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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명예교수 현정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편집위원장

존경하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신지요?
스페인독감 팬데믹 후 백여 년만에 예기치 못하게 작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개인의 일상적 생활은 물론 사회적, 국가적으로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그 경제적 피해양상과 규모
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산정하지도 못할 만큼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의
하면 작년과 금년의 전세계 누적 경제적 손실이 2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하고, 한국바이오협
회가 공개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 및 예방’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GDP
손실액이 전 세계적으로 5조6,000억 달러(한화 6,205조9,2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손실 외에 사회적으로 초래된 문제는 적게는 각 개인이 직접 체험하는 일상의 망가짐으로
부터 크게는 범국가적 사회 각 부문의 조직, 집단 또는 시스템이 겪는 재해와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양하고 클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생각해도 각 급 학교에서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됨으로 인한 교육의 질적 저
하, 빈부차이에 따른 학력양극화, 가정교육부담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으로는 시장에서의 판매 및 구매활동의 감소로 인한 손실, 농·공·수산품 생산에 필요한 인력공급
차질에 따른 생산차질 및 생산품의 신속한 유통의 어려움과 재고과잉 등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회문화적으로는 각 종 문화예술의 전시·공연·관람의 제한, 체육경기의 추진·관
람의 제한, 개인 체육활동의 제한, 기념 및 축제행사, 정치적 집회, 선거유세 등 각종 집회의 제한,
국내외 여행 제한 등으로 인한 정서적 피해와 경제적 손실의 규모와 종류는 가늠하기 조차 어렵습
니다. 이러한 것 외에 신체적 건강, 정신적 심리적으로 겪는 어려움 또한 막대할 것입니다.
이러한 급작스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회복하는 데 사전경험이 전무한 정
부는 매우 고심하여 나름대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기는 하나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또 고려해야 할 문제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은행(World Bank)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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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고 있듯이 20세기 이후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은 10∼30년 주기로 나타나고 있고, 21세기엔
발생 주기가 빠르게 단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WHO와 세계은행, 질병관리본부). 따라
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외에 또 다른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더 나아가 한 가지 이상의 바이러스
전염병의 동시 중복 팬데믹 상황 등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단기적,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을 넘어 도약을 위하여 나라의 어른이며
최고의 지성인 우리 명예교수들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짧지만 지난 2년 동안의 팬데믹 상황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토대로 명예교수님들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모아 전염병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의 복구와 향후 예상되는 전염병 팬데믹 현상에 대한 대
책을 제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제넘겠지만 명예교수소식지 또는 명예교수회보에 “전염병 팬데믹에 대한 단기 및 중장
기적 종합대책에 관한 심포지엄(가칭)”을 개설하여 각 해당분야의 최고권위자이신 우리 명예교수님
들께서 분야별로 좋은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감히 제안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함 속에서도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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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이야기 2*

샤갈(Marc Chagall)의 사다리

정형민 교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교수 (1994-2017)
서울대학교미술관 관장 (2006-2012)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2012-2015)

샤갈, <야곱의 사다리(Échelle de Jacob)> (1973), 73x92cm, 개인소장 ©marc chagall

붉은색 하늘에서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한다. 하늘과 어두운 청색
의 마을을 이어주는 사다리 밑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인물이 곤하게 자고 있다. 이처럼 환상적인 세
계를 자주 그렸던 샤갈(Marc Chagall, 1887∼1985)은 낭만주의, 상징주의, 혹은 초현실주의 작가로
분류된다. 또한 강렬한 원색을 거리낌 없이 사용해 표현주의 작가, 야수파 작가라고도 불리는데, 그
와 20여 년간 친구로 지냈던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는 “마티스(Henri Matisse, 1869∼
1954)가 죽은 후에 채색을 이해할 수 있는 단 한명의 작가는 샤갈뿐이다”라고 할 정도로 샤갈 그림
의 특색은 화려한 색이다.
마크 샤갈은 1990년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독립한 벨라루스의 도시 비쳅스크(Vitebsk) 출생 유대
인이다. 19세에 고향을 떠나 파리로 가서 에꼴 드 파리(École de Paris, 파리파)의 일원이 되는데, 피
카소, 샤갈 등 파리에 모여든 외국인 화가들 집단을 일컫는 에꼴 드 파리의 작가들은 서로 영감을
주고받으며 모더니즘 사조의 주역들로 성장하였다. 1914년 비쳅스크로 돌아온 샤갈은 같은 고향 출
* 정형민 교수님의 미술이야기는 지난 봄호부터 시작하여 모두 4회에 걸쳐 연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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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벨라(Bella Rosenfeld, 1895∼1944)와 결혼해 35년간 사랑에 푹 빠지게 된다. 커다란 붉은 볏의
닭 위에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를 태우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에펠탑의 신혼부부> (1938-9)
처럼, 샤갈의 뮤즈(muse)였으며 작업과 인생의 조언자였던 벨라와 파리, 베를린, 뉴욕을 드나들며 샤
갈의 발은 공중에 부유하고 있었다. 그는 서유럽 모더니즘의 중심에서 생활하고 있었지만 항상 고향
러시아의 민속 문화와 자서전적인 내용을 작품 속에 삽입한 “샤갈풍(Chagallien)” 화가였다.

<피카소와 샤갈> (1948년경)
©photo by Reporters
Associés/Gamma Features via
Getty Images

샤갈, <에펠탑의 신혼부부 (Les Mariés
de la Tour Eiffel)> (1938∼1939)
150x136.5cm. 파리, 퐁피두센터 소장

2차 대전 전 유럽에서 유대인 박해가 심해지자 샤갈 부부는 1941년 뉴욕으로 이주했으나 바이러
스에 감염된 벨라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삶의 전부였던 벨라를 잃은 후 모든
것을 포기했던 샤갈은 이후 뉴욕에서 파리로 다시 이주한 후 성서를 소재로 많은 작품을 제작했으
며, 세계 곳곳의 성당과 공공건물의 스테인드글라스 작업을 주문받기도 하여 생전에 인기를 누린 작
가라고 하겠다.

<평화의 창 (Peace Window)> (1964) stained glass, United Nations, New York

‘야곱의 사다리(Échelle de Jacob/ Jacob's Ladder)’는 구약성서 「창세기 Genèse/Genesis」28장의
주제이다. 쌍둥이 형 에소의 장자권을 찬탈한 야곱은 고향을 떠나 17년간의 망명길에 오르지만 이후
고향에 돌아와 아브라함-이삭-야곱으로 이어지는 유대 조상 계보의 축을 이룬다. ‘야곱의 꿈’이라고
도 불리는 ‘야곱의 사다리’는 야곱이 망명 길목에서 돌을 베고 자다가 꿈에서 본 장면으로 사다리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 꿈에서 야곱은 장차 유대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
는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가 베고 잔 돌은 그 장소가 바로 신의 전당의 주춧돌, 혹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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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중앙을 상징한다는 등의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러시아 유대인 샤갈은 판화를 포함해 <야곱의 사다리> 수십 점을
그렸다. <야곱의 사다리>(1973) 왼쪽 하단에는 <에펠탑의 신혼부
부>(1938∼1939) 에 등장하는 붉은 볏의 커다란 하얀 닭이 걸어 나오
고 있고, 그 위에 남자와 아이가 올라타고 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벨라 대신 남자가 안고 있는 어린아이는 누구일까? 벨라 사후 8
년간 곁을 지켜준 연인 사이에서 샤갈의 아들 데이빗(David McNeil,
1946∼ )이 탄생했지만, 유대인으로 교육시키려던 샤갈의 바람과 달
리 연인은 전 남편의 성을 따른 아들을 데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로
떠나버렸다.
<야곱의 사다리>(1973)를 그렸을 때는 프랑스 남쪽 니스 근처의
샤갈, <야곱의 사다리>(1973) 생폴드방스(St. Paul de Vence)에 집을 짓고 새 부인 바바(Vava,
Valentina Brodsky, 1905∼1993)와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때였
세부
지만, 샤갈은 여전히 어렸을 적의 가난하고 작은 고향 마을의 어두운
풍경과 자서전적인 내용을 성경 소재에 삽입시켰다. 샤갈은 이제 벨라를 기억 속에서 지워버린 것일
까? 아니면 벨라를 만나기 위해 천상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필요로 했던 것일까?
‘야곱의 사다리’는 현대작가들도 많이 다루고 있다. 2019년 베니스 비엔날레가 열리던 때 베니스
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 기적성모당(Santa Maria dei Miracole, 1481∼1489) 한 복판에 아일랜드
작가 스컬리(Sean Scully, 1945∼ )는 10m 높이의 계단 <화려한 승천>(부제: 야곱의 사다리)(2019)을
설치하고 이를 자동차 사고로 잃은 아들에게 헌정하였고, <야곱의 사다리>(2016)라는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죽은 아들을 만나러 가는 장면을 야곱의 사다리로 상징하기도 했다. 종교적 도상(圖像)을
빌려 개인적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서양 작가들의 현재 모습을 볼 수 있다.

션 컬리, <화려한 승천 (Opulent Ascension)> (2019)

영화 <야곱의 사다리(Jacob's Ladder)> (2016)

백남준은 뉴욕 구겐하임미술관 중앙 나선형 램프 전시실 7층에서 1층 바닥의 물웅덩이를 향해 떨
어지는 물줄기와 레이저 빛으로 천지인(天地人)을 이어주는 <야곱의 사다리>를 재현했다. 다른 “믿
음”의 세계이다. 상승의 계단을 상징하는 사다리는 마음속에 설치할 때 하늘에 맞닿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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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준, <야곱의 사다리> (2000)

<백남준의 세계 (The Worlds of Nam June Paik)>,
Guggenheim Museum, New York

첫째 부인 Bella가 사랑을 표현하는 영감을 주었다면, 연인이 떠난 1952년에 샤갈과 결혼한 바바
는 사랑을 성서로 승화할 수 있도록 샤갈의 후반부 인생을 “운영”해 주었다. 샤갈의 임종 3년 후, 40
여 년간 샤갈의 곁을 지키던 <에펠탑의 신혼부부>는 1988년 생폴드방스 집을 떠나 파리의 퐁피두
미술관(Centre Pompidou) 소장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착하게 되었다.
샤갈은 자신의 그림은 “초자연적(surnaturelle)"이라고 했다. 자연의 실체를 그리려 했던 세잔느와
달리 그는 자연을 초월한 세계를 그리려고 한 것이다. 그 초월적 세계를 그리는 방법을 바로 성서에
서 찾았으며, 이 위대한 책은 그에게 거대한 시집(詩集)이었
다. 아브라함-이삭-야곱으로 이어지는 유대 조상의 계보는
단순히 종교적 내용이 아니라 그에게는 인간의 삶, 특히 “사
랑”을 노래한 것이었다. 샤갈은 꿈과 현실, 종교와 세속적 염
원, 그 사이에서 항상 부유하고 있었다.
많은 에꼴 드 파리 화가들은 날씨가 온화한 프랑스 남부
리비에라에 거주하면서 작업을 했다. 리비에라 주변에는 피
카소 미술관이 있는 발로라스(Valloras), 앙티브(Antibe), 마
티스의 벽화가 있는 방스(Vence)의 교회, 그리고 니스의 마
티스 미술관 등이 있다. 1973년 니스에 개관한 국립샤갈미술
<샤갈의 집>, 생폴드방스,
Architectural Digest, (1984. 8)
관은 <야곱의 꿈>을 비롯해 종교적 도상을 빌려 그린 꿈의
세계로 가득하다. 리비에라의 푸른빛과 사랑이 담겨있기에
종교에 다가가는 길이 가까운 것처럼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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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샤갈미술관 Musée National Marc Chagall>, Nice,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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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의 샘

시간

이무하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공학부 명예교수

요새 누가 약속일정을 잡자고 물으면 있는 것은 시간뿐이니 아무 날이나 잡으라고 대답하다가 문
득 정말로 나에게 있는 것은 시간뿐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누구 말마따나 우리 모두에게는 다 똑같
이 하루에 24시간, 일 년에 8,760시간이 주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시간이 없고 누구는 시
간이 남아돈다고 이야기한다. 이건 아마도 할 일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른 시간의 양이 부족하고
남는 현상에 기인하는 것 같다.
반면에 시간의 길이의 관점에서 보면 어릴 때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일상이 지나가는 데에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 빨리 나이가 먹어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종종 사람들은
나이가 드니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들 이야기한다. 어느 학자가 과학적으로 설명했다. 가령 20살
먹은 아이와 80살 먹은 노인이 1년의 시간을 자기 나이에 비교해 보면 수학적으로 각각이 1/20과
1/80이 되기 때문에 아이와 노인이 느끼는 그 길이는 한쪽에서는 길게 다른 한쪽에서는 짧게 느껴진
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는 일이 재미있으면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간다고 느끼는 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동일한 것 같다. 다시 말하면 기쁜 시간은 짧게, 나쁜 시간은 길게 느껴진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상대적이란 말이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철학, 종교,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온 시간을 사전적 정의로 보
면 어느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인간의 한평생 시간은 사람마다 느
끼는 길이나 양이 다를 것이다. 일찍 죽는 사람과 오래 사는 사람은 각기 시간에 대해 느끼는 것이
다를 것이고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과 어영부영 살아온 사람은 시간의 양이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시간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고민한 사람 중의 하나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이다. 그는 고백록에서 우
리가 현재라고 생각하는 시간도 아주 잘게 잘라 분석하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찰나에 지나지 않기
에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 모든 시간은 과거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시간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구분하여 놓고 보면 과거는 우리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것이고 미래는 우리의 예상
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현재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에겐 현재가 가장 중요하
고 현재를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황제의 세 가지 질문』에서도
현재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현대는 시간이 돈인 세상이고 우리는 분초의 가치를 실감할 수 있는 경우들을 통해 우리가 사는
사회 환경이 어떠한지를 실감하게 된다. 따라서 시간의 가치를 깊이 인식해야 할 필요가 대두된다.
얼핏 생각하기에도 시간의 가치는 가지고 있는 양에 반비례하는 것 같다. 나이 든 사람은 지금까지
오래 살아왔고 남은 인생이 별로 많이 남지 않았으니 남은 시간을 적당히 버려도 별로 아까울 게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시간의 가치는 적게 있을 때가 많이 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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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게 느껴지는 것이 인간의 심리란다. 그래서 목숨을 거는 임무에는 나이든 사람을 투입하면 남은
인생의 시간이 아까워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지만 살 날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사람을 투입하면 인
생의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에 아까운 줄 모르고 위험을 무릅쓰며 달성한다는 것이 행
동심리학 연구의 결과이다. 프랑스 소설가 마크 레비(Marc Levy)의 이야기가 이러한 현대 상황에서
시간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만약 당신이 일 년의 가치를 알고 싶으면 학기에 실패한 학생에게 물어보라.
만약 당신이 한 달의 가치를 알고 싶으면 조산한 엄마에게 물어보라.
만약 당신이 한 시간의 가치를 알고 싶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로 한 이들에게 물어보라.
만약 당신이 일 분의 가치를 알고 싶으면 방금 버스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보라.
만약 당신이 일 초의 가치를 알고 싶으면 방금 차 사고에서 죽음을 면한 사람에게 물어보라.
만약 당신이 백 분의 일 초의 가치를 알고 싶으면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사람에게 물어보라.”
서양에서 시간은 원래 두 가지 단어로 표현되었었다: 크로노스(chronos)와 카이로스(kairos). 현재
영어에서는 chronos라는 단어만이 시간을 표현하는 것으로 살아있다. 크로노스는 현재 우리가 이야
기하는 물리적 길이의 시간이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 일상에서 크로노
스로 표현되는 시간의 길이나 양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살다보면 크로노스 시간보다 카이로스 시
간이 우리 인생에서는 더 중요할 때도 많은데 왜 이 단어가 없어졌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건
인류 문명의 발달에 따른 발전된 사회 속에서의 생활이 ‘적당히’ 보다는 ‘정확히와 더 빨리’를 요구
하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현대 세계화된 세상은 약육강식의 초경쟁 시대로 칼 같은 정확
성과 빛과 같은 빠른 속도가 없이는 살아남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다 보면 엄청난 시간의 압박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야 한다.
인간이 시간을 측정하기 시작한 것은 약 5,000년 전이라고 한다. 수렵채집을 하며 살아가던 시절
에는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잠자리에 들면 되었으니 시간을 잴 필요가 없었겠지만 농경생활이
시작되면서 일을 위해 시간에 맞춰 실천에 옮길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를 측정할 필요도 생긴 것
같다. 오래전에 한국에는 ‘코리안 타임’이라고 놀림을 받던 약속시간에 항상 30분 이상 늦게 나타나
는 악습(?)이 있었다. 이건 크로노스 시간처럼 정확한 시간을 지킬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회, 아직
덜 문명화된,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사회에서의 공통된 현상인 것 같다. 한국인들이 손가락
질을 하는,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직도 약속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고 우리의 옛날처럼 느긋
하게 생활하는 행위는 일상에서 별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시간에 맞추기 위해 움직여봐야
결과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일상생활이기 때문이다. 아직 문명화가 덜 되었고 사회를 지탱
해주는 산업이 없기에 아등바등 살아갈 이유가 없는 정이 넘치는 사회에서는 크로노스 시간보다는
카이로스 시간이 더 어울린다.
인간이 매사에 너무 정확하면 인간미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서양 사람들이 모든 것에 너
무 사무적이라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청자연적처럼 조금은 모자란 듯 약간의 파격이 있어야 삶에서
멋을 느끼며 사는 것 같다. 현대의 정확한 시간이 강조되는 세상 속에서는 적당한 때를 맞추는 삶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해진다. 그래서 각박한 서양문명 속에서도 요새는 여러 분야에서 모든 것을 여유
를 가지고 천천히 하는 “슬로우 운동(slow movement)”이 강조되고 동양의 문화가 각광을 받는 이
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크로노스 시간에 쫓기는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카이
로스 시간인 타이밍이다. 아무리 정확하게 시간에 맞춰 일을 잘 마무리하여도 그 사안이 타이밍을
못 맞추면 의미가 퇴색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한다.
현대과학문명의 발달은 시간단위를 큰 쪽으로는 억년의 길이나 작은 쪽으로는 아토초(10-18)의 속
도까지 측정이 가능하게 만들고 있지만 이러한 크로노스 시간이 하루하루를 근근이 살아가는 민초
들에게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은퇴 후 할 일이 없이 매일 노는 사람에게는 일상이 적당한 때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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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 카이로스 시간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다. 속도를 늦추고 적당한 때를 맞추
는 여유가 필요한 것은 시간의 노예가 되어 눈코 뜰 새 없이 바삐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열심히 일
에 매진하고 있는 현대 젊은이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있는 것이 시간뿐인 나 같은 은퇴자에겐 아
닌 것 같다. 그래서 영악하고 까칠한 젊은 차도남 같은 디지털 시계도 좋지만 여유롭고 부드러우며
차분한 나이든 훈남 같은 기계식 시계가 여전히 유통되어야 하는 이유가 존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는 생각이 든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소식지

10

캠퍼스 탐방*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1) 설립 목적 및 경과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은 ‘서울대학교와 경기도’간 교육·연구개발과 산업화라는 공동의 목
표 하에 설립이 추진되었으며, 2008년 10월 학교 설립이 승인되고 2009년 3월 3개학과(나노융합학과,
디지털정보융합학과, 지능형융합시스템학과)를 시작으로 수원 광교에 처음 문을 열었다.
동 대학원은 당시 ‘융합’이라는 시대적 화두 속에 국내 최초이자 세계적으로도 한발 앞서 설립된 고
등교육 및 연구기관 이었으나, 학문에 대한 지속 가능성과 성장 한계에 대한 기대와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시대를 앞서고자 하는 깨어 있는 교수들과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학생들의 노력으로 꾸준히
성장하여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가치 실현에 한걸음 다가가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은 현재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다학제적 교육과 연구의 큰 줄기를
AI-데이터와 바이오헬스로 정리함으로써 3개학과(‘응용바이오공학과’, ‘지능정보융합학과’, ‘분자의학및
바이오제약학과’)로 개편하고, 계약학과인 ‘수리정보과학과’(2013년 신설)와 ‘헬스케어융합학과’(2021년
신설)를 포함하여 총 5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 1>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전경

(2) 비전과 미션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은 올해로 설립 12주년이 되었다. 개교 10주년이 되던 2019년에는
지난 10년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10년을 위해 새로운 비전과 미션을 정립하였다.
*

소식지에 관악캠퍼스 외 본교 캠퍼스를 소개하는 기사를 차례로 게재하기로 하였으며, 그 세 번째로 융합과
학기술대학원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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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비전으로는 향후 10년간 우리 사회가 대학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는 다학제적 교육과 연구의
큰 줄기를 (1) AI-데이터, (2) 바이오헬스로 보았다.
또한 (1) 학과(문)의 경계를 허무는 학제 간 교육과 연구의 학내 플랫폼(허브)으로의 도약, (2) 핵
심 교육 연구 분야(핵심가치)의 역량 축적으로 세계적인 수월성 확보, 그리고 시대적 변화를 주도
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3) 관악캠퍼스 내 충분한 교지 교사의 확보 등을 구체적인 미션으로
설정하였다.

.
<사진 2>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비전과 미션

우리 사회는 지금 세계 최고의 고부가가치 기술과 제품을 창안하고 원천 기술과 혁신적 신개념 제
품을 개발하는 제2의 도약이 절실하며, 창의력과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고급 연구 인력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세계적 수준의 지식 생
산기지 역할로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연구를 수행할 우수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폭넓은 다학
제적 지식 기반 위에 실용적 전문성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융합연구에 매진하여 국가의 미래 산업
분야 및 신기술 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3) 발전 현황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전임 교수진은 2020년 12월 기준 총 28명으로, 2009년 설립 당시 교수진 20명에
비하여 약 1.4배가 증가하였다. 현재 전임 교수의 직급은 교수 19명, 부교수 7명, 조교수 2명이다.
또한, 2009년 개교이후 전체 입학생은 1,267명, 졸업생은 637명에 이른다. 공학, 자연과학, 의학, 약
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계열의 학생들을 선발하며 우수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은 다변하는 사회에 앞서 융합선도형 연구체제를 정립하고, 미래
연구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의 산학연 협력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비는 연평균 24%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논문 게재와 특허 건수가 증
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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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교수진 현황

<사진 4>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의 학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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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의 연구비 현황

<사진 6>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의 논문, 특허 현황

(4) 공간 및 시설 현황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의 주요 학과는 광교(수원)·관악·연건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구체
적으로 광교(수원)에는 ‘응용바이오공학과’, 관악에는 ‘지능정보융합학과’, 연건에는 ‘분자의학및바이오
제약학과’가 있다. 이는 다학제적 학제개편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지능정보융합학과’는 ‘응용바이오공학과’와 함께 광교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관악 18동 공간 일부
를 리모델링하여 2021년 2월 관악으로 이전하였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소식지

14

(5) 융합교육의 강화: 융합연구프로그램
‘융합적 사고력을 지닌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에 걸맞게 매년 ‘융합연구프로그램’을 운영함
으로써 융합교육 강화에 힘쓰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연구에 대한 열정과 대학원 진학에 관심 있
는 4학기 이상 수료한 학부생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2014년 2월 프로그램 운영을 시
작한 이래로 2020년까지 지원자 수는 총 1,76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융합연구프로그램은 동계, 하계로 나누어 1년에 2번 진행하며 학부생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방학
기간에 맞추어 참여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8주 동안 성실하게 참여하였음을 지도교수가 인정한 경
우에는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이처럼 학부생들이 대학원 진학 전 대학원 생활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와 다양한 연구 분야
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융합 지식의 역량을 지닌 인재를 조기 발굴하는 데 힘쓰고 있다.
(6) 발전 계획
학문의 한 분야가 아닌 다학제적 교육과 연구를 지향하는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학제 간 교육과 연구의 학내 허브(플랫폼)”로 성장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원 광교에 위치한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급한 과제다.
다행히 2021년 2월부터 관악 18동에 다소의 공간이 확보되어 강의, 회의, 입시 등을 관악캠퍼스에서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타 대학 등과 활발한 교류를 통한 “융복합 교육·연구 및
발전”을 위하여 관악캠퍼스 내 적절한 규모의 독립 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칭 “창의융
합관”건립 기금 모금 사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최근 산업 현장의 문제들은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개별적
인 접근방법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학제 간 융복합 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대학원의 연구 역량과 산학연 협업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대학원 산하 전담 연구소인 가칭
‘컨버전스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은 향후 교육과 연구의 큰 줄기인 1)AI-데이터와 2)바이오
헬스를 중점으로 학문 간의 경계를 넘는 다학제적 연구 목표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끊임없
이 준비할 것이며, 혁신적 융합교육의 모범을 정립하고 ‘융복합’ 인프라를 구축하여 유관 연구 분야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렇듯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이 협동과정의 한계를 뛰어넘어 “학제 간 교육과 연구의 학
내 허브”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교육과 연구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대학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학내 구성원은 물론 서울대학교 동문 모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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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식

본교 홍보팀에서 작성하여 배포하는 ‘뉴스클리핑’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관심있는 기사제목을 클릭하시면
관련 기사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 QS 2021 세계대학평가 학문 분야별 평가
· QS 2021 세계대학평가 AI 분야 평가
· 계약학과 2곳 신설
· 서울대병원, 서울 1호 백신접종센터 운영
· 오세정 총장·KAIST 이광형 총장, ‘한국교육의 실태’ 대담
· 정부지원 AI대학원 선정
· 서울대, 신속 코로나19 분자 진단검사 시범 실시
· 오세정 총장, ‘코리아리더스포럼’서 ‘코로나가 가속화한 대학 혁신’ 논의
· 서울대-시흥시 교육협력사업
· 서울대 암 연구역량 ‘세계 14위, 국내 1위’
· 신속 분자진단검사 확대 시행
· 신속 분자진단검사 설명
· 오세정 총장, 주한아랍에미리트대사 접견
· 서울대 비대면 온라인 축제 개최
· 시흥시, 서울대병원 유치
· ‘SNU 10-10 프로젝트’ 6개 학문분야 추가 선정
· 신속 분자진단 검사 현장
· 2학기 실험 · 실습 · 토론 수업 대면 확대된다

협의회 소식

운영위원회 개최

2021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1. 일시: 2021년 5월 13일(목) 오후 2시~3시
2. 장소: 줌화상회의
3. 참석: 이장무, 김하석, 최항순, 조창섭, 김중수, 이흥식 교수님 (간사 박혜진)
불참: 현정오 교수님
4. 보고사항
1) 전차회의록 보고하고 원안대로 접수함.
2) 서울대학교 본부지원금 2천5백만원 입금(4월6일).
3) 총동창회 지원금 3천만원 입금(3월12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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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월 추대 신임명예교수 명단(37명)을 보고함.
5) 2021년도 회비납부현황을 보고함.
6) MAHA 2기 모집안내-가을학기 개강을 목표로 하고 하모니카반은 2기를 3월에 시작 (3명)
5. 각 분과위원회 보고사항
① 기획위원회
가. 명예교수협의회 소식지 2021 봄호 발간을 보고함.
나. 명예교수협의회 소식지 2021 여름호 발간계획
-권두사; 현정오 편집위원장
-그림이야기2; 정형민 교수
-기고; 이무하 교수
-캠퍼스탐방; 융합과학기술대학원
-협의회소식(운영위원회 회의록)
-회원동정
-기타
다. 소규모연구집담회를 추진하기로 함.
경과: 2020년 5월 14(목)에 개최된 기획위원회에서 명교협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제기되었
으며, 지난 2월 15일에 화상으로 개최된 총회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표명되었음.
성격: 명예교수들의 깊은 전공과 오랜 경륜을 활용하여 우리 주위의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융합적 담론을 전개하고, 이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관계기관에 제안 및 배포함.
내용: - 자유주제 또는 지정주제에 대한 연구팀을 공모함(연간 2팀 정도).
- 연구계획서는 연구진(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자), 주제 및 주요내용, 진행계획, 연
구비 등을 2페이지 정도로 간단히 작성함.
- 팀원은 연구책임자를 비롯하여 5명 내외로 함.
- 연구기간은 9개월 정도로 함.
- 가급적 주기적 모임을 갖고 발표와 토론을 진행토록 권고함.
- 보고서는 20쪽 내외로 함.
경비: 연구비(회의비, 원고료, 기타)로 팀당 500만원을 지급하고, 연구비 사용은 팀에 일임함.
관리: 지정주제선정, 연구팀의 선정, 보고서 검토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함.
라. 2021년도 산업시찰 계획: 기업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함.
② 학술위원회
③ 의료·복지위원회
가. 2021년도 서울대병원 및 서울대치과병원 진료비 지원 안내문 발송함(5월6일).
나. 신청기한: 1) 2021년 상반기(1. 1.~6. 30.): 2021. 7. 7.(수)까지
2) 2021년 하반기(7. 1.~12. 31.): 2022.1. 5.(수)까지
④ 편집위원회
가. 명예교수회보 제16호(2020) 발간, 표지는 청색, 총 615쪽.
1) 제1, 2, 3부 논설과 칼럼, 수상: 42편(제15호 31편) / 추도문: 3편
2) 제4부 학술활동 보고: 74건(제15호 74건)
3) 명예교수회보 원고료: 인쇄 면 당 3만원(43명, 총 9,125,880원)
총 제작비: 21,240,560원
나. 명예교수회보 제17호(2021) 투고안내문 발송함: 5월 6일(목)
➄ 사회봉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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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문 후속세대를 위한 나의 학문, 나의 삶』 책자 발간
1) 학문 후속세대를 위한 나의 학문, 나의 삶 3권(6명), 4권(6명)을 발간하기로 함.
2) 집필자 선정: 1-2권에서 누락된 대학 및 전공분야를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는 사회봉사
위원회에서 정하기로 함.
3) 추가되는 비용(약 500만원)은 금년도 불용액이나 이월금에서 충당하기로 함.
6. 토의사항
1) 이월금(약 1억원)을 특별회계화하기로 함.
2) 6월 4일(금) 국립현충원 참배 명예교수 대표 2분; 김하석, 이흥식 교수님.
언론에 보도된 회원 활동

본교 홍보팀에서 작성하여 배포하는 ‘뉴스클리핑’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관심있는 기사제목을 클릭하시면
관련 기사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 의대 김기봉 명예교수, 명지병원 심장혈관센터장 맡아
· 경제학부 이지순 명예교수, 『굿모닝 굿나잇』 지식교양 총서 시리즈 출간
· 경제학부 정운찬 명예교수, 『한국경제, 동반성장, 자본주의 정신』 출간
· 정치학과 최 명 명예교수, 『몸과 마음』 출간
· 의대 왕규창 명예교수 인터뷰
· 법학전문대학원 김철수 명예교수 『인간의 권리』 출간
· 의대 노동영 명예교수, 강남차병원장 취임
· 의대 왕규창 명예교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원장 선출
· 국어국문학과 조동일 명예교수 인터뷰
· 경제학부 이준구 명예교수 인터뷰
· 인류학과 전경수 명예교수, 『울릉도오딧세이』 출간
· 재료공학부 김형준 명예교수·전기정보공학부 박영준 명예교수, 반도체 산업 진단
· 농생명공학부 서진호 명예교수, K푸드 성장 위한 전문가 조언
· 국사학과 김인걸 명예교수, 국사편찬위원장 임명
· 재료공학부 김장주 명예교수, 제30회 수당상 수상
· 사회학과 김경동 명예교수 인터뷰
· 지구환경과학부 최덕근 명예교수, ‘유미과학문화상’ 수상
· 원자핵공학과 서균렬 명예교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우려 표명
· 서양화과 정영목 명예교수 인터뷰
· 건축학과 김광현 명예교수, 『건축, 모두의 미래를 짓다』 출간
· 경영대 조동성 명예교수, ‘제1회 ESG 포럼’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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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부 이준구 명예교수, ‘K-자형 경기회복’ 진단
· 자연대 물리천문학부 박영우 명예교수 초청 석학 특강
· 산업공학과 김태유 명예교수 인터뷰
· 물리천문학부 박건식 명예교수, 진공전자 분야 John R. Pierce Award 수상
· 법학전문대학원 성낙인 명예교수, ‘내분 사회, 헌법 정신에 길을 묻다’ 좌담회 참석
· 미대 故서세옥 명예교수 작품 및 컬렉션 기증
· 컴퓨터공학과 최양희 명예교수, 한림대 총장 선임
· 의대 유근영 명예교수, 중앙보훈병원 병원장 취임
· 경영대 곽수근 명예교수, 농어촌기금위원장 임명
· 의대 임정기 명예교수, 모교에 은사 이름으로 책 기부
· 경영대 조동성 명예교수 인터뷰
· 기계공학부 이장무 명예교수(전 총장), 아시아학술회의(SCA) 회장 취임
· 환경대학원 김정욱 명예교수 인터뷰
·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명예교수, 사랑의열매 회장 취임
· 서양화과 서용선 명예교수 인터뷰
· 경제학부 이준구 명예교수 인터뷰
· 생명과학부 이인규 명예교수, ‘문화재행정 미래전략 토론회’ 기조강연

회원 부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민헌기(의과대학 의학과) 2021. 03. 06.
김영균(의과대학 의학과) 2021. 03. 19.
김수언(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공학부) 2021. 03. 23.
정성태(사범대학 체육교육과) 2021. 04. 24.
이애주(사범대학 체육교육과) 2021. 05. 11.
회원 동정

곽수근(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3월 25일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에 선임.
유근영(의과대학 의학과)
5월 17일자로 한국보훈복지의료재단 중앙보훈병원 원장으로 취임.
이광숙(사범대학 독어교육과)
3월 27일 Anfaenge des Deutschunterrichts in Korea, China, Japan(한국, 중국, 일본에서의 초기
독일어교육). 기조연설, 중화민국 독어독문학자/교사 협회, 대만 가오시웅.
이정민(인문대학 언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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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통사 구조와 인지』 이정민 지음, 한국문화사, 792쪽.
Numeral Classifiers and Classifier Languages: Chinese, Japanese, and Korean. 이정민, 김영
화, 이병욱 편저. Routledge, 284쪽.
Evidentials and Modals. CRiSPI 39. 이정민, 박진호 편저. Brill.
전경수(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3월 10일 눌민출판사에서 『울릉도 오딧세이』를 출간함.
3월 30일 민속원출판사에서 『월남에서 배운다』 출간함.
3월 27일자로 월남사회주의공화국 다낭시 소재. 워이떤대학교(Duy Tan University)에서 외국어
대학 학장으로 직무시작함.
정용덕(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적극행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2021. (안성호, 마광열과 공편저) (ISBN 979113031242-2).
3월 12일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 (“공무원 채용과 교육”)에서 좌장.
3월 26일 한국행정연구원 적극행정포럼(“지능형 정부를 선도하는 적극행정”)에서 좌장.
6월 4일 한국행정학회.한국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라운드테이불(“지방자치부활 30년: 성과와 과
제”)에서 좌장.
홍성태(의과대학 의학과)
3월 23일 서울의대동창회가 수여하는 제22회 함춘대상을 수상함.
황경식(인문대학 철학과/명경의료재단 이사장)
그동안 수집해온 조선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특히 한중일 3국의 고미술 작품을 소개하는
『고미술의 매력에 빠지다』(부제-어느 철학자의 외도)란 인문학 에세이를 출간했다. 덕혜옹주
초상화를 시작으로 오원 장승업의 그림, 정약용의 간찰집 등 흥미로운 작품을 생생한 도록과 함
께 확인할 수 있으며 조만간 영문판도 출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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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소식지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