611호, 71-75쪽, 2019. 11. 

27.

23.   추락하는 국가경쟁력, 끌어올릴 대책은 무엇인가. 경제포커스, 시리즈 전문컬럼, 2019. 12. 

9.

김하석 (화학부)

<논문>

   1.   Suyeon Hyun, Byungrak Son, Hasuck Kim, et al. (2019) Hierarchical Nickel Cobalt 

Sulfide Nanostructures Supported on Sulfur-doped Carbon as Efficient Bifunctional 

Cathode for Rechargeable Li-O2 Batteries. Appl. Catal. B: Environ., accepted for 

publication.

   2.   Maria Krisandra Mendoza, Bernard John V. Tongol, Hasuck Kim, et al. (2018) Pulse 

Electrodeposited PtSn Electrocatalyst ona PEDOT/grapheme-based Electrode for 

Ethanol Oxidation in an Acidic Medium. Int. J. Hydrogen Energy 43, 19930-19938.

   3.   Faranak Foroughi, Mansour Rahsepar, Hasuck Kim (2018) A highly sensitive and 

selective biosensor based on nitrogen-doped graphene for non-enzymatic detection of 

uric acid and dopamine at biological pH value. J. Electroanal. Chem. 827, 34–41.

   4.   Thanh-Nhan Tran, Min Young Song, Hasuck Kim, et al. (2018) Iron Phosphide 

Incorporated into Iron-Treated Heteroatoms-Doped Porous Bio-Carbon as Efficient 

Electrocatalyst for the Oxygen Reduction Reaction. ChemElectroChem 5, 1944-1953.

   5.   Faranak Foroughi, Mansour Rahsepar, Hasuck Kim, et al. (2018) Microwave-assisted 

Synthesis of Graphene Modified CuO Nanoparticles for Enzyme-free Sensing of 

Glucose at Biological pH Range. Microchim Acta 185, 57-65.

   6.   Joshua L. Tan, Arvee M. De Jesus, Hasuck Kim, et al. (2017)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palladium-nickel on grapheneoxide support as anode catalyst for 

alkaline direct ethanol fuel cell. Applied Catalysis A: General 531, 29–35.

<국제학술회의>

   1.   Hasuck Kim, Jeong-Wook Oh and Tae Hyun Kim: Multi-signaling properties of 

alkynylpyrene for chemical sensing. 2018 14th Asian Conference on Analy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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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stry, Invited Talk, Jakarta, Indonesia 2018. 4. 3~6.

   2.   Hasuck Kim, Seunghee Woo, Won-kyo Suh, et al.: Preparation of Low Loading Pt 

Catalysts for Oxygen Reduction in Low Temperature Fuel Cells. 2018 Topical Meeting 

of International Society of Electrochemistry, Invited Talk, Tokyo 2018. 4. 15~18.

   3.   Mansour Rahsepar, Mohammad Reza Nobakht, and Hasuck Kim: Heteroatom-doped 

Carbons for Oxygen Reduction Reaction in Fuel Cells. 2018 International Symposium 

on Electrocatalysis, Oral Talk, Szczyrk, Poland, 2018. 8. 29~9. 1.

   4.   Hasuck Kim, Mohammad Reza Nobakht, and Mansour Rahsepar: Heteroatom-doped 

Carbons for Oxygen Reduction Reaction in Fuel Cells. 2018 International Symposium 

on Electrocatalysis, Invited Talk, Szczyrk, Poland, 2018. 8. 29~9. 1.

   5.   Mansour Rahsepar, Md Reza Nobakht J. Hasuck Kim, et al.: Heteroatom-doped 

Carbons for Oxygen Reduction Reaction in Fuel Cells. 2018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s and Applications of Innovative Energy Materials, Keynote 

Speaker, Guangxi, China, 2018. 11. 30~12. 4.

   6.   Hasuck Kim, Yang-Rae Kim, Teak Dong Chung and Donghoon Han: New 

Electroanalytical Methods for Sensing Metal Ions and Bio Molecules. 2019 China-

Japan-Korea Symposium on Analytical Chemistry, Plenary Talk, Suwon, Korea, 2019. 

10. 15.

   7.   Suyeon Hyun, Sangaraju Shanmugam, Seunghee Woo and Hasuck Kim: Smart 

Materials as ORR Catalysts for PEMFCs and Metal/O2 Batteries.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lean Energy Materials, Plenary Talk, Suzhou, China, 2019. 11. 29~12. 1.

   8.   Sungyul Bong, Seunghee Woo and Hasuck Kim: Will Hydrogen be Ready for the 

Future Sustainable Society?. Special Mini Symposium, Invited Talk, Suzhou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Suzhou, China, 2019. 12. 1

<국내학술회의>

   1.   Hasuck Kim: Korea-Italy Bilateral Symposium on Energy Materials, DGIST, Daegu, 

Korea, 2019. 5. 8~9.

   2.   김하석: 미래에너지와 수소. 2019 한림원 석학과의 만남, 서산 서령고등학교, 2019. 5. 18.

   3.   Hasuck Kim: Is Hydrogen our Future Sustainable Energy? 2019 Italy-Korea Science 

Club Forum, Seoul, Korea, 2019. 6. 13.

   4.   김하석: 미래에너지와 수소. 2019 한림원 석학과의 만남, 부산 사상고등학교, 2019. 7. 17.



4부  명예교수 학술 및 봉사활동   329

   5.   김하석: 친환경 에너지 클러스터사업-범위와 역할. 2019 동해안 친환경 에너지클러스터 

활성화 포럼 기조강연, 포항공과대학교, 2019. 10. 30.

<국제학술지 편집>

   1.   Current Opinion in Electrochemistry, Elsevier.

       2016년부터 맡은 Editor-in-Chief(Oxford 대학의 Richard Compton 

교수와 같이)으로 2017년 창간된 이래 2019년 말까지 모두 18권의 

학술지 발간을 완료하였고 2020년도 6권 발간에 박차를 가하고 있

음. 이 학술지는 review 논문으로 초청에 의해서만 원고를 받음. 학

술지의 내용은 전기화학과 관련된 1. Energy Storage, 2. Energy 

Transformation, 3. Environmental Electrochemistry, 4. Surface 

Electrochemistry, 5. Electrochemical Materials and Engineering, 

6. Sensors and Biosensors, 7. Innovative Methods in Electrochemistry, 8. Organic and 

Molecular Electrochemistry, 9. Bioelectrochemistry, 10. Electrocatalysis, 11. Funda- 

mental and Theoretical Electrochemistry, 및 12. Physical and Nanoelectrochemistry의 

12개 topic에 대해 각각 10~15명의 전문가로부터 원고를 받아 심사를 거친 후 2개의 

topic을 한 권으로 매 짝수달에 출간한다.

서세원 (화학부)

<논문>

   1.   Jang JY, Kim H, Suh SW, et al. (2019) Structural basis for the inhibitory effects of a 

novel reversible covalent ligand on PPARγ phosphorylation. Scientific Reports 9(1), 

11168.

   2.   Park SH, Suh SW, Song, HK (2019) A cytosine modification mechanism revealed by 

the structure of a ternary complex of deoxycytidylate hydroxymethylase from 

bacteriophage T4 with its cofactor and substrate. IUCrJ 6(2), 206-217.

이인규 (생명과학부)

<보고서>

   1.   최종태, 이인규, 이흥식 외 2인: 학문 후속 세대를 위한-나의 학문, 나의 삶. 총 239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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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대학교 총동창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2019. 12. 31.

   2.   이흥식, 이인규, 최종태 외 7인: 고교생의 꿈을 위한 석학가이드(II). 총 149쪽,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2019. 12. 31.

<학술회의>

   1.   국제해조학 심포지엄 축사. 한국조류학회 주관, 제주시, 2019. 4. 29.

   2.   한국의 서원 –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념 세미나. 종합토의 주관, 돈암서원, 전라북도, 

2019. 11. 4.

<강의 및 특강>

   1.   자연유산의 이해. 천연기념물센터 직무연수교육, 대전시, 천년기념물센터 주관2019. 1. 8, 

및 8. 6.

   2.   융복합시대가 지향해야 할 생명윤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주관 2018년 겨울방학 

교사직무연수, 2019. 1. 6.

   3.   자연보호운동의 미래지향적인 진로모색. 자연보호중앙연맹 총회, 대구, 2019. 3. 28.

   4.   자연유산의 이해. 부여시, 부여전통학교 직무연수교육, 2019. 4. 15.

   5.   생물진화와 창조, 유전학의 발전은 어디까지인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

특강, 명덕여자고등학교, 2019. 7. 12.

   6.   생명체의 창조와 진화 – 생명공학의 발전은 어디까지인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명덕외국어고등학교, 2019. 10. 15.

<기고문>

   1.   과학기술 발전의 끝은 어디인가? 모새골 계간지, 2019. 봄.

   2.   자연보호운동의 미래발전적인 진로모색. 자연보호 181: 54-56, 2019.

   3.   상아탑을 쌓아라 – 서울대 학문발전의 개척자들(공저). 394쪽, 2019 서울대 대학원 동창

회 간행.

<동정>

   1. 독도평화상 특별상 수상. 독도평화재단, 포항시, 2019. 12. 9.

<기타 근황>

   1.   2019년도 명예교수협의회 정기총회.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 2019.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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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명예교수협의회 운영위원회.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2019. 1. 29, 2. 18, 4. 1, 5. 1, 5. 

27, 6. 25, 9. 23, 11. 12.

이동규 (지구환경과학부)

<논문-국외>

   1.   Park, Changyong, Dong-Hyun Cha, Dong-Kyou Lee, et al. (2019) Evaluation of 

summer precipitation over far-East Asia and South Korea simulated by multiple 

regional climate models. Int. J. Climatol. (online published)

   2.   Lee, Hyeonjae, Chun-Sil Jin, Dong-Kyou Lee, et al. (2019)  Future Change in 

Climatological Tropical Cyclone Activity over the 2 Western North Pacific in the 

CORDEX-East Asia Multi-RCM Simulations. J. Clim., 32, 5053-5067.

   3.   Kim, Gayoung, Dong-Hyun Cha, Dong-Kyou Lee, et al. (2018) Future Change in 

Extreme Precipitation Indices over Korea. Int. J. Climatol., 38, e862-e874.

   4.   Jin, Chun-Sil, Dong-Hyun Cha, Dong-Kyou Lee, et al. (2016) Evaluation of 

climatological tropical cyclone activity over the western North Pacific in the CORDEX-

East Asia multi-RCM simulations. Clim. Dyn., 47, 765-778.

   5.   Wu, Fu-Ting, Shu-Yu Wang, Dong-Kyou Lee, et al. (2016) Evaluation and projection of 

summer extreme precipitation over East Asia in the Regional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Clim. Res., 69, 45-58.

   6.   Li, Q., Wang, S., Lee, D. K., et al. (2016) Building Asian climate change scenario by 

multi-regional climate models ensemble. Part II: mean precipi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limatology, 36, 4253-4264.

   7.   Lee, Donghyun, Seung-Ki Min, Dong-Kyou Lee, et al. (2016) Time of Emergence of 

Anthropogenic Warming Signals in Northeast Asia Assessed from Multi-Regional 

Climate Models. Asia-Pac. J. Atmos. Sci., 52, 129-137.

   8.   Choi, Yeon-Woo, Joong-Bae Ahn, Dong-Kyou Lee, et al. (2016) Future Changes in 

Drought Characteristics over South Korea Using Multi Regional Climate Models with 

the 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Asia-Pac. J. Atmos. Sci., 52, 209-222.

   9.   Ahn, Joong-Bae, Sera Jo, Dong-Kyou Lee, et al. (2016) Changes of precipitation 

extremes over South Korea projected by the HadGEM2-AO and 5 RCMs model chain 

under RCP scenarios. Asia-Pac. J. Atmos. Sci., 52, 22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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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ha, Dong-Hyun, Dong-Kyou Lee, Chun-Sil Jin, et al. (2016) Future Changes in 

Summer Precipitation in Regional Climate Simulations over the Korean Peninsula 

Forced by Multi-RCP Scenarios of HadGEM2-AO, Asia-Pac. J. Atmos. Sci., 52, 139-149.

11.   Oh, Seok-Geun, Myoung-Seok Suh, Dong-Kyou Lee, et al. (2016) Projections of High 

Resolution Climate Changes for South Korea Using Multiple-Regional Climate Models 

Based on Four RCP Scenarios. Part 2: Precipitation, Asia-Pac. J. Atmos. Sci., 52, 171-189.

12.   Suh, Myoung-Seok, Seok-Geun Oh, Dong-Kyou Lee, et al. (2016) Projections of High 

Resolution Climate Changes for South Korea Using Multiple-Regional Climate Models 

Based on Four RCP Scenarios. Part 1: Surface Air Temperature, Asia-Pac. J. Atmos. Sci., 

52, 151-169.

13.   Park, Changyong, Seung-Ki Min, Dong-Kyou Lee, et al. (2016) Evaluation of multiple 

regional climate models for summer climate extremes over East Asia, Clim. Dyn., 46, 

2469-2486.

14.   Cha, Dong-Hyun, Chun-Sil Jin, Ji-Hong Moon, and Dong-Kyou Lee (2016) Improvement 

of regional climate simulation of East Asian summer monsoon by coupled air-sea 

interaction and large-scale nudging, Int. J. Climatol., 36, 334-345.

15.   Choi, Yonghan, Gyu-Ho Lim, Dong-Kyou Lee (2015) Applicability of the Adjoint 

Sensitivity-Based Data Assimilation Method: Radar Data Assimilation for Heavy Rainfall 

Cases over the Korean Peninsula. SOLA, 11, 53-58.

<논문-국내>

   1.   Gayoung Kim, Dong-Hyun Cha, Dong-Kyou Lee, et al. (2016) Impact of Horizontal 

Resolution on Precipitation Simulation over South Korea with Multi Regional Climate 

Models, Climate Research, 11, 169-181.

   2.   Jineun Kim, Gayoung Kim, Dong-Kyou Lee, et al. (2015)  A study on future change in 

surface wind over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a regional climate change scenario, 

Climate Research, 10, 1-12.

<학술회의>

   1.   Kim, Gayoung, Dong-Hyun Cha, Dong-Kyou Lee, et al.: Evaluation and projection of 

regional climate over East Asia using CORDEX-East Asia Phase I dataset, 2019 Fall 

Korean Meteorological Society Conference, October 30-November 1, 2019, Gyeo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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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2.   Kim, Gayoung, Dong-Hyun Cha, Dong-Kyou Lee, et al.: Projection of future changes 

in extreme precipitation indices over South Korea,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gional Climate-CORDEX 2019, October 14-18, 2019, Beijing, China.

   3.   Lee, Minkyu, Chun-Sil Jin, Dong-Kyou Lee, et al.: Future Change in Tropical Cyclone 

Activity over the Western North Pacific in CORDEX-East Asia Multi-RCMs Forced by 

HadGEM2-AO, The nex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gional Climate-CORDEX 2019, 

October 14-18, 2019, Beijing, China.

   4.   Cha, Dong-Hyun, Gayoung Kim, Dong-Kyou Lee, et al.: Added Values by Dynamical 

Downscaling for High Impact Weather Simulations over CORDEX East Asia Domain, 

The 13th Conference on Mesoscale Convective Systems and High-Impact Weather in 

East Asia, March 6-8, 2019, Naha, Japan.

   5.   Kim, Gayoung, Dong-Kyou Lee and Dong-Hyun Cha: Simulated precipitation 

characteristics over South Korea in high-resolution CORDEX-East Asia Phase II 

experiment, 2018 Korean Society of Climate Change Research Conference, June 18-20, 

2018, Seogwipo, Korea.

   6.   Kim, Gayoung, Dong-Kyou Lee and Dong-Hyun Cha: Impact of Horizontal Resolution 

on Regional Climate Simulation over South Korea, 15th 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 Conference, June 3-8, 2018, Honolulu, USA.

   7.   Kim, Gayoung, Dong-Kyou Lee and Dong-Hyun Cha: Impact of horizontal resolution 

on precipitation in regional climate simulation over South Korea, 2018 Spring Korean 

Meteorological Society Conference, April 16-17, 2018, Seoul, Korea.

   8.   Kim, Gayoung, Dong-Hyun Cha, Dong-Kyou Lee, et al.: Changes in future extreme 

precipitation indices by climate change over South Korea, 2017 Korean Society of 

Climate Change Research Conference, November 30-December 1, 2017, Ulsan, Korea.

   9.   Lee, Dong-Kyou: Chanllenges and Perspectives in Regional Climate Modeling, 14th 

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 Conference, August 6-11, 2017, Singapore, Singapore.

10.   Kim, Gayoung, Changyong Park, Dong-Kyou Lee, et al.: Future projection of summer 

extreme precipitation from high-resolution multi-RCMs over East Asia, 14th 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 Conference, August 6-11, 2017, Singapore, Singapore.

11.   Kim, Gayoung, Changyong Park, Dong-Kyou Lee, et al.: Projection of future changes 

in summer probabilistic precipitation using high resolution multi-RCMs over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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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2017 Korean Society of Climate Change Research Conference, June 15-16, 2017, 

Seoul, Korea.

12.   Kim, Gayoung, Changyong Park, Dong-Kyou Lee,, et al.: Future projection of summer 

extreme precipitation from high resolution multi-RCMs over East Asia, 2017 General 

Assembly 2017 of European Geosciences Union, April 23-28, 2017, Vienna, Austria.

13.   Kim, Gayoung, Dong-Hyun Cha, Dong-Kyou Lee, et al.: Changes in extreme precipi- 

tation indices by climate change over South Korea, 2016 Fall Korean Meteorological 

Society Conference, October 31-November 2, 2016, Busan, Korea.

13.   Kim, Gayoung, Dong-Hyun Cha, Dong-Kyou Lee, et al.: Future changes in extreme 

precipitation indices by climate change, 13th 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 

Conference, July 31-August 5, 2016, Beijing, China.

14.   Kim, Gayoung, Dong-Hyun ChaDong-Kyou Lee, et al.: Changes in extreme 

precipitation indices by climate change over South Korea,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gional Climate-CORDEX 2016, May 17-20, 2016, Stockholm, Sweden.

15.   Kim, Gayoung, Dong-Hyun Cha, Dong-Kyou Lee, et al.: Impact of horizontal 

resolution on extreme climate simulation over the Korean Peninsula, 2015 Fall Korean 

Meteorological Society Conference, October 12-14, 2015, Seogwipo, Korea.

16.   Kim, Gayoung, Dong-Hyun Cha, Dong-Kyou Lee, et al.: Impact of Horizontal 

Resolution on Regional Climate Simulation over the Korean Peninsula, 12th 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 Conference, August 2-7, 2015, Singapore, Singapore.

17.   Kim, Gayoung, Dong-Hyun Cha, Dong-Kyou Lee, et al.: Changes of extreme 

precipitation indices by climate change, 2015 Spring Korean Meteorological Society 

Conference, April 19-21, 2015, Gyeongju, Korea.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기상청 기상과학원 수치모델연구부장 및 기상청 수치모델링센터 센터장(인사혁신처 개

방직 고위공무원단), 2015. 11~2019. 11.

   2.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자문위원회 위원, 2012. 4~2018. 4.

   3. 한국기상학회 포상위원회 위원, 2013. 1~현재.

   4.   WMO(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orld Weather Research Programme 

(WWRP), Scientific Steering Committee 위원, 2010. 6~20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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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1.   Axford Medal 수상 (for recognizing academic excellence in geoscience and unselfish 

scientific cooperation in Asia and Oceania), 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 2017. 8. 6.

<기타 근황>

   1.   한국기상학회 2105년 봄학술발표회(대기역학분과), 서울 참석, 2015. 4. 27~28.

   2.   한국기상학회 2105년 학술발표대회, 제주 참석, 2015. 10. 12~14. 

   3.   한국기상학회 2017년 학술발표대회, 부산 참석, 2017. 10. 25~27.

   4.   한국기상학회 2018년 봄학술발표회(기후분과), 서울 참석, 2018. 5. 6~17.

   5. 한국기상학회 2018년 학술발표대회, 제주 참석, 2018. 10. 29~31.

   6. 한국기상학회 2019년 봄학술발표대회(기후분과), 대구 참석, 2019. 4. 21~23.

   7.   2018 한국 슈퍼컴퓨팅 컨퍼런스, 초청강연(기상청 중기수치예보모델의 성과와 전망), 서

울, 2018. 10. 4~5.

   8.   WMO/WWRP 8th Scientific Steering Committee meeting, Geneva, Switzerland 참석, 

2015. 11. 24~27.

   9.   ICMCS-X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esoscale Convective System and High 

Impact Weather) Meeting., Busan, Korea, 2016. 4. 25~28.

10.   WMO/WWRP 9th Scientific Steering Committee meeting, Geneva, Switzerland, 

Meeting, 2016. 10. 24~26.

11.   WMO/WWRP WMO Congress and 10th Scientific Steering Committee meeting, 

Geneva, Switzerland, Meeting, 2017. 10. 19~28.

12.   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 12th Annual Meeting and Science Program, 

Singapore, Meeting, 2015. 8. 2~7.

13.   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 13th Annual Meeting and Science Program, Beijing 

참석, 2016. 7. 31~8. 5.

14.   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 14th Annual Meeting and Science Program, Invited 

Speaker (Chanllenges and Perspectives in Regional Climate Modeling) Singapore, 참석, 

2017. 8. 6~11.

15.   WMO/WWRP 11th Annual Meeting of Working Group Tropical Meteorology Research,  

Hong Kong, China, 참석, 2017. 9. 21~23.

16.   American Meteororlogical Society, Symposium for Dr. Rick Anthes 75th Anniversary 

Memorial, Invited Speaker (Development and Applications of an MM5-based Reg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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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Model), Phoenix, Az. USA, 참석, 2019. 1. 6~11. 

17.   Korea Institute of Atmospheric Prediction System (KIAPS), International Symposium 

on Global Numerical Weather Prediction Model, Seoul, Korea, 참석, 2019. 11. 11~13.

최덕근 (지구환경과학부)

<논문>

   1.   Choi DK (2019) Evolution of the Taebaeksan Basin, Korea: I, early Paleozoic 

sedimentation in an epeiric sea and break-up of the Sino-Korean Craton from 

Gondwana. Island Arc, DOI: 10.1111/iar.12275.

   2.   Choi DK (2019) Evolution of the Taebaeksan Basin, Korea: II, late Paleozoic 

sedimentation in a retroarc foreland basin and assembly of the proto-Korean 

Peninsula. Island Arc, DOI: 10.1111/iar.12277.

<학술회의>

   1.   최덕근: 한반도 형성과정 - 로디니아 초대륙에서 판게아 초대륙까지. 2019 한국고생물학

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충북대학교, 2019. 2. 14.

   2.   최덕근: 캄브리아기의 세분과 현황. 2019 한국고생물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충북

대학교, 2019. 2. 14.

   3.   임철, 오창환, 최덕근, 정연중: 옥천변성대와 태백산분지의 경계는 어디인가?: 경계부에서

의 새로운 발견, 2019 추계지질과학연합학술대회, 라마다플라자호텔, 2019. 10. 24.

<강의 및 특강>

   1.   판구조론으로 본 한반도 형성과정. 문영여자고등학교, 2019. 3. 27.

   2.   눈덩이지구 빙하시대와 충청분지. 마을배움길모임, 2019. 5. 18.

   3.   10억 년 전으로의 시간여행. 숭문고등학교, 2019. 5. 22.

   4.   눈덩이지구 빙하시대와 충주호 부근의 지질. 충주남산초등학교, 2019. 7. 04.

   5.   판구조론의 발자취. 오산세마고등학교, 2019. 7. 08.

   6.   충주호 부근 지질답사. 충주남산초등학교, 2019, 7. 11.

   7.   지질학은 story-telling 과학. 과천고등학교. 2019. 7. 15.

   8.   진안의 암석과 지질. 진안 초등학교 교사모임. 2019. 8. 5.

   9.   10억 년 전으로의 시간여행-한반도 형성과정. 잠신고등학교. 2019.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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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판구조론으로 본 한반도 형성과정. 전교조 용인지회. 2019. 9. 24.

<기고문>

   1.   삼천리금수강산 - 우리나라. 교수신문, 원로칼럼, 4쪽, 2019. 2. 25.

   2.   지구과학 교사와 함께 한 옥천대 학술답사. 서울대학교명예교수회보 2018(제14호), 219-

229쪽, 2019. 2. 28.

간호대학

이명선 (간호학과)

<학술회의>

   1.   이명선: The Need for Leadership in Cancer Nursing. Global Breast Cancer Conference, 

Songdo, Incheon, Korea, 2019. 4. 26.

<강의 및 특강>

   1.   간호와 리더십.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식,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강당, 2019. 3. 26.

   2.   대화분석 I. 유전상담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유전상담학 전공, 서

울아산병원, 2019. 4. 30.

   3.   대화분석 II. 유전상담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유전상담학 전공, 서

울아산병원, 2019. 5. 7.

   4.   질적연구 설계. 대한질적연구학회 2019 워크숍,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강당, 2019. 7. 5.

<사회봉사 및 공공 활동>

   1.   Past-President. Asian Oncology Nursing Society, 2016~2019.

   2.   Associate Editor. Asia-Pacific Journal of Oncology Nursing, 2016~2020.

   3.   고문 및 논문심사위원. 대한질적연구학회, 2017~2020.

   4.   센터장. 한국유방암사이버센터(www.kbccc.org). 2006~현재.

   5.   자문위원. 간병살인 관련 기사, 덕성여대신문사 이예림 기자, 2019. 3. 27.

   6.   자문위원.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유방암 환자와 보호자의 정보요구도 사정,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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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2019. 5. 14.

   7.   심사위원. 박사학위(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이준용) 논문심사, 2019년도 2학기.

<동정>

   1.   Certificate of Appreciation. Asian Oncology Nursing Society, 4th AONS Conference, 

Mumbai, India. 2019. 11. 15.

이인숙 (간호학과)

<보고서>

   1.   이인숙, 진영란, 임은실 외 1명: 지역 안에서 돌봄 체계구축: 허약 조기발견 및 대응 프로

그램 개발. 총 395쪽, 서울시 중구청,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2019. 12.

   2.   이인숙, 이윤정: 마음 힐링 정신건강 숲 치유 프로그램결과보고서. 총 98쪽, 종로구 보건

소,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2019. 12.

<논문>

   1.   이인숙, 김다솜, 방경숙, 외 2인(2019) Do the Emotions of Middle-Income Mothers 

Affect Fetal Development More Than Those of High-Income Mothers? ― The 

Association Between Maternal Emotion and Fetal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6(11), MDPI(Multidisciplinary Digital 

Publishing Institute), 1-12.

<학술회의>

   1.   이인숙: Role of Public Health Nurse for the integrated community health care in 

Korea. 한일 간호교류 학술대회, 서울시 간호사회, 2019. 9. 2

   2.   이인숙: 숲태교의 효과. 숲을 통한 모자건강증진 심포지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2019. 

12. 4.

<연구>

   1.   이인숙: 숲 태교 표준모델 및 실현기술 개발과 모자건강 향상 효과 검증. 산림청 지원 

R&D 과제, 2017. 1~2019. 12.

   2.   이인숙: 지역 안에서 돌봄 체계 구축. 서울시 중구청 과제, 2019.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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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인숙: 마음 힐링 정신건강. 서울시 종로구 과제, 2019. 9~12.

최명애 (간호학과)

<역서>

   1.   최명애, 이경숙, 정재심, 안경주, 채영란, 신기수, 전미양, 정영선, 조미경, 신아라, 최혜란, 

유미수, 황영희, 김진일 역: 보건의료인을 위한 병태생리학. 총 687쪽, 계축문화사, 2019. 

6. 19.

경영대학 ·경영전문대학원

윤계섭 (경영학과)

<특강>

   1.   금융환경변화와 금융서비스. 고급금융자과정,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2019. 2. 28~3. 8(4

회).

   2.   핀테크와 금융서비스 변화. 고급금융자과정,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2019. 8. 23~29(4회).

<기고문>

   1.   시론: 주식양도차익과세 확대 재검토해야. 한국경제신문, 2019. 12. 30.

<사회봉사활동 및 공공활동>

   1.   심사위원장. 2019 다산금융상, 한국경제신문, 2019. 1. 3.

   2.   심사위원장. 헤럴드 자본시장 대상, 헤럴드경제신문, 2019. 5. 2.

   3.   심사위원장. 코스닥 대상, 코스닥협회, 2019. 6. 26.

   4.   삼성꿈장학재단 이사.

   5.   금융투자인회 부회장.

   6.   서울예술대학교 이사.



340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9, 제15호

최종태 (경영학과)

<저서>

   1.   최종태 외 공저: 한국경제의 기적과 환상. 한국질서경제학회, 북코리아.

<보고서>

   1.   최종태, 이인규, 이흥식, 최대권, 황경식: 학문 후속 세대를 위한 나의 학문, 나의 삶. 총 

239쪽,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2019. 12. 31.

   2.   이흥식, 이인규, 최종태 외 7인: 고교생의 꿈을 위한 석학가이드(II). 총 149쪽,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2019. 12. 31.

<학술발표 및 토론>

   1.   최종태: 독일 사회적시장경제와 질서자유주의. 강소성 사회과학원, 2019. 1. 11.

   2.   최종태: 기업노사관계와 경영공동체. 2019년 노사정학계 발전적 노사문화창달 전문가 집

담회, 노사공포럼, 2019. 11. 25.

   3.   Choi, Jongtae: Celemonial Adres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evelopment and 

Coopera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between Korea and China, Korea Ordo 

Economic Association, Nov. 29th 2019.

<특강>

   1.   경제사회 지각변동과 민주시민 인성교육.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및 서울대학교 사

범대학 교육연수원 주관, 2018~2019 겨울방학 교사직무연수, “융복합 시대의 인성교육”, 

사범대학 11동 101호, 2019. 1. 14.

   2.   인재강국 DNA를 살리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인천하늘고등학교, 

2019. 6. 14.

   3.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자유주의.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최고위과정, 2019. 11. 18.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공익단체 활동)

   1.   (사)노사공포럼 공동대표.

   2.   함께 일하는 재단 이사 

   3.   신라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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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최종건장학재단 이사

   5.   한국경총 자문위원

(학회활동)

   1.   한국경영학회 고문.

   2.   한국인사관리학회 고문.

   3.   한국노사관계학회 고문.

   4.   한국경영사학회 고문.

   5.   한국 질서 경제학회 고문.

공과대학

정인석 (기계항공공학부)

<연구 논문>

   1.   Freshtech Sotoudeh, Reza Pourabidi, In-Seuck Jeung, et al. (2019) Hybrid passive-

active control method of a swept shock wave-supersonic wake interaction, Acta 

Astronautica, Vol. 160, pp.509-518, https://doi.org/10.1016/j.actaastro. 2019.02.023.

   2.   Mohammad Mansourian, Reza Kamali, In-Seuck Jeung (2019) Numerical investigation 

of embedding some hot obstacles in a low speed reacting flow of the moderate or 

intense low-oxygen dilution in a jet-in-hot-coflow, Acta Astronautica, Vol. 162, pp.536-

545, https://doi.org/10.1016/j.actaastro.2019.06.034.

   3.   Seyed Mahmood Mousavi, Reza Kamali, In-Seuck Jeung, et al. (2019) A Comprehensive 

investigation of acoustic power level in a moderate or intense low oxygen dilution in 

a jet-in-hot-coflow under various working conditions, Aerospace Science and 

Technology, Vol. 93, pp.105339. 1-12, https://doi.org/10.1016/j.ast.2019.105339.

   4.   Chae-Hyoung Kim and In-Seuck Jeung (2019) Forced Combustion Characteristics 

Related to Different Injection Locations in Unheated Supersonic Flow, Energies, Vol. 

12, 1746. 1-13, doi:10.3390/en12091746.

<국제 학술회의>

   1.   Ji Hyun Park, In-Seuck Jeung, Takaya Inamori: Telemetry and Two Line Elemen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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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for SNUSAT-1b anomaly investigation. ( June 15~21 2019) 32nd International 

Symposium on Space Technology and Science (ISTS), Fukui, Japan

   2.   Invited Lecture/ Jeong-Yeol Choi, In-Seuck Jeung: Standing Detonation, 2019 Summer 

School on Detonation, ( July 27, 2019) Tsinghua University, Beijing, China

   3.   27th International Colloquium on Dynamics of Explosions and Reactive Systems. ( July 

28-August 2, 2019) Board of Directors Meeting 

   4.   Amrith Mariappan, V.R. Sanal Kumar, Vishnu Anand, Steve Weddell, and In-Seuck 

Jeung: A Conceptual Method to Recycle Space Debris into Fuels and Artificial Soil in 

the ISS for Numerous Application, AIAA Propulsion and Energy 2019 Forum, (August 

19–22, 2019) Indianapolis, USA, https://doi.org/10.2514/6.2019-4157

<국내 학술회의>

   1.   58th KOSCO Symposium, 초청강연토론, 한국연소학회, May 16-18, 2019.

<강연 및 특강>

   1.   초소형 인공위성과 탐방.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2018학년도 겨울방학 청소년방학과정 

프로그램, 2019. 1. 8~11.

   2.   일본의 항공우주산업 역사와 연구동향.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대학원 세미나 특강, 

2019. 3. 12.

   3.   항공우주공학의 소개. 울산 현대청운고등학교 진학지도, 2019. 4. 26.

   4.   De la terre a la lune.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단국대학교 부속고등학

교, 2019. 5. 24.

   5.   항공우주공학의 소개. 미림여자 고등학교, 대학전공 사전교육, 2019. 6. 10~13.

   6.   초소형 인공위성과 탐방.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2019학년도 여름방학 청소년방학과정 

프로그램, 2019. 8. 6~9.

   7.   지구 저궤도 인공위성 직접투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명덕외국어

고등학교, 2019. 10. 28.

   8.   지구 저궤도 초소형 인공위성과 극초음속 비행.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

강, 대진여자고등학교, 2019. 12. 23.

<Editorial>

   1.   Guest Editor. Energies, Special Issue, “Ramjet and Scramjet Combustion” sub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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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30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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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폭발/반응역학학회(The Institute for Dynamics of Explosions and Reactive 

Systems, IDERS) 이사회 이사. 2015. 7~현재.

   3.   한국공학한림원 원로회원. 2018. 1~현재.

   4.   항공안전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부, 2014. 6~2018. 11.

   5.   Program Advisory Committee. 38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mbustion, 2018. 

8~2020. 8.

   6.   Program Committee. 26th–27th International Colloquium on Dynamics of Explosions 

and Reactive Systems, 2015. 7~2019. 7.

   7.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23rd–32nd International Symposium on Shock 

Waves. 2001. 7~2019. 7.

   8.   Overseas Program Committee. 30th–32nd International Symposium on Space 

Technology and Science(ISTS), 2015. 6~2019. 6.

<기타 근황>

(초소형 인공위성 운영)

   1.   SNUSAT-1/1b(국제공동연구 QB50참여) / 2017년 5월 25일(-1b호), 5월 26일(-1호) 국제

우주정거장(International Space Station, ISS)으로부터 고도 400Km 지구저궤도에 진입, 

2018년 4월 5일부터 위성신호 수신, 2019년 3월 14일(-1호) 지구재진입 전소, 3월 31일

(-1b호) 지구재진입 전소. 태양전지 충전시험 데이터 재구성 분석연구 진행중.

   2.   SNUSAT-2(2015년 큐브위성 경연대회 선정, Spaceflight SSO-A 탑승) / 2018년 12월 4일 

미국 Vandenberg 미공군발사장에서 Space-X사 Falcon 9 발사체로 575Km 태양동기 지

구극궤도에 진입, 12월 7일 위성신호 수신, 12월 10일 이후 안전모드로 위성초기 운영, 관

심지역 조기관측 임무수행 준비중.

   3.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상 수상 / 2015년 큐브위성 경연대회(SNUSAT 팀) 우주급 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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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의 제작, 발사성공으로 수상.

권욱현 (전기 · 정보공학부)

<편집서>

   1.   대한민국 전기전자산업기술사. 권욱현 편집위원장, 총 529쪽, 한국공학원 발간, 2019. 6.

<국제 학술모임>

   1.   2019 Asian Automatic Control Conference, June 9~12 Kitakyushu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 Kitakyushu, Fukuoka, Japan. 주최자 아시아제어협의회(ACA) 자문

위원으로 참석, ACA운영위원회에 참석.

   2.   2019 IFAC(International Federation of Automatic Control) Foundation Meeting, Vienna, 

IFAC 재단 이사로 참석, IFAC 이사회도 자문위원으로 참관, 2019. 9. 7.

<강연>

   1.   꿈, 과학기술 그리고 창업. 경기고등학교, 2019. 10. 28.

   2.   대학과 창업. DGIST, 2019. 10. 29.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자문위원. DGIST Global Advisory Committee, DGIST, 2018. 5~2019. 3.

   2.   편찬위원장. 전기전자산업기술사 편찬위원회, 공학한림원, 2016. 9~2019. 5.

   3.   부회장 · 기획위원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2016~현재.

   4.   위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발전위원회, 2016~현재.

   5.   이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육연구재단, 2015. 2~2019. 12.

   6.   과학자문위원. 기초과학연구원(IBS), 2015. 2~현재.

   7.   자문위원. 철학과 현실(계간), 2013~현재.

   8.   고문. IFAC(국제자동제어연맹), 2011~현재.

   9.   고문위원장. 제어로봇시스템 학회, 2010~현재.

10. 이사. IFAC(국제자동제어연맹)재단, 2007~현재.

11. 고문. Asian Control Association(아세아제어협회), 2006~현재.

12. 편집자문위원.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rol, Automation and Systems, 2003~현재.

13. 편집자문위원. Asian Journal of Control, 1999~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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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초빙석좌교수.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2014. 4~현재.

<기고문>

   1.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의 발전을 바란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2018(제14호), 

270-277쪽, 2019. 2. 28.

   2.   2018년도 산업시찰 - LG화학/Naver와 Humax.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2018(제14호), 

484-488쪽, 2019. 2. 28.

   3.   명예교수협의회의 새로운 정관 초안을 마련하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2018(제14호), 

488-490쪽, 2019. 2. 28.

   4.   명예교수협의회 현 홈페이지 구축과정과 미래 방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2018(제14

호), 507-509쪽, 2019. 2. 28.

<동정>

   1.   권욱현 명예교수가 2018년도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로 선정되고 검증을 거쳐 2019년 

1월에 공시되고, 2019년 4월 22일 과학의 날에 지정서를 받았다. 2018년 유공자는 15명

(생존자 5명)이었으며 권 교수는 5명의 엔지니어링분야 유공자 중 유일한 생존자이다. 이

제까지 총 48명(생존자 15명)이 유공자로 지정되었다.

   2.   Wook Hyun Kwon Lecture Series가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의 프로그램으로  2019 

8월 30일에 4번째 강연이 개최되었다. CALTECH, ETH 교수로 근무하다가 최근 펜실베니

아 대학으로 옮긴 저명한 Manfred Morari 교수가 “Model Predictive Control The Impact 

of Computation on Control”에 대하여 강연하였으며 http://kwonlecture.snu.ac.kr에서 

YouTube로 강연내용을 볼 수 있다. 8월 31일에 100여 명의 대학원생들에게 Satellite 

Lecture “Model Predictive Controll” 제목으로 워크숍도 개최하였다.

   3.   권욱현 이름이 붙은 상이 5번째로 만들어졌다. 권욱현 명예교수가 2001년에 학회장이였

던 대한전기학회에서 권욱현기술혁신상이 제정되어 제 1회 시상식이 2019년 12월 13일 

총회에서 수여되었다. 참고로 권욱현 교수 이름이 들어간 상은 이외에도 IFAC(국제자동

제어연맹)의 IFAC Foundation Kwon Award, ACA(아시아자동제어협의회)의 ACA Wook 

Hyun Kwon Education Award, 제어로봇시스템학회의 권욱현젊은연구자상, DGIST의 

정보통신학과의 권욱현연구자상이 있다.

<기타 근황>

   1.   대한전기학회, 기술혁신상 기금 5,000만원 출연, 20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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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자동화제계연국제학술기금 1,000만 원 출연, 2019. 12.

한송엽 (전기 · 정보공학부)

<연구논문>

   1.   이광호 이정우 한송엽(2019) 피뢰기 진단기술의 정확도 저하원인과 향상방안 고찰. 2019

년도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용평, 2019. 7. 10~12.

<강의 및 특강>

   1.   지구를 살리자-태양광발전과 초전도응용.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주관하는 석학과의 만

남 프로그램, 제주 서귀포고등학교, 2019. 5. 22.

   2.   지구를 살리자-태양광발전과 초전도응용.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주관하는 석학과의 만

남 프로그램, 제주 오현고등학교, 2019. 8. 14.

   3.   지구를 살리자-태양광발전과 초전도응용.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수

원 수일고등학교, 2019. 11. 15.

   4.   지구를 살리자-태양광발전과 초전도응용.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서

울 현대고등학교, 2019. 12. 23.

<기고문>

   1.   작은 실천이 큰 결실로 이어지다. 대한민국학술원통신 제316호, 15-19쪽, 2019. 11. 1.

<연구>

   1.   한송엽: 피뢰기의 저항성누설전류측정 기술개발. (주)서지텍, 2019. 3~12.

   2.   한송엽: 누전경보장치 개발. (주)이텍코리아, 2019. 8~2019. 2.

   3.   한송엽: Igr 측정기 개발. (주)진우, 2019. 12~2020. 11.

<기타 근황>

   1.   한국공학교육학회 비판적 사고교육 연구회의 운영을 위해 1,000만 원 기증, 2019. 1. 1.

   2.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사과정에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교육하기 위한 “IoT, AI, Big-

data 기초 및 실습” 교과목의 운영을 위해 1,000만 원 기증, 2019. 5. 10.

   3.   한국공학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하여 “한송엽 공학교육상”을 시상함, 제주 라마

다호텔, 2019.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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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갈-흥덕 22.9KV 초전도 배전계통 준공식에 참석하여 테이프 컷팅을 함, 2019. 11. 5.

(특허출원)

   1.   국내특허: 누전경보 및 순간지락정전보호 누전차단기, 제10-1969922호, 2019. 4. 11. 등록.

   2.   국내특허: 피뢰기 저항성 누설전류 검출 장치 및 검출 방법, 제10-2019-0071516호, 2019. 

6. 16. 출원.

   3.   미국특허: APPARATUS AND METHOD FOR DETECTING RESISTIVELEAKAGE 

CURRENT IN SURGE ARRESTER, 제16497653호, 2019. 9. 25. 출원.

이정인 (에너지자원공학과)

<국제학술회의 발표>

   1.   Chung-In Lee: Eastern and Western University Mottos-Characteristics and Relevance to 

Character Education-. (Keynote Lecture) Calligraphy Workshop, The Joint East Asian 

Studies Conference, University of Edinburgh, United Kingdom, September 3~6, 2019.

   2.   Chung-In LEE: Educational Importace of Science and Art-Korean and Chinese Student 

Calligraphy Competition. International Academic Seminar on Renewal of Ancient 

Classics in Hong Kong, Run Run Shaw Library,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18 

January, 2019.

<논설문>

   1.   李正仁: 引用儒敎經典字句的韓中大學校訓解說(中文). 科學與藝術: 中韓靑年書法大賞作

品集, 2019. 1. 19. ISBN 978-962-442-432-4.

<국제서예전 작품출품 및 기념앨범편집>

   1.   Science and Art: Calligraphy Exhibition by Chinese and Korean Renowned 

Academicians and Scholars, Korean Culture Center, Hong Kong. Publishing a 

Commemorative Album.

<강의>

   1.   융복합 시대 사이버공간에서의 윤리와 인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및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수원 주관, 2018~2019 겨울방학 교사직무연수, “융복합 시대의 인성교

육”, 사범대학 11동 101호, 2019.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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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제생활의 필수품 에너지와 자원에 관한 이야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 

특강, 명덕외국어고등학교, 2019. 10. 21.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한국워터젯 기술협회 대표단으로 “The 12th Pacific Ri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ater Jet Technology, August 8~9, 2019, the University of Tokyo, Kashiwa Campus, 

Chiba, Japan”에 참석.

   2.   Fellow(종신). International Society for Rock Mechanis and Rock Engineering(ISRM)으

로 국제학술지 논문심사.

   3.   영국 University of Edinburgh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공동학회 특별행사로 개최된 韓中 

청년학생 서예전 개회식 축사.

   4.   한국공학한림원 원로회원. 한국공학한림원 제반 모임 및 행사 참석.

   5.   (사)한국자원공학회 명예회장. (사)한국 암반공학회 고문으로 학회행사 및 제반모임 참석.

   6.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이사.

전효택 (에너지자원공학과)

<저서>

   1.   전효택(공저): 숨 고르기. 총 242쪽, 소후, 2019. 2. 25.

   2.   전효택(공저): 시간의 정원. 총 238쪽, 비가람, 2019. 12. 20.

<Guest editor>

   1.   Bech, J., Chon, H.T, et al. 2019, Thematic set progress in remediation of polluted soils. 

Geochemistry Exploration Environment Analysis. v.19, No.2, p.91-203.

<전시>

   1.   전효택: 서울대 자하연의 봄 풍경. <여행문화> 제1회 사진 전시회,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

구청 가온갤러리, 2019. 5. 27~6. 7.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IAAG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pplied Geochemists) Fellow member.

   2.   한국공학한림원 원로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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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자원공학회 명예회장.

   4.   예술의전당후원회 목련회원, 2001~현재.

   5.   현대수필 · 에세이스트 · 한국수필 · 한국산문 · 서초문협 이사.

   6.   한국문인협회 회원(수필 분과). 2015~현재.

   7.   세계여행작가협회 자문 및 편집위원. 2015. 9~현재.

   8.   여행문화(격월간) 부주간 2018. 6~현재.

<기고문>

   1.   폴 서루의 『여행자의 책』. 리더스에세이 겨울호(통권 12호), 192-195쪽, 2019. 1. 20.

   2.   보석광물 기행(4) 황옥; 토파즈. 여행문화 3~4월호(통권 4호), 132-135쪽, 2019. 2. 28.

   3.   『소설가의 여행법』을 읽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8(제14호), 300-302쪽, 2019. 2. 

28.

   4.   『조선, 그 마지막 10년의 기록 1888~1897』을 읽고. 한국산문 3월호(통권 155호), 151-157

쪽, 2019. 3. 1.

   5.   그 엄혹하고 암울했던 시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현대수필 봄호(통권 109호), 110-113

쪽, 2019. 3. 10.

   6.   현대수필과의 인연. 『운정 윤재천 교수 미수기념 문집』(문학관, 총1,008쪽), 497-499쪽, 

2019. 4. 15.

   7.   내 인생의 감투. 리더스에세이 봄호(통권 13호), 199-200쪽, 2019. 4. 20.

   8.   보석광물 기행(5) 단백석; 오팔. 여행문화 5-6월호(통권 38호), 180-183쪽, 2019. 4. 28.

   9.   채석강. 여행문화 5~6월호(통권 38호), 50-53쪽, 2019. 4. 28.

10.   톨스토이의 『하지 무라트』를 읽고. 서초수필문학회 동인지(『이해하며 바라보기』, 문학관, 

216쪽), 187-191쪽, 2019. 5. 15.

11.   본받을 만한 습관. 서초수필문학회 동인지(『이해하며 바라보기』, 문학관, 216쪽), 54-55쪽, 

2019. 5. 15.

12. 존경할만한 인물이 드문 사회. 한국수필 6월호(통권 292호), 195-197쪽, 2019. 6. 1.

13. 체코 모라비아 지방 방문기. 세계여행작가 제4호, 35-41쪽, 2019. 6. 15.

14. 생애 첫 아일랜드 방문. 여행문화 7~8월호(통권 39호), 28-31쪽, 2019. 6. 28.

15. 하늘마을 모토분(Motovun)을 찾아. 서울공대 여름호 113호, 44-45쪽, 2019. 7.

16. 우등생의 공부 비결. 청색시대 25집 『글빛』(문학관, 432쪽), 328-330쪽, 2019. 7. 15.

17. 『여행 작가로 먹고살기』를 읽고. 리더스에세이 여름호(통권 14호), 134-138쪽, 2019. 8. 10.

18. 층간소음. 월간문학 9월호(통권 607호), 276-278쪽, 2019.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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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나의 새 애창곡. 현대수필 가을호(통권 111호), 114- 117쪽, 2019. 9. 10.

20. 체벌의 효과, 에세이스트 9~10월호(통권 87호), 302-305쪽, 2019. 9. 10.

21. 보석광물 기행(6) 석류석(Garnet). 여행문화 11~12월호(통권 40호), 36-39쪽, 2019. 10. 28.

22.   언제쯤 죽어야 섭섭하지 않을까. 2019 에세이스트작가회의 연간집 하권(『길 위의 정원』, 

에세이스트사, 269쪽), 164-168쪽, 2019. 11. 1.

23. 안전한 사회 살기 좋은 나라. 한국산문 11월호(통권 163호), 136-139쪽, 2019. 11. 1.

24. 내가 사랑하는 우리 말-또래. 문학의집 서울 11월호(통권 217호). 13쪽, 2019. 11. 5.

25. 밭에서 나는 고기. 리더스에세이 가을호(통권 15호), 217-218쪽, 2019. 11. 30.

26. 십년 인연. 문학서초 제23호. 224-226쪽, 2019. 12. 3.

27.   나의 애창곡과의 이별. 2019 리더스테마에세이(소후, 『노래 인생을 조율해』, 340쪽), 298- 

301쪽, 2019. 12. 17.

28. 장엄한 천지에서. 여행문화 2020 신년호(1~2월호), 67-71쪽, 2019. 12. 28.

김광현 (건축학과)

<강의 및 특강>

   1.   건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 서한건설 동계연수 강연, 교원드림센터(경주), 2019. 

1. 4.

   2.   건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 경영자독서모임 MBS,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핀

란드타워 2층 알바알토룸, 2019. 1. 14.

   3.   세우는 자, 공언하는 자. 서울건축사회 건축사윤리 강의, 대한건축사협회, 2019. 1. 24.

   4.   [서가명강], 21세기북스 강연, 인간을 읽는 건축, 사회를 짓는 건축. 1강: 평등이 낳은 일상

의 균질 공간-주거와 교육. 광화문 에스타워 다이어몬드홀, 2019. 3. 7.

   5.   [서가명강], 21세기북스 강연, 인간을 읽는 건축, 사회를 짓는 건축, 2강: 모아서 보여주는 

헤테로토피아-수집과 전시. 광화문 에스타워 다이어몬드홀, 2019. 3. 14.

   6.   [서가명강], 21세기북스 강연, 인간을 읽는 건축, 사회를 짓는 건축, 3강: 팔고 사는 건축의 

진화-상품과 내부. 광화문 에스타워 다이어몬드홀, 2019. 3. 21.

   7.   [서가명강], 21세기북스 강연, 인간을 읽는 건축, 사회를 짓는 건축, 4강: 흐름의 인터페이

스 공간-이동과 도시. 광화문 에스타워 다이어몬드홀, 2019. 3. 28.

   8.   충청남도 건축공무원 워크숍 특강,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보령시 웨스토피아 리조트, 

2019. 3. 8.

   9.   하느님의 집, 하늘의 문. 오금동성당 30주년 기념 특강, 오금동성당, 2019.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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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견사제연수원 강의, 공간과 전례. 중견사제연수원, 2019. 3. 19.

11.   서울대학교 인문학 최고지도자과정(AFP) 강의, ‘建’이 ‘聿’과 ‘廴’인 이유. 서울대학교 인문

대학 8동 보름홀, 2019. 3. 19.

12.   김광현 교수에게 건축을 듣다. 부산 강연, 첫째 날: “세우는 자, 생각하는 자”, 둘째 날: 

“사라지고 생기는 빌딩 타입”. 동서대학교/경남정보대학교, 센텀캠퍼스 컨벤션홀, 2019. 

3. 25~26.

13.   김광현 교수에게 건축을 듣다. 대구 강연, 첫째 날: “건축이라는 가능성”, 둘째 날: “세우

는 자, 생각하는 자”, 대구 경북 디자인 센터 아트홀, 2019. 4. 10~11.

14.   김광현 교수에게 건축을 듣다. 울산 강연, 첫째 날: “세우는 자, 생각하는 자”, 둘째 날: “거

주하는 장소”, 울산대학교 시청각교육관(20호관) 다매체강당, 2019. 4. 29~30.

15.   김광현 교수에게 건축을 듣다. 청주 강연, 첫째 날: “세우는 자, 생각하는 자”, 둘째 날: “시

간을 설계하는 건축”, MBC 충북 공개홀 2019. 5. 20~21.

16.   김광현 교수에게 건축을 듣다. 대전 강연, 첫째 날: “세우는 자, 생각하는 자”, 둘째 날: “시

간을 설계하는 건축”,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대덕홀, 2019. 9. 23~24.

17.   김광현 교수에게 건축을 듣다. 전주 강연, 첫째 날: “세우는 자, 생각하는 자”, 둘째 날: “시

간을 설계하는 건축”,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온누리홀, 2019. 10. 31~11. 1.

18.   김광현 교수에게 건축을 듣다. 제주 강연, 첫째 날: “세우는 자, 생각하는 자”, 둘째 날: “도

시와 풍경”, 2019. 11. 4~5.

19.   국립공주박물관 박물관대학 강의, 건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들-건축 이전의 건축. 

국립공주박물관 강당, 2019. 3. 27.

20. 서울대 고급금융과정 강의. 서울대 LG경영관 1층 105호, 2019. 4. 2.

21. 바트포럼, 건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 아트부산 사무국, 2019. 4. 3. 

22. 바트포럼, 건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 부산시립미술관 1층,  2019. 4. 4.

23.   공동건축학교 젊은 건축가들을 위한 ‘김광현 교수의 수요건축강의’. 해안건축 신사옥 지

하 1층, 2019. 4. 17

24.   공동건축학교 젊은 건축가들을 위한 ‘김광현 교수의 수요건축강의’. 해안건축 신사옥 지

하 1층, 2019. 4. 24.

25.   공동건축학교 젊은 건축가들을 위한 ‘김광현 교수의 수요건축강의’. 해안건축 신사옥 지

하 1층, 2019. 5. 15.

26.   공동건축학교 젊은 건축가들을 위한 ‘김광현 교수의 수요건축강의’. 해안건축 신사옥 지

하 1층, 2019. 5. 29.

27.   공동건축학교 젊은 건축가들을 위한 ‘김광현 교수의 수요건축강의’. 해안건축 신사옥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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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1층, 2019. 6. 12.

28.   공동건축학교 젊은 건축가들을 위한 ‘김광현 교수의 수요건축강의’. 해안건축 신사옥 지

하 1층, 2019. 6. 26.

29.   공동건축학교 젊은 건축가들을 위한 ‘김광현 교수의 수요건축강의’. 해안건축 신사옥 지

하 1층, 2019. 9. 18.

30.   공동건축학교 젊은 건축가들을 위한 ‘김광현 교수의 수요건축강의’, 해안건축 신사옥 지

하 1층, 2019. 10.23. 

31.   공동건축학교 젊은 건축가들을 위한 ‘김광현 교수의 수요건축강의’. 해안건축 신사옥 지

하 1층, 2019. 10. 16.

32.   공동건축학교 젊은 건축가들을 위한 ‘김광현 교수의 수요건축강의’. 해안건축 신사옥 지

하 1층, 2019. 10. 23.

33.   공동건축학교 젊은 건축가들을 위한 ‘김광현 교수의 수요건축강의’. 해안건축 신사옥 지

하 1층, 2019. 10. 30.

34.   공동건축학교 젊은 건축가들을 위한 ‘김광현 교수의 수요건축강의’. 해안건축 신사옥 지

하 1층, 2019. 11. 13.

35.   공동건축학교 젊은 건축가들을 위한 ‘김광현 교수의 수요건축강의’. 해안건축 신사옥 지

하 1층, 2019. 12. 11.

36.   공동건축학교 젊은 건축가들을 위한 ‘김광현 교수의 수요건축강의’. 해안건축 신사옥 지

하 1층, 2019. 12. 18.

37.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AIP 주말특강, 건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 서울대학교 미술

관 오디토리엄홀, 2019. 4. 20.

38. 건축은 ‘사회적 공간’이다. EBS ‘지식의 기쁨’, 2019. 4. 22. 22:00~, EBS 2TV.

39. ‘사회와의 접점’, 빌딩 타입. EBS ‘지식의 기쁨’, 2019. 4. 23. 22:00~, EBS 2TV.

40. ‘사이’에서 답을 찾는 건축. EBS ‘지식의 기쁨’, 2019. 4. 24. 22:00~, EBS 2TV.

41.   종교적 인간의 건축, 1강: 건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1. 2019 문화와 복음아카데

미 인물명강, 당고개성당, 2019. 5. 6.

42.   종교적 인간의 건축, 2강: 건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2. 2019 문화와 복음아카데

미 인물명강, 당고개성당, 2019. 5. 13.

43.   종교적 인간의 건축, 3강: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과 영성. 2019 문화와 복음아카데미 인

물명강, 당고개성당, 2019. 5. 20.

44.   종교적 인간의 건축, 4강: 이동욱 신부와 건축 토크쇼. 2019 문화와 복음아카데미 인물명

강, 당고개성당, 2019.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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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건축은 사람을 가르친다.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CEO과정 특강,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2019. 5. 22.

46. 서울시건축사회 건축사최고위과정 강의, 대한건축사협회, 2019. 5. 30.

47. 인간을 읽는 건축, 사회를 짓는 건축. 2019년 종로학당, 종로구청 한우리홀, 2019. 6. 4.

48.   사회가 만드는 건축. 2019년 전라북도 시설건축직 역량강화교육,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2019. 6. 14.

49.   ‘建’이 ‘聿’과 ‘廴’인 이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산업최고전략과정 강의, 서울대학교 

39동 BK 강의실, 2019. 6. 18.

50.   ‘서울도시건축전시관 개관 특별강좌: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을 말한다’ 강의, 건축이 도시를 

만든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아카이브실, 2019. 6. 19.

51.   건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 경기도박물관 뮤지엄 아카데미 강의, 경기도박물관, 

2019. 6. 26.

52.   고대 그리스 건축: 신들의 풍경. 문화관광해설사 명사특강,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 

2019. 6. 27.

53.   건축재생. 도시재생뉴딜 공공건축 교육과정 강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강당, 2019. 7. 9.

54. 미래 시민과 함께 자라는 건축. 공공건축 실무교육 강의, 국토교통부 대강당, 2019. 7. 16.

55. 좋은 학교건축. 강원도 교육청 연수원 강의, 강원도교육청 연수원, 2019. 8. 1.

56.   건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 장성군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장성군청 문예회관 소

공연장, 2019. 8. 8.

57.   건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 충남도서관 온도락 강연아카데미 강연,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 강당, 2019. 8. 9.

58. 성당의 평면과 용어. 제15차 한국교회사 연구자 모임 강의, 대전 대철회관, 2019. 8. 16.

59. 건축사 윤리(건축과 사회). 건축사실무교육,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 2019. 8. 21.

60.   건축의 가치와 건축의 기쁨. 국립무형유산원 라비키움 강의, 국립무형유산원 라비키움 책

마루, 2019. 8. 23.

61.   건축은 마지막 공동 언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인공감(미래인간공감)’ 녹화, 한국방송

통신대학교, 2019. 8. 6.

62.   미래의 시민과 함께 자라나는 건축. 서울시청 도시공간개선단 공공건축 강의, 서울도시

건축전시관, 2019. 9. 4.

63.   건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 서울대학교 ACP 제14기 창의적 리더를 위한 예술문

화과정 강연, 서울대학교 미술관, 2019.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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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건축은 사람을 가르친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고급금융과정 강의, 서울대학교 LG경영

관 1층 105호, 2019. 9. 6.

65. 전례와 공간. 천주교 서울대교구 중견사제연수원 강의, 중견사제연수원, 2019. 9. 10.

66.   미래의 시민과 함께 자라나는 건축. 국토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른 2019 공공건축

관계자 교육 강의, 세종정부청사, 2019. 9. 17.

67.   건축은 인문학이 아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연합교양대학,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식장

산홀, 2019. 9. 17.

68.   건축은 사람을 가르친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신한MS과정 강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58동(SK경영관) 신관, 2019. 9. 20.

69. 미래의 시민과 함께 자라나는 건축. 경북도청 특강, 경북도청, 2019. 10. 8.

70. 건축은 마지막 공동언어. 국립세종도서관 강의, 국립세종도서관, 2019. 10. 10.

71. ‘建’이 ‘聿 + 廴’인 이유. 국립세종도서관 강의, 국립세종도서관, 2019. 10. 17.

72.   사회를 짓는 건축, 좋은 학교건축. 부산광역시교육청 금요문화산책, 부산광역시교육연수

원 본관 대강당, 2019. 10. 11.

73.   임즈 주택 그리고 공업제품주택. 한국철강협회 강구조센터, 서울건축사회 2019 프리패브 

건축세미나 기조강연, 대한건축사협회 강당, 2019. 10. 15.

74. 우리의 공공건축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한국전력공사 강의, 한국전력공사, 2019. 10. 22.

75. 공기업고급경영자과정 강의, 서울대학교 LG경영관, 2019. 10. 24.

76. 건축사, 공언하는 자. 전라북도건축문화제 명사초청 강연회, 전라북도도청, 2019. 10. 25.

77. 건축은 마지막 공동언어. 제주TV 녹화, 제주특별자치도 주최 석학강좌, 2019. 10. 28.

78. ‘建’이 ‘聿’과 ‘廴’인 이유.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최고산업전략과정 강의, 2019. 11. 6.

79.   건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EMBA “예술과 경영”, 서

울대학교 LG 경영관, 2019. 11. 9.

80. 1. 건축을 생각하는 조건. 크라운 해태 건축공부 강의, 호텔 프리마, 2019. 11. 19.

81. 2. 거주와 사회. 크라운 해태 건축공부 강의, 달개비, 2019. 12. 3.

82.   공간과 빛, 성당 건축의 영성. 인천가톨릭대학교 그리스도교미술학과 특강, 인천가톨릭대

학교, 2019. 11. 21.

83. 서울건축사회 건축사최고위과정 강의, 대한건축사협회, 2019. 11. 28.

84.   건축, 공공성, 공공건축, 공공건축가. 2019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강연, 코엑스 컨퍼런스룸 

308호, 2019. 11. 29.

85.   거주의 물리적 구조: 장소와 건축. 네이버 열린연단: 문화의 안과 밖 ‘삶의 지혜’ 강연, 토

론자 서울대학교 철학과 박찬국 교수, 블루스퀘어 3층 북파크 카오스홀, 2019.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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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건축의 공동성과 건축정책. 2019년도 행정법과 법치주의 학회 추계학술대회 특별강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실, 2019. 12. 14.

87.   공공건축의 사용가치. 2019년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하반기 워크숍 기조강연, 충남연구

원, 2019. 12. 27.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심사위원장. 2018 스틸하우스 건축대전 심사, 한국철강협회, 2019. 1. 29.

   2.   위원. 한국가톨릭교회 주교회의 문화예술위원회, 2019. 2. 14.

   3.   심사위원. 2019년 한옥마을 가꾸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선정심사, 서울시 한옥건축자산

과, 2019. 3. 11.

   4.   심사위원. 서초구 복합청사건립자문단 위원, 2019. 5. 7.

   5.   심사위원장. 전북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사업 평가, 전북도청, 2019. 5. 28~29.

   6.   사업총괄계획가, 충남 내포 '자연놀이뜰' 건립, 2019. 5. 31.

   7.   사업총괄계획가.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2018. 6. 19.

   8.   위원. 제2기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위원, 2019. 6. 21.

   9.   위원. 남양주시 3050 전략위원회 위원, 2019. 7. 22.

10. 사업총괄계획가. 남양주 궁집 현대화 작업, 2019. 8. 14.

11. 심사위원장. 천주교마산교구청 이전건립사업 설계공모 심사, 2019. 8. 17.

12. 심사위원장. 문화예술분야 유공자 선정 심사, 2019. 8. 19.

13. 사업총괄계획자. ‘3 · 1운동 충남 백년의 집’ 건립, 2019. 9. 24.

14. 성체분배직무 수여, 서울대교구 서서울지역 교구장대리 주교, 2019. 11. 24.

15. 위원. 2040 서초구 미래도시발전전략 등 자문회의, 2019. 12. 5.

16. 심사위원장. 사암유스센터 조성사업(리모델링) 설계용역 제안공모 심사, 2019. 12. 6.

17. 위원. 가톨릭미술상운영위원회.

18. 위원. 서초구 도시건축공동의원회.

<기고문>

   1.   문화일보 지식카페 ⑪ ‘위아래로 이동하는 상자’가 바꾼 세상(김광현의 ‘건축으로 읽는 

일상 풍경’), 2019. 1. 2.

   2.   한국경제 전문가포럼, 건축설계는 거대한 수제품이다, 2019. 1. 18.

   3.   문화일보 지식카페 ⑫ ‘공간의 연속성’ 구현하는 에스컬레이터(김광현의 ‘건축으로 읽는 

일상 풍경’), 2019.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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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문화일보 지식카페 ⑬ 철근 콘크리트, 유용하지만 미움 받는 20세기 재료(김광현의 ‘건축

으로 읽는 일상 풍경’), 2019. 2. 20.

   5.   한국경제 전문가포럼, 건축사의 使命을 모르는 사회, 2019. 2. 22.

   6.   문화일보 지식카페 ⑭ 과거 · 현재 · 미래 다리 놓아주는 두 구조물(김광현의 ‘건축으로 읽

는 일상 풍경’), 2019. 3. 13.

   7.   한국경제 전문가포럼, ‘新아파트 공화국’을 우려한다, 2019. 3. 26.

   8.   문화일보 지식카페 ⑮ 호남 최초 서양식 건물 전주 전동성당(김광현의 ‘건축으로 읽는 일

상 풍경’), 2019. 4. 10.

   9.   문화일보 지식카페 (16) 근대적 소비 공간의 원형 ‘수정궁’, ‘봉 마르셰’(김광현의 ‘건축으

로 읽는 일상 풍경’), 2019. 5. 1.

10. 한국경제 전문가포럼, 학교 공간에서 ‘학급’을 의심하라, 2019. 5. 3.

11.   문화일보 지식카페 (17) 현대 카페로 진화한 英 커피하우스(김광현의 ‘건축으로 읽는 일

상풍경’), 2019. 5. 22.

12. 한국경제 전문가포럼, 본말전도된 건축설계 육성사업, 2019. 5. 31.

13.   공부하지 않고 토론이 없는 우리 건축계, 건축사신문 창간 20주년 기념 특별기고(제240

호), 2019. 6. 1.

14.   문화일보 지식카페 (18) 英 ‘큐가든’ 통해 본 식물원의 역사(김광현의 ‘건축으로 읽는 일

상풍경’), 2019. 6. 12. 

15.   문화일보 지식카페 (19) 지하철과 버스 터미널(김광현의 ‘건축으로 읽는 일상풍경’), 

2019. 7. 3. 

16. 한국경제 전문가포럼, 국민을 위한 공공건축이란…, 2019. 7. 4.

17. 레이 올든버그의 ‘제3의 장소’ 번역판(도서출판 풀빛) 추천사, 2019. 7. 18.

18. 문화일보 지식카페 (20) 동물원의 역사(김광현의 ‘건축으로 읽는 일상풍경’), 2019. 7. 24. 

19. 한국경제 전문가포럼, 건축은 인문학이 아니다, 2019. 7. 25.

20.   문화일보 지식카페 (21) 밀폐된 건물 가능하게 만든 에어컨(김광현의 ‘건축으로 읽는 일

상풍경’), 2019. 8. 14. 

21.   문화일보 지식카페 (22) 美 마틴 루서 킹 중학교의 텃밭(김광현의 ‘건축으로 읽는 풍경’), 

2019. 9. 4. 

22. 한국경제 전문가포럼, 건축은 길고 느린 연기를 위한 무대다, 2019. 9. 17.

23.   문화일보 지식카페 (23)작은 지붕이 만든 ‘대승건축’(김광현의 건축으로 읽는 풍경), 

2019. 10. 2.

24. 한국경제 전문가포럼, 세계의 ‘한국전 기념탑’ 다시 지어주자, 2019.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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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금 우리 건축계에 묻고 싶은 질문, 건축사신문(312호) 특별 컬럼, 2019. 10. 16.

26.   문화일보 지식카페 (24) 암스테르담 자전거 보관소(김광현의 건축으로 읽는 풍경), 2019. 

10. 30.

27. 한국경제 전문가포럼, 국민 모두에게 건축을 제대로 가르치자, 2019. 11. 1.

28.   문화일보 지식카페 (25) 뤽상브르 공원의 의자(김광현의 건축으로 읽는 풍경), 2019. 11. 

27.

29. 한국경제 전문가포럼, 시간의 흔적 지우는 벽화마을, 지속해야 하나, 2019. 12. 24.

30. 문화일보 지식카페 (26) 마히가 호프 高校(김광현의 건축으로 읽는 풍경), 2019. 12. 24.

31. A+와 C+, 명예교수회보 2019(제15호), 2019. 12. 31.

<동정>

   1.   저서 ‘건축강의’, '교육부ㆍ대한민국학술원 2019 우수학술도서' 선정, 2019. 7. 9.

   2.   장성군 명예홍보대사, 2019. 8. 8.

   3.   저서 ‘건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이 ‘평범하게 위대한 우리 책 100선’(경기문화재

단 지음, 정한책방)에 포함, 2019. 12. 10.

<기타 근황>

   1.   “세대 간 연결, 이슈가 사라진 시대… 다름과 작은 소리를 축적하며 변화하는 사회를 바

라보아야”, 김광현 교수, 건축사지 600호(2019년 4월호) 인터뷰, 2019. 4. 3.

   2.   ‘JTBC 아침&’,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인터뷰, 2019. 4. 17.

   3.   가톨릭 평화방송 ‘뉴스매거진 열린 세상 오늘!’ 인터뷰, 2019. 4. 18.

   4.   “김광현, 제도 교육의 틀 바깥에서 국민의 건축생각을 키우는 목자”, 와이드AR 66호

(2019년 5-6월호), 32-33쪽, 2019. 6. 5.

   5.   [집톡] 주최 ‘김광현 교수 + 7인의 젊은 건축가’ 대담, 정림종합건축사사무소 9층 김정철 

홀, 2019. 10. 24.

   6.   대전평생교육인터뷰, 건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들, 2019. 11+12. vol. 45, 대전평생

교육진흥원, 2019. 11. 14.

   7.   공동건축학교 세미나 ‘젊은 건축가의 설계시장’, ‘집짓기’의 건축시장, 진행 패널, 정림종

합건축사사무소 9층 김정철 홀, 2019.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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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철 (조선해양공학과)

<저서>

   1.   김효철: 배는 끊임없이 바로 서려 한다. 총 304쪽, 지성사, 2019. 11. 14.

<보고서>

   1.   김효철, 함연재, 이호섭: 해양공학 수조의 조파판 스트로크에 따르는 파고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총 50쪽, 중소조선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 12. 20.

<논문>

   1.   오정근, 김주열, 김효철 외 2명(2019) 수직평판 요소의 수중동요 근사해와 설계 적용. 대

한조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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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효철, 오정근, 류재문 외 1명(2019) 상하단이 자유롭게 수평동요하는 수중 조파판에 의

해 생성된 수면파의 근사해석. 대한조선학회 논문집, pISSN:1225-1143, Vol.56, No.5, 

pp.418-426, October 2019.

<학술회의>

   1.   김효철, 오정근, 윤현규 외 3명: 신형식 하이브르드 조파시스템 설계보고. 2019년 춘계 

KTTC workshop, DSME 중앙연구원 시흥 R&D 센터, 2019. 4. 18.

   2.   오정근, 김효철, 류재문 외 3명: 수중조파판의 조파성능과 신형식 다기능 조파기에 응용. 

대한조선학회 2019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제주 ICC, 2019. 5. 

15~17.

   3.   김효철, 오정근, 류재문 외 5명: 하이브리드 조파기의 설계와 성능실험. 2019년 추계 

KTTC Workshop, 현대중공업 인재교육원 창조관, 2019. 10. 17~18.

   4.   김효철, 오정근, 류재문 외 5명: 신형식 하이브리드조파기의 설계와 제어논리 구축. 대한

조선학회 2019년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2019. 10. 24~25.

   5.   김효철, 오정근, 류재문 외 1명: 상하단이 수평 동요하는 수중 조파판에 의해 생성된 수면

파에 대한 실험적 연구. 대한조선학회 2019년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경주 화백 컨

벤션 센터, 2019. 10.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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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1.   도시의 작은 농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9(제14호), 316-318쪽, 2019. 2. 28. 

   2.   호리병속의 학회지. 대한조선학회지 제56권 제1호, 32-34쪽, 2019년 3월.

   3.   관악산의 나비. 서울공대 2019년 3월, No.112, 40-41쪽, 2019년 3월.

   4.   학회지 얼굴에 숨긴 뜻. 44쪽, 대한조선학회지 제56권 제2호, 2019년 6월.

   5.   잊혀진 졸업 후 첫 설계. 36-37쪽, 서울공대 2019년 여름, No.113.

   6.   학회지 창간에 숨겨진 이야기. 33-34쪽, 대한조선학회지 제56권 제3호, 2019년 9월.

   7.   움직일 줄 모르는 배아닌 배. 50-53쪽, 서울공대 2019년 가을, No.114.

   8.   초대형 유조선과 손으로 쓴 명함. 42-45쪽, 서울공대 2019년 겨울, No.115.

<연구>

   1.   함연재, 김효철, 김동현, 이호섭: 초정밀레일 정렬용 간편 레일 받침 어셈블리. 출원번호 

10-2019-0119905(접수번호 1-1-2019-083518-2), 출원인; 주식회사 마린스 페이스(1-2016-

083518-2), 2017. 6~2019. 5.

<기타 근황>

   1.   선박해양시스템기술연구조합 창립 준비회의, 대한조선학회 회의실, 2019. 1. 7.

   2.   이란 선박해양연구소(NIMALA)의 연구시설 계획안 검토의견제출, 2019. 1. 14.

   3.   상해선박해운연구소(SSSRI) 수조 건설현장 공사 진행 확인 및 자문, 2019. 1. 22.

   4.   선박해양시스템기술연구조합 설립 신고필, 2019. 1. 30.

   5.   미국 Texas A&M University recirculating water channel 입찰서 검토, 2019. 2. 14.

   6.   대우조선해양 예인전차 시운전 자료 검토, 2019. 2. 28.

   7.   상해선박해운연구소(SSSRI) 수조 건설현장 공사 진행 확인 및 자문, 2019. 3. 14.

   8.   워터제트 추진선박의 해상 계류시운전 장비 설계자문, 한화, 2019. 3. 20.

   9.   인공서핑장 건설용 조파장치 설계연구 계획 협의, 더서프, 2019. 4. 10.

10.   중국 강소성 Jangsu Ui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JUST의 운동조종 시험설비 

계획 검토, 2019. 4. 17.

11. University of Kuala Lumpur의 해양 수조 조파 장치 및 바람 발생 장치 검토, 2019. 4. 30.

12. University of Technology Malaysia 조파수조 설계 사양 검토, 2019. 5. 16.

13.서울시립대학교 해안 파 실험용 조파기 설계, 2019. 6. 12.

14.   인공 서핑장 조파장치 설계 관련 중소기업 지원사업 연구계획 검토, 중소조선연구원, 

2019.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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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립 소방연구원 선외기 안전시험장치 설비계획검토, 2019. 7. 13.

16.   드론시험용 개방형 대형 풍동 설비 계획 검토, 경북 테크노파크 혁신성장지원 센터, 2019. 

7. 16.

17. 부산 해양특수구조단 조파 장치 설치 계획 검토, ㈜부원기연, 2019. 8. 20.

18.   Bangladeshi Towing tank ship model testing center at Engineering University의 연구시

설 종합계획 검토의견 작성, 2019. 9. 8.

19. 소수력 발전용 rim thruster 시험용 회류시험 장치 설계 시안 검토, 2019. 9. 22.

20. 수상운행 워터제트 추진장치 계류시험장치 계획안 자문, 마린 스페이스, 2019. 10. 12.

21.   중국 강소성 Jangsu Ui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JUST의 운동조종시험설비 

계획 현지 진행 현황 확인, 2019. 11. 2.

22.   대만 Taichung, Institute of Harbour and Marine Technology, 해양공학 수조 시설 확인 

보수계획 협의, 2019. 11. 18.

23.   대만 Kaoshung, National Academy of Marine Research, 선박해양 연구시설 계획 자문, 

2019. 11. 19.

24. 중국 상해선박해운연구소(SSSRI) 캐비테이션 터널 설계 자문, 2019. 11. 22.

25.   University of Technology Malaysia 예인수조 고속 예인전차 설계 제안서 제출, 2019. 12. 

19.

농업생명과학대학

김병동 (식물생산과학부)

<논문>

   1.   김병동(2019) 꺾쇠호나선 진핵산(FBI DNA)은 유전학과 후성유전학의 스위치. 한국분자

세포생물학회뉴스레터 3:1-8.

<학술회의>

   1.   Byung Ho Lee, Soojin Jo, Byung-Dong Kim, et al.: Computational Analysis of DNA 

Homologous Recombination Pathway in a Foldback Intercoil Structure” Biophysical J. 

114(3) s1, 84a (2018. 2. 2.)

     http://doi.org/10.1016/j.bpj.2017.1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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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yung Ho Lee, Soojin Jo, Hyunki Kim, Sung Ha Park, Byung-Dong Kim, Moon Ki 

Kim. A New DNA Inversion Mechanism: Recombination of the DNA Foldback 

Intercoil Struture. Biophysical J. 116 (3) s1, 76a (2019. 2. 15.) http://doi.org/10.1016/

j.bpj.2018.11.451

<기타 근황>

   1.   서울대학교 교수합창단

    1) 연주회. 서울대학교 교수퇴임식 2019. 2. 28. / 2019. 8. 30.

        / 서울대 여교수회 창립 30주년 기념회 2019. 11. 29.

    2)   서울대학교 교수합창단 3.1 운동 100주년 기념연주회. 영산아트홀(여의도) 2019. 6. 13.  

    3) 제10회 정기연주회. 서울대학교 미술관 오디토리엄 2019. 12. 17.

   2.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 동문합창단(별칭 상록합창단) 초대 단장 선임. 창

단식 및 연주, 2019. 12. 5.

   3.   설악산 대청봉 등반 2019. 5. 28~29. / 설악산 마등령 등반. 2019. 9. 26.

   4.   서울대학교 교수산악회

       경기도 영장산 2019. 1. 12. / 서울 관악산 3. 23. / 경기도 파주 삼봉산 2019. 4. 13. / 축령

산 2019. 4. 27. / 지리산 바래봉 2019. 5. 11. / 설악산 새이령 2019. 8. 31. / 가야산–해인

사 2019. 10. 12~13. 북한산 2019. 10. 26. / 광양 백운산 2019. 11. 9. / 서울 인릉산 2019. 

12. 14.

이경준 (산림과학부)

<저서, 편저>

   1.   이경준, 박상진 편저(임경빈 저): 이야기가 있는 나무백과. 1권(총 324쪽), 2권(총 300쪽), 

3권(총 336쪽),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년 문체부 우수교양도서 선정, 2019. 4. 30.

   2.   이경준 외 8명: 북한 산림복구를 위한 남북기술협력방안. 총 304쪽, 한국산림정책연구회. 

2019. 11. 28.

   3.   Lee Kyung Joon (First Author): Seventy Years of Reforest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e-book). 477p,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보고서> 

   1.   이경준(연구책임자):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서울대학교 교육에 미친 영향: 농학 분야.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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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쪽, 서울대학교, 2019. 12. 16.

   2.   이경준(연구책임자): 산림녹화 기록물 발굴 수집 및 분석 정리(II). 산림청 용역 보고서, 

산림정책연구회, 2019. 12. 30.

<학술회의>

   1.   사찰림의 역사. 2019 한국문화자연유산학회 하계 심포지엄, 통도사, 2019. 6. 14.

   2.   북한 산림황폐의 배경과 과거 남북 산림협력 사례. 2019 북한 황폐산림 복구를 위한 남북

과학기술협력방안 심포지엄, 국립산림과학원 국제회의실, 2019. 11. 28.

<강의 및 특강>

   1.   나무의사양성과정. 비전염성병. 서울대식물병원, 2기(2019. 1. 3~14), 3기(5. 19~6. 23), 4

기(8. 2~19), 5기(9. 7~10. 19), 6기(12. 18~24).

   2.   수목생리 심화교육. 숲해설가협회 2019. 1. 3~2. 14, 12. 6~31.

   3.   나무의사양성과정. 수목생리학. 한국수목보호협회, 4기(2019. 1. 9~30), 5기(2. 26~3. 5), 7

기(5. 24~30), 8기(8. 4~9. 1), 10기(10. 17~11. 5), 11기(11. 25~12. 17).

   4.   나무, 숲, 임업. 에코아이생태교육연구소, 2019. 1. 15, 17, 3. 12, 5. 10, 8. 13, 15.

   5.   나무의사양성과정. 수목관리학, 경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2기(2019. 1. 25~2. 9), 3기(6. 

15~29).

   6.   수목치료기술자양성과정. 비전염성병. 서울대식물병원, 1기(2019. 1. 28~2. 21), 2기(3. 

30~6. 22).

   7.   수목보호기술자 보수교육. 수목생리학. 한국수목보호협회, 2019. 2. 15.

   8.   조경수관리교육. 수목생리. 서울대학교식물병원, 2019. 2. 18~22, 6. 17~22.

   9.   산림생태학. 숲해설가협회, 2019. 3. 2, 14, 7. 18, 20, 8. 6, 9. 6, 20.

10. 한국의 산림녹화. 서울대학교생태문화연구회, 2019. 3. 8.

11. 수목생리 특강. 대전생명의숲, 2019. 4. 9.

12.   Successful Reforestation in Korea. 리더쉽아카데미, 외국유학생 교양강좌, 2019. 4. 12, 

10. 18.

13. 에코캠퍼스투어 숲 해설. 서울대학교학술림, 관악 2019. 4. 19, 9. 17(영어) 연건동 5. 31.

14. 수목생리 및 식재관리. 산림아카데미, 2019. 4. 19(천리포), 10. 18(품종관리센터).

15. 한국의 산림녹화.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박정희아카데미, 2019. 4. 20, 8. 3.

16. 수목생리. 농수산대학 귀농연수과정, 2019. 4. 24.

17. 나무, 숲, 임업. 숲밧줄놀이연구회, 2019. 4. 27,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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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수목생리. 광주시발전협의회, 2019. 4. 30.

19. 한국의 산림녹화. 서울대학교 녹색환경지도자최고위과정, 2019. 5. 7.

20. 산림녹화. 산림교육원. 외국연수자 특강, 2019. 5. 22, 10. 21.

21. 수목생리. 가톨릭대학교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 2019. 5. 25.

22.   야생화 분재반. 조경수관리반, 수목병해충반. 수목생리. 산림교육원, 2019. 6. 11, 8. 20, 9. 

16, 10. 17.

23. 한국의 산림녹화. 산림청 주관 아태지역산림주간 영어특강, 인천 컨벤시아, 2019. 6. 19.

24. 봉화군 산림조합과 풍정리 산림계. 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6. 20.

25. 산림녹화. 임업진흥원, 외국인 특강, 2019. 6. 24, 8. 22, 11. 1.

26. 수목생리. 양평군지속발전협의회, 2019. 9. 4, 9. 11.

27. 소나무의 생리. 순천대학교 수목진단센터, 2019. 9. 19.

28. 산림녹화. 농촌발전연구원, 외국연수자 특강, 2019. 9. 26.

29. 조경수관리. 농협대학교 귀농자 교육, 2019. 10. 26.

30. 수목생리 특강. 부산경남숲해설가협회, 2019. 10. 30.

31.   Successful Reforestation in Korea. 한국 상주 외교단을 위한 한국경제발전 경험공유과

정. 선농문화포럼, 2019. 11. 4.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외래임상의.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2019. 1. 1~12. 31.

   2.   회장. 사단법인 한국산림정책연구회, 2019. 1. 1~12. 31.

   3.   위원장. 산림녹화UNESCO기록유산등재추진위원회, 2019. 1. 1~12. 31.

   4.   심의위원. 산림교육원 중장기발전계획심의회 2019. 8. 20.

이돈구 (산림과학부)

<저서>

   1.   이돈구: 이재(易齋) 임경빈박사 회상록. 총 104쪽, 정민사, 2019. 5. 2.

<논문>

   1.   이돈구(2018) 동북아시아 지역 훼손 생태계 복원 협력연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8(제14호), 논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19-28쪽, 2019.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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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회의>

   1.   이돈구: Progress 100 국제심포지엄 2019-아시아에서 본 대학연습림에서 기조강연, “서울

대학교 학술림: 회상-이후” 큐슈대학 농학부 부속연습림-후쿠오카연습림 본부, 후쿠오카, 

일본, 2019. 2. 9.

   2.   이돈구: 한-아세안 환경협력사업: 아세안 지역 훼손된 생태계 복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 

2019 서울대 사회공헌 Fair, 서울대학교 우정관, 2019. 4. 19.

   3.   Lee, Don Koo: Lessons to share and push forward our progress of forest landscape 

resto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Korea’s National Forest Rehabilitation Plan. 

Panelist in the Asia-Pacific Forestry Week 2019. Stream 1. Opening Plenary “Restoring 

our forest and landscape”, Songdo Convention Center, Incheon, Korea. June 18, 2019.

<강의 및 특강>

   1.   조림학. 영남대학교 박정희새마을대학원, 2018. 3. 4~6. 21.

   2.   International Organizations.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2019. 3. 4~6. 7.

   3.   Sustainability, Forest Policy and Agroforestry.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2019. 9. 

2~12. 5.

   3.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Sustainable Forest in a Changing Climate in Asia, My 

Story. 특별강연,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019. 5. 16.

   4.   Forest Policy of Korea: Success Factors for Reforestation of Degraded Forests and 

Benefits from Its Restoration, and Its Relation to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특별강연, KOICA CIAT Program-Capacity Building for Efficient and Sustainable 

Reforestation [Cote d’Ivoire], KOICA, Seoul, 2019. 10. 15.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석좌교수. 영남대학교 박정희새마을대학원, 2013. 4~2019. 6.

   2.   위원장.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자문위원회, 2013. 7~현재.

   3.   이사장. (재)국가농림기상센터, 2016. 8~2019. 8.

   4.   자문위원. 강원연구원 자문위원회, 2017. 7~현재.

   5.   감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17. 12~2019. 12.

   6.   겸임교수.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2018. 9~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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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1.   땅의 역사가 궁금하면 나무에게 물어보라. 동아일보 오피니언, A32, 2019. 6. 17.

<기타 근황>

   1.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답사,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2019. 8. 21~22.

   2.   (사) 한국산림과학회 전임 회장 초청 오찬, 진진수라, 2019. 8. 28.

   3.   (사) 한국농림기상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총회 및 학술대회 축사, 제주 KAL호텔, 2019. 8. 

29~31.

   4.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스탠퍼드대학교, 구글, 페이스북, 컴퓨터역사박물관 등)

와 Yosemite 국립공원 방문 및 답사, 2019. 9. 9~21.

   5.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AFoCO) Advisory Roundtable meeting 초청 토

론 및 오찬, 롯데호텔, 서울, 2019. 10. 22.

   6.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AFoCO) The Third Session of the Assembly 참

석, 롯데호텔, 서울, 2019. 10. 28.

   7.   2019 가리왕산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생태적 산림관리 현장토론회 참석, 강원도 평

창군 가리왕산/중왕산, 2019. 10. 29.

   8.   강원연구원 2019년 후반기 자문위원회 참석. 강원연구원, 춘천, 2019. 12. 4.

현정오 (산림과학부)

<보고서>

   1.   구영본, 최완용, 현정오 외 1명: 향산사료관 자료의 체계적 분류 및 정리. 총 77쪽, 속성수 

개량보급 등과 관련된 향산연구자료의 사료화용역사업, (사)한국포플러위원회, 국립산림

과학원, 2019. 5. 22~11. 30.

<학술회의>

   1.   玄正悟: 「我が父、香山 · 玄信圭の生涯と学問」. 九州大学農学部創立百周年記念 国際ワー
クショップ. 「北東アジアの《緑化》と 九州大学」 記念講演. 九州大学敎 大学院農学研究

院 · 農学部附属演習林 · 大学文書館 · 総合研究博物館 · 韓国研究センター, 九州大学敎, 

日本, 2019.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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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1.   보전생물학. 수목원가드너양성과정, 산림청 지원 (사)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및 신구대학

교 주관, 신구대학교, 2019. 9. 6~10. 28.

나용준 (농생명공학부)

<보고서 및 자료집>

   1.   나용준: 포플러류 잎녹병. 서울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기술자료(2019-1), 6쪽, 2019. 12.

   2.   나용준: 모과나무 붉은별무늬병. 서울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기술자료(2019-2), 8쪽, 2019. 

12.

   3.   나용준: 오동나무 빗자루병. 서울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기술자료(2019-3), 7쪽, 2019. 12.

   4.   나용준: 구름버섯에 의한 재질 썩음병. 서울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기술자료(2019-4), 6쪽, 

2019. 12.

<논문>

   1.   김권수, 나용준, 고정군(2019) 한라산 구상나무 보전전략 마련 연구-한라산 구상나무 병

해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조사 연구보고서 제18호, 397-408.

<학술회의>

   1.   나용준: 소나무의 병해, 가지치기, 상처치료 및 외과수술. 순천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소나

무 피해진단 및 회복” 심포지엄, 순천대학교 박물관 시청각실, 2019. 9. 19.

   2.   나용준: 한라산의 구상나무 집단고사에 관여하는 Scleroderris 가지마름병 및 기타 병해. 

한라산 구상나무 보전전략 마련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제주 오션스위츠 호텔, 2019. 11. 

6~8.

<강의 및 특강>

   1.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제2기(2019. 1. 2~28.), 제3기(2019. 5. 18~7. 21.), 제4기(2019. 8. 

1~30.), 제5기(2019. 9. 7~11. 17.) 나무의사 양성교육 과정에서 수목병리학 강좌 담당.

   2.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제1기(2019. 1. 25~2. 27.) 및 제2기(2019. 3. 30~6. 30.) 수목치료기

술자 양성교육 과정에서 수목병리학 강좌 담당.

   3.   수목병 관리, 수목외과수술, 올바른 가지치기, 수목의 상처치료 등 4개 과목 강의. 서울대

학교 식물병원 제37회(2019. 2. 18~22.) 및 제38회(2019. 6. 17~21.) 조경수 관리 교육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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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나무병의 진단과 방제. 서울시 길동생태공원, 2019. 5. 20.

   5.   소나무의 건강관리. 유원에코사이언스(주), 천안 상록리조트, 2019. 11. 8.

<특허>

   1.   수목외과수술 방법 관련 미국 특허 취득. 특허명: Method for surgically operating on 

trees / US Patent No.: US10,159,197B2 / Date of Patent: Dec. 25, 2018.

우건석 (농생명공학부)

<저서>

   1.   홍기정, 김철응, 권건형, 이광재, 문희종, 문성철, 우건석: 수목해충학. 총 390쪽, 향문사, 

2019. 3. 11.

   2.   수목해충학 ·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과정 교재, 총 132쪽,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2019.

   3.   꿀벌과 양봉경영 · 2019 동계양봉지도자교육교재. 총 376쪽, 서울대 · 농업생명과학연구

원 · 양봉농협, 2019. 12. 10.

<보고서>

   1.   수목건강진단사례연구집 · 수목해충의 진단. 87-96쪽,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2019. 4. 10.

   2.   꿀벌법과 우리나라 양봉산업의 미래 · 기능성 양봉산물과 꿀벌 육종. 총 179쪽, 발표논문 

한국양봉학회.

   3.   기술자료집. 29-38쪽, 장미흰깍지벌레 · 제7권 5호. 서울대학교 수목진단센터, 2019.

   4.   기술자료집. 회양목가루이 제7권 5호. 38-48쪽 서울대학교 수목진단센터. 2019.

   5.   꿀벌과 양봉경영. 2019 동계양봉지도자교육교재. 17-39쪽, 서울대 · 농업생명과학연구

원 · 양봉농협. 2019. 12. 10.

   6.   소나무 피해진단 및 회복(공저). 총 141쪽, 순천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자료 2019년 4월.

   7.   수목해충의 동정. 19쪽, 진단워크숍: 수목관리기술교육 교재 2019-2호, 2019. 9. 28.

<강의 및 특강>

   1.   제1회 수목치료기술자 교육: 수목해충학. 서울대학교 200동 1025호 강의실, 2019. 2. 18, 

19, 20, 21.(수목해충학 실습. 2019. 2. 23, 24, 25.)

   2.   제2회 수목치료기술자(2기) 양성과정: 수목해충학.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201동, 

2019. 3. 30, 31, 4. 13, 14, 20, 21, 5.1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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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목 건강진단 사례연구 세미나에서 수목 해충 진단 사례 발표.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25-1동 국제회의실, 2019. 4. 13.

   4.   수목치료기술자를 위한 “수목 해충의 동정 · 진단치료” 실습. 서울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주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201동, 2019. 5. 25.

   5.   산림에서 소나무류의 진화 및 주요해충. 순천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심포지엄, 순천대학교 

박물관, 2019. 9. 19.

   6.   양봉산업육성법 발효와 한국양봉산업의 미래. 제36차 한국양봉학회 및 국제심포지엄, 안

동대학교 국제교류관, 2019. 8. 20.

   7.   세계벌꿀생산과 개선할 우리나라의 시장 환경. 2019 동계양봉지도자교육, 서울대학교 농

업생명과학연구원 ·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주관) · 서울대컨벤션홀, 2019. 12. 10.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외래임상의. 2019.1. 1~12. 31.

   2.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나무연구팀 해충예찰상담. 2019. 1. 1~2019. 12. 31.

   3.   세계양봉연맹(Apimondia) 명예회원. 2019. 1. 1~12. 31.

   4.   미국과학 Sigma Xi 회원. 2019. 1. 1~12. 31.

<기타 근황>

   1.   싱가포르 스콧실-오차드 길의 Ficus속과 너도밤나무 가로수 해충 나무이, 가루이, 벌레혹

의 기생밀도 조사. 2019. 1. 22~23.

   2.   싱가포르 Raffles Place-Sands Sky Park 사이의 Ficus속과 Sea grape 식물에서 가루깍지

벌레와 이세리아 깍지벌레의 발생패턴을 조사. 2019. 1. 24.

   3.   싱가포르 Ann Siang Hill Park의 식생에서 가루이, 고사리잎혹응애, 샌호재깍지벌레 · 굴

깍지벌레 등 발생생태를 조사. 2019. 1. 25.

   4.   싱가포르 오차드길 가로수인 홍콩야자 · 대나무 · Ficus, Sea grape, Plumeria에서 둥근잎

깍지벌레 · 대나무꼬리깍지벌레 · 잎굴나방 등 가로수 해충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 

2019. 1. 26.

   5.   싱가포르 Sentosa에서 관총채벌레, 삿갓모자주머니나방 · 나무이, 돈나무잎굴파리등의 발

생현황조사와 채집을 함. 2019. 1. 28.

   6.   싱가포르식물원(SBG)을 방문하여 거품벌레 · 총채벌레 · 노린재 · 벌레혹과 개미류를 채

집 · Cannon ball 식물꽃에서 미기록 총채벌레가 확인됨. 2019. 1. 29.

   7.   괌의 Hotel 길에 심어진 가로수 Scaevola taccada 잎에서 잎굴나방의 기생율이 9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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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을 확인함. 2019. 2. 6.

   8.   괌 도로와 정원에 Finger Sop(Annona muricata) 식물이 많이 식재되었는데 흰색가루이 

성충의 발생이 원인으로 그을음병의 만연이 확인됨. 2019. 2. 7.

   9.   괌 도로의 Monkey Pod(Samanea saman)(자귀나무류), 이탈리아목형(acacia hedge)에 

주머니나방 발생밀도가 높았고, 유카잎은 가루깍지벌레의 피해가 심한 것으로 조사함. 

2019. 2. 8~9.

10. 태화산 학술림의 곤충상(해충 · 익충) 조사. 2019. 4. 9, 5. 28, 8. 23.

11.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 수목원에서 미국선녀벌레 월동알집의 자연폐사율을 조사. 2019. 

4. 12.

12.   경기도 물향기수목원의 무궁화식재원에서 목화진딧물의 월동 후 발육상을 조사. 버들진

딧물 · 배롱나무 알락진딧물의 발생 생태조사. 2019. 5. 3, 6. 18.

13.   서울시 동작구 사당역 가로수 무궁화나무에 발생한 목화진딧물과 천적 꽃등애의 포식능

력을 현지 조사함. 2019. 4. 8, 21, 29.

14.   경남 창원시 체육공원 내 난대수종 가시나무, 구골나무 등에 발생하는 난대성 해충의 발

생상을 조사. 2019. 6. 7~10.

15.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의 그란카나리아에서 백합나무 잎에 피해주는 가루이과 곤충 

Spiralling Whitefly가 만연하면 가로수의 잎이 조기낙엽되는 현상을 확인. 앞뒷면에 부착

한 약충 · 성충을 채집함. 2019. 6. 29~30.

16.   그란카나리아 모간지역에서 Opuntia와 Cylindropuntia 잎에 발생한 선인장하늘소 

(Cactus longhorn)유충을 피해엽육을 절개하여 유충의 발생을 조사함. 2019. 7. 1~2.

17.   마스팔로마스 지역 Kapok 정원수 줄기 · 잎에 기생하는 가루이 발생상태, 해충 종합관리 

프로그램을 조사함. 2019. 7. 3. (그란카나리아)

18.   Teror 지역 · Arukas 농촌지역의 식생 중 Ficus, 사철나무, Opuntia 선인장, 용설란을 가해

하는 해충상을 조사함. 2019. 7. 4~5. (그란카나리아)

19.   스페인 남부 Sevilla 도시의 아까시아 · Vitex · 돈나무 등 가로수에서 콩진딧물, 가루깍지

벌레 · 돈나무이 · 잎벌레 등의 해충상을 조사함. 2019. 7. 7~8.

20.   스페인 Cadiz, Huelva 지역을 방문하여 올리브 · 돈나무 · 고무나무 · 무화과나무 · 유칼립

투스 등 가로수에 발생한 해충상을 조사함. 2019. 7. 10~11.

21.   영국 셰필드의 식물원을 방문, 무화과깍지벌레(선인장), 로부르참나무혹벌(유럽참나무), 

칠엽수잎굴나방(칠엽수)등 생활권 수목 해충 발생을 조사 및 수목병해충에 대한 환경친

화형 종합관리제도를 확인함. 2019. 7. 14~15.

22.   포르투칼 알갈베지역 pine cliffs에 분포하는 알레포소나무, 로마소나무에서 솔껍질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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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의 발생상황을 조사함. 2019. 7. 17~22.

23.   경북 영양군 석보면 양봉장에서 가까이 새로 설치한 풍력 발전 설비에서 방출한 전자

파 · 소음이 여왕벌의 산란, 일벌의 육아 및 방화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현지 답사 조사함. 

2019. 8. 21~22.

24.   시칠리아 시라큐사지역 가로수(석류나무 · 협죽도 · 돈나무 · 벤자민고무나무)에 피해주는 

나무이 등 해충상을 조사. 2019. 10. 3~5. (이태리)

25.   시칠리아 노토지역 가로수(Cyprus Cook Pine · 벤자민 고무나무)에서 가루깍지벌레 · 잎

굴파리 · 솔알락나방의 발생 생태를 조사. 2019. 10. 7.

26.   시칠리아 라구사 지역 올리브나무 · 무화과나무 · 손바닥선인장에서 나무이 · 검은반날

개 · 깍지벌레(Opuntia scale) 등 피해 상황을 조사. 2019. 10. 9.

27.   시칠리아 지아르티니-낙소스 지역에서 손바닥선인장에 깍지벌레(Coccus속), 이세리아깍

지벌레의 발생 생태 조사. 2019. 10. 14~15.

28.   시칠리아 타오르미나 지역의 산사나무 잎에서 귤총채벌레의 발생과 피해밀도를 조사. 

2019. 10. 18~19.

29.   시칠리아 팔레르모의 가로수(Ficus macrophylla) 잎에서 가루이, 송악꽃에서 노마드말

벌 · 검은가위벌, 야자나무 잎에서 Diasphis, Coccus속 깍지벌레 등 발생 생태 조사. 2019. 

10. 21~23.

30.   프랑스 툴루즈 지방의 가로수(버즘나무 · 태산목 · 피나무 · 함박꽃나무 · 루브라참나무 등) 

해충발생상에서 버즘나무방패벌레 · 참나무혹벌 · 깍지벌레를 조사. 2019. 10. 25~28.

미술대학

서용선 (서양화과)

<전시>

(개인전)

   1.   서용선: SuhYongsun Utopia’s delay The Painter and The Metropolis.  Mizuma, Kips & 

Wada Art, NewYork, 2019. 1. 9~2. 10. 

   2.   서용선: 산을 넘은 시간들. 누크갤러리, 서울, 2019. 4. 5~5. 3.

   3.   서용선: 속도의 도시. Niche Gallery, Tokyo, 2019. 5. 1~11.

   4.   서용선: 통증 · 징후 · 증세-서용선의 역사 그리기.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파주, 20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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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8.

   5.   서용선: 서용선의 머리_갈등. 갤러리 JJ, 서울, 2019. 11. 22~12. 31.

(단체전)

   1.   서용선: 대치. 평화의시대 평화로운 땅, 인천문화예술회관, 인천, 2019. 1. 4~10.

   2.   서용선: 추모왕. Visionidi Paesaggi contemporanei dal mondo, Museo di Palazzo Doria 

Pamphilj, Valmotone, Rome, 2019. 2. 16~3. 31.

   3.   서용선: 소리. 불멸사랑, 일민미술관, 서울, 2019. 2. 22~5. 12.

   4.   서용선: 자화상. 2019 남북한특별전,평화 하나되다, 오두산통일전망대, 파주, 2019. 4. 

6~6. 30.

   5.   서용선: 북한산. 경치그림, 올미 아트스페이스, 서울, 2019. 4. 11~5. 22.

   6.   서용선: 다릿골. 마산청과시장 ART PRPJECT 경치그림, 마산 Art Studio, 마산, 2019. 5. 

22~7. 21.

   7.   서용선: 자화상. 全身 인간을 바라보다, 갤러리세줄, 서울, 2019. 5. 23~6. 14.

   8.   서용선: 두 개의 몸. 공재,그리고 화가의 자화상, 행촌미술관, 해남, 2019. 7. 18~10. 30.

   9.   서용선: 안평의꿈 2. 인왕산 아회첩-유서산기, 보안여관, 서울, 2019. 7. 23~8. 13.

10. 서용선: 화성축성. <셩: 판타스틱 시티>, 수원시립미술관, 수원, 2019. 7. 23~11. 3.

11. 서용선: 자화상 2007. 나는 누구인가, 인디프레스, 서울, 2019. 8. 23~9. 15.

12. 서용선: 마산자화상 2. 와우갤러리개관전, 서울, 2019. 9. 19~10. 17.

13. 서용선: 자화상 2019. 신자연주의, 담양담빛예술창고, 담양, 2019. 10. 2~11. 15.

14. 서용선: 몽유인왕. 안산예술의 전당, 안산, 2019. 10. 29~11. 29.

15. 서용선: 거제 2. 한국의 바다와섬. 이탈리아 한국문화원, Rome, 2019. 11. 27~2020. 1. 17.

16.   서용선: Atlanta. Milton Avery and Suh Yongsun A Week in NewYork City, Shin Gallery, 

NewYork, 2019. 12. 10~2020. 2. 9.

<학술회의>

   1.   서용선: 나는 왜 신화와 역사를 그리는가? 한국미학예술학회 특별기획심포지엄, 한국미

학예술학회, 일민미술관 공동주최, 일민미술관강당, 2019. 4. 13.

<기고문>

   1.   나는 왜 신화와 역사를 그리는가? 미학예술학연구 57권 특별기고, 246-257쪽, 20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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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근황>

   1.   NewYork, Mizuma Kips & Wada Art에서의 개인전(2019. 1. 9.~2. 10.) 및 현지작업으로 

인하여 New York 체류. 2018. 12. 18~2019. 2. 20.

   2.   기록을 뛰어 넘은 체험… 역사의 주인공은 민초. 동아일보, 2019. 2. 25.

   3.   일민미술관 ‘불멸사랑’전. 스포츠서울, 2019. 3. 3.

   4.   일민미술관 기획전 ‘불멸사랑’. CNB Journal 제631호, 2019. 3. 5.

   5.   서용선 작가가 산을 넘은 시간들. CNB저널, 2019. 3. 25.

   6.   The Portrait of Wrongful Deaths in South Korea: Suh Yongsun’s Paintings. The Living 

Past Disaster, Trauma, and Visual Art in East Asia Workshop, 830 Kaneff Tower, York 

University, Toronto, Canada, 2019. 3. 28.

   7.   역사화이면서 풍경화… 서용선이 그려낸 ‘산을 넘은 시간들’. 연합뉴스, 2019. 4. 2.

   8.   회화-목판화 ‘21세기 역사 풍경화’…. 뉴시스, 2019. 4. 2.

   9.   개인전 연 서용선작가. 연합뉴스, 2019. 4. 2.

10. 역사화가 서용선의 ‘역사가 깃든 풍경 이야기’. 스포츠서울, 2019. 4. 3.

11. 남북한 작가 특별전 ‘평화, 하나되다’. 국민일보, 2019. 4. 4.

12. “자연은 곧 나” 현장서 몸으로 느낀 풍경. 동아일보, 2019. 4. 5.

13. 서용선 부여 낙화암 2019. 헤럴드경제, 2019. 4. 8.

14. 풍경에 깃든 시간의 지층…서용선의 역사풍경화. KBS NEWS, 2019. 4. 10.

15. 원색 풍경속에 살아 숨쉬는 역사…서용선 ‘산을 넘은 시간들’. 뉴시스1, 2019. 4. 14.

16. 서용선의 ‘달마산’. 아시아투데이, 2019. 4. 23.

17. 마음에서 걸러낸 풍경을 그리다. 매일경제, 2019. 4. 23.

18. 본능으로 치댄 역사, 풍경화 되다…서용선 ‘달마산’. 이데일리, 2019. 4. 25.

19.   Tokyo Niche Gallery에서의 개인전(2019. 5. 1~11)으로 인하여 도쿄체류. 2019. 4. 29~5. 

12.

20.   <셩: 판타스틱시티>전, 동시대예술가의 시선으로 본 수원화성은? 서울문화투데이, 2019. 

7. 23.

21. 조선 정조가 세운 수원 화성조명 미술전시 열려. 아주경제, 2019. 7. 23.

22.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2019 수원화성 프로젝트 <셩: 판타스틱시티> 개최. 경기타임스, 

2019. 7. 23.

23.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2019 수원화성 프로젝트 <셩: 판타스틱시티> 개최. 경기eTV뉴

스, 2019. 7. 23.

24. 개혁군주 정조와 수원화성, 전시로 만나다. 국민일보, 2019.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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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인간의 몸 그 정직한 조형이미지. 전남매일, 2019. 9. 30.

26. 신자연주의 26주년 기념전. 조선일보, 2019. 9. 30.

27. 담양서 울려퍼진 ‘신자연주의’ 목소리―“성찰하라”. 전남일보, 2019. 10. 2.

28. 화폭에 새긴 격동의 현대사. KBS TV 9시 뉴스, 2019. 10. 12.

29.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통증, 징후, 증세: 서용선의 역사그리기’전. 스포츠서울, 2019. 10. 

30.

30. 분단-전쟁-촛불집회… 현대사의 굴곡 화폭에, 동아일보, 2019. 11. 25.

31.   통증 · 징후 · 증세: 서용선의 역사 그리기. 이선영 평론가, 전시리뷰. 《아트인 컬처》 2019. 

11, Vol. 399, pp.62~65.

32. NewYork에서의 전시 및 현지작업으로 인하여 NewYork 체류중. 2019. 10. 12~2020. 4. 1.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최대권 (법학부)

<보고서>

   1.   이흥식, 이인규, 최대권 외 2명: 학문 후속 세대를 위한-나의 학문 나의 삶. 총 239쪽, 서울

대학교 총동창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2019. 12. 31.

<학술회의>

   1.   최대권: 한동대의 월권인가 인권위의 월권인가? “한동대와 숭실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

회의 자의적 결정에 대한 비판” 학술포럼 「성매매, 다자성애, 동성애를 인권이라 할 수 있

나?」, 국회도서관강당, 2019. 1. 28.

   2.   최대권: 민족주의와 자유민주주의. “3 · 1운동으로 돌아본 우리 사회 100년” 세미나, 한국

사회이론학회 주최, 국민대 북악관 6층 사회과학대학 세미나실, 2019. 3. 9.

   3.   최대권: 공법학- 공법학자가 그 길을 묻는다. 기조연설, 한국공법학회 세미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종길홀, 2019. 4. 12.

   4.   최대권: 반 헌법적 교과서: 교육부 고시 제2018-165호의 문제. <위헌인 교육부 고시에 대

한 효력정지가처분 및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 사용금지가처분을 위한 국민토론회>, 

「공교육과 국민형성: 부모님, 학생들은 이런 교과서로 배우고 있답니다」, 프레스센터 외

신기자클럽, 2019.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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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최대권: 인권기본법 제정 아이디어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7~17쪽). “왜곡된 혐오차별

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 학술행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2019. 7. 3.

   6.   최대권: 인권기본법 제정 아이디어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9~10쪽). “젠더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세미나,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2019. 9. 18.

<강의 및 특강>

   1.   시민의식을 위한 인성교육.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및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

수원 주관, 2018~2019 겨울방학 교사직무연수, “융복합 시대의 인성교육”, 2019. 1. 17.

   2.   경제민주화: 헌법과 시장경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숭문고등학교, 

2019. 7. 18.

   3.   인권기본법 ·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 “인권기본법 · 차별금지법: 성경적 관점에서” 대신

교회 모임(남성선교회), 대신교회, 2019. 10. 13.

   4.   경제민주화: 헌법과 시장경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명덕외국어고

등학교, 2019. 10. 23.

<기타 근황>

   1.   司法독립 훼손은 自由민주주의 파괴. 문화일보 포럼, 신문칼럼 작성, 2019. 1. 2.

   2.   격려사 및 기조연설: 입법학계의 나아갈 방향, 한국입법학회 학술세미나, 서강대학 가브

리엘 관 109호, 2019. 2. 23.

   3.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하는 공동저술 모임에 참석, 한신인터벨리 동관 19층, 2019. 2. 

26.(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경제민주화”라는 제목의 A4용지 24매 분량의 논문을 작성하여 

제출 · 발표)

   4.   경제민주화 주제의 공동저술 모임 참석, 한신인터벨리 동관 19층, 2019. 3. 20.

   5.   여순사건 재심 결정은 법치 아닌 정치, 문화일보 포럼 난, 신문칼럼, 2019. 3. 25.

   6.   한국인문사회과학회 주최한 “주권재민 100년” 주제의 학술세미나 참석, 배재빌딩, 2019. 

5. 11.

   7.   한국입법학회 주최의 학술회의 참석 및 기조연설, 격려사,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 멀티미

디어실, 2019. 5. 24.

   8.   천호동 31-12의 기독교방송에 공동 출연, 기독정당 설립의 가능성 · 타당성 등에 관하여 

발언, 2019. 5. 31.

   9.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열린 성매매 · 다자성애 · 동성애 · 동성혼 반대집회에 참석하

여 발언, 2019.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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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문화일보 포럼 난에 게재된 “김원봉 추앙은 ‘대한민국 가치’ 배신”이라는 제목의 신문칼

럼을 작성, 2019. 6. 11.

11.   명예교수협의회가 기획한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나의 학문” 집필회의에 참여, 호암교수

회관 라일락룸, 2019. 7. 23.

12.   문화일보 포럼 난에 게재된 “曺후보 유학 추천서 써준 스승의 충고”라는 제목의 신문칼

럼을 작성, 2019. 8. 21.

13.   충분한 논의 안거친 脫원전 · 교과서 수정은 헌법정신 흔드는 것, 서울경제 김광덕 논설위

원과의 여러 시간에 걸친 나의 학술 및 봉사 활동에 관한 인터뷰 기사, 서울경제 A36면 

오피니언 어떻게 지내십니까 난, 2019. 9. 23.

14.   명예교수협의회가 기획한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나의 학문” 집필회의에 참여, 호암교수

회관 파인룸, 2019. 9. 30.

15.   문화일보 포럼 난에 게재된 “‘코드 전체주의’ 노리는 위험한 세력”이라는 제목의 신문칼

럼을 작성, 2019. 10. 1.

16.   문화일보 포럼 난에 게재된 “자사고 폐지 시행령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제목의 신문칼럼

을 작성, 2019. 11. 11.

17. 한국인문사회과학회 세미나 참석, 연세대학교 외솔관 526호, 2019. 11. 16.

18.   명예교수협의회가 기획한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나의 학문” 집필회의 참여, 호암교수회

관 오크룸, 2019. 11. 19.

19.   12월 1일자로 발행된 본질과 현상 2019 · 겨울 호 46~69면에 지난 3월 9일 한국인문사회

과학회 세미나에서 발표하였던 “민족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논문 체제로 대폭 수정하

고 확장하여 동일한 제목의 논문으로 게재.

20.   문화일보 포럼 난에 개재된 “‘성공한 선거 개입’은 쿠데타와 동일”이라는 제목의 신문칼

럼 작성, 2019. 12. 9.

21.   지방자치를 주제로 열린 학술회의와 신임 회장 선거에 참여, 헌법재판소 대강당, 2019. 

12. 13.

최종고 (법학과)

<저서>

   1.   최종고: 법학개론. 제4전정신판, 총 589쪽, 박영사, 2019. 7. 30.

   2.   최종고: 한국을 사랑한 세계작가들 I. 총 328쪽, 와이겔리, 2019. 6. 11.

   3.   최종고: 한국을 사랑한 세계작가들 II. 총 328쪽, 2019.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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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최종고. 상아탑을 쌓아라: 서울대 학문의 개척자들(공저). 총 396쪽, 서울대대학원동창회 

기획/경인문화사, 2019. 9. 6.

   5.   최종고: 법복 입은 성자 김홍섭(감수). 총 147쪽, 법원도서관, 2019. 12. 31.

<학술회의>

   1.   최종고: 한국문학과 노벨상, 어떻게 할 것인가? 국제문예사 주최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 

한국프레스 센터, 2019. 11. 26.

<논문발표>

   1.   <대지>의 한국적 수용. 중국 젠장(鎭江) 논문 발표, 2019. 9. 5.

<강의 및 특강>

   1.   펄 벅과 한국문화. 국제전통시인협회 강연, 동대문구문화회관, 2019. 4. 27.

   2.   법과 미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인천하늘고등학교, 2019. 9. 6.

   3.   미술로 본 법과 정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명덕여고자고등학교, 

2019. 10. 29.

<기고문>

   1.   <펄 벅문서> 속의 한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8(제14호), 201-210쪽, 2019. 2. 28.

   2.   혁명 속에서 인간애를 추구한 철학적 작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 <지성의 상상 미네르바> 

73호, 111-128쪽, 2019 봄호.

   3.   3.1독립선언서와 세계문학; 춘원에서 펄 벅까지. <PEN문학> 148호, 38-52쪽, 2019. 3~4월

호.

   4.   한국을 사랑한 외국작가들. <국제문예> 77호, 90-98쪽, 2019 봄호.

   5.   한국을 사랑한 외국작가들 II, <국제문예> 2019 여름호, 146-156쪽.

   6.   리하르트 프리덴탈의 한국사랑. 92-107쪽, 2019 가을호, 

   7.   마리 폰 카슈니츠를 찾아서. <국제문예> 80호, 115-123쪽, 2019 겨울호.

   8.   펄 벅과 서울대학교. <서울대 문예지> 5호, 11-31쪽, 2019. 5. 1.

   9.   하이델베르크에 뿌린 한국시혼: 조화선. <한국창작문학> 14호, 22-29쪽, 2019.

10. 3.1독립운동, 스코필드와 펄 벅. <글의 세계> 45호, 304-310쪽, 2019 봄호.

11. 한국을 사랑한 작가 헬렌 실빙-류. <글의 세계> 46호, 311-319쪽, 2019 여름호.

12. 에른스트 프랭켈의 발자취를 찾아서. <글의 세계> 47호, 308-316쪽, 2019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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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엘리자베스 코츠워스의 한국기행. <글의 세계> 48호, 334-340쪽, 2019 겨울호.

14. 고운(孤雲) 쌍녀분(雙女墳)/방배동 국선도인(시). <지곡문학> 12호, 44-47쪽, 2019. 12.

15. 이연호의 문학과 미술. <사상과 문학> 36호, 310-328쪽, 2019 봄호.

16. 동촌 김용구의 삶, 사상과 문학. <사상과 문학> 39호, 351-371쪽, 2019.

17. 펄 벅이 본 한국인의 사랑. <소설과 비평> 11집, 356-382쪽, 부천소설가협회.

18. 서울대 도서관의 유기천장서. <월송회보> 13호, 21-22쪽, 2019. 12.

19. 에른스트 프랭켈의 발자취. <피데스> 8호, 100-112쪽, 2019. 12.

20. 문학과 역사 사이; <모정>의 역사적 사실. <경맥춘추> 4호, 95-112쪽.

21. 60년사를 내면서. <서울법대장학재단 60년사>, 15-17쪽, 2019. 12. 30.

22. 한국과 독일의 문학 가교를 위하여. <재독한국문학> 12호. 17-18쪽, 2019.

23. 펄 벅 따라 미국기행. <여행문화> 2019. 1~2월호, 131-135쪽.

24. 중국 쟁두(成都) 인상기. <여행문화> 2019. 3~4월호, 148-151쪽.

25. 센티맨탈 저니의 낭만; 독일 스케취여행. <여행문화> 2019. 9~10월호, 63-66쪽.

26. 펄 벅과 국립국악원. <문학서초> 23호, 41-48쪽, 2019. 12. 3.

27. <국제문예>에서 보는 문학과 문예. <둥지> 10주년기념특별호, 15-21쪽, 2019. 8. 28.

<기타 근황>

   1.   이촌동교회 이연호목사 100탄생백주년 기념전 영상좌담, 2019. 1. 26.

   2.   서울대 수성수묵화전에 수묵화 ‘딜쿠샤 1924’와 ‘대지월해후도’ 출품, 서울대학교 문회관 

전시실, 2019. 4. 10~17. 

   3.   말레이지이와 싱가포르 스케치 기행, 2019. 2. 6~10.

   4.   서울대교수협의회 서화전시회에 수묵화 <대지월해후도> 출품, 2019. 7. 5~11.

   5.   한국문학신문에 <전기문학의 뒤안길> 컬럼연재, 2019. 8. 21 이후 매월 1회.

   6.   공간시낭독회에서 매월 1회 자작시낭독, 2019. 1~12월 매 첫 목요일.

   7.   독일 마르바흐 소재 독일문학문서고에서 한국자료수집, 2019. 6. 27~29.

   8.   독일 함부르크 재독한인문학회에서 ‘문학을 통한 한독교류사’ 발표, 2019. 7. 1.

   9.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에서 ‘펄 벅과 한국문화’ 발표, 2019. 7. 8.

10. 독일 상트 오틸리엔 수도원에서 이미륵자료 수집, 2019. 7. 11.

11. <한국을 사랑한 세계작가들> I 출판기념회, 경맥문학회 주최, 한일장, 2019. 8. 19.

12. <한국을 사랑한 세계작가들> I, KBS 한민족방송 대담, 2019. 9. 3.

13. 한국인물전기학회에서 ‘한국을 사랑한 세계작가들’ 3회 발표, 2019. 6~9월.

14.   ‘세계문학 속의 한국문학’ 좌담회, <신문예> 창간 100호기념(2019. 9. 20. 동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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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월호, 47-73쪽 수록).

15. 이항녕 법문학 집담회, 정릉 고댁 추추헌, 법대문우회, 2019. 10. 9.

16. 신현득 등단 60주년 축하식 축사, 예술가의 집, 2019. 11. 30.

사범대학

김신일 (교육학과)

<학술회의>

   1.   김신일: 청소년문제에 대한 사회의 변화와 혁신. 한국청소년학회 등 4개 학회 공동주최 

연합학술대회, 기조강연, 수원컨벤션센터, 2019. 5. 24.

   2.   김신일: 학습자관점에서 본 민주주의와 포용성.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특별대담,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 2019. 6. 29.

   3.   Kim Shinil: Retrospect and Prospect of 20 Years of the SNU Education Research. A 

Keynote speech at the 2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 Research. Hoam 

Conference Hall SNU. 2019. 10. 17.

<강의 및 특강>

   1.   평생학습과 지역공동체 회생. 하남시 특강, 2019. 3. 22.

   2.   평생학습시대 청년지도자의 역량과 역할.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특강, 2019. 4. 25.

   3.   지역평생학습의 발전방향. 전주시 평생학습도시 세미나, 기조강연, 2019. 8. 30.

   4.   제주평생교육의 지향방향. 서귀포평생학습워크숍 특강, 2019. 12. 13.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국무총리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위원.

   2.   스카웃연맹 유스히어로 심사위원장.

   3.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고문.

   4.   전국평생학습연석회의 자문위원장.

   5.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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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전 (국어교육과)

<논문>

   1.   김은전(2019) 최첨단 과학기술 시대와 한국인의 삶의 현장 – 진헌성시 읽기의 즐거움. 진

헌성 시전집 제13권, 잡풀뗏장 한 삽, 한림문학재단, 785-927쪽, 2019. 7. 1.

<기타 근황>

(논문기증)

현직 중 · 고등학교 국어 담당교사의 ‘학습지도’ 및 ‘교재연구’ 등을 위한 참고자료로, 본인이 

발표한 다음 논문 등을 설천중학교 · 설천고등학교 교사 3인에게 2019년 10월 31일 기증하였

음.

   1.   국어교육과 문학교육(1979), 서울대 사대논총 제19집.

   2.   현대시 교육의 반성과 전망(1994), 대구대 국어교육과 「나랏말씀」 제9호.

   3.   시의 본질과 문학교육(1992), 한국국어교육연구회 제7회 연구발표대회(순천대).

   4.   박목월의 동시(1988), 난대 이응백 교수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5.   프랑스 상징주의의 한국 이입과 현대시의 전개(1997), 이선영 엮음, 「문예사조사」, 민음

사.

   6.   동인문학과 유미주의(1988), 「김동인 문학연구」, 조선일보사.

   7.   김광균의 시풍과 방법(1987), 김광균시 연구논문집 「30년대의 모더니즘」, 범양사.

   8.   9인회와 신감각파(1992), 김은전 교수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서울대 사대 국어교육과, 태

학사 간행.

   9.   꽃을 보는 시인의 몽상과 시적 심상(2007), 동아시아비교문화국제회의 한국지부, 학술발

표회.

우한용 (국어교육과)

<저서>

   1.   우한용: (우한용 장편소설) 심복사. 총 296쪽, 물레, 2019. 9. 17.

   2.   우한용: 수상한 나무. 총 319쪽, 푸른사상, 2019.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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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수 (영어교육과)

<논문>

   1.   신문수(2019) 천진성의 시학: 피천득 다시 읽기. 『시문학』 578, 2019년 9월호, 48-66.

<학술발표>

   1.   신문수: 삶의 체험으로서의 문학을 위하여 – 강의실의 지평과 장애물들. 한국영미문학교

육학회 춘계학술대회 기조강연, 홍익대학교, 2019. 6. 1.

   2.   신문수: 눈먼 도서관장: 보르헤스와 도서관. 한국생태문화연구회 발표, 서울대학교 미국

학연구소 소회의실, 2019. 12. 13.

<강의 및 특강>

   1.   카르페 디엠, 혹은 표현하는 삶. 관악시민대학 강의, 관악구 평생학습관, 2019. 5. 1.

   2.   카르페 디엠, 혹은 표현하는 삶. 관악시민대학 강의, 관악구 평생학습관, 2019. 9. 26.

   3.   미국문화의 원류. 총신대학교 영어교육과 특강, 2019. 10. 10.

이형식 (불어교육과)

<역서>

   1.   이형식: 마르셀 프루스트,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A la recherche du temps perdu). 총 

7편(12권) 완역, 펭귄클래식코리아, 2019. 12. 28.

이광숙 (독어교육과)

<학술회의>

   1.   이광숙: 한국 외국어교육의 역사. 기조강연, 한국독어독문학회 주관, 한국독어독문학회 

정기총회, 성균관대학교, 2018. 11. 24.

허승일 (역사교육과)

<저서>

   1.   허승일: 로마사- 공화국의 시민과 민생정치. 총 362쪽, 나녹, 2019.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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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및 특강>

   1.   허승일의 역사란 무엇인가? 강남시니어플라자, 2019. 1~12월 매주 월요일 11:10~12:30.

   2.   인문학의 진주, 역사란 무엇인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명덕외국어

고등학교, 2019. 10. 14.

진교훈 (윤리교육과)

<저서>

   1.   진교훈: 행복한 삶의 길-인생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총 336쪽, 누멘, 2019. 2. 5.

<연구논문>

   1.   진교훈(2019) 老少同樂과 共同善. 노년철학 제4회 국제학술회의: “3세대 相和 · 相生 · 共

福 사회를 위하여”, 동양일보사 주관, 보은 속리산 숲체험 휴양마을, 69-79, 2019. 3. 7~9.

   2.   진교훈(2019) 나의 死生觀을 토대로 한 老年哲學. 第一會 老年哲學國際會議, 主題; 死生

學과 老年哲學의 交叉點, 京都 關西세미나하우스, 일본 未來共創新聞社 主催, 211-

233(223-233 日本語), 2019. 8. 26~28.

   3.   진교훈(2019) 老年과 未來. 노년철학 제6회 국제학술회의, 노년철학과 未來共創, 동양일

보사 주관, 동양포럼, 보은 속리산 숲체험 휴양마을, 54-59, 2019. 10. 1~3.

<강연>

   1.   사람다움과 인성교육. 융복합시대의 인성교육, 2018~2019 겨울방학 교사직무연수, 서울

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수원 주관, 사범대학 11동 101호, 

2019. 1. 14.

   2.   성에 대한 인간학적 성찰. 한국윤리재단주최, 성과 생명윤리포럼, 경북대학교, 2019. 2. 21.

<기고문>

   1.   노년철학 제4회 국제회의(2019. 3. 7~9), 참관기(參觀記), 동양일보 7쪽, 2019. 3. 15.

<기타 근황>

   1.   올바른 종말론 포럼. 토론과 심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주최, 양산 양업 영성관, 2019. 2. 

18~20.

   2.   동양의학의 방법론에 대한 철학적 성찰. 토론과 총평, 한국 의철학회 학술대회, 대전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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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한의과대학, 2019. 6. 1.

   3.   인간과 미학. 한국 철학적인간학회 학술대회, 토론과 총평, 인천대학교 사범대학, 2019. 6. 

8.

   4.   일본 경도대학 노년철학회 초청방문, 경도 未來共創新聞社 후원, 2019. 8. 25~29.

임번장 (체육교육과)

<논문>

   1.   임번장, 권순용(2019) 신체활동 중심 야외교육 연구의 체계적 고찰. 학술원논문집 자연과

학편, 제58집 1호, 113-147.

<학술회의>

   1.   임번장: 신체활동 중심 야외교육 연구의 체계적 고찰. 2019년 대한민국학술원 학술세미

나, 대한민국학술원, 대한민국학술원 대회의실, 2019. 5. 10.

<강의 및 특강>

   1.   즐거운 학교생활. 당산중학교 1학년학생 전원, 대한민국학술원, 대회의실, 2019. 7. 10.

<기고문>

   1.   갈등을 넘어 해결 수단으로서의 스포츠. 서울스포츠 16쪽, 2019. 9. 1.

<기타 근황>

   1.   시대와의 대담 출연, EBS와 대한민국학술원 공동기획, “스포츠과학자 임번장” 방영. 

2019. 11. 29.

생활과학대학

백희영 (식품영양학과)

<논문>

   1.   Kang Minji, Paik Hee Young, et al. (2019) Considering gender differences in p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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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s to improve the accuracy of nutrient intakes from a food. Nutrients. 11(7) 1449.

   2.   Kang Minji, Paik Hee Young, et al. (2019) Ratios of food amounts across three portion 

size categories on a food frequency questionnaire in men and women. Journal of the 

Academy of Nutrition and Dietetics. Journal of the Academy of Nutrition and Dietetics.

     (https://doi.org/10.1016/j.jand.2019.08.175).

<학술회의>

   1.   Kang Minji, Paik Hee Young, et al.: Considering gender differences in portion sizes to 

improve accuracy of dietary assessment using a food frequency questionnaire: the 

Multiethnic Cohort Study. Nutrition 2019, 2019. 6. 8~11.

   2.   백희영: Integrating gender in health research. EKC 2019, 2019. 7. 15.

   3.   백희영: Gender-specific portion sizes on a food frequency questionnaire can improve 

accuracy of nutrient intake assessment. Gender Summit 16, 2019. 8. 28~29.

   4.   백희영: Gender implications for research. Gender Summit 16, 2019. 8. 28~29.

<강의 및 특강>

   1.   과학분야에서의 젠더혁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19. 3. 15.

   2.   학술지 편집을 위한 과학기술 젠더혁신 소개.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

기술회관, 2019. 3. 22.

   3.   Gender Issue in Research. 한국간호과학회, 한국과학기술회관, 2019. 6. 20.

   4.   과학기술연구의 새로운 물결: 젠더혁신.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2019. 11. 21.

   5.   젠더혁신을 통한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융합연구. 전국여교수연합회 전북지회, 원광대학

교, 2019. 11. 20.

<연구>

   1.   백희영, 이혜숙: 젠더혁신을 통한 과학기술연구의 수월성 및 실용성 증진.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2019. 1. 1~2020. 12. 31.

이연숙 (식품영양학과)

<강의 및 특강>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식품영양산업. 서울대학교 식품영양산업 CEO과정 특강, 2019.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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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영양, 식품, 그리고 건강의 이해.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 순창센터, 노후설계교육-골

드쿡 과정, 2019. 6. 11.

   3.   중년기 이후의 건강이슈와 맞춤영양.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리더십 과정 특강, 

2019. 9. 26.

   4.   영양, 식품, 그리고 건강의 이해.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 순창센터, 노후설계교육-골

드쿡 과정, 2019. 10. 22.

   5.   생애주기영양학(Adult Nutrition). 서울대학교 학부 특강, 2019. 11. 26.

<학술회의>

   1.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생활환경과 생활인의 변화 전망. 제11차 서울대학교 노령사회연구

소 심포지엄(좌장).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2019. 10. 29.

<기타 근황>

   1.   서울대학교 교수합창단 3.1운동 100주년 기념음악회, 영산아트홀, 2019. 6. 13.

   2.   서울대학교 교수합창단 제10회 정기연주회, 서울대학교 미술관(MoA) 오디토리움, 2019. 

12. 17.

황인경 (식품영양학과)

<저서>

   1.   황인경, 김미라, 송효남, 문보경, 이선미, 김선아, 서한석: 기초에서 실무까지 - 식품품질관

리와 관능검사. 총 290쪽, 교문사, 2019. 2. 18.

<논문>

   1.   Son, YJ, Lee, JC, Hwang, IK, et al. (2019)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mealworm 

(Tenebrio molitor) powders manufactured by different industrial processes. LWT-Food 

Science & Technology 116(Dec). 108514.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고문. 한국식품조리과학회, 2019. 1. 1~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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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선 (의류학과)

<논문>

   1.   Boyoung Lee, Hyoseon Ryu(2019) Studies on Sized Silks for East Asian Painting 

Background, 보존과학회지, 35(1) 1-10.

 

<학술세미나 발표>

   1.   유효선: 자수유물과 보존처리.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6호 범어사 선방 축성패 보존처

리 학술세미나, 부산대학교 전통복식연구소 주최, 부산대학교 재료관 2102호, 2019. 5. 

31.

<학술세미나 토론>

   1.   유효선: 종합토론. 부산광역시 민속문화재 제1호 범어사 황실축원 장엄수 보존처리 학술

세미나, 부산대학교 전통복식연구소 주최, 범어사 선문화교육센터, 2019. 9. 27.

<기타 근황>

   1.   부산대학교 전통복식연구소 자문회의 참석 3회, 2019. 1. 15, 2. 21, 8. 28.

- 2018년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범어사 선방 축성패 보존처리 사업.

- 2018년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범어사 황실축원 장엄수 보존처리 사업.

수의과대학

신남식 (수의학과)

<저서>

   1.   신남식, 신윤주: 우리 멍이 사춘기일까요?. 총 116쪽, 서울대학출판문화원, 2019. 12. 20.

<논문>

   1.   Chae JB, Shin NS, Chae JS, et, al. (2019)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of Tick Species 

from Near Domestic Animal Farms and Cattle, Goat, and Wild Boar in Korea. Korean J 

Parasitol.; 57(3):31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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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위원.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환경부, 2019. 7. 1~현재.

<기고문>

(신문 기고: 중앙일보 [더,오래])

   1.   신남식의 반려동물 세상보기(16) 시각장애 안내견 8년 일한 후 은퇴…사람의 나이론 몇 

살?, 2019. 1. 2.

   2.   신남식의 반려동물 세상보기(17) 살인 진드기의 집 길고양이, 치명적 비이러스 전염 위

험. 2019. 1. 16.

   3.   신남식의 반려동물 세상보기(18) 충직하고 영리한 진돗개, 반려동물로 기르기 어려운 이

유. 2019. 1. 30.

   4.   신남식의 반려동물 세상보기(19) 우리집 댕댕이와 함께 어질리티 대회 나가볼까. 2019. 2. 

13.

   5.   신남식의 반려동물 세상보기(20) 우리 개 얼마나 영리한지 궁금, 도그 쇼 나가볼까? 2019. 

2. 27.

   6.   신남식의 반려동물 세상보기(21) 개의 시계는 5배 빠르다… 8년 키우면 사람나이 60세. 

2019. 3. 13.

   7.   신남식의 반려동물 세상보기(22) 미국에서 개 · 고양이 다음으로 많이 키우는 반려동물

은? 2019. 3. 27.

   8.   신남식의 반려동물 세상보기(23) 집에 홀로 남겨지면 이상행동...이런 반려견 치료법은? 

2019. 4. 10.

   9.   신남식의 반려동물 세상보기(24) 자동차 쫓아다니는 개는 강한 공격성, 어린이들 조심해

야. 2019. 4. 24.

10.   신남식의 반려동물 세상보기(25) 키우던 개 죽었다고 바로 새 반려견 입양? 그건 아니죠. 

2019. 5. 8.

11.   신남식의 반려동물 세상보기(26) 개에게 국군 소위 계급장? 훈장 주고 동상까지 세워준 

까닭. 2019. 5. 22.

12.   신남식의 반려동물 세상보기(27) 순수혈통 자랑은 그만, 유전병 많고 수명도 짧아요. 

2019. 6. 5.

13.   신남식의 반려동물 세상보기(28) 목줄 묶여있던 개가 사람을 많이 공격하는 이유. 2019. 

6. 19.

14.   신남식의 반려동물 세상보기(29) 열흘간 개 1만 마리가 식탁으로...중국 개고기 축제의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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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함. 2019. 7. 3.

15.   신남식의 반려동물 세상보기(30) 아이 물어 다치게 한 ‘전과자’ 반려견, 안락사해야 할까? 

2019. 7. 17.

16.   신남식의 반려동물 세상보기(31) 유기동물에 쓴 돈, 작년 200억원…비용 줄일 방법 없나. 

2019. 7. 31.

17.   신남식의 반려동물 세상보기(32) 헵번은 요크셔테리어, 피카소는 닥스훈트, 그럼 처칠은? 

2019. 8. 14.

18.   신남식의 반려동물 세상보기(33) 주인이 비만이면 반려견도 비만…진짜 주인 닮는 걸까. 

2019. 9. 11.

19.   신남식의 반려동물 세상보기(34) 표정 서로 따라하고 감정도 공유…주인도 개를 닮아간

다. 2019. 9. 25.

20.   신남식의 반려동물 세상보기(35) 강아지 귀여워 덥썩 데려온다? 개 주인은 책임감부터 키

워야. 2019.10. 9.

21.   신남식의 야생동물 세상보기(1) 사람 마주친 멧돼지가 집중 공격하는 신체 부위 어디? 

2019.10. 23.

22.   신남식의 야생동물 세상보기(2) 밀림의 왕자 호랑이도 쫄쫄 굶는 날 많다, 그 이유는? 

2019. 11. 6.

23.   신남식의 야생동물 세상보기(3) 멸종위기 산양, 이 곳 가면 자세히 볼 수 있어요. 2019. 

11. 20.

24.   신남식의 야생동물 세상보기(4) 해마다 왕관 바꾸는 사슴, 정말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 

2019. 12. 18.

이영순 (수의학과)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제64회 대한민국 학술원상 자연과학 응용부문 심사위원회위원으로 위촉. 김동기회장, 

2019. 4. 10.

<동정>

   1.   감사장 수여. 동경대학 총장으로 부터 동경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나의 프로페셔날”의 

육성에 임하는 체험활동 프로그램 실시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다고 감사장 수여. 20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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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근황>

   1.   대한민국 학술원 국제교류 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회의 참석, 2019. 1~12.

   2.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이사회 참석, 2019. 1~12.

   3.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신임원장 선임위원회 개최,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

텔, 아이리스홀. 2019. 8. 14.

   4.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원장선임 임원추천위원회결과보고 및 신임원장 상견례, 

통영 동원로얄호텔 2019. 8. 30.

   5.   KTR 이 중소기업의 대 베트남 수출지원을 목적으로 한국KTR과 베트남 인증기관인 

QUACERT 간의 인증협력사업 확대 및 현지진출기업 애로사항 파악, Vietnam Hanoi 

Hotel, 2019. 4. 25~28.

   6.   The 14th Korea-Japan Science Forum(제14회 한일학술포럼) 제2부 자연과학포럼에서 

개회선언 및 총괄사회를 봄, 2019. 9. 18~20.

이흥식 (수의학과)

<보고서>

   1.   이흥식, 류판동, 남상섭 외 30명: OIE 권고 수의학교육 졸업역량 세부학습목표 설정. 총

203쪽, 농림축산식품부, 2019. 12. 31.

   2.   이흥식, 박인철, 원청길 외 8명: OIE 권고에 따른 평가 · 인증 표준지침. 총 103쪽, 농림축

산식품부, 2019. 12. 31.

   3.   이흥식, 우한용, 조창섭 외 7명: 고교생의 꿈을 위한 석학 가이드(II). 총 149쪽, 서울대학

교 총동창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2019. 12. 31.

   4.   이흥식, 이인규, 최대권 외 2명: 학문 후속 세대를 위한-나의 학문 나의 삶. 총 239쪽, 서울

대학교 총동창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2019. 12. 31.

   5.   이흥식, 오헌석, 이경준 외 17명: 서울대-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역사와 서울대 발전과정. 

총 350쪽, 서울대학교, 2019. 12. 31.

<학술회의>

   1.   이흥식: 한국문화자연유산학회. 노스페이스회의실. 2019. 4. 13.

   2.   이흥식: 2019 SNU 사회공헌 Fair. 서울대 글로벌사회공헌단 우정관. 서울대 사회공헌교

수협의회. 2019. 4. 19.

   3.   이흥식: 수의학교육인증의 기대효과. 제8회 평가인증 전문인력 양성 워크숍, 한국수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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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증원,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2019. 9. 20.

   4.   이흥식: OIE 권고 수의학교육 세부학습목표개발 및 2주기 평가 · 인증 표준지침 세부(안) 

공청회, 농림축산식품부. 유성 인터시티호텔 회의실, 2019. 11. 5.

   5.   이흥식: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발생에 따른 천연기념물 독수리 먹이주기 사업 전문가 

간담회, 문화재청. 문화재청회의실, 2019. 10. 28.

   6.   이흥식: 서울대학교 73년 기념 세미나-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영향과 의미. 서울대 교수회

관. 2019. 12. 4.

<강의 및 특강>

   1.   수의학교육 인증의 기대 효과.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회의실. 2019. 3. 21.

   2.   우리 생물자원은 모두가 보물이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명덕외국

어고등학교, 2019. 10. 17.

   3.   우리 생물자원은 모두가 보물이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수일고등

학교, 2019. 11. 22.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원장.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2010. 11. 29~2019.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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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제26대 회장선거관리위원회. 대한수의사회, 2018. 11. 20~현재.

   7.   이사.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2019. 11. 30~현재.

   8.   위원장.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판정위원회, 2019. 12. 1~현재.

<연구>

   1.   이흥식, 류판동, 남상섭 외 19명: OIE 권고 수의학교육 졸업역량 세부학습목표 설정. 농

림축산식품부, 2019. 12. 31.

   2.   이흥식, 박인철, 원청길 외 8명: OIE 권고에 따른 평가인증 표준지침 개발. 농림축산식품

부, 2019.12. 31.

   3.   이흥식, 오헌석, 이경준 외 8명: 서울대-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역사와 서울대 발전과정. 서

울대학교,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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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근황>

   1.   천연기념물 제199호 황새 자연복귀 행사. 문화재청, 예산황새공원. 2019. 9. 28.

   2.   동물보건사 제도운영을 위한 1차 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서울역 회의실. 2019. 9. 6.

   3.   동물보건사 제도 법제화를 위한 전문가 회의. 대한수의사회, 수의과학회관. 2019. 10. 1.

   4.   보건의료계 평가인증기관 간담회. 교육부. 세종정부청사회의실. 2019. 9. 30.

약학대학

심창구 (제약학과)

<역저서>

   1.   심창구: ‘약학사회지’ 제2호 발간, 대한약학회 약학사 분과학회, 2019. 12. 20.

   2.   심창구: “한국 약학박사 1호 대하 홍문화” 탈고,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인쇄 중.

<보고서>

   1.   심창구, 이흥식, 외 7명: 고교생의 꿈을 위한 석학 가이드(II). 총 149쪽, 서울대학교 총동

창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2019. 12. 31.

<강의>

   1.   신입생 특강.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신약개발센터, 2019. 3. 4.

   2.   의약품의 두 얼굴: 고마움과 무서움. 일산 복지센터, 2019. 4. 22.

   3.   서울대 학부생 대상 ‘약과 건강’ 특강. 2019. 11. 25.

   4.   약학의 특성과 진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명덕외국어고등학교, 

2019. 10. 28.

   5.   어떻게 살 것인가? 약암 아카데미, 춘천 한샘고등학교, 2019 8. 22.

   6.   대학원 약제학 전공 세미나. 약학세미나, 서울대종합약학연구소(이우인 교수), 2019. 8. 

22.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송음의약학상’ 심사위원장. 동성제약 제정, 2013~현재.

   2.   유한재단 이사. 2013. 12. 31~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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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한약학회 약학사 분과학회장. 2014. 4~현재.

   4.   한국약학대학정년퇴임교수회(일락회) 총무. 2016. 4~현재.

   5.   의약사평론가회 부회장. 2016~현재.

   6.   서울대학교 가산약학역사관 명예관장. 2017. 1~현재.

   7.   ‘약의 상’ 심사위원장. 약업신문사 제정, 2017. 3. 30~현재.

   8.   통일약학연구회 초대 회장. 2018. 6. 26~현재.

   9.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편집위원. 2018~현재.

10. 서울대 약대 동창회 자문위원. 2018~현재.

11. 온누리 교회 시무장로(2004~2018), 사역장로(2019~).

<기고문>

   1.   칼럼: ‘약업신문’에 2007년 11월 28일부터 2주에 1회씩 ‘약창춘추’ 연재 중. 같은 글이 월

간 “의약정보”에도 매 호 게재됨.

   2.   비결(秘決)과 비사(秘史).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8(제14호), 307-310쪽, 2019. 2. 

28.

   3.   한국의 약학교육사 1. 팜텍, 2019. 11. 1.

<기타 근황>

   1.   의약사평론가회 신년하례회 참석, 서울대학교병원 구내 함춘회관, 2019. 1. 15.

   2.   재한 동경대 동창회, 교육문화회관 참석, 2019. 1. 28.

   3.   서울대 약대 동창회 참석, 서울프레지던트 호텔, 모짤트홀, 2019. 2. 21.

   4.   한림원 약학부 모임, 호암교수회관, 2019. 3. 14.

   5.   약학관 3 재건축 기공식 참석, 2019. 3. 19.

   6.   약학사 분과학회 조찬 운영위원회 및 ‘약학사회지’ 창간호 발간 기념회, 대웅제약 구내 커

피숍, 2019. 3. 22.

   7.   항우회(육군항공학교 졸업 동기 사병 모임) 서울나들이 주선, 2019. 3. 29~30.

   8.   동화약품 주최 ‘남산탐방’ 참석, 2019. 4. 19.

   9.   제10회 약학사 분과학회 심포지엄 주최, 밀레니엄 힐튼 그랜드 볼룸, 2019. 4. 25.

10. 제1차 서울약대 동창회 조찬 상임위원회(자문위원), 삼정호텔, 2019. 4. 26.

11. 서울대 약대 동창회 상임위원회 참석, 2019. 4. 26, 9. 20, 12. 12.

12. 제42회 의약평론가 기장 수여식, 한국프레스 센터, 2019. 5. 14.

13. 한국약학대학정년퇴임교수회(일락회) 견학 주선(총무), 서흥캡슐(오송), 2019.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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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고 홍문화 교수님 유품 전달받음(따님 홍을미님으로부터), 2019. 6. 12.

15.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개교 104주년 기념 및 자랑스러운 서울약대인상 시상식 참석, 교수

회관, 2019. 6. 13.

16. 크루즈 여행, 베니스-그리스, 2019. 6. 14~23.

17.   제3회 통일약학 심포지엄(고려인삼을 중심으로 한 남북협력사업 방안) 주최, 서울대 신

약개발센터, 2019. 6. 26.

18. 하용조 목사 8주기 추모예배 참석, 온누리 교회(서빙고), 2019. 7. 31.

19.   팜포토 회원들과 대전 경주김씨 17대 종가 및 한독의약박물관(충북 음성) 견학, 2019. 7. 9.

20. 서울대 약대 동창회 활동보고회 참석, 역삼역 파크루안, 2019. 8. 30.

21. 온누리 교회 강남B 공동체 수련회 참석, 과천 서울대 공원, 2019. 10. 12.

22.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동창의 날 행사 참석, 서울대 버들골, 2019. 10. 13.

23. 한국약학대학정년퇴임교수회(일락회) 견학 주선(총무), 보령제약 예산 공장, 2019. 10. 24.

24. ‘송도약대 신설 무산’ 연구 자료 수집차 인천 송도중학교 탐방, 2019. 10. 29.

25. 제자 결혼식 주례, 2019. 11. 4.

26. 제11회 약학사 분과학회 심포지엄 주최, 서울대 신약개발센터, 2019. 11. 6.

27.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편집위원회, 2019. 11. 20 외 2회.

28. 대표기도, 강동 온누리교회, 2019. 6. 9, 서빙고 온누리 9. 22, 인천 온누리 11. 24.

29. ‘약의 상’ 시상식(심사위원장), 포시즌스 호텔, 2019. 11. 24.

30. 제33회 ‘약의 날’ 행사 참석, 플라자 호텔, 2019. 11. 24.

31. 제22회 송음의약학상 시상식(심사위원장), 르메르디안 호텔, 2019. 11. 25.

32. 미국 Kinam Park 교수 특강 좌장, 동성제약 본사, 2019. 11. 26.

33. 유한재단 이사회, 2019. 11. 27, 12. 11 외 수회.

34. 제4회 통일약학 심포지엄(남북보건의료 협력방안) 주최, 서울대 신약개발센터, 2019. 12. 6.

35. ‘한국약학교육평가원’ 재단법인 설립 기념식 참석, 대한약사회관 4층 동아홀, 2019. 12. 11.

36. 약학사 분과학회 조찬 운영위원회 주최, 대한약사회관 약학회 사무실, 2019. 12. 11.

37. 제3차 서울약대 동창회 조찬 상임위원회(자문위원), 삼정호텔, 2019. 12. 12.

38. 가산약학역사관 운영위원회(명예관장), 호암교수회관, 2019. 12. 17.

39. 서울약대 발전공로상 시상식 참석, 신약개발센터, 2019. 12. 18.

40. 의약사 평론가회 조찬 임원회의. 을지로 문화옥, 2019. 12. 19.

41.   한국약학대학정년퇴임교수회(일락회, 一樂會) 뉴스레터 제14호(2019. 7. 21.) 및 제15호 

편집 및 발간 2019.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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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방 (제약학과)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신풍제약(주) 고문. 2002. 9~현재.

   2.   참행복나눔운동 공동대표. 나눔포룸개최. 청소년 장학지원 및 자기주도 활동 멘토링 지

도사업, 2006. 4. 1~현재.

   3.   한국생약학회 및 한국응용약물학회에 환당(이은방)학술상을 제정하고 시상함.

     (1)   한국응용약물학회(수상자;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정재훈 교수): 서울대학교 호암교수

회관, 2019. 10. 11.

     (2)   한국생약학회(수상자: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이윤실 교수): 서울대학교 호암교수

회관, 2019. 11. 28.

<기타 근황>

   1.   서울대 약학대학 개교 103주년 및 자랑스러운 약대인상 시상식에서 수상자 우원식 교수

의 업적조서작성 소개함, 2019. 6. 11.

   2.   일락회(전국약학대학 명예교수 모임) 회장으로서 제약회사 방문실시, 서흥캡슐(주), 

2019. 5. 15. 및 보령제약(주), 2019. 10. 24.

의과대학

김동명 (의학과)

<학술회의>

   1.   Kim DM: Optic disc hemorrhage and retinal venous pressure. 1st Ocular Blood Flow 

Summit, Rigi Kaltbad, Switzerland, 2019. 9. 2~5.

김용진 (의학과)

<학술회의 참석>

   1.   제55차 Society of Thoracic Surgeon 2019 Annual Meeting, 샌디에이고, 미국, 2019. 1. 

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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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4차 Mt. Fuji Network Forum, 시즈오카, 일본, 2019. 2. 22~23.

   3.   2019 Asia-Pacific Cardiovascular Intervention & Surgery Symposium & 24th 3 day 

seminar on congenital heart disease, 서울, 한국, 2019. 6. 20~22.

   4.   제22차 Update symposium in pediatric cardiac surgery & cardiology, 부산, 한국, 2019. 

8. 17.

   5.   제33차 European Society of Cardiothoracic Surgery 2019 Annual Meeting, 리스본, 포르

투갈, 2019. 10. 3~5.

   6.   제51차 대한흉부외과학회 학술대회, 창원, 한국, 2019. 10. 24~26.

   7.   제8차 AMC CHD Center symposium, 서울 아산병원, 한국, 2019. 12. 15.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베트남 Chorei Hospital 학술 및 진료지원, 호치민, 베트남, 2019. 9. 2~6.

박명희 (의학과)

<논문>

   1.   Kang EH, Go DJ, Park MH, et al. (2019) Novel susceptibility alleles in HLA region for 

myositis and myositis specific autoantibodies in Korean patients. Semin Arthritis 

Rheum, 49(2), 283-287.

<강의 및 특강>

   1.   KODA LAB 소개 및 이식면역학과 HLA. 한국장기조직기증원(신규 코디네이터 교육), 한

국장기조직기증원, 2019. 4. 10.

   2.   장기이식과 HLA 항원, 항체 검사.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장기기증 · 이식 관계

자 역량강화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9. 5. 2.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원장. (재)한국장기조직기증원 코다의원(KODA LAB), 2013. 7~현재.

   2.   최종편집위원.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학술지 Laboratory Medicine Online, 2011~현재. 

   3.   이사. (사)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2014. 3~현재.

   4.   이사. (재)한국세포주연구재단, 1995~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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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수상)

   1.   제10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수상. 한국여자의사회 정기총회, 코리아나 호텔, 2019. 4. 13.

서유헌 (의학과)

<논문>

   1.   Hyunjun Park, Shin-Woo Kang, Yoo-Hun Suh, et al. (2019) The protective effects of 

PSM-04 on neuroprotection and memory impairment in primary cortical neurons and 

Alzheimer’s animal model 5xFAD mice. Frontiers in Pharmacology.doi:10.3389/

phar.2019.00002.

   2.   Shin-Woo Kang, Sungji Ha, Yoo-Hun Suh, et al. (2019) Effects of a dehydroevodiamine-

derivative on synaptic dysfunction and memory impairment in the 5xFAD, Alzheimer‘s 

disease mouse model, Frontiers in Behavior.doi:10.3389/inb.

<학술회의>

   1.   Azheimer’s Disease and Parkinson’s Disease. AD/PD 2019 Congress, Lisbon, 2019. 3. 

27~31.

   2.   2019 한국 뇌과학 올림피아드 개최. 서울대학교 문화관, 2019. 1. 24~25.

   3.   대한 퇴행성 신경 질환학회 2019년차 학술대회. 서울대학교 공학관, 2019. 3. 8~9.

   4.   HFSP회의, 서울 코엑스, 2019. 1. 31.

   5.   네이처 줄기세포 심포지엄, 2019. 2. 8.

   6.   19th HFSP Awardee Meeting, 일본 추쿠바, 2019. 7. 7~12.

   7.   Potential Gene, Drugs and Stem Cell Therapy for AD&PD. Pharmaclogy 2019, Berlin 

Germany, 2019. 8. 6~8.

   8.   2019 국제뇌연구기구(IBRO) Congress 개최, 대구 엑스코. 2019. 9. 21~26.

   9.   2019 세계 뇌과학 올림피아드(IBB) 개최, 대구 엑스코, 2019. 9. 19~22.

10. 석여신경과학연구회 2차 학술대회, 서울학교 의과대학, 2019. 11. 9~10.

11.   Potential Stem Cell Therapy for AD & PD. Regenerative Medicine 2019, Atlanta USA, 

2019.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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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및 특강>

   1.   뇌의 신비. 세계뇌주간행사, 가천대학교, 2019. 3. 13.

   2.   지방유래줄기세포의 치매와 파킨슨병의 예방과 치료. 세계 치매와 파킨슨병 학회 2019 

AD/PD Congress, 포르투갈 리스본, 2019. 3. 27.

   3.   도파민 신경약리학.진통약리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19. 4. 3.

   4.   중년기 이후의 건강한 뇌 활력을 위한 교육. 생애설계사 교육, 매경 미디어 별관, 2019. 4. 

6.

   5.   중년기 이후의 건강한 뇌 활력을 위한 교육. 가천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가천대학교 

뇌과학연구원, 2019. 4. 16.

   6.   뇌의 신비와 뇌의 미래. 서울대학교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서초고등학교, 2019. 5. 

3.

   7.   지성의향연: 1. 뇌의 신비, 뇌의 비밀과 4차 산업혁명.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 2019. 

5. 8

   8.   뇌발달 유아 적기교육. 부천교육청, 2019. 5. 9.

   9.   지성의 향연: 2. 뇌적기교육. 내를 건너 숲으로 도서관, 2019. 5. 15.

10. Potential Stem Cell Therapy for AD&PD. 베데스타병원, 부산 베데스타병원, 2019. 5. 30.

11. 나이보다 젊어지는 행복한 뇌. 익산 솜리문화예술회관, 익산 시민대학교, 2019. 6. 20.

12. 지성의 향연: 3. 공부 잘하는 뇌과학적 방법. 내를 건너 숲으로 도서관, 2019. 5. 22.

13. 줄기세포 치료술. 한일신경과학 심포지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함춘강의실. 2019. 5. 24

14. 지성의향연: 4. 나이보다 젊어지는 행복한 뇌: 치매 예방 뇌건강 습관. 2019. 5. 29.

15. 치매치료제 개발. 석여신경과학 연구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19. 6. 14.

16. NeuroPharmacology 전반.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2019. 7. 1.

17. 조현병 치료제.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2019. 7. 5.

18. 뇌의 신비. 대구과학고등학교, 가천대학교 뇌과학연구원, 2019. 7. 25.

19. 뇌의 신비. 가천대 과학영재교육원, 가천대학교 뇌과학연구원, 2019. 7. 30.

20. 치매연구. 창의공학연구원, 2019. 6. 18.

21. 뇌 발달 적기교육. 양주교육청, 2019. 6. 20.

22. 뇌의 신비, 뇌의미래. 정유한양선교회, 연동교회, 2019. 8. 2.

23. 뇌의 진실과 미래 뇌연구분야. 한림원 석학과의 만남, 인천하늘고등학교, 2019. 9. 6.

24. 뇌이야기, 의학이야기, 진로교육. 양재내곡교육지원센터, 2019. 9. 7.

25. 나이보다 젊게 사는 건강한 뇌. 전주대학교, 2019. 9. 3.

26. 뇌기반 적기 교육.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2019.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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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뇌의 신비, 뇌미래, 인류 100세 시대. 한국문화복지재단, 2019. 10. 2.

28. 뇌이야기, 내이야기. 신대원 힐링캠프, 무주리조트, 2019. 10. 14~15.

29. 뇌의 신비, 뇌미래, 4차 산업혁명. 새문안 교회, 2019. 10. 20.

30.   뇌의 미래와 4차 산업혁명시대. 서울대학교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명덕외국어고

등학교, 2019. 10. 24.

31. 뇌의 미래와 미래의 진로. 동덕여자고등학교, 2019. 11. 1.

32. 뇌의 신비와 치매예방. 명수대교회, 2019. 12. 1.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13~현재.

   2.   위원.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협의회, 2017.10~현재.

   3.   회장. 한국뇌교육학회, 2015~현재.

   4.   유치위원장. IBRO(국제뇌연구기구) 2019 대회, 2015~현재.

   5.   위원장. 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매년 뇌과학올림피아드개최), 2009~현재.

   6.   조직위원장. 국제뇌과학올림피아드(IBB, International Brain BEE Championship) 대구 

대회 명예홍보대사, 한국컨벤션, 2009~현재.

   7.   위원. 국제뇌연구학회(IBRO) 아시아태평양위원회(APRC), 2008~2015.

   8.   엠버서더. 한국과학창의재단, 2002~현재.

   9.   본부이사. 국제인간프런티어과학기구(HSFP), 2005. 1~현재.

10. 사외이사. 네이처셀, 브레인셀, 2015~현재.

11. 이사. 베세스다 병원, 2013~현재.

12. 정회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2003~현재.

13. 이사. (사)더불어 배움, 2017~현재.

14. 위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2004~현재.

15. 정회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03. 11~2018.

16. 종신회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18~현재.

17. 이사. 한국 노벨상수상 지원본부, 1999. 8~현재.

18. 객원교수. 중국하얼빈의대, 일본동경대의과학연구소, 영국임페리얼대학, 1998. 1~현재.

19. Faculty. 알츠하이머 파킨슨 국제학회(AD/PD), 1993~현재.

20. 부편집인. Journal of Pharmacological Sciences ( JPS), 2011~현재.

21. 부편집인. Neuroscience Research, 2007~현재.

22. 편집위원. Neurochemical Research, 2002~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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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편집위원. Journal of Molecular Neuroscience ( JMN), 1999~현재.

24. 편집위원. Journal of Neuroscience Research ( JNR), 1998~현재.

25. 분야편집인. Journal of Neurochemistry ( JNC), 1995~2007.

<기고문>

   1.   비타민C. 세계일보. 2019.1.17

   2.   치매와 우울증은 운동을 무서워한다. 명사칼럼, 서울대학교 총동창신문 491호, 26면 

2019. 2. 15.

   3.   디지털치매. 헬스조선, 2019. 9. 10.

   4.   치매. UPI 뉴스, 2019. 11. 11.

<연구>

   1.   서유헌, 박현준, 강신우 외 2명: 청년우울증의 뇌 병인, 진단, 치료 연구. 한국연구재단, 

2016. 3. 1~2021. 2. 28.

   2.   서유헌, 박현준, 강신우 외 2명: 폴리코사놀의 기억력효과연구. Rainbow and Nature, 

2019. 1~2020. 12.

<기타 근황>

   1.   서울대학교 신년하례행사 인사, 2019. 1. 2.

   2.   가천대학교 신년하례행사 인사, 2019. 1. 3.

   3.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신년인사, 2019. 1. 4.

   4.   KSBNS 한국뇌신경과학회 이사회, 신년회, 서울플라자 호텔, 2019. 1. 10.

   5.   과학기술한림원에서 신년하례행사 인사, 2019. 1. 10.

   6.   부산 베세스타병원에서 주최하는 병원 이사회 참석, 2019. 2. 2

   7.   브레인 셀. 네이처셀 이사회 참석, 2019. 3. 5, 12. 9.

   8.   서울대학교에서 대한퇴행성신경질환학회에서 주최하는 정기학술대회 기조강연 좌장, 

2019. 3. 9.

   9.   가천대학교 뇌과학연구원에서 세계 뇌 주간 행사 개최, 2019. 3. 13.

10.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2019. 3. 15.

11.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제휴먼프론티어기구(HFSP) 이사회 참석, 2019. 7. 7~8.

12. 미국치매연구협회(ISTAART) 이사회, 2019. 7. 20.

13. 조직위원장으로 국제 뇌과학 올림피아드(IBB) 대구개최, 2019. 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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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한퇴행성신경질환학회 이사회 회의 참석, 서울역명가, 2019. 12. 2.

15. 더프라자호텔 세븐스퀘어에서 더불어 배움이 주최하는 조찬 간담회 참석, 2019. 12. 20.

(방송)

   1.   신년특별대담 “한국인 정신건강 불교방송, 2019. 1. 3.

   2.   파킨슨병의 역습. 뇌를 멈추게하라, 2019. 5. 29.

   3.   치매와의 전쟁. 생로병사(1편), KBS, 2019. 9. 19.

   3.   치매극복. 생로병사(2편), KBS, 2019. 9. 25.

   4.   운전과 스마트폰 아침뉴스, SBS, 2019. 10. 20.

(인터뷰)

   1.   뇌과학 권위자 서유헌 원장이 알려주는 뇌 건강 3대 원칙. 헬스조선, 2019. 1. 18.

   2.   영어 선행학습논란 정신건강에 부정적, 듣기와 놀이 중심교육은 도움될 수도. 브릿지경

제, 2019. 2. 18.

   3.   조기교육이 유아기 뇌 발달에 치명적인 이유. Babynews, 2019. 2. 26.

   4.   뇌발달유아적기 및 영어교육. 베이비 뉴스, 2019. 11. 5.

안효섭 (의학과)

<논문>

   1.   Kim H, Kang HJ, Ahn HS, et al. (2019) Risk Factor Analysis for Secondary Malignancy 

in Dexrazoxane-Treated Pediatric Cancer Patients. Cancer Res Treat. 2019 

Jan;51(1):357-367. doi: 10.4143/crt.2017.457. Epub 2018 May 14.

   2.   Choi HS, Choi Q, Ahn HS, et al. (2019) Molecular diagnosis of hereditary 

spherocytosis by multi-gene target sequencing in Korea: matching with osmotic 

fragility test and presence of spherocyte. Hereditary Hemolytic Anemia Working Party 

of the Korean Society of Hematology. Orphanet J Rare Dis. 2019 May 23;14(1):114. doi: 

10.1186/s13023-019-1070-0.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어린이 새생명돕기지원사업 의료분과 위원. 새생명지원 환자 결정,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1. 2. 4~현재.

   2.   새생명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새생명지원사업 보고 및 사업 계획, 한국사회복지협의

회, 2009. 4. 20~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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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문.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2005. 10. 22~현재.

   4.   상임이사.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2013. 4. 1~현재.

   5.   대통령 의료자문의. 청와대, 2017. 7. 13~2019. 6.

   6.   이사. 한아재단, 2018. 6. 7~2023. 3. 27.

윤재일 (의학과)

<논문>

   1.   Yong Beom Choe, Chul Chong Park, Jai Il Youn, et al. (2019) Usefulness of the 

psoriatic arthritis screening  and evaluation questionaire to monitor disease activity in 

management of patients with psoriasis: Finding from the EPI-PSODE study. Ann 

Dermatol.2019;31 No.1:29-36.

<학술회의>

   1.   Lee JI, Suh HI, Youn JI: Clinical features and frequency of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in psoriasis patients with abnormal liver function test. SPIN. 2019. Pasis, 

France, 2019. 4. 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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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urnal of Dermatological Science. Editorial board member, 2009~present.

   5.   대한건선학회 고문. 2011. 9~현재.

   6.   대한화장품의학회 고문. 2010~현재.

   7.   대한광의학회 평의원. 2003~현재.

   8.   의학한림원 종신정회원. 2018~현재.

<기타 근황>

   1.   서울대학교병원 피부과의 기원과 발전. 서울대학교병원 피부과, 디자인메카, 편찬위원, 

2019. 2. 23.

   2.   대한건선학회건선치료세미나 좌장, 고려대학과 의과대학 유광사홀, 2019.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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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경피부과학회 공로패. 대구인터불고호텔, 2019. 6. 16.

   4.   Asian society for psoriasis 심포지엄 좌장, 일본 교토, 2019. 8. 31.

   5.   인샤인피부과의원 원장.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4 역삼동 남곡빌딩 5층. 2017. 9. 1~현재.

채종일 (의학과)

<저서> 

   1.   Chai JY (2019) Chapter 71. Metagonimus. In Handbook of Foodborne Diseases (Liu D 

ed), Food Microbiology Series. Boca Raton, Florida, USA. CRC Press, Taylor & Francis 

Group. 1-30.

   2.   Chai JY, Jung BK (2019) Chapter 12. Epidemiology of Trematode Infections: An 

Update. In Toledo R, Fried B, eds, Digenetic Trematodes. Springer. Advances in 

Experimental Medicine and Biology 1154, 359-409.

   3.   Chai JY (2019) Editorial. Parasite Epidemiology and Control 3, e00108.

   4.   Chai JY (2019) Human Intestinal Fluke: From Discovery to Treatment and Control. 

Springer Nature. 1-549.

<논문> 

   1.   Khieu V, Fürst T, Miyamoto K, Chai JY, et al. (2019) Is Opisthorchis viverrini emerging 

in Cambodia? Advances in Parasitology 103, 31-73.

   2.   Anucherngchai S, Chontananarth T, Tejangkura T, Chai JY (2019) The study of 

Cytochrome B (CYTB): Species-specific detection and phylogenetic relationship of 

Echinostome revolutum (Froelich, 1802). Journal of Parasitic Disease (http.://doi.

org/10.1007/s12639-018-1057-0).

   3.   Song H, Jung BK, Cho J, Chai JY, et al. (2019) Molecular identification of Anisakis 

larvae extracted by gastrointestinal endoscopy from health check-up patien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Parasitolpgy 57(2), 207-211.

   4.   Hong JH, Oh CS, Chai JY, Seo M, et al. (2019) Cytochrome c oxidase subunit 1, 

internal transcribed spacer 1, 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 hydrogen 

dehydrogenase subunits 2 and 5 of Clonorchis sinensis ancient DNA retrieved from 

Joseon Dynasty mummy specimens.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34(20), e53.

   5.   Wongsawad C, Nantarat N, Wongsawad P, Chai JY, et al. (2019) Morphological and 



402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9, 제15호

molecular identification of Stellantchasmus dermogenysi n. sp. (Digenea: 

Heterophyidae) in Thailand.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57(3), 257-264.

   6.   Son H, Kim MJ, Jung KH, Chai JY, et al. (2019) Neurocysticercosis: clinical 

characteistics and changes from 26 years of experience in a university hospital in 

Korea.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57(3), 265-271.

   7.   Won EJ, Shin JH, Lee YJ, Chai JY, et al. (2019) Four taeniasis saginata cases diagnosed 

at a university hospital in Korea.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57(3), 313-318.

   8.   Sohn WM, Jung BK, Hong SJ, Chai JY, et al. (2019) Low-grade endemicity of 

opisthorchiasis, Yangon, Myanmar.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25(7), 1435-1437.

   9.   Chai JY, Chang T, Jung BK, Shin H, et al. (2019) Echinochasmus caninus n. comb. 

(Trematoda: Echinostomatidae) infection in eleven riparian people in Khammouane 

Province, Lao PDR.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57(4), 451-456.

10.   Chai JY, Lee SH, Rim HJ, Sohn WM, et al. (2019) Infection status with zoonotic 

trematodes in fish from Lao PDR. Acta Tropica 199, 105100.

11.   Chai JY, Seo M, Reinhard K, Shin DH (2019) Preface for special section on 

archaeoparasitology: A global perspective on ancient parasites and current research 

projects.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57(6), 565-566.

12.   Zhan X, Yeh HY, Shin DH, Chai JY, et al. (2019) Differential changes in the prevalence 

of the Ascaris, Trichuris, and Clonorchis infection among past East Asian populations.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57(6), 601-605.

13.   Seo M, Chai JY, Hong JH, Shin DH (2019) Reconsideration of Dr. Allen’s report about 

hemoptysis patients from high prevalence of of archaeparasitological paragonimiasis 

in Korea.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57(6), 635-638.

14.   Sohn WM, Na BK, Lee D, Chai JY, et al. (2019) Echinostoma macrorchis metacercariae 

in Cipangopaludina chinensis malleata from Xiengkhuang Province, Lao PDR and 

morphologies of adults from experimental animals.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57(6), 657-664.

15.   Chang T, Jung BK, Hong S, Chai JY, et al. (2019) Anisakid larvae from anchovies in the 

South Coast of Korea.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57(6), 699-704.

16.   Chang T, Jung BK, Song H, Chai JY, et al. (2019) Survey of Gymnophalloides seoi 

metacercariae in natural and cultured oysters from several western coastal areas, 

Korea.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57(6), 70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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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회의>

   1.   Park K, Kim H, Lee S, Chai JY, et al.: Correlation of health perception and health 

promotion activities of certain college students. The 2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ealth Promoting Hospitals and Health Services. Warsaw, Poland. May 26-June 2, 

2019. (구연)

   2.   Park K, Kim H, Lee S, Chai JY, et al.: Smoking behavior of male office workers and 

effect of anti-smoking program. The 2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ealth 

Promoting Hospitals and Health Services. Warsaw, Poland. May 26-June 2, 2019. (포스

터)

   3.   Kim S, Nah EH, Chai JY: The lifestyle behaviors and the risk of hypertension 

according to the age and sex in Korea. The 2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ealth 

Promoting Hospitals and Health Services. Warsaw, Poland. May 26-June 2, 2019. (포스

터)

   4.   Chu J, Cho S, Nah EH, Chai JY: Using computerized health counseling system for 

diabetes prevention program in a health promoting hospital (HPH) of Korea. The 2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ealth Promoting Hospitals and Health Services. Warsaw, 

Poland. May 26-June 2, 2019. (포스터)

   5.   채종일: 북한 기생충증 관리를 위한 남한 기생충 관리모델의 현장적용 및 향후 협력방안. 

전북대학교. 전주. 2019. 6. 28. (초청강연) 

   6.   채종일, 장태희, 정봉광, 신혜주 등: Echinochasmus caninus n. comb. (Trematoda: 

Echinostomatidae) infection in eleven riparian people in Khammouane Province, Lao 

PDR. 전북대학교. 전주. 2019. 6. 28. (포스터)

   7.   장태희, 정봉광, 홍수지, 채종일 등: Morphological and molecular studies of human-

infecting hookworms in a border area of Cambodia and Lao PDR. 전북대학교. 전주. 

2019. 6. 28. (포스터)

   8.   장태희, 정봉광, 홍수지, 채종일 등: Prevalence of Anisakis pegreffii and Hysterothylacium 

sp. larvae in anchovies (Engraulis japonica) from the south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전북대학교. 전주. 2019. 6. 28. (포스터) 

   9.   Chai JY: NTDs and their public health significance in Asia: An overview. Asian 

Neglected Disease Conference (NTD Asia 2019). Khon Kaen, Thailand. August 7-9, 

2019. (Invited Plenary Lecture) 

10.   Chai JY, Chang T, Jung BK, Shin H, et al.: Echinochasmus caninus n. c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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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matoda: Echinostomatidae) infection in eleven riparian people in Khammouane 

Province, Lao PDR. Asian Neglected Disease Conference (NTD Asia 2019). Khon Kaen, 

Thailand. August 7-9, 2019. (포스터)

11.   Chang T, Jung BK, Hong S, Chai JY, et al.: Morphological and molecular studies of 

human-infecting hookworms in a border area of Cambodia and Lao PDR. Asian 

Neglected Disease Conference (NTD Asia 2019). Khon Kaen, Thailand. August 7-9, 

2019. (포스터)

12.   Chang T, Jung BK, Hong S, Chai JY, et al.: Prevalence of Anisakis pegreffii and 

Hysterothylacium sp. larvae in anchovies (Engraulis japonica) from the south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Asian Neglected Disease Conference (NTD Asia 2019). Khon 

Kaen, Thailand. August 7-9, 2019. (포스터)

13.   Hong S, Song H, Jung BK, Chai JY, et al.: Molecular identification of anisakid larvae 

extracted by gastrointestinal endoscopy from health check-up patients in Korea. Asian 

Neglected Disease Conference (NTD Asia 2019). Khon Kaen, Thailand. August 7-9, 

2019. (포스터)

14.   Chai JY: History of Parasite Eradication in Korea. 2019 KAHP-Africa Malaria 

Consortium. Seoul, Korea. July 17, 2019 (Invited Lecture)

15.   Chai JY: Twenty-five years’ experience of international parasite control by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KAHP) (1995-2019). International Symposium on 

Tropical Medicine and NTDs. Seoul, Korea. October 23, 2019 (Invited Lecture) 

16.   채종일: 한국건강관리협회 기생충 관리사업의 역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 2019. 

10. 24. (초청강연) 

17.   정봉광, 홍수지, 송혜미, 채종일 등: 미얀마 양곤 인근 초등학생들의 장내 기생충 감염실

태 및 집단관리 효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 2019. 10. 24. (구연)

18.   채종일, 정봉광, 장태희, 신혜주 등: 전남 신안군 압해면에서 아기반지락이 매개하는 

Parvatrema shinanense n. sp. (Digenea: Gymnophallidae)의 발견. 서울대학교 의과대

학, 서울. 2019. 10. 24. (구연)

19.   신혜주, 정봉광, 장태희, 채종일 등: 전남 일부 지역산 민물가재의 폐흡충 피낭유충 감염 

실태조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 2019. 10. 24. (포스터) 

20.   장태희, 정봉광, 홍수지, 채종일 등: Molecular confirmation of human Taenia saginata 

infection in a northern area of Cambodia bordered with Lao PDR. 서울대학교 의과대

학, 서울. 2019. 10. 24.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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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장태희, 정봉광, 홍수지, 채종일 등: Toxoplasma gondii detection and viability assay in 

imported dry-cured hams using molecular and bioassy techniques. 서울대학교 의과대

학, 서울. 2019. 10. 24. (포스터) 

22.   손운목, 나병국, 채종일, 정봉광 등: Edible bullfrog, Rana catesbiana, a potential risk of 

gnathostome and sparganum infection in Myanmar.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 2019. 

10. 24. (포스터) 

23.   손운목, 나병국, 채종일, 정봉광 등: Infection status with zoonotic trematode 

metacercariae and larval gnathostomes in fish from North Dagon District, Yangon, 

Myanmar.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 2019. 10. 24. (포스터)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2005. 3. 1~현재.

   2.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출판담당 부원장. 2016. 3. 1~2019. 2. 28

   3.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2004. 1. 1~현재.

   4.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분회장(제1분회). 2019. 1. 1~현재.

   5.   한국건강관리협회. 회장(연임). 2016. 1.1~현재.

   6.   한국건강관리협회 기생충박물관. 관장. 2019. 2. 14~현재.

   7.   세계기생충학자연맹(World Federation of Parasitologists). 회장. 2018. 9.1~현재. 

   8.   국제열대의학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for Tropical Medicine). 재무이사. 2012. 

10.1~현재.

   9.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편집위원장. 2006. 1. 1~현재.

10.   PLoS Neglected Tropical Diseases. Guest Editor. 의사수필동우회 박달회. 회장. 2016. 1. 

1~현재.

11. (사)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 등기이사. 2017. 4. 1~현재.

12. 한국의학원. 이사. 2010~현재.

13.   한-인도네시아(반다아체 지역) 초등학생 건강증진 사업단 단장. 한국건강관리협회. 2019. 

4. 6~13.

14.   한-캄보디아 인수공통감염 흡충 질환 관리사업단 단장. 한국건강관리협회. 2019. 4. 

19~26. 

15.   한-미얀마 학생 장내 기생충관리 국제협력사업단 단장(후원: 국제협력단). 주관: 한국건

강관리협회. 2019. 6. 16~24 및 2019. 11. 23~12. 1.

16.   한-탄자니아 주혈흡충 관리사업 추진단 단장(주관: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 및 한국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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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협회). 2019. 5. 10~21.

17.   한-카메룬 주혈흡충 관리사업단(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 초빙 전문가. 2019. 10. 25~11. 3.

최병인 (의학과)

<논문>

   1.   Bae JS, Lee DH, Choi BI, et al. (2019) Assessment of hepatic steatosis by using 

attenuation imaging: a quantitative, easy-to-perform ultrasound technique. Eur Radiol. 

2019 29(12), 6499-6507.

   2.   Choi SL, Lee ES, Choi BI, et al. (2019) Technical success rates and reliability of spin-

echo echo-planar imaging (SE-EPI) MR elastography in patients with chronic liver 

disease or liver cirrhosis. Eur Radiol. 2019 Nov 14. doi: 10.1007/s00330-019-06496-y. 

[Epub ahead of print]

   3.   Choi BI, Kim MJ, Kim SH, et al. (2019) History of Asian Society of Abdominal 

Radiology. Korean J Radiol 2019 Nov 5, http://doi.org/10.3348/kjr.2019.058. [Epub 

ahead of print]

<학술회의 좌장>

   1.   Abdomen CEUS/WFUMB Lecture (EUROSON 2019), Chair: Byung Ihn Choi, José 

Ángel Jiménez Lasanta, Speaker: Cristina Chammas, Yuko Kono, Jose-Angel Jimenez 

Lasanta, Zeno Sparchez. 30th Congress of the European Federation of Societies for 

Ultrasound in Medicine and Biology (EFSUMB). Granada, Spain 2019. 5. 30.

   2.   Abdomen: US of Portal Hypertension and Spleen (EUROSON 2019), Chair: Byung Ihn 

Choi, Manuel Macias Rodriguez, Speaker: Manuel Macias Rodriguez, Andreas Hjelm 

Brandt, Simon Freeman, 30th Congress of the European Federation of Societies for 

Ultrasound in Medicine and Biology (EFSUMB). Granada, Spain 2019. 5. 30.

   3.   HCC Imaging of Hepatocellular Carcinoma: Diagnostic Criteria and Challenging, Chair: 

Byung Ihn Choi, F. Caseiro-Alves, Speaker; A. Vanzulli, A Furlan, TK Kim. The 

European Society of Gastrointestinal and Abdominal Radiology (ESGAR 2019). Rome, 

Italy 2019. 6. 5~8

   4.   Concurrrent Session 6I: General Abdomen Liver 2. Chair: Byung Ihn Choi, Speaker: 

Marilyn Zelesco, Byung Ihn Choi, Giovanna Ferraioli, David Sheng-Lian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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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ifer Tang, Giovanna Ferraioli. World Federation for Ultrasound in Medicine and 

Biology (WFUMB 2019). Melbourne, Australia 9. 6~9.

   5.   Concurrrent Session 13H: WFUMB Education. Chair: Byung Ihn Choi, Odd Helge 

Gilja, Speaker: Odd Helge Gilja, Harvey Nisenbaum, Adrian Goudie, Dieter Nurnberg, 

Sudhir Vinayak, World Federation for Ultrasound in Medicine and Biology (WFUMB 

2019) Melbourne, Australia 9. 6~9.

   6.   Mapping the Future: Value based Radiology for Patients - Tips for abdominal imaging. 

Chiar: Byung Ihn Choi, Seong Hyun Kim, Speaker: Dong Ho Lee, Bo Hyun Kim, 

Nikolaos Kartalis, Jeong Eun Le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KCR 2019). Seoul, 

Korea, 2019. 9. 19.

   7.   Advances in Liver Imaging - from Research to Clinical Practice. Chair: Byung Ihn Choi, 

Fuminori Moriasu, Speaker: Katsutoshi Sugimoto, Giovanna Ferraioli, Richard Barr. 

Radiological Society of North America (RSNA 2019). Chicago, USA. 2019. 11. 30~12. 6.

<강의 및 특강>

   1.   High Resolution Ultrasound of GB Disease. World Federation for Ultrasound in 

Medicine and Biology Center of Education (WFUMB COE) Seminar, Hanoi, Vietnam, 

2019. 1. 11~13.

   2.   WFUMB COE in Asia. World Federation for Ultrasound in Medicine and Biology 

Center of Education (WFUMB COE) Seminar, Hanoi, Vietnam, 2019. 1. 11~13.

   3.   US Elastographof Hepatic Fibrosis: 초음파탄성영상술. 서울대병원 2019 복부초음파 연

수강좌 useful tips for abdominal US in clinical practice, Seoul, Korea, 2019. 3. 17.

   4.   WFUMB COE in Asia. Philippine Society of Ultrasound in Clinical Medicine (PSUCMI), 

Inc. 17th Annual Convention, Manila, Philippines, 2019. 3. 29.

   5.   Elastography of Hepatic Fibrosis, USE vs MRE. Philippine Society of Ultrasound in 

Clinical Medicine (PSUCMI), Inc. 17th Annual Convention, Manila, Philippines, 2019. 3. 

29.

   6.   Contrast Enhanced Ultrasound (CEUS) in Diagnosis of Liver Tumor. Philippine Society 

of Ultrasound in Clinical Medicine (PSUCMI), Inc. 17th Annual Convention, Manila, 

Philippines, 2019. 3. 29.

   7.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 의료인의 교육. CAUH Smart Academy, Seoul, Korea, 2019.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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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Asian Oceanian School of Radiology (AOSOR): Current Status, Executive Council 

Meeting of Asian Oceanian Society of Radiology (AOSR) Kuala Lumpur, Malaysia, 

2019. 4. 5~6.

   9.   CEUS History in Asia. 1st Meeting of International Working Party for CEUS Using 

Sonazoid, Incheon, Korea, 2019. 4. 20.

10.   WFUMB COE in Asia. Samsung Medicine Co. US Joint Seminar, Seoul, Korea, 2019. 4. 

22.

11.   High Resolution US Technology. Samsung Medicine Co. US Joint Seminar, Seoul, 

Korea, 2019. 4. 22.

12.   Looking Back for the Future: “돌아보자 KSUM 40년” Celebrating the 50th KSUM 

Congress: Footprints & New Steps. 50th Annual Congress of Korean Society 

Ultrasound in Medicine (KSUM 2019). Seoul, Korea, 2019. 5. 2.

13.   Fatty Liver Disease Quantitative US Imaging. The 7th Asian Congress of Abdominal 

Radiology (ACAR Seminar), Chengdu, China, 2019. 5. 25.

14.   WFUMB COE in Asia. World Federation for Ultrasound in Medicine and Biology 

Center of Education (WFUMB COE) Task Force Meeting, Granada, Spain, 2019. 5. 31.

15.   WFUMB CEUS Guideline for the Liver. (EUROSON 2019), 30th Congress of European 

Federation of Societies for Ultrasound in Medicine and Biology (ESFUMB), Granada, 

Spain, 2019. 6. 1.

16.   Imaging of Hepatocellular Carcinoma (HCC): Diagnostic Criteria and Challenging 

Lesion: Case Discussion. European Society of Gastrointestinal and Abdominal 

Radiology (ESGAR 2019), Rome, Italy, 2019. 7. 7.

17.   WFUMB COE in Asia. World Federation for Ultrasound in Medicine and Biology 

(WFUMB) AC & Education Committee Meeting, Faroe Island, Denmark, 2019. 7. 22~23.

18.   Strategies to Deal with Burnout: My Strategies for Resilience. 13th InternationalSociety 

For Strategic Studies in Radiology (IS3R), Budapest, Hungary, 2019. 8. 22~24.

19.   Fatty Liver Disease Quantitative US Imaging. 17th World Federation for Ultrasound in 

Medicine and Biology Center of Education (WFUMB 2019), Melbourne, Australia, 

2019. 9. 6~9.

20.   Elastography of Hepatic Fibrosis: USE vs. MRE. 17th World Federation for Ultrasound 

in Medicine and Biology Center of Education (WFUMB 2019), Melbourne, Australia, 

2019. 9.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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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WFUMB COE in Asia; Current Status. Education Committee of WFUMB 17th World 

Federation for Ultrasound in Medicine and Biology Center of Education (WFUMB 

2019), Melbourne, Australia, 2019. 9. 6~9.

22.   Brief Review of EUROSON 2019. Samsung Medicine Co. US Joint Seminar, Seoul, 

Korea, 2019. 9. 26.

23.   WFUMB Guideline of CEUS - Update 2020 on the Liver. Samsung Medicine Co. US 

Joint Seminar, Seoul, Korea, 2019. 9. 26.

24.   Globalization of Medical Society - Strategy for Building up Infrastructure.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 (KAMS). Seoul, Korea, 2019. 10. 10.

25.   Asian Oceanian School of Radiology (AOSOR): Orientation. Asian Oceanian School of 

Radiology Youth Club (AOSOR YC). Nagoya, Japan, 2019. 10. 16~18.

26.   Perspectives & Preparation in Radiology. Asian Oceanian School of Radiology Youth 

Club (AOSOR YC). Nagoya, Japan, 2019. 10. 16~18.

27.   WFUMB Guideline of CEUS - Update 2020 on the Liver. USP & PSUCMI Joint 

Symposium, Manila, Philippines, 2019. 10. 23.

28.   Contrast Enhanced Ultrasound (CEUS) - Ll-RADS. USP & PSUCMI Joint Symposium, 

Manila, Philippines, 2019. 10. 23.

29.   Current Status of AOSR and AOSOR for International Collaboration. US/CTMRI Joint 

Annual Convention. Manila, Philippines, 2019. 10. 25.

30.   Current Status of WFUMB and COE for International Collaboration. US/CTMRI Joint 

Annual Convention. Manila, Philippines, 2019. 10. 25.

31.   Introduction on CEUS. US/CTMRI Joint Annual Convention. Manila, Philippines, 2019. 

10. 25.

32.   CEUS: Past and Current Status in Asia. The 11th Asian Conference on Ultrasound 

Contrast Imaging (ACUCI 2019) Shanghai, China, 2019. 11. 22~24.

33.   AOSOR: Current Status. Executive Counicl meeting of AOSR. Radiological Society of 

North America (RSNA2019) Chcago, USA. 2019. 11. 30~12. 6.

34.   Brief Review of ACUCI 2019. Samsung Medicine Co. US Joint Seminar, Seoul, Korea, 

2019. 12. 16.

35.   KCR RSNA 2019: AI. Samsung Medicine Co. US Joint Seminar, Seoul, Korea, 2019. 12. 

16.

36.   Diffuse Liver Disease Quantitative US Imaging. Samsung Medicine Co. US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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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nar, Seoul, Korea, 2019. 12. 16.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대한 영상의학회 평의원(전회장). 2004. 1~현재.

   2.   대한초음파학회 평의원(전회장). 2005~현재.

   3.   최병인(의학과): 대한간암학회 자문위원. 2003~현재.

   4.   대한간학회 자문위원. 2011. 1~현재.

   5.   대한소화기학회 고문. 2014~현재.

   6.   한국초음파 의료기기 고문. 2012. 1~현재.

   7.   World Federation of Ultrasound in Medicine and Biology(WFUMB) Regional Director 

of COE in Asia 선임 2017. 10~현재.

   8.   Asian Oceanian School of Radiology(AOSOR) Director 선임. 2018. 1~현재.

   9.   대한민국의학한림원 국제협력위원장. 2016. 3~현재.

10. World Journal of Hepatology 편집위원. 2010~현재.

11. Ultrasonography 명예편집위원장. 2017. 1~현재.

12. Radiology Digest 명예편집위원장. 2017. 1~현재.

보건대학원

백남원 (환경보건학과)

<논문>

   1.   손은순, 김용희, 백남원 외 4명(2019) 비열 유전체장벽방전 플라즈마 발생기의 풍량에 따

른 결핵균 성장억제 효능. 한국산업보건학회지, 29(3), 414-419.

   2.   백남원, 허성민, 이일영(2019) 저온 대기압 플라즈마의 실내공기 중 곰팡이 생장억제 효

과. 한국산업보건학회지, 29(3), 351-357.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Annals of Work Exposures and Health (SCI). British Occupational Hygiene Society, 

2019. 1. 1~현재.

   2.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SCI). Japan Society for Occupational Health, 2019. 1. 



4부  명예교수 학술 및 봉사활동   411

1~현재.

   3.   전문가 증언. Expert Witness for a mesothelioma case at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Los Angeles, 2019. 10. 23~28.

<연구>

   1.   백남원, 김용희, 김기영 등: 병원 내 감염예방을 위한 공기질 관리 시스템 개발. 한국산업

기술평가관리원 과제, 2016. 7. 1~2019. 6. 30. (3년 과제).

행정대학원

노화준 (행정학과)

<학술회의>

   1.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사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정책”, 서울대학교 행정대

학원, 2019. 4. 19.

   2.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춘계학술대회, 사회, “문화영향 평가와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 

대한상공회의소(서울), 2019. 4. 26.

   3.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하계학술대회, 사회, “정책분석평가의 사회적 가치, 방법론적 고

찰- 융합세션 2: 예술, 과학, 그리고 정책분석”, 코레일(대전), 2019. 7. 5.

   4.   한국정책학회 · 한국자치행정학회 공동 추계학술대회, 사회, “한국문화정보원: 문화정보

화와 사회문제 해결방안”,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 2019. 9. 27~28.

   5.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추계학술대회, 사회, “데이터 경제와 평가모형”, 한국지역정보개

발원, 2019. 10. 11.

   6.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사회, “정책수단혼합과 정책설계”, 이화여자대

학교 ECC , 2019. 12. 6.

   7.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동계학술대회, 사회, “정책분석평가의 사회적 가치, 방법론적 재고

찰-방법론 2: 다층분석”, 성균관대 수선관, 2019. 12. 20.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연구자문위원장. 한국행정연구원, 2019. 1. 1~12. 31.



412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9, 제15호

<특강>

   1.   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서울대학교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이화여자대학교부속이화금란고등학교, 2019. 7. 15.

   2.   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서울대학교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명덕외국어고등학교, 2019. 10. 31.

정용덕 (행정학과)

<저서>

   1.   정용덕, 박순애, 고길곤 외 12명 공저: 대한민국 공무원, 그들은 누구인가.(한국공무원의 

추상화, 337-367) 총 424쪽, 문우사, ISBN 979-11-85994-69-7, 2019. 10. 31.

<논문발표>

   1.   정용덕(2019) 사회과학 ‘한국화’ 담론의 사회과학적 재고.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연례학술

대회 기조발제 논문,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요약본)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소식, 23 

2019: 7-9. 2019. 11. 29.

   2.   정용덕, 신헌태 공저(2019) 한국 자율국가의 수취능력, 1948년~2019년. 한국행정사학지, 

46 2019. 8: 139-173. (ISSN 1229-7518)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이사장.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2019. 6~현재.

   2.   편집위원. International Public Management Journal.

환경대학원

김안제 (환경계획학과)

<저서>

   1.   김안제: 박정희, 일본천황을 부수다: 문경 교사생활 3년의 이야기. 총 186쪽, 박정희대통

령기념재단, 2019.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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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   김안제(2019) 통일을 향한 지방자치의 길. 자치발전, 2019년 1월호, 8-9.

   2.   김안제(2019) 도시계획 남기고 싶은 이야기. 도시정보, 2019. 6. 30, 26-32.

   3.   김안제(2019)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의 출현. 국토와 도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9. 7. 25, 490-519.

   4.   김안제(2019) 지방자치와 자치대상. 자치발전, 2019년 10월호, 8-9.

<학술회의>

   1.   ‘사교육 1번지를 인성교육 1번지로’ 정책토론회 사회, 서울시 강남구의회, 강남구의회 회

의실, 2019. 4. 26.

<특강>

   1.   문경의 어제와 내일.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시민자치대학 강연, 문경시민 문화회관, 2019. 

5. 22.

   2.   박정희, 일본천황을 부수다: 문경 교사생활 3년의 이야기.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특강, 

박정희대통령기념관 박정희홀, 2019. 7. 24.

   3.   정의와 용기. 대동강 포럼 정기회의 강연, 식당 ‘기와집’, 2019. 11. 21.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02. 9~현재.

   2.   원장. 한국자치발전연구원, 2019. 1. 1~12. 31.

   3.   고문.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 2019. 1. 1~12. 31.

   4.   고문. 한국지방자치학회, 2019. 1. 1~12. 31.

   5.   고문. 문경문화원, 2019. 1. 1~12. 31.

   6.   고문. 밝은사회포럼, 2019. 1. 1~12. 31.

   7.   상임고문. 한국서화작가협회, 2019. 1. 1~12. 31.

   8.   고문. 문경시 정책자문단, 2019. 1. 1~12. 31.

   9.   고문. 새재포럼, 2019. 1. 1~12. 31.

10. 이사. 통일교육개발연구원, 2019. 1. 1~12. 31.

11. 명예도민. 제주특별자치도, 2019. 1. 1~12. 31.

12. 명예시민. 세종특별자치시, 2019. 1. 1~12. 31.

13. 명예시민. 미국 라스베이거스시, 2019. 1. 1~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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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석좌교수. 문경대학교, 2019. 1. 1~12. 31.

15. 자문위원.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2019. 1. 1~12. 31.

16. 종신명예교수.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2019. 1. 1~12. 31.

17. 공동대표. 자유 민주 통일 국민연합, 2019. 1. 1~12. 31.

18. 고문. 재경문경시향우회, 2019. 1. 1~12. 31.

<기고문>

   1.   사자성어. 자치발전, 월간지, 2019년 1월호~12월호, 12편.

   2.   고사성어. 통일어린이마당, 월간지, 2019년 1월호~12월호, 12편.

   3.   수상문. 주간문경, 주간신문, 2019.   1.   1~12. 31. 36편.

   4.   애증(愛憎)의 기하학.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9(제14호), 298-299쪽, 2019. 2. 28.

   5.   고향쉼터 비문. 문경시 점촌동, 고향쉼터 석비, 2019. 10. 26.

<동정>

(수상)

   1.   공로패. 학회창립 60주년기념식,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 2019. 7. 25

(인사)

   1.   정책자문단 위원. 문경시, 2019. 2. 10.

   2.   고문. 한국지방자치학회, 2019. 2. 15.

<기타 근황>

   1.   신년사,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신년오찬회, 일산식당 ‘복지의 꿈’, 2019. 1. 11.

   2.   인사말,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신년모임, 식당 ‘땅끝마을’, 2019. 1. 23.

   3.   축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총회 만찬장, 식당 ‘부산무진장’, 2019. 2. 28.

   4.   인사말, 밝은사회포럼 정기회의, 식당 ‘울돌목’, 2019. 3. 28.

   5.   보고, 태영호 공사 박정회 특강, 조령회, 식당 ‘향가’, 2019. 4. 22.

   6.   회장 인사, 동행회 정기회의, 식당 ‘울돌목’, 2019. 4. 22.

   7.   회장 인사,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모임, 식당 ‘땅끝마을’, 2019. 4. 26.

   8.   원장 송별사,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직원 송별연, 식당 ‘사부사부’, 2019. 5. 1.

   9.   원장 송별사,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직원 송별연, 식당 ‘북한집’, 2019. 5. 17.

10. 보고, 태영호공사 박정희 특강, 상생회 정기모임, 식당 ‘삼라정’, 2019. 5. 17.

11. 모임론 해설, 대동강포럼, 식당 ‘기와집’, 2019.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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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새만금과 100세인생 설명, 밝은사회포럼, 식당 ‘울돌목’, 2019. 6. 27.

13.   고문대표축사,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대한상공회의소, 2019. 7. 25.

14.   회고담,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만찬 여흥장, 남대문 맥홀, 2019. 7. 

25.

15. 축사, 세종시 방문간담회, 상생회, 세종시 회의실, 2019. 9. 26.

16. 인사말, 세종시 모임만찬, 상생회, 식당 ‘차이나 킹’, 2019. 9. 26.

17. 축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개원 35주년기념식, 대한상공회의소, 2019. 10. 8.

18.   축사 및 비문 낭독, ‘고향쉼터’ 준공식 및 기념석 제막식, 문경시 점촌동, 문경시 주관, 

2019. 10. 26.

19.   개회사 및 폐회사, 2019년도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시상식, 한국자치발전연구원, 백범김

구선생기념관, 2019. 10. 30.

20. 회장 인사말, 동행회 정기회, 식당 ‘ 울돌목’. 2019. 10. 31.

21. 인사말, 상생회 송년회, 식당 ‘삼라정’, 2019. 11. 22.

22. 인사말, 지방이양위원회 송년회, 식당 ‘강릉집’, 2019. 11. 29.

23. 북 콘서트 대담, 허용석 저서출판기념회,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 2019. 11. 30.

24. 송년인사말, 상청회 정기총회, 식당 ‘서울세종문화회관 아띠’, 2019. 12. 7.

25. 박정희교사 전기발간경위, 재경문경향우회 임원회의, 식당 ‘루안’, 2019. 12. 14.

26. 송년사, 국사모 송년모임, 식당 ‘홍락수서점’, 2019. 12. 15.

27. 원장송별사,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송년회, 식당 ‘일산갈비’, 2019. 12. 16.

28.   박정희교사 전기발간경위, 서울대 물리학과 동기회 송년모임, 식당 ‘분당 정자역 샤부미’, 

2019. 12. 17.

29. 송년인사말, 조령회, 식당 ‘향가’, 2019. 12. 19.

30. 송년인사말,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 식당 ‘보나베띠’, 2019. 12. 20.

31. 송년인사말, 행정쇄신위원회 송년회, 식당 ‘선천’, 2019. 12. 23.

32. 송년사, 동행회 송년회, 식당 ‘신태평양’, 2019. 12. 26.

33. 송년인사말, 죽림사현, 식당 ‘만석군’, 2019.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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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대학원

김명진 (치의학과)

<강의 및 특강>

   1.   ‘3D’ 수술교정. 앵글교정연구소 ‘3D’ 수술교정심포지엄. 서울대학교치과병원, 2019. 5. 26.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이사장. 제25차 베트남 빈증성 구순구개열의료봉사, (사)일웅구순구개열의료봉사회, 외

교통상부 산하. 2019. 11. 29~12. 8.

<기타 근황>

(국제협력)

   1.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일본구강외과학회 상임이사회 참석, 일본 삿포로, 2019. 10. 26.

(봉사행사)

   2.   (사)일웅구순구개열의료봉사회, 제25주년 베트남 빈증성 구순구개열의료봉사 기념행사, 

베트남 빈증성병원, 2019. 12. 6.

(후원행사)

   1.   (사)일웅구순구개열의료봉사회, 감사후원의 밤 행사, 서울, 2019. 6. 20.

배광식 (치의학과)

<저서>

   1.   배광식: 금강심론 주해 III. 총 626쪽, 뜨란, 2019. 4. 26.

<강의 및 특강>

   1.   치과의사학(서울대학교치과대학 및 치과병원사).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2019. 3. 26.

   2.   처음 만나는 마음챙김명상( Jon Kabat-Zinn 저, 안희영 번역). 금강강독회,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 903호 승우당, 2019. 1. 8. 매월 2째 화요일 오후 7:00~10:00. 총 1회.

   3.   능엄경 강설(선화상인 강설, 정원규 번역, 불광출판사). 금강강독회, 종로구 삼봉로 81 두

산위브 903호 승우당, 2018. 2. 12~12. 10 매월 2째 화요일 오후 7:00~10:00. 총 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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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금강심론(석금타 저, 청화 편). 금강강독회,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 903호 승우당, 

2019. 1. 4~12. 20 매월 첫째 및 셋째 금요일 오후 7:00~9:30. 총 21회.

   5.   Jigji(translated by John Jorgensen & Eun-Su Cho) 영어 불교 강독. 국제포교사회, 종로

구 삼봉로 81 두산위브 903호 승우당, 2019. 1. 9~1. 23 매주 수요일 오후 3:00~5:00. 총 3

회.

   6.   The Zen Teaching of Bodhidharma(translated by Red Pine) 영어 불교 강독. 국제포교

사회,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 903호 승우당, 2019. 1. 30~7. 3 매주 수요일 오후 3:00~ 

5:00. 총 21회.

   7.   Buddhism Its Essence and Development(Edward Conze 저) 영어 불교 강독. 국제포교

사회,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 903호 승우당, 2019. 7. 10~12. 18 매주 수요일 오후 

3:00~5:00. 총 21회.

   8.   기초불교영어강좌. 국제포교사회. 전법회관 지하1층 강의실. 2019. 2.9, 5.25, 8. 10, 11.2, 

토 오전 10:00~12:00 총 4회.

   9.   수릉엄삼매도 해설. 매월 넷째주 토 오후 8:00-9:00. 충남 태안 묘금륜원. 2019. 1. 26~12. 

28 총 12회.

<기고문>

   1.   치과에서의 수은 저감(低減) 노력이 필요하다(평론). 치의신보 제2744호. 14면, 2019. 10. 

21.

   2.   치과전문의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평론). 치의신보 제2752호. 14면, 2019. 11. 18.

   3.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맞이하기(평론). 치의신보 제2759호. 17면, 2019. 12. 16.

<동정>

(인사)

   1.   사단법인 참수레 이사장. 사단법인 참수레, 2014. 5. 28~현재.

   2.   포털 다음 카페: 금강불교입문에서 성불까지(회원 약 9,700여 명) 카페지기. 2002. 7. 30~

현재.

   3.   포털 네이버 카페: 금강불교입문에서 성불까지(회원 약 5,500여 명) 카페지기. 2004. 4. 2~

현재.

   4.   명예교수협의회지 편집위원. 2015~현재.

(행사)

   1.   사단법인 참수레 수련원 묘금륜원 개원 5주년 기념식. 사단법인 참수레 이사장 배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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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태화산 묘금륜원, 2019. 10. 26.

   2.   정통불법의 재천명(청화사상연구회 제11차 학술세미나). 청화사상연구회. 제2부 사회 배

광식. 전남 무안군 승달(僧達)문화예술회관, 2019. 4. 20.

<기타 근황>

   1.   철야참선정진 지도; 매월 넷째주 토 오후 9:00~일 오전 04:00. 충남 태안 태화산 묘금륜

원. 2019. 1. 26~12. 28, 총 12회.

양재호 (치의학과)

<기타 근황>

   1.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춘계학술대회. 고려대학교 유광사홀, 2019. 2. 24.

   2.   대한치과보철학회 춘계학술대회. 구연 심사위원, 서울 세종대학교, 2019. 3. 30~31.

   3.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창립 94주년 기념 2019년 국제종합학술대회(SIDEX), 서울 COEX, 

2019. 5. 10~12.

   4.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추계학술대회 좌장. 고려대학교 유광사홀, 2019. 9. 28.

   5.   대한치과보철학회 추계학술대회. 구연 심사위원, 서울 세종대학교, 2019. 11. 29~30.

   6.   미국 LA 방문 2019. 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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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교수 동정

명예교수 동정란은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보>(2019. 1~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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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상

•   박진우(공과대학 산업공학과): 2019년 1월 28일 한국공학한림원이 수여하는 제15회 일진상

(산학협력 부문) 수상.

•   박명희(의과대학 의학과): 2019년 4월 13일 제10회 한독 여의사 학술대상 수상.

•   홍창의(의과대학 의학과): 2019년 4월 22일 과학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유공자

에 선정.

•   이상섭(약학대학 약학과): 2019년 4월 22일 과학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유공자

에 선정.

•   권욱현(공과대학 전기 ·정보공학부): 2019년 4월 22일 과학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

기술유공자에 선정.

•   이태진(인문대학 국사학과): 2019년 5월 9일 삼양그룹 수당재단이 수여하는 제28회 수당상

(인문사회부문) 수상.

•   이현복(인문대학 언어학과): 2019년 10월 9일 한글학회가 수여하는 올해 주시경학술상 수상.

•   이돈희(사범대학 교육학과): 2019년 10월 11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와 동아일보가 수여하는 

제33회 인촌상(교육부문) 수상.

•   이상섭(약학대학 약학과): 2019년 10월 14일 부채표 가송재단과 대한약학회가 수여하는 제1

회 윤광열 약학공로상 수상.

•   안형일(음악대학 성악과): 2019년 11월 28일 제2회 송정예술인상 수상자에 선정.

2) 인사

•   조동성(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2019년 1월 2일 대학평가인증위원회 위원장에 선출.

•   임번장(사범대학 체육교육과): 2019년 1월 15일 체육계 가혹행위 및 (성)폭력 근절 실행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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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구성한 대한체육회 혁신위원회 위원장에 위촉.

•   국  양(자연과학대학 물리 ·천문학부): 2019년 4월 임기 4년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제4대 총장에 선임.

•   이윤성(의과대학 의학과): 2019년 4월 임기 3년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에 취임.

•   이순형(의과대학 의학과): 2019년 6월 18일 학교법인 인제학원 이사회에서 임기 4년의 이사장

에 재선임.

•   곽수근(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2019년 4월 포스코 기업시민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위촉.

•   최의순(미술대학 조소과): 2019년 6월 28일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에 선출.

•   김수일(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공학부): 2019년 7월 12일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에 선출.

•   유정열(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2019년 7월 12일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에 선출.

•   최병조(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2019년 7월 12일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에 선출.

•   장경렬(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2019년 7월 12일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에 선출.

•   정용덕(행정대학원 행정학과): 2019년 7월 15일 총신대학교 이사장에 취임.

•   임현진(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2019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대(버클리)가 발행하는 ‘아시안 

서베이(Asian Survey)’의 편집위원에 위촉.

•   고철환(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2019년 8월 7일 임기 4년의 학교법인 성신학원 제34

대 이사장에 선임.

•   변창구(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2019년 8월 28일 경희사이버대학교 제7대 총장에 선임.

•   신수정(음악대학 기악과): 2019년 11월 19일 대한민국예술원 부회장에 선출.

3) 행사

•   한민구(공과대학 전기 ·정보공학부): 2019년 4월 1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혁신성장을 

이끄는 지식재산권 창출과 직무발명 조세제도 개선’을 주제로 제134회 한림원탁토론대회 개

최.

•   한민구(공과대학 전기 ·정보공학부): 2019년 6월 2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세먼지의 

과학적 규명을 위한 선도적 연구 전략’을 주제로 한림원탁토론대회 개최.

•   이장무(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2019년 9월 19일 대한민국학술원과 일본학사원이 공동주

최한 제14회 한일학술포럼에 참가.

•   서유헌(의과대학 의학과): 2019년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대구 컨벤션센터, 뇌연구원, 경북의

대에서 세계뇌과학올림피아드(BB) 개최.

•   한민구(공과대학 전기 ·정보공학부): 2019년 9월 2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인공지능

과 함께 할 미래사회, 유토피아인가 디스토피아인가’를 주제로 한림원탁토론회 개최.

•   이기석(사범대학 지리교육과): 2019년 11월 1일 서울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독도 학

술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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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판

•   진교훈(사범대학 윤리교육과): 행복한 삶의 길-인생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총 336쪽, 누멘, 

2019. 2. 5.

•   배광식(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금강심론 주해 Ⅲ. 총 626쪽, 뜨란, 2019. 4. 26.

•   이돈구(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이재(易齋) 임경빈박사 회상록. 총 104쪽, 정민사, 

2019. 5. 2.

•   최종고(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법학개론. 제4전정신판, 총 589쪽, 박영사, 2019. 7. 30.

•   허승일(사범대학 역사교육과): 로마사-공화국의 시민과 민생정치. 총 362쪽, 나녹, 2019. 9. 15.

•   류종목(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정본완역 소동파시집 4. 총 848쪽,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11. 7.

•   김경동(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사회적 가치- 문명론적 성찰과 비전. 총 365쪽, 푸른사상, 

2019. 12. 15.

2. 모교 강의 담당 명예교수 현황

1) 2019학년도 1학기

성명 대학명 학과 교과목명 강의시간(합계)

노태돈 인문대학 국사학과 한국금석문연습 3 

노명호 인문대학 국사학과 고려시대사통론 3 

김인걸 인문대학 국사학과 한국사시대구분론 3 

오종환 인문대학 미학과 현대영미미학 3 

김종서 인문대학 종교학과 종교학연습 2 3 

류종목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중국사곡강독 3 

이준구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경제원론 1 6 

이지순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현대경제의 이해 3 

박영우 자연과학대학 물리학전공 단학기 역학 3 

이준규 자연과학대학 물리학전공 전기역학 1 3 

박종욱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다양성과 환경, 생물학 1 2 

안정선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명의 이해 3 

정구흥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 3 

정진하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 3 

홍주봉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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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학명 학과 교과목명 강의시간(합계)

강사욱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 3 

김도한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미분방정식 3 

조영현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선형대수학 3 

윤순창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대기과학특강 1 3 

김우철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수리통계 1 3 

조신섭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시계열분석 및 실습 4 

박종상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화학 3 

서세원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화학 3 

서정쌍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화학 3 

정영근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화학 1 3 

김관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화학 1 3 

김재일 경영대학 경영학과 소비자행동 3 

이창우 경영대학 경영학과 회계원리 3 

정운오 경영대학 경영학과 경영철학과 윤리 3 

안중호 경영대학 경영학과 경영정보론. 경영학원론 6 

서경덕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해안 및 항만공학 3 

박군철 공과대학 원자핵공학과 이상유동열전달공학 3 

조보형 공과대학 전기 ·정보공학부 전력전자공학 3 

서진헌 공과대학 전기 ·정보공학부 시스템수학이론 3 

김태유 공과대학
협동과정 기술경영 ·  

경제 ·정책전공
기술경영경제정책세미나 3 

김병종 미술대학 동양화과 공간과 회화 4 

이순종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디자인전공 디자인산업경영연구 3 

정상권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실해석학 3 

권오량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영어교육과정, 교육과정 3 

양현권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영어문법 3 

박찬구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철학적인간학 3 

최경환 음악대학 관악전공 관악실기, 실내앙상블(중주) 5 

임헌정 음악대학 작곡전공 관현악 1, 2 6 

정태봉 음악대학 작곡전공 작곡세미나 3 

윤영숙 음악대학 현악전공 현악실기(첼로) 3 

황상익 의과대학 의과대학 한국근현대의학사의 이해 3 

서경호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 주제탐구세미나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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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학명 학과 교과목명 강의시간(합계)

이달곤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특강 3 

최병선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규제정책 3 

박종화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조경식물소재 3 

양창수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부당이득.불법행위법연구 3 

권오승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경제법판례연구 3 

박종근 공학전문대학원 응용공학과 전력시장의 이해 3 

학점 합계 171 

2) 2019학년도 2학기

이름 소속대학 개설학과 교과목명 강의시간(합계)

김인걸 인문대학 국사학과 조선시대사특강 3

오종환 인문대학 미학과 예술철학연구 3

김종서 인문대학 종교학과 종교학연습 1 3

류종목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중급한문 3

김완진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경제수학 3

이준구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경제원론 2 3

강명구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3

박영우 자연과학대학 물리 ·천문학부 물리학 3

이준규 자연과학대학 물리 ·천문학부 전기역학 2 3

강사욱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 3

박동은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 3

박종욱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식물 계통분류학 및 실험 3

정구흥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명의 이해 3

정진하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 3

홍주봉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 3

황덕수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 3

김도한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미분방정식 3

조영현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선형대수학 3

조신섭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불확실성의 세계와 통계학 3

서정쌍 자연과학대학 화학교육과 일반화학및실험 2 3

김관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화학 2 3

박종상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화학 3

서세원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화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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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소속대학 개설학과 교과목명 강의시간(합계)

정영근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화학 2 3

김재일 경영대학 경영학과 마케팅관리 3

이창우 경영대학 경영학과 회계원리 3

이승종 공과대학 기초교육원 공학수학 2 3

박종근 공과대학 응용공학과 송배전계통 해석 3

박진우 공과대학 응용공학과 공학적 데이터 분석 1.6

김태정 공과대학 전기 ·정보공학부 전기시스템선형대수 3

서진헌 공과대학 전기 ·정보공학부 최신제어기법 0

조보형 공과대학 전기 ·정보공학부 전기에너지변환 및 회로특강 3

채수익 공과대학 전기 ·정보공학부 임베디드시스템설계 3

김태유 공과대학
협동과정 기술경영 ·

경제 ·정책전공
기술경영경제정책세미나 3

이윤식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유기화학 2 3

최양도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분자생물학 3

이순종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글로벌전략과실무 3

김병종 미술대학 미술학과 통합매체연구 4

정상권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수치해석 3

양현권 사범대학 영어전공 영어통사론특강 3

박찬구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인간학특강 3

최승언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 천체지구과학 및 실험 2 3

최경환 음악대학 관악전공 관악실기(악기명) 5

윤영숙 음악대학 기악과 현악실기(첼로) 3

임헌정 음악대학 작곡과 관현악 2 6

정태봉 음악대학 작곡과 작곡세미나 3

황상익 의과대학 의학과 근대의학사특론 3

서경호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 주제탐구세미나 4 3

조병희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지역사회보건실습, 보건사회학 6

김병섭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공공윤리와 리더십 3

이달곤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특강 3

권오승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경제법특수연구 3

신동운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형사법판례연구 3

양창수 법과대학 법학과 담보물권법연구 3

학점합계 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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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 추대 명예교수 명단

1) 2019. 3. 1. 추대 명예교수

대학(원) 학과(부) 직급 성명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교 수 유명숙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 교 수 최권행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교 수 이춘길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교 수 유근배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교 수 김창호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교 수 이종섭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교 수 정구흥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 수 이창우

공과대학 전기 ·정보공학부 교 수 김태정

공과대학 전기 ·정보공학부 교 수 이재홍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교 수 오승모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공학부 교 수 서진호

미술대학 서양화과 교 수 정영목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 수 김계현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 수 나일주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교 수 박찬구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교 수 양현권

음악대학 작곡과 교 수 임헌정

의과대학 의학과 교 수 김선회

의과대학 의학과 교 수 김용식

의과대학 의학과 교 수 양세원

의과대학 의학과 교 수 유영석

의과대학 의학과 교 수 최명식

의과대학 의학과 교 수 한규섭

의과대학 의학과 교 수 이철희

의과대학 의학과 교 수 성숙환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교 수 이달곤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교 수 정운오

계 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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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 9. 1. 추대 명예교수

대학(원) 학과(부) 직급 성명

인문대학 미학과 교 수 박낙규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교 수 김완진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교 수 김명언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교 수 박찬욱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교 수 박동은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교 수 황덕수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 수 이인숙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교 수 이우일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교 수 윤재륜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교 수 노재선

사범대학 불어교육과 교 수 장승일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 교 수 최승언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교 수 권오경

약학대학 제약학과 교 수 김영식

의과대학 의학과 교 수 김승협

의과대학 의학과 교 수 김원곤

의과대학 의학과 교 수 김인원

의과대학 의학과 교 수 이춘기

의과대학 의학과 교 수 정해일

의과대학 의학과 교 수 한성구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교 수 조병희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교 수 김병섭

계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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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체 명예교수 명단(1962년 7월 20일~2019년 9월 1일 추대)

 1962년 7월 20일 이래 지금까지 총 1,467명이 추대되었습니다. 대학별로 추대된 순서

에 따라 그 명단을 기재하였고, 작고(1962. 7. 20~2019. 12. 31)하신 452분은 성명 앞에  

*표로 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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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휘준(2006.03.01) 임효재(200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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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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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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숙(2019.03.01) 최권행(2019.03.01) 박낙규(20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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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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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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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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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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길(2019.03.01) 유근배(2019.03.01) 김완진(2019.09.01) 김명언(2019.09.01)

박찬욱(20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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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징(199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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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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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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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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호(2019.03.01) 이종섭(2019.03.01)

정구흥(2019.03.01) 박동은(2019.09.01) 황덕수(20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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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호(1995.05.06)

*이우영(1995.05.06) *김제필(1995.11.29) *강영선(1995.11.29) *하두봉(199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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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승수(20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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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숙(20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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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이용준(198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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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우(2019.03.01)

정운오(2019.03.01)

*오상락(1993.04.26) *한희영(1993.04.26) *심병구(1994.04.11) *김원수(1999.10.12)

*박정식(2010.09.01)

공과대학(대학원)

안철호(199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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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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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형식(2016.03.01) 양영순(2016.03.01) 이병기(2016.09.01) 하인중(2016.09.01)

신현식(2016.09.01) 강태진(2017.03.01) 류한일(2017.03.01) 이정중(2017.03.01)

조보형(2017.03.01) 유석인(2017.03.01) 이정학(2017.03.01) 김태유(2017.03.01)

김도연(2017.09.01) 고현무(2017.09.01) 서경덕(2017.09.01) 강주명(2017.09.01)

박군철(2017.09.01) 유영제(2017.09.01) 이윤식(2017.09.01) 김광우(2017.09.01)

김광현(2018.03.01) 최두남(2018.03.01) 이준식(2018.03.01) 정인석(2018.03.01)

박진우(2018.03.01) 강신후(2018.03.01) 김형준(2018.03.01) 박종근(2018.03.01)

서진헌(2018.03.01) 채수익(2018.03.01) 이승종(2018.03.01) 황일순(2018.09.01)

김태정(2019.03.01) 이재홍(2019.03.01) 오승모(2019.03.01) 이우일(2019.09.01)

윤재륜(20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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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장섭(1990.04.16) *박민호(1990.04.16)

*최계근(1990.04.16) *최   웅(1990.04.16) *김동훈(1990.10.12) *정인준(1990.10.12)

*안수한(1990.10.12) *심정섭(1991.04.15) *이영배(1991.04.15) *이낙주(1991.04.15)

*위상규(1991.04.15) *한봉희(1991.11.16) *김노수(1991.11.16) *김동원(199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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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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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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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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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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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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진호(2019.03.01)

노재선(20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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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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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규(200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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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태(1996.10.14) 최종태(1998.05.27)

민철홍(1998.11.13) 최의순(199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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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목(2019.03.01)

*노수현(1962.10.23) *김종영(1980.12.23) *정창섭(1993.04.26) *김교만(1994.04.11)

*권순형(1994.10.25) *문학진(1995.11.29) *박세원(1995.11.29) *유경채(1995.11.29)

*유근준(1999.10.12) *조영제(2000.11.17) *신영상(2001.05.09) *양승춘(2006.03.01)

*임영방(2009.09.01) *유리지(2010.09.01) *정탁영(2012.03.01) *박노수(201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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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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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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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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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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계현(2019.03.01) 나일주(2019.03.01)

박찬구(2019.03.01) 양현권(2019.03.01) 장승일(2019.09.01) 최승언(20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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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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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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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녕(1989.04.15) *이두현(1989.10.13) *이웅직(1989.10.13) *한기언(1990.04.16)

*이영덕(1991.11.16) *이원순(1991.11.16) *이원식(1993.04.26) *박옥줄(1994.04.11)

*이용주(1994.10.25) *구인환(1995.05.06) *이맹성(1995.05.06) *신희명(1995.11.29)

*피천득(1996.06.05) *이동승(1996.06.05) *김성근(1996.06.05) *강길수(1998.05.27)

*이상익(2000.05.02) *이범제(2000.05.02) *이용필(2001.10.18) *장남기(2002.03.01)

*강신복(200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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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익수(1997.05.26) 성재기(1999.04.20) 이준섭(199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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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경(2019.09.01)

*정창국(1988.07.01) *이장낙(1991.04.15) *한수남(1993.04.26) *이창업(1993.11.01)

*장두환(1993.11.01) *임창형(1995.05.06) *이영소(1995.11.29) *옥종화(1995.11.29)

*권종국(1995.05.06) *전윤성(1997.05.26) *최희인(1997.05.26) *마점술(2001.07.18)

*박응복(2001.07.18)

약학대학(천연물과학연구소)

이상섭(1996.06.05) 조윤상(1996.10.14) 김낙두(1999.04.20) 지형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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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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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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식(20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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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1994.04.11) *나운용(1994.10.25) *김신근(1995.05.06) *정원근(1995.11.29)

*이왕규(1996.10.14) *한병훈(199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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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원(199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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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헌정(20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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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1994.10.25) *백낙호(1994.10.25) *이남수(1995.05.06)

*강운경(1995.05.06) *김용진(1995.11.29) *이명학(199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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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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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복(1999.10.12) 한만청(2000.05.02) 김시황(2000.05.02)

김진환(2000.05.02) 백상호(200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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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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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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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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회(2019.03.01) 김용식(2019.03.01)

양세원(2019.03.01) 유영석(2019.03.01) 최명식(2019.03.01) 한규섭(2019.03.01)

이철희(2019.03.01) 성숙환(2019.03.01) 김승협(2019.09.01) 김원곤(2019.09.01)

김인원(2019.09.01) 이춘기(2019.09.01) 정해일(2019.09.01) 한성구(20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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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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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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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국(1994.04.11) *이정균(1994.04.11) *한용철(1994.10.25)

*김주완(199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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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의근(1998.11.13) *김용일(200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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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병희(2019.09.01)

*정경균(2001.10.18)

행정대학원

유   훈(1994.10.25) 조석준(1994.10.25) 강신택(1998.11.13) 오석홍(200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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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곤(2019.03.01) 김병섭(2019.09.01)

*김운태(1987.08.13) *최종기(1994.04.11) *김해동(1994.04.11) *안해균(199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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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서(1994.10.25) *김광웅(200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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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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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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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난 1년간 작고 명예교수 명단(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사이에 작고하신 명예교수님은 모두 27분입니

다. 고인의 명복을 삼가 기원하는 바입니다.

   1. 2019. 01. 20. 윤장섭(공과대학 건축학과)

   2. 2019. 02. 11. 유근준(미술대학 서양화과)

   3. 2019. 03. 04. 이태녕(사범대학 화학교육과)

   4. 2019. 03. 08. 함의근(의과대학 의학과)

   5. 2019. 03. 28. 하두봉(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6. 2019. 03. 29. 우원식(약학대학 제약학과)

   7. 2019. 04. 06. 임응극(공과대학 재료공학부)

   8. 2019. 04. 15. 홍승수(자연과학대학 물리 ·천문학부)

   9. 2019. 05. 01. 김노수(공과대학 재료공학부)

10. 2019. 05. 02. 한병훈(약학대학 제약학과)

11. 2019. 06. 09. 이상국(의과대학 의학과)

12. 2019. 07. 12. 한희영(경영대학 경영학과)

13. 2019. 07. 14. 김준호(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14. 2019. 08. 05. 현재선(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물화학부)

15. 2019. 08. 23. 이명학(음악대학 기악과)

16. 2019. 09. 05. 이인영(음악대학 성악과)

17. 2019. 09. 06. 조영제(미술대학 디자인학부)

18. 2019. 09. 07. 김용일(의과대학 의학과)

19. 2019. 09. 16. 강신복(사범대학 체육교육과)

20. 2019. 09. 18. 이창업(수의과대학 수의학과)

21. 2019. 10. 05. 김동원(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22. 2019. 10. 09. 구인환(사범대학 국어교육과)

23. 2019. 11. 01. 한인규(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공학부)

24. 2019. 11. 30. 문학진(미술대학 서양화과)

25. 2019. 12. 05. 박응복(수의과대학 수의학과)

26. 2019. 12. 23. 김광웅(행정대학원 행정학과)

27. 2019. 12. 28. 신수송(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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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인규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초대회장을 역임한 한인규 명예교수가 지난 2019년 11월 

1일 별세했다. 향년 85세.

한 교수는 2007년 5월 21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창립 당시 초대회장으로 선임

되어 1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명예교수협의회가 대학으로부터 공인받는 단체로 

그 위상을 높이며 (당시 이장무 총장) 협의회 사무실을 개설하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를 대학으로부터 지원받아 오늘에 이르게 하였다.

한 교수는 본교 농과대학 축산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동물사양학 농학석사를 취

득한 후,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영양학 전공으로 이학박사를 취득하였다. 그 이후 1965년

부터 서울대학교 교수로 부임하여 35년간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 수많은 제자들이 축산

업 각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 교수는 축산학계의 거목으로 잘 알려

져 있다. 재직 중 농과대학 최초의 민선학장으로 활동하며 캠퍼스를 수원에서 지금의 관

악캠퍼스로 이전하고, 단과대학 명칭을 농업생명과학대학으로 변경하였다.

한 교수는 한국의 축산학과 축산업의 위상 제고에 큰 역할을 담당한 바 있다. 아세아

태평양축산학회 창립을 도모하고, 1988년 국제학술지 <아시아태평양축산학회지>를 창

간하여 SCIE급 학술지로 발전시켰으며, 1993년 세계축산학회 회장으로 선임되며 제8차 

세계축산학회를 서울대에서 개최하였다. 2001년에는 제3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장으

로 취임하여 경기도 성남시에 한림원 회관을 건립하였다. 당시에 사재 일억 원을 출연하

여 회관 건립을 위한 국고 지원을 이끌어 내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후학 양성을 위한 후원자로서의 명성이 높았다. 민선학장 시절인 1991년 사

재 일억 원을 출연 농업생명과학대학 발전에 공헌한 후배교수에게 수여하는 상록연구대

상을 제정하였다. 정년 후에는 팔억 원을 기부하여 목운(한 교수의 아호)문화재단을 설

립하였다. 이 재단은 현재까지 국내외 초중고교 및 농생대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총 7

억 8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2009년에는 일억 원을 출연하여 서울대 상록문

화재단을 설립하고, 우수한 농생대 학부생과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한 교수는 『동물영양학』 등 축산학 및 영양사료학 분야의 저서가 111권, 국내외 학술

지 게재논문이 총 670편에 달하는 학술논문을 발표하였으며, SCI급 학술지에 138편의 

논문을 발표할 만큼 왕성한 학술적 성과를 이룩하였다. 한 교수는 한국과학상(1971), 대

한민국 녹조훈장(2000), 한국과학기술한림원상(2006)을 수상하였고, 제25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2015), 과학기술유공자 생명분야에 선정(2019) 되었다.

장지는 충남 천안공원이며 사모님과의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2020. 1.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회장 이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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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소식

1) 인문대학, 제53회 인문학 열린광장 개최

인문대학에서는 지난 11월 13일(수) ‘제53회 인문학 열린광장’이 8동 5층 교수회의실에서 열

렸다. 이번 열린광장에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유성호 교수가 “죽음으로 삶을 돌아보는 법

의학자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다. 유성호 교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로 재직 중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촉탁 법의관을 겸하고 있다. 또한 SBS ‘그것이 알고 싶

다’ 등의 방송에서 자문을 맡기도 하였으며 최근에는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라는 책을 발

간하여 여러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제53회 인문학 열린광장 기념사진

2) 사회과학대학, 학생생활상담실 「사회랑朗」 개소식

사회과학대학은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고, 진로(취업) 및 경력에 대한 조언과 상담서비

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2019년 9월 18일 16-1동 3층에 학생생활상담실 

「사회랑朗」 개소식을 거행하였다. 현재 상담사 3명이 24건의 상담 진행 중으로 대학생활문화원 

집단상담 및 개인상담 1, 2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의 고민과 필요를 파악함

으로써, 추후 사회과학대학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심리 및 

정신적 안정을 주고, 심리상담 뿐만 아니라 대학생활 적응과 학습방법 지도 등 학생들의 학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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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을 돕는 적극적인 개입과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인원의 감소 및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할 것으

로 기대한다.

        사회과학대학 학생생활상담실 「사회랑朗」 개소식 기념

3) 제13회 자연과학 체험캠프 개최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과 시민과학센터가 주관하는 제13회 자연과학 체험캠프가 2019년 7

월 30일(화)부터 8월 2일(금)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실시되었다. 자연과학 체험캠프는 서울대

학교를 대표하는 과학 나눔 프로그램의 하나로 과학 실험을 직접 경험하기 힘든 전국의 일반 고

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학생들에게 자연과학의 여러 전공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선정된 연구실에서 직접 실험과정을 체험하여 이공계 대학 진학과 과학자로서의 진로 

자연과학 체험캠프에 참여한 학생, 교수, 직원들의 기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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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자연과학 체험캠프는 2010년부터 시작하여 올

해로 13회를 맞이하였으며, 체험캠프 지원자가 많아서 평균 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 역시 많은 지원자 중에서 선발된 우수한 학생 300명이 분야별(수리 ·통계, 물리 ·천문, 화

학, 생명과학, 지구과학)로 60명씩 나뉘어 체험캠프에 참여하였다(자연과학대학 뉴스레터에서 

간추림).

4) 간호대학, 2019년 QS 세계대학평가 – 간호학부문 세계 34위

간호대학이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2019 QS 세

계대학평가 분야별 순위’에서 간호학분야 국내 1위, 세계 34위로 높은 성적을 내었다. 이는 아시

아권 QS ranking Top 5로, 지난해 51~100위에서 크게 상승한 수치이다. 2019 QS 평가는 총 4개

의 평가지표(학계 평판, 졸업생 평판, 논문 당 인용 수, H-인덱스)를 활용하여 순위를 산출한다. 

이번에 간호대학은 학계평가 74.7점, 졸업생 평판 82.8점, 논문당 인용수 85점, H-인덱스 81.1점

으로 총점 80.5점을 받았다.

세계저명학자 초청 국제학술대회 기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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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이 이번 2019 QS 세계대학평가에서 34위에 등극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양질의 연구력과 우수한 간호교육에 있다. 간호대학은 올해 지속적인 연구진작과 대학발

전을 위해 ‘2019년도 서울대학교 세계선도 중점학과 육성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되었으며, 이 사

업의 지원으로 지난 7월 ‘세계저명학자 초청 국제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국제 

학술대회에서는 QS평가 상위에 있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영국 킹스칼리지, 국립 타이완 대

학교, 국립 싱가포르 대학교의 학자들을 초청하여 연구진작 전략과 대학발전 방향에 대한 적극

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는 본 대학의 QS 34위 달성을 축하하기 위해 간호대학 명예교수와 본부

보직자, 전국간호대학장 및 학과장, 의료기관 관계자, 간호대학 동문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하

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밖에도 간호대학은 해외 저명대학 순방 프로그램 운영, QS 상위권 대

학과의 MOU 체결 등 활발한 교류활동을 통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 세계적으로 더욱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외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을 널리 알리고 있다(간호대학 뉴스레

터에서 인용).

5) 해동인공지능(AI)기술원 위치 확정 - 글로벌 인재 양성 추진

서울대학교는 고(故) 김정식 대덕전자 회장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해동인공지능(AI)기술원 

위치를 확정했다. 서울대는 해동AI기술원을 AI연구전진기지로 활용해 세계적인 인재를 키울 계

획이다. 공대는 대학 내 유회진 학술정보관 주변 주차장 부지에 해동AI기술원을 설립하기로 결

정했다고 11월13일 밝혔다. 공대는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해동AI기술원을 기획 ·설계 중이

다. 약 2만㎡ 정도로 약 3년 뒤 완공 예정이다.

차국헌 공대 학장은 “해동AI기술원은 내부 벽을 최대한 줄이는 개방감 있는 건물로 지을 것”

오세정 서울대 총장(왼쪽)

과 고(故) 김정식  

대덕전자 회장(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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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며 “연구진의 창의력을 자극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동AI기술원은 비

(非) 공대생도 이용할 수 있는 융합 연구 공간으로 탄생한다. 차 학장은 “AI기술원은 전공에 상

관없이 AI를 배우고, 연구할 수 있는 열린 융합연구의 장이 될 것”이라며 “AI기술원을 통해 글로

벌 인재를 육성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AI위원회는 올해 초 해동AI기술원 산하에 AI연구원을 설립하고 AI와 관련된 교

육 ·연구 ·산학협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해동AI기술원에는 서울대 교수진 200명, 대

학원 연구진 1,500명가량이 입주해 AI 연구를 할 예정이다. 기업과의 다양한 협력, 글로벌 연구

진과의 협업, 스타트업 창업도 추진한다. 고 김정식 회장은 지난 2월 서울대에 AI 인재 육성을 

위해 500억 원을 기부했다.

6) 서울대 · 칭화대 · 도쿄대 등 아시아 최고 7개 대학, 여성 공대 교수 채용위해 공동 면접 진행

서울대, 칭화대, 도쿄대 등 7개 아시아 대학이 여성 공대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공동 면접을 

실시했다. 신인 여성공학자의 교수 임용 기회를 늘리기 위한 시도였다. 서울대는 관악 캠퍼스에

서 10월24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열렸던 ‘2019 여성공학박사 국제 워크숍’에서 일본 도쿄대, 중

국 칭화대, 대만국립대, 홍콩과학기술대, 싱가포르국립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대학(UNSW)과 

합동으로 여성 교수 채용 면접을 진행하였다.

이들 대학은 매사추세츠공대(MIT), 하버드대, 스탠포드대, 버클리대, 서울대 등 25개 대학 출

신의 여성공학박사 60여 명을 사전에 선정하였고, 대학은 워크숍 기간 동안 이들을 대상으로 교

수임용 인터뷰를 공동 실시했다. 최초 지원자는 600여 명으로 경쟁률은 10:1에 달했다. 행사는 

신인 여성공학자의 학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국내 대학의 교원 중 여성교원의 

비율은 아직도 낮다. 서울대 공대 여성 교수는 13명으로, 전체 공대 교수진 중 3.2％에 불과하다. 

공대 학부 여학생 비율은 13.0％, 대학원 여학생의 비율은 18.4％로 역시 저조하다.

차국헌 공대학장은 “공대의 낮은 여성교수 비율은 아시아 대학의 공통적인 현안”이라며 “4차 

2019 여성공학박사 국제 워크숍 기념사진



452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9, 제15호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발전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서 공대의 여성교수 비중이 높아져

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홍콩과학기술대학에서 개최된 1회 워크숍에

서는 50여 명의 여성 인터뷰 신청자중 15명이 글로벌 대학 공대교수로 임용됐다.

서울대는 국내 대학에서 처음 열린 글로벌 신인 여성공학자 워크숍을 통해 공학 분야 여성 교

원과 우수 여성공학자 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워크숍에서는 여성 공학도의 경력 개발과 네트

워크 강화를 위한 강연과 행사도 마련되었다. 아시아 주요 대학 여성교수가 ‘여성교수로서의 성

공비결, 가족과 일의 조화, 성공적인 연구를 위한 조언’ 등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국내에서는 노

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여성공학도를 위해 특별 강연하였으며 오세정 총장이 참석했다.

7) 2019학년도 상록농업생명과학대상 · 학술상 시상식 개최

2019년 11월 12일(화) 11시부터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무궁화홀에서 2019학

년도 상록농업생명과학대상 ·학술상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는 농업생명

과학 분야의 교육과 연구활동 증진을 위해 교육 ·연구 ·사회봉사 등 큰 업적을 이룬 교수를 선

정하여 매년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시상식에 앞서 얼마 전 별세하신 故 한인규 명예교수를 추

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故 한인규 명예교수는 한평생 농업생명과학 및 대학의 발전에 이

바지하였고, 상록농업생명과학대상의 기금을 기부하여 상록농업생명과학대상의 전통이 이어지

도록 한 분이다. 시상식에는 오세정 총장 및 본부 보직 교수 그리고 하종규 명예교수를 비롯한 

120여명에 달하는 인원이 참석하여 수상을 축하해주었다.

상록농업생명과학대상에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이학래 교수, 농업생명

과학대학 학술상에는 농경제사회학부 김의준 교수와 바이오시스템 ·소재학부 정종훈 교수가 수

2019학년도 상록농업

생명과학대상 · 학술상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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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했다.

8) Sonny Perdue 미 농업부 장관 방문 및 재학생들과의 간담회

2019년 5월 15일 소니 퍼듀(Sonny Perdue) 미국 농업부장관이 서울대학교를 방문했다. 퍼듀 

장관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을 만나 농업기술의 중요성과 농업분야가 직면한 도전, 그리고 서울

대의 농업 분야 연구 역량 발전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약 20분간의 담화 후 농업생명과학

대학에 내방한 퍼듀 장관은 ‘농산물 무역, 농업혁신기술’을 주제로 농생대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

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생대 집행부 교수들을 비롯하여 3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하여 미국의 

농업 현안에 관한 왕성한 질문들을 쏟아냈다. 퍼듀 장관은 뛰어난 학생들에게 영감을 얻고자 학

생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요청했다고 하며, 서울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농업인들과 사회를 이롭게 하는데 사용하기를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니 퍼듀 미국 농업부장관 농생대 학생들의 기념사진

9) 미술대학, IDCC 2019 제17회 국제디자인문화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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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디자인 전공과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주최로 2019년 11월 

7일 서울대학교 미술관 Lecture Hall에서 오후 2시부터 5시 반까지 제 17회 IDCC 2019 행사가 

진행되었다.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정해진 틀을 벗어난 급진적 컨셉을 표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디자이너 및 연구자들을 초대하여 그들의 철학과 기술의 발전이 디자인 세계와 차기 

디자이너들에게 가져다 줄 다양한 가능성들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10) 독일 오펜바흐 미술학교 총장 및 부총장의 미술대학 방문 

2019년 4월 3일(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50동에서 독일 오펜바흐 미술학교와 서울대학교 미

술대학의 회의가 진행되었다. 독일 오펜바흐 미술학교[Hochschule für Gestaltung(HfG) 

Offenbach am Main(Offenbach University of Art and Design)]의 총장 Prof. Kracke, 부총장 

Dr. Eickemeier, 조소과 교수 Ms Herzog-Hellsten, 그리고 행정실 담당관 Ms Ahn 과 Ms Loris가 

오펜바흐 미술학교의 소개 및 학교 커리큘럼에 대하여 발표하는 것으로 회의를 시작하였다. 이

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과 오펜바흐 미술학교의 교환 학생 프로그램에서 학생 선발 과정 및 프

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11) 사범대학 2019년도 사범대학 연구지원사업 시행

사범대학은 지난 2018년부터 연구지원사업을 도입 ·운용하여 구성원들의 큰 호응 속에 사업

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

행 횟수를 확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조정하였다. 상반기(3월) 사업에서 지원자는 지난해에 비해 

50% 이상 증가하였으며, 연구진흥위원회에서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대학원생 주도 연구과제(21

명), 학생 국제학술대회 참가차(9명)를 최종 선정하여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하반기(9월) 사업에서는 지원 범위를 학과로 확대한 ‘학과별 연구역량 함양 프로그램’을 신

설하였다. 새로 도입된 사업은 학과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여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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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신청 학과에게 2년간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개인별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학과별 연구역량 함양 프로그램이 포함된 연구지원사

업은 사범대학의 연구역량 강화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범대학 연구지원사업은 학장(김희백 교수)의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로 간접비를 효율적

으로 활용하고 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에 신설된 연구진흥위원회(위원장 최변

각 교수)에서 기획한 사업이다. 주요 사업 프로그램으로 학생 국제학술대회 참가지원, 대학원생 

연구지원, 신임교수지원, 학과별 연구역량 함양 지원 등이 있다.

12) 미래 창의교육을 위한 서울대 사범대-관악구청-동작관악교육지원청-서울교대 업무협약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은 2019년 3월 13일(수)에 관악구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서울교대와 미

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과 

서울교대는 초 ·중 ·고등학교 미래 창의교육 프로그램, 연수 및 공간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관악

구청은 미래 창의교실 인프라 구축에 협조하고,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창의교실 구축 컨설팅, 

수업혁신 장학, 교사 연구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협의하였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은 미

래 창의교육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관악구청 · 서울대사범대 · 서울교대 ·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간의 업무협약식

13) 생활과학대학 설립 50주년 기념행사 성대히 개최

생활과학대학(학장 최현자)은 대학 설립 5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행사를 9월 25일부터 9월 

27일 저녁까지 성대히 개최하였다. 생활대의 역사는 1945년 설치된 경성여자사범대학 가정과에

서 46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과로 통합 개편된 시점으로부터 시작 되었으며, 1962년 가정

교육학과로 학과 명칭이 변경된 후 1969년 3개 전공학과를 갖춘 가정대학으로 독립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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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1997년 농가정학과를 통합하면서 생활과학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4전공학과로 확대 발

전하였다.

생활대 설립 50주년 기념행사는 9월 25일 의류학과 패션쇼를 시작으로, 26일에는 소비자학과, 

아동가족학과, 식품영양학과 학생심포지엄 및 생활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패션산업최고경영자과

정, 식품영양산업CEO과정, 웰에이징 ·시니어산업최고위과정의 3개 최고경영자과정 동문 초청

의 밤을 개최하였다. 27일에는 생활과학대학 설립 50주년 기념식, 국제심포지엄, 동문 초청의 밤

이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외에도 대학 설립 50주년을 기념하여 기념책자 ‘서울대학교 생활과학 

발전사 1946~2019’를 발간하였으며, 학과동문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각 전공학과별로 동

문 초청행사를 가졌다. 또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각종 학생공모전-그래픽디자인 

공모전, 상품 및 서비스 공모전, UCC 공모전- 및 ‘생.활.대.오.십.년.’ 육행시공모전, 생활대 보물

찾기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50주년 기념식에는 오세정 총장을 비롯한 본교보

직교수, 서울대총동창회 신수정 회장, 생활대 명예교수 및 현직교수, 생활대 동창회장 및 동창, 

생활대 설립 50주년 기념식 

및 국제 심포지엄 기념사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 발전사

(왼쪽)

생활과학대학 50주년 배너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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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등이 많이 참석하여 축하해 주었다. 저녁에는 동문 초청의 밤이 200여 명의 많은 동문들의 

참석 하에 화려하고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생활대 동창회(회장 방남순)에서는 설립 50주년을 기

념하여 총 2억 5천만 원 이상의 발전기금을 조성해 생활대 장학기금으로 납입하였다.

14) 수의과대학, 아시아 최초로 미국수의학교육인증 획득

2019년 4월 15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은 아시아 최초로 미국수의사회 교육위원회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로부터 수의학교육인증을 획득하였다.

미국의 수의학교육인증은 학교의 조직, 재정, 시설, 임상자원, 교육자원, 입학제도, 학생, 교수, 

연구, 교과과정 및 교육성과 평가 등 11개 분야에 대해 규정된 기준을 충족한 학교에 부여된다. 

현재 미국의 30개 수의과대학, 영미권 16개, 유럽과 중미지역 4개 대학만이 인증을 획득하였으

생활과학대학 동문 초청의 밤

서울대학교동물병원 건물의 미국 수의학회 수의학 교육인증 플래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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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이 유일하다.

이를 통하여 졸업생들은 미국 내 수의과대학 졸업생들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아 미국 수의

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본교 수의과대학의 교육체계가 국제적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인정받았다. 교수, 학생, 동문들이 2005년부터 노력하여 이뤄낸 미국 수의

학교육인증 획득은 향후 한국 수의사의 위상 제고와 졸업생들의 리더쉽 발휘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15) 동물병원 응급의료센터 개소 및 서울시 유기동물 응급구조 · 치료기관 지정 기념 세미나

2019년 3월 28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스코필드홀에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응급의료센터 개소 및 서울시 유기동물 응급구조 ·치료기관 지정 기념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이국종 아주대학교 권역외상센터장,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김옥경 대한

수의사회장, 서강문 수의과대학장, 동물 응급의학에 관심 있는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국종 연사는 응급의료체계를 생생하게 소개하고, 시니어 스텝의 솔선수범을 당부하여 깊은 인

상을 남겼다. 동물병원 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운영하며, 서울시로부터 유기동물응급구조 및 치

료기관 최상위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지난 강원도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 발생시 반려동물 구조

에 출동하였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열린 세미나

16) 약학대학 20동 재건축 기공

1974년에 준공되었던 약학대학 약학관3(20동)의 재건축 기공식이 2019년 3월 19일(화) 오후 

4시 20동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열렸다. 새 건물은 연면적 8,315㎡, 총사업비 187억원 규모이다. 

이 날 행사에는 오세정 총장, 이봉진 학장, 재건축 기금을 출연한 동문들, 이상섭. 김낙두 명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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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최규팔 동창회장, 장원준 신풍제약 사장 등이 참석하였다.

             약학관3 재건축사업 기공식 기념사진

17) 천연물과학연구소 개소 8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개최

약학대학 부속 천연물과학연구소(천과연) 개소 8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이 2019년 12월 12

일 약학대학 신약개발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천과연은 일제 강점기인 1939년 12월 경성제국대학

의 생약연구소로 경기도 개성시 운학동에서 문을 연 후, 1946년 서울대학교에 편입되어 2019년

에 설립 80주년을 맞이하였다. 1992년 명칭이 천과연으로 변경되었고, 2001년 약학대학에 통합

되었다. 천과연은 100년 전 한반도, 만주 및 중국 지역에서 수집된 생리활성 식물의 표본(이시도

야 컬렉션)을 비롯한 2,000여 종의 생약 표본을 소장하고 있다.

       8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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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음악대학, 영국 QS 세계대학평가 서울대학교 2019년 공연예술 분야 40위 선정

QS(Quacquarelli Symonds)사에서 발표하는 세계대학평가에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이 2019

년 공연예술(Performing Arts) 분야 세계 40위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QS는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으로 1994년부터 매년 세계 대학을 평가하여 새로운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이처

럼 이미 세계적인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서울대학교가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악

대학으로서 무궁무진한 발전을 이어가길 기대한다. 

19) 2019 SNU 국제음악캠프

2019년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에 걸쳐 각종 콘서트와 마스터클래스, 렉쳐 등 다채로운 프

로그램들로 가득 채워진 “2019 SNU국제음악캠프”가 진행되었다. 이번 캠프는 교내 교수진과 기

악, 국악, 작곡 전공의 다양한 학생들뿐 아니라 해외 유수의 대학에서 초청한 교수와 학생들까지 

모두 한 곳에 모여 서로 음악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었던 굉장히 뜻깊은 행사였다. “SNU 

국제음악캠프”는 오직 서울대학교에서만 만날 수 있는 유익하고 특별한 프로그램들로 가득 찬 

풍성한 축제의 장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앞으로도 “SNU 국제음악캠프”가 서울대학교 음악

대학을 대표하는 국제행사이자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교차하고 세계 각지의 음악인들이 모여드

는 음악적 허브로서 더욱 발전하길 기대하는 바이다. 

  

20) SNU MUSIC 2019 PAMS SUMMIT 개최

음악대학은 2019년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총 4일에 걸쳐 “음악 교과과정에서 전통과 혁신의 

균형 맞추기”(Balancing the Conventional and Progressive in Music Programs)라는 주제로 

PAMS(Pacific Alliance of Music Schools)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PAMS는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우수 음악 교육기관의 연합이며, 2016년 싱가포르 용시토음악원과 2017년 뉴질랜드 오클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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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그리고 2018년 미국 남가주대 등에서 열린 바 있다. 이번 회의에는 서울대를 비롯해 멜버른

대, 시드니음악원, 브리티시컬럼비아대, 북경중앙음악원, 홍콩공연예술대, 상하이음악원, 동경예

술대, 오클랜드대, 용시토음악원, 대만국립대, 마히돌대, 샌프란시스코음악원, 남가주대 등 총 10

개국 13개 음악 교육기관이 참석했다. 

   

21) ‘의학교’ 설립 120주년 기념식 및 비전선포식 개최

의과대학은 1899년 개교한 ‘의학교’의 전통을 잇는 국내 최고(最古) 및 최고(最高)의 의학교육

기관으로서 ‘의학교’ 설립 120주년을 기념하고 대학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전의 추진력

을 확보하고자 2019년 3월 29일 “의학교 120주년 기념식 및 비전선포식”을 개최하였다. 황상익 

명예교수의 “한국근대사 속의 의료인과 보건의료. 1879, 1899, 1919 그리고 2019” 기조강연을 

포함한 학술 심포지엄이 있었고, 이어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협회 한희철 이사장, 싱가포르 국립대 의료원장 Dr. Wong, 미국 미네소타 대학 글로벌 의학센터

의학교 설립 120주년 기념식 및 비전선포식(중앙: 신찬수 학장, 중앙 좌측: 박재갑 명예교수, 중앙 우측: 미네

소타 대학 글로벌 의학센터의 Dr. Pras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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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Dr. Prasad, 연변대 의대학장 겸 병원장 김철호 교수의 축사로 기념식이 이어졌다. 특히 이 날 

진행된 비전선포식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선도적인 의과학 연구와 실천적 지성의 전당” 

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였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최고의 의과대학을 지향한다는 의미의 

슬로건인 “Beyond and Ahead”를 공개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세 가지 전략목표로 “가치 전파 

(Sharing Value)”, “수월성 추구 (Pursuing Excellence)”, “사회 공헌 (Global Contribution)”을 

제시하였다. 이는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새 시대에 걸맞은 체계적인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2018년 5월부터 비전추진단을 구성하여 8개월간 내부역량분석, 해외 유

수대학과 기업의 핵심가치조사, 언론-사회의학-미래의학 등 다양한 관점의 의견수렴을 통해 완

성된 것으로 다음의 뉴비전 사이트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snucmenews.

wixsite.com/newvision).

  또한, 이 행사에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새로운 로고를 공개하였는데, 이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김경선 교수팀에 의뢰하여 받은 4가지 시안 중 학생과 교직원의 의견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이후 학교 공식로고로 널리 사용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새 로고

22)   의과대학 애국지사 선배들에 대한 명예졸업장·독립유공감사장 수여식 및 기념학술대회 

개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모체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정규 의학교육기관인 의학교 설립 

120주년, 이재명 의사 의거 110주년, 3 · 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의과대학에서는 애국지사 선

배들에 대한 명예졸업장 ·독립유공감사장 수여식과 기념학술대회를 2019년 10월 18일 개최하

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재명 의사 의거와 3 · 1운동 등의 애국운동에 헌신하다가 투옥과 망명

으로 학업을 마치지 못한 오복원 ·김중화(이상 이재명 의사 의거 관련) 선배와 나창헌 ·한위건 ·

이의경(이상 3 · 1운동 등 관련) 선배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하였고, 3 · 1운동과 이후 항일독립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김형기 ·유상규 선배에게 독립유공감사장을 수여하였다. 이어 애국

지사 선배들의 생애와 활동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진행되었다. 서울대학교 개교기념 주간을 

맞아 선배들의 애국정신을 본받기 위해 거행된 이 자리에는 관련 애국지사 선배들의 유족들을 

비롯하여, 의과대학 및 서울대학교병원 주요 보직자와 명예교수 외 많은 교내외 인사들이 참석

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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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3회 국제 미래치의학 학술대회(ICFD) 개최

치의학대학원에서는 2018년 2회의 국제 미래치의학 학술대회(ICFD)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

에 이어 2019년 10월 1일에서 10월 2일까지 양일 간 제3회 ICFD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

에서는 치의학 교육 및 연구의 디지털 시대에서의 교수 경력 개발(Faculty Career Development 

     명예졸업장·독립유공감사장 수여식 기념사진

제3회 국제 미래치의학 학술대회(ICFD) 개최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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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Digital Era of Dental Education and Research)을 주제로 다뤘다.

미국 치과 교육 협회장 Karen West 교수의 ‘Path to Academic Leadership’라는 주제의 강연을 

시작으로 총 7개국의 11명의 연자 발표가 진행되어 미래 치의학 교육에서의 치과 분야에서의 경

력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번 제3회 ICFD에는 특히 미국, 일본 등 치의학 교육 선진 국가들의 앞선 교육철학과 치의학

에 대한 비전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마지막에 이루어진 참석자 토의에서는 청중들

의 넘치는 관심에 연자들의 답변과 토론시간이 부족하여 다음을 기약하며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2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부설 장애인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 및 현판 제막

서울대학교치과병원(원장 구영)은 2019년 8월 23일,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식 및 제막

식을 개최하였다. 본 행사에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구영 병원장을 비롯하여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한중석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장, 유관 장애인단체장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2002년 장애인

구강진료실 운영을 시작으로, 2008년에는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을 수탁운영 하는 등 장애

인 구강진료에 앞장서왔다. 2018년 3월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지정

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임시 진료를 실시 해오다, 지난 6월 17일(월)에 준공한 융복합치의료

동 1~4층(연면적 2,608.70㎡)에 개소하여 8월 12일(월) 첫 진료를 시작하였다. 이 센터는 전국 

13개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 구강보건정책 수립 및 시행 지

원, 고난이도 치과진료 및 전신마취 진료, 치과응급의료체계 중심기관 등의 역할 수행을 통해 전

국 장애인 구강진료 컨트롤타워로써 기능하게 되며, 30대의 유니트 체어(중증장애인 치과치료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제막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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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마취전용 6대 포함)와 10대의 마취회복실 병상 등 전신마취진료 시설을 갖추고, 무단차 

설계(Barrier Free), 장애인 전용 승하차구역, 장애인 맞춤형 수납창구와 전동휠체어 충전기, 장

애인가족실, 전용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였다.

또한 병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장애인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기초

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 총액

의 30%, 기타 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를 지원하고 있으나, 장애인들에게는 여전히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있어 제도적 측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날 김강립 보건

복지부 차관은 축사에서 “255만 명 장애인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시의적절한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인 구강진료 전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뒤이

어 구영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은 기념사에서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전국 권역장애인구강

진료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장애인 구강보건의 통합관리의 기능을 할 것

이며, 국가중앙치과병원으로서 장애인 치과진료의 문턱은 낮추고 구강건강수준은 더욱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기록

1) 경과보고

2019년도

   1월    2일 2019 겨울방학 교사직무연수 회의(교수회관 제5회의실, 11시)

   1월 14일~ 2019 겨울방학 교사직무연수 개최(사범대학 11동 101호)

   1월 18일

 

   1월 15일 명예교수회보 2018 제4차 편집위원회 개최(호암교수회관 오크룸, 11시)

   1월 17일 2019년도 제1차 기획위원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오크룸, 12시)

   1월 29일 운영위원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오크룸,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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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1일 2018년 겨울방학 교사직무연수 최종회의(호암교수회관 파인룸, 11시)

   2월 12일 의료·복지위원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르네상스홀, 11시)

   2월 18일 운영위원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오크룸, 11시)

   2월 20일  2019년도 (사)명예교수발전진흥회 이사회 개최(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 11시

30분)

  2019년도 (사)명예교수발전진흥회 정기총회 개최(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 12

시30분)

 

   3월    5일 명예교수회보 2018 제5차 편집위원회 개최(호암교수회관 오크룸, 11시)

   3월 14일 명예교수회보 2019(제15호) 원고청탁서 1차 발송

   4월    1일 운영위원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오크룸, 11시)

   4월    5일 사단법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법원등기

   4월 16일 2019년도 제2차 기획위원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오크룸, 12시)

   5월    1일 명예교수협의회와 교수협의회 운영위원 오찬(호암교수회관 메이플룸, 12시30분)

   5월 14일 총장초청 간담회 개최(교수회관2층 컨벤션, 11시 30분)

 

   5월 27일 운영위원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오크룸,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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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1일 명예교수회보 2019 제1차 편집위원회 개최(호암교수회관 오크룸, 11시)

   6월 18일 연구업적(나의 학문, 나의 삶)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라일락룸, 11시)

   6월 25일 운영위원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오크룸, 11시)

   6월 26일 명예교수회보 2019(제15호) 원고청탁서 2차 발송

   7월   8일 재능기부특강 연구보고서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오크룸, 11시)

   7월 23일 연구업적(나의 학문, 나의 삶)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라일락룸, 11시)

   9월 18일 2019년도 제3차 기획위원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오크룸, 12시)

   9월 23일 운영위원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오크룸, 11시)

   9월 30일 연구업적(나의 학문, 나의 삶)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파인룸, 11시)

10월    1일 신임명예교수 환영회(호암교수회관 파인룸, 11시30분)

10월    1일 명예교수회보 2019(제15호) 원고청탁서 3차 발송

10월    8일 명예교수회보 2019 제2차 편집위원회 개최(호암교수회관 오크룸, 11시)

10월 21일 2019년도 제4차 기획위원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오크룸, 12시)

10월 22일 산업시찰: SK하이닉스-신륵사-여주도자세상 방문

11월   1일 명예교수회보 2019(제15호) 학술 및 봉사활동 원고청탁서 발송

11월 12일 운영위원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라일락룸, 11시)

11월 19일 연구업적(나의 학문, 나의 삶)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오크룸, 11시)

11월 20일 명예교수회보 2019 제2차 편집위원회 개최(호암교수회관 오크룸, 11시)

11월 29일 부총장초청간담회 개최(공대 라쿠치나,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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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운영위원회를 마치고(호암교수회관 오크룸, 2020. 2. 4.)

2)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임원 명단

이름(담당부서) 소속

고문(2명)
이수성 법과대학 법학부

이장무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1

회

장

단

회장 이인규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2

등기이사 ·부회장

(6명)

김하석(총괄)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3 권욱현(기획)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4 전효택(편집)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5 조창섭(학술) 사범대학 독어교육과

6 김중수(의료·복지)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7 변창구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8

부회장

(5명)

황경식 인문대학 철학과

9 이천표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10 김병동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

11 이승기 약학대학 약학과

12 장영일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13
감사(2명)

이흥식(사회봉사)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14 양병이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15

이사

(25명)

김병국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6 안삼환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17 이현복 인문대학 언어학과

18 김경동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19 김인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20 허우긍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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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담당부서) 소속

21 이소우 간호대학 간호학과

22 윤계섭 경영대학 경영학과

23 최종태 경영대학 경영학과

24 이동녕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25 이정인 공과대학 에너지시스템공학부

26 류관희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27 정하우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28 이종상 미술대학 동양화과

29 진교훈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30 권병두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

31 김동진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32 이기춘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33 문창규 약학대학 약학과

34 김유영 의과대학 의학과

35 이승욱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36 노화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37 이종흔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38 최대권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39 최종고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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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우(공과대학), 이기춘(생활과학대학),

               호문혁(법학전문대학원)

• 학술위원회: 모교지원, 연구/저술지원, 세미나 등(인성교육집담회/교사직무연수)

    위원장 – 조창섭(사범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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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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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심창구(약학대학), 황준연(음악대학), 김전(의과대학)

• 편집위원회: 회보, 기타 발간 등

    위원장 – 전효택(공과대학)

    부위원장 – 현정오(농업생명과학대학)

    위   원 – 임홍빈(인문대학), 최덕근(자연과학대학), 최명애(간호대학), 허승일(사범대학), 

               황인경(생활과학대학), 심창구(약학대학), 배광식(치의학대학원)

4) 사단법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들의 상호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둔다.

제4조 (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명예교수 회원명부와 회보발간

 2. 워크숍 및 포럼 활동 

   3. 간행물의 발간

제 5조 (운영원칙) 법인은 그 명의로 특정의 개인이나 정당, 종교, 사회단체의 영리나 사적 이익

을 위하여 활동할 수 없다.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 법인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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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특별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적극 기여하는 개인으로 한다.

   ④ 법인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법인의 발전에 기여하기로 한 법인으로 한다.

제 7조 (회원의 자격취득)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법인 소정의 가입절차를 밟아 회원 자격을 

취득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 법인이 행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9조 (회원 지위의 양도 금지) 회원의 지위는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하여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11조 (회원의 제명)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법인의 명예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회

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7인(이사장포함)

   2. 감사 2인

제13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 15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삭제)

   3. 회계부정 등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

제16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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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3호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

는 총회나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 (총회의 구성)

   ① 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19조 (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0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2/3 이상 또는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회원 1/10 이상이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서면으로 명기하여 요구할 때

   ③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요청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20일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④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목적되는 사항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우편이

나 전자적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 ·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그 결정권

을 가진다.

   ②   법인의 해산 및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위임의 경우 포함)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의결권)

   ① 회원은 1인 1표씩의 의결권을 가진다.

   ② 법인회원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3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

   4. 법인의 법적 지위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인 해산과 해산 시의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

   6.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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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감사의 감사결과 보고에 대한 심의

   8. 이사회에 대한 권한 위임

   9. 기타 본 법인 운영상 특히 중요한 사항

제24조 (특별의결정족수) (삭제)

제 25조 (총회의결사항의 통지) 의장은 총회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총회의 의결사항을 우편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회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26조 (총회의 의사록) 의장은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총회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의사록을 작성, 

참석이사 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7조 (이사회의 설치 ·운영)

   ① 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법인의 사업운영계획,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3. 총회 회부 안건 검토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가 제16조 제3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

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호선된 이사가 주재한다.

제30조 (이사회의 의결 등)

   ①   이사회는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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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

한다.

제 31조 (의결권의 제한) 의장 및 이사는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의

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 32조 (이사회의 의사록) 의장은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이사회의 종료 후 지체없이 의사록을 

작성, 참석이사 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존하여야 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33조 (재원) 이 법인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 비 

   2. 기부금 

   3.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제34조 (회계 연도) 법인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의한다.

제35조 (재산)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 액으로 한다.

   ④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

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⑤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   법인은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의 총액에서 차입당

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⑦   법인은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본재산 목록을 변

경하는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⑧ 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⑨ 법인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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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회계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

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지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7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8조 (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재산대여금지)

   ①   이 법인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

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

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40조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법인은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8장 사  무  국

제41조 (사무국)

   ①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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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보   칙

제 42조 (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 (서류의 작성 ·비치)

   ① 법인을 설립한 때 및 매 사업 년도 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제26조에 의한 총회의사록과 제32조에 의한 이사회의사록을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4조 (해산)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의 달성 또는 그 목적의 달성 불능 등으로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때에 법인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

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목적의 타비영리법인에 기

증한다.

   ③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

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 45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하고, 위 법규 등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6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이사장 이수성 서초구 양재동 46-6(15/5) 그린하우스 301호 4

이사 이인규 중구 신당 3동 366-126 남산정은스카이A 307 4

이사 문창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726 성동마을 LG3차 빌리지 302-1104 4

이사 진교훈 강남구 대치 3동 우성A 3-303 4

이사 최종태 서초구 우면동 30-4 4

이사 류관희 과천시 원문동 레미안슈르A 326-1902 4

감사 정하우 강남구 언주로 99길 15 2

감사 이광웅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A3블록 소래휴면시아 301-1206 2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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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

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5) 명예교수회보 편집위원회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Annual Report of Professors Emeriti, Seoul 

National University)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기능) 위원회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명예교수회보와 기

타 관련 간행물 발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제 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

장은 협의회 회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 4조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주재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

한다.

제5조 (부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 6조 (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8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장과 위원회에 출석한 부위원장 및 위원, 그리고 원고를 제출하여 

게재한 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협의회의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2008. 5. 21)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 이 규정은 협의회의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2011. 5. 19)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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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활동보고

1) 2019년도 산업시찰: SK하이닉스

명예교수협의회에서는 매년 1회, 간혹 2회에 걸쳐 산업시찰을 시행하여 왔다. 2019년에는 10

월 22일에 SK하이닉스 회사를 방문하였으며 참여교수들은 모두 깊은 인상과 감명을 받았다. 이

번 방문의 주제는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가장 많이 되는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다. 반도체 중에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강국이다.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 삼

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데,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시가 총액이 가장 큰 회사이고, SK하이닉

스는 2번째로 큰 회사이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를 방문하여 생산 공장을 직접 둘러

보고, 회사의 최고 기술자로부터 반도체 기술 현황을 설명 듣기로 하였다.

이번 산업시찰에 참여한 명예교수는 57명이었고 직원 2명이 수행하여 총 59명이었다. 참여한 

교수는 간호대학 1명, 경영대학 1명, 공과대학 10명, 농업생명과학대학 4명, 법학전문대학원 3

명, 보건대학원 1명, 사범대학 8명, 사회과학대학 3명, 생활과학대학 4명, 수의과대학 3명, 약학

대학 3명, 의과대학 1명, 인문대학 4명, 자연과학대학 8명, 치의학대학원 3명이었다. 두 대의 버

스로 9시 20분경 서울대학교 정문을 출발하여 SK하이닉스 이천 공장에 있는 경영지원본관에 10

시 30분경에 도착하였다. 이번 방문에는 특별히 공과대학 박영준 명예교수를 초대하여 동행하

였는데, 갈 때는 1호 버스 안에서 그리고 올 때는 2호 버스 안에서 약 50여분씩 시간을 할애하

여, 현재의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중국의 추격, 시스템반도체 가능성 등 여러 어려운 질

문에 진지하게 대답하며 아주 좋은 오리엔테이션을 해 주었다. 박 교수는 전공이 반도체이고, 

SK하이닉스 전신인 LG반도체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다. SK하이닉스에도 2년간 연구소장으로 

파견 근무한 경력이 있다. 회사에 도착하니 진교원 부사장(현재 사장)과 김대영 상무가 현관에

서 직접 맞이해 주었다.

진교원 부사장이 회사를 대표하여 환영사를 하였고 이인규 회장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

회를 대표하여 답사를 하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진교원 부사장의 기술 강연이 시작되었다. 

SK하이닉스의 지나온 기술적 역사를 소개하여 주었고, DRAM 생산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으며, 3D NAND 메모리 기술도 세계 최고라고 설명하였다. 2018년도에는 40조 매출에 

20조 이익을 실현하는 경이적인 업적을 세웠다고 설명하였다. 앞으로 기술적인 도전이 더 있을 

것이고 시장도 다소 위축할 예정이라 더욱 분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진교원 부사장은 서울대

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학부 출신이다. 기술 강연을 마치고 10분 정도 회사 소개와 관련한 비디

오 관람을 하였다. 이어 이번 방문을 기념하기 위하여 본부 입구 계단에서 전체 사진을 촬영하였

다(사진 1).

사진 촬영을 마치고 구내에 있는 영빈관에서 아주 좋은 정찬으로 오찬을 하면서 담소를 이어

갔다. SK하이닉스의 이석희 사장의 석사과정 지도교수였던 정수진 명예교수의 소개도 있었고, 

정 교수가 이석희 사장께 이번 방문을 부탁하였다는 말씀도 전했다. 이석희 사장님도 참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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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었는데 급한 외부 모임으로 참석하지 못해 아쉬워했다고 전했다. 박영준 교수와 진교원 부사

장 사이에 오랜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옆에 있던 교수들은 그 때 처음 알게 되었다. 자연과학

대학 명예교수들도 진 부사장과 반가이 인사를 나누었다.

오찬을 마치고 2조로 나누어 한 팀은 전시관을 구경하고, 나머지 한 팀은 M14 반도체 제조공

장을 시찰하였다. 전시실에는 제조 공정에 사용 되는 장비를 전시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

을 하여, 실제 공장 내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웨이퍼를 생산하는 과정, 

노광 장치, 공정 흐름도 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M14 반도체 공장은 아주 큰 규모인데, 제조되는 

장면을 복도의 외부 창을 통하여 볼 수 있었다. 다양한 장비로 꽉 차 있었고 최소의 인력으로 움

직이고 있었다. 한 공장 안에서 노광 공정, 증착 공정, 에칭 공정, 임플란트 공정, 세정 공정 등의 

여러 공정 프로세스들을 색깔을 달리하면서 구별하였고, 인력도 역할에 따라 다른 색깔의 옷을 

입고 일하는 등 모든 작업이 효율적이었다.

참여한 모든 교수들이 깊은 감명을 받았다. 산업 시찰에 도움을 주신 이석희 사장, 진교원 부

사장, 김대영 상무, 실무적으로 준비한 팀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시찰을 마치고 오후 2시경

에 버스 2대로 SK하이닉스를 떠났다.

SK하이닉스를 떠나 40여분 후에 경기도 여주에 있는 신륵사에 도착하였다. 신륵사는 경기도 

여주시 봉미산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의 사찰로서 신라시대 때 창건되었다고 여겨진다. 

<사진 1> SK하이닉스 경영지원본관 건물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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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한국의 절은 산 속에 짓는 경우가 많은데 반하여 신륵사는 남한강이 보이는 강변에 

세워져 있으며 남한강에서 수상운송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조포나루가 내려다보인다. 여주시 

소속 사찰 안내원이 사찰 내부를 안내해 주었다(사진 2). 중심 전각인 극락보전과 다층석탑, 다

층전탑 등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여러 스케줄 관계로 1시간 정도만 보고 서둘러 떠나야 했다.

이어 신륵사 바로 옆에 있는 여주 “도자세상”에 2대의 버스로 이동했다. “도자세상”은 여주에

서 생활 도자기를 주로 취급하는 곳이라고 한다. 반달미술관에는 가정에 사용되는 도자기 전시

회가 있었다. 여러 방마다 각각 다른 생활 도자기로 식탁을 꾸미고 전시하였다. 그 외 여러 도자

기 상점도 자유롭게 볼 수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30분 내에 “도자세상” 관람을 마치도록 하였다. 

4시 30분경에 이곳을 떠났는데 교통 혼잡으로 오후 6시 30분경에나 서울대학교 정문에 도착할 

수 있었다. 

말로만 듣던 우리나라 제1의 수출 품목인 반도체를 생산하는 산업체를 방문하여 그 방대한 규

모와 치열한 기술경쟁 등을 듣고 실제로 느꼈으며, 모든 명예교수들은 이번 산업시찰이 아주 보

람 있고 유용한 방문이었다는 총평을 하였다.

권욱현(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기획위원장)

2) 명예교수협의회의 법인화 성취와 남은 과제

2019년 초반에 발행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8(제14호)에 게재된 “새로운 정관 초안을 

마련하다”라는 글에서 명예교수협의회를 법인화하기 위하여 정관 초안을 만들었던 긴 과정을 

소개하였다. 2019년도에 들어와서 이 초안을 명예교수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승인받고 2019년 2

월에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정관 변경을 신청하였으며 2019년 3월에 정관 변경 일부 승인이 나왔

다. 승인 내용이 신청한 초안과는 다른 점이 많았다. 정관 승인 과정과 변경된 내용을 설명하고 

앞으로 더 추구해야 할 과제에 대해 기술하기로 한다.

법인이 아닌 기타 단체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의 법인화를 추진할 때 이미 법인화되어 

있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발전진흥회의 정관 변경을 통하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를 법

인화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새로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보다 승인받기 용이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명예교수발전진흥회의 모금활동이 미미하였고 이 모금 기능은 새로운 정관에

<사진 2> 신륵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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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정관 내용을 마음대로 만들 수 없었고 기존의 명예

교수발전진흥회 정관의 주어진 틀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내용으로 수정해야 하는 제약조건이 

있었다.

정관에는 단체의 명칭, 단체의 목적, 사업내용, 회원자격, 임원 구성 및 선출, 총회의 의결, 이

사회, 집행기구 등이 중요하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명칭, 목적, 사업내용, 임원 구성 및 선

출, 정관의 변경 등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내용 위주로 설명하기로 한다. 이번에 발간되는 서울

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9(제15호)에 게재된 정관을 참조하기 바란다.

교육청에 신청한 정관 개요

2018년에 만들었던 정관 초안을 2019년 2월 20일 개최되는 명예교수협의회 정기총회에 승인

을 받으면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었다. 교육청 제출 전에 승인 조건과 가능성 등

을 교육청과 미리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서서 김하석 명예교수와 호문혁 명예교

수가 2월 15일 교육청 담당자를 찾아가 지난해에 준비하였던 정관 초안을 보여 주며 상의하였

다.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으며 극히 일부만 지적이 있었다. 사업 내용, 임원의 정수, 법인 

해산 시 귀속 문제만 지적이 있었다. 지난번 정관 시안에서 이번에 지적된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2월 18일 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하였고 2월 20일 이사회와 총회에서 이 약간 수정된 정관 초안이 

승인되었다. 교육청에서 지적된 내용은 아래에 초안을 설명할 때 언급하겠다.

우리가 많은 논의를 거쳐 교육청에 제출한 정관이 우리가 볼 때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

한다. 그런데 이 안이 그대로 승인되지 않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기술해 두고자 한다. 뒤에 

변경 승인된 정관 개요를 설명할 때 승인되지 않는 일부 내용을 언급하기로 한다. 추후 수정할 

때 참고가 될 것이다. 명예교수발전진흥회의 정관에 기초하여 변경한 내용이다.

•   명칭(제1조)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발전진흥회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로 변경하였다.

•   목적(제2조)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상호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한다.”가 “명예교수들의 

학술활동과 사회봉사활동, 상호정보교환을 지원하며, 나아가 서울대학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변경하였다.

•   사업(제4조)은 “회원 명부와 회보 발간, 워크숍 및 포럼 활동”을 “회원의 학술활동지원, 회

원의 재능기부활동지원, 워크숍 및 포럼 활동, 간행물의 발간”으로 확대하였다. 교육청과의 2

월 15일 미팅 후 원래 있었던 “기타 이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회공익사업”은 삭제하였다.

•   회원(제6조)은 “일반 회원과 법인 회원”에서 “일반회원, 특별회원, 법인회원”로 확대하였다.

•   임원(제12조)은 “이사 6인(이사장 포함), 감사 2인”에서 “회장 1인, 부회장 약간 명, 이사 7인

(회장 부회장 포함), 감사 2인”으로 확대하였다. 원래는 “이사 30인 이내”였는데 2월 15일 미

팅에서 “이내”는 안 된다고 해서 변경한 것이었다.

•   임원선임(제14조)에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에서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

나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이 협의하여 학문분야를 반영하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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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로 변경하였다.

•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것으로 발전진흥회 정관(제5조)에는 “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회칙이 따로 정하는 운영위원회가 이를 정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없애고, 제안한 안에는 

제27조에 “이사회 아래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이사회는 운영규정제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했다.

•   정관의 변경(제42조)은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에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로 

수정하였다.

•   법인 해산(제44조) 때 “법인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

기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목적의 타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에서 “법인의 잔여

재산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과 유사한 목적 사업을 시행하는 사단 법인 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기증한다.”로 수정하였다.

2019년 2월 20일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에서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위임 24명

을 포함 71명이 참석하였으며 교육청에 제출할 정관이 승인되었다. 교육청에 제출할 서류로 회

의록을 공증하였으며 인감증명서를 수집하였다.

그리하여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정관변경사유서, 신구조문대비표, 신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을 갖추어 2019년 2월 26일 교육청에 접수하였다. 3월 4일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부터 정관 변경신청 보완서류를 요구하여 3월 14일에 정관변경 보완서류를 제출하였다. 3월 27

일 정관 변경 일부 허가서가 도착하였다.

변경 승인된 정관 개요 및 등기

변경 허가된 정관 내용은 우리가 신청한 정관과 비교하면 반영된 것도 있었고 반영되지 않은 

것도 있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발전진흥회의 정관을 원안

이라고 하겠다.

•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단체명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로 승인되었다.

•   목적은 제안한 대로 반영되지 않고 원안대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상호정보교환을 목적으

로 한다.”로 되어 “학술활동과 사회봉사활동, 서울대학교발전에 기여함”이 포함되지 않았다.

•   사업은 “회원 명부와 회보 발간, 워크숍 및 포럼 활동, 간행물의 발간”로 되어 “회원의 학술

활동지원, 회원의 재능기부활동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   회원은 제안한 대로 특별회원이 추가되었다.

•   임원은 “이사 7인(이사장 포함), 감사 2인”로 되었다. 원안에서 이사만 한 명 추가되었다. 회

장 1인 부회장 약간 명이 반영되지 않았다. 회장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이사장으로 되어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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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선임에서 원안대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로 되었다. 부회장 명칭이 불

허되었고 이사도 총회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것으로, 원안 제5조에 있던 “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회칙이 

따로 정하는 운영위원회가 이를 정한다.”는 삭제되고 제27조에 제안했던 “이사회 아래에 운

영위원회를 두고 이사회는 운영규정제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

다.”는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운영위원회관련 규정이 사라졌다.

•   정관의 변경을 위한 의결 조건은 제안한 것이 반영되지 않고 원안대로이다. 총회 출석 인원

의 2/3가 아니고, 총 회원의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되어있다.

•   법인 해산 때 잔여재산 처리는 제안한 것이 반영되지 않고 원안대로이다.

변경 제안한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되지 않았으나 명예교수협희회가 법인으로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일단 당분간 운영하다가 다음 기회에 이번에 변경 안 된 내용에 대해 다

시 한 번 정관변경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관변경이 승인되면 일정 기간 내에 등기를 하여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등기

하지 않고, 다시 정관 변경을 재신청하면 이 등기 기간 내에 다시 승인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

능하기 때문에, 4월 3일 배건희 법무사 사무소에 등기 관련 서류를 발송하였고, 4월 8일 법원에 

등기 접수를 완료, 4월 9일에 변경 등기가 완료되었고, 4월 15일 등기 서류가 도착하여, 4월 16

일에 교육청에 보고하였다.

이번 허가된 정관 내용 중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운영위원회 규

정과 정관 개정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번 등기 신청하는 기간 중에 재차 변경 신청해 보기로 

하였다. 운영위원회의 설치 필요성과 정관의 변경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설명서도 함

께 제출하였다. 지난번에 변경되지 않은 것도 함께 포함하여 4월 3일 교육청에 재변경을 신청하

였다. 그 전날 김하석 명예교수와 호문혁 명예교수가 4월 2일 교육청 담당자와 면담도 가지고 

재변경 취지를 설명하였다. 4월 22일 재수정된 정관이 통보되었는데, 교육청이 실수로 빠트린 

임원의 선임 내용(제14조)을 추가하고 조 번호를 조정한 것 외에는 고친 것이 없었다. 이번에는 

일체 재변경이 승인되지 않았다.

앞으로 남은 과제

서울대학교명예교수협의회의 법인화가 쉽게 승인되도록, 기존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발전진

흥회의 정관에 기초하여 꼭 필요한 내용만을 변경 신청하였고, 전부는 반영되지 않고 일부만 변

경 승인되었다. 일단 법인화가 성취되어 운영상으로는 현재 문제가 없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원

하는 방향으로 법인 정관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가 제안했지만 반영이 안 된 부분이다.

•   목적에,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활동과 사회봉사활동, 서울대학교발전에 기여함”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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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면 좋겠다.

•   사업에,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회원의 학술활동지원, 회원의 재능기부활동지원”이 포함되

면 좋을 것 같다.

•   이번에 삭제된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이 정관에 포함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임원에 회장과 부회장이 승인되지 않고 이사장으로만 인정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상 회장 부

회장직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개정할 때 회장, 부회장이 포함되면 좋을 것 같다. 현재는 

모든 임원을 총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회장은 총회에서, 부회장은 회장이, 이사는 회

장과 부회장이 상의하여 선출하도록 하면 좋겠다.

•   정관변경에 관한 의결이 아주 어렵게 되어 있다. 회원 2/3의 승인을 얻기가 아주 어렵다. 출

석인원 2/3으로 하든가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법인 해산 때에 재산을 서울대학교로 기증하는 것으로 변경하면 좋겠지만 그리 중요한 내용

은 아니다.

•   제35조에서 기부에 의하거나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보통재산으로도 변경할 수 있도록 변

경하면 좋겠다. 이것도 변경 신청한 내용인데 반영되지 않았다. 이 내용은 이 글 앞쪽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이다.

정관에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운영방식이나 운영위원회 규정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면 될 것

이다. 이미 “위원회 설치 규정”, “운영위원회 규정”, “회장 선출 규정”이 기획위원회와 운영위원

회를 통하여 제정된 바 있다. 이들 규정에 정관에 없는 회장. 부회장, 각 전문위원회가 규정되어 

있다. 호문혁 법과대학 명예교수가 기획위원회의 일원으로 그동안 정관 개정에 아주 많이 기여

하였다. 서울대학교명예교수협의회가 10여 년간 운영되면서 필요로 했던 사단법인화가 이제 완

료되었다. 앞으로 법인 체계 아래서 서울대학교명예교수협의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권욱현(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기획위원장)

3) 2019년도 학술위원회 활동 보고

한국 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성교육’은 2019~2020 겨울방학에 전국 초 ·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는 ‘국

가발전을 위한 규범과 인성교육’이란 주제로 2015년 5월부터 총 여덟 번의 집담회를 진행해온 

바 있다. 이를 통해 축적된 인성교육관련 지식을 전국 초 ·중 ·고 교사들에게 전수해 주기 위해 

2017년 8월 제1기 교사대상 인성교육 연수를 시작으로 금번 2020년 1월에 이어진 교사 인성교

육연수는 그 다섯 번째 시간(제5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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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2019~2020 겨울방학 교사직무연수 시간표

=가치 변화에 부응하는 인성교육의 방안모색=

30시간 2학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정보관(10-1동) 101호

  교시

날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08:30

~09:00

09:00

~10:30

10:40

~12:10

12:10

~

13:00

13:00

~14:30

14:40

~16:10

제1일

(1월28일)

등록 및

개강식

인간성 향상을 

지향하는 인성

교육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생명윤리의 

이해
점

심

시

간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구체적 설계

음악적 감성이 인성

에 끼치는 영향

(음대 55동 203호)

이인규 진교훈 이인규 이용태 신수정

제2일

(1월29일)

지행합일의

인성교육

미술과 

인성교육 

준법정신과

인성교육

사회 변동에 따른 시

민교육과 인성교육

황경식 정형민 최대권 최종태

제3일

(1월30일)

21세기 인성

교육 프레임

시민사회가 요구

하는 윤리

융복합 시대 사이

버공간과 인공지능 

로봇의 윤리

전통가치의 구현과 

인성교육

정창우 손봉호 이정인 조창섭

제4일

(1월31일)

종합토론

(강의한 모든 교수와 함께)
점심시간

서울대학교 투어 

및 종강식

황경식(사회) 4식당(두레미담)

연수명: 가치변화에 부응하는 인성교육의 방안모색

기간: 2020년 1월 28일(화)~1월 31일(금)

장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정보관(10-1동) 101호

인원: 45명

강사진:   손봉호, 신수정, 이용태, 이인규, 이정인, 정창우, 정형민, 조창섭, 진교훈, 최대권,  

최종태, 황경식 교수님(이상 12명, 가나다 순)

강사진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셨으며 이번에 새롭게 참여한 총동창회장 신수정 명예교

수는 ‘음악적 감성이 인성에 끼치는 영향’, 박약회 회장 이용태 동문은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구

체적 설계’, 정형민 미술대학 전교수는 ‘미술과 인성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셨다.

조창섭(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학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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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년도 사회봉사위원회 재능기부사업 결과 요약

명예교수협의회에서 무료봉사를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능기부사업의 목적은 현직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해박한 전문지식을 명예교수로서 사회에 환원하여 공헌하고자하는 것이다. 2019

년도에는 31명의 명예교수가 총 57회에 걸쳐 19개 기관을 상대로 특강을 실시하여 1명의 명예

교수가 평균 1.8회 특강을 하였다. 동일 제목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진 특강은 4회였고, 동일 명

예교수가 각기 다른 제목으로 특강을 가장 많이 한 것도 4회였다. 특강의 대부분은 서울 지역

(84%)에서 이루어졌으며, 나머지(16%)는 경기도 6회, 인천시 2회, 논산시 1회였다. 한편 예년에

는 고등학교 및 공공기관과 사회단체에서 특강 초청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모두가 고등학교 초

청이었다. 금년에 특강 초청이 가장 많았던 고등학교는 시울시 강서구에 있는 명덕외고로 자그

마치 25회(44%)였고, 다음은 서울여고, 서초고, 인천 하늘고, 수원 수일고가 각각 3회(21%)였고, 

나머지는 대부분 1회 내지 2회에 그쳤다. 한편 2017년도 및 2018년도 재능기부사업결과는 2019

년 4월 19일 서울대 글로벌사회공헌단 우정관에서 개최된 「2019 SNU 사회공헌 Fair」에 포스터 

발표를 한 바 있다.

이흥식(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사회봉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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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기부사업 안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사회봉사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재능기부사업은 무료봉사

가 원칙이지만 지금까지 강사비(10만 원)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급격히 늘어나는 강사

비로 예산이 부족하여 부득이 2019년부터는 초청기관에서 20만 원 이상의 사례비를 받는 

경우에는 강사비를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수도권(천안 이북) 이외 

지방으로 특강을 가시는 경우 교통비(KTX 보통실 실비)를 지급하던 것도 수도권 이외 지역

에서 대전까지는 4만 원, 대전 이남은 8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액화 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재능기부를 희망하시는 명예교수님께서는 예년과 같이 명예교수협의회에서 의뢰하는 양식

에 따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명예교수협의회 사무국 880-9019, 이메일 emer@

snu.ac.kr 

2018년도 재능기부사업 목록(강사명 가나다 순)

강사명 소속(대학/학부(과)) 특강 제목 대상 기관

1 강위생 의과대학 의학과 공부방법의 왕도는 독해력이다 진주고등학교

2 고철환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미림여자고등학교

미림여자고등학교

지구환경과 기후변화 명덕외국어고등학교

3 권오량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영어공부 제대로 하기

미림여자고등학교

미림여자고등학교

명덕외국어고등학교

4 김병동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

새로이 발견된 FBI DNA구조로 다시 쓰는 

생명과학

미림여자고등학교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종자 과학은 인류 식량과 생명과학의 핵심 미림여자고등학교

5 김승조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항공우주기술의 현재와 미래

미림여자고등학교

미림여자고등학교

미림여자고등학교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이대부속이화금란고등학교

6 김정구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우주와 별들의 속삭임
미림여자고등학교

미림여자고등학교

상대성이론의 정체는 명덕외국어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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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소속(대학/학부(과)) 특강 제목 대상 기관

7 김제완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제4의 파동
미림여자고등학교

명덕외국어고등학교

피카소와 상대론 미림여자고등학교

8 박성익
사범대학

교육학과

자신의 꿈 설계, 긍정적 학습 마인드 형성 

원리, 효과적 학습전략

미림여자고등학교

미림여자고등학교

꿈(비전)의 실현을 위한 성공적 학습 마인

드 형성의 비결

명덕외국어고등학교

마포고등학교

경기이포고등학교

9 박성현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통계학의 발전과 데이터 기반 지능정보화 

시대의 미래 비전

미림여자고등학교

미림여자고등학교

4차 산업혁명시대의 빅데이터와 인공지

능, 그리고 미래의 과학기술의 역할

미림여자고등학교

미림여자고등학교

인류과학기술 문명의 발전과 제4차 산업

혁명, 그리고 빅데이터

청원여자고등학교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용인외대부속고등학교

마포고등학교

선정고등학교

10 손봉호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윤리적 인간 미림여자고등학교

윤리 명덕외국어고등학교

11 심창구
약학대학

제약학과
잘 쓰면 고맙고 잘못쓰면 무서운 약 마포고등학교

12 안삼환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 “파우스

트”
미림여자고등학교

토마스 만과 이청준 미림여자고등학교

괴테의 삶과 문학(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파우스트)
명덕외국어고등학교

13 우한용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문학과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미림여자고등학교

미림여자고등학교

문학과 인간의 자기혁신 명덕외국어고등학교

14 이상억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한글과 디자인 명덕외국어고등학교

15 이윤성
의과대학

의학과

법의학이 뭐예요? 미림여자고등학교

죽음 이야기(죽음의 생물할적 정의, 죽음

의 과정, 죽음 준비 등)
명덕외국어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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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소속(대학/학부(과)) 특강 제목 대상 기관

16 이인규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진화와 창조, 유전학의 발전은 어디까

지 인가
명덕외국어고등학교

17 이천표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경제학 공부의 유용성 미림여자고등학교

소위 4차산업혁명이라는 것의 대응 미림여자고등학교

경제학 기반의 진로
미림여자고등학교

미림여자고등학교

18 이현복
인문대학

언어학과
영어의 표준 발음훈련법: 진단과 치료 명덕외국어고등학교

19 이흥식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한국 전래동물은 모두가 보물이다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선정고등학교

20 전효택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광물자원 개발과 환경의 조화

미림여자고등학교

미림여자고등학교

미림여자고등학교

양서고등학교

21 정인석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극초음속 비행 및 차세대 엔진 명덕외국어고등학교

22 정홍익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복론과 인간의 삶

명덕외국어고등학교

경기이포고등학교

23 조창섭
사범대학

독어교육과
독서능력개발과 학교 공부 삼현여자중학교

24 진교훈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인권의 의미와 인간의 존엄성 충북 성보나의집

25 최대권
법과대학

법학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미림여자고등학교

미림여자고등학교

법치주의/시장경제와 김영란법 명덕외국어고등학교

26 최명옥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학술적(논리적)인 글이란 어떤 글인가? 미림여자고등학교

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고칠 것인가? 미림여자고등학교

논리적인 글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쓸 

것인가?

미림여자고등학교

미림여자고등학교

미림여자고등학교

미림여자고등학교

명덕외국어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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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소속(대학/학부(과)) 특강 제목 대상 기관

27 최성재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고령화사회의 의미와 영향 미림여자고등학교

노화와 고령화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 미림여자고등학교

생애설계는 무엇이며 왜 요람에서 무덤까

지 필요한가?(고령화 사회 이해 및 생애설

계 필요성과 절차)

미림여자고등학교

내 꿈은 무엇인가?(생애설계 과정 1: 인생

의 사명(꿈) 확립 방법)
미림여자고등학교

내 꿈 실현을 위한 목표설정 어떻게 할 것 

인가?(생애설계 과정 2: 진로선택과 목표

설정 방법)

미림여자고등학교

내 목표 달성 위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생애설계 과정 3: 효과적 목표달

성을 위한 시간관리 방법)

미림여자고등학교

진로설계와 생애설계 청원여자고등학교

고령화사회에서의 생애설계 필요성과 절차 이대부속이화금란고등학교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생애설계 화곡고등학교

28 최종고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미술로 보는 법과 정의 인천연수여자고등학교

29 최종태 경영대학 경영학과 인재강국 대한민국 명덕외국어고등학교

30 한송엽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지구를 살리자(태양광 발전과 초전도 응용) 진명여자고등학교

31 허승일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정말 역사란 무엇인가?

미림여자고등학교

미림여자고등학교

미림여자고등학교

미림여자고등학교

출강 강사: 총 31명 출강기관: 총 15개 기관/총 90회

2019년도 재능기부사업 목록

강사명 소속(대학/학부(과)) 특강 제목 대상 기관

1 강위생
의과대학

의학과
진로선택의 기준과 시기-공부방법의 왕도

서울여자고등학교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잠실여자고등학교

2 권오량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영어공부 제대로 하기 명덕외국어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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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소속(대학/학부(과)) 특강 제목 대상 기관

3 김정구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우주의 속삭임과 상대성 이론 명덕외국어고등학교

4 김제완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겨우 존재 하는 것들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

등학교

5 노화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

날까?

이대부속이화금란고등학교

명덕외국어고등학교

6 박성익
사범대학

교육학과

자신의 꿈과 잠재능력, 긍정적 학습 마인

드 형성, 효율적 기억기법과 성공적 학습

전략

서울여자고등학교

명덕외국어고등학교

7 박성현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인류과학기술 문명의 발전과 4차산업혁

명, 그리고 빅데이터
서울여자고등학교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이대부속이화금란고등학교

덕원여자고등학교

통계학의 발전과 데이터 기반 지능정보화 

시대의 미래 비전
명덕외국어고등학교

8 서유헌
의과대학

의학과

인공지능시대의 융합과학과 뇌과학 미래 서초고등학교

공부 잘하는 뇌교육법, 뇌의 신비와 비밀 인천하늘고등학교

인공지능시대의 융합과학과 뇌과학 미래 

뇌연구 분야
명덕외국어고등학교

9 손봉호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한국사회에 필요한 윤리 덕원여자고등학교

10 심창구
약학대학

제약학과
약학의 특성과 약학도의 진출 분야 명덕외국어고등학교

11 안삼환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인문학이란 무엇이며 인문학이 왜 필요한

가?
명덕외국어고등학교

12 우한용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문학과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명덕외국어고등학교

13 윤순창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원인과 대책

진명여자고등학교

수원수일고등학교

14 이무하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공학부
젊은이를 위한 성공 비결 잘 먹고 잘 살기

경기안화고등학교

명덕외국어고등학교

15 이윤성
의과대학

의학과
법의학이 뭐예요?

진명여자고등학교

현대고등학교

숭문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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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소속(대학/학부(과)) 특강 제목 대상 기관

16 이인규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진화와 창조, 유전학의 발전은 어디까

지인가

명덕여자고등학교

명덕외국어고등학교

17 이정민
인문대학

언어학과
언어학과 인지과학에의 초대

국제고양고등학교

명덕외국어고등학교

18 이정인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경제생활의 필수품 에너지와 자원에 관한 

이야기
명덕외국어고등학교

19 이현복
인문대학

언어학과

언어와 사회, 말씨가 인생을 좌우한다 서초고등학교

말씨가 인생을 좌우한다 경복여자고등학교

말씨가 인생을 좌우한다-한국어/영어 말

씨 자가 진단법
명덕외국어고등학교

20 이흥식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우리 자연자원은 모두가 보물이다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수원수일고등학교

21 정인석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지구에서 달까지
단국대학교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우주항공공학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지구저궤도 인공위성 직접 투사 대진여자고등학교

22 정홍익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중국의 부상과 21세기 세계질서 명덕외국어고등학교

23 조창섭
사범대학

독어교육과
심성수양법(마음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명덕외국어고등학교

24 진교훈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생명 존중 윤리 논산대건고등학교

25 최대권
법과대학

법학부
경제민주화-헌법과 시장경제

숭문고등학교

명덕외국어고등학교

26 최명옥
인문대학

언어학과

논리적인 글: 어떻게 읽고 어떻게 고칠 것

인가
명덕외국어고등학교

27 최성재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나의 꿈을 실현하는 생애 진로설계

서초고등학교

인천하늘고등학교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잠실여자고등학교

28 최종고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미술로 본 법과 정의 명덕외국어고등학교

29 최종태
경영대학

경영학과
인재강국 대한민국

인천하늘고등학교

명덕외국어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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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소속(대학/학부(과)) 특강 제목 대상 기관

30 한송엽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지구를 살리자: 태양광 발전과 초천도 전송

수원수일고등학교

현대고등학교

31 허승일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인문학의 진주, 역사란 무엇인가?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출강 강사: 총 31명 출강기관: 총 19개 고교/총 57회

5) 명예교수회보 2018(제14호) 발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8(제14호)을 2019년 2월 28일자로 발간하였다. 4×6배판으로 총

523쪽의 이 회보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에서 1,200부가 제작되어 배포되었다.

6) 연구보고서 발간

(1)   이인규, 이흥식, 최대권, 최종태, 황경식: 학문 후속세대를 위한 나의 학문, 나의 삶. 총 239

쪽,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후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2019. 12. 31.

(2)   심창구, 우한용, 이상억, 이인규, 이흥식, 정홍익, 조창섭, 최대권, 최종고, 최종태: 고교생의 

꿈을 위한 석학가이드(II). 총 149쪽,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2019. 12. 31.

7) 명예교수협의회 & 평생교육원 진행사업

(1) 프로그램명(가칭): 서울대지식나눔 프로그램 “한국 지성에게 듣는다”

(2)   내용: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및 현직교수의 전문적이고 우수한 지식을 eduTV 방송을 통해 

사회와 공유

(3) 형식: 출연자 인터뷰 방식

(4) 방송기간: 2020년 3월~6월(4개월간), 주 1~2회, 월 6회(총 23회)

(5) 촬영 내용

     - 교수님들의 지식, 철학, 이념, 비전 등 진솔한 이야기

     - 인터뷰 내용의 첨부할 사진 및 동영상 등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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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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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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의 조사 시에 근조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명예교수협의회 사무실

(02-880-9019)에 신속하게 연락을 주셔서, 정중한 예를 갖출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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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메일의 활용

명예교수회보는 연간으로 발간되기 때문에 신속한 정보 전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긴급한 사

항은 이메일(Email)로 알려드릴 계획이오니, 각 명예교수님께서는 자주 이메일을 확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가 없으신 분은 대학(전화: 02-880-8282)에 신청하여 개설해 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5) 명예교수연구동(150동) 연구실 사용 신청 안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연구동(150동)에 입실을 원하시는 교수님께서는 명예교수연구실 담당 직

원, 김기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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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교무과

(담당자: 임성규)

880-1395

주차권 발급 정기주차권 발급(무료)
신청서(차량등록증 첨부) 

제출(매년 갱신)

캠퍼스관리과

(담당자: 신연희)

880-5132

정보광장 이용
퇴직 후 계속 이용, 

E-mail은 10GB가능
별도신청 없음

정보화본부 IT서비스센터 

880-8282

증명서 발급
경력증명서 및 명예교수증명서 

발급(국,영문가능)

민원우편(우체국), Fax민원

(동사무소), 방문신청

교무과

(담당자: 임성규)

880-1395

도서관 이용
열람실(명예교수용) 이용, 

도서대출
명예교수 신분증 지참

중앙도서관 종합안내

880-8001

명예교수연구동 

이용

책상, 의자 및 컴퓨터 등 

사무용품, 세미나실

명예교수 연구동 

직원에게 신청

명예교수연구동

(담당자: 김기훈)

880-1364

(2) 명예교수에 대한 의료기관별 진료비 지원

1. 연간지원 금액: 1인당 최대 300만원

   * 진료비 지원비는 근로소득에 합산되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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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명예교수 및 배우자 

3. 제출처: 전 소속 대학(원) 행정실

4. 제출서류

   ①서울대병원 및 서울대치과병원 지원 신청서

   ② 가족관계 증빙서류(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③ 진료비 계산서 원본

5. 병원별 지원범위 및 지원율

   ① 서울대학교 본원, 강남센터

       (본원 진료예약: 02-2072-1311, 강남센터 진료예약: 02-2112-5500)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율(%)

종합건강

검진비

비급여

선택진료료

(외래진료 시 

진찰료 항목 제외)

선택진료료 이외

(지원항목: 입원료, MRI판독료,  

PET판독료, 초음파진단료)

명예교수 및 배우자 30   50 40

   ② 분당서울대학교병원(진료예약: 031-787-2030

지원 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율(%)

종합건강검진비

선택진료료 외

(지원항목: 입원료, MRI판독료, 

PET판독료, 초음파진단료)

치과 임플란트 시술비

(치료재료대 제외)

명예교수 및 배우자 30 40 20

   ③ 보라매병원(진료예약: 1577-0075, 종합검진예약: 02-870-3333)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율(%)

종합건강검진비

명예교수 및 배우자 30

※ 종합건강검진비는 서울대 직원 검진 패키지를 이용한 경우와 추가 검사 비용은 지원 제외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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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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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원 신청 및 지급 절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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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30일까지

•하반기: 12월 28일까지• 장학복지과에 공문으로 진료비 신청 

▼

③ 장학복지과 • 지급(계좌 입금) 기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 문의처: 소속 기관 행정실 또는 장학복지과(담당자 김민아: 880-5088)

(3) 기타

   ① 연구비 관리: 서울대학교 기관을 통하여 받는 연구비는 산학협력단에서 관리 ·지원

   ② 본교 홈페이지와 명예교수 홈페이지 링크

명예교수회보의 온라인 열람 안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는 온라인 상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홈페이지, http://emeritus.snu.ac.kr/board/annualreport 간행물란

이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snu.ac.kr/index.ax 단행본란에서 ‘서울대

학교 명예교수회보’를 접속하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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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교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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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를 발족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기금 및 찬조금 모금이 저조하여 협의회의 안정적인 운

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원 및 회원 여러분께서는 아래와 같이 회비를 납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사단법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회장  이인규

- 아    래 -

회장단 연회비: 100,000원

이사 연회비: 50,000원

일반회원 연회비: 10,000원

평생회비: 200,000원

계좌: 농협 301-0105-9804-01

예금주: 사단법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회비 입금시 성함을 필히 입력 부탁드립니다. ex) 홍길동, 이인규

*평생회비 입금시 성함을 입력 부탁드립니다. ex) 홍길동, 이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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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20 투고 안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20(제16호)가 2021년 2월 하순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명예교수님들의 글과 2020년도 학술활동(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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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9월 30일까지, 2020년도 학술활동 보고는 2020 12월 31

일까지 명예교수협의회 사무실로 보내주십시오. 매우 바쁘시겠지만 좋은 글을 투고하시어, 

2020년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를 더욱 알차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

다. 또한 번거로우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2020년도 활동기록을 남기셔서, 지금도 재임 

시절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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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9월 30일.

(2) 2020년도 학술활동 보고(기간: 2020. 1. 1~2020. 12. 31.)

     원고 마감: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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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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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적이면 이메일(emer@snu. ac.kr)에 첨부파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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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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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er monsoon. Asia-Pacific Journal of Atmospheric Sciences, 48(1), 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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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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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4) 심사위원장. 중앙훈련경연대회, 중앙공무원교육원, 2012. 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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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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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5)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석학과 대화 프로그램을 분당 중앙고등학교 및 낙생고등학교에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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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3.  5 제1차 편집위원회 개최

   1) 회보 제15호(2019) 원고 모집 및 편집, 발간 계획

2019.  3. 14 투고안내문 1차 발송

         6. 11 제2차 편집위원회 개최

         6. 26 투고안내문 2차 발송 및 편집위원께 주변 교수님께 원고청탁 독려

         9.  6 투고안내문 3차 발송

         9. 23 편집위원께 본인 및 주변 교수님의 원고투고 독려 이메일 발송

         9. 30 일반원고 투고 1차 마감

       10.  1 투고안내문 4차 발송

       10.  8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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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일반원고 투고 최종 마감

제4차 편집회의(2019. 11. 20.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오크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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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 학술 및 봉사활동 원고투고 안내문 발송

       11. 20 제4차 편집위원회 개최

   1) 추가 접수된 원고의 심의, 분류 및 교열

   2) 채택된 원고의 재교열

   3) 회보의 게재 순서 조정

   4) 학교소식 작성 의뢰

   6) 편집후기 작성

       12.  4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과 출판 계약 및 송고

       12. 16 초교본 교열

       12. 31 학술 및 봉사활동 원고 1차 마감

2020.  1.  6 출판문화원에 재교 의뢰

         1.  7 학술 및 봉사활동 원고투고 안내문 2차 발송

         1. 13 학술 및 봉사활동 원고 최종 마감

         1. 15 제5차 편집위원회 개최

   1) 일반원고 재교본 검토

   2) 학술 및 봉사활동 원고 검토

   3) 명예교수현황, 소식 및 기타 보고 검토

   4) 회보 표지 색깔 선정

         1. 15 재교본을 해당 집필자에게 발송

         2. 12 제6차 편집위원회 개최

   1) 일반원고(제1, 2, 3부) 3교본 검토

   2)   제부(학술 및 봉사활동), 제부(명예교수현황), 제6부(소식 및 기타) 초교본 

검토 및 교정 업무 배정

   3) 발간사, 축사, 편집후기 초교본 검토

         2. 28 인쇄 및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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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 집 / 후 / 기

▶ 세월이 매우 빠른가 보다. <명예교수회보> 제14호(2018)를 출간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듯한

데 제15호(2019) 간행을 앞두고 있다. 올해에도 글을 잘 쓰시는 저명한 명예교수님께서 논설, 칼

럼, 수상(시, 수필, 소설 등) 원고를 30여 편 투고해 주셨다. <회보>를 편집하며 발견하는 큰 기

쁨은 간결하고 명료한 여러 교수님의 글을 대하면서 글쓰기 방법과 심오하고 해박한 지식을 섭

렵하는 일이다. 이번 호에는 모교의 국악과 창설 60년, 대한제국에서부터 미군정기 까지 간호교

육의 토대, 경제학부의 관점에서 본 대학의 해방직후 사정, 자연과학대학 설립과 초기 발전과정, 

전기공학부의 자발적 학부제로의 통합 등 학과 학부 및 단과대학의 역사와 발전 과정 및 회고 

원고가 여러 편 접수되어 금년 <회보>의 초기 편집 목적을 잘 이루었음에 감사한다(공과대학 전

효택). 

▶ 이번 제15호의 편집이 편집위원이 된 후 어느덧 네 번째가 되는데 편집은 여전히 어렵게만 

느껴진다. 투고해 주신 옥고들 중 일부 글은 내가 소화하기에는 버거운 글도 있지만 타 전공분

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학교소식을 준비하면서 지난 제12호부터 소식이 

실려진 대학들을 살펴보니 소식이 소개되지 않은 대학이 7개 대학이나 되고 전문대학원에 대한 

소식도 전혀 실리지 않아 우리가 너무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우선 금년에 미대와 

음대의 소식을 수집해서 싣기로 하고, 다음 호부터는 빠지는 대학이나 대학원이 없도록 하면 좋

을 것 같다. 다음 호에는 미대, 음대, 그리고 전문대학원의 명예교수님들의 원고도 골고루 투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겠다(농업생명과학대학 현정오). 

▶ 공자의 논어 위정편(爲政篇)에 “…마흔에는 세상사에 혹하지 않았고(四十而不惑), 쉰에는 

하늘의 뜻을 알았으며(五十而知天命), 예순에는 남의 말을 듣고 곧바로 그 이치를 깨달았고

(六十而耳順), 일흔이 되어서는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七十

而從心所欲 不踰矩)”라는 구절이 있다. 지나온 날들을 회고해 보면, 마흔에는 세상사에 혹했고, 

쉰에도 하늘의 뜻을 전혀 몰랐으며, 예순이 되어서도 남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적이 

많았고, 이제 일흔이 넘었는데도 하고 싶은 일을 마음먹은 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성현(聖賢)의 

깊은 뜻을 어찌 헤아릴 수 있으리까! 투고된 원고들을 읽으면서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도 

있구나하는 점에서 한편으로 위안을 삼아본다(자연과학대학 최덕근). 

▶ 편집위원의 책무는 교정 등 중요 임무가 기본이지만, 어떻게 하면 좋은 회보를 만들 수 있

는가 골몰해야 하는 것이다. 단편소설이 한 편 쯤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이 번 호에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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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우한용 교수의 옥고가 들어와 한 숨을 놓았다. 조창섭 교수는 남명 조식의 직계 후손이라

서 그런지 수년간 끈질기게 조상을 기리는 옥고를 보내주고 있는데, 참 부럽기도 하다. 지나가는 

길에 몇 번 주문을 했더니, 임홍빈 위원의 글이 실리게 되어 기쁨을 더하게 된다. 수년간 다른 학

술지는 외면한 채, 오직 본 회보에만 투고한다는 일부 제자들의 원성을 듣고 있지만, 이번 호에

서도 또 듣게 되었다(사범대학 허승일). 

▶ 회보가 회를 거듭할수록 충실해짐을 실감합니다. 앞으로 회원들의 회고담 투고가 늘어나면 

후세에 서울대 역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책을 

편집하는 데에 참여하고 있음을 영광으로 느낍니다(약학대학 심창구). 

▶ 명예교수회보 제15호부터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다. 무릎 수술을 앞두고 있던 

2월 초에 전효택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명예교수회보 편집위원으로 초빙한다는 전화와 이메일을 

받고 편집위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면서 명예교수로서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승낙을 하였다. 6월 편집위원회 회의가 첫 번째로 참석한 회의였으며 이후 몇 차례의 회의에 참

석하면서 편집위원의 역할을 알아가고 있다. 한편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여러분들이 투고된 원

고를 교정하고 수정 하는 것은 물론 진지한 토론을 거쳐 명예교수회보가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편집위원의 역할이 쉽지 않은 일임을 깨닫고 있다.

명예교수님들이 기고하신 글을 읽으면서 공감하고 감명도 받았으며 새로운 지식을 접하는 좋

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 위원장께서 김금순 교수가 쓴 서울대 개학반세기사의 간호대학부분 원

고를 추천해주셔서 김 교수에게 원고청탁을 하였고 이번 제15호에 ‘서울대학교 간호교육의 토

대; 대한제국에서부터 미군정기까지’라는 주제의 칼럼을 게재하게 되었다. 김 교수의 원고는 명

예교수회보에 게재되는 첫 번째 간호대학 관련 원고가 되었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낀다. 내년

에는 ‘간호대학의 해방 이후 발전역사; 간호대학 승격 전후의 발전사’가 게재되기를 기대해 본다

(간호대학 최명애). 

▶ 올해의 ‘명예교수회보’ 제15호는 본 편집위원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은 편

집위원을 하면서 자신의 원고를 쓰는 일은 극도로 자제해 왔으나, 이번에는 나름대로의 금칙을 

깨고, 자신의 원고를 제출한 것이다. 두시언해 권25 언해의 몇 가지 오역을 지적한 것이다. 편

집위원은 명예교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원고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다른 분의 게재 공간을 내가 차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드는 것은 어

쩔 수 없다. 다른 많은 명예교수분들의 투고로 불멸의 회보가 되기를 바란다. 뜻밖에 시 한 편을 

더 추가하게 되어 더 난처하게 되었다(인문대학 임홍빈).

▶ 평소에 글쓰기를 멀리하였던 저이기에 글 쓰는 능력이 대단하신 교수님들을 뵈오면 저절로 

존경심이 샘솟는다. 이번호에는 여성 명예교수님들의 옥고를 많이 싣고 싶었으나 능력의 한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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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를 섭외하기가 어려웠는데 생활대 유안진 교수님께서 기꺼이 주옥같은 시를 보내주셔서 정

말 감사하였다. 또한 음대 이재숙 교수님께서 국악과 역사에 대해 게재해 주시고 또 새로 편집의

원이 되신 최명애 교수님께서 간호대 역사에 대한 원고를 섭외해 주셔서 여성 명예교수님들의 

옥고가 지난번보다 좀 더 많이 실리게 되어 다행이다. 앞으로 명예교수회보가 모든 명예교수님

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 더욱 내실 있게 발전하기를 기원한다(생활과학대학 황인경). 

▶ 한겨울 소한에 눈이 아닌 호우가 내렸다, 그것도 며칠씩이나. 양평을 오가며 펼쳐지는 남한

강, 그 물은 얼 생각이 없이 그저 출렁거린다. 1월인데 수양버들은 봄물 오른 듯 푸른 기운마저 

돈다. 과학저널 ‘사이언스(Science)’ 최신호에 따르면, 지난 1991~2010년 20년간의 해수 온도 상

승률이 1971~90년 20년간의 상승률과 비교해 5배 이상 빨라졌다고 한다. 2013년에 예측했던 것

보다 40%나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닷물은 온실가스로 갇힌 열의 93%를 흡수하

고, 엘니뇨나 화산폭발 같은 일시적인 기후변화에도 쉽게 영향을 받지 않아 그 온도는 지구 온

난화의 가장 확실한 바로미터로 여겨지고 있다. 세속의 일들 역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명예

교수님들의 원고를 읽고, 편집위원님들 만나는 재미로 그럭저럭 견딜만 한 세월이다(치의학대학

원 배광식).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편집위원회 

위 원 장:  전 효 택 (공과대학)

부위원장:  현 정 오 (농업생명과학대학)

위      원:  임 홍 빈 (인문대학)

 최 덕 근 (자연과학대학)

 최 명 애 (간호대학)

 허 승 일 (사범대학)

 황 인 경 (생활과학대학)

 심 창 구 (약학대학)

 배 광 식 (치의학대학원)

간      사:  박 혜 진 (명예교수협의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9, 제15호

2020년 2월  24일 인쇄

2020년 2월 28일 발행

발행인  이인규

발행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전화  02-880-9019

팩시밀리  02-871-8443

이메일  emer@snu.ac.kr

인쇄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전화  02-880-5220

ISSN 2005-0526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2020

※   이 회보에 실린 논설이나 글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저

작권법을 존중하여 무단전재나 불법 복제를 삼가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