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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교수의 의료복지에 대한 소고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명예교수 김중수

명예교수협의회 의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명예교수협의회 의료·복지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중수입니다. 명예교수님께 이 소식지를 통해 인사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최근 정년하신 신임 명예교수님을 위해 의료·복지위원회의 역할과 의료비 감면

제도가 어떻게 변천되었는지를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년 후 의료비의 상승은 모든 분에게

민감한 부분으로 명예교수협의회가 설립될 시기에 서울대학교 병원과 치과병원에서 명예교수님께

드리는 의료비 감면혜택은 다른 대학교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었으며, 진료비 감면혜택의 확대는 새

로 설립된 명예교수협의회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예교수

의료비감면혜택위원회(추후 의료·복지위원회로 개편됨)를 구성하여 자료수집과 건의서 작성 및 관련

기관 제출을 추진하였습니다. 명예교수와 배우자에 대한 서울대병원(유관의료기관 포함)과 치과병원

의 진료비 감면 개선안은 당시 이장무 총장님의 의지와 두 병원장의 협조 그리고 명예교수협의회

임원들의 노력으로 이사회를 통과하여 2010년 1월부터 새로운 서울대학교병원과 치과병원의 진료비

감면지원 방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정부의 여러 기관으로부터 부적절한 지원이라는

지적을 여러 번 받아 2014년 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본부에서는 새로운 “서울대학교 병원진료비 지

원제도”를 도입하여 종전의 진료비 감면율에 따라 교직원의 후생복리비의 일환으로 지원하게 되었

으며, 현재 명예교수님의 진료비 감면지원은 교직원 진료비 감면지원 업무와 같이 대학본부에서 이

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후 정부의 의료보험 급여 확대와 진료제도 개선에 따라 진료비 감면항목도

일부 조정되었으며, 2020년에는 분당서울대병원의 치과진료도 진료비 감면항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진료비 감면 항목은 10여 년 전에 정한 항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명

예교수님과 교직원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감면 항목의 추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단체와 대학

본부가 뜻을 모아 감면항목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mailto:emer@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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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의료·복지위원회의 업무는 주로 진료비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으나, 의료·복지위

원회에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학생교육 및 자문을 통해 학문과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명예교

수를 위한 제도와 이에 필요한 연구 공간 확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논의한 바 있

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연구공간과 제도 개선은 대학과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사안으로 좋은 결

과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간 확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현재 사용 중인 명예교수님 연구공간의 운영방안을 많은 명예교수님들께서 지혜를 모아 효율성을

높이는 새로운 운영방안으로 개선할 수 있다면 신임 명예교수님의 연구 공간 부족을 해소하는데 크

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예교수님께서는 재직 시부터 취미 혹은 관심분야의 각종 모임에서 활동하셨고, 정년 후에도 계

속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교수님의 모임을 활성화하고 명예교수님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19 유행으로 명예교수님들께서는 불편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

제 국내 코로나19 백신 완전 접종률이 집단면역이 가능한 접종률에 도달함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파감염으로 신규 환자와 위중증 환자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되어

오히려 철저한 개인방역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명예교수님들께서도 추가 백신접종도 받으시고 철저

한 개인방역으로 건강관리를 잘 하시어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기 바

랍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 모두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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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이야기 4*

브뤼주/브뤼허의 미켈란젤로

                                           

       정형민 교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교수 (1994-2017)

    서울대학교미술관 관장 (2006-2012)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2012-2015)

벨기에의 서북쪽 브뤼주/부뤼허(Bruges/Brugge) 역 근처에서 운하를 따라 중세 시가지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미켈란젤로(Michelangelo di Lodovico Buonarroti Simoni, 1475-1564)의 <성모자>상

이 있는 성모성당의 첨탑이 눈에 들어온다. 미켈란젤로 생전에 그의 작품이 이탈리아 밖으로 나간

예는 브뤼주의 <성모자>가 유일하다. <성모자>는 16세기 초 1504-1506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

되는데, 당시 미켈란젤로는 바티칸 성베드로 성당의 <피에타 Pietà>(1498-1499)를 제작하고, 플로렌

스의 <다비드 David>(1501-1504)를 완성하면서 명성이 높아졌을 때이다. 이탈리아 내에서도 주문이

많았던 그가 왜 브뤼주에 조각을 팔았을까?

플로렌스 근처 마을에서 태어난 미켈란젤로는 관리였던 아버지가 플로렌스로 이사하게 되자 석

공의 아내인 유모에게 남겨졌고, 유모의 젖과 돌 깨는 소리를 들으며 자란 그는 조각가가 될 운명이

었다. 13세에 이미 정교한 대리석 부조를 제작했으며, 15세에 플로렌스의 부호 메디치 가문의 조각

가가 되었다. 서서히 그의 재능이 알려지기 시작하자 로마 주재 프랑스 추기경이 바티칸 성당 안 자

신의 납골예배당에 안치할 피에타를 주문 제작했으며 그의 명성은 로마 밖으로도 퍼져갔다. <피에

* 정형민 교수님의 미술이야기는 지난 봄호부터 시작하여 모두 4회에 걸쳐 연재되었습니다.

<그림 1> 브뤼주 운하
<그림 2> 미켈란젤로, <성모자> (1504-1506) 전경,
Church of Our Lady, Bruges, Belgium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소식지 4

타>가 완성되었을 때 그는 24세였는데, 그에게 경쟁상대는 나이가 23세 위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Lenoardo DaVinci, 1452-1519) 뿐이었다.

<그림 4> 다비드(1501-1504), Accademia
de Belle Arti, Florence, Italy ⓒCreative
Commons

아들의 주검을 무릎 위에 눕히고 내려 보고 있는 성모의 얼굴은 고통스럽지 않고 평화스럽고 아

름답다. 33세에 죽은 예수의 나이를 감안하면 적어도 50대 초반은 되었을 성모인데, 순결은 젊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던 미켈란젤로에 의해 30대의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정신적인 고귀

함과 육체적 아름다움을 조화시킨 르네상스 조각의 표본이다. 두꺼운 옷 주름에 싸여 있는 피라미드

같은 성모의 거대한 체구는 매끈한 근육으로 다듬어진 아들의 주검을 무릎 위에 견고하게 안치하고

있다.

<그림 3-1> 성모, 피에타(1498-1499) 부분, St. Peter’s Basilica, Vatican City ⓒCreative Commons

<그림 3-2> 예수, 피에타(1498-1499) 부분, St. Peter’s Basilica, Vatican City ⓒCreative Commons

이보다 몇 년 뒤에 제작된 브뤼주 <성모자>의 성모 역시 젊고 아름답게 표현되었다. 눈을 반 쯤

내려뜨고 그의 무릎 사이에서 걸어 내릴 듯 서있는 아기 예수를 왼손으로 가볍게 잡고 있다. 재료를

다룰 줄 알았던 숙련된 작가의 손에 의해 카라라(Carrara)에서 구한 하얀 대리석은 성모자의 부드러

<그림 3> 피에타(1498-1499), St.
Peter’s Basilica, Vatican City ⓒ
Creative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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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살결로 다듬어졌다. 두꺼운 벨벳 질감의 성모의 치마는 아기 예수를 감싸는 니치(niche)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림 2-1> 미켈란젤로, <성모자> (1504-06), Church of Our Lady, Bruges, Belgium

브뤼주 <성모자>가 제작된 시기는 미켈란젤로가 높이 5.17미터에 달하는 <다비드>(1501-1504)

를 완성하고 플로렌스 최고의 조각가로 인정받고 있을 즈음이다. 독립된 행정체제를 갖고 있던 플로

렌스공화국이 경쟁상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닌 미켈란젤로에게 다비드상을 주문한 것이다.

<성모자>가 구매되던 당시 브뤼주는 유럽의 무역 중심지로 번창했으며, 직물로 돈을 번 상인 무크

롱(Alexander Mouscron)이 가족 성당을 지으면서 내부에 안치할 성모자상을 주문하고 중간 상인을

통해 미켈란젤로에게 1503-1504년 세 번에 걸쳐 송금했다. 완성된 <성모자>는 1506년경 브뤼주로

배달되었는데 오랫동안 이 조각의 행방에 대해서 이탈리아에서는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당시

많은 조각 주문을 받고 있었던 미켈란젤로는 브뤼주 상인이 제시한 가격에 비밀리에 제작하여 아버

지 정원에 감추어 두었다가 몰래 운송한 것으로 전해진다.

브뤼주 <성모자>의 아름다움은 주변에 알려져, 두 번에 걸쳐 약탈 대상이 되었다. 1794년 프랑

스 혁명군이 브뤼주를 점령했을 때 파리로 약탈해 갔다가 나폴레옹 패전 후 1816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1944년 후퇴하던 나치군은 훔친 성모자를 매트리스에 싸서 오스트리아의 소금 광산 알

타우제(Altaussee)에 숨겨 놓았는데 1945년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미술사 전문가들이 루즈벨트 대통

령에게 건의해 도난당한 유럽의 미술품 환수를 위한 예술작품 전담부대를 결성해서 구출 작업을 감

행했다고 하는데, 이 사건은 최근 영화 <Monuments Men>으로 제작되기도 했다.

<그림 5> <Monuments Men>, 1945, copyright Alet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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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주의 <성모자>는 <피에타>에 버금갈 정도로 미켈란젤로 조각의 전형이다. 하지만 미켈란젤

로의 최후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피에타인 론다니니 가족 소장품이었던 <론다니니 피에

타 Rondanini Pieta>(1552-1564)는 다른 조각가, 아니 다른 시대의 조각처럼 보인다. 축 늘어진 예수

의 주검을 성모는 어깨를 감싸며 등 뒤에서 부축하며 서 있고 고개를 떨어트린 예수의 머리 위에

초점을 잃은 채 얼굴을 대고 있는 성모의 표정은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표정이다. 임종 전 엿새까지

작업하다 손을 멈춘 “미완성”의 이 작품은 재료(대리석)와 형체 사이 지점 어딘 가에 있다. 잠재된

형체가 서서히 대리석 표면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듯, 잠시 머물렀던 신체에서 예수의 영혼은 해방되

어 상승하고 있는 듯하다. 이상화된 인간의 신체로 신적 존재를 구현했던 미켈란젤로는 생의 마지막

에 다다르면서 신 본연의 모습을 대리석 속에서 찾아낸 것일까?

<그림 6> <론다니니 피에타> (1552-1564), Castello Sforzesco, Miano

<그림 6-1> 예수와 성모, <론다니니 피에타> 부분 (1552-1564), Castello Sforzesco, Miano

<론다니니 피에타> 제작에 앞서 72세에 미켈란젤로는 또 다른 <피에타, 혹은 십자가 강

림>(“Florentine Pieta,” 1547-1555)을 제작하면서 십자가 강림을 돕는 인물(Nicodemus?)을 자화상으

로 삽입했다. 평생 교회에서 생활한 미켈란젤로가 자신의 정체를 조각가로서 보다는 성서의 인물로

역사에 남기고 싶었던 것일까? 하지만 8년간 작업하다 좌절감에 빠져 매끈하게 다듬어진 예수의 신

체 일부를 망치로 부숴버렸다고 하는 것을 보면 플로렌스 미술관 소장의 이 <피에타>는 그가 궁극

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던 예수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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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피에타, 혹은 십자가 강림>(1547-1555),

Museo dell’Opera del Duomo, Florence, photo Marie-Lan Nguyen

<그림 7-1> <피에타, 혹은 십자가 강림> 부분 (1547-1555), Museo dell’Opera del Duomo, Florence

십대부터 무수한 작품을 제작하며 단테를 심상하고 신과 조각, 사랑, 삶에 대해 300여 편의 단시

(sonnet)를 제작하기도 했던 미켈란젤로는 임종 며칠 전이 되어서야 자신이 평생 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았다고 한다. 완성의 의미가 달라지는 다음 시대를 연 것이다.

옛 미술품으로, 중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여정에서 오랜 지혜를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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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의 샘

적정 리더십

                                            

    이무하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공학부 명예교수

소위 선진국들이 저개발국가(1960년대부터 UN에서 후진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저개발

국이나 개발도상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항상 문제가 되었던 것은

피지원국 현실을 무시한 너무 앞서가는 기술들의 지원이었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실정에 맞는 적정

기술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되었다. 그러나 유럽 연합과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들의 저개발국가 지원 사업을 보면 여전히 입으로는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

쳐주라.”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자립하도록 도와주기보다는 그들이 필요할 것

이라고 자기들이 판단하여 일방적으로 지원하기를 좋아한다. 따라서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을 경험

해 보지 못한 선진국들은 저개발국가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 방식대로 밀어붙인다. 더

욱이 말로는 저개발국 실정에 맞는 적정기술을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선진기술과 시설을

제공한다. 결국 지원하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잘 진행되지만 지원기간이 끝나고 지원국이 철수하고

나면 제공된 기술이나 시설은 현지에서 무용지물이 된다. 현지인들의 게으름이나 공무원의 부패 혹

은 예산의 부족 등이 원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가

리더십의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1950년대 찌들게 가난했던 시절에서부터 2000년대 풍요를 구가하는 시대에 이르기까

지 모두 경험한 세대를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아마도 유일한 나라일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을 돌

아다니며 느끼는 것은 우리의 가난한 시절은 국가 리더십을 잘 만나 극복되었다는 믿음이다. 혹자는

그러한 리더십이 없었어도 세월이 지나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 사람

들은 국가적으로 저개발국에 보내 몇 년간 필히 살아보도록 만들어 국가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를 제대로 실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많은 저개발국의 지도자들이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 집단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현실은 그들의 미래를 불 보듯 빤하게 만들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

라같이 가난을 극복하여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나라는 없을 것 같다.

요사이 기업 경영의 화두는 ESG(Environmental, Social Responsibility, and Governance)이다. 환

경, 사회공헌, 지배구조와 더불어 리더십을 포함한 경영체제가 강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기업경영

기법은 선진국 경영기법의 끊임없는 진화의 과정을 따라가는 개도국들을 바쁘게 만든다. 아무리 과

학기술이 선진국의 주도 아래 발전되어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지만 사람을 다루는 경영기법은

차별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자문을 해 본다. 동서양이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고 나라마

다 문화가 다른데 서양식 방법만이 선진적이 되는 이유는 아마도 세계화의 영향이 큰 것 같다. 그래

서 미국에서 유행하는 진영논리가 한국에서도 유행하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누군가가 말하기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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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화는 전 세계가 모든 분야에서 함께 하도록 만들지만 정치만은 예외라고 했다. 우리나라 정치현실

을 보면 이 말은 맞는 것 같다. 인류학자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구상의 모든 동물 중에서 자기의

실수나 잘못을 부끄럽게 느껴 얼굴을 붉히는 것은 인간뿐이라고 한다. 그런데 유독 한국의 좌파 정

치인들은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얼굴을 붉힐 줄 모르는 것을 보면 그들은 우리와 같은 호모 사피엔

스(Homo sapiens)가 아니고 종류가 다른 인간 호모 쉐임리스(Homo shameless)인 모양이다. 이러한

정치현실에서 외제 좋아하는 한국인들이 왜 소위 정치지도자들은 서양에서 도입해 오려고 하지 않

는지 의문이다.

아프리카에서 자원이 풍부한 많은 나라들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천연자원의

저주’라는 말로 설명하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가 리더십의 문제이다. 소수의 집권 세력이 천

연자원을 통한 부를 독점하고 나머지 국민은 굶주림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는 공무원들의 부

패로 개선될 여지가 거의 없다. 또 다른 상황인 과도한 무상 국민복지정책을 추진하여 나라를 거덜

나게 만드는 개도국들에서의 국가 리더십도 그 배경에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인사들의 부정부

패가 주요 원인이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사회전반에 걸쳐, 특히 하급관리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했

었지만 국가경제가 향상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 같다. 하지만 이젠 그런 병폐가 고급관료들에

게로 옮겨가 규모와 은밀함이 더 해진 상황으로 변질된 것 같다. 이러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에는 국가 리더십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회자되던 유명한 유머가 있었다. 그 원본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참모총

장 쿠르트 폰 하머슈타인 에쿠오르트(Kurt von Hammerstein-Equord)이다. 그는 군인들을 우둔하고

게으른, 우둔하고 부지런한, 영리하고 부지런한, 그리고 영리하고 게으른 장교의 4가지로 분류하면서

최고의 리더십은 영리하고 게으른 장교라고 했다. 이건 능력있는 아랫사람들에게 권한 위임도 잘 하

면서 현명하게 무리를 이끄는 리더십을 지적한 것이라 생각된다. 영리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은 부하

참모로서 활용하는 것이 좋고, 우둔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이들은 반드시 제거

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리하고 부지런하기 때문에 좋은 리더를 만나야 하는데 자기

들이 모두 리더가 되고자 하여 나라에 사달이 난 것 같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부지런한 사람이 머

리도 좋은 줄 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둔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종종 국가 리더십을 차지함으로써

국민들을 후회하게 만든다. 우리나라 국민 수준에 적정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절이 왔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어울리지 않는 서양 선진국의 최신 국가경영기법을 실천하는 리더가 아닌 나라와 국민을

보듬으며 현재 국민 수준에 맞게 나라를 이끌 리더를 선택하지 않으면 저개발국가의 저주가 우리에

게도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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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작 소개

한국광업사-근대 이전을 중심으로 

이정인 공과대학 명예교수

2021년 8월 도서출판 에스티엔

  이정인 명예교수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을 역

임한 이태섭 박사와 함께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

지 우리 광업의 역사를 저술하였다. 광복 후 1970년대

까지 우리나라의 주요 기간산업이었던 광업에 대한

산업사는 여러 권 출간되었지만, 근대 이전에 대한 역

사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고대국가의 활동무대가 한반도를 넘어 만주

까지 포함하고 있어, 남한에서 발굴된 유적과 유물뿐

아니라 북한과 중국에서 발굴된 유적과 유물도 포함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구하는 어려움 크

다. 저자는 삼국사기』, 동국여지승람』, 조선왕조

실록』 등 49종의 국내외 고문헌의 광업에 대한 기록

을 조사하였는데, 이 작업에서 북한에서 발간된 이태

영의 조선광업사』 (1998년 백산자료원)가 크게 도움

이 되었다고 머리말에 밝히고 있다.

이 책은 1. 원시공동체사회 및 고대국가의 광업, 2.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의 광업, 3. 고려시대의 광업

그리고 4. 조선시대의 광업 등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저자는 이 책을 편찬하면서 발굴된

유물이나 고문헌의 기록에 의거하되 가능한 범위에서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부분

은 합리적 추론으로 광업 역사의 흐름을 비정하였다. 발굴된 철기와 비철 유물의 물리화학적 특성

등 과학적 자료는 물론 광업활동이 행해진 지역에 대한 일람표 등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하였으

며, 발굴지에 따른 특성의 차이도 분석하였다.

저자는 신석기시대의 紅山문화를 신용하 교수의 제안에 따라 고조선문명에 편입하여 요하지역의

우하량유적지에서 발굴된 玉器에 관련된 채취, 운반, 가공작업 등을 우리 광공업이 시작한 출발점으

로 간주하였다.

한편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전 세계에 몰아친 제국주의의 소용돌이 속에서 쇠잔해 가는 대한

제국이 열강의 강요에 의하여 광산업을 민간에 개방하고, 이는 결국 외국인에게 광산개발을 허용하

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들이 근대식 광산기술을 한반도에 도입한 상황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고

종 28년(1891년) 일본인 우마키겐조가 경남 창원군 용장의 금·동광 채굴권을 얻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콘크리트 축조의 수갱굴착과 다이나마이트를 이용한 채굴법을 사용한 사실을 기술하였다.

저자는 신석기시대 이래 오늘에 이르는 우리 광업의 유구한 발전사를 조명함으로써 자원 한국의

미래에 대한 교훈을 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끝을 맺었다.

최항순 (소식지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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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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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사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 THE 세계대학 평가 순위

· 서울대 재정 규모, 해외 대학에 비해 크게 뒤처져

· 시흥캠퍼스, ‘시흥 스마트시티 비즈니스 포럼’ 개최

· 창업가 모이는 관악S밸리

· 서울대-발전5사-서울과기대, 탄소중립 위한 미래인재 산학협력 추진

· 블록체인으로 매긴 세계 대학 랭킹

· 서울대생도 “취업 힘들어요”...졸업유예제 도입 요구 커져

· 2021 교개협, 앞으로의 서울대 교육을 이야기하다

· 서울대 공간 관리, 제대로 되고 있을까?

· 서울대 국가전략위원회, 제18회 국가정책포럼 개최

· 2022 THE 세계 대학 순위

· 오세정 서울대 총장 “전공 벽 허물어 융합교육…스탠퍼드처럼 창업 요람 되겠다”

·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누명 쓴 서울대생의 명예 졸업

· 올해 서울대 정시 합격자 78% 수도권 출신

· ‘위드 코로나’ 시작하는 서울대

· 관악수목원 전면 개방 논의

· 코로나19와 함께한 서울대 75번째 생일

· 오세정 총장, ‘2021 아시아여성리더스포럼’서 ‘혁신을 이끌어 갈 미래 인재상’ 강연

· 2021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교육부문) 시상

· 강의 2개중 1개는 대면…가을 축제도 대면 진행

· 오세정 총장, 몽골 전 대통령 접견

· 서울대, 제14회 발전공로상 시상

· ‘캠퍼스 내 도로교통법’,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세칙 시행

·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시흥캠에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 코스타리카 대통령 접견 및 특강

· 과학기술한림원, 신임 정회원 선출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97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01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68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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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소식

━ 운영위원회 개최

2021년도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1. 일시: 2021년 10월 13일(수) 오후 3시∼3시45분

2. 장소: 줌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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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참: 김중수 교수님

4. 보고사항

1) 전차회의록을 보고하고 원안대로 접수함.
2) 2021년도 회비납부현황을 보고함(전년대비 실적이 저조하여 부회장 및 이사님께 개별적으로 회
비납부안내를 함).

3) 각 분과위원회 보고사항

① 기획위원회

가. 명예교수협의회 소식지 2021 가을호 발간을 보고함.
나. 명예교수협의회 소식지 2021 겨울호 발간계획

-권두사;

-그림이야기 4; 정형민 교수

-기고;

-협의회소식

-회원동정

-기타

다. 소규모연구모임 과제 연구팀을 선정하고 연구비 500만원을 지급함(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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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보고서 양식을 간단하게 새로 만들어 앞으로 제작할 연구보고서에 적용하기로 함.

라. 올해의 산업시찰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시행하기 어려움.

② 학술위원회
③ 의료·복지위원회
④ 편집위원회: 명예교수회보 2021(제17호) 원고: 22편이 접수됨(30편 내외를 게재할 예정임).
➄ 사회봉사위원회
가. 책자 발간 상황(『학문 후속세대를 위한 나의 학문, 나의 삶』 3권 및 4권)
1) 원고 11편이 접수되어 출판문화원에 교정 및 발간을 의뢰함(금년 발행 목표).
2) 집필자(12명)

- 3권: 김광현(의대), 김병동(농생대), 박성현(자연대), 오석홍(행정대), 이순종(미대), 조창섭(사범

대) 명예교수님(6명)

- 4권: 김안제(환경대), 심창구(약대), 이승재(인문대), 최종고(법대), 추광영(사회대), 허승일(사범

대) 명예교수님(6명)

3) 『학문 후속세대를 위한 나의 학문, 나의 삶』 도서판매대금

(1권 102부+2권 52부×15,000원/부×0.5=1,155,000원) 입금(9월 30일)

4) 고교 특강 신청 1건:

약대 심창구 교수님(특강제목-새로운 약은 어떻게 창조되는가): 진명여자고등학교 10월

15일(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소식지 13

4) 서울대학교 본부지원금 2,500만원 입금(9월 27일)
5. 토의사항

1) MAHA 프로젝트(간호대 김정은 교수) 자서전 쓰기- 협의회 지원여부

- 명예교수님들의 다양한 (취미)활동과 관련된 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

각함. 강사료를 강의당 10만원씩, 도합 210만원을 지원하기로 함.

2) 조선일보의 사설: ‘21세기 학생들을 20세기 교수들이 가르친다’, ‘세상 변화는 빛 속도인데, 대학

시계는 30년 전에 머물고 있다’, ‘국내 바이오학과 컬리큘럼 변화의 필요성’ 등 시대상을 따르지

못하는 대학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한 것에 대하여 명예교수의 깊은 성찰과 대안제시의 필

요성(이인규 전회장님 제안)

- 현직 교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이니 만큼 명예교수협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기 보

다는 현직 교수협의회에 제안하여 명예교수협의회와 함께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 2022년도 소규모 연구모임의 지정과제로 선정하기로 함(2022년 2월에 사업 공모와 선정을 마치

고 3월에 과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함).

회원 부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윤세철(사범대학 역사교육과) 2021. 09. 09.

오인석(인문대학 서양사학과) 2021. 09. 11.

이정식(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2021. 09. 12.

장완식(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2021. 10. 03.

이창환(인문대학 미학과) 2021. 11. 04.

소광섭(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2021. 11. 11.

차인석(인문대학 철학과) 2021. 11. 22.

박만기(약학대학 약학과) 2021. 11. 28.

언론에 보도된 회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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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사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 의대 신영수 명예교수,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기부금 총괄 심의

· 동양화과 김병종 명예교수, ‘서울대 정문’ NTF경매 수익 1억 유니세프에 기부

· 재료공학부 김도연 명예교수 인터뷰

· 의대 채종일 명예교수, 연구 에피소드 담은 에세이 출간

· 의대 정현채 명예교수 인터뷰

·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이정인 명예교수, 『한국 광업사』 출간

· 서양화과 한운성 명예교수, 수원시립미술관에 작품 기증

· 국어국문학과 송철의 명예교수, 제19회 일석국어학상 수상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90201072912050001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109150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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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학회장 언어학과 권재일 명예교수 인터뷰

· 동양화과 김병종 명예교수 인터뷰

· 전기정보공학부 이재홍 명예교수, 국제전자전기학회(IEEE) 이동체공학회장 선출

· 국사학과 이태진 명예교수, 일본 외무성 문서 1,700여건 묶어 책 출간

· 서양사학과 박지향 명예교수 인터뷰

· 자유전공학부 서경호 명예교수,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장에 선출

· 경영대 곽수근 명예교수, ‘농어촌상생포럼’ 초대 회장 선임

· 동양화과 김병종 명예교수, ‘안견미술문화대상’ 수상

· 울산대 총장 행정대학원 오연천 명예교수 인터뷰

· 사회학과 신용하 명예교수, 『한국문화의 설날·두레공동체·농악·아리랑』 출간

· 산업공학과 김태유 명예교수, 『한국의 선택』 출간

· 기계항공공학부 김승조 명예교수 인터뷰

· 조소과 최종태 명예교수 인터뷰

· 중어중문학과 김학주 명예교수, 『조조의 재발견』 출간

회원 동정

김 민(음악대학 기악과)

10월 15일 제5회 백남상 음악 부문 수상.

심창구(약학대학 제약학과)

- 지난 10월 15일, 진명여고 학생들에게 '새로운 약은 어떻게 창조되나?'라는 주제의 강의를 하였

다.

- 지난 10월 18일(일), 약대 동창회장으로서 약대 동창의 날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는데, 동

문 320여명이 접속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건우(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지난 9월 17일 제66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

이광숙(사범대학 독어교육과)

10월 16일(토) 한국텍스트언어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가을철 학술대회에서 기조 강연을 하였다.

강연의 주제는 “한국과 독일 동화텍스트 연구 - 백희나의 ‘달 샤베트’와 그림형제의 ‘달(Der

Mond)'을 중심으로-” 이었다.

이부영(의과대학 의학과)

- 8월 2일 한국융연구원에서 총 425쪽의 M.L. 폰 프란츠(M.L. von Franz ) 『민담속의 그림자와

악』 (이부영·이광자 공동번역) 발간하였다.

- 11월 5일 대한의사학회에서 대한의사(醫史)학회 제3회 일산 김두종 학술상 수상.

최규완(의과대학 의학과)

9월 25일 아이넷 미디어그룹에서 수여하는 한민족 대상 수상.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15174&code=13150000&cp=nv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110101032527108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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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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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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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