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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을 통한 새로운 발전의 모색

    최항순
    공과대학 조선해양학과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기획위원장

존경하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 안녕하신지요?

저는 지난번 첫 임기에 이어 이번에 다시 우리 명예교수협의회(이하 명교협으로 표기)의 기획위

원장 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의 삶을 옥죄었던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는 정점을 지나 하강국면에 접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던 평상으로의 복귀도 불원간 이루어져, 그동안 중단되

거나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던 명교협의 횔동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명

교협의 운영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회원 모두가 함께 논의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즉, 法古創

新의 마음으로 그 동안 펼쳐왔던 명교협의 많은 사업에 대한 점검은 물론 ‘포스트-코로나’라는 새로

운 환경에 부응하는 운영방식과 신규 사업의 도출에 대하여 깊이 고민해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 문제에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 명교협의 정관개정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명예교수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명예교수의 활동을 지원하며 권익을 보호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2008년 5월에 명교협이 창립되었습니다. 그 후 2012년 4월에는 명교협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발전진흥회(진흥회)가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

다. 실질적으로 동질의 모임을 서로 다른 두 개의 조직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고,

임의단체인 명교협의 법적 지위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2019년에는 명교협과 진흥회를 통합하여 사

단법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로 새롭게 출범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定款은 법인승인 과정에서 행정당국의 몰이해와 비협조로 우리가 작성한 원안에

담겨있던 내용이 일부 삭제되고, 운영에 필요한 조항들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교협의

설립목적과 사업의 제한, 운영위원회의 설치근거 결여, 회원의 정원과 의결정족수에 대한 모호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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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등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제2조로 명교협의 목적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들의 상

호정보교환”으로 매우 단순하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4조 사업에는 명예교수 회원명부와

회보발간, 워크숍 및 포럼 활동 그리고 간행물의 발간 등 세 가지 사업만 명기되어 있습니다.

1,100여명에 이르는 명교협의 회원은 평생을 교육과 학문연구에 정진하면서 훌륭한 인재를 양성

하고 최고 수준의 연구업적을 쌓으셨으며, 또한 우리 사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높은 경륜을 지닌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모인 단체의 목적이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에 국한됨은 한마디로 언어도

단입니다. 우리 명교협의 목적은 회원의 전문지식과 경륜에 바탕한 활동, 즉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

는 물론 국가적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정책연구와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멘토링 그리고 재능기부에

의한 사회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본교와 우리 사회에 기여함에 방점이 찍혀야 마땅합니다. 이에 덧붙

여 회원에 대한 의료지원 등 복지사업도 명교협의 목적과 주요 사업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기획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수행 중인 사

업들에 대한 점검을 통한 개선과 개정될 정관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

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소식지 3- 3 -

미술 이야기 61)

아니쉬 카푸어(Anish Kapoor)의 <구름문(Cloud Gate)>

                                           

       정형민 교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교수 (1994-2017)

    서울대학교미술관 관장 (2006-2012)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2012-2015)

시카고 시내 밀레니엄 공원(Millenium Park)의 AT&T Plaza에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세계에

서 제일 큰 야외조각이 서있다. 높이 10m, 폭 13m, 길이 20m에 무게는 110톤에 달하고 제작비만도

2천3백만 달러가 든 이 빌딩만한 조각은 인도계 영국 작가 아니쉬 카푸어(Anish Kapoor, 1954∼  )

의 1999년 공모 작품이다. 2006년 5월에 완공했는데, 168개의 스테인리스 판을 퍼즐처럼 이은 후 표

면을 반짝반짝하게 다듬어서 조각 주변의 건물들, 관람객들을 반사하는 거대한 거울같은 조각이다.

시간마다 변하는 하늘과 구름을 반사하는 이 거울을 작가 자신은 <구름문(Cloud Gate)>이라고 이름

을 부쳤지만, 콩처럼 생겼다고 해서 시카고 주민들은 “시카고 완두콩(Chicago Bean)”이라는 별명으

로 부르고 있다.

<Cloud Gate>ⒸRodolf Perez <Cloud Gate>ⒸAnishkapoor.com

카푸어는 움푹 패인 아래 중앙부를 배꼽 (navel 혹은 omphaolo) 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주의

중심이라는 의미에서 자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높이 3.7m가 되는 자궁 밑에 들어가

반사된 자신들의 모습을 즐기기도 한다.

<Cloud Gate>ⒸAnishkapoor.com <Cloud Gate>Ⓒm.sworld.co.uk

1) 정형민 교수님의 미술이야기는 2021 소식지 봄호부터 시작하여 연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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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책정한 예산 600만 달러보다 거의 4배가 늘어난 2,300만 달러로 결산되자 제작에 투자한 시

카고 시와 기업들은 원성이 컸지만, 관광지가 되어버린 카푸어의 작품 덕택에 시는 엄청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한다. 이 작품을 이용한 많은 상품들이 제작되면서 시는 상업적 사진 촬영에 대

한 장 당 가격을 책정하여, 공공조각에 저작권이 부여된 첫 사례로 꼽히기도 한다.

인도인 아버지와 이라크계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카푸어의 종교는 유대교다. 뭄바이에

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스라엘에 거주하다 1973년 런던으로 이주한 후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런

던 남쪽에 작업장을 짓고 생활하고 있다. 영국 대표 조각가인 그는 2013년에 대영제국 기사작위도

받는 등 인도, 유대, 영국의 정체성을 소화해 내고 있다. 카푸어는 자신의 작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한다. 공원 한복판에 엄청난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Cloud Gate는 빈공간(void)을 만들기 위한

것(“making of emptiness”)이며, 이 덩어리가 침투함으로써 void의 실체가 드러난다고 하는데, 그가

말하는 “나는 아무 것도 만들지 않지만 결국 무엇인가가 만들어 진다, 즉 아무것도 아닌 것은 모든

것을 의미한다(I am making nothing but eventually it ends up as something, nothing is

everything.)”와 같은 미학적 해명은 흡사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가 『예술과 공간

(Art and Space)』(1969)에서 주장한 “빔(空)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Emptiness is not

nothing”)와 같은 역설적인 논법이다.

<Cloud Gate>가 완공되면서 카푸어의 명성은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비슷한 반사체인 그의 <하늘

거울(Sky Mirror)>은 전 세계에 공공조각으로 설치되어 있다. 런던의 켄싱턴 가든, 뉴욕의 5번가에

위치한 록펠러센터, 싱가폴의 마리나베이샌즈(Marina Bay Sands)의 예술과학미술관 등에 설치된 카

푸어의 거울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다. 이 많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런던 남쪽에 거대한 공장

식 작업장을 만들고 많은 조수들이 작품제작에 참여한다. 겉으로는 단순한 형체로 보이지만 과학적

인 수치와 엄청난 노동과 섬세한 작업이 소요되는 그의 작업은 많은 손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Sky Mirror> (2010-2011) <Sky Mirror> (2007)
Kensington GardenⒸanishkapoor.com Kensington GardenⒸdesignbloom.com

<Sky Mirror> (2006) Rockefeller Center, <Sky Mirror> Art Science Museum
New YorkⒸpublication.org Marina Bay Sands, SingaporeⒸflick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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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푸어가 거울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며, 왜 그렇게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것

일까? 오목하게 다듬어진 거울 앞에 서면 관객은 왜곡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관객의 신체가

움직임에 따라 순간순간 다른 형체로 왜곡되는데, 어떠한 현상도 고정적이지 않고 끊임없는 유동적

(“flux”) 이라는 사실을 거울이 반사해 주는 것이다. 비평가들은 모든 사물은 항상 변한다는 카푸어

의 논지를 불교의 무상(無常)으로 해석한다. 또한 관객의 참여와 신체의 동작에 따라 비로소 작품이

완성된다는 카푸어의 주장을 인간의 신체와 정신(지각)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통합된 체화(體化,

embodied)라는 개념을 펼친 메를로 퐁티(Maurice Merleau-Ponty, 1908∼1961)의 현상학의 영향으로

보기도 한다.

국내에도 카푸어는 많이 알려져 있다. 어떠한 형체이든 일관되게 이미지를 반사하는 거울의 형식

을 취하고 있는데, 삼성미술관 리움 야외에 세워진 <큰나무와 눈 (Tall Tree & Eye)>(2011)은 73개

의 스테인리스 스틸 공으로 이루어진 높이 15m의 작품이다.

<Tall Tree & Eye> (2011),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m.blog.daum.net

이러한 거울을 만들기 전에 카푸어는 돌과 안료의 물질을 소재로 하는 작업으로 시작했다. 히브

리어로 흙을 의미하는 그의 작품 <아담 (Adam)>은 인간 최초의 남자 아담의 비석으로, 돌을 정면

만 다듬고 직사각형의 구멍을 뚫어 안쪽으로 깊숙이 파 들어간 형식이다. 그리고 돌을 비어낸 내부,

void의 표면을 특수한 안료로 칠을 했는데, 멀리서 보면 돌 외부에 칠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관람객은 오목한 구멍을 보게 된다. 멀리서 평면으로 보이는 것은 색의 입자가 아주 작아

모든 빛을 흡수하고 반사하지 않는 카푸어의 특수 안료 때문이라고 한다.

<Adam> (1988∼1989) <Descent Into Limbo> (2016), Havana.
Sandstone and pigment 119×102×236cm Photo by Paola Martinez Fiterre, courtesy of Galeria Continua.
Ⓒarthur.io

바닥에 구멍을 뚫고 특수 안료로 제작한 작업인 <망각으로의 하강(Descent Into Limbo)>에서는

관람객이 바닥 위에 칠한 둥근 형체인 줄 알고 가까이 다가갔다가 빠진 일도 벌어졌다.

돌을 긁어내어 만든 void는 빈 것이 아니라 찬 것이며, 물질(material)은 비물질과 다름이 아니며,

내부=외부, 빛=어둠, 땅=하늘, 보이는 것=보이지 않는 것, 물질=정신 등으로 발언하는 카푸어 미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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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통은 힌두뿐만 아니라 서양 현상학에 두고 있다.

<Anish Kapoor, 1954∼ > ⒸGetty Images/Adam Berry

몇 해 전 카푸어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만찬 자리에서 옆에 앉게 되어 대영제국 기사작위를 수

여한 Sir Kapoor 혹은 Mr. Kapoor 중 적절한 호칭을 물었더니 빙그레 웃기만 했다. 이제 전지구적

작가인 그에게 지역적, 사회적 정체성은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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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의 샘

대가(大家)를 기다리며

                                            

    이무하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공학부 명예교수

어른들은 젊은이들에게 살아가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이것은 요사

이 젊은이들이 그 어느 것에도 전념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곤 한다. 예전에는 이력서에 직장을

자주 옮기면 한 곳에 진득하게 붙어서 열심히 일하지 못하는 무능력자로 의심받아 취업에 애로사항

이 많았다. 그러나 요즈음엔 자주 옮긴 것이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로 오히려 높이 평가를 받

는다.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이것도 아마 세계화의 부작용인 것 같다. 미국에서는 직장을

자주 옮겨 다녀야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얼핏 생각하면 선택의 종류가 많아야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골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다. 하

지만 행동심리학에 의하면 인간은 선택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선택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선택을

망설이게 된다고 한다. 아마도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는 젊은이들이 어느 한 곳에도 전

념하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더욱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는 현대의 젊은이들은 검색엔진을

통해 자기편견의 필터로 자기가 보고 싶은 정보만을 받아들이는 편협한 사고가 길러진다고 학자들

은 염려하고 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러한 선택의 어려움을 도와주려고 고급식당일수록 음식 메

뉴의 수가 적다고 한다. 최고급 식당은 고객이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셰프가 정해놓은 한 가

지 메뉴만이 제공된다. 저가 식당일수록 음식 메뉴의 종류가 많아진다.

일본에서는 조그만 상점들이 가업을 이어받아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가업을 물려주기보다 권력을 가진 관리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

면서 입으로는 일본에서 가업을 잇는 전통이 왜 우리나라에선 실천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들 한다. 말과 행동이 다른 우리의 모습이다. 이건 한 가지에 집중하여 전념하고자 하는 장인정신의

결핍일 따름이다. 비록 예부터 이어져 오던 사농공상의 신분제도가 현대에 와서는 사상공농으로 바

뀌긴 했지만 여전히 기술이나 장사는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풍조가 그 이유일 것이다. 그래서 우린

장인이 별로 없다. 여전히 가업을 잇는 것은 재벌이나 하고 스스로 내세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가

업은 경영하는 사람이나 이어받을 사람이나 모두 이을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과 한 가지에 전념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좋은지는 결론을 내리기는 매우 어렵다. 대학시절에 나는 수많은 여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나머지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자위를 하며 여자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수줍음을 합리화시켰던

기억이 있다. 이렇게 가능성이 많으면 부작용도 뒤따른다. 미국의 조사를 보면 2019년 밀레니엄 세

대의 이직률은 밀레니엄 세대가 아닌 사람들보다 3배 높았다고 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옮

길 수 있는 직장이 많아 자주 옮기는 경우가 이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밀레니엄 세대가 결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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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이유도 경제적 이유 등 다른 많은 사유가 있지만 부모 세대보다 만날 수 있는 사람의 풀(pool)

이 넓고 따라서 고려대상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이란다. 안 할 말로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이성이

라면 최적의 자기 짝을 찾기 위해 일일이 만나본다면 평생을 지내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계산이 나

온다.

반면에 우리나라 부모들의 조급증은 자기 자식이 일찍 꽃을 피워 무슨 천재라도 되기를 기대하

여 자식의 가능성의 싹을 일찍부터 싹둑 잘라버린다. 어린 시절에는 부담 없이 모든 가능성을 타진

해 보고 나서 진정으로 자신의 능력이나 기호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평생을 매진할 수 있도록 내버

려 둬도 큰 문제가 없을 터인데 말이다. 그래서 아마도 서양의 젊은이들은 스스로 장거리 여행을 떠

나 자신의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탐색해 보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짧고 다양한 새로운 경험을 즐기는 시간과 한 가지에 오랫동안 몰두하여 느끼는 경험의 시간을

비교하는 것은 개인별 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연륜이 쌓인 후에 자신이 스스로 느끼는

것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현실에서 한 분야에서 오랜 시간을 전념하여 경지에

오르면 궁극적으로 분야에 상관없이 서로 통하는 대가들의 삶의 깊이를 본다. 삶의 깊이는 분야에

상관없이 헌신의 묘미를 주는 것 같다.

사람에게 시간의 길이는 주관적이라지만 인생의 절대적 길이는 죽음이 결정한다. 다만 그 깊이는

우리가 헌신하고 전념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 직장을 자주 옮기는

것이 능력의 증거일지라도 현대생활에서 짧은 시간 안에 느끼는 피상적이고 얄팍한 즐거움을 제공

하는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는 것은 역시 그리 바람직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

라고 다양성 추구가 깊이가 없는 팔방미인으로 끝난다면 이 또한 불행한 일일 것이다. 그래서 기업

에서는 소위 다양하게 여러 분야를 알고 한 분야에서는 전문가인 T자형 인재 양성을 강조하여 깊이

를 살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현대 교육에서 강조하는 T자형 교육은 오로지 발전을 위한 지식위주의 교육이 강조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이것은 피교육자들을 출세제일주의에 빠지게 하는 폐단이 있다. 교육은 어떤

것에 애착을 가지고 전념하여 그것의 역사에 참여함으로써 기술적으로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도덕

적으로도 우수한 장인을 만들어야 한다. 결국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T자형 교육은 다양한 분야에

폭넓은 지식을 보유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분야에 애착을 갖고 전념하여 대가가 되는

의미가 강조되어야 할 것 같다.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지식과 정보의 양이 배가 되는 데에 걸리는 시

간이 2020년에 12시간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신없이 빨리 발전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그 많은 정

보를 습득하여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융통성이 강조된다. 그

러나 이것이 자칫 잘못해서 그 어떤 것에 대한 애착이나 애정을 가질 수 있는 헌신이나 전념의 기

회를 차단해버려 존경받는 대가는 없고 자칭 전문가들만 양산하는 세상이 되는 우를 범하게 될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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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작 소개

서울대 대학원동창회 기획, 

<나의 대학원 시절>(경인문화사, 2022)

최종고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명예교수

2012년 필자가 서울대 대학원동창회 회장직을 맡

으며 <대학원동창회보>(18호)에 ‘나의 대학원시절’란

의 연재를 시작하였다. 첫 회로 옛 문리대 대학원 종

교학과 출신인 지명관 교수께 부탁드렸더니 기꺼이

써주셨는데, 전쟁 중에 월남하여 고생하며 석사과정

을 끝내고 일본, 미국으로 유학가신 과정을 진솔하게

감동적으로 써주셨다. 그 후 꼭 10년이 지난 금년 초

하루 98세로 고인이 되셨다. 후임 정인섭 회장이 그

동안의 <나의 대학원 시절> 글들을 모아 금년 4월에

단행본으로 내어주시니 역사의 리듬이랄까 감회와 감

사가 엇갈리면서 찬찬히 읽어보았다.

모두 41인의 대학원 시절 회상기는 각각 독특하면

서도 공통적인 요소도 보여준다. 크게 학문에의 꿈을

향하여 대학원에 진학하여 훌륭한 스승을 만나고, 연

구실과 실험실에서 뜻있는 체험들을 하고, 가정적 사

회적 난관 속에서도 향학열을 불태운 사연들을 소상

히 담고 있다. 그 중 26인이 서울대 교수를 거쳐 현

재 명예교수로 계신 분들이다(이태진, 이돈구, 최항

순, 전효택, 권재일, 이흥식, 김종국, 정희석, 지재근,

황적인, 오석홍, 이인규, 한상복, 이상억, 윤정일, 최종고, 성낙인, 박명규, 김병각, 심재기, 고영근, 김

안제, 이명현, 이순형, 정인섭). 가장 강한 인상은 학문이란 여건이 어려울 때도 정신력만 있으면 불

가능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고, 자연과학도 실험이나 자재가 낙후해도 나름대로 연구의 길이 있구

나 하는 감상이다. 15인의 필자는 타대학과 연구소에 계셨고, 7인은 외국인으로 서울대에서의 체험

을 인상적으로 적고 있다. 6인은 영어로 적었다. 이렇게 보니 서울대 대학원의 국제적 위상도 돋보

인다.

대학은 흔히 학문공동체라 말하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더욱 대학원을 가리키는 말이다. 학문연구의

길은 다양하고 험난하다. 학술사(Wissenschaftsgeschichte)는 학자사(Gelehrtengeschichte)이다. 학문

을 하는 학자의 삶과 정신을 알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대학원시절>은 한국에서 각 분야의

학문이 자리 잡아 간 과정을 생생히 알게 해준다.

매년 5천여 석박사를 배출하는 서울대 대학원에서 여기에 실린 41인 외에도 쓸 분들이 적지 않

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서는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출간되었으면 한다. 특히

소장학자들의 대학원 체험담이 더욱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1975년 이전에는 연건동 문리대 캠퍼

스에 대학원이 있었지만 관악으로 오면서 가시적으로는 ‘공중분해’된 격이다. 눈에 보이는 대학원 건

물이나 사무실은 없지만 서울대가 세계적 명문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원 교육이 수준 높아야 한

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사실 관악 이후 50년 동안 그것을 위해 계속 노력해온 것을 부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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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비록 정치적 사회적 변동과 불안정으로 제대로의 학문발전이 저해된 것도 부정할 수는 없

다. 한 필자는 대학원에서 F학점 받은 사연을 자세히 적고 있다. “일단 사회진출에 앞서 숨고르기

삼아 대학원에 진학했다. 당시 대학원 법학과 학생의 다수는 고시준비를 위해 군 입대를 연기하러

온 학생들이었다. (중략) 그래서 대학원 강의는 대체로 등록한 학생들의 절반 이하만 출석하였다. 기

말에 리포트만 제출하면 학점을 받았다.”(289쪽) 이러한 실상을 적나라하게 기록화하는 것도 한국

사회사와 함께 학술사에도 진실된 증거자료라 하겠다.

서울대 대학원 동창회는 1972에 창립되어 금년 50주년을 맞았다. 제대로 하면 <서울대 대학원

50년사>도 편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대학원의 가시적 위상은 그리 발전적이지 못한 것

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기록을 문서화(Archiving)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대학사도 마찬가지

이다. 필자는 20년 전 일본의 한 대학에 연구교수로 가있을 때 밤마다 11시까지 불이 켜있는 방을

보고 무슨 연구실인가 가보았더니 교사(校史) 편찬실이었다. 이렇게 매일 밤낮 역사를 챙기는 노력

에서 좋은 대학사가 나온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부디 <나의 대학원시절>도 한번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 증보판을 발간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대학원동창회는 2019년에 서울대의 50개 학문분

야의 선구적 학자 50인의 삶과 업적을 후배 제자들이 쓴 <상아탑을 쌓아라> (경인문화사, 총 395

쪽)도 내었는데, 함께 읽으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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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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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사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 2022학년도 입학식 개최, 오세정 총장 “가슴 따뜻한 인재 되길”

· 대학원 과학학과 신설

· 서울대, 과기부 ‘현장연계 인재양성 사업’ 지원 대상 선정

· 총동창회장에 스페코·삼익악기 그룹 김종섭 회장

· 서울대·전남교육청, 섬 학교서 진학프로그램 운영

· 서울대·안양시, 관악수목원 전면개방 위해 협력

· 교수협의회장 선출된 농생명고학부 임정묵 교수 인터뷰

· 육해공 무인 이동체 인재양성 사업 주관 대학에 서울대 선정

· 오세정 총장 “서울대생 기숙사 생활 의무화…교류·토론이 생각의 지평 넓혀줄 것”

· 법인화 10년… “정부, 예산 지원하되 간섭 대신 성과로 평가해야”

· 2022 QS세계대학평가 전공별 순위

· 오세정 총장, ‘2022 한국포럼’ 참석

· 서울대-LG, ‘SNU-LG AI 리서치 센터’ 만들어 공동연구

· 내년 신입생부터 美아이비리그처럼 RC 도입

· 신림선 ‘관악산(서울대)역’ 개통

━ 명예교수 초청간담회

스승의 날에 즈음하여 연례적으로 열리던 명예교수 초청 간담회가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2년간

중단되었다가 지난 5월 13일(금) 본교 교수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오랜만에 마련된 모임이어서 많은

명예교수님들이 참석하여 교수회관 컨벤션홀을 가득 채우는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행사의 첫 순서로 오세정 총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한 학사행정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그 사이 대학법인에 부과되었던 세금이 법제정으로 감면받게 되어 다행이라는 기쁜 소식

을 전했다. 이어서 김하석 명예교수협의회 회장이 참석한 명예교수를 대표하여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학교 당국에 감사를 표하면서 본교의 발전을 기원하였다. 그 다음엔 이원우 기획부총장이 참석자

에 배포된 80쪽에 달하는 학교의 주요업무현황 자료집을 10여 분에 걸쳐 요약 발표하였다.

식전 행사로 음악대학의 여성중창단의 공연이 펼쳐졌다. 이들은 아름다운 사계절과 자연을 노래

하며 사는 행복한 한국인이라는 내용의 “아름다운 나라”를 비롯하여 모두 3곡을 열창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운찬 전총장과 여정성 교육부총장의 건배제의가 있은 다음 한정식으로 차려진 오

찬을 즐긴 다음 이 날의 행사가 모두 마무리되었다.

위에 언급한 이외의 주요 참석인사는 송병락, 이호인 전부총장, 박병호, 이현구, 권욱현, 박성현,

이준구 전 평의회의장, 이상옥, 권두환 전 대학원장 그리고 류우익 전대통령비서실장이며, 김동욱 평

의원회 부의장과 임정묵 교수협의회 회장도 참석하였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32301032936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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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씀하는 오세정 총장 명예교수를 대표하여 인사말씀하는 김하석 명교협회장

축하 공연하는 음악대학 여성중창단

협의회 소식

━ 운영위원회 개최

2022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1. 일시: 2022년 3월 7일(월) 오후 12시~1시
2. 장소: 호암교수회관 샹그릴라
3. 참석: 김하석, 최항순, 김종서, 우한용, 이정재, 최덕근, 최종고 교수님 (간사 박혜진)
4. 보고사항
1) 각 분과위원회 주요 업무를 보고함.
(1) 기획위원회: 장단기 기획, 소식지, 산업시찰, 정책연구 등
위원장 – 최항순(공과대학)
위 원 – 김하석(자연과학대학), 변창구(인문대학), 박진우(공과대학),

이광숙(사범대학), 정태봉(음악대학), 호문혁(법학전문대학원)
(2) 학술위원회: 모교지원, 연구/저술지원, 세미나 등
위원장 – 우한용(사범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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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김정은(간호대학), 이현수(공과대학), 김병종(미술대학), 신문수(사범대학),
손호현(치의학대학원)

(3) 의료·복지위원회: 의료, 경조사, 회원친목, 회원관리 등
위원장 - 이정재(농업생명과학대학)
위 원 – 안삼환(인문대학), 이승욱(보건대학원)

➀ 2021년도 의료·복지위원회 활동 보고

(4)사회봉사위원회: 대외봉사, 자문, 강의지원사업 등
위원장 – 최종고(법과대학)
위 원– 송철의(인문대학), 심창구(약학대학), 황준연(음악대학), 김전(의과대학)

➀ 2021년도 사회봉사위원회의 활동 보고
가. 재능기부사업
- 2021년도 1월~12월 재능기부특강 통계(진명여자고등학교, MAHA반려자서전 쓰기)

나. 책자 발간
1. 김광현, 김병동, 박성현, 오석홍, 이순종, 조창섭: 학문 후속세대를 위한 나의 학문, 나의 삶
3. 총 432쪽,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후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2021. 12. 30.

2. 김안제, 심창구, 이승재, 최종고, 추광영, 허승일: 학문 후속세대를 위한 나의 학문, 나의 삶
4. 총 416쪽,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후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2021. 12. 30.

2021년도 재능기부사업 목록 (강사명 가나다 순)

(5) 회보편집위원회: 회보 발간
위원장 - 최덕근(자연과학대학)
부위원장 – 허승일(사범대학)

재능기부사업 안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사회봉사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재능기부사업은 무료봉사

가 원칙이지만 지금까지 강사비(10만원)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급격히 늘어나는 강

사비로 예산이 부족하여 부득이 2019년부터는 초청기관에서 20만원 이상의 사례비를 

받는 경우에는 강사비를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수도권(천안 이

북) 이외 지방으로 특강을 가시는 경우 교통비(KTX 보통실 실비)를 지급하던 것도 수도

권 이외 지역에서 대전까지는 4만원, 대전 이남은 8만원을 지급하기로 정액화 하였습니

다. 재능기부를 희망하시는 명예교수님께서는 예년과 같이 명예교수협의회에서 의뢰하는 

양식에 따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명예교수협의회 사무국 880-9019, 이메일 emer@snu.ac.kr 

2021년도(2021.1.1~12.31) 서울대병원 및 서울대치과병원 진료비 명예교수 지원현황

지원대상 지원인원(명) 지원금액(원) 1인당 평균
지원금액(원) 비고

명예교수 240 126,233,310 525,972 명예교수 배우자
지원금액 포함

전임교수 477 146,594,348 307,326 교직원 가족
지원금액 포함

강사명
소속

(대학/학부(과))
특강 제목 대상 기관

1 심창구 약학대학 제약학과 새로운 약은 어떻게 창조되는가 진명여자고등학교

2 우한용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MAHA 반려자서전 쓰기
2021. 11. 2~2022. 2. 22

매주 화요일
출강 강사: 총 2명 출강기관: 총 2개/ 총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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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송철의(인문대학), 이준구(사회과학대학), 정인석(공과대학),
현정오(농업생명과학대학), 최종고(법학전문대학원), 유효선(생활과학대학),
박정일(약학대학), 채종일(의과대학), 배광식(치의학대학원)

➀ 편집위원회의 개최: 명예교수회보 제17호(2021)
제1차 편집회의: 2021. 9. 14.(화) 11시 줌화상회의
제2차 편집회의: 2021. 10. 21.(목) 11시 줌화상회의
제3차 편집회의: 2021. 11. 19.(금) 11시 줌화상회의
제4차 편집회의: 2021. 12. 10.(금) 11시 줌화상회의
제5차 편집회의: 2021. 1. 14.(금) 11시 줌화상회의
② 보고
1. <명예교수회보 제17호(2021)> 편집, 2022년 2월 하순 발간 예정. 표지는 청록색.
- 제1, 2, 3부 논설과 칼럼, 수상: 31편 / 추도문: 3편
- 제4부 학술활동 보고: 70건.
- 명예교수회보의 총 면수: 521여 쪽(예상).

(6) 소식지편집위원회 : 소식지 발간
위원장 - 최항순(공과대학)
위 원 - 안삼환(인문대학), 임현진(사회과학대학), 이형주(농업생명과학대학),

최종고(법학전문대학원), 채종일(의과대학)
소식지 간행: 4회
1) 명예교수협의회 소식지 2021 봄호(제5호) 발간
2) 명예교수협의회 소식지 2021 여름호(제6호) 발간
3) 명예교수협의회 소식지 2021 가을호(제7호) 발간
4) 명예교수협의회 소식지 2021 겨울호(제8호) 발간
5) 명예교수협의회 소식지 2022 봄호(제9호) 발간
(7) 무임소 운영위원 : 명예교수협의회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관장
위원장 – 김종서(인문대학)

2) 신임명예교수 명단(총 32명)을 보고함.
3) 명예교수 통계자료를 보고함.

연도별 추대된 전체 명예교수 수

년도 3월 추대 명예교수 9월 추대 명예교수 전체 명예교수 수 150동 입실 명예교수 석

2001 16 9 445 36

2002 19 17 477 36

2003 13 14 499 36

2004 15 11 517 23

2005 20 14 548 39

2006 25 16 583 48

2007 22 17 617 48

2008 15 19 641 57

2009 28 18 670 57

2010 23 26 702 57

2011 18 25 729 68

2012 39 30 776 68

2013 42 29 825 68

2014 30 24 860 68

2015 21 22 888 68

2016 15 21 903 68

2017 29 34 939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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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별 작고하신 명예교수 평균 수명

년대 작고 당시 평균 수명

1970년대 73세

1980년대 76세

1990년대 76세

2000년대 82세

2010년대 85세

2020년대 86세

2018 43 33 998 68

2019 28 22 1,018 68

2020 31 47 1,066 68

2021 37 37 1,105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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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임운영위원 총장예방: 2022.03.07. 오후 2시.
- 명예교수실 증실 제안: 명예교수 통계자료를 첨부하여 명예교수 연구실 증실을 제안함.

작고회원 부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진교훈(사범대학 윤리교육과) 2022. 03. 16.

정명환(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 2022. 03. 18.

김철수(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2022. 03. 26.

김시황(의과대학 의학과) 2022. 04. 01.

장윤석(의과대학 의학과) 2022. 04. 12.

이계순(사범대학 영어교육과) 2022. 04. 17.

김문한(공과대학 건축학과) 2022. 05. 04.

정창희(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2022. 05. 15.

언론에 보도된 회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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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사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 의대 김성권 명예교수 인터뷰

· 전기정보공학부 한민구 명예교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이사장 선출

· 약대 장일무 명예교수, 미국 경제식물협의회 ‘튜크상’ 수상

· 국사학과 한영우 명예교수, 『허균·서경덕 평전』 출간 인터뷰

· 국사학과 이태진 명예교수, “동양사, 일본 천황이 지배 위해 만든 학문”

· 행정대학원 오연천 명예교수, 『부족함과 실패를 이기는 긍정과 도전의 길』 출간

· 언어학과 김주원 명예교수, 한글학회장 선출

· 국어국문학과 박희병 명예교수, 『능호관 이인상 연보』 출간

· 동양화과 김병종 명예교수, 펜스 전 미국 부통령에 ‘화홍산수’ 그림 선물

· 법학전문대학원 성낙인 명예교수, 고(故) 김철수 명예교수 추모글

· 건설환경공학부 한무영 명예교수, 산불피해 최소화 ‘물모이’ 관련 인터뷰

· 국어국문학과 이익섭 명예교수, 『강릉방언 사전』 출간

· 약학대학 장일무 명예교수, 천연물과학연구소 발전기금 1억원 기부

· 의대 김승협 명예교수 인터뷰

· 사회교육과 손봉호 명예교수, 밀알복지재단에 13억원 기부

· 동양화과 김병종 명예교수 인터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32801031730119001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32801072912050001
http://www.seouland.com/arti/culture/culture_general/9318.html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419010315120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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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불문학과 오생근 명예교수, 제31회 수당상 수상

· 국어국문학과 김완진 명예교수, 제3회 한국학저술상 수상

· 핵의학과 이명철 명예교수,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신임 이사장에 선출

· 교육학과 문용린 명예교수 인터뷰

· 정치외교학부 김세균·영어영문학과 백낙청 명예교수 등,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 호소문 발표

· 경영대학 안태식·민상기 명예교수, 1억원씩 장학금 기부

· 법학전문대학원 안경환 명예교수, 『법과 문학 사이』 출간

· 경제학부 정운찬 명예교수, 『나의 스승, 나의 인생』 출간 인터뷰

· 지구환경과학부 정창희 명예교수 별세

· 국어국문학과 김완진 명예교수, 한글 고전소설 『빙빙전』 기증

· 법학전문대학원 안경환 명예교수, 『이병주 평전』 출간

· 의대 박재갑 명예교수 개발 ‘한글 글꼴’ 특별전

· 독어독문학과 전영애 명예교수, 제11회 이미륵상 수상

· 한글학회장 김주원 언어학과 명예교수 인터뷰

회원 동정

김건식(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 지난 2월 15일 『회사법』 제6판(박영사) 출간.

이은방(약학대학 제약학과)

- 지난 2월 25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아홀에서 2021년 제5회 대한민국 노벨사이언스

상 과학대상을 수상.

정용덕(행정대학원 행정학과)

- 지난 1월 30일 『한국의 지방자치: 분권, 치리, 정책』(정용덕 외 공저)을 발간함.

- 지난 4월 22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열린 한국행정연구원·감사연구원 공동주최 제1차 적극행정

포럼(“새 정부의 정책과제와 적극행정”)에 좌장.

- 지난 5월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서울행정학회·한국지방정부학회 공동주최 춘계학술대회

(“새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정책 방향과 과제”)에서 기조강연함.

최덕근(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 지난 1월 24일 본교 지구환경과학부에서 “판구조론으로 본 한반도 형성과정”이란 제목으로 강

의함.

- 지난 5월 9일 세종과학고등학교에서 “고생대로의 시간여행”이란 제목으로 강의함.

- 지난 5월 11일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파트너채널에 “고생대로의 초대: 1) 고생대는 무엇?”을 기

고함.

- 지난 5월 18일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파트너채널에 “고생대로의 초대: 2) 고생대층의 요람: 태

백산분지”를 기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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