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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교수협의회가 나아갈 길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명예교수 이흥식

명예교수협의회 사회봉사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가 창립된 지 벌써 13년이 되었고, 협의회에서 매년 발행하는 명예교수

회보가 지난해로 제16호가 발행되었으며(협의회가 정식으로 발족되기 전에 발행된 것을 포함한 것

임), 복간을 단행한 뉴스레터가 이번호로써 7호가 됩니다. 누가보아도 일취월장입니다. 그야말로 장

족지세입니다. 과문하나 전국에서 우리 명예교수협의회 만큼 활발한 활동을 하는 명예교수단체는 없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명예교수

협의회는 명예교수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1962년 7월 이래 2020년 9월까지 자그마치 1,545명이 추대

되고, 482명의 명예교수님이 타계하시어 2020년 12월 현재 1,063명이 회원인 큰 단체임에도 명예교

수협의회 활동에 참여하는 명예교수님은 극소수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명예교수회보에 실린 「학술

및 봉사활동」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회원 전체의 평균

7.2%만이 학술 및 봉사활동에 대한 연간 보고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를 대학별로 보면 가장 많은

명예교수가 계신 의대 및 의전원(181명)의 경우 1년에 약 5%(평균 9명)만이 학술 및 봉사활동에 대

한 보고를 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명예교수가 많은 공대(140명)의 경우에도 불과 연평균 약 6%(9

명), 그리고 명예교수가 세 번째로 많이 계신 자연대(122명)의 경우에도 연평균 약 7%(8명)만이 보

고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해마다 「학술 및 봉사활동」에 대한 연차보고를 하는 명예교수님은 대체

로 매년 동일한 인물이라는 점은 문제가 큽니다. 현재 회원 중 명예교수에 추대되신지 1∼5년 되신

분이 301명(28%), 6∼10년, 11∼15년, 16∼20년 되신 분이 각각 262명(25%), 189명(18%), 159명

(15%)계시며, 20년이 넘는 분이 152명(14%)이 계십니다. 되도록 최근에 추대되신 명예교수님이 많이

참여해 주셔야 명예교수협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정

년을 하신지가 오래되어 사회활동을 아니하시는 명예교수님도 계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교수제

도 자체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기에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정년을

하신지 오래되었지만 현재까지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시고, 최근에 정년을 하셨지만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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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명예교수님도 많이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12개 단과대학,

대학원 대학 3개와 특수대학원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대학원이나 대학의 사정에 따라 크게 차

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명예교수협의회에서는 많은 명예교수님이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자 재직 중 쌓으신 귀한 업적을 사회에 환원코자 재능기부를 바탕으로 한「고교특강 무료봉사」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지금은 전혀 이를 행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도한 것이 재직하시면서 이룩하신 업적을 정리하여 학

문후속세대가 참고할 수 있게 정리한 「나의 학문 나의 삶」 책자의 발간입니다. 지난 해 1권과 2권

을 발행한 바 있고, 금년에 3권과 4권을 발행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간호대

학, 생활과학대학, 음악대학, 국제대학원, 보건대학원, 치의학대학원대학,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등은

명예교수님이 여러분 계심에도 집필신청 자체가 없어 게재 우선권이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

이 게재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여부는 예산과 밀접한 관계

가 있어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나의 학문 나의 삶」 발간사업이 계속된다면

지금까지 명예교수님들이 보이신 관심과 격려로 보아 그 어떤 사업보다도 그 의미가 아주 크다고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기회를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도 명예교수협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명예교수협의회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부디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회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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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이야기 3*

바바라 헤프워스(Barbara Hepworth)의 세인트 아이브스(St. Ives)

                                           

       정형민 교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교수 (1994-2017)

    서울대학교미술관 관장 (2006-2012)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2012-2015)

영국의 서남쪽 땅끝 마을 랜즈엔드(Land's End)에서 버스로 30분 정도 타고 가 세인트 아이브스

(St. Ives) 입구에 들어서면 영국의 추상 조각가 바바라 헤프워스(Dame Barbara Hepworth, 1903∼

1975)의 조각 <에피도루스 Epidaurus> (1961)가 마을의 이정표처럼 좌대에 올려 있다.

<그림 1> Land’s End

<그림 2> Hepworth, “Epidaurus”, 1961 ⓒSt. Ives, Tate

헤프워스는 요크셔(Yorkshire) 출신으로 평생 친구였던 헨리 무어(Henry Moore, 1898∼1986)와

같이 리즈미술학교(Leeds School of Art)와 왕립미술학교(Royal College of Art)에서 수학했으며, 50

여년간 600여점의 조각을 제작했다. 1958년에 기사(Commander of British Empire, CBE) 훈장을,

* 정형민 교수님의 미술이야기는 지난 봄호부터 시작하여 모두 4회에 걸쳐 연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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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에는 여기사(Dame of British Commander, DBE) 훈장을 수여 받은 그의 공식 타이틀은 “대

영제국 여기사 헤프워스”이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 대형 공공조각을 다수 수주한 헨리 무어와 달리

작은 규모의 조각이 주를 이루는 헤프워스는 헨리 무어의 그늘 아래 머물며 그의 명성에 미치지 못

했다.

<그림 3> “Hepworth and Moore in Paris”, 1920

ⓒCourtesy Bowness, Hepworth Estate

<그림 4> Hepworth, 뒷줄 왼쪽에서 두 번째, 왕립미술학교 재학(1921∼1924) 시절

ⓒCourtesy Bowness, Hepworth Estate

2차 대전이 발발하자 많은 작가들은 안전한 곳을 찾아 땅끝까지 피신해서 세인트 아이브스에서

예술가 집단을 이루었다. 2번째 남편인 추상화가 니콜슨(Ben Nicholson, 1894∼1982)과 1939년 세인

트 아이브스로 이사 간 헤프워스는 생을 마감하기까지 이곳에 정착하였다. 1951년 이혼 후 1957년

세 쌍둥이와 헤프워스를 남겨 놓고 니콜슨이 스위스로 떠나버리자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정원을 조

각으로 가꾸면서 언젠가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조각가로서

명성을 얻게 될 즈음 1975년 작업실에서 낮잠을 자다 화재로 목숨을 잃게 되었다.

<그림 5> Sculpture Garden, Hepworth Museum, St. Ives

헤프워스는 초기에는 인체를 소재로 흙으로 모형을 뜨고 청동으로 주물 제작하는 전통적인 아카

데미 방식의 조소 작업을 하다가, 1930년대부터는 모형 없이 돌을 직접 깨거나 나무를 깎고 다듬어

만드는 새로운 방식으로 작업했다. 당시 남자 조각가가 주로 하던 엄청난 노동을 필요로 하는 작업

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헤프워스의 강인한 체구와 정신력을 상상할 수 있다.

헤프워스는 세인트 아이브스의 파도, 바람, 풍경을 소재로 작업했는데 고체의 조각으로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은 순간적인 자연현상을 1930년대부터 유행하던 추상적 형체로 담아냈다. 바람과 파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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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Hepworth carving stone, 1940년대 말 <그림 7> Hepworth carving wood, 1963
ⓒBowness ⓒBowness

스쳐 지나가며 부식시키고 마모한 듯 둥글게 다듬은 돌과 나무에 구멍을 뚫고, 외부가 아닌 도려낸

내부의 표면을 색으로 칠했다. 인체 조각에서 출발한 헨리 무어와 마찬가지로 추상성과 생체

(biomorphic)적 요소 두 가지를 동시에 표현했던 헤프워스도, 마치 자궁 같은 둥근 빈 공간을 만들

기 위해 외부에서부터 깎아 들어갔다고 한다. 공간을 점유하는 덩어리를 만드는 것이 조각의 속성인

데, 빈 공간을 에워싸는 외벽을 만든 헤프워스의 조각에서 “여성 조각가”의 정체가 무의식적으로 드

러난 것일까?

<그림 8> “Pelagos” 1946 ⓒTate collection <그림 9> “Pendour” ca. 1947 ⓒSmithsonian collection

남편과 헤어지고, 또 맏아들이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후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던 헤프워스는 1954

년에 그리스로 치유의 여행을 떠났다. 젊었을 때부터 그리스 신화에 관심을 가졌던 그는 귀국 후

<코린토스 Corinthos>(1954∼1959)와 <머리(미코노스) Head (Mykonos)>(1959), <델피 Delphi>,

<에피도루스> <델로스 Delos> 등 그리스 역사와 관련된 작품을 다수 제작했다. 헤프워스를 위해

나이지리아에서 세인트 아이브스로 어렵게 운반한 단단한 열대나무 가리아(guarea)와 흰 대리석은

오랜 시간의 연마를 거쳐 매끄러운 “수행”의 표면으로 다듬어져 있다.

<그림 10> “Corinthos” 1954-5 ⓒTate <그림 11>“Head(Mykonos)” 1959 ⓒSmithsonian

2차 대전 종전 후 1950년대부터 세계적 명성을 얻은 헤프워스는 1964년에 뉴욕 유엔본부 함마슐

드(Dag Hammarskjöld, 1905∼1961) 도서관 앞에 대형 조각, <단일 형체 Single Form>(BH32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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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제작했다. 생전에 헤프워스의 조각을 좋아하고 소장하던

함마슐드 총장은 조각 주문제작에 대해 헤프워스와 의견을 나

눈 것으로 전해지며, 1961년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 후 유엔

본부가 공식적으로 수주하여 완성되었다. 헤프워스 조각 중에

서는 제일 큰 공공조각인 <Single Form>은 여러 개의 주물을

떠서 제작하여 조각 표면에 이음 선이 드러난다. 전체는 사람

의 흉상으로 읽혀져 상부의 원형 구멍은 눈이라고도 하며, 혹

은 커다란 손으로, 혹은 우주를 상징하는 것으로 평해지기도

한다. 이후 헤프워스는 큰 규모의 공공조각을 다수 주문받게

되었고 청동주물로 제작한 그의 작품은 영국과 미국 곳곳에 세워져 있다.

<그림 13> 개막식, Barbara Hepworth, General Secretary U. Thant, Jacob Blaustein 1964. 6. 11 ⓒTopham/AP

세인트 아이브스의 헤프워스 조각 정원은 그의 조각세계의 소우주이다. 헤프워스가 추상작업을 한

배경으로는 남편이었던 니콜슨의 영향을 들 수 있다. 1930년대에 한국 화가 유영국(1916∼2002)에게

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진 니콜슨의 사각형과 원으로 구성된 <부조 Relief>(1934)는 헤프워스의

정원에 세워져 있는 <관통하는 네 개의 정사각형 Four-square Walk Through>(1966)과도 유사하

다. 인생 후반기에 완전 추상을 구상하면서 30여 년 전의 남편의 부조 작업을 떠 올렸는지 모른다.

<그림 14>Ben Nicholson, “Relief”, 1934, <그림 15>Hepworth, “Four-square Walk through”, 1966,
ⓒTate. ⓒTate

세인트 아이브스에는 영국국립미술관 테이트(Tate Gallery) 분관이 있다. 전시실 내부에서 커다란

창을 통하여 바다를 볼 수 있는 세계의 유일한 미술관으로, 이곳에 영국을 대표하는 추상조각가, 추

상화가로 헤프워스와 니콜슨은 다시 해후하여 나란히 전시되어 있다.

세인트 아이브스에 인접한 콘월(Cornwall)주의 카비스(Carbis Bay)에서는 최근에 G7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몇 차례 뉴스에 오르기도 했다. 바람과 바다에 깎여 단단해진 헤프워스의 세인트 아이브스

언덕은 마그나 그레시아(Magna Graecia)를 역류해 그리스 반도까지 눈 속에 담을 듯 우뚝 서 있다.

아득해서 더 정이 가는 곳이다.

<그림 12> “Single Form” 1964, New

York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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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Tate, St. Ives

<그림 17> St. 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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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의 샘

노병들이여 이젠 사라져 줍시다

                                            

    이무하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공학부 명예교수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술에 취한 남자들의 노상방뇨는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이런 꼴불

견은 세대를 이어 벌어졌고 도무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궁금했다. 언젠가 한 선배의 설명은 명쾌

했다. 어른들이 술을 먹고 노상방뇨를 하는 모습을 본 애들은 자신의 기억 속에 그 사실을 입력해놨

다가 자라서 성인이 된 후에 술이 취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 행동을 따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러한 악습을 나라 전체에서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한 세대가 일시에 사라져 본받을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도시 한복판에서는 더 이상 노상방뇨를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외진 변두

리에서는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한 세대가 일시에 사라진 적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 한국전쟁을 겪고 모든 것이 힘들 때 사람들은 생존을 위하여 무슨 짓이든 하였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짓말은 기본이고 훔치고 남을 속이는 일은 다반사였다. 경제발전을 위해 온 나라가 발버

둥 칠 때는 해외에 나가서도 국제 사기꾼 수준으로 무역에 매진하여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에 이르

렀다. 그래도 나중에 다 용서가 되었고 웃으면서 당시의 이야기를 무용담으로 이야기한다. 살기 위

해서 그랬고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 선현들의 가르침은 이와

는 정반대이다. 소위 사람답게 사는 것은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인간의 도리는 지키는 것이었다.

우리가 인의예지를 지키면서 그 당시를 지냈다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질문은

무척이나 어리석은 것 같다. 이제는 해외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은 신용을 잘 지키는 믿을만한 국제

인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비록 개중에 잘못 배운 졸부들의 돌출행동으로 인한 어글리 코리안의 문

제는 여전히 해외 개도국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전형적인 한국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한 속물

근성을 보여주는 증거에 다름 아니다.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정치인

의 사고방식이나 행태는 20세기의 것이다. 과거 한 기업인이 지적한 대로 3류 정치의 모습을 벗어나

지 못하고 있다. 세계화에서 만국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것은 정치만은 나라마다 달라 세계화가 이루

어질 수 없는 분야라는 것이다. 한 나라의 정치는 그 나라 국민수준의 반영이라고 한다. 사회의 모

든 분야에서 가장 영향이 큰 요인 중에 정치는 필수요소로 포함된다. 이것은 한 나라에서 정치가 그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아울러 정치가 잘못되면 나라가 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렇게 중요한 정치를 주도하는 세력이 항상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라와 국민을 내세우며 자

기 밥그릇 싸움에만 몰두하면 새로운 세대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서양에서는 혁신적이고 젊은 정치인들이 혜성같이 나타나 나라를 이끌고 나가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반면에 동양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보기가 매우 어렵다. 이건 아마도 서양에서는 장유유서

라는 연륜문화가 없는 반면에 동양에서는 유교적인 보수적 사고방식이 사회전체를 지배하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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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인 것 같다. 우린 대부분의 국민들이 젊음은 비록 패기는 있지만 경험이 부족하고 무모하여 나

라를 경영하는 정치를 맡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꿔 역사를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 이전의 우리 역사에서 젊은(?) 나이에 나라를 구한 선비들이 많

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젊은이들이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혜롭고 혁

신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다만 그들이 기성세대의 구태를 배우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일 것이다.

우리가 흔히 듣는 ‘잘 나갈 때 떠나라.’는 말은 기성세대가 새겨두어야 할 이야기이다. 이것은 사

람들이 아쉬워하며 박수를 칠 때 명예롭게 퇴진하라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노병들은 오히려 가을비

에 젖은 잎사귀가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아등바등하다가 밀려난다. 온

갖 추태를 보이다가 불명예스럽게 퇴진하는 모습, 조용히 사라지지 않고 등 떠밀려 나가는 초라한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말아야 한다. 술 취하면 노상방뇨하고, 살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던

세대는 자신들이 이룩해 놓은 이 좋은 세상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명예롭게 떠나주어야 한다.

다음 세대가 우리의 추태를 배우지 않도록 일시에 퇴장하여 새로운 세상이 이 나라에 도래하게 해

야 한다. 앞으로의 세상은 그들의 것이고 그들이 이끌어나가야 한다. 자신들이 주도하여 나라를 끌

고 가다가 잘못되어 노병들의 도움을 청하면 기꺼이 도와주고 깔끔하게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야 한

다. 한국전쟁의 영웅인 미국의 맥아더 장군이 퇴임사에서 남긴 유명한 미육군 군가의 한 구절, “Old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노병들은 결코 죽지 않고 다만 사라져갈 뿐이다.)”라는 말

을 남기고 기성세대는 무대에서 스스로 퇴장해 줘야 한다. 이것이 사람들이 아쉬워하며 자랑스러워

하는 노병들의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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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의 샘

노인과 분리불안장애

                                            

    오석홍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명예교수

2021년 4월 30일 75세 이상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19 백신 두 번째 접종을 마쳤다. 접

종과정에서 좋은 대접을 받았다. 주민복지센터(동사무소)에 모인 노인들을 안내원이 친절하게 모시

고 버스에 태워 접종장소에까지 가서 접종 절차를 마친 뒤 다시 버스에 태워 출발했던 장소까지 데

려다 주었다. 십여 명에 불과한 참여자들이 대형버스에 탔으니 자리가 모자란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다. 가고 오는 과정에서 군데군데 안내원들이 포진해 있었고 인원점검은 철저히 했다. 따라간

노인들이 길을 잃거나 버스를 놓칠 가능성은 없었다. 뒤처진다고 백신을 못 맞을 리도 없었다.

그런데 말이다. 여기서부터 내 이야기의 단초가 열린다. 따라간 노인들이 단계별로 이동할 때마다

몹시 서두르는 것을 보았다. 노인 중에서도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사람들일수록 서두르는 모습이

더 확연했다. 버스를 타러 갈 때마다 허겁지겁 앞사람을 제치고 안내원의 꽁무니에 붙어 걸었고, 접

종장소에 들어갈 때는 접종을 먼저 받으려고 잽싸게 행동했다. 어떤 연령층의 사람들이든 좌석이 지

정되어 있는 장소 또는 운송수단 등에 들어가면서 먼저 들어가려고 서두르는 행동을 흔히 보지만

노인층에서는 그런 행동성향이 더 두드러지는 것 같다. 같이 행동해야 하는 무리에서 떨어지고, 안

내원의 시야에서 벗어나면 잊히고 버려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잠재의식적 공포심 때문일 거라는 생

각을 해 보았다.

노인들의 이 ‘서두름’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다양한 관점과 개념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내게는 근래 얻어들은 ‘분리불안장애(separation anxiety disorder)’라는 개념이 떠오른

다. 의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의 양해를 구하고 이 개념을 잠시 빌리려 한다. 분리불안장애는 좋아하는

사람, 자기를 보호해 주기 바라는 사람과 떨어지는 것에 대한 지나친 불안감 때문에 빚어지는 병적

증상이라고 한다. 주로 소아정신과에서 쓰이는 말이라고 하지만 노인들의 이상행동을 설명하는 데도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늙으면 애같이 된다고 하지 않던가.

남성 노인들에게서 애같이 되는 모습이 더 많이 관찰된다. 사회생활 ․ 직업생활이 끝난 할아버지

들의 쓸모는 급격히 감퇴한다. 특히 가정 내에서 더욱 그러하다. 가정에서 할머니들의 역할이 여전

히 지속되거나 오히려 강화되는 것과 대조된다. 우스갯소리지만 이삿짐 차에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타고 기다린다고 한다. 버리고 갈까 두려워 그런다고 한다. 할아버지들은 아내가 외출하면 어디 가

느냐고 꼬치꼬치 묻고 따라가려고 보챈다고 한다. 바쁜 자녀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노상 징징댄다

고 한다. 할아버지들의 마지막 의존처인 처자식에게서라도 버림받지 않으려는 간절함을 비꼬는 것

같아 씁쓸하다.

세상은 노인들의 분리불안장애를 점점 더 많이 유발하는 조건을 만들어가고 있다. 산업화가 시작

되면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퍼져갔다. 정보화가 촉진되면서 인간적 소외는 끝없이 깊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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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정보화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미처 적응하지 못하는 노인들은 도처에서 홀대의 대상이 된다.

가상공간의 네트워크 공동체에 끼이지 못하는 노인들은 인간세상에서 겉돈다는 자괴감을 느낄 수밖

에 없다. 노인을 공경하라는 문화적 강제도 허물어져가고 있다. 1차 집단적 관계들은 두루 메말라

가고, 가족관계의 폭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고령사회에서 오래 사는 노인들은 후속세대에게 짐

덩어리로 변해 간다. 적어도 그렇게 인식되어 간다. 이런 변화들은 노인들의 분리불안을 부추기는

큰 악재이다. 작금년의 코로나 19 팬데믹은 분리불안증상을 보이는 노인들에게 최악의 사태이다.

사람들은 모두 다소간에 분리불안의 감정을 품고 살겠지만 그게 지나치면 무슨 장애 또는 증(症)

이라는 병명이 붙게 된다고 한다. 사람이 늙어갈수록 분리불안의 정도는 커가는 것 같다. 세상으로

부터 버림받는다는 생각은 노인들에게 공포일 수밖에 없다. 사람이 늙어갈수록 사람들로부터 분리되

고 소외되는 것을 면하려는 욕구는 애정적 ․사회적 욕구의 차원이 아니라 그보다 우성(優性)이 강

한 안전욕구의 차원으로 변해가는 것 같다. 커져가는 분리불안의 공포를 다스리는 일은 노령층의 큰

현안이다.

사람들은 분리불안을 이기기 위해 마음의 수양을 권하는 등 여러 가지 명언과 교묘한 방법들을

고안해 왔다. 죽음조차도 이 세상에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곳을 향해 스스로 이 세상을

버리는 것이라 생각하려고 안간힘을 써 왔다. 그래서 죽는 것을 기세(棄世)라 표현함으로써 내가 세

상을 버리는 것이라고 위안을 삼으려 했다. 종교에서는 소천(召天)이니 귀천(歸天)이니 열반(涅槃)이

니 하는 말을 써서 죽음으로써 사람이 버려지는 것이 아님을 설득하려 애썼다. 환생(還生)이라는 말

을 만들어 되돌아온다는 생각을 갖게도 한다.

인간들이 고안한 여러 방책에도 불구하고 분리불안감을 끝내 이기지 못해 병적 증세를 노출하는

늙은이들이 적지 않다. 분리불안증의 표출 양태는 다양할 것이다. 흔히 노욕이니 노탐이니 하는 것

도 그중 한 양태라고 생각한다. 노욕의 심층심리에는 분명 분리불안장애가 자리 잡고 있으리라. 세

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잊히고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노욕행태의 한 전의식적 동인(前意

識的 動因)이 아닐까 싶다. 노욕 때문에 오욕(汚辱)의 길을 헤매는 늙은이들에게서 어떤 불안증상이

느껴진다. 허명(虛名)을 탐하면서 보람 없는 일로 젊음을 보낸 사람들일수록 분리불안장애와 노욕

증세가 더 심한 것 같다.

욕구는 인간의 불가결한 속성이다. 욕구가 있기에 인간인 것이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욕구를 버

릴 수 없고 버려서도 안 된다. 그러나 욕구의 발로는 건강해야 하며 사회상규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

다. 염치를 차리려고 하는 욕구의 발로도 함께 있어야 한다. 방향이 잘못 되고, 그 정도가 지나친 노

인들의 욕구 발로를 노욕이라 해서 지탄하는 것이다. 노욕은 자기 자신의 정신건강에도 해롭다. 노

욕은 노욕을 낳는다. 노욕의 굴레에 갇힌 사람은 결국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 없고, 젊음은 늙음을 이길 수 없다. 늙으면 인간세상과 멀어지고 종당에는

인간세상과 하직한다. 이런 이치를 거스르려는 헛수고로 심신을 고달프게 할 일은 아니다. 어찌 생

각하면 노년의 고적(孤寂)과 적막(寂寞)은 귀한 선물일 수 있다. 고적 속에서 적념(寂念)하는 것이

바람직한 노년의 길이 아닐까.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되지만 쉬운 길은 아니다.

내 자신도 내 안에 잔화(殘火)처럼 남아 있는 노욕 부스러기들을 다스리기 힘들 때 속이 상한다.

아직도 탈진(脫塵)을 못하니 한심한 것이다. 말년에 편하려면 노욕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할 터인데

어쩌나.

이 글을 쓰는 것도 분리불안의 소산(所産)이 아닌가 싶으니 살짝 면구스럽다. 다만 여기저기 글

쓰는 것이 내 직업이니 이것만은 독자들의 관서(寬恕)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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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작 소개

안삼환 장편소설 <도동 사람>을 읽고

                                            

    최종고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명예교수, 시인

독문과 안삼환 명예교수께서 정년 후 11년 만에 최초의 장편소설을 출간하셨다. 안 교수는 국내외

에서 인정받는 토마스 만(Thomas Mann) 연구의 권위자이신데, 이번에는 연구서가 아니라 아예 친

히 소설 작품을 써서 출간한 것이다.

제목 『도동(道東) 사람』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도동은 현재 경북 영천읍 도남동(道

南洞)의 옛 이름으로서 광주 안씨 집성촌인데, 입향조(入鄕祖)는 세자시강원 설서(說書)로 인종을 보

도(補導)했던 안증(安嶒)이다. 인종이 즉위한 지 9개월 만에 승하하고 그의 배다른 동생 명종이 즉위

하고 문정왕후와 소윤이 득세하자 안증은 장차 을사사화가 일어날 조짐을 알아보고 과감히 벼슬을

버리고 자신의 처가가 있던 영천으로 물러나면서, 이 마을을 “도가 해동으로 왔음”을 의미하는 ‘도

동’으로 칭했다.

소설의 표지를 보면, 『도동 사람』이란 제목 위에 독일 뤼벡 시에 있는 토마스 만 기념관 부덴브

로크-하우스의 실루엣이 보이는데, 이것은 아마도 동·서양의 정신적 전통과 그 조화를 상징하는 듯

하다.

안교수가 퇴임 후 10개 성상이 지난 시점에 자신의 고향과 자기 학문에 대해 이런 소설 작품을

써낸 것은 참으로 경탄스러운 일이다. 필자는 책이 너무 재미있고 감동적이라 꼬박 사흘에 걸쳐 독

파하였으며, 우리 문화와 독일 문학에 대해 많은 것을 새롭게 인식한 한편, 현재 우리네 삶의 모습

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주인공 안동민은 도동 마을에서 태어나 대구의 고교시절 법대를 가려다 독문과를 지망했으며, 서

울에 올라와서는 가정교사로 입주, 한 여학생을 가르쳤는데, 우여곡절과 10여 성상의 세월을 보낸

끝에 결국 결혼하기까지 이르며, 30년 가까운 결혼생활을 하던 중 안타깝게도 부인과 사별한다. 이

순애보의 주인공 안동민은 독문학자로 많은 연구업적을 내고, 드디어 독일정부로부터 십자공로훈장

까지 받는다. 또한, 그는 한국독어독문학회장으로서 교육부 당국의 잘못된 제2외국어 정책을 바로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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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분투하였고, 인문정책위원장으로서 한국의 인문교육 및 한국문화의 인문화를 위해 노력한 실패

담을 솔직하게 적고 있다. 작가는 주인공의 이런 공적을 자서전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

이 학생시절부터 품어온 정의감과 절의의 정신을 인문학자로서 실천하고자 했던 온갖 투쟁이 부딪

히게 된 한계와 실패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또한, 이 무렵 주인공은 불교의 원효사상을 연구하여 독일에서 발표하기도 하고, 동양고전 연구반

에서 한문으로 우리 선비들의 전고(典故)를 공부하는가 하면, 에베레스트 트레킹까지 하면서 동양의

정신과 문화를 몸소 배우며 일종의 정신적 귀향을 체현하는 지성적 모험을 감행한다. 정년 후에는

한강변 아파트를 떠나 낙산 8부 능선에 있는 우거(寓居) ‘도동재(道東齋)’에서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

고 있는데, 이것이 일생을 수미일관하게 살아온 주인공 안동민의 자화상이다.

저자는 소년시절부터 글쓰기를 좋아하여 학생 백일장에서 장원으로 뽑히기도 했고, 청년 때는 독

문과에서 이청준 선배의 격려도 받으면서 작가를 동경해 왔다. 이번에 마침내 첫 장편소설을 내어

드디어 이청준 선배의 모범을 따른 사실은 한국 인문학사에서도 하나의 뜻깊은 이정표라 할 만하다.

그러나 안 교수는, 필자가 축하 전화를 드리자, 그저 오랜 세월 해온 “소설 공부를 한번 실천해 본

것”에 불과하다며, “도끼자루 썩는 줄도 모르고 다른 세계에 머물다가 뒤늦게 젊은 날의 꿈을 실현

해 본” ‘반세기 지각생’이 새삼 무슨 소설가일 수 있겠느냐며 겸연쩍어하셨다.

이 소설의 형식은 괴테의 교양소설(Bildungsroman)에 가깝다. 하지만, 독일의 교양소설이나 한국

의 성장소설은 주인공이 결혼을 하거나 성년에 도달하면 대개 작품이 끝나는 데에 반해, 『도동사

람』은 자서전도 회고록도 아니고, ‘주인공의 선친의 유년시절부터 주인공의 죽음’까지를 다루고 있

기 때문에, 임홍배 교수의 지적과 같이 ‘확장된 교양소설’이다. 하지만, 책 뒷부분에 후배이자 학과의

동료였던 임홍배 교수가 ‘격동의 시대를 헤쳐 온 학자의 길’이란 해설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도동

사람』은 세계 최초의 ‘학자소설’로 볼 수도 있을 것이며, 지난 100여년 동안의 주인공의 집안 내력

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시대소설’ 또는 ‘역사소설’이기도 하다.

안교수와 함께 같은 캠퍼스를 밟으며 살아온 우리 서울대 명예교수들에게는 이 책이 각별한 흥미

와 공감을 불러일으킬 듯하다. 명예교수협의회에서는 현재 <나의 학문, 나의 삶> 총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우리의 학문이 이 시대의 문제와 아픔 속에서 얼마나 다기한 굴곡을 겪어왔는지 이런 작품

을 통해서도 기록될 수 있음이 참고가 될 듯해서 몇 마디 적었다. (『도동사람』, 부북스, 2021.6.30.

발간, 632쪽,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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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작 소개

세계문학 속의 한국전쟁

최종고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21년 6월 와이겔리 출판

 지난해에 70주년을 맞은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비극

이면서 16개국의 유엔군이 참여한 20세기 대전쟁의 하나이다. 최

근 국내에서 ‘잊으려는 전쟁’처럼 보이는 현상에 경각심을 불러일

으키고자 최종고 명예교수는 이 전쟁이 세계사적 지평에서 어떻

게 기록되었고, 문학에서 어떻게 작품화되었는지를 규명하고자 이

책을 발간하였다.

이 책에는 한국전쟁을 문학작품과 르포, 회고록 등 다양한 내용

과 형식으로 저술한 38인의 세계작가들을 발굴하여 소개하였다.

최 교수는 작품을 다루기 전에 우선 작가의 경력, 특히 한국전쟁

과 관련된 발자취와 그에 대한 평론을 소개하며, 최 교수와의 인

연도 부언하였다. 작품의 대략을 설명하면서 핵심적인 부분을 원

문에서 전재함으로써 작품의 성격을 극명하게 드러내었으며, 해당

작품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과 역사적 의미를 반추하였다.

이 책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에는 더글러스 맥아

더, 리지웨이 같은 참전군인은 물론 영국 옵저버지의 특파원으로

한국에 파견되어 전쟁을 취재하다 평양에서 체포되어 33개월 동

안 포로가 되었던 캐나다 국적의 필립 딘이 남긴 생생한 체험담

이 실려있다. 제2장에는 전쟁포로의 중립국 송환문제를 책임졌던

인도의 코덴데라 수바야 티마야 장군이 펴낸 판문점 일기 그리고 여기자로 전쟁 발발 이틀 후에

한국으로 건너와 그 해 연말까지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여 자유를 위한 희생 을 출간한

마거리트 히긴스 등 8명의 증언과 기록을 수록하여, 한국전쟁의 실상을 되돌아 볼 수 있게 하였다.

이 책의 핵심인 제3장에는 “세계문학에서 발견한 한국전쟁”이란 제목이 달려있다. 펄 벅 여사가 미

국이 한국전쟁에 대거 참전하면서도 한국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미국인의 이해를 돕고자 한국을

무대로 저술한 소설 3편을 소개하였다. 또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화 <모정>에서 윌리암 홀든이

배역한 종군기자 이안 모리슨이 한국전선에서 <모정>의 저자인 연인 한수인에게 보낸 편지 여러

통을 번역하여 제시하였다. 편지에서 이안 모리슨은 전쟁의 참혹성을 고발하며, 미국이 전쟁에 임하

는 자기중심적 태도를 비판하면서 고난에 처한 한국인에 대한 동정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 외에도

지금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한국전쟁에 관한 작품을 찾아내 모두 13명의 작가와 작품을 소개

하였다. 제4장에는 “역사쓰기와 역사 만들기”란 제명 하에 한국전쟁에 관한 방대한 기록을 정리하며

역사적 의미를 연구한 저서 그리고 소설 형식으로 한국전쟁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작품을 수록하였

다. 마지막 제5장에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작가 리처드 김, 타이 박, 이창래, 수잔 최 등 4명

의 작가가 한국전쟁을 무대로, 또는 한국전쟁에서 상처받은 한국인이 미국에서 트라우마를 잊으려

처절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작품을 다루었다.

최 교수는 한국전쟁은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을 수 있는 주제임을 강조하고자 그리고 ‘잊

혀질 수 없는’ 아직도 진행형인 한국전쟁의 의미를 보다 바르고 깊게 이해하고자 어렵게 자료를 모

아 이 책을 발간하였다고 서문에 밝혔다.

최항순, 소식지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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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작 소개

기생충학자 채종일교수의 글모음

채종일 의과대학 명예교수

2021년 8월 도서출판 지누

  채종일교수가 칠순을 맞아 그동안 써왔던 글들을 모아 “삶 그리고

이야기”란 부제가 달린 책을 출간하였다. 채교수는 평생을 기생충에

대한 연구에 매진하여 2020년에 대한민국학술원 학술상을 받았으며,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출판담당 부원장으로 재임시 “창”이란 학술잡

지를 창간하여 회원의 높은 호응을 받기도 했다.

이 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반에는 채교수의 삶과 연

관된 수필형태의 글 열여덟편을 모았고, 후반에는 채교수의 전공인 기

생충 연구와 이에 관련된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글 18편을 간추려 수

록하였다.

삶에 대한 수필을 비롯한 많은 글은 의사동인지인 <박달회>에 게

재했던 것을 조금씩 다듬어 수록하였고, 기생충에 관한 최근의 글은

현재 경향신문에 연재 중인 “채종일의 기생충 X파일”에 기고한 글을

전재하였다.

첫 이야기인 “송어의 수난”은 저자가 1983년 환자 7명에게서 길이

5-8미터 정도의 廣節裂頭條蟲 성충을 검출한 결과를 대한기생충학회에 발표하면서 벌어진 해프닝에

대한 이야기다. 이 기생충은 연어나 송어가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중학교 교

과서에도 기술되어 있고, 위의 환자 모두가 송어를 먹었다 해 논문에 송어가 감염원으로 추정된다고

썼다고 한다. 그런데 유명 일간지의 기자가 채교수와 인터뷰를 한 다음 신문에 ‘송어에도 기생충이’

란 제목의 기사를 써 당시 국내에서 성업 중이었던 송어양식업자로 부터 심한 항의를 받았던 곤혹

스러웠던 기억을 전하고 있다.

삶에 대한 열 번째 글은 “아날로그세대”란 제목이 달려있다. 이 글에서 저자는 그 옛날 타자기에

스텐실용지를 끼워 시험문제를 출제한 다음 등사실에서 시꺼먼 잉크를 롤러에 발라 한 장씩 손으로

밀어내 등사했던 시절에 8-비트짜리 초기 컴퓨터가 등장해 워드프로세서로 시험문제를 입력한 다음

“프린터” 키를 눌러 자동으로 문제지가 인쇄되는 모습에 놀랐던 기억을 회상하였다. 그렇게 첨단 디

지털 문명에 빠르게 적응했던 젊은 시절이었지만 이제는 3D프린터, 5G휴대폰, 인공지능이니 하는

첨단 사이버문명속에서 자신이 아날로그세대로 비쳐지는 심경을 피력하였다.

후반부의 열 번째 글에서 채교수는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받아 유명해진 “영화<기

생충>”을 기생충학자의 관점에서 흥미롭게 분석하였다. 우선 기생충은 숙주와 종이 달라야 하며, 인

간을 기생충이라 부를 수 없으므로 이 영화의 제목은 “기생충적 존재”가 옳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 영화는 내용적으로 기생충의 필요충분조건인 ‘숙주의 체표 또는 체내에서 기생한다’는 조건과 ‘숙

주의 동의없이 영양물질을 빼앗아 먹는다’는 두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고 있다고 평한다. 그

런 다음 이 영화와 기생충을 정의, 분류 그리고 병원성의 관점에서 그 특성을 표로 제시해 기생충학

에서 바라 본 이 영화에 대한 분석이 매우 흥미롭다.

이 책을 읽으면 저자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삶에 충실한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최항순, 소식지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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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탐방*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술림

1. 학술림 연혁

숲은 식물 공동체이며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로 지구 생물권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숲의 다

양한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모니터링을 통한 정보 수집이 필수이며 이를 위해 국내

외 대학에서는 학술림(University Forest)을 설치하여 산림과학 분야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는 장으

로 활용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술림은 「서울대학교 학칙」 제2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있다. 우리 대학의 전신인 수원농림전문학교가 1913년에 설립한 수원연습림**(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을 시작으로 신규 지방 학술림의 설치와 이관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는 경기도 수원시 칠보산학술

림(1928년, 118ha), 전라남도 광양시·구례군 남부학술림(1946년, 16,182ha), 경기도 광주시 태화산학

술림(1979년, 795ha)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립 초기에는 조림, 육림, 양묘, 부산물 생산 등 국가적으

로 필요한 임업 시험연구를 수행하고 임학 발전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최근에는 멸종위기

동식물 연구와 학술림 교육연구 활성화 기반 구축, 산촌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등을 통해 생태

분야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서비스 가치를 증진시키는 역할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림 1> 남부학술림 양묘장 실습(1975년) <그림 2> 남부학술림 조류 관찰 실습(2016년)

2. 조직 및 시설 현황

학술림 업무는 학술림장(교수 겸보)이 총괄하며 예하에 운영위원회와 연구부가 있어 운영과 연구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학술림은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고 기능적인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곳의

지방학술림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장 관리를 위하여 각 사무실이 배치되어 있다. 관악캠퍼스 내에

위치한 본부학술림은 지방학술림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관악캠퍼스 조경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

행하고 있다. 학술림에는 18명의 법인직원과 1명의 학사운영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학술림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

남부학술림의 대표적인 교육연구 지원시설은 2018년에 완공된 남부학술림 산림교육연구센터로, 건

물 내부에는 대형강의실과 연구실, 사무실이 배치되어 있다. 산림교육연구센터 주변에는 1930년에

설치된 수문시험장을 비롯하여 100년이 넘는 조림지, 13ha에 달하는 수목관찰원과 0.8ha의 수목증식

* 소식지에 관악캠퍼스 외 본교 캠퍼스를 소개하는 기사를 차례로 게재하고 있으며, 그 네 번째로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술
림을 찾아갑니다.

** ‘연습림’ 명칭은 대통령령 제18301호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2006년 ‘학술림’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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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6.5km의 자연관찰로가 자리잡고 있다. 또한 남부학술림에는 연곡관리소와 직전관리소에 숙소 및

강의실 시설이 있어 교육연구활동의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태화산학술림에는 자연자원종합연구동과 자동기상관측장비와 같은 데이터수집 장비를 비롯하여

풍동실험장치, 기상측정타워, 사방댐과 플럭스타워 등이 설치되어 있다. 플럭스타워는 2010년 국립환

경과학원에서 설치한 42m높이 규모의 타워로서 기상과 탄소, 수분 수지를 측정하여 물질 순환을 분

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칠보산학술림은 강의실 등 교육 시설과 자동기상관측장비, 13ha에 달하는

묘포장과 온실을 보유하고 있다. 칠보 묘포장은 학생 실습과 연구 및 서울대학교 조경수 공급을 위

해 1968년 10월 조성되었으며, 느티나무 외 98종 41,270주묘목의 조경수와 묘목을 보유하고 있다.

학술림은 연구 및 교육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구축·개선하고 있으며, 숙소가 있는 남

부학술림과 태화산학술림은 교내구성원과 외부인에게 모두 개방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술림 홈페이

지(uf.snu.ac.kr) 시설물 예약하기 메뉴를 구축하여 숙소 및 강의실을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자연 친화적 숙소로 인식되어 교내외 이용자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그림 3> 학술림 시설물. ① 남부학술림 산림교육연구센터, ② 태화산학술림 자연자원종합연구동, ③

칠보산학술림 관리동, ④남부학술림 중강의실, ⑤태화산학술림 플럭스타워, ⑥칠보학술림 양묘장.

3. 비전 및 발전 전략

학술림의 중장기 비전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창의적 공동체의 숲이다. 이를 위하여 교육, 연구,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로 도약한다는 발전 방향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생태·환경 교육을 시행하고 세계적 수준의 융복합 생태·환경 과학 연구를 수행하며, 사회에 공

헌하는 생태·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부문별 미션을 실천하고자 한다.

학술림은 기본적으로 교육 및 연구 기능을 강화해 나가면서, 동시에 법인화 체계에 맞추어가는 학

내 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한다. 미래의 서울대학교 학술림은 대학

부속시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육 및 연구, 서비스 기능의 측면에서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산림

과학 및 생태 분야의 거점 센터로서 발전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술림의 주요 기능을 교육,

연구, 서비스 기능으로 크게 분류하여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학술림은 장기적으로 교육,

연구 및 서비스 기능을 점차 확장해나가고자 한다. 현재 서울대학교 구성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기능을 점차 확대하여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국내외 대학뿐만 아니라 청소년 및 일반 국

민을 대상으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산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갖추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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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서울대학교 학술림 비전과 중장기 발전 방향

4. 서울대학교 법인화에 따른 당면 과제

2011년 서울대학교 법인화 당시 학술림은 교육과 연구 목적으로의 활용 범위, 지역 단체의 상황

등의 논란으로 무상양도가 보류되었으며 현재까지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관리위탁 또는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관리 중이다. 특히 남부학술림 지역에서는 과거 국립대학 서울대가 아닌 법인

이 지역의 산림을 소유하는 것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만 양도를 요청하고 있으나 여전히 지역사회 일부 단체에서 반발하고 있는 상

황이다.

소유권의 미확보는 교육과 연구 수행에 있어 제약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구 축조물이나 연구시설

신축 시 교육부의 허가가 필요하고 간벌 또는 벌채와 같은 원형 변경이 필요한 연구도 일일이 허가

를 받아야 하기에, 교육과 연구에 제약을 받고, 연구 시설 설치와 적극적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 이

에 따라 학술림에서는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시설을 양도받아 학술림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인화 이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대학교가 법인이 되었으나 국가 공공기관으로서 가지는 지역사회 기여라는 책무와 지역사회

와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술림은 법인화 이후 지역사회로

부터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  분 목  적

법인화 전

(포괄적 

관리권 행사)

법인화 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양여

(소유권 확보)
 사용허가

 재산사용  교육·연구용  가능  가능  가능

 사용료  교육·연구용  무상  무상  무상

 사용기간  교육·연구용  제한없음  제한없음  5년

 영구축조물 설치  교육·연구용  가능  가능  불가

 원형변경

(벌목 등)
 교육·연구용

 가능

(지자체 협의)

 가능

(지자체 협의)

 불가

(사전 승인 후 가능)

제3자 사용허가

(고로쇠 채취 등)
 주민편의  가능  가능  불가

 재산의 매각  재산의 운용  가능 불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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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 교류

글로벌시대에 발맞추어 서울대학교 학술림은 해외 유수 대학의 학술림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

다. 정기적으로 아시아 지역 국제학술림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도쿄대 학술림, 큐슈대 학술림 등 아시

아 대학 학술림과 학술, 교육 활동을 교환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보골농과대학, 오레

곤주립대학 등과도 학술 교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북해도대학과는 2001년부터 학술림 공동 실습

과정을 개설하여 매년 학부 학생과 직원이 북해도대학과 서울대학교 학술림을 교환 방문하여 공동

실습에 참가하고 있다. 코로나 팬더믹 이후에도 국외 대학 및 관련 기관의 교류 협정이 증가하고 있

으며, 최근 온라인으로 서울대-큐슈대 공동 학술 대회를 개최하여 학술림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서울대학교 학술림은 국내 학술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해외 학술림 간 협력에도 힘쓰고 있다.

6. 서울대학교 학술림의 향후 역할과 과제

서울대학교 법인화 체계 출범에 따른 대내외적 여건과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변화, 산림생태계 서

비스 기능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자연 및 산림과학 분야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서울대학교 학술림도 새로운 발전을 위한 힘찬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산림과 생태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서 큰 역량을 발휘해온 서울대학교 학술림은 국제적 경

쟁력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 서울대학교 학술림은 세계 유수 대학 학술림과 비교했을 때 인적·물

적 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서울대학교 학술림이 명실상부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육·연구·서비스의 주체인 서울대학교가 학술림에 대한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한다. 국가로부터 임대 또는 관리 위탁을 받으면 현재의 학술림 활동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대학교 학술림에 대해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요구와 기대가 공존하고 있고 서울대학교와

지역사회, 정부 부처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상충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학술림 운영에 다양한 요구

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방된 거버넌스 체제 확립이 필요하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울대학교 학술림

의 절대적 가치는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양질의 교육 서비스와 실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러 분야의 과학 기술과 지식을 융합하여 창조적인 지식 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생태 환

경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재산권 문제와 지역사회와의 불안정한 관계 속에서도 학술림은 한국을 대표하는 산림실습·연구기

관으로 기후변화와 각종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 생태모니터링 본거지로서의 임무를 성실

히 이행하고 있다. 더불어 그간 걸림돌이었던 학술림의 소유권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어 앞으로 학

술림의 가치와 잠재성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연습림, 1996, 서울대학교 연습림 50년

서울대학교, 2006, 학술림 발전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2016, 학술림 무상양여 국유재산에 대한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

 등기·등록  재산관리  가능  가능  불가

 용도폐지  재산관리  가능  가능  불가

 사용료 징수  재산관리  가능  가능  불가

 변상금 징수  재산관리  가능  가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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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식

본교 홍보팀에서 작성하여 배포하는 ‘뉴스클리핑’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관심있는 기사제목을 클릭하시면

관련 기사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 2021 THE 아시아 대학평가

· 총장 “진정한 대학생활 필요” 2학기 대면수업 실시

· 총동창회, 제23회 관악대상 수상자 선정

· QS 2021 세계대학평가

· 서울대, 법인화 10주년 백서 발간

· 오세정 총장, ‘2022교육과정 개편, 한국의 미래 좌우한다’ 웨비나 참석

· 서울대, 2학기 전면 대면수업 첫 시도

· 서울대·우리금융·관악구,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업무협약

· 오세정 총장, ‘SW/AI 교육 특별포럼’ 웨비나 참석

· 하버드대 90년만에 적자··· 코로나 엎친데 온라인 덮쳐

· 오세정 총장 “대학혁신으로 위기 극복 모색해야”

· 오세정 총장·카이스트 이광형 총장 “한국, AI교육 강화 안하면 낙오”

· 9월 한달 비대면 수업

· 도쿄대에 여학생 적은 이유

· 서울대 법인화 10년, 더 과감하게 혁신해야

· 노벨상의 나라인데‥· 日 과학기술 분야 논문순위 또 하락

·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란 법률’ 개정안 발의

· 수원 옛 서울대 농대, 민간 복합시설로 탈바꿈

· ‘제12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서 서울대 W.T.O팀 1위 선정

협의회 소식

━ 운영위원회 개최

2021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1. 일시: 2021년 6월 29일(화) 오후 3시∼3시45분

2. 장소: 줌화상회의

3. 참석: 김하석, 최항순, 조창섭, 김중수, 현정오 교수님 (간사 박혜진)

불참: 이장무, 이흥식 교수님

4. 보고사항

1) 전차회의록을 보고하고 원안대로 접수함.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6291450001&code=920100
http://vip.mk.co.kr/news/view/21/20/1897279.html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82500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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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도 회비납부현황을 보고함.

5. 각 분과위원회 보고사항

① 기획위원회

가. 명예교수협의회 소식지 2021 여름호 발간을 보고함.

나. 명예교수협의회 소식지 2021 가을호 발간계획

-권두사;
-그림이야기 3; 정형민 교수
-기고;
-캠퍼스탐방
-협의회소식
-회원동정
-기타

다. 소규모연구모임 신청과제 연구팀 선정

-박성현 교수님(자유과제: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현황 조사 및 대처 방안 연구)

-김정은 교수님(자유과제: 명예교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적이고 건강한 생활 디자인 융복합 연구)

-허승일 교수님(자유과제: 우리나라의 현행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진교훈 교수님(자유과제: 인성교육을 위한 융합적 담론)

-이정민 교수님(자유과제: ‘알다’ 등 인식동사의 유형론적 연구/언어 연구과 인지과학 연구 방향

② 학술위원회

③ 의료·복지위원회

④ 편집위원회

➄ 사회봉사위원회
가. 책자 발간(『학문 후속세대를 위한 나의 학문, 나의 삶 3권 및 4권): 집필자(12명)

-3권: 김광현(의대), 김병동(농생대), 박성현(자연대), 오석홍(행정대), 이순종(미대), 조창섭(사범대) 명예교수님(6명)

-4권: 김안제(환경대), 심창구(약대), 이승재(인문대), 최종고(법대), 추광영(사회대), 허승일(사범대) 명예교수님(6명)

6. 토의사항

1) 소규모연구모임 과제 연구팀 선정: 지정주제가 없으므로 자유주제를 2건 선정키로 함.

- 선정방법: 접수된 5건의 자유과제 중 각 운영위원이 1순위(best)부터 3순위(least)까지의 연구과

제(책임 연구원 이름 기입)를 적어 사무국에 (이메일(emer@snu.ac.kr)) 제출함. 보내주신 7분의 의견

을 사무국에서 취합하여 1, 2순위 과제를 선정하기로 함.

- 제출기한: 2021년 7월 4일(토)까지.

━ 신임 명예교수 추대 명단

2021. 9. 1. 신임 명예교수 추대 명단

대 학(원) 학 과(부) 직 급 성 명 비 고

인 문 대 학 국 어 국 문 학 과 교 수 김창섭
2021.08.31.

정년퇴직

인 문 대 학 국 어 국 문 학 과 교 수 박희병 ″

인 문 대 학 국 어 국 문 학 과 교 수 신범순 ″

인 문 대 학 언 어 학 과 교 수 김주원 ″

사 회 과 학 대 학 언 론 정 보 학 과 교 수 양승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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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원) 학 과(부) 직 급 성 명 비 고

자 연 과 학 대 학 물 리 · 천 문 학 부 교 수 이형목
2021.08.31.

정년퇴직

자 연 과 학 대 학 수 리 과 학 부 교 수 이인석 ″

자 연 과 학 대 학 지 구 환 경 과 학 부 교 수 손병주 ″

자 연 과 학 대 학 화 학 부 교 수 장두전 ″

공 과 대 학 건 설 환 경 공 학 부 교 수 한무영 ″

공 과 대 학 기 계 공 학 부 교 수 고상근 ″

공 과 대 학 재 료 공 학 부 교 수 김기범 ″

공 과 대 학 재 료 공 학 부 교 수 장지영 ″

공 과 대 학 전 기 · 정 보 공 학 부 교 수 최기영
2019.09.06.

의원면직

농 업 생 명 과 학 대 학 농 림 생 물 자 원 학 부 교 수 윤여창
2021.08.31.

정년퇴직

농 업 생 명 과 학 대 학 농 생 명 공 학 부 교 수 가종억 ″

농 업 생 명 과 학 대 학 농 생 명 공 학 부 교 수 김정한 ″

농 업 생 명 과 학 대 학 바 이 오 시 스 템 공 학 과 교 수 조성인 ″

사 범 대 학 국 어 교 육 과 교 수 윤여탁 ″

사 범 대 학 국 어 교 육 과 교 수 윤희원
2012.08.31.

명예퇴직

수 의 과 대 학 수 의 학 과 교 수 류판동
2021.08.31.

정년퇴직

수 의 과 대 학 수 의 학 과 교 수 최민철 ″

약 학 대 학 약 학 과 교 수 김진웅 ″

약 학 대 학 제 약 학 과 교 수 서영배 ″

약 학 대 학 제 약 학 과 교 수 신종헌 ″

의 과 대 학 의 학 과 교 수 김병일 ″

의 과 대 학 의 학 과 교 수 김석현 ″

의 과 대 학 의 학 과 교 수 김우선 ″

의 과 대 학 의 학 과 교 수 이국현 ″

의 과 대 학 의 학 과 교 수 이은식 ″

의 과 대 학 의 학 과 교 수 이정렬 ″

의 과 대 학 의 과 학 과 교 수 정재민 ″

치 의 학 대 학 원 치 의 과 학 과 교 수 박경표 ″

보 건 대 학 원 환 경 보 건 학 과 교 수 백도명 ″

환 경 대 학 원 환 경 계 획 학 과 교 수 이영인 ″

경 영 전 문 대 학 원 경 영 학 과 교 수 안태식 ″

법 학 전 문 대 학 원 법 학 과 교 수 남효순 ″

계 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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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부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전상범(사범대학 영어교육과) 2021. 06. 20.

윤희정(수의과대학 수의학과) 2021. 07. 05.

안철호(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2021. 07. 11.

심재욱(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 2021. 07. 21.

장인협(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2021. 08. 18.

배성동(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2021. 08. 19.

하영칠(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2021. 08. 24.

남상오(경영대학 경영학과) 2021. 08. 27.

언론에 보도된 회원 활동

본교 홍보팀에서 작성하여 배포하는 ‘뉴스클리핑’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관심있는 기사제목을 클릭하시면

관련 기사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 산업공학과 김태유 명예교수 인터뷰

· 서양화과 서용선 명예교수, ‘마고, 그 신화’ 전시회 개최

· 경제학부 이준구 명예교수, ‘기본소득’ 견해 표명

· 산업공학과 김태유 명예교수 인터뷰

· 사회학과 한상진 명예교수, 청년 세대 정치성향 진단

· 동양화과 김병종 명예교수作 NFT 경매에 부쳐

· 아동가족학과 유안진 명예교수 인터뷰

· 국어국문학과 권영민·국악과 김우진 명예교수,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에 선정

· 사회학과 정진성 명예교수,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 재선

· 지구환경과학부 강인식 명예교수, 국제기상기구상(IMO) 수상

· 산업공학과 김태유 명예교수, 정진기언론문화상 경제·경영 도서 부문 우수상 수상

· 의대 이환종 명예교수 인터뷰

· 환경대학원 김정욱 명예교수, 환경협력대사 임명

· 자유전공학부 서경호 명예교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 위원장 위촉

· 불어불문학과 정명환 명예교수, 『프루스트를 읽다』 출간

· 국어국문학과 권영민 명예교수,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에 선정

· 독어독문학과 전영애 명예교수, 『꿈꾸고 사랑했네 해처럼 맑게』 출간

· 산업공학과 김태유 명예교수 저술 ‘한국의 시간’, 정진기언론문화상 경제·경영도서 부문 우수상 수상

· 불어불문학과 정명환 명예교수 인터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61601070421337001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62501031812050002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630000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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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최종고 명예교수, 6.25 한국전쟁 71주년에 펴낸 『세계문학 속의 한국전쟁』 출간

· 독어독문학과 안삼환 명예교수, 장편소설 『도동 사람』 출간 인터뷰

· 전기정보공학부 서광석 명예교수, 한국나노기술원장 취임

· 경제학부 김인준 명예교수 인터뷰

· 의대 서정선 명예교수 인터뷰

· 의대 채종일 명예교수, 『기생충학자 채종일 교수의 글모음』 출간

· 고고미술사학과 김영나 명예교수, 국립경주박물관 초청 특강

· 사범대 이돈희 명예교수 인터뷰

회원 동정

곽수근(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5월 14일 농어촌상생기금운영위원회 제20차 위원회에서 제2대 위원장으로 추대됨.

김 민(음악대학 기악과)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창단 56주년을 맞아 7월 2일 잠실 롯데콘서트홀에서 쇼팽· 차이콥스키 연

주회를 개최함.

김정욱(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6월 30일 외교부 환경협력대사에 임명됨.

이상억(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 Morphological Analysis of the Sino-Korean Words: Comparison to the Functional Loads of

Phonetic/Phonological Constraints and Syntactic Rules, ICKL 2021 Conference,

ICKL(International Circle of Korean Linguistics), Venue: Online on zoom (based in Taiwan)

2021, August 18, 9:30-10:20 Keynote 2-1.

- Comparison of Quadro-Syllabic Idioms (四字成語) in Chinese, Korean and Japanese, and 3

More Topics for Tri-National Comparison Phonology Forum 2021. Venue: Online on zoom,

Japan, PhSJ(Phonological Society of Japan) 2021, August 24, 15:00-16:00 Keynote Lecture.

이정민(인문대학 언어학과)

독일의 보쿰대 주최 Bochum Language Colloquium에 연사로 초청되어 다음 주제로 zoom을 통해 한

시간 반 동안 강연하고 질의 응답했다. June 01, 2021 Chungmin Lee(Seoul National University)

10:15–11:45 Factivity in English and Chinese: Viewed from the Altaic alternation type.

이부영(의과대학 의학과)

- 한국융연구원 전문과정 <집단사례토의> 주재, 2021. 5. 28.

- 한국융연구원 전문과정 <집단사례토의> 주재, 2021. 6. 4.

- 한국융연구원 신입예비과정 <분석심리학 종합토론> 주재, 2021. 6. 29.

- 『동양의학 연구 -의학적 심리학의 입장에서』, 집문당, 총 285쪽, 2021. 6. 21.

- 제19차 환태평양정신의학회 기조강연. <정신치료의 역사에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과 개척자로부

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 <What we learn from our ancestors and pioneers in the history of

psychotherapy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힐튼호텔, 2021.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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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G. 융 서거 60주기 기념학술대회 강연. <심혼의 의사 C. G. 융 - 그의 사상과의 만남, 회상,

그리고 전망>, <전체 종합토론>의 좌장, 한국분석심리학회, 2021. 6. 6.

전효택(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지난 6월 24일 계간 <리더스에세이>에서 수여하는 제11회 후정문학상을 수상함.

정도언(의과대학 의학과)

2021년 4월 정신분석 에세이집,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들』(지와인 출판사) 출간함.

정용덕(행정대학원 행정학과)

- 안성호, 마광열, 정용덕 편저: 『적극행정의 이론과 실제』 총 521쪽. 박영사, 2021. 3. 15.

- 정용덕 외: 『현대국가의 행정학』 제3판, 총 668쪽, 법문사, 2021. 8. 15.

- 3월 12일 (금):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 (“공무원 채용과 교육”)에서 좌장.

- 3월 26일 (금): 한국행정연구원 적극행정포럼(“지능형 정부를 선도하는 적극행정”)에서 좌장.

- 6월 04일 (금): 한국행정학회·한국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라운드테이블(“지방자치부활30년: 성과

와 과제”) 좌장.

- 6월 30일 (수): 금강대학교 국제학술회의(“인공지능 시대의 공공정책과 인성교육”)에서 개회사.

- 7월 2일 (금): 한국행정연구원 적극행정포럼(“적극행정 가치의 준거”)에서 좌장.

정진성(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6월 24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 재선됨.

회비납부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교수님의 건강과 가내 두루 평안하
심을 기원합니다.
우리 (사)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9년 2월 20일 정
기총회에서 (사단법인)서울대학교 명예교수발전진흥회와 임의 단체인 서울대학교 명예교
수협의회를 통합하여 (사단법인)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로 법인 등기하였습니다. 아직 
(사)협의회의 기금 및 찬조금 모금이 저조하여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
다. 임원과 회원 여러분께서는 아래와 같이 회비를 납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   장   단 연회비: 100,000원
이사 및 감사 연회비:  50,000원
일  반 회 원 연회비:  10,000원
평    생    회   비: 200,000원

     계  좌 : 농협 301-0105-9804-01
     예금주 : 사단법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소식지편집위원
안삼환(인문대학), 이형주(농업생명과학대학), 임현진(사회과학대학), 채종일(의과대학)
최명애(간호대학), 최종고(법학전문대학원), 최항순(공과대학), 박혜진(명예교수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