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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소설’에 대하여

    

    우한용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명예교수

    명예교수협의회 학술위원장

정년으로 얻은 자유로움. 그걸 누리자고 십 년 동안 소설을 썼다. 한 해 한 편씩 책을 냈다. 장편

소설 세 권과 단편집 일곱 권이 작업 성과다.

사람들은 묻는다. 당신 소설은 무슨 소설인가 하고. 나는 특별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작업을 계속

했다고 대답한다. 다만 내 소설은 부단한 변화를 추구했노라고, 그래서 지금도 흔들리면서 소설의

경계를 넘어 아슬아슬한 곡예를 하는 중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왜 그런가 묻는다. 소설

은 ‘문턱의 문학’이기 때문에 양식화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들이대기도 한다. 기존의 소설에

익숙한 이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수 없다.

나를 어느 부류의 소설가로 규정하려는 독자들의 집착은 완악스럽다. 규정되지 않는 늙은이는 불

온해 보인다. 그런 눈길을 던지는 이들에게, 나는 늙지 않으려고 소설 쓴다는 이야기로 못 박는다.

귀를 세우는 이들이 몇몇은 있어서 위안을 삼는다. 헌데 그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는 모양이다. 규정

할 수 없는 늙은이 당신이 쓰는 건 ‘노인소설’ 아닌가 묻는다. 허어, 숨이 찬다.

경험을 통해 잘들 아실 터이다. 소설은 장르의 속성이 널널해서 나오는 족족 이전 소설과는 다른

형태를 지닌다. 그래야 소설이란 말의 어원에 걸맞은 소설이 된다. 노블은 새롭다는 기본의미를 지

닌다. 그러니까 늘 새로운 형식을 창안해내지 않으면 낡은 소설이 된다. 낡은 소설은 소설의 원래

의미를 배반하는 꼴이다.

근래에 ‘노인소설’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소설가들이 오래 살다보니 노인, 노년, 나이먹음 등을

소설의 소재 혹은 주제로 선택하여 작업하는 경우가 흔하다. 정작 노인소설이란 용어는 정확하게 규

정이 안 된다. 대학에서 공부하고 가르치는 중에 길들은 습관이 있다. 이른바 조작적 정의를 시도하

는 것이다. 해서 노인소설의 개념 틀을 만들어 본다. ‘노인소설은 늙은 작가가 늙은이를 소재로 하여

늙음의 의미를 추구하는 서사양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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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것 다 제쳐두고 ‘늙은 작가’를 곱씹어본다. 나이가 많은 작가? 애매하다. 백 살 넘어까지 정

정하게 글 쓰는 어느 철학자가 있어, 나이를 먹는다는 게 단순히 수적으로 헤아려지는 지표가 아니

라는 걸 알고 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환기한다. 늙었다는 것과 생기를 잃었다는

뜻이다.

노숙하다? 이 또한 애매하고 막연하다. 소설에서, 문학에서, 인생에서 노숙하다는 게 무엇인지 가

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교양의 이념이 살아있을 때는 성숙한 인간을 표본으로 내세울 수 있었다. 그

러나 이제는 그런 표준을 세울 수 없다. 그런 표준을 세운다면 그건 금방 우상이 되고 만다. 소설은

우상을 배제하는 문학이다.

권위있는 작가? 소설은 권위를 부정하는 데서 출발한 문학이다. 권위 있는 텍스트는 경사자집(經

史子集)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이들은 누군가 다시쓰기를 스스로 거부한다. 논어를 다시 쓴다? 용납

이 안 된다. 역사를 다시 쓴다는 것은 사화(史禍)를 불러올 수 있다. 소설가는 스스로 권위를 파괴함

으로써 권위를 획득하는 모순된 존재다.

늙은 작가를 놓고도 이렇게 규정이 안 되는 판에, 늙은 주인공이나, 늙음의 의미, 그 해석 나아가

그의 형상화로 이야기가 나아간다면 난마에 얽히고 만다. 그러니 노인소설이라는 용어를 폐기해야

한다. 아무튼 작가는 살아 있는 정신의 표상이라야 하기 때문이다.

각종 매체에 늙은이들을 향해 하고 많은 계명들이 난무한다. 마땅히 이렇게 늙어야 한다, 늙은이

는 모름지기 이러이러하게 행동해야 하느니라... 자기 자랑을 늘어놓지 말라든지, 입은 닫고 지갑을

열라고 권한다. 흘러간 청춘을 되씹지 마라, 공직을 다 버려라 등, 여러 버전이 있어 모두 거들기 힘

들 지경이다. 소설가는 이런 세속의 경영론을 거부한다. 소설은 묘하게도 세속을 이야기함으로써 세

속을 비판하는 모순된 일을 수행한다. 소설가가, 늙은이들이 지킬 계명을 이야기한다면, 허구적으로

설정된 작중인물을 통해 풍자하는 방식을 택하게 된다. 소설은 인간의 세계인식을 다루기 때문에 속

류 철학을 옹호하지 않는 것은 물론, 스스로 어떤 철학을 내세우지 않는다.

시간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다. 흘러간 시간은 재생이 안 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몸은 늙을

수밖에 없다. 그거야 누구나 순명해야 하는 자연의 이법이다. 거기까지 저항할 수는 없다. 그러나 늙

음을 대하는 태도는 달리할 수 있다. 늙음의 가치에 대한 해석을 통해 시간을 거스를 수 있는 게 지

각있는 인간의 특권이다. 이는 꿈의 영역일지 모른다. 그러나 늙어서도 꿈 작업(드림워크)은 얼마든

지 해낼 수 있다.

여기서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비잔틴 항행>을 떠올리게 된다. 시인은 비잔틴이라는 이상공간

을 상정하고, “그곳은 늙은이들이 살 나라가 못 된다”고 언명하는 데서 출항의 돛을 올린다. 그러면

서 젊은이들이 열정 넘치고 퍼들거리는 생명력을 노래한다. 그런데 그들은 “관능의 음악에 홀리어,

모두가/ 늙지 않는 지성의 기념비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적으로 제시한다. 그러면서 늙은이의

실상을 드러낸다. “늙은이는 다만 하나의 하찮은 물건, 막대기에 걸린 다 헐어진 옷” 그런데 전제가

있다. “만일 영혼이 손뼉 치며 노래 부르지 않는다면,”

하여 시인은 시간에 마모되지 않는 “지혜의 기념비”를 세우고 “졸음겨운 황제를 잠 깨워 놓기 위

해, 혹은 비잔티움의 귀족과 귀부인들에게 과거, 현재, 미래”를 노래로 일깨워주는 존재가 되고 싶다

는 ‘욕망’을 읊고 있다. 늙은이에게 욕심 버리라고 명령하는 것은 속된 금언이다. 세월에 마모되지

않는 지혜의 기념비를 꿈꾸는 노인의 욕망은 순정한 것이기에 그러하다.

진정한 의미의 ‘노인소설’이 있다면, 그것은 예이츠와 더불어 성스런 도시 비잔티움으로 가는 항

해라야 할 터이다. 아직 남아 있는 순정한 꿈이 있다면, 목소리 높여 주장할 게 아니라 당신의 가락

으로 ‘노래해야’ 한다.

노래는 예술이다. 소설이 예술에 다가갈 수 있다면, 노인소설은 인류의 꿈을 노래하는 서사가 되

어야 마땅하다.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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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이야기 81)

안젤름 키퍼(Anselm Kiefer)의 베니스 이야기

                                           

       정형민 교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교수 (1994-2017)

    서울대학교미술관 관장 (2006-2012)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2012-2015)

홀수 년에 열리는 베니스 비엔날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1년 연기되어 올해 59회가 개최되

었다. 비엔날레 전시는 한국관(Korean pavilion)을 포함해서 국가관들이 모여 있는 자르디니(Jardini)

와 조선소이자 병기창인 아르세날레(Arsenale) 두 곳에서 거행되는데, 이 외에 세계의 여러 미술 문

화 기관들이 베니스의 건물들을 빌려 기획전시를 하는 부대행사(“Collateral events”)들이 비엔날레를

풍부하게 한다. 그중 올해 많은 이목을 끈 행사가 두깔레궁(Palazzo Ducale)에서 개최된 독일 태생

작가 안젤름 키퍼(Anselm Kiefer, 1945~ )의 전시이다.

전시 입장료로 두깔레궁도 볼 수 있다고 즐겁게 표를 끊지만, 사실 궁전 맨 꼭대기 방에 키퍼의

전시실이 있어 모든 방을 관람하지 않고는 전시를 볼 수 없도록 기획되어 있다. 궁전 전체가 거대한

미술품 보고(寶庫)로 수십 개의 방을 가득 채우고 있는 회화, 공예품, 무기, 가구 등의 ‘의무관람’이

끝나야 비로소 키퍼 전시실에 입장할 수 있는 것이다.

베니스의 1600년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베니스 시립미술관재단(Fondazione Musei Civici di

Venezia: MUVE)은 두깔레궁의 제일 중요한 방으로 베니스 최고 행정관인 도제(doge)를 선출했던

스크루티니오 방(Sala dello Scrutinio)에서 전시하도록 2019년 독일 작가 키퍼를 초청했다. 꼭대기

층의 구석진 곳에 위치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직 채 마르지 않은 듯한 유화 페인트 냄새가 방에

가득 차 있다. 뿐만 아니라 16세기 당시 베니스의 최고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 대신 벽 4면에 천정에

서 바닥까지 총 800 평방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화폭들이 전시되고 있다. 16세기 공간이 21세기 독일

작가에 의해 점령당한 것이다. 모두 검은 잿빛 배경에 흰색과 어두운 붉은색, 푸른 색조로 그린 그

림들로 채워진 방은 한 비평가에 의하면 지옥(inferno)의 장면 같다고 한다. 베니스의 1600년째 탄생

일을 기념하기보다 오히려 베니스의 종말을 예견하고 있는 듯하다.

<그림1> Scrutinio Hall 동, 남, 서쪽 벽, Kiefer의 작품 전시* <그림2> Scrutinio Hall, 16세기 회화작품들 1

1) 2021 소식지 봄호부터 시작하여 연재된 정형민 교수님의 마지막 미술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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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Scrutinio Hall 서, 북, 동쪽 벽, <그림4> Scrutinio Hall, 16세기 회화작품들 2
Kiefer의 작품 전시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던 해에 출생한 키퍼는 Freiburg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다가

Karlsruhe와 Dusseldorf 미술대학에서 공부했다.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전후 독일 세대들이 갖고 있

는 두 가지 고민-대학살을 포함한 전범자로서 독일인의 죄의식, 혹은 무죄의 입장—중 키퍼는 독일

인으로서 죄의식과 넓게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허무주의적 역사관을 작품의 주제로 다뤄왔다.

작은 어촌에서 출발하여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하며 부를 쌓은 베니스는 동서 문화의 교차 지역

으로 정체를 만들어가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제일 큰 세계미술 축제인 격년제 비엔날레를 1895년부

터 개최해 왔다. 두깔레궁을 비롯하여 베니스 시 전체를 빽빽하게 채우고 있는 건축물들은 역사 깊

은 베니스의 부(富)의 축적과 높은 문화 수준을 보여준다. 이러한 베니스의 최고 행정관인 도제들이

1000년 넘게 거주한 곳이 산마르코 광장에 위치한 두깔레궁이다.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은 키퍼의

그림에서 불에 타고 있다.

<그림 5> 두깔레궁과 산마르코 광장 <그림 6> 두깔레궁 앞의 날개달린 사자

<그림 7> Scrutinio hall, 동쪽벽, 총 15m 폭: <그림 8> 동쪽벽 detail, 붉은 깃발과 두깔레궁의 화재

두깔레궁을 비롯해서 베니스 시 곳곳을 장식하는 시의 상징동물인 날개 달린 사자가 그려진 펄

럭이는 붉은 깃발 아래에 산마르코 성당과 두깔레궁은 화재로 무너져 내리고, 그 아래에는 죽은 자

의 옷들이 원경을 향해 대각선으로 열을 지어 걸려 있다. 추상이 유행하고 있던 1980년대부터 키퍼

는 추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실재감(reality)을 구현하기 위해 옷, 연장들과 같은 사물, 짚, 갈대, 그

리고 흙을 섞은 안료 등을 재료로 사용하며 캔버스의 공간을 실재 공간으로 연결시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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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동쪽벽 그림 9m 폭 <그림 10> 동쪽벽 하단부

1520년경 도제 부서 두깔레궁이 지어진 지 얼마 후 1577년에 화재로 스쿠르티니오방은 불타버렸

고, 이를 복원하기 위해 틴토레토(Tintoretto, 1518~1594)를 비롯한 당시 베니스 최고의 화가들이 초

청되어 그 방을 다시 화려하게 장식했다. 키퍼는 그 화재의 역사를 재현한 것일까? 하필이면 베니스

의 번영의 시간 대신, 불타고 있는 순간을 그렸을까? 인류는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오늘날처럼

—결국은 멸망의 시간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인류의 파괴적인 성향을 주제로 키퍼는 작업해 왔다.

소실점으로 집결하고 있는 땅은 인류가 향하고 있는 미래의 소멸점이다. 과거 베니스 역사는 현재

인류의 역사와 중첩되고, 홀로코스트(holocaust)의 역사는 미래의 전 지구적 묘지로 이어진다.

<그림 11> Scrutinio hall 전실, 작업하고 있는 키퍼.

뚜껑이 열린 납으로 만든 관은 베니스의 수호 성자인 성마르코(St. Mark)의 유물이 828년에 베

니스로 옮겨 오면서 유실된 사건을 상기시키며 벽에 매달려 있고, 도제들의 이름표가 달린 수레와

자전거들은 당시 두깔레궁에 쌓인 부를 상징하듯 캔버스 위를 서행하고 있다. 이러한 키퍼의 “신표

현주의(neo-expressionism)”적 작품은 회화이자 조각이다. 그가 사용하는 재료들은 서서히 부식하고

벽에서 이탈해 키퍼의 다음 작품의 소재로 재탄생한다.

<그림 12> Scrutinio hall 서쪽벽 <그림 13> 서쪽벽 detail: 뚜껑이 열려있는 납관

<그림 14> 서쪽벽 detail: 석탄을 가득 실은 이름표가 달린

수레와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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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깔레궁의 출구로 향한 마지막 “의무 관람”의 통로도 만만치 않다. 올라오던 길의 화려한 궁전

의 모습과 달리 아무 장식 없는 좁은 미로는 돌침대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차가운 감옥 방들 옆을

지나간다. 출구 사인을 놓쳐 자칫 길을 잘못 택하면 내려가던 길을 몇 번이고 다시 돌아와 지나가게

된다. 베니스를 운영한 행정관의 권력 뒷길의 어두운 모습까지 경험케 한 전시기획은 적중했고, 20

세기 베니스 철학가 안드레아 에모(Andrea Emo, 1901~1983)의 시구를 빌려 쓴 키퍼의 작품 표제,

“성서는, 태우고 나면, 마침내 빛을 조금 발할 것이다(Questi scritti, quando veranno bruciati,

daranno finalmente un po di luce)”는 설득력이 있다. “파괴한 후에야 재탄생한다.”는 일관된 키퍼의

주제의식은 그의 평생의 역사, 신화, 문학의 탐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처음으로 현대작가를 초대하여 400여 년 전 영광의 시간을 걷어내면서 문을 활짝 연 두깔레궁은

베니스 시민들뿐만 아니라 연중 끊임없이 몰려드는 동서의 관광객들, 그리고 세계 미술인들과 소통

하는 데 성공했다.

<그림 15> 작업하는 Kiefer, 작품 표제, <그림 16> Anselm Kiefer
“Questi scritti quando veranno...”

* 모든 그림의 출처 ⒸAlselm Kiefer. Photo by Andrea Avezzu, Courtesy Gagosian and

Fondazione Musei Civici Venez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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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의 샘

참새, 존재의 가벼움

                                            

    이무하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공학부 명예교수

우리는 무엇이든지 필요할 때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중요한 줄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종종 우리 생존에 필수적일 때가 많다. 공기나 물이 그 예일 것이다. 고산지대에

올라가 보면 공기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아프리카에 가 본 사람에게는 물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물을 물처럼 흔하게 쓰고 숨을 쉴 때 공기의 존재조차 잊고

산다. 비록 최근에는 초미세먼지 덕분에 깨끗한 공기에 대한 절실함을 실감하고 있지만.

세계 5대륙의 어디를 가나 쉽게 볼 수 있는 새가 참새다. 참으로 흔하디 흔한 새이고 떼로 몰려

다니며 재잘거림을 볼 때 참으로 가벼워 보인다. 비록 지역에 따라 종류가 약간씩 달라 우리가 속한

유라시아에는 나무 참새(tree sparrow)가 주로 살고 있다. 이 참새는 우리나라에서 4계절 내내 볼

수 있는 새다. 어릴 적 삶이 궁핍할 때 시골 동네에서 참새를 잡아서 구워 먹을 수 있으면 행운이었

다. 먹을 것이 지천인 요사이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지만 과거 경제가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가 가장

많이 잡아먹었던 새는 아마도 참새일 것이다. 주위에서 흔하고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새이니 그

냥 잡아먹어도 괜찮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소고기 열 점 보다 참새고기 일 점이 더 맛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래

서 그랬던지 서울에서는 길거리에서 파는 참새구이가 인기 있는 안주거리였다. 참새가 잡기가 쉽지

않으면 박새나 곤줄박이 같은 새들도 희생되었고 부화장 병아리도 자주 참새로 둔갑하여 팔렸다. 참

새는 소위 말하는 텃새이다. 난 이놈이 혼자 다니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 항상 떼거리로 몰려다닌

다. 참새는 잡식성이다. 곤충도 잡아먹고 논밭에서 곡식을 뜯어 먹기도 한다. 그래서 오래전에 중국

의 모택동 주석이 민중에게 식량 증산을 방해하는 참새를 박멸시키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있었다.

식량을 축내는 참새를 제거하면 곡식 생산이 증가하리라는 얄팍한 계산에서 내린 무식한 명령이었

다. 참새의 멸종은 병해충의 창궐로 국가적 재앙을 불러와 식량 생산은 급락하고 소련에서 참새를

긴급 수송해 와서 겨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자

연생태계에서는 각자 다 맡은 역할이 있고 그것을 무시하면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교훈

을 주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준다. 최근에는 꿀

벌이 사라지면 인류의 생존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자기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 참새는 하찮은 것의 대명사처럼 속담에서 쓰인다. 천 마리의 참새가

한 마리 봉보다 못하다, 참새가 기니 짧으니 한다, 참새가 황새걸음 하면 다리가 찢어진다, 참새 무

리가 어찌 대붕의 뜻을 알랴, 등등의 많은 속담들이 참새의 보잘것없음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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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잘것없음에 맞게 살라는 충고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하는 일도 대충 하라는

말은 아닐 것이다.

천주교 성인 중에 소화 데레사가 있다. 이 사람은 어린 나이에 수도원에 들어가 죽을 때까지 기

도생활만 영위했다. 성인품에 오르자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성인이 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성인으로 추대한 교황의 말씀은 “그녀는 평범한 일을 비범한 사랑으로 수행했습니

다.”였다. 우리는 하찮고 평범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은 대충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들은 별로 중

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문제점이나 불가사의한 요

소가 세부사항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심한 배려와 비범한 사랑으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하찮은 일이라도 완벽하게 처리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처리한 사람도 높이 평가받게 되는 것이 아

닐까 한다.

오늘도 양재천변을 걸으며 머지않아 겨울이 다가옴을 알리려는 참새들의 조잘대는 소리를 듣는

다. 그들도 나름대로 리더를 중심으로 사회를 구성하여 집단을 이끌고 있고 질병이나 노화로 죽음에

이를 때까지 살아갈 것이다. 비록 수명이 우리 인간에 비해 짧지만 말이다. 하찮은 미물은 그 존재

의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한다. 그들이야 생각없이 그냥 살아가겠지만 바라보는 인간은 그들

의 존재를 고맙게 생각해줘야 하는 것 아닐까. 그들이 존재함으로써 지금 내가 즐기는 자연환경이

유지됨을 깨달아야 할 것 같다. 생태사슬은 사슬 중의 한 군데라도 탈이 나면 사슬 전체가 붕괴되어

인간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옴을 우린 경험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하찮고 흔한 참새

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하루의 먹이를 걱정하지 않고 무리를 지어 재잘대고 있는 모습이 결국 인간

을 위한 조물주의 배려라는 것을 모르고 지나친다. 누구 말마따나 잡초는 아직 그 용도를 발견하지

못한 식물인 것처럼 존재의 가벼움은 결코 우리에게 쓸모없음을 의미하지 않는 것인데도 말이다. 가

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가장 흔하게 존재해서 사슬이 무너지는 위험을 줄여주는 조물주의 배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별안간 드는 것은 조물주는 자신의 창조물을 결코 쓸모없이 만들지 않았을 것

이라는 깨우침 때문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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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의 샘

세쪽이 2세의 별명유감

                                            

    이흥식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명예교수 

나는 얼마 전에 일본 교토 공립 초등학교 160곳 중 절반 넘게 ‘별명이 친구를 놀리는 데 쓰여 왕

따를 시키기 때문에 별명 대신 성씨에 상(さん)을 붙여 쓰는 것을 의무화했다.’는 뉴스를 본 일이 있

다.

내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내 친구 중에는 별명이 ‘깡통’인 친구며, ‘들개’인 친구도 있었고, ‘(오줌)

싸개’도 있었다. 중학교 때는 ‘두꺼비’며 ‘장군’도 있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별명이 ‘마빡’, ‘변사

또’, ‘여포’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한결같이 이들 별명을 아주 자랑스러워하였고, 왕따는커녕 오히

려 이들 주위에는 이들과 친해지려는 친구들이 들끓었다. 당시에는 별명은 친근감을 나타내는 별칭

이었고, 별명이 있는 친구는 인기가 있는 친구로 요즘 말로 하면 그야말로 ‘짱’ 이였다. 지금도 초중

고 동창을 만나는 경우 별명을 부르며 안부를 묻지만 결코 본인이 이를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으

며, 오히려 서로가 친근감을 느낀다. 별명은 어디까지나 친밀감을 나타내는 별칭이었지 왕따의 대상

은 아니었다.

한글사전에 보면 ‘별명’이란 사람의 외모나 성격 따위의 특징을 바탕으로 남들이 지어 부르는 이

름 또는 본명 이외에 쓰는 이름이나 허물없이 쓰기 위하여 지은 이름이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나는

참으로 별명이 많다.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졸보기, 파리엑스, 면도칼, 메뚜기 등을 비롯해 모두 10

여 개는 족히 되는 듯하다. 이 중에 정말 맘에 드는 것은 「세쪽이 2세」와 「썬파워」다.

이 두 개 별명의 유래는 전자는 「세쪽이」라는 별명을 가진 중학교 생물담당 선생만 졸졸 따라

다닌다고 붙여진 것이며, 후자는 내가 경희대 치대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이 지어준 것이다. 물론 경

희의대 교수로서 별명도 있었다. 그것은 「해평선생」이다. 해평이란 햇병아리라는 뜻으로 경희대에

서 가장 어린 교수라는 뜻으로 그렇게 불렀다. 아마도 이는 병아리 수컷과 암컷을 각기 수평아리 또

는 암평아리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듯하지만 나는 이들 중 ‘세쪽이 2세’와 ‘썬파워’를 아주 자랑스럽

게 생각한다.

‘세쪽이’란 지금은 화석으로만 남아 있는 고생물로서 몸이 중앙의 축엽(axial lobe) 1개 그리고 이

것 왼쪽 및 오른쪽에 있는 외측엽(lateral lobe, 일명 늑막엽 pleural lobe) 2개를 합쳐 모두 세(3)개

엽(쪽)으로 이루어진 삼엽충(三葉蟲)을 지칭하는 순한글 용어인데 생물 선생님이 수업 중에 이 동물

에 대해 아주 해박한 지식을 자주 강조함에 따라 붙여진 것이다. 그리고 「썬파워」란 교안이나 책

도 안 보고 학내 복도가 울릴 정도의 큰 목소리에 손발은 물론 온몸으로 하는 내 강의가 마치 1970

년대에 “과연 쎄구나!”하면서 선전한 건전지 썬파워 배터리 광고처럼 아주 힘차고 박력이 있다는 데

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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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나는 중학교 때 생물반원으로 실험용 흰쥐도 기르고, 생물채집도 하고, 생물전시회는 물론

생물학회도 참석한 일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세쪽이 선생님이 이끌어주셔서 의대 교수로서 또 수

의대 교수로서 잘 지낼 수 있었기에 세쪽이 2세라는 별명이 아주 영광스럽다.

서울대를 정년할 때 대학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한 후 쓴 기사(2007년 8월 27알 발행 제1712호)의

첫 문장이 「이흥식 교수의 해부학 수업은 열정적이기로 유명하다. 이 교수의 강의를 수강한 학부생

들은 “해부학은 어려운 과목이지만 교수님이 몸짓을 섞어가며 열정적으로 강의하기 때문에 수업에

몰입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적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내가 ‘썬파워’인 것이 맞는 것 같다.

내가 수의대를 다닐 때도 학생들 개개인은 물론 선생님들도 별명이 있었다. 우리 학과 정원이 80

명이었는데 황소도 있었고, 달러 장사도 있었으며, 이탈리아 테너 가수를 닮아 노래를 잘하는 카루

소도 있었다. 동시에 교수 중에는 홍대포, 옥대포, 윤대포라는 3대포가 있었고, 수의대였기에 그러했

겠지만 ‘모르모토’도 있었고, ‘X개’도 있었으며, ‘칸트’도 있고, ‘새색시’도 있었다. 이분들의 별명은 그

분이 실력이 없다거나 인격이 남만 못하여 그런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존경하는

교수님임에도 그분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지금도 대학 동창들이 모여 이들 별명을 대며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정감이 갈 수 없다. 다시 말

해 별명이 별명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소통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수님의 존함

은 기억이 없어도 별명은 잊어버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많은 사람이 동의

한다.

요사이 학내에는 학생이나 교수에게서 별명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다. 그만큼 서로가 서로를 존

중하는 인격 존중의 사회분위기도 있겠지만 왠지 너무 삭막하게 느껴지는 것은 라떼의 꼰대(?) 생각

일까 자문해 본다.

그런데 별명이라면 무언가 비하하는 듯 느껴지는데 이를 애칭이나 별칭으로 바꿔 부르거나 영어

로 닉네임 하면 오히려 친근하게 느껴진다. 이것은 단지 외래어이기 전에 어감 탓인 듯하다. 사실

닉네임(nickname)의 nick은 '또한(also)'이란 뜻의 고대 영어인 eke에서 유래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명 이외의 별명을 예전에는 ‘또 다른 이름’이라 하여 eke-name으로 불렀다고도 한다.

애칭이나 별칭도 모두 영어로는 닉네임이다. 그렇다면 별명도 하나의 이름이 분명한데 원래 이름

이란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다. 즉, 어머니 배 속에 있는 태아를 부르는 이름인 태명(胎名)을 비

롯해 어릴 때 아명(兒名), 관례 후 집안에서 항렬에 따라 지어주는 관명(冠名)으로 호적에 등재되는

본명(本名), 본명 이름을 소중히 여겨 이를 함부로 부르지 않던 관습에 따라 본명 외에 부모나 집안

어른이 지어주는 자(字), 이름이나 자 이외에 자신이 짓거나 타인이 지어줘 누구나 부를 수 있는 호

(號) 등이 있다.

백범 김구 선생은 독립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천하다는 백정(白丁)과 무식한 범부(凡夫)까지

모두가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자는 뜻을 담아 백정의 白과 범부의 凡을 합하여 백범(白凡)이

라 호를 만들었다고 한다. 도산 안창호는 일몰 중에 망망대해에 우뚝 솟은 하와이섬의 웅장한 모습

을 보고 감동하여 넓고 넓은 저 바다에 우뚝 서 있는 섬과 같이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사

람이 되리라 결심하고, 아름다운 조국의 「반도강산」이 되겠다고 호를 도산(島山)이라고 지었다고

알려져 있다. 호를 짓는 원칙이 딱히 정해진 것은 없다지만 대체로 당사자의 의지나 이상을 참작해

서 백범이나 도산같이 짓거나 율곡 이이(李珥)처럼 고향인 경기도 파주 밤나무골(栗谷)에서 따오기

도 하고 언덕, 바위, 돌, 바람, 구름, 달 등 자연을 빗대 짓기도 한다고 한다. 아울러 그 사람의 특징

을 나타내도록 하여 소처럼 걸음걸이가 느릿느릿한 경우 우보(牛步)라고 작명하기도 했다고 한다.

우보는 소설가 민태원의 호로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라는 말로 시작되

는 「청춘예찬」을 지은 작가이다. 삼일절 노랫말을 지은 위당 정인보의 경우는 짓궂은 친구가 성씨

가 당나귀 정씨라 하여 ‘당나귀’를 음역한 당락위(堂樂爲)라 지어 준 것에서 樂을 빼고 도치시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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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爲堂)’이라고 했다고 한다. 오감도를 지은 천재 시인 이상(李箱)은 원래 이름이 김해경인데도 불

구하고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동료가 우리나라에는 이씨가 많으므로 이 사람도 이씨인 줄 알고 일

제강점기라 이상(李さん)이라 불러 이것이 호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이황은 벼슬에서 물러

나 시냇물을 벗하며 학문에 정진하겠다는 의미로 퇴계(退溪)라 본인 스스로 자호(自號)를 지었다고

한다.

나도 자호가 있다. 나는 세쪽이 2세 또는 썬파워라는 별명이 아주 영광스런 별칭이라는 점에서

삼엽이나 세쪽 또는 선파로 자호를 지어야 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석천(石泉)’

이다. 순 한글로는 ‘돌샘’이다. 나 스스로 너무 귀가 얇아 남의 말만 듣고도 쉽게 따라가는 품성이기

에 돌처럼 만사를 보다 진중하게 처리하고, 행신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의지 그리고 돌 틈 사이에

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맑은 샘물처럼 살며, 목마른 사람의 갈증을 풀어주는 역할을 학문적으로 하든

사회적으로 하든 봉사하며 살아야겠다는 굳은 의지에서 이렇게 지었다. 하지만 나의 부족한 것을

‘석천’이란 호로 보비(補備)하고자 오래전부터 시도하였으나 아직도 ‘돌샘’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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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의 샘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오고 있습니다!

                                            

    박용호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명예교수

현재 인류는 생존을 위협하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CoVID-19 팬데믹이나

최근에 위기감이 급속도로 고조되고 있는 기후변화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더 무서

운 적이 또 있습니다. UN은 반기문 사무총장 시절에 이미 이러한 ‘적’에 대한 전 세계 방어계획을

수립해 발표했고, 이들을 막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또 다른 ‘적’이란 바로 항생제 내성균(Antibiotic-resistant

Superbacteria)입니다. 항생제란 무엇일까요? 우리 주변에 널리 퍼져 있는 세균들 중 가장 무서운 녀

석들이 콜레라나 결핵균입니다. 만일 이들이 우리 몸속에서 퍼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우리는

여기에 잘 듣는 효과적인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항생제입니다. 영국의 알렉산더 플레밍이 1928

년 페니실린(penicillin)을 최초로 발견한 이후 많은 항생제들이 개발되어 사람과 동물의 많은 감염병

치료에 사용되었습니다. 실제로 요즘 세균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급속도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항생제는 인류의 수명을 20년 정도 늘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세기에 가장 중요한 발명으로, 인터넷 다음으로 항생제를 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

다. 그런데 지금 인류에게서 항생제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항생제 내성균이란 무엇일까요?

세균은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지만 아주 똑똑한 놈입니다. 세균은 다른 생물체처럼 돌연변이 과정에

서 항생제에 대한 저항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세균은 자신의 내성 유전자를 다른

세균으로 전달할 수 있고 이렇게 항생제에 저항성을 갖게 된 세균을 ‘항생제 내성 수퍼박테리아’라

고 부릅니다.

사람이 이러한 수퍼박테리아에 감염되면 현대 사회에서도 치료제가 없어 단순 감염으로도 사망

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균, 이것이 코로나-19 뒤에 숨어있는 조용한 팬데믹(Silent

Pandemic)입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속에 넣으면 바로 뛰쳐나옵니다. 하지만, 물속에 개구리를 넣고 온도를 조금

씩 올리면 뛰쳐나오지 않다가 물이 끓는 순간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게 되지요. 무엇이 개구리

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을까요? 보통은 끓는 물이 개구리를 죽였다고 생각합니다만, 개구리는 뛰쳐나

가야 할 때를 결심하지 못해서 죽은 것입니다.

스웨덴의 열여섯 살 소녀가 최근 UN 기후 행동 정상회의에서 세계 정상들을 상대로 연설을 해

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환경운동가 크레타 툰베리 입니다. 그녀는 ‘지금 우리의 지구, 우리 집이 불

타고 있으니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두 가지 이야기 모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해야 할 때’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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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내성 문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금 ‘행동해야 할 때’인 것이지요. 세계보건기구(WHO)

는 항생제 내성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10가지 위협’ 중 하나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위협

중 기후변화와 항생제 내성은 매우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당장 현재를 살아가는 세대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음 세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항생제 내성 문제를

검토한 2016년 영국의 ‘짐 오닐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70만 명이 항생제 내성균 감염으로 사망하고

있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2050년에는 매년 암 사망자 820만 명보다 많은 1,000만 명의 사람

이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작년부터 CoVID-19 팬데

믹으로 사망한 사람은 현재 약 3천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항생제 내성균에 의한 우리나라의 연간

사망자는 4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WHO 전 사무국장 마가렛 찬 박사는 항생제 내

성 문제를 ‘조용히 밀려오는 쓰나미’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만큼 소리 없이 우리에게 서서히 다가오

는 큰 위협입니다.

최근에 많이 이야기되는 ‘원헬스(One Health)’란 사람과 동물, 환경이 모두 건강해야 비로소 우리

인간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인류가 감염되는 감염병의

60%는 동물로부터 유래되었고 그 중 75%는 사람과 동물을 오가며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소위 ‘인

수공통감염병(Zoonotic Diseases)’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동물에 사용한 항생제와 사람의 내

성균 감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려동물과 사람과의 직접접촉으로 전파되기도 하고, 많은 경우, 농장에서의 분변을 통해 잔류

항생제와 내성균은 주변 환경으로 배출되고 다시 인간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균은 사람과

물류의 이동 과정에 쉽게 전파될 수 있어 한 국가, 한 분야의 노력만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입니다. 우리가 이번 CoVID-19 팬데믹 상황을 겪어 보아 잘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

라는 2016년부터 복지부, 질병청, 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가 공동으로 국가항생제내성관리대책을

마련하여 항생제 내성 문제를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UN에서는 사람

과 동물의 건강, 그리고 환경 분야가 협력하여 글로벌한 국제사회에서 항생제 내성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제식품규격위

원회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CODEX)에서 식품과 관련된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규

범들에 5년간의 협의 끝에 189개 회원국 간의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전 세계 개발도상

국들에게 자체적으로 항생제 내성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서 그간 회의를 주재한 의장

(CHAIR)으로서 매우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항생제 내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식품 유래

항생제 내성 문제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중요한 항생제(medically important antimicrobials)를 엄격

한 판단기준에 따라 처방하고, 생산자는 항생제의 책임 있고 신중한 사용과 위생적으로 시설을 관리

하고 식품제조유통업자는 식품 공급망에서 식품을 통한 세균성 질병의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을 선택하고 정부는 식품 공급망 전체에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과학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관계 부처들의 공동 노력이 필

요합니다. 이번 CoVID-19 팬데믹으로 많은 분들이 희생되었고, 아직도 방역을 위해 땀방울을 흘리

는 사람, 국가의 방역방침을 지키기 위해 생업을 포기했던 소상공인,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수

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비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시기적절한 사회적 시스템만 준비된

다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와 우리의 생업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교훈도

함께 얻었습니다.

항생제 내성균 문제에 대해서도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현

재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바로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신의 선물'이라는 항생제 사용의 절제와 오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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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방지를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식품에서 유래하는 항생제 내성균 확산

을 방지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자주 손 씻기, 그리고 안전한 온도에서 식품 보관 잘 하

고, 조리 시 음식은 완전히 익혀서 드시고, 깨끗한 물과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항생제 내성을 극복하여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세상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

야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소식지 15

지혜의 샘

단테의 <신곡> 단상(斷想)

                                            

    허승일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명예교수

현재 강남시니어플라자에서 단테의 <신곡>을 강의하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어,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읽어보지도 않았던 고전을 탐색 음미하면서 역시 인생은 짧으나 학문은 길다

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피렌체 출신의 단테(Dante Alighieric, 1265~1321(56세)는 기나긴 정치적 망명 생활 중에 라틴어

가 아닌 이탈리아의 투스카나어로 ‘달콤한 신문체’(Dolce Stil Novo)의 Comedia <단테의 희극>을

이 세상에 내놓는다(1308년 지옥편, 1314년 연옥편, 1318년 천국편). 후일 보카치오가 그 앞에 형용

사 divina를 붙여 신의 노래인 <신곡(La Divina Comedia)>으로 변신하게 되었다. 14,233행의 <신

곡>은 처음 이탈리아어로 쓰여 읽기가 쉬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교황청의 면죄부(또는 면벌부) 판매

로 연옥에 있는 가족을 천국에 올릴 수 있다는 생각에다가 특히 지옥을 가기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금방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게다가 특히 필자가 놀란 것은 이 단테의 <신곡>에서 영감을 받

아 적지 않은 문화유산이 출산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다. 수백 년 만에 한 차례씩 면죄부 판매를

하던 로마교황청은 큰 수익성 때문에 자꾸 그 판매의 횟수를 늘여

오다가 급기야 종교개혁 이전에는 수십 년 만에 면죄부가 판매된

다. 테첼(Johann Tetzel)이란 성직자는 판매량을 늘릴 목적으로,

구름처럼 모여든 사람들에게 그대의 금화가 돈통 속에 떨어져 쨍

그랑 소리가 나는 소리와 함께 그대의 아버지는 연옥에서 튀어 올

라 천국으로 직행할 것이라면서 수익금을 올렸다. 이때 성경을 처

음 독일어로 번역하여 많은 독자를 확보했던 마틴 루터는 구원은

돈이 아니라 믿음으로라고 하면서 비텐베르크의 성문에 95개 조의

반박문을 적어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게 되는 것이다.

단테의 <신곡> 대서사시는 르네상스 시대의 너무나 유명한 미

켈란젤로의 미술 대작에서도 반영된다. 시스티나 성당에 일찍이

천지창조를 그린 바 있는 그는 20여 년이 지난 후 그곳에 저 유명

한 최후의 심판을 그린다. 그림의 오른쪽 밑에 죄인들의 지옥행이

잘 묘사되고 있는데, 미노스가 뱀을 몸에 감고 있다.

근대에 들어와서도 지옥에는 절대 가지 말아야 한다는 인간들

의 절실한 소원이 조각이나 회화, 또는 교향곡으로 다양하게 표출<그림 1> 로뎅의 지옥문 조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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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우선, 로뎅(François-Auguste-René Rodin, 1840~1917)의 작품이 있다. 그 유명한 지옥문이다.

중심부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지옥을 생각하는 단테의 모습이다. 이것을 따로 뚝 떼어

내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상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지옥문에는 “여기에 들어오는 너, 모든 희망을

버려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 그 밑에 많은 지옥의 장면들이 새겨져 있다. 잘 알려진 것이 눈이 먼

우골리노 백작이 배가 고파 아들들의 시신을 뜯어 먹는 장면과 그 밑에 시동생과 불륜의 관계를 맺

어 지옥에 떨어진 한 여인이 애써 지옥을 탈출하려는 장면이다. 지옥문 왼쪽 옆면에 그 여인, 즉 프

란체스카가 시동생인 파올로와 키스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을 따로 떼어내 키스라는 대리석 및

청동 작품이 전시되기도 한다. 지옥문은 원래 틀에다가 청동을 부으면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어서

오늘날 전 세계에 7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우리나라에도 있다. 고 이건희 회장이 공들여 수집했

던 이 작품은 1999년 로뎅갤러리로 개관해 2016년 폐관할 때까지 삼성생명 본사의 플라토미술관에

서 전시되었지만, 미술관의 폐관과 함께 일반 대중은 볼 수가 없다고 한다.

한편, 단테의 <신곡>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된 교향곡이 두 개가 있다. 리스트와 말러의 작품이

다. 작곡가 Franz Liszt는 A Symphony to Dante's Divine Comedy, S.109(또는 단순히 the “Dante

Symphony”)를 자신이 직접 1857년 11월 7일에 최초로 공연하였는데, 친구이자 장차 사위가 될 바그

너에게 바치는 것이었다. 특히 지옥을 연주하는 대목에서 악기마다 함축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파우스트의 심포니와 더불어 단테의 심포니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 다음은 말러Gustav Mahler(1860~1911)의 교향

곡이다. 유명한 것이 교향곡 1번, 제4악장의 폭풍처럼

요동치다(Stürmisch bewegt)인데, 가장 많이 감상하

는 인기 있는 장면이다. 우리나라에선 음대의 임헌정

명예교수께서 교수로 부임하자마자 부천의 교향악단

을 맡아 그 어려운 말러의 교향곡을 계속 연주한 것

으로도 유명하다. 그리고 교향곡 10번도 단테의 <신

곡>과 관련이 있다고 하나, 필자로서는 아는 게 별로

없다.

근대의 화가들도 이에 뒤질세라 단테의 <신곡> 100

곡을 화폭에 담으려고 애를 썼다. 영국 출신의 블레이

크(William Blake, 1757~1827)는 1826년에 단테의 <신곡>을 화폭으로 옮기는데, 가장 유명한 것이

단테가 세 마리의 야수를 만나 어쩔 줄을 모르는 참에 베르길리우스가 길의 안내자로 등장하는 장

면이다. 그 외에도 시동생과 불륜관계를 맺어 지옥에 떨어져 무

서운 형벌을 받고 있는 장면 등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박상진

교수의 <신곡> 번역서에는 이 블레이크의 그림이 함께 하고 있

다.

그다음 빼놓을 수 없는 화가가 바로 프랑스의 미술가인 도레

(Paul Gustave Louis Christophe Doré, 1832~1883)이다. 그는

1857년에 지옥편 75개의 그림을 그렸다. 그중에 가장 많이 애용

되고 있는 것이 여기에 들어오는 너, 모든 희망을 포기하라고 적

힌 지옥문이다. 이외에도 단테와 베르길리우스가 만나는 미노타

우르 그림을 비롯해 많이도 인용되고 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이탈리아 출신의 아모스 나티니(Amos

Nattini, 1892~1985)의 활약이 크게 눈에 띈다. 그는 단테의 <신

곡> 지옥편의 17개의 곡과 연옥 및 천국의 모습을 담은 그림들

<그림 2> 블레이크의 지옥편 1곡.

<그림 3> 아모스 나티니의 지옥편 12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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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시하였는데, 특히 지옥편 12곡, 연옥편 27곡 그리고 천국편 33곡이 유명하다.

마지막으로 들고자 하는 것은 53세의 캐나다 출신의 현역 조각가 슈말츠(Timothy Schmalz,

1969~  )이다. 그는 단테 출생 700주년을 맞이해 단테의 <신

곡>을 100개의 조각으로 표출하여 전시하였다.

100개의 조각품이 너무 걸출한지라, 필자는 그에게 사신을

보내 강의에 당신의 조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저작권에 대

해 하교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금방 답신이 왔다.

“Yes, please use freely at your own will. Find here

www.dantesculpture.com.” 고맙게도 단테의 <신곡>을 상징하는

이미지도 보내 와 필자를 무척 기쁘게 했다. 상기 검색창을 열

면 100개의 조각품을 일별할 수가 있다.

단테의 <신곡> 읽기에 도움이 많은 것이 있다. 한 예로,

Columbia University's Digital Dante를 보자. 거기서는 Petrocchi

편집의 단테의 <신곡> 이탈리아 원문에다가 Mandelbaum과

Longfellow의 영문 번역서 2개를 볼 수가 있다. 게다가 필독해

야 할 Teodolinda Barolini의 상세한 주석서도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단테의 <신곡>을 암송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필자는 지금까지 소크라테스와 키케로, 공자 등등 성현들

은 단테의 <신곡>에서는 어디에 있을까 무척 궁금하였다. 지옥이긴 한데, 그래도 제일 좋은 림보라

는 맨 위층이었다.

<그림 4> 2022년 11월 4일 필자에게 보

낸 슈말츠의 단테 조각상 사진.

http://Www.dantesculp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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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소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들의 용감한 데뷔, MAHA 브레멘음악대

                                            

    김정은

    간호대학 간호학과 명예교수

MAHA, My Active & Healthy Aging은 그 이름이 의미하는 대로 “활동적이고 건강한 은퇴 후

의 시간을 같이 만들어 나가자”는 목적을 가지고 2020년 가을에 시작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들의

동아리 활동입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처의 지원으로 간호대학, 의과대학, 음악대학, 미술대학, 인문대

학, 수의과대학, 공과대학 등 7개 전공의 학제적 협업 연구에 의하여 MAHA는 만들어졌고 다음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기 위하여 wearable device인 미밴드로 걷기 활동

의 기록도 하고, 서울의 숨겨진 멋진 곳들을 같이 걸어보며 역사와 현장 탐방을 하는 건강걷기 프로

그램, 자신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살아온 여정을 찬찬히 반추해보는 자서전 쓰기, 한 달에 한

번 모여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도 나누고, 각자 전공분야를 살린 의미 있는 연구도 같이 도모하는

멤버살롱 등이 그 예입니다. 항상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는 원정대라는 뜻으로 “MAHA 원정대”라

고도 부르는 이 활동에서 MAHA는 대원들이 원하면 소규모일지라도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새로이

도입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 중에서도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음악을 직접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이 “MAHA 브레멘음악대”입니다. 2020년 1기 모집부터 2, 3기로 이어져 오면서 하모니카라는 소박

하지만 화려하고, 겸손한듯하지만 그 어느 악기에도 지지 않을 풍성한 음을 표현해내는 악기를 배우

기로 결심한 용감한 명예교수 단원들이 모였습니다. 왜 브레멘음악대일까요? 어렸을 때 읽었던 그림

형제의 동화 중에서 브레멘의 시골에 살던 착하고 순박한 동물들인 당나귀, 개, 고양이, 닭이 늙었다

고 집에서 쫓겨나게 되지만,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용감하게 찾아가는 모험담이지

요. 그래서 왠지 그 착한 용기가 하모니카를 배우시겠다고 손을 드신 이 팀에게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에 붙인 이름입니다. 취미로 악기를 배우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 1) 起: 그

냥 괜히 그 악기가 마음에 들어서 배우고 싶어진다. 2) 承: 악기를 품고 배우기 시작하면 공연히 자

존심이 높아진다. 3) 轉: 남들 앞에서 해보고 싶어서 용기를 내어 일을 벌이지만 공연을 앞두고 스트

레스가 엄청 쌓인다. 4) 結: 하지만 떨면서 연주회를 겨우 하고 났는데 주변의 칭찬을 들으면 금방

다음 연주회 계획이 떠오르며 연주회 중독의 지경에 이른다.

브레멘음악대는 모교 동문이며 음악대학 작곡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한 국내 최정상의 하모니시스

트 이윤석 선생의 지도로 대면이 불가능했던 코로나 시절임에도 굴하지 않고 매주 한 번씩 zoom으

로 온라인 레슨을 진행했습니다. 가능할까 싶었던 온라인 악기 레슨을 통하여, 배우는 즐거움과 소

리를 만들어내는 희열을 함께 한 단원들은 드디어 2022년 11월 29일 연주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서울

대학교 총동창회 김종섭 회장님께서 연주장소로 삼익아트홀을 흔쾌히 제공해주셨고, MAHA 원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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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원이며 브레멘음악대 단원으로서의 이 멋진 출발을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하여 격려해주셨습

니다. MAHA 브레멘음악대는 앞으로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들의 매일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활동으

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음악 선율에 부담없이 승차하여 하모니카를 배우고 싶으신 모

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들을 시도 때도 없이 환영하오니, 언제라도 연락주십시오.

MAHA leader 간호대학 명예교수 김정은 010-3660-7263 kim0424@snu.ac.kr

<사진 1> 합주 장면

<사진 2> 연주회를 마치며

mailto:kim0424@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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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소개

MAHA(My Active & Healthy Aging) - Project D(DNA & Digital
Personal Lifelog)

‘내 존재를 가까운 사람 곁에’ (가칭)

                                            

    홍주봉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명예교수

본교 명예교수협의회 MAHA program의 일환으로 인류 장례문화의 변천을 도모하는 노력의 시

작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연구의 배경

• 인류의 존재 흔적을 보존하여 역사로 축적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지속

되어 왔으나, 현재까지의 장례문화에 의해서는 개인의 기억 속에 남았다가 사라지는 것 이외에

는 별다른 방법이 없음.

• 게놈 또는 DNA의 생명체의 기본을 정의하는 기능과 이의 활용가능성이 회자된 것은 이미 오

래이지만 그것을 한 개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측면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내외 학계,

언론계, 정부 어디에서도 언급이나 검토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음,

• 지난 반세기에 걸쳐 급속히 발전한 분자생물학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의 게놈을 보존

하고 아울러 21세기에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역량을 접목하여 개인의 역사의 지속성

을 추구함이 가능할 것임.

• 이는 인류의 장례문화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운동/사업이 될 것임.

인류는 지난 70여 년에 걸쳐 게놈과 DNA에 대한 이해의 폭을 급격히 늘려왔고, 이러한 인류의

지식체 축적 및 발전은 유전공학 분야뿐 아니라 의학, 농학, 공학, 약학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

되고 있다. 그러나 게놈 프로젝트는 대부분의 인류 구성원들에게는 아직 많이 생소한 대상인 것도

사실임.

역사적으로 인종에 따라 다양한 장례 절차가 있으나, 고인을 기리며 후세의 안녕을 추구함이 그

러한 문화의 기본이겠음. 다양한 풍습 중에서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매장이 주

로 이루어졌으나 국토의 묘지 과포화가 진행됨에 따라 화장 후 봉안을 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음. 따

라서 현존의 장례 절차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며 환경 보존의 차원에서나, 소요되는 경비의 차원에서

나 훨씬 유리하고 합리적인 장례 절차가 자리를 잡을 시기가 왔다고 판단됨. 분자생물학/바이오 시

대와 디지털 시대로의 급격한 변환 덕분에 가능해진 인류의 다양한 지적 자산의 보존 방법으로서

장례문화의 의미를 살펴보고, 시대에 맞는 혁신적인 방법을 창안할 필요가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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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각 개인을 구체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게놈 또는 DNA 등을 활용한 방

법론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 방법 및 추진 방향

• 기술적으로 반영구 보존이 가능한 개인의 게놈과 염색체 그리고 mRNA 등을 추출해서 vial 등

작은 well-designed case에 담고, 그 개인을 추억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억이나 일대기를 동

영상으로 제작하여 연결하는 방법 개발.

• 건강검진 기록(가능하면 일생을 포괄)과 병원의 진료기록(가능하면 일생을 포괄)을 디지털 데

이터화.

• 디지털 데이터는 USB memory, 인터넷 클라우드 안의 보관 장소 등에 저장.

• 부부 등 가족 단위로도 Family Tree 형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게 디자인.

• 연구에 동감하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회원들 중에서 multi-disciplinary team 구성.

• 연구의 과학적, 문화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장기간의 발전전략 구축.

• genome / genomic DNA / chromosome / chromosome image(karyotyping) / mitochondrial

DNA / mRNAs 추출 및 보관 방식의 상용화 체제 구축.

• 문화의 변화는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작은 모임에서의

아이디어 구상, 구체화, 소규모의 실행 및 수정, 그리고 하나의 운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진행.

• 이것은 향후 국가사업으로 진행될 성격이지만, 아직 어느 나라에서도 언급이 안 되고 있음. 초

기 투자가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장기간의 계획으로 시작을 하면 국가들에서의 호응이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사료됨.

• 이를 위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며 젊은 세대들의 인식과 요구도를 기반으로 하는 호

응이 필요.

• 대부분의 사람들은 게놈 또는 DNA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접하지 못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지속적인 소개와 홍보가 필요. 국민들의 이해가 향상되는 수준에 따라

서 genome 정보의 data화(디지털 메모리 구축)에 대한 내용도 확장하여 포함할 수 있겠음.

• 오랜 역사를 가진 장례문화의 대대적인 변화에 따른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한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며, 이러한 소통에 개인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소통의 필요성도 간

과해서는 안 되겠음.

제언 및 기대효과

• 개인의 인생을 정리하여 자료로 남기는 과정은 개인 친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다양

한 분야 전문가들의 지적 작업과 노력 그리고 다수의 작업자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이러한 연구 및 실행을 통하여 다양한 사업과 일자리 생성이 이루어지겠으나 이익을 추구하는 방

향으로의 진행은 지양되어야 하며, 따라서 국가의 참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조직 및 장기의 기증이 일반화될 것이며 이 또한 국가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요인으로 판단

됩니다.

• 상술한 다양한 전문분야에서의 복합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이 초기에는 필수이며, 서울대학교 명

예교수협의회는 이를 위한 필요충분 요소라고 판단되어, 의미있는 인류의 지식체 생성과 보존에

명예교수님들의 지도와 동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처: 자연과학대학 명예교수 홍주봉 hcb@snu.ac.kr 010-5216-7526

mailto:hcb@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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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식

본교 홍보팀에서 작성하여 배포하는 ‘뉴스클리핑’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관련 기사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 제15회 발전공로상 시상

· 서울대의 2040년을 향한 청사진을 그리다

· 고물가에 캠퍼스 내 밀키트 운영

· 오세정 총장 등, 글로벌인재포럼 2022 참석

· 관악수목원, 산림 치유 프로그램 진행

· 제12회 사회봉사상 수상자 선정

· 박물관, 기획특별전 ‘붓을 물들이다: 근역화휘와 조선의 화가들’ 개최

· 오세정 총장 인터뷰

· 제76주년 개교기념식

· [Meet the President] 오세정 총장 인터뷰

· 관악수목원 시범 개방

· 제28대 총장 최종후보에 사회과학대학 유홍림 교수 선출

· ‘2022년 서울대 건강주간’ 행사 개최

· ‘문화 시대’ 대비 위한 문화예술원 설립

· ‘2022 서울대 학술연구교육상(연구부문)’ 수상자 선정

· 오세정 총장-도쿄대 후지이 총장, ‘글로벌인재포럼 2022’ 대담

· 2022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서울대 7명

· 2022 중앙일보 대학평가-종합평가 순위

작고회원 부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봉국(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공학부) 2022. 09. 01.

이수호(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2022. 10. 11.

김안제(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2022. 10. 12.

김철위(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2022. 10. 13.

이일해(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2022. 10. 18.

노준량(의과대학 의학과) 2022. 10. 20.

천문우(약학대학 약학과) 2022. 10. 28.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56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01401039921275001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1024000199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372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43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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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보도된 회원 활동

본교 홍보팀에서 작성하여 배포하는 ‘뉴스클리핑’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관련 기사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 기계항공공학부 이우일 명예교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내정

· 산업공학과 김태유 명예교수, 기술·석유패권 시대 미래전략 제시

· 보건대학원 백도영 명예교수, 국립암센터서 보건의료·직업성 암관련 연구·인권활동

· 환경대학원 김형국 명예교수, 신간 『박경리 이야기』 출간

· 사회학과 한상진 명예교수, 『근육이 마구 떨리는데 마음의 병이라니!』 책 출간 인터뷰

· 동양화과 김병종 명예교수, 남원 시민의 장 ‘문화장’ 부문 수상

· 디자인학부 서도식 명예교수, ‘사유(思惟)하는 공예가 유리지’ 전시회 관련 인터뷰

· 사회학과 송호근 명예교수, 한림대 석좌교수에 임명

· 언어학과 권재일 명예교수, 제41회 세종문화상 학술 부문 수상

· 오세정 총장·건축학과 김광현 명예교수·교육학과 신종호 교수, ‘글로벌인재포럼 2022’ 토론 및 발표

· 기계항공공학부 이우일 명예교수 인터뷰

· 의과대학 신영수 명예교수,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 수상

· 사회학과 한상진 명예교수, 『하버마스와의 대화』 출간

· 동양화과 김병종 명예교수, 남원에 작품 150점 기증

· 환경대학원 김형국 명예교수 인터뷰

·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정운찬 경제학부 명예교수 인터뷰

· 정치외교학부 윤영관 명예교수 인터뷰

· 법학전문대학원 송상현 명예교수,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창립 기념 심포지엄 기조강연

· 사회학과 한상진 명예교수 인터뷰

· 물리학부 장회익 명예교수, 『양자역학을 어떻게 이해할까?』 출간

· 약학대학 김규원 명예교수, 『미생물·마이크로바이옴』 도서 2권 출간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이우일 기계항공공학부 명예교수 기자간담회

· 경영대학 곽수근 명예교수,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

· 서양사학과 이인호 명예교수 인터뷰

· 작곡과 임헌정 명예교수, 충북도립교향악단 신임 예술감독 겸 지휘자 선정

· 의과대학 김용익 명예교수, 『복지의 문법』 출간

· 법학전문대학원 정인섭 명예교수, 이민정책위원회 위원장 선정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1240103993617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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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동정

곽수근(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 지난 8월 24일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 민간위원에 위촉.

김경동(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 9월 20일 박영사에서 총 682쪽의 『선비문화의 빛과 그림자: 지식인 파워 엘리트의 사회학』 출간.

- 9월 22일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한국정신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제9회 인문가치포럼, 대전환,

그 너머의 세상: 인류를 위한 질문”에 참석. 이용태, 김언종, 이영찬 외 7명, 북콘서트 포럼, 대

변환기 인류의 미래를 위한 시대정신으로서 선비문화 발표.

김병종(미술대학 동양화과)

- 10월 29일까지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에서 “김병종 40년, 붓은 잠들지 않는다”를 주제로 200여

작품 선보이는 특별전 개최.

민현식(사범대학 국어교육과)

- 8월 17일 통일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사장에 선임.

박병주(의과대학 의학과)

-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국제약물역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Pharmacoepidemiology, ISPE) 제38차 학술대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Pharmacoepidemiology,

ICPE) 기간 중 8월 27일에 개최된 총회에서 지난 30년간 해당 학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학술이사(2000.8~2003.8)와 국제개발위원장(2004.8~2012.8)을 맡아 본 학회의 발전은 물론 특히

불모지였던 아시아지역의 약물역학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2008년과

2021년 한국에서 아시아약물역학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공로를 인정받아 ‘Sustained Service

Award’를 수상.

박성현(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 2022년 11월 2일에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임시총회, 가을 학

술대회 및 포럼을 개최하였음(8월 1일부터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회장직을 수행함).

박세희(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 2019년도 과학기술유공자 헌정 기념 강연.

2022년도 10월 21일 대한수학회 정기총회에서 “Foundations of Ordered Fixed Point Theory”라

는 연제. 그 내용은 20세기의 대부분의 순서이론에 입각한 부동점정리들을 개량하고 그들의 동치

변형들을 발견한 최신 연구이다. 그 결과들은 12월에 간행되는 학술원논문집에 게재될 예정임.

박용호(수의과대학 수의학과)

- Jeong D, Seo JW, Park YH, et al. (2022) Efficient Myogenic/Adipogenic Transdifferentiation

of Bovine Fibroblasts in a 3D Bioprinting System for Steak-Type Cultured Meat Production.

Advanced Science, 9(31):e2202877.

- Do HQ, Park YH, Kim SS, et al. (2022) Investigation of Antiviral Effect of Far-UVC

Microplasma Lamp against Influenza A Virus (H9N2).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

Medicine, 10(1), 3.

- 9월 27일 식약처 제2차 식품유래 항생제내성 국제콘퍼런스 좌장.

- 11월 18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2년도 대한수의학회 추계국제학술회의에서

Superbacteria: The Next Pandemic Awaits Us After COVID-19 발표.

신문수(사범대학 영어교육과)

- 신문수 (2022) 우리가 한 짓이 무엇인지 안다면 , 문예연구 112. 30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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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수 (2022) 우포늪: 물의 신전, 문예연구 114, 330-47.
- 9월 6일 “미국문화의 원류”라는 제목으로 총신대 영어교육과 특강.

- 9월 21일 “카르페 디엠, 혹은 표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관악시민대학 강의.

- 11월 4일 생태문화연구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과)에서 상실의 바다,

기억의 물결: 윈슬로 호머, T. S. 엘리엇, 이청준의 해양풍경 발표.

- 11월 26일 서울대 영어교육과 총동창회 추계 포럼(Zoom 발표)에서 “디지털 시대의 딜레마: 공

감적 이성의 함양과 문학” 강의.

신영수(의과대학 의학과)

- 10월 6일 제8회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 수상자에 선정.

신용하(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 10월 26일 민세안재홍선생기념사업회의 민세(안재홍)상 학술부문 심사위원.

- 11월 15일 “독도 연구와 활동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독도학회·독도연구보전협회·한국영

토학회 공동주최 2022년도 독도연구 대토론회 주제발표(동북아 역사재단).

- 11월 17일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국가보훈처 주최하는 “윤봉길 의사의 상해의거와 일제강점

기 한국독립운동”, 윤봉길 의사의 상해의거 90주년 기념 국제 학술회의 주제 강연 논문 발표.

- 11월 25일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제5·6·7·8·9책 간행 지도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편찬위원

회 위원장.

엄태정(미술대학 조소과)

- 8월 24일부터 내년 2월까지 아라리오뮤지엄 인 스페이스에서 “은빛 날개의 꿈과 기쁨”을 주제

로 개인전 개최.

이무하(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과학부)

- 5월 10일 팜커뮤니케이션에서 총 314쪽의 남기창. 이무하. 장애라. 조철훈『The Meat. 지리와

문화의 관점으로 보는 고기의 역사』 출간.

- 11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이 주관하는 2022 농기자재국제워크숍(JW매리어트호텔서울)에서 동아

프리카 종자시장동향과 진출전략 강연.

이부영(의과대학 의학과)

- 10월 12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후원하는 <정신의학>신문 ‘원로와의 대화’ 인터뷰.

- 10월 20일 집문당에서 총 295쪽의 이부영 산문집 『길-1』 출간.

- 11월 4일 대한의사학회 2022년 가을철 학술대회 제1회 김두종 기념강연 <나의 의학사 관련연구

-정신의학사를 중심으로> 제하의 강연.

이정인(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 10월 1일 일본 도호쿠대학 창립 115주년-종합대학 100주년 기념제전에서 국제공로상 수상.

이인호(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 9월 1일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내정.

전효택(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 지난 10월 중순 네 번째 산문집 『내 인생의 푸른 시절』을 발간했다. 전 교수는 이미 산문집

<아쉬운 순간들 고마운 사람들>(2016), <평생의 인연>(2018), <청년 연가(緣家)>(2020)를 출간

한 바 있다.

정용덕(행정대학원 행정학과)

- 10월 28일 한국행정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한국행정연구원·감사연구원 공동주최 제4차 적극행정

포럼(“새 정부의 정책과제와 적극행정”)에서 좌장.

최승언(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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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일부터 매주 월/금요일 오전9시~10시30분,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강독.

- 10월 13일 한국천문학회에서 소남학술상 수상.

- 10월 13일 조선의 역법에 기술된 태양의 운행(日躔), 2022년 한국천문학회 추계학술대회 초청강연.

- 10월 13일 본인 외 5인이 《역상고성》의 〈일전역법〉에 제시된 ‘정절기를 알 때 평절기를 구

하는 방법(正氣推平氣)’ 2022년 한국천문학회 추계학술대회 구두발표.

- 10월 14일 시헌력에서 다루는 청몽기차: 《숭정역서》, 《역상고성》, 《역상고성후편》을 중심

으로, 2022년 한국지구과학회 추계학술대회 구두발표.

- 10월 25일 한국천문학회 소남천문학사연구소 발전기금 기탁.

- 11월 9일 관악구청에서 주관하는 관악시민대학에서 인간과 우주 강의.

- 11월 25일 조선의 역법은 태양의 운행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나?, 제4차 동서지행포럼, 초청강연.

- 2020년부터 현재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9시~11시, 《숭정역서》, 《역상고성》, 《역상고성후

편》 강독.

최종고(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 8월 22일 전 서울대 총장 유기천(1915-1998)교수를 기념하는 <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 이

사장으로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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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