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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사회 ·과학 전 분야에 걸쳐, 대격

변을 겪은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명예교수님 

여러분 모두 어려움을 잘 극복하셔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명예교수협의회의 회장직을 맡아 여러분을 섬긴 지 

근 2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명예교수협의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 명예교수협의회가 있기까지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이수성 

전 회장님과 이인규 전 회장님을 위시한 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명예교수협의회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해 주신 오세정 총장님을 위시한 대학본부 여러분과 이희범 서울대 

총동창회 회장님을 위시한 동창회 임원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

다. 명예교수회보를 통해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립니다.  

명예교수협의회는 금년에 창립 1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회원은 현

재 1,110명의 명예교수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에도 74명의 교

수님들이 신임 명예교수가 되셨습니다. 명예교수협의회는 선생님들

께서 명예롭고 창조적인 삶을 개척하시면서 보람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매년 명예교수회보를 위시한 

다수의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축적된 지적자산

을 전국의 학교,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특강과 멘토링 및 교육방송 

참여를 통하여 사회에 환원하는 다양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대면 행사가 연기 또는 취소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으로 인해 명예교수협의회 산업시찰을 

하지 못했습니다. 산업시찰은 하지 못했으나, 소규모의 회원모임을 

마련하기 위하여, 협의회에서 500만 원의 예산으로 소규모 연구모임

(집담회) 과제를 신설 ·공모하였습니다. 박성현 명예교수님의 소연구

모임(중 ·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현황 조사 및 대처 방안 연구)이 

선정되어, 현재 집담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협의회가 지원하여 

금년에 신설된 <MAHA 프로젝트: 반려자서전 쓰기> 강좌에는 열한 

분의 명예교수님께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총동창회의 지원으로, 이흥

식 사회봉사위원회 위원장님이 담당하여 추진하신 “나의 학문, 나의 

삶” 책자 제3권 및 제4권도 금년 말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이 책자들

에는 열두 분의 명예교수님 개개인이 지난 세월 평생을 바쳐 이루신 

전공 분야에서 경험한 귀중한 이야기와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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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계속 발간될 이 책자는 각 분야의 학문을 계승하려는 후학들에게 소중한 참고자료가 됨은 물

론 우리에게 급변하는 이 시대에 대응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혜안을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 석학 명예교수님들께서 참여하시는 명예교수회보는 천여 명의 명예교수님을 끈끈한 공동

체로 엮어 주고 다양한 학문 분야의 동향과 쟁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습니다. 이 회보에는 동료 석학들의 품격 높은 이야기와 귀중한 정보가 담긴 논설, 해설, 수필, 소

설, 칼럼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명예교수님들의 글에서 고대와 현대의 사상가와 문인과 예술인의 

삶과 작품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고, 과학과 기술의 이론을 접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교류하

셨던 교수님들의 근황과 학술활동 소식을 접할 때의 기쁨은 더할 나위 없으실 것입니다. 명예교

수협의회 회보 발간을 위해 수고해 주신 현정오 편집위원회 위원장님과 편집위원님 여러분께 깊

이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명예교수님과 협의회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계간으로 신설된 <명예교수 

소식지>가 호평을 받으면서 계속 발간되고 있습니다. 명예교수협의회에서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이 소식지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정형민 전 관장님의 “미술 이야기”와 최종고 명예교수님의 신작 

소개 “안삼환 장편소설 <도동 사람>” 등 고품격의 해설과 소개, 학교 교육 연구시설 탐방, 회원 

동정, 협의회 행사 일정, 초청 논단 등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많은 수고를 해 주시는 최항순 기획

위원회 위원장님을 위시한 소식지 편집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한 해에도 대학과 총동창회 관계자 여러분의 깊은 배려로 명예교수협의회가 큰 어려움

이 없이 회보 발간과 명예교수님들을 위한 여러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

비 지원을 해 주시고 협의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명예교수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명예교수협의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김하석 총괄부회장님을 위시한 협의회 

부회장님들과 이사님, 각 분과위원회 위원님과 박혜진 간사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새해에 명예교수님 여러분께서 더욱 강녕하시고, 가내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명예교수님들을 위한 소통의 창이자 결속을 다지는 소중한 공간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의 열일곱 번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선배 

교수님들의 지혜와 경륜이 녹아 있는 지적 공간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감염병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촉발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의 전 

분야에서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인구학적 변

화로 대표되는 급격한 환경변화요인들은 고등교육의 혁신을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고 대학 교육의 

미래를 열어 가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장기발

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비전과 발전방향을 준비하고 있으며, 교

육철학과 연구의 전략적 방향성에 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지난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가야 할 길을 멈추

거나 지체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인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거대한 난

제를 극복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내일의 길을 밝혀야 합니다. 결

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명예교수님들이 있

어 든든합니다. 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공헌 활동에 매진하는 가운데

에도 명예교수님들은 언제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대의 변화와 

성장을 기대하며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가 우리 사회를 위한 소명을 다하고 주저함 없이 과감한 도

전에 임하여 더 높이 도약해 나아갈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 주시고 때론 고언으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구성원 

모두는 명예교수님들께서 전해 주신 전통과 가치가 존경과 자긍심으

로 발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명예교수회보

의 발간을 축하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

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총장

오 세 정

축사



    7

서울대 명예교수님들의 열일곱 번째 회보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

립니다.  

우리가 학문의 즐거움을 깨우치고 바른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은 훌륭하신 교수님들의 가르침 덕분이었습니다. 매년 명예교수회보

를 통해 더욱 깊어진 교수님들의 학식과 경륜을 접할 수 있어 반갑습

니다.   

특히 이번 회보 발간은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여러모로 활동에 제

약이 많으셨을 텐데도 명예교수님들의 열정은 더욱 타올랐던 것 같습

니다. 회보에 실린 값진 저술과 제언을 읽으며 변함없이 날카로운 식

견과 통찰력에 감탄하고, 왕성한 활동상을 접하며 존경심을 더하게 

됩니다.  

명예교수협의회는 최근 사회 현안에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연구

모임을 시작하고, 소식지를 복간하고, 화상회의를 통해 의견을 나누

는 대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유연한 지혜가 아닐

까 합니다.   

존경하는 명예교수님, 

서울대 총동창회도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평생 학습하는 동창회, 

100세 시대에 부응하여 취미를 함께하는 동창회, 회원의 자부심과 복

지를 증진시키는 동창회,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동창회라는 4대 비

전을 실현하며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월 두 번 열리는 조찬포럼과 수요특강은 현장 강연과 온라인 중

계의 이원화로 여러 동문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산, 골프, 국토문화기행 등 취미클럽을 결성, 지원하여 답답한 일상

에 돌파구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호텔, 펜션, 병원, 고급 음식점 등과 

MOU를 맺어 회원우대증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

게 했습니다.   

사회공헌위원회를 발족해 우리가 받은 혜택만큼 소외된 이웃을 돕

기 위해 뜻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평년의 4배에 달하는 동문들의 장학

기금 기부에 힘입어, 올 한 해에만 재학생 1,133명에게, 장학금 총 28

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총동창회는 명예교수님들께서 베풀어 주시는 경륜과 학식을 본받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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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견 또한 달게 받고자 합니다. 어려운 시국이지만 부디 강건히 정진하시어 우리의 든든한 사

표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동창회가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17호 회보 발간을 축하드리며, 이장무 명예교수협의회장님을 비롯해 현정오 편집

위원장님과 명예교수회보 제작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현역이신 명

예교수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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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산림과학 교육, 연구, 산림정책 및 학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명예교수  이돈구

I. 들어가면서  

지난해(2020년)에는 한국산림과학회(전 한국임학회)의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으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필자가 기조 강연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산림과학 교육, 연구 및 정책을 

뒤돌아보고 앞으로 60년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제안하게 되었다. 산림과학 교육은 편

의상 서울대학교를 예로 들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제시하였고, 산림과학 연구는 국립산림과

학원을 중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 방향을 제안했다. 산림정책은 산림청의 과거 50주년을 되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정책을 제시하였고, 한국산림과학회는 1960년 한국임학회 창립 이후 

과거 60년의 역사와 현재를 다루고, 미래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제안했다. 먼저 과거에 실

행한 교육, 연구, 정책 및 학회 활동을 말하고자 한다.        

1. 산림과학교육    

1) 학과와 학부      

1906년 수원농림학교에 임업속성과(2년)가 최초로 설립되었고, 1922년에 수원고등농림학

교로 학교 명칭이 변경되면서 임학과(3년)가 생겼다. 그 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후 1946년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4년)로 대학교육이 시작되었고, 이어서 지방의 국

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에서도 임학교육이 시작되었다. 즉, 강원대, 경상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 충남대, 순천대, 고려대, 경희대, 동국대, 상지대, 대구대, 영남대 등에 임학과

가 설립되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1957년에 대학원 석사과정/논문 박사과정이 설치되었고, 1965년에 박

사과정이 개설되었다. 1970년에 임학과로부터 임산가공학과가 분리 설치되었고 1973년에 조

경학과가 분리 설치되었다. 1992년에는 대학의 명칭이 농과대학에서 농업생명과학대학으로 

변경되었고, 학과 명칭도 임학과에서 산림자원학과로 변경되었다. 농업생명과학대학이 2003

년 8월에 수원캠퍼스에서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면서, 대학교 정책이 학과 중심에서 학부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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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게 되어 2004년에 산림자원학과와 임산가공학과가 통합되어 산림과학부(산림환경 전

공, 환경재료과학 전공)가 되었다.   

2) 교과과정  

1906년부터 1945년까지는 일본의 교육과 독일 교육의 영향을 함께 받았다. 이때 주요 교

과목은 조림학(12학점), 측량학(8학점), 임업경영학(6학점), 산림법(6학점), 사방공학(6학점) 

그리고 수목학(6학점)이었다. 1946년부터 1955년까지는 미국 교육의 영향을 받아 총 이수학

점이 180학점이 되었다. 그에 따라 1) 산림경영 분야(농촌임업, 산림평가, 산림측정, 항공측

량, 사방공학)와 2)목재공학 분야(목재이학, 목재해부학, 목재수확, 목재가공 과정, 목재보존

학, 목재화학)가 추가되었다.  

1955년부터 1975년까지는 이수 학점이 총 160학점으로 감소하였으나, 앞에 제시한 교과목

에 통계학이 새로운 이수 과목으로 추가되었고, 조림학은 12학점에서 5학점으로 줄었다. 

1976년부터 1995년까지는 이수 학점이 160학점에서 140학점으로 줄었다. 이때부터 다목적 

임학 개념이 도입되어 야생동물관리학, 산림휴양학, 도시임업, 산림경제학이 개설되었다. 

1996년부터 2006년에는 이수 학점이 130학점으로 감소되어 산림과학뿐만 아니라 타 전공도 

지식의 약화가 나타났다. 따라서 산림과학 전공의 경우, 1) 전공(major)은 48학점(산림과학), 

2) 부전공(minor)은 24학점(타 학과 과목), 3) 2중전공(dual major; I. 48학점 II. 48학점) 과목

을 수강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었다. 이와 함께 전공 학생 수도 크게 감소하게 되었다.

3) 대학에서 산림과학 연구 활동  

1906년부터 1945년에는 전공 임학회의 활동이 부족하고 연구업적과 기록이 열악하여, “임

업편람”(1940, 조선총독부 임업시험장) 정도의 연구기록만이 있었다. 또한 1945년부터 1953

년까지는 사회의 불안정과 교수 수의 부족,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식물표본까지 손실(40,000

여 점)되었다. 1954년부터 1980년까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산림복구 사업이 시행되면서 조림

학, 임목육종학 연구가 활발하게 되었다. 이때 현신규 교수(1912~1987, 서울대 교수 재직: 

1945~1977)가 신품종 육종연구를 시작하여 개량 이태리포플러를 도입하였고, 리기테다소나

무 육종(1960년), 은수원사시나무(현사시)를 육종(1965)하여 전국에 심도록 권장했다. 그 당

시 서울대학교에서 임학교육에 헌신하신 분들은 현신규, 민승복, 심종섭, 이창복, 김장수, 정

병재, 맹문재, 최용근, 허경복, 방선희, 신재상, 임경빈, 박태식, 김갑덕, 박명규, 안건용, 김태

욱, 우보명 교수였다.    

1981년부터 현재까지 수행 중인 연구 분야는 복원생태, 비두과 식물의 질소고정, 유전구

조, 유전자 보존, 균근, 도시숲, 생태경제, 환경교육, GIS 이용 모델 개발, 산림계획, 수확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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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휴양관리, 산림관광, 야생조류/동물 생태관리, 멸종위기동물 관리, 화학적 성분에 

의한 수목분류, 아시아지역 수목분포, 산림수문, 훼손 지역의 복원, 산림생태, 산림토양관리, 

국제산림정책, 환경위험 관리, 기후변화 대응 수목의 생리 반응, 병/해충 관리 등이다. 연구지

역을 국내뿐 아니라 동남아, 동북아 지역까지 확대하여 외국 학생도 석사 및 박사과정을 이

수할 수 있게 되었다.       

4) 세대별 우리나라의 대학교 소속 산림과학자(입학년도 기준)   

•   제1세대(1906~1950): 서울대(방선희, 현신규, 심종섭, 허경복, 신재상, 이창복, 임경빈, 박

태식, 감갑덕), 성균관대(정태현), 고려대(김장수, 김용관, 손원하), 동국대(김동섭, 이상

식, 김창호), 강원대(김광륜, 호을령, 권오복, 이원용, 김수창), 건국대(정대교), 경희대(민

심현, 정현배), 경상대(송기학, 김재유, 정좌용, 강위평, 홍병화, 김재생, 김정석), 전남대

(정병재, 김동춘, 이광남, 정동호, 이정석), 전북대(박병익, 위흡, 강성연, 김영호, 고대식), 

순천대(정현채), 충북대(이구영, 정대성, 박호건, 이만우, 백승언, 정인섭), 충남대(한창렬, 

김지문)

•   제2세대(1951~1960): 이여하, 박명규, 안건용, 안봉원, 김영두, 강계원, 신동소, 김삼식, 

이필우, 김시경, 민두식, 김태욱, 김수인, 안원영, 윤종화, 전상근, 이종락, 우보명, 손두식, 

황재우, 박교수, 이상식, 홍성각, 조응혁, 박상진, 정민섭, 류택규, 이은철, 조희두, 박기남, 

최만봉, 정영관, 김우룡, 오정수, 이수욱, 홍성천, 정희석, 윤정구, 정상배   

•   제3세대(1961~1980): 퇴임 교수 및 재직 교수    

•   제4세대(1981~현재): 현재 재직 교수  

2. 산림과학 연구(국립산림과학원 중심)   

•   1922년 조선총독부가 조선임업시험장을 설치하여 산림병해충(솔나방), 솔잎혹파리 및 

잣나무털녹병 연구를 시작하였고, 조선산 야생 ·약용식물 편람을 발간하였고, 조선 산림

식물편 22편을 발간하였으며, 산림이수 기능 연구를 시작했다.  

•   1945년 조선임업시험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1947년 국립임업시험장(Korea Forestry Experiment Station)으로 바뀌었다.  

•   1949년 농림부 산하 중앙임업시험장으로 종자 연구, 묘목 생산기술연구, 산림병해충 방

제기술 연구, 목재 이용기술 등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   1956년 국립임업시험장 산하 수원육종장을 설치하여 포플러/소나무류 육종연구를 시작

하였고, 1963년에 임목육종연구소로 독립 개편되어 교잡육종, 선발육종, 도입육종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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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다. 이때 리기테다소나무(미국에서는, 경이로운 소나무: wonder pine) 신품종이 

육종되었고, 이태리개량포플러를 도입하였고, 톱밥 종균 표고재배법을 개발했다. 임목 

종자를 노천 매장하여 발아촉진을 성공시켰다.  

•   1957년 농사원 국립임업시험장에서 녹화를 위한 묘목생산(잣나무, 낙엽송, 소나무, 해송 

등 침엽수종 위주 연구), 밤나무혹벌 내충성 밤나무 품종을 선발했다.

•   1962년 농촌진흥청 국립임업시험장에서 은수원사시나무(현사시) 신품종을 육종하였고, 

스트로부스잣나무 등을 도입했다. 

•   1967년 산림청이 설치된 후, 산하 국립임업시험장에서 산림 병, 해충, 특히 솔잎혹파리, 

솔나방 등을 집중 연구하였고, 목재활용 연구도 활발했다.

•   1960~1970년 조직배양에 의한 신품종을 개발하였고, 유엔자금으로 산림조사 사업을 실

시하였으며, 채종원 조성사업도 시작했다. 최초로 합판생산 실연공장을 설립하였고, 임

업훈련부를 설립하였으며, 펄프실험용 파일럿 공장도 신설했다. 또한, 전국 간이 산림토

양도를 작성하였으며, 솔잎혹파리 천적 기생봉 방제법을 개발했다.

•   1987년 산림청 임업연구원(Korea Forestry Research Institute)으로 개칭했다.

•   1980~1990년 황폐지복구 항공파종 연구, 임업기술교본 발간, 신품종 포플러 6종 개발, 

산림토양분류 체계 완성, 소나무재선충 발생 및 피해 기작규명, 인공위성 이용 원격탐사 

연구 시작, 주목 씨 배양에 의한 택솔생산법 개발, 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개발하였고, 국

립수목원이 독립되어 설치되었다, 신품종 밤나무, 호두나무를 육종 개발했다.

•   1998년 임목육종연구소가 임업연구원에 통합하여 명칭이 산림유전자원부로 변경되었다.

•   2001년 임업연구원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   2004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으로 명칭이 개칭되었

다. 참나무 시들음병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였고, 국내에서는 최초로 Forest Stewardship 

Council(FSC) 인증기관이 되었다. 

•   2000년 산림인력개발원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분리 독립시켜 산림청 산하로 갔고, 

8년 연속 최우수 책임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2010년 제23차 세계산림연구기관연합회(International Union of Forest Research 

Organizations: IUFRO, 1892년 설립) 세계총회를 성공적으로 서울에서 개최(내국인 

1,000여 명; 외국인 2,000여 명 참석)하였고, 송이 인공재배를 최초로 성공시켰다. 

•   2011년 세계 최초 리튬-이온 전지용 분리막을 개발했다.

•   2012년 ‘한국임업진흥원’을 분리시켰으며, 차량용 목조교량을 최초로 건설했다.  

•   2014년 세계 최초 “휘어지는 종이 리튬이온전지” 원천기술을 개발했다. 

•   2015년 영문 명칭을 변경(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NIFoS)하였고, 아시아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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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지역 산림연구기관연합회(APAFRI) 의장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2016-2019년 최대 목재건축을 준공했다(산림유전자원부 4층 건물). 멸종위기 고산 침엽

수종 조사를 완료하였고, 산림자원 신물질의 항암효과를 규명하였으며, 차세대 전지 핵

심기술을 개발했다. 목재건축 가능 내화성능을 확인하였고, 세계 최초로 소나무 엽록체 

유전체 해독을 성공하였고 소나무재선충 조기진단 키트를 개발했다.    

3. 한국산림과학회(전 한국임학회)  

1) 주요 활동

•   1960년대(1960. 1. 14 한국임학회 창립): (1) 특별강연, 논문발표(12~27편), “임업과 임

학” 발간. (2) 주요 이슈는 연료림, 도벌방지, 산림경찰, 산림병해충 방제 등이었다.

•   1970년대: (1) 특별강연/심포지엄(밤나무 조림, 임업경영, 치산, 수해대책, 임야세제), 현

지조림성공지 연찬회, (2) 논문발표(20여 편) 등이었다.  

•   1980년대: (1) 특별강연, 심포지엄(임학 교과과정 개편), (2) 조림성공지 현지 연찬회, (3) 논

문발표(30여 편) 등이었다.   

•   1990년대: (1) 특별강연, 토론회, (2) 특수 조림지 현지 연찬회, (3) 논문발표(30~55여 편)

•   2000년대: (1) 특별강연, 심포지엄(임학 교육의 미래, 소나무재선충, 산불, 태풍, 도시숲, 

단기소득 임산물, 저탄소 녹색성장), (2) 논문발표(구두발표, 50여 편; 포스터 발표, 118

편). 이때부터 포스터 발표가 구두발표보다 많아졌으며, 대학생 논문발표가 시작되었다. 

환경, 현장임업관련 활동이 활발하게 시작되었다.

•   2010년 8월: 제23차 IUFRO 서울총회에서 부대 행사(Side Event)를 개최했다.  

•   2011~2020년: (1) 산림과학 공동 학술대회 개최(관련학회와 공동), (2) 기후변화 도전/대

응 심포지엄 개최(국회), (3) 현신규학술상 시상을 시작했다.  

2) 학회 명칭 변경

•   1960년: 한국임학회(Korean Forestry Society) 

•   2004년: 한국임학회(영문 명칭이 Korean Forest Society). 변경하게 된 이유는 2000년에 

세계산림연구기관연합회(International Union of Forestry Research Organizations: 

IUFRO, 1892년 설립)가 International Union of Forest Research Organizations(IUFRO)

로 변경하므로 이를 따랐다.

•   2017년: 한국산림과학회(Korean Society of Forest Science)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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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회지

•   국문학회지: 한국임학회지(1961~2017)가 2004년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에 등재되었으며, 학회의 명칭이 변경되므로 학회지 이름도 한국산림과학회

지(2018~ )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그림 1).  

•   영문학회지 “Forest Science and Technology”를 2005년부터 발간하기 시작하여 2012년

에 KCI에 등재되었다.  

4) 학회 사무실  

•   1961년 1월~1999년 12월까지는 수원 소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임학과에 있

었다.  

• 2000년 1월에 국립산림과학원(서울)캠퍼스 내로 이전했다.  

5) 학회 창립주년 기념사업   

• 1969: 창립 10주년 기념 특별호 발간  

• 1970: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 1979: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강연회 개최  

• 2000: 창립 40주년 기념식 개최 및 창립 40년사 발간  

• 2010: 창립 50년사 발간  

• 2020: 창립 60주년 기념행사 및 창립 60년사 발간    

<그림 1> 로고(1960~2016)(좌), 

로고(2017~)(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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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앞으로 60년: 산림과학 교육, 연구, 정책 그리고 학회 

1. 미래 산림과학 교육 

미래의 산림과학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Big data,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인공지능 등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각 대학은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기회

요인, 위험요인 분석(SWOT) 또는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등 거시 환경분석(PEST analysis), 

더 나아가 내부 또는 외부의 평가(Internal/External Review)가 필요하다. 참고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은 2000년에 노무라종합연구소(Nomura Research Institute)가 평가한 바 

있다.    

또한 앞으로의 교육은 좋은 사회를 만들고, 사회요구에 부합하며, 직업을 가지는 데에 필

요한 교육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중앙정부 및 각 시/도 지방정부 직종에 적합하다. 

또한 전문 산림경영, 전문임업 컨설턴트(산림계획, 나무의사, 국제임업 등). 수렵학, 산림스포

츠 과학(마운틴 바이크, 산악 승마 등) 등을 교육해야 한다. 대학원 학생은 어떤 분야 전공이

든 수용하고 지식과 지혜를 강조하여 소통, 협력, 배려 그리고 도전정신을 갖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방, 공유, 연결, 협력, 실천을 미래 대학에서 강조해야 한다.   

앞으로의 직종을 대비하여 연구 분야도 기후변화 대응 환경, 생태복원, 야생동물관리, 지

속가능 산림관리, 생명공학 관련 일, 도시 숲, 산림 테라피, 정원사, 나무의사, 숲 해설, 산림/

숲 컨설팅, 수렵인, 마운틴 바이커, 등산 가이더 등 산림스포츠 가이더 등을 포함하여 한 가지 

직종보다 여러 직종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1) 대학에서 미래의 교육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현재 상황은 사회가 급하게 변동하고 메가트렌드로 가고 있다. 따라서,  

•   장수 혁명으로 경제가 불평등하게 되고 의료혜택이 불평등하여 결국에는 장수 불평등이 

증가할 것이다.

•   네트워크 사회가 심화되므로 극단적 세력에 이끌릴 수 있다.

•   인공지능이 이미 일반학습에서 가능하게 되었고, 2045년에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을 뛰

어넘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   인구감소로 여러 분야에서 취약점이 나타날 것이다.

2) 지식(Content) 교육에서 능력(Context) 교육으로 가야 한다.   

•   기업가 정신을 키우는 학습 능력도 늘려야 한다, 즉 학습 능력(Learn how to learn)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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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   인성교육(humanity)이 중심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이 갖지 못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 영역인, 인성의 가치와 인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는 교육이 필요하다. 즉, “진리”, 

“바른 역사관” 교육이 필요하다.

•   수시로 SWOT analysis가 필요하고 재교육은 언제나 필요하다.

•   교육 인프라(평생교육 [전 생애 동안 점진적 교육을 통해 역량향상을 뒷받침]과 재교육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실시])는 일자리의 창발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래 교육목표는 지식 교육(contents)에서 학습 능력 교육(context)으로 전환되어

야 할 것이다. 즉, Routine Task에서 Non-routine Task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

리하여 “창조적 지식 창출”과 “편리한 지식 활용”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스펙형 인

간보다 창조형 인간(협력하는 괴짜, Cooperative Geeks)이 되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3) 가르침(Teaching)에서 배움(Learning, 코디네이터가 도와주는 교육)으로 변해야 한다.

4) 창조적인 융합과 상생이 필요하다.   

•   산림과학(Forest Science)에는 정보 통신 기술 분야는 물론, 인문학, 법학, 사회학, 문화, 

역사학을 보완해야 한다. 예로, 스탠퍼드대학교에서는 P5BL(P: problem, project, 

product, process, people; B: Based; L: Learning)를 실천하고 있다. 따라서, 산림과학 학

부 과정을 수료한 학생이 법과대학이나 법학대학원에서 “산림법(국내, 국제법)”, “환경

법”을 전공하기를 추천한다. 열대림과 한대림 학습도 확대해야 한다.

•   공유경제 시대(물질 소유 세상에 정보 공유세상을 합하면 현실과 가상이 융합)를 대비

하여, 

 - O2O(Online to Offline; online과 offline의 생태계 다리 역할을 하는 서비스)를 실행한다.

 -   Prosumer/Creasumer(반복되는 육체/정신노동)은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고, 인간

의 여가 시간을 늘린다. 이렇게 되면 표준화된 서비스가 아닌 개인화 서비스와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의료, 법률, 언론

(Facebook, Twitter, You-tube) 분야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경영컨설팅, 교육(hybrid 수

업 학교: 학생 개개 요구와 능력에 맞춰 수업 내용과 방법도 가능하다. 자신의 기술과 능

력을 이용해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개인 사업자(Gig Economy/Free Agents/Freelancer 

증가: Gig economy와 Knot working)가 증가할 것이므로 이것이 미래 사회로 가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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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며 새로운 일자리 생성이 가능할 것이다.        

반복되는 것은 인공지능/로봇에 맡겨서 효율을 높이고, 반복되지 않는 혁신을 인간이 담

당하여 위의 둘을 협력하게 하는 괴짜(Cooperative Geeks)가 필요하다.  

미래의 일자리는 ‘노동(labor) − 업(mission) − 놀이(play)’ 관점에서 볼 때, 노동과 놀이는 

수단과 목적의 분할과 통합에 따라 다르다(Homo ludens). 재미와 의미가 융합된 업(mission)

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work)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하는 일자

리는 요소론적인 기계의 자동화로부터 창발적인 생명의 자기 조직화로 진화(창발적 통제를 

위한 수단이 시장)될 수 있다고 본다.  

스티브 잡스는 초연결 사회에서 창조성이 쉽게 발현되는데 “창조성은 연결” 때문이라고 

말했다(Apple’s smart phone, Google’s AI service, Amazon’s webservice를 예로 들 수 있

다). 창조성/창의력을 발현하려면 Think different 훈련이 필요하고, 창조성은 실패를 통하여 

성공으로 가는 역량을 늘릴 수 있다고 본다. 기업가적 열정도 필요하다(Mark Zuckerberg). 

따라서 가르침은 줄이고, 더 배우고 행동으로 배움(Less teaching, more learning and active 

learning)을 강조하고 있다.     

5) 세계적 교육·문화 트렌드 변화에 맞춘 교육방식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해외 교육정책을 보면, 세계 유수대학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MOOC(Massive Online 

Open Course)를 활용하여 온라인 공개강좌로 인터넷에 올리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EdTech(교육기술) 확산: 학습 능력(Learn how to learn)  

•   미국 EdTech: One-to-One, School 2 Home(스탠퍼드대에 기반을 둔 Coursera 

(coursera.org)에 4,000여 강좌가 올라 있다: 학생-교수 간의 상호토론/학생 간의 대화 

가능/퀴즈, 중간고사로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 스탠퍼드대학교 칼 와이먼 물리학 

교수는 강의 영상을 미리 제공하여 학생은 집에서 듣고, 토론-과제 풀이는 학교에서 할 

수 있다(역 진행학습 [Flipped Learning] 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함께하는 학습 

[Blended Learning]을 할 수 있다). 미국 애리조나주립대에는 90여 전공의 학사학위 과

정에 30,000여 명 등록한 예가 있으며, 그 외 www.masterclass.com, www.skillshare.

com 등이 있다.   

•   EdTech UK가 있고 미래는 YouTube 대학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② 아래와 같은 기업가 정신 교육(Entrepreneurship Education)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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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해결 중심으로 배움(Problem-Based Learning)

•   프로젝트 중심으로 배움(Project-Based Learning)

• 현실 문제에 대한 연구와 토론(Social Learning)

 -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 배움(Learning Through Own Experience)

 - 직접 관찰을 통하여 배움(Learning by Doing-Direct Observation)

•   실험실에서 시장/현장으로(Lab To Market; 오늘의 지식이 내일의 사업으로) 

③   메이커 정신 함양교육(Maker Education). 너 자신이 하라(Do It Yourself: DIY). ‘2027년

경에는 학교 캠퍼스가 사라지고, 2040년에는 대학의 1/2 사라질 수 있다’라고 피터 드러

커 교수는 말했다. 따라서 대학 간의 협력/소통/공동 강의와 연구가 꼭 필요하다.  

2.   미래 산림과학 연구(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하여 Big data,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인공지능 등을 활용)    

1)   정보 통신 기술(ICT)을 활용한 융·복합 산림연구 

① 산림생태계 보전 ·복원 및 생태계서비스 제공 연구   

• 산림 생물다양성 평가 ·보전 및 관리체계 고도화

• 산림생태계의 특성 구명 및 생태적 산림관리/복원 기술 개발

• 산지 토사재해 및 산불 피해 저감 기술 개발

• 산림병해충 발생 예측 및 피해 저감 기술 개발

• 도시 숲 기능의 유지 ·증진 기술 개발

② 산림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 및 지속가능산림관리 활성화 연구

• 자원 ·시장 ·지역경제 기반 산림경영 전략 연구

• 미래 수요 대응 수종 개량 및 우량 종묘 생산기술 개발

• 고품질 목재 자원 조성 ·육성 및 수확기술 개발

③ 숲을 기반으로 한 신 수요 창출 및 국제 ·북한 산림협력 강화 연구

• 산림 분야의 기후변화 적응 ·감축 정책 및 기술 개발

• 숲 기반 휴양 ·교육 ·치유 서비스 활성화 및 산촌연계 전략 개발 

• 국제/남북 산림협력 전략 개발 및 농림 위성 활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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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산림생명자원을 이용한 임업소득 증대 및 산업화 활용 연구

• 산림생명자원 바이오 정보 활용기반 구축 연구

• 산림생명자원 이용 약용/기능성 소재 발굴 및 활용기술 연구

• 산림소득자원 품종개발/재배 및 수확 후 관리기술 연구

⑤ 최적 가공기술을 활용한 목재 이용 증진 연구

• 도시 목조화를 통한 친환경 목재 수요(이용) 확대 연구

• 첨단 가공기술을 활용한 목재의 부가가치 증진 연구

• 목질계 바이오연료, 바이오리파이너리 등 신소재화 연구 

2) 미래 60년 산림과학 연구 방향 

• 기후변화에 따른 연구 방향(제목, 기간, 연구자 복합구성 등)

• 열대림 보전연구 확대, 한대림 특히 극동러시아 숲 연구(우리의 북부 고산 숲과 비슷)

• 드론(Drone)의 활용(재해 예측과 방지, 조림, 벌채목 운반 등) 연구

•   인공지능 활용 연구(자연어 처리, 머신 러닝, 딥 러닝 등)를 하여 확장 지능(Extended 

Intelligence)으로 확대한다.

① 미래의 연구 제목

•   한국은 산림 경관을 복원하여 산림과 농지를 통합하여 공익기능을 계산한다. 한국의 산

림복원 성공은 새마을 운동 정신(자조, 협력, 근면, 나눔, 봉사 및 창조)을 기초하여 이루

어졌음을 인식해야 한다.   

② 그 외 국제기구의 연구 분야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세계산림연구기관연합회(IUFRO)의 미래 연구

지식과 실제 해결방안을 제공하기 위하여

 - 물과 야생동물을 위한 토지관리 증진 연구

 - 숲의 훼손 방지와 훼손된 경관복원 연구

 - 낮은 탄소 발자국을 갖는 목재산물 공급 연구

 - 사회의 물리적, 정신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숲 조성 연구

따라서, 강조하는 분야는 (1) 인간을 위한 숲, (2) 숲과 기후변화, (3) 녹색 미래를 위한 숲

과 이를 바탕으로 한 생산물 생산, (4) 생물다양성 보전, 생태계서비스 제공 및 생물학적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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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방지, (5) 숲, 토양과 물의 상호작용    

•   유엔기후변화협약(지속가능발전목표-SDG 13)이 제시하는 목표를 숲과 물의 상호작용

과 관련하여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

 : 유엔사막화방지협약(SDGs 1, 15)이 제시하는 파리협약, 기후변화 — 숲과 물의 관련 

 :   산림경관복원에 대한 Bonn 협약-생물다양성협약(SDGs 14, 15)에 관련한 숲과 물의 관

계

 :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Aichi 목표(보호지역의 증대 및 개선)  

③   범지구적 산림 전문패널(Global Forest Expert Panels: GFEP)이 제시하는 산림협력파트

너십(Collaborative Partnership on Forests: CPF) 이니셔티브 — 산림과 나무의 미래역할 

• 인간의 삶의 질 향상 

• 기후변화 극복 

• 수분순환 원활 

• 식량안보 확보 

• 생물다양성 보전 

• 에너지 공급 

④   국립산림과학원은 앞으로 연구소(Institute)에서 아카데미(Academy) 형태로 바꿔서 석/

박사과정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현장 중심 연구 인력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

함이다. 예로 YouTube 대학을 설립하여 산림과학회와 공동으로 숲 복원, 단기소득 증

진 등을 강의 및 연구를 실행하기를 추천한다.  

3. 미래의 산림정책 방향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기초하여야 한다. 즉, 산림정책은 과거(Past: Yesterday)에서 

현재(Present: Today)로, 현재에서 미래(Future: Tomorrow)로 이어져야 한다.  

토양(흙: Soil, 土)은 식물, 나무 및 사람 몸의 기본요소다. 따라서 토양과 사람의 몸은 서로 

다른 요소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동일하다(身土不二). 

생태계(Ecosystems: 토양, 돌, 목재 및 임산물, 여기에는 비목재임산물[non-wood forest 

products, NWFPs; 버섯류, 약초, 산나물, 곤충류, 꿀, 유실류 등]) 모두를 다루어야 하고, 직 ·

간접의 모든 서비스(Services: 먹거리, 사료, 섬유, 물, 휴양, 치유, 침식방지, 산소생산, 이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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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흡수, 기후 조정 기능 등)를 제공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   앞으로 60년간 산림정책은 숲에서 수행되는 모든 활동(등산, 승마, 스키, 수렵 등 스포

츠)의 지원 정책, 산림자원 육성, 산림서비스 증대, 산림소득 증대, 다양한 일자리(90세까

지 일할 수 있도록) 늘리기, 산촌개발(숲이 지역경제의 엔진), 삶의 질 개선(도시숲 증

대), 북한의 훼손된 산림복원으로 한반도평화에 기여하며 유엔 SDGs 달성에 부응하는 

산림정책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수립 및 실행이 필요하다.  

1) 국내: 건강한 숲 조성(기후변화에 대응/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숲)을 지속한다. 

•   수종 선택: 아열대 또는 열대 수종(미국 남부 지역에 자라는 테다소나무[Pinus taeda], 

라디아타소나무[Pinus radiata] 등 그리고 남/서해안 갯벌에는 망그로브[mangrove] 등) 

식재 계획도 준비한다.   

• 혼효림 위주로 하며 탄소 저장원으로 장벌기(長伐期) 사업을 계획한다.  

• 목재 생산량을 증대(축적: 350m3/ha 이상; 국내 목재 이용량 증가)시킨다.  

• 목재 자급률을 증대시킨다(17%에서 30% 이상).    

•   생태계 서비스 제공(휴양, 치유, 맑은 물/공기, 어메니티 등)에 관련된 직종을 늘린다.

• 건강식 재료(산채, 버섯, 수실, 식용곤충 등)의 생산, 유통 및 활용(O2O).  

2) 국외 정책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AFoCO)를 활용하여 아세

안 국가, 동북/중앙/서 아시아 국가와의 동반자적 협력을 증진한다(새마을 정신을 기초

한 산림복원, 역량 강화 협력/지원하고 대학, 연구소 등에서 정년퇴임한 인력을 활용하

고, 또한 과거 미국 평화봉사단(Peace Corps Volunteers)과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청년들

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   양자협력 국가(33개국,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지역)와 협력 및 지원을 강화한다.

•   북한의 훼손된 산림지역을 복원한다(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 탄소 배출 감축-플러

스 [REDD+] 사업을 남북 공동 투자사업으로 실행).   

•   해외조림을 더욱 확대(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하고 열대림 보전정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국가별 조림 및 무역정책을 분석하고 그들의 필요와 우리의 

경제적 이익이 만나는 지점을 찾아 적극적으로 협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또는 미국 항공 우주국(NASA)과 협력하여 산림/

토지이용을 평가하고 세계의 탄소 방출량 및 산림자원 평가를 모니터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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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앞으로의 한국산림과학회의 추진 방향   

첫째로 젊은 산림과학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들에게 많은 격려와 지원이 필요하

다. 또한 산림학의 특성상 남성 과학자가 다수인데, 여성 산림과학자 역시 자신의 장점과 주

전공을 살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회원 간의 소통, 협력, 동반, 나눔, 봉사, 사랑, 자유로움을 강조하여 통섭(統攝)과 융

합(融合)을 이끌어야 한다.  

셋째, 학술대회를 현재의 연 2회에서 4회로 늘린다(2회는 화상회의도 가능하고, 포상을 늘

려 인정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학회에서 발표된 훌륭한 논문은 곧바로 학회지에 게재한다).

넷째, 타국 학회와의 공동학술대회를 확대한다(특히, 열대 국가 학회와 협력하여 열대 숲

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목표(UN SDGs)에 대응하는 토론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여 

계획 및 전략을 수립한다(특히, 기후변화 대응).  

여섯째, 산림 및 도시 숲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한다. 

III. 결언  

결론적으로 미래에 적합하고 실용적인 산림정책을 실현하고, 산림과학 연구를 추진하며, 

산림과학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산림과학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실행하고 

있는 일들을 다시 검토해야 하고 개혁(reformation)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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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도서관장: 보르헤스와 도서관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명예교수  신문수

보르헤스( Jorge Luis Borges)의 삶과 문학에서 도서관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는 어려

서부터 문학 지망생이자 변호사였던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도서관을 드나들었고, 작가의 길

로 들어선 후 40대 후반에 작은 시립도서관의 사서로 일하다가 문명을 얻기 시작한 50대 후

반에 이르러 아르헨티나 국립도서관의 관장을 맡아 18년을 봉직했다. 도서관은 또한 그의 중

요한 문학적 주제의 하나이자 지속적인 사유 대상이었다. 유럽 문학계에 그의 특이한 문재

(文才)를 각인시키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벨의 도서관」이 예시하는 바이지만, 도서관의 

형상, 건물 구조, 책의 분류와 배열, 서지 목록 등과 같은 관리적, 공간적 문제는 물론 지식과 

진리의 탐구, 그 체계화와 인식 가능성, 앎의 세계와 현실 세계와의 관계 등과 같은 철학적 

이슈들 또한 그의 문학이 줄곧 천착해 온 것들이다. 도서관은 이처럼 보르헤스 삶의 터전이

자 상상력의 원동력이고 더불어 근원적인 문학적 모티프로서 언어, 텍스트, 글쓰기, 독서와 

같은 여타의 주제로 관심을 확장해 가는 발판이기도 하다.   

천국이 있다면 도서관의 모습일 것이라고 상상하기도 했던 보르헤스에게 1955년 아르헨

티나 제19대 국립도서관 관장직 서임은 큰 기쁨이자 영광으로 다가왔다. 그는 이전 정권의 

획일적인 국수주의 경향과 유태인 인종차별에 대한 부당성을 줄곧 비판하다가 권력의 박해

에 못 견뎌 8년 동안 재직했던 시립 도서관 사서직에서 물러났었다. 뒤이은 페론 정부하에서

도 파시즘 체제와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의 시선을 거두지 않은 대가로 작가 생활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페론 정부의 몰락과 함께 찾아온 그 영광은 따라서 그의 삶의 중

심이었던 도서관 무대로의 화려한 복귀를 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에 호사다마의 아이

러니가 끼어든다. 가문의 대물림이었던 약시가 나타나기 시작한 20대 이래 시력이 약화되어 

그동안 수차례의 눈 수술을 받아왔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던 터에 관장으로 임명됨과 동시에 

의사로부터 실명 선고를 들은 것이었다. 주로 눈으로 책을 읽는 묵독의 시대에 책과 책 읽기

를 권장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립도서관, 그 수장이 맹인이라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그 무렵에 쓴 「은총의 시」는 이 곤혹스러운 상황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자신의 심경의 한 

자락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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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누구도 눈물을 떨구거나 비난할 수 없으리라.

기막힌 아이러니로 내게 

책과 어둠을 동시에 주신

신의 절묘한 솜씨에 대한 이 선언을.

실명한 눈에게

이 책의 도시의 주인 자리를 맡기셨도다.

꿈속의 도서관에 여명이 허용하는

희미한 구절이나 겨우 읽을 수 있는 이 몸에게.

한 낮은 헛되이 그 눈앞에서

무한한 책들을 낭비시키는구나.

알렉산드리아의 불 속에서 사라진 필사본처럼

활활 타오르는 책들을.    

― 「은총의 시」 부분(김홍근, 395 재인용)   

인용된 마지막 연에서 눈먼 도서관장으로서 직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도서관에 

소장된 수많은 책들이 불타버린 것이나 다름없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보르헤

스의 고뇌 어린 우려를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르헤스는 쿠데타로 물러났던 페

론이 1973년 권좌에 다시 복귀해 사직을 강요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 애초의 심적 부담

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슨 생각으로 74세에 이르기까지 18년 동안이나 관장직에 앉아 있었을

까? 눈먼 도서관장이라는 자신의 처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어

떻게 정당화했을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그가 생각하는 도서관의 본질, 기능, 사회적 역할

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지고 그것이 그의 독특한 문학 세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자문

해 보게 되는 것이다.    

1

시, 에세이, 단편 등 장르를 불문하고 보르헤스 작품들에서 우선 눈에 띄는 특징은 수많은 

인용과 암유와 열거의 만화경이다. 이 혼종적 언어체는 그에게 친숙한 스페인어권 문학은 물

론 서양문학 전반,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슬람, 인도, 동양의 문학들을 망라하고, 그 영역 또한 

문학을 넘어서 철학, 예술, 역사, 종교, 과학 분야에 두루 미칠 뿐만 아니라, 고급문화는 물론 

설화, 민담, 전설을 포함한 대중문화에 개방되어 있는 세목들로 채워져 있다. 예컨대 전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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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악당들의 이야기를 다시 쓴, 초기작 『불한당들의 세계사』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 아르헨티

나인은 단 한명 뿐이고, 나머지는 미국, 칠레, 호주, 페르시아, 터키, 중국, 일본과 연관된 인물

들이다. 널리 알려진 「삐에르 메나르, 『돈키호테』의 저자」의 주인공인 남프랑스 님므 출신의 

시인 메나르의 저작 목록에는 모두 19명의 지성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폴 발레리, 가

브리엘 다눈치오와 같은 당대의 문학가,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존 윌킨스와 같은 철학자, 13

세기 카탈로니아어로 저술한 라몬 룰(Ramõn Llull)과 같은 학자, 근대 장기놀이의 기초를 세

운 스페인의 과학자 루이 로뻬스 데 세구라(Luy López de Segura), 조지 불(George Boole)

과 같은 영국의 수학자가 포함되어 있다. 백과사전적인 이 열거 목록에는 오랜 관습이나 시

류적 의견, 철학적 관념, 형이상학적 사상 따위와 같은 지식의 파편들도 종종 끼어든다. 삐에

르 메나르의 경우처럼 허구의 인물이나 작품, 위작의 사건이나 거짓 정보, 가상의 장소가 마

치 사실인 양 이 목록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만한 일이다.  

박학다식의 자랑으로 오해받기도 한 이 같은 백과사전적 지식의 향연은 보르헤스 문학의 

한 특징을 이루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보르헤스적(‘카프카적’ 혹은 ‘오웰적’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에서의)’ 문학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는 물론 없다. 보르헤스의 독창성은 이런 다양

한 세목들을 절묘하게 연결시키는 특이한 비전과 정교한 구성, 무엇보다 예리하고 절제된 언

어, 함축적이면서도 간결한 문체의 힘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어쨌든 그의 상상력은 일차적

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나 인간의 복잡한 내면 심리 쪽 보다는 관념과 지식의 세계에 대한 

탐문에 기울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의 소설가 업다이크( John Updike)는 보르헤스의 

정신 활동을 “숨겨진 유사성과 철학적 계보에 대한 인양 작업”(Updike, 173)으로 특징지으면

서 그가 서지 조사나 문헌 탐구에 주력하는 사서와도 같은 작가, 곧 ‘도서관 작가’임을 부각

시킨 바 있다.1) 자주 인용되고 있듯이 “모든 작가는 자기 나름대로의 선구자들을 창조한다”

는 것이 보르헤스의 지론이다. 이런 시각에서 그는 독특한 현대적 상상력의 소유자로 여겨온 

카프카의 선구자로 제논, 키에르케고르, 브라우닝, 블로이(Léon Bloy), 던서니 경(Lord 

Dunsany)뿐만 아니라 중국의 문장가 한유를 꼽은 바 있는데, 이 또한 광범위한 문헌 조사와 

다독의 결과로나 내릴 수 있는 단정이다.2) 우리가 보르헤스의 문학 세계를 밀치고 들어가서 

맨 먼저 마주치는 그의 모습은 이처럼 도서관 서가에 파묻혀 있던 밤의 언어를 고고학자처럼 

발굴해내어 공식적으로 유통되는 낮의 언어와 뒤섞는 묘미로 글쓰기를 지속하며 미로처럼 

얽힌 도서관의 회랑을 끊임없이 배회하는 사서와 같은 존재인 것이다. 

   1) 인용문이 포함된 글의 원제는 “The Author as Librarian”이지만 이 글의 한국어 역 제목인 「도서

관 작가」 또한 업다이크의 의도를 잘 살리고 있다고 생각된다. 1965년 『뉴요커』 지에 발표된 이 

글은 미국 문학계에 보르헤스를 알리는 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또 다른 탐문들, Other Inquisitions』에 수록되어 있는 「카프카의 선구자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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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르헤스의 문학은 어떤 계보에 자리하는 것일까? 그는 어떤 선구자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

인가? 1967년에 발표된 미셀 푸코(Michel Foucault)의 「도서관 환상」은 이 질문의 답을 찾는 

데 유용한 참조 점을 제공한다. 1874년에 출간된 플로베르의 『성 안투완의 유혹, La Tentation 

de Saint Antoine』을 다루고 있는 이 글에서 푸코는 은거 중인 수도사 성 앙투완을 유혹하는 

온갖 환영과 기괴한 이미지들과 그것들을 세심하게 묘사해 가는 플로베르의 언어를 주목한

다. 그는 정치한 언어로 제시되는 수많은 환영과 꿈과 그로테스크한 비전이 소설가 개인의 

독특한 상상력의 소산이라기보다는 책을 쓰기 위해 그가 읽은 수많은 책과 자료와 도판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한다. 다시 말해 『성 앙투완의 유혹』을 관류하는 생생하고 다채로운 이미

지들은 뜨거운 가슴과 들끓는 욕망에서 곧장 배태된 것이 아니라 끈기와 인내로 수행한 꼼

꼼한 문헌 조사와 세밀한 독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푸코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몽상적인 것은 이제는 인쇄된 기호들의 희고 검은 표면에서, 그리고 망각된 단어들의 

비상으로 열리는, 먼지 앉은 닫힌 책에서 태어난다. 그것은 조용한 도서관에서, 그리

고 그 도서관을 사방으로 둘러막으면서 또 다른 한쪽의 불가능의 세계에로 입 벌리고 

있는 줄지어선 책들과 그 제목들, 그리고 그 선반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펼쳐지는 것

이다. 상상적인 것은 책과 램프 사이에 놓인다. 이제 환상을 더 이상 가슴속에다 품지 

않으며 더 이상 자연의 부조화에서 그것을 찾지 않는다. 반대로 지식의 정확함에서 길

어 올리며 그것의 풍요로움은 기록 문서들 속에 남아 있는 것이다. 꿈꾸기 위해서는 

눈을 감을 것이 아니라 읽어야 한다. 진정한 이미지란 다름 아닌 인식이며, 또한 이미 

말해진 단어들, 정확한 조사, 무수한 세밀한 정보들, 기록의 미세한 조각들이며, 근대

적인 경험에 불가능에의 힘을 가져다주는 재현들의 복제들이다. (…) 상상적인 것은 

실제의 것을 부정하거나 혹은 보충하거나 하지 않는다. 그것은 기호들 사이에서 그리

고 책에서 책으로, 재언(再言)들과 주석들의 틈 안에서 펼쳐나간다. 그것은 텍스트의 

한 중간에서 태어나 형성된다. 말하자면 그것은 도서관의 한 현상인 것이다. (푸코 『문

학비평」, 219)   

책이 작가의 체험과 상상력으로 빚어낸 유기적 전체라는 통념을 거부하며 『성 앙투완의 유

혹』은 과거의 책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에 전적으로 의지해 써진 책인 것이다. 지금까지 비

평가들은 대체로 이 소설을 터무니없는 환상의 과도하고 지루한 묘사 혹은 작가의 분별없는 

박식의 과시가 독서의 흥취를 깨버리는 실패작으로 평가해 왔다. 그러나 푸코는 박학한 지식

에 입각한 구체적이고 생생한 환상의 묘사를 시대에 앞선 새로운 글쓰기 방식의 사례로서 상

찬한다. 푸코는 아울러 『성 앙투완의 유혹』이 예시하는 이 새로운 공간, 도서관과 환상, 이성

과 광기, 지식과 꿈이 뒤섞인 새롭게 출현한 이 혼재적 공간(heterotopia)에서 ‘근대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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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literature)’의 태동을 읽어낸다. 『성 앙투완의 유혹』은 “책들의 공간에서만 자신의 

위치를 차지하는 첫 문학작품”(푸코, 220), 다시 말해 푸코의 인상적인 표현 그대로 “도서관 

현상”의 발현을 알리는 최초의 사례인 것이다. 더불어 푸코는 보다 넓은 문화사적 시각에서 

플로베르의 『성 앙투완의 유혹』을 마네(Edward Manet)의 그림, 「풀밭 위의 식사」 및 「올랭피

아」와 대비시킨다. 플로베르의 소설이 이전에 써진 책들과의 상호텍스트성의 원리에 구축되

어 있다면, 마네의 두 그림은 미술관에 수장되어 있는 그림들의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평과 상관없이 플로베르는 착상에서부터 거의 30여 년의 세월에 걸쳐 세 번이나 

고쳐 쓴 『성 앙투완의 유혹』을 자신의 “필생의 작품”으로 여겼고 한 문화에 대한 백과사전적 

박학다식에 입각한 상호텍스트성을 소설 쓰기의 전략으로 더욱 뚜렷이 내세운 『부바르와 폐

퀴세, Bouvard et Pécuchet』(1881)를 미완으로 남긴 채 작가 생활을 마감했다. 푸코는 플로베

르가 수립한 글쓰기의 전통이 말라르메, 조이스, 카프카, 파운드, 보르헤스로 이어져 왔다고 

밝히고 있는데, 자신의 근원적 선구자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지목했던 플로베르의 의

견을 존중하여 맨 앞자리에 세르반테스를 추가한다면 보르헤스로 이어진 이 근대적 글쓰기

의 계보는 더욱 구체적인 문학사의 흐름을 형성할 것이다.   

책들이 바로 상상의 원천이고, 꿈꾸기 위해서는 읽어야 한다는 푸코의 명제에 보르헤스는 

주저 없이 동의했을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그는 『작가』의 마지막 글인 「후기」에서 “내게 실

제 일어난 일은 거의 없고 나는 많은 일들을 책을 통해 읽었을 뿐이다”(The Maker, 61)라고 

고백한 적이 있다. 앞서의 푸코의 인용문은 사실 ‘도서관 작가’로서의 보르헤스의 창작 방법

에 대한 충실한 묘사로서도 손색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정리한다면 작품이 작품을 부

르고, 작품 상호간의 은밀한 대화를 작가가 글쓰기의 동력으로 삼는 전통의 끝자락에 보르헤

스는 서 있는 것이다. 이제 작가는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 직접 순례의 길에 나서는 대신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무대인 도서관에서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를 와유하는 존재로 머물게 되

는 것이다.    

보르헤스로 이어진 이 글쓰기 전통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위상 변화가 필수적이

었다. 도서관은 책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아카이브의 기능보다 지식을 탐구하고 전달하며 그 

토대 위해서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는 연구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더 무게를 두는 방향

으로 진화해 갔다. 도서관의 이 변모는 개인의 차원에서 책을 통해 경험의 반경을 넓히고 삶

의 의미 지평을 확대해가는 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여기는 도서관의 확산과 동궤를 이룬다. 

가령 이 변화의 물결이 점차 확산되어 가기 시작하는 무렵인 1852년,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는 맨체스터의 공공대출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하여 이렇게 소회를 밝혔다. 

여기에 그들[=노동자들]을 위해 구비한 도서는, 삶의 과정에서 고투와 노고를 겪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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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을 돋우어 줄 것이며, 자기 존중 정신을 고양시키고, 자본과 노동이 적대적이 아

니라 상호 의존적이고 지지해 주는 것임을 가르쳐 줄 것이며 … 맹목적인 편견과 잘못

된 표현과 진실하지 않는 모든 것을 타파하고 분쇄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것입

니다.3)

플로베르가 사망한 1880년까지 영국의 경우 모두 553개의 지방 공공도서관이 설립되고, 

또한 이 해부터 독일과 영국에서 초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Cavallo & Chartier 332). 공교육의 확산과 더불어 문해력의 증대, 그로 인한 책의 폭발적증

가로 그것을 수용할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격히 늘면서 수많은 도서관이 건립되기

에 이른 것이다. 중세 수도원 도서관이 표상했던바, 일반의 삶과 동떨어진 지식의 보관소로 

여겨지던 도서관이 이제 일상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오고, 그와 더불어 푸코가 말한 도서관 

현상이 출현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도서관을 바라보는 보르헤스의 시각에는 

이런 역사적 변화와 그에 수반된 긴장과 갈등이 함께 하고 있다.   

2

도서관에 대한 보르헤스의 생각은 『픽션들』에 수록되어 있는 「바벨의 도서관」에 가장 뚜렷

이 드러나 있다. 죽음을 앞둔 노쇠한 사서가 서한문 형식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는 

이 글은 개인사적 차원을 넘어 수세기에 걸친 도서관의 문화사라 할만하다. 도서관의 건물 

구조, 그 본질과 사회적 역할, 책의 배열, 책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 책을 통한 진리 찾기 등이 

회억(回憶)의 중요 내용을 이루고 있지만, 이 모두를 통어하는 도서관에 대한 사서의 근본 시

각은 글의 첫 문장에 이미 단적으로 표출되어 있다. 도서관은 곧 우주라는 생각이 그것이다: 

“우주(다른 사람들은 ‘도서관’이라 부르는)는 부정수 혹은 무한수로 된 육각형 진열실들로 

구성되어 있다”(『전집』 2, 129). 따라서 앞서의 여러 이슈들은 도서관=우주의 등식에 비추어 

조명될 수밖에 없다.   

도서관이 하나의 우주라는 생각은 물리적으로 유한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수장

된 책, 곧 지식의 세계가 무한경을 이루고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

으로 18세기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며 확고해진 이 생각은 증가일로에 있던 지식을 체계화할 

필요성 그리고 그 모두를 빠뜨리지 않고 수집하고자 하는 총체화의 열망을 수반했다. 디드로

   3) Charles Dickens, Speeches, ed. K. J. Fielding (Oxford: Clarendon Press, 1960), p.1524; 

Guglielmo Cavallo and Roger Chartier, ed. A History of Reading in the West (University of 

Massachusettes Press, 1999), p.33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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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is Diderot)가 주도해 편찬한 『백과전서』는 전자의 산물이다. 디드로가 밝힌 대로 『백과

전서』는 “세상 전역에 흩어진 지식을 한데 모아 후세 사람들에게 그 전반적인 체계를 남겨주

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는 실상 18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내실을 다지면서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한 근대 공공 도서관의 설립 목적과 거의 일치한다. 이런 점에서 보르헤스 문

학의 트레이드마크처럼 곳곳에 등장하는 백과사전은 도서관의 은유이기도 하다. 후자는 18

세기에 한층 가열되긴 했지만 실상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이후 거의 모든 도서관이 그 

존재 의의의 하나로 줄곧 표방해온 것이기도 하다.   

바벨의 도서관의 특이한 건물 구조는 이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실현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지식의 공간은 수많은 육각형의 진열실로 연결되어 있다. 무수

히 연속되는 육각형의 방은 위아래가 모두 터져 있어서 공간의 무한성을 강화하는데 더욱이 

각 방의 현관 앞에 설치된 거울에 반사되는 이미지들로 인해 건물은 그야말로 중중무진(重

重無盡)하다는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방문자들은 도서관의 무한경이 이 거울로 인한 착시 현

상인 것으로 여겨 그 무한성을 믿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화자인 사서는 도서관은 끝이 

없다고 거듭 단언한다. 이 무한경을 조직화하는 기하학적 엄정성은 육각형 내부의 진열도 지

배한다. 그 내부에는 두 면을 제외하고 각 면마다 모두 다섯 개씩 모두 20개의 책장이 배열되

어 있고, 각 책장에는 같은 모양의 책 32권이 꽂혀 있다. 이 규칙성은 심지어 진열된 책의 모

양새에도 나타난다. 각각의 책은 모두 410페이지로 되어 있고, 각 페이지는 40줄, 각 줄은 모

두 80개의 흑색 글자로 구성되어 있다. 책의 외형과 그 진열을 지배하는 엄격한 규칙들은 지

식의 체계화, 더 나아가 삶의 질서화의 실현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기계

적 경직성은 사물을 분류하고 체계화하면서 원칙에만 매달리는 행태에 대한 패러디이기도 

하다. 이런 경직된 질서화는 규칙에서 비껴나 있는 중간자들 혹은 특이한 개성적 존재를 목

록에서 누락시키거나 왜곡시켜 실상을 오도할 수 있다. 사실 어떤 기준에 입각하든 모든 체

계화나 질서화는 이런 문제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보르헤스가 「틀뢴, 우크바르, 오르

비스 테르띠우스」에서 쓰고 있는 대로 “체계란 어떤 한 관점에 온 우주의 모든 관점들을 종

속시키는 오류”(『전집』 2, 34)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소설은 건물의 구조와 책의 배열이 기학학

적 질서에 통어되고 있음을 말한 다음 곧바로 책등에 적혀 있는 책의 제목이 책의 내용을 말

해 주거나 예시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이고 있다. 책의 표지와 내용의 이런 불일치는 겉으로 

드러난 도서관의 외형적 질서 속에 이미 무질서와 혼란의 씨앗이 깃들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

는 셈이다.  

도서관이 곧 우주라는 생각의 근저에는 지식과 실재, 말과 사물, 혹은 기표와 기의가 일치

한다는 또 다른 통념이 자리하고 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지식의 보고인 도서관

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 곧 만사가 만상 안에 있다는 이 전도된 돈키호테주의에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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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매혹되어 왔다. 보르헤스는 「총체적 도서관」이라는 짧은 에세이에서 그리스의 데모크리

토스(Democritus)와 레우키포스(Leucippus)에서부터 19세기의 페흐너(Gustav Theodor 

Fechner)와 쿠르트 라스비츠(Kurd Lasswitz)에 이르는 이 환상적 꿈의 계보를 더듬어 본 바 

있다. 「바벨의 도서관」은 라스비츠의 ‘보편 도서관’(the universal library) 개념의 변주인 보르

헤스적 ‘총체적 도서관’(the total library)의 청사진이라 할만하다. 그러나 보르헤스는 앞서 시

사한대로 그것에 내재한 인식론적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돈키호테는 자신이 읽은 책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세상을 편력한다. 총체적 도서관은 역으로 현실의 실재성을 

도서관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충동이 찾아드는 곳이다. 「틀뢴, 우크바르, 오르비스 테르띠우

스」는 가상의 혹성인 틀뢴이 실재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하여 그것에 대한 방

대한 백과사전을 편찬해낸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자신도 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한 

한 무신론자의 주도하에 수많은 사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협업으로 은밀하게 써져 출판된 그 

백과사전이 유포되면서 기획의 초창기에는 “단지 하나의 혼돈, 상상력에 의한 무책임한 뜬구

름 같은 것”으로 여겨졌던 틀뢴은 이제 어엿한 하나의 “코스모스”로 인지되고 “그것을 움직

이고 있는 법칙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전집』 2, 29) 것으로 알려지기에 이른다. 허구가 현

실이 된 것이다. 진실과 허위, 현실과 환상, 이성과 불합리의 경계와 구분의 문제는 보르헤스 

문학의 핵심 주제의 하나이다. 틀뢴은 허구인가, 현실인가? 존재 여부가 불투명한 신에 대해 

쓴 경전을 근거로 신의 실재를 설파하는 종교가 이 작품이 겨냥하는 풍자의 대상이라고 평자

들은 종종 지적해 왔다. 신앙은 신실한 비전인가 아니면 언어유희에 기만된 상태인가? 도서

관이 표상하는 지식의 세계를 현실 세계와 상응하는 것으로 여기는 시각에도 이런 인식론적 

아포리아(aporia)가 스며 있다는 것을 「바벨의 도서관」은 상기시키고 있다.  

책들이 무한경을 이루는 바벨의 도서관은 적어도 디지털 시대 이전까지는 거의 모든 도서

관이 꿈꾸었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장서의 규모가 도서관의 질적 평가에서 으뜸가

는 지표라는 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이다. 고서와 희귀본은 물론 “모든 언어로 표

현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책”(『전집』 2, 136)이 망라되어 있는 총체적 도서관에 대한 꿈은 사

서나 도서관장이 아니더라도 장서가라면 누구나 품음직한 것이다. 당대의 세도가 집안 출신

이었지만 과거를 보아 벼슬길에 나가는 것을 접고 일생을 오로지 책읽기에 바친 조선의 사대

부 홍길주(1786~1841)는 19세기 초 상상의 정원을 그리면서 거기에 표롱각(縹礱閣)이라고 

이름붙인 꿈의 도서관을 설계해 넣는 것을 잊지 않았다.  

표롱각에 소장된 책은 위로는 육경에서부터 아래로는 제자백가에 이르기까지 무릇 천

하의 읽을 만한 글이 다 있다. 큰 집에 넓은 처마는 그 덕을 넓히고, 아름답고 화려한 

꾸밈은 그 문장을 빛나게 한다. 시렁으로 구별 짓고 첨지로 식별하여 뚜렷이 분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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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전을 으뜸으로 하고 역사서로 보좌하며 자집(子集)으로 다음을 삼아 그 등급을 

밝혔다. (홍길주, 54)   

읽어야 할 세상의 모든 책이 소장된 도서관을 개인의 집에 두려는 호방한 꿈을 꾼 홍길주

였지만 만년에는 책에 파묻힌 삶을 반성하고 세상 만물이 생동하는 부호요 텍스트니 그것을 

읽는 것이 마땅하다는 활독서론(活讀書論)을 전개했다. 플로베르가 창조한 독서광인 부바르

와 페퀴세는 온갖 학문 분야의 글을 섭렵하여 보편적 지식을 채록하는 일에 매달렸으나 지식

의 집적이 곧 지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계획을 접는다. 자전적 편린(片鱗)이 배어 있

는 「의회」라는 작품에서4) 보르헤스는 세계를 대표하는 진정한 의회를 만들고자 은밀히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들은 세계의 의회에는 마땅히 도서관이 딸려야 한다고 생각

하고 백과사전류를 비롯하여 온갖 신문, 논문, 문서, 회람들을 수집한다. 몇 년간의 모임을 가

진 끝에 의회를 만드는 일이 무용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그동안 모아 놓은 책들을 

모두 불태운다. 그렇게 원대한 계획을 포기한 날 저녁, 화자는 일행과 더불어 마차를 전세 내

어 도시를 밤새도록 돌아다니다가 새벽 동틀 무렵 말할 수 없는 환희에 젖는다. 화자가 평생 

잊을 수 없었던 그 환희는 참다운 의회는 바로 그들이 마차를 타고 밤새 보았던 “세계이자 

우리 자신”(『전집』 5, 56)이라는 깨달음과 더불어 찾아온 것이다.   

「바벨의 도서관」의 늙은 사서는 도서관이 모든 책을 소장하고 있다는 것이 공표되었을 때 

사람들이 젖었던 행복감을 기억에 떠올리기도 한다. 그는 이 행복감이 우주와 시간의 기원과 

같은 “인류에 관한 기본적인 의문들”(『전집』 2, 138) 및 개인적 혹은 보편적 문제에 대한 해답

을 도서관이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한다. 그래서 사람

들은 한 때 도서관을 지켜내야 할 “보물”로 생각했었다. 이런 생각은 책을 잘 간수하고 보존

해야 할 것으로, 그리하여 일반 대중에게 책을 개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폐쇄적인 태도로 

곧잘 이어진다. 특히 인쇄술이 널리 보급되기 이전에 두루마리 형 책이나 필사본을 수장한 

도서관들은 이런 태도의 극점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의 『장미

의 이름』에 나오는 성채 같은 수도원의 부속 도서관은 바로 그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수도원

   4) 주인공 알레한드로 페리가 70대 후반에 들어서서 젊은 시절을 회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 

소설은 그가 1899년(보르헤스가 태어난 해), 고향인 북쪽 산타페를 떠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와서 새로 임명된 도서관장을 만나고 싶었던 것을 회상하면서 도서관장이 “마치 현대어들은 전

혀 그렇지 않다는 듯 고대 언어연구와, 칼잡이들이 득실거리는 상상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대

한 선동적인 찬양에 헌신한 학식 있는 사람이라는 소문을 듣고 있었다”고 쓰고 있다. 보르헤스

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쓴 소설 중에서 하나만 남기라고 한다면 자전적이면서도 상상력이 넘

치는 이 작품을 지목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1부  논설   45

장은 교황과 황제간의 비밀 회담의 준비를 위해 수도원을 방문한 윌리엄 수사에게 이렇게 말

한다.  

도서관은 수 세기 동안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기획을 바탕으로 세워졌습니다. 수도사

들은 알 도리가 없지요. 오로지 사서계 수도사만이 전임 수도사로부터 전수 받습니다. 

사서는 살아 있을 동안에 보조 사서에게 이 비밀을 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서가 세

상을 떠나도 도서관 운영의 비밀은 고스란히 다음 세대로 전해집니다. 이 수도사들은 

비밀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 책의 내용을 알고, 책의 미로 사이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어느 책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돌아온 책을 어디에 꽂을지 

아는 사람, 이 엄청난 장서를 안전하게 보관할 책임을 가진 사람은 오직 이 사서 수도

사뿐입니다. (Eco, 35-36)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든 얽히고설킨 미로와 같은 이 도서관의 회랑은 감추어진 그 

은밀한 역사를 상기시킴과 동시에 그것의 고립성과 접근불가능성을 표상한다. 시대가 달라

진 오늘날 이렇게 폐쇄적인 도서관은 물론 찾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암시되어 있는 

바, 도서관이 전통과 가치의 파수대요 질서의 수호자라는 생각은, 래드포드(Gary P. Radford)

가 지적하고 있듯이, 오늘날 도서관이 정숙과 질서의 공간임을 이용자들에게 숙지시키고 도

서관 서비스를 받기 전에 도서관의 규칙과 시스템을 익힐 것을 요구하는 사서들의 실증주의

적 도서관관 속에 여전히 살아 있다.5) 이런 문제점은 특히 고문서의 이용에서 노정되곤 하는

데, 오래된 희귀본의 소장을 내세우면서도 일반에게는 그 복사조차 허용하지 않는 뭇 도서관

들의 행태가 바로 그것이다. 「바벨의 도서관」은 책을 신성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책을 신처럼 모시면서도 실상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야유를 

던지고 있다. 「허버트 쾌인의 작품에 대한 연구」에서도 화자는 허구의 작가 쾌인이 남긴 작품

들을 되돌아보면서 아름다움의 본질을 기억이 아니라 경이로움에 있다고 생각한 쾌인이 “과

거에 쓰여진 책들을 ‘무작정 고집스럽게 보존하는 행위’를 개탄”했었음을 전하고 있다(『전집』 

2, 118-119).    

   5) 명제의 과학적 입증과 체계화의 요구가 실증주의의 요체라 한다면 책을 체계화하고 규칙에 따

라 배치한 도서관은 실증주의적 사유의 권화라 할만하다. 책의 분류 및 배열의 “질서와 온전성

을 갈구하는 이상적 도서관의 목표와 도서관 이용자의 책의 대관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무질

서 사이에는 갈등이 내재하기 마련이다”(Radford 620). 래드포드는 현대의 도서관이 이 갈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타파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도서관서비스가 그것을 완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Radford 6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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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벨의 도서관」의 사서는 자신이 한 권의 책을 찾아 떠났던 여행을 또한 기억해낸다. 그는 

자신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순례 여행을 떠났었다고 덧붙이고 있는데, 그들이 찾고

자 한 책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개개인의 “고유성을 변호하고” 삶의 의미를 밝혀

주고 정당화해주는 “변론서들”(『전집』 2, 137)이고, 다른 하나는 “나머지 모든 책들의 암호인 

동시에 그것들에 대한 완전한 해석인 책”이다(『전집』 2, 139-140). 그러나 개개인의 삶에 의미

를 찾아주는 변론서이든 모든 책들의 원형이자 그 전체상을 담지한 “총체적인 책”이든 순례

자들은 그 어디에서도 그런 책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 도정에서 사서가 어쩌다 서가에서 뽑

아본 책은 “단 한 줄의 타당성 있는 말, 또는 한 마디의 직언을 위해 무의미한 중언부언, 앞뒤

가 안 맞는 말, 그리고 뒤죽박죽의 언사를 수십 킬로미터씩 늘어놓고 있는 것”(『전집』 2, 133)

이었다. 여기서 책을 찾는 것은, 순례의 이미지가 환기시키듯이, 성배 찾기나 구도의 여정에 

비길 수 있다. 후자의 여정이 대부분 실패로 귀결되듯이, 사서는 책을 통한 의미의 발견이나 

진리 탐구는 부질없는 일이고, 삶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한다. 

 우리는 책의 가치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선양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서가 책에서 의미를 찾

고자 하는 것은 헛된 일이고, 지식의 보고라는 도서관에서 진리를 발견하려는 것 또한 헛수

고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아이러니에 직면하고 있다. 그렇다면 책은 무슨 소용이고, 도서관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가? 자신의 오랜 체험과 생각 끝에 다다른 결론이지만 사서는 그 

자신도 당혹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쓰고 있다.  

나는 우주의 어떤 책장에 그러한 총체적 책이 있다는 걸 믿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미

지의 신들에게 한 사람 ― 단 한 사람, 설사 그게 몇 천 년 걸릴지라도 ― 이라도 좋으

니 그 책을 들춰 보고, 그것을 읽어 본 사람이 있기를 기도했다. 만일 영광과 지혜와 

행운이 나의 것이 아니라면 그것들이 다른 사람의 것이라도 되게 하소서. 비록 나의 

자리가 지옥이라 할지라도 천국이 존재하게 하소서. 내가 능멸을 당하고 죽어 무로 사

라져 버린다 해도, 단 한 순간, 단 한 사람에게 만이라도 ‘당신’의 거대한 ‘도서관’이 

정당한 것이 되도록 해 주소서. (『전집』 2, 140; 밑줄 필자)  

우리는 이 구절에서 훗날 국립 도서관장직을 맡게 될 보르헤스의 고뇌 어린 목소리가 메아

리치는 듯한 상념에 젖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사서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이 작품을 도

서관장이 된 후 필시 다시 되돌아보았을 것이다. 자신이 맡은 이 거대한 도서관의 정당성은 

무엇인가? 이 의문은 또한 장님이 되어 버린 자신이 도서관장 직을 맡는 것이 어떻게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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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동시에 제기했을 법하다.  

다시 우리가 봉착했던 아이러니로 돌아가 보자. 문제의 초점은 그 아이러니가 아니라 삶의 

궁극적 지혜, 삼라만상을 일이관지(一以貫之)하는 절대적 진리의 추구 자체이다. 작가는 이

미 그런 진리를 담은 책 중의 책을 찾아내서 읽었다고 알려진 전설적인 사람을 “책의 인

간”(『전집』 2, 139)으로 명명하고 그가 신적 존재로 숭앙되었다고 적고 있다. 삶의 비의와 절

대적 진리의 추구는 곧 신을 알현하고자 하는 것이나 진배없는 행위인 셈이다. 보르헤스는 

신의 존재를 실증하고자 하는 일이 무용한 일이듯 절대적 진리의 추구 또한 무익하고 헛된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진리 추구 그 자체가 아니라 형이상학

적이고 추상적인 실재를 현실 그 자체로 여기는 실증주의적 인식론에 대한 비판이다. 보르헤

스가 모든 체계화 혹은 유형화에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잘 알려진 대로 

푸코의 『말과 사물』은 보르헤스가 「존 윌킨스의 분석적 언어」라는 글에서 인용한 중국의 한 

백과사전의 동물 분류의 인용으로 시작된다. (a) 황제에 속하는 동물, (b) 방부 처리된 동물, 

(c) 사육동물, (d) 젖을 빠는 돼지, (e) 인어… 등으로 이어지는 그 백과사전의 동물 분류는 인

간의 인식 범주가 자의적이고, 상대적이고, 문화적이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다. 푸코는 언뜻 

기이하고 비논리적인 이 분류 방식을 접하고 이제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여 오던 사물의 질서

화 및 동일자와 타자의 구분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Foucault, 

xv-xvi). 보르헤스는 한마디로 푸코가 말한 이 반성이 함의하는 바를 다각적으로 조명하는 

작품을 씀으로써 자신의 독특한 문학세계를 구축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의 인식은 주어진 인식 틀과 언어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굴절된다는 것이 보르헤스의 

근본 입장이다. 그의 소설은 이 점을 도외시할 때 현실의 왜곡과 궁핍화가 초래될 수 있음을 

부단히 환기시킨다. 가령 순간마다 달라지는 사물의 수없이 다른 모습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

는 「기억의 천재 푸네스」의 주인공은 다양한 크기와 형상의 수많은 개들을 ‘개’라는 하나의 

언어 기호로 포괄해 지칭하는 것을 비판하며 사물의 개별성을 살릴 수 있는 언어의 창안을 

꿈꾼다(『전집』 2, 187). 사물의 세세한 순간적 이미지들은 물론 그들을 비슷한 유형의 또 다

른 사물들의 이미지들과 연관시켜 기억하고 있는 푸네스의 놀라운 기억력은 길들여진 우리

의 눈과 언어가 사물의 개체적 특성과 풍요한 연관 관계를 얼마나 사상해 버리는지를 일깨운

다. 미노타우로스 신화의 다시 쓰기라 할 수 있는 「아스테리온의 집」의 주인공은 언어의 전달 

능력을 회의하면서 문자 익히기를 거부한다. 언어의 소통가능성에 대한 그의 회의가 자신이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자각과 함께 제기되는 점은 의미심장하다(『전집』 3, 96). 그렇다고 언

어를 우회하여 사물의 실체성에 다가갈 무슨 묘방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한계와 조건

성을 자각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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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주의자들처럼 인정하자. 세계의 환영적 성격을. 어떤 관념주의자들도 하지 못했

던 일을 해 보자. 세계를 확인시켜 주는 비현실적인 것의 추구를. 우리(내면의 분열되

지 않은 신성)는 세계를 꿈꾸었다. 공간의 차원에서 우리는 그것이 견고하고, 신비롭

고, 가시적이고, 편재적인 것으로, 시간의 차원에서는 지속되는 것으로, 꿈꾸었다. 그

러나 그 꿈의 축조물에는 미미하지만 영속하는 비이성의 틈이 깃들어 있다. 바로 그 

점이 그 모두가 허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이다. (「거북이의 권화들」, Other 

Inquisitions, 156)       

보르헤스는 ‘존재는 곧 지각이다, esse est percipi’는 명제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관

념론자이다. 그러나 그의 관념론은 세상이 주관적 관념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버클리

(George Berkeley)적 관념론이 아니라 관념화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현실을 모두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관념론이다. 

이런 시각에서 되돌아보면 문제는 의미의 발견 노력이나 진리 추구 그 자체가 아니다. 중

요한 것은 텔로스의 종착지에서 얻어진 것이 삶의 의미이든 진리이든 그것의 한시성과 조건

성, 곧 그것이 영속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만 유효한 것이라는 것을 망각하지 않는 

것이다. 언어와 사물의 합치에 대한 인간의 갈망을 패러디한 것으로도 읽을 수 있는 「삐에르 

메나르, 『돈키호테』의 저자」에서 보르헤스는  

 

그 어떤 지적 활동도 종국에 가서는 쓸모없게 되기 마련이다. 하나의 철학적 원리는 

시초에 세계에 대해 그럴듯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철학사 속에서 단순히 한 장(章) ― 만일 한 단락이나 명사로 되어 버리

지 않는다면 ― 으로 남게 된다. (『전집』 2, 86)  

라고 쓰고 있다. 또 다른 『돈키호테』가 아니라 『돈키호테』 그 자체를 쓰고자 했던 메나르는 

결국 원본과 구두점 하나 다르지 않는 동일한 텍스트를 내어놓았으나, 화자가 해설하고 있듯

이, 써진 역사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텍스트로 읽혀지는 것이다. 이렇게 쓰고 읽

는 행위는 모두 역사적 지평에 구속되어 있다.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수많은 책들은 저자의 자기 진실의 증언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그 진실이 무엇이든 후세의 독자들에게 그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사장된 진실일 뿐이

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책들은 그 자체로는 철지난 진실들의 폐사지이다. 독자에 의해서 

새롭게 숨이 불어넣어질 때 책은 비로소 그 폐허에서 다시 몸을 일으킨다. 그러나 이렇게 부

활된 책은 외형은 동일하더라도 이전의 책과 다른 책이다. 독자의 삶의 지평 속에 편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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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변신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활의 생을 거듭 누리는 책도 있고 서너 번으로 끝나는 

책도 있다. 대부분의 책은 사실 이런 부활의 행운을 누리지 못하고 망각의 늪에 빠져 사라지

고 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책들이 무용한 것만은 아니다. 비록 현재적 의의를 상실했

더라도 그들은 지나간 삶의 다양성과 복잡성에 대한 증언으로 소중하다. 다시 말해 이들은 

역사의 실재, 그 총체상의 일부를 이룬다.   

보르헤스에게 문학은 무엇보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삶의 현실을 엿볼 수 있는 통로로서 중

요한 의의를 지닌다. 보르헤스 문학의 또 다른 중요한 모티프인 끝없이 갈라지는 두 갈래 길

은 주어진 길에서 이탈해 주체적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길이다. 보르헤스 문학 

세계의 깃대종 상징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미로’는 바로 이렇게 끝없이 갈라지는 두 

갈래 길이 만들어 낸 산물이다. 그것은 삶은 결코 단순화시키거나 축약시킬 수 없는 복합적 

세계라는 것을 환기시킴과 동시에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본래적 터전임을 시사

한다. 보르헤스 소설의 미로는 에코 소설의 미로와 이 점에서 다르다. 후자가 폐쇄성 혹은 접

근불가능성의 표상이라면 보르헤스의 미로는 삶의 다양성과 복잡성의 상징이다. 그러기에 

보르헤스의 미로는 「아스테리온의 집」의 주인공이 보여주듯이 더 이상 감옥이 아니다. 그곳

은 그의 “우주”이자 “집”이다(『전집』 3, 97).    

보르헤스에게 도서관은 바로 세계이자 자신의 집이다. 눈먼 도서관장은 도서관의 미로에 

유폐된 무력한 수인이 결코 아니다. 그는 거기에서 기억의 창고를 점검하며 스쳐지나갔던 무

수한 기억들, 눈멀기 전에는 꿈속에서나 얼핏 나타났던 그 기억들을 불러낸다. 캄캄한 밤의 

우주에 소환된 기억들은 이제 “비에 젖은 동전처럼” 반짝인다(「작가」, 『전집』 4, 11). 그는 눈

멀었던 호메로스가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노래했듯이, 이렇게 되불러낸 기억들로 호메

로스도 남기지 못했던 이 어둠의 세계의 순례기를 쓰고자 한다. 그는 기억들을 질료로 작품

을 만들어내는 ‘작가(maker)’로서의 소명을 새삼 느낀다. 기억의 창고로서 지나간 삶의 구체

성을 현시하면서 오늘의 삶을 생성하는 질료로 거듭나는 책들의 거소인 도서관, 그 상호텍스

트성의 무대야말로 그런 소명의 실현을 위한 최적의 장소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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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스승 남명(南冥) 조식(曺植)   

사범대학 독어교육과 명예교수  조창섭

들어가는 말  

한자(漢字)가 전래 되어 사용되면서부터 유학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규범화하는 데 영

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세상사를 결정짓는 것이 마음’이라는 유학의 이념이 사서(四書) ·삼경(三經)에 각인되어 

있는바, 유학을 신봉하는 유림(儒林)들은 사서삼경의 자구 해석이나 뜻풀이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성숙시켜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태동기의 유학

을 ‘원초유학’이라 부르며, ‘원초유학’의 핵심 인물인 공자, 맹자, 순자 등은 인(仁) ·의(義) ·예

(禮)를 실천하여 인격을 완성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하여 도덕적 이상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

다.1)    

마음을 수양하여 올바른 생활 규범과 행동규범을 지킴으로써 더불어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였던 ‘원초유학’에 이(理)와 기(氣)의 이론을 도입하여 성리학(性理學)이라는 철

학적 성격의 기초를 확립한 사람은 정자이고, 성리학을 완성한 사람은 주자이다.  

성리학은 고려 충렬왕 때 안향이 도입하여 전파시켰다. 고려에 도입된 성리학은 일상생활

에 필요한 규범을 제시하는 학문이었으나 조선조에 접어들면서 형이상학적 이론을 추구하는 

학문으로 바뀌어 성리학은 심성론, 수양론 그리고 경세론이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분화되어 

발전되었다. 이 세 영역이 각인되어 있는 사서삼경은 과거시험의 과목으로 채택되어 조선에

서는 유학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이념이 되었다.   

조선 중기 이후의 철학과 학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남명(南冥) 조식(曺植, 1501~1572) 

선생은 ‘원초유학’을 숭상하는 성리학자였다.   

그의 생존 당시에 조선의 성리학은 주자의 이론에 매몰되어 주자의 이론만을 학문으로 생

각하는 순정주자학자들이 학문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들은 주자의 이론을 뛰어넘어 학

문의 지평을 넓히는 학자들을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취급하여 이단시했다.   

   1) 조창섭, 『남명학보』 16권, 「남명 조식의 천인합일 사상과 유학적 가치 체계 고찰」, 남명학회, 2017,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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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학문 경향 속에서 남명 선생은 고문을 즐겨 읽으면서 사서(四書)와 삼경(三經) 등 

유학의 경전을 탐독하여 이들의 의미를 마음에 아로새겼다. 또한 천문(天文) ·지리(地理) ·음

양(陰陽) ·병진(兵陣) ·법가(法家) ·의방(醫方) ·우주(宇宙) 등에 관한 책도 두루 섭렵하여 폭넓

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불교와 도교에도 정통하여 모든 학문과 종교를 아우르는 개방적

인 학문 경향을 지닌 박학(博學)한 학자2)였다.    

이렇게 순정주자학의 틀을 넘어서서 학문의 지평을 넓히고자 하였던 남명 선생에 대한 후

세인의 평가와 그 평가의 기준인 순정주자학의 내용과 성격 그리고 벼슬을 마다하고 위기지

학에 천착한 이유와 제자를 양성할 때 활용한 교육 방법론을 탐구하여 민족의 스승인 남명 

선생에 대한 이해를 넓혀보고자 한다.   

중심말 

남명 선생은 연산군 때 태어나 중종, 인종, 명종, 선조가 통치한 시대에 살았다. 15번의 출

사 권고를 뿌리치고 오로지 글공부와 후학 양성에 매진하여 학문과 인품이 뛰어난 교육자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문자를 익혔으나 특별한 스승의 지도를 받았다는 기록

은 없다. 

교육자로서 청사에 길이 빛나는 업적을 세운 그에 대한 평가를 먼저 들추어 본다.   

 

1. 남명 선생에 대한 후세의 평가 

남명 선생이 선호하였던 원초유학의 중심인물인 공자는 “글공부를 크게 중요시했다.”3) 그

러므로 『논어』의 첫 절에 “배우고 때때로 익히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다”4)라고 적고 있다. 이

것은 인간적 성장의 기초가 학문에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글공부의 목표는 『대학』에 기술되어 있다. 격물(格物) ·치지(致知) ·성의(誠意) ·정심(正心) ·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라는 팔조목(八條目)이 대학에 제시된 글

공부의 목표이다. 남명 선생도 글공부의 목표를 『대학』의 팔조목이 제시하고 있는 선비들의 

수양을 통한 인간적 성장을 지향하고 덕(德)을 기르며 배워 익힌 학문을 국가 통치를 위해 활

   2) 『南冥集』, 卷5, 「行狀」, “又嘗言, 釋氏上達處, 吾儒一般, 至於陰陽.地理. 醫學. 道流之言, 無不涉其

梗槪 以及弓馬陣之法, 關防鎭戌之處, 靡不留意究知, 盖其才高志疆 ,而無所不學也.”

   3) 김태길, 『공자 사상과 현대사회 유교적 전통과 현대 한국』, 철학과현실사, 2010, 36쪽.

   4) 『논어』, 「학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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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것에 두었다. 그러나 남명 선생 자신만은 위기지학에 천착하여 벼슬을 마다하는 출처

관(出處觀)에 충실하여 『대학』의 글공부 목표를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  

남명 선생은 글공부를 할 때 “늘 문을 열어놓고 혼자 앉아서 글을 읽다가 새벽에까지 이르

렀다.”5)고 한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글공부에 열중하였던 것이다.  

글공부로 쌓은 지식과 덕망으로 얻어진 학자의 명성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인근 지역의 명

문대가의 자제는 물론이고 각지에서 배움을 청하러 온 제자들이 몰려들었다. 이들은 스승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하여 마침내 남명학파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벼슬을 마다하고 후진양성에 전념한 그의 노력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20년 후에 발발한 

임진왜란 때 그의 제자 중에서 56명을 상회하는 의병장이 나라를 구하는 데 앞장서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행합일을 구현하는 그의 놀라운 교육의 힘이 전쟁 시에 발휘되었던 것이

다. 그렇게 하여 민족의 스승을 기리는 간절함이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당대에 남명 선생과 쌍벽을 이루었던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1)은 군주의 간곡한 

청에도 불구하고 출사하지 않는 남명 선생의 태도를 불충이라고 하면서 남명 선생이 출사하

도록 권고한 학자이었다. 그러면서도 퇴계는 남명 선생의 노장 사상에 대한 연구와 인용을 

경계하면서[노장위수(老壯爲祟)] 남명 선생의 품성의 장단점을 들어 사욕이 없고(傲物輕世) 

고고하여 중용을 취하기 어려운 적극적인 성품의 사람임을 지적하고 있다(高亢之士 難要以

中道).     

성호(星湖) 이익(李瀷, 1629~1690)은 “남명 선생은 우도에, 퇴계 선생은 좌도에 일월(日月)

과 같으신 분으로 … 좌도는 인(仁)을 숭상하고 우도는 의(義)를 숭상한다.”6)고 하였고, 청봉

(晴峰) 윤승훈(尹承勳, 1549~1611)은 “상도는 이황이 있어 학문을 숭상하고 하도는 조식이 

있어 절의(節義)를 숭상한다.”7)고 했다.    

영조는 조식이 세상을 떠난 지 200년 후에 “지금 세상에 독서하는 선비 중 어찌 옛날 조식 

같은 자를 얻을 수 있겠는가? 단지 그런 사람이 없음을 한스럽게 여긴다.”8)고 했다. 탕평책으

로 사색당파의 폐해를 종식시키며 실학을 진흥시키고자 하였던 영조는 출사한 선비들이 ‘붓

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중앙집권적 문치주의’에 집착하여 사화(士禍)와 옥사(獄事)를 일으키

곤 하는데, 남명 선생은 그들과는 달리 “군자는 긍지를 가지고 있지만 다투지 아니하고, 여럿

   5) 김우옹, 「남명선생행록」, 허권수 역, 『남명, 그 위대한 일생』, 경인문화사, 2010, 189쪽.  

   6) 李瀷, 『星湖僿設』, 권9, 인사문〈退溪南冥〉, 南冥先生之於右, 退溪先生之於左 如日月 … 左道尙仁 

右道常義   

   7) 尹承勳, 『朝鮮實錄』, 권 42, 선조 34년 10월 己丑. 上道 則李滉在而學問相尙 下道 則有曺植而節

義尙高. 

   8) 조일규, 『남명 조식 언어의 분석』, 역락출판사 2019, 4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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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함께 어울리기는 하나 당파를 만들지는 않는다.”9)는 공자의 말을 실천하며 글공부에만 열

중한 선비로서 오로지 올곧은 제자 양성에만 몰두한 교육자였다는 것을 칭송하였던 것이다.  

정조는 조식이 세상을 떠난 지 224년이 지난 1796년 9월 25일(음력)에 자신이 직접 제문을 

지어 예조정랑 민광로를 보내 조식 영전에 제사를 지내게 함으로써 조식과 함께 국정을 운영

할 수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남명이 우리 동쪽 나라에 태어났으니, 깔끔하고 산뜻하고 위

엄 있고 우뚝하였소.”10)라고 하면서 선비의 모범으로 추앙했다.   

왕위 세습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정조는 사림파 간의 권력 투쟁으로 정치 혼란을 빚으며 붕

당(朋黨)을 이루어 자신과 자당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사색당쟁에 몰두하는 출사한 선비들을 

보면서 초야에 묻혀 애국 애민할 제자 양성에만 전념한 교육자 조식을 칭송한 것이었다.11)

월북 교육학자 이만규(李萬珪, 1882~1978)12)는 1947년 그의 저서 『조선교육사』에서 조식

을 ‘조선 유학자 중에서 최고의 교육자’라고 하면서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이황을 훨씬 능가

한 학자라고 했다.   

교육자로서 청사에 빛나는 그의 학문 내용이 부침을 거듭하게 한 순정주자학을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2. 16세기 순정주자학의 대두 

유학에서는 천인합일사상(天人合一思想)13)이라고 하여 하늘과 사람이 마음으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는 합일체로 간주한다.   

특히 공자(孔子)는 천명사상(天命思想)14)으로 천인합일사상(天人合一思想)의 이론적 뒷받

   9) 『논어』, 「위령공」 21.

10) 조일규, 『남명 조식 언어의 분석』, 역락출판사, 2019, 465쪽.  

11) 이성무, 『조선시대당쟁사 1』, 동방미디어, 2000, 54쪽 참조.  

12) 이만규는 배화여자중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반일애국사상을 교육하였고 국어 철자법을 통일

하고 보급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광복 후 북한 교육성 부국장, 북한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을 

지낸 월북교육학자다.   

13) 주(註): 공자는 천명이라는 용어에 근거하여 하늘의 뜻과 인간 마음속에 있는 본래성의 움직임

이 일치한다는 천인합일사상을 제시했다.   

14) 주(註):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에 대한 기록에는 상제(上帝)는 천상에서 조정대신들을 거느

리고 정사를 보면서 지상의 만물을 감독하는 자로 등장한다. 고대 중국의 하, 은, 주 시대에 이러

한 의미를 지녔던 상제라는 용어가 천(天)이라는 용어와 혼용되다가 차차 천으로 통일 되고, 상

제는 합리적 사유에 기초하여 천명(天命)으로 전환되었다. 천명은 하늘의 명령으로, 어떤 특정

한 사람에게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덕(德)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 갈 수 있다. 즉,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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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을 해 주었다. 그를 따르는 유학자들은 하늘의 뜻이 인간의 일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천리

불리인사(天理不離人事)를 당연시하게 되었다.  

『중용(中庸)』 1章에도 “천지와 만물이 본래 나와 일체이다. 나의 마음이 바르면 천지의 마

음이 또한 바르고 나의 기운이 순하면 천지의 기운이 또한 순하다.”15)고 적고 있다. 

중국 성리학에서는 하늘의 뜻인 천명(天命)이 인간의 본래적인 마음의 작용과 본래부터 

일치하기 때문에 하늘과 사람은 마음을 매개로 하여 합일된다고 했다.  

이러한 중국 성리학의 주장을 넘어서서 목은(牧隱) 이색(李穡, 1328~1396)은 천인무간(天

人無間)을 주장하여 하늘과 사람은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했다.   

더 나아가 남명 선생은 우주 자연을 하나의 생명체로 간주하여16) 우주자연을 인격화하고 

‘물아일체적(物我一體的) 천인합일(天人合一)’17)을 주장했다. 인간을 만물의 중심에 두고 

인간을 존중하는 남명 선생의 ‘물아일체적 천일합일’사상은 인본주의 사상의 근간이 되고 인

본주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동서양의 학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남명 선생의 ‘물아

일체적 천인합일’ 사상은 민족 종교인 천도교의 인내천사상(人乃天思想)에도 크게 영향을 끼

쳤다.   

유학의 전통은 원초유학에서 시작되며, 형이상학적인 철학의 기초를 놓은 정자(程子)가 도

덕 ·윤리의 실천에 역점을 둔 원초유학에 이(理)와 기(氣)의 이론을 도입하여 우주의 생성과 

구조, 인간 내면의 구조, 가족 관계, 소속된 사회에서의 인간관계 등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는 

성리학의 기초를 수립했다. 이렇게 정자는 ‘천즉리(天卽理)’와 ‘성즉리(性卽理)’의 이론으로 

성리학의 기초를 닦았다.  

주자(朱熹)는 주돈이(周敦頤), 장재(張載), 소응(昭應) 등이 주장한 여러 학설을 정리하고 

집대성하여 성리학의 철학적 체계를 완성시켰다.  

그런데 성리학의 한 유파인 심학(心學)이라 일컬어지는 양명학은 일본에서는 활발한 연구

의 대상이 되었으나, 조선 성리학에서는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꺼려했다. 주자에 의해 

확립된 성리학이 조선에서는 “퇴계, 율곡에 의해 순정주자학으로 자리매김 되면서 성리학이 

배타적이고 교조적인 학문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18) 조선 성리학은 교조주의적 성격을 띠

늘이 내려주는 명령은 사람이 지니고 있는 덕(德)에 따라 수혜(受惠)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 천명사상이다.  

15) 『중용』, 1章, 蓋天地萬物 本吾一體 吾之心正, 則天地之心亦正矣 吾之氣順 則天地之氣亦順矣.

16) 조식, 『학기유편』, 〈天理氣圖〉, 易曰天地之大德曰生.  

17) 尹絲淳, 『남명 조식 선생의 생애와 사상』, 〈천인관계에 대한 남명의 사상〉, 남명학회 제1회 국제 

학술대회, 131쪽, 2001년 11월 16일 참조.  

18) 李成茂, 『남명 조식 선생의 생애와 사상』, 〈남명 조식의 생애와 사상〉, 남명학회 제1회 국제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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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타학문을 배척하기에 이른다. 심지어 성리학이라 할지라도 주희의 이론과 다르면 ‘사문

난적(斯文亂賊)’으로 치부했다.   

당시의 순정주자학자들은 남명 선생의 열려진 학문 경향과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연구에 

대하여 존경을 표하면서도 성리학의 교조적 학문 경향에서 벗어난 용어 사용이나 학설 인용

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그의 글을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간주하는 이가 있었다. 

특히 당시의 순정주자학자들은 “우주가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곧 우주라고 하는 남명 선

생의 주관적 관념론에 대하여 왕양명(王陽明)의 양지(良知)와 육상산(陸象山)의 본심(本心)

과 일맥상통하는 것”19)이라고 하면서 ‘사문난적(斯文亂賊)’이라고 치부했다. 

경(敬)과 의(義)가 서로 결합 되어야 한다는 남명 선생의 주장은 왕양명의 지행합일(知行

合一)설과 비슷하다.”20)고 간주하고, “그의 수양론은 지나치게 마음공부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도교와 불교 그리고 양명학에 경도된 것을 보여주는 것.”21)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의 결과로 남명 선생은 양명학을 신봉하는 학자라고 하여 문묘 배향에서 제외

되는 일까지 벌어졌다.22)   

이에 대응하여 남명 선생의 제자 내암(來庵) 정인홍(鄭仁弘)은 차자(箚子)를 올려 남명 선

생을 문묘에 배향하고 퇴계(退溪) 이황(李滉)과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을 문묘 배향에서 

삭제함이 마땅하다는 회퇴변척(晦退辨斥)을 올리게 된다. 

순정주자학의 교조적 학문 경향으로 폄하된 남명 선생에게 경향 각지에서 많은 젊은이들

이 배움을 청하러 몰려든 것은 성학을 추구하며 위기지학에 역점을 둔 그의 학문 경향에 기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3. 남명 선생이 수양론에 천착하게 된 이유  

남명 선생은 유학의 경전인 사서(四書) ·삼경(三經)의 이념이 표방하는 가치를 마음에 담아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학문의 으뜸으로 간주했다. 그러므로 그가 추구하는 학문은 고원한 이

론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닦아 성리학의 원리대로 실천하는 것이었다. 

대회, 21쪽, 2001년 11월 16일 참조. 

19) 李成茂, 『남명 조식 선생의 생애와 사상』, 〈남명 조식의 생애와 사상〉, 남명학회 제1회 국제 학술

대회, 19쪽, 2001년 11월 16일 참조. 

20) 같은 곳, 같은 쪽 참조. 

21) 같은 곳, 같은 쪽 참조. 

22) 김충렬, 「남명학과 21세기 유교의 부흥」남명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 학술대회 기조논문, 2001.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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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학문 경향 때문에 남명 선생은 성학(聖學)을 추구하여 ‘인간이 수양 공부를 통해 자

신 내부의 인욕(人欲)을 없애고 본연의 성(性)을 회복하여 존재일반(存在一般)의 원리와 합

일되는 경지에 도달’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그의 학문은 과거시험을 통해 공명을 취하여 안정된 삶과 확고한 지위를 누리고

자 하는 수단이 아니고, 수양 공부를 통해 내부의 인욕을 없애고 본연의 성(性)을 회복하는 

것을 실현하여 덕을 쌓고 학문을 연마하는 위기지학(爲己之學)23)이었다.  

따라서 그는 송나라와 당나라 때의 선현들이 정립해 놓은 것을 정일(精一)하게 분석 ·이해

하면서도 그 이론을 심화 확장시키기보다는 그것을 실천에 옮겨 행하는 것에 주력했다. 이 

때문에 이기론(理氣論) ·심성론(心性論)이나 의리론(義理論)을 논하고 강하는 것에 노력을 

경주하지 않고, 몇 자 되지 않는 명(銘)이나 이치의 근본을 도식으로 간추리는 데 심혈을 기

울인 것이다. 남명 선생이 이러한 학문 경향을 가지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사대사화(四大士禍)를 거치면서 훈구파(勳舊派)에 의한 사림파(士林派)

의 몰락으로 출사하여도 불안한 세상을 안정시킬 길이 없고 백성을 가난과 어려움에서 건져

낼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남명 선생이 열아홉 살에 산사(山寺)에서 주역을 읽고 있을 즈음에 1519년(중종 14년) 11

월 15일 기묘사화(己卯士禍)가 일어났다.24) 산사에서 공부하다가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組)

의 부고를 들었고, 훈구파들에 의해 수많은 사림(士林)들이 화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 

사화는 남명 선생의 학문 방향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사료된다.  

‘인간에 의해 다스려지는 이 세상이 바로 하늘의 뜻이   

펼쳐진 이상 세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는 조광조의 지치주의(至治主義)는 성리학을 공부하여 과거시험에 합격한 향리 출신의 신진 

사대부들이 제안한 구세제민(救世濟民)의 정책 중 하나였다.  

이 정책의 언저리엔 수양(修養)을 거쳐 성인(聖人)이 된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고, 성인이 

되기 전에 왕위에 올랐을 경우 수양 공부를 통해 성인이 되거나, 그렇지 못하면 성인에 이른 

23) 위기지학은 『논어』 ‘헌문편’의 “옛날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배웠지만, 오늘날은 남을 위해 배운

다(古之學者爲己, 今之學者爲人)”이라는 구절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신의 훼손된 마음을 복원하

여 원래의 온전한 마음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학문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위기지학은 자신

의 출세나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학문이 아니라, 마음을 수양하여 자기 자신의 본질을 밝히기 

위한 수양을 중시하는 학문이라는 뜻이다. 

24) 기묘사화(己卯士禍)에 대해서는 이 글 1. 들어가기, 기묘사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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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정치 지도자를 왕으로 추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깔려 있었다.  

사림세력(士林勢力)의 이러한 주장은 훈구파(勳舊派)25)와의 대결을 불러와 15세기 말부터 

50년 간 사대사회(四大士禍)를 불러온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남명 선생에게서 조광조의 지치주의의 흔적을 문헌으로 찾아볼 수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조선 유학자의 계보26)와 그의 시(詩)를 살펴보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남명 선생은 청도 운문산 아래에 사는 삼족당(三足堂) 김대유(金大有, 1479~1552)와 친분

이 돈독한 친구 사이로 삼족당이 세상을 떠날 때 남명 선생이 궁색하게 사는 것을 걱정하여 

임종 때 자식들에게 문서로 써서 ‘남명에게 매년 몇 석의 곡식을 별도로 보내 주라’는 유언을 

남길 정도의 사이였다. 이 두 사람을 이렇게 가깝게 이어준 정신적 배경은 이념을 공유하는 

사이가 아니었을까 하고 추정할 수 있다. 삼족당은 탁영(濯纓) 김일손(金馹孫)27)의 조카로서 

조광조와 친하게 지냈던 것을 감안한다면 조광조의 지치주의에 찬동하는 성리학자였을 것으

로 간주할 수 있다.  

남명 선생의 「삼족당에게 부침」이라는 다음의 시(詩)는 확고한 이념에도 불구하고 구세제

민(救世濟民)의 뜻을 펼치지 못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조광조를 위시한 선비들의 이상

을 친구끼리 공유하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25) 李成茂, 『남명 조식선생의 생애와 사상』, 「남명 조식의 생애와 사상」, 남명학회 제1회 학술대회, 

13쪽 2001년 11월 16일 참조.  

 이성무는 자신의 저서 『조선 왕조사』를 인용하여 훈구파를 수양대군이 계유정란을 일으킨 이후 

수차례에 걸쳐 책봉된 250여 명의 공신들을 일컫는다고 정의하고 있다. 세조는 난국을 타개하

기 위하여 공신세력뿐만 아니라, 종실세력과 지방의 사림세력까지 끌어들였다. 이때부터 세 세

력 간에 끊임없는 권력투쟁이 전개되었다. 종실 세력은 단종 복위운동과 남이(南怡)의 옥사(獄

死)로 제거되고 사림세력은 사대사화로 제거되었다.  

26) 주(註): 고려 충렬왕 때 안향(安珦)이 성리학을 들여와 이색, 정몽주 등에 의해서 성리학을 정치

적 사상적 기반으로 정착시켰다. 조선을 건국하는 역성혁명 시기에 정도전(鄭道傳)과 권근(權

近) 등이 성리학으로 사회윤리를 강화하고 국가에 이로움을 줄 수 있는 학문으로 부각시켜 조선 

개국을 정당화했다. 이렇게 하여 이색, 정몽주, 정도전, 권근, 김종직, 김일손, 김굉필, 정여창, 조

광조. 이언적으로 이어지는 학맥이 성리학을 조선의 통치 이념으로 부각시켰다. 

27) 주(註): 김일손은 성종 때의 김종직 제자이다. 춘추관(春秋館)의 기사관(記事官)으로 있으면서 

훈구파 이극돈의 비행과 세조의 찬탈을 사초에 기록하면서 스승인 김종직의 조의제문(弔義帝

文)을 넣어 1498년 성종실록을 편찬했다. 훈구파가 김종직의 조의제문(弔義帝文)을 트집 잡아 

무오사화를 일으켰다. 김일손은 여기에 연루되어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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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족당에게 부침(寄三足堂)   

 

세상일은 풍운과 더불어 변하고,  事與風雲變

강은 세월과 함께 흘러간다.   江同歲月流

고금 영웅들의 뜻을,   英雄今古意

온통 한 척의 빈 배에 부친다.  都付一虛舟

그 두 번째 이유는 조선의 과거제도였다. 당시의 과거제도는 소과와 대과가 있었다. 소과

는 생원과 진사 100명을 선발하는 시험이었고, 대과는 초시인 향시에서 각 도별로 할당된 인

원을 1차로 선발하여 240명을 한양에 모아 시험을 치러서 33명을 선발하는 회시였다. 회시는 

초장 ·중장 ·종장의 3단계로 되어 있었다.    

초장에서는 사서 ·삼경의 뜻을 풀이하는 시험이고, 중장에서는 부(賦) 한 편과 표(表: 왕에

게 의견을 개진하는 글)나 전(箋: 국가에 길흉사가 있을 때 왕에게 올리는 글) 중 한 편을 지

어 제출하는 시험이며, 종장에는 대책(策問)을 지어 제출하는 시험이었다.    

문제는 중장과 종장에 있었다. 중장에서의 부(賦) ·표(表) ·전(箋)은 사서삼경에 나오는 글

귀나 혹은 고사를 인용하여 작성한 글을 제출한다. 이 경우 왕이나 출제자의 의중을 읽어서 

그것에 맞게 글을 작성하여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왕이나 출제자의 취향에 맞

는 글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종장인 책문 또한 주어진 시험문제에 대한 자기의 주장을 논리

적으로 전개하여 적는 오늘날의 논술 시험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왕의 통치 방향과 출제자

의 성향에 맞는 글을 작성하여야 합격점을 받을 수 있었다. 중장과 종장에서 자신의 뜻을 굽

히지 않고 소신껏 개진하면 낙방이 당연지사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거시험 체제 때문에 

퇴계 이황도 34세에야 회시에 합격하였고 남명 선생은 1534년 회시에서 “백성은 임금을 받

들기도 하지만, 백성은 나라를 뒤엎어 버리기도 한다.”는 내용을 담은 「민암부」를 제출하여 

낙방하고 난 후 채점자의 의도에 맞는 글쓰기는 할 수 없다는 신념을 굳히고 과거를 포기하

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수양하는 위기지학(爲己之學)에 빠져든 것이다.     

그 세 번째 이유는 25세28)경 『성리대전(性理大全)』과 『심경(心經)』29)을 읽고 출사에 대한 자

28) 남명 선생이 성리대전(性理大全)을 읽고 위기지학(爲己之學)의 학문으로 바꾼 시기를 내암 정

인홍과 동강 김우옹이 지은 남명행장과 편년, 연보 등의 기록에는 25세(김우옹) 또는 26세(정인

홍)로 되어 있다. 그러나 어릴 적 친구인 규암 송인수가 보내온 대학에 기록한 남명 선생의 글에

서는 서른 남짓 된 때라 한다.     

29) 주(註): 송나라 진덕수(眞德秀)가 경전과 도학자들의 저술에서 심성 수양에 관한 격언을 모아 

편집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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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신념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된 것이다.   

즉, 남명 선생은 『性理大全』을 읽다가 원(元)나라 노재(魯齋) 허형(許衡)의 글에 공감하여 

출사를 거부하는 자신의 신념을 일관성 있게 추구한 것이다.    

25세 되던 해에 친구와 함께 산사에서 과거공부를 하다가 『性理大全』을 읽었는데, 許

魯齋의 “뜻은 伊尹30)이 세운 뜻을 뜻으로 삼고, 顔子31)의 學問을 학문으로 삼아 배워 

출처를 분명히 하여, 벼슬에 나아가면 경륜을 펴서 업적을 이루고 초야에 머무를 때는 

지조를 지켜야 한다. 대장부는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라고 한 말에서 선생이 이

에 깨달은 바가 있어 경계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망연히 자신을 잃어 비로소 종전에 지

향한 바가 잘못되고, 古人이 이른바 爲己之學이라고 한 것이 대체로 이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드디어 깊이 탄식을 하고 발분하는 마음을 일으켜 밤새도록 잠자리에 들지 

않다가 이른 새벽에 친구와 작별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32)    

남명 선생은 『性理大全書』를 읽고 앞으로 공명 위주의 출세 지향적인 과거 공부보다는 위

기지학(爲己之學)에 전념하기로 결심하게 된다. 이때 진로를 결정한 기쁨을 다음과 같이 피

력하고 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돌아갈 곳을 모르다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자애로운 어머니의 얼

굴을 보고 하도 기뻐서 자신도 모르게 손발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과 같았다.33)   

남명 선생은 이때부터 예(禮)로써 성현을 모시고 위기지학에 매진하여 성인(聖人)이 되고

자 했다. 육경(六經)과 사서(四書)와 송유(宋儒)들이 남긴 글과 유학의 정수를 공부하면서 공

자(孔子), 주자(周子), 정자(程子), 주자(朱子)의 초상화를 그려 네 폭의 ‘사성현화병(四聖賢畵

30) 이윤(李尹)은 하남성(河南省) 유신(有莘) 벌판에서 자기 손으로 밭을 일구며 지내다 은(殷)나라 

탕(湯) 임금의 부름에 응하여 천하를 통일하도록 도와 은나라의 기틀을 잡은 인물이다.  

31) 안자(顔子)의 성은 안(顔) 이름은 회(回)이다. 공자의 수제자로서 순(舜) 임금은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말하면서 자신도 능히 성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큰 포부를 가

지고 가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안빈낙도(安貧樂道)하며 학문을 닦았던 인물이다.  

32) 『南冥集』, 上, 「行狀」, “年二十五, 偕友人肄學業於山寺, 讀性理大全, 至魯齋許氏語有曰志伊尹之

志, 學顔子之學, 出則有爲, 處則有守, 丈大當如此, 先生於是, 愓然졸發輞然自失, 始悟從前所趣之

非, 而古人所謂爲己之學者 盖如此也, 遂喟然發憤, 竟夜不就席, 遲明揖友人而歸.”  

33) 『南冥集』, 上, 「書圭菴所贈大學冊衣下」, “政如弱喪而不知歸, 一朝忽見慈母之顔, 不知手足蹈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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屛)’을 만들어 모셔 놓고 매일 아침 예를 갖추었으며, 평상시에도 의관을 갖추고 직접 가르침

을 받듯이 극진하게 정성을 쏟았다.  

이렇게 성인을 지향하는 심성 수양은 만인이 우러러보는 남명 선생의 성품을 형성하게 되

어 율곡 이이는 남명 선생이 벽립천인(壁立千仞)의 기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우암(尤

庵) 송시열(宋時烈)은 남명 선생이 추상열일(秋霜烈日) 하다고 하였고, 퇴계 이황은 남명 선

생을 가리켜 고항지사(高亢之士)라고 했다.   

4. 남명 선생의 교육방법론   

남명 선생은 『대학』의 팔조목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수양을 통해 고상한 인품을 기르고 출

사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데 기여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자신은 출사를 하

지 않고 위기지학(爲己之學)에 몰두함으로써 교육목표에 이중 잣대를 사용하고 있다. 

그는 과거시험에서    

백성이 물과 같다는 말은 예로부터 있어 왔으니, 백성은 임금을 받들기도 하지만 나라

를 엎어버리기도 한다.34)     

는 구절이 적힌 『민암부(民巖賦)』를 제출하여 대과35)에 낙방하고 난 후 과거시험을 접고 위기

지학에 몰두했다.      

혈기 왕성하였던 십대 말 산사(山寺)에서 남명 선생이 과거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1519

년 말에 기묘사화가 일어나 조광조의 부고를 접하고, 사화에 의한 선비들의 희생을 목격하고 

위기지학의 뜻을 품게 되었다. 위기지학에 뜻을 둔 남명 선생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다음과 

같이 글공부에 몰두했다.        

하루 종일 단정히 앉아 밤을 새워 아침이 될 때까지 있기를 여러 해 동안 했으며, 널리 

경전의 뜻을 캐고 제자백가(諸子百家)를 두루 습력했다. 그 내용이 번잡한 부분들을 

34) 조식, 『민안부』,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편역 교감국역 『남명집』, 1995, 113쪽.  

35) 대과의 회시는 초장, 중장, 종장으로 구성되는데 중장에서는 부(賦) 한 편과 표(表, 왕에게 의견

을 개진하는 글)나 전(箋, 국가의 길흉사가 있을 때 왕에게 올리는 글) 중 한 편을 지어 제출하도

록 되어 있었다. 중장의 경우 출중한 선비나 정치가의 언행을 인용하여 부, 표, 전이라는 글을 지

어야 하는데 이때 임금의 의도나 출제자의 의도가 중요시된다.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적어

서는 낙방하기 쉬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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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여 간명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였으며, 그것을 자기 몸에 배게 하여 간결한 경지

에 다다르게 하여 마침내 스스로 일가(一家)를 이루었다.36)

스스로 학문에 일가를 이룰 정도의 학문 수준에 오를 때까지 남명 선생은 어떠한 스승의 

도움 없이 혼자서 공부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공부 방식은 오늘날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었다.  

위기지학을 지향하면서 스스로 공부하여 원리를 터득하는 남명 선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은 격물치지(格物致知)를 통해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방법을 

그대로 제자들의 교육에 적용하여 스스로 터득하여 알게 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게 했

다. ‘자기주도적 학습’의 원리가 다음과 같은 남명 선생의 말에 잘 드러나 있다.   

나는 배우는 사람에게 있어서 단지 그 흐릿하고 졸리는 것을 깨워 줄 뿐이다. 눈을 뜨

고 나면 스스로 능히 하늘과 땅과 해와 달을 볼 수 있을 것이다.37)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교육 원리에 의하여 배운 김우옹은 “이런 까닭에 배우는 사람들

을 위해서 경서(經書)를 설명한 적은 없었다. 다만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돌이켜 구하여 스

스로 터득하도록 했다.”38)고 『남명선생 행장』에 적어 놓았다.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교육원리에 의해 남명 선생이 채택한 그의 교수법으로는 첫 번째

가 ‘상위인지(上位認知)’39)의 활용이다.   

‘학문을 하면서 경(敬)을 주로 하는 공부가 부족하면 학문하는 것이 거짓이 된다.’고 하면

서 자신의 삶과 학문의 원리인 경(敬)과 의(義)를 다음과 같이 적어 두고 항상 마음에 새기게 

했다.   

36) 김우옹, 『남명선생 행장』, 허권수 역, 『남명 그 위대한 일생』, 16쪽. 

37) 김우옹, 『남명선생 행장』, 허권수 역, 『남명 그 위대한 일생』, 38쪽. 

38) 같은 곳.   

39) 상위인지(Metacognition)는 1970년대에 심리학에서 독서교육에 도입된 것으로서, 상위인지의 

개념은 지각, 기억, 상상, 개념, 판단, 추리 등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일련의 육체적, 정

신적 활동과정인 인지를 확실히 하고 그러기 위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그 

개념의 첫 번째가 얻어진 지식을 얼마나 확실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 두 번째는 학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을 실행에 옮기면서 전략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전략을 수정, 조절, 조정하여 통제하는 것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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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재의 왼쪽 창문에 ‘경’자를 오른쪽 창문에 ‘의’자를 써 놓고, ‘경’자의 옆에 옛날 

사람들이 ‘경’을 논한 중요한 말씀을 적어 두고서 항상 읽어 보면서 마음으로 생각했

다.”40)

공부한 내용이 기억되어 자신의 지식이 되었는지 회상을 통하여 점검하는 상위인지의 기

법을 남명 선생은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면서 이러한 학습 방법을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 따라 

하도록 유도했다. 그는 뇌에 기억된 지식을 회상을 통해 더욱 확실한 자신의 지식으로 만들

기 위해 “고요하게 말없이 종일토록 지나는 것”41)을 일상화했다. 

 그가 구사한 또 다른 상위인지 기법은  

한밤중의 공부가 제일 효과가 많다. 절대 많이 자서는 안 된다.42)

고 하는 권고에 나타나 있다.   

통상 정신이 맑은 새벽에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든가 햇살이 퍼져 있는 밝은 낮이 공부

하기에 적합하다는 생각에 따라 시간 분배에 대한 학습 전략을 세우기 마련인데 남명 선생은 

공부하는 시간을 한밤중으로 정했다. 이것은 시행착오를 거쳐 학습 시간을 결정한 학습 전략

의 수정으로 간주 된다. 이 또한 상위인지의 활용인 것이다.   

읽은 내용을 확실하게 기억하여 자기의 지식으로 만들었는지를 회상을 통해 점검하고, 학

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시 학습 전략을 세우고, 그 학습 전략을 점검하고 조정하고 

통제를 하면서 필요하면 수정과 보완을 가하는 상위인지 이론은 20세기에 개발된 학습이론

인 것을 감안하면 남명 선생은 400년을 앞서서 상위인지를 교육에 활용한 선구자적 교육학

자였던 것이다.43)    

교수법의 두 번째는 글공부에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정의(情意)적 요소’의 활용이다. 인지

적 요소가 무엇을 알게 되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정신활동 과정인 것에 반하여 ‘정의적 요

소(Affective component)’는 느끼어 친근감을 일으키는 감성적인 마음의 작용이다.  

40) 김우옹, 『남명선생 행장』, 허권수 역, 『남명 그 위대한 일생』, 경인문화사, 2010, 35-36쪽.  

41) 김우옹, 『남명선생 행록』, 허권수 역, 『남명 그 위대한 일생』, 경인문화사, 2010, 189쪽.  

42) 김우옹, 『남명선생 행장』, 허권수 역, 『남명 그 위대한 일생』, 경인문화사, 2010, 31쪽.   

43) 조창섭,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조창섭 독서법』,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61-64쪽 참조.

 한 TV 방송사에서 실험한 결과로 상위인지 개발자는 0.1%의 우수 집단에 속한다는 발표를 했

다. 실험 내용과 결과가 유투브 등에 실려 있다.  



64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21, 제17호

남명 선생은   

“마음을 열고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한 번 만나면 옛날부터 알고 지낸 사

람 같았다.”44)

고 할 정도로 사람에게 친근감을 주는 인품을 가지고 있었다. 제자가 스스로 깨달은 바의 옳

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 문답을 나눌 때 친근감이 감돌았기 때문에 참뜻을 밝힐 때까지 대

화를 계속할 수 있었다, 이러한 친근감은 제자들의 학습 의욕을 증대시켜 주었을 것은 자명

한 일이다.    

친근감을 일으키는 감성적인 교육 현장은 고제자(高弟子) 김우옹과 정구(鄭逑)와 나눈 다

음과 같은 대화에서 유추할 수 있다.   

“천하에 제일 통과하기 어려운 철통같은 관문은 여색(女色)의 관문이다. 자네들은 이 

관문을 통과할 수 있겠는가?”45)

질문을 하면서 우스개처럼 이 관문은 쇠나 돌도 녹이니 자네들 남아나질 못할 것이라고 

스스로 답했다는 것에서 볼 수 있다. 엄격한 사제지간의 사이를 강조하는 당시의 상황에서 

남녀의 이성 관계를 격의 없는 친근감으로 설명하여 제자들의 마음에 담게 하는 남명 선생의 

교수법은 배운 것을 실천하는 지행합일의 가르침이었다. 남명 선생이 세상을 떠난 20년 후에 

발발한 임진왜란 때 제자들이 스승의 당부인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하라’는 애국정신을 그

대로 행동으로 옮겨 실천했던 남명 선생의 정의(情意)적 교수법의 결과물이다.      

1566년 선조가 조식을 사정전(思政殿)에 불러 치란(治亂)의 도리와 학문의 방법에 대하여 

물었을 때    

“감정과 의리가 서로 맞아야 한다.”46)

고 답한 것도 상호 친근감을 느끼는 정의적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그가 

표방한 정의적 요소는 ‘자기주도적 학습’에 적합한 교수 방법이었다.  

44) 김우옹, 『남명선생 행록』, 허권수 역 『남명 그 위대한 일생』, 경인문화사, 2010, 188쪽.  

45) 김우옹, 『남명선생 행록』, 허권수 역 『남명 그 위대한 일생』, 경인문화사, 2010, 196쪽.  

46) 김우옹, 『남명선생 행장』, 허권수 역, 『남명 그 위대한 일생』, 경인문화사, 2010,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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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속독(速讀)과 정독을 병행하는 효율적인 독서법의 구사이다. 당시 유자들의 독

서법은 ‘글을 백 번 읽으면 그 올바른 뜻이 절로 드러난다(讀書百篇義自現).’47)는 정독이 일반

적인 독서법이었다. 그러나 남명 선생은 이러한 정독과 함께 완전히 이해되어 기억된 지식일 

때는 ‘의미 단위로 몰아 읽는’ 속독을 병행한 것이다.    

간혹 열 줄을 한꺼번에 읽어 내려갔지만, 자신에게 절실한 곳에 이르러서는 내용을 확

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든 뒤에 넘어갔다. 공부를 독실하게 한 것이다.48) 

당시의 남명 선생의 제자들은 정독과 속독의 병행을 독실한 공부의 방법으로 간주하고 활

용했다.   

네 번째는 수준별, 소질별 교육이다. 남명 선생은 “변하는 감각세계를 초감각적 불변의 원

리에 수렴하여”49) 자신의 사상과 학문을 전승시키고 있지만, 사변적인 교수법을 지양하고 몸

소 실행하는 궁행(躬行)이라는 교수법을 채택했다. 따라서 공부할 책을 선택할 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에서부터 시작하여 연령별로 수준을 높여 나가 천리(天

理)를 궁구하는 단계에까지 나가도록 하는 단계별 교육을 실시했다.  

예를 들면, 14세 아동기에 『소학』을 읽히고 15세 이상의 청소년이 되면 『대학』을 읽혀 문장

을 체득하도록 해야 하는데, 문장 공부 이외에도 체력연마와 예능에 관심을 가지도록 지도했

다. 즉, 연령별에 따른 교육교재는 『소학』, 그다음에 『대학』을 위시한 사서삼경(四書三經)과 

『주역』, 그다음엔 『근사록』, 『성리대전』, 『심경』 등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성장 

연령에 따른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였던 것이다.50)      

학문이 성숙한 후에도 학문하는 차례를 정하여 “늘 논어, 맹자, 중용, 대학, 근사록 등의 책

을 분석하여 그 근본을 배양하여 그 뜻을 넓히게 했다.”51)  

47) 동우(董遇)의 고사(古事)에서 비롯된 말로서, 글을 백 번 읽으면 그 글이 담고 있는 참뜻이 저절

로 이해된다는 의미이다. 그는 후한(後漢) 말기 헌제(獻帝, 재위 189~220) 때부터 삼국시대(三

國時代) 위(魏)의 명제(明帝) 조예(曹叡, 재위 227~239) 때까지 활동했던 학자(學者)이다. 

48) 김우옹, 『남명선생행장』, 32쪽.  

49) 조창섭, 「남명의 ‘유두류록’에 각인된 가치체계연구」, 『남명학보』, 남명학회, 2019, 5쪽.   

50) 한상규, 『남명 조식의 교육사상』, 양서원, 1992, 131-142쪽 참조. 

 조식의 성장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과 교수법 등이 그의 저술과 함께 모두 덕천서원에 보관되

어 있었으나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지고, 지금 전하는 자료는 조식의 차남 차마가 아버지 조식

의 지인들 집을 방문하여 모은 것이 전해진다.   

51) 정인홍, 『남명조선생행장』, 허권수 역, 『남명 그 위대한 일생』, 경인문화사, 2010,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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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질에 따른 교육은 김우옹을 가르치는 대화에 가장 잘 드러나고 있다.   

침잠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굳세게 자신을 이기며 일을 해야 한다. … 자네는 역량이 

얕고 얇으니, 몸소 모름지기 다른 사람이 하나를 할 때 자신은 백 배를 하고 다른 사람

이 열을 할 때 자신은 천 배로 공부를 해야 거의 같아질 수 있을 것이다.52)   

김우옹은 1567년(명종22)에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정자(弘文正字)에서 출발하여 대사헌의 

직위에 오른 영재였음에도 ‘역량이 얕고 얇다’고 한 것은 타고난 소질 중에서 지적인 영역이 

아닌 다른 특정한 부분에 부족함이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김우옹의 부족한 점은 ‘극기심으

로 노력을 더하여 어떤 일이든지 꿰뚫는 경지에 이르도록 하는’, 즉 배운 것을 궁구(窮究)하

여 확실하게 자기의 지식으로 만드는 ‘초인지적 작업’에 소홀함이 있다는 지적이었다.  

정탁(1526~1605)이 남명 선생에게 가르침을 받고 돌아갈 때 한 다음과 같은 말씀도 초인

지적 교수법의 한 예이다.   

정탁이 남명 선생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돌아갈 때 소 한 마리를 내주어 타고 가게 했

다. 정탁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자 ‘그대는 말이 너무 급하니 천천히 말함으로써 앞

날을 기약해야 될 것이네.’53)       

심중에 있는 것을 서둘러 급하게 말하는 정탁의 타고난 소질을 말과 소의 기능과 능력에 

견주어서 실수를 예방하고자 하였던 남명 선생의 교육 방법은 타고난 소질에 관한 교육으로 

오늘날의 ‘소질개발에 의한 특성화 교육’을 선취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연령에 따른 단계별 교육, 지식 함양에 따른 수준별 교육 그리고 소질에 따른 특성화 교육 

을 위한 교과과정 등이 ‘덕천서원’에 보관되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덕천서원’이 1592

년의 임진왜란과 1597년의 정유재란 때 병화(兵火)로 소실될 때 함께 불에 타 없어져 버린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54)   

52) 김우옹, 『남명선생 행록』, 허권수 역, 『남명 그 위대한 일생』, 경인문화사, 2010, 188쪽.  

53) 조일규, 『남명 조식 언어의 분석』, 역락출판사 2019, 59쪽 참조.  

 약포 정탁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유성룡과 함께 나라를 구하는 데 힘썼으며, 이순신이 모함

을 받아 죽게 된 1597년 상소를 올려 그의 목숨을 구했다. 벼슬이 좌의정에 이르렀다.  

54) 1604년에 출간된 『남명집』은 전란 이후에 조식의 둘째 아들 조차마가 친지, 부친의 제자 그리고 

부친과 교유한 선비들을 방문하여 흩어져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정인홍과 함께 편집해 놓은 것

인데 그 이후 수집된 교유과정에 대한 사료(史料)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또다시 피해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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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 선생은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교육원리에 입각하여 효율적인 교수법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그는 이론 전개보다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천적 학문을 이수케 하는 교과과정

을 수립하여 교육했다. 남명 선생은 이러한 교수법을 같은 시대에 살면서 순정주자학을 주도

하는 이황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 실천하도록 권고했다.   

… 요즘 공부하는 자들을 보건대, 손으로 물 뿌리고 비질하는 정도도 모르면서 입으로

는 천리(天理)를 담론하여 헛된 이름이나 훔쳐서 남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러나 도리어 남에게서 상처를 입게 되고, 심지어 그 피해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치

니, 아마도 선생 같은 장로(長老)께서 꾸짖어 그만두게 하시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

다. …55)     

이황은 이 편지에 대해 학문에는 이론이 뒷받침되어야 함으로 천리를 탐구하는 이들을 꾸

짖어 나무랄 것이 못 된다는 답을 보내왔다.   

남명 선생의 배워 아는 것을 실천에 옮기는 실천유학적 교육은 성리학의 교조적 성격에 변

화를 가져오게 하여 17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조선 후기 사회에서 나타난 새로운 

유학의 유파인 실학을 태동시켜 성리학의 관념성과 경직성을 비판하며 경세치용과 이용후

생, 실사구시를 지향하도록 하여 당시의 사회 문제의 해결을 하는 수단으로 삼게 했다.   

맺는말   

남명 선생이 생존하였던 때의 정치 현실은 연산군, 중종, 명종, 선조라는 군주의 지도력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되어 있었다. 과거제도에 의하여 유학자를 정치 지도자로 선발하여 통치

하는 이 시기의 정치 현장은 훈구파의 사림파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사림파에 속한 선비들

이 부당하게 목숨을 잃는 사화(士禍)로 이어지고 있었다.    

연산군을 몰아내고 옥좌에 오른 중종은 신진 사림 조광조를 중용하여 ‘지치주의’라는 유학

적 이상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다. 그러나 지치주의를 표방한 급진적 개혁정치는 중종을 옥좌

에 앉힌 공신들과 기성 관료의 반발을 불러와 기묘사화(己卯士禍, 1519)를 불러왔다. 이때 남

게 되었다.    

55) 조식, 『교감 국역 남명집』, 「퇴계에게 드림 與退溪書」,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편역, 이론과실천, 

1995, 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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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선생의 숙부 조언경(曺彦卿, 1487~1521)은 파직당하였고, 부친은 좌천되었다.  

명종조에 이르러 문정왕후의 세력을 업은 윤원형이 기득권 세력인 대윤일파를 몰아내

고 정권을 잡았다. 이 과정에서 을사사화(乙巳士禍, 1545)가 전개되어 선비들이 참화를 당

했다. 을사사화로 남명 선생은 친구 이림(李霖, 1495~1546)·성우(成遇, 1495~1546)·곽순(郭

珣, 1502~1545)·송인수(宋麟壽, 1499~1547)를 잃었다. 남명 선생은 앞에서 이러한 정치현실

과 제도적 모순 등으로 출사를 거절하고 오로지 위기지학에 몰두하며 제자 양성에만 몰두했

다. 그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남명학파를 형성하여 영남의 학문 경향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하여 16세기 우리나라에는 개성을 중심으로 한 화담학파(花潭學派), 진주를 중심

으로 한 남명학파(南冥學派), 안동을 중심으로 한 퇴계학파(退溪學派), 파주를 중심으로 한 

율곡학파(栗谷學派) 등 네 개의 학파가 형성되게 되었다. 퇴계학파와 율곡학파에 속한 학자

들은 출사를 즐겨하였고, 화담학파와 남명학파는 출사를 꺼렸다.56)   

출사를 하지 않고 향리에 은거한 화담학파와 남명학파의 학자들은 도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남명 선생도 화담학파의 이지함, 정렴, 박지화 등과 마찬가지로 당시 이단(異端)으로 

불리던 도교와 불교에 관심을 가져, 불교의 서적뿐만 아니라 『포박자(抱朴子)』와 『회남자(淮

南子) 그리고 『열자(列子)』 등의 도교 서적을 읽은 것으로 사료된다. 남명 선생은 이들 책들 

중에서도 『莊子』를 즐겨 읽었다.57)  

은거 지식인들은 심성 수양과 심신 연마를 위해 도교의 양생 수련법을 활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릉도원(武陵桃源)’으로 대표되는 도교의 이상사회에 매력을 느꼈다. 이러한 도교

에 대한 관심과 수련법의 활용은 도교뿐만 아니라, 불교의 서적 『참동계』58)를 위시한 서적 읽

기를 인정하는 경향을 불러왔고, 유 ·불 ·도 삼교의 공존을 인정하려는 ‘삼교회통론(三敎會通

論)’59)에 대한 찬의까지도 불러왔다.  

학문의 지평을 넓히며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교수 방법론을 구사하였던 남명 선생을 기리

며 그의 학문과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1576년 지방 유림들이 뜻을 모아 덕천서원

56) 박기용 외, 『조식의 학문과 교육』, 「조식의 학문」, 진주교육대학교 진주문화교육연구원, 2002년, 

19쪽 참조.  

57) 채휘균 외, 『조식의 학문과 교육』, 「교육내용」, 진주교육대학교 진주문화교육연구원, 2002년, 177쪽 

참조.     

58) 주(註): 『참동계』는 당나라의 희천(希遷: 700~790)이 지은 불교 서적으로, 중국 선종 조동종(曹

洞宗)의 교리를 잘 반영하고 있다.    

59) 주(註): 유 ·불 ·도 삼교의 차이점을 인정하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상통하거나 혹은 동일하다고 여

기는 사상.  



1부  논설   69

을 창건했다. 1609년 광해군은 덕천서원의 사액을 내려 사액서원으로 승격되었다. 그러므로 

남명 선생이 후세에 끼친 영향은 ‘덕천서원’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17세기 이후의 서원은 조선의 출중한 학자를 정신적 지주로 모시면서 ‘칼이 아닌 

붓으로 권력을 장악’하고자 하는 유학자들이 붕당을 이루어 사색당쟁을 일삼는 중심지가 되

었다.   

숙종은 인재양성과 선현배향 그리고 향촌의 질서유지를 담당하였던 서원이 본분을 넘어서

서 백성을 토색질하고 지방관청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생겨나는 것을 목격하고 앞으로는 서

원을 사사로이 설립할 수 없도록 하는 서원금령을 내리고 이 법을 어기는 유생은 과거에 응

시하지 못하도록 했다.60)  

실학의 발전을 뒷받침한 영조(1694~1776)는 탕평에 의한 정국안정을 도모하고, 조선의 사

회경제적 변화를 추구하여 조선 후기 문예부흥기를 열었다. 그는 붕당의 근거지로 활용되는 

서원들 중에 1714년 이후에 건립된 170여 개의 서원을 1741년에 훼철하고, 실학을 진흥시키

기 위해 실학자들의 서적을 편찬해 주었다.61) 

영조의 문예정책을 계승한 정조(1752~1800)는 규장각을 설치하여 정약용으로 대표되는 

실학자들을 중용하여 개혁과 대통합을 실천하면서 백성들의 삶을 편안케 하고 질서가 잡힌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였으나 그의 죽음과 함께 개혁의 꿈도 사라져 근대화의 길이 막혔다.62) 

이러한 개혁적 군주들이 칭송한 남명 선생의 업적은 ‘민족의 스승’이라는 교육자로서의 위상

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흥선대원군은 1868년에는 서원에 하사한 토지도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지방 수령이 서

원의 장을 맡도록 했으며, 1870년에는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서원은 사액서원이라도 훼철

(毁撤)시켰다. 이 조처로 전국 650개 서원 중 소수서원, 도산서원, 도동서원 등 사표가 될 만

60) 숙종조에 서원이 300여 개가 신설되고 131 개가 사액(賜額) 되었다. 이러한 서원의 지나친 설립

은 폐해가 있어 1703년 숙종은 서원금령을 내리고, 1713년에는 다음해인 1714년부터 서원의 설

립을 금하고 사액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영조는 1741년에 1714년 이후에 설립된 서원을 

색출하여 훼철했다. 서원 철폐를 대대적으로 시행한 권력자는 650개의 서원 중에서 47개를 남

기고 모두 훼철한 대원군이다.     

61) 1765년 홍대용의 『연행록』, 1769년 실학의 선구자로 간주되는 유형원의 『반계수록』 등을 간행토

록 해 주었다.   

62) 정조가 죽고 순조가 11세의 나이로 즉위하자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勢道政治)가 시작되면서 짧

은 문예부흥기는 끝나고 헌종조에 풍양 조씨의 세도정치, 철종조에는 다시 안동 김씨의 세도정

치로 이어져 1860년 청나라가 서양의 침략을 받아 수도를 짓밟힌 현장을 둘러본 실학자 박지원

의 손자 박규수(1807~1877) 등의 근대화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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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47개의 서원만 남겨지고 나머지는 모두 훼철되었다. 이때 사액서원인 덕천서원도 훼철되

었다.  

이후 남명 선생의 실천유학을 계승한 실학을 기반으로 선구적인 개화사상을 받아들이며 

청나라 말의 중국서적63)을 통독하여 서양학문과 서양의 기술문명에 대한 도입을 꿈꾸게 되

었다. 그 이후에는 일본 서적을 통해 그러한 사상이 원숙해졌다. 서양학문인 천부인권론, 사

회계약론, 사회진화론 등의 영향이 깃든 청나라 말기의 양계초(1873~1929)의 변법자강 사상

은 근대 학교인 원산 학사(1883년 설립)와 육영 공원(1886년 설립) 같은 근대식 학교의 설립

을 촉진시켰으며, 서양 사람들을 직접 접촉하여 인간의 존엄 숭상과 평등사상을 배워 알게 

되었다.   

이러한 선진문화의 도입과 함께 남명 선생의 교육자적 업적을 기리는 덕천서원도 중건되

었고, 여기에서 매년 10월 넷째 주 토요일에 ‘남명 축제’가 거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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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우스 그라쿠스의 속주 아시아 관세법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명예교수  허승일

I. 서언 

기원전 140~130년대에 로마는 카르타고, 마케도니아, 코린토스 맹주의 아카이아 연맹을 

정복하고 페르가뭄 왕국을 유증받아 전지중해를 지배하는 세계 국가가 되었지만, 기원전 

130년대 이후 국내적으로는 심각한 사회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기원전 201년에 끝난 한니발 전쟁의 여파로 주로 노예 노동에 의존하는 헬레니즘형의 농

지 경영 방식이 로마와 이탈리아 반도에 이식되어, 해안가와 강변 그리고 대도로변의 옥토는 

포도와 올리브를 재배하는 빌라형의 농장들과 대규모의 가축을 사육하는 방목지로 바뀌었

다. 물론 이탈리아 중남부에는 중소 농민의 소농장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대농장

들과 공존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는 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중소 자영 농민층의 몰

락으로 이에 기반했던 군사력 역시 약화되었다. 따라서 몰락한 중소 자영 농민층을 재육성하

고, 그러함으로써 로마 군사력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로마 공유지(ager publicus)를 농지 

없는 시민에게 분배해 주어야 한다는 문제가 로마 원로원 내의 개혁 성향이 강한 당파의 중

요 현안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한편, 기원전 140년대의 경제 호황을 누렸던 도시 로마는 기원전 130~120년대에는 경제 

불황과 실업, 특히 곡물 부족으로 인한 곡가의 폭등이라는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한니발 전쟁 중인 기원전 211년 이래 로마는 원로원의 결의에 따라 도시 로마의 곡물을 해외

의 시실리, 사르디니아, 아프리카 세 속주에서 반입하여 해결하곤 했다. 그렇지만 지중해 전

역에 걸쳐 곡가가 인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기원전 140년에 비해 2년 후인 기원전 138년의 

곡가는 5배가 뛰었고, 13년 후인 기원전 127년에는 무려 12배가 폭등하는 사태가 닥쳐 왔던 

것이다. 게다가 기원전 130년대의 장기적인 시실리 노예 반란(기원전 139~132년)과 기원전 

125년 아프리카의 메뚜기떼 농작물 침해 사건 등의 악재가 겹쳐 도시 로마는 끊임없이 아사

할 정도의 최악의 위험 속에 놓이게 되었다. 이리하여 중소자영 농민층을 재육성, 그들로 하

여금 곡물을 다시 경작케 하여 해외 속주에 의존하고 있는 도시 로마의 곡물 수급 문제를 근

원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원로원 내의 개혁 성향이 강한 당파의 주장에 무게가 더 

실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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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러한 국가적 당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선 청년 정치가가 그라쿠스 형제였다. 

일찍이 키케로는 형이 농지법, 동생이 곡물법을 주법으로 삼아 농지 개혁과 곡물 배급을 실

시하게 되었다고 핵심을 찔러 언명한 바 있다. 특히 동생인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농지법, 식

민시 건설법, 창고법, 도로법 등 보충법들을 제정하여 주법인 곡물법을 시행하게 되어 당장 

굶어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된 로마 시민들을 구제하는 데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므로 세

계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가이우스 그라쿠스의 곡물 배급 정책의 의의는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무릇 경제 ·사회 정책의 성공 여부는 정책 시행에 얼마나 지원 자금이 잘 투입되느냐에 달

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시 로마에 거주하는 수십만의 시민들에게 매달 일정량의 

곡물을 시장 실세의 반가 이하로 배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곡물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방

안으로서 농지를 분배하고 식민시들을 건설해야 했고, 이탈리아 중남부에서 수확한 곡물을 

도시 로마로 운반하기 위해서는 도로 건설이 뒤따라야 했다. 더욱이 아벤티눔 언덕 도처에 

안전하게 곡물을 보관해 두어야 할 대형 창고들을 건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는 천

문학적인 재원이, 그것도 당장 투입해야 할 현금이 필요했다. 그러나 당시 국고는 로마 원로

원의 관장 하에 있었기에, 부득이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호민관으로서 이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비상수단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채택한 것이 일련의 신속주아시아정책이었다. 당장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한 ‘속

주 아시아의 조세 징수를 켄소르들에게 위임하는 가이우스 그라쿠스 법(lex Sempronia de 

provincia Asia a censoribus locanda)’, 만연되어 있는 원로원과 고위 정무관 사회의 공직 기

강을 바로 잡기 위해 뇌물 수수를 예방한 ‘콘술 관할 속주에 관한 가이우스 그라쿠스의 법

(lex Sempronia de provinciis consulraribus)’, 특히 속주 아시아 총독이 권력을 남용하여 자

의적으로 속주민들의 재산을 수탈하는 것을 통제하여 국고 수입의 증액을 꾀한 ‘가이우스 그

라쿠스의 반환법(lex Sempronia repetundarum)’, 그리고 본 연구에서 다룰 속주 아시아의 

최대의 세원 확장을 노린 ‘가이우스 그라쿠스의 속주 아시아 관세법(lex Sempronia portoria 

Asiae)’이 제정되었다. 이렇듯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곡물 배급 정책 시행을 위해 가장 중대한 

재정 확보 문제를 속주 아시아에서 해결했다. 특히, 그의 신속주아시아정책 중에서도 속주 

아시아에서의 최대의 세원 확장을 노린 관세법이 가장 중요한 입법이었음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보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1976년에 에페소스의 요한 교회의 현관 밑에서 한 개의 헬라스어 원문이 새겨진 비문이 출

토되는데, 여기에 서기 62년 6월 9일 공표된 네로 황제의 속주 아시아 관세법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고고 발굴 성과물이라 할 이 비문의 내용은 상세한 역주

와 함께 1989년에 Engelmann H.과 Knibbe D.에 의해 “Das Zollgesetz der Provinz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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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e neue Inschrift aus Ephesos”, Ephesos, Epigraphica Anatolica 14, pp.1-266로 출간되었

다. 그리고 2008년에는 Cottier et al.에 의하여 The Customs Law of Asia, Oxford의 상세한 

주석본이 나와 우리들의 이해 체계를 세우는 데 크게 기여한 바가 있었다. 그 결과로서 필자

는 이미 수년 전에 가이우스 그라쿠스의 속주 아시아 관세법의 의의를 영문 논문으로 발표했

었다.1)      

그러므로 여기서는 네로 황제의 속주 아시아 관세법이 적힌 헬라스어 비문의 내용을 검토

하여 기원전 123년에 제정된 가이우스 그라쿠스의 속주 아시아 관세법의 내용을 개괄적이나

마 복원하고자 한다.     

II. 기원전 75년의 속주 아시아 관세법   

기원전 75년의 속주 아시아 관세법은 네로의 속주 아시아 관세법의 기본 틀을 이루고 있

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 제1 관항에서 제36 관항까지 법원문의 

내용과 역주에 대한 고찰이 본 장의 연구 내용을 구성한다.  

제1 관항 속주 아시아의 관세법 개념 정의(7-8행)/ 제2 관항 비잔티온과 칼케돈에 대한 규

정(8-11행)/ 제3 관항 소년 노예들에 대해 강화된 관세 조항(11-12행)/ 제4 관항 청부업자가 

폰토스와의 교역을 통제하다(13-15행)/ 제5 관항 밀수꾼(15-16행)/ 제6 관항 동일 물품의 반

복된 반입과 반출(16-20행)/ 제7 관항 자색 염료에 대한 고율의 관세(20행)/ 제8 관항 관세의 

포탈(20-22행)/ 제9 관항 아시아 징세구의 항구 목록(22-26행) /제10 관항 육로 수입(26-28

행)/ 제11 관항 경계선을 넘기 전에 관세 신고 해야 하다(28-29행)/ 제12 관항 임차인은 관세

청 건물을 세울 수 있다(29-32행)/ 제13 관항 해안과 육지에 관세소 설치(32-36행)/ 제14 관

항 신구 관세소 건물(36-38행)/ 제15 관항 관세소의 거리 간격(38-40행)/ 제16 관항 관세소나 

세관원이 없을 때 취해야 할 행동(40-42행)/ 제17 관항 관세소의 자유 선택(42-45행)/ 제18 

관항 물품 가격, 수량, 무게 신고(45-46행)/ 제19 관항 세관원은 몰수된 물품을 매각할 수 있

다(47-48행)/ 제20 관항 관세 신고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관세소 지청에서 해야 하다(48-50

행)/ 제21 관항 선정된 관세소 지청은 유지 지속되어야 한다(50-53행)/ 제22 관항 밀수(53-56

행)/ 제23 관항 세관원의 징수권(56-57행)/ 제24 관항 세관원에게 탄원하다(56-58행)/ 제

25-26 관항 국가용과 군사용은 무관세(58-66행)/ 제27 관항 그밖의 무관세(66-67행)/ 제28 

   1) Seungil Heo, “The Significance of ‘the Lex Sempronia Portorii Asiae’”, 『서양사연구』 51(2014), 

135-1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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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항 로마가 아탈루스 왕의 관세소를 인수하다(68-69행)/ 제29 관항 아탈루스 왕국 외부의 

관세소(69-71행)/ 제30 관항 개별 관세소 건물들의 규모와 위치(71-72행)/ 제31-32 관항 데쿠

마(decuma)와 스크립투라(scriptura)(72-74행)/ 제33 관항 조세징수 청부업자(publicani)에 

대한 관세 면제(74-78행)/ 제34 관항 관세 임차인과 광산 임차인(78-81행)/ 제35 관항 자가 

수용은 무관세(81-83행)/ 제36관항 로마와의 계약과 관세 지불 의무(83-84행).   

이상이 기원전 75년의 속주 아시아 관세법의 구성 내용이다.   

III. 네로의 속주 아시아 관세법 제정까지의 첨가 관항  

기원전 75년의 속주 아시아 관세법에서 네로의 속주 아시아 관세법 제정까지는 수차례에 

걸친 법개정을 통해 속주 아시아 관세법에 추가 조항이 덧붙여진다. 기원전 72년(제37-38 관

항), 기원전 17년(제39-43 관항), 기원전 12년(제44-45 관항), 기원전 2년(제48-49 관항), 서기 

5년(제50-55 관항), 서기 8년 또는 12년(제56-57 관항), 서기 19년(제58 관항), 서기 37년?(제

59 관항), 서기 57년(제46-47 관항), 서기(?)년(제60 관항), 서기(?)년(제61 관항), 서기 62년(제

62-63 관항)의 경우가 그러한데, 이에 대한 원문과 주석에 대한 주도면밀한 분석이 본장의 연

구 내용을 구성한다.   

제37 관항 kykleuontes(circumientes)의 자가 사용(84-87행)/ 제38 관항 물품 가치에 따라 

관세 지불. 형량으로 두 배(87-88행)/ 제39 관항 행정 관할 구역과 관세(88-96행)/ 제40 관항 

베디우스 폴리오에 대해 원로원 결의가 개정되다(96-98행)/ 제41 관항 노예에 대한 관세액 

인상하다(98-99행)/ 제42 관항 publicani의 임차금 지불은 10월에(99-101행)/ 제43 관항 

publicani 보증인을 세우다(101-103행)/ 제44 관항 아우구스타 트로아스 식민시(Colonia 

Augusta Troas) 고유 관세권을 보유하다(103-105행)/ 제45 관항 보증인 교체-보증인의수익 

참여-임대 기간(105-109행)/ 제46-7 관항 마기스터의 매년 교체-보증과 임대 기간(109-112

행)/ 제48 관항 세관원과의 계약(113-114행)/ 제49 관항 저당물 돈주고 찾기(114-115행)/ 제

50 관항 외국인 전담 프라이토르가 소송 문제를 해결해야 하다(115-117행)/ 제51-52 관항 

Novicia Mancipia(117-122행)/ 제53 관항 자색 염료 관세율 인상하다(122-123행)/ 제54-55 

관항 마기스터의 매년 교체-보증과 임대 기간(123-126행)/ 제56 관항 임대 기간은 5년(127-

128행)/ 제57 관항 로마이아 세바스타 축제 때 페르가뭄에서의 관세 면제(1128-133행)/ 제58 

관항 임대 기간-보증인 교체(133-135행)/ 제59 관항 기존 규정의 유효-임대 기간과 임대 시작

(135-137행)/ 제60 관항 기존 규정의 유효-임대 기간(138-139행)/ 제61 관항 임대 기간-보증

인(140-143행)/ 제62 관항 보증인의 보증액과 이익 배당 참여(144-147행)/ 제63 관항 기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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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특별법 규정(147-149행).   

이상이 기원전 75년의 속주 아시아 관세법에서 네로의 속주 아시아 관세법 제정까지 수차

례에 걸친 법개정을 통해 속주 아시아 관세법에 덧붙여진 추가 조항이다.  

IV. 네로의 속주 아시아 관세법 주요 관항 

❶ 속주 아시아의 관세법(7-8행)  

바다와 육지를 통한 (물품의) 수출입에 대한 속주 아시아의 관세법. 〔그 물품들은…〕 (속주 

아시아에) 도착하고 (그곳으로부터) 나가는 것이며 카파도키아, 갈라티아, 비튀니아에서 (속

주 아시아에) 모여드는 것들이다.   

❷ Byzantion과 Kalchedon에 대한 규정들(8-11행)  

오스티움 폰티(ostium Ponti, 폰투스 출입 통로) 경계 내부 칼케돈과 비잔티온의 소유물들

은 모두, 원로원의 결의에 의해서 혹은 법에 따라서 혹은 민회의 결정에 따라서 허가된 오스

티움 폰티 어느 곳에서든 바다를 통해서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세를 임차받

은 자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바다를 통해서 수입하고 수출하는 것에 대해

서, 저쪽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육지를 통해서 수입하고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물건들

의 1/40을 조세징수청부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❸ 임대인과 임차인   

• 임대인: 로마 인민, 즉 국가

• 임차인: 조세징수청부 주식회사(societas publicanorum) 

임대 절차에 대해서는 ‘속주 아시아의 조세 징수를 켄소르들에게 위임하는 가이우스 그라

쿠스 법’(lex Sempronia de provincia Asia a censoribus locanda)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비교적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편이다. 

• publicanip의 임차는 때로는 10월에 성사하다(99-101행) 

로마 시민으로부터 관세 징수를 임차한 세관원은 용익권(用益權)을 수령하는 해의 10월 

두 번째 15일날 국고에 임대료를 지불해야한다. 임대료는 매년 10월 15일날 수령된다. 

• publicani 보증인을 세우다(101-103행) 

관세 징수 권리를 부여받은 세관원은 콘술 가이우스 푸르니우스와 가이우스 실라누스와 

국고를 주관한 프라이토르들의 결의 후에 보증인과 보증인의 토지를 공동체에 보증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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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업무의 종료일은 익년 1월 15일이다.  

• 보증인 교체-보증인의 수익 참여-임대 기간(105-109행) 

시민으로부터 관세 징수를 임대한 사람은 우리 쪽에서 3일 내에 보증인을 교체할 수 있다. 

국고를 책임 맡은 콘술(Publius Suplicius Quirinus와 Gaius Valgius Rufus) 그리고 프라이토

르들이 내린 결의에 따라, 보증인은 임대 보증을 서기 전에는 임대차에서 창출되는 이익을 

할당받을 수 없다. 임차한 자는 1월 15일부터 5년 간 이용할 수 있다. 그 외의 것은 매년 법에 

의거 규정된다.   

• 마기스터의 매년 교체-보증과 임대 기간(109-112행)

20일 후에 서명권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 세관원과의 계약(113-114행)

콘술 갈루스(Lucius Caninius Gallus)와 파브리키우스(Quintus Fabricius)는 다음 조항을 

첨가했다. 관세에 대해 세관원이나 그의 담당자와 계약규정을 맺었다면 이것은 “솔직한 

bona fides” 원칙에 기반한 합법적인 규정이어야 한다.    

• 마기스터의 매년 교체-보증과 임대 기간(123-126행) 

볼레수스와 마구누스는 다음 조항을 첨가했다. 국고(Aerarium)의 프라이토르는 서명권을 

가진 사람을 5년 임차 기간 중 매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콘술 볼레수스와 마구누스 그리고 국고(Aerarium)의 책임자인 프라이토르들의 결정 후 관

세 징수를 임차한 세관원은 자신의 보증인과 보증인의 재산으로 로마 시민에게 임차를 위해 

매 년 낙찰받은 (경매한) 가격의 5배까지를 보장해야 한다. 그다음 1월 15일부터는 5년간 용

익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 외의 것은 매 년 법에 의거 규정된다.   

• 임대 기간은 5년(127-128행)  

콘술 볼레수스와 마구누스는 다음 조항을 첨가했다. 임차를 한 사람은 익년 1월 15일부터 

5년 간 임차할 수 있다. 그 외의 것은 매 년 법에 의거 규정된다.   

• 임대 기간 보증인 교체(133-135행)   

콘술 실라누스(Marcus Silanus)와 노르바누스(Lucius Norbanus)는 다음 조항을 첨가했다. 

관세 징수를 임차한 자는 1월 15일부터 5년 간 임차할 수 있으며 10일 내에 국고(Aerarium)

의 프라이토르에게 보증인을 교체할 수 있다. 10일이 지나면 가산금이 따른다. 그 외의 것은 

매 년 법에 의거 규정된다.  

• 기존 규정의 유효-임대 기간과 임대 시작(135-137행)  

콘술 가이우스(Pontius Petronius Nigrinuns)와 프로쿨루스(Gnaius Acerronius Proculus)

는 다음 조항을 첨가했다. 5년간 아시아의 관세 징수를 임차하거나 또는 합법적으로 임대한 

사람은 임차 발효일이 1월 15일날 시작됨을 알고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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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규정의 유효-임대 기간(138-139행)    

콘술 …은 다음 조항을 첨가했다. 관세 징수를 임차한 사람은 이 법과 조항을 따르고 5년 

간 사용한다. 그 외의 것은 법에 의거 규정된다.   

• 임대 기간 보증인(140-143행)   

콘술 …은 다음 조항을 첨가했다. 아시아의 관세 징수를 임차한 사람은 이전의 임차인과 

같이 이 법과 조항을 따라야 하며 돌아오는 1월 15일부터 5년 간 임차를 한다. 임차인은 

Praetor에게 보장을 약속하는 보증인을 법의 규정대로 국고(Aerarium Saturni)에서 30일 내

에 바꿀 수 있다. 그 외의 것은 법에 의거 규정된다.     

• 보증인의 보증액과 이익 배당 참여(144-147행)   

공공 소득의 책임자인 피소(Lucius Calpurnius Piso)와 게미누스(Aulus Ducinius 

Geminus) 그리고 파울리누스(Aulus Pompeius Paullinus)는 다음 조항을 첨가했다. 로마 시

민에게서 임차한 사람이나 임차인 이전의 보증인 또는 보증을 함께 한 사람들은 12월 21일 

또는 1월 3일부터 이용해야 한다. 게르마니쿠스(Nero Augustus Germanicus)와 공공 소득의 

책임자가 결정한 후, 임차인은 1년 임차료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액수의 가치를 지닌 (토지)소

유를 담보해야 한다.    

❹ 관세 부과 물품  

광활한 폰토스 지역과 이루어졌던 교역은 오래전부터 중요했다. 그곳으로부터 곡물, 가축, 

대량의 절인 생선, 꿀, 밀납이 들어왔다. 무엇보다도 폰토스는 노예를 산출했고, 이 귀한 상품

을 대량으로,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산출했다. 폰토스 지역으로는 지중해 세계가 잉여 생산

했던 상품들이 수출되었다. 올리브, 올리브유, 그리고 각종 포도주.    

❺ 세율

종가세: 관세는 선적 화물 가치의 2.5%였다.   

• 소년 노예들에 대한 보다 강화된 관세 조항(11-12행)   

소년 ·소녀 노예 1인당 5 데나리우스 이상의 관세를 지불해서는 안 된다.   

5 데나리우스는 기원전 75년에 소년 노예 한명 또는 소녀 노예 한명을 위하여 관세로 지불

하도록 된 금액이었다. 이렇게 노예에 대해서는, 기준을Norm 벗어나서, 일괄 금액이eine 

Pauschale(=두당 5데나리우스) 징수되었다.  

• 동일 물품의 반복된 반입과 반출(16-20행)  

(a) 해양이나 육지로 수입할 때는 반입에 대한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수입한 물건에 대해 

세관원이나 그의 담당자에게 한 번 관세를 지불했다면 같은 해에 동일한 물건을 수입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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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세관원에게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폰토스에서 반입되는 물건은 예외이다.   

(b) 해양이나 육지로 수출할 때는 수출에 대한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수출한 물건에 대해 

세관원이나 그의 담당자에게 한 번 관세를 지불했다면 같은 해에 동일한 물건을 수출할 때

는 그 세관원에게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폰토스로 반출되는 물건은 예외이다.   

흑해로 들어오거나 그곳에서 나가는 모든 배들은, 보스포로스 해협 통과에 대하여 완전한 

관세의무를 져야 했다. 어떠한 선장도, 자신의 화물을 가지고 보스포로스 해협을 두 번째 지

나가는 경우에, 위의 구절을 근거로 삼아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고 관세 납부를 거

절할 수 없었다.    

• 자색 염료에 대한 높은 세율(20행)   

푸블리카니들이 자색염료(내지는 염료의 가공자)로부터 5%의 세금을 징수했다.    

❻ 면세   

• 국가용과 군사용은 무관세(58-66행)  

로마 시민을 위해서 운송되거나, 또는 황제의 관심품 그리고 로마 시민의 국가적 용건 때

문에 반입되는 물품은 납세에서 제외된다. 이런 임무를 띤 자의 개인 필수품이 함께 반입되

거나 운송될 때와 또 이 자의 필요한 식량은 납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허위 신고를 해

서는 안 된다. 로마국의 공무 때문에 운송될 때 매매되는 청동 주화나 은 주화, 돈의 액수, 배

나 배의 기구도 납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 여행 때문에 함께 온 노예나 짐승 그리고 외국 

체류 시 필요한 책, 기록문, 문방구, 문서, 신발, 링도 예외 대상이다. 로마 시민을 위해 전진

하는 군인이나 해군 또는 이들의 일을 수행하는 자의 식량과 전쟁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도 

납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그 밖의 무관세(66-67행)   

적에 대한 공포 때문에 반입되고 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낼 필요가 없다. 금, 

은, 납, 황동을 캘 때 묻어 나오는 돌이나 암석같은 불필요한 것들도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

다. 물 또한 면세이다.   

• publicani에 대한 관세 면제(74-78행)    

콘술 옥타비우스와 아우렐리우스의 임차인이 사람이나 물건을 아시아로 반입하고 반출할 

때는 납세할 필요가 없다. 배와 배의 기구, 임차인과 함께 동행하는 노예나 남녀의 모든 사람 

그리고 책과 문자가 있는 모든 것들과 이들의 필요한 식량, 그리고 체류 시 필요한 가축들에 

대해서도 납세할 필요가 없다.     

• 무관세의 자가 수용(81-83행)  

로마 시민의 지배와 통치권 하에 있는 국가에서 또는 이 국가에 거주지를 두었던 자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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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필요에 의해 사람이나 물건들을 반출할 때와 이쪽 나라에 이들을 반입할 때는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 kykleuontes(circumientes)의 자가 수용(84-87행)   

콘술 겔리우스(Lucius Gellius(Publicola))와 렌툴루스(Cn. (Cornelius) Lentulus 

(Clodianus))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첨가했다. 떠돌아다니는 순회자(유랑자, 편력자, 광대, 유

목자)들은 자신의 시민권이 인정되는 지역이나 도시로 본인의 필요에 의해 물건을 반입할 경

우 관세를 낼 필요가 없다.   

• 로마이아 세바스타 축제 때 페르가뭄에서의 관세 면제(128-133행)   

콘술 볼레수스와 마구누스는 다음 조항을 첨가했다. 외교사절단이 아시아 전체의 이름으

로 로마이스 세바스타(Romais Sebasta) 축제를 위해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에게 면세

를 요청한 것들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것은 아우구스투스가 결정한 것이거나 또는 서

문으로 허락한 것들이다. 이로써 로마이스 세바스타 축제 때는 군선(軍船)이 페르가뭄에서 

30일간 면세를 받으며 그 외의 엘라이아(Elaia)의 항구도 황제의 서문 허락으로 면세되었기

에 이곳에서는 물건이 반입, 반출될 때 관세를 낼 필요가 없다.    

로마이스 세바스타(Romais Sebasta)는 당시 속주 아시아의 최대 축제였다. 전 세계인이 페

르가뭄에 와서 30일간의 대시장에서 축제 시 면세.      

❼ 관세 포탈과 밀수 및 처리 

• 관세 신고 

경계선을 지나기 전에 관세 신고를 해야 했다. 관세 신고는 두 과정을 거치게 된다. 첫 번

째 단계에서는 어떤 물건을 반입하는지 구두로 신고를 한다. 그다음 필요시 서면으로 신고한

다. 서면 신고에서는 물건의 수, 무게 그리고 가치가 함께 보고되어야 한다. 물건 가치의 

2.5%가 관세로 징수된다. 세관을 통과한 물건은 관세 낙인과 관의 운송서류를 받게 된다. 

• 관세 벌금 

Publicani는 국가로부터 주권적 과제를 받았다. 이들은 월경자가 벌칙을 받을 행동을 했을 

경우 관세를 2배로 징수하고, 물건을 압류하거나 저당 잡힐 수 있었다. 압류한 물건은 30일

간 관세소 창고에 보관되었다. 이 기간에 소유자는 돈을 지불한 후 본인의 물건을 되찾을 수 

있었다. 30일이 지나도 소유자가 물건을 다시 찾지 않으면 세관원에게 해당 물건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임차인의 행동에 이의가 있을 경우 로마에 있는 praetor peregrinus에게로 넘어갔다. 네로 

황제에 와서야 ‘예외/특별법 cognitio extra ordinem’이 도입되었다.    

• 관세의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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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속이기 위해 배에서 물건을 없앤다거나 관세 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물건을 훔쳐서

는 안 된다. 위반 시 해당 물건은 세관원의 소유가 된다. 관세를 납부한 상인은 물건을 반입, 

반출할 수 있다.   

• 밀수꾼(15-16행)   

“세관을 기만하려는 목적으로, 선박을 우회하거나 다른 장소를 통해 육로로 수출 혹은 짐

을 부리는 것은 금지된다. 이것을 어기는 자에게는 신고하지 않고 상품을 운송하려는 자와 

똑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자신의 선박을 관세항을 벗어나서 부리거나 상품을 “녹색” 지대로 가져가는 사람은 형사

처벌되었다. 그런 밀수군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밀수 상품

이 몰수되었다.   

❽ 관세소 소재지 

• 아시아 징세구의 항구 목록(22-26행)   

해양을 통해 물건을 수입하고 수출할 때는 다음에 열거하는 장소의 세관원에게 관세신고

서를 제출해야 한다: 폰토스, 칼헤돈, 다스퀼레이온, 륀다코스의 하구인 아폴로니아, 퀴찌코

스, 프리아포스, 파리온, 람사코스, 아뷔도스, 다르다노스, 시게이온, 알렉산들레이아, 하막시

토스, 아쏘스, 가르가론, 포로셀로네, 안탄드로스, 아스튀리아, 아드라뮈티온, 아타르네우스, 피

타네, 엘아이아, 예전의 퀴메, 오늘날의 카이사레이아 퀴메, 포카이아, 에뤼트라이, 스뮈르나, 

콜로폰, 테오스, 에페소스, 메안더 하구인 프리엔에, 밀렛, 이아소스, 바르귈리아, 케라모스, 

할리카르나소스, 뮌도스, 크니도스, 퓌스코스, 카우노스, 아탈레이아, 아스펜도스, 페르게, 마

귀도스, 파셀리스, 시데 갑(匣) (Promunturium Side)   

❾ 관세소   

임차인은 속주의 경계선에 필요한 건물을 지울 수 있었다. 관세소, 관세신고서실, 관세 창

고, 그리고 거주공간은 공공 토지에 세워져야 했다. 조금이라도 우상 숭배와 관여된 곳에다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되었다. 관세소는 관세소 건물에만 유효한 조치, 이를테면 울타리를 치

거나 벽을 쌓는 것 때문에 다른 건물들과는 명확하게 구별되었다. 관세소는 경계선에서 8스

타디엄 이상 떨어져 있으면 안 되었다. 관세소들 간의 일정한 최소거리 또한 지켜져야 했다. 

임차인과 임차인이 고용한 대리인의 이름이 관세소에 잘 보이도록 써 있어야 했다. 나이 든 

임차인이 관세소를 본인의 후계자에게 위임할 때는 감정인이 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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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가이우스 그라쿠스의 속주 아시아 관세법 복원    

가이우스 그라쿠스의 속주 아시아 관세법 관항들을 복원하기 위한 기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료로서는 서기 62년에 반포된 네로의 속주 아시아 관세법 이외에도 기원전 129년에 

이루어졌다고 추정되는 ‘페르가뭄 농지에 대한 로마 원로원의 결의’, 기원전 123년에 제정된 

‘속주 아시아의 조세 징수를 켄소르들에게 위임하는 가이우스 그라쿠스 법’ 그리고 최근에 

클라로스(Claros)에서 출토된 비문 등이 있다.    

우선, 네로의 속주 아시아 관세법에 나오는 기원전 75년에 제정된 속주 아시아 관세법 중 

제9, 10, 28, 29, 4개 관항이 가이우스 그라쿠스의 속주 아시아 관세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즉, 제9 관항 아시아 징세구의 항구 목록(22-26행) /제10 관항 육로 수입

(26-28행)/ 제28 관항 로마가 아탈루스 왕의 관세소를 인수하다(68-69행)/ 제29 관항 아탈루

스 왕국 외부의 관세소(69-71행)로서, 이는 모두 관세소와 관련이 있다.  

‘페르가뭄 농지에 대한 로마 원로원의 결의’와 클라로스에서 출토된 비문에서는 기원전 

123년에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속주 아시아 관세법을 제정하기 전에 총독의 속주 아시아에서

의 관세를 비롯한 온갖 조세에 대한 자의적인 징수에 대한 다소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리

고 ‘속주 아시아의 조세 징수를 켄소르들에게 위임하는 가이우스 그라쿠스 법’을 통해서도 

속주 아시아의 관세를 비롯한 온갖 조세에 대한 임대인, 임차인, 임대 계약 과정, 조세 징수 

방법 등 관세법 관항을 복원할 수 있는 유익하고도 기본적인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 사

실, 이 대목은 네로의 관세법이 출토되기 전에도 가장 많이 연구된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모든 정보에 입각하여 가이우스 그라쿠스의 속주 아시아 관세법 관항을 제정자/ 

제정 시기/ 속주 아시아 관세법 개념 정의/ 계약 주체(관세 징수권 임대자 ·관세 징수권 임차

인)/ 임대 기간/ 계약 절차/ 징수 방법/ 관세 품목/ 관세율/ 면세 및 감세 품목/ 관세소 소재

지/ 통관 절차/ 밀수 규제 조항/ 몰수품 및 압류품 처리 절차 등등의 범주로 나누어 복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VI. 결어  

그라쿠스 형제의 경제 개혁은 원래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형의 농지분배 정책과 동생의 곡

물배급 정책은 당시로서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의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어야 성사가 가

능했다. 그러나 국고를 관장하는 로마 원로원은 국고가 감당할 수 없다는 구실을 내세워 정

책에 반대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때마침 페르가뭄의 아탈루스 3세가 죽으면서 왕국을 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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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게 유산으로 상속했기 때문에, 형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상속받은 황실의 재정을 사

용하여 농지 분배자들에게 영농자금을 줄 수가 있었고, 10년 뒤에 동생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곡물배급 정책에 소요되는 막대한 현금자산을 속주 아시아에 관세를 부과하여 마련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1976년에 발굴된 속주 아시아 관세법은 가이우스 그라쿠스의 개혁 정치 

활동을 이해하는 데 크게 공헌함으로써, 우리는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정책에 대한 하나의 

큰 그림을 새로이 그릴 수 있는 행운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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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에 따른 태양의 위치 예측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 명예교수  최승언 

1. 들어가면서 

인류는 고대로부터 태양과 달의 위치에 민감했었다. 태양의 위치는 1년을 단위로 변하기 

때문에 계절과 관계가 있고, 농경시대에 들어 와서는 태양의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달력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1년을 24절기로 나누었으며, 1년 동안 태양의 위치를 황도 12

궁에서 정했다.     

태양의 위치를 예측하기 위하여 기원전 2세기에 히파르코스(Hipparchus, BC 165~BC 

127)는 이심 모델(Eccentric model)을 이용하여 태양의 운동을 예측했다고 했는데 그의 기록

이 남아 있지 않아 불분명하다. 그러나 프톨레마이오스(Ptolemaeus, AD 100~170)의 ‘알마게

스트(Almagest)’에서는 히파르코스의 이심 모델을 계승하고 이 모델은 주전원(周轉圓, 

Epicycle) 모델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였고, 이 모델을 이용하여 태양의 위치를 예측하고 있다

(<그림 1-1>1)의 왼쪽 그림 참조). 춘분점의 세차운동도 히파르코스가 처음 발견하였는데 프

톨레마이어스는 ‘알마게스트’에서 이를 언급하고 설명했다. 그러나 프톨레마이어스는 춘분점

의 세차운동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지구 중심의 프톨레마이오스의 이심 모델은 코페르니쿠

스(Copernicus, 1473~1543)의 태양 중심 모형이 언급된 후에도 계속되었으며, 티코 브라헤

(Tycho Brahe, 1546~1601)의 혼합모형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코페르니쿠스 모델은 <그림 1-1>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태양 중심 모형이기는 하나 지구

의 운동의 중심이 두 개의 주전원(Epicycle)에 의하여 태양의 주위를 돌게 되어 있다. 지구의 

관측자가 관측하는 태양의 운동을 기술할 때에는 지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지구를 중심에 

두기는 하지만 태양은 지구 둘레를 두 개의 주전원에 의하여 돌게 된다. 코페르니쿠스는 원

운동을 고집하여 두 주전원 모델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관측 자료의 값을 잘못 사용하는 우

를 범하여 태양 위치 예측이 관측과 많이 빗나갔다.    

태양 중심 모형을 따르고 싶었던 티코브라헤는 지구 대신 태양이 중심이 되는 모델이 부담

이 되었는지 지구를 중심에 놓고 태양과 달은 지구를 돌고 행성들은 태양을 공전하는 혼합 

   1) http://tofspot.blogspot.com/2013/08/the-great-ptolemaic-smackdown.html Figur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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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Geo-Heliocentric model)을 사용하고 있다(<그림 1-2>2) 참조). 이 모델에서도 태양의 

운동은 이심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케플러(Kepler, 1571~1630)는 티코브라헤의 화성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행성의 궤도가 태

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궤도가 됨을 알아냈다. 따라서 지구의 궤도도 타원궤도이기에 지

구의 관측자는 태양의 운동이 지구를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궤도를 돌 것이다.    

서양 천문 역법에 영향을 받은 중국의 역법인 ‘숭정역서’ 혹은 ‘신법산서’에서는 태양의 운

동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이심 모델을 사용하지만 실제 예측에서는 이퀀트 모델(Equant 

model)을 사용하고 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이퀀트 모델을 행성의 운동을 기술하는 데 이미 

사용했다. 마기니(Magini)는 서양에서 태양의 운동에 이퀀트 모델을 사용하였고, 아마도 이

것이 중국으로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3)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언급된 4개의 모델인 이심 모델, 이퀀트 모델, 코페르니쿠스의 두 주

전원 모델, 케플러의 타원 모델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서로 비교해 보며 이 모델들을 이용

하여 현재 실제 태양의 위치를 예측하여 보고자 한다.      

   2) http://users.clas.ufl.edu/ufhatch/pages/03-sci-rev/SCI-REV-Teaching/HIS-SCI-STUDY-

GUIDE/0051_tychonicScheme.html   

   3) 강민정, 최승언 외 3인, 『시헌력의 시작, 숭정역서에 기록된 태양의 운동』, 교육과학사, 2020, 211쪽.  

<그림 1-1>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 중심 모형과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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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개의 모델  

1) 이심 모델(Eccentric model) 

실제는 태양 주위를 지구가 공전한다. 따라서 <그림 2-1>과 같은 이심 모델에서 태양은 S

에 위치한다. 그리고 행성인 지구 P는 C를 중심으로 하는 원 궤도를 등속으로 움직인다. C를 

이심(離心) 혹은 편심(偏心)이라 하는 이유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태양이 움직이는 

원은 다른 중심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심 모델을 편심모델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림 2-2>와 

같이 이제 지구의 관측자가 태양의 위치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S 위치에 지구를, P 위치에 태

양을 놓고, 태양이 이심인 C를 등속으로 운동하다고 생각하면 쉽다. <그림 2-1>에서 Π는 근

지점이고, A는 원지점이다. 태양이 근지점에서 일정한 각속도(n)로 ∆t시간만큼 원으로 따라 

움직이면   

M = n∆t   (2-1)    

이 된다. 이 각은 ∠PCΠ에 해당하며, 평균근점이각(mean anomaly)이라 부른다.     

<그림 2-1>에서 이심원의 중심은 C이다. 그리고 PC 1= , CS E= , =PS r 이라 놓자. 여기

서 E는 이심 C와 S 사이의 거리로 양심차(eccentricity)라 부른다. 이 E값은 지금의 지구 궤도 

<그림 1-2> 티코브라헤의 혼합 모델 <그림 1-3> 케플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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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심률 e의 2배에 해당하는 값으로 이해한다. 즉 E = 2e이다.  

이제 ∆PCS에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면   

r2 = 1 + E2 - 2E COSM    (2-2-1)   

r E E M21 2 cos= + −    (2-2-2)  

가 된다. 태양과 지구 사이의 평균 거리를 1이라 놓았을 때, r은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된다. <그림 2-1>에서 ∠PSΠ = T, P = (x, y)라 놓으면    

x = rcosT = cosM-E   (2-3)   

y = rsinT = sinM   (2-4)       

가 된다. 여기서 T는 진근점이각(true anomaly)이다. M각은 등각속도로 증가하지만 T각은 

각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 즉 각속도는 근지점 근처에서는 크고 원지점 근처로 갈수록 

작아진다.   

이제 ∠CPS = q라 하면, q = T - M이 된다. 여기서 q를 가감차(Equation of center)라 부른

다. 즉 지구에서 보았을 때 진근점이각과 평균근점이각의 차이로 근일점에서 원일점으로 갈

수록 이 값은 양(+)이지만 원일점에서 근일점으로 가면 이 값은 음(-)이 된다.    

  
그런데 sinq = sin(T - M) = sinTcosM - cosTsinM이기에    

<그림 2-1> 이심원 모델 <그림 2-2> 주전원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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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inq = sinMcosM - (cosM - E)sinM = EsinM   (2-5)  

이 된다. 따라서 (2-2-2)식을 대입하면  

= =
− + 2

sin sin
sin

1 2 cos

E M E M
q

r E M E
   (2-6)   

을 얻는다. 또한 S에서 PC 에 수선을 그어 만나는 점을 ξ라 하면 
ξ
ξ

=tan
S

q
P
가 된다. 

P = PC- C=1-E Mcos ,ξ ξ
 
S E Msinξ = 이기에  

E M
q  

E M

sin
tan

1 cos
=

−
   (2-7)  

가 된다. (2-6)과 (2-7) 두 식중 어느 식을 이용하더라도 가감차 q를 구할 수 있다. 이제 우리

는 n과 t를 알기에 (2-1)식으로부터 M을 구할 수 있고, E를 알기에 (2-6) 혹은 (2-7)식을 이용

하여 q를 구하면 T를 알게 된다. 이는 지구의 관측자가 근지점으로부터 태양이 각도로 얼마

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만약 원지점으로부터 각도를 측정한 각이 M'라면 M = 180 - M', T = 180 - T'이다. 그리고 

q = T - M = (180-T') - (180 - M') = - (T' - M') = -q' 가 된다. 따라서 (2-3), (2-4)식은   

x = rcos(180-T') = cos(180-M')-E    (2-8)  

y = rsin(180-T') = sin(180-M')   (2-9)  

가 된다. 그러면   

x = rcosT' = cosM'+E   (2-10)  

y = rsinT' = sinM'   (2-11)  

r E E M21 2 cos ′= + +    (2-12)  

E M E M
q

r E M E 2

sin sin
sin

1 2 cos

′ ′− −′ = =
′+ +

   (2-13) 

E M
q

E M

sin
tan

1 cos

′−′ =
′+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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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 <그림 2-2>의 그림은 원지점으로부터 태양의 운동이 시작된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

림의 붉은색 원이 지구에서 본 태양의 궤도이다. 이 붉은색 원 궤도를 우리는 주전원 모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2-2>에서 DA 와 D P′ 는 평행하고 길이는 E이다. 반경 SD 1′ = 이고, 중심이 S인 원
이 본원(Deferent)이고, 본원 위의 한 점 D'을 중심으로 반경이 E인 원이 주전원(Epicycle)이

다. t=0일 때에 태양은 A에 위치해 있었는데 S에서 주전원의 가장 먼 위치에 있었다. t기간 뒤

에는 주전원의 중심은 D에서 D'로 지구에서 보았을 때에는 M'만큼 반시계반향으로 이동한

다. 그런데 태양은 주전원에서 A'에서 P로 주전원의 중심에서 보면 시계반향을 M' 이동하여

야 D P′ 가 DA 에 평행해진다. SA축을 x축이라 하면,    

본원: SD M M(cos , sin )′ ′ ′=


   (2-15) 

주전원: D P E( ,0)′ =


   (2-16) 

이심원: SP x y SD D P M E M( , ) (cos , sin )′ ′ ′ ′= = + = +
  

   (2-17)  

가 성립하고, 이는 (2-10), (2-11)식과 같다. 즉 이심 모델과 주전원 모델은 동일한 모델이다. 

일반적으로 E≪1이기에 (2-6), (2-7)식은 

q E M E M21
sin sin(2 )

2
+

   (2-18)   

로 어림할 수 있다. 또한 (2-2)식을 어림하면  

r E M E M2 21
1 cos sin

2
− +

   (2-19)   

가 된다.     

2) 이퀀트 모델(Equant Model)    

<그림 2-1>과 비교하여 <그림 2-3>에서도 C는 이심원의 중심이기에 이심(eccentric)이다. 

CS QC E e
1

2
= = = 가 되도록 이퀀트(equant)를 설정한다. 이 모델에서는 태양은 이심을 중심

으로 하는 원을 따라 움직이는데 ∠ΠQP = M이 되도록 이퀀트를 중심으로 일정한 각 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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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시계방향으로 움직인다. PC 1= , PS r= , PQ ρ= 이라 놓자. 그러면 ∆PQC에서    

1 = ρ2+e2 - 2eρcosM   (2-20)  

이기에  

e M e M2 2cos 1 sinρ = + −    (2-21)

이 된다. 또한 ∆PQS에서  

r2 = ρ2 + 4e2 - 4eρcosM   (2-22)

이다. 따라서 (2-20)을 (2-21)에 대입하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r e M e M e e M2 2 2 2 21 2 cos 1 sin 2 sin= − − + +    (2-23)  

가 된다. 더구나 P = (x, y)라 하면  

x = rcosT = ρcosM - 2e   (2-24)  

y = rsinT = ρsinM   (2-25)  

이기에  

<그림 2-3> 이퀀트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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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M
q

e M e M e e M2 2 2 2 2

2 sin
sin

1 2 cos 1 sin 2 sin
=

− − + +
   (2-26)

가 된다. 가감차 q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은 ∆PQC에서 ∠QPC = q
1
이라 하면  

PC q QC M1sin sin= 이기에 

sinq
1 
= esinM   (2-27)  

이 된다. ∆PCS에서 ∠CPS = q
2
, ∠PCS = θ라 하면   

e
q

e2

sin
tan

1 cos

θ
θ

=
−

   (2-28)  

가 된다. 여기서 θ = M + q
1
이고, 가감차 q는 

q = q
1 
+ q

2
   (2-29)  

가 된다.      

3) 두 주전원(Epicycle) 모델    

앞 절 1)에서 이심 모델과 주전원 모델이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두 주전원 모델은 3개

의 원으로 구성되었다. 반경이 1인 본원(Deferent)으로 제1주전원(본륜)의 중심이 반시계 방

향으로 등각속도로 운동(= n)하는 원이다. 반경이 e
3

2
인 제1주전원은 제2주전원(균륜)의 중

심이 제1주전원의 중심이 움직이는 동일한 각속도로 시계방향으로 운동(= -n)하는 큰 주전원

(본륜)이다. 그리고 반경이 e
1

2
인 제2주전원은 태양이 2배의 각속도로 반시계방향으로 움직

이는(= 2n) 작은 주전원(균륜)이다. <그림 2-4>에서 굵은 점선(dashed line)으로 그려진 원들

이다. 이 두 주전원 모델을 본륜-균륜 모델이라고도 부른다. 그런데 이 모델은 이심원-작은 

주전원(균륜) 모델과 동일하다. <그림 2-4>에서 실선으로 그려진 원 위에 작은 주전원(균륜)

의 중심이 운동을 한다. 태양은 작은 주전원상에서 동일하게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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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에서 CS e
3

2
= , PX e

1

2
= , ∠PXY = M이기에 P의 위치는  

M e M M e M
1 1

cos cos2 , sin sin 2
2 2

 + + 
 

   (2-30)  

이 된다. 그런데 S에서 P를 보면, SP r T r T( cos , sin )=


는  

M e M e M e M
1 3 1

cos cos2 , sin sin 2
2 2 2

 + − + 
 

   (2-31-1)  

가 된다. 이 식을 분리해 보면     

<그림 2-4> 두 주전원 모델과 이심원-작은 주전원 모델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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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심원 균륜

M e M e M e M
3 1 1

cos , sin cos2 , sin 2
2 2 2

   − +   
   
     이심원               균륜

   (2-31-2) 

균륜본륜본원

( )M M e e M e M
3 1 1

cos , sin ,0 cos2 , sin 2
2 2 2

   + − +   
   

   (2-31-3) 

이 되기에 이심원-작은 주전원 모델과 본륜-균륜 모델은 동일하다.   

이제 (2-30)식으로부터 r SP= 는    

r e M e e M2 2 21 2 cos 3 sin= − + +    (2-32)

이 된다. 따라서 가감차 q는    

e M
q

e M e e M2 2 2

2 sin
sin

1 2 cos 3 sin
=

− + +
   (2-33) 

가 된다. 또한 (2-33)으로부터4)    

e M
q

e M

2 sin
tan

1 cos
=

−
   (2-34)   

   4) 1/sin2q-1=1/tan2q를 이용하면 된다.    

<그림 2-5> 두 주전원 모델과 이심원-작은 주전원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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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 이 모델을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의 운동을 기술하는 데 사용하였기에 코페르니쿠스 

모델이라고도 부른다.    

4) 타원궤도 모델   

케플러는 행성의 궤도를 <그림 2-6>과 같은 타원 궤도로 제시했다. 이 모델을 케플러 모델

이라고도 부른다. 이제 <그림 2-6>에서 태양은 S에, 그리고 지구는 F에 있어야 하지만 지구

에서 태양의 위치를 관측하기에 여기서 지구는 S에, 그리고 태양을 F에 놓는다. 그리고 태양

은 ΠBA 타원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 ΠDA 원은 타원에 외접하는 원이다. 이제 b a e21= −

이고, CQ a= , 
b

PR QR
a

= 이다. 그리고 ∠QER = E를 이심이각(eccentric anomaly)이라 부른다.

앞 절 1)에서 사용한 양심차 E와 혼동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제 ∠PSR = T를 진근점이각

(true anomaly), e를 이심률, P = (x, y)라 하면    

acosE = ae + rcosT   →   x = rcosT = a(cosE - e)   (2-35)   

b
r T a E

a
sin sin=    →  y r T a e E2sin 1 sin= = −    (2-36) 

이 된다. (2-35), (2-36)식을 이용하면    

r = a(1 - ecosE)   (2-37)   

<그림 2-6> 케플러의 타원궤도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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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
T

e E

cos
cos

1 cos

−
=

−
   (2-38)

을 얻을 수 있다. 

케플러의 제2법칙에 의하면 면적속도가 일정하기에 ∆t시간 동안 태양이 휩쓴 면적 ΠPS는 

아래와 같은 관계식을 갖는다. 여기서 P는 공전 주기이다.    

   (2-39)

이제 이 식을 전개하면   

                           a E a E E E E e E
a

2 2
2

1 1 1 1
sin cos (cos sin sin )

2 2 2π π
 = − + − 
 

   (2-40)

이 되고, 이를 정리하면   

t
 E e E

P
2 sinπ ∆

= −    (2-41)

이 된다. 이제 
 

n
P

2 π
= 이 되고, M=n∆t이기에 (2-41)식은   

M = E - esinE   (2-42)   

가 된다. (2-42)식을 케플러 방정식이라 부른다.    

우리는 n과 ∆t를 알기에 M을 구할 수 있고, 케플러 방정식으로부터 E를 구하면 (2-38), 

(2-39)식으로 r과 T를, (2-36), (2-37)식으로 x, y를 구할 수 있다.   

e≪1이기에    

 PS t

ab Pπ
Π ∆

=
면적 면적 ΠPS

b
QR r T Tt PS a

P ab ab

21
cos sin

2
π π

Π +∆ Π
= =
면적

면적
면적 ΠPS 면적 Π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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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M e M e M21
sin sin 2

2
= + +    (2-43-1)

T E e E e E21
sin sin 2

4
= + +    (2-43-2)

r
e T e T

a
2 21 cos sin= − −    (2-43-3)

T M e M e M25
2 sin sin 2

4
= + +    (2-43-4)

r
e M e M

a
2 21 cos sin= − +    (2-43-5)

q e M e M25
2 sin sin 2

4
= +    (2-43-6)  

으로 어림할 수 있다.   

a = 1일 때 (2-36)식을 벡터 형으로 표시하면    

( )E e e E2cos , 1 sin− −    (2-44)     

가 된다. e≪1이기에 e21 1−  이기에 (2-44)식은 (cosE - e, sinE)를 어림할 수 있다. (2-43-

1)에서 E ≃ M + esinM이기에 아래의 계산 과정을 통해 보면      

                                 x = cosE - e≃cos(M + esinM) - e   
                                   =cosMcos(esinM) - sin(esinM)sinM - e    

                                   ≃cosM - esin2M - e   
M

M e e
1 - cos(2 )

cos
2

= − −

M e e M
3 1

cos cos(2 )
2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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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 sinE≃ sin(M + esinM)  
                                      = sinMcos(esinM) + sin(esinM)cosM 

                                      ≃ sinM + esinMcosM   

M e M
1

sin sin(2 )
2

= +

앞의 본륜-균륜 모델과 동일한 식을 얻는다. 그러기에 지구와 같이 이심률이 작은 타원궤

도는 두 개의 주전원으로 운동을 기술하여도 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퀀트 모델도 e≪1인 경우, (2-21)식이 ρ ≃ ecosM + 1이 이기에 (2-24), (2-25)식은 

                  x = ρcosM - 2e ≃ (ecosM + 1)cosM - 2e  

                                 = cosM + ecos2M - 2e   
M

M e e
1 cos(2 )

cos 2
2

+
= + −

                                         
M e e M

3 1
cos cos(2 )

2 2
= − +

                                y = ρsinM ≃ (ecosM + 1)sinM 
                                       = sinM + ecosMsinM  

M e M
1

sin sin(2 )
2

= +

으로 어림된다. 따라서 이퀀트 모델도 e≪1인 경우 본륜-균륜 모델과 거의 동일하다. 그래서 

이퀀트 모델을 본륜-균륜 모델로 착각하기도 한다.   

이에 반하여 이심 모델은 (cosM - E, sinM) = (cosM - 2e, sinM)이기에 다른 세 모델들과 

완전히 구별된다. 따라서 이심 모델을 제외한 다른 모델로 태양의 위치를 예측하여도 엄밀하

지 않는 한 그리 크게 빗나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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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 모델의 비교  

1)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 r 비교   

태양과 지구 사이의 평균 거리를 1이라 하고 양심차 E = 2e = 0.03342인 관계를 이용하여 

계산해 보면 <그림 3-1>과 같다. 케플러 모델(a = 1)의 경우는 M에 따라 (2-42)인 케플러 방

정식을 이용하여 E를 구하고5), (2-37)을 이용하여 r을 구한다.      

<그림 3-1> 모델에 따른 태양-지구 거리 r

<그림 3-2> 이심 모델과 케플러 모델과의 거리 차 비교. ∆r=rEcc-rKep 

   5) 케플러 방정식인 M=E - esinE에서 주어진 M에 대하여 E를 구하기 위해 뉴턴의 방법을 사용한다. 

E
0
=M으로 놓고, n n

n n
n

E e E M
E E

e E1

sin

1 cos+

− −
= −

− 을 수렴할 때까지 계산을 반복하여 E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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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이퀀트 모델 및 코페르니쿠스 모델과 케플러 모델과의 거리 차 비교. ∆r=rEq(Cop)-rKep

<그림 3-4> 모델에 따른 가감차 q

<그림 3-5> 케플러 모델 q값과의 차이. ∆q=qmodel-qK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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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심 모델이 다른 모델들보다 근지점 거리가 0.01671만큼 더 짧고, 원지점 거리가 0.01671

만큼 더 길다. 이심 모델과 케플러 모델에 의한 거리를 비교한 그림이 <그림 3-2>이다. 거리 

차가 크게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이퀀트 모델과 코페르니쿠스 모델은 케플러 

모델과 그리 큰 차를 보이지 않는다. <그림 3-3>을 보면 거리는 이퀀트 모델이 케플러 모델과 

가깝다.       

2) 가감차 q 비교       

모델에서 주어지는 가감차를 구하는 식을 이용하여 계산해 보면 <그림 3-4>를 얻을 수 있

다. 케플러 모델의 경우는 M에 따라 케플러 방정식을 이용하여 E를 구하고, (2-38)식을 이용

하면 T를 구한다. q = T - M으로 가감차를 구한다. 가감차는 <그림 3-4>에서 보듯이 거의 구

별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케플러 모델과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이심 모델은 최대 거의 

45초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이퀀트 모델과 코페르니쿠스 모델은 거의 같은 경향을 보이는데 

케플러 모델과 15초 미만이다. 태양의 직경이 거의 32분 정도 되기에 1분 미만의 각도는 작아 

맨눈 관측으로 구별해 내기 쉽지 않다.   

3) 어림식으로 비교    

모델에서 구한 r, q식은 E≪1, e≪1이기에 어림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한 식을 <표 1>에 정리했다. 거리에 있어서 이심 모델은 다른 모델에 비해 ecosM

만큼 작거나 크다. 이퀀트 모델과 코페르니쿠스 모델은 케플러 모델보다 각각 e M2 21
sin

2
, 

e2sin2M만큼 크다(<그림 3-2>, <그림 3-3> 참조). 가감차의 경우는 네 모델이 거의 비슷한

데, 케플러 모델에 비해 이심모델은 e M23
sin(2 )

4
, 이퀀트 모델과 코페르니쿠스 모델은 

e M21
sin(2 )

4
− 의 변동 차를 보인다(<그림 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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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델을 이용한 태양 황경(黃經) 예측    

1) 이론적 배경6)    

태양의 황경을 예측하기 위해서 <그림 4-1>이 필요하다. G는 지구, S는 태양, ϒ는 춘분점, 

Π는 근지점을 나타낸다. ω는 춘분점 경도이기에 매년 변한다. 기준을 2000년 1월 1일 낮 12

시(UT)로 하자. 이날의 율리우스적일( Julian day)은 2,451,545.0이다. 그래서 t0  = 2,451,545가 

된다. 이제 구하려는 날의 율리우스적일을 t라 하면 기준이 되는 2000년 1월 1일 낮 12시

(UT)의 율리우스일인 t0  = 2,451,545 사이에 얼마나 날짜가 지나갔나를 알아야 한다. 지나간 

날짜를 ∆t = t - t0라고 하면 ∆t = t - 2,451,545가 된다. 그리고 <표 2>에 제시된 값들은 모두 

2000년 1월 1일 낮 12시(UT)에 태양에 해당하는 상수들이다.   

지구 자전축의 세차운동과 지구 궤도의 장축의 세차운동 때문에 ω의 값이 커진다. 두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춘분점 이동은 <표 2>에서는 1=n-n ω 이다. n = 0.98564375, n 0.98560025=  

이기에 그 차이 ω
1 
= 0.0000471이다. 이는 하루에 춘분점이 이동한 각도( ° )이다. 이 값에 

365.25일×3600초/°을 곱하면 61.93179초가 나온다. 이 값이 현재 쓰고 있는 춘분점 이동값

이다. 이제 춘분점 이동은 기준값을 ω0라 하면      

ω = ω0 + ω
1
∆t   (4-1)     

가 된다.       

   6) 이론적 배경은 http://farside.ph.utexas.edu/Books/Syntaxis/Almagest.pdf의 ‘A Modern 

Almagest’(Richard Fitzpartrick 저)를 참고하여 정리했다.  

<표 1> 태양 운동 모델에 따른 거리 r과 가감차 q   

모델 지구-태양 사이 거리 r 가감차 q

이심(Eccentric) 모델
r=1-EcosM+(1/2)E2sin2M
r=1-2ecosM+2e2sin2M

q=EsinM+(1/2)E2sin(2M) 

q=2esinM+2e2sin(2M)

이퀀트(Equant) 모델 r=1-ecosM+(3/2)e2sin2M q=2esinM+e2sin(2M)

코페르니쿠스 모델 r=1-ecosM+2e2sin2M q=2esinM+e2sin(2M)

케플러 모델 r=1-ecosM+e2sin2M q=2esinM+(5/4)e2sin(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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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태양의 황경 λ는 <그림 4-1>에서 

λ=ω+T   (4-2)    

가 된다. 여기서 T는 진근점이각(true anomaly)으로 실제 태양이 근지점으로부터 반시계방

향으로 이동한 각도이다.    

평균 황경(mean longitude) λ 를 도입하자. (4-2)와 같이   

Mλ ω= +    (4-3)   

으로 놓는다. 여기서 M은 평균근점이각(mean anomaly)이다. (4-3)식을 기준이 되는 해에 적

용해 보면 M0 0 0λ ω= + 이기에 <표 2> 
o 280.458λ = , M0  = 357.588이기에 

o o oMω λ= − 를 이

용하면 ω0 = -77.13 여기에 360도를 더하면 282.87도이다.   

이제 M을 구해야 가감차 q알 수 있다. 기준이 되는 해의 M0를 알기에 M = M0 + n∆t 하면 

될 것 같지만 춘분점이 뒤로 이동하기에       

o oM M n t t M n t1ω= + ∆ − ∆ = + ∆    (4-4)

가 된다. 여기서 n n 1-ω= 이다. 가감차 q를 구할 때, 어림식을 그대로 사용해도 오차가 거의 

없다. 어림식은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그림 4-1>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태양의 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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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2esinM + K∙e2sin2M   (4-5)  

로 쓸 수 있다(<표 1> 참조). 이심률 e도 시간에 따라 변하기는 하지만 <표 2>에서 0.0167011

을 사용한다. 어느 모델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k

5
2,1,

4
= 인데 처음 값은 이심(Eccentic) 모델, 

두 번째 값은 이퀀트(Equant) 모델과 코페르니쿠스 모델, 세 번째 값은 케플러 모델을 사용

할 때이다. 모델에 따라 q값이 미세하게 달라진다.      

(4-2)식인 λ = ω + T를 이용하면 태양의 실제 황경 λ를 구할 수 있다. 먼저 T를 다음과 같

이 구한다.     

oT M q M n t q= + = + ∆ +    (4-6)  

이제 실제 태양의 황경을 구하는 식인 (4-2)식은 

o o o o oT t M n t q M n t q n t q q1λ ω ω ω ω λ λ= + = + ∆ + + ∆ + = + + ∆ + = + ∆ + = +    (4-7)

가 된다, 여기서 o n tλ λ= + ∆ 이다.    

(4-3)식인 Mλ ω= + 을 도입하면  

T M q qλ ω ω λ= + = + + = +    (4-8)  

가 된다.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제 우리는 <표 2>에서 태양에 대하여 o oe n n M( , , , , )λ 의 값을 알기에 

o n t t280.458 0.98564735λ λ= + ∆ = + ∆    (4-9)

oM M n t t357.588 0.98560025= + ∆ = + ∆    (4-10)

<표 2> 2000년 1월 1일 낮 12시(UT)에 해당하는 태양에 대한 상수    

a(AU) e n(°/일) n (°/일) 0λ (°) M0(°)

태양 1 0.016711 0.98564735 0.98560025 280.458 357.588



104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21, 제17호

q e M e M25 180
2 sin sin 2 *

4 π
 = + 
 

 (케플러 모델 이용)7) 여기서 e=0.016711   (4-11) 

qλ λ= +    (4-12)      

를 이용해 태양의 황경을 구한다.  

2) 실제 계산  

태양의 황경을 구하고자 하는 날을 2020년 9월 17일 오후 9시라고 하자.     

(1) 세계시(UT)와 9시간 차이가 난다. 그래서 UT=12시이다. 따라서 율리우스적일( Julian 

day)은 2,459,110일이다. 기준 해인 2000년 1월 1일 12시(UT)의 율리우스적일이 t0 = 2,451,545

이기에 ∆t = 7,565이다.     

(2) (4-9)식을 이용하면 7736.88λ = 을 얻는데, 360도가 한 바퀴이기에 7736.88을 360으로 

나누면 21.49133이 나오는데 21바퀴를 돌고 남은 각도는 176.8802도이다. 엑셀에서는 

tmod(280.458 0.98564735 ,360)λ = + ∆ 으로 구할 수 있다.    

(3) (4-10)을 이용하면 M = 7813.65가 나오는데 (2)에서와 같이 하면, 21바퀴를 돌고 남은 

각도가 253.6539이다. 엑셀에서는 M = mod(357.588 + 0.98560025∆t, 360)으로 구한다.      

(4) (3)에서 M = 253.6539이기에 (4-11)식에 대입하면, q = -1.826733284가 나온다.    

(5) (4-12)식을 이용하면 실제 태양의 황경은 λ = 175.053469가 나온다. 즉 175도 3분 12.49

초이다. 이를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발행한 2020년 역서와 비교해 보자. 2020년 9월 17일 오전 

9시 황경이 174도 34분 22.66초, 2020년 9월 18일 오전 9시 황경은 175도 32분 56.89초이다. 

나는 9월 17일 오후 9시에 위치한 실제 태양의 황경을 원한다. 따라서 역서에서 주어지는 것

으로 어림해 보면 거의 중간이기에 주어진 두 값을 더해서 2로 나누어 보면, 175도 3분 

39.775초가 나온다. 계산한 값과 27.285초 차이가 있다   

(6) 이제 황적교각이 ε = 23도 26분이기에   

tanα = tanλcosε   (4-13)   

sinδ = sinλsinε   (4-14)  

   7) 이심 모델의 경우 최대 e23

4
의 차이이다. 그런데 e = 0.016711을 대입하면, 최대 43.2초의 차이를 

보인다. 이퀀트 모델과 본륜-균륜 모델은 최대
 

e21

4

 
차이인데 이 값은 14.4초이다.   



1부  논설   105

을 이용하여 현재 태양 위치의 적경과 적위를 구할 수 있다. 적경을 각도로 구한 후에 15로 

나누면 시간의 단위로 적경값을 얻을 수 있다. 먼저 적경을 각도로 구하면 -4.54도가 나오는

데 이는 180도에서 이만큼 모자란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175.46도가 얻어진다. 이를 시간으

로 고치면 11.697h인데 시, 분, 초로 고치면 11h 41m 50.31852s가 된다. 같은 방법으로 2020

년 역서의 값과 비교하면 시간으로 -0.6초 차이로 거의 같다. 적위는 1.965도가 나오는데 이

는 1도 57분 54.31467초이다. 이도 비교하면 각도로 5초 정도 차이가 있다.   

(7) 실제 태양은 어디 있을까?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위도 ɸ = 37.5°, 경도 127.5도라 하자. 

지평좌표의 고도 a는 시간각 H와 적위 δ 사이에서      

sina = sinδsinɸ + cosδcosɸcosH   (4-15)   

식이 성립한다. 위도 ɸ와 위에서 구한 태양의 적위 δ을 대입하면 sinδsinɸ = 0.020874747, 

cosδcosɸ = 0.792886775가 된다. 그런데 내가 있는 경도가 127.5도 이기에 135도를 기준으로 

하는 시간과는 30분 정도 차이가 난다. 즉 12시 30분쯤에 실제 태양이 남중한다. 그래서 오후 

9시는 H = 8.5h가 된다. 따라서 a = -27.5도를 얻는다. 이는 태양이 지금 지평선 아래에 있다

는 말이다. 당연하다. 오후 9시는 밤이기 때문이다. 방위각은 어떻게 구할까?     

<그림 4-2> 2020년 9월 17일 오후 9시 태양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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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Acosa = sinHcosδ   (12)     

을 이용한다. 그러면 A = 63.36945033가 나오는데 이 각은 남쪽으로부터 재면 180도에서 이 

값을 빼주면 되기에 116.63도가 나온다. 즉 정서에서 북쪽으로 26.63도 떨어지고 지평선 아

래 27.5도 떨어진 위치에 태양이 있을 것이다. <스텔라리움>에 나오는 자료 화면과 비교해 

보면 태양이 계산한 위치에 있다.       

5. 나가면서  

우리는 앞에서 태양의 운동을 지난 2000년 동안 역사적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모델을 바

탕으로 살펴보았다. 태양의 운동을 기술하는 모델은 관측자가 지구에 있기에 태양을 중심으

로 지구가 공전하더라도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공전하는 모델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어떠

한 모델을 사용하여도 태양의 황경을 구하는 이론적 방법은 동일하다. 어떠한 모델을 사용하

는지에 따른 차이보다는 오히려 기준이 되는 해의 상숫값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되어 사

용하는지에 따라 실제 태양의 위치와 예측치 사이에 더 많은 오차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모

델을 이용해서 실제 태양의 위치 예측이 가능함을 보았다.   

이제는 거꾸로 실제 태양 위치 관측을 이용하여 지평좌표에서 방위각, 고도, 관측 시각을 

알 수 있다. 쉬운 방법은 남중할 때, 즉 H = 0일 때 태양의 고도를 측정하면 (4-15)식에서 

sina = cos(90 - a) = cos(ϕ - δ)이기에 북반구에서는 a = 90 - ϕ + δ가 된다. 그 지방의 위도 ϕ는 

알기에 태양의 적위를 알 수 있다. (4-13)식을 이용하면 실제 태양의 황경이 결정된다. 물론 

시간 측정과 방위각, 고도를 이용하여 적경을 구할 수도 있지만 아마도 적위를 갖고 황경을 

구한 값과 비교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태양과 평균 태양과의 차이인 가감차(equation of 

time)를 관측으로 구할 수도 있다. 태양의 운동 모델을 검증하고, 기준이 되는 상숫값들을 수

정하는 데 이러한 관측은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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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문화권 음악의 이념과 실제 

음악대학 작곡과 명예교수  서우석

1. 예술 음악      

소위 예술 음악이라고 불리는 세계 여러 문화권의 음악은 유럽, 이슬람, 인도, 동아시아, 인

도네시아 등의 다섯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예술 음악이라고 함은 왕족과 귀족이 즐긴 음악을 

뜻한다. 사회 상류층의 음악을 일컫는 개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

는 20세기 후반 이후의 주류 음악은 중산층 또는 근로 계층의 음악이다. 대중음악이라고 불

러도 무방할 것이다. 클래식 음악의 감상이 차츰 소멸해 가는 시대에서, 지적인 면에서만 귀

족적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의 지식인층 음악은 떠돌고 있는 상태라고 할 것이다. 지적 계층

이 대중음악에 흡수될 것이라는 설과 서양의 클래식 음악의 감상 계층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두 설명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대중의 음악이 주류를 이루는 사회현상은 20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일이며 그것이 한 시대

의 음악 현상이 된 것은 세계사에서 처음 보는 일이다. 유럽 상류층의 음악이 쇠퇴하는 시점

과 대중음악이 시작하는 시점은 일치한다. 현재의 한국음악의 상황은 지적 상류층이 대중음

악의 소비자층으로 흡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이 글은 각 문화권들이, ‘음악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으며, 그 이념적 바탕이 어떠했고, 음악

의 실제 모습이 어떠한가를 설명하려는 목적에서 쓴 글이다. 다만 유럽의 음악을 별도의 한 

항목으로 다루는 것은 생략하고, 다른 문화권 음악을 설명할 때 필요에 따라 언급하려고 한

다. 이슬람, 인도, 동아시아, 인도네시아의 음악적 사상에서부터 구조에 이르기까지 요약하려

고 한다.   

언어가 발음에서부터 단어, 문법, 문장, 담론 규칙에 이르고 다시 문학 작품에 대한 비평에 

도달하듯, 음악이라는 구성물 역시,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층은 조율 체계에서부터 

우리가 듣는 최종의 음악적 감동에까지 이른다. 이 글은 이 겹겹의 계층 중 설명이 필요한 층

을 선택하여 그 성격을 쉽게 설명하려고 한다. 물론 깊이 있게 다룰 수는 없겠지만, 본질적인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바, 이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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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문화권의 음악    

이슬람 음악      

세계를 통틀어, 기독교 음악과 접촉한 유일한, 비-유럽 음악은 이슬람의 음악이었다. 632년 

무함마드(Muḥammad) 사후, 백여 년 동안 아랍인들은 보스포루스해협에서 지브롤터해협에 

이르기까지 전 지중해를 지배했고, 그 후 스페인을 정복했다. 이에 따라 무슬림이 스페인의 

톨레도 지방의 비스고트(Visigothic) 교회 의식과 음악을 통제하게 되었고, 그 음악은 ‘모자라

빅(Mozarabic)’이라는 이름으로 유럽 음악사에 남게 된다. 프랑크 왕들과 비잔틴 황제들을 

위협했던 이슬람 사람들은 한 번도 전쟁 준비를 게을리한 적이 없었다.   

유럽의 영향은 아랍, 페르시아, 터키 등의 문학과 음악 역시 발전시켰다. 11세기에 이르러 

기독교인들이 스페인을 다시 정복하고 무슬림을 추방했을 때, 그곳 사람들은 기독교 문명이 

더 우수하다고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반발했다. 몇 세기에 걸친 긴 전쟁 끝에 1492

년 기독교 군주들은 지중해의 서쪽 끝인 그라나다를 정복하였지만, 동쪽 끝인 콘스탄티노플

은 반세기 전에 무슬림에게 함락되었다. 1526년 헝가리 왕 루이(Louis)와 그의 지휘관 스톨

쩌(Stoltzer)가 모하치(현 헝가리의 최남단)에서 전사함으로써, 이후 유럽의 동쪽은 터키에 개

방된 상태에 놓이게 되어 현재의 발칸 반도 비극의 씨앗이 된다. 이곳은 이슬람 음악이 머무

는 곳이 되고, 음악의 경우에 한정해 말하자면, 양편 모두에 유익한 역할을 하는 지역이 된다. 

유럽 음악과의 관계가 이곳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유럽 음악의 뿌리는, 기독교 예절이 하나의 갈래로 분화될 때까지 이슬람 음악과 같

은 몸체였다. 유럽은, 이슬람 이전 시기의 페르시아, 아랍, 쿠르드와 같은 서지중해의 악기를 

사용했고 같은 이름을 사용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슬람 문화에는 처음부터 

세속음악이 없었다는 점이다. 코란은 음악에 대해 말한 바가 없지만, 예언자가 죽은 뒤, 추종

자들은 예언자가 음악, 특히 기악음악을 ‘금지된 쾌락’으로 간주하였던 것으로 추정해, 루트, 

하프, 플루트와 그 외의 경박함과 도덕적 혐오와 관련된 악기들의 사용을 금지했다. 그러나 

탄보르(tanbor), 손-드럼(duff, 히브리의 toph) 등의 일반적인 사회적 축제와 관련된 타악기

들은 허용했다. 아잔(azan, 기도호출)과 유대교의 시편 낭송과 유사한 코란의 낭송, 그리고 

예언자의 탄생일 Mevlid를 기념하는 시의 가창, 기도문, 찬송 등은 별개의 일이었다. 무슬림

에게, 이들은 ‘음악’을 넘어서는 상위 계층의 범주에 들었다. 이런 이유로, 20세기 이후의 이

슬람 음악을 들을 때에 우리는 유럽 음악과 유사한 소박한 음악을 듣는 느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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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음악   

16세기 이후 유럽 국가들은 인도와 접촉했고 그 접촉은 계속되었지만, 포르투갈, 네덜란

드, 프랑스, 영국 등 어떤 나라도 상업적 ·군사적 정복 외에는 관심이 없었다. 18세기 말에 이

르러서야 인도의 음악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관심을 보인, 최초의 유럽인은 1788년 ‘힌두 음

악의 비나 악기’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영국인 프란시스 포우크(Francis Fowkes)였으며, 뒤

이어 동양학 연구자인 윌리엄 존(Sir William Jones) 경이 「힌두스탄의 음계모드(On the 

musical modes of the Hindus)」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인도음악은 동양 연구가의 일

이었지 유럽 음악가들의 일이 아니었다. 아라비아 세계가 주관심사였던 당시의 국제관계를 

생각해 보자면, 인도는 국제적 무관심 지역이었다. 동양학 연구가들은 살아 있는 실제음악을 

완전히 배제한 역사와 이론에만 관심을 두었을 따름이다.    

힌두교에서는 그리스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음악을, 음악 그 자체로 보기보다는 초월적 존재

로 보았다. 그들은 성악음악, 기악음악, 춤의 결합인 상기타(samgita)를 우주의 근원적 힘으

로 보았다. 우주의 모든 작용에 영향을 주는 힘으로 본 것이다. 그들에게 이 초월적 음악은 

탄생-죽음-재탄생의 끝없는 윤회로부터 인간이 스스로 깨트리고 나올 수 있게 해 주는 힘이

었다. 인도음악의 고전 체계인 지식-기반의 문서, 상기타라트냐카라(Samgitaratnkara)에 명시

되어 있듯이, 음악의 힘은 우주의 정신인 니르바나(Nirvana, 열반) 안에 흡수된다고 믿었다. 

쉽게 말하면, 음악은 듣고 즐기는 대상이 아니라, 인간을 우주의 절대정신과 연결시키는 손

길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들리는 소리와 그 뒤에 숨은 보이지 않은 실체와 짝을 이루어 존재

하는 것이 소리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만물의 근원인 창조자와 짝을 이루는 들리는 소리는 

오옴(Ohm)이고 들리지 않는 소리는 우주의 근원인 시바(Shiva) 신이다. 힌두교, 불교, 자이

나교 등에서도 ‘오옴’이라는 발음을 신성시한다. 함부로 발음해서는 안 되는 소리다.   

동아시아의 음악    

중국: 동아시아 상류층 문화 중 음악에 관한 오래된 문헌을 남긴 문화권은 한국, 일본, 베

트남 그리고, 중국과 동아시아의 문화권이다. 캄보디아, 타일랜드, 인도네시아 등은 중국, 한

국. 일본과의 거리가 멀고 연관성이 거의 없다. 버마와 인도와의 관계는 간헐적인 것이었다. 

예를 들자면, 중국의 중요 역사 유물인 sona(嗩吶, 쇄납)라는 악기는 이중-리드(double reed)

의 목관악기로서, 이 악기의 중국 도입이 인도, 즉 힌두스타니를 통해 들어온 샤나이

(shannai)가 아니고, 마르코 폴로 행로였던 중앙아시아-페르시아의 상업 경로를 거친 직접 

수입인, 페르시아의 수르나(surna)로 고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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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의 초월적인 성격과 힘에 대한 중국의 믿음은 인도와 그리스로부터 받아들인 사상이

다. 고대 바빌로니아인들과 이집트인들, 그리고 그 후 페르시아와 아랍인들은 소리가 우주 

행성의 질서를 드러낸다는 사상을 체계화했다. 기원전 250년경의 중국의 여러 논문은, 수르

나이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 이론을 바빌로니아로부터 알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문헌들

은 그러한 설명 없이 독자적인 것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음계의 음들을 대나무

로 만든 pitch-pipe(음고-파이프)로부터 수학적으로 유도할 수 있었다는 이론이 스스로의 것

인 양 정립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국이 그리스의 피타고라스에 앞서 조율 이론을 정립했다

는 설1)을 굳혀 버리게 된다. 이보다 이전에, 우리는 지금까지 남아 있는 악기들을 언급하는 

문헌을 볼 수 있다. 달걀-모양의 도자기-플루트, 찌터(zither)-모습의 여러 악기, 여러 종류의 

드럼, 틀에 걸어놓고 막대기로 두들기는 L자 모습의 경(磬, ching) 등이다. 멜로디 타악기인 

경(ching)과 찌터(Zither) 타입의 악기들이 동아시아 음악의 중요한 특징적 악기가 된다.   

중국음악에 대한 가장 큰 의문은 중국이 주요 문화권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음

악이, 나머지 세 문화권의 음악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한 발전을 이룩한 이유가 무엇

인가 하는 점일 것이다. 여러 원인 중 두 가지를 지적해 본다. 하나는 중국 대륙의 문화적 계

승이 이민족에 의해 소멸 교체되어 앞선 시대 음악의 계승에 있어 불리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소리로 만들어지는 두 구성물(언어와 음악) 중 하나인 중국 문자 체계의 유별난 특성

이 음악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이다.    

유럽의 음악은 1300년대부터 유럽 대륙 전체가 하나가 되는 음악 문화권으로 통일되기 시

작한다. 이는 북부의 왈룬 지역과 남부의 이탈리아 간의 음악가 교류와 그에 따라 기보법을 

공유함으로써 유럽의 음악적 통일체가 시작된 것으로 설명된다. 14세기 초의 교황청의 아비

뇽 유수 역시 이 교류에 기여했다. 그러나 유럽의 중산층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전 인구가 하

나의 음악 문화권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1600년 이후 이탈리아의 오페라가 유럽 전체에 풍

미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물론 더 근본적인 통합인, 문화적 기둥은 유럽 전체를 지배한 종교

적 단일성일 것이다.    

중국 대륙을 통치한 국가들은 서로 다른 민족에 의해 교체되었다. 같은 문자의 사용을 제

외하면 이민족의 새 국가가 출범할 경우, 문화적 전통의 계승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음악 역

시 예외가 아니었다. (여기서 중국의 왕국들이 서로 다른 민족에 의해 교체되는 역사적 과정

의 설명은 생략한다.) 중국음악이 발전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문자 체계였다. 한자의 글자 

수는 표음 문자의 수에 비해 비교가 안 된다. 그 많은 문자의 수는 우리의 두뇌에서 상상해 

낼 수 있는 개념의 수를 넘어선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의문자는 방언이 심하거나 언어가 

   1) G. Abraham; Concise Oxford Histiory of Music, p.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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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경우에도 통용될 수 있는 좋은 점을 지녔지만, 음악을 받아들이는 인지적 메커니즘에는 

음악을 언어에 종속시키는 특이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언어의 발음, 즉 소리를 듣는 순간, 도

형(문자)을 생각해 내어야 하는 메커니즘이 청각 인지 시스템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

어로, 강(gāng)이라는 발음을 듣는 순간, 그것이 岡(작은 언덕), 剛(굳세다), 崗(큰 언덕), 鋼

(강철), 扛(들다), 杠(다리) ··· 등의 어느 것을 듣고 있는지 생각하게 만들고 이는 바로 문자, 

즉 그림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요약하자면, 발음을 듣고 그림(문자)을 생각해야 하

듯, 중국의 음악 인지 시스템은 소리를 듣고 그림을 연상하게 하는 체계를 선호하게 된다. 궁

극적으로 음으로 그림-그리기가 중국음악의 작곡 체계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몇 개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그룹으로 만들고 그 그룹과 다음 그룹 간의 관계를 상승/하

강, 질의/응답 등의 생활 체험이나 언어 구조와 연결시켜 건축적으로 구조화하는 것이 멜로

디다. 유럽의 음악은 이러한 건축적 개념하에 만들어진다. 물론 그것은 르네상스 이후의 일

이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의 멜로디 ‘미미파솔 솔파미레, 도도레미 

미-레레(<그림 1> 악보 a)’에서 ‘미미파솔(↗)’에 대한 ‘솔파미레(↘)’는 상승에 대한 하강이고, 

‘도도레미 미-레레’는 앞 그룹 ‘미미파솔 솔파미레’에 대한 응답(--__)이다. 이 구조는 언어 또

는 생활 체험에서 유래된 구조다.     

그러나 ‘미미파솔 라시도미 솔파미파 도도레레(<그림 1> 악보 b)’로 진행한다면, 16개의 음 

그룹이 하나의 형태로 파악되기는 하지만, 대칭/대조 등의 건축적 단위를 지니지 않게 된다. 

그 자체로서의 하나의 이야기, 즉 흐름일 뿐이다. 이처럼 흘러가는 이야기의 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건축적 단위를 만들지 않는 음악적 구성이 인도음악의 인지 시스템이다. 다시 말해 

유럽의 음악은 완성을 향하는 건축물이지만, 인도음악은 시작과 끝을 지니는 흘러가는 이야

기가 된다.      

이에 비해 중국의 음악은 소리로 그림을 그린다. 시각적 표상 없이는 성립이 되지 않은 음-

구조물이 중국의 음악이다. 이러한 묘사는 유럽 음악의 경우, 부수적 현상이지만, 중국음악

악보 a 

악보 b 

<그림 1> 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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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본질적 현상이다. <그림 2> 악보의 음 진행은 가을날 낙엽이 한둘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음악의 한 악절이 될 수 있는 구절이다.   

일본: 일본의 음악적 사고는 다음의 두 개념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모노노아와레(物

の哀れ)’와 ‘유겐(幽玄)’이다. ‘物の哀れ’는 문학 평론가인 노리타가(本居宣長, 1730~1801)가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 1008년 작품)’를 해설하면서 제시한 개념으로, 선행-악행, 정의-불

의, 현명-우매에 대한 판단 이전에, 인지된 세계로서 유교적인 권선징악의 이념을 벗어버린 

세계다. 음악에서는 이 세계가 샤미센(三味線) 음악에 잘 나타나 있다. 샤미센 음악에는 유럽 

음악의 건축 지향과 인도음악의 이야기-서술에 대한 추구, 그 어느것도 없다. 샤미센의 한 음 

또는 두세 음의 연결은 건축/이야기 이전의 ‘음의 슬픔(音の哀れ 오토노 아와레)’일 것이다. 

그것을 인식해 달라는 애절함이 샤미센 소리의 흐름이다.    

‘깊고 그윽함’이라는 뜻의 유겐(幽玄)은 언어표현을 넘어선 것을 가리키지만, 이 세상이 아

닌 저세상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 이 점에서 ‘유겐’과 ‘모노노아와레’는 최초의 인지 세계를 

서로 보완한다. 제아미 모토키요(世阿弥 元淸, c. 1363~c. 1443)의 시 한 구절은 유겐의 뜻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꽃 덮인 언덕 위로 석양이 사라지고 거대한 숲속을 거닐며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다. 멀리 섬 뒤로 사라지는 배를 보고 구름 사이로 보이듯 안 보이는 기러기를 바라본

다. 대나무의 미묘한 그림자가 대나무에 드리움이다.    

이 시는 사라져 가는 모습에서, 선(禪)의 경지를 관조(觀照)하고 있다. 음악의 경우 일본 가

가쿠(雅樂)인 에텐라쿠(越天楽)에서 이 경지를 느낄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음의 움직임, 즉 가

락이다.        

<그림 3> 악보는 ‘미---’음을 길게 끈 후, 다음 음으로 살짝 올라감()으로써 두 음은 무엇

<그림 2> 악보 

<그림 3> 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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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깊은 뜻을 지닌 상징임을 우리에게 알린다. 음에 대한 이런 상징적 태도는 인도음악에

서 보듯 음에 대한 전체적 신념, 즉 세계관이 아니고, 각각의 음들이 개별적으로 상징이 될 

수 있음을 뜻한다. 마치 한문의 글자 하나하나가 상징적 의미의 개별성을 지니는 것과 비슷

하다. 중국의 음악이 문자의 세계가 함축하는 시각적 표상의 전체성, 즉 뇌의 인식 구조를 따

랐다고 한다면, 일본의 음악은 글자 하나하나가 상징을 지니듯, 사물 하나하나가 상징이라는 

관점을 정립한다. 이는 가가쿠와 세속의 음악 모두 보이는 공통점이다.   

한국: 한국의 경우, 궁중음악인 정악(正樂)과 세속음악인 속악은 그 이념과 음악 내용에 

있어서 선명하게 구별된다. 일본과 다른 점이다. 정악의 하나인 종묘, 문묘 제례악에서 제시

되는 하나하나의 음은 영적인 상징이다. 예를 들어, 종묘제례악의 영신(迎神) 부분은 조상의 

영혼을 불러오는 음악이다. 이 경우 음들은 멜로디(건축)를 만들어 가는 음도 아니고, 이야기

를 엮어나가는 음들도 아니다. 궁중음악 중 속악의 성격이 강한, 연례악(宴禮樂) 수제천은 이

야기를 향하는 경향을 보인다. 몇 안 되는 음을 각각 길게 끄는 진행으로 이어가지만, 이 단

위는 분명한 이야기의 단위로 느껴진다. 이보다 더 이야기의 성격이 뚜렷한 음악은 속악의 

산조일 것이다. 신쾌동의 거문고 산조는 ‘이 내 말씀 들어 보소’로 시작하는 자신의 과거사를 

길게 늘어놓는 사설이다. 여기서 우리는 거문고 산조의 예를 드는 대신, 청성곡(淸聲曲)에서 

구사하고 있는 특이한 기법 하나를 설명하고 지나가기로 한다. 그것은 음들이 멜로디를 만들

려는 강력한 힘을 흩뜨려 놓는 기법이다.  

<그림 4> 악보는 청성곡의 첫 시작 부분이다. 맨 아래는 정간보이고 중간은 오선보로 옮긴 

것이며, 맨 위는 컴퓨터에서 praat2)를 사용하여 만든 멜로디 그래프다. x축은 시간 진행이고, 

<그림 4> 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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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축은 음고의 높낮이다.                                                 

그래프 악보에서 보이는 긴 음은 모두 여섯 음으로, 오선보에서 이 음을 추출하면, ‘미- 라- 

레- 라- 솔- 미’의 긴 음의 진행이 나타난다(오선보 아래 표시됨). 이 긴 음들 사이에 끼어 있

는 장식적인 작은 멜로디가 없다면 이 악절은 ‘미라레라솔미’라는 연결된 구조물로, 다시 말

해 마치 베토벤의 ‘미미파솔 솔파미레’와 다를 바 없는 단순한 멜로디-벽돌로 인식되었을 것

이다. 물론 한 음 한 음의 길이가 길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긴 음들 사이에 장식적 멜로

디가 끼어듦으로써 앞뒤 음들 간의 직접적 연결이 끊어진다. 이런 끊어짐이, 5음계의 다섯 음

으로써 10분이 넘는 긴 곡을 만들 수 있는 기법이다. 건축적 멜로디 형성을 막기 위해, 작은 

모습의 장식음(삽입-음들)을 끼워 넣어, 길이가 긴 음들이 선율로서 연결되는 것을 막으며, 

이 삽입-음들을 그 자체로서 매력적인 모습을 갖추게 함으로써, 앞서 들었던 긴 음에 대한 기

억을 지워 버린다. 이 기법은 한국 전통음악의 여러 기법 중 하나일 뿐이다. 같은 기법이 영산

회상의 상 ·중 ·하 영산에서도 사용된다.3) 이외도 전통음악은 여러 기법을 구사하고 있다. 이

러한 다양한 기법은 한 문화권이, 스스로 음악 세계를 구축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건이다. 한

국의 전통음악이 중국, 일본과 다른 점은 이러한 기법적 다양성이라고 할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음악    

3천여 개가 넘는 유인도로 구성된 인도네시아-인들의 삶은 대체로 다음 세 가지 형태로 나

눠진다. 해안을 따라 거주하는 여러 종족의 마을, 산악을 넘은 섬의 내지에 비옥한 토지로 된 

높은 평원에 사는 단일 인종의 마을, 고립된 섬에 사는 부족 마을의 세 가지 형태다. 13세기

경 해안 거주민들은 이슬람 종교를 받아들였고, 이들은 아랍 상인들과 상거래를 통해 경제적

으로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한다. 어떤 지역은 이슬람을 환영하였으며 이로 인해 힌두-자바 

왕국의 지배권을 벗어나게 된다. 아랍의 술탄이 들어서고 궁궐이 만들어짐으로써, 이들의 지

배가 정치 사회적 구조로 안착한다. 그러나 이슬람교는 그보다, 훨씬 앞서 이루어진 내륙의 

불교와 힌두교 바탕의 사회 문화적 생활양식을 바꾸지는 못했다.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자바섬의 거주민이 인도네시아의 지배 세력이 되었고 고산 지대, 우

림 지역, 그 외의 고립 지역의 부족들은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아직도 애니미즘적인 원시사

   2) praat는 말소리의 음성 분석을 위한 컴퓨터용 공개(무료) 소프트웨어로서 암스테르담 대학교의 

파울 부르스마와 다비트 베닝크(Paul Boersma and David Weenink)가 개발했으며, 업데이트되

고 있다.  

   3) 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서우석: 「음악을 본다」(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7장 ‘조선 시대의 음

악 현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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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환경에 머물러 있다. 자바섬에서는 산지의 고립된 종족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보고 있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이들 세 유형의 그룹 사이에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음악 역시 자바섬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인도네시아는 1602년부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시까지 350년가량 네덜란드의 식

민지였다. 그동안, 국기는 네덜란드의 국기를, 국가는 네덜란드의 국가를, 공용어는 네덜란

드어, 자바어,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의 지배를 잠시 받았고 그 

후 다시 네덜란드의 점령 시도가 있었으나, 국제연합의 중재로 1949년 12월 27일 네덜란드로

부터 독립한다. 이와 같은 역사적 인연으로 인해 일찍이 가믈란 음악이 네덜란드에 소개되

었고 몇몇 네덜란드 대학에 가믈란 음악 연주단이 있을 만큼 친숙한 음악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    

가믈란(gamelan) 음악은 공-차임(gong-chime) 음악이라고도 칭한다. gamelan의 어원은 

악기를 두들기는 채를 지칭하는 가믈(gamel)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공-차임 악기의 근

원인 인도네시아의 청동기 문화는 베트남의 ‘동선-문화(dongson culture, 東山)’의 청동기가 

유입되어 이루어진다. <그림 5>에서, 위 왼쪽에 공이 보이고 아래에 냄비 모양의 차임이 보인

다. 중간에 실로폰 형태의 사론(saron)과 북(kendhang)이 보인다. 이 사진은 외국 관광객들

이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이다. 가믈란이 관광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이유는 막대기의 두들김

만으로도 악기를 연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올린과 클라리넷과 같은 악기 연주 방법은 

관광객을 위한 연주 경험으로 이용될 수 없을 것이다.      

<그림 5> 외국 관광객의 가믈관 연주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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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기시대 역시 인도네시아 반도로부터 전래된다. 이후 철기 무기들이 도입되었고 여기에 

악기도 포함되었다. 청동 케틀드럼(bronze kettledrum)이 이때 도입된다. 케틀드럼은 반구형

의 통 위를 가죽으로 덮고 그 막의 가장자리를 당겨 음높이를 조절하는 북을 통칭하는 악기 

이름이다. 유럽의 팀파니가 그 좋은 예다. 케틀드럼이 냄비 모양 악기의 기원이 된다. 청동과 

철기는 전쟁에 지고 퇴각한 적군이 남긴 무기를 원료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값비싼 물건이

었다. 금속 물질은 귀족들의 애호품이었고 악기를 만드는 재료로써 높게 평가되었으며, 금속 

자체가 신비의 대상으로 여겨져 초자연적인 힘을 지닌 신앙의 대상이 된다. 자바섬에서 청

동 무기를 다시 녹여 새로운 청동 기구를 만들었으므로 자연히 청동을 다루는 뛰어난 대장

장이들이 등장한다. 지금도 이들의 후손이 악기를 제작하고 있다. 이슬람의 칼리프가 점령한 

지역에서 가믈란 악기 세트를 가진 귀족이 권력을 가진다는 이유로, 가믈란 악기의 연주를 

금지시키고 압수해 땅에 묻어 버리는 정책을 편 적이 있었으나, 민중의 반발로 이를 다시 발

굴하여 사용하게 허락하기도 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의 공-차임의 문화적 전통은 강력한 것

이다.    

금속 악기의 특이성: 가믈란 음악은 다른 문화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조율 체계

를 사용한다. 금속으로 만든 종이 내는 소리는 그 배음 구조가 특이하다. 다른 문화권의 거의 

모든 악기가 내는 소리는 그 배음 구조가 낮은 음역에서부터 높은 음역으로 옮겨감으로써 

그 음량이 차츰 줄어드는 평탄한 배치를 보인다. 그러나 종소리는 낮은 음역의 배음이 없고 

높은 음역의 배음만이 강한 음량으로 분포되어 있다. 1초당 100의 진동수의 음을 듣고 있을 

때, 그 음의 원음은 100, 배음은 200, 300, 400 …으로 분포되고 높은음으로 올라갈수록 그 음

량이 조금씩 줄어든다. 그러나 종소리의 경우, 낮은 진동수의 배음이 없고, 2000, 2100, 2200 

… 등의 높은 음역의 배음만을 만든다. 이 배음 분포가 종소리의 음색을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공-차임 악기 소리에 익숙한 귀에는 배음의 구조가 뇌에 각인되지 않는다. 그 결과 

가믈란 음악은 배음 구조에 기초를 둔 조율 체계를 만들 수 없게 된다. 배음 구조를 벗어나

면, 음악의 음높이 법칙을 찾을 곳이 없게 된다. 따라서 옥타브를 감각적으로 균등하게 분할

해서 음계를 만들어 보려고 시도하지만, 정확하게 균등분할하지 못하고 균등으로 느껴질 만

큼의 어중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것이 펠로그 음계와 슬렌드로 음계다. 펠로그

(pelog)는 옥타브를 일곱 개로 균등하게 분할한 것이고 슬렌드로(Slendro)는 다섯 개로 분할

한 것이다. 옥타브(1200)를 일곱 개로 분할한 펠로그의 음간 간격은 171.4가 되고 다섯 개로 

분할한 슬렌드로의 음간 간격은 240이 된다. 그러나 그 위치를 음높이를 정확하게 찾는 일은 

우리의 감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론적으로만 균등 분할이 가능할 뿐이다. 1882년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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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의 연구소에서 펠로그와 슬렌드로 음계의 음높이를 측정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4)    

펠로그        0  ▲  137  ▲  446  ▲  575  ▲  687  ▲  820  ▲  1098  ▲  1200   

간격             137       309       121        112       133       278         102 

                      (이 간격은 이론적으로 모두 171이 되어야 함)

슬렌드로     0  ▲  228  ▲  484  ▲  728  ▲  960  ▲  1200  ▲ 

간격             228       256       244       232       240     

                  (이 간격은 이론적으로 모두 240이 되어야 함) 

가믈란 음악의 특징: 그렇다면 이런 음계로 어떻게 음악을 만들어 나갈까 궁금해진다. 자연

에서 이루어지는 배음의 구조가 우리의 뇌에 각인되고 그 각인된 구조에서 음계를 추출할 경

우 2, 3, 4, 5 등의 배음들은 1번 음에 흡수되려는 경향을 지니게 된다. 원래 1번에 속했던 음

들이기 때문이다. 이 현상을, 배음들이 기본-음을 향하는 중력을 받고 있다고 설명한다. 1번

이 기본음인 Do일 때에 3번은 sol, 4번은 do, 5번은 mi이다. 이 세 음은 do-mi-sol 화음을 구

성한다. 이 음들은 우리의 무의식에서 Do를 중심음으로 삼고 있다는 뜻이다. 화성의 음악이 

이루어진 후 모든 다른 화음은 이 tonic 화음을 향한 중력을 받게 된다.   

배음의 구조가 뇌에 각인되지 않음으로써, 음들 간의 중력의 관계는 느껴지지 않았고 따라

서 가믈란 음악은 상호 간의 인력이 없는 음들을 공중에 뿌려 놓는 음악을 만들게 된다. 낮은

음 계층과 높은음 계층 그리고 그 사이에 중간음 계층이라는 공간을 설정하고 그 각 공간에 

음들을 뿌려 놓는 것이다. 나무로 치면 뿌리에서 기둥까지의 낮은 공간, 줄기와 잎이 풍성한 

중간의 공간, 꼭대기의 새들이 드나드는 높은 공간으로 나누고, 낮은 공간에는 서너 개의 음

을 배치하고 이 음들에, 곡의 큰 섹션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기능을 부여한다. 중간음들에는 

작은 섹션을 알리는 기능을 부여하고 맨 위의 음들은 화려한 모습으로 음들이 춤을 추는 공

간을 그려 놓는다. 이 뿌려 놓은 음들을 배치하는 방법이 가믈란 음악의 작곡기법인 발룽겐

(balungan)이다.   

멜로디의 ‘씨앗’ 또는 ‘뼈’라는 개념의 몇 개의 음으로 구성된 발룽겐은 구전으로 전해 왔었

다. 18세기 말에 가믈란 음악에 기보법이 도입되면서 4천여 개의 발룽겐이 기록으로 전해온

다. 사용할 발룽겐이 다섯 음으로 이루어졌다면, 낮은 음역에서는 음 배치 간의 간격을 넓게 

함으로써 다섯 음이 곡 전체를 커버한다. 중간 음역에서는 이를 서너 번 반복한다. 한편 높은 

   4) Hermann L. F. Helmholtz, Sensations of Tone, p.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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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역에서는 계속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음들의 순서를 뒤바꾸어 조절해 가며 반복한다. 

이것이 발룽겐이고 가믈란의 작곡기법이다.   

이렇게 해서 만든 음악은 어떤 느낌을 주게 될까? 인도네시아인들은 가믈란 음악을 “들판

에 쏟아지는 달빛”에 비유한다. 즉, 음악이 공중에 떠 있음을 암시하는 말이다. 여기서 우리

는 불교의 사상에 비겨 가믈란 음악의 이념을 이해할 수 있다. 깨달아야 한다는 의지가 발동

된 후, 찰나적인 순간에 그 완성이 이루어지는 돈오돈수(頓悟頓修)의 사상과, 그 의지 후 긴 

수행을 통해 그 완성이 이루어지는 돈오점수(頓悟漸修)의 사상에 비겨보는 것이다. 인도의 

음악이, 전주(alap)와 본주(gat)를 거치는 길고 긴 수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점수(漸修)의 깨

달음이라고 한다면, 가믈란은 눈을 뜨니 쏟아지는 들판의 가득찬 달빛을 보듯 찰나적으로 열

반에 드는 돈수(頓修)의 깨달음을 뜻한다.  

앞서 사진에서 보았듯이 가믈란은 관광자료로 이용됨으로써 미국과 유럽에 널리 알려지게 

된다. 이는 유럽의 클래식 음악이 20세기 후반 이후 해체되어 지리멸렬하게 된 사태 역시, 유

럽 사람들이 가믈란 음악에 관심을 갖는 이유일 것이다. 20세기 후반 이후, 진지한 음악을 찾

는 지적인 그룹이 세계의 여러 음악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인도의 음악과 인도네시아의 가믈

란 음악은 미국의 서부,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성

황리에 연주되고 있다.   

3. 조율과 모드, 음계, 라가  

이제 음악 구조의 근본 법칙인 조율에 대해 알아보자. 모든 문화권의 음악은 악기를 사용

하기 시작하면서 조율이 필요하게 된다. 이때 악기는 타악기가 아닌 음높이를 내는 악기일 

것이다. 가믈란을 제외한 세계 모든 문화권의 음악은 그 조율 시스템을, 자연에 나타나는 배

음 현상에서 빌려 온 것이다. 따라서 배음 법칙의 조율방법은 자연법칙에 기댄 것이다. 이를 

처음 발견한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다. 이 배음 현상의 발견은 이집트를 거쳐 그리스

에 전해져 서양음악 조율 체계의 바탕이 된다. 인도와 중국, 그리고 일본에까지 이른다. 아메

리카 대륙의 아즈텍, 마야, 잉카 문명 등의 음악에 대해서는 트럼펫, 플루트 등의 악기 이름 

몇 개 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다. 실물 플루트가 발굴된다면, 그 구멍의 위치로써 조율 체계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그런 소식은 없다.   

배음의 발견은 현악기의 하나의 줄 전체를 울려 소리를 듣고, 그다음 손가락으로 반(1/2)

의 지점을 짚고 소리를 울리고, 다시 1/3, 1/4 지점을 짚고 소리를 울려, 그 음들을 들으면서 

이 음들이 음악에서 사용해야 할 음들임을 깨닫게 되면서 시작된 것이다(<그림 8> 아래의 % 

표시 참고). 그리고 <그림 8>의 1/2, 즉 50% 자리와 전체 길이 2/3, 즉 66% 등의 줄 길이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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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알게 되고, 이를 천체의 행성 운동의 주기성과 연결해 우주적 질서로 가정한 이론이다. 

그리스에 앞서 중국이 메소포타미아와 무관하게 이 원리를 발견했다는 설은 앞서 설명했듯

이 사실이 아니다. 그러한 설은 바그다드로부터 유래된 이론을 그 원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이루어진, 세월이 지나면서 중국 본래의 것으로 잘못 인식됨으로써 생긴 설이다(주 1 참조). 

여기서 우리는 배음(overtone, 倍音)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할 것이다(배음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 좋다). 비유로 설명해 보자. 아이가 타고 있는 그네를 

밀어 줄 때, 매번 밀어 줄 수도 있고 한 번 걸러, 또는 두 번, 세 번 등 걸러 밀어 줄 수 있다. 이

때 밀어 주는 힘은 기본 진동이고 그네의 두 번, 세 번 등의 움직임은 배진동이다. 악기로 바

꾸어 생각해 보자. 첼로의 한 줄을 튕겨 진동을 발생시키면 악기의 어떤 부분은 그 진동의 두 

배 또는 세 배 등이 되는 진동을 만들게 된다. 즉 힘의 공급 수에 두 배, 세 배 등이 되는 진동

을 만들게 된다는 뜻이다. 줄이 1초당 100의 진동을 했다고 한다면 악기의 나무판 부분에 따

라 200, 300 등의 진동을 동시에 울리게 된다. 이 음들을 오선 악보에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6> 악보 

<그림 6> 악보의 화살표(↓,↑)는 이 음들이 음악에서 사용하는 음의 높이보다 아주 조금 

낮거나 높음을 뜻한다. ‘Harmonic’이란 용어는 첫 음부터 번호를 붙인 것이다. (이 말은 바이

올린, 첼로 등의 악기의 연주기법에서도 사용한다. 줄을 완전히 누르지 않고 손가락을 살짝 

댄 후 활을 그어내는 높은음을 지칭하는 연주기법이다.) ‘overtone’이란 용어는 첫 음에 번호

를 붙이지 않고 두 번째 음에서부터 첫 배음이라는 뜻으로 1번을 붙여 사용한다. 여기서 우

리는 줄의 길이가 1에서 1/2로 줄어들 경우 진동수가 100에서 200으로 느는 것으로 보아 현

장비(絃長比)와 진동비는 반비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음에 나오는 계산에서 분수는 진

동비례로 생각해도 되고 현장비례로 생각해도 된다.    

 음악에서 Do-sol과 sol-do가 합하면 Do-do가 된다. 그리고 Do-mi와 mi-sol이 합하면 

Do-sol이 된다. 이를 진동수 비례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do-sol (5도) + sol-do' (4도) = do-do' (8도)    

 2/3 × 3/4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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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i (장3도) + mi-sol (단3도) = do-sol (5도)   

 4/5 × 5/6 = 2/3 

do-re (큰-온음, T) + re-mi (작은-온음, t) = do-mi (장3도) 

 8/9 × 9/10 = 4/5     

여기서 처음 들을지도 모를 큰-온음과 작은-온음에 대해 이해해 보자. 줄의 길이가 8/9이 

되는 음이 큰-온음이다. 이는 전체 줄을 울린 다음 그 줄을 9개로 분할한 후 8개의 길이를 연

주했을 때에 들을 수 있는 음정이다. 진동수의 비례는 8:9 (T)일 것이다. 한편 작은-온음은 진

동비는 9:10 (t)이다. 이 두 음정의 크기가 얼마만큼 다른가를 살펴보자. 두 음정의 차이 (z)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된다.   

z + t = T 

z × 9/10 = 8/9 

∴ z = 8/9 ÷ 9/10 = 8/9 × 10/9 = 80/81     

여기서 80/81의 의미를 살펴본 다음 산술놀이를 끝내기로 하자. 80/81은 첼로의 줄 하나를 

골라, 전체 줄을 울려 그 음높이를 들은 다음, 이 줄을 81개로 균등 분할한 후, 그 하나를 뺀 

자리에 손가락을 짚어서, 80의 길이를 만들어 그것을 울릴 때에 나오는 음높이, 그 둘에서 우

리가 느끼는 차이, 즉 음정이다. 그리고 이 두 음높이는 기본음을 1이라고 했을 때에, 80번째 

배음과 81번째 배음 사이의 음정이기도 하다. 앞서 2:3이 2배음과 3배음 사이의 음정이고 4:5

가 4배음과 5배음 사이의 음정이었던 것과 같은 이치다.    

음정의 cents 표시법: 앞서 계산에서 장3도 더하기(+) 단3도가 5도가 됨을 진동비로 계산

하기 위해서 진동비례를 곱하는 (×) 방식을 사용했다. 그리고 빼기(-)에서는 나누기(÷) 방

식을 사용했다. 이는 자연에서 곱하기/나누기(×, ÷)로 나타나는 차이의 현상이 우리의 의식

의 세계에서는 더하기/빼기(+, -)로 인식되고 있음을 뜻한다. 다르게 말하자면, Y = Ax 함수 관

계에서 Y의 양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우리의 의식에서는 지수인 x의 양의 변화로 감지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지수 함수적 인식은 데시벨(dB)로 표시되는 소리의 음량 인식에서도 볼 수 

있다.    

이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자. A×B = C의 자연현상의 변화를 a + b = c의 의식 현상의 변

화로 바꾸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A×B = C의 값의 지수를 찾으면 해결된다. 그 지

수는 더하기로 계산된다는 뜻이다. A×B = C의 양쪽을 log 함수화하면 된다는 뜻이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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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말하면 10p
×10q = 10r

에서 p + q = r을 유도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각 항의 로

그값을 택하면 (즉, 지수를 택하면) a + b = c로 바꿀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log (A×

B) = log C는 log A + log B = log C로 바뀐다.   

음악에서 진동비가 1/2인 옥타브 음정은 모든 문화권의 음악에서 공통적으로 인식되는 음

높이 단위다. 이를 음향학에서는 octave generalisation이라고 칭한다. 옥타브의 log 2 값을 

1200으로 설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엘리스(Ellis)5)였다. log 2/1의, 즉 log 2의 값은 

0.3010이고 log 3/2의 값은 0.1761 log 4/3의 값은 0.1249이므로 그 후자 둘의 합은 0.3010이 

된다. log 2의 값인 0.3010을 1200으로 치환하면 log 3/2의 값은 701.955, log 4/3의 값은 

498.045이며 이를 702, 498의 값으로 반올림해 사용한다. 엘리스는 당시 음높이가 점검된 세

계의 모든 악기의 음정 140개 이상을 제시한다. 불행하게도 여기에 한국 전통악기의 음정은 

없다. 당시 한국이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음을 반영하는 일이다. 배음열에 나타나는 

주요 음정을 예시하면 <표 1>과 같다.       

이제 유럽 음악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순정조(just intonation), 그 후 바로크 시대에까

지 사용되던 중간음(mean-tone), 고전주의 시대의 조율인 평균율(equal temperament)을 이

해하고 인도음악의 음계와 srutis 단위를 알아보기로 한다.     

순정조는 <표 1>에서 (1)에서 (6)까지의 음정을 사용해 만든 음계다. 자연 배음을 충실하

게 반영한 음계다. 이 배음들의 음을 계명으로 표현하면, do- re- mi- … sol- la- si- do'가 나

타나게 된다. 이로써 이들 사이의 진동비 또는 현길이의 비례가 드러난다. 이 수들은 1에서 

16에 이르는 간편한 수로서, 그중 16은 2의 배수이고 15는 3과 5의 곱이고 9는 3과 3의 곱이

므로 이 수들은 1, 2, 3, 5로 구성되어 있다. 1, 2, 3, 4, 5, 6의 배음은 do mi를 만든다. 이 말의 

뜻은 16번까지의 배음을 택하여 음계를 만들었으며 현-길이의 비례는 1에서 5로 환원된다는 

의미다. 이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편, 피타고라스가 고안한 피타고리안 조율은 

온음은 모두 8/9 (204)로 정하고 반음은 243/256 (90)으로 정한 구조를 택해 5번 배음을 배

제한, 제2, 3의 배음만으로 음계를 만든 것이다.      

just intonnation do 204 re 182 mi .. (fa) .. sol 204 la 182 si 112 do'  

pythagorean int. do 204 re 204 mi .. (fa) .. sol 204 la 204 si 90 do'    

   5) Ferdinand von Helmholtz(1821~1894)의 저서 Die Lehre von den Tonempfindungen 
alshysiologische Grundlage für die Theorie der Musik(1863) 영어 번역본 Sensations of 
tone(1875)의 번역자인 Alexander John Ellis(1814~1890)가 책의 부록(p.453, appendix section 

D)에서 제안한 단위이며 현재 널리 통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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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조와 피타고라스 조에서 여기에 fa 음이 나타나지 않았다. fa 음은 위(그림 5 악보)에

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fa 음은 do'에서 5도 내려가,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찾아

진다는 것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다. 원시 음악의 멜로디를 살펴보면, 주인 행세를 하는 음이 

do 음(음악이론에서는 tonic으로 칭한다)이고, 하인 행세를 하는 음(이를 dominant로 칭한

다)이 sol임을 느낄 수 있다. 다시 그다음 음인 re는 지배인의 지배인(dominant of dominant)

으로 칭한다. 이러한 구조에서 (fa)는 거꾸로 주인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은 숨은 힘이라는 뜻

을 지니게 된다. fa의 출현은 이런 신비의 느낌을 준다. 아버지(do)가 유일한 통치자로 알았

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fa)가 나타난 것이다. 그런 느낌은, 영화 <Last Quartet>(2012, <마

지막 사중주>, 2013 국내 상영)에서 몇 번 강조되어 연주되는 멜로디의 do-fa 진행의 출현에

서 느낄 수 있다.  

meantone 조율은 204와 182의 평균값(193)을 택함으로써 두 온음의 차이를 무시할 수 있

게 설정한 음계다. 순정조의 모든 큰-온음과 작은-온음을 중간음으로 대체한 것이 meantone 

조율이다. 이 음계는 바로크의 후기에 이르기까지 별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다시 말해 C조

에서 G조로 옮기는 등의 초기의 단순한 전조(modulation)로 구성되는 음악 형식에서는 별문

제가 없었으나 전조가 확대되어 C조에서 G, D, A … F, B♭, E♭등으로 전조가 확산됨으로써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이 문제는 모든 온음을 200cents로, 그리고 모든 반음을 100cents로 

정하는 평균율 조율 방법의 도입으로 해결된다. 현재 대중음악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음악에

<표 1> 음정의 센트표   

음정 이름 계명 간격 배음 간격 cents 영어 명칭

(1) 옥타브 do-do' 1/2 1200 Octave

(2) 완전5도 do-sol 2/3 702 Just and Pythagorean fifth

(3) 장3도 do-mi 4/5 386 Just major third

(4) 단3도 mi-sol 5/6 316 Just minor third

(5) 큰-온음 do-re 8/9 204 Major tone

(6) 작은-온음 re-mi 9/10 182 minor tone in just Intonation

(7) 순정조 반음 si-do 15/16 112 Diatonic or just Semitone

(8) 피타고라스 반음 mi-fa 243/256 90 Larger Limma

(9) 작은-반음 24/25 70 Small Semitone

(10) 디디무스-콤마 80/81 22 Comma of Didymus

(11) 피타고라스 콤마 524288/531441 24 Pythagorean Comma

(12) 중간-음 161/180 193 Meantone (204 +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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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용되는 keyboard는 평균율로 조율된다.   

이제, 보다 거리가 좁은 음정에 대해 살펴보자. 90은 피타고라스 조율의 re-mi가 8/9인 204

가 됨으로써 그다음 음과의 거리인 112에서 22를 깎아 먹어 나타나게 되는 90이다. 이를 피

타코라스 반음이라고 칭한다. 24/25 (70)의 작은-반음은 24번째와 25번째 배음 사이의 음정

으로 작은-온음인 9/10 (182)와 순정조 반음 15/16 (112)의 차이다. 다르게 말하면, 112와 70

이 합해져서 182가 된다는 뜻이다. 디디무스 콤마라고 명명한 80/81 (22)는 순정조의 반음 

112와 피타고라스의 반음 90간의 차이다.    

24센트로 표시한 음정은, 5도를 열두 번 쌓아 올린 음높이가 옥타브를 7번 쌓아 올린 음높

이와의 차이를 말한다. 음계의 진동비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어 했던 이론가들은 세계의 여

러 곳에서 그 계산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었다. 5도 음정과 8도 음정(옥타브)의 음이 일치하는 

곳을 찾는다면 조율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완결된 닫힌 체계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3/212 

와 27은 차이는 센트로 하면, 702×12와 1200×7의 차이가 되고 24센트의 답을 얻을 수 있다. 

5도를 쌓아 올린 값과 2도를 쌓아 올린 값이 일치하는 곳을 찾는 일은 3n과 2m의 값이 일치

하는 n, m 값을 찾은 일이다.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3n는 3으로 나누어지는 수의, 2m

는 2로 나누어지는 수의 집합이기 때문이다. 13세기 페르시아의 사피 알 딘(Safi al-Din 

al-Urmawi, 1216~1294) 등 여러 음악학자는 옥타브를 17개로 분할하려고 노력했고, 이들 역

시 17개 음 하나의 비례가 모여서 2가 되는 분수를 찾으려고 했으나 성공할 수 없었다. 즉, 

어떤 분수를 찾고 그 분수의 여러 제곱이 2가 되는 경우를 찾자는 것이다.   

Shrutis: 인도음악의 조율법에 대해 알아보자. 인도음악 역시 서양음악의 do, re, mi, fa…

에 해당되는 일곱 음으로 음계를 구성한다. 인도의 음계 명칭은 ‘Sa, Re, Ga, Ma, Pa, Dha, Ni, 

Sa’이다. 이 중 ‘do’에 해당되는 ‘sa’ 음과 ‘sol’에 해당되는 ‘pa’의 음높이는 고정되어 변하지 않

는다. 나머지 음들은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가 있다. 이를 우리의 도표에서는 소문자/대문자

로 표시한다. 즉, ‘r, R’이 된다. 다시 ‘r’은 낮은 ‘r’과 높은 ‘r’로 나누어지고 ‘R’ 역시 낮은 ‘R’과 

높은 ‘R’로 나누어진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다음 <표 2>를 만든다.    

<표 2>의 맨 아래 1에서 22까지의 음정이 22개의 스루티들(shrutis)이다. 그 크기는 센트로 

20, 70, 90의 세 가지다. 흔히 인도음악은 옥타브를 22개로 나누어 음계를 만든다는 이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서양음악의 평균율처럼 스루티의 크기가 균등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

가 많으나 이는 잘못된 이해다. 1200을 22로 나눈 54.5센트가 한 스루티의 크기라고 가정하

는 것이다. 그 세 스루티는 Poona Shruti(‘poona’, ‘실재하는’의 뜻) 90센트, Pramana 

Shruti(‘pramana’, ‘겨우 알아차릴 수 있음’) 22센트, Nyuna Shruti(‘nyuna’, ‘발가벗은’) 70센

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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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악기의 지판에 손가락을 짚는 위치로 표시한 악기의 그림을 보면 <그림 7>과 같다. 원전

의 이 그림은 컬러로 되어 있어 r1, r2를 표시한 사각형의 색깔이 달라 그 차이를 쉽게 파악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자세한 센트 간격은, 앞의 <표 1>을 참고하기 바란다. 사각형 아래의 

% 숫자는 손가락을 짚는 곳 길이와 전체 길이에 대한 백분율(%)이다. 즉, S의 위치는 100%, 

S'의 위치는 50%, 2/3인 Pa (sol)의 위치는 66.66%다. 그리고 3/4인 Ma1(fa)의 위치는 75%

이다.   

<표 2> shrutis 표

<그림 7> 현악기의 스루티 위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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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na, pramana, nyuna의 세 스루티의 성격을 살펴보자. 푸나와 니우나를 합하면 90 + 22 = 

112의 순정조 반음이 되고, 푸나, 프라마나, 니우나를 합하면 90 + 70 + 22 = 182의 순정조의 

작은-온음이 되며, 이 182에 22를 더하면 순정조의 큰 온음이 된다. 이는 <표 2>에서 맨 윗줄

의 (S… 7… S')로 표시한 음계가 순정조의 음계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뜻한다. 또한 작은-

온음을 배제하고 큰 온음만을 선택한 피타고라스 조율을 포괄하게 된다.   

모드: 음악의 역사를 살펴보면, 조율 체계를 완성한 다음 악기를 만들고 그 악기에 맞추어 

음악을 만드는 그런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소박하나마 노래 또는 악기의 음악이 

먼저 발생하고 그 뒤에 조율 이론이 뒤따르게 된다. 그리스의 예를 들어 보자. 로마의 보에티

우스(Boethius, A.D. 480~524)가 그리스의 모드 음계 이론을 서로마에 소개하기 전부터 그리

스 여러 지역에는 모드라는 음계 개념이 있었다. mode는 음계 자체가 아니라, 멜로디를 이런

저런 식으로 만들어나간다는 멜로디 제작의 복합적인 방법이었다. 예를 들어 phrygian7)은 

프리기아 지역의 사람들이 멜로디를 만드는 방법이고, 그 방법 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용

하는 음이 어떤 음들인가 하는 음계 개념을 포함했다. 프리기아 사람들은 <re-re'>의 한 옥타

브 음들을 사용해 멜로디를 만들었고 그 멜로디의 종결은 <re>였다. 이렇게 만든 멜로디가 

정격의 프리기아이고 변격의 프리기아는 사용 음역을 4도 낮추어 <La-la>로 삼고 <re>로 종

결하는 멜로디였다. 멜로디의 움직임까지 통제하는 방법인 모드라는 용어는 차츰 사용하는 

옥타브 음역과 종결음만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굳어진다.       

라가: 그러나 인도의 라가는 사용하는 음뿐 아니라 그 음들이 움직이는 방식까지 설명하

고 이를 지키기를 요구한다. 유럽의 mode 개념이 사용하는 음들의 집합이 어떤 배열로 되어 

있는가를 밝히는 것으로 좁아진 반면 인도의 raga는 사용하는 음과 그 음들의 조율 방법을 

지시할 뿐 아니라 멜로디가 상행할 때의 사용되는 음과 하행할 때 사용되는 음을 모두 정한

다. 그리고 어떤 음에 도달할 때에는 반드시 그 음 위의 다른 음을 터치한 다음 내려가 한다

는 등의 규칙을 명시해 놓는다. 다음의 악보는 the Raga Guide, A Survey of 74 Hindusthan 

Ragas(1999, UK)의 라가 Asavari의 설명 부분이다. 첫 부분 Ascent-descent의 악보는 상행에

서 사용하는 음들과 하행에서 사용하는 음들을 표시했고, Melodic outline에서는 멜로디가 움

직이는 패턴들을 표시해 놓았다. 이 책에 포함된 넉 장의 CD 음반으로 74개의 라가를 소개

   6) <그림 6, 7>은 인터넷 ‘22 shrutis’ 사이트에서 인용, <그림 6>은 필요에 따라 숫자를 삽입함. 

   7) 보에티우스가 그리스의 모드를 로마에 소개하면서 한 단계씩 착오를 일으켜 로마에서는 mi-mi 

를 프리기아로 부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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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8) S, N, D 음 등의 위아래의 점과 선의 기호는 음높이의 변화를 가리키는 기호들이다. 

이 책의 음반은, 라가의 음-구성 방법을 소개하는 알랍(alap)을 2, 3분간 연주하고 이어 타

블라 반주가 곁들여진 해탈의 체험이 목적인 가트(gat) 역시 3, 4분간의 연주로 채운다. 74개

나 되는 라가를 모두 소개하기 위해 시간을 줄여 라가를 연주한 것이다. 실제 연주에서, 알랍

은 30분가량, 길게는 40분에 이르고 gat 역시 그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음계와 멜로디 사이: 음계는 실재하는 멜로디에서 시간적 요소를 배제한, 음높이를 순서대

로 배열한 것이다. 지금 우리의 음악 교육은 음악의 음계에 장조와 단조가 있고 이를 바탕으

로 멜로디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어 나간다. 그러나 과연 음계의 음들에서 곧 멜로디를 만들

어 나가는 것일까? 비유하자면, “가, 나, 다, 라”의 발음을 익힌 다음 이를 사용해 곧바로 시나 

산문을 쓸 수 있을까? 그 사이에는 단어, 문법, 문장, 말을 이어나가는 방법 등 여러 규칙과 

사례가 필요할 것이다. 중세 이후, 유럽의 음악은 과거의 걸작을 통해 작곡가 스스로 이를 터

득하고 자신의 어법을 찾아야 했다. 그 결과 춤-조곡, 소나타, 교향곡 등의 최종적인 큰 형식

에 대한 것만이 시대적 합의 사항이었다. 따라서 유럽의 작곡가들은 음계와 최종 형식 사이

   8) 이 책의 74개의 raga는 youtube에서 모두 들을 수 있다. youtube 검색창에서 ‘raga asavari in 

raga guide’로 검색하면 찾을 수 있다.   

<그림 8> raga asavari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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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든 어법은 자신이 개척하고 완성해야 하는 항목이었다. 반면 인도의 음악은 음계와 멜

로디 사이에 raga라는 멜로디 규칙을 설정하고 이를 섬세하게 정의하게 된다. 이 정의 하에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것이다. 서거한 인디라 간디를 추모하는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지

금까지 없었던 라가를 새로 만들어 연주하기도 한다. 앞서 말했듯이 유럽 음악의 경우, 그리

스의 mode 개념 이후, 음계와 멜로디 사이의 규범에 대한 개념이 사라진다. 그것은 개인의 

음악적 어법으로 흡수된다. 인도음악의 경우, raga는 개인적 규범의 공론화로 보아야 할 것

이다. 라가에 의해 진행되는 멜로디는 본-연주인 gat에 들어서면, 타악기의 장단을 도입하게 

된다. tala라고 부르는 이 장단은 리듬이 변주되면서 여러 번 반복된다. 이로써 닫혀 있는 시

간적 구조를 완성한다(탈라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한편 “신성한 꽃의 천둥”, “성스러운 꿀의 넘쳐흐름”9) 등의 가믈란 곡의 제목은 소리를 공

중에 뿌려 놓은 듯한 느낌, 다르게 말해 빛을 반사하는 금속 부스러기들이 공중에 뿌려진 모

습을 연상케 하는 제목들이다. 음들 사이에 인력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보자면, 가믈란 음악

에는 음계의 개념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인력의 배제는 이들의 음 선택이 애초부터 배

음 열의 규칙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가믈란 음악에는 음악적 구조

의 계층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다시 말해, 돈오돈수(頓悟頓修)다.    

4. 음악의 형식   

음계의 음은 비유해 말하자면 언어를 구성하는 발음 단위인 음소들의 집합이다. 음소가 모

여 단어를 만들고 이 단어들이 제각기 기능을 지니면서 문법의 계층을 만든다. 주어 동사의 

기능을 부여받은 문장은 몇 개가 모여 서로 관계를 갖게 된다. 담론의 층이 만들어지는 것이

다. 언어 세계의 경우, 시/수필/소설 등의 형식은 이처럼 문장이 모이는 방식에 관련되어 정

의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비중으로 글의 내용과 관련되어 정의된다. 언어는 사건을 반

영하는 의미의 세계를 표현하기 때문일 것이다.   

음악의 경우, 그러한 내용적 측면이 언어와 다르기 때문에, 악기 구성, 연주 환경, 곡이 유

래된 연유 등이 작용해 형식의 명칭을 얻게 된다. 현악 사중주, 미사곡, 교향곡 등의 명칭이 

그런 예일 것이다. 유럽의 음악사의 첫 형식 관련 용어는 antiphonal(답창)과 responsoial(응

창)이다. 전자는 독창자가 선창하면 합창이 그에 답하는 형식이고 후자는 합창을 둘로 나누

   9) 다음 Audio CD에서 제목 인용. Java: Palais Royal De Yogyakarta, 2 (La Musique 

Instrumentale) Royal Palace Of Yogyakarta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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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선창하고 후창하는 형식이다. 이 형식은 그리스도교 이전, 근동의 종교 예절에서 연유한

다. 기악곡의 관점에서 보자면, 11세기의 춤을 반주하는 Estampie10)에 등장하는 Ouvert(열

림)와 Clos(닫힘) 형식과 상통한다. 이 멜로디의 종결 형식은 “하늘은 높고, 바다는 넓다”에서 

‘~고’와 ‘~다’의 모습에서 보이는 종지법이다. 즉, 대칭구조다. 지금 학교 교육에서는 이를 반

종지/완전종지라는 용어로 가르친다. 이 대구를 A라고 한다면, 짧은 노래의 경우, A 하나로 

노래를 만들 수도 있고 새로운 B를 도입해 A, B로 만들 수도 있다. 그리하여 A B의 두 부분 

형식, A B A의 세 부분 형식 등이 만들어진다. A B A C A D …로 이어지면 rondeau(론도) 

형식을 만들게 된다.   

Sonata, Symphony, Concerto 등의 곡명은 역사적 연유를 지니는 용어들이므로 개별적으

로 이해해야 할 형식들이다. 이들 곡명의 기본 개념은 3, 4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진 곡이며 특

히 그 첫 악장은 조성(tonality)의 인력 관계를 중시한 형식이다. 1악장에서 조의 인력 관계는 

본질적이다. 1악장의 첫 섹션인 제시부에서 우리가 첫 테마(theme)의 조성이 C조(key)일 경

우 두 번째 테마는 G조로 바뀌고, 이 변화는 세 번째 섹션인 재현부에서 같은 조로 되돌아와 

변화를 해결한다. 여기서 테마(theme)는, 그 멜로디에 대한 인식이 근처의 다른 어떤 부분과

도 비교가 되지 않는 우월성을 지니는 경우를 뜻한다.    

5. 맺는말   

유럽 음악의 경우, 12세기 2성부 음악인 organum이 싹튼 후, 여러 세기를 거쳐 15세기 말 

폴리포니의 성악이 완성되고 18세기 전반에 이르러 폴리포니의 기악이 완성된다. 그 후 20세

기 초에 이르기까지 호모포니(homophony, 화성음악)가 꽃을 피운다. 호모포니는 조성의 중

력 관계를 음악적 구조의 본질로 삼는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면, 조성을 파괴하는 (그들의 말

에 의하면 극복하는) 무조성(atonlity) 음악을 지향한다. 지금까지 서양음악의 본질이었던 조

성, 즉 음들 사이의 중력 관계인 tonality의 부정은, 음들을 공중에 뿌려 놓는 결과를 낳게 된

다. 가믈란 음악의 이념을 떠올리게 하는 이 현상은 20세기 후반의 해체주의 철학의 출현을 

2, 3십 년 앞선 전조 현상이다. 쇤베르크 이후 계속된, 유럽 클래식을 지배한 무조성 음악은 

음악사의 내적 흐름에서 해석되기보다는 외적 사조인 해체주의의 영향으로 보아야 한다. 또

한 그 후의 20세기 후반의 세계주의(globalism) 역시 이를 부추기고 있었다.    

10) Carl Parirish and John F. Ohl, Masterpieces of Musical Example from Gregorian Chant ro J. S. 

Bach (1951, New Yok), no. 12.   



130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21, 제17호

유럽 철학의 해체주의가 철학적으로 옳다고 할지라도, 타문화의 종교가 자국의 종교를 파

괴하는 경우, 자국의 종교를 유지시켜야 하는 것이 국가 유지의 본령일 것이다. 지금 유럽은 

이슬람 난민들이 폭주할 경우, 유럽의 기독교가 파괴될 것임을 염려하는 사람이 없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몇 발짝 건너뛰어 생각해 보자. 국가 내적 가치의 유지 또는 회복이라

는 관점에서 보자면, 한국의 트로트 음악의 재출현은 흥미로운 현상이다. 트로트 노래의 재

등장은 이미 1980년대의 ‘쌍쌍 파티’로 나타난 적이 있었다. ‘쌍쌍 파티’의 등장은 ‘희나리’, 

‘이연’ 등의 노래로부터 시작한 탈-뽕짝 운동에 대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방송은 이를 부추

겼다. 그 결과 뽕짝이 재등장한 것이다. 최근 TV를 통해 유행하고 있는 ‘트로트 가수 경연’ 노

래의 특징은, 초기부터 ‘쌍쌍 파티’에 이르기까지 뽕짝의 필수적 요소였던 ‘뽕짝짝 뽕짝(♪♬

♪♪)’의 리듬이 사라졌다는 점일 것이다. 트로트 가수 경연의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K-pop과 BTS의, 무대 위의 군사열과 같은 안무의 철저성을 외면하는, 스스로 부르고 싶은 

노래에 대한 열망을 지닌 근원적 집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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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전염병사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명예교수  허정

序說

이 글은 필자가 세계 질병사에 관련된 문헌을 찾아서 전염병과 역사의 관계를 좀 더 알기 

쉽게 펴나가기 위한 얘기이다. 필자는 보건학을 공부하면서 의료사, 보건사, 그리고 질병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논문도 발표했고 책도 펴냈다. 또한 세계적인 질병사가 「윌리엄 ·맥닐」과 

「르네 ·듀보」 같은 사람들의 저술도 섭렵하여 번역본을 출판한 바 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

원에 봉직하면서 의과대학에서 의학사를 가르치고 보건대학원에서는 보건사와 질병사를 가

르쳤다. 먼 옛날부터 질병은 인류의 역사 변천의 중요 요인이었다. 실크로드는 비단길만이 

아니라 질병의 상호교류가 많았고 중세의 암흑기를 마감했던 흑사병의 유행이나 아메리카대

륙의 발견도 일방적인 무력에 의한 침략과 지배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질병이 신대륙

을 엄습해서 정치 ·경제 ·문화 면에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과정을 넓은 의미에서 전염병의 

상호교류와 이에 따른 정치사적 결과를 훑어보기로 하겠다. 끝으로 전염병사에 관심을 갖게 

해 준 전종휘(1913~2007) 교수와 미생물학의 기용숙(1905~1974) 박사, 그리고 기생충학의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신 서병설(1921~1991) 선생님께 이 글을 바친다.  

1. 전염병의 발생 양상과 변화   

18세기를 지나 19세기 들어서도 동지중해지방이나 러시아에서는 페스트가 유행하기도 했

지만 1665년 런던에서 발생한 대유행을 마지막으로 북서유럽 지방에서는 파스튜렐라 페스티

스(페스트균)가 점차로 사라졌다. 그러나 1665년 이전 이후를 불문하고 당시의 격리조치나 

보건위생 대책이 페스트의 유행을 결정적으로 억제했다고는 믿기 어렵다. 오히려 유럽 각지

의 주민들이 벼룩이나 설치류와 가깝게 살던 생활양식에 변화가 일어나서 사라진 것으로 믿

어진다. 예를 들어 서유럽의 많은 지방에서는 목재가 부족해지면서 돌이나 벽돌로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되자 같은 건물에 살던 사람과 설치류의 관계가 과거보다 훨씬 멀어졌

고, 다 죽게 된 벼룩이 쥐로부터 감수성이 있는 사람에게 옮겨지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

고 짚으로 만들었던 지붕은 쥐가 숨기에 좋았고 벼룩이 천장에서 사람에게 떨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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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666년의 대화재 이후 런던에서는 짚 대신 모두 기와를 썼는데, 그 후 페스트 감염이 

급속하게 감소했다. 따라서 1666년의 대화재가 런던 시로부터 페스트를 몰아냈다는 항간의 

속설도 근거가 있다고 생각된다.  

18세기 들면서 유럽의 대부분 지역에서 새로운 종류의 집쥐가 늘어남으로써 쥐와 사람의 

관계를 더 멀게 만들었다고 믿는 사람도 있다. 새롭게 늘어나기 시작한 시궁쥐는 사람을 두

려워하는 의심 많은 성질을 지닌 쥐여서, 곰쥐처럼 천장이나 벽에 잘 오르지도 못하고 땅속

에 굴을 파고 살기를 좋아했다. 그렇지만 시궁쥐가 페스트균에 감수성을 갖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유럽에서 페스트가 사라진 원인을 곰쥐 대신 시궁쥐가 늘어난 현상에서 찾

는 것은 전염병 역학상 맞는 이야기가 아니다. 또한 이 신종의 시궁쥐가 서유럽에 들어온 것

은 18세기말부터여서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을 든다면 북서유럽지방의 주

민에게 생겨난 페스트 감염의 양상이 변한 점이다. 예를 들어 파스튜렐라 페스티스의 변종이

라 할 수 있는 파스튜렐라 슈도 튜버큘로시즈(Pasteurella pseudo-tuberculosis)가 일으키는 

일종의 의결핵증(疑結核症)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되는 흔한 전염병으로 늘어났을 가능

성을 빼놓을 수 없다. 유럽의 한랭 다습한 지방에서는 건조한 기후를 지닌 고장에서보다 훨

씬 사람의 기침이나 재채기의 점액의 비말을 통한 감염이 일어나기 쉬웠다. 이 의결핵증은 

치사율이 높지 않고, 증상도 장티푸스와 비슷하다. 그러나 일단 걸리고 나면 페스트에 부분

적으로 면역력을 준다. 불행히도 그 증상이 소화기계통을 침범하는 다른 열병과 비슷해서 다

른 병과 구별하기 어렵다. 또한 페스트균과 파스류렐라 페스티스로부터 파스튜렐라 슈도 튜

버큘로시즈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

이지 않는 전문가도 있다.   

이 주장에 확증이 없는 한, 파스튜렐라 페스티스로부터 파스튜렐라 슈도 튜버큘로시즈로 

돌연변이가 유럽에서 실제로 일어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치사율 높

은 전염병이 숙주와의 관계에서 안정된 관계를 갖게 될 수 있게끔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

으면 당연히 생겨나리라 예상되는 적응현상이다. 공기를 통한 페스트감염은 아무런 중간매

개물도 없이 환자를 24시간 안에 죽게 만든다. 그러나 이미 지적했듯이 페스트균도 돌연변이

를 통해 사람과 공존할 수 있는 일종의 안정된 감염병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상의 여러 요인이 실제로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분명하게 밝혀내기는 어렵지만, 페스

트 유행이 서유럽에 끼친 반응은 매우 컸다. 거의 3세기에 걸쳐 유럽인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은 이 전염병도 17세기 후반부터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는데, 이러한 파스튜렐라 페스티스

의 지리적 후퇴를 근거로 해서 페스트는 6세기, 14세기, 그리고 비록 크게 유행하지는 못했지

만, 20세기 초에 세계적인 규모로 유행했다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은 20세기에 페스트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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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여했던 의사들이 주장한 생각이다. 따지고 보면, 이 주장이 그들의 작업을 더 의미 있게 

만든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유라시아대륙의 초원지대에서 페스트균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동물과 같이 살아온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는 통할 수 없다. 이런 지역에서는 계속 페

스트가 발생해 왔다. 따라서 세 번에 걸친 범세계적인 대유행 설은 엄격한 의미에서 옳은 얘

기가 아니다. 가옥이나 선박, 또는 환경위생에 관련된 사람들의 습관이나 쥐와 벼룩 그리고 

사람의 상호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페스트가 크게 

만연하거나 후퇴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옳은 생각이라 믿는다. 많지도 않은 증거

를 가지고 세 번에 걸쳐 범세계적 규모의 대유행이 있었다는 주장은 서유럽 중심의 페스트 

유행만을 가지고 유라시아 전역에 확대시킨 결과라 생각된다.   

유럽에서는 이외에도 질병양상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 그것이 페스트의 유행 때문

에 1347년 이후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선(腺)페스트 외의 다른 전염병들이 몽골제국의 출현

에 따라 유라시아대륙을 휩쓴 인구이동에 힘입어 생겨난 것인지는 알기 어렵다. 가장 두드러

진 현상으로는 나병이 급속하게 감소한 사실이다. 나병은 페스트가 유행할 때까지 중세유럽

에서 가장 중요한 전염병이었다. 물론 나병이라는 병명은 피부에 보기 흉한 증상을 일으키는 

여러 감염증을 지칭하는 일반적 용어이다. 오늘날에는 이 병을 특정한 질병으로 가리키며, 

1873년 노르웨이의 의학자 아르마우어 한센(Armauer Hansen)이 발견한 세균감염증에 국한

한다(이 병과, 종래 나병이라 불렀던 여러 가지 병을 구별하기 위해 한센씨병이라 부르기도 

한다).    

한센씨병은 아마 6세기에 유럽과 지중해세계에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후 나병이라

는 이름 아래 수많은 감염증과 함께 유럽에서는 14세기까지 가장 중요한 질병이었다. 도시의 

외곽에 나병수용소가 생겼는데, 일부 추계에 따르면 13세기에 서방기독교 국가에서는 이미 

1만 9천 개나 되었다고 한다.   

페스트가 유행하면서 많은 나병수용소가 쓸모없게 되었지만 나병환자가 모두 페스트로 

인해 죽어서 이 병이 없어졌다는 주장은 맞는 얘기가 아니다. 한센씨병은 스칸디나비아반도

에선 아직 남아 있고 유럽의 다른 지역에도 존재한다. 물론 나병환자의 수는 1347년 이전의 

수준으로 늘어나지 않았고, 나병수용소도 다른 질병환자의 수용소가 되거나 베네치아에서처

럼 페스트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을 격리하기 위한 검역시설로 전용되는 경우가 

늘어났다.   

물론 유럽에 흔했던 나병을 격감시킨 생태학적 상황을 완전히 재구성하기는 어렵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음식물에 들어 있는 비타민 C의 중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비타민 C에는 나

병균이 사람의 조직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화학적 과정을 억제하는 힘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페스트가 크게 돌고 난 후 유럽인들이 먹는 음식에 큰 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나병의 급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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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감소를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오히려 각기 다른 질병간의 경합 때문에 나병이 감소했다는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유럽 사람들에게 폐결핵이 늘어났기 때문에 나병환자가 감소했다는 것이

다. 그 주장을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결핵균이 일으키는 면역반응은 분명히 일정조건 아

래서는 한센씨병의 병원균이 만드는 면역력과 중복되므로, 이 두 가지 병중에서 한 병에만 

노출되어도 다른 병에 대해서도 저항력이 증강된다고 본다. 이때 나병과의 경쟁적인 관계에

서 결핵이 언제나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결핵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공중에 내

뱉는 작은 침방울을 통해 사람으로부터 사람에게 옮겨지는 결핵균은 나병의 병균보다 훨씬 

감염력이 높다. 한센씨병의 병원균이 어떻게 한 숙주로부터 다른 숙주로 옮겨가는지 오늘날

에도 확실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이 병의 감염력이 결핵보다 약하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 

세균은 오랜 접촉을 거쳐야 새로운 숙주에 정착할 수 있다.  

따라서 1346년 이후 실제로 유럽에 결핵이 크게 세력을 확장시키게 되었다면 한센씨병의 

감염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쉽게 이해된다. 결핵균이 나병균에 앞서 유럽 사람들의 혈액에 

항체를 만들어냈다면, 뒤늦게 들어온 나병균에는 불리한 사태가 생겨나서 나병에 대한 사람

들의 저항력은 당연히 높아지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가설에 따르면 페스트가 크게 유행한 후 왜 결핵이 급격하게 늘어났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결핵균은 먼 옛날부터 널리 존재해 온 세균이다. 결핵감염의 위험은 인류

가 출현하기 이전부터 있었다. 석기시대나 고대이집트의 인골에서도 결핵을 앓은 흔적이 남

아 있다. 물론 이런 흔적을 결핵균 때문에 생겨났다는 증거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근대 이

후 도시환경은 결핵균의 전파에 좋은 여건을 제공했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접

촉하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결핵균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서유럽에서 

도시는 서기 1000년경부터 점차 중요성이 더해 갔지만, 14세기 후에도 유럽의 대부분 지역에

서 도시주민이 차지하는 인구비율은 매우 낮았다. 따라서 중세기에 발달한 도시에서 결핵 때

문에 한센씨병이 줄어들었다는 주장은 충분한 근거가 없다.

1346년 이후 유럽의 나병수용소가 거의 쓸모없게 된 원인을 찾아보기에 앞서 아직 분명하

게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질병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하자. 프람베시아(frambesia: 인도마마)

는 중세기의 의사들이 보기에 나병으로 분류할 수 있는 병이었다. 이 병을 일으키는 스피로

헤타(spirochete)는 매독균과 거의 구별하기가 어렵다. 프람베시아는 이 병에 걸린 사람과의 

접촉에 의해 피부로 들어와서 발병한다. 물론 프람베시아가 중세 유럽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있었다면 얼마나 유행했는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다. 있었더라도 증상 때문에 당연히 

나병으로 오인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콜롬버스가 아메리카대륙을 발견하기 이전부터 유럽에 

스피로헤타 감염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 감염증은 결핵과 마찬가지로 먼 옛날부터 인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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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관계를 맺어 왔다. 인류가 지구 전체에 확산된 원시수렵시대에 이미 전 세계에 퍼져 나

갔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프람베시아가 1347년 이전에도 유럽에 존재했고 나병으로 오인되어 왔다는 전제가 받아

들여진다면 이 감염증이 이 시기부터 점차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15세기말부터 매독이 폭발

적으로 유행하면서 이 병은 유럽 사람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전염병으로 여겨졌다. 심한 증상

을 남겼고, 일단 걸린 사람은 제대로 조직적인 저항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되풀이해서 말

하지만 프람베시아와 매독의 스피로헤타는 같다는 점이다. 단지 차이점을 든다면 한 숙주에

서 다른 숙주로 옮겨지는 경로가 다르고, 이 세균이 침입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 몸 안

에서 생기는 감염경로가 다를 뿐이다. 

이런 가정을 받아들인다면, 페스트의 대유행 후 유럽에서 감염양상이 크게 변화된 병은 하

나가 아니라 두 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피부의 직접적인 접촉은 

옷과 연료가 충분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일수록 늘어난다. 겨울에 몸을 따뜻하게 해 줄 수 있

는 옷이 없고 주거공간을 따뜻하게 해 줄 연료가 부족할 때,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몸을 밀착해서 지내는 방법밖에 없었을 것이다. 13세기에 서유럽의 여러 지역에선 나

무가 몹시 부족했다. 따라서 농민이 추운 겨울을 무사히 지내는 데는 이 수단밖에 없었을 것

이다. 그러나 14세기에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1400년에는 1300년에 비해 같은 지역에서 목숨

을 보존해서 살아나가야 할 사람들이 약 40%나 줄었다. 그만큼 살아남은 사람들은 더 많은 

목재와 양털을 이용할 수 있었다.  

게다가 14~17세기에 서유럽에서 모직물 생산이 현저히 늘어서, 동지중해나 아시아지역에 

양질의 모직물이 수출되기도 했다. 물론 농민의 일상적인 의복에 맞는 지방 수공업에 의한 

값싼 모직물 생산에 관한 기록은 거의 없다. 그러나 종전과는 달리 점차 유럽 사람들이 입는 

옷이 두꺼워 졌으리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외에도 페스트로 인해 일손이 모자라 

임금이 올라가고 실질소득도 상승해서 임금노동자들도 더 좋은 옷을 살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이 실질임금의 상승이 계속적이고 보편적 현상은 아니었겠지만, 이용 가능한 양모가 늘

어나고 사람의 수가 줄었다는 사실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도 과거보

다 몸을 제대로 보온할 수 있는 좋은 옷을 입게 되어, 한센씨병이나 프람베시아가 쉽게 전파

될 수 있는 피부를 통한 전파경로를 차단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며 그 결과 나병환자가 격감

하고 유럽의 나병수용소도 쓸모가 없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모직물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옷에 기생하는 이와 빈대가 늘어나 발진티푸스 같은 

전염병이 만연하게 되었다. 실제로 발진티푸스는 1490년에 유럽 각국의 군대에 막대한 타격

을 주면서 역사의 표면에 나타났다. 또한 위엄을 차리기 위해 사람들이 몸의 많은 부분을 옷

으로 감싸는 생활습관이 늘어났다. 16~17세기에 개신교를 믿는 국가는 물론 천주교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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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청교도적 기풍이 강조되어 인간의 성이나 육체적 기능을 가능한 옷으로 은폐하려는 경

향이 생겼다. 이런 사조는 가난한 사람들도 몸을 충분히 옷으로 가릴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시작될 수 있었다고 본다. 이러한 운동이 계속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1346년 이후 유럽에 

이용 가능한 옷이 크게 늘어났다는 필자의 주장에 유력한 간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기후가 추워지고 모직물 공급이 확대되자 한센씨병의 병균이나 프람베시아의 

스피로헤타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았다. 따라서 프람베시아는 성기의 점막을 통한 감염에 의

해 숙주에서 다른 숙주로 이행하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따라서 이 병의 증상도 완전히 달

라졌다. 16세기 초 유럽의 의사들은 이 병에 매독이란 새로운 이름을 붙였다. 과거의 프람베

시아는 대개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흔했던 감염병이었다. 어린이들에게 많았고 극도로 저항

력이 떨어진 경우를 빼고는 상처가 전신에 퍼지는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이제 스피로헤타는 

성인만을 침범하게 되었다. 또한 그 증상도 매우 심했다. 마치 홍역 같은 소아전염병이 나이 

먹은 사람들을 침범했을 때에 훨씬 증상이 심한 경우와 비슷했다.

그러나 한센씨병의 병원균은 새로운 감염경로를 찾지 못했다. 단지 스칸디나비아반도에서

만 어느 정도 그 세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아마 그곳은 추위가 심하고, 양모의 공급이 

다른 곳에 비해 풍부하지 못해서 오래된 생활습관이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나병균이 쉽게 전

파될 수 있었을 것이다.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 점차 사람들이 결핵균에 노출되는 기회가 늘

어나서 한센씨병이 정말 줄어들었는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주장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을 

제시할 뿐이다. 폐결핵과의 접촉이 중세 유럽에서도 나병에 부분적으로 면역력을 준 것은 틀

림없는 사실이지만, 이 역시 어디까지나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 이외에도 생활환경에 깊이 관

여한 식사내용의 변화, 기후의 한랭화, 공중목욕탕의 변천 같은 요인이 의복이 늘어난 사실

보다 훨씬 큰 영향을 끼쳤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페스트가 거듭해서 유행하고, 이에 따라 유

럽의 인구가 감소한 반면 모직물 생산이 증가하고 나병수용소가 쓸모없게 된 것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이런 각종 요인이 어떻게 서로 작용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었든, 15세기말 최후의 10년이 

시작될 때까지 전통적인 미시기생(微視寄生)이 받은 심각한 충격은 점차 진정되었다. 1347년

부터 1420년경까지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페스트 유행도 사라졌다. 인구는 증가했고 유럽사

회는 천천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2. 전염병의 상호교류  

유라시아의 문명권 사이에 정기적인 교류가 생겨나면서 각종 전염병에 대한 적응이 서기 

900년경에는 끝나고 비교적 안정된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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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이르자 유라시아대륙과 아프리카대륙에서 개별적으로 유행해왔던 각종 전염병이 빈번

한 상호교류를 통해 여러 지역의 사람들에게 옮겨져서 충분히 적응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

다. 구세계 전체를 볼 때,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들은 사

람에서 사람으로 직접 전염되는 대부분의 전염병의 침입을 받아서, 전혀 저항력이 없는 사람

들은 없게 되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전염병의 유행이 시간적으로 보아 그 간격이 큰 경우

에는 감수성 있는 연령층의 사람들이 늘어나, 또 다시 같은 전염병 때문에 무서운 참화를 겪

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두 가지 요인이 그대로 존재했다. 하나는 극동과 서

방세계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였다. 인구증가는 서기 900년경부터 중국과 유럽세계가 성공적

으로 끝마친 전염병에 대한 적응과 기술상의 장애를 극복한 데 따른 결과였다. 이러한 발전

은 결국 구세계의 거시기생(巨視寄生) 면에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 우선 중국과 서유럽은 군

사 ·경제 ·문화면에서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다. 또한 900년부터 1200년에 걸쳐 유라시아세계

가 지닌 또 하나의 불안전한 구조의 요인은 육로는 물론 해로를 통한 급속한 동서 교류의 발

전이었다. 

이러한 기존의 미시기생(微視寄生)과 거시기생(巨視寄生) 현상에 크게 영향을 끼친 최초

의 변화는 아시아대륙을 횡단하는 육로를 통한 대상무역의 발전이었다. 대상교통은 징기스

칸(1167~1277)이 건설한 몽골제국의 지배 하에서 융성했다. 세력이 절정에 도달했던 

1279~1350년에 제국은 중국의 전 영토와 러시아의 거의 전 국토(변방의 노브고로드 만이 독

립을 유지했다), 중앙아시아와 이란, 이라크도 지배했다. 따라서 하루에 160km씩 몇 주일 동

안 계속 달리는 파발꾼이나, 좀 느린 속도로 먼 거리를 왕래하는 대상이나 군대들로 이루어

진 커다란 교통망이 제국의 영토를 1350년대까지 유지시켰다. 그 후 중국에서 반란이 일어나

고 1368년에 이르자 몽골인들은 이 풍요로운 점령지에서 완전히 추방되었다.      

그러나 그전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유라시아대륙을 오고갔지만 그런 사실은 문자로 쓰

인 기록에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마르코 폴로의 여행기도 이런 여행에 관한 우연한 기록이

다. 그가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 제노아의 옥중에 있을 때 포로 중에 그의 얘기를 기록해둘 가

치가 있다고 느낀 이야기작가 루스티켈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마르코 폴

로라는 인물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가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다른 기록들을 봐도 몽골제

국의 출현에 따라 유라시아대륙의 교통이 크게 쉬워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플

랑드르 사람으로 선교사였던 류브루크(Rubruck)가 1254년 프랑스왕의 사절로 몽골의 수도 

카라코롬에 갔을 때, 플랑드르와 가까운 고장출신의 여자를 만났는데, 그녀는 14년 전에 몽

골군이 유럽을 침략했을 때 붙들려 왔다고 한다. 몽골제국 지배하의 교통의 발전은 또 하나

의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다. 단지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인 배경이나 전염병의 경험이 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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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먼 곳에 여행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과거에는 별로 많은 사

람들이 이용하지 않았던 북쪽의 통로를 이용했다. 중국과 시리아를 연결하는 고대의 실크로

드는 중앙아시아의 사막을 횡단해서 오아시스로부터 오아시스로 연결되는 것인데, 이 오래

된 통로 외에도 대상 ·군인 ·파발꾼들은 북쪽의 넓은 초원지대를 통과했다. 그리하여 이들은 

넓은 지역에 걸쳐 인공적 교통망을 만들어냈다. 이 교통망은 카라코롬에 있는 몽골의 총사령

부와 볼가강에 접한 카잔이나 아스트라캄, 그리고 크리미아반도의 카파와 중국의 칸바리크

(북경)를 연결시켰고 그 사이에는 대상들이 머무를 수 있는 기지도 만들었다.   

역학적(疫學的)인 관점에서 볼 때 이처럼 대상들의 통로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또 하나

의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자 초원지대에 야생생태로 살던 쥐 같은 설

치류들이 새로운 전염병 보균자와 접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중에는 선(腺)페스트도 있었

을 것이다. 그 후 오랜 기간에 걸쳐 이들 설치류들은 만성적으로 페스트의 병원균인 파스튜

렐라 페스티스에 감염되었을 것이다. 이들 설치류는 땅속 깊숙이 구멍을 뚫고 살기 때문에 

시베리아나 만주 같은 추운 겨울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 결과, 페스트균도 연중 살아남을 

수 있는 국지적으로 매우 좋은 기후환경이 생겨났고, 굴속에선 페스트균을 가진 설치류와 곤

충이 복합적인 공동체로 살아남게 되었고, 페스트감염 또한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게 되었

다고 믿어진다.   

유라시아대륙의 초원지대에서 구멍을 파고 사는 설치류들이 언제부터 페스트균을 갖게 되

었는지 확실하게 단언할 수는 없다. 이들 설치류가 분명히 선페스트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은 사람에게 크게 유행했던 페스트의 발생을 조사하기 위해 1921년에서 1924년에 걸쳐 실시

된 국제전염병 역학조사단의 활동을 통해서 밝혀졌다. 이 조사활동은 1890년대부터 남러시

아의 돈 ·볼가유역 지방에서 얻은 조사결과에 힘입은 바 컸다. 이미 1890년대에 각종 설치류

들이 페스트균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는데, 이때까지 페스트의 감염은 계속되었고 

사람들은 페스트의 위험에 대처하려고 여러 가지 특별한 관습을 지켜왔다. 그러나 러시아인

들이 주장하듯이 러시아의 페스트가 역사시대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고는 믿기 어렵다. 오히

려 몽골제국의 출현에 따라 과거에는 도저히 오갈 수 없었던 먼 고장을 빈번하게 오가게 되

면서 파스튜렐라 페스티스가 유라시아대륙의 초원지대에 살던 설치류들에게 옮겨져서 페스

트가 시작되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러한 필자의 가설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 우선 여기서 다루는 시대에서 벗어나서 19~20

세기에 생겨난 페스트 유행을 보다 더 상세하게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여러 나라의 의학자들

의 팀워크에 의한 당시의 페스트관리는 근대의학이 거둔 극적인 승리의 하나였다.   

얘기는 중국 내륙의 변방에서 시작된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페스트는 서기 2~3세기경

까지는 이미 중국과 인도의 국경에 가까운 히말라야 지방에 들어와 있었을 것이다. 아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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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들어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19세기 초에 이르자 살윈강 상류가 페스트균의 

오염지역과 비오염 지역을 나누는 경계가 되었는데, 1855년 운남성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진

압을 위해 살윈강 너머로 파견된 정부군은 페스트의 위험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감염되었고, 그 후 중국으로 되돌아온 이들은 중국의 여러 곳에 페스트를 확산시켰다. 이에 

따라 중국의 여러 고장에서 페스트환자가 계속 발생했지만, 외부세계의 관심을 끌지 못했는

데 드디어 1894년에 광주와 홍콩에서 발생하자 이 고장에 살았던 유럽인들을 놀라게 했다.

1894년에도 세균학은 크게 발전하지 못해서, 소아기에 머물러 있었다. 유럽인의 기억 속에 

당시까지도 어두운 그림자를 남기고 있던 페스트가 발생했다는 뉴스는 곧 파스퇴르와 코흐

의 제자들로 하여금 이 전염병의 수수께끼를 풀도록 했다. 국제조사단이 조직되어 현장에 급

파되고 몇 주일 후에 곧 일본인 한 사람과 프랑스 세균학자가 파스튜렐라 페스티스를 발견

했다. 그것이 1894년의 일이었는데 그 후 10년에 걸쳐 이 병원균이 설치류로부터 벼룩을 통

해 사람에게 옮겨지는 전파경로가 확인되었다. 그 후 홍콩 ·봄베이 ·시드니 ·샌프란시스코 ·부

에노스아이레스 등지에서 페스트가 발생했을 때마다 조사 ·연구를 통해 국제 연구팀이 조직

되고 활동한 결과, 전모가 분명하게 밝혀졌다.   

그러나 그 10년 동안에 세계의 여러 항구들은 모두 이 전염병의 발생을 경험해야만 했고, 

페스트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더 높아졌다. 대개는 페스트를 재빨리 관리할 수 있었지만, 

인도에서는 내륙지방에까지 만연해서 1898년 처음으로 봄베이에서 발생한 이후 10년에 걸쳐 

사망자 수가 600만 명을 넘어섰다. 유럽과 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의 여러 곳에서도 페스

트가 발생했다. 따라서 이 병이 많은 사람에게 퍼지게 되면 매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누구나 잘 알았다. 따라서 모든 위험지역에서는 연구에 박차가 가해졌다.   

그 연구결과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발견되었는데, 구멍을 파고 사는 야생 설치류는 사람

보다 쉽게 페스트균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이다. 1900년에 캘리포니아의 다람쥐도 페스트균에 

감염된 사실을 발견해 냈고 또한 같은 해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중국인들에게 소규모의 페스

트 환자들이 발생했다. 사람의 경우에는 선페스트 감염이 쉽게 사라졌지만 미국의 야생 다람

쥐에선 페스트균이 계속 증식해서 오늘날에도 보균상태에 있다. 그 후 10년 사이에 남아프리

카의 더번(Durban) 근교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근교의 설치류도 페스트균에 감

염된 사실을 알아냈다. 그 후 이런 도시에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페스트가 발생했다. 

지역마다 야생 설치류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설치류의 종류가 어떻든 

페스트균에게는 좋은 안식처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교외에서 처음 페스트

균이 발생한 후 해마다 북아메리카의 페스트 오염지역은 확대되었다. 그 결과 1975년에는 미

국 서부의 거의 전 지역과 캐나다와 멕시코에 사는 설치류가 대개 페스트균의 보균 동물이라

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렇게 넓은 오염지역은 과거에 존재했던 구세계의 옛 페스트 오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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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필적한다.

북아메리카의 페스트 오염지역 확대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발생적인 것이었다. 우선 땅

에 구멍을 파고 사는 설치류의 생활양식 자체가 페스트균을 한 지하 도시로부터 다른 지하 

도시로 전파하는 데 매우 좋은 조건을 제공한다. 대개 설치류들은 어느 정도 성장하면, 태어

나서 자란 고장으로부터 쫓겨나, 새로운 짝을 찾아 가까운 곳에 구멍을 판다. 이 중에는 자신

의 공동체를 버리고 떠돌아다니면서 때로는 몇 km씩 밖으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이 설치류

는 다른 설치류의 공동체와 가깝게 되면 완전히 서식처를 옮긴다. 이런 생활양식은 각기 다

른 유전자를 교환하는 데 효과적이며, 설치류 자체의 진화에도 도움을 준다. 그러나 가지고 

있던 감염병을 다른 설치류에게 옮기게 되고 10~30km씩 먼 고장에 전파하기도 한다. 북아메

리카의 야생설치류 사이에 페스트가 만연하게 된 것은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 즉 인간의 

활동이 이러한 전파속도를 빠르게 했던 것이다. 목장 노동자는 일부러 병든 설치류를 트럭에 

실어 몇백 km 떨어진 곳에 버리곤 했다. 이는 프레이리 독(북아메리카의 초원지대에 사는 설

치류 ― 역자 주)을 감염시켜 죽임으로써 소에게 뜯길 목초의 피해를 줄이려 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엄격하게 따져 보면 북아메리카의 페스트 전파는 본질적으로 인위적인 힘에 의해 좌

우된 것은 아니었다. 1940년에 이르자 미국의 설치류 34종과 35종의 벼룩도 페스트균을 갖

게 되었다.    

1900년 이후 북아메리카와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에서는 사람들이 페스트에 자주 걸렸

다. 1940년대에 항생물질이 생겨날 때까지 치사율은 감염된 사람의 거의 60% 정도로 거의 

일정했다. 1940년대 이후 항생물질이 나와서 치료가 쉬워졌지만,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지 않

으면 치사율은 높아진다. 그러나 그동안 목장 노동자나 아메리카와 남아프리카의 초원지대

에 사는 사람들은 일정한 생활습관을 만들어냈고, 따라서 페스트균이 번식하고 있는 설치류

나 진드기의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도 생겨났다. 그 결과 오염지역은 늘어났

지만, 사람에게 실제로 페스트가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경우는 

별로 없다. 특히 어떤 나라나 지방에서는 관할구역에 이 전염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표하

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다.    

그러나 1911년에 이르자 만주에서 대규모의 페스트 환자가 발생했고 1921년에 재발했기 

때문에, 이 병을 관리하기 위한 국제적 활동이 개시되었다. 이 국제 활동에 참여한 조사원들

은 이 페스트가 마모트로부터 사람에게 옮겨진 사실을 밝혀냈다. 마모트는 구멍을 파고 사는 

대형 설치류로, 그 털은 국제적으로 모피시장에서 비싼 값으로 팔렸다. 근래 오염된 미국의 

다람쥐들이나 다른 설치류와 같이 마모트도 파스튜렐라 페스티스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 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초원지대의 유목민들은 전염병 관리의 원칙에서 볼 때 매우 효과

적인 예방수칙을 지켰다. 신비적인 면도 있었지만 이들은 덫을 놓아 마모트를 잡는 것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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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여겼고 반드시 쏘아 잡는 것이 원칙이었다. 또한 행동이 민첩하지 않은 마모트는 잡지 

않았고, 마모트 집단에 병이 생긴 것 같으면 사람들은 천막을 거두어 딴 곳으로 이동했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습관은 사람이 페스트에 감염되지 않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1911년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쇠약해지고 점차 힘을 잃게 되면서 그동안 국가적

으로 금지되어왔던 한족의 만주이주가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지역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

는 한족 이주자들은 마모트의 모피사냥에 나섰지만, 이들은 이 고장의 전통이나 관습을 알지 

못했다. 그리하여 덫으로 병에 걸린 마모트도 사정없이 잡았다. 당연히 이들 사이에 페스트

가 발생했고 곧 하르빈 시를 중심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페스트는 만주에 새로 건설된 철도

를 따라 사방으로 퍼졌다.   

이처럼 1894년에서 1921년까지 일련의 페스트 유행이 계속되자, 이 병의 관리방법을 찾아

내고자 조직된 의사들이 전문적 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페스트가 새로운 지역에서 주민들 

사이에 퍼지는 전파경로를 찾아내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조사연구에 따른 

효과적인 보건대책이 실시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20세기 개막과 함께 이 지구상을 완전히 덮

은 무서운 페스트의 유행을 겪었을 것이다. 사망자 수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유행한 페

스트에 따른 희생자 수나 14세기에 유럽에 거의 모든 나라를 휩쓸었던 페스트보다 무서운 결

과를 초래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인류가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페스트 유행을 통해 밝혀낸 사항 중 아마도 세 가지 사

실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1870년대 이후 급속하게 발달한 기선(汽船)의 항로망이다. 이 항로망은 지구 전체

에 페스트를 전파하는 데 매우 좋은 수단이었다. 실제로 페스트가 광주나 홍콩에서 발생한 

후 다른 항구로 전파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기선의 속도에 비례했다. 이론적으로 볼 때, 페

스트균은 이 병에 걸린 사람에게 회복 후 면역력을 주기 때문에 같은 배 속에서 몇 주일씩 함

께 있게 되면 쥐나 벼룩과 사람들이 같이 감염되어 감수성 있는 숙주는 없어질 것이다. 따라

서 돛단배가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던 시절에는 페스트균이 생명을 유지해서 한 항구에서 

먼 항구에 도달하거나 아메리카대륙이나 남아프리카 쥐들에 옮겨지기는 불가능했다. 그러나 

기선이 생기면서 배의 속도가 빨라졌다. 또한 크기도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따라서 한

꺼번에 많은 쥐를 싣고 오랫동안 감염이 계속될 수 있게 됨으로써 바다는 더 이상 전염병이 

쉽사리 꿰뚫을 수 없는 장벽이 아니게 되었다. 

두 번째, 배를 통해 쥐와 벼룩은 세계 각지 항구의 많은 사람들에게 페스트균을 옮길 뿐만 

아니라, 척박한 반 건조지대에 살고 있던 야생 설치류들에게도 똑같이 페스트균을 옮기게 되

었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에서는 이런 페스트균의 잠재적인 병원

체 보유동물, 즉 설치류가 오래전부터 살아왔다. 이들이 단지 자연계에서 이 고장을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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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스트의 중심지로 만드는 데 단 하나 모자랐던 점은 먼 바다를 통해 페스트균이 들어오지 

못했다는 점이다. 설치류는 생물학적으로 보아 종류가 다양하고, 지방에 따라 생활양식도 달

랐지만 페스트에 대해서는 같이 감수성을 가지며 일단 걸리게 되면 끊이지 않는 감염의 사슬

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인류에게 큰 비중을 가진 전염병이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먼 곳으로 이

동한 사실은 의학자들이 이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이후에야 가능했을 것이

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지리적 이동이 없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는 19세기와 20세기에 걸친 페스트균의 역사는 이런 이동의 가능성을 제시한 모형에 지나지 

않으며 그 전형적인 경우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전염병전파를 방해해 왔던 장벽이 

없어지면, 얼마나 빨리 전염병이 새로운 곳에 출현하게 되는지 실증적으로 제시한 실례라 여

겨진다. 다시 말하면, 짧은 시일에 파스튜렐라 페스티스가 거둔 성공적인 지리적 이동은 별

로 놀라운 현상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일반화된 생물학적 현상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생태

학적 균형이 변하면,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모든 생물은 그 변화에 재빨리 적응해서 종족을 

증식시키거나 새로운 처녀지를 점령해 버리는 것이다.  

세 번째, 운남성이나 만주같이 파스튜렐라 페스티스가 감염된 설치류에 흔한 지역에서 

주민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각종 특유의 생활습관은 대개 이 페스트가 사람들에게 옮겨지

는 것을 막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점이다. 외부에서 침입해 온 사람들이 이러한 지방의 

‘미신들’을 따르지 않았을 때 페스트는 사람에게 옮겨졌다. 또한 두 지방에서 페스트에 전혀 

무지한 외부인들이 들어오게 된 것은 군사 내지 정치적인 변동과 관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정치와 군사적인 대변동은 이런 전염병의 유행을 불러일으키는 데 깊은 관계가 

있다.  

전통적으로 이용되어 온 여러 관습이 운남이나 만주에서 예방수단으로 매우 효과적이었다

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본다면, 1894년부터 1924년까지 성과를 거둔 과학적인 관리대책 또

한 오래전부터 인류가 돌발적인 전염병의 유행에 직면할 때마다 나타내 온 일종의 반응이라

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효과도 신속하고 성과도 컸지만 따지고 보면 가장 흔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일반적인 대응에 지나지 않았다.   

인류는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도 신화 ·습관을 통해 전염병의 피해를 최소한으

로 억제할 수 있는 행동양식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제는 근대과학으로서 의학이 새로운 행동

규범을 만들어냈다. 국제 검역체계라 할 수 있는 세계적인 행정조직을 통해 모든 사람은 새

롭게 만들어진 행동양식에 따르도록 강요된다. 물론 거시적으로 보면 20세기 의학과 보건사

업의 빛나는 업적도 그렇게 신기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인류가 해낸 선

페스트에 관한 여러 가지 발견은 과거에 이 병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행동양식과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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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 수 없다. 이제 의사와 보건요원은 세계적인 규모로 인구의 성장을 방해하고 역전시킬 

가능성이 높았던 전염병의 대유행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게 만들어놓았다.   

이제 19세기에서 20세기에 관찰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시 13세기로 되돌아가 몽골제국

의 출현에 따라 새롭게 인구이동이 일어난 결과 유라시아대륙의 파스튜렐라 페스티스균 분

포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몽골제국의 세계정복에 앞서 페스트는 이미 한 

개 또는 몇 개 지역에서 설치류에게 감염되어 있었을 것이며,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감염

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여러 행동양식을 습관화시켰을 것이다. 이미 앞에서 지적했듯이 페스

트균의 자연적인 중심지는 인도와 버마, 그리고 중국을 경계로 하는 히말라야 산맥 일부 지

역이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아프리카 중부의 큰 호수를 끼고 있는 초원지대라 생각된다. 만

주와 우크라이나 지방을 잇는 유라시아대륙의 초원지대가 페스트의 중심지가 아니었다는 것

은 거의 확실하다.  

이런 사실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처음 유럽에 나돌았던 페스트와 1337년에 다시 페스

트가 유행하게 된 정황을 비교해 보면, 더 분명해진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의 페스트는 

유럽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기독교 세계의 사료에 나오는 마지막 페스트의 유행은 

767년이었다. 아랍 세계의 저자들도 1340년까지 최소한 150년 동안 페스트에 관해 전혀 언

급하지 않았다. 확실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이 시기에 지중해 연안에서 페스트는 이 도시에

서 저 도시로 옮겨 다닌 연후에 쥐, 벼룩, 사람 사이에서 감염의 사슬이 끊어져 버렸다고 생

각된다. 다시 말하면 파스튜렐라 페스티스는 더 살아남을 수 있는 생태학적 조건을 찾을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1347년 이후 다시 페스트는 유럽과 중동지방에 완전히 자리를 잡고 만성화되어 오

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17세기 후로는 북서유럽지방은 더 이상 페스트 유행의 고통을 겪지 

않았지만 동유럽에서는 페스트가 계속되었다. 18세기에 들어서도 현지 공관에서 들어온 보

고를 보면 소아시아의 항구도시 스미르나(Smyrna)에서 페스트가 크게 유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 역시 대상을 통해 내륙의 아나톨리아 고원이나 거기서 가까운 초원지대로

부터 항구도시 스미르나로 들어와서, 뱃길을 통해 여러 항구도시에 퍼져나간 것이 분명하다. 

페스트 유행이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사실은 스미르나에서 1713년부터 1792년 사이에 페스

트가 전혀 없었던 기간은 20년에 지나지 않고, 아홉 번이나 유행해서 사망자 수가 도시의 총

인구 중 약 35%나 되었다는 사실로도 잘 이해할 수 있다.  

1347년 이전의 약 5세기 반 동안 유럽 대륙에서 전혀 페스트가 발생하지 않다가 1347년 이

후 페스트 유행이 거듭된 사실은, 1347년 직전에 페스트가 유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일

이 생겼음을 알려준다. 즉, 19세기에 기선이 나타나면서 페스트의 행동반경이 넓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14세기에도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페스트의 전파에 도움이 되는 기회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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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을 것이며, 그리하여 유라시아대륙의 초원지대에 살던 설치류에 페스트가 전파됨으로써 

1920년대에 의학자들이 만주에서 우크라이나에 이르는 초원지대의 설치류에서 일종의 풍토

병으로 페스트균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이다.

페스트균이 히말라야 산맥의 중심지에서 유라시아대륙의 넓은 초원지대로 이동했던 정황

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3세기 후반에 몽골군 기병대는 운남성과 버마를 침공했고(서기 

1252~1253년 이후), 또한 그 침략 이전부터 야생 설치류가 페스트균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에

도 쳐들어갔다. 1855년의 군사행동을 통해 페스트균이 살윈강을 넘어서 세계의 여러 나라들

에 피해를 끼쳤듯이, 13세기에도 몽골의 침략자들은 이런 고장의 선페스트 감염을 막기 위한 

오래된 금기나 습관을 지키지 않았을 것이다.   

기마병은 빨리 이동할 수 있으므로 페스트는 19~20세기에 그 전파가 용이했던 것과 마찬

가지로 13세기에도 재빨리 확산되었을 것이다. 식량이나 전리품을 실은 말안장에 숨어든 감

염된 쥐나 벼룩은 신속한 몽골군의 이동을 따라 이 병의 전파에 장애가 되었던 바다나 강도 

쉽게 건넜을 것이다. 정확한 시점은 알 수가 없지만 몽골군이 운남성과 버마를 침략한 1252

년 이후 그들은 페스트균을 그들의 고향인 초원지대에 살던 설치류에 전파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이런 지리적 이동이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길은 없

다. 이는, 마치 캘리포니아나 아르헨티나의 야생 설치류에 어떻게 선페스트가 전파되었는지 

밝히기 어려운 것과 같다. 단지 19~20세기에 우리가 밝혀낸 사실을 볼 때, 유라시아대륙의 

초원지대에 살던 설치류에 본격적으로 감염이 시작된 것은 13세기 이후 몽골군이 운남성과 

버마, 그리고 몽골 사이에 수많은 원정군을 파견한 직후일 것이다. 물론 이때 초원의 모든 설

치류가 한꺼번에 감염되지는 않았을 것이며 1900년 이후 북아메리카에서처럼 거의 100년에 

걸쳐 파스튜렐라 페스티스는 한 집단의 설치류에서 다른 집단의 설치류로 옮겨져 유라시아

대륙의 대초원을 횡단했으리라 상상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생각할 수 있다. 몽골군이 운남성과 버마에서 돌아온 1253년 

직후 페스트균은 몽골의 야생 설치류에 전파되어 뿌리를 내렸을 것이다. 그 후 해마다 이 전

염병은 대초원의 서쪽으로 확대되었고 이때 감염된 쥐와 벼룩, 그리고 사람들은 새로운 설치

류에 이 병을 옮겼을 것이다. 그리고 1347년 직전에 설치류에 뿌리를 내린 페스트의 감염원

은 아마도 자연적인 한계에 육박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이처럼 가설로 재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가장 어려운 점은, 중국의 기록에는 하북 지방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아서 열 사람 중 

한 사람 꼴로 많은 사람이 죽은 1331년까지 전혀 전염병 발생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다. 비교

적 범위가 큰 전염병 유행에 관련된 기록은 1353~1354년에 이르러서야 자료에 나온다. 즉, 

이 2년 사이에 중국의 8개 지방에서 전염병이 창궐해서 역사가들의 표현에 따르면 “그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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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중 세 사람에 두 명꼴로 죽었다”고 한다. 장기간에 걸친 몽골군의 침략(1213~1279) 

때문에 정부의 일상적인 업무가 제대로 행해지지 못하고, 기록의 보존이 어려웠다 하더라도 

전염병이 돌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태가 생겨났다면 과거의 기록에 빈틈이 없었던 

역사가들의 눈 ― 역사를 연대별로 기록한 이런 기록이야말로 가장 믿을 수 있는 자료이다 ― 을 

피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중국의 모든 문헌들을 다시 질병사를 중심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한다면 이런 문제는 훨씬 더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연구가 실현되지 않은 현

재로서는 1347년의 유럽의 페스트 유행 같은 전염병이 중국에서 1331년까지는 없었다고 믿

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볼 때 페스트균이 아시아의 대초원에 살던 

설치류에 1250년대부터 기생하기 시작했다고 믿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중국의 페스트 유행

은 1331년보다 훨씬 앞서서 생겨났어야 할 것이며 마르코 폴로가 전해준 쿠빌라이 칸

(1260~1294년 재위)의 찬란했던 왕실도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1331년 이후 사

정은 완전히 달라졌다. 특히 1353년 이후 중국은 역사상 가장 많은 불행과 재앙이 겹치는 시

대에 접어든다. 페스트가 유행했고 이민족인 몽골지배에 대항한 중국인의 저항도 거세어졌

다(1368년 드디어 이민족의 지배에서 벗어나 명나라가 성립했다). 전쟁과 전염병의 유행은 

많은 희생자를 냈다. 믿을 만한 중국인구의 추계치를 보면, 몽골족의 침략이 시작되기 전인 

1200년경에 중국의 총인구는 1억 2천 3백만 명이었지만, 몽골족의 지배에서 벗어난 1세대 후

인 1393년에는 6천 5백만 명으로 격감했다. 비록 몽골족이 잔인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인구수

가 격감한 원인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염병의 유행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유럽에서처럼 빈번하게 재발한 페스트가 바로 중국의 인구를 절반으로 격감시킨 주요 원인

이었던 것이다.  

3. 전염병의 정치사적 결과  

이상과 같은 중국의 자료를 살펴보면 유럽과 중동지방에 살았던 당대의 박식한 사람들의 

페스트의 기원에 관한 견해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슬람교도였던 이븐 알와

디(Ibn al-Wardi)는 알레뽀(Allepo)를 엄습한 페스트 유행에서 살아남았다. 그의 기록에 따르

면 이 전염병은 ‘암흑의 땅’으로부터 발생해서 우선 북아시아에 확대된 후 문명세계로 침입했

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우선 중국을 엄습하고 이곳에서 다시 인도와 이슬람의 여러 나라에 

들어왔다고 한다. 알레뽀는 원래 대상들이 드나드는 도시여서, 14세기에 아시아의 초원지대

를 종횡으로 이어주는 교역망의 중심지였고, 그런 점에서 페스트의 만연에 관한 정확한 정보

를 얻기에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기독교인의 손에 의해 작성된 페스트의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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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관련된 기록에 결론을 보면, 페스트는 우선 중국 ― 알와디의 설명에 따르면 두 번째로 

페스트가 유행한 나라 ― 에 나타나서, 이곳에서 아시아대륙을 횡단해 크리미아 반도까지 이

르렀다고 나온다.  

결국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가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페스트균은 1331년에 중국에 

들어왔다. 그것은 운남성과 버마 같은 오랜 페스트 감염 중심지로부터 직접 들어왔거나 아니

면 만주와 몽골의 초원지대에 살던 설치류가 새로 패스트에 감염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국

에 전파시켰을 것이다. 그 후 16년 동안 이 전염병은 아시아대륙의 대상교역로를 거쳐, 1347

년 크리미아에 도달했고, 거기서부터 페스트균은 배에 실려 여러 항구에 옮겨졌고, 거기선 다

시 내륙지방으로 전파되어 유럽과 중동의 거의 모든 지역에 침투했을 것이다.  

중앙아시아로부터 동유럽의 전 지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었던 대상들의 기지망은 파스튜렐

라 페스티스가 인적이 드문 지역을 뛰어넘어 다른 곳으로 전파되는 데 매우 좋은 조건을 제

공했을 것이다. 대상들이 묵는 숙소는 언제나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의 여행객이나 낙타가 먹

을 상당량의 식량이 비축되어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쥐와 쥐에 기생하는 벼룩도 아주 많았을 

것이다. 서유럽 내륙지방에서는 제분소가 그러한 역할을 했다. 어쨌든 이렇게 모여든 쥐와 

벼룩이 페스트에 감염되면, 다시 주변에 전파시켰을 것이고 게다가 페스트가 새로운 지역에 

확산되어 사람들에게 감염되면,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앞 다투어 도망가게 되고, 그렇

게 되면 병균을 또 다른 곳에 옮기게 되어 새로운 감염중심지를 만들게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생각을 전개하다 보면, 파스튜렐라 페스티스가 유라시아대륙 초원지대의 설치류에 

옮겨져 안정된 보금자리를 가지게 된 데는 별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여겨진다(나중

에 미국에서는 인간의 행동에 의해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으므로 설치류들 간의 페스트 전파

에는 시간이 더 걸렸다).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자료지만 페스트가 유라시아대륙을 단시일에 

횡단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조사도 있다. 1338~1339년에 중앙아시아의 이식 쿨(Issyk Kul)호 

가까운 곳에 살던 네스토리우스파의 기독교를 믿는 무역상인집단에 전염병이 발생한 것으로

도 추정되는데, 최근에 그들의 유골을 발굴해서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과거의 문헌들을 조사

한 러시아 고고학자들은 이들이 선페스트 때문에 죽었다고 결론에 도달한 바 있다.   

따라서 1331년부터 1346년까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 페스트의 전파는 아시아대

륙과 동유럽을 횡단하고 한 대상기지에서 또 다른 기지로 진행되어 나갔을 것이다. 이 과정

에서 초원에 살고 있던 설치류들에게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을 것이다. 사람이나 쥐, 그리고 

벼룩에게는 파스튜렐라 페스티스는 치사율이 높은 병원균으로서 면역반응과 많은 희생을 요

구하는 불청객이었지만 오늘날 남 ·북아메리카나 남아프리카에서처럼 설치류가 사는 지하에

서는 이 병균은 거의 영속적이고 안정된 보금자리를 갖게 되었을 것이다.  

물론 이처럼 유라시아대륙의 초원지대에 페스트균의 보금자리가 생겨났다고 해서 곧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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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페스트의 대유행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희생자를 냈

던 페스트의 대유행에는 다른 두 가지 선행조건이 충족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첫째, 선페스

트를 다른 사람들에게 옮길 수 있는 곰쥐가 유럽 전역에 널리 분포되어야 했다. 둘째, 페스트

균에 감염된 쥐와 벼룩을 여러 항구에 운반할 수 있게끔 선박의 교역망이 지중해지역과 북유

럽을 연결시켜 주어야 했다. 따지고 보면, 곰쥐의 유럽 전역 또는 북부유럽의 침투 자체도 지

중해와 북쪽의 항구를 잇는 정기항로가 생겨난 결과였다. 이 항로가 보편화된 것은 1291년이

었는데, 바로 그해에 제노아의 한 제독이 당시까지 지브롤터해협의 자유로운 항해를 방해해

왔던 모로코를 격파함으로써 이 해협에 기독교국가의 배가 드나들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13세기에는 선박의 구조가 크게 개량되었다. 그리하여 계절을 가리지 않고 연중 항해가 가능

해져 겨울에도 무서운 삭풍을 무릅쓰고 대서양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출항하게 된 배는 쥐에게는 매우 안전한 교통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시절에는 분명하게 존재했던 지중해지역의 경계를 뛰어넘어 쥐

들은 자유롭게 옮겨 다니게 되었다.    

끝으로, 북서유럽의 여러 고장에서 14세기까지 인구가 늘어나 일종의 포화상태에 이르렀

다. 서기 900년부터 시작된 변방의 개척을 통해 장원이나 농장이 늘어나면서, 인구가 조밀한 

일부 지방에서는 산림이 거의 남지 않은 곳도 있었다. 산림은 당시에 연료나 건축 자료로 필

요 불가결한 자원이었지만, 계속 줄어들어 사람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

다. 투스카나 지방에서는 증가하는 농민 수와 농업자원 사이에 문제가 생겨 페스트가 유행하

기 1세기 전부터 이미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끝으로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을 든다

면, 14세기부터 점차 기후가 나빠졌다는 것이다. 특히 북쪽에서는 겨울이 길어지고 추위가 

심해져서 흉작이 거듭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각종 요인과 여건이 상호작용해서 14세기 중반에 이르자 드디어 페스트가 유행하

기 시작했다. 페스트는 1346년 크리미아 반도의 교역의 중심지였던 카파(Caffa) 시를 공격한 

몽골제국의 일원인 킵차크칸국 자니베크칸이 이끄는 군대에서 처음 발생했는데, 그 결과 몽

골군은 포위망을 뚫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미 페스트는 카파시내에 침입했고, 

이어서 배편을 통해 지중해 전역으로 확산되었으며, 이내 유럽의 북쪽과 서쪽으로도 확대되

었다.   

1346~1350년의 최초의 페스트 유행은 무서운 충격을 주었다. 사망자 수는 지역에 따라 크

게 차이가 났다. 일부 작은 지역공동체는 완전히 자취를 감춰 버렸지만, 밀라노처럼 피해가 

전혀 없는 곳도 있었다. 페스트의 전염은 벼룩을 통해 생기는 것만은 아니다. 환자가 기침이

나 재채기를 할 때, 이 균이 포함된 작은 점액의 비말이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서 감염되면 치

사율이 더욱 높다. 1921년 만주에서 이렇게 사람에서 사람으로 공기를 매개로 하는 페스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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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치사율은 완전 100%였다. 또한 14세기의 무서운 페스트의 치사율도 이런 감염 때문에 

생겨났다고 생각한다.  

14세기의 유럽에서의 페스트 유행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옮겨지는 페스트였는가를 따지

는 것은 뒤로 미루겠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페스트 때문에 죽는 사망자 수는 엄청나지만 벼

룩을 통해 전염되는 선페스트의 치사율은 30~90% 정도이다. 항생제가 만들어진 1943년까지

만 해도 근대적인 시설을 갖춘 병원에서 간호와 치료를 하더라도 평균치사율은 낮게 잡아서 

60~70%쯤 되었다.   

그러나 중세유럽의 교통망은 그다지 조직적으로 잘 짜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감염되지는 않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린랜드나 유럽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감염

된 쥐를 실은 배가 들어와서 페스트를 옮기는 경우도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1347년부터 

1350년까지 4년에 걸쳐 페스트 때문에 죽은 유럽 전역의 사망자는 전 인구의 1/3 정도일 것

으로 추산된다. 물론 이는, 영국에 페스트가 돌았을 때의 추정 사망치를 유럽 전역에 그대로 

적용한 수치인데, 영국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거의 2세대에 걸쳐 연구를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추정치는 거의 정확하다고 믿어진다. 이런 조사에 따르면, 페스트 유행 때문에 약 20~40%의 

인구감소가 있었다. 이와 같은 영국의 통계를 유럽 대륙에 그대로 적용하면 근사치밖에 나올 

수가 없다. 이탈리아 북부나 프랑스의 지중해 연안에서는 아마 희생자가 더 많았을 것이고, 

보헤미아나 폴란드에서는 희생자가 적었을 것이다. 반면 러시아와 발칸 지방의 희생자에 대

한 추계치는 아직 없다.     

실제로 나타난 결과는 지역과 공동체에 따라 달랐을 것이다. 그 차이점을 분명하게 밝혀내

기는 어렵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이나 이들이 품어왔던 미

래의 희망에 큰 충격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페스트는 유행이 끝나더라도 완전히 사라지는 경

우는 없었다. 불규칙한 간격을 두고 몇 번씩 유행하는데 그때마다 양상이 변하거나 증상이 

약해지기도 했다. 또한 첫 유행에서 벗어난 곳에서는 다음 유행 때 많은 사망자를 낸 반면, 

전에 많은 사망자를 냈던 곳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면역력을 얻었기 때문에 다음 번 유행 때

는 주로 과거의 유행 이후에 태어난 연령층이 많이 사망했다. 유럽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비

록 인구의 1/4이 없어진 고장이 흔했지만, 처음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1346년 전부터 

이미 쓸 수 있는 자원에 비해 인구가 비교적 많았으므로 페스트로 죽은 사람들의 빈자리를 

메우는 것이 어렵지 않았고, 희망자도 많았다(특히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농장관리인이나 

라틴어 선생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부족했을 것이다). 그러나 1360년대와 1370년대에 거듭 

페스트가 유행하면서 사정은 크게 변했다.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단순노동에 요구되는 인력

조차 부족하게 되었다. 피라미드형으로 이루어진 사회경제의 질서도 점차 변하기 시작했고 

암울한 관념이나 정서가 페스트처럼 퍼져나갔다. 한마디로 유럽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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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이다. 격변에 대응하는 반동과 조정이 유럽 전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1346년 이전에 

주류를 이루었던 구조나 형태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영국은 페스트의 역사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많은데 규칙적이지는 않았지만 영국에

서는 페스트로 인해 거의 1세기 이상 인구가 감소했고 1440~1480년에 최저치에 달했다. 유

럽의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영국의 연구에 비길 만큼 확실한 추정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페스트로 인해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유럽 대륙의 인구가 큰 영향을 받은 것은 틀림이 

없다. 유럽 대륙에서도 영국과 비슷한 시기에 인구의 감소가 계속되었다고 가정한다면 ― 이

러한 추정에는 수많은 국지적인 예외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꽤 가능성이 높은 가정이

다 ― 중세유럽의 인구가 페스트의 충격으로부터 회복되는 데 소요된 시간은 약 100년 내지 

130년쯤 되어서, 사람의 5~6세대에 해당된다. 이런 기간은 후일 아메리카대륙의 원주민이나 

태평양의 작은 섬에 사는 주민들이 새로운 전염병에 직면해서 받은 충격에서 벗어나 적응하

는 데 필요했던 시간과 거의 일치하며, 1950~1953년에 다발성 점액종 병균(RHD)의 침공을 

받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야생토끼의 경우와도 일치한다. 결국 최초의 유행에서는 높은 치사

율을 나타내고 큰 희생을 치르지만 결국 일정한 자연적인 리듬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생물학적인 과정이다. 이런 생물학적 과정에는 문화적 과정도 함께 진

행된다. 페스트가 돌면 사람들은 ― 아마 쥐도 마찬가지겠지만 ―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

는 수단을 익히게 된다. 예를 들어 환자를 격리하고 검역을 실시하려는 생각이 1347년에 생

겨났는데, 이는 성경에 나오는 나병환자를 추방하는 규정으로부터 유래한다. 즉 페스트환자

를 일시적으로 나병과 똑같이 취급한 것이다. 결국 40일간의 격리가 검역의 기준이 되었는데 

이는 건강한 사람들이 병에 대한 공포나 저주를 나타내는 공인된 수단이었다. 그러나 19세기

말까지 이 병을 전파하는 데 쥐와 벼룩이 담당하는 역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따라

서 검역도 효과적이지는 못했다.  

그러나 완전히 절망해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뭔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훨씬 심리

적으로도 안정감을 준다. 그리하여 검역조치가 1465년에 라구사(오늘날 크로아티아의 두브

로브니크)에서 최초로 제도화되었고 이어서 베네치아에서 1485년부터 실시되었는데, 다른 

곳에서도 모방하게 되었다. 페스트 유행의 의심이 있는 항구로부터 도착한 배는 모두 일정한 

거리에 닻을 내리고 40일 동안 육지와의 교섭을 끊어야 했다. 검역조치는 언제나 강제적으로 

요구되지도 않았고 사람만 상륙할 수 없었을 뿐 쥐나 벼룩의 상륙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페스트의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된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엄

격한 검역조치를 취해서 40일 동안 차단한다면, 어떤 병도 배에서 감염의 사슬이 다 끝나게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지중해지역의 기독교 국가들이 여러 항구에서 받아들인 검역제

도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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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방어조치에도 불구하고 중세 후반부터 근세 초기에 이르기까지 페스트는 유

럽의 여러 지역에서 인구동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존재했다. 특히 지중해지역은 

흑해나 소아시아의 여러 항구를 통해 설치류가 감염되기 쉬워서 언제나 페스트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따라서 지중해의 주요 항구에서는 자주 검역조치가 실시되었고, 도시에서도 격리

가 실시되었다. 이런 검역조치가 점차 완화된 것은 19세기 들어서 전염병 감염에 대한 새로

운 생각이 생겨나면서였다. 지중해지역에서 발생한 최후의 가장 큰 페스트 유행은 마르세이

유와 그 근교에서 1720~1721년에 발생했다. 17세기에 이르기까지 페스트는 자주 유행했다. 

어떤 도시에서는 1년 만에 인구의 1/3 내지 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망하는 경우도 흔했다. 

일례로 베네치아를 들 수 있는데, 이 도시의 통계는 16세기 후반에 이르러 거의 신뢰할 수 있

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 통계를 보면 1575~1577년 그리고 1630~1631년에 페스트가 두 번 유

행했는데 이때 모두 이 도시인구의 1/3이나 그 이상이 사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유럽에서도 지중해지역을 벗어나면 페스트에 노출되는 기회는 많지 않았으며 따라서 

중세 후반부터 근세 초기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지역에서 방역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지역에는 흔히 페스트의 유행도 많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일단 유행하면 피해가 엄청

났는데, 그 실례는 1596~1602년에 스페인 북부지방을 휩쓴 페스트의 대유행이다. 일부 추계

에 의하면 당시의 페스트 유행 때문에 이 고장에서 5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또한 1648~ 

1652년과 1677~1685년에도 페스트가 유행했다. 이리하여 17세기에 들어서도 페스트 때문에 

죽은 스페인사람의 수는 오히려 두 배로 늘어났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페스트는 스페인의 

정치 ·경제적인 세력을 약화시킨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부유럽에서는 페스트에 대한 검역조치나 행정대책이 전혀 없었다. 대신 페스트

에 대한 대중의 증오나 공포심이 격한 형태로 나타나고는 했는데, 특히 오랫동안 억눌려온 

가난한 사람들의 부자에 대한 원한이 자주 표면화되어 폭발했다. 여러 곳에서 일어난 폭동과 

약탈은 당시의 사회체제 자체에 중대한 시련이 되기도 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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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달마의 이종입(二種入)에 대한 소고(小考)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명예교수  배광식

I. 서론  

불교의 수행법은 계정혜(戒定慧; śīla, samādhi, prajñā) 삼학(三學; śikṣā-traya)이 근본이다. 

계는 악을 그치고 선을 닦는 계율(戒律)을, 정은 심신을 고요히 하고 정신통일을 하여 마음

을 산란하지 않게 하는 선정(禪定)을, 혜는 번뇌를 깨뜨리고 진리를 증득(證得)하는 지혜(智

慧)를 가리킨다.    

세속의 모든 것은 괴로움[고(苦)]이다. 즉 불만스럽고 견디기 힘든 것들이다. 추위와 더위, 

배고픔 등은 직접적인 괴로움[고고(苦苦)]이고, 즐거움[낙(樂)]이 사라지는 것도 괴로움[괴고

(壞苦)]이고, 무상해서 변천해 가는 것도 괴로움[행고(行苦)]이다. 이를 삼고(三苦)라 한다. 우

리가 사는 욕계(欲界)에는 이들 삼고(三苦)가 다 있고, 색계(色界)에는 고고는 없으나 괴고와 

행고가 있고, 무색계(無色界)에는 행고만 있다.   

우리는 괴로움이 아닌 평온한 마음[안심(安心), 열반(涅槃)]을 원한다. 괴로움뿐인 이 세상

에서 평온한 마음을 원한다면, 곧 괴로운 마음에서 출발해서 평온한 마음에 도달하려면 수행

이 필요하다. 그런데 수행은 세상에서의 물러남이고, 금욕적이고, 여러 가지 고난이 따른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출발점과 도달점에는 관심이 있으나 수행과정은 회피하고 싶어

한다.   

세속이 즐겁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몸이 기호와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놀랄만한 도구’1)

이므로, 몸의 쾌락에 취해 살고, 수행이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세속의 고에 예민한 사람들은 

췌약(悴弱)하고 혐오스러운 몸을 부정(不淨)하게 여기고, 탐욕에 의해 빚어졌고, 더 큰 탐욕

을 부르는 몸에 진정한 자아가 깃들기에는 너무 속박되고 불안정하다고 여긴다. 따라서 세속

을 떠나 수행할 수밖에 없다.  

삼학 중 ‘선정 수행은 우물과 같아서 불교 안에 살아 숨 쉬는 모든 것이 그 우물에서 샘솟

   1) 배광식 번역, 『불교의 길』, 뜨란출판사, 2021, p.188. <원저; Buddhism: Its essence and development 

by Edward Conze, Aug 27, 2003, Dover Pub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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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2) 선정 수행을 통해 세속이 무가치하다는 믿음을 키우고, 강화시켜, 무상(無常), 고(苦), 

무아(無我)의 삼법인(三法印)의 관점에 공감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모든 현상에 대해 욕망에 

따른 취사선택을 버리고, 청빈한 삶을 살고 있는 그대로에 자족하게 된다. 

붓다께서, 혹은 초기불교에서 닦은 근본선(根本禪)은 구차제정(九次第定)이고, 중국 ‘선종

의 선은 열반묘심(涅槃妙心)을 그 체(體)로 하며’3), 근본선과는 구분된다.  

이에 근본선인 구차제정을 간략히 살펴보고, 중국 선종의 선과, 중국 선종에 지대한 영향

을 끼친 보리달마의 친설(親說)로 여겨지는 <이종입(二種入)> 원문과 그 한글번역을 살펴봄

으로써, 고에 예민한 분들은 선정 수행의 바른 길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세속에 탐닉하는 

분들은 청정한 삶을 취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II. 구차제정(九次第定)  

구차제정은 팔선정(八禪定)에 멸진정(滅盡定)을 더한 것이다. 팔선정은 색계 사선정(四禪

定)과 사무색정(四無色定)을 더한 것이다. 

팔선정은 감각적 자극4)의 영향과 그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 반응5)을 초월(超越, Tran- 

scending)하기 위한 수행법으로, 감각적 자극에 정신을 집중6)하는 수행으로 시작한다.  

1. 색계 사선정(四禪定) 

1) 초선정[(初禪定); 이생희락지(離生喜樂地)]  

모든 탐욕과 악을 여의고, 개괄적으로 사유하는 마음 작용[심(尋)7)]과 세밀하게 고찰하는 

   2) 배광식 번역, 위의 책, p.183.  

   3) 성륜불서간행회 편, 『청화선사(淸華禪師) 법어집 II 원통불법의 요체(圓通佛法의 要諦)』, 성륜각, 

2003, p.201.   

   4) the impact of sensory stimuli. 

   5) our normal reactions to the impact of sensory stimuli. 

   6) concentrating on a sense stimulus. 

   7) 심(尋): 개괄적으로 사유하는 마음작용, 심구(尋求: 찾고 탐구함), 거친 살펴봄, 구역(舊譯)의 각

(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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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작용[사(伺)8)]이 있고, 욕계[이생(異生)9)]를 떠난 기쁨[희(喜)]과 즐거움[락(樂)]이 있는 선

정이다. 초선정에는 팔식(八識) 중 비설(鼻舌) 이식(二識)이 없으므로 여기에서의 락(樂)은 

안이신(眼耳身)의 락수(樂受)이다. ‘감각적 욕망, 악의, 나태, 무감각, 흥분과 당혹감 등의 불건

전한 성향을 잠시 억제하여, 불건전한 성향을 떠나 모든 생각을 특정한 대상에 집중한다.’10)  

초선정에서 팔촉(八觸)11)과 십공덕(十功德)12)이 나타난다. 팔촉은 ‘보리가 변해서 누룩이 

되고, 누룩이 변해서 술지게미가 되고, 술지게미가 변해서 술이 되는 것과 같다. 술지게미는 

욕계정(欲界定)에 해당하고, 술은 초선정에 해당한다. 이 둘은 보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밖에는 움직이는 모습이 없고 몸 안에서 움직임을 느끼는 것이다,’13) 팔촉은 사대(四大)의 체

용(體用)의 상호작용이다. ‘움직임[동(動)]과 가벼움[경(輕)]은 풍대(風大)이고, 가려움[양(痒)]

   8) 사(伺): 세밀하게 고찰하는 마음작용. 사찰(伺察: 정밀하게 살펴봄). 정밀한 살펴봄. 구역(舊譯)

의 관(觀).  

   9) 이생(異生): worldling. Skt. pṛthag-jana. 범부를 말함. 범부는 미혹한 여러 가지 행위에 따라 각

각 지옥 ·아귀 ·축생 등의 다른 세계에 태어난다고 하여 이생(異生)이라 함. 또는 성인과 다르다

고 하여 이생(異生)이라 함. 

10) 배광식 번역, 『불교의 길』, p.193.   

11) 팔촉(八觸): 선정을 닦을 때 발생하는 감촉으로 초선정에 들어가려고 할 때 4대에서 발생한다. 

가만히 관찰하면 사라짐. Eight physical sensations which hinder meditation in its early 

stages. ① 동촉(動觸). restlessness. 조금 있으면 일어나고 싶은 것. ② 양촉(痒觸). itching. 몸이 

가려워 지는 것. ③ 경촉(輕觸). buoyancy. 몸의 가벼움이 먼지 같아서 날아갈 듯한 것. ④ 중촉

(重觸). heaviness. 몸이 돌처럼 무거워진 느낌. ⑤ 냉촉(冷觸). coldness. 몸이 얼음처럼 차가워

짐. ⑥ 난촉(暖觸). heat. 몸이 불처럼 뜨거워지는 것. ⑦ 삽촉(澁觸). roughness. 몸이 나무껍질

과 같이 껄끄러운 것. ⑧ 활촉(滑觸). smoothness. 몸이 젖처럼 미끄러운 느낌. <지관(止觀) 8.>.

12) 십공덕(十功德; ten merits): ① 공(空). 팔촉(八觸)이 일어날 때 빈 마음이 텅 비고 환하게 열리

는 것. ② 명(明). 밝고 청정하여 아름답고 오묘하여 그 밝음을 비교할 곳이 없는 것. ③ 정(定). 

한 마음이 편안하여 흩어짐이나 움직임이 없음. ④ 지(智). 어둠을 헤매는 의심의 그물이 없이 

마음의 깨달음이 고요하고 예리함. ⑤ 선심(善心). 부끄러워하고 믿고 공경함. ⑥ 유연(柔軟). 욕

계의 잘못된 슬픔이나 거친 사나움을 벗어남. ⑦ 희喜. 경사스럽고 기쁨[경열(慶悅)]. ⑧ 락(樂). 

고요하고 즐겁고 아름답고 미묘함[염유미묘(恬愉美妙)]. ⑨ 해탈(解脫). 오개(五蓋)가 없는 것. 

⑩ 경계상응(境界相應). 마음과 팔촉에 따른 모든 공덕이 서로 대응하여 어지럽지 않고, 염지(念

持)와 서로 대응하여 잃지 않는 것. ►오개(五蓋): 청정한 마음을 덮는 다섯 가지 번뇌. ① 탐욕

개(貪欲蓋). 끝없이 탐하는 번뇌. ② 진에개(瞋恚蓋). 성내는 번뇌. 화내는 번뇌. 증오하는 번뇌. 

③ 수면개(睡眠蓋). 마음을 어둡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번뇌. ④ 도회개(掉悔蓋). 들뜨거나 한

탄하는 번뇌. ⑤ 의개(疑蓋). 부처의 가르침을 의심하는 번뇌.    

13) 지의 『마하지관』(해제)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95188&cid=41893&catego

ryId=4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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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따뜻함[난(暖)]은 화대(火大)이고, 차가움[냉(冷)]과 매끄러움[활(滑)]은 수대(水大)이고, 무

거움[중(重)]과 껄끄러움[삽(澁)]은 지대(地大)이다.’14)  

2) 이선정[(二禪定); 정생희락지(定生喜樂地)]: 심사(尋伺)가 소멸하고, 마음의 믿음[신상

(信相), faith, 믿는 모양]이 청정[내정(內淨), calmness]하여 희락(喜樂)을 느끼는 선정. 대상을 

향하는 생각을 초월하고, 산란함을 그치고 통일되고 평화롭고 확고부동한 태도로 바뀜. 신

[(信), faith]의 확립. 이선정(二禪定)에는 팔식(八識) 중 전오식(前五識)이 없으므로, 락수(樂

受)가 경안락(輕安樂)15)임.       

3) 삼선정[(三禪定); 이희묘락지(離喜妙樂地)]: 희(喜)를 소멸하고 마음이 평온[사(捨)]한 알

아차림[념(念)]과 정지[(正知), 혜(慧)]가 있으며, 몸으로 즐거움[락(樂)]을 느끼는 선정.  

4) 사선정[(四禪定); 사념청정지(捨念淸淨地)]: 고락(苦樂)이 소멸되어 불고불락(不苦不樂)

하며, 마음이 평온[사(捨)]한 알아차림[념(念)]이 있는 선정. 

초선정~사선정 모두 일심(一心)16)의 요소를 공통으로 갖추고 있다. 

이들 색계 4선정에는 초선 5지(支), 2선 4지, 3선 5지, 4선 4지의 총 18지(支)의 요소를 갖

추고 있으며 각각 <표 1>과 같다.    

2. 사무색정(四無色定)과 멸진정(滅盡定)  

사무색정(四無色定, Pāli catasso āruppa-samāpattiyo)은 사공정(四空定)이라고도 하며, 무

색계의 네 가지 선정(禪定)을 말한다. 네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공무변처정(空無邊處定). 허공은 무한하다고 주시하는 선정. 2) 식무변처정(識無邊處

定). 마음의 작용은 무한하다고 주시하는 선정. 3) 무소유처정(無所有處定). 존재하는 것은 

없다고 주시하는 선정. 4) 비상비비상처정(非想非非想處定).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

이 없는 것도 아닌 경지의 선정. 욕계 ·색계의 거친 생각은 없지만 미세한 생각이 없지 않은 

경지의 선정.    

14) 위와 동(同).    

15) 경안락(輕安樂): 심신(心身)의 기분이 가뿐하고 유쾌하며[경쾌(輕快)], 편안하고 기쁨[서열(舒悅)].

16) concentration [samādhi, cittassa ekaggatā(unification of awar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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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진정(滅盡定, Skt. nirodha-samāpanna)은 상수멸정(想受滅定) 또는 멸수상정(滅受想定)

이라고도 하며, 모든 마음 작용이 소멸된 선정(禪定)이다. 대승에서는 24불상응법(不相應法)

의 하나이고, 소승에서는 14불상응법의 하나이고, 또는 2무심정(無心定)의 하나이다. 성자

(聖者)가 모든 심상(心想)을 다 없애고 적정(寂靜)하기를 바라서 닦는 선정이다. 

팔선정은 오온 중 색음(色陰)이 소멸하는 정도에 따른 분류라면, 멸진정은 수상행식(受想

行識) 사음(四陰)의 소멸을 의미한다.   

III. 선종(禪宗)   

선(禪)은 산스크리트어 디야나(Dhyāna)를 중국어로 음역한 ‘선나(禪那)’에서 유래하여 ‘나

(那)’를 생략하고 간단하게 ‘선(禪)’만 남은 것이며, 명상을 뜻한다. 중국 선종(禪宗)의 선

은 서론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열반묘심(涅槃妙心)을 그 체(體)로 하며’,17) 근본선과는 

구분된다.  

중국 선종의 발달은 1) 선종의 형성기, 2) 선종의 독립기, 3) 선종의 지배기, 4) 선문화 전성

기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18)  

17) 성륜불서간행회 편, 『청화선사(淸華禪師) 법어집 II 원통불법의 요체(圓通佛法의 要諦)』, 성륜각, 

2003, p.201.  

18) 배광식 번역, 『불교의 길』, 뜨란출판사, 2021, pp.395-399. <원저; Buddhism: Its essence and 

development by Edward Conze, Aug 27, 2003, Dover Publications>.  

<표 1> 사선정(四禪定)의 요소[(要素) mental functions, 십팔지(十八支)]   

1. 이생희락지

(離生喜樂地)

2. 정생희락지

(定生喜樂地)

3. 이희묘락지

(離喜妙樂地)

4. 사념청정지

(捨念淸淨地)

investigation

각覺[심(尋)] (vitarka) calmness 내정(內淨)

[심(心)의 신상(信相)이 

정(淨)]

equanimity 사(捨)[행사(行捨)] (Skt. upekṣā)

observation

관觀[사(伺)] (vicāra)
mindfulness 념(念)[정념(正念)] (Skt. smṛti)

joy 희(喜) (prīti) wisdom 혜(慧) neither suffering nor 

joy 불고불락(不苦不樂)

(Skt. aduḥkhâsukha)bliss 락(樂) (sukha) 

concentration 일심(一心) (samādhi) 정(定) [samādhi, cittassa ekaggatā(unification of awareness)]

5지(支) 4지(支) 5지(支) 4지(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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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종의 발달 시기별 구분     

1) 선종의 형성기   

유송(劉宋) 때인 CE 443년 구나바드라19)가 『능가경(楞伽經)』20)을 한역할 때 함께한 제자들의 

모임에서 시작되었다. 능가경에서는 사종선21)의 분류가 있다.22)   

CE 520년경에는 보리달마23)라는 전설적인 인물이 등장했다. 보리달마에서 혜가(慧可, 

19) Gunabhadra(394~468). 중인도 출신의 승려로, 구나발타라(求那跋陀羅)로 음사(音寫)한다. 스

리랑카를 경유하여 435년 광동성 광주에 도착했다. 여러 사찰에 머물며 『잡아함경』 등 많은 경

전을 번역했다.     

20) 능가경(楞伽經): Skt. Laṅkâvatāra-sūtra. 부처가 능가산(楞伽山)에서 대혜(大慧)보살을 위해 말

한 가르침을 모은 대승 경전의 하나. 석가모니가 능가성(城)에서 설했다고 전하는 경전으로 여

래장사상(如來藏思想) 형성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불경. 이 경전에서 특히 중요하게 

지적되는 것은 중생 속에 감추어져 있는 여래가 될 수 있는 씨앗인 여래장과 아라야식(Skt. 

ālayavijñāna)의 사상을 결합시켜서 만든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의 선구적인 경전이 되었다

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역본(漢譯本)으로는 구나발타라(求那跋陀羅)가 443

년에 번역한 『능가아발타라보경(楞伽阿跋陀羅寶經)』 4권과 보리유지(菩提留支)가 513년에 번역

한 『입능가경(入楞伽經)』 10권, 실차난타(實叉難陀)가 700~704년에 걸쳐 번역한 『대승입능가경

(大乘入楞伽經)』 7권 등 세 가지가 있다. 신라 때에는 『입능가경』이 가장 많이 유통되었고, 최근

에는 7권본의 『대승입능가경』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    

21) 사종선(四種禪): 네 가지 단계의 선수행. ① 우부소행선(愚夫所行禪). 소승의 수행자가 인간에는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것[인무아(人無我)]만을 알고, 무상(無常) ·고(苦) ·부정(不淨)을 자각하

여 마음 작용의 소멸[무상멸정(無想滅定)]에 이르는 수행. ② 관찰의선(觀察義禪). 모든 현상에

는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법무아(法無我)]는 이치를 알고, 그 이치에 따라 대상을 자세히 주시하

는 수행. ③ 반연진여선(攀緣眞如禪). 이무아(二無我)라는 것도 망념(妄念)이니 분별을 떠나, 이

러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념불기念不起) 수행. ④ 여래선(如來禪). 부처의 경지에 들어, 삼종

락(三種樂)에 머물러 여러 중생을 위해 불가사의한 활동을 하는 수행.   

22) 박건주, 「『능가경』의 禪法과 초기 禪宗(3): 如來禪 ·祖師禪의 문제」, 『불교학연구』 제8호, 2004, 

pp.185-215.     

23) 보리달마(菩提達摩, ?~536년): 달마(達磨 ·達摩). Skt. Bodhidharma의 음사. 선종(禪宗) 제1조. 

남인도 향지국(香至國: 팔라바국)왕의 셋째 아들로서, 출가하여 반야다라(般若多羅)의 법(法)을 

이어받고 6세기 초에 바닷길로 광동성(廣東省) 광주(廣州)에 이르고, 남경(南京)에 가서 양(梁)

의 무제(武帝)를 뵙고 문답한 후, 양자강을 건너 북위(北魏)의 숭산(崇山) 소림사(少林寺)에 가

서 9년 동안 벽관(壁觀)했다고 함. (달마의 전기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음.) 그는 마음을 집중

함으로써 번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벽(壁)과 같이 하여, 여러 망상을 쉬고 심신(心身)을 탈락시

켜 자신의 청정한 본심을 보는 안심(安心)을 가르침. 달마는 혜가(慧可, 487~593)에게 4권 능가

경(楞伽經)과 가사(袈裟)를 주면서 그의 법(法)을 전하고, 536년에 입적함. 전등록(傳燈錄) 3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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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593)24), 승찬(僧璨25), ?~606), 도신(道信, 580~651)26), 홍인(弘忍, 601~674)27)과 혜능(惠能, 

638~713)28)까지를 순선시대(純禪時代)28)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도신과 홍인의 선법을29) 동

산법문(東山法門)30)이라 부르기도 한다. 승찬의 「신심명(信心銘)」31)이라는 게송(偈頌)은 불교

를 직절간명(直截簡明)하게 잘 표현한 것으로 유명하다. 남중국 출신의 혜능은 문맹이었지만 

이론을 배격한 실천적인 사람이었고, 돈오(頓悟: 단박에 진리를 깨달음)를 주창한 것으로 알

에 수록되어 있는 ‘보리달마약변대승입도사행(菩提達摩略辨大乘入道四行)’은 달마의 사상을 알 

수 있는 문헌임.   

24) 혜가(慧可, 487~593): 신광(神光). 중국 남북조(南北朝)시대의 승려로, 속성 희(姬). 초명 신광

(神光). 허난성[河南省] 뤄양[洛陽] 부근 무로(武牢) 출생. 중국 선종(禪宗)의 제2조(祖)로, 젊어서

는 노 ·장(老莊)과 유학을 공부하였으나 후에 출가했다. 520년 선종의 개조(開祖)인 달마(達磨)

의 제자가 되어 6년간 수행한 끝에 스승의 선법(禪法)을 계승하여 각지에서 포교하다가 사람들

의 미움을 받아 처형되었다. 제자에 선종 제3조 승찬(僧璨)이 있다. 달마의 제자가 되었을 때, 눈 

속에서 왼팔을 절단하면서까지 구도(求道)의 성심을 보이고 인정을 받았다는 전설로 유명한데, 

이것은 후에 <혜가단비(慧可斷臂)>라는 화제(畵題)가 되었다.

25) 승찬(僧璨, ?~606): 선종(禪宗) 제3조. 수(隋)의 승려. 혜가(慧可, 487~593)에게 출가하여 그의 

법을 이어받음. 안휘성(安徽省)의 환공산(皖公山) ·사공산(司空山) 등에 머무름. 선(禪)의 요체를 

사언절구(四言絶句)의 시문(詩文)으로 풀이한 「신심명(信心銘)」은 그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음. 

26) 도신(道信, 580~651): 선종(禪宗) 제4조. 수(隋)·당(唐)의 승려. 14세부터 승찬(僧璨, ?~606)에게 

10여 년 동안 사사(師事)하여 그의 법을 이어받음. 여산(廬山) 대림사(大林寺)에서 10년 동안 머

물고, 호북성(湖北省) 쌍봉산(雙峰山)에서 30여 년 동안 머무름. 그의 선법(禪法)은 좌선하여 오

로지 자신이 본래 갖추고 있는 청정한 본성을 주시하는 일행삼매(一行三昧)와 하나를 응시하면

서 마음을 가다듬어 움직이지 않는 수일불이(守一不移)로 요약될 수 있음. 『보살계법(菩薩戒

法)』과 『입도안심요방편법문(入道安心要方便法門)』 등 저술.  

27) 홍인(弘忍, 601~674): 선종(禪宗) 제5조. 당(唐)의 승려. 호북성(湖北省) 출신. 출가 후 도신(道

信, 580~651)에게 오랫동안 사사(師事)하여 그의 법을 이어받음. 도신이 입적한 후 그가 머물렀

던 쌍봉산(雙峰山)에서 그 산의 동쪽에 있는 빙무산(馮茂山)으로 옮겨 선풍(禪風)을 크게 일으

키니, 홍인의 문하에 수많은 대중이 운집함. 그의 선법(禪法)은 자신이 본래 갖추고 있는 청정한 

불성(佛性)을 확인하여 잘 지키는 수심(守心)으로 요약될 수 있음. 제자에 혜능(慧能, 638-713)

과 신수(神秀, ?~706)가 있음. 저술: [최상승론(最上乘論), 수심요론(修心要論), 기주인화상도범

취성오해탈종수심요론(蘄州忍和尙導凡趣聖悟解脫宗修心要論)].  

28) 순선시대(純禪時代): 일본의 불교학자 누까리야가이뗀[총활곡쾌천(忽滑谷快天)]이 1923년에 출

판한 그의 저서 『선학사상사(禪學思想史)』에서 중국의 선 중 보리달마에서 육조혜능까지의 시

기를 순선시대(純禪時代)라고 명명하고, 그 이후의 시대를 선기시대(禪機時代)라고 명명했다. 

그 후 야나기다세이잔(유전성산柳田聖山)이 이 용어에 기초하여 『순선시대(純禪時代) 조당집

(祖堂集)이야기』 정편과 속편을 1984~1985년에 출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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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져 있다.

달마, 혜가, 승찬, 도신은 능가경을 소의경전으로 했기 때문에 능가종(楞伽宗)32)이라 불리

기도 한다.    

‘초기 선종의 역사에 관한 많은 전승들은 후대에 창작된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에게 

전해지는 여러 조사(祖師)33)들의 어록이나 게송은 역사적 ·정신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문헌

들이다.’34)   

2) 선종의 독립기   

CE 700년경 이후부터 선은 독립된 종파로 확립되었다. CE 734년경에 혜능의 제자인 신회

29) 혜능(慧能, 638년~713년): 선종 제6조. 당의 승려. 광동성(廣東省) 신주(新州) 출신. 성은 노(盧). 

흔히 육조대사(六祖大師) ·조계대사(曹溪大師)라 함.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함께 땔나

무를 팔아 생계를 꾸려가다가 어느 날 금강경(金剛經) 읽는 소리를 듣고 느낀 바 있어 호북성

(湖北省) 빙무산(馮茂山)에 머물던 홍인(弘忍, 601~674)을 찾아가 문답함. 8개월 동안 곡식 찧는 

소임을 한 후에 그의 의발(衣鉢)을 전해 받고 남쪽으로 내려가 10여 년을 은둔하다가 676년에 

광동성 광주(廣州) 법성사(法性寺)에서 삭발하고 수계(受戒)하여 정식으로 출가함. 그 후 소주

(韶州) 조계산(曹溪山) 보림사(寶林寺), 소주 대범사(大梵寺) ·광과사(廣果寺), 광주 법성사에서 

선풍을 크게 일으킴. 시호는 대감선사(大鑑禪師). 신수(神秀, ?~706) 문하의 선법(禪法)을 북종

선(北宗禪)이라 하는 데 반해, 혜능 문하의 선법은 남종선(南宗禪)이라 함. 소주 대범사에서 행

한 설법을 엮은 것이 육조단경(六祖壇經)임.   

30) 동산법문(東山法門): 선종(禪宗) 제4조 도신(道信, 580~651)과 제5조 홍인(弘忍, 601~674)의 선

법(禪法)을 말함. 도신과 홍인은 쌍봉산(雙峰山)에 머물렀으나 도신이 입적한 후, 홍인은 그 산

의 동쪽에 있는 빙무산(馮茂山)으로 옮겨 그의 선법을 선양하였기 때문에 동산법문이라 일컬음. 

도신의 선법은 좌선하여 오로지 자신이 본래 갖추고 있는 청정한 본성을 주시하는 일행삼매(一

行三昧)와 하나를 응시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어 움직이지 않는 수일불이(守一不移)로 요약될 수 

있고, 홍인의 선법은 자신이 본래 갖추고 있는 청정한 불성(佛性)을 확인하여 잘 지키는 수심(守

心)에 있음.   

31) 신심명(信心銘): 1권. 수(隋)의 승찬(僧璨) 지음. 선(禪)의 궁극적 경지를 설한 운문으로, 깨달음

은 어렵지 않지만 옳고 그름을 가려서는 얻을 수 없으므로 차별과 분별을 일시에 놓아 버려야 

하며,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진 곳에 깨달음의 세계가 있다고 설함.  

32) 능가종(楞伽宗): 보리달마(菩提達摩)가 2조 혜가(慧可, 487~593)에게 전한 선법(禪法)으로, 4권 

능가경(楞伽經)을 근본 경전으로 하여 모든 현상은 오직 마음의 작용임을 체득하려는 일파.  

33) 조사(祖師): 한 종파를 세워 그 종지(宗旨)를 펼친 사람, 또는 그 가르침을 계승하여 전한 승려 

를 높여 일컫는 말이다.  

34) 배광식 번역, 『불교의 길』, p.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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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會)는 중국 남부에 한 종파[남종선(南宗禪35))]를 세웠다. 북종선(北宗禪)이 당나라 중기

(750년경)에 사라진 반면 그 후에 발달한 선종의 종파들은 모두 남종선의 종파에서 나왔다. 

선승들은 그때까지 율종(律宗)36)의 사찰에서 살았는데, 750년경 백장(百丈) 선사가 선종 

자체의 독립 조직과 청규[(淸規), 백장청규(百丈淸規)37)]를 만들었다. 백장청규의 가장 혁신적

인 특징은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일일부작(一日不作) 일일불식(一日不食)]”로 

대표되는 육체노동의 도입이었다.   

당조(唐朝, 618~907) 하에서 선종은 서서히 다른 종파들보다 우세해졌다. 그 이유 중 하나

는 845년에 일어난 격심한 불교박해38)에서 다른 종파들보다 잘 견뎌냈다는 사실도 있다.  

남종선에서 5가 7종39)이 나와 당조에는 위대한 선승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었다. 이 시기

35) 남종선南宗禪: 광동성(廣東省) 소주(韶州) 조계산(曹溪山)에 머문 혜능(慧能, 638~713) 문하의 

선법(禪法)을 말함. 금강경에 의거하여,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무념(無念)을 궁극의 진리로 하

고, 형상을 떠난 무상(無相)을 본질로 하며, 생각과 생각에 머물지 않는 무주(無住)를 근본으로 

하여 청정한 자신의 성품을 깨닫는 견성성불(見性成佛)을 목표로 함. 또 삼신불(三身佛), 곧 법

신불(法身佛) ·화신불(化身佛) ·보신불(報身佛)은 모두 자신의 본성 속에 갖추어져 있으나 중생

이 미혹하여 밖에서 찾고 있으므로 자신 속에 있는 삼신불에 귀의(歸依)하는 무상계(無相戒)를 

내세워 형식적인 일체의 형상과 의례를 배척하고 오로지 자기 스스로에게 서약하고 귀의하는 

것을 수행의 기본으로 함. 흔히 남종선은 단박에 깨치는 돈오(頓悟), 북종선은 점점 깨쳐 나가는 

점오(漸悟)라고 함.    

36) 율종(律宗): 계율종(戒律宗)이라고도 하며, 중국 당나라의 도선율사(道宣律師)가 창시한 계율을 

중시하는 종파. 

37) 백장청규(百丈淸規): 중국 선종의 의식과 규율을 정한 책. 중국 당나라의 백장 회해(百丈懷海) 

선사가 선종 사원의 규범을 성문화한 것을 『고청규(古淸規)』라고 한다. 이것이 당나라와 송나라 

때 흩어져 없어지자 1335년 원나라의 백장 덕휘(百丈德輝)가 순제(順帝)의 명으로 여러 청규를 

모아 만든 것이 백장청규이다. 정식 이름은 『칙수백장청규(勅修百丈淸規)』이며, 총 8권이다.

38) 불교박해: 중국 역사상 세 번째로 벌어진 대규모 불교 탄압 사건인 회창폐불(會昌廢佛)을 말한

다. 회창은 중국 당나라 무종의 연호이다. 무종은 궁중에 도사를 들여 도교를 보호하는 반면 불

교와 조로아스터교 등 외래 종교를 대대적으로 탄압했다. 당시 사찰 4,600개, 작은 절 4만여 개

를 폐쇄하고, 비구와 비구니 스님 26만여 명을 환속시켰다. 수십만 경에 이르는 사찰 전답을 몰

수하고, 15만 명의 사찰 노비를 일반 백성으로 편입시켰다. 그 결과 중국의 여러 불교 종파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39) 오가칠종(五家七宗): 당송대(唐宋代)에 형성된 선종(禪宗)의 일곱 종파. 무종(武宗)의 폐불사건

(廢佛事件, 845~846) 이후, 석두(石頭)의 석두종 문하에서 운문종(雲門宗) ·법안종(法眼宗) ·조동

종(曹洞宗)의 3가(家)가 나오고, 마조(馬祖)의 홍주종 문하에서 위앙종(潙仰宗) ·임제종(臨濟宗)

의 2가(家)가 나와 도합 오가(五家)를 이루었고, 여기에 송대(宋代)에 이르러 임제종에서 갈라져 

나온 황룡파(黃龍派) ·양기파(楊岐派)를 합하여 칠종(七宗)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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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웅적이고 창조적인 선의 황금기였다.   

화엄종에서도 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선수행을 병행했다. 화엄오조(華嚴五祖)40) 중 제4조

인 청량징관(淸凉澄觀)41)은 ‘각각 지(知)와 적(寂)에 치우친 남종과 북종 2종의 병폐를 말하

고 동시에 선종(禪宗)의 법문에 본래 지(知)와 적(寂)에 치우치지 않고 불이(不二)인 자리를 

명료하게 드러낸 법문이 있음을 말하고, 이에 의거하여 『화엄경』 을 해설하고 있다.’42)

<그림 1>은 신수, 혜능, 지선이 달마로부터 6조에 해당하며, 여기에서 각각 북종선, 남종선, 

정중종이 나온 것을 보여주고, <그림 2>는 6조 혜능 문하에서 석두종과 홍주종이 나뉜 것을 

보여주며, <그림 3>은 석두종에서 운문종, 법안종, 조동종의 3가(家)가 나오고, 홍주종에서 

위앙종, 임제종의 2가(家)가 나와 5가(家)를 이루고, 나중에 임제종에서 황룡파와 양기파가 

나와 5가 7종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 중국 선불교가 들어온 것은, 나말여초(羅末麗初)로 구산선문(九山禪門)43)이라

고 한다.      

40) 화엄오조(華嚴五祖): 초조(初祖) 두순(杜順), 제2조 지엄(智儼), 제3조 법장(法藏), 제4조 징관

(澄觀), 제5조 종밀(宗密).     

41) 징관(澄觀, 738년~839년): 청량징관(淸凉澄觀). 당(唐)의 승려. 절강성(浙江省) 월주(越州) 출신. 

11세에 출가하여 여러 지역을 편력하면서 율(律) ·삼론(三論) ·화엄학(華嚴學) ·천태학(天台學) ·

선(禪) 등을 두루 배움. 776년에 오대산(五臺山)에 가서 여러 사찰을 순례하고 대화엄사(大華嚴

寺)에서 화엄경을 강의하면서 그 경의 주석서를 지음. 796년에 장안(長安)에 가서 40권 화엄경

의 번역에 참여하고 그 경의 주석서를 지음. 저서: 화엄경소(華嚴經疏) ·화엄경수소연의초(華嚴

經隨疏演義鈔) ·정원신역화엄경소(貞元新譯華嚴經疏) ·삼성원융관문(三性圓融觀門) 등.  

42) 박건주, 「징관과 종밀의 융회론, 수증론과 능가선(楞伽禪)」, 『불교학보』 제44집, 2006, pp.145-

167.  

43) 구산선문(九山禪門): 9~10세기에 신라 말 고려 초의 사회변동에 따라 주관적 사유를 강조한 선

종(禪宗)을 산골짜기에서 퍼뜨리면서 당대의 사상계를 주도한 아홉 갈래의 대표적 승려집단. 

784년에 당(唐)에 가서 마조(馬祖)의 제자인 서당지장(西堂智藏)의 선법(禪法)을 전해 받은 도

의(道義, 생몰년 미상)의 가지산문(迦智山門)을 시작으로, 826년에 귀국한 홍척(洪陟, 생몰년 미

상)의 실상산문(實相山門), 839년에 귀국한 혜철(惠哲, 785~861)의 동리산문(桐裏山門), 석두 

희천(石頭希遷) 문하의 선법을 전해 받고 924년에 귀국한 긍양(兢讓, 878~956)의 희양산문(曦

陽山門), 장경회휘(章敬懷暉)의 선법을 전해 받고 837년에 귀국한 현욱(玄昱, 787~868)의 봉림

산문(鳳林山門), 마곡보철(麻谷寶徹)의 선법을 전해 받고 845년에 귀국한 무염(無染, 800~888)

의 성주산문(聖住山門), 염관제안(鹽官齊安)의 선법을 전해 받고 847년에 귀국한 범일(梵日, 

810~889)의 사굴산문(闍崛山門), 남천보원(南泉普願)의 선법을 전해 받고 847년에 귀국한 도윤

(道允, 798~868)의 사자산문(師子山門). 운거도응(雲居道膺)의 선법을 전해 받고 911년에 귀국

한 이엄(利嚴, 870~936)의 수미산문(須彌山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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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석두종과 홍주종[석두희천

(700∼790), 마조도일(709~788)] 

원효 ( 617 686) 元曉 ∼

의상 ( 625 702)義湘 ∼

* 혜능과 원효, 의상이 동시대

<그림 1> 중국 선종(북종, 남종, 정중종)

원효(元曉 617~686)

의상(義湘 625~702)

운문종 운문문언* ; ( ?-949)雲門文偃

법안종 법안문익* ; (885-958) 法眼文益

영명연수        (904~975) 永明延壽 염불선

조동종 동산양개 조산본적* ; (807-869)- (839-901) 

천동정각        (1091 1157) 天童正覺 ∼ 묵조선

위앙종 위산영우 앙산혜적* ; (771-853)- (815-891)

임제종 임제의현* ; (?-867) 臨濟義玄

대혜종고       (1089 1163) 大慧宗杲 ∼ 간화선<그림 3> 5가7종(五家七宗)

( ?~949)

( ?~867)

(807~869)

(771~853)

(839~901)

(815~891)

(904~975)

(1091~1157)

(1089~1163)

(88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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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종의 지배기  

CE 1000년경에 이르자 정토교를 제외한 모든 중국 불교의 종파들이 선종의 그늘 아래 가

려졌다. 선종 내에서는 임제종(臨濟宗)이 주도권을 잡았고, 수행법은 체계화되었는데, 어느 

정도 형식적인 면도 있었다.   

12~13세기에는 당조의 선사들과 연관된 수수께끼와 난해한 어록들을 모은 특별한 문헌들

이 지어졌다. 수수께끼는 전문 용어로 공안(公案44); 공문서라는 뜻)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어느 날 한 승려가 동산(洞山)45)에게 물었다. “붓다가 무엇입니까?”   

동산이 답했다. “삼베 세 근[마삼근(麻三斤)]이니라.”46)

4) 선문화 전성기     

마지막 시기는 선종이 동아시아의 민중문화, 예술, 일반 생활관습에까지 스며든 시기이다. 

송나라 시대의 예술은 선사상의 표현이라고 할 만하다. 선이 문화에 끼친 영향은 특히 일본

에서 크게 나타났다. 일본에 선이 전파된 것은 CE 1200년경 에이사이47)와 도겐48)에 의해서였

다. 선의 단순성과 솔직한 영웅주의는 무사(사무라이) 계급의 관심을 끌었다. 선 수행은 그들

이 죽음의 공포를 물리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무사들이 죽음을 극복했음을 증명하는 많

은 시들이 지어졌다.     

천지간에 외로운 지팡이 세울 땅 없으나 

기쁘도다! 나도, 나를 구성하는 물질도, 모두 비어 있음을 깨달았도다.   

44) 공안(公案): 깨달음을 구하려고 참선하는 수행자에게 해결 과제로 제시되는 부처나 조사의 파격

적인 문답 또는 언행을 말한다. 공안은 원래 공부(公府)의 안독(案牘), 곧 백성이 따라야 할 국가

의 공문서라는 뜻으로, 부처나 조사의 문답 또는 언행은 수행자의 가장 중요한 본보기이므로 이

와 같이 말한다. 공안의 수는 약 1,700개에 이르며, 화두(話頭)라고도 한다.   

45) 동산수초(洞山守初, 910~990): 중국 오가칠종(五家七宗) 가운데 운문종을 개창한 운문선사의 

제자이자 ‘마삼근(麻三斤)’이라는 화두로 잘 알려진 선승이다. 

46) 동산화상(洞山和尙) 인승문(因僧問) 여하시불(如何是佛) 산운(山云) 마삼근(麻三斤) ― 『무문관

(無門關)』 제18칙, 『벽암록(碧巖錄)』 제12칙. 여기에서 마삼근(麻三斤)은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삼베(옷의 무게)는 세 근일세.”라는 뜻으로, 이는 붓다가 무엇인지 묻는 물음에 동산 스님 자신

이 바로 부처라고 대답한 것이며, 누구나 불성을 갖추고 있다는 가르침이다.   

47) 영서(榮西, 1141~1215). 일본 임제종의 창시자.    

48) 도원(道元, 1200~1253). 일본 조동종의 창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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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원나라 삼척 장검도 

봄바람 칼로 베는 그림자로다.49)

2. 선불교의 네 가지 특징      

선불교의 특징은 네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50) 1) 불교의 전통적 측면 적대시, 2) 형이상

학적 사색에 적대적, 3) 돈오(頓悟), 4) 삶의 부정을 통한 삶의 완성, 이상 네 가지이다.   

1) 불교의 전통적 측면 적대시   

선불교는 불상과 경전을 경멸하고, 고의적인 기행으로 통념을 조롱했다. 선은 문자에 의지

하지 않고[불립문자(不立文字)], 직접 마음에서 마음으로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 목표였다[이

심전심(以心傳心)]. 그러므로 경전 공부는 도외시되었다[교외별전(敎外別傳)]. 사찰 내에 경전

들이 비치되기는 했지만, 그것은 수행 도중에 가끔 참조하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 주석들을 

논하고, 경전을 뒤져 보고, 말들을 되씹어 보는 것은 바다 밑의 모래를 조사하는 것과 같다고 

여겼다. “남의 보물을 헤아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자신의 성품을 보는 것[견성見性]

이 선이다.” 선과 비교하면 다른 것은 모두 중요하지 않았다. 

선사들은 기상천외의 엉뚱한 행동을 함으로써 전통을 배격하는 태도를 과시했다. 선사들

은 ‘나무 불상을 불태우고’51), ‘고양이를 죽이고’52), ‘새우와 물고기를 잡는다’53). 제자들의 깨달

음을 도울 때는 입에서 나오는 현학적인 말보다는 ‘코를 비틀거나’, ‘지팡이로 때리거나54) 소

리지르기55)’ 등 직접 행동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49) 송나라 임제종의 승려이자 일본에 순수한 형태의 임제선을 전파한 무학조원(無學祖元,  

1226~1286)이 지은 「참춘풍게(斬春風偈)」이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건곤무지탁고공(乾坤無地

卓孤筇) 희득인공법역공(喜得人空法亦空) 진중대원삼척검(珍重大元三尺劒) 전광영리참춘풍(電

光影裏斬春風)   

50) 배광식 번역, 『불교의 길』, 뜨란출판사, 2021, pp.400-405. <원저; Buddhism: Its essence and 

development by Edward Conze, Aug 27, 2003, Dover Publications>. 

51) 단하소불(丹霞燒佛) ― 단하선사.  

52) 남전참묘(南泉斬猫) ― 남전스님. 

53) 경조현자(京兆蜆子) 화상. 

54) 덕산(德山)의 방(棒). 

55) 임제(臨濟)의 할(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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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은 형이상학적 사색에 적대적 

선은 이론을 싫어하며, 추론을 없애려고 했다. 미묘한 사상의 정교한 망(網)보다는 직관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 진리는, 추상적이며 일반적인 용어로 언명될 수 없고, 가능한 한 구체적

으로 나타낸다. 당나라의 선사들은 숨은 뜻이 있는 아리송한 문장들, 기묘하고 독창적인 행

동으로 유명하다.   

해탈은 일상생활의 평범한 일들 속에서 발견된다.56) 선감(宣鑑)57)은 그의 스승이 촛불을 불

어 끄는 순간에 깨달았고, 어떤 선사는 기왓장이 대나무에 부딪치는 소리에 깨달았다.58) 또 

어떤 이는 그의 다리가 부러질 때 깨달았다.59)  

선의 바탕이자 지지대인 공안은 수수께끼와 헷갈리게 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공안선 

수행자는 오로지 그 공안만을 생각하고, 생각의 길이 끊어진 막다른 곳에서 문득 공안을 깨

닫게 된다. 공안이 중국인의 특별하고 독창적인 창안이라고 종종 주장되는데, 벵골의 밀교 

사하지야파도 수수께끼와 불가해한 표현들로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 이유는 그들 사상의 비밀

을 지키기 위해서, 또 구체적 이미지[심상(心像)]에 의해 추상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3) 돈오(頓悟)  

돈오(頓悟)60)는 중국 남종선(南宗禪)61)의 독특한 표어였다. 혜능과 그의 계승자들에 따르

면, 깨달음은 점차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선사들이 말하

려는 의도는, 깨달음에는 준비가 필요 없다거나 깨달음은 단시간 내에 이뤄진다는 것이 아니

었다. 그들이 강조한 것은, 깨달음이 ‘초(超)시간적인 순간’, 곧 ‘시간을 초월한 영원’ 속에서 

일어나며, 깨달음은 우리 자신의 의도적 행위로 얻어질 수 없고, ‘절대자 자신의 스스로 드러

남’이라는 평상적이면서 신비한 진실이었다. 사람이 깨닫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56)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 ― 마조도일.  

57) 선감(宣鑑): 당나라의 승려. 용담사의 숭신에게 사사하여 법을 이어받고, 그곳에 30여 년 동안 

머물렀다. 그 후 덕산에서 선풍(禪風)을 크게 일으켜 덕산(德山)화상으로 부른다.  

58) 향엄격죽(香嚴擊竹) ― 향엄. 

59) 목주진존숙(睦州陳尊宿)이 급히 문을 닫는 바람에 운문(雲門)의 다리가 문틈에 끼어 부러졌다.

60) 돈오(頓悟): 점진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번에 깨달음. 단계적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점오(漸

悟)와 대비된다.  

61) 남종선(南宗禪): 혜능에 의해 성립된 불교 선종의 일파. 신수(神秀)가 중심이 된 북종선(北宗禪)

의 대칭어이기도 하다. 북종선이 『능가경』을 근거로 단계적 깨달음(점오)을 주장한 데 반해, 남

종선은 『금강경』을 근거로 행동적이고 즉각적인 깨달음(돈오)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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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고행과 명상이 해탈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는 ‘기와를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는 것’62)

과 같다. 깨달음은 어떤 정형적인 조건이나 영향의 매개 없이 완전히 자유로운 사건으로 단

지 일어날 뿐이다. 그것은 깨달음을 일으키는 공덕을 점진적으로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돌연 알아채는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중국 초기선인 능가선법과 북종선은 점법, 남종선은 돈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능가경이 돈법이고, 북종선도 돈법을 갖추고 있는 측면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63)   

4) 삶의 부정을 통한 삶의 완성  

정토교와 중관파, 그리고 어느 정도는 밀교처럼 선(禪)도 불교적 삶의 완성은 역설적으로 

삶의 부정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다고 믿었다. 붓다는 일상생활 속의 눈에 띄지 않는 사물들

에 숨겨져 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깨달음의 전부이다.  

선 수행자들은 지팡이를 보면 그저 지팡이라고 부른다. 걷고 싶으면 그저 걷는다. 앉

기 원하면 그저 앉는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흐트러지거나 산만해지지 않는다.64) 

이런 말도 있다.                      

일상사에 별다를 것 없으니 오직 나 스스로 (나와) 짝하여 어울릴 뿐, 모든 현상에 취

사선택 않고 어디서나 어긋남이 없네. 선과 악, 바름과 그름 누가 그 이름을 붙였는가. 

62) 중국 당나라 개원(開元, 713~741) 연간 때의 일이다. 사문 도일(道一)이 전법원(傳法院)에서 날

마다 열심히 좌선(坐禪)을 하고 있었다. 중국 선종 제7대 조사인 남악회양(南岳懷讓, 677~744)

이 도일의 그릇을 알아보고 넌지시 물었다. “자네 무엇을 위해 좌선을 하나?” “부처가 되려구

요.” 남악이 기와 한 장을 가지고 와서 도일이 기거하는 암자 앞에서 숫돌에 갈기 시작했다. 도

일이 여쭈었다. “스승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기와를 갈면 거울이 될 것이네.” “기와를 

갈아서 어찌 거울을 만듭니까?” “기와를 갈아서 거울이 안 된다면, 어찌 좌선으로 부처가 되겠는

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수레를 탄 사람이 있는데, 만약 수레가 안 간다면 수레를 때려야 

하느냐? 소를 때려야 하느냐?” 스승의 질문에 도일은 대답하지 못했다. 남악이 다시 물었다. “너

는 좌선을 배우느냐, 아니면 좌불(坐佛)을 배우느냐? 좌선을 배운다면 선은 앉거나 눕는 데 있지 

않다. 좌불을 배운다면 부처님은 정해진 모습이 없다. 머무름 없는 법에서는 취하거나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대가 좌불을 좇는다면 곧 부처를 죽이는 것이며, 만약 앉는 모습에 집착한다면 

그 이치에 통하지 못한다.” ― 『전등록傳燈錄』.  

63) 박건주, 「『능가경』의 禪法과 초기 禪宗(2)」, 『불교학연구』 제7호, 2003, pp.361-413.  

64) 납승견주장단환작주장(衲僧見拄杖但喚作拄杖) 행단행(行但行) 좌단좌(坐但坐) 총부득동착(總

不得動著) ― 『고존숙어록(古尊宿語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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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언덕에 한 점 티끌조차 없네. 신통과 묘용이란 물긷고 땔나무 나르는 일이로세.65)   

IV. 소실육문(少室六門)   

소실육문(少室六門)은 보리달마가 선(禪)의 요점을 드러낸 글이다. 소실(少室)은 숭산(嵩

山)의 서쪽에 있는 소실산(少室山)을 가리키며, 이 산의 북쪽 기슭에 보리달마(菩提達摩)가 

머무른 소림사(少林寺)가 있다.   

제1문 심경송(心經頌), 제2문 파상론(破相論), 제3문 이종입(二種入), 제4문 안심법문(安心

法門) 제5문 오성론(悟性論), 제6문 혈맥론(血脈論)의 육문(六門)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리달

마가 저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엮은이는 미상이고, 『대정장(大正藏)』 제48책에 수록되어 

있다. 

근래에 이들이 달마스님의 저술이 아니고 후대에 달마스님을 가탁(假托)한 것이라는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선수행의 명확한 근거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면에서 그 의미와 

가치는 여전하다.

제1문 심경송(心經頌)은 현장(玄奘) 번역의 『반야심경(般若心經)』을 37구(句)로 나누어, 각 

구마다 5언8구(五言八句)의 게송을 붙여 총 37게(偈)로 이루어졌으며, 달마대사 저술로 되어 

있으나, 후인이 위탁(僞托)한 것이고 달마대사 친찬(親撰)이 아닐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

제2문 파상론(破相論)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수행법의 요체가 오직 마음을 살피는 것

으로 모든 수행방법을 다 갈무리한 것이다.66) 또 4대 오온이 본래 비어 있으니, 오염된 마음

의 무명구름을 걷고, 맑은 마음의 불성(佛性)의 태양을 드러내면, 깨달음을 근본으로 하는 열

반을 얻는다. 무명심 곧 3독6적으로 인해 생사고해에 윤회하니, 3독을 3취정계로 돌리고, 6적

을 6바라밀로 바꾸면 고통을 멈춘다’는 것 등이다. 

제3문 이종입(二種入)은, ‘달마의 친설로 여겨지는 것으로, 이치로 들어가는 길과 실천법으

로 나누고 이치로 들어가는 길은 교(경전)에 의거해 들어가고 나중에 경전을 버리며, 실천법

은 보원행 수연행 무소구행 칭법행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아상이 없으면 닦을 도도 없다. 

억상분별로 취사선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전등록(傳燈

65) 중국의 유마힐로 칭송 받는 방온거사(龐蘊居士, 740~808)가 지은 게송. 원문은 다음과 같다.: 일

용사무별(日用事無別) 유오자우해(唯吾自偶諧) 두두비취사(頭頭非取捨) 처처물장괴(處處勿張

乖) 금은수위호(金銀誰爲號) 구산절점애(丘山絶點埃) 신통병묘용(神通幷妙用) 운수급반시(運水

及搬祡).  

66) 관심일법(觀心一法)。 총섭제법(總攝諸法)。 최위성요(最爲省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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錄)67) 권30에는 ‘보리달마약변대승입도사행(菩提達摩略辨大乘入道四行)’이라는 명칭으로 수

록되어 있다. 다른 이름으로는 이입사행론(二入四行論), 대승입도사행관(大乘入道四行觀), 

이입사행관(二入四行觀) 등으로도 불린다. 자세한 내용은 뒤의 이종입 원문과 한글번역에 나

와 있다. ‘달마의 이입사행(二入四行)의 원리에서 이입(理入)은 안심입명(安心立命)의 진여본

성(眞如本性)에 대한 깨달음이자 성불(成佛)의 가르침이며, 사행(四行)은 이를 성취하기 위

한 방법론이다. 이러한 원리는 『유마경(維磨經)』의 입불이법문(入不二法門)과 동일한 논리체

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68)   

제4문 안심법문(安心法門)은, ‘마음에 분별계교함은 모두 꿈이니, 식심(識心)이 사라지고 

고요하여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을 바른 깨달음(정각正覺)이라고 한다. 나라는 상

이 있어서 도를 깨닫지 못한다. 시비분별심을 벗어난 이를 조사라고 한다.’ 등이다.

제5문 오성론(悟性論)은, ‘본래 갖춘 깨달음의 성향으로, (거짓)모습을 떠나 깨달음의 길에 

들어감을 부처라 한다. 보이지 않는 ‘무상(모습의 본성)’을 지혜로 알게 된다는 가르침을 일

념으로 믿으면 곧 대승으로 3계를 초월한다. 탐진치 삼독심이 중생의 망녕된 생각의 허상이

고, 그 성품은 부처님 청정한 성품과 다르지 않으니 탐진치를 계정혜로 변환함이 곧 삼계를 

떠나는 것이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6문 혈맥론(血脈論)은, ‘삼계일심이니, 진리는 문자를 여의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졌

다. 문답할 수 있는 것이 곧 네 마음과 내 마음이다. 모든 시공에 걸쳐 움직거리는 것이 너의 

본마음 곧 부처로 마음 밖에 부처 없다. 인과를 여읜 참마음이 열반이니, 허공을 손으로 움킬 

수 없듯 마음 밖에 부처와 깨달음이 없다. 부처는 마음이 지은 바인데 어찌 마음 밖에서 찾을 

것인가?’ 등의 내용이다.  

V. 이종입의 원문과 한글번역 

원문은 대정장(大正蔵)69) 권48의 소실육문(少室六門) 내의 제3문 이종입을 택했다. 원문에

67)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전등록(傳燈錄). 등록(燈錄). 30권. 송(宋)의 도원(道原)이 경덕 원년

(1004)에 엮음. 과거칠불(過去七佛)에서 서천이십팔조(西天二十八祖)와 동토육조(東土六祖)를 

거쳐 법안문익(法眼文益, 885~958)의 제자에 이르기까지, 불법(佛法)을 계속 이어 온 1,701명의 

행적, 스승과 제자의 인연, 깨달음에 대한 문답, 어록을 집대성한 저술.    

68) 김동윤, 「「菩提達磨略辨大乘入道四行」에 대한 고찰」, 『한국불교학』, 2014. no.71. pp.167-192. 

69) 다이쇼 신수 대장경(大正新脩大蔵経, たいしょうしんしゅうだいぞうきょう) 또는 대정신수대

장경(大正新脩大藏經), 신수대장경(新脩大藏經) 약칭 대정장(大正藏). 1924~1934년에 일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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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단(分段)이 없으나, 필자가 편의상 7개 단락으로 나누어 번역했으며, 각 단락마다 내용 

요약의 제목을 붙였다. 원문 한자에는 한글 세대를 위해 한글음을 앞에 병기했다.  

원문 끝부분의 4언 8구의 게송은 전등록의 ‘보리달마약변대승입도사행’에는 없고, 달마대

사의 다른 법문들에서 나오므로 이곳에서는 생략했다.  

아래와 같이 분단마다 내용 요약 제목, 한글번역, 원문의 순으로 기재했다.  

제3문(第三門) 이종입(二種入)70)  

1. 도에 이르는 길을 요약하면 이입(理入)과 행입(行入)이 있다.   

무릇 도에 이르는 길은 많다. 그러나 간추려 말하면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 이치로 들어가

는 길과 둘째 실천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부입도다도(夫71)入道多途)。 요이언지(要而言之)。 불출이종(不出二種)。 일시이입(一是理

入)。 이시행입(二是行入)]    

2.   ‘이입(理入)’은 교(문자)를 빌어 참성품이 하나임을 믿고, 망상을 걷어 참으로 돌아가며, 자

타성범(自他聖凡)이 하나인 부동지에 머물되, 교(문자)마저 버리고 그 참뜻을 취하는 것

이다.   

‘이치로 들어가는 길’이란 이른바 부처님의 가르침(교, 경전)을 빌어 근원을 깨닫는 것이고, 

‘뭇 중생이 모두 동일한 참성품을 지니고 있으되 번뇌망상에 덮여 드러나지 못한다’는 것을 

깊이 믿는 것이다. 

망상을 버리고 실답게 보며, 나와 남이 없이 성인과 범인이 하나가 되는 벽관(壁觀), 곧 ‘선

종의 선(禪)’72)에 응결되어 굳게 머물러 흔들림이 없으며, 또한 문자에 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쇼 일체경 간행회(大正一切経刊行会)에서 출판한 대장경으로, 88권. 도상부(図像部) 12권을 

더하면 모두 100권. 기호는 T를 사용. 팔만대장경을 저본으로, 돈황사본 등 새롭게 발견된 자료

도 추가하고, 중국과 일본의 많은 사본을 교감하고, 팔리어, 산스크리트어 장경과도 대조 편찬해 

가장 광범하고 정확한 판본으로 평가됨. 

70) 少室六門, 大正蔵 T2009_.48.0369c19-0370a28  

71) 부(夫): 대저(大抵, 대체로 보아서), 무릇. 발어사(發語辭). 

72) 열반묘심(涅槃妙心)을 그 바탕으로 함. 성륜불서간행회 편, 『청화선사(淸華禪師) 법어집 II 원통

불법의 요체(圓通佛法의 要諦)』, 성륜각, 2003, p.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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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 이치에 부합되어 분별과 꾸밈없는 것이 곧 ‘이치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입자(理入者)。 위자교오종(謂藉73)教悟宗)。 심신함생동일진성(深信含生74)同一真性)。 단

위객진망상소부(但為客塵75)妄想76)所覆)77)。 불능현료(不能顯了)。 

약야사망귀진(若也捨妄歸真)。 응주벽관(凝住壁觀)78) 79)。 무자무타(無自無他)。 범성등일(凡

聖等一)。 견주불이(堅住不移)。 갱불수어문교(更不隨於文教)。 차즉여리명부(此即與理冥符)。 

무유분별(無有分別)80)。 적연무위(寂然無為)。 명지이입(名之理入)。]   

3. 행입은 ‘보원행’, ‘수연행’, ‘무소구행’, ‘칭법행’의 4종으로 대별된다.  

실천으로 들어가는 길은 4가지로 대별되고, 그 외의 모든 방법이 이 안에 포함된다. 

73) 자(藉): 깔, 빌, 빙자할. 

74) 함생(含生): 일체 생명 있는 것, 곧 중생(衆生). 

75) 객진(客塵): 1. Skt. āgantuka. 객번뇌(客煩惱) ·객유진(客遊塵) ·객진번뇌(客塵煩惱). 번뇌는 본래

부터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와 청정한 마음을 더럽힌다는 뜻. 티끌처럼 미세하

고 수가 많으며, 나그네처럼 한곳에만 머무르지 않는 것이라는 뜻으로, ‘번뇌’를 이르는 말. 

76) 망상(妄想): Skt. kalpa. delusive conceptualization. 5법(五法)의 하나. 심식(心識)의 분별. 이 분

별은 헛된 것이고 참되지 못하므로 이같이 말한다. 실(實)에 부당(不當)한 것을 망(妄), 망녕되

게 분별하여 여러 가지의 상(相)을 취하는 것을 망상(妄想)이라 한다. ►5법(五法): 온갖 법의 자

성을 분별하여, 5종으로 하는 것. 곧 상(相: 삼라만상의 모양), 명(名: 만상의 이름), 분별(分別: 

망상. 모양과 이름의 근본 되는 허망한 마음), 정지(正智: 허망분별을 여의고, 온갖 법의 자성이 

없는 진리를 아는 바른 지혜), 여여(如如: 진여. 정지로 증득하는 제법의 본체).   

77) 부(覆): (다시 복, 덮을 부) 1. 다시. 2. 도리어. 3. 뒤집(히)다. 엎어지다. 전복되다. 고꾸라지다. 넘

어지다. 4. 멸망하다. 5. 되풀이하다. 6. 사뢰다(웃어른에게 말씀을 올리다.) 7. 알리다. 8. 배반(背

反 ·背叛)하다. a. 덮다, 뒤덮다. 씌우다. 덮어 가리다 (부). b. 퍼지다 (부). c. 노리다 (부). d. 덮개

(부). e. 옷(부). f. 복병(伏兵 ,부).    

78) 응주벽관(凝住壁觀): 소림굴 9년 면벽을 의미함과 동시에 나와 남, 성인과 범부가 둘이 아닌 부

동의 경지를 의미함, 곧 선종의 선(禪).  

79) ‘달마의 제자인 曇林은 『達磨論』의 서문에서 安心之法을 ‘壁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김동윤, 

「「菩提達磨略辨大乘入道四行」에 대한 고찰」, 『한국불교학』, no.71, 2014, pp.167-192.  

80) 분별(分別): Skt. kalpana. 1. 구별(서로 다른 일이나 사물을 구별하여 가름. 서로 구별(區別)을 지

어 가르는 것. 사물(事物)을 종류(種類)에 따라 나누는 것.) distinguish (between / sth from sth), 

differentiate (between / sth from sth), discriminate (between / sth from sth), tell (the difference 

between / sth from sth). 2. 사리 판단(세상 물정에 대한 바른 생각이나 판단) discernment, 

(good) judgment, discern. 3. 어떤 일에 대하여 배려하여 마련함. [비슷한 말] 변별, 분수, 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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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중 첫째는 보원행, 둘째는 수연행, 셋째는 무소구행, 넷째는 칭법행이다. 

[행입자(行入者)。 위사행(謂四行)。 기여제행실입차중(其餘諸行悉入此中)。  

하등사야(何等四耶)。 일보원행(一報冤行)。 이수연행(二隨緣行)。 삼무소구행(三無所求行)。

사칭법행(四稱81)法行)。]  

4.   보원행이란 역경을 맞았을 때, 이는 과거생의 원증(怨憎)의 과보임을 알고, 원망심 없이 

수도의 밑거름으로 삼는 것이다.  

보원행이란, 도를 닦는 사람이 고초를 겪을 때 스스로 생각하기를, ‘지난 무수한 전생에 근

본을 저버리고 사소한 일에 매달려 갖가지 중생으로 윤회하면서, 남에 대해 원망하고 미워하

며 해롭게 했다. 비록 지금 잘못이 없으나 지난 생에 원한 맺은 것의 과보로 고초를 겪으니 

천상이나 인간이 악업의 과보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것이다. 따라서 고초를 달게 받고 도

무지 원통하다고 하소연할 일이 아니다.’  

경에 이르기를, ‘역경을 맞아 근심이 없다.’ 했다. 왜냐하면 과거생의 과보임을 알기 때문이

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원증을 밑거름으로 도를 닦아가니 보원행이라 한다. 

[운하보원행(云何報冤行)。 위수도행인약수고시(謂修道行人若受苦時)。 당자념언아종왕석

무수겁중(當自念言我從往昔無數82)劫中)。 기본종말유랑제유(棄本從末流浪諸有)83)。 다기원증

(多起冤憎)。 위해무한(違害無限)。 금수무범(今雖無犯)。 시개숙앙(是皆宿殃)84)。 악업과숙(惡業

果熟)。 비천비인소능견여(非天非人所能見與)。 감심인수(甘心忍受)。 도무원소(都無冤訴)。 

경운(經云)。 봉고불우(逢苦不憂)。 하이고(何以故)。 식달고(識達故)。 차심생시(此心生時)。 여

리상응(與理相應)。 체원진도고(體冤進道故)。 설언보원행(說言報冤行)。]     

5.   수연행이란 좋은 일이 생기면 과거생에 지은 과보로 곧 인연따라 스러질 것을 알아, 기

쁨에 들뜨지 않는 것이다.   

둘째는 수연행이다. 중생은 나라는 실체가 없이 연기연멸(緣起緣滅)하니, 고통과 즐거움이 

모두 인연따라 생긴다. 따라서 행운이나 명성 같은 좋은 일이 생기면 전생에 지은 것을 지금 

81) 칭(稱): (일컬을 칭, 저울 칭) 1. 걸맞다, 부합(符合)하다(들어맞듯 사물이나 현상이 서로 꼭 들어

맞다), 2. 알맞다, 어울리다. 맞다. 적합하다.   

82) 대정장 원문에는 教이나 전등록 원문에는 數로 되어 있고, 문맥상 數가 맞아 數로 교정함.

83) 제유(諸有): 중생(衆生). 유정(有情).

84) 앙(殃): (재앙 앙) 1. 재앙(災殃). 2. 하늘이 내리는 벌. 3. 해(害)치다. 4. 괴롭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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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것이고, 인연이 다하면 다시 없어질 것을 기뻐할 일이 무엇인가? 

얻고 잃음이 모두 인연이니, 마음에 더함도 덜함도 없다. (이와 같이) 기쁨에도 흔들림없이 

그윽한 도에 부합(하여 고요)하니 이를 수연행이라 한다. 

[이수연행자(二隨緣行者)。 중생무아(衆生無我)。 병연업소전(並緣業所轉)。 고락제수(苦樂

齊85)受)。 개종연생(皆從緣生)。 약득승보영예등사(若得勝報榮譽等事)。 시아과거숙인소감(是我

過去宿因所感)。 금방득지(今方86)得之)。 연진환무(緣盡還無)。 하희지유(何喜之有)。  

득실종연(得失從緣)。 심무증감(心無增減)。 희풍부동(喜風不動)。 명순어도(冥順於道)。 시고

설언수연행야(是故說言隨緣行也)。]   

6.   일체가 항상 변해 실체가 없으니, 없는 실체를 갈구하고 잡으려 하는 것이 고통인 줄 깨

달아, ‘갈구함이 없이 평안한 것’을 무소구행이라 한다.  

셋째는 무소구행이다. 세속인은 어리석어서 항상 무엇을 갈망하며 이를 구하고자 한다. 지

혜로운 자는, ‘모습은 인연따라 변하며 만물이 실체가 없이 공하다’는 이치를 깨달아, 세속인

과 달리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 갈망이 없어 마음이 평안하다. 공덕녀(행복)와 흑암녀(불행)

는 뗄 수 없는 자매로서 항상 서로 붙어 다닌다. 우리가 머무는 세상인 3계(욕망의 세계, 물

질의 세계, 정신의 세계)는 불타는 집과 같다. 몸 받아 태어나면 고통이니, 누구인들 편안할

까보냐. 이런 이치를 뼛속 깊이 알면 그 무엇도 (탐착 없이) 놓아, 생각이 쉬어지고 갈구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경에 이르기를, ‘구하면 곧 고통이요, 구함이 없으면 곧 지복이다.’ 했다. 이와 같이 구함없

음이 진리에 맞는 것임을 아는 것을 무소구행이라 한다.   

[삼무소구행자(三無所求行者)。 세인장미(世人長迷)。 처처탐착(處處貪著)。 명지위구(名之為
求)。 지자오진(智者悟真)。 이장속반(理將俗反)。 안심무위(安心無為)。 형수운전(形隨運轉)。 만

유사공(萬有斯87)空)。 무소원요(無所願樂)。 공덕흑암(功德黑暗)88)。 상상수축(常相隨逐)。 삼계

85) 제(齊): (가지런할 제, 재계할 재, 옷자락 자, 자를 전) 1. 일제히, 다 같이. 

86) 금방(今方): 이제. 지금 막. 방금(1.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바로 조금 전에. 2. 말하고 있는 시점과 

같은 때에. 3. 말하고 있는 시점부터 바로 조금 후에.). [비슷한 말] 갓, 금세, 대번에.

87) 사(斯): (이 사, 천할 사) 1. 이, 이것, 여기. 2. 곧. 그래서. 이에. 즉. 

88)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에 나오는 공덕천(功德天)과 흑암천(黑暗天) 이야기. 공덕녀와 흑암녀

는 자매로서 항상 같이 다닌다. 공덕녀는 사람에게 재물과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선녀(善

女)이고, 흑암녀는 사람에게 불행과 재난을 가져다주는 악녀(惡女)이다. 행과 불행, 빈과 부, 귀

와 천, 선과 악은 대립되지만 이들은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 <大般涅槃經 성행품제7의2 大正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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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거유여화택(三界久居猶如火宅)。 유신개고(有身皆苦)。 수득이안(誰得而安)。 요달차처(了達

此處)。 고사제유(故捨諸有)。 식상무구(息想無求)。   

경운(經云)。 유구개고(有求皆苦)。 무구내락(無求乃樂)。 판지무구진위도행(判知89)無求真為
道行)。 고언무소구행야(故言無所求行也)。]   

7.   칭법행이란 ‘모든 현상이 비어 있고 본래 성품이 맑음’을 철저히 알아, 6바라밀(보시 등)

을 닦되, 닦는다는 모습을 내지 않는 것이다.   

넷째는 칭법행이다. ‘(본래의) 성품이 맑다’는 이치를 가리켜 법이라 한다. 이러한 이치를 

믿고 알면, 모든 현상은 곧 공(비어 있음)이니, 번뇌와 집착이 본래 없고, 주객 또한 없다. 

경에 이르기를, ‘법(맑은 성품)은 중생이라는 착각을 떠난 것이니 중생도 없고, 나라는 착

각도 떠났으니 나도 없다.’ 했다. 지혜로워서 이런 이치를 믿는 자는 응당 법에 맞게 행동한

다. 법은 본래 인색하지 않으니, 몸과 생명과 재산을 베풀되 마음에 아까워하는 바가 없다. 

곧 주는 자, 물건, 받는 자의 세 가지가 없음을 깊이 알아 집착이 없다. 중생의 허물을 제거하

고자 가르치고 교화하되 모습에 매이지 않으니, 스스로 닦아 남을 이롭게 하고, 보살도를 기

린다. 이미 보시의 예를 들었거니와 나머지 보살도인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도 또한 마

찬가지이다. 망상을 여의기 위해 보살의 여섯 가지 덕목(육바라밀)을 닦되, 수행합네 하는 모

양을 내지 않는다. 이를 칭법행이라 한다. 이종입 끝.    

[사칭법행자(四稱90)法行者)。 성정지리목지위법(性淨之理目91)之為法)。 신해차리(信解此理)。 

중상사공(衆相斯空)。 무염무착(無染無著)。 무차무피(無此無彼)。 

경운(經云)。 법무중생(法無衆生)。 이중생구고(離衆生垢故)。 법무유아(法無有我)。 이아구고

(離我垢故)。 지자약능신해차리(智者若能信解此理)。 응당칭법이행(應當稱法而行)。 법체무간 

(法體無慳)92)。 어신명재행단사시(於身命財行檀93)捨施)。 심무희석(心無悕94) 95)惜)96)。 달해삼공

T0374_.12.0435b23-0435c26>   

89) 판지(判知): 판단하여 앎.    

90) 칭(稱): 맞을, 알맞을.   

91) 목(目) (눈 목): 1. 일컫다, 지칭(指稱)하다. 

92) 간(慳) (아낄 간): 1. 아끼다. 2. 인색(吝嗇)하다.  

93) 단(檀): Skt./Pāli dāna. 보시(布施)라고 번역. 남에게 재물이나 가르침 등을 베풂.  

94) 희(悕): (원할 희) 1. 원(願)하다. 2. 바라다. 3. 슬퍼하다.   

95) 전등록의 ‘보리달마약변대승입도사행’에는 悋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悕가 아니고, 悋과 동자

(同字)인 恡의 오류로 사료된다. 

96) 석(惜): (아낄 석) 1. 아끼다, 소중히 여기다. 중시하다. 2. 아깝다, 애석(哀惜)하다. 유감스럽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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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達解三空)97)。 불의불착(不倚不著)。 단위거구(但為去垢)。 칭화중생(稱98)化衆生)。 이불취상(而

不取相)。 차위자행(此為自行)。 부능이타(復能利他)。 역능장엄보리지도(亦能莊嚴菩提之道)。 

단시기이(檀施旣爾)。 여오역연(餘五亦然)。 위제망상(為除妄想)。 수행육도(修行六度)。 이무소

행(而無所行)。 시위칭법행(是為稱法行)。 이종입종(二種入終).     

VI. 결론  

중국 선종의 선은, 붓다 또는 초기불교에서 닦은 구차제정의 선과는 다른 면이 많다. 이에 

구차제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중국 선종의 선의 발달양상과 중국 선의 특징을 살펴보

았다.  

보리달마는 서천(西天) 28조이며, 동토(東土) 초조(初祖)로서 중국 선종의 성립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보리달마의 저서 모음집으로 알려진 소실육문의 6문 중 후세인들의 

가탁(假托)으로 여겨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제3문 이종입은 보리달마의 친설(親說)을 제자 

담림99)이 서사(書寫)했다.  

소실육문을 개관하고, 보리달마의 선사상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이종입의 원문과 한글번역

을 실었다. 이종입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도에 이르는 길을 요약하면 이입(理入)과 행입(行入)이 있다.   

기다. 애석하게 생각하다. 안타까워하다. 아깝게 여기다, 아쉬워하다. 인색(吝嗇)하게 굴다. 지나

치게 아까워하다. 차마 버리지 못하다. 3. 애처롭게 여기다. 가엾게 생각하다. 4. 탐색(探索)하다, 

5. 두려워하다.   

97) 삼공(三空): In the practice of dāna, the emptiness of giver 시자(施者), receiver 수자(受者), 

and that which is given 시물(施物). 보시에 있어서 시자공(施者空), 수자공(受者空), 시물공(施

物空) 곧 베푸는 사람, 받는 사람, 베푸는 물건의 세 가지에 집착이 없음을 말함.   

98) 칭(稱, 일컬을 칭, 저울 칭): 1. 들다, 거행(擧行)하다. 

99) 담림(曇林): 수나라 승려. 담림(曇琳), 법림(法林)으로도 불린다. 선종초조(禪宗初祖) 보리달마

(菩提達摩)의 제자. 팔을 도적에게 잃어 무비림(無臂林)으로도 불림. 북위(北魏) 원상(元象) 원

년(538)부터 무정(武定) 원년(543) 사이에 구담반야류지(瞿曇般若流支)와 비목지선(毘目智仙), 

보리류지(菩提流支), 불타선다(佛陀扇多) 등 여러 스님이 역경(譯經)할 때 필수(筆受)를 맡았고, 

서문(序文)도 지었다. 또 가상대사(嘉祥大師) 길장(吉藏)이 지은 『승만경보굴(勝鬘經寶窟)』에 인

용된 스님이 지은 『승만경』의 주소(注疏)로 보건대 『승만경』의 연구자였음을 알 수 있다. 스승 

보리달마의 친설인 이종입(二種入)을 서사(書寫)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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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입’은 교(문자)를 빌어 참성품이 하나임을 믿고, 망상을 걷어 참으로 돌아가

며, 자타성범이 하나인 부동지에 머물되, 교(문자)마저 버리고 그 참뜻을 취하는 것

이다.   

3. 행입은 ‘보원행’, ‘수연행’, ‘무소구행’, ‘칭법행’의 4종으로 대별된다. 

4.   보원행이란 역경을 맞았을 때, 이는 과거생의 원증의 과보임을 알고, 원망심 없이 

수도의 밑거름으로 삼는 것이다. 

5.   수연행이란 좋은 일이 생기면 과거생에 지은 과보로 곧 인연따라 스러질 것을 알

아, 기쁨에 들뜨지 않는 것이다. 

6.   일체가 항상 변해 실체가 없으니, 없는 실체를 갈구하고 잡으려 하는 것이 고통인 

줄 깨달아, ‘갈구함이 없이 평안한 것’을 무소구행이라 한다. 

7.   칭법행이란 ‘모든 현상이 비어 있고 본래성품이 맑음’을 철저히 알아, 6바라밀(보시 

등)을 닦되, 닦는다는 모습을 내지 않는 것이다.    

보리달마의 선수행법을 통해 선의 이해가 깊어지고, 선의 실천을 통해 향상된 삶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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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민족’과 ‘닭도리탕’의 어원에 대한 선현의 증언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명예교수  류종목 

중국 문학에는 사(詞)라는 독특한 장르가 있다. 다른 나라 문학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

든 중국 문학 고유의 장르다. 사는 연악, 즉 연회용 음악의 가사다.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대

중가요의 가사인 셈인데 특이하게도 사는 주로 이미 노래 불리고 있는 곡조에 맞추어 가사를 

써넣는 형식으로 창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곡조에 대해서 누구든지 새로운 가사를 쓸 

수 있고 같은 사람이 여러 번 가사를 쓸 수도 있다. 

「죽지(竹枝)」라는 사는 한 지역의 인정 ·풍속 ·문화 ·역사 ·지리 등 지역 특성을 노래한다. 그

리고 사(詞)가 중국 문학 고유의 장르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자문화권으로서 오랫동안 

한문으로 창작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옛날 문인들이 지은 사도 적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죽지」가 특히 많다. 주목할 만한 점은 우리나라에 「죽지」 작품만 모아 놓은 『해동

죽지』라는 작품집이 있다는 사실이다.    

‘해동’이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말이므로 『해동죽지』는 우리나라의 지역 특성을 노래한 「죽

지」 모음집일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 1925년에 경성의 장학사(獎學社)에서 간행된 이 『해

동죽지』는 과연 최영년(崔永年)이라는 시인이 우리나라의 신화와 전설, 역사적 사실, 놀이 문

화, 명절 풍속, 각 지역의 별미, 누대와 정자, 전각과 사당, 제단과 능묘 등을 묘사한 550여 수

의 「죽지」를 수록해 놓은 책이다.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 가운데 ‘임금으로 옹립하다(立爲君)’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작품과, ‘도리탕(桃李湯)’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작품에 각각 ‘배달민족’과 ‘닭도리탕’이라는 

말의 어원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들어 있다.    

먼저, ‘임금으로 옹립하다(立爲君)’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작품을 보면 우리가 왜 배달민족

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무진년 좋은 해에 새로 연호를 정하고

요임금과 나란히 두 나라를 세웠네. 

비로소 나라가 있고 임금님이 계시니  

백성들이 기뻐하고 사방이 왁자했네. 

(寶曆戊辰新建元, 與堯幷立兩乾坤. 始有那羅壬儉在, 天民歡樂四方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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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에 대해서 최영년이 스스로 이런 주석을 달아 놓았다.   

『동사(東史)』에 “한 신인(神人)이 태백산의 박달나무 밑에 내려오자 나라 사람들이 임

금으로 옹립했다”라고 했고, 『계림유사(鷄林類事)』에 “‘배달(倍達)’은 박달나무요, ‘나

라(那羅)’는 국가요, ‘임검(壬儉)’은 임금이다”라고 했다.(『東史』云: “有神人降于太白山

檀木下, 國人立爲君.” 『鷄林類事』云: “‘倍達’, 檀木也; ‘那羅’, 國也; ‘壬儉’, 君也.”)   

이 사의 셋째 구절에 ‘那羅(나라)’라는 말과 ‘壬儉(임검)’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각각 

‘나라’ · ‘임금’이라는 순수 우리말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따라서 한시(漢詩)인 「죽지」에 어

떻게 순수 우리말을 마음대로 한자로 바꾸어 쓸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렇

기 때문에 최영년이 자기가 임의로 그렇게 표기한 것이 아니고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 주석을 달아 놓은 것이다.    

주석에서 인용한 『계림유사』는 손목(孫穆)이라는 송나라 사람이 서기 1103년 무렵에 편찬

한 책으로 고려의 풍토 ·제도 ·언어에 관해 기록해 놓은 것인데, 이 책에는 고려어 단어 350여 

개를 송나라 말과 대비해서 한자로 표기해 놓았다.   

몇 가지 예를 보면 “천왈한날(天曰漢捺)”이라는 설명이 있으니 이것은 송나라 말로 ‘천

(天)’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어로는 ‘한날(하늘)’이라고 한다는 뜻이고, “운왈굴림(雲曰屈林)”

이라는 설명이 있으니 이것은 송나라 말로 ‘운(雲)’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어로는 ‘굴림(구름)’

이라고 한다는 뜻이다. 또 “삼십왈실한(三十曰實漢)”은 ‘삼십’을 ‘실한(서른)’이라고 한다는 

뜻이고, “냉수왈시근몰(冷水曰時根沒)”은 ‘냉수’를 ‘시근몰(식은 물)’이라고 한다는 뜻이다. 

『직재서록해제(直齋書錄解題)』 ·『문헌통고(文獻通考)』 ·『송사(宋史)』 등에 공히 “『계림유사』 

3권(『雞林類事』三卷)”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의 『계림유사』는 실전되었고, 현재 중국에

서 통용되는 『계림유사』 판본으로는 명나라 사람 도종의(陶宗儀)가 편찬한 총서 『설부(說

郛)』에 수록된 것과 청나라 사람 진몽뢰(陳夢雷)가 편찬한 총서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

成)』에 수록된 것 등 몇 가지가 있다. 다만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인 이 판본들은 한 권 분량에

도 훨씬 못 미치므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잔결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판본들에는 최영년

의 주석에 인용된 부분이 없다. 최영년이 어떤 판본을 보았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시인이 

특정 도서를 거명해 가면서 허위 사실을 주석으로 제시했을 리는 없으므로 그가 온전한 상태

인 원래의 『계림유사』를 보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계림유사』가 우리나라에 관한 기

록인 만큼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사람보다 더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바, 우

리나라의 어느 학자가 잔결되기 전의 원래 판본을 구해 애지중지하며 소장하다가 후손들에

게 물려주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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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년의 주석에 인용된 『계림유사』의 설명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것은 “‘배달’은 박달나무

다(‘倍達’, 檀木也)”라는 말이다. 일연(一然)의 『삼국유사』에 환인의 아들 환웅이 태백산의 신

단수 밑에 내려와서 신시를 건설하고 환웅과 웅녀 사이에서 태어난 단군이 아사달에 도읍을 

정하여 고조선을 세웠다고 했으며, 이종휘(李種徽)의 『동사』에 “한 신인이 태백산의 박달나

무 밑에 내려오자 나라 사람들이 임금으로 옹립했다”라고 했으니, ‘배달민족(倍達民族)’은 누

군가가 우리 민족을 ‘박달나무 밑에서 유래한 민족’이라는 뜻에서 ‘박달민족’이라고 명명하고 

그것을 손목의 『계림유사』에 근거해서 한자로 표기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우리말에 ‘왕검(王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국립

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단군’의 다른 이름. 일반적으로 정치적 군장을 뜻하는 임금으

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단군왕검’이라는 단어는 ‘단군’과 동의어인 것

으로 설명되어 있다. 『계림유사』에 “‘임검(壬儉)’은 임금이다(‘壬儉’, 君也)”라고 했다면 ‘단군

왕검(檀君王儉)’은 원래 ‘단군임금’을 『계림유사』 식의 한자로 표기한 ‘단군임검(檀君壬儉)’이

었는데 ‘임(壬)’이라는 한자와 ‘왕(王)’이라는 한자가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과정에서 오

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구나 고려의 왕족이 왕(王)씨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

성이 더욱 커진다.   

다음으로, 『해동죽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음식 가운데 하나인 ‘닭도리탕’의 어원에 대해

서도 그럴듯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닭도리탕’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설이 있다. 

먼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닭’이라는 고유어와 ‘도리’라는 일본어 및 ‘탕’이

라는 한자어가 합성된 형태인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도리’라고 하면 일본어로 ‘새’라는 뜻이

고 때로는 ‘닭’을 가리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조어가 영 신통치 

않으므로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   

권대영 한국식품건강소통학회장은 <닭도리탕은 순수한 우리말 이름이다>(『식품외식경

제』, 2016.5.30. http://www.foodban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356)라는 글에

서 “닭도리탕은 닭을 칼 등으로 도리치어 탕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생긴 우리말이다”라고 하여 ‘닭도리탕’의 ‘도리’가 ‘도리치다’에서 유래했다고 했으나 이 설도 

역시 수긍이 잘 안 된다.   

그리고 <닭도리탕은 순수한 우리말 이름이다>에 의하면 “언어학계 일각에서는 윗도리와 

아랫도리처럼 옷의 구분을 짓는 경우와 같이 닭의 부위를 자른다는 의미로 닭도리탕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억지스러움을 면할 수 없다. 

이상의 몇 가지 설보다는 ‘도리탕(桃李湯)’이라는 부제가 붙은 최영년의 「죽지」가 더 설득

력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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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선 평소에 황화어회를 칭송하고    

강북에는 연자탕의 명성이 전해 온다.   

그래도 으뜸인 건 대동강의 강물 맛   

한 솥 가득 봄바람에 도리 향이 풍긴다. 

(江南素稱黃花膾, 江北名傳蓮子湯. 最是浿江江水性, 一鼎春風桃李香.)  

원문의 ‘黃花膾(황화회)’는 ‘황어’라고도 불리는 황화어의 회일 것이고 ‘蓮子湯(연자탕)’은 

연밥을 넣고 끓인 국일 것이다. 그리고 이 작품의 부제인 ‘도리탕’에 대해서는 최영년이 스스

로 다음과 같은 주석을 달아 놓았다.  

이것은 닭국으로 평양성 안에서 난다. 뼈를 붙인 채 한 치 정도의 크기로 잘게 썰고 버

섯과 훈채를 섞어서 한나절 동안 푹 익힌다. 고기가 아주 살지고 부드러운데 세상에서 

이것을 대동강 일대의 명산물이라고 한다.(此是鷄臛, 産於平壤城內. 帶骨寸切, 雜和蕈
葷, 半日烹飪. 肉甚腴軟, 世稱浿上之名産.) 

최영년의 이 「죽지」는 대동강 남쪽에서는 황화어회가 유명하고 대동강 북쪽에는 연자탕의 

명성이 오랫동안 전해 왔지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귀한 음식은 역시 맛 좋은 대동강 물로 푹 

익힌 도리탕이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그리고 조리가 끝난 뒤 솥뚜껑을 열었을 때 음식에서 

도리의 향, 즉 복숭아꽃이나 자두꽃의 향내와 비슷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도리탕’이라고 불

렀다는 사실을 전해 주고 있다. 상세하게 주석을 달아 놓은 것은 버섯과 각종 훈채(파·마늘·

달래·부추·생강 등과 같이 맵고 향이 강한 채소)가 한데 어우러져서 복숭아꽃이나 자두꽃의 

향내와 비슷한 냄새를 풍긴다는 사실을 설명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최영년이 근거 없는 사실을 전파하기 위해 일부러 이 작품을 지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후세 사람들을 오도하려는 고약한 심보로 주석을 달아서 조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을 

가능성은 더욱이나 희박하다. 그렇다면 최영년의 「죽지」와 그에 대한 주석은 ‘도리탕’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이 그러했음을 알려 주는 생생한 증언이 된다.  

그리고 <닭도리탕은 순수한 우리말 이름이다>에 의하면 1920년대 문헌에 이미 닭도리탕 ·

꿩도리탕 ·토끼도리탕 등에 관한 기록이 있었다고 하니 최영년이 늦어도 1925년 이전에 지었

을 「죽지」에서 한 이 증언이 더욱 큰 신빙성을 확보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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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대학의 현재와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명예교수  박성현 

1. 들어가며 

자연과학대학(이하 자연대)은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 종합화 계획에 따라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면서 1975년에 탄생했다. 기존의 문리과대학이 자연과학, 인문학, 사회과학의 3개 단

과대학으로 분리된 것이다. 새로이 태어난 자연대에 계산통계학과(현재는 통계학과)가 신설

되고, 필자는 그 2년 후인 1977년에 이 과에 부임하여 근무하다 2010년에 정년하게 되었다. 

33년간 자연대에 근무하면서 자연대 기획연구실장, 자연과학종합연구소(현재는 기초과학연

구원) 소장, 그리고 학장까지 하면서, 필자의 생애 황금기인 반평생을 보낸 대학이고, 지금도 

늘 사랑과 관심을 자연대에 가지고 있다. 정년 후에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장, 한국과학

기술한림원 원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분과의장 등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의 기

초과학의 발전과 자연대의 발전을 지켜본 교수의 한 사람으로 서울대 명예교수회보에 자연

대의 현재 상황과 미래의 발전 모습을 그려보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필자는 2년 전

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9』에 ‘자연과학대학 설립과 초기 발전과정에 대한 회고’[1]

를 통해 자연대의 과거에 대하여 필자 나름대로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 글은 자연대의 한 명예교수로서 자연대의 과거보다는 현재를 우선 조감하고, 다음으로 

미래의 발전 방향에 대한 개인적인 제언을 감히 피력해 보는 글이다. 이 글을 작성하는 데 주요 

참고자료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 70년, 1946-2016’[2],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연차보고

서(2020.6.21.~2021.6.20.)’[3], 그리고 자연과학대학 홈페이지(https://science.snu.ac.kr)[4] 등

의 내용이다. 이 글이 자연대의 미래를 위한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감히 희망한다.  

2. 자연대의 현재   

(1) 1975년 시작과 2021년 현재의 비교   

1975년에 문리과대학 이학부가 관악캠퍼스에서 자연대로 탄생할 때와, 그 후 46년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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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2021년 현재의 자연대의 모습은 큰 차이가 있다. 그 주요 차이점을 표로 만들어 보면 <표 

1>과 같다. 교수 수는 80명에서 231명으로 약 3배가량 늘었다. 그러나 학생 수는 3,031명에서 

2,164명으로 867명 줄었다. 이 감축된 학생 인원은 정부 방침에 따라 주로 학부생이고, 대학

원생은 서울대가 대학원 중심대학을 지향하면서 대폭 증가했다.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볼 때 

1975년에는 37.9명으로 매우 많았으나, 2021년에는 9.4명으로 세계적인 명문대학 수준에 육

박하고 있다. 학과 수는 1975년에 12개로 이들은 수학과, 계산통계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식물학과, 동물학과, 미생물학과, 지질학과, 천문학과, 기상학과, 해양학과와 수의예과이다. 

2021년의 자연대의 조직은 5개 학부, 즉 수리과학부, 물리천문학부, 화학부, 생명과학부(동물

학과, 식물학과, 미생물학과 통합), 지구환경과학부(지질학과, 해양학과, 기상학과 통합)와 

2개 학과(통계학과, 대학원의 뇌인지과학과), 그리고 대학원의 6개 협동과정(과학사 및 과학

철학 전공, 유전공학 전공, 뇌과학 전공, 생물정보학 전공, 계산과학 전공, 생물물리 및 화학

생물학 전공)으로 크게 바뀌었다.   

석박사 학위 배출자는 자료 [2]에 의하면 1975년도 학위 취득자(배출자=배출한 사람)는 석

사 42명, 박사 12명뿐이었으나, 2020년도 학위 취득자는 석사 117명, 박사 212명으로 대폭 증

가했다. 교수 수의 증가와 더불어 석박사 학위 취득자의 증가는 자연대의 괄목할 만한 성장

을 보여주고 있다. 1975년에 비하여 2021년에 자연대의 획기적인 발전은 특별히 10개에 달하

<표 1> 1975년과 2021년의 자연대의 주요 비교(자료: [2]∼[4] 종합)

내용 1975년 설립 당시 2021년 1학기 현재

교수 수 80명 231명(내국인 211명, 외국인 20명)

학생 수 3,031명
2,164명(학부 1,202명, 대학원 962명)

(국제학생 45명: 학부 14명, 대학원 31명)

교수 1인당 학생 수 37.9명 9.4명

석박사 배출 인력 석사 42명, 박사 12명

석사 117명, 박사 212명

(2020년 8월: 석사 49명, 박사 98명

2021년 2월: 석사 68명, 박사 114명)

교직원 수 100명 120명

사용 건물 수 19개 건물 28개 건물 

학과(학부) 수 12개 학과 5개 학부, 2개 학과, 6개 협동과정

연구소 및 연구지원센터 없음 10개의 연구소 및 연구지원센터

연구비

매우 미미.

기초과학에 연구비를 지

급하는 한국과학재단이 

1977년에 설립됨. 

2020년도 전임교원(퇴직교원 포함하여 295명이 연

구비 수주함) 연구비 총액은 1,014억 원이고, 1인당 

수주액은 3.43억 원임. 

학생의 장학금 수혜율 자료 없음 전체 학생의 71.8%(2020년 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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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소 및 연구지원센터이다. 대표적인 연구소는 기초과학연구원으로 이 속에는 통계연

구소, 물성과학연구소, 분자과학연구소, 지질환경연구소, 대기환경연구소가 포함되어 있다. 

기초과학연구원 외에도 자연대에는 유전공학연구소, 수학연구소, 이론물리학연구소, 응용물

리연구소, 미생물연구소, 해양연구소가 있고, 연구지원센터로 기초과학공동기기원, 국가지원

연구센터, BK21 PLUS 사업단이 있다.   

1975년과 2021년을 비교하여 큰 차이는 연구비 수주에 있다. 1975년에는 정부 차원에서도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었다. 기초과학 분야 연구비를 지원하는 정부기관으로 한국

과학재단이 1977년에서야 발족되었기 때문이다. 2021년에는 2020년도의 연구비 수주 총액

이 1,014억 원으로 1천억 원이 넘었고, 여기에는 BK21사업이나 IBS(기초과학연구원) 사업들

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장학금 수혜율을 보면 자연대는 2020년 9월 기준 전체 학생의 

71.8%로, 매우 높은 비율이다. 1975년의 자료는 없으나 매우 미미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교육과 연구   

2021년 1학기에 자연대의 교수의 수는 231명이고, 이들이 교육하는 학생의 수는 등록생 

기준으로 볼 때 <표 2>와 같다. 5개 학부, 2개 학과, 6개 대학원 협동과정으로 나누어 다양하

게 교육되고 있으며, 모든 등록생(학사, 석사, 박사)의 수는 2,164명이다. 2021년 2월에 학위

를 수여받은 학생의 수는 학사 173명, 석박사 182명(석사 68명, 박사 114명)으로 석박사 학위 

수여자가 학사 학위 수여자보다 많아, 자연대는 이미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변신한 셈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수업이 일반적인 수업의 한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

후함에 따라, 자연대는 이에 대비[3]하여 비대면 실험 교육이나 비대면 수학 교육의 질을 혁

신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예로, ‘비대면 환경에서의 실험 교육 강화 

방안’, ‘비대면 상황에서의 수학 연습 교육 강화 방안’ 등에 대하여 정책과제로 연구하고 있으

며, 조만간 그 시행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여기에는 비대면 환경에서의 효과적인 실험 기

기 사용법 교육 방안 모색, 비대면 실험 진행을 위한 각종 디지털 장비 확보 및 사용 매뉴얼 

정비 등이 포함될 것이다.   

교수들의 연구와 연구비 수주는 자연대 설립 이후 가장 강조되어온 사항일 것이다. 2020년

도 전임교원(퇴직교원 포함하여 295명) 연구비 수주 총액은 1,014억 원이고, 1인당 수주 액은 

3.43억 원으로 매우 많다. 이는 전임교원들이 매우 왕성하게 논문을 내고 대학원생 지도를 

한다는 증거이다. 지원기관별로 연구비 수주 현황을 보면 <표 3>과 같다. 

2019년에는 2018년에 비하여 연구비 총액이 1.4%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으나, 2020년에는 

2019년에 비하여 19.3%의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이는 과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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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지원이 25%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신규 센터 및 중점연구소 선정 등이 영향을 미쳤다. 

민간 및 국외 기관도 연구비 신규 선정으로 19% 이상 증가하는 좋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지원기관이 교내인 것은 ‘자연과학대학/기초과학연구원 

자체 연구진흥 사업’이 포함되며, 이 사업으로 신임교수 연구 정착금 지원, 기본연구 활동 경

비 지원, 우수학술지 논문 게재료 지원, 중대형 연구과제 유치 지원, 맞춤형연구 소액경비 지

원, 연구처 융복합 연구 지원사업, 창의연구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 연구 장비 인프라 구축 사

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3> 자연대의 지원기관별 연구비 수주현황(2018∼2020, 자료: [3]) 

지원기관
2018년 2019년 2020년

연구비(비율) 연구비(비율) 전년대비 연구비(비율) 전년대비

과기부/교육부 477억(56%) 510억(60%) 7%↑ 636억(63%) 25%↑

정부기관 167억(19%) 152억(18%) 9%↓ 156억(15%) 3%↑

교내 20억(2%) 18억(2%) 10%↓ 20억(2%) 14%↑

민간/국외 198억(23%) 170억(20%) 14%↓ 202억(20%) 19%↑

총합계 862억(100%) 850억(100%) 1.4%↓ 1,014억(100%) 19.3%↑

<표 2> 2021학년도 전기 자연대 학생 현황 

학부(학과, 협동과정)
등록생(2021년 1학기) 학위수여(2021년 2월)

학사 석사 박사 학사 석사 박사

수리과학부 192 67 45 32 7 8

통계학과 123 48 18 26 11 6

물리천문학부(물리학 전공) 197 89 69 30 5 27

물리천문학부(천문학 전공) 54 7 8 1 2 1

화학부 202 82 80 31 12 28

생명과학부 263 105 63 27 10 23

지구환경과학부 171 76 34 26 10 10

뇌인지과학과 - 34 17 - 2 2

(협)과학사 및 과학철학 전공 - 17 10 - 4 3

(협)유전공학 전공 - 6 2 - 1 1

(협)뇌과학 전공 - 24 10 - 2 1

(협)생물정보학 전공 - 22 16 - 0 1

(협)계산과학 전공 - 8 4 - 2 2

(협)생물물리 및 화학생물학 전공 - 1 0 - 0 1

계 1,202 586 376 173 68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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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 장학금 및 학생 활동   

<표 1>에서 전체 자연대 학생의 장학금 수혜율이 71.8%로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3], 학부생은 2020년 2학기에 937명이 21.7억 원의 장학금을 받았

고, 2021년 1학기에는 738명이 16.1억 원의 장학금을 받아 2020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675명이 37.8억 원의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일인당 약 226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받은 셈이다. 장학금의 유형으로는 국가장학금(소득 혹은 성적우수), 교내장학금, 

서울대 발전기금, 교외장학금 등이다.   

대학원생은 2020년 2학기에 621명이 23.0억 원의 장학금을 받았고, 2021년 1학기에는 580

명이 19.5억 원의 장학금을 받아 2020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171명이 41.3억 원의 장

학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일인당 약 353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받은 셈이다. 충

분하지 않을지 모르나 적은 금액의 장학금은 아니다. 

학생들을 위한 자연대의 프로그램은 다양하다. 대표적인 것 다섯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학부생 연구인턴십 시행: 학부생이 우수 연구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

고, 본격적인 연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연수비를 지원.   

②   자연과학 Talk-Concert In Seoul & In Busan 행사 개최: 매년 여름 서울/경기 지역과 부

산지역 고등학생 각각 200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토크 콘서트로, 자연대의 

GLEAP(Global Leadership Program)으로 개최되는 행사임. 

③   2021 온라인 겨울과학캠프 행사 개최: 서울/경기 지역 고등학생 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지난 2021년 1월 20일~22일간 온라인 겨울과학캠프 개최. 

④   자연대 학부생 동아리 활동 지원: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동아리 활동

에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   

⑤   자연대 전문연구요원 운영: 병역 자원의 일부를 군 필요 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기관에서 연구 인력으로 

3년 동안 군복무 대신 활용토록 전문연구요원 제도 운영. 2021년 5월 10일 기준, 자연대

에는 230명의 전문연구요원이 근무하고 있음.   

(4) 기획 ·대외협력 

자연대는 교육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모금 사업, 대중에게 자연과학을 소개하는 각종의 

프로그램, 랜선 자연과학 체험캠프 등 다양한 기획 ·대외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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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업 다섯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자연과학대학 발전기금 모금: ‘꿈 짓는 자연대 발전기금’(2021년 6월 현재 23.6억 원 모

금)과 ‘교육 ·연구 기금 모금’(2021년 6월 현재 3.5억 원 모금) 등의 모금 활동을 운영하

고 있음.  

②   자연과학 공개강연: 1994년 시작하여 매년 겨울 방학에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 일반인

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1년 2월 6일(토)에 28회 자연과학 공개강연을 

가졌으며, “과학자의 꿈과 도전; 불확실한 세계, 그래서 과학”이란 주제로 랜선 과학 콘

서트로 진행하였음. 이번 강연에 Youtube 최대 접속자 수는 약 5,500명이었음.   

③   랜선 자연과학 체험캠프와 토요과학 공개강좌: 과학을 접할 기회가 적은 고등학교 학생

들에게 자연과학대학의 여러 전공에 대한 탐색 및 진학 후의 생활을 체험해 보는 기회

를 제공하는 캠프로, 2010년 1회를 시작하였음. 올해 제14회를 지난 2021년 1월 5∼8일

에 등록한 학생 2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또한 토요과학 공개강좌를 실시하여 중

고등학생에게 기초과학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④   자연과학대학 국외학술교류협정 체결: 자연대 학생들의 국외 수학 및 자연대 소속 교

원, 연구원들의 국외 연구를 위한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여 운영함. 현재 18개 외국 대

학들과 협정이 체결되어 있음. 

⑤   과학기술산업융합최고전략과정(SPARC, Science & Policy Advanced Research Course)

과 해양정책 최고과정 운영: SPARC 과정은 우리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과 함께 과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의 과학기술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비전을 갖

추기 위해 만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으로, 2002년 3월 필자가 학장인 시

절에 시작한 과정으로, 1년에 2회씩 6개월 과정으로 시행되고 있음. 2021년 3월 16일에 

38기 입학식이 있었음. 이와 별도로 지구환경과학부에서 운영하는 해양정책 최고과정

도 있음. 

3. 자연대의 미래 발전 방향   

자연대는 1975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엄청나게 발전되어 왔다. <표 1>에 있는 현황 통계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개인도 미래의 꿈을 가지고 현재를 달려가다 보면 꿈이 어

느 정도 성취되듯이, 자연대도 미래의 꿈, 즉 미래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교직원과 학생들

이 합심하여 달려 나가기를 희망한다. 이 미래의 꿈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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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대의 비전 및 전략 설정   

자연대의 홈페이지에 보면 비전(vision)으로 “과학의 젊은 미래를 이끌어 갑니다.”로 되어 

있고, 학장 환영 인사에 보면 “과학: 젊음의 열정으로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를 비전으로 제

시하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런데 자연대 교수들에게 자연대 비전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아는 

교수가 별로 없다. 이것은 자연대 비전을 정할 때 교수들의 충분한 논의 과정이 별로 없었다

는 얘기도 되고, 비전에 대한 충분한 홍보 노력이 없었다는 얘기도 된다.

대학을 비롯하여 모든 조직은 비전이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그 조직이 나아갈 방향

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자연대는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교육과 연구를 리드하는 조직으로

서, 이에 걸맞은 미션(mission)과 핵심가치(core value)가 있고, 이 미션과 핵심 가치를 실현

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전략

(strategy)을 제시하고, 이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전략 과제를 정해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람

직하다.    

예를 들면, 미션으로는 “창의적 기초과학 교육 ·연구를 통한 국가과학기술의 진흥”을 생각

할 수 있다. 핵심 가치로는 두세 가지가 좋은데, 예를 들면, “고품격의 교육 ·연구 활동”, “기

초과학의 국제적 리더십”, “국민속의 기초과학 진흥” 등이다. 다음으로 비전으로는, 예를 들

면, “세계적인 기초과학 리더”, “국민과 함께하는 기초과학 리더 자연대”, “젊음의 열정으로 

기초과학 기반의 미래 창조” 등이다. 이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전략을 3~4개 정도 정할 필요

가 있으며, 예를 들면, “창의적 기초과학 교육 ·연구 여건 조성”, “기초과학 국제적 리더십 확

립”,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문화 창달” 등이다. 이런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제들을 각 전략에 대하여 3~4개 정도 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전략과제들을 실행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비전과 전략 설정에 자연대 구성원들 전체가 동의하

는 과정을 거치고, 이를 단체적으로 실행해 가는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이 자연대의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미션 – 핵심가치 – 비전 – 전략 – 전략 과제’를 세우면, 자연대가 나

아갈 방향이 뚜렷하며, 모든 구성원이 힘을 합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자연과학 분야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전략   

첫 번째로, 자연대가 자연과학 분야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아마도 노벨과학상을 자연대 교수나 명예교수가 수상하는 길일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기

초과학에 투자하기 시작한 지가 30년이 넘어가고 있으므로, 앞으로 몇 년 안에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한국에서 나올 것으로 믿는다. 첫 번째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자연대에서 나오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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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원한다.   

두 번째로, 자연과학 분야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연대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우수 단과대학이 되어야 한다. 2021년도 QS 세계 대학 순위를 보면 자연과학 분야

에서 서울대학교 자연대는 32위이다. 자연대의 학부와 학과별로 보면, 수리과학부 47위, 통

계학과 39위, 물리천문학부 36위, 화학부 31위, 생명과학부 39위 등이다. 30위 안으로 드는 

학부나 학과는 없다. QS 세계 대학 순위(QS World University Rankings)는 영국의 글로벌 대

학 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전 세계 6,415개 대학을 평가하여 발표하는 것으

로, 평가지표는 학계 평판(40%), 졸업생 평판(10%), 교원당 피인용 수(20%), 교원당 학생 수

(20%), 외국인 교원 비율(5%), 외국인 학생 비율(5%) 등 6개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대는 <표 1>에 보면 외국인 교원 비율이 8.7%(231명 중 20명)에 지나지 않고, 외국인 

학생 비율이 2.1%(2,164명 중 45명)밖에 안 되어 대학으로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기는 역

부족이다. 자연대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교원 비율이 20% 이

상, 그리고 외국인 학생 비율도 15% 이상은 되어야 할 것이다. 순차적으로 이들 비율을 늘려

나갈 필요가 있다. 외국인 교원과 외국인 학생들이 늘어날 경우에 대비해 영어로 강의하는 

수업도 더 늘려 나가야 할 것이다. 자연대와 자연대 소속 각 학부(학과)는 학계 평판, 졸업생 

평판, 교원당 피인용 수 등이 좋아지고 있고, 교원당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으므로, 외국인 

교원 비율과 외국인 학생 비율이 증가하면 QS 평가에서 조만간 20위권으로 올라설 수 있으

며, 향후 10~20년 내에 10위권을 목표로 정진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자연대가 명실상부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세계 유명대학들과 

국제학술교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자연대와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대학은 18개 대

학으로, 미국의 George Mason University, 독일의 University of Mainz, 스웨덴의 Chalmers 

University of Technology 등과는 복수박사학위(혹은 공동박사학위) 수여 협약이 체결되어 

있고, 기타 대학들과는 학생교환이나 일반학술교류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이런 학술교류협

정을 실질적으로 활용해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왕성하게 학술교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참여를 통해 자연대의 위상을 높여 갈 수 있을 것이다.   

(3) 코로나 장기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발전 전략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우리 사회는 심대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대부분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자연대는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여 교육의 핵심이 되는 기초과학 실험 수

업, 기초과학 교실 수업 등에 대하여 그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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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실험 수업에서는 비대면 환경에서의 효과적인 실험 기기 사용법 교육, 비대면 실험 진

행을 위한 각종 디지털 장비 확보 및 사용 매뉴얼 정비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교실 수업에서

는 온라인 수업을 위한 효율적인 화상강의실 운영, 과목 특성에 따라 교수-학생 간 실시간 양

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참고자료[3]에 

의하면 이미 시작되고 있는데,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연구하고 실천하는가가 중요하다.

코로나가 지나간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더라도, 부분적인 비대면 화상교육은 그대

로 존속할 수도 있다. 이미 우리 주변에 있는 무크(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가 

기존 대학 교육 체계를 바꾸어 가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빠르게 교육환경을 바

꾸어 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K-MOOC에는 무료 강좌가 900개가 넘어섰고, 

참여기관도 140개 이상이고, 수강 신청자가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자연대도 

K-MOOC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연대가 자연과학 분야를 좀 더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국민과 함께하는 자연과학 창달  

자연대는 국민에게 비교적 생소한 자연과학(더 나아가 기초과학)을 이해시키고, 국민이 자

연과학을 친근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는 사명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연대는 참고자료 [3]과 [4]를 보면, 오래전부터 ‘자연과학 공개강연’, ‘랜선 자연과학 체험캠

프’, ‘토요과학 공개강좌’, ‘과학기술산업융합최고전략과정’, ‘해양정책 최고과정’ 등을 운영하

고 있다. 이외에도 ‘자연대 명사초청 특강’, ‘자연대 석학 특강’, ‘자연대 홈커밍데이 행사’ 등이 

운영된다. 자연대는 국민과 함께하는 자연과학 창달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 그러

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형식에 치우쳐서는 안 되며, 자연대의 모든 이해관계자들(교수, 직원, 

학생, 졸업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들을 연구하고 실

천해야 한다.    

21세기는 과학기술의 시대라고 볼 수 있으며, 과학기술의 기초는 자연과학이다. 따라서 국

민과 함께하는 자연과학의 창달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이다. 자연대가 이런 과제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더 앞장서기를 당부하고 싶다. 

(5)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며, 이 시대를 이끌 기술들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 등이다. 이 기술들은 모두 데이터 기반의 기술들이며, 데이터 사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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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혹은 데이터 과학)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의 기초 학문이다. 자연대는 서울대에서 자

연과학 분야의 교양과목을 책임지고 있는 대학이므로, 서울대의 모든 학생이 교양 필수과목

으로 데이터 사이언스(이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해도 무방함)를 수강할 수 있도록 주

도해야 한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자연대가 감당해야 할 책무

이다. 자연대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과목을 주관할 수 있는 학과는 통계학과이다. 따라서 통

계학과의 교수를 보강하고,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의 도움을 받으면 데이터 사이언스 교양

과목의 강의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대에는 대학원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이 있다. 이 과정은 주로 과학사와 과학

철학을 위주로 하였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과학정책이 국가의 주요한 연구 분야로 대

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 협동과정을 대학원 학과로 변경하여 과학사, 과학철학, 과학정책 등

을 모두 다루는 ‘과학학과’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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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령 한 달 살기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명예교수  최덕근

중국 우한에서 발발한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우리 일상생활의 모

습이 크게 바뀌었던 2020년 2월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우리 아파트 단지의 엘리베이

터를 모두 교체하는 공사를 시행한다는 공고가 붙었다. 공사는 4월부터 시작하여 7월에 마칠 

계획이라는데, 내가 살고 있는 308동은 7월 한 달 동안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란다. 우리 아파

트는 건축된 지 20년이 지났는데, 언제부터인가 엘리베이터 고장이 잦아지면서 엘리베이터 

교체는 입주민들이 고대하던 사업이었다.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내가 살고 있는 곳이 23층

이기 때문에 공사기간 동안 계단을 오르고 내릴 일에 걱정이 앞선다.    

2020년 6월 초,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무렵, 나는 아내에게 7월 

한 달 동안 서울을 벗어나 살다오는 것이 어떨지 물었다. 아내는 대찬성이었다. 인터넷에서 

‘한 달 살기’를 검색하니까, 가장 위에 ‘제주도 한 달 살기’와 ‘강원도 한 달 살기’가 뜬다. 내 

생각에도 한 달 살기에는 제주도나 강원도가 좋을 듯했다. 그런데 7월은 날씨가 무척 더울 

뿐만 아니라 대부분 장마기간일 가능성이 크니까 여행하기에 좋은 시기는 아니다. 특히, 제

주도는 장마전선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7월에 제주도를 방문하는 것

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한 달 살기의 숙소를 강원도에서 찾기로 했다. 그런데 

강원도만 해도 무척 넓다. 강원도는 남북으로 달리는 태백산맥을 경계로 영동과 영서 지역으

로 나뉘는데, 영동과 영서 지역의 날씨는 완연히 다르다. 그래도 대부분의 지역이 고도가 높

기 때문에 여름철에도 서늘하고, 동해로의 접근성이 좋아 여름철 한 달을 지내기에 적절해 

보인다.   

사실 나는 강원도와 인연이 깊다. 연구지역이 강원도 태백과 영월 일대였기 때문에 나는 

매년 여러 차례 강원도를 찾았다. 방문 목적은 대부분은 암석과 화석을 조사하는 일이었지

만, 학부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답사도 자주 진행했었다. 한때, 나는 퇴

임하면 태백에 정착하여 암석과 화석을 즐기며 한가롭게 사는 노년생활을 꿈꾸기도 했었다. 

물론 그 꿈은 오래전에 접었지만… 일단, 태백과 영월은 한 달 살기의 후보에서 제외시켰다. 

왜냐하면, 태백과 영월은 나에게 너무 친숙한 곳이고, 따라서 여행지로서의 설렘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강원도 어디서 한 달을 보낼까? 우선, 후보지역으로 강릉, 속초, 평창을 떠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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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지방에 속하는 강릉과 속초는 바닷가에 위치하면서 오대산과 설악산이 가깝기 때문에 

산행을 즐기기에도 좋아 보인다. 반면에 영서지방에 속하는 평창은 평균 고도가 높아서 서늘

하고, 바다로의 접근성이 양호하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한 달 동안 지낼 숙소를 찾는 

일이 시급했다.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는 보통 호텔 예약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지만, 한 달을 

지내야 하기 때문에 ‘에어비앤비(airbnb)’가 편리할 듯하다.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한 다음, 여행 목적지로 강릉, 속초, 평창을 지정하여 적절한 숙소가 있는지 검색

하기 시작했다. 홈페이지에 수십 군데의 숙소가 올려져 있다. 숙소의 유형은 아파트, 펜션, 또

는 단독주택 등으로 다양했다. 가격도 적게는 60만 원대에서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기

까지 천차만별이다. 우선 마음에 드는 숙소가 있으면, 먼저 평점이 충분히 높은지 확인하고, 

사용자 후기도 읽어 보았다. 곧바로 예약하지는 않았고,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이따금 들어

가서 새로운 숙소가 추가되었는지 확인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세 군데가 숙소 후보로 좁혀졌다. 하나는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바

다 전망의 아파트로 월세가 100만 원이다. 주변이 비교적 깨끗하고, 한 달을 지내기에 무난해 

보인다. 다른 하나는 강릉시 성산면에 있는 펜션으로 가격이 70만 원이다. 고속도로에서 약

간 떨어진 산골짜기에 위치하여 조용해 보이기는 한데, 매일 들고나는 일이 걱정스럽다. 마지

막으로 평창군 대관령면 알펜시아 리조트 부근의 작은 아파트로 월세가 100만 원이다. 숙소 

세 곳에 대한 사용자 후기를 더욱 세심히 읽어 보았다. 대관령에 있는 아파트가 평점도 높고, 

사용자들의 후기에 만족스럽다는 내용이 많았다. 곧바로 대관령에 있는 아파트를 예약했다.

한 달 살기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다. 숙소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기본적

으로 생활할 수 있는 비품이 준비되어 있기는 하지만, 의(衣) ·식(食) 물품을 준비하는 일이 

만만치 않다. 준비할 사항을 크게 분류하여 의류(등산복 포함), 식료품(건조식품, 냉동식품, 

반찬), 조리기구, 기타 잡화, 노트북, 읽을 책들로 구분했다. 최소한으로 준비한다고 했지만, 

챙겨 놓은 물품을 가져가기 위해서 커다란 여행가방 네 개가 필요했다. 그래도 부족한 것은 

현지에서 조달하기로 했다. 출발 하루 전인 6월 30일, 숙소 호스트로부터 숙소 사용에 대한 

안내 메일이 왔다. 숙소로 들어가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와 시설을 사용할 때 알아야 할 내용

이 들어 있다.     

7월 1일 – 대관령으로 출발    

7월 1일 아침, 차 트렁크와 뒷좌석에 짐을 가득 싣고, 대관령을 향해서 출발했다. 영동고속

도로를 거쳐서 오후 3시 무렵 예약한 대관령 숙소에 도착했다. 아파트 단지는 남향의 산기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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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치해 있었으며, 지하주차장이 충분히 넓어서 들고나기에 편리했다. 현관문을 열고 방에 

들어서자 유리창 너머로 뾰족한 산꼭대기가 눈에 들어온다. 산 이름이 궁금해서 지도를 찾아

보니까 발왕산이다.   

발왕산은 유명한 산은 아니지만, 북쪽으로는 오대산 그리고 남쪽으로는 태백산으로 이어

지는 태백산맥의 중간에 있는 해발 1,458m의 제법 높은 산이다. 이 산에 여덟 명 왕의 묏자리

가 있다는 옛말에서 ‘팔왕산(八王山)’이라고 불리다가 일제강점기 이후 발간된 지형도에 ’발

왕산(發王山)’으로 표기되었다고 한다. 발왕산에는 용평스키장의 슬로프가 있어서 겨울철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한다. 발왕산 앞 골짜기를 따라 골프장이 보이고, 그 옆에는 자그마

한 호수가 펼쳐져 있다. 숙소는 작지만 깨끗해서 첫인상이 좋다. 이 부근은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개발된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이 깔끔하게 잘 정돈되어 있다. 유

리창 밖으로 펼쳐진 7월의 싱그러운 풍경에서 알프스의 푸른 초원을 걷던 기억이 겹쳐진다. 

오늘은 짐을 정리하고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한 달 살기를 준비하면서 아내와 약속한 것

으로 아침과 저녁 식사는 숙소에서 해 먹기로 하고, 점심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맛집을 찾기

로 했다. 또 나이가 들면서 챙겨야 할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건강이니까 가능하면 하루에 2~3

시간을 걷기로 했다. 실제로 대관령에 있었던 30일 동안 비가 많이 내렸던 4~5일을 제외하고 

매일 열심히 걸었다. 일정을 모두 기록할 수는 없고, 아래에 좋은 기억으로 남겨진 몇 군데를 

소개하려고 한다.    

<그림 1> 대관령 숙소에서 바라본 모습. 가운데 멀리 보이는 산이 발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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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 발왕산  

아침 일찍 눈이 떠졌다. 새벽 5시다. 창문을 여니 상쾌한 공기가 방안으로 들어온다. 코 속

을 자극하는 공기의 느낌이 서울의 공기와 완연히 다르다. 공기가 맛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처럼 맛있는 공기 속을 산책하고 싶다. 약간 서늘한 기운에 바람막이 겉옷을 걸치고 아내와 

함께 집을 나섰다. 아파트 단지에서 내려와 알펜시아 리조트로 가는 방향을 따라 10분 남짓 

걸어가니까 어제 유리창 너머로 보였던 골프장과 자그마한 호수가 나타났다. 호수 가장자리

를 따라 약 1km의 산책길이 잘 조성되어 있다. 식물을 좋아하는 아내는 길가에 활짝 핀 야생

화를 핸드폰 카메라에 담기에 바쁘다. 천천히 호수 주변을 걸었는데 1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아침 식사를 간단히 해 먹고, 인터넷에서 이메일을 체크한 다음 한동안 휴식을 취했다.  

오늘 날씨가 무척 청명하다. 그래서 오후에는 숙소에서 바라보이는 발왕산을 올라가기로 

했다. 점심으로 대관령의 맛집으로 알려진 식당에서 메밀막국수를 먹은 후, 발왕산으로 올라

가는 케이블카 출발지로 갔다. 발왕산 케이블카는 용평리조트에서 출발하여 발왕산 꼭대기

까지 운행하며, 길이가 3.7km로 우리나라 케이블카 중에서 가장 길다고 한다. 탑승시간은 약 

20분이었는데, 가는 도중에 발아래로 펼쳐진 초록빛 경관에서 우리나라에도 이처럼 아름다운 

곳이 있었구나 하고 새삼 감탄했다. 2018년 늦은 여름 스위스 인터라켄(Interlaken)에서 4주

를 지낸 적이 있는데, 그린델발트(Grindelwald)와 피르스트(First)를 연결하는 케이블카에서 

보았던 모습과 거의 비슷했다.   

발왕산 정상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1시 30분경이었다. 정상에는 자그마한 정원이 가꾸어

져 있고, 나무데크와 흙길로 이루어진 산책로도 조성되어 있다. 솜털 같은 구름이 멋지게 드

리워진 파란 하늘 아래로 태백산맥의 줄기를 이루는 봉우리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한여름

의 싱그러운 풍경을 눈에 담고, 우리는 ‘주목치유숲길’을 걷기로 했다. 정상에서 출발하여 완

만하게 내려가는 숲속 길을 오르고 내리며 걷다가 다시 정상으로 올라오는 산책로다. 가는 

길목 곳곳에 나이 많은 주목들이 서 있고, 몇몇 큰 나무에는 이름(아버지 왕주목, 어머니 왕

주목, 고해주목, 승리주목 등)도 붙어 있다. 그래서 산책로 이름이 ‘주목치유숲길’이다. ‘발왕

산 가든’이라는 약수터도 있고, 서울대 정문 모양의 신갈나무는 ‘서울대 나무’로 불린다. 데크 

길은 편히 걸을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길은 흙길과 바위길이어서 걷기가 만만치 않았다. 천

천히 걷기도 했지만, ‘주목치유숲길’을 한 바퀴 도는 데 거의 1시간 30분이 걸렸다.   

‘주목치유숲길’을 걸으면서 만난 암석들은 대부분 사암과 셰일로 한국 지질계통에서 평안

누층군(平安累層群)으로 불리는 지층에 속한다. 평안누층군은 역암, 사암, 셰일, 석회암, 석탄

으로 이루어진 후기 고생대 퇴적층이다. 이 퇴적층은 3억 2000만 년 전에서 2억 5000만 년 전 

사이에 얕은 바다로 흘러드는 하천환경에서 쌓였으며, 그 후 대륙과 대륙이 충돌하는 과정



2부  칼럼   197

에서 높은 산악지대를 이루었다가 오랜 풍화 ·침식과정을 겪은 후에 지금의 모습으로 남겨

졌다.   

‘주목치유숲길’의 마지막 300m 구간은 발왕산 정상 부근의 능선길로 뜨겁게 내리쬐는 햇

빛을 피할 곳이 없다. 해발 1,400m를 넘는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7월 초의 한낮은 무척 더

웠다. 그래서 케이블카 도착하는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입구에 있는 시원한 카페로 달려갔다.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이었겠지만, 카페 내에는 손님들이 거의 없었다. 통유리가 설치된 창가

에 자리 잡고 눈앞에 펼쳐진 태백산맥의 산봉우리들을 내려다보면서 시원한 음료수를 들이

키니까 세상을 모두 가진 느낌이다. 오늘 발왕산에 오기를 정말 잘한 것 같다.  

7월 5일 – 강릉 바다부채길  

나는 여행 정보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인터넷에서 가려고 하는 지역을 검색한다. 인터넷

에는 물론 좋은 정보가 많기는 하지만, 사실 여행 정보가 너무 많아서 어디를 가야 할지 정하

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여행 정보를 찾을 때 자주 이용하는 자

료 중에 각 지방 시군에서 발행한 관광지도가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안내소에 가면, 대부

분 그 부근의 관광지도가 비치되어 있다. 대관령으로 오는 도중에 평창휴게소에 들렀는데, 

<그림 2> 발왕산 정상에서 바라본 태백산맥 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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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 안내소에서 평창, 강릉, 양양, 속초, 삼척의 관광지도를 챙겨 왔다. 아침저녁으로 관광지

도를 펼쳐 놓고, 갈 만할 곳을 찾는 일도 재미가 쏠쏠하다.    

어제저녁에 오늘 갈 곳을 미리 정해 놓았다. 강릉 관광지도에서 찾은 ‘바다부채길’이다. 그

동안 강릉에 여러 번 갔었지만 ‘바다부채길’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강릉시 정동

진과 심곡항 사이에 있는 해안 절벽을 따라 설치한 약 3km 길이의 데크길로 바다를 보면서 

걷는 산책로다. 그래서 공식 명칭은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이다. 예전에는 이곳의 해안 절벽

을 따라 군 경계초소들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었다. 그

러다가 강릉시에서 바다부채길을 조성하여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기 시작한 때가 2017년 6월 

1일이란다. ‘바다부채길’이라는 명칭은 이 부근의 지형이 마치 동해를 향해 부채를 펼쳐 놓은 

모습과 비슷하다는 데서 붙여졌다고 한다. 또한 탐방로 중간에 ‘부채바위’라는 커다란 바위

(그림 3a)가 있기 때문에 바다부채길이라는 이름이 잘 어울린다. 인터넷에서 강릉 바다부채

길을 찾은 사람들이 올려놓은 사진을 보면, 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난다.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T맵에 심곡항 공용주차장을 목적지로 설정한 후 8시 

무렵 주차장을 출발했다. 아침 일찍 출발한 이유는 대관령에서 심곡항까지 차로 거의 1시간

이 걸리는데, 바다부채길 탐방로 입장이 오전 9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었다.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옥계IC에서 빠져나가 멋진 해안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심곡항에 이른다. 심곡항

에 도착한 때가 9시경이었는데, 공용주차장이 거의 꽉 찼다. 다행히 끝자락에 주차할 공간이 

보인다. 주차 후에 등산화를 고쳐 매고 바다부채길 탐방로 입구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제

법 많다. 입장료는 3,000원이지만, 우리 부부는 모두 경로에 해당하니까 무료입장이다. 코로

나바이러스 때문에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한 후, 탐방로로 올라섰다.      

탐방로 입구에서 계단을 따라 데크길에 올라서니까 확 트인 동해가 나를 반겨 준다. 하늘

에는 높은 구름이 듬성듬성 떠 있어 파란색 바다와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다. 직업병이겠지

만, 데크길 옆 해안 절벽을 따라 드러난 암석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그림 3b). 절벽을 따

라 드러난 암석은 주로 사암으로 발왕산 꼭대기에서 보았던 암석과 마찬가지로 3억 년 전 무

렵 하천에서 쌓였던 평안누층군에 속한다. 지질학에서 강원도 남부지방은 ‘태백산분지’로 불

리는데, 태백산분지는 강릉에서 태백-영월에 이르는 지역으로 고생대 퇴적층들이 두껍게 쌓

여 있는 곳이다. 태백산분지를 약간 더 설명하면, 5억 년 전 무렵에는 오늘날 서해 같은 얕은 

바다였고, 3억 년 전 무렵에는 큰 강들이 흐르는 넓은 충적평야 지역이었다. 이곳의 지층은 

모두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걷다 보면 지층이 접혀서 만들어진 습곡구조(그림 3c)도 여

러 군데 잘 드러나 있다. 이처럼 지층이 기울고 복잡하게 접힌 모습에서 이 지역이 예전에 격

렬한 지각운동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천천히 걸으면서 나는 주로 암석을 관찰하고, 아내는 절벽 사이사이에 자라난 야생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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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찍기에 바쁘다. 해안 절벽과 바다가 어우러진 멋진 풍경이 가는 길을 붙잡아 3km를 걷는 

데 거의 1시간 30분이 걸렸다. 정동진으로 가는 길의 마지막 구간은 가파른 계단이다. 온몸에

서 땀이 비 오듯이 쏟아져 내린다. 그래도 골짜기를 따라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하게 땀을 말

려 준다. 계단 위로 올라서면, 넓은 공용주차장 너머로 배 모형의 하얀 호텔이 눈에 들어온다. 

호텔의 부대시설로 해돋이공원과 조각공원이 있다는 이야기에 입장료를 지불하고 안으로 들

어갔다. 호텔 꼭대기 전망대에서 바라보이는 동해와 정동진 해변의 모습이 환상적이다. 정동

진 공용주차장에서 심곡항 공용주차장까지 운행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타고, 심곡항으로 돌

아왔다.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심곡항 입구에 있는 주막집 형태의 막국숫집에 들어갔다. 

늦은 탓이기도 했지만, 김 부스러기를 수북이 올려 준 메밀막국수가 무척 맛있다.   

7월 17일 – 강릉 안반데기와 노추산 모정탑길  

내가 머물고 있는 숙소는 대관령면에 있기 때문에 부근에서 갈 만한 곳으로는 양떼목장이

나 등산로뿐이다. 양떼목장과 등산로 몇 군데를 갔다 오고 난 후에는 자연스럽게 인접한 도

시의 관광지를 찾게 되는데, 강릉 관광지도에 ‘안반데기’라는 생소한 이름이 보였다. 인터넷

<그림 3> 강릉 정동심곡 바다부채길. a) 멀리 가운데 기울어진 바위가 부채바위다, b) 모래들이 쌓여 만든 사

암층, c) 지층이 접힌 모습을 보여주는 습곡구조, d) 가는 길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기암괴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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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안반데기’를 치니까 해발 1,100m의 고지대에 위치한 전국 최대 규모의 고랭지 채소 단

지란다. 불로거들이 올려놓은 사진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배추밭이 펼쳐져 있다. 

가 보고 싶다. T맵 검색을 하니까 숙소에서 안반데기까지는 차로 30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

다. ‘안반’은 흰떡이나 인절미를 칠 때 아래에 받치는 넓은 나무판을 그리고 ‘데기’는 평평한 

땅을 가리키는 강원도 방언으로 이곳의 지형이 안반처럼 우묵하고 넓은 데서 ‘안반데기’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오래전에 화전민들이 산비탈을 개간하여 밭으로 일궈낸 곳으로 현

재 20여 가구가 농사를 짓고 있단다.    

안반데기를 지형학 용어로 고쳐 쓰면 고위평탄면이다. 고위평탄면(高位平坦面)이란 과거 

지질시대 동안에 오랜 기간 침식작용으로 평탄해진 땅이 융기하여 높아진 지형을 말한다. 우

리나라에서 고위평탄면은 주로 태백산맥 줄기를 따라 분포하는데, 특히 대관령 지방에 넓게 

나타나 고랭지농업과 목축업이 활성화되었다. 대관령 부근에 양떼목장과 고랭지 채소밭이 많

은 이유다.   

아침에 일어나 하늘을 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다. 높은 곳을 오르기에 좋은 날씨이긴 한

데, 뙤약볕이 걱정스럽다. 서둘러 아침을 먹은 뒤, 안반데기로 차를 몰았다. 대관령 부근의 고

도가 약 800m인데, 안반데기는 해발 1,100m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도로가 가파르고 굴곡

도 심하다. 몇 년 전 이탈리아 돌로미티(Dolomiti) 지방의 산악도로를 마음을 조이며 운전하

던 기억이 새삼 떠올랐다. 안반데기의 고개 마루에 9시 5분 전에 도착했다. 가장 먼저 왔으리

라 생각했는데, 우리보다 더 일찍 온 팀이 있다. 아침인데도 햇볕이 벌써 따갑다. 그래서 일단 

차로 갈 수 있는 곳까지 올라가 보기로 했다. 경사진 도로를 따라 한참 올라가니까 차를 수 

<그림 4> 강릉시 왕산면 해발 1,100m 고지대에 위치한 안반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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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대 세울 수 있는 넓은 주차장이 나타났다. 이처럼 주차장이 넓은 것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임이 분명하다. 차를 세운 다음, 넓게 펼쳐진 배추밭 샛길을 걷기로 했다. 능선을 

따라 거대한 풍력발전기가 줄지어 서 있고, 배추밭은 능선을 경계로 경사가 완만한 동쪽에 

펼쳐져 있었다. 30분 정도 걸었는데 뜨거운 햇볕을 피할 곳이 없다. 원래 계획은 2시간가량 

걸으려고 했는데 뙤약볕 아래서 걷는 일이 즐겁지 않다. 아직 10시도 되지 않았는데, 어디를 

가는 것이 좋을까?     

주차장으로 돌아와 강릉 관광지도를 펼쳐 들고, 부근에 갈 만한 곳을 찾기 시작했다. 가까

운 곳에 강릉 커피박물관과 노추산 모정탑길이 표시되어 있다. 커피박물관은 몇 년 전에 간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노추산 모정탑길을 가 보기로 했다. 노추산 모정탑(母情塔)길 

역시 처음 들어본 곳이다. T맵에서 ‘노추산 모정탑’을 치니까 그곳까지 예상 주행시간이 30분

이다. 안반데기를 출발하여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415번 지방도로를 따라 가다가 송천(松

川) 강변에 있는 노추산 모정탑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송천은 대관령 부근에서 발원하여 정

선-영월을 거쳐 남한강으로 흘러드는 작은 하천이다. 송천을 가로지르는 나지막한 다리를 건

너니까 울창한 소나무 숲이 나를 반겨 준다. 입구에 관리사무소와 캠핑장이 있고, 오른쪽으

로 나있는 산책길 진입로에 모정탑까지 1km라는 이정표가 서 있다.   

노추산 모정탑은 한 여인의 집념 어린 노력으로 만들어졌단다. 결혼하여 4자녀를 두었으

나 두 아들을 잃고 남편은 정신질환을 앓는 일이 벌어지는 등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았다

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 나타난 산신령으로부터 산속에 돌탑 3,000개를 쌓으면 집안

이 평안해질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다. 강릉 시내에 살고 있었던 이 여인은 돌탑을 쌓을 장소

<그림 5> 노추산 모정탑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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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물색하다가 강릉시 왕산면 노추산 자락의 계곡에 움막을 짓고 돌탑을 쌓기 시작했다. 탑

을 쌓기 시작한 때는 1986년이었고, 그로부터 세상을 떠난 2011년까지 25년 동안 3,000여 개

의 탑을 쌓았다. 그 후, 모정탑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관광객들이 찾기 시작했고, 지금은 산림

청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노추산 모정탑으로 가는 산책로는 흙길이지만 주변이 아름답고 커다란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 주어 걷기에 즐겁다. 가는 길 좌우로 이따금 돌로 쌓은 탑들이 늘어서 있다. 하지만, 

노추산 모정탑길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곳까지는 30분을 족히 걸어야 한다. 골짜기 입구에

서 시작하는 모정탑길에 들어서면 사람 키 높이의 돌탑들이 좌우로 빼곡히 서 있는 모습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모정탑길의 길이는 거의 900m에 이르는데, 3,000여 개의 끝없이 이

어지는 돌탑들을 보면서 이 탑들이 한 여인의 힘으로만 세워졌다는 안내문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모정탑길 끝에는 여인이 묵었던 움막이 복원되어 있는데, 그 크기가 작을 뿐만 아니

라 난방시설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서도 목표했던 3,000개 돌탑을 쌓

아 올린 한 인간의 집념에 경외심이 느껴진다. 모정탑길을 빠져나와 돌아오는 산책로 중간에 

그늘이 드리워진 커다란 바위 위에 앉아서 아내와 함께 한동안 휴식을 취했다. 바위 아래 유

유히 흘러가는 강물과 골짜기 사이로 빼곡히 드러난 파란 하늘에 떠 있는 뭉게구름에서 자연

의 조화로움이 느껴진다. 돌탑에 새겨진 인고(忍苦)의 세월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겹쳐지면서 

새삼 사람은 왜 사는가라는 화두가 머릿속을 맴돈다. 주차장을 빠져나오는데 갑자기 허기가 

진다. 무언가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    

참고로 이번 대관령 한 달 살기를 하면서 방문했던 발왕산, 강릉부채길, 안반데기, 노추산 

<그림 6> 대관령 부근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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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정탑길의 개략적인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 보았다.    

7월 31일 – 대관령 한 달 살기를 마치며  

오늘은 대관령 한 달 살기의 마지막 날이다. 한 달이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닌데, 막상 떠

나려니까 무언가 아쉽다. 더 머무르고 싶다. 원래는 2020년 5월 한 달 동안 이탈리아 여행을 

계획하고, 항공권과 숙소 예약을 모두 해두었었다. 그런데, 2월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

계적으로 유행하면서 모든 일정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상황에

서 여행은 꿈도 꿀 수 없었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 공사 덕분(?)에 대관령에서 한 달을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뜻밖의 행운이었다. 

그동안 나는 국내여행을 할 때, 1주일 이상을 다녀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대관령에서 한 

달을 지내면서 평창, 강릉, 양양, 삼척 일대의 주요 명승지를 섭렵할 수 있었다. 제주도의 올

레길에서 시작된 걷기 열풍은 우리나라 곳곳에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드는 데 기

여했고, 실제로 대관령 부근의 명승지들을 걸으면서 ‘삼천리금수강산’의 아름다움을 새삼 확

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우리나라의 다른 곳에서 또다시 한 달 살기를 해 봐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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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간호과학의 정립에 관한 소고 

간호대학 간호학과 명예교수  최명애

서론 

간호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적 특성을 가진 응용학문이며 인문과학, 자연과학, 사

회과학을 기초로 한다. 1955년 간호교육이 시작된 이래 심리학과 사회학을 제외한 기초과목

을 기초의과학으로 교육해 왔으며, 그 내용은 의학의 축소판으로 기초의학 교수들에 의해 강

의되어 왔다.  

1900년대 들어 일부 간호대학과 간호학과에서는 기초의과학분야를 기초간호자연과학으

로 통합하여 교육하고 있고(김조자 등, 1988) 간호학에서 기초의과학을 교육하는 경우 의학

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과는 다르게 간호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가 되는 자연과

학적 지식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조원정 등, 1994). 대한기초간호자연과학회는 1998년 

학회창립 시에 간호학의 기초가 되는 과목에서 심리학, 사회학이 포함되지 않은, 간호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가 되는 기초 의학 지식을 비롯한 자연과학 지식을 고유한 지식체

로 재편집, 구성한 것을 기초간호자연과학이라고 했다.   

간호현장에서 간호사들은 실무수행 시 자기들에게 가장 어려운 점은 기초간호자연과학에 

대한 기본지식이 매우 약한 것이라고 하였고 이들 내용의 보수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큰 것으

로 나타났다(최명애, 신기수, 1999). 최명애 등(최명애, 안경주, 정재심, 2012)은 임상간호사의 

기초간호자연과학교과목 전체에 대한 만족도가 전부 낮은 것으로 보고했다.      

이러한 현상은 간호학 기초과목의 교육이 간호학적 특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지 못한 것

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간호교육이 시작된 이래 40년 이상에 걸쳐 간호학 기

초과목이 기초의학 교수들에 의해 의학교육의 모델을 모방하여 교육되어 왔고 의과대학에서 

학습하는 기초과학 지식이 그대로 도입되어 간호학적 특성에 기초한 전공 기초교육이 이루

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본인은 1984년에 본교 의과대학에서 의학(생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간호학문에서 

기초간호자연과학을 정립시켜야 하며 연구를 통해 간호 지식체를 생성하고 확장시켜야 한다

는 학자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1987년 모교에 부임한 이후 이러한 포부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20년 이상에 걸쳐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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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간호교육에서 전공 기초과목의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살펴보고 기초의

과학을 간호학적 틀에서 기초간호과학으로 어떻게 정립했는지를 기술해 보고자 한다. 또한 

본인이 기초간호과학을 기반으로 어떻게 연구주제를 확립하고 연구를 수행했는지도 기술하

고자 한다.   

본고는 간호학의 지평(2012), 서울대학교 간호교육 100년사(2007), 기초간호학회 15주년 

기념집(2013), 최명애 교수 정년기념문집(2013),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동창회보(2006, 2012)

에 게재되었던 본인의 기초간호학과 관련된 글의 일부를 발췌하였음을 밝혀둔다.   

본론 

Ⅰ. 기초간호과학 교육   

1. 한국의 간호교육에서 전공기초과목의 강의   

우리나라의 간호교육은 1900년대 초 미국 선교사에 의해 서구식 간호교육이 시작되었고 

1955년 이화여자대학교를 시작으로 의과대학에 간호학과가 발족하면서 본격적인 간호교육

이 시작되었다. 초창기의 간호교육 내용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분류되었으며 전공과목

은 전공필수와 전공기초로 다시 세분되었다.   

전공기초과목은 의학과에서 기존에 강의되고 있던 해부학, 생리학, 미생물학, 약리학, 병리

학의 5개 기초의과학 교과목을 도입하여 의학과의 제도를 비판 없이 수용하였으며 강의의 

운영도 의학과 전공 교수들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존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0). 

이와 같이 간호교육에서 전공기초과목의 교육이 기초의학전공자들에 의해 의학교육의 모

델을 모방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의과대학에서 학습하는 기초과학지식을 그대로 도입하면서 

간호학적 특성에 기초한 전공기초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1990)는 의과대학의 교수를 초빙하여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의과학 강의를 하는 것은 강의가 의학지향적일 수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

였으며 이는 학제간의 특수성 및 전문성의 차이로 인하여 교육면에서 효과가 저하된다고 했

다. 극히 일부 간호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간호대학/간호학과 및 간호전문대학에서는 

기초의과학 교과목에 대한 골격을 의과대학에서 사용하는 모형 및 명칭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으로는 기초의과학 교과목이 간호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 적

용되지 못하였음을 들 수 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간호대학/간호학과 및 간호전문대학에서는 기초의과학 과목을 독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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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미생물학, 병리학, 약리학으로 표방하여 교육하거나 일부 대학

에서는 해부학과 생리학을 해부생리학으로 통합하여 가르치고 있으나 여전히 의과학에서 운

영하고 있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간호대 학과장 협의회, 1994). 또한 

그 내용을 고찰해 볼 때도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의과학 교과목의 강의는 의과대학 

교수에게 의뢰되어 진행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간호학의 고유 지식체를 기준으로 하여 

교과내용을 개발한 것이 아니다. 대부분 의과대학 강의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강의해

왔으므로 간호학의 전공과목과의 연계성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간호학적 특성에 근거한 

교과과정을 개발하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서화숙, 1995; 최명애, 신기수, 1997).   

이와 같은 현상은 결국 간호학을 전공하는 간호학생들이나 간호사들이 간호현장에서 간

호현상의 합리적 근거를 수립하는 데 기초가 되는 기초의과학의 지식들을 간호학고유의 체

계 내에서 학습하지 못함으로써 기초적인 지식을 간호 실무에 연결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으

며 간호의 기반이 되는 지식의 부족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간호학에서 기초의과학을 교육하는 경우 의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과는 다르게 간호

학의 틀 속에서 간호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가 되는 자연과학적 지식들을 고유한 

지식체로서 재편집, 구성하여 가르쳐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기초간호과학으로 기초의과학 

교과목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강구되어 왔다(조원정 등, 1994). 일부 간호대학과 간호학과

에서 기초의과학 분야를 기초간호자연과학으로 통합하여 교육하고 있으나 교과목의 단원구

성의 범위와 깊이에 대해서는 심층 논의된 바 없다(김조자 등, 1988).      

2. 기초간호과학   

기초간호과학이라는 용어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에서 1981년 생리학, 생화학, 미생물학, 

면역학으로 분산되어 학습하였던 교과목들을 간호학의 기초가 되는 개념들을 통틀어 기초

간호과학(자연)이라는 과목으로 통합한 것에서 시작되었으며 1993년 홍여신, 최영희와 김조

자는 기초의과학을 전공과목 중 기초간호과학으로 분류했다. 조원정 등(1994)은 간호학에서 

기초의과학을 교육하는 경우 의학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내용과는 다르게 기초간호과학으로 

기초의과학 교과목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간호모델을 적용한 새로운 교육과정

을 개발하면서 간호학에서 필요로 하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통합, 개발하여 기초간호과

학(서문자, 1997; 서화숙, 1995; 송지호, 박상연, 최영희, 1994)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한기초간호자연과학회는 1998년 학회창립 시에 간호학의 기초가 되는 과목에서 심리학, 

사회학이 포함되지 않은, 간호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가 되는 기초의학지식을 비롯

한 자연과학지식을 고유한 지식체로 재편집, 구성한 것을 기초간호자연과학이라고 했다. 

대한기초간호자연과학회지 창간호 발간을 축하하는 축사에서 기초의학협의회 회장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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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형(1999)은 기초간호과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현대간호의 활동영역이 나날이 확

장되는 추세 속에서 이제 새로운 간호학의 정립을 위하여 간호교육의 관점에서 새로이 의학

지식을 비롯한 자연과학적 지식을 도입하여 간호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간호과학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시의 적절하다고 했다.    

3. 기초간호과학 정립을 위한 노력   

본인은 본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의 고(故) 신동훈 교수님의 지도하에 의학박사(생리학전

공) 학위를 취득했다. 간호학 배경으로 생리학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기초간호과학을 정립 시

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싹트기 시작하였고 이 무렵 한국 간호계에서 간호학 배경으로 생리학 

또는 해부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간호학자들의 배출이 점차 증가되면서 기초간호과학을 

정립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했다.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이 기초간호과학을 새롭게 설정하여 간호학에서 기초과목의 필요성

을 선구적으로 인식시키고 기초간호과학과목을 개설한 것이 기초간호과학 정립을 촉구한 것

으로 생각한다. 

1) 본교 학부 교과과정에서의 전공기초과목의 강의  

간호학기초과목은 본교의 경우 1959년 간호학과가 개설된 이래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세균학(미생물), 약리학, 병리학 등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가르쳐 왔던 기초의과학 과목들을 

1999년에 간호학의 기초과목인 기초간호과학으로 개편한 것이다. 간호학의 기초과목인 기초

간호과학으로 개편되기 전까지 기초의과학 과목의 강의는 의대 교수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

으나 책임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으며, 의학과에 비해 학점 및 시간 수가 적어

서 의학과 교수들의 강의 내용은 범위가 축소되고 깊이가 제한되어 있었다.    

① 1959년 의과대학 간호학과가 설립되면서 질병-신체기관 중심의 교과과정이 운영되었

다. 간호학과로 출발한 1960년대는 초창기로 간호학을 전공한 교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의학과 전공별 교실에 소속된 교수들이 대부분 간호교육에 참여했다. 간호학의 기초로 이수

해야 할 기초의과학 분야로 해부학은 1학년에서 이수하였고, 2학년에서는 생리학, 예방의학, 

생화학, 미생물학, 약리학, 기생충학, 병리학을 배웠다. 각 과목은 실습이 있었지만 의학과 학

점수에 비하면 워낙 학점이 적었기 때문에 각 과목을 담당한 의학과 교수는 강의시간이 짧다

는 이유로 실습은 꼭 필요한 몇 가지만 실시하고 거의 강의를 했다(서울대학교 간호교육 100

년사, 2007, 130쪽).   

이 시기에 기초의과학 과목이 간호학의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간호학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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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도입되어 의학의 축소판으로 기초의학교수들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해부학은 의과대

학 해부학교실에서 생리학은 생리학교실에서 영양학은 생화학교실에서 병리학은 병리학교

실에서 약리학은 약리학교실에서 미생물학은 미생물학교실에서 기생충학은 기생충학교실에

서 담당했다. 이후 영양학이 생화학 및 실험으로 변경되었고 기생충학 교과목이 폐지되었다.

② 1983년은 한국간호교육의 방향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된 해였다. 기존 교과과정에 대한 

졸업생, 교수, 병원임상전문가의 평가를 토대로 1985년도에 간호과정중심의 교과과정으로 

개편했다(서울대학교 간호교육 100년사, 2007, 137쪽). 인체의 생리병리적인 변화양상과 미

생물, 약리와 같은 기초간호과학을 배워 환자의 변화와 치료의 방향에 대한 기전을 이해하도

록 구성되었다(서울대학교 간호교육 100년사, 2007, 139쪽).   

본인은 의과대학 생리학교실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박사학위를 취득(1984년)한 후 

1987년에 간호학과 교수로 발령을 받았다. 이때부터 의대생리학 교수들과 팀티칭(team 

teaching)으로 ‘생리학 및 실험’ 과목의 강의를 시작하였고, 1993년부터는 이 과목의 모든 내

용을 담당했다. ‘생리학 및 실험’ 과목을 제외한 다른 교과목의 강의는 기초의학 교수들에 의

해 이루어졌다.    

모교에 부임 당시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기초의과학 과목에 대한 불만은 매우 팽배해 있었

다.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미생물학, 약리학, 병리학 등의 기초의과학 과목은 주로 의과대

학 교수들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의학과교수들의 강의내용은 범위가 축소되고 깊이가 제한

되어 있으며 간호학과 연관성이 부족하여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들은 강의내용뿐 아니라, 교재, 강의 진행방식 등 모두에서 우리 간호대학생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었으며, 졸업 후 임상 실무에서도 이들로부터 배운 지식은 간호사들에

게 매우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기초의과학 과목 강의에 대한 재학생과 졸업생의 평가결과 기초의과학 교과목 강의는 간

호학 전공과목과 연계가 잘 되지 못하고 의과대학의 축소판으로 진행되고 있어 기초의과학

의 내용과 깊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 아니라 담당교수들의 잦은 변동으로 인하여 간호

전공분야에서 인체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과 

신기수 교수가 공동으로 본 대학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의과학 교과목에 대한 만족

도를 조사하였고, 조사결과 기초의과학 과목의 강의내용이나 교재, 강의시간, 강의진행방식, 

교수의 태도 등에 많은 불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들은 기초의과학 과목의 강의에 

대하여 ‘강의의 초점과 방식이 전혀 체계가 없으며 효율적이지 못하다’, ‘교수가 너무 자주 바

뀌어 적응하기가 힘들다’, ‘성의가 없다’, ‘간호학과 연관성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간호학과 기초의과학을 동시에 전공한 교수(본인)가 강의하는 과목은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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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학 만족도의 모든 문항에서 다른 과목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만족도를 보였는데, 그 이

유는 간호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재가 구성되고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이었다(최명애, 

신기수, 1997).     

③ 1992년 의과대학 간호학과에서 간호대학으로 분리개편하면서 본인은 기초의과학 교과

목강의는 간호대학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 기초의학은 의학의 기초이므로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기초의학을 학습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간호학의 기

초과목을 학습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1998년 교과과정 개편 시 간

호학과 교수들의 지지로 반영되었다.    

1999년 본인은 과목의 명칭과 내용을 간호학적 틀에서 재정립했다.   

기초의과학 과목 명칭과 내용을 간호학적 틀에서 재정립해야 하는 당위성은 간호학은 인

문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을 기초로 하는 응용과학이며 간호학교육목표는 변화, 발전해 나

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요구를 총족시

킬 수 있는 간호사를 배양하는 데 있는 반면, 의학과의 교육목표는 학구적이고 유능한 의사

를 양성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목표의 차이는 의학과 간호학의 학제 간

의 특수성 및 전문성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기초간호과학이 의과대학의 기초의학을 그대

로 모방하거나 축소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간호학의 기초과목으로 재정립되는 것이 타당하

다고 생각한다.     

1999년부터 개편된 교과과정에 의해 간호교육이 운영되었다. 새로운 교과과정 틀에 따라 

간호학의 기초가 되는 항목들을 기초간호과학의 범주하에 해부학과 생리학은 ‘인체구조와 

기능 및 실험’으로, 약리학은 ‘약물의 기전과 효과’, 생화학은 ‘영양과 식이’, 병리학은 ‘병태생

리학’으로 과목 명칭을 변경했다. 교과목 명칭을 간호학의 틀 속에서 간호학의 기초가 되는 

교과목으로 표방하기 위해 기초의과학의 명칭에서 탈피하여 간호학적 관점으로 변경하였으

며, 교과목의 내용은 기초의과학을 토대로 간호학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으로 재편집하

고 구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체구조와 기능, 병태생리학 등의 단행본이 집필되어 출간되었

으며 교재로 이용되고 있다.   

‘인체구조와 기능 실험’ 교과목에서 인체구조를 육안으로 보고 익히도록 사체실습을 하였

고, 사체에서 관찰한 구조를 직접 그리게 하는 과제를 부여하여 인체구조를 확실하게 이해시

키려고 했다. 인체기능의 실습은 본교 기초간호과학 실험실에서 이루어졌고, 실습준비와 실

습지도를 대학원생들과 공동으로 하고 있어 대학원생 훈련의 기회도 부여했다.    

인체구조와 기능 및 실험교과목의 실습 중 근육, 뼈, 신경계 등의 모형실습은 간호대학의 

기초간호과학 실험실, 사체실습은 의과대학 해부학실습실, 심전도실습은 기본간호학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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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물질이동은 기초간호과학 실습실, 폐기능측정은 의과대학 종합실습실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인체구조를 효율적으로 습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컬러링북(coloring book)을 활용하

여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하도록 하였으며. ‘병원미생물학’ 교과목의 실습은 의과대학 미

생물학교수들이 담당하며 의과대학 종합실습실에서 이루어졌다.   

종합실습실은 의과대학의 교과과정이 개정되면서 과별로 분리되어 시행하던 실습체제를 

단일화하고 실습재료 및 도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실습교육에 교수의 

참여를 높이고 학구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974년에 마련되었다(서울대학교 간호교

육 100년사, 2007, 258쪽).   

‘병태생리학’은 간호학의 기초과목과 임상간호과목 간의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다리를 만

들어 주는 과목으로 질병의 발생기전과 증상 및 징후가 나타나는 기전을 이해하도록 했다. 

또한 ‘사례연구’를 하도록 하여 학생들 스스로가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이러한 노

력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초간호과학을 간호학내에 뿌리내리게 했다(서울대학교 간

호교육 100년사, 2007, 302쪽).       

본인의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는 ‘강의 준비가 충실하고 강의 내용 설명이 명확하고 

자세하며’, ‘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수업한다.’ 또한 많은 질의응답을 

통하여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습

을 이끌어 나가며 교육기자재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강의 내용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강의 주

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여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었다. 

간호학 기초과목으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졸업 후 임상에서 간호학 기초지식이 확실하

게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졸업생들에게서도 강의 내용과 활용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아 근무에 대한 자신감이 증가되었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서울대학교는 정운찬 당시 총장의 야심찬 계획의 하나로 교육상을 제정하였고 우수한 강

의 및 창의적 교육 등 탁월한 업적을 낸 교수들을 대상으로 제1회 서울대학교 교육상을 선정

하고 시상했다. 간호대학에서는 의학적 모형이 아닌 간호학적 모형에서 기초간호과학 과목

을 개발하여 교육한 업적과 우수한 강의로 강의 평가에서 간호대학 전체에서 가장 높은 평가

를 받은 점을 근거로 본인을 추천하였고, 교육상을 받게 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교육자로

서 최고의 영예를 차지했다고 생각한다(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동창회보, 2006).      

4. 학회창립으로 기초간호과학의 정립을 가속화하다   

기초간호과학의 정립은 1998년에 대한기초간호자연과학회를 창립하면서 가속화되었다. 

간호학자(교수) 중 기초의학(해부학, 생리학, 약리학)을 전공한 교수들과 이 분야의 교육을 

담당해 온 교수들이 간호 실무에 적합한 기초간호(자연)과학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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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간호(자연)과학회를 구성하여 1997년 12월 27일 첫 모임을 시작하였으며, 매월 1회 정기적

으로 모임을 갖고 기초간호(자연)과학 교과과정개발과 교과내용구성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

를 해 왔다. 연구회에 참여하는 교수들은 간호학의 기초가 되는 기초간호과학을 정립하려는 

사명감과 간호 실무에 적합한 기초간호(자연)과학 교육과정을 개발하려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시절 기초간호과학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일념으로 연구회에 참여하는 

교수들 모두가 사기충천해 있었다.   

연구회를 운영한 지 1년 후인 1998년 12월에 기초간호(자연)과학연구회는 한국간호교육

에서 기초간호과학의 내용표준화와 역할을 확립하고 간호실무의 발전을 위해 대한기초간

호자연과학회를 창립했다. 학회창립으로 기초간호과학의 발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으

로 생각되어 무척 기뻤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무겁게 작용

했다.     

본인은 초대학회장으로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역할하면서 학회의 토대 구축과 

회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간호학의 기초학문 발전을 위한 기틀을 확립했다. 학회 명

칭을 기초간호(자연)과학회라고 한 것은 간호학의 기초가 되는 과목에서(심리학, 사회학이 

포함되지 않은) 간호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가 되는 기초의학지식을 비롯한 자연

과학지식을 고유한 지식체로 재편집, 구성한 것을 기초간호(자연)과학이라고 정의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1) 간호교육에서 기초간호자연과학적 접근방법에 초점을 두어 학회 창립 후 임원들이 주축

이 되어 교과목 명칭을 전환하고 기초간호자연과학의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교과내용의 표준

화작업을 수행했다.   

① 교과목명 전환: 교과목 명칭을 종래의 의학적 모델에서 탈피하여 간호학적 모형에서 간

호학 고유의 교과목명으로 다음과 같이 전환했다.   

 기초간호자연과학 I: 인체의 구조와 기능(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면역학) 

 기초간호자연과학 II: 병원 미생물학

 기초간호자연과학 III: 병태생리학  

 기초간호자연과학 IV: 약물의 기전과 효과   

② 내용구성: 국내 간호대학, 간호학과의 기초간호자연과학의 교과요목, 기초간호자연과

학에 대한 교재, 국내외 간호학자가 집필한 기초간호자연과학 교재 및 간호진단 목록 등을 

참조하여 심층논의를 통해 기초간호자연과학의 내용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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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과내용의 표준화: 기초간호자연과학의 간호학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와 워크

숍을 개최하여 1999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인체구조와 기능, 병태생리학, 미생물학 및 약리

학의 단원, 소단원 및 교과내용선정에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기초간호자연과학 교과내용의 

표준화작업을 수행했다. 기초간호과학의 내용 표준화를 위한 기반작업으로 기초간호자연과

학의 교과내용별 필요도에 관한 연구(중환자실 간호사의 기초간호과학지식의 필요성 분석, 

기초간호자연과학의 인체구조와 기능 내용별 필요도에 관한 연구, 기초간호자연과학의 병태

생리학, 병원미생물, 약물의 기전과 효과 내용별 필요도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다. 

내용 표준화와 더불어 인체구조와 기능, 핵심 인체구조와 기능, 병태생리학, 기초간호과학 

등의 교과서를 집필했다. 이들 교과서를 전국의 간호교육기관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간호대학들이 기초의학과목에서 기초간호과학으로 교과과정을 변경하였거나 변경하고 있다.

④ 표준강의계획서 개발: 2012년 기초간호자연과학회는 학부과정의 기초간호자연과학 4

개 교과목(인체구조와 기능, 병원미생물학, 병태생리학, 약물의 기전과 효과)의 표준강의계

획서를 개발하기 위해 이들 교과목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학 교수로 소위원회를 구성하

여 간호사가 요구하는 과목별 내용, 각 대학의 강의계획서와 교재를 분석하고 수차례의 논의

를 거쳐 강의계획서 초안을 작성했다. 그 후 전체 연구진의 논의를 거치고 다시 소위원회에

서 최종안을 완성하여 기초간호자연과학 I, II, III, IV의 학습목표와 강의내용을 포함하는 표

준강의계획서를 제시했다. 이 표준강의계획서는 2013년 2월 기초간호자연과학회지에 게재

되었다(이경숙 등, 2013). 이는 기초간호자연과학회를 중심으로 학회에서 개발한 표준강의계

획서를 전국의 간호교육기관에 확산시킴으로써 기초간호과학 교육의 표준화라는 목표를 달

성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본다.      

2) 기초간호자연과학회지의 발간: 기초간호과학의 학문적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1999년 

12월 기초간호자연과학회지(The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의 창간호를 

발간하였으며 이후 학회장 재임기간 동안 1년에 2회 발간했다. 학회지를 통해 회원들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토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기초간호자연과학회지에 게재된 1999년(창간호)부터 2010년까지의 179편의 논문을 분석

한 연구보고(이규은, 박영례, 조근자, 박미정, 2011)를 통해 우리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관심주제와 연구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다른 학회지에 비해 

실험연구의 비율이 높고 창간호에서 2000년 초기에 기초간호과학 교육과 관련된 연구가 많

이 게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초간호과학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간호학 기초과목을 강의

하는 교수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간호학교육에서 기초의과학 운영에 대한 연구와 임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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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와 연계되는 기초간호과학의 교과내용을 개발하기 위한 시도로 현재 임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필요로 하는 기초간호자연과학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대

부분의 연구결과는 간호실무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근거기반간호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Ⅱ. 기초간호과학 연구  

본인이 기초간호과학 기반으로 어떻게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연구주제를 확립하고 수행하

였는지를 기술하고자 한다.    

박사학위취득 후 연구를 통해 간호 지식체를 형성하고 확장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

고 박사학위논문 주제인 골격근을 간호학에 적용시키기 위해 연구방향을 설정하려고 여러모

로 모색하던 중 모교에 부임한 지 3년 후인 1990년에 UCLA(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간호대학 근육생리실험실에서 postdoctoral fellow로 1년간 근 위축실험에 참여했

다. 그곳 실험실에서는 동물모형을 이용하여 활동저하에 의한 근 위축 발생과 회복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었다. 근 위축에 관한 연구의 시작은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를 골격근으로 

다룬 것에서 시작된다.     

이때의 경험이 근 위축을 연구주제로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고, 귀국 후 근 위축실험을 계

속하려는 의지로 충만해 있었다. 그러나 실험공간, 기구, 장비, 시설 등이 없어 실험을 계속하

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실험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의과대학실험실 중에서 본인의 연구에 필

요한 시설과 장비가 있는 실험실을 찾던 중 기초병리학 실험실과 임상병리실이 가장 근접한 

실험실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실험실을 책임 맡은 교수에게 실험실 사용을 요청하여 실험실

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또한 근육 표본(sample)을 보관할 냉동고가 없어 생화학교

실의 냉동고에 근육표본을 보관하도록 허락을 받았다. 실험실을 빌려서라도 근 위축실험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이 큰 행운으로 생각되었다.  

인구의학연구소 별관으로 연구실을 옮기면서 실험공간이 마련되어 근육절제실험이 가능

하게 되었으나 시약을 저장할 냉장고가 없어 사재로 냉장고를 구입하여 실험에 이용할 시약

을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외의 실험은 여전히 기초병리학실험실과 임상병리실에서 실시

하였으며 액체질소는 생화학교실에서 얻어서 이용했다. 실험실을 빌려 연구하면서 연구계획

서를 제출하여 연구비를 수주받아 냉동고, 흄 후드(fume hood), 초자기구 등의 실험장비와 

기구를 하나씩 갖추어 나갔다.  

간호대학 신축교사에 실험실이 마련되도록 요청하여 두 개의 실험실과 준비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00년부터 BK(Brain Korea) 연구에 참여하는 대학원생들과 함께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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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우리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월세, 전셋집에서 내 집을 마련했을 때의 기쁨과도 같았다. 근 위축실험에 필요한 장비와 기

구를 갖추게 되었으나 BK대학원생이 졸업한 이후 전일제 대학원생들이 없어 실험실에서 실

험할 학생이 없는 상황에 처했다. 차선책으로 학부생을 개별적으로 지도하고 훈련했다. 4학

년 학생을 훈련하여 이 학생들로 하여금 3학년 학생을 훈련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배가 후

배를 훈련하도록 하였고 2, 3, 4학년 학생들이 실험팀을 이루게 되었다.    

학부생 중에서 실험에 관심이 있는 학생을 모집하여 본인의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여 직접 

실험실에서 지도하고 있다. 이러한 실험을 이용한 지도 방식은 타 간호대학에서는 거의 이루

어지지 않고 있으나, 학부생들은 이러한 실험을 통하여 간호기초과목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학생들은 학부 졸업 후 대학원 과정에서 이러

한 분야를 깊이 있게 연구하게 되어 기초간호과목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실험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별도의 연구그룹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추가 학습을 지도하고 

있다. 실험을 통한 연구를 지도하여 지도받은 학부학생들의 논문이 전국대학생 학술 연구 발

표대회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연구에 참여한 학부학생들이 네 차례에 걸쳐 수상했다. 

서울대학교, 학술진흥재단 및 과학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수주받아 실험팀의 학부생들

이 실험을 하면서 대학원생들도 시간제로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실험팀에 “SNU 

Bionursing Team”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였고 4학년 학생이 팀장이 되어 실험팀을 이끌었다. 

방학 중에 집중적으로 실험하고 학기 중에는 강의를 마친 후 저녁시간과 주말을 활용하여 

실험을 했다. 또한 실험실 회의를 통해 실험상의 문제와 실험결과를 논의했다. 국내 간호대

학에서 첫 번째로 bioscience laboratory를 만들어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훈련시킴으로써 학

문후속세대 양성에 기여했다.   

Bionursing team을 이끌고 동물모형을 이용하여 부동(immobility)과 동반되는 근 위축 발

생, 영양, 탈신경, 스테로이드치료, 신경병증성 통증 및 파킨슨씨병이 근 위축에 미치는 영향

과 회복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들에 의해 유발되는 근 위축의 발생기전을 규명했다. 

또한 근 위축이 발생하는 동안 운동을 부하하고 DHEA(Dehydroepiandrosterone)를 투여하

여 근 위축을 경감시킬 수 있음을 증명했다.   

1991년 이후 초창기에 실험을 도운 학생들이 교육부 주최 전국대학생 학술연구발표대회

에서 근 위축 연구의 실험결과를 발표하여 네 차례에 걸쳐 수상을 했다. 그리고 대한기초간

호자연과학회지에 두 편의 연구논문을 게재했다. 더 나아가 이 학생들은 대학원에 진학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기초간호과목을 탐구함으로써 기초간호과학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당시 실험에 참여했던 학생 중 일부가 교수가 되어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본인은 근 위축에 관한 기초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이를 임상에서 근 위축의 위험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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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에게 적용하는 중개연구(translational research)를 수행했다. 신장이식 후 장기간 스테

로이드치료를 받는 환자, 고관절 전치환술 후 부동환자, 석고붕대 적용 환자에서 근 위축 발

생을 확인하기 위해 중개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운동이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환자와 골수

이식 후 절대안정을 하는 환자의 근 위축 예방과 근 위축경감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했다. 이

와 같이 20년 이상에 걸친 근 위축에 대한 연구는 간호 지식체 확장과 임상간호실무의 과학

적 근거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서울대학교 이장무 전 총장은 2007년 취임 후 연구업적이 탁월한 교수를 격려하기 위해 

연구공로상을 제정했다. 이 제도는 서울대학교에서 처음 시행된 제도로서, 본인은 간호대학

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한 교수로 추천되어 제1회 연구공로상을 수상했다.   

근 위축의 병태 생리적 기전에 대한 연구와 기초간호과학교육의 학술적 공헌이 인정되어 

2011년 11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정되었고 2012년 5월 미국간호학술원 회원

(Fellow of American Academy of Nursing, FAAN)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이 두 가

지 경사는 간호학에서 기초간호과학을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 기울인 간호학문에 

대한 애정과 그간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되어 무척 영광스러웠다(서울대학교 간호

대학 동창회보, 2012).  

결론 

한국에서 간호교육이 시작된 이래 40년 이상에 걸쳐 기초의학 교수들에 의해 가르쳐 왔던 

기초의과학을 간호학적 틀에서 기초간호과학으로 정립한 것은 간호학에서 획을 긋는 괄목

할 만한 성취였다. 본교 간호대학이 한국의 간호 분야에서 선구적으로 기초간호과학을 정립

시키고 자리매김을 가능하게 하였고 기초간호자연과학회 창립으로 학회 회원들의 열정과 노

력에 의해 기초간호과학의 정립이 가속화되었다. 간호학의 발전과 함께 간호학과들이 간호

대학으로 승격되면서 종래의 기초의학교육을 기초간호과학이라는 간호학의 기초학문으로 

확립시키고 있다.   

간호는 대상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무한한 욕구에 부응하고 날로 변화되는 의

료현장에서 전문직 책무를 선도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간호를 실천해야 하며 높

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전문적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근거기반실무와 

전문적 간호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심도 깊은 기초간호과학 지식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기초간호과학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기초간호과학이 간호학의 

기초학문으로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고 발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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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고명삼 교수님과의 동행: 
서울대 제어계측공학과 이야기 

공과대학 전기 ·정보공학부 명예교수  권욱현

1. 서언  

고명삼 교수님은 졸업 학년으로 따지면 나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이하 서울대 공대) 전

기공학과 11년 선배이시고 나이로는 13년 선배이시다. 서울대학교의 제어계측공학과가 신설

된 1978년부터 고 교수님이 정년퇴직한 1993년까지 15년간 이 학과에서 함께 근무했다. 선

배이고 동료 교수인 고명삼 교수님과 나는 이 기간 제어계측공학과를 세계 일류 수준의 학과

로 만들기 위하여 무척 많은 일을 함께했다.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제어계측공학

과는 더욱 발전하기 위하여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와 함께 1992년에 부분통합, 1995년에 완

전 통합되어 전기공학부(현 전기 ·정보공학부)가 되어, 독립적인 학과 이름이 없어졌다. 띠라

서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제어계측공학과 전체 역사에 걸쳐 있다.   

내가 1962년 서울대 전기공학과 학부에 입학했을 때 고명삼 교수님은 당시 전임강사였다. 

2학년 때 고 교수님으로부터 계측공학 과목을 수강한 것이 처음 인연이었다. 계측공학은 제

어계측공학 분야의 한 분야이다. 나는 학부 졸업 후 육군통신학교 복무를 마치고, 1968년 2

학기에 대학원 석사과정으로 다시 전기공학과에 입학했다. 1969년 8월부터 전기공학과에서 

유급조교로 임명되었고 1972년 미국으로 유학 가기 전까지 근무했다. 그 당시 유급조교는 교

육공무원으로서 학과 실험을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학과의 중요한 구성원이었다. 그래서 

지도교수는 아니었지만, 이따금 고 교수님을 뵈었다. 고 교수님이 학과장이었던 1970년도 초

에 미국 예일대학으로부터 2세대 컴퓨터인 IBM 1620을 전기공학과가 무상기증받아 컴퓨터 

교육에 큰 기대를 했었다. 그런데 설치하여 보니 동작이 되지 않아, 고 교수님이 IBM 한국지

사를 방문하여 수리를 부탁하였으나, 전기공학과 조그마한 예산으로는 미국에 있는 정비 전

문가를 데려오는 경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수리를 포기한 상태였다. 다른 방법이 전혀 없으면 

내가 수리해 보겠다고 고 교수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승낙을 받아 몇 달 고생하고 수리에 성

공한 적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나는 고 교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을 보았고, 고 교수님도 나

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았으리라 생각한다.  

내가 고 교수님과 직접 일을 같이한 것은 내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1977년 여름에 전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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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에 다시 돌아왔을 때부터다. 서울대 공대에서는 1977년 공업교육학과를 폐과하고 신입

생을 모집하지 않았다. 그 대신 계측제어공학과, 전자계산기공학과, 도시공학전공(학과)을 

신설하기로 하고, 1978년도 입시요강에 다른 학과와 더불어 위의 3개 학과도 포함했다. 그 

당시는 서울대 공대에서는 1학년 신입생을 학과별로 선발하지 않고, 공대 단일계열로 선발

하였고, 2학년 올라올 때 학생들이 학과를 선택했다. 1979년 초에 제어계측공학과에 들어올 

학생은 1978년 이미 1학년 교양과정에 입학했었다고 볼 수도 있었다. 1978년 초부터 제어계

측공학과 개설을 준비하는 교수가 필요했다. 그래서 내가 전기공학과에 왔을 때부터 고 교수

님이 나한테 함께 앞으로 제어계측공학과로 소속을 변경하자고 하셨다. 나는 나의 전공 분야 

학과라서 흔쾌히 동의했다. 1978년 초부터 고 교수님과 함께 학과 개설준비를 했다. 그래서 

나는 서울대 교수 생활을 제어계측공학과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다. 법적으로는 1978년 

11월에 고명삼 교수님과 나 두 교수만이 제어계측공학과로 소속을 변경했다.   

원래 선배와 후배는 몇 가지 이유로 함께 일하기 힘들다. 특히 10살 이상 차이 나면 더욱 

그렇다. 선배와 후배가 일본이나 독일 대학에서 한 연구실 소속이면 상하 관계가 성립하여 

함께 일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은 미국 대학과 같이, 모든 교수가 각

자의 연구실과 학생을 갖고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의견이 조금만 달라도 함께 일하지 

못한다. 특히 선후배 사이라면 후배의 생각을 주장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 더 어렵다. 나

는 사교적이지 못하고, 선배를 개인적으로 잘 모시지 못하고, 노력하지도 않는 편이다. 그런

데 고 교수님과 내가 오랫동안 함께 일한 것이 왜 가능했을까 생각해 본다. 고 교수님은 새로

운 일에 열정이 많았었다. 그리고 후배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편이고, 후배들과 같이 일하기

를 좋아했다. 개성이 강하고, 리더십이 있고, 인간적인 매력이 있었다. 나는 상대가 하는 일이 

나의 목적과 같으면 이익을 따지지 않고 함께 열심히 하는 편이다. 고 교수님이 하시고자 하

는 일이 내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 많았다. 고 교수님 개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일을 따라간 

것이다. 제어계측공학과가 새로 생겨, 할 일이 너무 많았고, 더불어 우리나라 제어계측공학을 

발전시키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았다. 제어계측공학과를 만들 때 우리 두 명만 있었기 때문에 

함께 일하였는데, 그 후 젊은 교수가 왔을 때도 그런 경향이 계속되었다.   

여기서는 고 교수님과 내가 따로 한 것은 다루지 않고, 함께한 일만 다루기로 한다. 제어계

측공학과를 서울대 공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과의 하나로 키우기 위하여 실용 교육을 추

구했던 일, 학과를 홍보했던 일, 마이크로로봇대회를 만들어 로봇기술도 키우고 학과 홍보에 

활용했던 일도 다룬다. 제어계측공학 발전을 위하여 자동화시스템공동연구소(이하 자동화연

구소) 건물을 준공하고 운영했던 일, 무인 자동화 공장(FMS: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유연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대의 대표적 방문 장소로 만든 일, 함께 산업체를 방문하여 

연구 과제를 추진했던 일 등을 다루려고 한다. 1978년 신설될 때는 계측제어공학과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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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초에 제어계측공학과로 이름이 개정되었다. 이 글에서는 처음부터 개정된 이름을 사

용하겠다.   

2. 제어계측공학과를 서울대 공대 최고 학과의 하나로!        

1978년 서울대학교 입시요강에는 공과대학 신입생을 공학 계열로 선발했지만, 공대 소속 

학과가 나열되어 있었고 거기에는 제어계측공학과도 있었다. 따라서 제어계측공학과는 1학

년 기준으로는 1978년에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법적으로는 1978년 11월에 설립되었다. 

1979년 초에 2학년으로 올라오는 학생이 제어계측공학과를 선택하고 진학했다. 1979년 교수

진은 고 교수님과 본인 두 명만 있었다. 고 교수님이 1979년부터 1982년간 4년간 학과장을 

맡았고, 내가 1983년부터 1984년까지 2년간 학과장을 맡으면서 기초를 다졌다. 제어계측공

학과 학사과정을 다른 학과와 차별화하기로 고 교수님과 뜻을 모았다. 우린 실용 위주로 과

목을 구성하기로 했다. 다양한 실습 장비를 구비하여 실험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그 당

시 많이 활용되기 시작한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이론 및 활용 과목을 강조했다. 고 교수님은 

실험 교육에, 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교육에 많이 치중했다. 그리고 실제 시스템을 만드는 

설계과목을 강조했다. 특히 졸업프로젝트를 4학년 과목으로 정하고, 그 과목을 필수과목으

로 지정하여 유용한 시스템을 만들도록 했다. 1979년 초 처음으로 학과를 선택할 때, 학생들

은 지난 1년 동안 다녔기 때문에, 선배나 동료를 통하여 학과 평판을 들었다. 학과 선택 직전

에 전체 학생을 강당에 모아놓고 19개 학과 학과장의 자기 학과소개를 청취한 후 지망하도

록 했다. 제어계측공학과는 독특하게 공대 학과로는 처음으로 교과 내용, 진로 소개, 로봇 소

개, 인공위성 제어, 공정제어 등이 포함된 학

과소개 브로슈어를 만들어 학과를 소개했다

(그림 1). 3단으로 접히고, 앞뒤에 내용이 있는 

한 장짜리였다.   

학과가 신설되었을 때 초기 학과 명칭은 계

측제어공학과였는데, 고 교수님과 합의하여 

1982년 3월에 제어계측공학과로 학과명을 바

꾸었다. 그 당시 많은 일반인에게 계측이라는 

이름이 생소하였으며, 줄자가 떠오른다는 얘

기가 있었고, 발음하기도 어려웠다. 그리고 계

측보다는 제어 관련 과목의 비중이 컸다. 이런 <그림 1> 계측제어공학과 소개 브로슈어(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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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이름 순서를 바꾼 것이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학과 이름을 바꿀 

때 타 학과에서 반대가 없어야 하는

데, 내용이 같은 것이라 반대하지 않

았었다. 새로운 학과 이름으로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비슷한 브로슈어를 

다시 만들었다. 19개 학과 중에서 시

작할 때는 5번째로 인기가 높았는데, 

내실 있는 교육과 이런 홍보 활동으로 

2학년 올라올 때 학과 선택하는 마지

막 해인 1983년에는 3번째까지 인기

가 올라갔었다.  

나는 1983년부터 학과장을 맡았다. 우리 학과의 실용 교육 결과를 과시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대표적인 전자회사들이 많이 참가하고, 관람객이 많은 대규모 한국전자전람회(1983년 

10월 개최)에서 처음으로 제어계측공학과 단독 부스(그림 2)를 만들고, 학생들이 만든 작품

을 전시했다. 

<그림 2>에는, 부스 앞에 좌로부터 나, 고명삼 교수, 임혜숙, 김동식 2학년 학생이 서 있다. 

임혜숙 2학년 여학생은 현재 과기정통부 최초 여성 장관이다. 김동식 2학년 남학생은 자기가 

만든 마이크로로봇을 전시하였는데, 현재는 한국외국어대학 교수로 있다. 그 후 몇 해 더 참

가하였는데 그때는 대학원생의 연구결과 위주로 전시했다. 그 당시 대학에서 이 전람회에 참

가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시기였는데, 관람객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과감하게 활동했다는 증거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신감을 느끼게 되

었고, 실용 교육을 받은 졸업생은 다른 학과에 비교하여 추후 창업도 많이 하게 되었다.  

신입생 입학시험에 변화가 있었다. 1학년에 공학계열로 입학했다가 2학년 올라올 때 학과

를 선택하게 하니, 일부 학과에는 학생들이 가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기고, 따라서 전체 학과

의 반 정도는 학생들이 들어와서도 만족하지 못하여 교육에 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1983

년부터는 1학년부터 학과를 선택하는 제도로 바꿨다. 이때쯤 고등학생들은 서울대 공대학과 

사정을 잘 몰랐을 거다. 학과 이름이 제어계측공학과로 바뀌어 있을 때여서, 새로운 학과 이

름으로 <그림 1>과 비슷한 학과소개 브로슈어를 만들고 전국고등학교에 보내는 노력을 몇 

년간 수행했다. 서울대 공대에서는 학과에서 고등학교에 홍보 책자를 보내는 것이 아마 처음

이었을 것이다.   

제어계측공학과를 홍보하고, 젊은이에게 꿈을 심어 주고, 우리나라에서 제어계측 학문을 

<그림 2> 1983년 한국전자전림회 학과 부스 앞(좌로부터 권

욱현, 고명삼, 임혜숙, 김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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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키기 위하여 “마이크로로봇경연대회”를 제어계

측공학과 주최로 1983년도에 시작했다. 이후 장기간

에 걸쳐 매년 개최되었다. 아주 인기가 있었다. 다음 

3절에서 좀 자세히 설명하겠다. 이외에도, 제어계측공

학과에 연계하여 자동화시스템공동연구소(이하 자동

화연구소)를 설립하고 1991년도에 건평 1,500평의 연

구소 건물을 준공하고 세계적인 자동화 기술을 연구했

다. 이에 관한 이야기는 4절에서 자세히 하기로 한다.

학과의 실용적인 교과 내용, 홍보 책자, 전시회 참

석, 마이크로로봇 경연대회, 자동화 연구 활동 등의 노

력으로 제어계측공학과의 입학 합격점(커트라인)이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높을 때가 몇 번 있었다(그림 3). 

그 당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전자공학과와 비슷했다

는 얘기다. 이에 따라 여러 대학에서 제어계측공학과가 신설되는 붐이 일어나기도 했다. 여하

튼 서울대 제어계측공학과에 앞서가는 인재들이 입학했으며, 그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이

었고 그러한 학생을 지도하는 기쁨 또한 컸다.   

제어계측공학과를 포함하여 서울대 공대에는 19개 학과가 있었는데 미국의 유명대학에 비

하면 학과 규모가 너무 작아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제어계측공학과, 전자공

학과, 전기공학과가 역사적인 합의를 하여 1992년부터 전기전자제어계측공학과군, 1995년부

터 전기공학부로 통합했다. 그러므로 제어계측공학과의 역사는 전기공학부(현 전기 ·정보공

학부)에서 계승되고 있다. 고 교수님은 이때쯤 1993년에 정년퇴직했다. 서울대학교의 제어계

측공학과가 신설된 1978년부터 고 교수님이 정년퇴직한 1993년까지 15년간 고 교수님과 나

는 이 학과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이 학과를 최고의 학과로 만드는 데 열정을 바쳤다. 

3. 마이크로로봇 대회로 젊음이의 꿈을 심어 주자 

고명삼 교수님은 일본어를 아는 세대였고, 동경대에 반년 간 방문 교수로 계신 적도 있어 

친분이 있는 일본인들이 있었다. 반면 나는 일본학계와는 친분이 거의 없었다. 일본에서는 

“마이크로마우스경연대회”가 있었는데 학생과 대중에게 인기가 많았다. 생쥐같이 미로를 빨

리 찾아가는 시합이다. 고 교수님이 주최 측과 연락하여 고 교수님과 내가 대회에 초대를 받

았다. 아주 격식 있게 대회를 치르는 것도 구경했다.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도 같은 시합을 하

<그림 3> 1988년도 대학 입시 보도 기사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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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꿈을 

심어 주고, 우리나라 제어계측 분야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특히 제어계측공

학과를 홍보하기 위해서다. 일본에서

는 생쥐(마우스)가 귀엽다고 인기가 

있는 모양인데, 한국에서는 생쥐가 그

렇게는 인기가 없었고, 또한 로봇기술

을 소개하기 위하여 생쥐를 로봇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고 교수님과 합의했

다. 그래서 제1회 “전국 마이크로로봇 

경연대회”를 제어계측공학과가 내가 

학과장이던 1983년에 주최했다(그림 4). 고 교수님이 대회장을 맡고 나는 준비 위원장을 맡

았다. 나는 준비 위원장이었지만, 동시에 학과장이라 할 일이 많았었다. 일본대회 규격대로 

미로를 국내 업체에 제작을 의뢰했는데 좀 엉성했지만 할 수 없었다. 대회 규칙도 일본과 비

슷하게 하고, 참여하는 팀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일부 제어계측공학과 학생들에게 졸업 프로

젝트로 마이크로로봇을 만들도록 미리 부탁했다. 대회 전날 저녁 늦게 예행연습을 진행하다

가 갑자기 어지러워 쓰러지고 잠시 후 일어난 적이 있었다. 내가 난생처음 겪은 신체적인 무

리였다. 본부 학생회관에서 제1회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마이

크로로봇 경연대회의 시초였다. 처음에는 5개 팀이 전부 제어계측공학과 학생이었지만, 내용

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1986년 4회 대회에서는 20개 팀이 참여하였고 관중이 500여 명이나 

되기도 했다. 얼마 동안은 KBS TV 등의 9시 뉴스에도 방영되어 상당한 인기를 끌었고, 아울

러 제어계측공학과 홍보도 많이 되었다. 몇 해 후에 일본마이크로마우스협회의 주선으로 일

본과학기술재단으로부터 국제규격의 미로 장치를 기증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오랫동안 고 

교수님이 대회장, 내가 준비 위원장을 한 후, 내가 몇 해 대회장도 맡았다가 후배 교수에게 

넘겼다. 1996년 제14회 대회부터는 학과가 통합되어 전기공학부가 주최하기 시작했다. 2008

년 제26회 대회까지 계속되었는데, 그간 상당한 목적을 달성했다. 이 대회가 우리나라 젊은

이에게 많은 꿈과 기술을 심어 주었다. 그간 국내에서 여러 다양한 로봇 경기대회가 생겼는

데 모두 우리 학과의 마이크로로봇 경연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그림 4> 제13회 전국 마이크로로봇 경연대회(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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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화시스템공동연구소 건축하다   

서울대 공대가 공릉동 캠퍼스에서 서울대 관악캠퍼스로 이전을 완료한 것은 1979년 말이

었다. 1980년부터 서울대 공대에서는 대학원 인원이 늘어나고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학사과정 교육을 위주로 하였던 공릉동 캠퍼스와 비슷한 규모의 건물 공간이 관악캠

퍼스에 지어졌기 때문에 연구공간이 부족하기 시작했다. 특히 1978년에 신설된 제어계측공

학과, 컴퓨터공학과, 도시공학과는 관악캠퍼스에서 규모가 아주 작은 38동을 사용했는데 한 

학과가 1개 층만 사용했었다. 학사과정 교육시설이 작다고 불평하면, 현재 학생 수가 적으니 

나중에 해결하자고 하여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38동 건물을 확장하였지만 30% 정도 

확대되는 데 그쳤다. 제어계측공학과도 1978년 학사과정 입학생들이 1982년부터 대학원에 

입학하기 시작하자 연구공간이 부족하기 시작했다. 높은 학과 인기로 대학원 학생 수가 많아 

연구실험실이 더 필요한데 도저히 마련할 수 없었다.    

전자공학과 젊은 교수들이 주도하고, 전자공학과 출신 정부 고위공직자의 전폭적인 지원

을 받아 1985년 7월에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설립하고, 1,500여 평 규모의 연구소 건물이 1988

년 7월에 준공되었다. 100% 정부의 지원이었으며, 당시 반도체가 국가적으로 중요하였으므

로 가능했다. 이 과정에서 전공은 반도체 분야가 아니지만, 추진력 있는 시니어 교수로 고명

삼 교수님이 초대되어 반도체공동연구소 초대 소장을 2년간 맡았다. 이 반도체공동연구소가 

서울대 공대에서는 처음의 연구소였으며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모든 분야의 교수님들이 자

기 분야에서 연구소를 갖고 싶어 했다.   

반도체공동연구소 설립에 참여한 바 있는 고명삼 교수님은 자동화 관련 연구소를 창설하

고 싶어 했고, 제어계측공학과 모든 교수도 원했었다. 그래서 500여 평의 소규모 연구소 기본

계획을 만들고, 고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는 금성, 삼성 계열 사장들을 만나 보았으

나 쉽지 않았다. 거의 모든 대기업 제조회사가 자동화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 기술이 

회사의 본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내가 1,500여 평의 대규모 연구소 

계획을 다시 만들고, 우리나라 산업 자동화에 열중하는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아

가자고 제안했다. 그 당시 자동화를 담당하는 산업정책과에 내 고등학교 동기이고 서울대 기

계공학과를 졸업한 주덕영 과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 교수님과 함께 주 과장을 만나서 우

리의 계획을 설명하니, 그렇지 않아도 상공부가 자동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발전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한창 노사분규로 자동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던 때였다. 곧 박

운서 산업정책국장을 만나게 해 주었다. 박 국장은 아주 좋아하면서 상공부와 함께 연구소를 

설립해서 산학협동을 잘해 보자고 했다. 본인을 박 자동화라고 부르길 원할 정도로 자동화를 

강조했다. 박 국장은 소신이 있으면 강력히 추진하는 분이었다. 여러 산업체를 상공부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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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고는 자동화연구소 건설에 기부

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국장이 이렇

게 강력하게 권하니 기업은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1988년 10월

에 자동화시스템공동연구소(이하 자

동화연구소)를 설립하였고, 16개의 대

기업이 25억 원을 기부하여 1,500여 

평 규모의 자동화연구소 건물이 1991

년 4월에 준공되었다(그림 5). 여러 기

업이 분담 지원하여 연구소를 건설한 

것은 자동화연구소가 서울대 공대에

서는 현재까지 유일하다. 대규모 시설이 들어가야 하는 반도체 연구소가 아니고는, 1,500평 

정도의 연구소 건물은 그 당시에는 대단한 시설이었다. 제어계측공학과가 있던 38동 옆에 세

워졌는데, 연구소와 학과 사이에 구름다리를 설치하여 왕래가 쉽게 했다. 이제 제어계측공학

과의 연구공간 문제가 해결된 것이었다. 전국대학 자동화 분야의 교수가 사용할 수 있는 공

동연구소이었지만, 가까이 있는 제어계측공학과 교수가 주로 사용했다. 자동화연구소는 외

부적으로는 독립기관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제어계측공학과의 일부였다. 자동화연구소는 상

공부 지원으로 건립한 국내 최초의 대학연구소가 되었다.     

건축 시 몇 가지 에피소드를 말하면, 건물은 외관이 아주 중요한데 고 교수님과 나는 설계

업체에 맡기지 말고, 서울 시내를 차를 타고 다니면서 가장 멋있는 건물을 골라서 비슷하게 

하자고 했다. 돌아다니다가 역삼동에 있는 새로운 건물로 상록회관이 좋아 보여 그렇게 지었

다. 주어진 경비로 공간을 많이 해 달라고 부탁하니,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철골 크기를 줄여 

주어 고맙게 생각하였는데, 나중에 증축하려 했을 때, 하중 때문에 한 층 정도만 가능했다. 1층

에 큰 공장을 넣기 때문에 큰 계단식 강의장을 갖지 못하고 작은 규모로 설계하였는데, 시공

업체가 잘못하여 바닥에 시멘트를 평평하게 부어 버렸고 이미 굳은 상태였다. 마음이 약해 

재시공하라고 요구하지 못했는데, 준공하고 보니 아쉬웠다.    

고 교수님이 1988년 11월부터 1992년 10월까지 4년간 소장을 맡았다. 자동화연구소 건물

을 준공하였고, 고 교수님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1990년도에 한국전력회사로부터 운영기금으

로 10억 원을 지원받았는데, 연구소 운영에 큰 보탬이 되었다. 나는 1992년 11월부터 4년간 

자동화연구소 소장을 맡았다.    

자동화연구소는 제어계측공학과 교수들이 모두 참여하고 다양한 연구결과를 얻었다. 그중

에 아주 독특한 연구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다. 10년간 FMS(유연생산시스템)를 구축, 연구, 

<그림 5> 자동화시스템공동연구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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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한 것이다. 다음 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여기에는 간단히 소개한다. 

고 교수님이 상공부로부터 8억의 연

구비를 얻고, 몇 개 산업체로부터 자

동화기기를 기증받아 자동화연구소에 

모범적인 FMS를 1992년 4월에 완성

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김종

원 교수가 실무책임을 맡았다. 그 후 

내가 1991년에 설립한 제어계측신기

술연구센터(이하 제계연센터)가 과학

재단으로부터 매년 10억 원가량을 9

년간 받았는데, 센터 연구 활동으로 고기능 FMS를 구축하고 운영했다. 제계연센터는 독립적

인 기관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자동화연구소 일부였다.  

자동화연구소의 우수한 연구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내가 소장일 때인 1994년에 한국전자

전람회에 참가했다(그림 6). 최신의 기술을 보여주어 방문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으리라 

생각한다. 그 후 몇 번 더 참여했다. 1994년 서울대 본부에서 산하 연구소를 처음으로 평가할 

때 자동화연구소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그 후에도 2년마다 평가할 때 여러 해 최우수상을 받

았는데 여러 번 1등을 했다. 자동화연구소가 서울대학교에서 최고의 연구소로 인정받았다. 

자동화연구소(제계연센터)는 미국 생산공학회(SME)가 전 세계공과대학의 생산자동화 관

련 연구소 중에 가장 우수한 대학 한 곳에만 주는 CASA/SME University Lead Award에 도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미 잘 구축된 FMS 공장 외에 심사기준에 부족했던 교육프로그램

을 대폭 확대해야 했다. 삼성전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CIM(Computer Intergrated 

Manufacturing) 교육센터도 1993년 11월 구축하였고, 김종원 교수와 함께 이제까지 없었던 

생산자동화에 관련된 여러 교과목을 대학학과와 연계하여 개발했다. 1996년도에 신청했는

데, 해외 심사위원 3명이 3일간 자동화연구소에 와서 현장심사도 했다. 생산자동화에 강한 

미시간대학(University of Michigan) 등 여러 대학을 제치고 우승하는 대단한 영예를 얻었다. 

자동화연구소(제계연센터)는 상패를 받고, 대표적인 참여 교수들이 상장을 받았다. 미국에서 

개최된 수상식에 수상자로 김종원, 이범희, 나, 박진우 교수(그림 7 좌측 사진에서 우로부터)

가 함께 참여했으며, 내가 대표로 상패를 받았고 수상소감을 발표했다. 수상식에 턱시도 정

장을 입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상소감에서, 오늘 난생처음 턱시도를 입고 상을 받으니 이 

상이 엄청 중요하게 느껴진다고 유머러스하게 말했더니 그날의 여러 연사 중에 가장 큰 박수

를 받았다.    

<그림 6> 1994년 한국전자전람회의 연구소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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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연구소는 제어계측공학과가 

1995년 전기공학부(현 전기정보공학부)

로 최종 통합되면서 실제적으로 전기공

학부 일부가 되었고, 계속 발전하여 현재

에 이르고 있다. 

참고로, 자동화연구소를 통하여 서울

대 공대를 알게 된 박운서 차관은 서울

대 공대를 2배 확충하여 산업체들을 지

원하자고 했다. 후에 서울대 공대가 학생 

수, 교수 수, 대학 시설이 2배가량 확충

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자동화연구소뿐만 아니라 서울대 공대에도 은인이다. 1995년

도 서울대 공대 발전공로상을 받았다(그림 8).    

5. 세계가 인증하는 FMS/CIM 공장 구축하다  

자동화연구소를 지을 때 1층에 산업체 공장같이 천장이 아주 높고 널찍한 200평 규모의 

공장 같은 실험실을 만들었다. 장래에 큰 규모의 장치도 실험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이 공

장에 FMS(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유연생산시스템)를 구축한 것이다. 컴퓨터를 더 

많이 활용하면서 CIM(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공장이라고도 한다. FMS 공장은 

여러 단위로 구성된다. (1) 제품 보관 창고 셀(Cell), (2) 제품을 이동하는 이동로봇 셀, (3) 가

공을 담당하는 NC 공작기계와 로봇을 포함한 가공 셀, (4) 제품을 조립하는 로봇이 포함된 

<그림 8> 서울대 공대발전공로상 수상식에서 박운서 차관

<그림 7> 1996 CASA/SME University Lead Award 수상식(좌: 수상자들, 우: 수상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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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 셀, (5) 물건의 규격을 측정하는 측정 셀, (6) 제품을 나르는 컨베이어벨트 시스템, (7) 설

계를 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공장 전체를 최적하게 통제하는 중앙처리실이 포함

된 중앙전산실, (8) 이러한 각종 셀에 연결되어 있는 제어기와 중앙전산실을 연결하는 생산

통신망 등, 이런 모든 셀과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FMS 공장이다.    

당시 산업체에서는 생산자동화를 위하여 FMS를 설치하는 추세에 있었다. 그래서 자동화

연구소에서도 산업체를 위하여 최신의 기술을 적용한 FMS 공장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고

명삼 교수님의 노력으로, 1988년도에 상공부로부터 8억의 연구비를 자동화연구소 FMS 구축

비로 지원받았다. 몇 개의 업체로부터 자동화기기도 기증받았다. 설계 소프트와 전산실 컴퓨

터는 IBM 한국 지사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서울대 공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대우중공업

에서 자동화를 담당하던 김종원 박사를 연구소 소속 특별연구원으로 채용했다. 마침 서울대

학교에서 규모가 큰 산하 연구소에서 직접 연구교수를 채용하는 제도가 생겼고, 자동화연구

소도 본부로부터 교수 한 명을 채용하도록 승인받았다. 김종원 박사가 자동화연구소 소속 

조교수가 되었다. 고 교수님이 책임자가 되고, 김종원 교수가 총괄 실무를 맡고, 참여 교수는 

각자 FMS 공장의 한 단위(셀이라고 함)를 맡았는데 나는 생산통신망을 맡았었다. 모범적인 

<그림 9> 상좌로부터 FMS 공장 전경, 물류시스템, 조립 셀. 하좌로부터 가공 셀, 측정 셀, 중앙제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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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S /CIM 공장을 1992년 4월에 완성한 것이었다(그림 9).  

한편, 내가 소장으로 있었던 제어계측신기술연구센터(이하 제계연센터)가 과학재단으로부

터 우수 공학연구센터(ERC, Engineering Research Center)로 1991년에 지정되었다. 제어계

측공학과 교수 10명, 서울대 타 학과 교수 5명, 타 대학교수 14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연

간 연구비 10억 정도를 9년간에 걸쳐 지원받았다. 외부적으로는 독립적인 기관이었지만 실제

적으로는 자동화연구소 일부였다. 자동화 관련 5개 연구 분야를 수행하였는데, 지능생산시

스템, 고기능 로봇시스템, 차세대 수치제어공작기(CNC: Computer Numerical Control) 제어

기, 삼차원 형상 시스템 인식, 지능제어이론 등이었다. 대부분 FMS/CIM 공장에 적용되는 기

술이었다. 고 교수님이 구축하였던 1단계 FMS/CIM 공장에 새로 개발된 기술을 더 추가했다. 

센터에서 풀타임 병역특례연구원을 여러 명 채용하여 FMS 관련 연구와 이 공장운영에 활용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1995년 말경에, 2단계 고기능 FMS/CIM 공장을 구축했다. 외부 내빈

이 서울대 공대를 방문하면, 대표로 자동화연구소 FMS/CIM 공장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서

울대 공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문 장소가 되었으며, 그때마다 참여하는 연구원들은 데모 준

비를 하느라 고생했다.    

FMS 관련 우수한 업적을 보여주기 위하여, 내가 소장이던 1994년에 FMS 파이롯트(Pilot) 

공장과 미니맵(Mini-MAP) 생산통신망시스템을 상공자원부(전 상공부)가 개최한 ’94산업기

술개발제품전시회(제2회 국제자동화시스템전시회 겸)에 출품했다. 자동화연구소가 우수상

을 받았는데 내가 대표로 상을 받았다. 앞 절에서 자동화연구소가 CASA/SME University 

Lead Award를 1996년도에 받았다고 했다. 이때 FMS/CIM 공장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인정받

았다. FMS 공장 운영비가 많이 들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2002년경에 FMS/CIM 공장 기

기를 치우고 다른 연구공간으로 활용했다. 10년간 많은 열정을 쏟았고, 찬사를 받았던 FMS/

CIM 공장이 문을 닫은 것이다.   

6. 산업체 협동 연구 활동도 함께하다 

공과대학은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1980년대는 아

직 정부에서 주는 연구비가 극히 드물었고, 산업계도 자체 기술개발에 관심 두기 시작하였으

나 외부 연구를 지원할 때는 아니었다. 고명삼 교수님과 나는 산업체를 함께 방문하고 산업

체와의 협동 연구를 타진했다. 제자를 많이 알고 있고 존경받고 있는 시니어 교수와 해외에

서 학위를 한 주니어 교수가 함께 방문하여 아마도 좋은 인상을 주었을 것이다. 창원에 있는 

한국기계연구소를 방문하여 연구과제 “다관절 산업로봇의 제어부 설계에 관한 연구”를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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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계약했다. 고 교수님이 주관하고 

나는 일부 참여했다. 연구결과를 ’84

한국전자전람회의 제어계측공학과 

부스에 전시했다. 우리는 제어계측 기

술을 많이 다루는 포항제철(현 포스

코)을 여러 번 방문하고 제어계측 관

련 기술 강좌를 여러 번 했다. 포철공

장 운영을 담당하는 전산제어부에 서

울대 전기공학과 졸업생이 있어 연락

이 쉬웠다. 1984년에 고 교수님과 나

는 작은 규모의 연구과제를 각각 계약하게 되었다. 고 교수님 과제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나의 경우는 코크스를 소결시키는 제4소결공장의 컴퓨터 자동모드 운전을 개발하는 것이었

다. 우리의 연구결과를 사용하여 소결공장을 저녁 10시부터 밤 1시까지 컴퓨터 자동모드로 

운전하였는데 그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고 교수님이 잘 알고 계시는 강진구 사장

이 운영하는 삼성반도체통신(현 삼전전자로 통합)을 방문했다. 강 사장님은 외산으로 되어

있는 자동화기기를 국산화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그래야만 고장이 났을 때 금방 수리

할 수 있고, 회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하면서 공동 개발을 적극적으로 원했다. 그래서 

고 교수님은 산업체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카라 로봇 개발을 계약하였고, 나는 제어기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형제어기(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개발을 계약했

다. 그때가 1985년이었다. 고 교수님은 스카라 로봇의 시제품(프로토타이프)을 성공적으로 

개발 완료하였고, 삼성전자가 이에 기초하여 상용화 과정을 거쳐 산업계에 사용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고, 공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그림 10).    

서울대 공대에서 1992년부터 매년 교수들에게 학술상과 기술상을 수여하기 시작하였는데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고 교수님이 제1회 기술상을 받았다. 마침 고 교수님의 업적을 잘 

알고 있는 내가 연구지원소장(현 연구부학장)으로 수상자 선정에 관여했었다. 3절에서 얘기

했듯이 고 교수님은 일본에 지인이 많은데, 동경대 한 교수가 고 교수님을 일본에서 유명한 

산케이 신문이 수여하는 산케이아시아상(과학기술 분야) 후보자로 추천했다. 심사과정을 거

쳐 고 교수님이 2005년도에 영예의 수상을 했다. 일본 총리가 시상식에 참석하는 아주 유명

한 상인데, 고 교수님은 이 상에 아주 큰 보람을 느꼈다.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사회 발전에 

기술적으로 기여한 공로가 큰 사람을 선정하여 주는 상이다. 고 교수님은 스카라 로봇 개발

업적을 바탕으로 수상하였는데 고 교수님의 부탁으로 고 교수님 연구업적을 영문으로 작성

하는 데 내가 도움을 드렸다.     

<그림 10> 고 교수님이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한 스카라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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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언  

이 글에서는 고명삼 교수님의 많은 업적 중에서 나와 함께한 내용에 국한했다. 제어계측공

학과와 그 과에 연계된 마이크로로봇 경연대회, 자동화시스템공동연구소, FMS/CIM 공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1978년에 탄생한 제어계측공학과가 신설된 이후부터, 더욱 발

전하기 위하여 전기공학부(현 전기정보공학부)에 통합되어 학과 이름이 사라지기 전까지의 

15년간의 찬란한 역사는 나에게는 귀중한 추억이다. 선배 고명삼 교수님과 함께 서울대 공대

최고 학과 하나로 만들었다고 주장할 수 있겠다. 마이크로로봇 경연대회는 1983년부터 26년

간 운영되다가 이제는 없어졌고, 자동화연구소는 전기정보공학부에 연계되어 계속되고 있지

만, FMS/CIM 공장은 1992년부터 10년간 운용되었고 지금은 없다. 그래서 그들 이야기가 기

록되어야 하는 데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이다. 고 교수님과 함께한 일로, 한국자동제어협의회와 

한국자동제어학술대회도 있지만, 서울대학교와 직접 관계가 없어서 이 글에는 포함하지 않

았다.   

나는 이제까지 고명삼 교수님을 제외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또 다른 선배 교수나 혹은 후배 

교수와 오랫동안 협력한 적이 없다. 고 교수님과 비슷한 연배에 계시는 다른 학과 교수님이 

고 교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부럽다고 나에게 이야기해 주신 분도 계셨다. 고 교수님은 

꿈이 있었고, 일에 열성이 있었고, 리더십이 있었다. 나의 꿈과 비슷하여 따라간 것이다. 그리

고 많은 것을 배웠다. 고 교수님과의 관계에 치중하다 보니, 제어계측공학과와 자동화연구소

에서 함께 수고하고 노력한 다른 교수님들을 이 글에서 소개하지 못해 미안하게 생각한다. 

서울대 공대 40년사와 50년사에도 제어계측공학과와 자동화연구소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글의 대부분은 거기에는 없는 내용이다. 이제 92세이시고 몸이 좀 불편하신 선배 고명삼 교

수님이 만수무강하시기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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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충렬탑에서 의리와 불의의 길을 묻다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명예교수  신동소

1. 서울대인의 자세   

서울대학 동문들은 조상이 물려준 이 땅에 태어나서 관악산의 정기와 기개(氣槪)를 받아 

교문을 나섰던 동문이다. 그러므로 서울대인의 긍지와 명예를 간직하여 의연한 모습으로 대

의명분을 지키되 겸손함을 잃지 말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수범하되 매사에 명철하고 

품위있는 생활로 역사에 누가 되지 않고, 특히 부정한 물질은 타인과 나라에 해가 됨을 명심

하고, 헛되이 살지 않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은 지성의 교훈이다. 

서울대학교 정장(正章)을 다시 새겨본다. 서울대학교의 정장은 월계관에 펜과 횃불을 놓고 

지식의 탐구를 통하여 겨레의 길을 밝히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서울대학 졸업

생은 사회지도자로서 국가에 공헌한 것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시대가 변화되고 이

념과 사회풍조에 따라 올바른 국가관도 변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정을 외친 자가 위선과 개

인의 영달로 사회와 나라에 해독을 끼친 파렴치한으로 사회 지탄을 받고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한때 서울대 폐지 얘기가 나온 것도 서울대인의 책임이다. 금년 2월에 졸업한 동문들의 

일부 성향(서울대 총동창회 월간 제51호 2021. 3. 31. 우수졸업생 서면 인터뷰)을 보면 ‘나라

에 기여’란 말보다 ‘우수한 학생’이란 말이 서울대 위상을 보장해 준다고 하였으며, 국가 엘리

트로서 나라사랑, 조국, 자유민주주의 관념이란 실종되었다. 동문의 한 사람은 조국의 민주

화를 위하여 할복했다는 정신과 극명하게 다르다. 서울대의 존재 의의가 무엇인지 스스로 자

문한다.   

고전에 한 구절, 즉 송나라 나대경(羅大經)은 ‘배움은 반드시 넓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쓸모가 있어야 하며 벼슬은 반드시 높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끄러운 일이 없어야 한다.’

고 했다. 오늘날 서울대학 관계인을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생각한다.     

서울대학에 많은 스승과 선배제형의 가르침이 있다. 덧붙이면 나라를 지켜 온 역사를 알

고, 나라 사랑,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자세, 매사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자기 인생이 

남에게 귀감이 되는 긍지를 가지는 것을 감히 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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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 ·25전쟁과 대한민국의 국운(國運)    

6·25전쟁은 국가의 진운(進運)이 걸린 전쟁이었다. 북한은 불법으로 1950년 6월 25일 새

벽 4시에 38선을 넘어 남침해 왔으며, 우리는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빼앗겼다. 1950년 6월 26

일에는 대한 해협에 인민군 무력선박이 잠입했으나 최영섭 해군 대령이 격침했다. 이와 같이 

인민군은 치밀한 계획으로 남침을 감행했던 것이다. 국방군은 제때 전쟁 준비를 하지 못했

다. 육군 장병은 농번기로 휴가를 보냈으며, 방어용 탱크조차 한 대 없었다. 이런 상황에 인

민군은 40일도 안 되는 기간에 낙동강까지 진격하여 왜관, 포항, 마산까지 들어와 국가는 마

치 풍전등화와 같이 급박한 상황에 처해 6 ·25전쟁의 마지노선인 다부동 전투에 백선엽 1사

단장이 방어하여 그 여세를 몰아 1950년 10월 21일 평양에 입성했다. 우리가 현재 숨 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바로 천우신조(天佑神助)라고 하겠다. 6 ·25전쟁이 발발하여 미 트루먼 

대통령이 빌리 그래함 목사의 보고를 받고 10초 만에 미국이 참전을 결정했다. 한편 북한의 

남침에 놀란 미국은 UN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여 전쟁을 주도한 소련 대표가 불참하게 됨

으로써 한 표 차이로 UN군을 파병하게 되어 이 전쟁의 판도를 바꾼 맥아더 UN사령관의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여 1950년 9월 28일 서울을 수복했다. 6 ·25전쟁에 

있어서 중국이 북한 인민군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여, 중공군의 평더화이(彭德懷)의 주력부대

가 1950년 10월 26일 압록강에 진출했다.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포위작전은 터키군의 사투로 

저지되었다. 함경남도 장진호에서 국군과 중공군 12만 명과의 전투가 1950년 11월 27일에 

있었다. 6 ·25전쟁 중 1952년 10월 6일부터 10일 동안 벌어진 백마고지 전투에서 제5보병사

단 김종오 장군의 공적과 강석우 소위 외 2인의 용사가 산화함으로써 서울을 방어했다.   

6 ·25전쟁에 22개국 UN 참전국의 장병들은 많은 승전의 영웅담을 남겼다. 이 전쟁에 참전

한 그들의 수많은 전과를 어찌 필설로 표현할 수가 있으랴! 미국의 첫 참전은 1950년 7월 1일 

일본 주둔 미군이 부산에 도착하여 오산 전투에 임하면서부터였다. 1950년 9월 15일 6 ·25전

쟁의 판도를 바꾼 맥아더 UN사령관의 인천상륙작전, 10군단장 에드워드 아몬드 장군이 이

끈 함경남도 개마고원 장진호 전투, 미 해병 1사단장 올리브 스미스 장군의 원산 상륙작전이 

있었다.     

영국의 영연방 4개국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용사들은 1951년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일대에서 중공군 3만여 명의 남하를 저지하였고, 임진강 전투에서 글

로타샤 대위가 용사의 용기와 투혼으로 서울을 방어했다. 캐나다 군은 경기도 가평 전투에 

프린세스 펠타샤 경보병 연대가 동시에 싸웠다. 프랑스군은 경기도 양평의 지평리 전투에서 

랄프 몽클라르 장군이 UN군의 첫 승리를 거뒀다. 또한, UN군으로 참전한 병사 중 전투에서 

우리에게 심금을 울리는 큰 감동을 준 많은 영웅들이 있다. 특히 장진호 전투에 미군인 조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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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튼 엘모아와 캐나다 조지프 하쉬, 그의 형 아치볼드, 마량산 전투의 영국군 윌리엄 스피그

만은 이 전쟁의 영웅들이다. 모두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참전했다. 또한, 룩셈부르

크의 피에르 페링 대사는 독일에 점령당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  

이 전쟁에서 주민과 국군이 62만 명이 희생되었고, 참전국 22개국 UN장병 참전자 194만 

1천 명, 전사자 3만 7,902명, 부상자 9만 2,134명이었다. UN군 중 미국은 190만 9천 명을 파

병하여 전사자 3만 5,679명이 발생했다(2021. 11. 13. 기준).  

이 전쟁에서 클라크 UN군 사령관의 아들이 전사하였으며, 워커 중장은 자식과 함께 참전

했다가 목숨을 잃었다. 미 8군과 UN군사령관 제임스 벤프리트 장군과 그 아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도 전사하였으며, 제24사단장 딘 소장은 포로가 되었다. 미국 지도자의 노블레

스 오블리주의 귀감이다.   

우리들에게 뼈아픈 경고도 있었다. 전 미국방부장관 람스펠트는 6 ·25전쟁 때 미국의 젊은

이들을 한국에 보내지 않았다면 한국 젊은이들은 북한 수용소에 갇혀 있을 것인데 한국인들

은 그것을 잊고 있다고 한국인의 역사 건망증을 경고했다.    

3. 충렬탑을 세우는 것은 서울대인의 사명 

서울대학은 나라의 발전과 조국 수호의 운명을 같이해야만 마땅하다. 전통이 깃든 선진국 

대학은 첫째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게 교육

의 지표였다. 역사적으로 신라를 통일한 것은 화랑도의 정신이며, 곧 견위치명의 정신이었다. 

이스라엘이 외침을 당했을 때 자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국

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6 ·25전쟁으로 나라가 누란(累卵)의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바친 영웅들이 하늘나라에서 

지켜보고 있다. 그들의 희생을 기리는 충렬탑 건립을 미루는 것은 후세들에게 부끄러울 뿐이

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조국을 수호한 46명의 영웅을 위하여 청사에 빛날 충렬탑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6 ·25전쟁 때 나라를 구하고 순국한 호국영령이 현실을 알면 하늘나라에서 개탄

스러워할 것이다.    

6 ·25전쟁은 휴전이므로 아직 살아있다. 6 ·25전쟁을 증언해 줄 사람도 이제 얼마 남지 않

았다. 따라서 생생한 역사를 되살리기 위해 증언도 필요하다. 필자는 1950년 8월경, 남한이 

왜관, 마산, 포항 지역 일부만 남았던 절체절명의 시기에 경남지구 김종원 계엄사령관의 명령

으로 학교장이 부산지역 학생들을 입대시키라는 통지를 받고 1950년 9월 1일 입대하여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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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훈련을 받고 8사단 10연대에 배속되었다. 함경도 청진강을 지나 희천에서 총상을 입었

지만 구사일생으로 생환했다. 오늘날 생각하면 필사즉생(必死卽生)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그

러므로 당시에 부산 출신의 학생은 안보의 역군이었다. 부산은 임진왜란 때도 송상현 장군, 

정발 장군이 북진하는 왜군의 진격을 막은 역사의 맥을 이었다. 특히 수영사직공원에는 25명

의 충렬을 기리는 곳이 있다. 우리가 부르는 “굳세어라 금순아”라는 엘레지는 6 ·25 부산의 

역사를 담고 있다.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서울대학교 총장은 국민의 지도자이며, 국민의 사표가 될 인품으로 한 마디 말이 지축을 

흔들 기개세(氣蓋世)와 사자후(獅子吼)의 역량이 있어야만 추앙을 받는다. 충렬탑 건립을 위

해 여러 해가 지났다. 2008년 10월 8일, 3인의 명예교수를 거명하면 반성환 교수, 정하우 교

수, 필자가 6 ·25전쟁 중 서울대 46명 전사자를 기리는 충렬탑을 모교 구내에 건립하자고 건

의했다. 그 후 2010년 1월 25일 15:00, 이수성 명예교수 협의회 회장과 이인규 부회장, 최종태 

교수 임원 일동이 총장실을 방문하여 당시 회장께서 이장무 총장 재임 중 충렬탑 “사이트를 

정하자”라고 건의한 자리에서 이장무 총장으로부터 “미대 교수에게 조형물을 개인적으로 부

탁까지 했다”고 듣고 나왔다. 그 후 성낙인 총장이 건립위원회까지 설치하고 이 사업을 오세

정 총장에게 위임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도 없다. 24대 전 총장은 충렬탑 건립에 소

신을 밝혀 공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실천되지 못한 이유를 해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25대 서

울대총장 후보 세 교수는 서울대 출신 국가유공자 추모 사업을 논의한다고 하였으며 25대 

오연천 교수가 총장에 취임하여 국가유공자 동문 기념사업 본격 기사(서울대소식 제526호)

와 동 위원회 김태유(산업공학과) 위원장도 “서울대학생들이 후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

천하고 사회의 지도적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추모 사업의 의의를 밝혔다. 수년

이 지났지만 무슨 곡절인지 몰라도 주위에서 설사 간언(諫言)하여도 대의명분으로 직간(直

諫)하는 서울대인이 부재한 탓인지 동문들은 성찰해야 한다. 

우리 동문 중 인재 양성에 수백 억 원 기부로 모교에 명예를 높인 바 있지만, 진정 나라 사

랑, 조국 수호로 고귀한 목숨을 바친 46명의 전사자에 관심을 갖지 않는 듯 무관심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 일에 모르는 척 의리를 저버리면 언젠가 화를 당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

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임광수 서울대 전 총동창회장께 건립의 협조 공문, 대학 신문, 조선

일보 등에 건의와 홍보를 했다. 그 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충렬탑 건립을 칼럼으로 역설

했다. 현 오세정 총장에게 2019년 5월 14일 스승의 날에 충렬탑 건립을 명예교수 다수가 모

인 자리에서 건의했다. 그리고 최근 2020년 6월호 서울대 총동창신문에 “모교에 충렬탑 세우

자”는 칼럼을 게재하고 동창회 간부에게 상황을 물었으나 아직도 아무 소식이 없다. 이 신문은 

43만 동문이 보는 홍보지로서, 아직도 호응이 없으며 필요성을 제기한 일부 동문과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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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진하여야만 된다는 의사를 표명한 동문이 적지 않다.  

영국 이튼스쿨에는 세계대전 전사자 이름이 새겨져 있으며, 강원도 춘천농고에도 6 ·25 전

사자의 이름이 새겨졌으며, 서울고등학교 교정에도 전사자 기념물을 세웠다. 서울대학에 충

렬탑을 세우는 것은 과거만을 위한 일이 아니고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로 뭉치게 하

며 또 다른 영웅이 나오게 한다.    

이 정신의 근간은 의리 있는 엘리트를 배출하는 대학에 일차 책임이 있다. 이 정신의 근간

은 교육이란 토양에 자양분을 주며, 나라를 사랑하는 ‘혼’이 깃든 교육이다. 그러므로 대학은 

겨레의 희망이며 미래의 주인공을 길러내는 요람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역사적 기념비는 미국 워싱턴 시내에 있는 한국전쟁기념공원에 “알지도 

못한 나라, 만나본 적도 없는 나라를 지켜달라는 부름에 응한 미국의 아들에 경의를 표하고, 

그리고 그 아래에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불명의 명구가 새겨져 있다. 이것이 미

국의 저력이요 민주주의 수호의 근간이다.    

4. 서울대인의 의리와 불의   
 

서울대 역사를 되돌아보건대, “전쟁 나면 도망간다”(“조선일보 통일이 미래다” 2014년 5월 

15일 기사)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선배, 동문, 교수, 은사들이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 

“자기 목숨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하였던가. 서울대 동문으로서 자괴스러운 일이다. 서울대

학 교육 목적이 어디 있는가, 깊은 성찰을 요한다. 정부 고위 공직자는 서울대 위에 참여연대, 

나라 망신시키는 내로남불 등 참으로 “만사참통” 기사가 현실이다. 6 ·25전쟁이 주는 교훈은 

어제와 오늘이 다를 수 없다. 자유와 평화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이 동족상잔의 비극을 

잊어서는 안 되며,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성경구절에 

마태복음 11장 16~17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아이들을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고 한 것과 안보의 중요함과 충렬탑 건립과 맥락

이 같은 것이 아닌가. 1980년대 586세대를 지도한 서울대 명예교수 H 교수는 ‘우리는 매우 

위험한 순간에 직면…’이라고 말했다. 지금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것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 그리고 생면부지의 땅에서 희생된 참전국이 있었다는 것을 까맣게 잊

지 않았던가.     

애국심의 정도(正道)는 의리며, 애국심의 역행은 비굴과 불의다. 애국심을 말하지 않는 명

문대는 없고 일류 국가도 없다. 자랑스러운 동문을 소개하면, 하나 김은 6세 때 미국에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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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에서 학부과정을 이수한 뒤 6 ·25전쟁

의 의미와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가 필요함을 절감했다. 그래서 미국 하원의원 435명의 사

무실을 방문하였으며 6 ·25 휴전일에 조기를 달게 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선포하도록 하

는 공을 세웠다.    

또 자랑스러운 한국인, 한양대를 졸업한 재미동포 라미 현(현효제)은 샌프란시스코 아카

데미 오브 유니버시티에서 공부하고 사진작가가 되어 6 ·25전쟁 세계 각국 참전용사 1,421명

을 사진에 담아 2017년부터 미국, 영국, 터키, 에티오피아 등 직접 방문하여 사진 액자를 만

들어 선물했다. 그 과정을 인터뷰한 사람 중 한 원사는 28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나라엔 

부끄럽지 않았는데 한 아버지로 부끄럽다.”고 했다. 또한 51년 원주에서 전투 중 오른팔과 오

른다리를 잃은 미 메릴랜드 육군 예비역 대령 윌리엄 웨버는 “나는 자유를 지킬 의무를 다했

으며 한국 사람은 의무가 있다. 북녘 동포들에게 자유를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소

중한 자유를 공짜로 누리고 있다고 경각심을 시사하였다.     

그런데 참으로 부끄러운 것은 대통령 측근 고위 공직자 김 모 씨는 공정을 외친 위선자, 조 

모 씨는 파렴치 범죄로 지탄을 받으며 워싱턴포스트지와 타임지에 ‘내로남불’ 등 불명예스러

운 역사를 남겼다.  

6 ·25전쟁의 역사의 현장인 부산 UN기념공원은 1951년 1월 18일 한국 정부가 조성하여 

UN에 영구 기증하였으며 22개국 11,000위가 있었으나 현재 11개국 중 대한민국 출신 UN군

도 포함하여 2,311위(位)가 안장되어 있다. 이 공원을 정화하는 국립부경대학교 장영수 총장

과 부경대 UN서포터즈 평화봉사단이 참전 UN군의 유족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행사를 2009

년부터 2020년 9월까지 12년 지속하고 있다.   

12년 동안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캐나다, 미국 등 여러 나라에 순방

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 이 봉사단의 해외봉사 활동은 대학당국과 참가자 자비로 충당하

고 있었다. 이 성역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2007년 12월 7일 서울대학 명예교수 일행이 부

산 관광차 들러, 안내원 김석만 씨로부터 감동스러운 설명을 듣게 된 것이다. 이 설명을 들은 

것이 늘 가슴에 남아 있다. 부경대 UN서포터즈 평화봉사단의 국위선양과 애국심을 고양하

는 봉사단이므로 장학금 3천만 원을 장영수 총장께 2020년 12월 7일에 기증했다.   

5. 나라의 안보와 역사의 건망증   

우리나라의 반만년 역사를 통람하면 고구려 시대 당나라, 수나라로부터 침략을 막아냈으

며 고려와 신라가 통일되었다. 신라가 천 년 동안 통일한 원동력은 나라의 안보와 화랑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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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심이었다. 고려시대 몽골의 입구(入寇, 1231년), 조선시대는 임진왜란(1592년)과 정유재

란(1598년), 병자호란(1636년)으로 외침과 6 ·25전쟁으로 국란을 겪었던 것은 나라를 보위하

는 안보를 소중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쇠망의 원인은 안보의 상실이었

다. 나라를 지키는 왕도는 곧 교육이며 안보 교육은 흥망성쇠와 성자필쇠(盛者必衰)를 잊지 

말고 유비무환이 전신갑주(全身甲冑)가 되어야 한다.   

역사학자 토인비(Arnold Joseph Toynbee)는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란 대목에서 과거

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설파했다. 전술하였듯이 람스펠트 미국 전 국방장관

은 한국의 역사 건망증이 있다고 설회했다. 즉, 독일인은 생각한 다음에 뛰고, 미국인은 뛰면

서 생각하고 한국인은 뛰는 도중 까닭을 잊는다고 했다. 서울대학의 교육에 안보와 애국심이 

있는가. 서울대 교가의 한 구절에, ‘즐겨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가사를 불러 본 적이 있

는가. 우리의 조국을 위해 6 ·25전쟁에 고귀한 목숨을 바친 46명의 전사자를 기리는 충렬탑

을 세우는 것은 안보의 중심에 선다는 것이다. 안보의 상징인 충렬탑 건립을 포기하는 것은 

나라와 서울대를 포기하는 것이다. 안보는 나라의 기둥이요 평화의 근간이다. 나라의 주역이 

될 20대는 6 ·25전쟁을 몰랐다고 한다. 누구의 책임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관을 C사의 보

도 기사를 유추해 보면 2017년 방미 때 장진호 용사들을 찾아 “여러분이 없었다면 내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그 후 몇 달 뒤 중국에 가서는 “중국과 한국은 근대사

의 고난을 함께 겪고 극복한 동지”라 하여 ‘중국몽’에 함께하겠다고 했다. 국가의 영도자의 

국가관과 정체성은 무엇인가?      

모윤숙 시인의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는 시에 자주 회자되는 몇 줄만 소개한다. “나는 광

주 산곡을 헤매이다 문득 혼자 죽어 넘어진 국군을 만났다/산 옆 외따른 골짜기에 혼자 누워 

있는 국군을 본다./아무 말, 아무 움직임 없이/하늘을 향해 눈을 감은 국군을 본다.” 독자는 

이 세상에서 값진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전사한 영웅과 피눈물 나는 전사자 유족의 고통을 

생각해 보라. 지금도 북한은 자유민주주의는 혁명의 적이요 무력통일만이 답이라고 부르짖

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서 하마터면 자유민주 대한민

국이 지도에서 사라져 버릴 뻔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6. 맺음말   

6·25전쟁은 국란의 역사였다. 국토는 초토화되었으나 이제 상전벽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데 이 땅의 전쟁은 종전이 아니고 휴전 상태다. 우리 국민은 

재발을 막기 위해 이 나라를 보위하며 안보와 국방을 튼튼히 하여야 하며 유비무환으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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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특히 고귀한 생명을 희생

한 국군과 22개국 희생자, 그리고 서울대학 46명의 전사자가 오늘날 대한민국을 존립하게 했

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국방 강화와 전신갑주가 되어야 하며, 또한 이 나라를 지켰던 많은 전

사자의 영웅담을 다음 세대에게 교훈과 그 정신을 이해시키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겸허

한 마음으로 43만 동문에게 묻고 싶다. 한 분의 나라를 위한 기념비가 서울대 구내에 세워진 

것도 소중하다. 그런데 46명의 동문 전사자의 충렬탑은 안 세울 것인가? 서울대학에 충렬탑

을 세우지 못하면 부끄러운 일이다. 동문 한 사람이라도 시작하면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과 

같이 한 알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 언젠가 싹이 나 거목이 되고 나무에 그루터기가 있으면 언

젠가 움이 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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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 홀러바흐(Alexander Hollerbach)와 한국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명예교수  최종고

머리말      

지난 1월 25일 연구실에 갔다가 우편함에서 흰 봉투에 까만 테두리가 둘린 편지를 보고 가

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역시 독일 유학 시절의 지도교수이셨던 알렉산더 홀러바흐 교수께서 

지난해(2020) 12월 15일에 작고하셨단 부고장이다. 사제지간으로 많은 학은을 입고 나도 저

런 학자가 되고 싶다고 일생 흠모해 온 스승의 별세는 큰 슬픔과 추념을 불러일으킨다.  

막역한 친구로 학자요 장관이던 한스 마이어(Hans Maier)는 홀러바흐를 “법률가요 역사

가요 철학자”라고 불렀는데 적절한 표현이라 생각된다. 홀러바흐는 또한 학자사(學者史, 

Gelehrtengeschichte)에 각별한 관심을 가진 학자이시라 무엇보다 서울대 명예교수회보에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스승에게 배운 제자로서 필자도 한국에서 인물전

기, 특히 학자사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온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알 것이다.1) 지난 20여 년간 한

국인물전기학회(Korean Biographical Society)를 창립운영하고, 서울대 대학원동창회에서도 

<서울대 학문의 기초와 전승>을 기획하여 회보에 연재하고 단행본으로 낸 배경에는 정신적

으로 스승의 학문과 사상이 작용했던 것이다.2) 학자에게, 따라 배우고 닮고 싶은 스승이 있

다는 것은 가장 행복한 일이다. 나는 45년간 이런 스승을 가졌다는 것을 가장 행복하고 감사

하게 생각한다.   

그렇다고 여기서 홀러바흐의 학문세계나 학자사의 방법론을 논하는 논문을 쓰려는 것이 

아니다. 45년간 지켜보고 함께 체험했던 바를 압축해 회상해 보려는 것이다. 사실 나는 2008

년에 프라이부르크에서 그와 몇 차례 인터뷰를 하여 독일어로 『Gespräche mit Alexander 

Hollerbach(알렉산더 홀러바흐와의 대화)』(2010)라는 단행본까지 낸 바 있다. 그리고는 일부

러 부탁하여 내외분과 함께 고향에까지 가서 어릴 적의 발자취도 함께 돌아보았다. 솔직히 

독일의 많은 제자도 이런 일을 못했다고 감사를 받았다.     

   1) 예컨대 최종고, 『한국의 법학자』, 『한국의 법률가』(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그리고 『자유와 정

의의 지성 유기천』(한들출판사, 2006) 등.    

   2) 최종고 외, 『상아탑을 쌓아라: 서울대 학문의 개척자들』, 경인문화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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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쓰는 글은 이러한 오랜 세월의 체험과 견문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이

다. 학자는 가도 학문은 남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3)     

I. 홀러바흐의 생애와 학문     
 

알렉산더 홀러바흐는 1931년 1월 23일 남독 바덴뷔르텐베르그주 가게나우(Gaggenau)시 

시장의 아들로 태어났다. 가까운 라스타트(Rastatt) 고교를 졸업하고, 프라이부르크대학, 하

이델베르크대학, 본(Bonn)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여 1957년 에릭 볼프(Erik Wolf) 교수 밑

에서 「쉘링의 법사상(Der Rechtsgedanke bei Schelling. Quellenstudien zu seiner Rechts- 

und Staatsphilosophie)」이라는 논문으로 법학박사(Dr.jur.) 학위를 받았다. 1965년 콘라드 헷

세(K. Hesse) 교수 아래서 「독일에서의 국가와 교회 계약(Verträge zwischen Staat und Kirch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이라는 교수자격논문(Habilitation)을 썼다. 바로 만하

임대학 교수로 임명되어 독일 공법학계의 혜성으로 불리다가 1969년에 볼프 교수의 후임으

로 프라이부르크대학으로 부임하여 평생을 그곳에서 보냈다. 볼프 교수가 설립한 <법철학과 

개신교회법연구소(Institut für Rechtsphilosophie und evangelisches Kirchenrecht)>를 이어

받아 에큐메니컬 정신에 따라 가톨릭교회법까지 확대하여 연구를 지휘하다 1996년에 은퇴했

다. 1978년에는 하이델베르크학술원 회원이 되어 한 번은 나를 데리고 참석하셔서 철학자 가

   3) 필자의 지도교수로서의 관계에 대하여는 『서울대학교 법학』 54권 1호, 2013, 1-82쪽의 ‘청리 최종

고 교수 정년기념 대담 및 논저목록’ 참조. 그리고 최종고, ‘홀러바흐 교수’, 『시민과 변호사』 1996년 

3월호, 154-161쪽도 참조.   

<그림 1> 독일정부의 최고훈장을 받는 홀러바흐 교수(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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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머(H. Gadamer) 등과 오찬을 함께한 일도 있다. 1984년부터 1998년까지는 <국가와 교회

에 관한 에센강좌(Essener Gespräche)>를 주도했다.     

이런 학문적 공적으로 그는 교황청으로부터 그레고리우스 훈장을 받았고, 2003년에는 스

페인 마드리드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9년 11월 25일에는 프라이부르크

대학 신학부에서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1년에는 독일연방정부로부터 최고십자훈

장을 받았다. 괴레스 재단은 명예의 반지(Ehrenring)를 수여했다.   

그는 법철학과 교회법, 때로는 행정법을 강의하면서 주도면밀한 문헌조사에 입각한 학술

논문들을 발표했다. 자신을 ‘역사에 관심 있는 법철학자(Rechtsphilosoph mit historischen 

Interesse)’라고 불렀다. 그는 자신의 이론이나 사상을 창안하여 주장하기보다 역사적 객관적 

사실을 규명하려는 학자였다. 그래서 단행저술보다 연구논문을 많이 썼다. 이 논문들이 후일 

제자들에 의해 편집되어 세 권으로 발간되었다.4)           

1.   Katholizismus und Jurisprudenz. Beiträge zur Katholizismusforschung und zur 

neueren Wissenschaftsgeschichte. Paderborn: Schöningh, 2004.   

   4) 필자는 Alexander Hollerbach Ausgewahlte Schriften을 『법사학연구』 35호(2007), 403-408쪽에 서

평으로 소개했다.   

<그림 2> 프라이부르크법대 앞 로테크

(Rotteck)상 앞에서(필자 촬영)  

<그림 3> 한국법철학자들과 함께(괴팅겐,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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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usgewählte Schriften. Berlin: Duncker & Humblot, 2006. 

3.   Jurisprudenz in Freiburg. Beiträge zur Geschichte der Rechtswissenschaftlichen 

Fakultät der Albert-Ludwigs-Universität. Tübingen: Mohr Siebeck 2007.  

나는 그의 학문적 업적은 사전 속에 잘 나타난다고 생각해왔다. 즉 가톨릭 학술지원재단인 

괴레스재단(Görres-Gesellschaft)에서 발간하는 『국가사전(Staatslexikon)』을 편집하면서 스

스로 많은 항목을 썼던 것이다. 괴레스재단은 1876년에 창립되어 1941년에 나치스에 의해 해

체되었다가 1948년에 재건되었다. 홀러바흐는 법학 및 국가학분과 위원장으로 편집책임을 

맡았다. 필자가 ‘한국법’ 항목을 집필하여 학자로서의 최대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런 덕분이었다. 프라이부르크대 법대 앞에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 『국가사전』을 기초 놓

은 로테크(Karl von Rotteck)의 동상이 높이 서 있었다. 나는 어느 날 홀러바흐 교수를 그 동

상 앞에서 사진을 찍어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     

홀러바흐 교수는 그 외 외부적 활동을 많이 하는 학자는 아니지만 2년마다 열리는 세계법

철학 및 사회철학대회(IVR)에 참석했다. 1991년 괴팅겐대학에서 열린 IVR대회에서는 일부러 

한국학자들과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갖고 촬영도 했다. 그때 참석한 한국학자는 서돈각 학술

원 회장, 서울대학교 심헌섭, 박은정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장영민 교수였다. 

홀러바흐의 70세 기념논집(Festschrif t)은 2001년에 『헌법-철학-교회(Ver fassung-

Philosophie-Kirche)』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는데, 여기에는 한국인 제자 박은정 교수의 논

문 「법개념과 판사(Der Rechtsbegriff und der Richter)」와 필자의 논문 「구스타프 라드브루

흐와 동아시아(Gustav Radbruch und Ostasien)」도 실렸다. 손수 논문을 읽으시고 장문의 논

평과 감사를 보내 주셔서 감동을 받았다.     

II. 홀러바흐의 학문사상   

홀러바흐는 한마디로 철저한 가톨릭적 그리스도교 신앙에 기초한 법철학과 교회법의 학

자이자 사상가였다. 그런 면에서 전형적인 유럽형 학자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배경에는 

하이델베르크 시절의 스승 구스타브 라드브루흐와 에릭 볼프의 법철학과 법신학

(Rechtstheologie)이 기초가 되어 있었다. 『라드브루흐전집(G. Radbruch Gesamtausgabe)』이 

20권으로 출간되었을 때 권마다 자세한 서평을 쓰셨던 것은 독일 법학계의 유명한 일화이다.  

여기서 그의 학문세계와 사상을 상론할 수는 없다.5)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교 신앙 

위에서 법철학을 수립한 전형적인 독일법학자이면서도 세계적 안목을 가진 법사상가라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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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한국과 아시아에 관심을 갖게 된 데에는 필자도 한 역할을 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III. 한국과의 인연  

홀러바흐는 1984년 한독법학교류 100년 심포지엄에 

초청받아 한국을 방문했다. 9월 21~22일 플라자호텔에

서 <법학을 통한 한독교류 100년: 100-Jahre Koreanisch-

Deutsche Beziehungen durch Rechtswissenschaft>

을 개최하여 여섯 분의 독일 법학자를 초청했던 것이

다.6) 김증한 한독법학회장과 배명인 법무장관의 축

사에 이어 홀러바흐 교수가 첫 발표로 ‘독일 자연법론

은 어떻게 되었는가?(Was ist aus der deutschen 

Naturrechtsdiskussion geworden?)’라는 논문을 발표했

다. 그리고 이어서 필자는 ‘한국에서의 독일법의 수용

(Die Rezeption des deutschen Rechts in Korea)’을 발

표했다.7)  이 심포지엄은 지금은 로스쿨로 현저히 축소

되었지만 당시까지 활발한 영향을 미친 한독법학교류

를 회고하고 축하하는 뜻 깊은 학술대회였다.    

심포지엄을 마치고 다음 날 홀러바흐 교수는 서울대학교를 방문하여 법대에서 필자의 <법

학개론> 강의시간을 대신하여 강연도 하고, 중앙도서관과 규장각도 관람했다. 특히 고문서

에 관심이 많은 그는 서울대에서 많은 독일법학서를 소장하고 찌텔만문고(Zittelmann-

Bibliothek) 등을 소장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면서 치하했다.8)    

   5) 자세히는 최종고, 홀러바흐의 학문세계, 『법철학과 법사학』(삼영사, 1984), 236-248쪽.   

   6) 그 외의 초청학자로는 Albin Eser, Josef Isensee, Martin Kriele, Wolfgang Freiherr Marshall 

von Bierberstein, Manfred Rehbinder 교수 등이었다. 자세히는 한독법률학회에서 발간하는 『한

독법학』(1984)과 『한국과 프라이부르크』(2007), 252-258쪽.   

   7) 그 외에 독일 측 발표자는 Alvin Eser, Josef Isensee, Martin Kriele, Wolfgang Freiherr Marschall 

von Bieberstein, Manfred Rehbinder 교수이고, 한국 측에서는 허 영, 손주찬, 김증한, 김형배 교

수가 발표했다. 그 내용은 『한독법학』 5호, 1984에 모두 실려 있다.   

   8) 자세히는 최종고, 서울대학교 도서관 소장 귀중법학서의 연구, 『법사학연구』 17권, 1996, 281-

311쪽 참조. 그리고 최종고, 『서울법대시대』(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58-61쪽의 Ferdinand 

<그림 4> 한독심포에서 연설하는 홀러바

흐(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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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명동성당과 절두산 성지를 둘러보고 큰 감명을 받았고, 경

주를 거쳐 부산 동아대학에서 갈봉근 교수의 초청으로 강연을 했다. 두 분은 함께 본(Bonn)대

학에서 공부하여 갈 교수를 보고 “칼 대왕(Herr Karl der Grosse)”이라며 옛 우정을 표시하며 

풋풋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렇게 처음으로 독일과 유럽 밖의 세계를 한국을 거처 일본까지 체험한 이후 그는 확실히 

새 세계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것같이 보였다. 두 가지로 보였다. 첫째는 프라이부르크대학 

550주년 기념문집 『한국과 프라이부르크(Freiburg und Korea)』(2007)에 ‘Begegnungen mit 

Korea(한국과의 만남)’라는 글을 써 주셨다. 이 글에서 그는 정종욱, 김지수, 박은정 그리고 

필자와의 만남을 인상적으로 서술하고, 1984년 서울에서의 한독법학심포지엄에의 참가를 회

상하셨다. 그러고는 자신의 『법철학과 법사학』 번역서가 나온 데에 특별한 기쁨과 감사를 표

시하셨다. 사실 『법철학과 법사학』은 독일에도 이런 단행본이 없는데, 한국의 두 제자가 이 

방면의 스승의 논문들을 번역하여 예쁜 단행본으로 출판해 주었으니 기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학문과 사제지정을 기초로 서울대 법대와 프라이부르크법대는 자매결연까지 맺게 

되었다. 뒤늦게 프라이부르크와 늦은 정을 들인 황적인 교수께서 그곳 블라우록(Blaurock) 교

Kniep 장서, Friedrich Tezner 장서, Ernst Zitelmann 장서에 대한 소개 참조. 필자는 그 후 프랑

크푸르트대학에서 열린 IVR 세계대회에서 이 문서의 존재를 세계학계에 알리기도 했다.   

<그림 5>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방문(1985) <그림 6> 부산 동아대학교 방문(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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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등과 협의하여 강력히 추진해 주셨다. 그 후 두 대학은 매년 번갈아 교수들이 상호 방문하

여 공동심포지엄을 가졌고, 2008년 필자가 한 학기 그곳에서 강의하고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들이 학생들도 데리고 와서 성대한 학술대회를 갖기도 했다.   

IV. 사제의 정  

2007년 프라이부르크대학 개교 550년 때 한국동창회에서는 『한국과 프라이부르크

(Freiburg und Korea)』라는 기념문집(Festschrift)을 만들어 가져갔다. 기념식에 초대된 유럽

<그림 7> 한국에서 출간된 

저서와 대담집

<그림 8> 프라이부르크법대와 서울대 법대의 자매결연(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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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문교장관이 축사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유럽통합이 이루지고 세계 속의 독일대학

이 되었지만 아직 미국대학들의 개방성을 더욱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아시아 아프

리카 학자도 능력만 있으면 과감히 강의를 주어야 한다고 했다. 나는 귀가 번쩍 띄었다. 나는 

오후에 바로 법대 학장실로 가서 학장에게 나도 한 학기 ‘동아시아법철학’을 강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일이 속행되어 다음 해 2008년 한 학기를 나는 교환교수로 <동아시아법철학 

(Ostasiatische Rechtsphilosophie)>을 강의했다. 그때 홀러바흐는 이미 정년을 하시고 후임

인 포스쿨레(Vosskuhle) 교수가 총장에 취임하는 때였다. 그를 대신하여 강의를 한다는 것은 

영광이지만 이만저만 긴장되고 떨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옛 스승인 홀러바흐 교수께서 

세미나에도 참석해 주니 여간 큰 지원과 영광이 아니었다. 나는 배운 곳에서 가르치는 일생

의 최대 보람을 느꼈다.    

그때 틈틈이 풍경을 스케치하고 시를 써 시화전을 개최하였는데, 스승은 거기에도 참석하

여 나를 높여 주셨다. 그 기념으로 『아름다워라 프라이부르크(So schön ist Freiburg)』라는 시

화집을 내었다.      

홀러바흐의 인간적 측면으로, 크게 몇 가지를 추억한다. 첫째는 스승에 대한 애정과 추모

이다. 에릭 볼프 교수의 무덤을 돌보는 일은 물론 과거의 고댁과 거기에 이르는 길을 <에릭 

볼프 교수로(Prof. Erik Wolf Weg)>로 명명하였고, 오버로트바일(Oberrotweil) 시청에 <에릭 

볼프 방(Erik Wolf Stube)>을 설치했다.    

둘째는 가족을 돌보는 자상한 부상(父像)이다. 그는 2남 3녀를 두었는데, 그중 하나는 장

애아를 가져 외손녀를 돌보는 일에도 마음을 쓰시는 것을 보았다.   

<그림 9> 홀러바흐 내외와 구리키 히사오 

교수와 함께(바젤, 2000년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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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은 핸드볼을 좋아하셨는데, 동갑 친구인 일본의 구리키 히사오(栗城壽夫) 교수와는 

가끔 함께 운동도 하셨지만 나는 스승과 함께 운동한다는 것이 마음에 허락되지 않았다. 

홀러바흐 교수는 학자들과의 교제도 즐겨 ‘프라이부르크 학자클럽(F re iburger 

Wissenschaftler Club)’에도 적극 참여하셨다. 내가 프라이부르크에 있을 때는 몇 번 초대받

아 스위스 바젤에도 가고, 사위가 경영하는 카이져스튤(Kaiserstuhl)의 포도밭과 와인공장에

도 갔다. 가끔 슈바르츠발트 속의 사슴고기 레스토랑에도 초대해 주셨다. 티티제(Titisee) 근

처의 브라이트나우(Breitnau)에 있는 별장에서 하룻저녁 자기도 했다.   

V. 마지막 작별  

2019년 6월 오랜만에 독일에 함부르크의 한인문학회와 베를린 자유대학에서의 강연초청

을 받아 간 길에 맨 먼저 프라이부르크로 홀러바흐 교수를 찾아뵈었다. 프라이부르크대성당

의 11시 미사를 함께 보았다. 40년 전의 지도교수와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 미사를 드리니 이

제 인생의 새로운 길을 함께 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줄에는 해르더(Herder) 출판사의 사장

부인이 앉아 계셔 인사를 시켜 주셨다. 나의 유학시절 그 출판사에서 발행한 『정신이 역사를 

만든다(Der Geist schafft die Geschichte)』는 금박이 유난히도 빛나 내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 

출판사에서 『국가사전』도 출간하며, 그리스도교 정신과 학문을 선도하던 그 출판사의 안주

인과 마지막 대성당에서 인사를 나누는 것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다. 홀러바흐 교수는 나를 

데리고 리텐바일러(Littenweiler) 공동묘지에 가서 먼저 간 부인의 묘지를 참배했다. 내가 써 

가져간 조사를 읽었더니 감사하면서 나중에 텍스트를 갖고 싶다고 하셨다. 늦은 오찬을 하면

서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다소 노쇠하셨지만 그리 걱정스러운 상

태는 아니었다. 내가 이제 법학의 범위를 넘어 창작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전부터 알고 있었

다면서 법률가 중에는 ‘시인법률가(Dichterjurist)’가 있다면서 흐뭇해하셨다. 좋은 독일여행

을 하라며 전철역에서 손을 흔드시던 모습이 마지막이었다. 예감이 맞았다.   

VI. 받은 편지와 정리   

나는 평생에 홀러바흐 교수로부터 많은 편지를 받았는데, 아직 정리를 못하고 있다. 크리

스마스카드랑 족히 40여 통은 될 터인데, 솔직히 이를 모두 활자화할 생각은 없다. 개인적 내

용이기도 하지만, 진실을 말하면 모든 편지는 펜으로 쓴 친필인데 어떤 글씨는 읽기가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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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깨알 같은 옛날 필기체로 쓰셨기 때문에 편지만 받으면 집사람과 둘이서 판독하려 해도 

한두 단어는 막히고 마는 경우가 있었다. 독일에서도 어떤 학자의 수고(手稿)를 정리하려면 

전문사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과 법학도서관에는 홀러바흐의 저서와 관련서 21권이 소장되어 있

다. 필자가 소장하던 것들을 모두 기증하여 대체로 전부 소장된 것 같다. 개중에는 65세와 75

세 때 개최한 좌담회 녹화를 온라인으로 볼 수 있고, 필자와의 대담집도 포함되어 있다.  

인간은, 학자는 유한한 삶 속에서 자신이 아는 것을 발표하고 죽는 것이 운명이다. 나는 스

승 홀러바흐 교수의 학문적 성과와 사상을 좀 더 한국학계에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없는 바 

아니나 솔직히 지금까지 그런대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 법학을 떠나 인간적으로 나눈 

정을 특히 내가 받은 편지들을 정리하여 어떤 형태로 보존해 두는 것은 해야 할 것이라 생각

한다.9)                    

나는 지난 2019년 6월 23일 스승을 마지막으로 뵌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스승의 별세와 

함께 프라이부르크도 내 인생에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 함께 갔

   9) 최근(2021. 9. 25.) 필자의 고향 상주에 개관된 낙동강문학관에 필자가 받은 문인들의 편지 15종

의 전시 가운데 홀러바흐의 편지 한 통을 포함시켰다. 아크릴로 영구 보존될 것이다.   

<그림 10> 마지막 함께한 사진(프라이부르크, 2019.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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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그 무덤에 묻힌 스승의 영면처를 언제 다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댁에서 가까이 사시

장철 슈바르츠발트에서 흘러내리는 드라이잠(Dreisam) 강물은 지금도 소리 내며 라인강으로 

흘러가고 있을 것이다. 드라이잠 옆 교수 댁 근처에 프라이부르크 음악대학(Musikhochschule)

이 있어 졸업연주회에 가끔 가시면 한국 유학생들의 재능이 돋보인다고 말씀하셨다. 인생은 

가도 프라이부르크의 자연과 물소리 속에 스승은 영존하시리라.  

가시는 스승께 짧은 시 하나로 작별을 고한다.                   

회상의 사제지정(師弟之情) 

– 고 홀러바흐(1931~2020) 교수 영전에   

44년간의 사제지정(師弟之情) 

자유성(Freiburg) 대성당 미사로 나누고 

하늘나라로 서행하신 큰 스승이여! 

법철학, 교회법 학문적 업적보다도 

인간적 향훈으로 사표 남기셨으니 

코리아의 제자도 평생 가까이 살았지요 

인생은 어느덧 작별이지만   

영원의 소리는 어딘가 살아있어 

흐르는 드라이잠(Dreisam) 강물 따라 

물소리 풀소리 바람소리 

<그림 11> 홀러바흐의 친필 편지(2014) <그림 12> 홀러바흐 부고장(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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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바르츠발트(Schwarzwald) 산책길 

하이데거, 볼프와 함께 예던 길  

그 어디쯤 다시 만날까요?    

(2021.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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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Health: 자연이 건강해야 사람도 동물도 건강하다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명예교수  이흥식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19(COVID-19)라고 하는 팬데믹의 새로운 감염증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엄청난 인명피해를 보았다. 백신을 접종하기도 하고, 

치료제를 개발하기도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이를 근절하지 못한 채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눈

에 보이지도 않는 미물인 바이러스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간단

하다. 인간에 의해 자연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건강, 동물의 건강 그리고 자연환경은 하나다   

세계 각국은 동물의 건강(Animal Health)과 사람의 건강(Human Health) 그리고 자연환

경의 건강(Natural Environmental Health)이 하나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자연이 건강해야 인

간이 건강하고, 인간이 건강해야 동물도 건강하고, 동물이 건강해야 인간이 건강하다.」라는 

원헬스(One Health)를 21세기의 화두로 삼고 수의계를 비롯한 전 세계 의료계와 보건계가 

매진하고 있다. 근간에는 원헬스에 더하여 동물과 인간에 대한 복지도 동일선상에 있다는 개

념의 원웰페어(One Welfare)를 추가하고 있다. 특히 동물의 경우 농장동물인 소, 돼지, 닭, 염

소, 양 등 가축에 있어서 가축의 사육, 생산, 소비, 도축의 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축산물의 윤

리적 소비, 그리고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주는 정신적 위로 등이 모두 하나의 복지라는 틀 속

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원헬스의 기본적인 개념은 고대부터 이어져 왔으나 이를 「원헬스」라

는 용어로 정립한 것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실무위원회 의장을 지낸 미국인 수의사 윌리

엄 카레쉬(William B. Karesh)이다. 그는 2003년 4월 7일자 워싱턴포스트지에서 에볼라바이

러스에 의한 출혈열에 대하여 대담하면서 “Human or livestock or wildlife health can’t be 

discussed in isolation anymore. There is just ONE HEALTH. And the solutions require 

everyone working together on all the different levels.”이라고 말하면서 원헬스(ONE 

HEALTH)라는 용어를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사용했다. 이 용어가 이제는 보건의약계의 아주 

보편적인 용어가 되었다. 하지만 원헬스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쓰이게 된 것은 2004년이다. 

그 사연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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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부터 말레이시아 반도 북부 숭아이 니파(Sungai Nipah) 지역에서 인수공통전염병

인 니파바이러스감염증(Nipah virus infection)이 돼지에서 창궐하여 자그마치 돼지 110만 

마리가 살처분되었다. 그리고 이 질병이 돼지 사육가를 비롯하여 256명의 사람에게 전염되어 

105명이 사망했다. 이를 본 야생동물 생태학자와 수의사들은 의기투합하여 2004년 9월 29일 

미국 뉴욕 록펠러대학에서 「원월드 원헬스: 글로벌화한 세계의 학제적 가교(One World, 

One Health: Building Interdisciplinary Bridges to Health in a Globalized World)」를 주제로 

야생생물보전협회(Wildlife Conservation Society, WCS) 주최의 심포지엄에서 원헬스(ONE 

HEALTH)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당시 이 심포지엄에는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식량

농업기구(FAO),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 미농무성(USDA),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일명 국제수역사무국(OIE) 등이 주축이 되어 사람 ·가축 ·야생동

물 간에 전파되는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 에볼라(Ebola)출혈열, 만성소모성병

(Chronic wasting disease), 소스펀지뇌병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일명 

광우병 mad cow disease) 등 감염증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상호협조를 굳게 약속하고, 다

음과 같은 12개의 행동강령인 맨해튼원칙(Manhattan Principles on One World, One 

Health)을 채택했다.   

1.   사람 ·가축 ·야생동물의 건강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의 감염병은 식량 ·경

제 ·생물다양성에 위협이 되고 있다.   

2.   토지와 수자원은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한 인식 부족은 생태계의 훼

손과 감염병의 출현 및 확산을 초래한다.   

3.   야생동물의 건강은 사람 질병의 예방 ·감시 ·모니터링의 강화와 완화에 불가결한 요

소다.  

4   사람의 건강프로그램은 환경보호활동에 크게 기여한다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  

5.   새로운 감염증과 재발한 감염증의 예방 및 제어대책은 종합적 ·적극적으로 관리되

어야 한다.  

6.   감염병에 대한 대책 수립 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사람과 동물의 건강을 통합하

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7   감염병의 출현과 확산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야생동물과 그 육류

의 국제거래를 줄이도록 규제하여야 한다. 

8.   자연상태의 야생동물을 대량으로 포획할 때는 감염병의 통제를 위해 국제적 ·종합

적 ·과학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9.   사람 ·가축 ·야생동물을 위협하는 새로운 감염증이나 재발하는 감염증의 확산 방지

를 위해서는 사람과 동물의 건강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10.   인류의 건강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정부 ·지역주민 ·사적 및 공적의 다양한 주



2부  칼럼   253

체에 의한 국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11.   새로운 감염증이나 재발하는 감염증의 조기 경보체계 확립을 위해 야생동물 질병

감시네트워크에 충분한 재원과 지원을 제공한다.   

12.   건강한 지구 환경을 위한 교육 ·계발 ·정책과정에 적극 투자한다.   

하지만 이 원칙이 제정된 후 15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자연환경파괴와 각종 신종 전염병이 

발생하는 등 여건이 많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2019년 10월 25일 독일 베를린에서 One 

Planet, One Health, One Future를 주제로 한 WCS 총회에서 맨해튼원칙을 보완하여 실행단

계에서부터 제도와 정책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베를린원칙(Berlin Principle)

을 채택하였고, 2020년 4월 정식으로 공표했다. 이 원칙은 인간이 소비하는 야생동물 특히 

조류와 포유류의 상업적 거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을 비롯하여 10개 조항으로 이루어

져 있다. WCS는 이에 근거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인 박쥐 등 야생동물의 음성적 불법 거래를 

근본적으로 금지하도록 촉구하기도 했다.       

ONE HEALTH는 관련 분야의 학제적 협력이 관건  

세계보건기구(WHO)는 원헬스(One Health)를 ‘공중보건의 향상을 위해 여러 부문이 서로 

소통 ·협력하는 프로그램, 정책, 법률, 연구 등을 개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 식품 위생, 인수공통전염병 관리, 항생제 내성 관리 등을 제시했다. 또한 미국질병

통제예방센터(CDC)와 원헬스위원회(One Health Commission)는 ‘사람과 동물 및 환경의 건

강을 달성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학제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원헬스

를 설명하고 있으며, 지역, 국가, 세계의 다층적인 포괄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공시한 바에 의하면 사람 전염병의 60%가 인수공통전염병이며, 

새로운 전염병의 75%는 동물에서 기인한다. 예를 들면 에이즈 바이러스(HIV)는 원숭이에서 

유래한 것으로, 에볼라(Ebola) 바이러스는 침팬지, 고릴라 및 과일박쥐가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는 기러기나 오리 같은 수금류(waterfowl)이다. 한편 

최근 유행하였던 급성호흡기증후군인 사스(SARS)는 사향고양이가, 그리고 중동호흡기증후

군인 메르스(MERS)는 낙타가 인간에게 질병을 매개한 주범으로 알려져 있다.  

인수공통전염병(zoonosis 또는 zoonotic disease) 일명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는 물론 이들 상호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을 말한다. 

사람과 동물 양쪽에 중증의 병을 일으키는 탄저, 페스트, 광견병, 결핵 등 이 외에 동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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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가벼운 병으로 그치지만, 사람에게는 중증의 병을 일으키는 브루셀라증, 야토병, Q열 

등이 있다. 반대로 사람에게 발병하는 일은 드물지만 동물에게 심한 유행을 일으키는 구제역

이나 출혈성패혈증 등도 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바이러스병, 원충병, 기생충병, 세균병 등

이 있으며 그 수는 자그마치 100여 가지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에 제1급부터 제4급 감염병으로 86개가 지정되어 있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제

1종부터 제3종까지 43개 전염병이 지정되어 있지만 신종감염병(emerging disease)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동일한 질병을 사람에서는 ‘감염병’이라 칭하고, 동물에

서는 ‘전염병’이라고 칭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동물과 사람을 구별해 쓰려는 의도는 이해

가 가지만 영어로는 사람과 동물 모두가 ZOONOSIS 또는 ZOONOTIC DISEASE이다.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 생물학과의 안젤라 루이스(Angela D. Luis) 교수가 2013년 학술지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B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박쥐가 보유한 바이러스는 자그마

치 137종으로 이 중 44%인 61종이 사람에게 옮기는 인수공통 바이러스라고 했다. 박쥐는 사

람에게 쉽게 병을 전파한다고 알려진 쥐(38%)보다 훨씬 많은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 그렇지

만 박쥐 자체는 많은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어도 이들에 의해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 

이유를 토마스 오셰이(Thomas J. O’Shea)가 Emerging Infectious Disease(2014년, 20권 5호)

에 발표한 논문 및 지앙젱 시( Jiazheng Xie)가 Cell Host Microbe(2018년 23권 3호)에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박쥐는 면역체계의 과잉반응을 억제하는 독특한 면역체계와 빠른 속도로 날

아다니므로 체온이 높은 특성이 있기에 병이 걸리지 않는다. 그런데 미국 뉴욕 바드 칼리지

의 펠리샤 키싱(Felicia Keesing) 교수는 동물성 질병을 사람에게 옮기는 것은 주로 박쥐, 쥐, 

영장류, 육식동물(개, 고양이), 유제류(소, 낙타, 양, 염소)의 5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바이러스 사냥꾼으로 알려진 미국 UC데이비스 수의과대학의 조나 마제트( Jonna Mazet) 

교수는 신종 전염병의 위협을 규명하는 연구인 PREDICT project를 통해 야생에서 인간으로 

전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을 자그마치 50만 종으로 추산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이들 중 0.2%인 1,000여 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코로나 이후 아직 발견되지 않았

지만 인류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핵폭탄급의 미래의 감염병(Disease X)이 언제든지 발생

할 수 있다고 예언했다. 미래의 감염병이라는 단어는 2018년 2월 WHO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것을 전제로 제정한 가명(placeholder)이다.   

사람과 동물 모두에 오는 인수공통전염병은 언제라도 발생 가능 

그렇다면 왜 자연의 파괴로 인하여 새로운 질병이 만연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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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구상에는 약 1,000만~3,000만 종의 생물 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확인된 생

물종은 동물 150만 종, 식물 50만 종 정도이다. 2018년 말 현재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생물종

이 약 10만 종으로 추정되지만 실제로 확인된 것은 54,428종(환경통계연감 2020)이다. 아직

까지 5만여 종의 생물종이 확인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1982년 현재 우리나라 동 ·식물 중 멸종위기종은 92종이었다. 그러나 38년이 지난 2020년 

말 현재 자그마치 이들에 비해 약 3배나 되는 267종으로 늘어났다. 멸종위기종이 과연 1년에 

4~5종씩 왜 늘어났을까? 이는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보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해 1985년에는 국민 1인당 소득이 2,047달러였다. 30년이 경과한 2015년 국민

소득(GNI)은 27,171달러로 13배 정도 늘었고, 2018년에는 드디어 3만 달러가 넘어 30~50클

럽에 들었다. 이는 세계 모든 나라가 놀라는 ‘한강의 기적’을 바탕으로 한 급격한 경제성장 덕

분이다.     

이와 같은 성장 뒤에 가려져 있었지만 이런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공장과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려고 산야의 자연개발과 환경파괴가 전국에서 자연히 이루어졌고, 동

시에 동 ·식물의 서식지는 파괴되었다. 또한 경제성장과 함께 약용이나 식용을 위한 불법 채

취와 포획 및 밀렵 등도 한몫을 하여 자연히 동 ·식물의 멸종위기는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

이다. 이에 더해 지구온난화도 한몫을 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리나라 생물종을 총괄하는 환경부는 국제적인 생물종 멸종화율(0.5%/년)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생물종 10만 종에 적용한 결과 매년 우리나라에선 500종의 생물이 멸종되고 있다

고 추정한 바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1달에 42종, 하루에 1.4종이 사라지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원의 연구에 의하면 멸종위기 동 ·식물의 위협 요인은 밀렵 및 약용이 

53.5%, 수질오염 18.6%, 갯벌 및 습지 파괴 16.3%, 농약 살포나 고목 훼손 등 기타 요인이 

13.9%라고 한다.    

자연환경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무너짐에 따라 전국 산간오지에 살던 동물들은 자신이 뛰

놀고 먹이를 구하던 영역을 빼앗기게 되어 자연히 민가로 내려와 보금자리와 먹이를 구하고 

인간이 점령한 지역을 다시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기대 속에 인간과 접촉을 아니 할 

수 없는 입장이 된 것이다. 그 좋은 사례가 서울을 감싸고 있는 북한산, 수락산, 도봉산, 불암

산 인근 민가에 멧돼지가 새끼들을 거느리고 출현해 사살했다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리고 남해안 연안 어류양식장에서는 양식 어류를 도둑질하는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을 문화재보호법에서 절대 포획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지만 잡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관련 당국에 호소하고 있다는 기사도 접하는 것이 일상사가 되었다. 이

렇게 된 이유는 멧돼지의 경우 호랑이나 표범 같은 포식자가 없어 오히려 이들이 최상위 포

식자가 되었거나 수달처럼 천연기념물로 보호하면서 개체 수가 대폭 늘어나 영역 싸움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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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가 어쩔 수 없이 민가나 양식장으로 몰린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 입

장에서 본 주장이다.  

우리가 아무리 박쥐를 몰아내고, 멧돼지를 잡고 방역철책을 치고 철새를 쫓아버린다 해도 

코로나19를 물리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를 박멸할 수 있을까.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인간이 동물과 공존하는 한 다른 동물이 이들 바이러

스를 충분히 옮길 수 있는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스스로 진화를 하

여 더욱 강력한 전염력과 높은 치명률을 가진 변이종을 퍼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에 중요한 요소  

말레이시아 니파에서 시작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의 경우 처음에는 돼지에서 감염된 사례

가 많고, 양돈장에서 일한 사람이 발병한 경우가 많아 돼지가 원인인 줄 알았다. 그러나 니파 

바이러스를 추적하다 보니 놀랍게도 원인은 돼지가 아닌 박쥐였다. 사람들이 박쥐의 서식지

를 파괴하자 서식지를 잃은 박쥐가 살 곳과 먹을 것을 찾아 날아다니다 양돈장에 드나들게 

되면서 박쥐의 바이러스가 돼지에게 먼저 감염이 되고 연이어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사람들

에게 퍼졌던 것이다. 근간에 문제된 코로나19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밍크, 오소리, 대나무쥐, 

천산갑이 거론되었지만 이들은 단지 코로나19를 전달한 중간 숙주였고 진범은 박쥐로 밝혀

졌다. 물론 사스는 사향고양이를, 메르스는 낙타를 거쳤으나 사람에게 이들 질병을 옮긴 진

범은 역시 박쥐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원헬스 측면에서 이와 같은 감염병의 출현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하여야 할까. 그

것은 간단하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미국 피츠버그대학 생물학과의 킬라 윌리암스(Keelah E. G. Williams) 교수는 2020년 8월 

국제학술지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B에서 신종 전염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닭새우나 박쥐 그리고 꿀벌도 질병이 돌면 “병에 걸린 

동료가 하는 행동이나 분비물 등의 이상 징후를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가 번창하고 있는 현재 WHO는 이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과 사람의 간

격을 1미터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도 권고하고 있다. 사람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1897년 독일 베를린대학 칼 플리거(Carl Flügge) 교수가 기침이나 재채기

를 할 때, 또는 말을 할 때 입에서 튀어나오는 작은 물방울인 비말이 결핵(TB)을 옮기는데 이 

비말이 도달하는 거리(droplet transmission)가 최소한 1~2미터라고 주장한 데 근거하고 있

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는 나라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2020년 6월 23일 현재 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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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방송에 의하면 중국, 덴마크, 프랑스, 홍콩, 싱가포르는 WHO의 사회적 거리두기(1미

터) 권고를 따르고 있지만 호주, 벨기에, 독일, 그리스, 이태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은 

1.5미터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1.8미터, 캐나다와 영국은 2미터를 지키고 있다. 우리나

라는 2021년 9월 현재 2미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WHO가 개인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

는 것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용어보다는 물리적 거리두기(Physical distancing)이라는 표현

을 쓰도록 권고하고 있어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용어는 일상적인 사회활동에서 이동

과 접촉을 줄이고자 밀집, 밀접, 밀폐를 제한하는 용어로 널리 쓰이고 있다. 실제로 물리적 거

리두기의 효과는 1미터 미만의 거리두기를 하는 경우 12.8%의 감염률을 보이지만 1미터 이

상을 거리를 두는 경우에는 2.6%에 불과하고, 마스크를 쓰는 경우에 감염률은 불과 3.1%에 

불과하나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6배에 가까운 감염률을 보인다는 캐나다 맥마스터대학의 보

고가 있다(Lancet 395(10242): p1973-1987, 2020). 흔히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 댕댕이나 반려

묘 냥이가 코로나19를 옮기지는 않는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나 이것은 기우이다. 그 이유

는 지금까지 밝혀진 개나 고양이의 경우 모두가 사람이 감염된 후 사람으로부터 개나 고양이

에 감염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개가 코로나에 감염되는 일도 있지만 개의 

경우 후각이 사람보다 1천~1만 배나 발달하여 역설적이게도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발산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의 냄새로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

되었는지 여부를 가려내기도 한다. 물론 세계 각국 공항에서는 잘 훈련된 개를 오래전부터 

마약탐지견으로 많이 이용하였으나 이제는 전립선암, 폐암, 자궁암, 대장암, 유방암, 난소암, 

췌장암 등을 찾아내는 데도 개가 널리 쓰이고 있다. 2020년 말 현재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동물은 호랑이, 사자, 퓨마, 밍크 등 50여 종인데,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거나 발병한 이 동

물들도 역학조사결과 모두가 사람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밍크는 사람에

서 감염된 후 밍크 상호간에 전염된 것으로 보이고, 치사율은 낮았지만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네덜란드, 스페인, 미국 등에서는 수만 마리 밍크를 살처분했다(건강

과 질병 14(3): 113-117, 2021).      

수의축산분야는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강력한 차단방역 실시

수의축산분야에서는 오래전부터 각종 전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이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보다 더욱 강력한 차단방역(Biosecurity)을 실시해 왔다. 이는 전염성 질병의 전파 위험을 줄

이기 위한 일련의 예방조치로 문자 그대로 원천적으로 전염병은 물론 동물 및 사람이 상호 

접촉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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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2항에 의한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의 경

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는 물론 이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3킬로미터 이내의 모든 가금

은 살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금 사료나 분뇨를 운반하는 차량에는 GPS를 달도록 의무화

하는 조치를 비롯하여 축산농가에는 다음과 같이 차단방역의 원칙을 권고하고 있다.  

1. 농장은 다른 농장과 멀리 위치하며 울타리를 설치한다.

2. 단일 일령의 닭만 사육한다.

3. 농장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은 소독을 실시한다.

4. 농장 방문객의 출입을 통제한다.

5. 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한다.

6. 농장에서는 위생복을 착용한다.

7. 가능하면 벌크 사료를 사용하고, 사료 운전자의 계사 출입을 통제한다.

8. 농장으로 다른 가금류의 유입을 차단한다.

9. 야생조수의 계사 내 출입을 차단한다.

10. 죽은 닭은 위생적으로 신속히 매몰 처리한다.   

한편 사람에게 조류인플루엔자가 감염되는 경우 이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2조 2항에 따라 제1급감염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라 하는데 질병관리본부

에서는 인체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축산농가에 권고하고 있다. 물론 이 외에 조

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거나 의심가금 또는 발생지 부근 농장에서 살처분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유의사항이 있으나 대체로 이에 준한다. 

1. 가금류 및 야생 철새와의 접촉을 금한다.

2. 청결한 양계 환경을 유지한다.

3. 감염 가금류 발견 시 즉시 신고하고, 살처분한다. 

4. 부득이 가금류와 접촉하는 경우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한다.

5.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이 외에 다른 전염병의 경우에도 농식품부의 ‘긴급행동지침’이나 보건복지부의 ‘대응지침’

이 있으나 근본적으로 그 내용은 대체로 대동소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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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하므로 동물복지가 중요해  

사람복지도 미흡한데 동물복지(Animal Welfare)라니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도 있

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동물이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하고, 자연도 건강하다’

는 점을 이해하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다. 세계적으로 동물복지가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64년 영국의 루스 해리슨(Ruth Harrison) 여사가 『동물기계(Animal Machines: The 

new factory farming industry)』라는 저서를 통해 공장식 축산에서 이루어지는 동물학대 실

태를 고발하면서 “동물도 인간과 같이 분노, 두려움, 좌절 및 기쁨 등을 느낀다.”고 주장하면

서부터이다. 이는 현대적 동물복지운동을 촉발하여 1965년 영국 정부는 North Wales 대학 

로저 브람벨(Roger Brambell) 교수에게 동물복지에 대한 조사를 하게 했다. 그 결과 Dr. 

Brambell은 “농장동물은 적어도 어려움 없이 몸을 움직이고, 돌리고, 다듬고, 일어나고, 눕고, 

팔다리를 굽히고 펼 수 있는 충분한 자유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며 농장동물의 5대 자유

(Five Freedoms)를 제안했다. 이에 영국은 1979년 농장동물복지위원회(Farm Animal 

Welfare Council, FAWC)를 설치하고 농장동물이 누려야 할 다섯 가지 자유를 제시했다. 

1979년 12월 5일 영국 FAWC가 보도자료를 통해 제안한 농장동물의 5대 자유(Five 

Freedoms)는 다음과 같다. 1) 굶주림과 갈증 및 영양결핍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thirst, hunger or malnutrition), 2) 적절한 안락함과 쉼터(Appropriate comfort and shelter), 

3) 부상과 질병에 대한 예방 또는 신속한 진단과 치료(prevention, or rapid diagnosis and 

treatment), 4)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자유(Freedom to display most normal patterns of 

behavior), 5) 공포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fear)이다.  

OIE에 따르면 ‘동물복지’란 동물이 살아가는 조건에 관한 개념으로, 동물이 건강하고 편안

하면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안전하며 타고난 습성을 표현할 수 있고, 고통 ·두려움 ·괴로

움과 같은 불쾌한 상황을 겪지 않는 것을 말한다. ‘농장동물의 5대 자유’를 발표한 후 1993년 

FAWC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를 비롯하여 왕립

동물학대방지협회(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RSPCA), 미국동

물학대방지협회(American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ASPCA), 세계

동물학대방지협회(World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WSPA), 미국수의사회

(AVMA) 등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반영하여 농장동물, 반려동물, 실험동물, 동물원동물, 야생

동물 등을 포함한 모든 동물에 적용할 수 있는 「동물의 5대 자유(Five Freedoms for 

Animals)」를 아래와 같이 정립했다.     

1.   깨끗한 물과 충분한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먹이에 의한 굶주림과 갈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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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의 자유(Freedom from hunger and thirst: by ready access to fresh water 

and a diet to maintain full health and vigour)  

2.   쉼터와 편안한 휴식 공간을 포함하여 적절한 환경에 의한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discomfort: by providing an appropriate environment including 

shelter and a comfortable resting area)  

3.   예방 또는 신속한 진단과 치료에 의한 고통 ·상해 ·질병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pain, injury and disease: by prevention or rapid diagnosis and treatment)

4.   충분한 공간, 적절한 시설 및 동종의 동물에 의한 정상적인 습성을 표현할 자유

(Freedom to express normal behavior: by providing sufficient space, proper 

facilities and company of the animal’s own kind),  

5.   정신적 고통을 피하는 상태와 치료에 의한 공포와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fear and distress: by ensuring conditions and treatment which 

avoid mental suffering)   

한편 국제연합(UN)은 2014년 WSPA가 마련한 세계동물복지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Animal Welfare, UDAW)를 유엔총회에서 채택하였고, 2015년부터 2030년까지 15년간 동

물복지를 포함하여 기아제로, 웰빙, 혁신, 기후변화, 불평등 해소, 평화구축 등 17개 과제를 

UN 지속발전 가능한 목표(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로 정하고 현재 진행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5월 동물의 학대금지, 도살방법과 사육관리 등을 규정한 동물보호법을 

제정하고, 동년 7월부터 시행함으로써 동물복지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초창기 동물보호법에

는 동물의 5대 자유(Five Freedoms)를 규정하는 내용이나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개체 

수를 줄이고(Reduction), 고통을 최소화하며(Refinement), 동물이 아닌 다른 방법, 예를 들면 

모형이나 컴퓨터 시뮬레이션, VR, 3D 영상 등으로 대체(Replacement)해야 한다는 3R에 대

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후 추가되어 동물보호법 제3조에 동물의 5대 자유를 반영한 동물보호

의 기본원칙이나 제23조에 3R을 적용한 동물실험의 기본원칙 등을 규정하게 되었다. 2019년

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 5개년(2020~2024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6대 분야(동물 

소유자의 인식 개선, 반려동물산업 개선, 유기 및 피학대 동물 보호, 농장동물 복지 개선, 동

물실험의 3R 원칙 구현, 동물복지 거버넌스 강화)에 21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동물보

호법 제29조에 의하여 2012년부터는 소, 돼지, 닭, 염소, 오리에 대한 동물복지농장인증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2021년 5월 현재 전국에서 303개 동물복지농장이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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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라도 빨리 개선되어야 할 우리나라 축산환경  

동물복지농장제도가 있는 우리나라지만 많은 농장에서는 계란을 대량생산하는 공장식 양

계장, 살찐 돼지를 생산하는 공장식 양돈장, 그리고 많은 우유를 기계로 짜내는 공장식 프리

스톨우사(free stall barn)를 흔히 볼 수 있다. 축산법상 산란계 한 마리당 사육면적은 A4용지 

한 장의 넓이(0.06m2)보다 약간 큰 0.075m2다. 다시 말해 닭 한 마리가 A4용지보다 조금 큰 

배터리케이지 새장에서 매일 알을 낳고 있다. 살찌우는 비육 돼지도 마찬가지다. 한 마리당 

0.90m2로 A4용지 15장에 불과한 돼지우리에 운동장이나 진흙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도 없는 

환경에서 매일 살만 찌우고 있다. 프리스톨에서 노후사료로 기르는 젖소의 경우도 단위면적

당 적정 사육기준 8.3m2에 지나지 않는 면적에서 착유기로 젖을 계속 짜내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닭, 돼지, 소의 밀식사육은 이미 전염병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아

직도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혀 없는 이와 같은 밀

집사육은 만일 어떤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순식간에 전체 집단이 아주 쉽게 집단으로 수평

감염을 일으킬 개연성을 크게 높이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우리는 일상적인 코로나19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위생인 거리두기와 함께 백신 접

종에 의한 집단면역(Herd Immunity)을 시도하기도 했다. 우리는 전 국민의 집단면역 70% 

이상을 11월 말로 목표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코로나는 점감되지 않고 있다. 사실 백신이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막으며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지만 백신이 

만능은 아니다. 왜냐하면 개인이나 동물이나 개체에 따라 백신에 의하여 항체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천연두처럼 백신 접종으로 100% 퇴치되는 질병이 있기도 

하나 독감 백신의 경우 50% 정도이고, 폐렴 백신의 경우 50~80% 정도로 알려져 있다. 물론 

백신의 면역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차 접종 후 2차로 추가접종(Booster injection), 일명 재접

종(Revaccination)을 하거나 1차 접종 시에는 A사 백신을, 2차 접종 시에는 B사 백신을 맞는 

식으로 교차접종(Cross vaccination)을 하는 경우도 있다. 영아의 경우 B형 간염, 폐렴, 디프

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예방 백신을 한꺼번에 맞는 것처럼 독감과 코로나의 혼합

백신(mixed vaccine) 일명 콤보백신도 나올 예정이라니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하지만 코로

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 후에 나타나는 돌파감염(Breakthrough Infection)이 있고, 코로나

19에 감염되었음에도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잠복감염(Latent Infection)이 있다는 점은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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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시도한 집단면역  

집단면역이란 어떤 집단의 70% 정도가 백신을 맞아 이 집단의 대부분이 감염병에 대한 면

역성을 가졌을 때, 감염병이 감소하거나 종식됨으로써 백신을 맞지 않은 개인이나 동물이 간

접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 현상이다. 이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감염자 1명이 몇 명에게 바이

러스를 전파시키는지 뜻하는 것이 감염재생산지수(Rt)인데 Rt = 3이란 감염자 1명이 감염시

킬 수 있는 최소 인원이 3명이다. 그런데 Rt = 3이라고 가정할 때 2명에게 백신을 접종하여 면

역력을 갖게 한다면 3명이 아니라 1명만 감염시킬 수 있게 되어 그 수는 (3 - 1)/3×100 = 66.66

이 된다. 고로 이를 반올림하여 집단면역 70%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물론 변수는 많다. 왜냐

하면 3명이 아니라 사회활동이 많은 사람은 5명이나 8명이나 10명 그 이상도 감염시킬 수 있

고, 영국(알파), 남아공(베타), 브라질(감마), 인도(델타), 페루(람다) 등의 변이종이 있기 때

문이다. 더구나 이들 변이종의 변이인 델타플러스(Delta Plus Variant)까지 등장하고 있으니 

걱정이 많다. 더군다나 2021년 11월 초순 남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발생한 오미크론

(Omicron)의 등장은 우려변이(variant of concern)로 그 전파력이 델타변이보다 4~6배 이상

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더 크다. 2021년 9월 초 현재, 정부는 10월 1차 접종 70% 달

성 후 ‘코로나19’를 독감처럼 받아들여 코로나와 함께 사는 ‘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 코로나

(With Corona)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여부는 아마도 모든 국

민을 비롯해 역학연구자와 면역학자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분야 종사자의 협조가 관

건이 아닐까 싶다.     

집단면역의 원어인 Herd Immunity의 HERD라는 용어는 사람과 동물에 모두 쓸 수 있는 

용어이나 주로 동물에서 ‘동물무리’를 지칭하거나 ‘동물떼’를 일컬을 때 써 왔다. 그러나 이제

는 집단면역을 말할 때 자연스럽게 원어로 Herd Immunity라고 사용하고 있다.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집단면역의 기본개념은 100여 년 전인 1916년 8월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미국수의사회 총회에서 수의사인 아돌프 아이히혼(Adolph Eichhorn)과 조지 포터

(George Potter)가 브루셀라에 의해 야기되는 젖소의 유산(流産)에 관해 발표하면서 제시했

다. 그들은 1917년 미국수의사회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인 JAVMA 295~307페이지에 세계 

최초로 “집단면역(herd immunity)”이라는 용어를 제시하며, 집단면역이 브루셀라 발생 예방

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때부터 이 용어가 공식적으로 쓰이게 되었다. 일부 학자

는 1923년 영국 맨체스터대학의 윌리암 토플레이(William Topley)와 그레이엄 윌슨(Graham 

Wilson) 교수가 처음으로 Herd Immunity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2020년 

9월 간행된 세계적인 의학학술지 Lancet 396권 810~811페이지에 걸쳐 이는 잘못된 정보라

고 미국 하버드의대의 데이비드 존스(David Jones)와 스테판 헬므라이치(Stefan Helmre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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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지적하고 있다.  

동물의 건강과 사람의 건강, 그리고 자연환경의 건강이 하나라는 원헬스(One Health)의 

관점에서 판단하지 아니하더라도 자연환경파괴는 결국은 인간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온

다. 자연파괴는 부주의한 실화나 천둥번개 등 자연 발화로 인한 산불, 발전을 위한 댐 건설, 

높은 산야에 송전탑 또는 풍력발전 시설 설치, 자연 녹지 내 건축, 산림개발, 불법벌목, 난개

발, 임도개설, 산림개간에 따른 파편화와 서식지 파괴, 지구온난화 등 수 없이 많이 있지만 태

양광 설치도 그중 하나다. 과거에는 4월 5일 식목일이 단순히 황폐한 산야를 푸른 숲으로 바

꾸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전국 산야는 어디를 가나 푸르다. 그러다 보니 이제 나무심

기는 석탄이나 석유 등 화석연료에서 생기는 다량의 탄소를 흡수해 기후변화를 막거나 풍수해

를 예방하자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

난 해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기 위해 훼손된 산림 면적은 자그마치 5,669ha(1ha = 

1만 m2)로, 여의도 면적(290ha, 2.9km2)의 20배, 잠실 야구장이나 상암 월드컵 축구장 크기 

5,600개에 가까운 규모에 나무 291만여 그루가 벌채되었다. 이렇게 훼손된 산림은 온실가스 

증가와 산림의 토사 유출 및 붕괴 방지 기능 손실 등으로 이어졌고, 집중호우에 의한 영향도 

있었지만 여기저기 저수지 붕괴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와 유사한 자연환경파괴의 과정은 그 

모두가 결국에는 재산상의 손해뿐 아니라 인명피해로 인간에게 재앙을 몰고 왔다. 근간에 지

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알려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벌기령(age for 

final cutting)과 상관없이 30~40년 수령의 나무를 마구 베어내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나

무나이인 임령이 30~40년(4영급)이 되면 탄소흡수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므로 이를 대체할 어

린나무 30억 그루를 2050년까지 심겠다는 정책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따른다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수령 200~1300년이나 되는 그 많은 노거

수, 마을숲 그리고 수림지도 분명 탄소흡수원(Carbon sink)이 아주 많이 떨어질 것은 분명한

데 정말 이들도 다 패 낼 것인지 궁금하다. 절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연자원이며 동시에 자

연유산인 천연기념물에 관심이 많은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된다. 다행히도 2014년 세계적인 

학술지 Nature(Rate of tree carbon accumulation increases continuously with tree size, 

507(7490): 90-93)에 지름이 100센티인 큰 나무가 지름이 50센티인 작은 나무보다 오히려 탄

소흡수율(carbon accumulation rate)이 뛰어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

으니 ‘2050 탄소중립 산림부분 추진전략’이 단지 기우이기를 바랄 뿐이다.   

흔히 코로나19의 주범이 박쥐라지만 사실 박쥐는 죄가 없다. 그 이유는 인간이 박쥐 서식

지를 건드렸고, 이를 통해 인간이 코로나19에 걸렸을 것이라는 가설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

은 가설이 아니라 정설이다. 이는 우리가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공존

하여야 될 당위성을 보여주는 본질이다. 그 이유는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연이 건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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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인간이 건강하고, 인간이 건강해야 동물도 건강하고, 동물이 건강해야 인간이 건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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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대한 과학적 대처  

의과대학 의학과 명예교수  이왕재

2년 가까이 되어 가는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사그라질 것 같지 않아 걱정이 많다.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백신 접종에 대한 정부적 대응이 강제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부터 예사롭지 

않다. 지금까지의 코로나19 감염의 병태생리에 대해 파악된 바에 의해도 결코 백신만이 답이 

아님에도 무언가에 쫓기듯 백신 접종을 밀어붙이는 정부대응은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전 세

계 학문세계를 주도하는 미국에서 조차 몇몇 주를 빼 놓고는 주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기고하는 이 글을 통해서 과연 코로나19의 실체는 무엇이며 그 학문적 사

실 위에서 과학적 대책은 무엇인지도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마디로 인류와 역사를 같이해 온 200여 종이 넘는 감기 바이러스 중 

대표적 바이러스의 하나로 2000년 이전까지는 발생하지 않던 새로운 현상인 종간 감염 벽이 

무너지면서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전자 변이를 통해 사람에 감염이 가능하게 되어 문

제가 된 일종의 신종질환이다. 그러나 종(種)은 다르다 하여도 결국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이

기 때문에 사람의 상기도에 상주하고 있는 인간코로나 바이러스와 실제적으로 염기서열에 

5~10%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미세한 차이에도 불

구하고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게 되어 낮기는 하지만 치명률이 기록되

었다는 점이 주목할 점이고 바로 그 점으로 인해 전 세계 인류가 공포에 빠지게 되었다 할 수 

있다. 21세기 들어 우리를 감염병의 공포에 빠지게 했던 SARS(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나 MERS(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중동 호

흡기 증후군)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 전자는 사향고양이, 후자는 낙타에서 종간감염 

벽을 넘어 인간에게 질병을 초래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하였는데 그 치명률이 

각각 10%, 30%로 공포스러울 정도로 높은 치사율을 보였고, 치명률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감

염이 오래 유지되지 못한다는 현상에 잘 부합하듯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현재 끝나 있는 상

태라 할 수 있다. 이 일련의 변종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사태를 체험하면서 새롭게 부

각된 사실은 SARS나 MERS는 감염되는 순간 곧 발병하여 환자 확진이 용이하였던 반면 코로

나19의 경우 감염은 되었으나 발병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 전자의 두 감염병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는 치명률이 낮은 감염질환의 일반적 특징인 높

은 감염력으로 인해 확진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감염과 발병의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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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분이 매우 중요한 질환임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즉, 감염은 확진은 되었지만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이고(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발병은 감염이 

되어 증상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를 요하고 그중에서 사망자도 나오기 때문에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 따라서 감염자가 아니고 발병자가 많을 때 공포스러운 질환이 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치명률이 높았던 앞의 두 질환을 기억

하여 코로나19의 경우 감염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는 새로운 현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 결

과 확진자를 계속 발표하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19의 사회적 문제는 가라앉을 수 없는 상황

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이번 기회에 지난 20개월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가 남긴 통계를 바탕으로 이 질환의 실

체를 파악하고 정확한 대처 방향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2021년 9월 20일 현재 전 세계 확진자 수는 222,692,758명이고 사망자는 4,598,888명으로 

공식 사망률은 2.1%로 집계되고 있다(1). 그러나 진정한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미국의 보

고에 의하면 순수한 코로나19 사망자는 보고된 통계의 약 8% 정도이고 대한민국의 질병관

리청의 공식 보고에 의하면 대한민국도 순수한 코로나19 사망자는 14명(총 사망자 2044명 

당시)에 불과하다고 보고한 점을 감안할 때 공식 보고된 전 세계 사망자 수는 보고된 수치의 

10% 수준인 약 50만 명 선이고 사망률은 0.2% 정도로 보는 것이 사실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분석이라 판단된다. 매년 문제가 되는 독감의 치사율과 큰 차이가 없다 할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보고된 통계를 다시 분석해 보면 코로나19의 주목할 만한 특징

인 감염자 비율이 99.4%에 육박하고 발병자 비율은 오로지 0.6%에 불과하다. 즉, 확진자의 

99.4%는 가벼운 증상 혹은 무증상으로 넘어갔고 다만 확진자의 0.6%만 발병하여 치료를 요

하는 심한 증상을 나타냈고 그중 약 1/3에 해당하는 0.2%의 발병자인 약 50만여 명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최종 분석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연령별 확진자와 사망자에 대한 분석 통계

를 살펴보자. 많은 사람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는 사망자의 연령별 누적 통계를 살펴보면 우

선 총 사망자의 55%는 80대(사망률 17.6%) 이상이고, 70대(사망률 5.21%) 이상이 88%, 60대 

(사망률 1.02%)이상이 94%이고 50대(사망률 0.24%) 이상이 98%를 차지하고 50대 미만이 단

지 2%를 점할 뿐이다. 특히 20대 미만의 사망비율은 영(zero)에 가깝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적극적 대처에 앞

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나타나는 우리 몸의 반응에 대해 살펴보자. 한마디로 상기

도 감염(URI; Upper Respiratory Infection)일 뿐이다. 공기를 통해 상기도 점막세포에 특유

의 수용체(spike protein: ACE2)를 통해 감염된다. 이때 감염된 상기도 점막세포는 선천성 면

역반응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의 침입을 최대한 저지한다. 구체적으로 알파- 혹은 베타-인터

페론을 생성하여 증식을 최대한 억제한다. 이 인테페론은 심지어 점막세포 주변의 NK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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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Killer cell)를 자극하여 감마-인터페론을 생성하게 하여 점막세포가 바이러스 증식 

억제에 실패했을 때 직접 감염된 점막세포를 살해함으로 바이러스의 최후를 장식하게까지 

한다. 소위 감염 단계에서 끝난 확진자의 96.4%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선천면역 반응이 실패하면 상기도에서 걷잡을 수 없이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증식하

게 되고 점막 벽이 무너지며 바이러스는 하기도인 폐까지 내려가게 되고 심지어는 점막 밑의 

조직으로 침투하고 혈관으로까지 전달되어 전신질환의 양상을 띠게 되고 이때부터는 소위 

후천성 면역 기구의 역할에 의해 감염이 통제된다. 즉, 먼저 B림프구에 의한 항체형성 반응이 

일어나고 뒤이어 세포독성 T림프구에 의해 주도되는 세포면역 반응까지 발휘된다. 이때 항

체에 의해서 증식된 바이러스가 제대로 제거되지 못하면 세포독성 T림프구가 최종적으로 나

서게 되는데 이 세포가 작동이 되면 심한 장기손상이 뒤따른다는 점이다. 즉, 상기도에서 폐

까지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내려가게 되면 바로 이 세포독성 T림프구가 폐에 침입한 바이러

스를 살해하기 위해 폐세포를 희생시키기 때문에 나타나는 병변이 바로 폐렴이며 심할 경우 

죽음에 이르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물론 이때 세포독성 T림프구의 작용을 돕기 위해 많은 

양의 cytokine들이 분비되어 소위 ‘cytokine storming’이 나타날 수도 있다. 많은 분들이 바이

러스가 폐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지만 사실은 내 몸을 지키는 마지막 면역학적 

방어기구인 세포독성 T림프구가 자기세포를 파괴함으로 심한 폐 손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다는 사실이다. 독감의 합병증인 폐렴으로 죽은 경우 오로지 세포독성 T림프구에 의한 폐 손

상 자체만으로 죽지만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 같은 폐 손상뿐 아니라 폐혈관이 

막히는, 소위 cytokine storming의 증상들도 사망 원인에 합류함이 세계 최고의 권위지에 발

표된 바 있다(2). 이러한 심각한 병리학적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실제 확진자의 0.6%에 

해당하며 궁극적으로 그중 1/3에 해당하는 0.2%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면역학적 감염 및 방어경로를 살펴보고 그 결과들을 비교해 볼 때 이 질환은 그리 심각하게 

공포에 빠질 질환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다. 아울러 대책도 상기도에서 발휘되는 선천성 면

역반응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암시한다. 코로나19에 대한 면역학적 반응의 실태를 

통해서 보았듯 소위 항체에 의한 방어는 확진자의 0.6%에 해당되는 발병자들만이 대상임을 

기억해야 한다. 즉, 감염의 단계에서 상기도의 방어벽이 무너졌을 때 상기도에 국한된 국소

질환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번지게 된 전신질환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항체가 중요한 방어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서 경증 환자가 중증환자가 되는 것을 막고 더 나아가 사망자 수를 줄

일 수 있다는 학문적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니 백신의 접종은 이러한 학문적 배경이 철저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즉, 기저질환으로 사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백신 접종이 집중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이제까지 인류를 많은 전염병의 공포로부터 지켜온 다른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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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는 경우가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차이점들 때문에 70% 이

상의 국민이 백신 접종을 해도 소위, 코로나19는 집단면역의 달성이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첫째로 감염의 경로가 혈액을 통한 감염이 아

니고 대기 중에서 직접 점막세포에 감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백신에 의해 형성된 항체가 감염

자체를 막을 수 없다. 항체는 점막 벽 밑의 조직이나 혈관에 머무르기 때문에 점막표면으로 

감염되는 바이러스를 만날 수 없어서 감염예방이 불가하다. 그러니 ‘돌파감염(break-through 

infection)’이란 용어는 감염의 경로를 모르는 분들이 만들어 낸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된 용

어임을 알아야 한다. 점막세포 위에 항체가 있다면 절대 바이러스가 항체를 돌파할 수 없다

는 뜻이다. 항체가 감염경로 상에 없기 때문에 감염을 막지 못한다는 말이다. 두 번째로는 코

로나19 바이러스의 잦은 변종 발생이 그 이유가 된다. 가뜩이나 코로나19 백신의 항체의 역

가가 떨어지는데 변종이 생기면 그 항체 역가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소위 인도에서 발

생한 델타변이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더욱더 집단면역의 가능성은 사라지고 있다. 세 번째

로 코로나19의 백신에 의한 항체의 유효성은 6개월가량이라는 점이다. 국민 절반 이상이 2차 

접종까지 마친 이스라엘, 영국, 미국 등의 나라에서 8월 이후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 

9월 현재 이미 상기의 세 나라 국민들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가 있음을 알아

야 한다. 이 세 가지 이유가 갖는 의미를 이해했다면 전 국민을 상대로 100% 접종을 해도 집

단면역은 이룰 수 없음을 이해했을 줄 믿는다. 집단면역 형성의 불가는 곧 백신의 선택적 접

종으로 이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즉, 고령의 기저질환자들에게 집중해야지 20세 미만의 젊은

이들에게 방향을 돌리는 것은 전혀 학문적 근거가 없음을 명백하게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다. 회사와 관계없이 크게 두 

종류의 백신이 접종되고 있는데 하나는 adenoviral vector를 이용한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백

신이고 다른 하나는 spike protein의 유전 정보를 갖는 mRNA를 이용한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으로 정리할 수 있다. 양자의 백신 모두가 아직도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데 혈소

판 파괴와 혈전증유발이라는 상호 반대작용이지만 양립하는 치명적 부작용이 지금껏 개발된 

다른 어떤 백신보다 심하다는 사실을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 특히 화이자나 모더나 회사를 

통해서 공급되고 있는 mRNA 백신의 경우 그 안전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상태로 전 세

계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이미 드러난 부

작용의 실태를 살펴볼 때 과거 독감백신 접종 시에 나타났던 일반적인 백신 부작용의 범위를 

벗어난 심각하고 치명적인 부작용이 너무나 많이 보고되고 있음을 간과할 수가 없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치명적 심근염 부작용은 치명성이 매우 높아 역시 가벼이 볼 수 

없는 부작용이다. 화이자와 모더나를 주로 접종받은 미국인 가임여성 중 무려 15만여 명에서 

생리불순의 부작용을 야기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고3 학생들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여학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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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제일 많이 나타난 부작용이 생리불순임을 고려할 때 근거 없다고 치부해 버린 유튜브상의 

인구감축의 음모론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미국의 경우 2013년 신종독감(swine flu) 백신 접종 후 53명의 사망자와 400~500여 명의 중

환자가 발생하자 즉시 전면적인 백신 접종을 중단한 바 있다. 그런데 현재 미국 CDC(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백신부작용 보고센터(VAERS)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 해 12월부터 금년 7월 말까지 약 8개월간 백신 부작용에 의한 사망자가 

9,000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접종 중단은커녕 백신 회사의 책임을 공식적

으로 면제해 주는 해괴한 일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고, 이에 대해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작금의 현실이다.    

요약하면 이제 더 이상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확진자 수를 공개하여 국민적 공포감을 조

성하지 말고 노약자들을 집중 보호하는 쪽으로 정책이 방향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즉, 백신 

접종은 고위험자에게 집중해야 하고, 특히 20세 미만의 젊은이들에게까지 확대하려 하는 정

부의 백신 접종계획은 철회되어야만 한다. 아울러 상기도의 면역기능인 선천성 면역기능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실제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예방 및 치료대책인데 이와 같은 면역 능력

을 평상시 고용량 비타민 C를 복용함으로 획득 가능함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바 있을 정도

로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상태임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3).     

참고문헌    

 1. https://coronavirus.jhu.edu/map.html    

 2.   M. Ackermann, S. E. Verleden, M Kuehnel, A Haverich, T Welte, F Laenger, A Vanstapel, C 

Werlein, H Stark, A Tzankov, W W. Li, V W. Li, S J. Mentzer, and D Jonigk. Pulmonary Vascular 

Endothelialitis, Thrombosis, and Angiogenesis in Covid-19. NEJM, published on May 25, 2020.   

 3.   Yejin Kim, Hyemin Kim, Seyeon Bae, Jiwon Choi, Sun Young Lim, Naeun Lee, Joo Myung 

Kong, Young-il Hwang, Jae Seung Kang and Wang Jae Lee. Vitamin C Is an Essential Factor 

on the Anti-viral Immune Responses through the Production of Interferon-α/β at the Initial 

Stage of Influenza A Virus (H3N2) Infection. IMMUNE NETWORK 13(2): 70-74, April, 2013.   



2부  칼럼   271

“와라 가라 행정”의 청산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명예교수  오석홍

종합소득세 신고의 과정을 겪으면서 ‘와라 가라 행정’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보았다. 내가 

말하는 와라 가라 행정은 국민(행정객체;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불려가거나 행정기관을 찾아

가야만 하게 만드는 행정을 의미한다. 여기서 ‘와라 가라’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

다. 무리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불려 다니기라는 뉘앙스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는 말이다. 

와라 가라 행정이 행정의 도처에 널려 있겠지만 종합소득세 신고행정을 한 사례로 들어본다. 

2021년 5월 17일, 매년 5월이면 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전화신고로 끝냈다. 국세청

에서 우편으로 보내준 세금계산서(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에 대한 수정사항이 없

다는 것을 말하고, 환급금을 수령할 은행계좌번호를 알리는 것이 신고 작업의 전부였다. 집

에서 그야말로 간단히 일을 처리했다. 세무서까지 찾아가 인파 속에서 대기하다가 신고를 마

치고 귀가하려면 거의 하루해가 다 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일을 쉽게 끝냈

으니 이게 웬 횡재냐 싶었다. 민원행정연구에 관심을 가져온 나로서는 감회가 남다르다.  

다른 해에는 내가 직접 세무서에 가서 대기하다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 코로나19 팬데

믹이 시작된 2020년에는 상황이 최악이었다. 첫날에는 신고하러 온 사람들이 인산인해여서 

허탕을 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가서 번호표를 받고 세무서 주변을 서성이다가 오후에

야 신고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다.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러 세무서에 가서 담당 직원 앞에 앉으면 주민등록증을 보자고 한다. 

주민등록증을 받아 쥔 직원은 무엇인가 계산을 해 보는 듯하더니 하는 말이 “신고 끝났습니

다. 환급금이 얼마이니 입금할 계좌를 말해 주십시오. 계좌번호를 모르시면 우편 송금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부다. 이걸 위해 날 세무서까지 부르다니 기가 막힌다. 속으로 투

덜거리는 내 말이 “왜 나를 부른 거요? 왜 쓸데없이 날 와라 가라 하느냐고? 이건 조선총독부 

관리들이나 하던 행태 아닌가?” 국세청이 유리알처럼 들여다보이는 내 납세 자료를 모두 가

지고 있고 내가 과세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아닌데, 날 굳이 세무서까지 불러 앉히는 

건 무슨 억하심정이냐고?     

내 기억으로는 적어도 십여 년 이상 국세청은 그런 와라 가라 행정을 고치지 않고 버텨 왔

다. 2021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코로나19 때문에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이 금지되고 따라서 비

대면신고가 강제되다시피 하니까 별수 없이 와라 가라 행정을 고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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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여하간 업무처리의 가상공간화 촉진이 대세인 시대에 세무신고에 관한 와라 가라 행정

이 다시 부활하지는 않겠지 싶어 적이 안심이 된다.  

사람들이 사무소에 찾아와 북새통을 이루면 공무원들이 방역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마

지못해 와라 가라 행정을 시정한 것 같다는 데 생각이 미치면서 민원행정개혁 전략에 관한 

하나의 깨달음을 얻는다. 민원행정에서 민원인을 괴롭히면 담당공무원들은 그 두 배 이상의 

괴로움을 당하게 만들어야 민원행정개혁이 촉진될 수 있겠구나 하는 아이디어를 깨달은 것

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민원행정이라는 개념조차 없던 옛날 몽매(蒙昧)한 시절의 민관

관계(民官關係: 그 시절에는 軍官民關係)에 관한 에피소드들이 회상된다. 왜정 치하에서 그

리고 광복 조국에서 상당기간 우리 민초들은 “와라 가라 주재소, 내일모레 면사무소”라는 말

을 하면서 살았다. 주재소란 순사(巡査: 순경)들이 근무하는 파출소를 말한다. 순사들이 부르

면 복종해야 하고 그 이유나 당 ·부당을 따질 수 없었다. 면사무소는 민초들에게 관청의 대표

기관이었다. 내일모레라는 표현은 민원처리의 터무니없는 지연 또는 회피를 비유하는 것이

다. 일처리를 위해 면사무소에 가면 바로 처리해 주지 않고 내일이나 모레 다시 오라는 말을 

되풀이한다는 것이다. 그리 되면 민원처리는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 되는 것이다. 원래 

오늘내일이나 내일모레는 무슨 일이 가까워졌다는 말이지만 면사무소가 내일모레 한다는 것

은 차일피일(此日彼日) 한다는 뜻으로 풀이해야 한다. 이날저날 하고 약속이나 기일 등을 자

꾸 미룬다는 말이다.   

여기에 ‘사바사바(은밀하게 뇌물을 주거나 아름 아름으로 청탁을 하는 행위)’의 필요 또는 

풍습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주재소에 불려가서 경을 치는 것을 면하거나 가볍게 당하려고, 

그리고 관청에서 쳐놓은 ‘와라 가라, 내일모레’의 덫에서 빠져나오려고 ‘사바사바’를 동원했

을 것이다. 민초들이 계란 한 줄, 닭 한 마리, 담배 한 곽을 들고 사바사바하던 시절은 목가적

이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했다. 사바사바는 왜말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나 어원은 확실치 않

다. 왜말로 사바사바가 시원시원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사바가 고등어이니 사

바사바는 고등어 두 마리라고 하는 풀이가 더 유력하다.   

내가 직접 겪은 일들도 생각난다. 1960년대 미국 유학길에 오르던 때 이야기이다. 국립대

학교 교원으로 미국 정부장학금을 받아 유학 가겠다는데 출국해 귀국할 때까지 정부는 내가 

여러 가지 곤욕스러운 일을 겪게 했다. 반드시 귀국해 5년 이상 근무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하고 여러 서류를 제출하게 했으며 결재과정은 길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렸다. 내가 관청 

문턱을 부지런히 넘나든 것은 물론이다. 학업이 끝난 뒤 내 귀국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인 두 

사람을 세우는 일이 가장 힘들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력가를 구해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

는 보증인으로 세우는 일은 차마 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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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을 받는 과정은 비교적 간단했으나 출국에 필요한 행정절차는 나를 지치게 했다. 여

권 유효기간은 2년이었다. 유학생활 중에 영사관을 통해 여권 기한 연장을 하는 것도 여간 

힘겨운 게 아니었다. 외국 사람들이 돈을 대서 날 공부시키는데 내 나라는 나를 이리도 괴롭

히는구나 하는 말이 절로 나왔다. 귀국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 하니 호적등본을 가져오

라 했다. 시골 사는 친지에게 우편으로 부탁해 받은 호적등본을 동사무소에 가지고 갔더니 

봉투에 담아오지 않았다고 트집이었다. 창구직원이 “관청을 뭐로 보고 그러느냐”고 타박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시절은 이제 호랑이 담배 피우던 옛날이 되었다. 민원행정은 거의 

단절적이라 할 만큼 변하고 좋아졌다. 특히 정보통신의 발전과 가상공간 활용의 발전은 민원

행정의 지형을 몰라보게 바꿔 놓았다. 많이도 편리해졌다.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에 놀랄 

때도 많다. 그러나 좋아졌다는 말은 비교적이고 상대적인 표현이다. 예전에 비해 좋아졌다는 

말이지 완벽하다는 말은 아니다. 위에서 말한 와라 가라 행정의 잔재가 군데군데 남아 민원

인들을 여전히 괴롭히고 있다. 방문민원개선사업의 빈틈이 적지 않다. 국민편의위주의 행정

이라는 구호에 걸맞게 와라 가라 행정의 폐단을 청소하는 진정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관청 사무실에 많은 사람을 불러모아 대기하게 하는 일은 정말 없어져야 한다.  

신고사무(申告事務)는 민원사무의 일종이니 아무래도 민원행정 전반의 문제를 연줄 연줄

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원사무 또는 민원행정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민원사무처리

규정」이 제정되었던 1970년부터 정부 내외에서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그 뒤 민원행정에 관

한 법령은 여러 차례 바뀌고, 민원행정 개혁사업은 계속되어 왔다.   

민원행정을 행정의 한 영역으로 구획하여 중요시하는 것은 선진민주국가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민원행정이 행정개혁사업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 까닭은 우리 행정의 전통적 유산과 병폐 때문일 것이다.   

우리 정부에서 말하는 민원행정은 집행적 ·전달적 행정 가운데서 ‘관계있는’ 국민(고객)의 

구체적인 요구에 대응하는 행정이다. 민원행정은 행정의 집행기능에 포함되는 것이다. 행정

에서도 가담하고 있는 정책형성적 기능과는 원칙적으로 구별된다. 민원행정은 행정산출이 

현실화 또는 실현되는 대외적 작용이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민원행정의 대상인 

민원을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민원의 종류를 열거하여 민원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법에서는 민원의 종류를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크게 나누고 일반민

원은 다시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그리고 기타민원으로 분류한다. 이 중에서 법정민

원이 언제나 말썽의 핵이 된다. 민원행정개혁의 중심문제가 거기에 있다. 정부규제 때문에 필

요하게 되는 인가, 허가, 승인, 특허, 면허,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에 대한 신청, 신고 

등을 다루는 사무가 법정민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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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민원의 대부분은 행정규제(정부규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다. 그러니 행정규제에 

이야기가 번지지 않을 수 없다. 민원행정과 규제행정은 표리의 관계에 있다. 양자는 한 덩어

리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법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규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법령 ·조례 ·규칙의 규정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라고 

한다. 행정규제의 일반적인 목적은 경제적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이다. 행정

규제는 행정기관이 국가권력을 행사해서 국민생활에 직접 개입하는 작용이다. 행정규제는 

대상과 목적, 규제권력의 유형, 규제의 방법, 규제기관의 양태 등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그 

종류가 분류된다.  

민원행정이 행정개혁의제의 중심에 들어오면서부터 정부는 부지런히 민원행정의 병폐를 

진단하고 병폐해소와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가, 그리고 연구인들이 지적해 온 민원

행정의 병폐들은 i) 담당공무원들의 부패 ·무능 ·불공정 ·불친절, 소극적 ·피동적 업무처리 등 

나쁜 행동이 민원인의 원망을 산다는 것, ii) 국민생활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는 것, iii) 민원

을 처리하는 권한이 너무 집권화되어 있다는 것, iv) 구비서류가 너무 많고 접수절차는 복잡

하고 민원처리의 지연이 심하다는 것, v) 민원처리기관들의 할거주의(割據主義)와 협조장애

가 민원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 등이다.   

행정규제라는 방법으로 정부가 국민생활에 간여하는 이유는 시장실패에 대응하는 것이라

고 한다. 그러나 규제행정은 늘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민간활동의 위축, 규제행정조직의 

실책과 타락, 과다한 규제비용, 지시통제적이며 경직한 규제방식, 규제행정에 대한 통제의 애

로, 과잉규제 등이 비판대상으로 되고 있다. 이 가운데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은 과잉규제, 

규제의 제국건설이다. 규제개혁의 현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는 것은 규제과다, 그리고 

규제축소에 저항하고 규제를 계속 늘려가려는 관료조직의 행태이다.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민원행정개혁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선 민원행정기관에서 민원업무를 집중관리하는 조직들을 확충하고 개선해 왔다. 

민원업무집중관리조직의 대표적인 예는 민원상담실, 시민봉사실, 종합민원실 등 여러 이름

으로 불리고 있는 각급 민원실들이다.  

둘째, 민원행정 담당공무원들의 부패 억제, 능력향상, 사기앙양, 불친절 시정 등 행태개선

을 위해 노력해 왔다.

셋째,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의 협력을 얻기 위해 민원행정에 관한 공보활동을 강화

해 왔다.  

넷째, 민원업무처리를 가능한 한 관계있는 주민의 생활권과 가까운 일선행정기관에 위임

하도록 독려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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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민원접수와 처리의 절차와 방법을 개선해 왔다. 특히 전산화 촉진을 강조해 왔다. 

여섯째, 복합민원 처리의 개선을 강조했다. 복합민원이란 처리기관이나 관계법령이 여럿인 

민원을 말한다. 여기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민원 1회방문처리제의 확충이다. 이것은 민원

사무를 처리할 때 담당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부서 또는 관계기관과

의 협의 ·협조 등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일곱째, 국민생활의 과도한 규제 때문에 발생하는 민원사무를 줄이기 위해 규제개혁을 추

진해 왔다. 그리고 민원사무의 민간위탁을 늘리려고 노력해 왔다.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이야

기를 조금 더 해 보려 한다.    

행정규제를 발전시키려는 규제개혁의 목적과 방법은 폭이 넓은 것이지만 개혁현장에서 제

일 큰 과제로 되는 것은 규제완화이다. 규제개혁은 규제감축 ·규제완화를 위한 투쟁이라고 

표현할 만하다. 

정부상층부, 개혁중추에서는 행정규제감축과 규제의 질적 개선을 위해 안간힘을 써온 흔

적이 역연하다. 근래 규제감축방안으로 채택된 아이디어들은 다양하다. 그 예로 네거티브 규

제방식, 손톱 밑 가시 규제 개선, 규제총량 감축, 규제 샌드박스 방식 도입, 규제비용총량제, 

규제성과관리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 활동을 자유로이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되

는 행위만을 적시하는 방식이다.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원칙적 허용, 예외적 규제’, ‘선 허용, 

후 규제’라는 규칙을 따르는 것이다. 이와 대조되는 포지티브 방식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

용’, ‘선 규제 후 허용’이라는 규칙에 입각한 것이라고 한다.   

규제개선대상인 ‘손톱 밑 가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는 작지만 실제로 불편과 부

담을 주는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이라고 한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

할 때에는 거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이 드는 기존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

도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개인이나 기업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의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새로운 산업이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가 면제된 곳에서 

활발하게 성장해 가게 하려는 방책이다. 규제개혁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부처별로 규

제개혁과제를 규제개혁정보화시스템에 등록하고 과제추진상황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간의 경과를 볼 때 민원행정개혁사업을 위한 방법들은 어지간히 나올 만큼 나왔다고 할 

수 있다. 통치지도층이나 개혁추진중추의 민원행정개혁에 대한 관심과 개혁의지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개혁성과도 많다. 그러나 첩첩산중이라 할까, 민원행정의 능

력결함과 낙후된 제도 그리고 실책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고충과 불만은 끝이 없다. 권력상층

부의 애타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관 편의 위주의 낡은 업무처리방법과 행태를 버리지 못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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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버리지 않는 개혁저항이 큰 문제이다. 고치고 또 고쳐도 덜 고쳐지거나 고치지 않는 문제

들이 많다.   

정부가 지금까지 개척한 민원행정개혁의 노력을 물론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술적 ·

절차적 문제의 개선, 피상적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의 개선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포괄적으로 연관된 심층적 문제들에 정책적 관심을 보다 많이 

가져야 할 것이다.  

근본적 ·심층적 문제란 전통적 관료제의 행동성향에 관한 문제, 낙후된 행정관리지향의 문

제, 권리의무관계의 입증책임 부담에 관한 문제, 민원행정이 행정기관의 권리인가 책임인가

에 관한 문제 등이다.  

민원행정의 잘못 뒤에는 관료제조직의 전통적 유산이 도사리고 있다. 정부관료제는 필요

해서 있는 것이고 그 효용도 크다. 반면 그 병폐 또한 크다. 관료적 병폐로 지적되어 온 것들

은 여러 가지이다. 조직구성원들을 명령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피동적 존재로 묶어두고 그들

의 인간적 성장을 방해한다. 권위주의적 행태를 조장한다. 목적보다는 절차를 중요시하는 목

표대치를 조장한다. 기능분립적 조직과 상명하복의 강조는 조직간 할거주의를 조장한다. 전

통과 관례의 강조는 새로운 행동대안을 생각하지 못하는 ‘훈련된 무능’을 고착화한다. 구조

의 경직성, 법규와 절차 준수의 강조, 업무처리의 문서주의는 불필요하거나 번거로운 문서처

리를 양산한다. 관료제는 자기보존과 세력확장을 위해 기구와 인력 그리고 권한을 키워가려

는 행동성향을 보인다. 

전통과료제의 관리체제는 보수와 승진 등 보상과 처벌에 의존한다. 그리고 임무의 성과달

성보다는 권한이나 인력, 예산 등 투입요소를 중시한다. 서비스 공급자인 정부조직의 입장에

서 국민에 대한 서비스 산출을 결정한다. 관리의 전반적인 행동방식은 보수적이다. 변동은 

고작해야 점증적이다. 

전통관료제의 구조적 ·관리적 특성들은 공무원들을 피동화시키고, 그들의 책임 있는 능동

성 발휘를 방해한다. 소비자중심적인 민원행정을 구현하려면 관료제구조의 기계적 경직성을 

완화하고 적응능력이 큰 유기적 구조를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정부조직의 관리체제를 개혁

하는 데 관한 현대적 처방들을 주의 깊게 받아들여 관리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현

대적 개혁처방에서는 제일 먼저 통합적 관리의 구현을 촉구한다. 통합형 관리는 조직의 목표

와 조직구성원의 욕구를 융화 ·통합시킴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성원들이 누리는 

직업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관리이다. 일에 대한 인간의 능동성과 자율규제능력을 중시

하고 이를 발전시키려는 관리이다. 정부에서 근래 강조하는 ‘적극행정’이라는 것도 공무원들

의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관리개혁의 새로운 처방들은 통제보다는 자율적 협동을 강조한다. 환경과의 교호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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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시하고 환경적 요청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조한다. 소비자인 국

민의 입장에서 행정산출을 결정해야 한다는 소비자중심주의를 강조한다. 임무수행의 수단이

나 절차보다 목표를 중시하고 사용하는 권한이나 자원보다 산출의 결과와 성과를 중시한다. 

양적 성과의 형식적 달성보다 질적 성과의 실질적 성취를 중시한다.  

민원행정에 관련하여 특별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 더 있다. 그중 하나는 민원행

정을 수행하는 책임을 더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일을 하는 데 권한과 책임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일할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권한과 기타 자원들을 제공해 힘을 실

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권한은 책임이행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민원행정이 관청의 권한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민원사무처리가 담

당공무원의 권한임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 공무원의 책임을 앞세워야 한다. 그래야 공무원들

이 국민을 위한 개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생존능력 강화의 조건

을 권한확대가 아니라 책임확대에서 찾아야 한다는 원리, 국민을 괴롭히는 일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일을 늘려야 한다는 원리에 대한 인식이 확

산되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입증책임의 방향전환 문제이다. 입증책임의 방향전환에 관한 개혁처방은 민

원행정기관의 책임 강조에 연관된 것이다. 민원사무의 대상인 권리 ·의무 관계를 입증하는 책

임이 정부에 있는가 아니면 민원인인 국민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전통적으

로는 입증책임을 민원인에게 지우는 것이 원칙이었다.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불

리한 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니 민원인이 행정사무소에 출석해라, 입증서류를 내

라 하는 요구가 많았다. 예전에는 주소지를 입증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주민등

록기록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난센스도 있었다. 대학원학생이 논문제출자격고사 

응시 신청을 하는 경우 대학본부에 가서 성적증명서를 발부받아 응시원서에 첨부해서 단과

대학에 제출하면 그 서류가 대학본부로 다시 제출되는 일도 있었다. 성적기록을 관리하는 자

들이 성적증명서를 발급하고 그걸 다시 받아들이는 꼴인 것이다.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러나 갈 길은 아직도 멀다. 국민의 편의를 위해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행정기관에 보다 많이 넘기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촉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민원인입증책임주의는 완화하고 정부입증책임주의는 강화해 나가야 한다. AI 

(Artificial Intelligence)가 행정의 잡노동(雜勞動)과 단순노동을 대신해 주고 연계적 ·통합적 

사무처리의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주고 있는 세상이니 마음만 먹는다면 국민의 권리·의

무를 입증하는 데 행정기관이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입증책임을 국민이 질 수밖에 없

는 경우에도 입증이 쉽도록 절차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와라 가라 행정’의 폐단을 개탄하는 말로 이 글을 시작했다. 관료적 병폐 그리고 전통적 



278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21, 제17호

관리지향의 논의에서 ‘와라 가라 행정’의 원인과 치유방향을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 위

에 군림하던 옛 관청은 교호작용하는 국민들을 불러들이고 되도록 많은 서류를 받아들이려 

했다. 관련자들을 많이, 여러 차례 불러 보고 많은 서류를 받아 놓아야 안심하고 만족했다. 

관청과 관리들의 권위주의 때문에, 관 편의주의 때문에, 또는 책임회피를 위해서 그런 행동

을 하게 된다. 관청에서 민원인의 일을 처리해 주는 것은 은전을 베푸는 것이라는 인식 때문

이기도 했을 것이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의식도 작용했을 것이다. 아쉬운 쪽은 민

원인이니 관청에 찾아가고, 서류를 제출하고, 시키는 대로 고분 고분하는 것을 당연시했을 

수도 있다. 이런 문화는 불식되어야 한다. 불필요한 서류징구(書類徵求)나 출석요구에 대해

서는 직접적인 제재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3부  

수상

3부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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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 감상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명예교수  전효택

작년(2020년) 6월 25일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으며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이 개봉되었다. 

김덕영 각본 ·감독의 상영시간 85분짜리 다큐멘터리 영화였다. 김 감독은, 북한 출신 남편을 

60여 년이나 기다리는 루마니아 여인이 부쿠레슈티에 살고 있다는 정보를 2004년 처음 듣고

서 ‘1950년대 동유럽의 시간 속 여행’을 했다. 그는 전쟁과 죽음을 겪은 북한 아이들의 행적

을 15년간 50회 이상 방문하며 추적했다고 했다.   

한국전쟁 당시 10만여 명의 고아가 발생했다. 남한은 미국을 위시한 자유국가에 고아 입양

을, 북한은 동구권 국가에 고아 보호를 요청하였음이 알려져 있다. 공산 진영의 종주국인 소

련의 지령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전쟁고아 보살핌이 자본주의보다 더 낫다는 선전 효과를 목

적으로 수행되었고, 사회주의 강화와 이념을 선전하고 사회주의 국가의 연대 강화가 목적이

었다.     

평양을 출발, 시베리아 철도로 모스크바를 지나 동유럽 5개국으로 이동된 아이들의 수는 

루마니아에 2,500명, 폴란드에 1,000명, 체코에 700명, 헝가리에 500명, 불가리아에 500명으

로서 총 5,000명 정도였다. 이 기록 영화는 아직도 생존한, 아이들을 가르친 현지인 교사들과 

현지인 동창들과의 인터뷰와 증언으로, 또한 관련 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사진 자료 제공 등

으로 60여 년 전의 상황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동유럽 땅 곳곳에 1953~1959년 기간 북한 

아이들이 공부한 흔적과 휴머니즘을 볼 수 있다. 영화는 <고향 생각>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진행된다.    

루마니아 기록 필름보관소의 영상 필름(4분 30초)에서는 열차에서 내리는 북한 아이들의 

사진이 선명하다. 아이들은 낯선 곳에 도착한 불안감과 전쟁을 피해 왔다는 안도감이 교차

하는 표정을 보인다. 폴란드 프와코비체 국립중앙제2학원에는 선생님과 북한 아이들의 사진

이 남아 있다. 북한 아이들의 학적부에 이름과 학교생활이 기록되어 있고 서울 출신 아이도 

있다.      

폴란드 오트보츠크(바르샤바에서 남동쪽으로 20km)에 있는 작은 오벨리스크에, 또한 체

코 발레치 시골 마을에 있는 중세 바로크 양식의 작은 오벨리스크에도 1953~1959년까지 체

류하며 공부한 후에 갑자기 떠나면서 이별을 아쉬워하는 북한 아이들의 이름 흔적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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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쟁고아학교 기숙사에서 헌신적이었던 체코 여성 교사(마리아 코페치카)는 1956년

에 돌아간 아이들에 대하여 1952~1956년 기간의 앨범을 보이며, 아이들이 보낸 “사랑하는 엄

마에게” 편지를 보여주고 있다. 불가리아인 동창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도 당시를 증언하고 

있는데, 당시의 북한 아이들이 살아 있다면 현재 77세 정도라고 했다. 떠나기 전의 아이들은 

16세 내외여서 고등학교 1학년 나이이다. 나보다는 몇 살 많은 나이이나 거의 같은 세대이다. 

그들에게 귀송 열차와 갑작스러운 이별은 충격이었다.   

불가리아 파르보마이(소피아에서 동쪽으로 200km)에서 북한 아이들과 함께 공부한 교사 

동창 등 생존자들은 70년 전 함께 공부하고 운동하던 북한 아이들을 기억하며 증언했다. 심

지어는 “장백산 줄기줄기~~” 등 북한 애국가와 장군 노래(1947년 작곡)를 우리말로 부르며 

기억하고 있었다. 1952년 12월 파르보마이에 처음 온 아이들과 기차를 기억했다. 북한 어린

이와 불가리아 어린이를 짝으로 하여 언어를 배웠다 한다. 기숙사 사감과 요리사 아주머니를 

엄마라고 불렀다. 유럽인 교사의 헌신적 노력과 순수한 인간애, 사랑과 우정으로 돌보아주는 

사람을 어머니 아버지라고 불렀고 고아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했다. 불가리아는 나라 자체가 

어려움에도 무리하며 전쟁고아를 돌보았고 눈시울이 붉어지며 안부를 전하는 불가리아 동창

생들의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루마니아 전쟁고아 교사의 증언에 의하면, 1953년 루마니아 보관의 기록 필름에서 아이들

의 규칙적 생활, 엄격한 규율, 아침에는 김일성 찬가. 군대식 질서 ― 10명 남짓 소조를 구성

하여 그중 반장이 한 명. 군대식 열병, 제식 훈련 ― 와 개인의 자유가 허용 안 되는 모습 등

은 유럽의 어린이 모습과 달랐다 했다. 군대식 열병과 제식 훈련 등은 일종의 작은 군대처럼 

보였고, 엄격한 군대식 질서와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고 개인보다 집단이 중

요하다고 가르쳤다. 눈시울이 붉어진 채 안부를 전하는 동유럽인 교사와 동창 친구들은 부모

와 친구가 되어 순수한 사랑과 뜨거운 우정을 보여주었다. 1961년까지 편지 왕래가 가능하여 

기꺼이 부모와 친구가 되었다 했다. 이 영화에서는 동유럽 5개국에서의 북한 어린이 생활을 

담고 있고, 또한 유럽인 교사들과 함께 공부했던 유럽인 동창들의 증언과 사진 제공을 담고 

있다. 그 시절로부터 이미 6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이들은 여전히 북한 아이들이 잘 쓰던 용

어들, “오라”, “가라”, “뒤돌아 가”, “앞으로 가”, “새끼야”, “아파”, “어머니”를 한글로 기억하

고 있었고 아이들이 매일 아침 부르던 “김일성 찬가” 노래를 우리말로 부를 정도로 정확히 

기억했다. 당시 나이가 16세 정도인 아이들도 있어 우정이 사랑으로 바뀌기도 하였고, 북한 

교사들의 연애로 10여 명의 동유럽 여인이 북한 남자와 결혼했다.     

북한인 남편(조정호)을 기다리는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 사는 여인 ― 제오르제타 마르초

유(당시 19세, 현재 87세)는 1953년 봄 19세 미술 교사로서 조정호 교장을 만났다. 당시 조정

호는 기숙학교 교장으로서 책임감이 강하고 북한 어린이에 헌신적이었고 사랑의 감정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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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했다. “우정에는 국경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시작으로 연애를 시작했다. 남편 조정호(당시 

26세, 현재 나이는 생존해 있다면 95세)는 1952년 부쿠레슈티에서 외곽으로 100km 떨어진 

곳에 기숙학교를 세웠다. 그들은 4년간 비밀 연애 후 1957년 1월에 공식 결혼하고 1958년에 

딸 미란이 태어났다. 북한으로의 소환으로 1959년 9월 그녀는 남편과 함께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평양으로 향했다. 북한 경제가 어려워지고 외국인과 외국 사상을 배척하는 주체사상으

로 외국인을 추방하고 이혼을 강요했다. 그들이 1960년 헤어질 당시 딸 미란은 2세였다. 남

편은 갑자기 실종되었고 지난 60년간 무소식이라 했다. 1962년 북한은 폐쇄를 본격적으로 시

작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그녀는 1962년 딸과 함께 북한을 떠나 루마니아로 돌아왔으며 

실제 결혼생활 기간은 5년에 불과했다. 헤어진 남편의 생사조차 모르고 있고 유일한 딸은 아

버지를 사진으로만 기억하며 편지글 쓰기도 부녀가 비슷했다. 그녀는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30년간 한글 공부를 했고 루마니아-한국어 사전(단어 16만 개 수록)을 

편찬, 한글 한문 루마니아 순으로 정리했다. 그녀의 언급에 의하면 폴란드 선생의 질문에 북

한인 답변은 “우리는 당이 허락한 것만 할 수 있다.”고 했다. 1977년 신산 탄광으로 남편이 

일하러 간다는 마지막 연락을 받았으나 1983년 실종되었다. 국제기구를 통해 또는 루마니아 

주재 북한대사관을 통해 생사를 확인하려 하고, 남편의 유골이라도 찾으려 시도했으나 무회

신, 무소식이었고 생사 확인을 신청하면 모른다 하고 회신도 없다 했다. 사회주의 이념도 막

지 못하는 사랑과 애정, 이념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이다. 아직 남편이 살아 있을 것이라는 기

다림과 숭고한 사랑이다. 이제 딸은 63세 중년이 되었다. 북한은 간절한 기다림과 사랑을 무

시하는 집단임을 알 수 있다. 그녀는 “나의 사랑하는~~”으로 시작하는 남편의 편지를 기억하

고 있다. 인생은 추억과 추억 사이를 흐른다. 그 헌신적 사랑 이야기, 자유에 대한 갈망, 고통

과 애절한 슬픔이 담겨 있다. 그녀는 지금도 동방정교회에서 남편을 기억하며 살아 있는 자

를 위한 제단에서 기도한다 했다.   

소비에트연방(소련)의 최고 권력자인 스탈린(1878~1953 생존, 1924~1953 장기 집권)이 

1953년 사망하자, 다음 권력자인 흐루쇼프(1894~1971 생존, 1953~1964 집권)의 스탈린 격하 

운동과 함께 동유럽의 자유화 분위기가 발생했다. 특히 1956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의 자

유화 물결 데모에는 북한 학생 2명이 참가하여 1957년 이후에는 북한 아이들은 헝가리에 머

물 수 없었다. 1956년 6월 김일성의 동유럽(폴란드 불가리아) 방문 기간 동안 북한에서는 친

소, 친중 세력의 외교 노선 변화와 반 김일성 쿠데타의 증거, 내부의 권력투쟁과 외교 노선 

변화로 인해 동유럽과 불편한 관계가 되었다. 북한은 1956~1959년 사이 동유럽의 북한 아이

들을 북한으로 송환하기 시작했고 아이들 가운데는 떠나기 전에 16세 정도의 남학생과 여학

생도 있었다. 시베리아 열차로 북한 어린이를 송환하며 북한의 여러 역에 각각 분리하여 하

차시켰으며 심지어 아이들이 자유사상을 가질까 봐 두려워했다. 1957년에는 해외 체류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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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을 소환하기 시작했고 북한 전쟁고아, 교사 가족, 유학생, 기술연수생을 소환했다.

1957년 5월 폴란드 프와코비치 양육원의 북한 학생 두 명이 오스트리아로 탈출을 시도하

다 국경에서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북한 기술자 및 북한 

젊은 유학생이 미국 프랑스 대사관에 보낸 서유럽으로의 탈출을 도와 달라는 편지로 접촉하

려다 적발되어 북한으로 소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 북한은 1959년 12월의 주체사상 

탄생으로 외국인을 배척했다. 내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기사는 원둔천(10세)이라는 북한 어린

이가 걸어서 폴란드까지 가겠다고 북한의 국경을 넘어 몽골과 중국 국경 늪지대에서 기아로 

사망했다는 보도였다. 이 기사를 보는 순간 나는 입 아래 침샘이 경련하며 그 처절한 가엾음

과 비참함을 처절히 느꼈다.     

북한은 아이들이 자유에 눈떠 가는 분위기가 불편했을 것이다. 사회주의 공산국가에서는 

자유라는 용어에 매우 민감하다. 국내 정치인 중에도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공화

국”이란 명칭에서 “자유”라는 용어를 삭제하려 하는 무리가 있다. 보수는 자유를 우선으로 

하나 진보는 평등을 우선으로 한다. 자유라는 개념은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자

유라는 용어를 삭제하면 개인의 이익보다는 집단과 조직(당)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개인의 자유보다는 단체와 조직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이념은 표면상 내세우는 이유이

며, 실제로는 소수 집단의 독재를 종신토록 유지하고 일부 집권층의 부귀와 호화로운 생활, 

권력 유지가 목적이다. 정치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경쟁 반대파는 온갖 죄목을 붙여 무자비하

게 척결한다. 최고 권력자 한 명을 중심으로 권력 집단을 구성하고 서로 감시하는 체제가 폐

쇄된 북한 권력 집단의 모습이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공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우선 여행 이동의 자유와 언론(글쓰기와 말하기)의 자유가 없

다. 서민의 평등을 우선한다는 명분으로 지시와 명령, 규제와 감시에 능숙하며 특히 독재 유

지를 목적으로 체제에 순종하는 인간을 만들어 낸다. 한번 권력을 잡으면 죽기 살기로 체제 

유지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들의 유명한 어록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수

단과 방법이 정당화된다”는 황당한 신념으로 처신한다.    

우리 사회는 누구나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다. 언론의 자유

가 보장되어 있고 누구나 인터넷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북한으로 가서 생존할 수 있을까. 러시아혁명으로 성공한 사회주

의 공산국가인 소비에트연방은 고작 70년 정도 유지하고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러시아에서

는 1917년 혁명일이 더 이상 국가 기념일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 있다. 

단지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북한만이 삼대 세습으로 공산주의 독재국가를 운영하며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   

유감스러운 점은 2020년 6월 25일부터 10월 23일까지 121일간 <김일성의 아이들>의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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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 수는 1,728명에 불과했다(이 영화의 인터넷 자료 인용). 사실 이 영화를 보려면 상영관

을 찾는 것도 만만치 않았다. 비슷한 상영 기간 중 수입 영화는 백만 이상의 관객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훌륭한 다큐 영화임에도 일반의 관심이 부족한 세태가 부끄럽기만 하다. 한

국전쟁을 제대로 모르며 경험해 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공산 사회주의 국가의 실체를 모

르는 세대들을 위한 훌륭한 교육 다큐 영화임에도 무관심하다. 나는 이 기록 영화를 통해 한

국전쟁을 잘 모르는 세대들이 북한의 과거와 실상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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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와 세종대왕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명예교수  김안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조선왕조(朝鮮王朝)는 하도 불행한 일과 좋지 못한 문제들

이 많아서 이 한반도에 태어나서는 안 될 왕조이지만 세종대왕(世宗大王)이라는 한 사람의 

걸출한 군주를 갖고 있음으로써 모든 잘못이 용서될 수 있다.” 

조선왕조는 최영(崔瑩) ·정몽주(鄭夢周) 같은 충신을 다 죽이고 1392년에 고려(高麗)를 멸

망시킨 다음 새 왕조를 건국하였으며, 그 태조는 이성계(李成桂)였다. 그리고 519년이 지난 

제27대 순종(純宗)때 일본제국에 합병됨으로써 망국의 운명을 맞게 되었던 것이다. 건국 초

부터 부자간의 갈등이 심했고 왕자의 난이 일어났으며, 숙질간의 왕위쟁탈로 수많은 충신이 

처형되었다. 연산(燕山) ·광해(光海) 두 임금이 폐위되고 왕세자가 뒤주에서 죽는가 하면 왕

비가 폐위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반상(班常)이 엄격하고 가렴주구(苛斂誅求)가 심하여 민

란이 자주 일어났고, 정조(正祖) 이후에는 권문척신(權門戚臣)에 의한 세도정치로 국가기강

이 문란해졌으며, 사화(士禍)의 발생과 당파(黨派)의 창궐로 수많은 선비가 희생되었던 것이

다. 아울러 밖으로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의 대침략전쟁이 일어나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

으며, 드디어 구한말(舊韓末)에 일본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파란만장한 조선왕조의 초기인 제4대 왕으로 취임한 분이 세종대왕이셨다. 조

선 건국 5년 뒤인 1397년에 탄생하여 22세이던 1418년에 왕위에 오르시고 재위 32년 만인 

1450년에 붕어하시니 향년 54세였다. 태조 이성계의 손자이자 태종 이방원(李芳遠)의 셋째 

아들이다. 휘(諱), 즉 이름은 도(祹)이고 자는 원정(元正)이며, 대군명(大君名)은 충녕(忠寧)

이고, 일호(鎰號)는 장헌(莊憲)이었다. 왕위를 양보해 준 두 분 형을 극진히 모시었고, 특히 

전국 팔도의 풍류아가 된 맏형 양녕대군(讓寧大君)과는 돈독한 형제애로 교류했다고 한다. 

왕비인 소헌왕후(昭憲王后, 1395~1446)는 청송 심씨(靑松 沈氏)로서 8남 2녀의 자녀를 두었

고, 매우 현명하여 대왕을 매우 슬기롭게 보필하였으며, 여주군(驪州郡) 능서면(陵西面)의 영

능(英陵)에 대왕과 함께 안장되어 있다.   

재위 32년 동안에 이루어진 치적은 국내외에 걸쳐 국방 ·외교,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문

화 ·교육, 과학 ·기술, 천문 ·기상, 국악 ·역사 등 모든 영역에서 크게 빛났던 것이다. 이들 여러 

가지의 혁혁한 치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한글’이란 우리 문자의 창제와 보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라를 세운 지 불과 27년밖에 되지 않은 불완전한 상태였기에 대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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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국내외의 치적은 향후 전개될 500년 통치의 기초를 굳건히 하는 데 절대적 역할을 

했던 것이다. 특히 ‘한글’은 조선왕조 5백 년간만 유효했던 것이 아니라 한민족이 존재하는 

한 언제까지나 유익하고 편의롭게 사용될 국가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다. 

나라 백성의 말씀이 중국과 다르기 때문에 조선 민족의 언어에 맞는 문자의 필요성을 절감

한 대왕은 정인지(鄭麟趾) ·성삼문(成三問) ·신숙주(申叔舟) 등의 집현전(集賢殿) 학자들과 

같이 우리의 글을 만들기 시작했다. 자음(子音) 17자, 모음(母音) 11자로 된 표음문자(表音文

字)인 우리 글, 곧 훈민정음(訓民正音)이 1443년(세종 25년)에 완성되었으나 신하들의 반대

에 부딪쳐 정식 반포를 하지 못했다. 집현전 부제학인 최만리(崔萬理) 등의 강력한 반대운동

이 극심했으나 세종대왕의 강한 의지로 1446년 음력 9월(후에 양력 10월 9일로) 공포되었다. 

‘한글’이란 이름을 누가 처음에 쓴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1910년경부터 ‘한글’이란 이름으

로 불리기 시작했으며, 훈민정음이란 문자를 해석한 책인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간된 지 약 

500년 만인 1940년 경상도 안동에서 발견되어 현재 서울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1962년에 국보 70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에 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에 이르

렀다. 조선왕조는 다른 왕조로 대체되어도 좋지만 세종대왕만은 결코 대체될 수 없다.   

영국의 평론가이자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Thomas Carlyle, 1795~1881)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우리는 인도제국(印度帝國)은 포기할 수 있지만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 

1564~1616)는 잃어버릴 수 없다. 그는 우리와 영원히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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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나무 새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공학부 명예교수  이무하

가시는 자연과학적으로 정의하면 나무가 줄기나 잎을 날카로운 형태로 변형시켜 동물로

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한 방어수단이다. 이것은 가시가 있는 나무는 동물들이 좋아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는 것을 암시적으

로 보여준다. 인간의 삶에서 가시는 심한 고통이나 자극 혹은 불편을 야기하는 것들로 사전

에서 정의한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 삶을 가시밭길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다. 결국 우리 인

생도 가시를 헤쳐 나가야 좋은 것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인류 최초 

수메르(Sumer) 문명의 길가메시 서사시(Epic of Gilgamesh)에서는 가시가 인간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인기 유행가 <가시나무 새>의 가사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 쉴 곳 없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라고 읊고 있다. 자신에게 좋은 

것을 가진 가시나무를 추구하느라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이 자기 자신에 매몰됨

으로 인해 그 과정에서 남들을 밀어내고, 약자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좌절시키는 상황을 이야

기하는 것 같다.    

새들은 서로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소리를 낸다. 새가 우는 것은 소통의 수단이다. 

따라서 우는 새 집단에서 울지 않는 새는 다른 새들과 소통을 하지 못하니 소외되어 결국 쓸

쓸히 죽어 갈 것이다. 평생 울지 않고 가시나무만 찾아다니다 가시에 찔려 죽는 가시나무새 

이야기가 있었다. 호주 여류작가 콜린 맥컬루(Colleen McCullough)가 쓴 소설을 영화화하여 

오래전에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린 작품이다.    

우린 삶 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성공해야 하고, 성공은 세속적인 목표인 돈, 권력, 명

예 등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어려서부터 어른들에게 세뇌(?)당해 왔다. 그리고 그것들을 성취

하기 위해 가시밭길을 열심히 헤쳐 가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이것의 부작용을 너무 심하

게 겪고 있다. 이제는 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젊은 세대들에게 그것들을 성

취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말고 앞만 보고 매진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산 사람들이 죽을 때 공통으로 남기는 후회 중의 몇 가지에 “일만 하지 말걸.”과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할걸.”이 들어 있다. 백미는 중국 회남자(淮南子)에 나오는 “거백옥은 

나이 50에 49년의 잘못을 알게 됐다” ‘遽伯玉年五十而知四十九年非(거백옥연오십이지사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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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년비)’에 빗대어 남긴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묘비명에 들어 있는 “나이 90이 되어 89년의 

삶이 잘못되었음 알겠구나[年九十而知八十九非]”이다. 태어나서부터 울지도 않고 가시나무

만 찾아다니다 결국 가시나무를 발견하고는 그 가시에 찔려 죽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

운 소리로 운다는 소설 가시나무 새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 같다. 우린 평생 돈, 권력, 명예

라는 가시나무를 찾아다니느라 다른 이들에게 눈길을 줄 여유도, 소통하려는 노력도 없이 지

낸다. 나름대로 그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무렵 죽음을 만나게 되고 그제야 평생의 삶이 허

망함을 깨닫게 되어 한 말씀 남긴다.  

요사이 우리 사회에는 아름다운 소리로 울 생각은 하지 않고 가시나무를 찾아 무작정 달

리고 있는 가시나무 새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타인은 전혀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남들의 

이야기는 전혀 들리지도 않는 것처럼, 권모술수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면서 목적 달성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별의별 짓을 다 하며 이것을 정치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회적 타락증

상은 남녀노소와 종교 종류를 불문하고 나타나고 있어 국가적으로 치료방법을 강구해야 할 

정도로 국가 미래를 어둡게 한다. 가뜩이나 인구 통계상으로 국가소멸을 걱정하는 시대에 가

시나무에 찔려 죽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  

생각 속에 소통이라는 단어는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욕심만을 위해 돌진하는 모습을 보이

고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특단의 조치는 없어 보인다. 나라가 소멸되기 전에 그들이 많은 사

람과 소통을 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게 할 뾰족한 대책이 없는 현실은 우리 모두

를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사회학자 데이먼 센톨라(Damon Centola) 교

수는 자기 저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How change happens)』에서 변화의 임계질량, 

소위 티핑포인트(tipping point)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적 규범의 변화는 셀럽(Celeb, 

Celebrity의 줄임말)이 주도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해당 사회 구성원의 25%가 인적 네트워

크를 통해 변화를 받아들일 때 전체가 바뀐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품 선전이 아닌 새로운 생

활방식이나 집단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은 유명인사가 아니고 구성원들의 상호신뢰를 통해서 

변화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준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

면서 알게 모르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

에 주변 사람의 행동이나 생활방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끼리끼리 어울리는 

진영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제 우리 각자는 일상에서 서로를 포용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은 실천으로나

마 시작해서 변화의 티핑포인트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 같다. 아니면 누군가가 

우리 같은 평범한 일반 사람들이 변화를 위한 작은 행동이나마 하지 않으면 공멸할 것이라

는 깨달음을 가져다줄 길가메쉬의 진리의 가시를 한 움큼 선사할 날이 오도록 기다려야 하

는 것인가. 그러는 동안 많은 사람이 가시나무 새처럼 죽으면서 깨달음의 유언을 남기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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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노래 가사에서 나오는 어린 새들처럼 상처받고 그냥 숲속으로 사라지는 상황을 계속 

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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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투병기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명예교수  강석호

Covid-19에 감염되어 3주간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앓다가, 그 후 1주간 

회복을 위하여 코로나 전담 일반병실에 입원하고, 자택에서 2개월의 회복기간을 거친 후에 

80%가량 회복된 코로나 병상 일지를 자세히 기록하고자 한다.  

1. 감염 경로: 2021년 6월 2일 제주도 합동학술회의에 참석차 제주도를 10여년 만에 부부 

동반하여 참석했다. 10여 년 동안 크게 발전한 제주도를 보면서 국제 컨벤션센터 부속 호텔

에 여장을 풀고, 저녁에 경영대학 명예교수 곽수일 교수님 부부와 서귀포회집에서 식사를 했

다. 여기서 식사 중 마스크를 풀고 4명이 담소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였으며, 식사 후 호텔로 

돌아왔다. 그 후 4명이 마스크를 벗고 만난 적이 없고, 7일 후 4명이 모두 코로나 양성 판정

을 받고, 입원 조치된 점을 미루어 서귀포횟집이 코로나 감염원으로 추정된다.   

2. 입원 경로: 4명 중 곽수일 교수님이 가장 먼저 양성 판정을 받은 후 6월 9일에 서울대학

교병원 코로나 특실에 입원 조치되었고, 6월 13일에 사모님도 양성 판정을 받아 코로나 병실

에 입원 조치되었다. 나는 6월 10일 서울대병원 외래를 방문하여 심전도검사를 받고, 의사가 

부정맥이 나타났다고 빨리 다른 심장 전문교수를 6월 13일로 예약을 해 주었다. 6월 11일 급

격히 건강 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미루어, 서울대병원의 응급환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6월 11일 정오부터 본격적으로 식욕이 없어지고 기운이 없어 늘어져 있다

가, 나의 내자가 5시경 귀가했을 때 호흡곤란을 호소한바, 즉시 구급차를 호출했다. 구급차에

서 호흡곤란환자를 응급치료할 수 있는 음압 응급실을 구급대원이 20여 곳을 전화로 탐문하

여 드디어 고려대 구로병원에 음압 병상이 여유가 있다 하여 30여 분 후 출발할 수 있었다. 

우리 집이 강남역 근처이므로, 구로병원까지 1시간여를 달려 응급실에 도착했다. 수송 도중 

나는 의식을 잃고, 심히 위급한 상태였다고 한다. 그간의 경험으로 보면, 경찰 업무 중 119 구

급업무가 가장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 같다. 응급의료진이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 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긴박했다. 인공호흡기를 통해 호흡하고 각종 주사 줄을 줄줄이 달

고 손과 발이 묶인 상태로 6시간 후 의식이 돌아왔으나, 입을 통해 기관내관(endotracheal 

tube)을 삽입하고 이에 연결된 인공호흡기가 있어 말도 못하고 손발은 묶인 상태로 눈만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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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간호사가 “살아 나셨네요!” 하는 소리가 들리고 조금 있다 누가 뛰어들어 오면서 

“환자가 코로나 양성이래요!” 한다. 응급실의 분위기가 긴박해지며 우리 내자와 간호사 한 명

만 남고 모두 방에서 철수했다. 코로나 검사에 조금 시간이 필요하여 6시간 후에 결과가 나

오는 것을 감안하면, 본인이 6시간 정도 혼수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침이 되어 자녀들

이 병원에 왔으나, 면회 금지라 밖에서 대기 중이고 내자가 질병관리본부와 나를 어디로 입

원시키느냐로 한참 토의 후 고대구로병원 중환자특실로 배정되어 오전 9시경 이송되었다. 이 

과정에 고대의료진들이 이 환자는 심부전(심장기능이 저하된 상태) 환자라 종합병원에 입원

해야 한다고 질병관리본부를 설득하여, 고대구로병원 특실로 특별히 배정되었다. 특실은 방

이 크고 독실로 여러 응급 최신 의료기구가 설비된 우리나라 최첨단 의료시설이다. 모든 것

이 컴퓨터화되어 있고, 간호사가 24시간 점검하고 돌봐 주는 특급 병실에 배정되었다. 중환

자실은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대소변을 간호사 간병하에 처리하고, 식사도 물론 침대

에서 해결해야 한다. 이후 4주간 목욕도 못하고 세수도 못하고, 양치질만 하는 원시인 생활

을 했다. 수염도 4주간 자라나고, 기저귀만 차고 양팔에 각종 측정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환

자복도 입지 못하고 시트 하나로 몸을 가리고 덮고 자는 중환자실 생활이 시작되었다.   

3. 처음 1주일 병상일지: 인공호흡기가 입을 막고 있어 말도 못하고, 손과 발을 묶어 놓아 

꼼짝도 못하게 했다. 이유는 너무 괴로워 발작할 경우 낙상할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묶

어 놓는다고 한다. 혈압기와 심전도 측정 장치는 몸에 부착되어 실시간 자료가 컴퓨터에 입

력되고 있고, 이상 수치가 나오면 간호사실로 연결되어 달려온다. 혈압이 60mmHg 떨어지니 

간호사가 달려오고 주치의와 상의 후 주사를 놓아 준다. 체온은 고열이 2주간 계속되어 얼음 

페트병을 4개 정도 주고 몸 옆에 두고 체온 조절에 이용하라고 한다. 수시로 수건을 얼음에 

식혀 이마에 놓고 지냈다. 처음 1주간이 지나니, 인공호흡기 연결을 위해 입을 통해 삽입되었

던 주먹만 한 기관내관을 입에서 빼고 산소호흡기로 산소를 공급했다. 폐렴이라는 질병이 폐

에 산소가 부족하여 호흡 곤란으로 죽어 가는 질병이다. 요즈음 호흡곤란환자는 음압 응급실

을 못 찾아 구급차에서 사망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한다. 이 당시 양성 환자 발생 건

수가 1일 600명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6,000명 수준이니 의료시스템이 감당이 안 되는 상황

이 오고 있는 것이다. 호흡 곤란 환자 대부분이 코로나 환자라 코로나 전담병원이 아니면, 환

자를 안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어느 응급 의사가 한탄했다. 어느 착한 간호사가 “어르신께

서 컴퓨터와의 싸움에서 이기시고 나가세요.” 한다.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모든 의학수치가 

통제되고 있었다.       

4. 2주일째 병상일기: 각종 치료제가 혈관으로 투입되고 경과를 의사들이 주시한다.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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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 우리나라에 발병한 지도 1년 반이 지나 이제 치료법은 어느 정도 정착된 듯하다. 체온이 

안 내려가고 X-ray를 매일 찍어 폐의 염증을 확인한다. 입안의 혀를 망가뜨려서 식욕이 없어

져서 병원 식사를 전연 못하고 집에서 보내준 뉴케어로 영양분을 보충했다. 체중은 10kg이 

줄었다. 정신이 들었으나 정신이 몽롱한 상태이다. 핸드폰으로 가족과 친구들에게 안부를 전

하기 시작했다. 두 손이 묶여 있어, 한 손으로 문자를 보냈다. 내자와 곽 교수님 부부는 10일

간 입원 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의미 없다고 모두 퇴원했다고 한다. 나만 중증환자가 되어 생

사를 헤매고 있는 것이다. 경증으로 코로나를 극복한 3명의 공통점은 혈액형이 O형이다. 혈

액형과 코로나의 관계도 의료계에서 연구대상이다.     

5. 3주일째 병상일기: 담당의사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제는 다 투입되었다고 알려 준

다. 항생제와 근육 보존을 위한 스테로이드 주사, 당뇨가 악화되어 인슐린 주사 정도 놓으며, 

스스로 자가 치유되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체온도 정상화되었고, 혈압도 정상이고. 혈당도 정

상이 되었다. 그러나 침대에서 앉아 식사하기도 힘들고, 간호사의 부축으로 침대 옆에 서 보

려 하여도 3분 이상 서 있지도 못하는 환자 신세이다. 3주일이 끝나는 날 질병관리본부에서 

중환자실에서 퇴실시켜 일반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이송시키라는 지시가 내려 왔다. 처음에

는 오산 병원으로 배정되었다가, 거기도 여력이 없다고 다음 날 중앙보훈병원으로 배정되었

다. 고대구로병원 의료진은 최첨단의술로 최선을 다하여 나를 치료하여 본인을 살렸으며, 간

호사들 대부분도 열심히 현장에서 봉사하고 있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의료비가 3주에 3,700

만 원 정도 나왔으며, 본인이 80만 4,500원 지불하고, 질병본부에서 500만 원 정도 지불하고, 

나머지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4주일째 병상일기: 구로에서 강동구에 있는 보훈병원까지 이송하는데, 침대에 누워서 

이동하였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배정된 노후된 구급차로 힘들게 이동했다. 중앙보훈병원은 

정부산하병원으로 여유가 있어 보였다. 처음에는 이동침대로 입원실에 운반되어 산소호흡기

와 수액으로 치료를 시작했다. 의사와는 전화로 상태를 알리고, 혈압과 체온을 본인이 측정

하여 보고하는 방식이다.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있다. 소변은 소변통에 해결하고 대변은 간

호사를 호출하는 원시인 생활이다. 3~4일 지나니 일어설 수 있어 침대 옆에 사물은 직접 집

을 수 있게 되었다. 여전히 식욕이 없어 뉴케어로 영양을 이어갔다. 4일 후에 간호사가 휠체

어를 가져와 이동식 산소통을 휴대하고 화장실에서 배변을 하고 나니 인간이 다된 기분이었

다. 수액을 이틀에 한 번씩 맞고, 1주일이 지나자 코로나 검사도 음성이 나오고 산소 탱크

(tank)를 집에다 비치할 것이니 퇴원시켜 달라고 요청하여 사설구급차를 불러 집으로 퇴원했

다. 산소호흡기를 몸에서 분리 못하는 상태라 산소호흡기가 배치된 구급차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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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이동했다. 중앙보훈병원은 의사도 친절하고 간호사도 열심히 치료하

여 주었다. 1주일 병원비가 5백만 원 정도 나왔으나, 본인은 5만 원 사물비만 내고 퇴원했다.     

7. 퇴원 후 두 달간 병상일기: 집으로 돌아왔으나, 걷지도 못하고 ㄷ-자형 보조기로 간신히 

화장실 가고, 산소호흡기는 24시간 달고 생활을 했다. 수시로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면서 퇴원 

후 3주가 지나, 서울대병원에 혈압약 처방전 받으러 내자가 모는 차로 어기적거리며 다녀왔

다. 귀가 즉시 산소호흡기를 착용했다. 퇴원 후 4주가 되어 8월 5일 고대구로병원 호흡기내

과에서 폐 CT와 폐 기능검사를 하니, 상태가 안 좋아 두 달 후에 좋아지면 검사를 다시 하자

고 한다. 조금씩 서서히 나아지고 있다. 오늘(9월 15일)로 집에 온 지 두 달이 되어 가고, 발병

한 지 석 달이 되어 가는데, 몸 상태는 80% 정도 회복되었다. 체중도 10kg 감량되었던 것이 

5kg 회복되었으며, 이 체중을 유지할 예정이다. 아직도 호흡이 불편하고, 장기 소변줄 삽입으

로 방광이 감염되어 3주째 병원에 통원 중이다. 걷는 것도 2~3백 미터 걷는 수준이다. 처음에

는 집에서만 걷다가, 요즈음은 외식하러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외출하는 수준이다. 재활을 

한동안 열심히 해야 할 것이다.   

8. 결론: 4천만 원이 넘는 입원 치료비를 국가가 지불해 준 것은 고마우나, 이건 병 주고 약 

주는 식이라 고마운 마음이 안 든다. 2021년 2월에도 정부는 코로나백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었다. 화이자의 제안을 정부가 거절했다고 한다. 추후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할 부분이다. 그 

후 각국이 백신 확보 전쟁이 시작되고, 우리나라는 저개발국가용 코백스 물량을 조금 공급받

아 만 75세 이상만 5월부터 화이자 백신을 시작했다. 곽수일 교수님은 화이자 백신을 맞아 

가볍게 이겨낸 듯하다. 본인 같은 만성기저질환 환자에게 먼저 백신을 투여해야 함에도 불구

하고, 정부가 우왕좌왕하며 본인보다 생년월일이 4개월 이른 사람 앞에서 화이자 백신은 끝

나고, 65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월 10일부터 접종을 시작했는데, 본인은 6월 2일

에 제주도에서 감염되고 6월 11일에 발병되었다. 틈새시장 논리가 적용되었다. 미리 백신을 

접종하였으면 5만 원에 코로나 예방이 가능한 것을, 4천만 원의 중증치료비를 정부가 부담한 

것이다. 이러니 고맙기는커녕 백신 조기 접종에 실패한 무능한 정부에 불만만 생겨 나온다. 

나의 치료비의 80%가량을 부담한 의료보험공단에는 감사하게 생각한다. 개인의 자유를 억

압하며 방역하는 코로나 독재는 잘못하고 있다고 본다. 이 같은 의료정책으로 인한 경제 실

패와 교육 실패를 코로나 탓으로 돌리고, 또한 부동산 정책,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경제 실패

도 이 정부는 남 탓으로 돌리고 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심히 궁금하다. 코로나가 박

멸이 안 되면, 지금이라도 With corona 정책을 시행하여, 모든 것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선진

국들은 다 With corona 정책을 시행하고 학교 문도 개방했다. 우리나라도 모든 것을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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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학교도 대면 수업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 소상공인을 죽이는 방역정책도 수정하여 모

임도 허용하고 체육관도 골프장도 샤워는 허용해야 한다. 무슨 근거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

는지 이해 불가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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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넘버 102와 나의 인연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명예교수  이흥식

나는 몇 점의 미술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이 작품들은 비록 1호짜리 작은 것도 있지만 제

법 큰 20호짜리도 있다. 이들은 모두가 저명한 국내 작가의 것이다. 이들 중에 가장 아끼는 

것은 수화(樹話) 김환기 화백의 ‘102번’이다. 102번은 화제라기보다 전시된 작품 번호이며, 

크기가 가로 18센티에 세로 28센티인 산월(山月)을 그린 소품이다.  

내가 이를 보유하게 된 사연은 다음과 같다. 나는 1961년 당시 「참삶모임」이라는 고등학생 

모임 출신 졸업생으로서 이 모임에 자문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 클럽은 서울 시내 남녀 고등

학생들이 모인 동아리로 내가 고등학교 재학생일 때 회장을 한 서클이다. 이 그룹은 ‘혼자면 

독서, 둘이면 토론, 셋이면 합창’이라는 모토 아래 「참되게 살자」고 모였는데 대학생들이 직업

청소년들을 위해 1957년부터 무료로 운영한 비인가 ‘참삶학교’와 관련이 깊다. 왜냐하면 이 

학교 한태호 교장(고려대 경제과 졸업생)의 주도로 1958년 「참삶모임」이 결성되었기 때문이

다. ‘참삶학교’는 1961년 5월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사정권이 정규 학교 이외에는 ‘학

교’라는 명칭을 함부로 못 쓰게 해 부득이 ‘참삶배움의 집’으로 개명했다.     

「참삶모임」은 1961년 10월 ‘참삶배움의 집’에 조그만 재정적 도움이라도 주려고 을지로 

3가에 있던 서울 중구청 강당에서 유료의 「문학의 밤」을 개최한 일이 있다. 유료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일 프로그램을 100환에 팔았고, 이 수익금을 ‘참삶배움의 집’ 운영비에 보태도록 했

던 것이다. 이때는 5 ·16 군사 쿠데타 직후라 집회가 그렇게 쉽지 않았지만 중부경찰서에 정

식으로 집회신고를 하고 모임을 가졌다. 그런데 이날 발표하는 시와 수필을 강평해 주실 연

사를 초청하는데, 고등학생이 문학계 인사를 접촉하기가 여의치 않아 나에게 부탁해 왔다. 

나는 당시 홍익대학교 국문학과 교수로 계시면서 ‘교양국어’ 강좌를 위해 내가 다니던 대

학에 시간강사로 오시던 문덕수 교수께 부탁을 드렸다. 그랬더니 쾌히 승낙을 하시면서 본인

과 함께 여류수필가인 김향안 교수를 같이 초청하기를 부탁하셨다. 이에 두 분을 모시고 아

주 성대한 문학의 밤을 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 나는 대학에서 뜻이 맞는 친구 몇 명과 「미술

동호회」를 만들어 우리 대학의 임창형 교수를 지도교수로 모시고 매월 유명인사를 초청해 슬

라이드를 통한 미술 감상회를 가졌다. 당시 초청 인사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송병돈 교수

를 비롯하여(서울대 대학신문 451호) 서세옥 교수, 류경채 교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의 이

경성 교수 등을 모시고 미술 특강을 들었다. 내가 미술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아신 김향안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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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1961년 11월 25일부터 1주일 동안 김환기 교수의 개인전이 소공동 시립도서관 옆 북창

동 중앙공보관 전시실에서 있으니 한번 와 보라는 연락을 해 오셨다. 나는 이때 국전을 비롯

해 여기 저기 미술전시회가 있다면 부지런히 쫓아다니던 터라 아주 기쁜 마음으로 찾아갔다.  

마침 김향안 교수가 계시기에 인사를 했더니 김환기 교수를 소개하시며 작품 감상 잘하라

고 하시는데 눈에 탁 뜨이는 것이 102번이었다. 그래서 “참 마음에 든다.”고 말씀드렸더니 김

환기 교수는 “102번이 그렇게 마음에 드냐?”고 하시면서 102번 작품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그 후 한 6개월 쯤 지난 어느 날 김향안 교수께서 홍대 뒤 하수동(지금의 상수동) 집

을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전갈을 해 오셔서 나는 홍대 옆길을 거쳐 하수동 집을 방문했다. 이 

집은 약간 경사진 언덕에 위치한 유일한 양옥집이었고, 주위는 허허벌판이었지만 집 앞에 커

다란 나무가 한 그루 버티고 있어 풍광이 참 좋았다.    

인사를 드리고 차를 마시는 중에 김환기 교수께서 102번 작품을 줄 테니 가져가라고 말씀

을 하셨다. 그러면서 “나는 남쪽 바닷가가 고향인데 그곳 후박나무에 대한 추억이 많으니 집 

앞에 후박나무나 한그루 심어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농대 학생이니 그 정도는 쉽지 않겠느

냐?”고 하셨다. 사실 이때는 내가 다니던 수의대가 폐교되어 농대 일개 학과로 격하된 지 10

여 개월밖에 아니 되었을 즈음이었다. 어찌했던 나는 그날 맘에 꼭 든 102번 그림을 갖게 되

었다는 기쁨에 온 천하를 얻은 듯하여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김향안 교수께서 홍대 쪽보다 

용강동 쪽으로 가는 것이 버스타기가 쉽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듣고 그 방향으로 갔던 기억

은 나는데 어떻게 영등포 집까지 왔는지 기억이 없다. 나는 집에 오자마자 김환기 교수 댁 앞

에 후박나무를 심어 드려야 한다는 중압감 때문에 식물도감을 찾아보았다.  

왜냐하면 나는 그때까지 ‘후박나무’가 과연 어떤 나무인지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후박나무는 포항이 북방한계선이고, 추위에 약해 서울에서 기를 수 있는 나무가 아니라

는 사실에 고민에 빠졌다. 그래서 농대에서 주로 수목을 다루는 임학과 친구에게 자초지종을 

말하고 의논을 했더니 후박나무와 비슷한 것이 일본목련인데 이것은 서울에서도 잘 크니 이

것을 심어 드리면 어떻겠는지 권고했다. 그러면서 볼품이 있는 것은 한 10년쯤 된 일본목련

이라기에 이 나무를 구하기 위해 학생 신분으로 여기저기 부탁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으

나 쉽지 않았다.  

일본목련 나무를 구한 후에 수화 선생님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

었으나 이런 와중에 김환기 교수는 상파울루 비엔날레를 다녀오신 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학장직도 그만두고 미국으로 홀연히 가버리셔서 결국은 후박나무를 심어 드리지 못했다. 이

것이 내가 102번을 갖게 된 사연이다.   

이 102번과 아주 비슷한 그림이 「현대문학」 1961년 10월호 표지에 실린 것으로 보아 아마

도 수화 김환기 교수께서는 산과 달을 모티브로 하여 2개의 그림을 그리신 것 중에 하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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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하셨던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그것은 「현대문학」 표지화를 좌우로 반전시켜 보면 똑같

은 구도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는 2005년 9월 발간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244쪽 “표지화여담”에서 수화 김환기 교수는 “하찮은 거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편집자에게 

보내는데 가다가는 그것이 거꾸로 실리는 수가 있다. 이런 염려가 있어 안 넣어도 좋을 사인

을 똑바로 넣어 보내는데도 역시 그러는 수가 있다.”고 적고 있다. 실제로 1993년 9월호 「현

대문학」 표지화가 편집자의 실수였는지 아니면 의도였는지 알 수 없지만 ‘김환기 탄생 80주

년 특집’으로 꾸몄는데도 이 책에서 수화 선생님의 무제(1966)가 원화와 달리 표지에 거꾸로 

인쇄된 일이 있다는 점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102번의 경우에는 ‘Whanki 1961’이라는 사인

이 분명한 데 비해 「현대문학」 10월호 표지화는 사인이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좌우가 반

전되어 인쇄되고, 상단 일부는 「現代文學」이라는 제호를 넣기 위해 제거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왕에 그림 얘기를 시작했으니 내가 갖고 있는 몇 개의 그림에 대해서도 밝히는 것이 좋

<그림 1> 「현대문학」 표지를 반전하여 비교한 102번 그림. 이 작품의 우측 상단에 ‘Whanki 1961’이라는 서명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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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듯하다. 그것은 한국판화가협회 회장을 역임한 그래픽 디자이너 배륭 작가가 제작한 1호

짜리 판화다. 이는 김후란 시인이 주축이 되어 우리나라 최초로 만든 여류시인 모임인 「청미

회」가 기금마련을 위해 마련한 ‘시화전’에서 수선화를 찬양한 김선영 시인의 시가 너무 좋아 

배륭 화가의 그림과 함께 소장한 것이다.       

수선(水仙)  

눈 맞으며 꽤는 

헤매었던 마음이 예 돌아와 

하야니 玉빛 저고리 입고

피어나오네

그러고 보니 또 하나의 판화시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한 추영

수 시인이 다음과 같이 짓고, 이를 제1회 국제 비엔날레에서 대상을 받은 김상유 화백이 200

자 원고지처럼 판화로 만든 칸칸에 이 시를 한 자 한 자 넣어 만든 ‘산(山)’이라는 제목의 독

특한 판화작품이다.     

산은 

눈이 시리지 않아서 좋다

길을 품고도 

가슴을 열지 않아서 좋다

작품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 되겠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프랑스 파리 카티아 그라노프 화

랑의 전속 화가였던 청도(淸道) 박일주 화백의 판화다. 이는 검은 배경에 은니와 금니를 사용

하여 몽환적인 여섯 여인을 구아슈(gouache)기법으로 그린 것과 한 여인을 흰색 구름에서 

피어나도록 환상적으로 그린 20호짜리 2점이다. 내가 이 그림을 갖게 된 경위는 집사람과 관

계가 깊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내 소유의 그림이 아니라 안사람의 것이다. 왜냐하면 청도 

선생께서 장인어른과 친분을 생각해 따님의 결혼 기념으로 준 선물을 시집을 오며 갖고 왔기 

때문이다.  

청도 선생과 어장은 매일신보 기자를 같이한 인연이 있었는데 일본 메이지대학 경제학부

를 졸업하고 귀국한 장인어른이 왜 신문사 문화부 기자를 하고 더구나 기자를 그만 둔 다음 

곧 이어 1940년대에 서울 명동에 ‘대양화랑’을 열고, 중견 작가 미술초대전을 개최했으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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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畫商)을 했는지 도통 이해가 아니 가는 것이 사실이다. 하기야 지금 생각해 보면 나와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단초가 그때 만들어 진 것은 아닌가 싶기는 하다.   

이렇게 적다 보니 우리 집에는 판화 그림이 또 있다. 그것은 ‘빛의 화가’로 알려진 서울대학

교 미술대학 학장을 역임한 하동철 교수의 8호 크기의 그림이다. 진한 청색 바탕에 오각형 

구조물이 가운데 배치된 이 그림은 마치 구조물 중앙에서 무언가 모를 빛을 사방팔방으로 

발산하는 듯한 환상을 느끼게 한다. 이 그림은 대학 내 기관장을 함께한 징표로 증정받았는

데 아깝게도 정년 전에 개인전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요절하여 슬프기 한이 없다.   

이외에도 나는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학장을 지낸 남사(藍史) 이준 교수의 ‘백장미’ 유

화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편정(片丁) 류경채 교수가 한낮의 여름을 그린 수채화 ‘백일(白

日)’, 산정(山丁) 서세옥 교수의 수채화 ‘산과(山果)’, 성신여자대학교 문태선 교수의 작품인 

‘봄의 찬가’ 등이 있다. 장미그림은 구상인 듯한 추상화인데 몇 개 흰장미와 어우러진 한 송이 

빨간장미 그리고 초록 잎새가 발랄한 생동감을 더해 주고 있어 볼 때마다 삶의 기쁨을 느끼

게 한다. 그리고 백일은 그야말로 한낮에 쏟아지는 햇볕을 형상화한 것이며, 산과는 산에서 

난 과일들이 과반에 담겨 있어 과향이 그대로 느껴지는 모습이고, 봄의 찬가는 봄 향기가 널

리 퍼지는 형상을 녹색과 연초록을 주제로 표현한 그림이다. 이들 그림은 모두가 1호 크기에 

불과한 작디작은 소품이다. 내가 이를 소장하게 된 사연은 잡지사 기자로 근무할 때 이들 그

림이 표지화와 삽화 등으로 쓰인 후 그대로 버려지거나 함부로 아무렇게나 다루어져 나뒹구

는 것이 안타까워 내가 가져도 좋은지 당시 편집장에게 물어 허락을 받아 소장하게 되었다. 

김환기 교수가 ‘표지화여담’에서 “화고를 공장에 내려 보내면 그만인 것 같다. 이건 무슨 소

리인고 하면 그 편집부의 누구든지 좋다. 하찮은 것이지만 그 화고를 간직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손바닥만한 것이긴 하지만 나로서는 소홀히 날림으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 말한 것과 같이 사실 그때까지만 하여도 귀중한 화고를 소홀히 다루었다.  

나는 이런 그림 이외에 미술동호회 지도교수로 모셨던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지춘 임창

형 교수의 ‘안양 교외 풍경’이라는 유화도 한 점 갖고 있다. 이 그림은 2016년 서울대 개교 70

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치러진 서울대 교수 문인서화전 「학자, 붓을 잡다」에 전시되기도 했

다. 이는 6호 크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정말 귀중한 작품이다. 그 이유는 임창형 교수를 

동호회 지도교수로 모실 때까지만 하여도 본인이 미술에 문외한이라고 겸손해 하셨던 분이

셨지만 「미술동호회」 지도교수를 맡았던 것을 계기로 지춘(遲春)이라는 늦을(지) 봄(춘)의 호

와 같이 느지막하게 서울대 농대 미술부인 블루아트의 지도교수도 하시고, 경기도 안양시 일

요화가회 회원이 되어 이 작품 등 몇 개 안 되는 작품을 남기셨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꼭 기록으로 남겨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집사람이 자기 전공과

는 전혀 상관없는 ‘한지그림’에 빠져 밤을 새는 일이 너무 자주 있는 것이다. ‘한지그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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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된 한지를 찢어 캔버스에 미리 그려 놓은 밑그림에 따라 붙임으로 마치 수채화 같지만 

유화와 비슷한 질감을 내는 회화기법이다. 벌써 햇수로 17년째 몰두하고 있고, 매년 그룹전

도 하며, ‘한지그림’ 사범이 된 지도 오래다 보니 이제는 ‘한지그림’이 자신의 아틀리에는 물

론 벽장과 집안에 차고 넘쳐 거실이 좁을 지경이 되었다. 집사람은 5년 후 80세가 되는 해에 

개인전을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에 들떠 있다. 그런데 대학에 입학한 후 나 자신이 직접 그림

을 그려 보겠다고 이젤에 목탄 콩테도 구하고, 아그리파 석고상까지 준비했다가 6개월여 만

에 내 능력에 넘친다는 것을 알고 포기한 채 미술 감상만 하기로 작심한 나였기에 그런지 마

나님이 마치 나를 대신해 ‘한지그림’에 열중하는 것 같아 이를 보는 나는 기분이 좋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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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연가(戀歌)와 비가(悲歌) 및 ‘내모남빌’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이상억

1. 축제   

서울 태생에다가 부산 피난 시기와 해외 체류 기간만 빼고는 쭉 서울에 살아왔던 처지에 

해운대에 대한 연가(戀歌)와 비가(悲歌)를 쓰게 되었다. 여기서 꽤 오래 살아 보니 정작 부산 

사람들은 부산이 좋은 점을 잘 모른다. 특히 해운대에 계속 살아온 사람은 해운대의 좋은 점

을 잘 모르고 산다. 필자는 유학과 초빙교수 등의 일로 해외에서 14년을 살면서 그럭저럭 

104개국을 다녀 보았는데, 그 경험으로 현재의 해운대에서 누릴 수 있는 생활 조건은 세계 

어느 곳보다 좋다고 판단된다. 특히 한국 사람에게 맞는 음식과 관습 등으로 보면 다른 어느 

나라도 제공할 수 없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 현재 해운대 마린시티 지역에는 외국인도 많이 

와 살고 있다. 한국인에게만 좋은 수준을 넘어 국제적으로도 꽤 생활 조건이 우수하다는 반

증이다.  

서울은 좋은 병원을 비롯해 여러 시설 여건이 한국에서 물론 최상급이다. 반면 부산은 의

료 서비스에서 전국 최저라지만, 그래도 해운대에는 큰 종합병원이 있어 믿고 다닐 만하다. 

다만 화랑, 미술관은 많지만 서울에서 열렸던 전시회가 다 내려오지 않는 것이 미술을 향유

하고 싶은 마음에 꽤 아쉽다. 

올해같이 무더위가 계속되는 경우, 여름철 기간이 서울은 140일, 부산은 123일이라고 한

다. 여름에 상대적으로 시원할 뿐 아니라 겨울에도 보통 5~6도씩 서울보다 따뜻하다. 공기 

오염도 배에서 연기가 많이 나오는 부산 본항 쪽보다 해운대 바닷가는 한국 내에서 손꼽히게 

깨끗할 것이다. 이렇게 자연환경도 아주 좋은데다가 또 주거비도 싸다. 소득 대비 집값 비율

(PIR, Price to Income Ratio)이 전 세계 최고인 홍콩의 리펄스베이 같은 특급 주거지나, LA에

서 선망하는 말리브 지역보다 한국인에게는 해운대가 마음 편하다. 

게다가 서울에서 해운대를 하루 낮 시간 다녀만 가는 데도 최소 10만 원을 기차 삯으로 써

야 하고, 가장 값싼 곳이라도 일박하자면 총 20만 원 이상의 교통, 숙박, 식비를 써야 할 지경

이다. 그러니 여기 사는 것만으로도 하루 최소 10만 원 이상씩 버는 셈이라고 이웃들에게 말한

다. 따뜻한 날씨만 아니라 해운대 일대는 관광지에 와 있는 기분이 들어 항상 즐겁게 들떠 지

내는 분위기가 느껴진다. 물론 행사와 축제에 불꽃놀이도 잦으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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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마도에서 찍은 광안리 불꽃놀이, 오른쪽이 해운대

불꽃놀이 얘기가 나왔으니, 해운대 고층 건물에서 남쪽을 보면 맑은 날은 대마도가 빤히 

보이는 것을 오래 산 뒤에 알게 되었고, 그쪽에서 광안리 불꽃놀이를 찍은 사진도 인터넷[부

산불꽃축제 — 나무위키]에 있다. “일본 대마도에서도 잘 보여 남의 나라 축제를 관광 상품으

로 활용하고 있다. 물론 거리가 약 50km라 불꽃이 먼저 보이고 2분 30초 후에 소리가 들린

다. 단 맨눈으로 보기엔 너무 멀어 빛의 산란 때문에 저녁노을처럼 대부분의 불꽃색이 적색, 

주황색, 노란색 쪽으로 치우쳐 보인다.” [명예교수협의회 홈페이지(https://emeritus.snu.ac.

kr)에 올라가는 PDF 파일에는 컬러로 업로드 될 예정]   

2. 연고   

나는 서울대학교 교수직 은퇴 후 3년째인 2012년부터 부산 해운대 바닷가로 내려와 살고 

있다. 스스로 해운대(大)에 석좌(또는 단지 좌석)를 갖추고 명예교수 시대를 보내고 있다 말

한다. 대개 부산에 연고가 있어 온 줄 알고 짓궂은 친구는 세컨드가 있냐고 들이대는데, 나는 

“약국에 가면 어디든 연고는 많다”고 대꾸한다. 한국 사람들은 왜 그리 연고를 많이 바르고 

살려는지, 연고를 전혀 무시한 내 사연을 들으면 황당할 것이다. 이곳에 자리 잡은 계기는 단

순하다.  

2009년 은퇴 직전 딸아이 회사에서 동백섬에 있는 조선비치호텔 숙박 쿠폰이 나와 모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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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와 잘 자고 보니, 옆쪽 마린시티라는 신개발지에 40층쯤 하는 아파트들이 즐비했다. 

여기 와서 살면 따뜻하고 경치가 좋겠다는 단순한 생각에 그 아파트 전세 값을 물어 보니 부

산에서 최고가 지역이었다. 너무 비싼 전세 값에 놀라고 돌아오는 길모퉁이에 마침 모델하우

스가 있어 들러 보니 80층이나 올릴 최고 기록 아파트 빌딩인데 서울의 비슷한 최고층 아파

트 값보다 절반밖에 안 되었다. 전세보다 구입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는 쉽게 아파

트 전매가 되던 때라 큰 주저없이 손쉽게 한 채를 계약했다. 그런데 완공된 3년 후에는 모든 

매매가 거의 동결되어 그 핑계를 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그냥 이사를 하게 되었다.  

이 이사로 최대 피해자는 딸네 집의 손자, 손녀들일 것이다. 아무래도 외할배와 외할미의 

손길을 자주 타지 못하게 되고 딸도 급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니 ‘제 발등을 찍었다’고 쿠폰

을 원망했다. 그런데 정작 최대 수혜자는 나 자신인 것 같다. 서울에 있을 때 겨울마다 싸늘

한 바람을 쐬고 나면 편두통이 생기던 악순환을 깨끗이 벗어나게 된 것이다. 현재도 그 증상

은 재발되지 않아 많이 준비해 온 두통약은 시효가 지난 채 소용이 없게 되었다.  

3. 파도

사실 필자는 20대까지 살던 집이 ‘남산 한옥마을 도편수 이승업가’로 보존되어 있는 순 서

울 토박이다. 그럼에도 부산까지 오게 된 동기에는 내가 추위를 싫어하는 것이 큰 작용을 했

다. 90년대에 한국학을 가르치러 3년간 초빙교수로 가 있던 호주 시드니대의 시절이 기후 상 

내게 꽤 맞아서 은퇴 후 다시 가서 살자 했더니 외국 생활은 더 하기 싫다는 마누라와 타협 

끝에 반도 동남단으로 오게 된 것이다. 제일 온화한 서귀포도 고려해 보았으나 교통편이 좋

지 않아, 은퇴 후 5년간 매주 서울대에 강의 출강도 할 겸 형편상 KTX가 직결된 부산으로 낙

착이 되었다.   

집에서 내려다보이는 해운대 비치는 아름답고 아담하다. 호주에서 4년 생활 중 임시로 몇 

개월 살던 북부 시드니의 콜라로이 비치는 끝이 안 보일 정도의 모래 해변 연속이었다. 매일 동

향집의 일출을 즐겼고, 밤에는 달빛이 파도에 부서지는 모습을 작은 고기떼가 파도에 밀려온 

줄 알고 버킷을 들고 바로 모래밭이 연결된 비치 하우스 밑으로 달려 내려갔던 일도 있다.  

거기에 비하면 여기는 빌딩이 너무 많아 달맞이 고개까지 덮어 버렸다. 이 고개 모습은 골

프장이 있었다는 옛 시절의 나무들을 보존했더라면 마치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 딸린 다이

아몬드 헤드와 모습이 흡사했을 것인데 이미 빌딩들이 독버섯처럼 덮어 버렸다. 그러한 풍경

을 간단히 그려 보았고 최근 완공된 국내 두 번째 높은 101층짜리 LCT 빌딩도 그려 넣었다. 

이 마천루는 10년 전에 그림을 처음 그릴 때는 없었기에 윤곽선만 추가하게 된 것이다.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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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해운대 해변, 위쪽 달맞이 고개에는 독버섯 같은 건축물들, 아래쪽 동백섬 앞 

조선호텔 자리에는 크루즈선을 그려 보았다. 

비치호텔도 동백섬 앞에 정박한 크루즈선으로 둔갑시켜 패러디했다. 이 바닷가에서 인공물

들을 좀 빼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동백섬 유람선 항구 앞의 신설 건물도 건축하지 않

기를 바랐다.    

아직 어스름한 새벽에 해운대 앞바다를 멀리 내려다보고 있으면 오징어잡이 배들이 여전

히 집어등을 켜고 수평선 쪽에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동트는 아침이 되어 가면 배들이 철수

를 서둘러 해안 쪽으로 들어와 버리는 행렬을 볼 수 있다. 그러다가 날이 훤히 다 갰는데 마

지막으로 통통대며 외로이 달려 들어오는 배 한 척이 간혹 눈에 띈다. 이 배 선장은 빚을 많

이 지고 여러 식구를 부양하느라 끝까지 그물 줄을 당기다가 늦은 도착으로 생선을 넘기는 

시간을 못 맞출까 봐 저토록 연기를 뿜으며 달려오겠지 하는 상념에 젖는다. 은근히 그 힘겨

운 파도를 일으키는 모습이 애처롭다.   

4. 겸손   

내가 사는 아파트는 58층이어서 눈 밑으로 헬리콥터가 지나갈 정도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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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고 사추 지만 계일 居高思墜 持滿戒溢    

“높은 곳[지위]에 거하면 떨어질 것을 생각하고, 가득 찰 정도로 가졌으면 넘치는 것을 경

계하라.”   

이 경구는 당 태종 때 예천명 비석에 새겨 놓은 것으로 겸손 검소하게 살라는 뜻이다. 그래

서 아버님께서 서예 연습하실 때 써 놓으신 족자를 아파트 피트네스 벽에 걸어 놓았더니 외

국인을 포함한 일부 주민들은 그 뜻을 물어보고 이 고층 아파트에 맞는 명언이라고 했다. 그

러다가 최근 이사 온 현대미술을 전공했다는 여자가 경로당 같다고 트집 잡아 기어코 떼어 

내고 말았다.   

아파트가 크다 보니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산다. 플라스틱 용기를 이용해 화분을 만들어다 

놓았더니 아파트 품위를 떨어뜨렸다고 힐난했다. 마찬가지로 알뜰시장을 열어 특히 귀국 전 

외국인들이 쓸 만한 물건을 처분케 하고 수익금을 갹출해 미화원의 청소복, 보안원의 손난로

라도 사 주었는데 이것도 고급 아파트에서 시장판을 벌였다고 잡음이 났다. 내가 하버드대에

서 공부할 때나, 시드니의 고급 동네에서 세 들어 살 때도 어디나 알뜰시장은 일상화되어 있

는 주말 풍속이었다.    

마린시티에는 거제도의 조선 사업이 잘될 때 수많은 외국인 가족들이 살았다. 요즘 꽤 줄

었지만, 고등학생까지는 부산 쪽 외국인학교에 다녀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비싼 아파트를 

임대해 주었다. 그러다 대학생 나이가 되면 부모들은 거제도로 거처를 옮겨야 한다고 했다. 

이들 중 몇몇은 내게 한국어와 동양화 그리는 기초를 배웠고 귀국 후에도 연락을 해 온다. 

5. 해운(海雲)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가사를 보면 이상한 곳들이 있다. 동백은 봄이 오면 거의 다 떨어져 

있게 마련인데 ‘꽃 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이라 노래한다. ‘꽃 지는 동백섬에’ 또는 ‘꽃 피

던 동백섬에’-- 이렇게 해야 현실에 맞다. 또한 ‘오륙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라는 구절도 요 

근래에는 연락선이 다닌 일이 없어, 과거 관부(關釜)연락선을 말하는 것이라 해석하든지, 또

는 해방 후 귀국 길에 폭침당한 우키시마호에 탔다가 못 돌아오는 형제를 연상하려는 사람

마저 있다. 좌우간 요즘은 연락선 대신 관광선이 수시로 다닌다. 원래 작곡가 황선우가 1969

년 이 곡을 만들어 한 사람을 주었다가, 1972년 조용필이 ‘돌아와요 해운대에’로 불렀을 때까   

지도 히트되지 못했으나 1976년 ‘돌아와요 부산항에’라는 원제로 바꾸고 당시 재일교포 모국

방문이 활성화되면서 국민가요가 된 것이란다. 

동백섬 가운데 정상에 오르면 최치원 동상이 있다. 당시 서울인 경주에서 6두품의 신분으



3부  수상   307

로 태어났으며 12세에 중국으로 가 9세기

에 ‘토황소격문(討黃巢檄文)’을 써 이름을 

날리고 귀국했으나 국내 정세 상 때를 만나

지 못한 천재로, 내 마음을 처연하게 한다. 

해운대(海雲臺)라는 지명도 최치원의 자

(字)인 ‘해운(海雲)’에서 비롯되었다.  

요즘 해운대 해변에는 옛날 바닷가 구름

을 한가히 바라보던 시절은 다 지나서 알록

달록한 파라솔 숲과 각종 소음이 일어나는 

행사가 많다. 특히 록밴드가 아파트 쪽으로 

무대를 설치하고 저음으로 늦은 밤까지 타

격을 해댈 때는 고통이다. 게다가 올해는 

살인적 조명까지 쏘아 대기에, 구청에 무대

를 꼭 남향 바다 쪽을 향하는 조건으로 허

가하랬더니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는 

것 같다. 어쨌든 해운대 비치의 야경은 일

품이어서 조명쇼가 벌어진 현장을 그려 보

았다(그림 3). 

필자가 1951년 일사 후퇴 후 부산에 와

서 2년여를 살았을 때, 해운대는 좀처럼 오

기도 어려운 곳이었는데 지금은 새 중심지가 되어 비행장이 있던 수영강가 자리는 동양 최대 

신세계백화점과 영화의 전당까지 들어섰다. 옛날 최치원은 해인사로 표표히 떠났다지만, 현

재에는 너무 많은 형제들이 구름같이 돌아와 해변을 채우고 있다.   

6. 비가(悲歌)   

이제까지 연가라는 제목 아래 듣기 좋은 찬가(讚歌)만 써 왔는데 어느 일에나 음양이 있게 

마련이라 비가를 덧붙여야겠다.  

요즘 2주택자는 엄청난 세금을 내도록 예고되어 있다. 그러나 내 경우 서울에서 살던 집을 

전세로 주고 받아온 돈으로 해운대 아파트를 살 수 있어서 그냥 살던 집과 사는 집 두 채를 

지니게 됐을 뿐이지 투기하러 다닌 것은 아니다. 해운대가 좋아서 서울을 접고 와서 사는 사

<그림 3> 2021년 봄 해변 조명쇼가 진행되는 야간 경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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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에게, 부산을 기반으로 서울에 진출한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을 가하는 역설적 상황이 되었

다. 최근에 강남에 진출한 투기꾼과 달리, 서울대 교수들은 75년 관악산 밑 풀밭에 교정이 이

전된 뒤 근처에 아파트가 없어 당시 변두리였던 구반포 지역에 새로 조성된 아파트에 정부에

서 우선적으로 살게 해 주었다. 그리해서 40여 년 지난 곳을 그냥 처음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

도 투기꾼이라니 안 팔았던 빌미가 해운대 생활을 못하게 할지도 모르게 되었다. 경우를 잘 

가리는 섬세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해운대 생활이 모두 쾌적한 것만은 아니다. 특히 여름철 성수기에는 해변의 가설무대에서 

뿜어 대는 베이스 음향과 살인적 조명 광선, 그리고 몰려오는 인파로 교통이 막힌다. 요즘 가

을에도 광안대교 위를 보면 아침에 특히 교통 체증이 심하며, 주말, 공휴일에만 출근이 없어 

한산하다. 바다 위로 큰 도로들을 내도 교통량 증가를 못 따라간다.   

교통 얘기 끝에 덧붙이고 싶은 말은 이 지역 장애인 주차 칸에는 유독 벤틀리, 롤스로이스, 

마세라티, 포르쉐 등의 최고가 차들이 즐비하니 아마 가짜로 주차권을 사서 점유하는 경우가 

꽤 많은 듯하니 단속을 좀 받아야 할 것이다.  

7. 애가(哀歌)  

최근 모 TV 프로그램에서 동부산 편 중 마린시티 소개도 잘 되어 있었는데, 굳이 나쁜 

점이 있다면 “휴양지 같아서”라고 탓하듯 하는 말을 덧붙였으나, 바로 비행기조차 안 타고 

온 거리에서도 휴양하는 분위기로 살 수 있는 점이 이 일대의 장점이 아닐까 한다. 나도 요즘 

서울대 교수수첩 주소란을 보니, 부산에 와서 사는 은퇴 교수가 더는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

고 서울에 대한 미련과 연고가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놀랐다. 하기는 나도 99세 되신 어머

님 뵈러 한 달에 한 번은 여전히 꼭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 덤으로 내가 창립한 지 36년 된 음

운론학회(구 음운론연구회, 외국 언어학박사 회원만 50여 명)의 월례 발표회에도 참석하고 

온다. 그리고 여기가 낚시를 하기 좋은 여건이지만 그럴 짬은 없이 그림 그릴 시간 내기도 바

쁘게 살고 있다. 아직 휴양지에서 유유자적하는 여유 있는 마음을 얻지 못한 탓일 것이다. 앞

으로는 도를 닦듯 그런 경지로 향해야겠다. (2019. 10.)      

[후첨] 위 글까지 써 놓은 후 지난 2년 사이에 큰일이 일어났다. 바로 이 기간에 더 악화된 

부동산 사태의 피해자가 된 것이다. 부산의 부동산은 적어도 2019년 10월 말까지는 10년간 

전혀 오르지를 못했다. 그래서 2주택 종부세 부담도 크고 어차피 몇 년 후 요양 시설로 들어

가 해 주는 밥을 먹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아파트를 팔아 버렸다. 집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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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 나빠져 살림하기가 좀 어려워졌기 때문에 대비를 했다. 다만 5년간 전세로 있을 수 있

도록 나름의 대안도 짜놓았다. 이사 다니는 일은 피하면서, 견딜 만큼 견디다가 언제든지 떠

나자는 셈이었지만 상황은 전혀 의외로 돌아갔다. 매각 직후 선거 득표를 앞둔 전략으로 조

정지역 해제가 된 부산 아파트 값은 2년 새 두세 배로 오른 것이다. 아파트 값이 정권과 함께 

미쳐 버린 것이다.     

8. ‘내모남빌’(내 잘못은 모르쇠, 남 잘한 것 빌붙기) 

아파트값이 정권과 함께 미쳐 버린 꼴이 되더니, 내게 더 정말 환장할 일은, 남양주 그린벨

트 지역에 100여 년 전부터 터 잡았던 선산을 제3기 신도시 지역으로 지정해 파헤치려는 것

이다. 오대조 위까지 봉분도 여럿이어서 납골묘로 간소하게 정비까지 해놓았는데, 현재 사는 

집뿐만 아니라 후세에 살 집까지 뿌리째 흔들어 놓는 이 정권은 모든 정책이 하나하나 한결

같이 일사불란하게 잘못되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부터 부동산, 적폐청산 후 자기적폐 재생

산, 편 가르기 등 무엇 하나 잘해 놓은 것을 찾기 어렵다. 아직 몰라도 보신탕 금지 정도나 퍽 

괄목할 만한 업적으로 남지 않을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가장 최종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은 상왕처럼 뒤에 방관하

듯 앉아 있고, GSKK*(-GG는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 안 맞고, 억지로 General Good이라고 둘

러댄 것도 가소로운 식자우환이다)들이 앞에 방패로 막더니, 끝내 BTS까지도 행사 기획한다

는 책사에 잡혀 가무를 앞세워 ‘쇼통’을 미화해 모시는 UN의 큰 자리에 쓰였다. 또 한국 최초 

자력 인공위성 궤도 진입 로켓 발사장에도 실무자들의 발표 자리까지 제치며 빠짐없이 얼굴

을 드러내 생색내기 바빴다. 이 현상을 4자성어로 요약하면 내모남빌(내 잘못은 모르쇠, 남 

잘한 것 빌붙기)이다. 무능했던 못된 실체를 드러내놓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날도 얼

마 남지 않았는데, 마치 ‘동물농장’에서 양들에게 조사한 듯한 결과로 문빠 골수들의 인기도

가 높다며 사과도 없이 그대로 퇴장하려 한다.      

집값을 못 잡은 원인 중의 하나는 서울 경기 중심으로 인구가 몰리는 현상을 조정하지 못

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여러 요인이 서로 엉켜 있는데, 특히 우선 좋은 직장들이 서울 중심

으로 몰려 있어 인재들이 지방으로 가려 하지 않게 되었다. 제2도시 부산에도 오래전부터 대

학생들조차 현지 직장을 찾기 어렵다고 서울이나 타지로 기웃거리게 되어, 점차 신규 대학생 

   * 원래는 꽤 식자층에 속해야 할 여당 인사가 현행 로마자 표기법도 모른 채 욕지거리를 감추려 

GSGG라고 썼었는데 ‘-끼’는 –kk로 쓰는 것이 현행법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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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도 점점 어려워 가는 경향을 보인다. 부산에서 인권 변호사 하던 사람들이 어쩌다 서울 

가서 부산 젊은이들의 인권을 이렇게 짓밟아 대는 치적을 남길 줄이야! 이렇게 여건이 나빠

지니 직장도 집도 못 얻어 결혼도 못하여 자연히 부산 인구는 줄어들고 특히 젊은 층이 빠져

나간다.     

참고로 OECD 국가 수도권 집중도가 현재 영국 12%, 프랑스 19%, 일본 28%라는데 한국은 

이미 1980년에 28%, 2020년 이후 50%란다. 이러니 지역 청년이 유출되어 수도권으로 집중 

과밀화되고 주거와 취업 경쟁이 심각하게 되다 보니 비혼/만혼이 증가하고 출산율이 급락하

여 인구 감소에 고령화가 심화되며 결국 지방은 순차적으로 거의 소멸하는 것이다.  

필자는 10년 전부터 이런 현상을 안듯 부산으로 와 서울 과밀 인구를 줄이고 2주택도 풀어 

아예 무주택으로 정부에 협조했고 무리한 부동산 세금도 잘 내 왔는데 선산까지 털어 가니 

기가 막힌다. 보통 납골 묘를 그대로 이전하는 것은 안 되고 새 묘지공원에서 규격 맞춰 만든 

납골 묘를 새로 사야 한다는데 가격도 엄청나다. 심지어 납골당 대부분도 면적에 비해 턱없

이 비싸다. 코로나 시대에 면대면 없이 그림 그리기나 글쓰기에 좋다 했더니, 공급은 막고 조

이기만한 졸렬한 부동산 정책의 실패 결과로 여기저기 묏자리를 알아보고 이전하는 데 아까

운 시간을 쓰게 되었다.  

각설, 원자력발전소가 무조건 위험하다는 오해에 휩싸여 처음에는 해운대에서 고리 원자

로가 너무 가깝기에 탈 원전을 꼭 해야 할 줄 알았다. 그러나 한국형 원자로의 안전성과 유사

시도 폭발이 아니라 방사능이 새나오는 동안 여유 있는 대피 시간의 가능성 등을 원자력 공

학과 교수에게 듣고 난 뒤에는 안심하며 살게 되었다. 더구나 전기료 인상을 피하고, 장래 탄

소중립 정책에 더 맞는 원자력 발전은 더 증진시켜야 할 방안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미 

원자력 산업을 위축시켜 놓아 전 세계가 원자로를 증설하려는 방향으로 가는 데도 한국형 

원자로는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우수함도 살리지 못하고 모든 시장을 잃고 말게 되었다. ‘판

도라’ 영화 하나 잘못 본 인간이 미치는 막대한 폐해를 온 국민이 떠안고 그 원인 제공자에게 

피해 보상도 못 받을 통탄할 처지가 된 것이다. 그냥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나 보고 이 어리석

은 일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하는지….  

[붙임] 코로나가 퍼져 외출과 모임도 못하여 전시회를 즐겨 가던 사람들이 거동을 삼가게 

되었다. 필자도 100여 개 국가를 여행하며 큰 도시에 가게 되면 우선 미술관과 박물관부터 

찾던 즐거움을 빼앗겼다. 그래서 “패러디의 즐거움: 문자 ·미술 감상 상(上)의 독창적 상상

(high-concept)”이라는 블로그 http://blog.naver.com/sangoak33을 만들어 보았으니 대상

(代償)의 간식으로 조금씩 토막 열어 즐기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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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범 선생님과의 인연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이상억

전상범(1934~2021) 선생님과는 여러 차례 인연이 엮여 돌이켜 보고 싶은 많은 추억이 수

북이 떠오른다. 폐 끼치기 싫어하시는 본인께서는 추도문도 쓰지 말라 하셨다니, 겪었던 일

이 생각나는 대로 그냥 수상문(隨想文)을 적어 보겠다. 이미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

org› wiki › 전상범’만 보아도 학력, 업적 등의 정보는 다 나와 있기에 여기서는 그 외의 내용

을 주로 담기로 한다.   

처음 뵈었던 때는 꼭 60년 전 경기고등학교(1959~1963 재직) 불어반 불어 선생님으로 등

장하신 깔끔한 인상의 선생님이셨다. 5·16 직후 군에 급히 입대하시게 된 원래의 불어 선생님 

빈자리를 영어 교사가 당당히 자원해서 담당하신 것이다. 평남 중화 태생이신 선생님은 평양

에서 러시아어도 공부하다 오셨다는 소문이 들렸고, 칠판 글씨가 너무도 가지런한 명필이라 

우리는 역시 반듯하게 잘 따르며 배웠다. 또 교사들도 출동하는 운동회에서는 늘 큰 키의 청

년 배구 선수로 두각을 나타내셨다. 당시 경기고는 교수 후보 대기소라 할 만해서 국어, 영어 

과목만 해도 이기문, 안병희, 이병건, 이어령, 신동욱 등의 쟁쟁한 서울대 졸업생들이 교무실

을 채우고 계셨었다.    

학부를 다닐 동안은 서울대 문리대와 사범대 교정이 달라 별로 뵙지를 못했지만, 대학원생

이 되면서 당시 서울대 어학연구소 조교로 근무할 동안 언어학 관계 학회의 많은 모임에서 

간간이 뵌 일이 있다. 그러다 1973년 인디아나 대학에서 좀 늦은 박사과정을 끝내 가실 때, 

나는 플부라이트 장학생 초기 오리엔테이션을 그 캠퍼스에서 받으러 가서 여름 두 달을 함께 

보냈다. 이때 이병건, 양동휘, 이정민 선생님들도 거기 몰려 계셨었다.  

하버드 ·일리노이 대학을 거쳐 1979년 언어학 박사가 되어 귀국을 하니 서울대가 관악으로 

통합되어 이전해 있었고, 나는 고려대학교에서 첫 번 교수직을 잘 시작했다가 1982년 서울대

로 옮겨 그 뒤 전 선생님을 교내에서도 쉽게 뵈었다. 1983년 2월에는 한국언어학회 산하에 

세분된 전공분야 학회를 두어야겠다는 부탁에 따라 현 한국음운론학회(The Phonology-

Morphology Circle of Korea)의 전신 음운론연구회(The Phonology Workshop) 창립을 주

도했다. 통사론 분야 다음번의 전문학회로 조직하면서, 처음에는 작년에 작고하신 은사 이기

문 교수님 등 국어학자들도 다수 참여하여 토대를 넓혀 주셨고, 전 선생님도 오래 기둥이 되

어 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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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훔볼트 팰로우로 독일에 갔다가 돌아와 본부 교무부처장을 맡게 되면서 음운론학

회를 계속 못 나가다가 1990년대부터 다시 나가니, 전 선생님께서 한영희 교수님과 함께 기

둥 역할을 해 주고 계셨었다. 비록 중간에 사정상 긴 결석은 했지만 학회 창립자로 무한한 애

정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원로 분들이 그지없이 고마울 뿐이었다. 매번 강독에서 가장 적절

한 코멘트를 해 주셨고, 그런 공부하는 학자의 자세를 우리는 보고 배우며 자란 것이다. 전 

선생님은 일 처리를 반듯하게 하시는 평판에 수능 학력고사 출제위원장도 몇 해씩 맡으셨다. 

그때 젊은 교수들이 함께 애쓰며 합숙한 기억들이 많을 것이다. 나는 특히 교무부처장으로서 

연중 한 달간 합숙하며 출제 채점을 총괄하는 책임자였기에 이렇게 긴장과 엄정을 기하는 일

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았는데, 아무 탈 없이 매끈하게 위원장 일을 여러 번 즐거이 해내신 

것을 감탄할 뿐이다.   

전 선생님은 모르는 사이 꽤 두꺼운 책들을 집필하거나 번역해 내셔서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을 낙으로 삼으시는 분이셨다. 이런 일도 아무나 흉내 내지 못할 수준과 분량의 업

적이었다. 또 나는 국어학자로서 전 선생님 박사 논문 중의 국어 자료 부분을 참고하면서 내 

박사 논문을 1979년에 마쳤던 기억이 있고, 그 뒤에도 국어에 대한 고견을 많이 내주신 것을 

감사히 생각한다. 요즘은 영어나 다른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자들이 배운 이론을 국어에 적용

해 보는 노력을 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선배님들의 족적을 살펴 본받아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전 선생님께서 이제는 편히 쉬시면서 해 놓으신 많은 연구 업적을 책장에 놓고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부인 박희진 교수님도 제 처의 이화여고 영어 

선생님을 하셨었다니 겹으로 제자가 된 처지라 이렇게 글이라도 올려 위로를 드리고 싶다.  

[음운론학회(www.phonology.or.kr/xe/download/5826)를 접속하여 첨부 파일을 열면 한

국음운론학회 초기 통지문 #8에 전상범 교수 등의 강독 활동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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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출판부와 맺지 못한 아쉬운 인연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명예교수  김효철

1963년 봄 대학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여름이었는데 지도교수이신 임상전 교수

의 명을 받아 학회 서류를 전달하는 심부름한 것이 인연이 되어 학회에 입회원서를 제출하였

고 가을에 학회 정회원이 되었다. 정회원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학회 이사회 뒷자리에서 

지도교수의 명을 받아 회의 기록을 맡았던 것이 대한조선학회의 역사를 알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다. 대한조선학회는 1964년 가을에 대한조선학회지 창간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었다. 자

연스럽게 학회지 창간과정에 참여하였고 1965년 연말까지 편집 간사 역할을 하였기에 출판 

업무를 조금씩 알게 되었다.   

1966년 봄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산업체에 취업하였으나 1968년 봄 조선공학과와 항

공공학과가 분리되며 조선공학과 조교 자리에 응모할 기회가 주어져 대학으로 되돌아와 그

해 가을학기에 유급조교로 발령받았다. 1969년부터는 다시 학회지 편집 간사업무를 맡아 매

년 봄과 가을에 발간하는 학회지 발간업무에 참여했다. 1970년 전임강사발령을 받고 다음 해

부터 학회의 이사로 활동하였는데 1975년에는 편집 이사로 매년 2회 발간하고 있던 학회지

를 연간 4회로 증간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대한조선학회지 12권 2호

로부터 인쇄하여 발간하기 시작했다.

서울대학교 출판부가 있었던 동숭동 캠퍼스와 공릉동 캠퍼스 사이에는 출퇴근 시간에 통

근버스로 연결되고 있었으며 낮에는 정시로 운영하는 대학 내부의 행정서류 전달체계를 이

용할 수 있어 대학출판부와 출판 관련 문건 전달이 손쉬웠다. 이러한 편리 점이 있었으므로 

편집을 맡으며 학회지 인쇄를 서울대학교 출판부에 의뢰하였었다. 그뿐만 아니라 학회와 대

학출판부가 서로 협력하면 학술도서를 발간하는 외국대학출판부의 사례와 같이 학회는 물

론이고 출판부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대학출판부는 대한조선학

회지 인쇄는 단순히 주문에 따른 인쇄로 생각하는 듯했다.

학회 편집 이사로 선임되며 대학출판부와 협력하려 하였으나 1977년 가을 대한조선학회 

정기총회에서 사업 이사로 선임되며 편집 업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대학출판부는 대한조

선학회지 인쇄를 당연히 맡아야 하는 업무가 아닌 외부 학술단체의 단순한 인쇄용역으로 생

각하여 그해 연말에 대한조선학회지 14권 4호를 발간을 끝으로 인연이 끊어졌다. 오래도록 

대한조선학회지 편집을 맡으며 서울대학교 출판부와의 인연을 맺으려 하였는데 후임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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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새로운 출판사와 계약하여 대학출판부와 인연을 이어가지 못한 것이 첫 번째 아쉬움

이 되었다.   

1978년 학회의 사업 이사로 활동하던 시기에 일본조선학회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눈여겨 

살피다가 1983년에 “실제적 선박설계에 관한 국제회의(International Symposium on 

Practical Design of Ship and Mobile Units: PRADS)”를 대한조선학회와 공동개최하므로 아

시아지역을 조선기술의 중심으로 변모시키자고 제안했다. 이 행사 개최 후 한국의 조선기술

이 세계에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며 1995년에는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PRADS 회의를 다시 유

치하며 나는 조직위원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세계적으로 저명한 네덜란드 선박연구소 MARIN

의 소장이 흔쾌히 Secretary의 업무를 맡아 주었다.   

1995년에는 우리나라는 세계 제2의 조선국으로 자리 잡고 있었으며 PRADS 행사에는 선

박건조에 관심을 가지는 25개 국가로부터 30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PRADS 회의의 논

문집 발간을 다시금 서울대학교 출판부에 의뢰하려 했다. 하지만 대학출판부는 출판위원회

의 사업성 판단을 얻어야만 한다며 선 듯 출판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대한조선학회로서는 

행사 개최 일정을 늦출 수 없어 출판사를 결정해야만 했다. 얼마 후 대학출판부 출판위원회

가 출판을 승인하였으나 학회로서는 출판사와 체결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었던 것이 두 번

째의 아쉬움이 되었다.    

개인적으로 정년을 2년 정도 앞에 두고 2004년에 우리나라의 최근 조선기술 발전을 개관

하며 국내에서 건조한 우수한 선박을 소개하는 “한국의 배”라는 도서를 집필하기로 계획했

다. 한국에서 건조한 주요 선박의 종류를 결정하고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들을 중심으로 목차

와 분량을 결정하고 국내 주요 조선소의 활동과 조선소가 세계에 소개할만한 우수 선박건조

실적을 수집했다. 많은 조선소가 앞다투어 보내주는 실적자료를 균형을 이루며 정리하여 조

선소가 건조한 우수선박들을 소개해야 하였으므로 정형화된 원고 형식을 마련해야 했다. 나

름대로 생각하기로는 도서 출판을 대학출판부에 의뢰할 생각을 하였으므로 대학출판부에 

도서에 수록할 원고 형식에 관한 자문을 구했다. 당시 출판부장은 도서의 출판은 출판위원회

의 승인을 얻은 후 이루어지는 일이라며 대학출판부의 출판 절차에 관한 설명을 했다. 출판

위원회로서는 도서의 원고도 보지 않고 출판을 승인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도 함께 했다. 많

은 자료를 수록해야 하므로 원고 작성 전 도움이 필요하다 했으나 편집형식의 결정은 편집자

의 전문 영역이므로 집필자가 출판승인 전에 미리 형식을 걱정하지 말라는 의견을 굽히지 않

아 나름대로 원고 형식을 결정하고 원고를 정리했다.      

2006년 봄 38년을 근속하고 조선공학과에서 퇴임하며 이렇다 할 조선소조차 없던 조선 산

업이 세계선두 그룹으로 발전한 모습을 보이는 도서를 집필한 것이 개인적인 업적 위주로 문

집을 발간하기보다 뜻있는 일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조선 산업의 변천을 담아 한국 조선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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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발전을 조망하며 집필한 “한국의 배”라는 원고가 완성되어 갈수록 대학에서 퇴임하며 

남길 수 있는 작은 업적으로 평가되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대학출판부에서 인쇄하려면 출판

위원회의 출판승인에도 시간이 걸리리라 생각하여 대학출판부가 아닌 외부 출판사에 출판을 

의뢰한 것이 세 번째 아쉬움이 되었다.   

되돌아보면 조선공학 교육은 서울대학의 설립과 함께 시작하였고 조선 산업은 한국전쟁 

중 선박 수리로 시작했다. 4 ·19와 5 ·16을 거치며 산업을 정비하고 1960년대 중반에 비로소 

소형어선을 수출하였으며 1974년에 총톤수 20,000톤급 석유제품 운반선을 수출하였으니 대

학출판부에 학회지 인쇄를 의뢰하던 1976년은 세계 선박 시장에 진출한 초기였었다. 하지만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조선 산업은 세계선두에 나섰으며 조선기술도 발전하여 현재 대한조

선학회는 해외 저명 출판사와 협력하여 세계적으로 알려진 영문논문집을 발간하고 있어 대

학출판부와 이루지 못한 첫 번째 아쉬움이 더하여진다.   

1995년에 제6회 PRADS를 서울에서 개최한 이후 PRADS 회의는 3년마다 개최지를 전 세

계 주요 국가가 유치 개최하는 조선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회의로 자리 잡았다. 실제적 선박

설계에 관한 국제회의(International Symposium on Practical Design of Ship and Mobile 

Units: PRADS)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회의에서는 실질적인 조선기술의 성과를 다룬다

는 특징으로 논문집은 꾸준히 읽히고 있어 2021년 8월에도 1995년에 개최한 PRADS 행사의 

발표 논문의 판권사용승인 요청을 받았는데 출판위원회의 결정이 늦어 출판부에서 발간하지 

못한 두 번째 아쉬움을 더하게 한다. 

출판부에 원고조차 제출하지 못하였던 『한국의 배』는 지성사의 도움으로 2006년 2월 말에 

발간하였는데 2006년 가을 제24회 과학기술도서 출판협회 행사에서 과학기술부 장관 명의

로 시상하는 저술상으로 포상 받았으며 공학 도서로는 드물게 10,000권 이상을 인쇄하는 실

적을 올렸다. 조선 분야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일이었기에 판권을 학회에 이양하였으며 현재 

대한조선학회는 후속하여 개정판을 계획하고 있다. 지금은 새롭게 개편된 서울대학교 출판

문화원에 출판을 요청할 수 없으나 조선공학 관련 도서는 출판문화원의 분류 대상조차 아니

라는 것을 알게 되어 지난날 인연을 맺지 못한 것이 세 번째 아쉬움으로 더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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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시절의 나의 사회경험: 신문팔이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명예교수  임창윤

필자가 초등학교 6학년 12살 때의 일이다. 1950년 9월 28일 서울이 공산치하에서 수복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의 일이다. 그 당시 6 ·25 사변으로 우리 집은 피난을 못 가고 북한 

공산군 치하에서 3개월 동안 어려운 시기를 지냈다. 아버지께서는 개인 사업을 하셨는데 

6 ·25가 끝나고 9 ·28 수복이 되었어도 아버지 사업은 여의치 않아서 우리 집 생활은 극도로 

열악하여 하루를 이어나갈 끼니가 걱정되었을 정도로 궁핍하였었다. 학교는 아직 휴교가 되

어 집에서 놀던 때이다. 그런데 어느 날 나보다 한 살 위인 외사촌 형이 신문팔이를 나가는 

것을 보고 나도 신문팔이를 하겠다고 어머니로부터 얼마의 돈을 타 갖고 외사촌 형을 따라 

나섰다.   

지금은 볼 수 없지만 한 40~50여 년 전까지도 신문팔이 아이들이 거리를 누비며 신문을 판

매한 기억이 난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좋아지고 사회가 안정되

면서 정부에서 이런 어린이들의 경제 전선에서의 활동을 못하게 법으로 금지하게 되었기 때

문에 신문팔이 소년들이나 구두닦이 소년들이 거리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외사촌 형을 따라간 곳이 경향신문사였다. 지금은 경향신문사가 중구 정동에 있지만, 1950

년 그 당시는 경향신문사가 지금 중구 소공동 미도파 백화점 옆 조선호텔 길 건너편에 위치

하고 있었다.   

나는 언젠가 동네 아이들을 따라 미도파 백화점 옆 경향신문사 건물 뒤편에 비행기 공습으

로 폭격을 맞은 건물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쓸 만한 물건들을 주우러 갔던 기억이 있어 경향

신문사 가는 길은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우리 집은 중구 필동 3가 남산 밑이었다. 그리

고 나는 일요일마다 명동 성당에 다녔기 때문에 명동거리를 지나 이 미도파 백화점 가는 길

은 낯설지 않은 길이었다.  

신문사에 도착하자 나는 외사촌 형이 하라는 대로 먼저 신문사 현관 옆 창구에서 번호표

를 받았다. 석간신문을 구매하려면 먼저 번호표를 타고 기다리다가 신문이 인쇄되어 나오면 

번호순서대로 원하는 부수만큼 돈을 내고 신문을 받아가지고 거리로 팔러 나서야 했다.  

오전 11시경에 신문사에 도착하여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면 오후 2시 30분경이 되어서야 

신문이 인쇄되어 나오게 된다. 그동안 신문을 기다리는 아이들은 점심도 안 먹고 신문사 앞

에서 기다려야 했다. 백여 명의 아이들이 신문사 근처를 배회하며 신문이 나오기를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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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앞의 거리 건너편에는 조선호텔 담을 끼고 이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노점상들이 쭉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다. 호떡장수, 엿장수, 땅콩장수, 오징어장수, 군고구마장수 등 여

러 가지 간식거리를 파는 장사꾼들이 담을 등에 대고 인도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이 아이들

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었다. 그 당시 떡볶이장수는 없었던 것 같다.  

그중에서도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은 양철판 위에 설탕을 녹여 부어 어느 정도 

굳으면 여기에 붕어나 새 모양 또는 별 모양으로 만든 도장을 찍어 자국을 낸 설탕 뽑기 장

사였다. 이 설탕판에 새겨진 붕어나 새 모양의 그림이 찍힌 이 네모난 설탕판을 아이들이 돈

을 주고 사서 이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혓바닥으로 핥아서 붕어나 새를 하나도 파손하

지 않고 뜯어내면 아저씨가 다시 한 개를 더 주는 일종의 뽑기 장사이다. 아이들에게는 이것

이 가장 인기 있는 장사였다. 이 장사꾼들도 이들 코흘리개 신문팔이 아이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하루 끼니를 마련하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제비 뽑는 놀이를 할 돈이 없었고, 또 나도 어지간한 구두쇠라 남이 하는 것을 

보고 즐겼지 하지 않았다.  

때는 10월 중순을 지나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 이런 놀이를 하지 않는 아이들은 조

선호텔 돌담 벽 밑에 쪼그리고 앉아 햇볕을 쬐며 신문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저편 신문사 입구에서 아이들이 신문 배급을 받는 모습을 보고 

나도 뛰어가서 내 번호를 부를 때를 기다리다 내 번호가 불리면 돈을 지불한 후 신문을 받았

다. 이 신문을 받으면 곧 바로 내가 미리 마음으로 설정한 경로를 따라 뜀박질을 하며 신문을 

팔아야 한다.   

그때가 오후 4시 30분경이다. 시간이 없다. 10월에 들어서면서 해가 짧아졌기 때문에 곧 날

이 저문다. 나는 신문을 받자마자 을지로 입구를 지나 종로통으로 뛰기 시작했다. “내일 아침 

경향신문. 내일 아침 경향신문” 하면서.    

그 당시 신문 판매는 비교적 잘 되던 때이다. 국군이 북진을 하면서 전황이 날마다 변하고 

“오늘은 평양을 탈환했다.” 또 다음 날은 “압록강 변 혜산진에 국군이 도달 했다” 하는 전황

이 날로 보고되는 때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신문 기사에 대한 관심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나는 달리는 경로를 을지로 입구를 지나 화신 앞 종로통을 지나 동대문 쪽으로 방향을 잡

고 동대문 앞에서 장충동을 지나 다시 우리 집 필동으로 돌아가기로 주행 코스로 정하고 달

렸다.   

그런데 지금도 신기하게 생각되는 것이, 내가 겨우 초등학교 6학년 12살 나이인데 그 당시 

내가 지나갈 코스를 그렇게 정하고 달렸으니 말이다. 그리고 그 거리가 그렇게 짧은 거리가 

아니다. 성인이 보통 걸음걸이로 걸어도 먼 거리이다. 그 거리를 “내일 아침 경향신문” 하면

서  달렸으니 참 신기하다. 내가 그 당시 그 서울거리를 늘 지나다닌 길도 아닌데, 그러한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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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정하고 달렸으니 말이다. 어린 나이에 안 가 본 길을 걷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참 지금 생각하여도 신기하다. 하긴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외삼촌이 장춘단 공원 근처에서 

아이스크림 장사를 할 때에 필동에서 남산을 넘어 가끔 점심 도시락을 가져다 드리곤 해서 

장충단 길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신문 뭉치를 허리춤에 끼고 을지로 입구를 지나 종로를 지나면서 여러 장의 신문을 팔았

다. 나는 종로 종각을 돌아 동대문을 향하여 최대한 속력을 내서 뛰었다. 그동안에 몇 장이 

팔리니까 뛰면서도 계속하면 다 팔릴 것 같다는 자신감도 들었다.  

계속하여 나는 “내일 아침 경향신문” 하며 달리고 있는데, 종로 2가인가 3가의 탑골공원 

못 미쳐서 어느 가방 상점 앞에서 “얘! 신문” 하고 부르는 손님이 있어 뛰던 걸음을 멈추고 손

님께로 달려가 “신문 드려요?” 하고 신문 한 장을 건네 드렸다. 그 아저씨는 신문을 받아 신

문을 펼쳐 보면서 나에게 돈을 줄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하여 신문 4면을 다 읽고 있는 것이

다. 나는 재촉했다. “아저씨 돈 주세요” 하니까, 그 가게 주인아저씨는 “야 인마 가만 있어, 왜 

재촉이야” 하며 오히려 나에게 핀잔을 주는 것이다. 그 아저씨의 나이는 지금 생각하면 한 삼

사십 되는 것으로 기억된다. 나는 빨리 달려야 신문 한 장이라도 더 팔 수 있는데 이 아저씨

가 신문 값 계산은 안 하고 신문만 보고 있는 것이다. 참 안타까웠다. 그 사이에 한두 명의 신

문팔이 아이들이 내 앞을 지나갔다. 남들보다 앞질러 가야 신문 한 장이라도 더 팔 터인데 다

른 아이들이 내 앞을 지나가버리면 내가 팔 기회가 그만큼 적어지게 되기 때문에 마음이 조

급해 진다. 초조하다! 그런데 이 아저씨는 내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신문만 본다. 나

는 계속하여 재촉했다. “아저씨 저 빨리 가야 신문을 더 팔 수 있어요. 신문 값부터 먼저 주세

요.” 하고 재촉하니 그 아저씨는 나에게 “야! 인마 가져가!” 하고 신문을 나에게 던지는 것이

었다. 신문 값은 주지도 않고!    

신문 장사를 처음 나왔으니 경험이 없어 약만 오르지 어찌 할 바를 몰랐다. 장사를 해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것 같다. 이런 어린이 앞에서 얌체 짓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 신문 파

는 아이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달려서 신문 한 장이라도 더 팔아야 하는데 이 아저씨는 일각

이 여삼추인 거리의 신문팔이 아이를 붙잡아 놓고, 신문 값은 주지도 않고 공짜로 신문을 다 

본 후에 되돌려주니. 참!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 경험했다.  

그래도 동대문까지 가면서 절반 이상 팔았다. 시간은 벌써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지기 시작

했다. 그러나 이 신문을 다 팔지 못하고 오늘 밤을 넘기면 이 신문들은 휴지조각으로 변하게 

되니 저녁 늦게라도 이 신문들을 다 팔아야 한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하여 “내일 아침 

경향신문”을 외치며 동대문을 지나 을지로 6가를 거쳐 장충동, 신당동으로 빠져 나갔다.

동대문을 지날 때는 을지로 6가와 서울 운동장 일대가 모두 전쟁으로 파괴되고 불타서 허

허 벌판이라 집도 없었다. 충무로 6가와 청구동, 장충동, 신당동에 와서야 집들이 있고 전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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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비치기 시작했다.  

신당동 고개를 넘어 지금 장충체육관(그 당시는 장충체육관은 없었고 일반 가정집들이 있

었다) 앞을 지나 장충단 공원을 거쳐 집으로 되돌아오는 도중 어느 일본 집 관사(일본 관리

들이 살던 집, 집이 크고 대문도 약간 코발트색임)에서 대문을 열고 아가씨가 “신문!” 하며 부

르는 소리에 반가워서 뛰어가 신문 한 장을 팔고 나니 신문 여섯 장이 남았다. 

그 당시 전쟁을 치른 도시여서 그런지 해가 지면 거리에 인적이 드물었다. 또 지금처럼 지

나가는 자동차도 없고, 물론 가로등도 없는 암흑거리였다. 나는 캄캄한 밤거리를 계속하여 

“내일 아침 경향신문”을 외치며 지금 앰버서더 호텔 뒷골목을 지나 충무로 5가를 거쳐 필동 

파출소 앞을 지나 우리 집 동네 어귀까지 오며 “내일 아침 경향신문” 하며 외쳤을 때 저 위에

서 “창윤이니?” 하며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형님의 목소리다. 형님이 동생이 걱정이 

되어 동생을 찾아 나온 것이었다.  

이 늦은 시간에 저녁도 안 먹고 신문을 팔려고 거리를 헤매는 동생이 걱정이 되었던 모양

이다. 부모님들도 어린 자식이 몇 푼 벌어 보겠다고 그 늦은 밤거리를 헤매는 것이 안쓰러웠

을 것이다. 내가 이 나이에 자식을 둔 아버지로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아도 측은하고 안

쓰러웠을 것이다.    

이 신문을 팔아야 몇 푼 남지 않는다. 아주 이문이 박한 장사이다. 그날 못다 판 여섯 장의 

신문은 휴지로 버리고, 그날 나의 신문장사는 겨우 본전을 찾는 데 그쳤다.  

그런데 앞에서의 그 종로통에서 만난 아저씨는 그렇게 이문이 적은 신문팔이 어린아이의 

속사정도 모르고 팔아 주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오래 물고 늘어져 애를 먹였으니 세상에는 이

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다.  

모든 행동은 다 목적이 있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행동을 하여야 한다. 어

디 그 아저씨처럼 상식이 없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어린아이라고 얕잡아 보고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어린아이도 사람이다. 미물이 아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이런 작은 행동에서도 지켜져야 하는데 그런 것이 우리 사회에 좀 

부족하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 당시 어린 내 마음이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아직까

지도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일을 기억하고 있을까? 이러한 나의 초년 시절의 사회경험이 

나에게는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나의 처신에도 많은 지침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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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연구 Technische Universität Dresden   
방문기행 (2) 

공과대학 항공우주공학과 명예교수  정인석 

머리말   

본인은 음속의 열배 이상 빠르게 비행하는 (Mach No > 10) 극초음속 항공기의 추진기관

으로 유력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 초음속연소 램제트(Scramjet, Supersonic combustion 

ramjet) 엔진에 대한 연구를 제1차적인 주 연구 주제로 삼고 1990년대 초기부터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왔는데, 일본 동경대학 항공우주학과와의 공동연구, 상호방문 협력사업 등에 병행

하여 초소형 인공위성(CubeSat)의 개발연구도 2010년경부터 부차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2011년에 유럽국제공동연구의 일환인 EU-FP7에 선정된 벨기에 The von 

Karman Institute for Fluid Dynamics에서 주도한 QB50이라는 초소형 인공위성50기를 동시

에 지구 400Km 고도의 저궤도에 진입하고 지구 저층우주 특성을 동시 계측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또한 매우 재수 좋게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EU Framework 참여 연구자에게만 

제공되는 연구비도 2012년부터 3년간 혜택을 받게 되고, 서울대학교 본부에서 지원하였던 

연구기기 확충사업으로 우주환경 시험설비 구축지원도 받아서, 국내 대학으로는 유일하게 

열진공챔버(Thermal Vacuum Chamber), 진동가진기(Vibration Shaker), 열주기 시험챔버

(Thermal Cycle Chamber), 충격시험기(Impact Tester)를 갖추게 되었다. 2012년부터 이 

QB50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서울대학교 최초의 초소형 인공위성 SNUSAT-1, 1-b 2기를 개발, 

제작하고, 2017년 5월 25일(SNUSAT-1b호), 26일(SNUSAT-1호)에 국제우주정거장

(International Space Station, ISS)으로부터 고도 400km 지구저궤도에 진입하고, 약 2년간 

FIPEX 활성산소원자 농도계측을 하고, 2019년 3월 14일(SNUSAT-1호), 31일(SNUSAT-1b호)

에는 지구로 재진입하며 전소했다. 이 초소형 인공위성에는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QB50KR02 SNUSAT-1, 서울대학교, 한국연구재단, 과기부, 태극기가 각인되어 있는데, 다른 

내용은 벨기에의 startup 회사가 의뢰한 광고문구들이었다. 우주에 발사되는 인공위성에 광

고를 하는 사업의 일례였다. 오른쪽 사진 위성두부의 2개의 꼭지가 활성산소원자 농도를 계

측하는 FIPEX였다. 그리고 다시 지난 2015년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최하였던 제2회 

큐브위성 경연대회에 본 연구실에서 제안한 조기관측 임무의 큐브위성이 선정되어 3U(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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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cm×10cm 크기) 큐브위성 SNUSAT-2를 설계, 제작하는 중에 우주카메라와 전기추력 

자세제어기는 국제공동연구로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우주카메라는 일본 동경과학대학

의 Kimura 교수 연구실(2대의 우주카메라 설계, 제작, 운영 경험이 있는바)과 우리 임무에 적

합한 고배율 우주카메라를 공동 개발하는 국제공동 연구협약을 했다. 전기추력 자세제어기

는 독일 Dresden공과대학(Technische Universität Dresden) 항공우주연구원(Institut für 

Luft- und Raumfarttechnik, ilr)의 Tajmar Martin 교수 연구실(이전의 QB50 프로그램에서 

SNUSAT-1, -1b에 탑재하였던 FIPEX를 제작한 경험이 있는바)과 FEEP(Field Emission 

Electric Propulsion) 추력기 2기를 공동 개발하는 국제공동 연구협약을 체결했다. 2016년에 

독일에서 제1차 시험을 하고, 여름에는 우리 서울대학교의 큐브위성 연구센터에 설치되어 있

는 우주열진공챔버에서 제2차 시험을 수행하여 성능을 충분히 검증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추

진제로 사용하는 Gallium 고체를 추력기에 충진하고 추력기와 운영 전기회로 보드를 인수하

기 위하여 Dresden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했다.   

SNUSAT-1, -1b, SNUSAT-2의 제작, 발사, 운영 성과  

본 연구실에서 개발한 SNUSAT-1, -1b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임무를 종료하고, 2019년 3월 

중에 지구로 재진입하며 전소했다. 이 2U 큐브위성 SNUSAT-1 series는 우주임무 중에 소위 

말하여 주 임무 컴퓨터(main CPU)가 Latchup Shock 상태에 빠져 1여 년간 우주임무가 중단

된 바가 있었다. 이는 고에너지 우주방사선의 영향일 것으로 판단되어 당시 개발을 주도하고 

현재 Nagoya대학에서 특임조교수로 또 다른 초소형 인공위성을 개발하고 있는 박지현 조교

수가 일본국립연구소에서 Synchrotron 가속기로 고에너지 우주방사선을 투사하여 이 

SNUSAT-1 series에 사용되었던 OBC(On Board Computer)의 고에너지 우주방사선에 대한 

<그림 1> SNUSAT-1(좌), SNUSAT-1b(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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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ynchrotron 가속기 전경(좌)과 SNUSAT-1 Series OBC(우) 

<그림 3> SNUSAT-2의 개발모듈, 수신된 

위성신호 Waterfall  

내성특성을 조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 결과를 잘 

분석하여 향후 국내에서 개발하는 타 초소형 인공

위성의 OBC 개발 시에 우주방사선에 대한 내성특

성 증진에 대한 자료를 제시할 예정이다. <그림 2>

에 일본국립연구소에서 운영하는 Synchrotron 가

속기와 SNUSAT-1 series에 사용되었던 OBC를 나

타낸다. SNUSAT-2 초소형 인공위성은 한국 시간 

2018년 12월 4일 새벽에 LA 북쪽에 있는 Vandenburg 

미공군 발사장에서 Space-X Falcon9 발사체로 발

사되어 정상궤도인 원지점 600km, 근지점 580km

인 약간 타원궤도에 안착하여 12월 7일부터 위성신

호를 수신하고, 12월 10일부터 안전모드로 위성초

기 운영을 수행하며, 관심지역 조기관측 임무수행

을 준비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위성신호를 수신하고 있다.   

<그림 3>에는 발사 준비된 SNUSAT-2와 지상국에서 수신된 waterfall 형식의 신호를 나타

낸다. 현재까지 이 Waterfall 형식의 신호와 16진법의 신호를 수신하고, 본 연구실에서 작성하

였던 decoding software로 해독하여 계측자료를 최종수록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Eisenach, Bamberg 관광  

독일 Dresden공과대학(Technische Universität Dresden)의 항공우주연구원(ILR)과의 국

제공동 개발연구 주 업무가 완료되어 여유시간 동안에 Dresden 시내 중심부를 둘러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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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sden에 대한 이야기는 2020년 회보에 게재하였으며, 독일 종교개혁가 Martin Luther가 

당시 부패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면벌부, 대사)를 대량으로 판매하는 오류를 지적하

고 교회를 개혁(종교개혁)하기 위하여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그 교회 문에 95개조 반

박문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시작이 되는 날로 종교개혁 500

주년 기념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준비되고 있었고, Martin Luther가 피신하여 그리스어 신약

성서를 독일어 신약성서로 번역 집필하였던 Eisenach의 Wartburg 성을 둘러보기로 했다. 이

때는 기념일을 행사하지 않는 독일의 모든 주들에서도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2017년 10월 31

일은 독일에서 합법적으로 공휴일로 선포되었다. 나도 이날을 생각하기 위하여 50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Martin Luther와 Bach의 기념관들이 같이 있는 Eisenach를 들렀고, 중세마을 

Bamberg도 흥미 있는 곳이어서, 귀국길에 보기로 했다. 몇 번 독일을 여행하면서 느낀 것인

데 베를린,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드레스덴 등과 같은 대도시, 공업지역, 연구중심지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의 대대적인 항공폭격으로 무참하게 파괴되었으나, 종전 이후

<그림 4> 상단 좌측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Lutherhaus, Bachhaus, Luther 동상, Wartburg 성과 Luther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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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대적인 복원사업으로 예전의 원형을 많이 복구하였지만, 조그만 시골마을이나 산간마

을 등은 아무런 전쟁피해를 입지 않고 오랜 옛날의 모습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향수를 불러일

으키는 곳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Göttingen 인근의 산골마을 Wernigerode에

도 중세기의 독일식 Half Timber House들이 줄지어 있는데, 폭격 이후에 귀환하던 연합군 

폭격기가 어쩌다 기계고장으로 폭탄이 한 발 투하된 것이 가장 큰 전화였다고 할 정도로 아

무런 전쟁피해를 입지 않아, 지금은 Hartz 산간지방에 있는 중세기 마을과 Wernigerode 성, 

동독시절의 항공박물관 등을 묶어서, 훌륭한 관광지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Eisenach나 Bamberg도 비슷한 환경이어서, 볼거리가 제법 있을 것으로 믿고 방문한 것이었

다. 먼저 Eisenach를 들렀는데, 렌터카를 주차하는 것 때문에 시내 한가운데의 약국에 들렀

지만 영어는 잘 통하지 않고, 그런데 이곳에서 가장 고급호텔인 Hotel Kaiserhof 앞에 무료 

공공주차장이 있어 이곳에 주차하고는 Markt Plaz에서 Luther의 동상을 감상하고, 구 시청 

광장에 들러서 시청 구경도 하고, 1521년에 Luther가 연설하였던 게오르크 교회(Pfarrkirche 

St. Georg)도 들르고, 다시 근처의 Lutherhaus도 구경했다. 항상 느끼는 바이지만, 이런 집들

이 예상보다는 그 크기가 제법 큰데 (말하자면 Luther도 중류 이상의 풍족한 생활을 영위했

다는 의미이니,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청빈한 신부님과는 다른 느낌을 전해 주는 것은 나만의 

감성인지?) 항상 의문을 가졌다. 조금 더 걸어 들어가서, Bach가 젊은 시절을 보낸 Bachhaus

와 기념관, 동상을 보게 되었다. 단지 Luther와 Bach만으로 유명하게 된 소도시인가 하였더

니,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강제노동으로 BMW 항공기 엔진을 생산하였고, 종전 후 동독시

절에는 EMW(Eisenacher Motorenwerk)로 개칭되어, 소위 동독의 Mercedes였던 Wartburg

를 생산했다. 동서독이 통일된 이후에는 Opel로 합병되어 자동차 생산도시로 태어났었다. 이

<그림 5> 작은 베니스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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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은 Martin Luther의 족적을 따라서 방문한 것이었기에 Martin Luther가 피신하여 그리스어 

신약성서를 독일어 신약성서로 번역 집필하였던 410m 산 정상에 있는 Wartburg 성을 방문

하여 Luther의 방도 보고, 성도 내부를 잘 둘러보았다. 이 성은 잘 보존된 중세의 건축물이어

서 1999년에 UNESCO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잘 보존된 중세마을은 언제 보아도 흥미롭고, 또 푸근한 기분도 느낄 수 있어서, 그 주위에 

있는 Bamberg를 방문하여 하룻저녁을 숙박하며 시내관광도 하고, 독일 현지인들과 세상 사

는 이야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이곳도 구시가에는 목조건물인 Half Timber 

House들이 줄지어 있고, 조그만 강가에는 목가적인 풍경이 나란히 펼쳐져 있어서, 독일의 작

은 베니스라고 불린다고 한다. 언덕 위에는 성당이 선제후(選帝侯) 궁전과 같이 멋있게 자리 

<그림 6> 상단 좌측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Goulash 스프, 구 시청 건물 1층 다리, 강가와 중지도를 연결한 

구 시청 건물, 성당 건물 Bamberger Dom St. Peter und St. G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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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고 있었다. 독일의 작은 마을에는 언제나 그 마을 특유의 구 시청 건물을 보면서 멋있는 건

물을 보는 것으로 즐겼는데, 이곳은 시내를 가로질러서 흘러가는 강에 구 시청 1층은 다리를 

겸하여 축조되어 있어 그 자태가 더욱 흥미롭게 느껴졌다. 사실은 이 강을 통하여 수상 운수

하는 물류선박의 통행세를 이 시청에서 징수하려고, 시청이 여기에 들어섰는데, 지금은 아주 

좋은 관광지로 변신한 것이었다. 이 구 시청을 중심으로 중세의 건물들이 줄지어 있고, 호텔, 

식당, 카페들이 있어서, 시내관광을 마치고, 작은 식당에서 동네 맥주와 포도주, 그리고 굴라

쉬(Goulash) 스프와 이 동네 생산 소시지를 저녁으로 즐겨 보았다. 이 작은 중세마을에는 동

양인이 찾아오는 일이 별로 없었는지 내가 신기하게 보이는 듯 보였다. 동네 맥주집에서는 

Nürnberg 관광을 하고 Bamberg 친구를 찾아온 내 나이 비슷한 독일 부부와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하며 저녁 늦게까지 동네사람들과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독일이 제

1차, 제2차 세계대전에 연이어 패배하며 국토도 많이 황폐해지고, 정치적으로도 불편을 겪었

지만, 역시나 특유의 근면성으로 모든 방면에서 완전히 복구하여, 지금 보면 너무나 평화롭

고 풍족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나도 흥미가 많았는데, 오히려 독일인들이 

우리들 한국에 더욱 흥미가 많은 것 같다는 인상도 많이 받았다. 한국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서 한국의 발전상에 대해서도 깊이 탄복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어서 내 마음속으로

는 내심 흐뭇하였지요.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다른 독일의 자그마한 중세도시를 방문하여 

보자고 마음을 먹고는 귀국 항공기편 시간에 맞추어 무제한 주행속도를 즐기는 Autobahn을 

달려서 Frankfurt 공항으로 직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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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식당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명예교수  우한용

정년을 한다니까 이런 저런 말들이 많았다. 문용상(文龍翔) 교수의 경우도 그랬다. 평소에 

그저 지나다가 마주치면 인사하는 정도 친분을 유지하던 이들도 한마디씩 거들었다. 그러나 

잘 알아듣고 속에 새길 만한 이야기는 별로 없었다. 대개 지나가는 말이거나, 나 그래도 당신

한테 관심 있었어 하는 표정이었다. 그런 인사치레라도 해주는 게 인정이거니, 과히 싫지 않

았다. 

오피스텔은 장만했느냐, 용돈은 챙겨 두었느냐,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데 건강 잘 챙기라든

지 하는 이야기는 귀곁으로 흘러갔다. 귀에 들어와 박히는 한 마디가 있었다.

“거시기 빳빳할 때 늦둥이 하나 더 두소!” 선배 강한성 교수의 진지한 제안이었다. 강한성 

교수는 아들 딸 남매가 모두 미국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노년이 너무 썰렁하다고 한숨을 쉬

곤 했다. 거기다가 아내가 일찌감치 치매가 와서 요양병원에 있었다. 혼자 50평 아파트를 지

키면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면서 지냈다. 문용상 교수는 푸푸푸 웃고 말았지만, 한번 

해 보고 싶은 일이었다. 늦둥이 키우는 재미 쏠쏠하다면서 자랑을 늘어놓던 동창생의 말도 

떠올랐다. 잠시 헤아려 보았다. 65 + 20 = 85 아이가 대학 들어갈 때면 85세가 되었다. 거기다

가 10년 더 산다면 아이 장가들고 시집가는 건 확실히 볼 수 있을 듯했다.  

문용상 교수는 약속 장소까지 걸어서 갈 참이었다. 그런데 연구실에 두고 온 책 하나를 가

져와야 할 일이 있었다. 이탁오(李卓吾, 1527~1602)라는 사람이 쓴 <분서, 焚書>라는 책이었

다. 별스럽지 않은 내용이니 읽은 다음에는 불에 던져 버리라는 뜻으로 붙인 책이름이었다. 

내용이 별 쓸모가 없다면서 이렇게 큰 책을 쓴 이유가 무엇인가, 의문이 들기도 했다. 문용상 

교수는 자신도 모르게 ‘의문?’ 그렇게 속으로 뇌었다. 이어서 <이탁오 평전>의 저자들이 인용

한 구절이 떠올랐다. (p.256)  

“배우는 사람이 의문을 품지 않으면 이를 큰 병통이라고 한다. 의문이 있어야 그걸 깨트리

게 된다. 그러므로 의문을 깨트리는 것이 곧 깨닫는 것이다.” 의문은 지적 욕심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문용상 교수는 성경 구절을 고쳐 읽고 있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하는 구절 앞에, “의문이 욕심을 낳고” 하는 한 구절을 붙여 

놓고 혼자 웃곤 했다. 결국 의문이 사망에 이르는 길로 뚫려 있는 셈이었다.   

관산대학에 근무하는 동안 문용상 교수는 의문을 가르쳤고, 학생들은 명쾌한 명제를 요구

단편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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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의문을 가르친다기보다는 의문을 가지는 방법을 방만하게 이야기한 셈이었다. 정년을 

앞두고 고쳐하기 어려운 일로 부각되는 게 있었다. 이제 겨우 알 만한데 가르칠 시간이 끝났

다는 이 모순된 상황이 안타까웠다. 관산대학에서 지나간 날들이 떠올랐다. 관산대학교 뒤에 

대학이 또 하나 있었다.  

이 동네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곤 한다. ‘낮에 관산대학에서 벌어서 밤에 낙성대학에서 

쓴다.’는 아재들의 농담이 그것이었다. 

관산대학교 후문으로 출퇴근을 하는 이들의 생활패턴이 그렇다. 낮에 관산대학에서 일해

서 벌고 밤에 낙성대학에서 한잔 걸치는 걸로 쓰는 식이었다. 쓴대야 쓰임이 그렇게 클 수가 

없다. 주인 친절한 모모한 식당에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는 게 고작이다. 좀 더 나아가면, 

입가심을 핑계대어 삼삼한 눈에 웃음 달고 다가오는 호프집에서 ‘위하여’를 외치는 정도이다. 

주로 동료와 학생들과 더불어 자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불은 대개 문용상 교수 몫이었다.

여하튼 ‘관산대’와 ‘낙성대’ 운을 맞춰 그런 아재개그를 만들었다. 소리야 같은 ‘대’라도 뜻

은 영판 달랐다. 관운산 아래 자리 잡은 대학이라고 관산대학교라 했다. 줄여서 ‘관산대(冠山

大)’가 되었다. 잘 아는 대로 고려 구국 영웅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낙성대는 한자로 ‘落星垈’

이다. 소리는 같되 뜻은 달랐다.

낙성대 입구. ‘샤로수길’이 시작하는 골목 한 블럭 들어간 모서리에 ‘달덕식당’이라는 골목

식당이 자리 잡고 있었다. 문용상 교수가 20년 이상 드나들어 정이 폭 든 식당이었다. 

문용상 교수가 정년을 3개월 앞둔 11월 중순 어느 날이었다. 그 날은 무릎이 쏙쏙 쑤셔서 

걷기가 불편했다. 교수산악회 멤버를 따라 지리산 등산을 갔다가, 삼도봉 근처에서 미끄러져 

무릎을 다친 게 낫지를 않았다. 2호선 전철 낙성대입구 역에서 마을버스를 탔다. 관산대로 들

어가는 마을버스 첫손님이었다. 버스에는 앞에 탄 손님이 없었다. 

“교수님 아직 정년 안 하셨어요?” 기사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아직요. 월급 서너 번은 더 받아야 나갑니다.” 문용상 교수가 대답했다. 

“그래도, 그거면 우리 월급 한 해 받는 폭은 되지요?” 문용상 교수는 멈칫했다. 

“저 여기서 내릴랍니다.” 낙성대 입구 정거장이었다.

“왜 학교 안에까지 안 들어가시고요?” 대답할 짬이 없었다.

버스정류장에서 내려 건너편 언덕에 자리 잡은 인헌초등학교를 한참 올려다보았다. 강감

찬(姜邯贊)의 시호가 인헌공(仁憲公)이었다. 생각해 보니 인헌중학교, 인헌고등학교도 인근

에 있었다.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란 말이 헛스럽게 생각되었다. 사람은 무엇인가 남기

고 이승을 떠나는 존재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름이었다. 물려받은 이름 문용상이 뒷사람들

에게 어떻게 기억될까. 정년을 하고 나면 잠시 입에 오르내리다가 서서히 잊혀질 이름이었다. 

나를 기억하는 남들이 있을 때까지만, 나는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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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남이 나를 존재하게 해 준다. 그런 점에서 남은 그저 남이 아니라 내 존재의 일부

인 셈이었다.

정년을 앞두고, 문용상 교수는 착잡했다. 정년을 한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아

직 서 있지 않았다. 인생사 중요한 일들은 문득문득 밀물처럼 밀려온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

들은 오피스텔 장만해서 연구소를 여네, 거처를 옮기네, 나아가 죽음을 준비한다는 이까지 

있는데, 자신은 그런 계획을 세울 짬이 없었다. 학교에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만으로도 버

거웠다. 

관산대학에서 근무하는 동안, 사람은 노는 물이 좋아야 한다는 생각을 거듭했다. 삶의 환

경이 삶의 양식을 규제한다는 생각이었다. 교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가운데 가장 의미있는 

게 학생들이었다. 학생은 교수에게 거울이며 동시에 등대와 같은 존재였다. 학생은 교수의 

이미지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교수가 바라보고 따라가는 일종의 등대 같은 존재였다. 

흔히들 그런 말을 한다. 교학상장(敎學相長)이라고. 그와 비슷한 말에 가르치는 것과 배우

는 것이 반반이라고 효학반(斅學半)이란 말을 하기도 한다. 나아가 후생가외(後生可畏)란 말

은 학생이 선생을 극복하고 선생보다 나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 쓴다. 선생이라면 누구나 아

는 일이다. 아무튼 학생들은 교수 자신의 거울이었다. 눈을 반짝이면서 교수를 바라보는 학

생들 앞에서 교수는 논리가 분명하고 사례가 확실한 강의를 해야 했다. 자신만만한 이야기를 

해야 학생들의 눈빛은 반짝였다. 논리가 안 서거나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

의 눈빛이 금방 희미해지곤 했다. 교수로서 자격을 의심받게 할 지경이었다.

문용상 교수는 어떤 시인의 시 구절을 패러디해서, 대학에서 ‘나를 키운 것은 팔 할이 학생

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어떤 시인은 이렇게 말했다. “누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눈을 들어 관운산을 바라보게 하라.” 그것은 관산대학교 학생들에게 조국의 미래가 걸려 있

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정년을 한다는 것은 삶의 환경을 바꾸는 일이었다. 그동안 강의를 듣

고 논문을 읽어주고 필드에 같이 나갔던 학생들과 결별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등으로 서늘한 바람이 지나갔다. 

달덕식당 출입문 위에는 <문용상 교수 정년퇴임 기념 모임>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

다. 우스운 일이었다. 달덕식당은 문은 열려 있었다. 날씨가 그렇게 차지 않아 환기를 할 겸해

서 문을 열어놓은 모양이었다. 달덕식당은 청국장을 끓이고 홍어찜을 해 내기도 하기 때문에 

실내 환기에 신경을 써야 했다. 한번은 홍어 좋아하는 선배와 만나 홍어회를 먹은 적이 있었

다. 기왕 홍어니 홍어탕도 먹자 해서 그러자 했다. 그날은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 일찍 들어가

야 하는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탔다. 

“손님 홍어 드셨습니까? 미안하지만 내려주세요.”   

“홍어 냄새가 그렇게 독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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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요, 여자 손님 다 도망갑니다.” 

택시에서 내리면서 옷자락을 들어 올려 냄새를 밭아 보았다.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울 지

경으로 냄새가 지독했다. 문용상 교수는 후각이 둔한 편이었다. 둔한 후각에 비하면, 보통 ‘향

기’라고 향수는 질색이었다. 향수보다는 땀 냄새가 더욱 부드럽게 다가왔다. 여러 형제들이 

한 방에서 뒹굴어 지내면서 자란 영향쯤으로 생각되었다. 지금의 아내와 첫 입맞춤이 있던 

날이었다. 숨 막히는 입맞춤 뒤에 문용상은 욕실에 들어가 입술을 씻었다. “자기 나 싫어하는 

거야?” 그렇게 토라져 돌아간 순영을 돌려놓는 데 꼬박 석 달이 걸렸다.   

같은 과 선배인 이사직 교수가 먼저 와 있었다. 다른 손님이 없어서 이사직 교수는 달덕식

당 주인아주머니 김월덕 여사와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손님들은 처음에는 ‘마담’ 어쩌구 하

다가, 어느 사이 여사라는 호칭을 쓰는 쪽으로 바뀌었다.   

“그림 좋습니다!”  

“어서 오시오. 지금 당신 흉보고 있던 중이요.”

“기왕이면 찐하게 보시지 그랬어요.”

“당신 제자들도 이집 달덕식당 단골손님이었다네.”

“저어그, 지영이 학생 지금 어느 대학에 있으요?”

“부산 남해대학에 취직이 되어 갔습니다.” 왜 그러느냐는 표정이 떠올랐다.

“욕심나는 젊은이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김월덕 여사의 딸이 꽃을 들고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욕심난

다’는 이야기는 당신 딸을 염두에 둔 게 확실했다. 이지영 학생과 같이 있을 때도 김월덕 여

사는 그런 눈치를 보였다. 자기 식당에 드나드는 손님을 사윗감으로 생각하지 말란 법은 없

었다. 그게 문용상의 감각이었다.   

생각해 보면,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는 환경 가운데 다른 하나는 동료들이었다.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생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뭇 컸다. 의견이 달라 갈등을 겪

어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평생 안 볼 사람처럼 대립하고 등 돌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작은 갈등들은 대개 선배들이 조정을 해 주었다. 그것은 갚을 길 없는 인복(人福)이

었다. 사람 사이라는 게 주고받는 관계에서 성립한다. 그런 점에서 문용상은 주기보다는 받

는 편이었다.   

“정년이란 말이 실감이 나시오?” 이사직 교수가 물었다. 문용상은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

저 고맙다는 말 말고는 아무런 답이 있을 까닭이 없었다.  

처음부터 작정이 있었다. 정년을 빌미로 하는 행사는 없는 거로 한다는 선언을 했던 터였

다. 학과에 그리고 대학에 부담 안 주기로 마음을 정한 뒤끝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자별하게 

지냈던 동료 선후배가 모이자고 하는 데는 끝까지 아니라고 고개 흔들기가 안 되었다.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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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속이는 것 같았다. 더구나 대학에 근무하는 동안 밥을 해결해 주었던 달덕식당에서 만나

자는 데는 손사래를 칠 수 없었다. ‘김월덕’ 여사와는 앞으로 만날 기회가 자주 없을 것 같아 

섭섭한 마음이 앞섰다. 문용상은 김월덕 여사와 이사직 교수가 이야기 주고받는 모양을 지켜

보고 있었다.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다리 부러졌을 때 도와준 은혜는 참말로 못 잊어라.”

그런 일이 있었다. 어느 봄날이었다. 이사직 교수가 무슨 새꼽맞은 입맛이 도졌는지 도다

리쑥국을 먹고 싶다고 했다. 한국의 봄은 남해바다를 건너서 온다. 내륙은 아직 눈발이 날릴 

때도 남해 바닷가에서는 동백이 피고 쑥이 잎을 내밀기 시작한다. 부지런한 아낙들이 쑥을 

뜯어오고 어부가 바다에서 건져 올린 도다리를 다듬어 앉히고 된장을 엷게 풀어 끓인 쑥국은 

봄의 향기로 가득했다. 제비꽃이 피고 쑥이 돋아나는, 꼭 그런 철, 이사직 교수는 통영에서 염

보연이란 아가씨를 만났다. 한국 해안지역 촌락 형성의 역사를 조사하기 위해 간 길이었다.

통영 우체국에 들렀을 때였다. 아내에게 엽서를 하나 보낼 작정으로 들른 우체국이었다. 

답사를 나오면 아내는 혼자 아이 둘 데리고 집을 지켜야 했다. 아내에게 미안했다. 엽서 한 

장 보내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게 일이었지만, 애틋한 정이 울컥 솟아나기도 하는 터였

다.거기 우체국에 유치환의 시 한 편이 액자에 표구되어 걸려 있었다. 그 앞에 포니테일 머리

를 한 아가씨가 서서 시를 읽고 있었다. 뒷모습이 아내의 뒷모습과 너무 닮아 보였다. 이사직

은 하마터면 아가씨를 뒤에서 담쑥 끌어안을 뻔했다.   

“선생님, 그렇게 불러도 되지요? 저어기, — 사랑하는 것은/ 사랑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나

니라. 저 구절 그대로 믿으세요?”  

“시인의 직설보다는,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훤히 내다뵈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그 한 구절이 더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 모르겠소.”  

“선생님은 누구를 사랑해본 적 있어요?”  

이사직은 자신도 모르게 크음 헛기침을 했다. 경계태세로 들어가는 중이었다. 거의 도발적

으로 물어오는 물음이 예사롭지 않았다.  

“엽서 쓰세요. 저도 엽서 쓸 사람이 있걸랑요.” 다도해 풍경이 인쇄된 예쁜 그림엽서를 건

네주면서 아가씨는 볼을 붉혔다.  

숱한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얼굴마다 즐겁고 슬픈 사연들이 묻어났다. 사람들은 꽃밭을 이

루었다. 아가씨의 볼이 양귀비꽃처럼 붉었다. 이사직은 아내에게 쓴 엽서를 우체통에 넣으면

서, 이게 이 세상에서 아내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생각을 했다. 

자발머리없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떠오른 생각이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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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도다리 쑥국 대접하고 싶어요.” 

아가씨는 이름이 염보연이라고 했다. 자기가 영혼을 바쳐 사랑한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다

른 여자와 짝을 맺어 고향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슬픔은 혼자 삭이는 겁니다. 자기 몫의 슬픔을 남에게 넘기지 마세요.”

“그게 잘 안돼요.”   

“내가 그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지요?”

“도다리 쑥국 맛있게 드시는 걸로 충분해요.”

염보연 아가씨는 술을 제법 했다. 도다리 쑥국을 안주해서 소주를 각일병씩 했다. 이사직

도 알딸딸하니 취기가 올라왔고, 염보연 아가씨도 볼과 목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선생님, 내가 선생님 따라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다리 쑥국 한 그릇으로?”

“시시해요.”

“나 본래 시시한 사람인데 어쩌지…?”

“잔인해요.” 

염보연 아가씨가 갑자기 울음을 터트렸다. 둘이는 이미 길가에 나와 있었다. 이러다가 망

신당하는 건 아닌가 싶었다. 그리고 함께 답사를 간 동료들이 모텔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사람인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우리 포도농장 하거든요. 포도 익을 때 오세요.” 염보연 아가씨는 주변은 아랑곳하지 않

고 노래를 불렀다. ‘산포도 익어가는 고향 산길에 산포도 따다 주던 산포도 처녀….’ 진정 못 

잊을 일이 있을까 하면서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이사직은 포장마차에서 혼자 소주를 한 병

을 더 마셨다. 뒷날 아침, 산포도 처녀가 그렇게 못 잊겠어? 동료들이 놀려댔다. 

그렇게 해서 봄이 오면 ‘도다리 쑥국’이 생각나곤 했다. 달덕식당의 김월덕 여사가 도다리 

쑥국 철이 되면 먼저 연락을 해왔다. 

“다리는 아직도 완쾌되지 않았습니까?” 문용상 교수가 절뚝거리면서 주방으로 들어가는 

김월덕 여사에게 물었다. 김월덕 여사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벌써 다섯 해가 되야 가는데, 삭신이 늙으면 어쩔 수 없는 모양인갑소.”  

“너무 빨라요, 세월이 말이지요.” 정년이 그렇게 빨리 닥칠 줄은 생각을 하지 못했다.  

“도다리 철 되면, 정년해도, 도다리 쑥국 드시러 오셔.” 이사직 교수가 문용상 교수를 흘금 

쳐다봤다. 김월덕 여사가 다리가 부러진 데는 그 도다리쑥국이 문제였다. 

봄비가 내린 다음날이었다. 이사직 교수는 연구실 창밖을 내다보았다. 관운산 산자락을 타

고 봄기운이 보얗게 아련한 추억처럼 피어올랐다. 문득 통영의 산포도 처녀 생각이 났다. 그

리고 누군가에게 편지라도 써야 하겠다는 생각이 안에서 솟아올랐다. 달덕식당에 전화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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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료 몇이서 갈 것이니 도다리 쑥국을 준비해 달라고 했다.   

“누구 보고자픈 사람 있는감만요.”

“봄을 타는 모양입니다. 내가.”

아무 일 없이 강의가 끝났다.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 문에 노크 소리가 났다. 뜻밖이

었다. 달덕식당 딸 연화가 문손잡이를 잡은 채 서 있었다.   

“어머니가, 어머니가….” 다급한 어투였다. 

“왜 무슨 일 있어요?” 자신의 사무적인 어투가, 분노조절을 과도하게 해온 뒤 끝에 생긴 언

어습관이었다. 학생들 가운데 몇은 이따금 속을 뒤집어 놓곤 했다. 학장은, 요새 학생들은 교

수 맘대로 혼내다가는 오히려 욕을 당한다면서 주의를 촉구하곤 했다.   

눈물을 훔쳐내면서 하는 이야기는 기실 간단했다. 어머니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알아보는 

병원마다 입원실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럴 때 아는 사람 누구 하나 의사 일을 하거나, 하다못

해 간호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왜 그러셨다는데…?”  

“도다리 사러 어시장에 갔다가….”

“저런!” 이사직 교수는 자신도 모르게 혀를 찼다. 

“내려가 있으면 내가 곧 따라 내려가도록 하지요.” 연화는 다소곳이 인사를 하고는, 죄송

하다면서 연구실을 나갔다. 

이사직 교수는 같은 학과에 강의를 나오는 고려향 박사에게 전화를 했다. 고박사의 남편이 

관산대학교병원 정형외과에 근무하고 있었다. 고려향 박사는 고려불교 연구가로 국내에서는 

손꼽는 학자였다. 아직 대학에 자리를 잡기 전이었다.  

“앰뷸런스 보낼테니 모시고 오랍니다.” 앰뷸런스에 실려 가면서 김월덕 여사는 보살 같은 

웃음을 지으면서, 문용상 교수 식사 걱정을 했다. 연화가 알아서 하겠지만…. 혼잣말이었다.    

김월덕 여사는 병원에서 두 주일이 지나고 퇴원을 했다. 퇴원하자마자 전화를 해서 사람들

을 불러 모았다. 부러진 다리 치료해준 고마움에 대한 답례로 자기가 한턱 쏘겠다는 것이었

다. 식당 주인도 남을 대접할 때는 다른 식당 손님이 된다는 게 낯설게만 느껴졌다. 

“인간은 모름지기 고마움 잊지 말아야, 그래야 인간이제. 아니 그렇단가요?” 

다른 손님 안 받기로 한 모양인지 인헌식당은 한가했다.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면서 이야

기 판이 벌어졌다. 연재연 교수는 시를 읊었고, 한일만 교수는 색소폰을 연주했다. 이사직 교

수는 ‘청포도 처녀’를 구성지게 불렀다.

“내 맴이 흐뭇하구만요.” 김월덕 여사는 보살처럼 웃었다. 젊었을 때는 얼굴이 꽤 고왔을 

거라고 한일만 교수는 생각했다. 어디서 어떤 인연을 쌓으며 살았을까, 한일만 교수는 그런 

생각을 했다. 후우 한숨을 쉬고는 ‘옥경이도 아닌데…’ 속으로 되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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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들 늦을까, 이사직 교수가 꿍덜거리고 있을 때, 한일만 교수가 색소폰 가방을 들고 들어

왔다. 

“구텐 타크!” 한일만 교수가 손을 흔들었다. 

“어머어, 한 교수님!” 연화가 쫓아나와 반갑게 인사를 했다. 자기 어머니와 동갑이라는 걸

로만 해서도 반가움과 존경심이 우러나는 모양이었다.

한일만 교수는 독일 유학파였다. 그 난삽하기 짝이 없는 토마스 만을 대상으로 논문을 구

상한 학문적 의지가 놀랍다고 칭찬들을 했다. 「토마스 만 작품의 표현매체로서의 인상학」이

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눈매가 매섭진 않으나 사람 보는 눈은 정확했다. 말은 짧고 

뜻은 웅숭깊었다.   

한일만 교수는 달덕식당 김월덕 여사와는 동갑이라는 걸 내세워 친밀함을 은근히 과시하

곤 했다. 한 교수는 정년 때 한번 멋지게 불겠다면서 색소폰 배우는 데 열을 올렸다. 이미자

의 ‘동백아가씨’를 제법 불 무렵 해서였다. 색소폰 연습에 무리가 되었는지, 와우관이 파열되

는 바람에 한동안 색소폰을 놓았던 적이 있었다. 동료들은 골뱅이 터진 양반이라고 종애를 

골리기도 했다. 한 교수는 독일 청소년문학을 주전공으로 가르쳤다. 한국에서는 청소년문학

이 불모지라면서 국문학하는 이들이 분발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하기도 했다.   

“문용상 교수, 정년하면 어떻게 지내실 건가?” 한일만 교수가 물었다. 

“준비를 한다고 돌아다니기는 했는데 아직은….” 특별히 할 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표정

이었다.   

물론 충청도 시골에 집을 하나 보아 두기는 했다. 시간 나는 대로 책 읽고 남는 시간은 텃

밭 가꾸면서 지낼 작정이었다. 오래전부터 꿈꾸어 오던 노년의 삶이었다. 하기는 젊은 시절 

울화 치미는 일이 많았다. 중국 근대화 과정에 지식청년들의 역할이 궁금했다. 그 주제를 학

위논문으로 제출했다. 

“지행합일을 하자면 몸이 받쳐 주어야 하느니.” 지도교수가 심사 끝나고 한 조언이었다. 소

화력이 약하고 신경이 과도하게 예민해지는 것을 느끼곤 했다. 현실적으로는 몸을 어떻게 다

스려야 하는지 확실한 방법이 떠오르는 게 없었다. 관산대학교에 자리를 잡게 되었을 때 가

장 먼저 대두되는 것이 ‘먹는 일’이었다. 도무지 자극적인 음식은 입에 댈 수가 없었다. 물론 

술은 가장 먼저 손을 저어야 하는 금물(禁物)이었다. 

그나마 정년까지 견딜 수 있게 해준 두 가지 지원이 있었다. 하나는 식사를 감당해준 달덕

식당 덕이었다. 달덕은 월덕이었고, 월덕은 불교적 상상력으로 말하자면 ‘월정(月精)’이나 다

름이 없었다. 다른 하나는 성격 깔깔하고 붙임성 없는 자신을 우호적으로 대해주는 동료들이

었다. 특히 달덕식당에 함께 드나드는 이들은 믿음과 우정을 함께 보여주는 확실한 우군友軍

이었다. 같은 과에 근무하던 선배 이사직 교수는 맏형처럼 든든하게 여러 모로 도와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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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하면 시간이 온통 내 것이야. 연구하고 강의하느라고 바빠서 못한 일들은 정년 후에 

차근차근 해나가소.” 이사직 교수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사직 교수는 토지제도사의 권위자였다. 이사직 교수는 가끔 그런 이야길 했다. 국사(國

事)를 논하면서 토지문제를 제쳐놓으면 말짱 헛소리야. 당신 이름답게 자신은 최소한 어느 

왕조의 사직(社稷)을 논하는 학자라고 자부심을 내보이기도 했다. 역사학은 기억의 학문인 

것 같았다.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추상적으로 가면 이 교수가 나서서 고쳐주었다. 

그때 꼭 앞에 달고 나오는 말이 “난 알아요!” 하는 것이었다. 안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뜻이기

도 하고, 그 일을 꾸민 작자들의 속을 안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은 말하자면 현실비

판이었다. 내가 사실을 아는데 당신은 허구를 꾸미고 있다는 말이었다.    

“시인은 왜 아직 안 오시나?” 한일만 교수가 투덜거리는 투로 말했다. 그 말을 기다리기라

도 했다는 듯이, 연재연 교수가 얼굴에 웃음을 가득 띄우고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연 교수님이, 축시를 준비하니라고 늦었는감만.” 김월덕 여사가 앞치마에 손을 문지르면

서 주방에서 나와 하는 첫마디였다. 이 식당에 모이는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김월덕 여사의 

머리에 입력되어 있었다. 주방 안에서는 그릇 다루는 소리만 달그락달그락 들리고 잠잠했다.

“따님 아직 혼처 안 나타났습니까?” 한일만 교수가 물었다. 김월덕 여사는 검지를 들어 입

에 대고, 쉿! 주의를 환기했다.   

“우리가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는갑소.” 뭐가 이상한 시대인가 문용상 교수가 넌지시 물었

다. 남녀의 경계가 사라지고…, 혼밥 혼술이 말이나 되냐는 거였다. 밥이나 술이나 어울려 먹

어야 제 맛이라는 이야기였다.   

“거어 뭐시라더냐, 군사부일체라더냐 그런 윤리는 다아 쓰레기통에 들어갔지라?”  

“훈장들 모였다고, 공연히 편들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용상 교수가 김월덕 여사의 이야

기를 막고 나섰다. 전에 없던 일이었다. 그런 이야기는 전제가 틀렸다는 것이었다. 임금은 임

금의 역할이 있고, 선생의 노릇은 나름대로 규정되는 것이며, 애비는 자식에 대한 의무가 따

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였다. 언즉시야, 말인즉 옳았다. 그러나 초점은 다른 데 있었다.

“당구풍월이라더니 우리 김 여사가 엄청 유식해지셨어.” 김월덕 여사가 서운하다는 듯, 눈

을 하얗게 흘겼다. 

“미안하오. 비유라는 게 위험한 수사법이란 걸 뻔히 알면서… 이놈의 입이….” 연재연 교수

는 자기의 입을 주먹으로 치는 시늉을 했다. 전두환 웅호 발언에 대한 ‘사과’가 ‘개사과’가 되

는 웃픈 현실을 보면서, 시의 시대가 다시 올까 하는 생각을 하던 터였다. 

“포에틱 라이선스, 시적 특권이라는 말도 있잖습니까.” 언어가 본래 부실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오해 풀라고, 한일만 교수가 자아, 자아 다른 얘기 합시다, 자리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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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연 교수는 해양학을 전공했다. 그는 재주가 남달랐다. 발명특허를 여러 개 가지고 있

었다. 그러나 그 특허가 돈을 얼마나 갖다 주는지는 잘들 몰랐다. 특허료 받았다고 술 산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미래시학’이라는 잡지에 등단해서 시집을 내기도 했

다. 우주의 운행을 감동적인 언어로 읊었다. 멀리 허공을 바라보면서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시를 읽었다. 『아버지의 태극기』라는 수필집을 내기도 했다. 애국자 집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그 수필집 덕이었다. 건강이 좋고 체력이 갖추어져 있어, 히말라야 등산을 하기도 하

고, 국내 웬만한 산은 거반 답파(踏破)를 한 뒤끝이라 산행 경력이 화려했다. 

“자아, 상 채려야 헝게 잠시만 지둘러 주시오.” 다리를 절뚝거리며 주방으로 들어가는 김월

덕 여사의 뒷모습에, 고운 옷으로는 가려지지 않는 세월이 묻어났다.   

상은 한식 반 양식 반으로 차려져 있었다. 술은 장수 번암에서 주문한 탁주였다. 그것은 문

용상 교수가 독주를 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한 배려이기도 했다. 김월덕 여사가 주방을 향해 

딸을 불렀다. 

“잔치에는 꽃이 있어야 허는 게라.” 김월덕 여사의 딸 연화가 꽃다발을 들고 나왔다. 

“잠깐, 소설가 엄사달 교수 안 불렀나? 그이가 있어야 건배도 하고, 이야기도 푸짐해지는

데….”

“번암 막걸리도 엄사달 교수가 저지른 건데….” 일동은 알겠다는 듯이 웃었다. 그의 할아버

지가 심청사달(心淸事達)이란다면서 지어 주었다는 이름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 저지르

고 다니는 ‘사달’로 알았다. 하기는 엄사달 교수는 일을 잘 저지르는 편이었다. 말하자면 그가 

소설가로 등단한 것도, 일종의 저지름이나 다름이 없었다. 관산대학교에 근무하는 이로서 소

설 쓰기는 무모한 저지름이 틀림없었다.

“천상 양반되긴 글렀네.” 한일만 교수의 말에 맞춰, 엄사달 교수가 책을 한 묶음 들고 들어

왔다. 

“또 소설 쓰셨소? 부지런도 하지.” 문용상 교수가 부러운 듯 엄사달 교수를 쳐다보며 말했

다. 

“내 책이 아니라 우리 며느리 소설입니다.” 엄사달 교수의 며느리가 ‘혼불문학상’을 받았는

데, 그 책이 나왔다는 것이었다. 

“이 책 이야기는 이따 하고, 문 교수 축하부터 합시다.” 엄사달 교수가 좌중을 훑어보며 입

을 열었다. 

“자아, 지금부터 문용상 교수 퇴임 환송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화환 증정식부터 시작

하겠습니다. 화환은 문용상 교수 먹여살린 유모 김월덕 여사와 그의 따님 연화 씨가 증정하

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망칙하게, 거시기 어폐가 있구만이라, 젖을 먹여 키운 게 아니라 청국장을 끓여 댔



3부  수상   337

을 뿐이지라. 오해하지 마소.” 모녀가 꽃다발을 들어 문용상 교수에게 건넸다. 문용상 교수는 

웃음꽃 환한 얼굴로 꽃다발을 받았다. 얼굴이 달아올라 고맙다는 이야기는 입 밖에 내지 못

했다.   

“건배 순서가 있겠습니다. 건배는 과학자 시인 연재연 교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엄사달 

교수는 연재연 교수에게 손을 내밀어 건배제의를 청했다.   

“내가 오늘 이런 자리가 있을 줄 알고, 오래전부터 문용상 교수를 위한 시 한 편 썼습니다. 

변변치 못합니다만, 정성으로 아시고 용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행이 박수를 쳤다. 연재연 

교수는 자기가 낭독을 잘 못해서, 시를 프린트 해 왔다면서 프린트물을 돌렸다. 그러고는 자

신도 인쇄지를 들고 시를 읽었다. 제목이 ‘생의 여울목에서’라고 되어 있었다.   

 

천지신명 점지하신 귀한 생애 받들어 

높은 학문 이루고 

짙은 인정 모두어 

도리만천하 그대 문하에 준재들 그득하이. 

스승이 앞서매 제자들은 뒤를 따라 

무지의 암울한 땅에서 광명천지 나아가니

지상의 영광이요 하늘의 은총이 아닌가. 

아, 세월의 감이 이러하거니 

그대 은발에 지혜 얹히고, 

그대 몸에서 군자의 향기 넘실거리네. 

사랑은 시간과 더불어 익어가는 것 

그대 생의 여울목에서 휘돌아가는 

청옥빛 물굽이 더욱 세차게 흐르시라.

“야아! 절창이네.” 한일만 교수가 손뼉을 쳤다. 다른 이들도 따라서 손들을 두드렸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고맙습니다.” 문용상 교수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시를 낭송했으니 이어서 건배도 제의하세요.” 엄사달 교수는 사회자 직분에 충실하겠다

는 듯이 말했다. 

“이거 다 엄사달 교수한테 배운 건데, 제가 청옥빛 물굽이 더욱 세차게, 그렇게 던지면 여

러분은 흐르시라! 그렇게 외치고 잔을 비우는 겁니다.” 청옥빛 물굽이… 흐르시라! 그렇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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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있게 외치고 잔을 비웠다. 

“문용상 교수 부럽네, 나도 정년 다시 하면 안 될까?” 한일만 교수가 한마디 끼워넣었다. 

“자아 그러면 김월덕 여사의 축하말씀 겸 건배제의 차례입니다.” 뭘 나까지…. 유모라잖소, 

빠지면 섭섭하지…. 건배도 자꾸 하면 늘어요, 빼지 말고… 낙성대 학장이잖소…. 김월덕 여

사는 마지못해 일어섰다.

“밥장사 하먼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 만나 참으로 고맙습니다. 공자 맹자 어머니들이 자기

들 잘나서 칭송받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어머니 높여주듯이, 우리 식당 잘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디 선생님들 드나들어 유명해졌답니다. 성인이 드나들면 옴팡간도 대궐이 된담서요?” 이

사직 교수가 잔을 들어 마시고는 김월덕 여사를 바라보고, 저어기… 이야길 시작하려 했다. 

건배부터 하고…. 엄사달 교수가 제지했다. 

“나도 배웠으니 써볼까나, 학이시습이람서요? 내가 교수님들 드나들면 옴팡간도, 할테니까 

여러분은 ‘대궐이야’ 그렇게 외치세요.” 교수가 드나들면 … 대궐이야! 그렇게 외치고 잔들을 

들었다. 

“김 여사님, 유우석의 ‘누실명’이란 글 읽으신 적 있으세요?” 문용상 교수가 입을 벌리고 앉

아 있다가 물었다.     

“저어그, 나 황우석은 알아도 유우석은 몰라라.” 그런데, 어떻게 성인이 드나들면 옴팡간도 

대궐이라는 그런 멋진 비유를 할 수 있는가 묻는 눈치였다. 

“난 알아요, 그거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산부재고 유선즉명이라, 산이 높아서가 아니

라 신선이 깃들어야 명산이란 거잖소.” 이사직 교수가 그런 건 상식이라는 듯이 말했다. 

“그 대구가 이렇지 않소? 수부재심 유룡즉영, 물이 깊은 게 문제가 아니라 용이 깃들어야 

영험한 물이 된다는 거 아니요?” 연재연 교수가 한일만 교수를 쳐다보았다. 엄사달은 좋다! 

속으로 외치면서 그 구절을 떠올려보았다. 山不在高(산부재고) 有仙則名(유선즉명), 水不在

深(수부재심) 有龍則靈(유룡칙령)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은 좀 오만기가 있어 보였다. 斯是

陋室(사시누실) 惟吾德馨(유오덕형) 자기 있는 방은 비록 누추하나 ‘오직 나의 덕으로 해서

만 향기가 난다’는 건 오만이었다. 덕 있는 이가 와서 향기가 난다면 몰라도.

“그거 우리 제주추사관에 갔다가 본 그 글씨 아닌가?” 한일만 교수가 기억을 더듬는 듯 고

개를 갸웃했다. 

“맞아, 추사가 멋이 들어 신선선자를 벽자에 속하는 선(僊)자를 써 넣는 바람에, 우리가 헷

갈리기도 했지.” 이사직 교수가 말했다. 산이 나오면 물이 따르는 대구법 또한 척 맘에 드는 

것은 아니었다. 산고수장(山高水長) 속에는, 산의 아기자기한 맛이나 물의 헤아리기 어려운 

흐름의 변화는 자취를 감추는 것이었다. 아스라한 추상의 사다리 끝에서 추상적으로 공감하

는 이들의 메마른 상상력이 자리 잡은 구절이었다. 험을 잡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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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나수 누추한 집을 찾아 주어 고맙습니다. 문 교수님은 정년하면 뭐한대요?” 김월

덕 여사가 지나가는 말처럼 물었다. 

“아, 거 정년하고 할 일 없어서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자서전 쓰는 일이나 시작

해 보려는데, 문 교수도 같이 할 생각 있으세요?” 연재연 교수가 은근히 권유하면서 말했다. 

“인사 겸해서, 정년 소감 곁들여서 문용상 교수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어려워 마시

고 주섬주섬 이야기 하시지요.” 실은 문용상 교수의 학문과 그 성과를 듣고 싶었다. 그러나 

이 단촐한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라는 건 그다지 어울리는 일이 아닌 듯했다.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달덕식당 김 여사님, 두루 고맙습니다. 근간에 ‘이탁오평전’을 읽어

보았습니다. 양명학의 입장에서 전통유학을 비판하며 평생을 산 탁오 이지의 삶이 여실하게 

그려져 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

니다. 문용상 교수가 내용을 소개했다. 메모지에 적어 온 내용이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성인의 가르침을 배웠으나 정작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 공자

를 존경하나 공자의 어디가 존경할 만한지는 알지 못한다. 이는 난쟁이가 사람들 틈에서 연

극을 구경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한다’는 소리에 덩달아 따라 하는 장단일 뿐이다. 나이 오

십 이전의 나는 한 마리 개에 불과했다. 앞에 있는 개가 자기 그림자를 보고 짖으면 같이 따

라서 짖었던 것이다. 만약에 누군가 내가 짖는 까닭을 묻는다면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쑥

스럽게 웃을 수밖에…” 문용상 교수는 설명을 덧붙였다.  

탁오(卓吾)라는 자를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이탁오로 더 알려진 이지(李贄, 1527~ 

1602)는 현실비판 의식이 대단히 강한 인물이었다. 세파를 거슬러 수많은 책을 썼다. 그 가운

데 읽고 태워버리라고 ‘분서(焚書)’라는 책을 쓰기도 했고, 읽고는 땅에 묻어버리라고 ‘장서

(藏書)’라는 책도 지었다.    

이지가 참고한 내용은 본래 후한(後漢) 왕부(王符, 108~174)의 ‘잠부론(潛夫論)’에 연원을 

두고 있다. 개 한 마리가 자기 그림자를 보고 짖으면 왼갖 짐승들이 따라 짖는다. 어떤 사람

이 거짓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이 그게 사실이라고 전한다. 이러한 세상의 병통은 참으로 오

래 되었도다(一犬吠形하면 百獸吠聲하고, 一人傳虛하면 萬人傳實하나니, 世之疾이 此因久矣

哉도다).  

“사실 저도 하느라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남 따라하기 급급했던 게 사실입니다. 학자의 길

이 이렇게 험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학생들에게 나를 따라 하라고 감히 권하지 못

하고, 부지런히 자기 세계를 구축하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남은 생애를 어떻게 구상하고 실천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득하기만 합니다.” 안경을 올리

고 눈가를 문지르는 문용상 교수의 얼굴에 처연한 빛이 한 줄기 스치고 지나갔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엄사달 교수도 최근 <이탁오평전>을 읽었다. 다분히 실용적인 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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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였다. 관산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에서 ‘반려 자서전 쓰기’ 강의를 맡아 달라는 부탁이 왔

다. 술받아먹을 천량이 동나가는 터라, 그렇게 하자고 응낙을 했다. 두보를 본받아 옷가지 전

당잡혀 종일 취할 생각은 언감생심 뜻을 내지 못했다. 아무튼, 자서전이라면 어떤 사람의 평

생을 다루어야 한다. 하니 그 사람의 생애 끝마무리를 살펴야 하는 게 하나의 과제가 되었다.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평생을 산 이탁오가 어떻게 생애를 마감했는가, 궁금하

지 않을 수 없었다. 놀랍게도, 옥중에 갇혀 있던 그는 면도칼로 목을 그어 자살했다. 그의 나

이 76세였다. 온갖 무고와 모함에 시달린 끝이었다. 자살하는 자에게 오복의 끄트머리 고종

명(考終命)은 허용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혹시 모를 일이었다. 자살함으로써 공자의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慾不踰矩)에 쐐기를 지

르고 싶었던 것일까. 

“아니, 엄사달 교수, 왜 마무리할 생각은 않고….”  

엄사달 교수는 문용상 교수에게, 명예교수 되거든, 애나 하나 더 낳으라 할까 하다가 입을 

다물었다. 강한성 교수가 일찍이 진심으로 한 말이었다. 애 낳아 기르기는 사람 하는 일 가운

데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겁을 주었다.  

“끝으로, 한일만 교수의 색소폰 연주를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사달 교수가 한

일만 교수에게 색소폰 가방을 갖다주었다.  

“정년하면? 그냥 습관처럼 살아요. 클로드 프랑스와가 노래하는 것처럼. 그런 뜻에서 오늘

은 꼼므 다비튀드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한일만 교수의 Comme d’habitude 연주는 일품이

었다. 생각해 보면 교수직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습관처럼 일상이 되는 것이 진실에 가까운 

듯했다. 연주를 듣는 동안 엄사달 교수는 자신이 습관처럼 하는 일상이 무엇이었던가를 거듭 

생각했다. 생각을 곰씹는 것, 그 자체가 엄사달 교수의 습관이었다.  

“그래 맞아, 프랑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 그건 너무 당당해서 부담스러워….” 연재연 교

수의 말이었다. 

“자아, 잔들을 들고 일어나세요. 내가 쭘볼! 하면 여러분들은 꼼므 다비튀드! 그렇게 합니

다.” 김월덕 여사가 한일만 교수 잔을 채워주었다.  

몇 차례 쭘볼! 꼼므 다비튀드! 외치고 잔을 비우는 사이에, 김월덕 여사는 떡을 몫몫으로 나

눠 싸고 있었다.   

“교수님들 떡 좋아하시잖아요, 가서 식구들이랑 드세요.” 모두들 고맙다는 인사를 닦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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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대학

고영근 (국어국문학과)  

<논문> 

   1. 고영근(2021) 다시 중세어의 소망 평서문의 정체를 찾아서. 형태론 23, 94-102.

   2. 고영근(2021) 우리 텍스트에 대한 윤리적 검토. 텍스트언어학 51, 5-15.

<서평>  

   1.   Hee-Rahk Chae, Korean Morphosyntax: Focusing on Clitics and their Roles in Syntax 

(London, Newyork : Routledge 2020. pp. xii+252.

<추도사>  

   1.   차경수 교수의 서거에 즈음하여-추도사를 겸하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20(제16

호), 560-561쪽, 2021. 2. 28.   

권영민 (국어국문학과)

<동정>  

   1.   대한민국예술원 새 회원에 선출, 2021. 7. 9.  

이상억 (국어국문학과) 

<학술회의>     

   1.   Sang-Oak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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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ang-Oak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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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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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언어학과)

<저서> 

   1. 이정민: 영한 의미론과 화용론. 학술원 총서. 

<공편저>

   1.   Lee, C. (이정민), Y. Kim (김영화), B. Yi (이병욱)(공편저). Numeral Classifiers and 

Classifier Languages: Chinese, Japanese, and Korean. London: Routledge. 

<공저 논문>  

   1.   Lee, C. (이정민, 교신), Oh, Y. (오유정, 1st). Factivity in Chinese: Factive Verbs vs. 

Factivity Alternatioin Verb jide ‘remember’(중국어의 사실성: 사실성 동사 대 사실성 교

체 동사 jide ‘기억하다’) Journal of Cognitive Science.  

<학술회의>  

   1.   Lee, Chungmin with Youjeong Oh. (Invited) Factivity in Chinese: In Contrast with the 

Altaic Type, 2021 International Roundtable Forum of Asian Languages 《亚洲语言与语

言学》 2021 亚洲语言国际圆桌论坛, March 20, Zhuhai, China. 

   2.   Lee, Chungmin. (Invited) Factivity in English and Chinese: Viewed from the Altaic 

alternation type, University of Bochum Language-Philosophy Colloquium, June 1. 

   3.   Lee, Chungmin. Factivity in English and Chinese: Viewed from the Altaic alternation 

type, ICKL2021: The 22nd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Circle of Korean Linguistics, 

Aug 16~18, Taipei.   

   4.   Lee, Chungmin. (Plenary) Typology of Factivity Alternation in Different Languages, 

The 35th Pacific Asia Conference on Information amd Computation (PACLIC), Nov 6, 

Shanghai Int’l University.   

   5.   Lee, Chungmin. Factivity in Chinese: Viewed from the Altaic alternation, Logic and 

Engineering of Natural Language Semantics 18 (LENLS18), Nov 13~15, Tokyo. 

<국제 학술지/총서 편집(자문)위원>   

   1. 국제지 Journal of Pragmatics, Board member of Editors, Elsev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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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제지 Asian Languages and Linguistics, Editorial Board member. John Benjamins. 

   3. 국제지 Lingua, Editorial Board member.

   4.   국제 총서 단독 Editor. Springer book series [Language, Cognition and Mind] (LCAM) 

Vol. 1 Negation and Polarity: Experimental Perspectives, Vol. 1 이후, Concepts in 

Action Vol. 9, (In) coherence of Discourse Vol 10, Cham: Springer. 발행<편저>.  

   5.   국제 총서 Current Research in the Semantics/Pragmatics Interface (CRiSPI), Editorial 

board, Brill.    

   6.   국제지 Editor-in-Chief. Journal of Cognitive Science, 서울대 인지과학 연구소 및 Int'l 

Association for Cognitive Science 발행.  

<국제 학술지/학회 논문 심사>

   1. Journal of Pragmatics; Lingua.  

   2. Semantics and Linguistic Theory (SALT 31); Japanese/Korean Linguistics Conference.

<사회 활동>

   1.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고문으로 협회 활동과 KOLAA로의 병합에 자문; 초창기 자료 

제공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회장의 감사장 수여.   

이현복 (언어학과) 

<저서> 

   1.   이현복: 한국전쟁과 나. 총 200쪽, 북트리, 2021. 6. 25.   

       70년 전, 1950년에 발발한 6 ·25 한국 전쟁의 실상을 당시 15세 중학생인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엮은 전쟁 실화 소설을 출판하다. 총 45회에 걸쳐 2020년 먼저 Facebook에 연재

한 다음, 이를 보완, 편집하여 같은 제목으로 출판함.    

<연구 활동> 

   1.   에스페란토어의 문법과 정서법 개혁을 위한 공동 연구를 프랑스의 Doublet씨와 진행함.

   2.   한국어 표준발음사전(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간행)의 축소판인 한국어 발음 소사전의 편

찬 작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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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활동>  

   1.   국제한일비교언어학회 회장으로 서울학술대회 주관, 서울대학교, 2021. 10. 19.

   2.   한국음성학회 주최 서울국제음성학 학술대회 참가 및 학회 창설자로 축사/건배, 서울대

학교, 2021. 11. 15~16. 

   3.   학술상 수상. 2019년 한힌샘 주시경 학술상 수상.  

           한글의 국제화, 한글음성문자의 연구와 개발, 한국어 표준발음의 연구와 보급 등에 대한 

공로로 한글학회의 주시경 학술상을 수상함. 

<기고문>

   1.   한글날을 맞아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들. 한글 새소식 566호.

   2.   2019 한힌샘 주시경 학술상을 받으며. 주시경 학술상 수상 소감을 한글 새소식 568호에 

발표함.  

<기타 근황>

   1.   남촌(이현복 곡/반주/노래, 예수 그리스토(이현복 곡/반주/노래), 영원한 청춘(이현복 

곡/반주/노래, 한/영, 양삼용 작사), 온유한 나의 유나(이현복 작사/노래 한/영, 원곡 

Gentle Annie, Foster) 영원한 축복(이현복 작곡/노래, 유경숙/구은하 작사), 당곡 교회 

특송. 에마뉴엘 찬가(곡/시/노래 이현복), 신봉중앙교회 특송. 하나님, 나의 눈이 되어 주

소서(이현복 곡/시/노래), 신봉중앙교회 특송 반주 최주경.나는 어디서 왔나?(이현복 곡/

시/노래). Ideale(이상의 가인) 이현복 노래, Tosti 곡. 주여, 나의 눈이 되어 주소서(Lord, 

Guide Me.), 이현복 작사/노래. 선구자(Pioneer), 이현복 노래 한/영. Di Provenza, il mar 

il suol(프로벤짜 내 고향으로/오페라 춘희) 이현복 노래. “향수” 정지용, 이현복 노래, 바

이올린 반주/피아노 반주). “Lost Chord(잃어버린 화음)”, A. Sullivan. 이현복 노래. “성불

사의 밤” 이은상, 홍란파, 이현복 노래. “그 집 앞”, 이은상, 현제명. 이현복 노래. “옛 동산

에 올라” 이은상, 홍란파, 이현복 노래. “그리운 금강산”, 최영섭, 이현복 노래. “고향 생

각” 현제명, 이현복 노래. “꿈속에서 다시 한 번”, 이현복 곡/시/노래. “모란 동백” 이제하 

시/곡, 이현복 노래 등. 이들 노래는 교회 등에서 특송 등으로 발표되고 모두가 Youtube

에 오름. 

   2.   서울대 외국인 센터(Inernational Community Center)의 원로 고문 활동.

       서울대의 각 대학과 대학원에 와 있는 외국인을 위한 음악 지도, 한글이름 짓기, 한국어

와 영어 관련 지도, 강연 등의 활동과 아울러 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을 함.  

   3.   한글학회 원로회원 대담: “우리말 발음 정리와 한글 세계화의 선구자 이현복 선생”.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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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으로 대담하여, 한글 새소식 554호에 게재됨.  

   4.   한글박물관 기획의 구술 대담: “이현복 교수의 학문과 삶”을 주제로 60평생의 학문, 학회 

활동, 기조 강연, 강의, 국제 활동, 취미 등에 관한 대담. 질문 대담자 이호영 교수. 1, 2부, 

총 4시간 분량의 공개 동영상 자료가 한글박물관 인터넷 자료실에 오름.  

   5.   음악 콘서트 개최: 고향인 충청남도 보령시 상록수문학 도서관에서 상록수문학회 회장 

최세균 목사의 초청으로 “이현복 명예교수의 콘서트”를 열어 평생 즐겨 온 다양한 장르

의 한국 및 외국 가곡 18여 곡을 노래함. 2021. 10. 14.   

       또한 2021년 12월 11일 솔사모(말소리를 사랑하는 모임) 주최로 서울에서 제2회 콘서트

를 기획하였으나 코로나와 오미크론의 확산 사태로 며칠 앞두고 연기함. 

이태진 (국사학과)

<저서>

   1.   이태진, 김태웅, 사사가와 노르카쓰 외 7인: 3 ·1 독립만세운동과 식민지 지배체제, 일본판

을 일본 아카시쇼텐에서 출간.  

박한제 (동양사학과)

<동정>

   1. 제66회 대한민국학술상 수상자에 선정. 2021. 7. 9.

이성규 (동양사학과)   

<동정>

   1. 삼일문화재단 제62회 3 ·1문화상 수상자에 선정. 2021. 1. 31.  

황경식 (철학과)

<저서>

   1.   황경식: 고미술의 매력에 빠지다(부제: 어느 철학자의 외도). 행복에너지, 304쪽, 202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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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학  

신용하 (사회학과)

<저서>

   1.   신용하: 민족독립혁명가 도산 안창호 평전. 총 412쪽, 지식산업사, 2021. 1. 19.

       〔내용〕 종래 도산 안창호의 사상과 운동 이해는 인격수양과 민족개조를 강조한 개량적 

민족주의라는 춘원 이광수와 주요한의 고전적 평전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이것은 도산 

생애의 절반일 뿐이다. 도산은 자신의 주장과 같이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통치를 비타협

적으로 전면 반대하고, 민족의 완전독립을 위해 최후까지 헌신하여 투쟁한 민족독립혁명

가이다. 이 책은 이 측면을 새로 밝혀서 합하여 균형잡힌 도산 안창호 전기를 집필한 새

로운 평전이다. 

   2.   신용하: 한국문화의 설날 ·두레 공동체 ·농악 ·아리랑. 총 312쪽, 경인문화사, 2021. 10. 29.

       〔내용〕 한국문화 가운데서 종래 잘 밝혀져 있지 않았던 설날의 의미, 공동부조와 상호부

조의 아름다운 민속을 만든 두레 공동체 및 농악의 기원과 특징, 민요 아리랑의 의미와 

전개 과정을 사회학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하여 새로 밝혔다. 이 책은 이러한 민족문화와 

민속이 오늘날에도 시대에 맞게 수정하면서 발전시킬 가치가 높은 아름다운 민족적 전통

과 문화임을 규명하였다.     

<논문>  

   1.   신용하(2021) 도산 안창호의 서번트 리더십. 한국행정연구원(안성호 ·임도빈 편저), 『왜 

서번트리더십인가』, 박영사, 149-223쪽, 2021. 6. 25.   

<학술회의>    

   1.   신용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의 국제협상과 한국 독도영유권의 확정. 한국협상학

회 학술회의 주제 발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회의실, 2021. 9. 24.   

   2.   신용하: 독도 ·울릉도의 명칭 유래와 명칭이 알려주는 독도 영유권. 독도학회 ·독도연구보

전협회 2021년도 학술회의 주제 발표, 동북아역사재단 강당, 2021. 10. 19.  

   3.   신용하: 러스크 서한의 성격과 SCAPIN 제677호가 폐기되었다는 일본의 왜곡. 한국영토

학회 2021년도 학술회의 주제 발표, 프레스센터 19층 회의실,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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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   신용하: 민족과 ethnicity의 사회학적 개념과 이론의 분화. 대한민국학술원, 2021. 1. 3~11. 

12.   

<특강>

   1.   고조선문명의 탄생과 유럽으로 간 고조선 문명.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 2021. 6. 

17. 

   2.   애국가 작사와 도산 안창호 선생. 도산 안창호선생 기념사업회, 2021. 8. 26. 

   3.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한국독도영유권 확인. 문화과학통섭포럼 ·흥사단, 독도문제의 

해결을 위한 학술포럼, 2021. 9. 1.  

   4.   역사속의 독도: 독도는 어떠한 증거로 한국영토이고 일본영토가 아닌가. 서대문 노인종

합복지관 특강, 2021. 9. 2./ 9. 9./ 9. 16.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민세(안재홍)상 학술부문 심사위원. 민세 안재홍 선생 기념 사업회, 2021. 10. 26. 

   2.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편찬위원회 위원장.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제3책 및 제4책 간행 

지도, 2021. 11. 27.   

<기고문>

   1.   스페인 바스크족, 고조선 후예 ‘아발족’의 한 갈래」(유럽으로 간 고조선 문명 ④). 『중앙

SUNDAY』, 2021. 1. 9.

   2   ‘노래혁명’ 에스토니아인, 고조선 후예 아발족 피 흐른다」(유럽으로 간 고조선 문명 ⑤). 

『중앙SUNDAY』. 2021, 1. 30.

   3.   고인돌 1140개 불가리아, 부여족 후예 ‘불가르족’이 세워」(유럽으로 간 고조선 문명 ⑥). 

『중앙SUNDAY』. 2021. 2. 27.

   4.   헝가리 세운 ‘마자르족’ 조상은 부여계 기마민족」(유럽으로 간 고조선 문명 ⑦). 『중앙

SUNDAY』. 2021. 4. 3.

   5.   일제의 우리말 탄압 ·말살과 일본어 상용정책, 조선어학회 사건과 우리말 지키기 투쟁. 

『독립기념관』 제403호, 2021년 9월호,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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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성 (사회학과)

<동정>

   1.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 재선. 2021. 6. 24.

전경수 (인류학과)

<저서>

   1.   전경수: 울릉도 오딧세이. 눌민출판사, 440쪽, 2021. 3. 10.

   2.   전경수: 월남에서 배운다. 민속원출판사, 375쪽, 2021. 3. 30.

<학술회의>

   1.   전경수: 독도에 꽂히다: 일본 해군의 변조와 GHQ의 변심. 동아시아 바다와 섬의 사회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센터와 한국사회사학회 공동주최, 서울대아시아연구소+온

라인 ZOOM, 2021. 12. 3.  

<동정>

   1.   월남사회주의공화국 다낭시 소재. 유이떤대학교(Duy Tan University)에서 외국어 ·사회

과학대학 학장. 2021. 3. 27.

조흥식 (사회복지학과)

<동정>

   1.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10대 회장에 추대, 2021. 5. 20.  

최성재 (사회복지학과)

<학술회의>

   1.   최성재: Discussant at the 4th Session on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the 20th 

Informal ASEM Seminar on Human Rights organized by the ASEM (Asia-Europe 

Meeting) Global Ageing Center on Feb. 22-24, 2021(On-line/Hyb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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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최성재: 노인인권 증진의 국제적 동향. 제1차 노인인권 포럼 발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인권위원회 회의실(On-line/Hybrid). 2021. 4. 20. 

   3.   최성재: Moderator at the Special Session on WHO Global Report on Ageism (Older 

Persons in Emergencies and Ageism), ASEM Forum on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Present and Future held at the Glad Hotel, Seoul, Korea (On-line/Hybrid) on 

Oct. 26~27.  

   4.   최성재: 좌장. 서울대학교. 신중년과 노후준비. 13차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 포

럼, 2021. 11. 30. 

<강의 및 특강>   

   1.   생애설계와 시간관리. KDB Advanced Life Planning 과정, 금융연수원, 2012. 1. 28. 

   2.   중년기 이후 생애설계와 실천 및 생애주기와 중장년기의 의미(2개 강의 녹화). 국가보훈

처, 2021. 2. 1. 

   3.   생애설계의 원리와 원칙, 재취업지원 서비스 정책, 중년기 이후 생애변화와 대응책, 재취

업지원 컨설팅의 이해, 강의자료 준비 방법, 미래사회의 변화(6개 강의). 한국생애설계협

회 생애설계 전문가 과정. 2021. 3. 15~27.

   4.   중장년기로의 변화와 관리. 중앙소방학교 강의. 2021. 3. 23. 

   5.   재취업지원 관련 강의자료 준비 방법, 컨설턴트의 자세와 사명(2개 강의). 4/24 한국생애

설계협회 재취업지원 전문가 양성과정, 2021. 4. 24.

   6.   생애설계의 원리와 원칙. 한국생애설계협회 재취업지원 전문가 양성과정, 2021. 5. 1.  

   7.   생애설계총론과 노후사회보장제도(1개 학기 13주간 강의). 한양사이버대학교 실버산업

학과 강의 촬영, 2021. 5. 10~8. 9.

   8.   노년기 변화관리와 생애설계. 경기도 군포노인복지관, 2021. 5. 17.

   9.   생애설계의 원리와 원칙, 중년기 이후의 변화관리, 재취업지원 서비스 정책, 생애설계 관

련 강의자료 준비 방법(4개 강의). 생애설계협회 생애설계 전문가 과정, 2021. 5. 5~12.

10. 나의 꿈을 실현하는 생애설계. 신한대학교 평생교육원, 2021. 7. 14. 

11. 생애설계와 시간관리. 금융연수원, KDB Advanced Life Planning 과정, 2021. 7. 28. 

12. 생애설계와 시간관리. 중앙소방학교 강의, 2021. 8. 31.  

13. 인생의 꿈을 실현하는 생애설계.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포럼, 2021. 11. 9.  

14. 인생의 꿈을 실현하는 생애설계. 원주시 평생교육원, 2021. 11. 22. 

15.   인생의 꿈을 실현하는 생애설계.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센터 재취업지원서비스 교육과정,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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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이사. 한림화상재단 이사회, 2021. 3. 18.

   2. 운영위원장.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회, 2021. 4. 28. 

   3. 면접위원.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직원채용, 2021. 5. 12. 

   4. 위원. 경기복지재단 정책위원회, 2021. 5. 26.

   5. 자문위원장.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자문회의, 2021. 6. 22.  

   6. 이사. 국제 노년학 노인의학회 이사회, 2021. 6. 23. 

   7. 자문위원장.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자문회의, 2021. 8. 4. 

   8. 운영위원장.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회 회의, 2021. 9. 15.

   9. 위원.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 운영위원회, 2021. 10. 5. 

10. 이사. 한림화상재단 이사회, 2021. 12. 14. 

11. 위원. 경기복지재단 정책위원회, 2021. 12. 14. 

<기고문> 

   1. 연령주의는 고령화 사회의 적이다. 나라경제 제368호, 86면, 2021. 7. 1.

   2. 세계고령화총회 한국유치를 촉구한다. 백세시대신문 제754호, 11면, 2021. 1. 22.

   3. 국가차원의 원로봉사단을 만들자. 백세시대신문 제764호, 11면, 2012. 4. 9.

   4. 인생의 꿈이 없는 기성복 인생 여정. 백세시대신문 773호, 11면, 2021. 6. 11.

   5. 100시대 노후생활 전략: 하하(HAHA) 인생. 백세시대신문 782호, 11면, 2021. 8. 20. 

   6. 세계보건기구 연령주의 보고서에 주목하자. 백세시대신문 791호, 11면, 2021. 10. 29

   7. 노후만이 아니라 노후까지 준비하자. 백세시대신문 제800호, 11면, 2021. 12. 24.

<기타 근황>

   1. 생애설계와 노후준비, Channel 25(SBS Plus) 대담, 2021. 3. 25.    

자연과학대학  

박세희 (수리과학부)

<논문>

   1.   Park, S. (2021) The rise and fall of L-spaces, II, Adv, Th. Nonlinear Anal. Appl. 5,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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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org/10.31197/atnaa.847835.   

   2.   Park, S. (2021) Best approximations for multimaps on abstract convex spaces, 

Nonlinear Funct. Anal. Appl. 26(1), 165-175. DOI: 10.13140/RG.2.2.30332.16008

   3.   Park, S. (2021) The rise and fall of MC-spaces, Results in Nonlinear Anal. 4(1), 21-32. 

DOI: 10.13140/RG.2.2.22178.86723.

   4.   Park, S. (2021) One Hundred Years of the Brouwer Fixed Point Theorem, J. Nat. Acad. 

Sci., ROK, Nat. Sci. Ser. 60(1), 1-77.

   5.   Park, S. (2021) Improving KKM theory on general metric type spaces, Topol. Algebra 

Appl. 7, 1-12. https://doi.org/10.1515/taa-2020-0101

   6.   Park, S. (2021) Extending KKM theory to a large scale logical system, J. Nonlinear 

Convex Anal. 22(6), 1045-1055. [H.-C. Lai Memorial Issue]

   7.   Park, S. (2021) Reforms of a generalized KKMF principle, J. Nonlinear Anal. Optim. 

12(1), 37-44. DOI: 10.13140/RG.2.2.23615.33445

   8.   Park, S. (2021) Recollecting KKM theory on abstract convex metric spaces, Bull. 

Allahabad Math. Soc. 36(1), 45-58.

   9.   Park, S. (2021) Variational relation problems in abstract convex spaces, RIMS 

Kokyuroku, Kyoto Univ. 2190 (Sept. 2-4, 2019), 2021, Article No.10. 6-75. 

10.   Park, S. (2021) Revisit to generalized KKM maps, J. Nonlinear Convex Anal. 22(11), 

2405-2412 [W. Takahashi Memorial Issue] 

11.   Park, S. (2021) On the KKM theory of ordered spaces, Linear and Nonlinear Anal. 

7(1), 73-87. [Komiya Issue],

12.   Park, S. (2021) Applications of the KKM family of multimaps, J. Nat. Acad. Sci., ROK, 

Nat. Sci. Ser. 60(2), 327-371.    

<기고문>

   1. 『수학회 70년사』의 추억. 대한수학회 소식 2021년 5월호(197호), 31-40쪽.

   2.   브라우워와 더불어 30년: 수학사 연구의 회고. 대한민국학술원 통신 335호, 6-12쪽, 2021. 

6. 2.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According to Mendeley Stats, Sehie Park has 1,473 Citations and 22,407 Total Views by 

206 Readers. 2020.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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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rouwer 부동점정리의 100년의 역사. 대한민국학술원 자연 제1분과 세미나 주제 발표, 

2021. 4. 30.  

   3.   According to MathSciNet of the American Mathematical Society, Sehie Park has 302 

publications and is cited 1,641 times by 449 authors. 2021. 6. 25.

   4.   According to ResearchGate, Sehie Park has 427 Research items, 26,429 Reads, and 

5,587 Citations. 2021. 6. 25.   

   5.   Member, Scientific Committee, The Third International Workshop on Nonlinear 

Analysis and Applications (IWNAA2021), Univ. of Nis. 2021. 10. 13~16. 

 

<국내외 학술지 편집위원>  

국내: Nonlinear Funct. Anal. Appl. (NFAA) (Honorary Editorial Board). 

미국: Advances in Nonlinear Variational Inequalities (ANVI). 

영국: Journal of Fixed Point Theory ( JFPT). 

인도: Indian J. Math. (IJM); J. Informatics and Mathematical Sciences ( JIMS). 

일본: J. Nonlinear Convex Anal. ( JNCA). 

터키:   Results in Nonlinear Analysis (RNA) (Honorary Board Member); Advances in the 

Theory of Nonlinear Analysis and Its Applications (ATNAA) (Honorary Board 

Member). 

태국:   Journal of Nonlinear Analysis and Optimization: Theory & Applications ( JNAO); 

Bangmod Int. J. Math. Comp. Sci. (BIJMCS).    

박성현 (통계학과)

<저서>

   1. 박성현, 오진호, 권순선: 데이터 사이언스의 매력. 총 407쪽, 자유아카데미, 2021. 8. 5. 

   2.   박성현, 김재룡, 이재하 외 3인: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ESG 경영전략. 총 271쪽, 자유아카

데미, 2021. 9. 15. 

   3.   박성현, 김병동, 이순종 외 3인: 학문 후속세대를 위한 나의 학문, 나의 삶 제3권, 총 432

쪽,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사회봉사위원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출판, 박성현 글 

15-88쪽,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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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박성현: 제63차 국제통계학회(ISI) 학술대회 온라인 참가 보고서. 총 6쪽, 대한민국학술원

통신 제341호, 33-38쪽, 대한민국학술원, 2021. 12. 1.  

   2.   이충희, 박성현, 이영백 외 2인: 인공지능과 데이터과학을 활용한 산업 스마트화 전략. 총 

187쪽,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발

행, 2021. 12. 20.   

<논문>

   1.   Gijo, Bhat, Antony and Park (2021) Ten Commandments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Design for Six Sigma. The TQM Journal, Published on 11, February 

2021, Publisher: Emerald Publishing Limited,  https://doi.org/10.1108/TQM-01-2021-

0014.   

   2.   박성현(2021) 부상하는 데이터 경제시대, 시급한 데이터 컨트롤 타워. 서울대학교 명예교

수회보 2020, 제 16호, 137-146,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발행, 2021. 2. 28.  

   3.   Sung Hyun Park (2021) Very Strange Statistics, April 15th Pre-Vote Results that are 

Statistically Difficult to Understand. A book Chapter of Election Fraud South Korea 

2020, Vol. 2, 87-91, Published by the Korea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 

(KCPAC), February 4, 2021.  

   4.   박성현(2021)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의 급증 현상, 문제점과 대책. 학술원 논문집, 제60집 

1호 (Vol. 60, No. 1), 109-125, 대한민국 학술원, 2021. 8. 18.  

<학술회의>   

   1.   박성현: 과학기술 강국으로 가기 위한 정책 제언. 2준모(2050을 준비하는 모임) 전문가 

타운홀 미팅 ‘과학기술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주제 발표, 2021. 10. 6.  

   2.   박성현: 인공지능과 데이터과학을 활용한 산업 스마트화 전략. 제16회 시니어과학기술인

협회 포럼 ·국회 4차 산업혁명포럼 공동 주최 학술 포럼 주제 발표, 국회의원회관 제1소

회의실, 2021. 11. 10.   

<강의 및 특강>   

   1.   빅데이터와 데이터과학. 자유민주시민연대, 화상회의로 강연, 2021. 2. 4. 

   2.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대, 우리 사회의 미래 변화. 부산만덕고등학교, 한국과학기술한림

원 석학과의 만남 프로그램으로 강연, 202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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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대, 우리 사회의 미래 변화. 광주경신여자고등학교,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석학과의 만남 프로그램으로 강연, 2021. 6. 9.  

   4.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한 기업의 경영전략. 한경(한국경제신문) 아카데미, 

초청 강연, 한국경제신문 본사 3층 회의실, 2021. 9. 2.  

   5.   ESG 겨영의 발전 전략. 사회적 책임경영품질원 주최 ‘ESG 경영 전략 교육과정’에서 강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BYD 하이시티 C동 3층 강의장, 2021. 11. 19.  

   6.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대, 우리 사회의 미래 변화. 한양공업고등학교 초청 화상 강연, 한

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주최 ‘2021년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사이언스 소셜 콘서트 프로

그램’의 일환, 2021. 11. 26.  

   7.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대, 우리 사회의 미래 변화. 삼일공업고등학교 초청 화상 강연, 한

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주최 ‘2021년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사이언스 소셜 콘서트 프로

그램’의 일환, 2021. 12. 23.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GMTO(Giant Magellan Telescope Organization) 이사회. 이사로서 이사회에 화상회의로 

매달 참석, GMTO는 칠레에 건설 중인 거대마젤란망원경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미국 LA

에 본부가 있으며, 이 사업에 한국 정부가 천문연구원을 통해 전체 건설비의 약 10%를 

담당하고 있음, 2021. 1. 20., 2. 17~19., 3. 17., 4. 21., 5. 18., 6. 22~24., 7. 20., 8. 17., 9. 21., 

10. 19~21, 11. 16., 12. 21.     

   2.   위원. 국제교류협력위원회. 대한민국 학술원, 2021. 8. 4., 12. 21.

   3.   편집위원. 미래한국잡지, 2004. 6. (104호, 2기부터)~현재.  

             회장. 사회적책임경영품질원, 2016. 3~현재.   

   4.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과학영재사사사업 멘터로 참여, 2021. 5~11.

   5.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고문으로 활동, 2017. 3~현재.

   6. 위원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남북과학기술협력위원회, 2019. 4. 4~현재.

   7.   이사. GMTO Corporation 이사회, 2019. 11. 1~현재.

    (GMTO: Giant Magellan Telescope Organization, 미국 L. A. 소재)

<기고문>

   1.   고용한파, 언제쯤 지날 것인가?. 미래한국 639호, 22-25쪽, 2021. 1. 13.

   2.   2050 탄소중립선언, 달성 가능한 선언인가?. 미래한국 640호, 34-39쪽, 2021. 1. 27.

   3.   코로나 시대에 심화되는 교육 불평등.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감격사회 , 202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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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csi.or.kr)  

   4.   미래 사회의 적신호, 1인 가구의 급증. 미래한국 641호, 66-69쪽, 2021. 2. 10.

   5.   ‘2050 탄소중립’, 실현 가능한가? 대한민국학술원통신 제332호, 11-15쪽, 2021. 3. 1.

   6.   주택 인허가 건수의 급격한 하락, 주택공급 차질 초래. 미래한국 642호, 40-42쪽, 2021. 3. 

3.

   7.   지방대 위기, 학생이 없다. 미래한국 648호, 50-53쪽, 2021. 5. 26.

   8.   43차 국제우주과학위원회(COSPAR) 학술대회 온라인 참가 보고서. 대한민국학술원통신 

제333호, 19-23쪽, 2021. 4. 1. 

   9.   여론조사, 애 기관마다 다른가?. 미래한국 645호, 32-36쪽, 2021. 4. 14. 

10. 4 ·7 서울시장 보궐선거 연령별 특징들. 미래한국 646호, 50-53쪽, 2021. 4. 28. 

11. 서비스산업 경쟁력, OECD 최하위권. 미래한국 647호, 54-58쪽, 2021. 5. 12.

12. 소득주도성장이 소득 불균형 심화. 미래한국 649호, 58-61쪽, 2021. 6. 9.

13.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역대 최대. 미래한국 650호, 44-47쪽, 2021. 6. 23.

14.   젊은이들에게서 희망을 본다. 문화일보, 문화일보 오피니언, 29면 <살며 생각하며>, 2021. 

7. 2.   

15. MZ세대 90%, ‘젠더 갈등 심각하다’. 미래한국 651호, 22-25쪽, 2021. 7. 7.

16. 춤추는 대선 여론조사, 신뢰도는 어디에. 미래한국 652호, 16-19쪽, 2021. 7. 21.

17.   우리는 진정한 선진국에 살고 있는가. 문화일보, 문화일보 오피니언, 29면 <살며 생각하

며>, 2021. 7. 30.

18. 세계인들의 눈에 비친 중국. 미래한국 653호, 24-27쪽, 2021. 8. 4.

19.   ‘1인 가구’ 사회의 미래. 문화일보, 문화일보 오피니언, 37면, <살며 생각하며>, 2021. 8. 

27.

20.   인공지능 연구개발, 국가경쟁력 좌우. 미래한국 655호, 27-31쪽, 2021. 9. 1.

21.   기업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ESG경영.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감격사회(http://www.

nacsi.or.kr), 2021. 9. 13.

22.   ‘3무(無) 교육과 기초학력 미달자 증가. 문화일보, 문화일보 오피니언, 29면, <살며 생각하

며>, 2021. 9. 24.  

23.   1만 5,000여개 시민단체의 현주소. 미래한국 657호, 12-15쪽, 2021. 10. 6.

24.   과학기술 인재양성이 최우선 국가 과제돼야. 미래한국 658호, 54-58쪽, 2021. 10. 20.

25.   과학기술 강국 이끌 지도자 기대한다. 문화일보, 문화일보 오피니언 29면, <살며 생각하

며>, 2021. 10. 22.  

26.   탄소중립에 원자력은 필수. 미래한국 659호, 56-59쪽, 202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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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대학 경쟁력 왜 날개 없이 추락하나. 문화일보, 문화일보 오피니언 29면, <살펴 생각하며>, 

2021. 11. 19.   

28.   20대 3분의 2가 스윙보터. 미래한국 661호, 18-21쪽, 2021. 12. 1.  

29.   우주과학기술 강국으로 가는 길. 헌정, 통권 474호, 2021년 12월호, 대한민국헌정회 발행, 

42-45쪽, 2021. 12. 1.  

30.   대학 경쟁력 왜 날개 없이 추락하나. 문화일보, 문화일보 오피니언 29면, <살펴 생각하며>, 

2021. 11. 19.   

<기타 근황>

   1.   사회적 책임 경영품질원 회장. 사회적 책임 경영품질 컨벤션 개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

회관 컨벤션홀, 2021. 11. 3.  

박종욱 (생명과학부)   

<동정>

   1. 대한민국학술원 새 회원에 선출. 2021. 7. 9.   

이인규 (생명과학부)

<강연 및 특강>  

   1.   과학으로 알아보는 육체와 영적 삶의 이해. 약수노인봉합복지관 특강(녹화방송), 2021. 2. 

23.  

   2   자연유산의 이해. 부여전통문화대학 특강, 2021. 2. 25, 7. 21.

   3.   문화재행정 60년, 미래 문화재정책 방향. 문화재청 창립 60주년 기념세미나 기조강연, 고

궁박물관, 2021. 5. 28.

   4.   생명체의 진화와 창조, 생명과학의 발전은 어디까지인가. 명덕여자고등학교 교양강좌, 

2021. 6. 4. 

   5.   문화재, 그리고 국가유산. 유네스코연맹 대구지부, 대구시, 2021. 10. 27.

   6.   한국의 자연유산. 부여전통문화대학 특강, 2021. 12. 9.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한국문화자연유산학회 임원회. 명동유네스코연맹회관, 2021. 3. 10, 4. 10, 5. 1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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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회 자연유산법 입법 기조 발제. 국회문화관광부위원회, 2021. 4. 20.

   3. 문화재청 창립 60주년 행사, 자연유산 분야. 세미나 총평. 고궁박물관, 2021. 6. 29.

   4. 문화재 – 자연유산의 이해. 문화재청 주관 TV 인터뷰, 2021. 8. 17. 

   5. 한국조류학회 총회. 경주 소노벨 호텔, 2021. 10. 21.

<기고문>

1. 분류학이라는 학문. 한국조류학회 뉴스레터 칼럼, 2021. 10. 22.

<기타 근황>  

   1. 문화유산 탐방. 한국문화자연유산학회 주관, 전라남도, 소세원, 2021. 10. 29~30.

이동규 (지구환경과학부)

<논문>

   1.   Ahn, J-B, D-H Cha, D-K Lee 외 7명(2021) Climatic yield potential of Japonica-type rice 

in the Korean Peninsula under RCP scenarios using the ensemble of multi-GCM and 

multi-RCM chains, Int. J. Climatology. 1-16.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평의원. 한국기상학회 봄학술회의, on-line 참석, 2021. 4. 22~23.

   2. 위원. 한국기상학회 포상위원회, on-line 참석, 2021. 8. 30.

   3. 평의원. 한국기상학회 총회, 평의원회, 가을학술회의, on-line 참석, 2021. 10. 13~14.

   4.   한국기상산업기술원, “2022년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사업” 간담회, 

on-line 참석, 2021. 11. 25. 

   5.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2021년 수치예보 자문회의 참석, 2021. 12. 28.

   6.   Organizing Committee Member,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esoscale 

Convective Systems: Typhoon and High-Impact Weather (ICMCS-IV), on-line 참석, 

2021. 4. 28~30. 

   7.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Seminar on S2S (Sub-seasonal to 

Seasonal) Prediction Project, on-line 참석, 2021. 7. 29.

   8.   Honoray Member. 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 (AOGS) 17th Annual Meeting, 

on-line 참석, 2021.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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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CRP (World Climate Research Program) 

Workshop on Attribution of multi-annual to decadal changes in the climate system, 

on-line 참석, 2021. 9. 22-24.   

10.   Honoray Member. 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 (AOGS) Town Hall Meeting, 

on-line 참석, 2021. 12. 2.  

최덕근 (지구환경과학부)

<논문>

   1.   Lim C, Oh CW, Choi DK, Jeong Y-J, Chatterjee A (2021) Redefinition of the boundary 

between the Taebaeksan Basin and the Ogcheon metamorphic belt, Korea: A remark 

on the South Korean Tectonic Line (SKTL). Episodes, 44, 385-399.   

<강의 및 특강>

   1. 판구조론의 발자취를 따라. 경기도 지구과학연구회, 2021. 7. 19.

   2.   판구조론으로 본 한반도 형성과정. 하계 중등 지구과학 1급 정교사 자격연수(교원대학

교), 2021. 8. 2~5.    

   3. 판구조론의 발자취. 숭문고등학교, 2021. 9. 15.

   4. 판구조론으로 본 한반도 형성과정. 문영여자고등학교, 2021. 10. 15.

   5. 판구조론으로 본 한반도 형성과정.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2021. 11. 29.

<기고문>

   1. 5억 년 전 한반도의 바다 이야기, 해양수산부 과학해설. 2021. 10. 29.  

<동정>  

(수상)

   1. 과학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로 제7회 유미과학문화상. 유미과학문화재단, 202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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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  

이명선 (간호학과)   

<논문>

   1.   Lim SW, Yi M (2021) Illness experience of adults with spina bifida: Protecting the 

whole self. Asian Nursing Research, 15, 67-75. 

   2.   Park EY, Yi M, Kim HS, Kim H (2021) A decision tree model for breast reconstruction 

of women with breast cancer: A mixed method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8, 3579-3591.

   3.   이명선, 최명애(2021)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싸우는 간호사.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18(1), 33-39.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20에 게재된 칼럼 재판)  

<강의 및 특강>   

1. 질적연구방법론.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Zoom, 2021. 3. 19.

2. 질적연구의 이해와 적용. 대구카톨릭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Zoom, 2021. 6. 5.

<좌담회>

   1.   역사를 통

해 보는 암환자 간호: 종양간호의 미래를 응원하며. 대한종양간호학회 동계학술대회, 서울대

학교 간호대학 & Webinar, 2021. 12. 11.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곽수근 (경영학과)

<동정>

   1.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에 선임. 2021. 3. 25.

   2. 농어촌상생기금운영위원회 제20차 위원회에서 제2대 위원장으로 추대, 2021. 5. 14.



362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21, 제17호

최종태 (경영학과)

<논문>

   1.   최종태(2021) 노동개혁 새로운 사태, 새질서, 그리고 노사관계. 소통과 상생의 노사문화 

논문집, (사)노사공포럼, 2021. 12. 15.   

<학술회의> 

(질서경제사회 연구회)    

   1.   안심소득과 기본소득. 한국 질서경제학회 경제사회 연구회 제43회 세미나, 화상회의, 

2021. 3. 20.  

   2. 제1차 국부론 콜로퀴움, 화상회의, 2021. 4. 10.  

   3.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역사적 고찰 및 각국의 실험사례, 그리고 한국형 기본소득제 방안 

모색. 한국 질서경제학회 경제사회 연구회 제44회 세미나, 화상회의, 2021. 4. 17.

   4. 제2차 국부론 콜로퀴움, 화상회의, 2021. 5. 15. 

   5.   다주택자는 누구인가? 한국 질서경제학회 경제사회 연구회 제45회 세미나, 화상회의, 

2021. 5. 20. 

   6.   각국 공정거래제도의 발전과 현황. 한국 질서경제학회 경제사회 연구회 제47회 세미나, 

화상회의, 2021. 5. 20. 

   7. 제3차 국부론 콜로퀴움, 화상회의, 2021. 6. 5. 

   8.   현대화폐이론: 구원자인가? 이단자인가? 한국 질서경제학회 경제사회 연구회 제46회 세

미나, 화상회의, 2021. 6. 19.

   9. 제4차 국부론 콜로퀴움, 화상회의, 2021. 7. 19.

10. 제5차 국부론 콜로퀴움, 화상회의, 2021. 8. 28.

11.   푸틴의 국가운영방식과 한 ·러 관계에의 시사점. 한국 질서경제학회 경제사회 연구회 제

48회 세미나, 2021. 9. 18. 

12.   제6차 국부론 콜로퀴움, 화상회의, 2021. 10. 2. 

13.   하이에크의 기본소득 입장에 관한 연구. 한국 질서경제학회 경제사회 연구회 제49회 세

미나, 2021. 10. 16. 

14.   북한이탈주민 취업 현실과 정책 과제. 한국 질서경제학회 경제사회 연구회 제50회 세미

나,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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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공포럼)  

   1.   제1차 노사문화 콜로퀴움, 코로나 팬데믹 4차 산업혁명과 고용문제, 코너스톤 스페이스 

줌화상회의, 2021. 6. 15. 

   2.   노사정대표 초청 노사관계 토론회, 한국노총 위원장 초청, 켄싱호텔 그렌드스테이션 홀, 

2021. 6. 28. 

   3.   제2차 노사문화 콜로퀴움, 임금체계의 실태와 과제, 코너스톤 스페이스 줌화상회의, 

2021. 9. 7. 

   4.   함께 가는 노사소통 마당 대토론회,  코로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사관계 과제,  켄싱

호텔 그렌드스테이션 홀, 2021. 11. 26. 

   5.   제3차 노사문화 콜로퀴움, 기업과 노동조합의 사회적책임(CSR, USR, ESG), 켄싱호텔 첼

시 홀, 2021. 12. 17.  

   6.   노사정대표 초청 노사관계 토론회, 노동부장관 초청, 한국프레스센터, 국화홀, 2021. 12. 8.  

<특강> 

   1.   나의 학문 경영학, 사람중심 경영학의 만남과 도전. 동양대학교 동두천캠퍼스 대강당, 

2021. 5. 8.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사)노사공포럼 공동대표.

   2. 함께 일하는 재단 이사.

   3. 신라장학재단 이사.

   4. 최종건 장학재단 이사.

   5.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이사.

   6. 한국 훔볼트 클럽 이사.

   7. 한국경총 자문위원.

   8. 한국경영학회 고문.

   9. 한국인사관리학회 고문.

10. 한국노사관계학회 고문.

11. 한국경영사학회 고문.

12. 한국 질서 경제학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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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1.   나의학문 경영학, 사람중심경영학의 만남과 도전. [소식]SNUbiz 뉴스레터 Vol. 11, 1-3쪽 

2021. 5(insight/교수칼럼, SNU Business School News Room, 2021. 4. 29.).  

   2.   경험과 생활세계의 아름다운 진화를 꿈꾸자. 삶의 향기와 품격, (주) 서광문화, 12-13쪽, 

2021. 11. 23.     

   3.   노동의 새로운 사태를 직시하자: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새로운 사태. 계간 노사공 포럼 

제55호 2021년 가을, 10-18쪽, 2021. 11. 25.   

<연구발표>  

   1.   최종태: 사회적경제조직의 가치창출과 비즈니스 모델. 사회적 기업학회 제7회 사회적 경

제통합 학술대회 기조강연, 김대중 컨벤션센터, 2021. 7. 2.

   2.   최종태: 경제기술사회의 새로운 사태, 그리고 노동의 미래질서. 2021 한국질서경제학회 

하계 학술대회 기조발표, 자유기업원 산림비전센터 열림홀, 2021. 7. 9.

<기타 근황> 

(논문심사) 

   1.   중소기업 중간관리자의 리더쉽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노준익 경영학 박사취득 청구

논문), 동양대 동두천캠퍼스, 2021. 5. 8~6. 12.  

(인터뷰) 

   1.   전직 대통령 관련인사 대상 인터뷰 요청, 대통령소속 위원회(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최종

태), 대통령기록관 주관 1차 면담 및 2차면담, 지산빌딩, 2021. 11. 12, 16.  

(축사)  

   1.   FAN 파인협상아카데미 개강식, “협상의 참모습과 올바른 길, 그리고 협상 과정”, 서울청

소년센터, 2021. 11. 5. 

   2.   한국WIN-WIN노사연구소 개소식 “노사관계의 참모습과 올바른 길, 그리고 한국 윈윈 노

사연구소의 역할”, 호암교수회관, 2021. 11. 16. 

   3.   일자리연대 대토론회, “일자리의 새로운 사태, 그리고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개혁”, 프

레스센터, 2021. 11. 29. 

(회의) 

   1. 인사위원회, 함께일하는재단,  재단회의실, 2021. 1. 13. 

   2. 자문회의, 한국 ILERA, 화상회의,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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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인사위원회, 함께일하는 재단, 재단회의실, 2021. 2. 9. 

   4. 이사회, 서울대 명예교수회, 호암교수회관, 2021. 2. 15. 

   5. 운영위원회, 함께일하는 재단, 재단회의실, 2021. 2. 18. 

   6. 이사회, 함께일하는 재단, 프레스센터, 2021. 2. 24. 

   7 . 인사위원회, 함께일하는 재단, 재단회의실, 2021. 3. 26. 

   8. 인사위원회, 함께일하는 재단, 재단회의실, 2021. 4. 7. 

   9. 인사위원회, 함께일하는 재단, 재단회의실, 2021. 4. 19. 

10. 인사위원회, 함께일하는 재단, 재단회의실, 2021. 4. 26. 

11. 자문회의, 한국 ILERA, 줌회의, 2021. 7. 23. 

12. 중장기 전략회의, 함께일하는 재단, 더케이 호텔, 2021. 7. 29. 

13. 이사회, 함께일하는 재단, 프레스센터, 2021. 8. 4. 

14. 인사위원회, 함께일하는 재단, 재단회의실, 2021. 8. 6. 

15. 인사위원회, 함께일하는 재단, 재단회의실, 2021. 9. 30. 

16. 자문회의, 한국경총, 달게비, 2021. 10. 19. 

17. 고문단회의, 한국 훔볼트, 남도 한정식, 2021. 10. 22. 

18. 고문단회의, 인사관리학회 고문단회의, 한우리, 2021. 11. 4. 

19. 중장기 전략회의, 함께일하는 재단, 화상회의, 2021. 11. 15. 

20. 운영위원회, 함께일하는 재단. 재단회의실, 2021. 11. 17. 

21. 이사회, 함께일하는 재단, 달게비, 2021. 11. 25. 

22. 이사회, 한국 훔볼트, 남도 한정식, 2021. 12. 2. 

공과대학  

유정열 (기계항공공학부)

<논문>

   1.   Ryu S, Davis E, Yoo JY, et al. (2021) Wall-shear-stress-based conditional analysis of 

coherent structures in a turbulent boundary layer, Journal of Fluids Engineering, 143, 

041301.   

   2.   유정열(2021) 제4세대 원자로용 초임계수의 열수력학에 관한 연구. 학술원논문집 자연과

학편, 60(1), 1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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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회장. 자연과학부 제3분과회, 대한민국학술원, 2020. 9. 24~현재. 

   2. 심사위원. 대한민국학술원상 자연과학응용부문 심사위원회, 대한민국학술원, 2021. 4. 9.

   3. 심사위원. 우수학술도서 선정심사위원회. 대한민국학술원, 2021. 5. 24. 

   4. 고문(유체공학부문). 대한기계학회, 2010. 1. 1~현재. 

   5.   편집자문위원 겸 지역편집인. Journal of Mechanics in Medicine and Biology, 2001. 5~

현재.

   6. 편집자문위원. Journal of Visualization, 2010. 10~현재. 

   7. 자문위원. 순환기의공학회, 2020. 6~현재. 

   8. 고문. 한국가시화정보학회, 2010. 1. 1~현재. 

   9. 상임위원. 한국유체공학학술대회, 2000. 6~현재. 

<기고문>

   1.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에 관한 소고. 대한민국학술원통신 제336호, 7-17쪽, 2021. 7. 1. 

이건우 (기계공학부)

<동정>

   1. 제66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 2021. 9. 17. 

이장무 (기계공학부)

<동정>

   1.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아시아학술회의(SCA) 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취임, 2021. 5. 14. 

정인석 (항공우주공학과)

<연구 논문>

   1.   Sangyoon Lee, Bok Jik Lee, In-Seuck Jeung (2021) Wavefront distortion due to the 

shock wave and boundary layer in the supersonic flow over a compression ramp, 

Aerospace Science and Technology, Vol. 110, No. 3, 106489, https://doi.org/10.1016/



4부  명예교수 학술 및 봉사활동   367

j.ast.2021.106489  

   2.   Amrith Mariappan, V.R. Sanal Kumar, Stephen J. Weddell, Vishnu Anand 

Muruganandan, In-Seuck Jeung (2021) Theoretical studies on space debris recycling 

and energy conversion system in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Engineering Reports. 

Wiley. 2021;3:e12317. https://doi.org/10.1002 /eng2.12317 

   3.   Freshteh Sotoudeh, Javad Abolfazli-Esfahani, Ebrahim Goshtasbi Rad, Nader Karimi, 

Bok Jik Lee, In-Seuck Jeung, Mohammad K.D. Manshadi, Kyung Chun Kim (2021) 

Geometrical inlet effects on the behavior of a non-premixed fully turbulent syngas 

combustion; a numerical study, Acta Astronautica, Vol. 189, December, pp.1-9, https://

doi.org/10.1016/ j.actaastro.2021.08.021 

   4.   박정재, 이복직, 정인석(2021) 전계방출 전기추진 추력기 연구개발 현황, 한국추진공학회

지, 25(5), pp.36-52, https://doi.org/10.6108/KSPE.2021.25.5.036  

<기술자문 세미나>   

   1. [수소자동차] 초고압수소가스 자발점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2021. 4. 23. 

<국제 학술회의>

   1.   Proceedings of the Combustion Institute, Editorial Board Meeting (February 19~20, 

2021) Zoom Web conference 

   2.   29th ICDERS (International Colloquium on Dynamics of Explosions and Reactive 

Systems) ( June 20~25, 2022) 및 30th ICDERS ( July 23-28, 2023) Board of Directors 

Meeting ( January, 2021) Zoom Web conference 

<Editorial>  

   1. Associate Editor. The Proceedings of the Combustion Institute. 

   2. Associate Editor. Transactions of Japan Society for Aeronautical and Space Sciences. 

   3. Editorial Board. Progress in Energy and Combustion Science. 

   4. 한국항공우주학회지 자문위원.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미국항공우주학회 (AIAA) Associate Fellow. 2003. 1~현재. 

   2.   국제폭발/반응역학학회(The Institute for Dynamics of Explosions and Re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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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s, IDERS) 이사회 이사. 2015. 7~현재. 

   3. 한국공학한림원 원로회원. 2018. 1~현재.  

   4. 항공안전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부, 2014. 6~(2018. 11.)~현재.   

   5.   Program Advisory Committee. 38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mbustion, 2018. 

8~2021. 2.  

   6.   Program Committee. 26th - 29th International Colloquium on Dynamics of Explosions 

and Reactive Systems, 2015. 7~2022. 6. 

   7.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23rd-33rd International Symposium on Shock 

Waves. 2001. 7~2022. 7. 

   8.   Overseas Program Committee. 30th–33rd International Symposium on Space 

Technology and Science (ISTS), 2015. 6~2021. 6. 

<기타 근황>   

(초소형 인공위성 운영)    

   1.   SNUSAT-1/1b(국제공동연구 QB50참여) / 2017년 5월 25일(-1b호), 5월 26일(-1호) 국제

우주정거장(International Space Station, ISS)으로부터 고도 400km 지구저궤도에 진입, 

2018년 4월 5일부터 위성신호 수신, 2019년 3월 14일(-1호) 지구재진입 전소, 3월 31일

(-1b호) 지구재진입 전소. 태양전지 전력 데이터 재구성 분석연구, 일본 Wakasa-wan 

Energy Research Center Synchrotron 가속기를 활용하여 Latch-up Shock을 경험한 On 

Board Computer의 고에너지 우주방사선에 대한 내성특성 실험연구.    

   2.   SNUSAT-2(2015년 큐브위성 경연대회 선정, Spaceflight SSO-A 탑승) / 2018년 12월 4일 

미국 Vandenberg 미공군 발사장에서 Space-X사 Falcon 9 발사체로 원지점 620km, 근지

점 580km 태양동기 지구극궤도에 진입, 12월 7일 위성신호 수신, 12월 10일 이후 안전모

드로 위성초기 운영, 지속적인 내리신호 수신 중, 관심지역 조기관측 임무수행 준비 중.  

김장주 (재료공학부)

<동정>  

   1. 삼양그룹 수당재단이 수여하는 제30회 수당상 수상자에 선정. 202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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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욱현 (전기 ·정보공학부)

<국제, 국내 학술모임> 

  1.   2021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trol, Automation, and Systems (ICCAS), October 

12-15, JeJu, Korea. 에 대면으로 참석하고 “시니어 연구자가 젊은 연구자에게 전하는 조

언” 주제로 강연함.   

   2.   2021 DGIST ICE Student Conference, August 24, DGIST에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개회식 

축사를 하였다. 이 대회의 공식 언어는 영어였음. 

   3.   Virtual IFA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utomatic Control) Foundation Meeting, 

October 6, 2021. IFAC 재단 이사로 참석함.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이사. (사)과학의전당, 2021~현재.  

   2. 이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2020~현재.  

   3. 부회장(총괄담당). 대한민국과학기술유공자회, 2019~현재.  

   4. 과학자문위원. 기초과학연구원(IBS), 2015. 2~2021. 2.  

   5. 초빙석좌교수.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2014. 4~현재.  

   6. 자문위원. 철학과 현실(계간), 2013~현재.

   7. 고문. IFAC(국제자동제어연맹), 2011~현재.

   8. 고문위원장. 제어로봇시스템 학회, 2010~현재.

   9. 이사. IFAC(국제자동제어연맹) 재단, 2007~현재.

10. 고문. Asian Control Association(아세아제어협회), 2006~현재.

11. 편집자문위원.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rol, Automation and Systems, 2003~현재.

12. 편집자문위원. Asian Journal of Control, 1999~현재.

<기고문>  

   1.   롤 모델과 같은 꿈을 품고 나아가는 삶. 에세이집(과학기술유공자의 삶 그리고 인생), 과

학기술유공자지원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1.

   2.   나의 지도교수 앨런 피어슨. 서울공대 2021 SUMMER No. 120.

   3.   대한전기학회 발전과 학회통합을 위해 노력했던 보람. Vol. 70, No. 7, July 2021, 대한전

기학회.   



370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21, 제17호

<동정>  

   1.   DGIST 정보통신융합학과의 개설 10주년 기념식이 2021년 10월 29일 개최되었다. 정보

통신융합학과로부터 10주년 공로상을 권욱현 교수가 수상하였다. 학과개설초기부터 전

공의 설립과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수상한 것이다. 개회식에서 기념사도 하였다.  

   2.   국립대구과학관에서 2021년 10월 26일부터 2022년 10월 23일 사이에 개최하는 “제5회 

산업과학기술사 특별전”에서 다른 3분과 함께 권욱현 명예교수의 업적활동을 소개하고 있

다, 대표적인 학문업적과 연구실 출신 제자들이 창업한 휴맥스, 우리기술, 파인디지털, 슈

프리마, 파이오링크, 세니온, 셈웨어 등의 개발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권욱현 명예교수의 

인터뷰 내용도 유투버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체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https://blog.naver.com/wookhyunkwon/222564506282   

   3.   DGIST 정보통신융합전공(학과)에서 수여하는 권욱현우수연구상은 이세환 정보통신융

합전공 박사과정 연구원에게 2021년 10월 29일 수상식에서 권욱현 유공자가 직접 수여

하였다. 대한전기학회에서 수여하는 권욱현기술혁신상은 한국전기연구원 김석주 본부장

이 2021년 10월 21일 제어부문학회 정기총회에서 수상하였다. 제어로봇시스템학회에서 

수여하는 권욱현 젊은 연구자상은 서울기술교육대학교 김홍근 교수가 10월 14일 정기총

회에서 수상하였다.  

<기타 근황>

   1.   (사단법인) 과학의 전당에 과학기술 명예의 전당 건축기금으로 1,000만 원, 운영비로 300

만 원 기부.  

서광석 (전기 ·정보공학부)

<동정>

   1. 한국나노기술원 제7대 원장으로 취임, 2021. 8. 9. 

한송엽 (전기 ·정보공학부)

<연구>   

   1. 한송엽: 피뢰기의 저항성누설전류측정 기술개발. (주)서지텍 지원, 2021. 1~12.  

   2. 한송엽: 누전경보장치 개발. (주)이텍코리아 지원, 2021.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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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신공학관 건립 및 인공지능 교과목 개발, 지원 등의 공로로 서울대

학교 공과대학으로부터 “발전공로상”을 수상함, 2021. 12. 15.   

<기타 근황> 

(학회 참석 및 교육 기부)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사과정에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교육하기 위한 “IoT, AI, 

Big-data 기초 및 실습” 교과목의 운영을 위해 1,000만 원 기증. 2021. 2. 10. 

   2.   한국공학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하여 “한송엽 공학교육상”을 시상함, 서울 

ONLINE. 2021. 9. 30.  

(특허 출원)  

   1.   신기술인증(NET) “피뢰기 상태진단을 위한 저항성전류 검출 기술”, 인증번호 제1303호, 

산업통상부장관, 2021. 5. 20. 

   2.   신제품인증(NEP) “(연장)3상전원계통의 급변누설전류를 이용 인체감전 검출장치를 적용

한 내진배전반” 인증번호 NEP-MOTIE-2018-002, 산업통상부장관, 2021. 9. 29. 

   3.   국내특허 “연산량 감소를 위한 피뢰기 저항성 누설전류 검출 장치 및 검출 방법”, 제

10-2020-0088685호, 2020년 7월 17일 출원. 등록결정. 2021. 11. 11. 

이정인 (에너지자원공학과)

<저서>

   1.   이정인 외 1인(공저): 한국광업사: 근대이전을 중심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발행, 도서

출판 에스티엔 제작, 총 454쪽, 2021. 8. 10.   

<강연>   

   1.   한국고대 광업사연구-신석기시대 홍산문화의 옥기광업. 한국자원공학회 2021년도 춘계

총회 및 학술발표회 특별강연, 울산전시컨벤션센터, 2021. 5. 20. 

   2.   한국암반공학회 40주년 기념회고담. 2021 한국암반공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봄학술발표

회 특별강연, 강원도 하이원그랜드호텔 그랜드볼룸, 2021. 5. 27.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국제암반공학회(Internatioanl Society for Rock Mechanics and Rock Engineering) 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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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학회원으로서 온라인 회의참석 및 기술상 논문심사. 

   2.   (사)한국자원공학회 명예회장. (사)한국암반공학회 고문(전임회장)으로서 온라인 학회 

행사 및 제반 모임 참석. 

<동정>

(수상)

   1.   2020-2021년도 중국정부 우의상(中國政府友誼奬, Chinese Government Friendship 

Award) 수상. 

       1991년 설립된 중국정부 우의상은 중국 현대화 및 개혁개방에 중요한 공헌을 한 외국 전

문가에게 중국정부가 수여하는 최고영예의 상으로 매년 각 성에서 추천을 받아 50명을 

선정하여 수여하고 있다. 올해는 리커창 중국 총리가 참석하여 지난 2020년과 2021년 시

상식을 동시에 거행하였으며 32개국 100명의 외국전문가가 우의상을 수상하였다.  

전효택 (에너지자원공학과)

<저서> 

   1.   전효택(공저): 살롱 블루(스페이스에세이 작품집 제8집, 총 218쪽, 소후), 137-151쪽, 2021. 

2. 20.   

   2.   전효택(공저): 그리움과 설레임의 흔적(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 MAHA자서전, 총 460쪽, 

뭉클스토리), 398-460쪽, 2021. 2. 28. 

   3.   전효택(공저): 함께 가는 낯선 길(산들문학회 제3집, 총 366쪽, 비가람), 131-156쪽, 2021. 

12. 20.  

<전시>

   1. 전효택: 어머니의 유일한 노래. 2021 서초시화전(서초문인협회). 2021. 10. 18~20.   

<동정>

   1. 제11회 후정문학상 수상. 계간 <리더스에세이>, 전주 전북문학관, 2021. 6. 24.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AAG(Association of Applied Geochemists), Fellow member.   

   2. 한국공학한림원 원로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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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자원공학회 명예회장.

   4. 예술의전당후원회 목련회원, 2001~현재.

   5.   현대수필 ·에세이스트 ·한국수필 ·한국산문 ·서초문협·리더스에세이·문학 수(秀) 이사.   

   6. 한국문인협회 회원(수필 분과), 2015~현재.    

   7. 여행문화(계간) 부주간, 2018~현재.  

<기고문>   

   1. 배려와 베풂. 월간에세이 2월호(통권 406호), 60-62쪽, 2021. 2. 1. 

   2. 나무계단 오솔길. 수필과비평 2월호(통권 232호), 251-253쪽, 2021. 2. 1. 

   3.   모라비아의 중세도시를 찾아. 서울대명예교수회보 제16호(총 615쪽), 356-361쪽, 2021. 2. 

28.   

   4. 내가 사랑한 『닥터 지바고』. 한국산문 3월호(통권 179호), 127-131쪽, 2021. 3. 1. 

   5. 서울 이야기 <정릉동 시절 회상>. 문학의집 ·서울 3월호(통권 233호), 15쪽, 2021. 3. 5. 

   6. 톨스토이의 『하지 무라트』를 읽고. 현대수필 봄호(통권 117호), 260-264쪽, 2021. 3. 10. 

   7. 세계문화유산 ‘햄릿 성’을 찾아. 서울공대 봄호(통권 119호), 2021. 4. 6. 

   8. <김일성의 아이들> 감상. 수필과비평 5월호(통권 235호), 49-55쪽, 2021. 5. 1. 

   9. 체코 모라비아의 중세도시를 찾아. 여행문화 여름호(통권 49호), 200-205쪽, 2021. 5. 25.

10. 『시베리아 문학기행』을 읽고. 에세이스트 7-8월호(통권 98호), 162-165쪽, 2021. 7. 1. 

11. 체코 모라비아의 진주 텔츠(Telc)를 찾아. 서울공대 여름호, 50-53쪽, 2021. 7. 8.  

12.   나의 자서전 쓰기. 『글쓰기 작가에게 묻는다』(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총 339쪽, 소후), 

280-283쪽, 2021. 7. 20.  

13.   미워할 용기. 한국산문 8월호(통권 184호), 110-113쪽, 2021. 8. 1.  

14.   백수를 누리신 K 선생님과 이상적 교수상. 한국수필 8월호(통권 318호), 236-239쪽, 2021. 

8. 1.   

15.   어머니의 유일한 노래. 제11회 후정문학살 수상 작품, 리더스에세이 여름호(통권 21호), 

24-26쪽, 2021. 8. 10. 

16.   때로는 신비스럽게 가는 길. 후정문학상 수상 소감. 리더스에세이 여름호(통권 21호), 

27-28쪽, 2021. 8. 10. 

17. 『공간이 만든 공간』을 읽고. 리더스에세이 여름호(통권 21호), 110-112쪽, 2021. 8. 10. 

18. 정년 후 10년간의 삶. 수필과비평 9월호(통권 239호), 293-296쪽, 2021. 9. 1. 

19. 몽블랑. 인간과문학 가을호(통권 35호), 267-269쪽, 2021. 9. 1. 

20. 자서전 쓰기에 대한 편린. 현대수필 가을호(통권 119호). 83-86쪽, 20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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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시베리아의 향수를 읽고』. 2021 에세이스트작가회의 연간집(『꽃 밟는 일을 걱정하다』. 총 

466쪽, 에세이스트사), 364-367쪽, 2021. 10. 1. 

22. 보스니아 성지와 화약고를 찾아. 서울공대 가을호(통권 121호), 2021. 10. 25. 

23. 보스니아의 스타리 모스트. 여행문화 겨울호(통권 51호), 100-104쪽, 2021. 11. 25. 

24. 지도와 친해지기. 리더스에세이 가을호(통권 22호), 107-109쪽, 2021. 11. 30. 

25. 내 인생의 푸른 시절. 월간에세이 12월호(통권 416호), 90-93쪽, 2021. 12. 1. 

26. 술에 대한 단상. 2021 문학서초(통권 25호), 240-242쪽, 2021. 12. 6. 

27.   나만의 비밀로 묻어두고 싶다. 리더스에세이 2021 테마에세이(『달콤한 절망 첫사랑』. 총 

321쪽, 소후), 195-199쪽, 2021. 12. 16. 

28. 내가 짝사랑한 두브로브니크. 서울공대 겨울호(통권 122호), 52-55쪽, 2021. 12. 31.  

김광현 (건축학과)

<저서>

   1. 김광현: 건축 뒤에 숨은 사회, 총 338쪽, 21세기북스, 2021. 4. 16. 

   2. 김광현: 성당, 빛의 성작, 총 461쪽, 이유출판, 2021. 6. 29. 

   3.   김광현: 건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 전자책(eBook) 출간, 총 707쪽, 뜨인돌, 2021. 

6. 11.  

<작품> 

   1. 김광현: 반포성당 지명현상설계. 2021. 4. 29. 

   2. 김광현: 남양주시 금곡동 장애전문어린이집. 2021. 9. 29. 

<강의 및 특강>  

   1. 고속도로 휴게소는 더 이상 장소가 아니다? 서가명강 Youtube, 2021. 1. 1.  

   2.   건축을 생각하는 조건. 미리 들어보는 대학강의 2021 겨울,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2021. 1. 26.  

   3.   건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 미리 들어보는 대학강의 2021 겨울, 서울대학교 평생

교육원, 2021. 1. 27.  

   4.   건축은 사회적 공간이다. 미리 들어보는 대학강의 2021 겨울,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2021. 1. 28.  

   5.   사회와의 접점, 빌딩 타입. 미리 들어보는 대학강의 2021 겨울,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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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29.    

   6. 건축은 사람을 가르친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고급금융과정 강의, 2021. 4. 6. 

   7. 건축이 ‘모두의 기쁨’이 되려면. 8분 명강, 서가명강 유니브스타 Youtube, 2021. 4. 16. 

   8. ‘건축, 모두의 미래를 짓다’ 출간 기념 강연회. 서가명강 Youtube, 2021. 4. 20. 

   9. 건축을 조종하는 사회. 서가명강 Youtube, 2021. 5. 10. 

10. ‘건축의 본질’은 무엇일까? 서가명강 Youtube, 2021. 5. 11. 

11.   주택 없는 주거, 주거 없는 주택. SH어반스쿨 특별강연, 커뮤니티하우스 마실(명동) 라이

브홀, 2021. 5. 26. 

12. 건축 뒤에 숨은 사회. 간삼건축 초청 강의, 2021. 6. 21.  

13. 건축 뒤에 숨은 사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IBK Pre-CEO강의-1, LG경영관, 2021. 6. 3. 

14. 건축 뒤에 숨은 사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IBK Pre-CEO강의-2, LG경영관, 2021. 6. 23. 

15. 건축 뒤에 숨은 사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IBK Pre-CEO강의-3, LG경영관, 2021. 6. 30. 

16. 유치원 건축은 세 번째 교사(비대면 강의)-1.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원, 2021. 6. 16. 

17. 유치원 건축은 세 번째 교사(비대면 강의)-2.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원, 2021. 6. 23. 

18. 유치원 건축은 세 번째 교사(비대면 강의)-3.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원, 2021. 6. 30. 

19. 유치원 건축은 세 번째 교사: 사례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국제연수관, 2021. 6. 29. 

20.   김광현 건축강의: 인문학건축과 건축적 건축, 인문학적 건축은 무용지물 비판론!. PHM 

TV, 2021. 7. 1. 

21.   통합의 생태: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 받으소서!>. 재속프란치스코회 야고바형제

회, 2021. 7. 3.   

22. 김광현 교수 <건축강의> 0회. PHM TV, 2021. 7. 15. 

23. 김광현 교수 <건축강의> 1회 1부 주거와 주택. PHM TV, 2021. 7. 15. 

24. 김광현 교수 <건축강의> 1회 2부 주거와 주택. PHM TV, 2021. 8. 12. 

25. 김광현 교수 <건축강의> 2회 1부 B급 건축. PHM TV, 2021. 10. 21. 

26. 좋은 건축가란 무엇일까?. 한국잡월드 직업세계탐방, 2021. 7. 23. 

27. 집을 왜 짓는가(비대면 강의). 고양시 화정도서관 강의-1, 2021. 7. 29. 

28. 건축 이전의 건축(비대면 강의). 고양시 화정도서관 강의-2, 2021. 8. 5. 

29. 사회가 만드는 건축(비대면 강의). 고양시 화정도서관 강의-3, 2021. 8. 12. 

30. 건축은 작은 도시(비대면 강의). 고양시 화정도서관 강의-4, 2021. 8. 19. 

31. 학교공간, 감각공간(비대면 강의). 충북특수교육원, 2021. 8. 6. 

32. 건축, 모두의 미래를 짓다(비대면 강의). 국립통일교육원, 2021. 8. 27. 

33. 건축을 보는 눈.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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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공공건축: 共을 넓히는 公. 건축도시공간연구원, 2021. 9. 9. 

35. 주거의 사회적 공간: 주거와 그 밖의 교두보 공간. 우미건설 본사 린스퀘어, 2021. 9. 13. 

36.   건축, 모두의 미래를 짓다: 건축 너머의 세계를 향한 치열한 질문과 성찰. 화성상공회의소 

인문학습원, 2021. 9. 14.  

37.   건축, 모두의 미래를 짓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리더십과정-1, 행정대학원, 2021. 

9. 14. 

38.   건축, 모두의 미래를 짓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리더십과정-2, 행정대학원, 2021. 

9. 28. 

39.   건축은 사람을 가르친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공기업고급경영자과정, 서울대 LG경영관, 

2021. 9. 15. 

40.   건축, 모두의 미래를 짓다(21세기북스 서가명강). ‘건축, 책을 묻다’, 새건축사협의회 열두 

번째 集談,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2021. 9. 29. 

41. 公共建築: 共을 넓히는 公 그리고 학교건축(비대면 강의). 경북교육청, 2021. 10. 18. 

42. 재생, 시간의 건축과 사회(비대면 강의). 전북도청, 2021. 10. 20. 

43. 건축 뒤에 숨은 사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IBK Pre-CEO 강의, LG경영관, 2021. 10. 28. 

44. 공공건축: 共을 넓히는 公. 2021 충남 건축디자인 문화제 특강, 충남도서관, 2021. 11. 2 

45.   건축, 모두의 미래를 짓다: 건축 너머의 세계를 향한 치열한 질문과 성찰. 에이트 인스티

튜트, 2021. 11. 4. 

46. 사람은 집을 왜 짓는가? 고양지역건축사회 주최, 고양시 ·고양신문 후원, 2021. 11. 11. 

47. 건축 뒤에 숨은 사회. 세종건축문화제 특별 강의, 세종시청, 2021. 11. 12.   

48. 公共建築: 共을 넓히는 公. 서울산업진흥원, 2021. 11. 19.    

49. 건축 뒤에 숨은 사회. LH 본사, 2021. 11. 24. 

50. 건축은 사람을 가르친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고급금융과정, LG경영관, 2021. 11. 30. 

51. 건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비대면 강의).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2021. 12. 3. 

52. 공간은 교육(비대면 강의). 대구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2021. 12. 14.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원장. 대한건축학회 사회공헌진흥원, 2020. 6. 1~현재. 

   2. 교장. 공동건축학교. 

   3. 위원. 한국가톨릭교회 주교회의 문화예술위원회. 

   4. 위원. 가톨릭미술상운영위원회. 

   5. 위원. 제3기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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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위원. 남양주시 3050 전략위원회 위원회. 

   7. 위원.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8. 사업총괄계획가. 충남 내포 ‘자연놀이뜰’ 건립, 충청남도. 

   9. 사업총괄계획가.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충청남도. 

10. 사업총괄계획가. ‘3·1운동 충남 백년의 집’ 건립, 충청남도. 

11. 공공건축가.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충청남도.    

12. 공공건축가.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건립, 충청남도. 

13. 위원장.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충청남도. 

14. 심사위원장. 2021 LH 하우징 디자인 어워드. 

15. 위원. 제1기 LH건축설계공모 운영위원회. 

16. 공동위원장. 경상북도 건축 혁신 자문위원회. 

<기고문>  

   1. 사야(買) 살(住) 수 있는 집. 대산문화 2021년 봄호, 2021. 3. 2. 

   2.   미생(未生)의 응모작, 반포성당 지명현상설계. 프로젝트 리포트, 대한건축학회지 2021. 8

월호. 

   3. LH개혁, 모회사-자회사 분리는 정답이 아니다. 한국일보, 2021. 8. 17. 

   4. 규구준승(規矩準繩). 서울건축사신문, 2021. 12. 1. 

   5. 이미 저물어 땅거미가 질 때. 수원주보(대림 제2주일), 천주교 수원교구, 2021. 12. 5. 

   6. 엄마 마중, 주님 마중. 수원주보(대림 제3주일), 천주교 수원교구, 2021. 12. 12. 

   7. 이슬로 오시는 분. 수원주보(대림 제4주일), 천주교 수원교구, 2021. 12. 19. 

   8. 시간이 얼마 남았나요. 수원주보, 천주교 수원교구, 2021. 12. 26. 

<동정> 

   1. 2021년 울산광역시 건축상 대상 수상(율촌 청소년수련원). 2021. 11. 11.  

<기타 근황>

   1.   건축, 모두에게 필요하고 모두에게 이로운 인간의 흔적, 인터뷰, 월간 국회도서관, vol. 

488, 22-25쪽, 2021. 3. 

   2. 저서 ‘건축 뒤에 숨은 사회’, 2쇄 5. 23, 3쇄 12. 10. 

   3. 가톨릭신문사 저서 <성당, 빛의 성작> 동영상, 2021. 7. 14.   

   4. 가톨릭신문사 저서 <성당, 빛의 성작> 기사(제3254호, 19면), 2021.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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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인터뷰, 2021. 7. 22. 

   6.   ‘건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일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울

림, 장성군, 148-158쪽, 2021. 7. 26.   

   7. 성당은 돌로 만든 기도서, CPBC 뉴스, 2021. 8. 5.    

   8.   국민을 위한 LH의 과거와 미래, 건축도시관련단체 연합 토론회 좌장, 대한건축학회 건축

TV, 2021. 7. 8.  

   9.   국민을 위한 LH의 혁신 방안 모색 토론회 좌장, LH의 미래역할 정립을 위한 건축도시단

체연합 추진단, 2021. 8. 5.  

10. 가톨릭평화신문 저서 <성당, 빛의 성작> 기사, 2021. 8. 8.   

11.   건축의 가치와 즐거움. 새벽에 공부하는 공무원들, 화공 굿모닝 특강 강연집, 경상북도, 

426쪽, 2021. 9.   

12. 김광현 교수와 함께, 오후의 발견 이지혜입니다. MBC 라디오, 2021. 11. 21. 

13. 2021 LH 하우징 디자인 어워드 심사. 2021. 11. 26. 

14.   나 혼자 살아도 좋은 공간이 필요하다. MBC 라디오 <지만추(지혜로운 만남 추구)> 

Youtube, 2021. 11. 27.    

김효철 (조선해양공학과)   

<논문>  

   1.   김효철, 오정근(2021) 신형식 다기능 조파기 설계. 대한조선학회 논문집, eISSN: 2287-

7355, Vol.58, No.2, pp.112-120, April 2021.   

   2.   김효철, 오정근, 류재문 이신형, 김재헌(2021) 다기능 조파기의 조파 운동과 발생 파형. 

대한조선학회 논문집, eISSN:2287-7355, Vol.58, No.6, pp.339-347, December 2021, 

https://doi.org/10.3744/SNAK.2021.58.6.339    

<학술회의>

   1.   김효철, 이신형, 김재헌: 편심하중을 받는 부재를 이용한 분력계의 설계. 2021년도 춘계 

KTTC Workshop, 2021. 3. 16. 

   2.   김효철, 오정근, 류재문 외 2인: 다기능 조파기의 발생 파형에 대한 실험적 연구. 해양과

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Session I, 대한조선학회, 2021. 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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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1.   상상으로 공릉동에 세운 공과대학.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제16호, 서울대학교 명예교

수협의회, 403-406쪽, 2021. 2. 28.

   2.   조선산업 세계화에 공헌하신 김극천 명예교수. 서울공대 웹진, 119호, 명예교수 컬럼, 

2021. 3. 

   3. 대관령에서 바라본 동해. 서울공대 웹진, 120호, 명예교수 컬럼, 2021. 6. 

   4. 국제 선형시험수조 회의와 학회. 대한조선학회지, 제58권 제1호, 37-38쪽, 2021. 6. 

   5. 중동여행과 현대 연구비. 서울공대 웹진, 121호, 명예교수 컬럼, 2021. 9. 

   6.   참석조차 어려웠던 제14차 국제선형시험수조회의. 대한조선학회지, 제58권 제2호, 35- 

36쪽, 2021. 12.    

<기타 근황>   

   1. 방글라데시 과학기술대학(BUET)의 선형시험수조 시설 제안, 2021. 1. 9. 

   2. 대만 성공대학 (NCKU)선형시험수조 건설계획 검토의견 제출, 2021. 1. 28. 

   3. 인공 서핑장 파도 발생 시스템 수치모형 계획 검토, 2021. 2. 21. 

   4. 대만 해양연구원(NAMR) Rotating Arm Tank 기본 계획 자문, 2021. 2. 27. 

   5. 파키스탄 공동수조용 6분력 검력계 설계 자문, 2021. 3. 13. 

   6. 군산대학교 회류수조용 다기능 조파기 설계, 2021. 3. 30. 

   7. 함정 자동 소화설비 육상시험용 운동 모사 시험설비 설계, 2021. 4. 9. 

   8. 대한조선학회 연표작성 위원회 회의, 위원장, 2021. 5. 17. 

   9. 방글라데시 과학기술대학(BUET) 수조용 예인전차 설계 자문, 2021. 5. 22. 

10. 방글라데시 과학기술대학(BUET) 수조용 표준 프로펠러 계획 검토. 2021. 6. 2. 

11. 대한조선학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2021. 6. 22. 

12.   가상 힌지 점에서 조파판이 각 동요하는 복합식 파랑 발생 장치, 출원번호10-2021-0098300 

(접수번호 1-1-2021-0847530-82(DAS 접근코드 A 848), 출원인 김효철 외 3인, 출원일 

2021. 7. 22. 

13. 대한조선학회 36대 회장 선출 회의, 감표위원, 2021. 7. 27. 

14. 방글라데시 과학기술대학(BUET) 수조용 B-series 표준 프로펠러 제안, 2021. 8. 9. 

15. 대만 해양연구원(NAMR) 내항 조종 성능 시험수조 기술제안서 검토, 2021. 8. 23. 

16. Dubai Noordpurlinks 캐비테이션 터널용 타력 계측기 방수 설계, 2021. 8. 31. 

17. 파키스탄 해양대학 내항 조종 성능 시험수조 기본설계안 제안, 2021. 9. 25. 

18.   “수조시험용 방수형 다분력 검력계”, 김효철, 이미애, 유성선, 함동빈, 신창환, 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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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5738 (접수번호 1-1-2021-1170993-30)(DAS접근코드14F3), 출원 2021. 10. 13. 

19. 동경대학 연안 운용 파력 발전 장비 해상설치 설계 개념 자문, 2021. 10. 21. 

20. 예인전차 운용을 위한 레일 체어 배치와 구속력 계산방법 자문, 2021. 10. 29. 

21. Dubai Noordpurlinks 캐비테이션 터널용 6분력 검력계 제작도 검토, 2021. 11. 9. 

22. 인공 서핑장 파도 발생 수치해석 결과 검토, ITECH 연차보고서, 2021. 11. 25. 

23.   “전기 노이즈가 적은 배터리 구동식 DC대차시스템”, 김효철, 이미애, 유성선, 함동빈, 신

창환, 10-2021-0167436(접수번호 1-1-2021-1380918-41)(DAS접근코드31D1), 출원 2021. 

11. 29.   

24. 해양연구원 대형 회류수조 유속분포 평준화 수치계산 결과 확인, 2021. 12. 3.   

농업생명과학대학   

이경준 (산림과학부)

<저서> 

   1. 이경준: 전면개정판 수목생리학. 총 555쪽,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8. 30.  

<보고서> 

   1.   이경준. 세부과제 3: 치산녹화기간 중 우수산림계와 산림조합의 운영실태와 산림녹화기

여분석. “공유재산관리이론 관점에서 산림녹화 성공요인 및 의의 분석”. 산림청 정책용역 

결과보고서. 산림정책연구회. 2021. 12. 23.   

<학술회의>  

   1.   이경준: 산림녹화기록물 분야. 184~185.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제도 개편과 대응방안 모

색을 위한 학술대회. 한국국학진흥원, 경북 안동, p.188, 2021. 11. 5~6.    

<강의 및 특강>  

   1.   나무의사 양성과정: 비전염성병. 서울대식물병원, 8기(1. 4~2. 3), 9기(5. 29~6. 27), 10기

(6. 21~7. 8), 11기(9. 4~26).    

   2.   나무의사 양성과정: 수목관리학. 경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6기(2. 6~3. 6), 7기(6. 19~7. 

10), 8기(10.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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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나무의사 양성과정: 수목생리학. 한국수목보호협회, 16기(3. 10~30), 17기(2. 21~4. 10), 

18기(4. 28~5. 25), 19기(8. 25~9. 13), 20기(10. 20~11. 8), 21기(10. 9~11. 21). 

   4.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과정: 비전염성병. 서울대식물병원, 6기(3. 21~5. 9), 7기(8. 2~23), 8

기(12. 24~29). 

   5.   숲해설가 양성과정: 산림생태학. 숲해설가협회, 41기(3. 30~4. 1), 42기(7. 20~22).  

   6.   유아숲지도사 양성과정. 나무 숲 임업. 에코아이생태교육연구소, 20기(1. 6~7), 21기(3. 

24~25), 22기(6. 23~24), 23기(8. 25~26). 

   7.   유아숲지도사 양성과정. 나무 숲 임업. 숲밧줄놀이연구회, 8기(10. 7), 9기(12. 2). 

   8.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 수목생장과 생리. 가톨릭대학교, 2021. 5. 22. 

   9. 조경수관리교육: 수목생리. 서울대식물병원, 41회(2021. 1. 18~22). 

10. 산림교육원: 수목생리. 야생화분재반, 2021. 6. 28. 

11. 산림아카데미: 조경수 생장과 관리, 2021. 6. 18. 

12. 서울대 녹색경영자과정. 산림녹화, 2021. 6. 15. 

13. 우즈베키스탄 산림공무원 교육. 산림녹화, 2021. 8. 27.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외래임상의.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2021. 1. 1~4. 30.  

   2. 회장. 사단법인 한국산림정책연구회, 2021. 1. 1~12. 31. 

   3. 회장. 산림녹화UNESCO기록유산등재추진위원회, 2021. 1. 1~12. 31. 

   4. 수목 진단. 경기도청 측백나무(5. 20, 10. 28).   

이돈구 (산림과학부)

<논문>

   1.   권기철, 한성안, 이돈구 외 4인(2021) 한국 소나무림의 입지환경과 임분구조. 한국산림과

학회지 110(4): 496-503.  

<기고문>

   1.   농업생명과학대학 관악캠퍼스로 이전과 발전방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20(제16

호) 논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234-245쪽, 2021.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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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및 특강>

   1.   Saemaul Movement by Village People of Korea for Reforestation of Degraded Forests 

and Benefits from Its Restoration. 영상으로 특별강연, KOICA CIAT Program-Capacity 

Building for Efficient and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Cote d’Ivoire], 서울대학교 

우정관, Seoul, 2021. 10. 12.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위원장.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자문위원회, 2013. 7~현재.  

   2. 편집위원. Ecosystems and Development Journal. CFNR, UPLB. 필리핀, 2021. 3~현재. 

<기타 근황> 

   1.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AFoCO) Advisory Roundtable meeting 초청 

토론 및 오찬, 산림비전센터, 서울, 2021. 6. 9.   

   2.   Virtual Conference on “Bioeconomy: from pathways to practice” organized by The 

Royal Swedish Academ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KLSA). 토론회 영상으로 참석, 스

톡홀름, 스웨덴, 2021. 6. 9.   

   3. KBS 시사 직격 출연 토론: 산림의 진실-중요성. 2021. 6. 25.  

   4.   International Symposium on “Ecosystem Restoration for Green and Peace Asia” 한국산

림과학회 하계총회에서 축사. 알펜시아리조트, 평창, 강원도, 2021. 8. 18. 

   5.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AFoCO) The Fourth Session of the Assembly 

영상으로 참석, 코리아나 호텔, 서울, 2021. 10. 25~26. 

   6.   International Union of Forest Research Organizations (IUFRO) All-Division 1 Online 

Discussion Conference “Scaling-Up from Tree-and Stand-Level Research to Sustainable 

Silviculture at Forest- and Landscape-Level” 영상으로 참석, 2021. 11. 16~18.  

현정오 (산림과학부) 

<강의>

   1.   보전생물학. 수목원가드너양성과정, 산림청 지원 (사)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및 신구대학

교 주관, 신구대학교, 2021. 9. 10~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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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준 (농생명공학부)

<저서>

   1. 나용준, 고영진, 김기우 외 5명. 생활권 조경수 병리학. 총 209쪽, 문운당, 2021. 12. 30. 

<강의 및 특강>

   1.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주관 산림청 나무의사 양성교육과정(8, 9, 10, 11기)의 수목병리학 

강좌 담당.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병원. 2021. 1. 4~11. 28. 

   2.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주관 산림청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교육과정(5, 6, 7기)의 수목병리

학 강좌 담당. 2020. 11. 7~2021. 8. 27. 

<기타 근황> 

   1.   환경부 산하 환경보전협회의 “한강수계 수변녹지 조성지역의 순응적 유지관리 방안” 수

립을 위한 현장조사(경기도 용인 2개 지구) 및 자문. 2021. 12. 21. 

서진호 (농생명공학부)

<동정>

   1.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감사로 선출됨, 임기 2년, 2021. 12. 12~2023. 12. 11. 

   2.   SPC 식품생명공학연구소 소장으로서 한국생물공학회가 수여하는 생물공학 기업대상을 

수상함, 2021. 4. 15.   

미술대학  

이순종 (디자인학부)

<저서>

   1. Human City Design Award 2020. 기획, 서울디자인재단, 2021. 3. 21.  

   2.   이순종 외 5인: 삶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디자인. 학문 후속세대를 위한 나의 학문 나의 

삶 제3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사회봉사위원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출판,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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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쪽, 2021. 12. 30.      

<전시>  

   1. 한국디자인혁신 45선 전. 제9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2021. 9. 1~10. 31.   

<학술회의> 

   1.   국립디자인박물관과 소장품수집의 방향. 2021 국립디자인박물관포럼 디자인문화부-한국

디자인학회. 2021. 6. 5.   

   2.   시흥 스마트시티 도시디자인의 방향(기조연설).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2021, 국토부/시

흥시/서울대학교 융합대학원, 2021. 9. 10.    

<특강> 

   1. 미래사회와 융합디자인교육의 방향. 동서대학교 융합디자인대학, 2021. 4. 27. 

   2. 예술 ·디자인과 지역사회 창조. 자문밖아트레지던시, 2021. 6. 21. 

   3. 창조적 디자인사고와 농업. 서울대학교 농업경영유통 최고위과정, 2021. 10. 14. 

   4. 미래사회와 지속가능디자인 방향. 제4회 자문밖창의예술학교, 2021. 11. 10.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대표. (사)한국미래디자인연구원, 2021. 1. 1~12. 31. 

   2. 명예회장. (사)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2021. 1. 1~12. 31. 

   3. 이사장. (사)자문밖문화포럼, 2021. 1. 1~12. 31. 

   4. 교장. 자문밖창의예술학교, 2021. 1. 1~12. 31. 

   5. 이사.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2020. 1. 1~8. 31. 

   6. 운영위원장. 서울시 서울디자인재단 Human City Design Award, 2021. 1. 1~12. 31. 

   7. 위원. 한국디자인진흥원 국가디자인위원회, 2021. 1. 1~12. 31. 

   8. 조직위원. 미술총감독, 국제스페셜뮤직 앤 아트페스티발, 2020. 9. 28~12. 31. 

   9. 조직위원장. 자문밖문화축제, 2021. 10. 15~17. 

10. 심의위원. 우정국 우표심의위원회, 2021. 1. 1~12. 31. 

11. 심사위원. 한국종합예술학교 미술원 신임교원심사, 2021. 5. 11. 

12. 심사위원. 현대차 키즈모터쇼, 2021. 10. 6. 

13. 심사위원. 제9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디리볼루션 국제디자인공모전, 2021. 7. 

14.   심사위원장. 대한민국공공디자인대상, 문화부/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 2021. 10. 29~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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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문위원. 세종시 국립디자인박물관 건립, 2021. 

16.   추진위원장. 이건희 기증관(가칭) 송현동 유치를 위한 종로유치 민간추진위원회, 2021. 8. 

11. 

17. 자문위원. 종로도시기본계획2100, 종로구, 2021. 1. 1~12. 31. 

18. 공동위원장. 자문밖문화예술마을추진 민간협협의회, 종로구, 2021. 1. 1~12. 31. 

19. 멘토. 자문밖아트레지던시, 2021. 1. 1~12. 31. 

<연구 등 기타 근황>  

   1. 미래자율자동차인테리어디자인연구. 산업자원부, 2021. 1. 1~12. 31. 

   2. 시니어를 위한 미래제품 서비스 전략연구. 웅진코웨이, 2021. 11. 12~현재. 

   3. 자문밖 커뮤니티 디자인스쿨 프로그램 연구위원. 2021. 9. 1~11. 30.   

서용선 (서양화과)

<전시> 

(개인전) 

   1. 서용선: 만첩산중(萬疊山中) 서용선회화. 여주 미술관, 여주, 2021. 2. 24~6. 30. 

   2. 서용선: 서용선의 생각, 가루개 프로젝트. 갤러리 JJ, 서울, 2021. 3. 12~4. 12. 

   3. 서용선: Mago, The Myth SuhYongsun. JNO 갤러리, 서울, 2021. 5. 27~7. 3. 

   4. 서용선: 서용선의 자화상. 갤러리 하이, 부산, 서울, 2021. 5. 29~7. 7. 

   5.   서용선: 서용선의 마고이야기, 우리 안의 여신을 찾아서. 서울여성역사문화공간 여담재, 

서울, 2021. 9. 15~2022. 1. 21.   

(단체전) 

   1. 서용선: 리좀이 화엄을 만날 때_신 자연주의. 전북도립미술관, 완주, 2021. 3. 12~7. 25. 

   2.   서용선: 한국 스페인특별전, 마주하는 풍경, 일상의 시선. 소마미술관, 서울 2021. 3. 23~7. 

25. 

   3. 서용선: 시대와 개성. 해든 뮤지엄, 인천, 2021. 4. 2~9. 26. 

   4. 서용선: 약속의 땅. 더그레이트 컬렉션, 서울, 2021. 5. 15~6. 26. 

   5. 서용선: 왜 우리라고 세계를 말할 수 없는가. 올미아트스페이스, 서울, 2021. 6. 2~30. 

   6.   서용선: 전방(前方), 20인의 예술가가 전하는 한반도 평화이야기. 오두산 통일전망대 기

획전시실, 파주, 2021. 7. 1~9. 30.  

        서용선: 3인전. 신문선문화공간, 서울, 2021. 7. 15~2022. 7. 14(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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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서용선: “1+1” 소장가의 시선. 원엔제이 갤러리, 서울, 2021. 9. 2~18.   

   8. 서용선: 바다의 미래를 그리다. KT&G 상상마당, 부산, 2021. 9. 3~18.   

   9.   서용선: 여수국제미술제, 흐르는 것은 멈추길 거부한다.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 전시홀, 

여수, 2021. 9. 3~10. 3.   

10. 서용선: 할아텍 20주년 기념전. 태백석탄박물관 기념전시실, 태백, 2021. 11. 12~17. 

11. 서용선: 달빛이 연못을 뚫어도. 로얄빌딩 지하1층 팝업전시장, 서울 2021. 10. 20~11. 20. 

12.   서용선: 가을 프로젝트, DMZ이후 대지의 숨결. 양평군립미술관, 양평, 2021. 10. 22~11. 21.   

13. 서용선: 서용선의 긋기, 도시의 흔적 외 1인. HC Studio, 서울, 2021. 11. 17~12. 31.  

<기타 근황>    

   1.수원시립미술관 5년간 발자취 166점 소장품 담은 도록발간. 기호일보, 2021. 1. 21. 

   2. 도재기의 현대미술스케치(9) 내안의 나와 마주치다. 경향신문, 2021. 1. 29. 

   3. 서용선의 ‘에너지 흐르는 집 1’. 아시아투데이, 2021. 3. 14. 

   4. 서용선의 ‘가림토 글자’. 아시아투데이, 2021. 3. 15. 

   5. 양평에 초대형작업실 마련하고도 세계 떠돌며 작품활동. 국민일보, 2021. 5. 20. 

   6. 작품이 된 빈집, 서용선 ‘~가루개프로젝트’. 스포츠서울, 2021. 3. 22. 

   7. 영월서 오버랩된 작가와 단종의 비극 … 삶과 역사 화폭서 만나다. 동아일보, 2021. 3. 25. 

   8. 평화롭던 일상 속의 시건을 마주하다. Nobless, 2021. 5월호, 249쪽. 

   9. 그림 끼고 사는 노작가, 집요한 ‘세상 뜯어보기’. 한겨레, 2021. 6. 3. 

10. 인류 역사 시원을 상상하다 … 서용선이 그린 마고 신화. 연합뉴스, 2021. 6. 4. 

11. 문화현장: 회화로 구현한 ‘마고신화’ 속 첫 인간. SBS TV 뉴스, 2021. 6. 8.   

12.   ‘한국에서의 학살 Massacre en Corée’ 토론회 참여. ‘피카소 탄생 140주년 특별전’ 갤러리

인 주관,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2021. 6. 25. 

13. 캔버스에 담은 신화 … 이번 주 전시 ·영화. MBN TV 뉴스, 2021. 6. 27.    

14.   피카소 ‘한국에서의 학살’에 벌레가 숨어있다? 그림을 읽는 색다른 관점들. MK뉴스, 2021. 

7. 19.  

15. 흐르는 것은 멈추길 거부한다 “여수국제미술제”. 전북일보, 2021. 9. 22. 

16. 인천공항, ‘KIAF 특별전시 … 20개 화랑 대표작 전시, 2021. 9. 27.  

17. 국내 최대 미술장터 개막. 세계일보, 2021. 9. 28. 

18.   권민주의 작가와의 대화(4); 서용선 “난 왜 그림 그리는 것에만 급급했던가” 주간경향, 

1446호, 50-52쪽, 2021. 10. 4. 

19. 태백시 석탄박물관, 기념전시회 개최 … ‘할아텍’ 설립20주년. 위클리오늘,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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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예술로 명상하며 잠시 쉬어 갈까요. 월광불광, 2021. 10. 13.   

21. 달빛이 연못을 뚫어도 물에는 흔적이 없다. 월간불광, 2021. 10. 28. 

22. 우리 신화 속 여신 마고, 무료전시회서 만나요. 더 팩트, 2021. 10. 25. 

23. “한국 신화 속 여신 ‘마고’를 아시나요?” … 마고전개최, 세계타임즈, 2021. 10. 25. 

24. “한국 신화 속 여신 ‘마고’를 아시나요?” … 마고전개최, 서울시정일보, 2021. 10. 25. 

25. “한국 신화 속 여신 ‘마고’를 아시나요?” … 내외일보, 2012. 10. 25. 

26.   ‘달빛이 연못을 뚫어도’ 철학자 최진석과 함께하는 아트스트 토크 참가. 글로벌평화예술

문화재단, 마인드붐, 황학동 로열빌딩 B1, 2021. 11. 5.  

27. ‘드로잉’ 대신 ‘긋기’ 서용선의 긋기 — 도시의 흔적. 스포츠서울, 2021. 11. 22.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최종고 (법학과)

<저서>

   1. 최종고: 세계문학 속의 한국전쟁. 총 318쪽, 와이겔리, 2021. 6. 14.   

   2.   최종고 외 5인(공저): 학문 후속세대를 위한 나의 학문 나의 삶 제4권. 총 416쪽, 서울대

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사회봉사위원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출판, 2021. 12. 30.  

<기고문> 

   1. 영국 여성화가 엘리자베스 키스의 한국여행. 여행문화 2021. 1-2월호, 98-103쪽. 

   2. 프라이부르크의 추억. 글의 세계 2021 여름호(종간호), 310-325쪽. 

   3. 루이제 글뤽의 삶과 시. 국제문예 2021 여름호(86호), 76-91쪽. 

   4. 에밀리 캠프의 조선여행기. 여행문화 2021 여름호, 74-80쪽. 

   5. 국제PEN작가단의 첫 방한(1957)과 기록화. PEN문학 2021. 9 ·10월호, 70-88쪽. 

   6. 6 ·25전쟁과 서울법대. 한국문학신문, 7면, 2021. 1. 1. 

   7. 고정기(1930-1995)의 <펄 벅 수행기>. 한국문학신문, 9면, 2021. 1. 6. 

   8. 뉴욕공공도서관과 ‘제이콥 쉬프 문서’. 뉴욕일보, 9면, 2021. 1. 19. 

   9. 한 시골 유지의 자서전, 배원화의 <마음의 창>. 한국문학신문, 7면, 2021. 2. 3. 

10. 왜 전기를 써야 하나? 한국문학신문, 7면, 2021. 2. 24.   

11.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들: 제임스 설터 회상. 한국문학신문, 7면, 2021. 4. 7.  



388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21, 제17호

12. 남 욱(1925-1970)의 평전을 기대하며. 한국문학신문, 9면, 2021. 5. 5. 

13. 세계문학의 사랑방 한무숙문학관. 한국문학신문, 9면, 2021. 6. 16. 

14.   한 아름다운 영혼의 자서전. <개천에 핀 장미>(줄리 헤닝 저, 고요아침), 14-15쪽, 2021. 6. 26. 

15. 재미 문인 최연홍(1941-2021)과 한국문학의 세계화. 한국문학신문, 9면, 2021. 7. 21. 

16. 구순이( Julie Henning) 자서전 <개천에 핀 장미>. 한국문학신문, 9면, 2021. 7. 21. 

17.언더우드 부부의 조선여행. 여행문화 2021 가을호, 174-180쪽. 

18. 펄 S. 벅(최진주)은 왜 한국을 사랑했나? 사상과 문학 2021 가을(47)호, 122-140쪽. 

19. 한국을 사랑한 세계작가들. 한강포럼 2021 11월호, 5-6쪽. 

20. 60년의 안동여행. 상주문학, 2021. 11. 

21. 전기가로서의 펄 벅. 한국문학신문, 9면, 2021. 11. 3.  

22. 곽복만(1917-1975)과 곽복록(1922-2011) 형제. 한국문학신문, 10면, 2021. 12. 1. 

23. 청리인의 마음. 청리면지 발간기념비, 2021. 12. 27.   

24. 한국법사상사학과 나의 삶. 나의 학문 나의 삶 제4권, 2020, 416쪽.  

25. 경맥인의 문학사랑. 경맥춘추 6호, 2021.  

26. 한국을 사랑한 세계작가들. 낙동강, 2021, 43-48쪽. 

27. 나는 낙동강 잉어(시). 낙동강, 2021, 217쪽. 

28. 이론가와 행동인 이영희(1943-2016). Fides 10호, 2021. 

<기타 근황> 

(대담)  

   1. 결코 잊을 수 없는 6 ·25. 국방일보, 14면, 2021. 6. 24. 

   2. 펄 벅 연구회의 창립과 활동. 펄 벅 펄벅재단. 2021. 7. 16. 

(행사)   

   1. 합포문화강좌 강연(한국을 사랑한 세계작가들), 창원 문화원, 2021. 5. 13. 

   2. 낙동강문학관 개관기념강연, 상주 낙동강문학관, 2021. 9. 25. 

   3. 안동 지례예술촌 문인서간전 및 비림 제막식, 안동, 2021. 10. 9. 

   4. 한강포럼 발표 <한국을 사랑한 세계작가들>, 비비엥2 교육센터, 2021. 10. 15. 

   5.   펄 벅 국제심포지움 발표(Pearl Buck and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부천 펄벅

기념관, 2021. 11. 5.  

   6.   제7회 세계한글작가대회 주제강연, 한국문학과 노벨상, 어떻게 만날까? 프레지던트호텔, 

<발표문집>, 69-79쪽, 2021. 11. 3. 

   7. <청리면지> 편집회의, 상주 향교, 202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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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청리인의 마음(시), <청리면지> 발간기념비, 2021. 12. 27.   

사범대학  

신문수 (영어교육과)

<학술단문>

   1. 물을 품은 건축: 안도 타다오의 경우(1). 문학수첩 창간호, 278-292쪽, 2021. 3. 

   2.   인간이 천박하다면 아름다운 자연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안과밖 50, 252-261쪽, 2021. 5.

   3.   물을 품은 건축: 안도 타다오의 경우(2). 문학수첩 2, 284-301쪽, 2021. 9. 

<기고문>  

   1.   두물머리 풍경: 유배에서 풀려난 다산을 생각하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20, 제16

호, 386-396쪽, 2021. 2. 28.  

   2. 봄의 서곡: 풀리는 냇가에서. 문예연구 108, 280-287쪽, 2021 봄.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심사위원. 제1회 부천디아스포라문학상, 경기도 부천시, 2021. 1. 1~8. 31.   

이광숙 (독어교육과)

<학술회의>

   1.   Anfaenge des Deutschunterrichts in Korea, China, Japan(한국, 중국, 일본에서의 초기 

독일어교육) 기조연설. 중화민국 독어독문학자/교사 협회, 대만 가오시웅, 2021. 3. 27.

진교훈 (윤리교육과)

<보고서>

   1.   진교훈: 老年哲學 학술회의, 제4회 보고서, 권2, 제3장, “세대간 갈등을 넘어서- 老少相生” 

및 “老少同樂과 共同善”(2020. 11. 25. 발표), 395-404쪽, 2021. 1. 15(입수)_ 충북 보은 숲

체험휴양소; 동양포럼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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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진교훈: 老年哲學 학술회의 보고서, 권3, 제2편, 일본에 건너간 노년철학대회, “노년과 미

래”, 92-101쪽; 제1회 국제老年哲學 학술회의, “나의 死生觀을 토대로 한 醫哲學과 老年

哲學. 233-252쪽; 2020. 10. 3, 일본 교토시 사교쿠 크리스챤 아카데미 관서세미나 하우스: 

미래공창신문사주최, 2021. 1. 15 발간.   

<논문>  

   1.   진교훈(2021) 고령화사회와 노인의 자기성찰: 노년철학의 과제, 인격주의 생명윤리. 2021

년 11권 1호, 7-27쪽,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21. 1. 30.  

<학술회의>

   1.   진교훈: “AI 윤리문제”를 학회 이름으로 공동저서 발간과 제작에 관한 발제, 한국생명윤

리학회, 연구실에서 Zoom으로 발표. 2021. 2. 8.  

   2.   진교훈: 사람다움의 길을 찾아서. 한국철학적 인간학회, 2021년도 추계 정기학회, 발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연구동 101호실, Zoom, 2021. 7. 9. 10시~12시.   

   3.   진교훈: 전환기에서 초등도덕교육의 방향.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기조강연, 진주교육대

학, 2021. 10. 15.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주교회의 위원. 한국천주교주교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정기회의, ‘운동으로 관상’하는 

문제점에 관하여, 논의, 2021. 11. 26; 10시~오후 4시(원래 주교회의는 연 4회, 1~2박, 코

로나로 중단되었다가 금년 처음 열림.    

   2.   한국천주교 생명위원회 중앙위원. 추기경 이임식 초청받고 서울 명동성당 참석, 식후 근

처 식당에서 오찬을 하면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실천문제 토론, 2021. 12. 5. 

   3.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중앙위원, 제32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1년 활동보고 및 

2022년 예산안, 천주교 생명존중운동단체 8개 활동에 대한 검토 및, 의견진술; Zoom 화

상회의, 2021. 12. 28.    

최승언 (지구과학교육과)

<논문>

   1.   최승언(2021) 조선의 시헌력에서 다루는 태양의 운동에 대한 (이론적) 고찰: 《세초류휘》, 

《시헌기요》, 《추보속해》를 중심으로. 2021 『고전번역연구』 제12집 13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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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회의>

   1.   최승언, 강민정, 김석주 외 2인: Solar motion described in the Richan lizhi (日躔曆指), 

the Rìchan lifa (日躔曆法) and the Richan biao (日躔表) of the Kangxi reign treatises 

on Calendrical Astronomy, Lixiang kaocheng (曆象考成). 2021년 한국천문학회 춘계학

술대회(4. 16) 구두발표, 2021. 4. 16.  

   2.   최승언: 《세초류휘》에 기록된 태양의 운동. 2021년도 한국지구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비대

면 구두발표, 2021. 5. 21. 

   3.   최승언: 조선의 시헌력에서 다루는 태양의 운동에 대한 (이론적) 고찰: 《세초류휘》, 《시헌

기요》, 《추보속해》를 중심으로. 2021년도 한국고전번역학회 제24회 학술대회 구두발표, 

2021. 5. 28. 

   4.   최승언: 남병길의 《시헌기요(時憲紀要)》에 기록된 태양의 운동. 2021년도 한국지구과학

회 추계학술대회 구두발표, 2021. 10. 22.  

   5.   최승언, 강민정, 김슬기 외 6인: Solar motion described in the Richan lili (日躔曆理), the 

Rìchán bùfǎ (日躔步法) and the Richan biao (日躔表) of the Yōngzhèng reign treatises 

on Calendrical Astronomy, Lixiang kaocheng houbian (曆象考成後編). 2021년도 한국

천문학회 추계학술대회 초청강연, 2021. 10. 16.    

<강의 및 특강>  

   1. 달력갖고 놀아 보자 얼~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2021. 5. 14.  

   2. 하나뿐인 지구에서 살아 남가, 꿈의 학교(평택) 소사벌청소년 환경탐험대, 2021. 5. 29.  

   3. 달력갖고 놀아 보자 얼~쑤, 꿈의 학교(평택) 소사벌청소년 환경탐험대, 2021. 6. 12.  

   4. 빅히스토리 인간과 우주, 서울소년분류심사원, 2021. 8. 6. 

   5. 천문학의 세계: 우주이야기, 나의 이야기, 서울소년분류심사원, 2021. 8. 6. 

   6.   기후위기와 탄소제로 그리고 변화된 일상, 꿈의 학교(평택) 소사벌청소년 환경탐험대, 

2021. 9. 4. 

   7. 바람직한 과학영재교육, 목동갈산공공도서관, 2021. 9. 28. 

   8. 천문 현상과 함께하는 우리의 일상, 서울소년분류심사원,  2021. 10. 8.  

   9. 그림과 이야기 속의 천문학, 서울소년분류심사원,  2021. 12. 3.   

10.   역사천문역법강의, 동서지행포럼, 동서역사천문역법연구원, 2021. 8. 24.부터 매주 수요일

(10시~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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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학대학   

옥선화 (아동가족학과) 

<학술회의>  

   1.   옥선화 외 3인: 스마트 맞춤형 임신 ·출산 ·육아 앱 개발. 하남아가랑, 2021년 제1차 젠더

혁신포럼, 출산과 양육이 행복한 스마트시티, (재)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Zoom), 

2021. 5. 28.  

   2.   Sun Wha Ok, Jaerim Lee: Strong Families Around the World: Surviving the Pandemic. 

An International Discussion: South Korea, Center for Public Mental Health, Universitas 

Gadjah Mada Yogyakarta, Indonesia (Zoom), 2021. 7. 16.  

<기타 근황>   

   1.   건강가정사 자문위원회. 여성가족부, 2021. 12. 14.     

이연숙 (식품영양학과)

<저서>

   1. 이연숙외 6인: 생애주기영양학(5판). 총 410쪽, 교문사, 2021. 2. 26. 

   2. 이연숙외 5인: 식사요법(4판). 총 512쪽, 교문사, 2021. 8. 31. 

<강의 및 특강>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식품영양산업. 서울대학교 식품영양산업 CEO과정(특강), 2021. 4. 29.

   2.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영양. 농촌진흥청 농촌생활발전중앙회 워크

숍(특강), 2021. 4. 30.  

   3.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맞춤영양: 방어영양.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순창센터, 골

드쿡(동영상 강의), 2021. 7. 14.   

백희영 (식품영양학과)

<논문>

   1.   Kang M, Boushey CJ, Paik HY, et al. (2021) Changes in diet quality and body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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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10 years: the Multiethnic Cohort Study. British Journal of Nutrition, 126(9):1389-

1397.  

<학술회의>

   1.   백희영: 출산과 양육이 행복한 스마트시티. 발제강연,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비대면 

포럼, 2021. 5. 28.   

   2.   백희영: 젠더를 고려한 알콜정책. 발제강연,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비대면 포럼, 

2021. 6. 21.   

<강의 및 특강>

   1.   Nutrition and health: gender perspective.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개발협력정책과정 

(DCPP) 특강, 2021. 9. 

   2.   행복한 노후와 식생활. 서울대학교 노화 ·고령사회 연구소. 골드-쿡과정 특강, 비대면(온

라인 강좌), 순창쉴랜드 온라인 건강교육 홈페이지, 게시기간 2021. 9. 23~11. 30.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자문위원. Sex, Gender, and Diversity Analysis in Research Policies of Major Public 

Granting Agencies: A Global Review. Stanford Univ. & Wellcome Trust. 2021. 1~12. 

   2.   위원장. 삼성행복대상 심사위원회. 삼성생명공익재단. 2021. 5~10.  

   3.   이사.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2021. 1~현재.   

<연구>  

 1.   백희영: 우리나라 연구의 젠더혁신을 위한 젠더변수모델 개발연구: 보건의료 분야를 중심

으로. 한국연구재단, 2021. 8.~2022. 3.      

황인경 (식품영양학과)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고문. 한국식품조리과학회, 2021. 1. 1~12. 31. 

   2.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상임부회장. 2020. 6. 17~202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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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선 (의류학과)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석주선박물관 사업 자문회의, 2021. 3. 30, 10. 15.

                 - 장서각소장 복식유물 보존처리

                -   문화재 보존과학센터 자문회의, 2021. 9. 15.

                -   자수가사(보물 제 654호) 보존처리

   2.   정재문화연구소/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석주선기념박물관

                - 강릉 선교장 소장 태극기 보존수리사업, 2021. 10. 15, 12. 13.

                - 몽양 혈의(등록문화재 제 608호) 보존처리, 2021. 12. 13.

   3.   용인시청/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석주선기념박물관

                - 석주명 유품(등록문화재 제610호) 보존처리, 2021. 12. 13.

수의과대학  
  

신남식 (수의학과)

<논문>

1.   Han SW, Shin NS, Chae JS, et. al. (2021) First detection of Borrelia and Rickettsia 

species from Ornithodoros ticks in the Republic of Korea, Ticks and Tick-borne 

Diseases, 2021 Jul; 12(4):101689. doi: 10.1016/j.ttbdis.2021.101689.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위원.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환경부, 2019. 7. 1~현재.

   2. 위원장. 실험동물관리위원회, 대한약품공업(주), 2020. 1. 1~현재.

   3. 자문위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수목원관리원, 2019. 1. 1~현재.

<기타 근황>  

(신문 기고: 중앙일보 [더,오래])  

   1.   신남식의 야생동물 세상보기(26) 하루 20시간 잠자고 물도 안 먹는 코알라의 생존법. 



4부  명예교수 학술 및 봉사활동   395

2021. 1. 13. 

   2.   신남식의 야생동물 세상보기(27) ‘밤의 제왕’ 수리부엉이의 ‘스텔스’ 사냥 기술. 2021. 1. 

27. 

   3.   신남식의 야생동물 세상보기(28) ‘펭수’는 남극에만 산다? 적도에도 있다. 2021. 2. 24. 

   4   신남식의 야생동물 세상보기(29) 진미 고기와 고가 송곳니 … 하마의 멸종 위기 이유. 2021. 

3. 10. 

   5.   신남식의 야생동물 세상보기(30) 북극곰 개체수 3만 마리 … 국내 동물원엔 왜 없을까. 

2021. 4. 7.   

   6.   신남식의 야생동물 세상보기(31) 시력 나쁜 초식동물 코뿔소, 그래도 사람 빼곤 무적. 

2021. 4. 21.  

   7.   신남식의 야생동물 세상보기(32) 1000마리 마구잡이 포획 … 한국 표범 씨 말린 일제. 

2021. 5. 5. 

   8.   신남식의 야생동물 세상보기(33) 사람들의 ‘미아 신고’로 졸지에 엄마 잃은 어린 동물들 

2021. 6. 2. 

   9.   신남식의 야생동물 세상보기(34) 미어캣, 외모와 행동 귀여워 반려동물 삼고 싶다고? 

2021. 6. 30.   

10.   신남식의 야생동물 세상보기(35) 사람과 친숙했던 너구리, 어쩌다 천덕꾸러기 됐을까. 

2021. 7. 14.   

11.   신남식의 야생동물 세상보기(36) ‘일부다처제’ 얼룩말 줄무늬의 비밀. 2021. 7. 28.  

12.   신남식의 야생동물 세상보기(37) 짝짓기 때 암컷끼리 수컷 차지 경쟁하는 황금원숭이. 

2021. 8. 25. 

13.   신남식의 야생동물 세상보기(38) 거북보다 느린 네발 동물 … 나무가지에 매달려 생활하

죠. 2021. 9. 8. 

14.   신남식의 야생동물 세상보기(39) 홀로 못 사는 홍학, 왜 외다리로 서서 쉴까? 2021. 10. 6.

15.   신남식의 야생동물 세상보기(40) 수족관의 ‘흰돌고래’, 망망대해가 꼭 보금자리일까. 

2021. 11. 3.  

16.   신남식의 야생동물 세상보기(41) 내년은 검은 호랑이 해 … 인도 숲서 7~8마리 서식. 

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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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식 (수의학과)

<보고서> 

   1.   이흥식, 박인철, 이기창 외 9명: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 총 405

쪽, 농림축산식품부, 2021. 4. 1. 

   2.   이흥식, 남상섭, 이동빈 외 13명: OIE 권고 수의학교육 졸업역량 진료수행 세부항목 설

정. 총 105쪽, 농림축산식품부, 2021. 12. 31. 

<학술회의>   

   1.   이흥식: OIE 권고 수의학교육 졸업역량 진료수행 세부항목 설정 공청회, 농림축산식품

부. 분당 서머셋호텔 회의실, 2021. 11. 18.    

<워크숍>

   1. 수의학교육 평가 ·인증 전문가 양성 워크숍. 분당 서머셋호텔 회의실. 2021. 9. 16. 

   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단장 워크숍. 분당 동네소셜라운지 회의실. 2021. 10. 14. 

   3.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 ·인증 전문가 워크숍. 분당 동네소셜라운지 회의실. 2021. 10. 20.     

<수강>  

   1. 제27차 논어 특강. 한국고전번역원, 2021. 6. 28~8. 16. 

   2. 제28차 논어 특강. 한국고전번역원, 2021. 12. 20~2022. 2. 16.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고문.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2019. 12. 1~현재. 

   2. 편집고문.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 2012. 4. 1~현재. 

   3. 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 대한수의사회, 2018. 11. 20~현재. 

   4. 이사.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2019. 11. 30~현재. 

   5. 위원장.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판정위원회, 2019. 12. 1~현재. 

   6. 위원장.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판정위원회, 2021. 7. 1~현재. 

   7. 이사. 자연유산보전협회. 2015. 12. 10~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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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   이흥식, 박인철, 이기창 외 9명: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 농림

축산식품부. 

   2.   이흥식, 남상섭, 이동빈 외 13명: OIE 권고 수의학교육 졸업역량 진료수행 세부항목 설

정. 농림축산식품부.   

<기고> 

   1.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수의학 석 ·박사과정. 제28호 서울대 대학원 동창회보.  

<동정>  

   1. 자랑스러운 수의대인상. 서울대 수의과대학 동창회, 2021. 11. 14.    

약학대학   

심창구 (제약학과)

<역저서>

   1. ‘약학사회지’ 제4호 발행. 대한약학회 약학사 분과학회, 2021. 3. 2. 

   2.   심창구(역서): 새로운 약은 어떻게 창조되나. 제11쇄 발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11. 15.  

   3. 서울대학교약학대학 동창회보 제99호 발행, 서울대학교약학대학 동창회, 2021. 6. 

   4.   ‘한국약학의 역사 XIII’, 대한약학회 약학사 분과학회 심포지엄 (온라인) 프로시딩 발행, 

2021. 4. 22.   

   5.   ‘약학사 심포지엄, 인물로 본 근대 약학사 I’, 대한약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약학사분과

학회 심포지엄 프로시딩 발행, 2021. 11. 10.    

   6.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전사(前史)’ 발간, 서울대학교 약학역사관/서울대학교약학대학 동

창회, 2021. 11. 8.    

   7.   김안제, 심창구, 이승재 외 3인(공저): 학문 후속세대를 위한 나의 학문 나의 삶 제4권. 총 

416쪽,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사회봉사위원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출판,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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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및 발표>   

   1. 나노입자와 Drug Delivery. 엠디뮨 사 강의(온라인), 2021. 4. 14. 

   2. 어떻게 살 것인가? 한화제약 주최 약암 아카데미 특강(춘천 한샘고), 2021. 9. 8.   

   3.   새로운 약은 어떻게 창조되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진명여자고등

학교, 2021. 10. 15.  

   4.   인물로 본 근대약학사. 대한약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약학사분과학회 심포지엄 발표, 

2021. 11. 10.  

   5.   약제학의 진보. 한국약제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특강, 더케이 호텔, 2021. 

12. 1.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동성제약 제정 ‘송음의약학상’ 심사위원장. 2013~현재.

   2. 유한재단 이사. 2013. 12. 31~현재.

   3. 대한약학회 약학사 분과학회장. 2014. 4~현재.

   4. 한국약학대학정년퇴임교수회(일락회) 총무. 2016. 4~현재.

   5. 의약사평론가회 부회장. 2016~현재.   

   6. 서울대학교 가산약학역사관 명예관장. 2017. 1~현재.

   7. 약업신문사 제정 ‘약의 상’ 심사위원장. 2017. 3. 30~현재.

   8.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부회장. 2020. 3. 18~현재.

   9. 서울대 약대 동창회장. 2020. 2~현재.

10. 대한약사회 약사공론 전문평론위원. 대한약사회/약사공론, 2020. 7~현재.

<기고문>

   1. ‘약업신문’에 2007년 11월 28일부터 2주에 1회씩 칼럼 ‘약창춘추’ 연재 중. 

   2.   Special Article 연재: 한국의 약학교육사 (8). 팜텍, 한국PDA/한국제약기술교육원, 2021. 

10. 2.    

<동정>

   1. 약대동창회 주최 멘토-멘티 프로그램 폐회식(온라인) 축사, 2021. 1. 30. 

   2. 중앙대 손동헌 명예교수 일생 녹취, 호암교수회관, 2021. 2. 18.

   3. 서울대 약대 동창회 총회 개최(온라인), 2021. 3. 25.

   4. 오용호 후배 밴처 개소식 참석,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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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천주형 군 결혼식 주례, 2021. 5. 22.   

   6. 약대동창최 주최 멘토-멘티 발대식에서 축사, 2021. 6. 26.

   7. 제5회 통일약학 심포지엄 주최, 서울대 신약개발센터, 2021. 7. 9.

   8. 약학대학 20동 신축 준공식에서 동창회장 축사(Zoom). 2021. 7. 22.

   9. 약대 오유경 학장 취임식에서 동창회장 축사. 2021. 7. 28.

10. 서울대 약대 BK 출범식에서 동창회장 축사, 2021. 8. 24.

11. ‘우정바이오신약개발 클러스터’ 준공식(동탄)에서 축사, 2021. 9. 30.

12. 한국 PDA 회장 백우현 박사 은퇴 기념식(엘타워)에서 축사, 2021. 11. 10. 

13. 서울대약대 동창회 ‘만남의 날’ 행사(온라인) 개최, 2021. 10. 17. 

14.   제35회 ‘약의 날’ 기념식(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국가기념일 승격에 공헌한 공로로 ‘약의 

날’ 주최 7개 단체 이름의 감사패 수상, 2021. 11. 18.

15.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동창회 주최, 제7회 제약관악포럼(서울대 약대 주중광홀)에서 축사, 

2021. 11. 23. 

16.   제57회 ‘약의 상’(약업신문사 제정) 시상(수상자: 경동제약 류덕희 명예회장), 포시즌스 호

텔, 2021. 12. 16.   

17. 서울대 약대 동창회 관악사무실 개소식 개최, 20동, 2021. 12. 23.  

이은방 (제약학과)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주)신풍제약 고문. 2002. 9~현재.

   2.   (사)참행복나눔운동 공동대표. 2006. 4. 1~현재 .

            참행복나눔포룸개최, 참행복나눔시행 대학총장교류회, 청소년 장학지원 및 자기주도활동 

멘토링 지도사업( COVID-19 사태로 부분만 행사).

   3. 일낙회 회장(한국약학대학 명예교수 모임) 회장, 2016. 4~현재.

   4.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종신이사. 2020. 5~현재.

   5. 한국생약학회 및 한국응용약물학회에 환당(이은방)학술상을 제정하여 시상함. 

               -   한국응용약물학회(수상자: 세종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양현옥 교수), 호암교수회관, 2021. 

10. 15. 

               -   한국생약학회(수상자: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이동호 교수), 호암교수회관, 202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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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원 (약학과)

<저서>

   1. 김규원 외 11명: 생명과학자의 서재. 총 251쪽, 담액북스, 2021. 7. 2.  

<논문>

   1.   Chun KH, Cho SJ, Kim KW, et al. (2021) Protein kinase C-δ interacts with and 

phosphorylates ARD1. J Cell Physiol, 236(1), 379-391.   

   2.   Ahn JC, Hwang SJ, Kim KW, et al. (2021) Claudin-5a knockdown attenuates blood-

neural barrier in zebrafish. Comp Biochem Physiol C Toxicol Pharmacol, doi: 10.1016/

j.cbpc.2021.109176.  

   3.   Wudtipong Vongthip, Chanin Sillapachaiyaporn, Kim KW, et al. (2021) Thunbergia 

laurifolia Leaf Extract Inhibits Glutamate-Induced Neurotoxicity and Cell Death 

through Mitophagy Signaling. Antioxidants (Basel), 10(11), 1678.  

   4.   Hajime Takase, Gen Hamanaka, Kim KW, et al. (2021) Roles of A-kinase Anchor 

Protein 12 in Astrocyte and Oligodendrocyte Precursor Cell in Postnatal Corpus 

Callosum. Stem Cell Rev Rep, 17(4), 1446-1455. 

   5.   Kanmani Suganya, Son TK, Kim KW, et al. (2021) Impact of gut microbiota: How it 

could play roles beyond the digestive system on development of cardiovascular and 

renal diseases. Review Microb Pathog, 152, 104583.    

<동정>

   1. 2021년도 한국혈관학회 학술대회에서 ‘약산상’ 시상, 2021. 11. 12.    

음악대학    

정태봉 (작곡과)

<작품 또는 연주>  

   1.   정태봉: 현악삼중주 ‘결’(project21AND 현악삼중주팀, 지휘 정한결). 정태봉 현악작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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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회―현으로 엮어내는 음악세계, 세종 체임버홀, 2021. 4. 7.  

   2.   정태봉: 현악사중주 ‘니타나(尼陀那)’(project21AND 현악사중주팀, 지휘 정한결). 정태봉 

현악작품발표회―현으로 엮어내는 음악세계, 세종 체임버홀, 2021. 4. 7.  

   3.   정태봉: 현악오중주 ‘진도, 밀양 아리랑 두 주제에 의한 이중변주곡’(project21AND 현악

오중주팀, 지휘 정한결). 정태봉 현악작품발표회―현으로 엮어내는 음악세계, 세종 체임

버홀, 2021. 4. 7.   

   4.   정태봉: 비올라를 위한 ‘길IV’(viola, 최은식). 정태봉 현악작품발표회―현으로 엮어내는 

음악세계, 세종 체임버홀, 2021. 4. 7.  

   5.   정태봉: 현악사중주 ‘섭리(攝理)’(project21AND 현악사중주팀, 지휘 정한결). 정태봉 현악

작품발표회―현으로 엮어내는 음악세계, 세종 체임버홀, 2021. 4. 7.   

   6.   정태봉: 현악합주 ‘삼위일체(三位一體)’(project21AND 현악합주팀, 지휘 정한결). 정태봉 

현악작품발표회―현으로 엮어내는 음악세계, 세종 체임버홀, 2021. 4. 7.   

   7.   정태봉: 소프라노와 피아노를 위한 ‘수상(隨想)’(sop. 전수미, pf. 정영하). 소프라노 전수

미 독창회, 롯데콘서트홀, 2021. 6. 8.     

<강의 및 특강>   

   1. 작곡세미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대학교, 2021. 3. 5~12. 17.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회장.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동창회, 2018. 3. 12~현재.  

김  민 (기악과)  

<연주>  

   1.   김 민: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창단 56주년을 맞아 쇼팽 ·차이콥스키 연주회를 개최함. 잠

실 롯데콘서트홀, 2021.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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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의과대학원  

김용진 (의학과)

<논문>

   1.   Kim MS, Kim KB, Kim YJ, et al. (2021) A preclinical trial of perventricular pulmonary 

valve implantation: Pericardial versus aortic porcine valves mounted on self-

expandable stent. Artificial Organs. 45:E89-E100.   

   2.   Kim ER, Lee CH, Kim YJ, et al. (2021) Primary versus staged repair in neonates with 

pulmonary atresia and ventricular septal defect. Ann Thorac Surg. 112:825-30.  

<학술회의 참석> 

   1.   2021 Asia-Pacific Cardiovascular Intervention & Surgery, 26th 3 day Seminar on 

Congenital Heart Disease, 한국, 서울, November 11~13, 2021.   

<기타 근황>

   1.   특허출원: 경심실 폐동맥판 치환을 위한 인공 판막. 출원번호/출원일자: 1020210145969 

(2021. 10. 2)    

서유헌 (의학과)

<저서>  

   1.   서유헌 외 10인 공저: 0~7세 공부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총 308쪽, 김영사, ISBN 978-89-

349-8971-4 13590, 2021. 1. 18.   

<논문>  

   1.   Jinho Kim, Dongkyun Lim, Yoo-Hun Suh, et al. (2021) Long-term treatment of Cuban 

policosanol attenuates abnormal oxidative stress and inflammatory response via 

amyloid plques reduction in 5xFAD mice. Antioxidants 10,x. https://doi.org/10.3390/

xxxxx  

   2.   Gowoon Son, Seung Yoo, Yoo-Hun Suh, et al. (2021) Region- specific amyloid-B 

accumulation in the olfactory system influences olfactory sensory neur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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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sfunction in 5xFAD mice. Alzheimer’s Research & Terapy.13:4

   3.   Jinho Kim, Yoo-Hun Suh & Keun-A Chang (2021) Interleukin-17 induced by 

cumulative mild stress promoted depression-like behaviors in young adult mice. 

Molecular Brain 14, Article number 11

   4.   Seung-Jun Yoo, Gowoon Son, Yoo-Hun Suh 외 10명 (2021) Longitudinal profiling of 

oligomeric Aβ in human nasal discharge reflecting cognitive decline in probable 

Alzheimer’s disease. Scientific Reports 10, Article number:11234. 

<학술회의>  

   1. HFSP 국제기구이사회, 서울, 2021. 1. 7, 9. 3. 

   2. Polycosanol 인지기능 미팅, 2021. 1. 18, 9. 16, 10. 21. 

   3. 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 및 뇌 캠프, 서울대학교, 2021. 2. 17~19. 

   4. 재생의료 회의 미팅, 2021. 2. 24. 

   5. 치매에서의 줄기세포 치료, 2021. 2. 26. 

   6. Human Frontier Science 회의, 2021. 2. 28. 

   7.   International congress on Alzheimer’s Disease and Parkinson’s Disease. Barcelona, 

Spain, 2021. 3. 9~14(온라인). 

   8. 파킨슨병의 진단 및 미래 줄기세포 치료술, 서울, 2021. 3. 25. 

   9. AD와 PD의 미래 줄기세포 치료술 연구, 서울, 2021. 4. 8. 

10. 영유아 인권 보장과 과잉학습방지 위한 국회 심포지엄, 2021. 4. 14. 

11. 석여신경과학연구회, 서울, 2021. 5. 4. 

12. 한국뇌신경과학회 학술대회, 송도, 2021. 5. 20~21. 

13. HFSP 이사회(온라인), 2021. 7. 30, 9. 3. 

14. 대한퇴행성신경질환학회 임원회, 2021. 9. 2. 

15. 폴리코사놀의 기억효과 연구회, 서울, 2021. 9. 11, 10. 21. 

16. 베데스다 병원 이사회 회의, 2021. 5. 13, 9. 24. 

17.   ISTAART, Models of Immunity & Neurodegeneration- from Cells & Mice to Humans, 

2021. 11. 2. 

18.   2021 제38차 대한의사협회 온라인 종합 학술대회/코로나 감염병 현황과 미래전망, 2021. 

11. 21. 

19. 대한 퇴행성신경질환학회, 2021년 학술대회, 2021.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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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및 특강>  

   1.   중년기 이후의 건강한 뇌 활력을 위한 교육.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협의회 재능기부특강, 2021. 1. 21.  

   2. 나이보다 젊어지는 행복한 뇌.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2021. 2. 18.  

   3. 신경약리학.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2021. 3. 16. 

   4. 신경퇴행성질환.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2021. 3. 17. 

   5. 정신병.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2021. 3. 18. 

   6. 중년기 이후의 건강한 뇌 활력을 위한 교육. 서울, 2021. 4. 28. 

   7. 두뇌훈련법, 잠자는 뇌 깨우는 교육, 토닥토닥 교육. 서울, 2021. 5. 3. 

   8. 미래 인공지능 시대의 뇌과학과 융합과학. 서초고등학교, 2021. 5. 18. 

   9. 도파민 약리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21. 5. 26.

10. 진통약리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21. 5. 27.

11. 뇌의 신비. 계양고등학교, 2021. 8. 27.

12. 노인 뇌발달 교육 노인인력개발. 서울, 2021. 9. 1.

13. 뇌의 신비. 가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2021. 9. 13.

14. 알츠하이머치매의 줄기세포치료. 네이처셀, 2021. 9. 16.

15. Potential Stem Cell Therapy for AD&PD. 부산 베데스다병원, 2021. 9. 24. 

16. 미래인공지능시대의 뇌과학. 수요특강, 중동고등학교, 2021. 10. 7. 

17.   중년기 이후 건강변화와 대책,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

부특강, 2021. 12. 21.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Council member. 국제 치매 연구 및 치료학회(ISTAART, International Society to 

Advance Alzheimer’s Research & Treatment) Council member, 2018~현재.

   2. 자문. 미국 stemcell Bio 생명공학, 2020~현재.

   3. 원장. 뇌의과학연구원, 베데스다 병원, 2021~현재.

   4.   국제자문위원. International Faculty & Invited Speaker, 알츠하이머 파킨슨 국제학회

(AD/PD), 1993~현재.

   5. 위원.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협의회, 2017. 10~현재.

   6. 회장. 한국뇌교육학회, 2015~현재.

   7. 이사. (사)더불어 배움, 2017~현재.

   8. 네이처셀 사외이사. 2016~2021. 8.



4부  명예교수 학술 및 봉사활동   405

   9. 위원장. 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뇌과학올림피아드 개최), 2009~현재.

10. 명예홍보대사. 한국컨벤션, 2009~현재.

11. 과학엠버서더. 한국과학창의재단, 2002~현재.

12. 본부이사. 국제인간프런티어과학기구(HSFP), 2005. 1~현재.

13. 종신회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2003~현재.

14. 종신회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03. 11~현재.

15. 이사. 한국 노벨상수상 지원본부, 1999. 8~현재.

16. 객원교수. 중국하얼빈의대, 일본동경대의과학연구소, 영국임페리얼대학, 1998. 1~현재.

17.   평의원. 국제 치매 연구 및 치료학회(ISTAART, International Society to Advance 

Alzheimer’s Research & Treatment) Council member, 2018~현재.

18. 부편집인. Journal of Pharmacological Sciences( JPS), 2011~현재.

19. 부편집인. Neuroscience Research, 2007~현재.

20. 편집위원. Neurochemical Research, 2002~현재.

21. 편집위원. Journal of Molecular Neuroscience(JMN), 1999~현재.

22. 편집위원. Journal of Neuroscience Research(JNR), 1998~현재.

23. 분야편집인. Journal of Neurochemistry( JNC), 1995~현재.    

<연구>

   1. 청년우울증의 뇌 병인, 진단, 치료 연구. 한국연구재단, 2016. 3. 1~2021. 2. 28.  

   2. 폴리코사놀의 기억 및 치매예방효과 연구. 2018. 3. 1~2021. 11. 30.  

<기타 근황>   

(언론 및 방송)   

   1. 사교육폐해. 기독방송, 2021. 4. 29.  

   2. 좌뇌, 우뇌. YTN Science, 2021. 5. 13.  

   3. 치매예방 7가지 비책. 에듀티브, 2021. 5. 28.  

   4. 한국뇌연구원 창립10주년 기념 인터뷰, Story Park, 2021. 11. 11.  

   5. 교육차별. 조기교육. 다큐프라임, EBS, 2021. 11. 26.  

   6. 폴리코사놀의 항산화 및 항염 효과를 통한 인지기능 향상. 헬스조선, 2021. 12. 6.  

(기타)  

   1. HFSPO 국제기구 사무총장 후보 심사 회의, 2021. 1. 7.

   2. 대한퇴행성신경질환학회 신년회 참석, 2021.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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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베데스다 병원 이사회 참석, 2021. 4. 11, 11. 1. 

   4. 포항공대 의대설립 추진자문회의 참석, 2021. 5. 6.

   5. 베데스다병원 복지부 재생의료기관 지정회의, 2021. 5. 13, 10. 21.

   6. 뇌교육학회 이사회 및 총회, 2021. 7. 16.

   7. 네이처셀 이사회 참석, 2021. 7. 29, 8. 24.

   8. 대한퇴행성신경질환학회 온라인 이사회 참석, 2021. 7. 29.

   9. 국제휴먼프론티어기구(HFSP) 온라인 이사회 참석, 2021. 7. 30, 9. 3, 11. 15.

10. 더불어 배움 이사회 참석, 2021. 9. 11, 11. 24.

11. 공감 음악회, 춘천, 2021. 10. 31/서울, 11. 3/전주, 12. 1. 

12.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온라인 석학과의 대담, Innovative Drug Delivery System, Robert 

Langer 교수, 2012. 11. 3. 

13.   국제휴먼프런티어기구(HFSPO, Human Frontier Science Program Organization), 2022 

HFSPO triennial meeting 준비 줌회의, 2021. 12. 20.   

유근영 (의학과)

<동정>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원장으로 취임. 2021. 5. 17.

이부영 (의학과)

<저서 및 역서>   

   1. 이부영: 동양의학 연구: 의학적 심리학의 입장에서. 총 285쪽, 집문당, 2021. 6. 21.

   2.   이부영, 이광자 공동번역: M. L. 폰 프란츠(M. L. von Franz ), 「민담속의 그림자와 악」, 총 

425쪽, 2021. 8. 2.   

<학술회의>  

   1.   제19차 환태평양정신의학회 기조강연. <정신치료의 역사에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과 개척

자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What we learn from our ancestors and pioneers in 

the history of psychotherapy?>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힐튼호텔, 2021.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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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융연구원 전문과정 <집단사례토의> 주재,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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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C. G. 융 서거 60주기 기념학술대회 강연. <심혼의 의사 C. G. 융: 그의 사상과의 만남,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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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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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   

   1. 대한의사(醫史)학회 제 3회 일산 김두종 학술상 수상, 대한의사학회, 2021. 11. 5.  

이종욱 (의학과)

<동정> 

1. 제7회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 수상자에 선정. 2021. 1. 12.  

정도언 (의학과)

<저서> 

   1. 정도언: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들. 정신분석 에세이집, 지와인출판사, 2021. 4.   

채종일 (의학과)

<논문> 

   1.   Chai JY, Jung BK, Chang T, Shin H, et al. (2021) Echinostoma miyagawai Ishii, 1932 

(Echinostomatidae) from ducks in Aceh Province, Indonesia with special reference to 

its synonymy with Echinostoma robustum Yamaguti, 1935.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59(1), 35-45.    

   2.   Chai JY, Sohn WM, Cho J, Jung BK, et al. (2021) Echinostoma mekongi: discovery of 

its metacercarial stage in snails, Filopaludina martensi cambodjiensis, in Pursat 

Province, Cambodia.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59(1), 47-53.  

   3.   Jung BK, Chang T, Shin H, Chai JY, et al. (2021) Parvatrema duboisi (Digenea: 

Gymnophallidae) life cycle stages in Manila Clams, Ruditapes philippinarum, from 

Aphae-do (Island), Shinan-gun, Korea.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59(1), 83-88.

   4.   Oh CS, Lee H, Kim J, Chai JY, et al. (2021) Two helminthic cases of human mummy 

remains from Joseon-period graves in Korea.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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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52.  

   5.   Chang T, Jung BK, Hong S, Chai JY, et al. (2021) Occurrence of a hybrid between 

Taenia saginata and Taenia asiatica tapeworms in Cambodia.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59(2), 179-182.  

   6.   Chai JY, Jung BK, Hong SJ (2021) Albendazole and mebendazole as anti-parasitic and 

anti-cancer agents: an update.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59(3), 189-225.

   7.   Chang T, Jung BK, Shin H, Chai JY, et al. (2021) Genotypes of Blastocystis sp. among 

elderly health check-up people in South Korea with a questionnaire on risk factors. 

Parasitology Research 120(9), 3297-3306.   

   8.   Ryoo S, Jung BK, Chang T, Chai JY, et al. (2021) Acanthoparyphium shinanense n. sp. 

(Digenea: Echinostomatidae) from experimental chicks infected with metacercariae 

encysted in brackish water clams in the Republic of Korea.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59(4), 341-353.  

   9.   Oh CS, Shin SY, Kim Y, Chai JY, et al. (2021) Helminth eggs detected in soil samples of 

a possible toilet structure found at the capital area of ancient Baekje Kingdom of 

Korea.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59(4), 393-397.  

10.   Shin H, Jung BK, Ryoo S, Chai JY, et al. (2021) Enterobius vermicularis infection 

among preschool children: a 12-year (2008-2019) survey in large cities and provinces 

of the Republic of Korea.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59(4), 412-426. 

11.   Sohn WM, Jung BK, Hong S, Chai JY, et al. (2021) Detection of Gnathostoma 

spinigerum advanced 3rd-stage larvae in the Chinese edible frog, Hoplobatrachus 

rugulosus, from local markets in Phnom Penh, Cambodia,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59(5), 519-522.  

12.   Sohn WM, Choi SH, Jung BK, Chai JY, et al. (2021) Prevalence and intensity of 

Opisthorchis viverrini metacercarial infection in fish from Phnom Penh, Takeo, and 

Kandal Provinces, Cambodia,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59(5), 531-536.  

13.   Oh CS, Hong JH, Chai JY, Song MK, et al. (2021) Ancient DNA of Metagonimus 

yokogawai recovered from Joseon period human remains newly discovered at 

Goryeong County in South Korea. Acta Parasitologica. https://doi.org/10.1007/s11686-

021-00487-0 

14.   Hong S, Jung BK, Song H, Chai JY, et al. (2021) Failure of repeated MDA with 

albendazole for trichuriasis control in schoolchildren of the Yangon Region,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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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59(6), 1-9. 

<학술회의>  

   1.   정봉광, 장태희, 홍수지, 채종일 외: Echinostoma mekongi (Digenea: Echinostomatidae) 

infection in residents from Kandal Province, along the Mekong River, Cambodia. 기초

의학 학술대회,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2021. 6. 24~25. (포스터) 

   2.   장태희, 정봉광, 홍수지, 채종일 외: Prevalence of anisakid larvae in the chub mackerel 

(Scomber japonicus) purchased from fish markets in Cambodia and Myanmar. 기초의

학 학술대회,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2021. 6. 24~25. (포스터) 

   3.   유승완, 정봉광, 홍수지, 채종일 외: 미얀마 주민의 대변에서 검출된 두 가지 크기의 편충란

의 형태와 유전자 분석. 기초의학 학술대회,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2021. 6. 24~25. (포스터)

   4   김민재, 정봉광, 장태희, 채종일 외: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diagnostic test results in 

the recent fascioliasis cases. 기초의학 학술대회,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2021. 6. 24~25. 

(포스터)  

   5.   채종일: The history of parasite eradication in Korea. The 2nd KAHP-Africa Consortium 

on Malaria Control. Dubai, UAE, 2021. 9. 27~28. (초청강연)  

   6.   Jung BK, Shin H, Chang T, Chai JY, et al.: Prevalence of schistosomiasis and intestinal 

parasite infections among schoolchildren on Kome Island of Lake Victoria in 

Tanzania. 대한기생충학 ·열대의학회 제63회 총회 및 학술대회, 충북대학교, 2021. 10. 28. 

(구연) 

   7.   Chai JY, Jung BK, Chang T, Shin H, et al. (2021) Echinostoma miyagawai Ishii, 1932 

(Echinostomatidae) from ducks in Aceh Province, Indonesia with special reference to 

its synonymy with Echinostoma robustum Yamaguti, 1935. 대한기생충학 ·열대의학회 

제63회 총회 및 학술대회, 충북대학교, 2021. 10. 28~29. (포스터)   

   8.   Ryoo S, Jung BK, Hong S, Chai JY, et al. (2021) Head louse infestation among primary 

schoolchildren: a 9-year (2011~2019) nationwide observ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대한기생충학 ·열대의학회 제63회 총회 및 학술대회, 충북대학교, 2021. 10. 28~29. (포스터)

   9.   Ryoo S, Jung BK, Chang T, Chai JY, et al. (2021) Acanthoparyphium shinanense n. sp. 

(Digenea: Echinostomatidae) from experimental chicks infected with metacercariae 

encysted in brackish water clams in the Republic of Korea. 대한기생충학 ·열대의학회 

제63회 총회 및 학술대회, 충북대학교, 2021. 10. 28~29. (포스터)     

10.   홍수지, 신혜주, 유승완, 채종일 외: 전북 전주 미나리 재배지 물달팽이에서 극구흡충류 



410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21, 제17호

유미유충 및 피낭유충 발견. 대한기생충학 ·열대의학회 제63회 총회 및 학술대회, 충북대

학교, 2021. 10. 28~29. (포스터)  

11.   유승완, 정봉광, 홍수지, 채종일 외: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위 ·대장내시경으로 검출된 장

내 기생충 보고 (2019~2021). 대한기생충학 ·열대의학회 제63회 총회 및 학술대회, 충북

대학교, 2021. 10. 28~29. (포스터)  

12.   Shin H, Jung BK, Ryoo S, Chai JY, et al. (2021) Enterobius vermicularis infection 

among preschool children: a 12-year (2008~2019) survey in large cities and provinces 

of the Republic of Korea. 대한기생충학 ·열대의학회 제63회 총회 및 학술대회, 충북대학

교, 2021. 10. 28~29. (포스터)   

13.   Chai JY; Biodiversity of human intestinal flukes in Asia. 기생생물자원 국제심포지엄. 충

북대학교 본부, 2021. 11. 18. (초청강연)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2005. 3. 1~현재. 

   2.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감사. 2021. 3~현재.

   3.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2004. 1. 1~현재.

   4.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분회장(제1분회). 2019. 1. 1~현재.

   5. 한국건강관리협회 회장. 2016. 1. 1~2021. 12. 31.

   6. 한국건강관리협회 기생충박물관 관장. 2019. 2. 14~2021. 12. 31. 

   7. 세계기생충학자연맹(World Federation of Parasitologists) 회장. 2018. 9. 1~ 현재. 

   8.   국제열대의학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for Tropical Medicine) 재무이사. 2012. 10. 

1~현재.  

   9.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편집위원장. 2006. 1. 1~2021. 12. 31.

10. PLoS Neglected Tropical Diseases Associate Editor. 2020. 1~현재.  

11. (사)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 등기이사. 2017. 4. 1~현재.

12. 한국의학원 이사. 2010. 1~현재.

13. (재)호월송암재단 이사. 2019. 1~현재.

14. 메디피스 공동대표. 2020. 1~현재. 

<동정> 

   1. “채종일 교수의 글모음(도서출판 지누)” 책자 발간, 2021. 8. 11.   

   2. 의사수필동우회 ‘박달회’ 제48회(2021년도) 수필집 수필 2편 게재,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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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인 (의학과)

<저서, 역서, 편저>   

   1.   최병인 외: AOSR (Asian Oceanian Society of Radiology) 50th Anniversary 1971-2021. 

총 261쪽. AOSR, 2021.   

<논문>

   1.   Lee DH, Cho EJ, Choi BI, et al. (2021) Accuracy of Two-Dimensional Shear Wave 

Elastography and Attenuation Imaging for Evaluation of Patients With Nonalcoholic 

Steatohepatitis. Clin Gastroenterol Hepatol., 19(4), 797-805.

   2.   Lee DH, Lee ES, Choi BI, et al. (2021) 2D shear wave elastography is better than 

transient elastography in predicting post-hepatectomy complication after resection. 

Eur Radiol., 31(8), 5802-5811.  

   3.   Oh H, Park SB, Choi BI, et al. (2021) Ultrasonographic features of uterine cervical 

lesions. Br J Radiology, 94(1121), 20201242.  

   4.   Choi SL, Park SB, Choi BI, et al. (2021) Detection of Ureteral Stones in Kidney Ureter 

Bladder Radiography: Usefulness of Digital Post-processing. Curr Med Imaging, 17(11), 

1356-1362.  

   5.   Oh J, Park HJ, Choi BI, et al. (2021) Severity of hyperechoic pancreas on 

ultrasonography as a risk factor for glycemic progression. Ultrasonography, 40(4), 499-

511. 

   6.   Ferraioli G, Berzigotti A, Choi BI, et al. (2021) Quantification of Liver Fat Content with 

Ultrasound: A WFUMB Position Paper. Ultraschall Med Biol, 47(10), 2903-2920. 

   7.   Sugimoto K, Lee DH, Lee JY, Choi BI, et al. (2021) Multiparametric US for Identifying 

Patients with High-Risk NASH: A Derivation and Validation Study. Radiology, 301(3), 

625-634.       

<학술회의>  

   1.   Research in Biomedical Science; How to Conduct Good Scientific and Ethical Way? 제

48회 한림국제심포지엄(한국과학기술한림원-대한민국의학한림원 공동심포지엄), On/

Offline Hybrid Seminar, 조직위원장, Seoul, Korea, 2021.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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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are after Cancer Treatment. 서울국제암심포지엄(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암연구재

단, 대한암학회 공동심포지엄), On/Offline Hybrid Seminar, 조직위원장, Seoul, Korea, 

2021. 12. 14.  

<강의 및 특강>   

   1. Hepatocellular Carcinoma (HCC): Introduction. WFUMB Webinar Online, 2021. 1. 19.

   2.   초음파 탄성 영상술: 간섬유화를 중심으로. 서울대병원 연수강좌 서울대학교병원, Seoul, 

Korea, 2021. 2. 21. 

   3.   AOSR History: 50th Anniversary. 18th Asian Oceanian Congress of Radiology (AOCR), 

Online Congress, Yokohama, Japan. 2021. 4. 15~17. 

   4.   US Elastography of Hepatic Fibrosis. 경북개원의 의사회, 대구 인터불고호텔, Dae-gu, 

Korea, 2021. 5. 30.  

   5.   Fatty Liver Disease Quantitative US Imaging AOSR History: 50th Anniversary. 19th 

Asian Oceanian Congress of Radiology (AOCR), Online Congress, Kuala Lumpur, 

Malaysia, 2021. 7. l~4.  

   6.   Special Lecture: AOSOR (Asian Oceanian School of Radiology) 19th Asian Oceanian 

Congress of Radiology (AOCR), Online Congress, Kuala Lumpur, Malaysia, 2021. 7. 

l~4.  

   7.   복부의 초음파탄성영상술. 대한임상초음파의학회, 추계학술대회. Seoul, Walker Hill 

hotel, Korea, 2021. 11. 21.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대한간암학회 자문위원. 2003~현재.

   2. 대한영상의학회 평의원(전회장). 2004~현재.

   3. 대한초음파학회 평의원(전회장) 2005~현재.

   4. 대한간학회 자문위원. 2011~현재.

   5. 대한소화기학회 고문. 2014~현재.

   6.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외협력위원장. 2019~현재.

   7.   World Federation of Ultrasound in Medicine and Biology (WFUMB) Regional Director 

of COE in Asia. 2017~2021. 

   8. Asian Oceanian School of Radiology (AOSOR) Director. 2014~2021. 

   9. Radiology Digest 명예편집위원장. 201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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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Ultrasonography 명예편집위원장. 2017~현재. 

11. Asian Oceanian Society of Radiology Honorary Advisor 2021~현재. 

홍성태 (의학과)

<동정>

   1. 서울의대동창회가 수여하는 제22회 함춘대상을 수상, 2021. 3. 23. 

자유전공학부   

서경호 (자유전공학부)

<동정> 

   1. 제3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 위원장으로 위촉.  

보건대학원   

백남원 (환경보건학과)

<학술회의> 

   1.   Paik N, Lee S, Byon J, et al.: Determination of airborne fiber and asbestos 

concentrations outside construction and demolition waste material treatment plants in 

Korea. The 12th IOHA International Scientific Conference. 2021. 9. 11~15/Online 

Conference.    

   2.   Paik N, Park J, Kim Y, et al.: Removal of surface microorganisms in sports facilities 

using nonthermal atmospheric pressure plasma (NAP): Part I. Microbial contamination 

on sports equipment surface. The 11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Bioscience. 2021. 

11. 30~12. 1/Onlin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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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   김용희, 조 민, 백남원: 저온 대기압 플라즈마 살균기와 IoT 기술을 이용한 코로나바이러

스 등 감염병 예방시스템 구축. 국민체육진흥공단. 2020. 10. 20~2022. 10. 19.  

   2.   김용희, 조 민, 백남원: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2021. 6. 1~2023. 

12. 31.   

행정대학원   

정용덕 (행정학과)

<저서 및 편저> 

   1. 정용덕, 안성호, 마광열: 적극행정의 이론과 실제. 총 521쪽, 박영사, 2021. 3. 15. 

   2. 정용덕, 강욱, 권향원 외 19인: 현대국가의 행정학. 제3판, 총 668쪽, 법문사, 2021. 8. 15. 

<학술회의> 

   1.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 (“공무원 채용과 교육”)에서 좌장, 2021. 3. 12. 

   2.   한국행정연구원 적극행정포럼(“지능형 정부를 선도하는 적극행정”)에서 좌장, 2021. 3. 

26. 

   3.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라운드테이블(“지방자치부활 30년: 성과와 과

제”)에서 좌장, 2021. 6. 4. 

   4. 한국행정연구원 적극행정포럼(“적극행정 가치의 준거”)에서 좌장, 2021. 7. 2. 

   5.   한국정책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문제해결지향 정책학의 발전방향”), 대

구 인터불고 호텔, 2021. 9. 9. 

   6. 한국행정연구원 ·감사연구원 적극행정포럼(“적극행정의 성과”)에서 좌장, 2021. 12. 9. 

   7. 한국행정학회 연례학술대회 기획세미나(“새 정부에 바란다”)에서 좌장, 2021. 12. 10. 

   8.   서울대학교 국가전략위원회 제20회 국가정책포럼(“국가적 난제 해결, 지방에 달렸다”)에

서 기조발제, 서울대학교, 2021. 12. 29.  

<기타 근황>

   1.   금강대학교 국제학술회의(“인공지능 시대의 공공정책과 인성교육”)에서 개회사,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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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국지방자치부활 3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분권, 거버넌스, 정책”)에서 개회사, 2021. 

10. 15~29.   

   3.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주최 한국-몽골 지방자치 세미나에서 사회, 2021. 12. 2.  

환경대학원   

김안제 (환경계획학과)

<저서> 

   1.   김안제, 심창구, 이승재 외 3인: 학문 후속세대를 위한 나의 학문 나의 삶 제4권. 총 416

쪽,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사회봉사위원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출판, 2021. 12. 

30.   

<논문> 

   1. 김안제(2021) 권두언: 대망의 신축년과 풀뿌리 민주주의, 자치발전, 2021년 1월호, 8-9.

<학술회의> 

   1. 지방분권과 행정통합. 기조연설, 한국입법정책학회 주관, 문경새재리조트, 2021. 6. 23. 

   2.   지역이 제안하는 차기정부 지역정책의 의미. 기조연설 ·종합강평, 대구경북연구원 ·광주

전남연구원 주관, 서울프레스센터, 2021. 10. 20. 

   3.   ‘어린이 통일교육의 과제와 방향’ 사회, 한국통일교육연구원 주최 토론회, 울산(2021. 11. 

13) 및 수원(2021. 11. 11).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21. 1. 1~12. 31.

   2. 원장. 한국자치발전연구원, 2021. 1. 1~12. 31.

   3. 고문.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2021. 1. 1~12. 31.  

   4. 고문. 문경문화원, 2021. 1. 1~12. 31.

   5. 고문. 밝은사회포럼, 2021. 1. 1~12. 31.

   6. 상임고문. 한국서화작가협회, 2021. 1. 1~12. 31.

   7. 고문. 문경시 정책자문단, 2021. 1. 1~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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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고문. 새재포럼, 2021. 1. 1~12. 31. 

   9. 상임고문. 통일교육개발연구원, 2021. 1. 1~12. 31.

10. 석좌교수. 문경대학교, 2021. 1. 1~12. 31.  

11. 명예도민. 제주특별자치도, 2021. 1. 1~12. 31.

12. 명예시민. 미국 라스베이거스시, 2021. 1. 1~12. 31.

13. 명예시민. 세종특별자치시, 2021. 1. 1~12. 31.

14. 종신명예교수.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2021. 1. 1~12. 31.

15. 고문. 한국지방자치학회, 2021. 1. 1~2022. 2. 18.

16. 원로자문. 재경문경시향우회, 2021. 1. 1~2022. 6. 16.

17. 상임고문. 운강이강년의병대장기념사업회, 2021. 1. 1~2022. 6. 26.

18. 이사.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2021. 1. 1~2022. 7. 22.

19.   고문.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2021. 7. 

28~2022. 7. 28.   

<기고문>

   1. 사자성어. 자치발전, 월간지, 2021년 1월호~12월호, 12편. 

   2. 고사성어. 통일어린이마당, 월간지, 2021년 1월호~12월호, 12편. 

   3. 수상문. 주간문경, 주간신문, 2021. 1. 1~12. 31, 36편. 

   4.   기회를 만들어주는 사람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20(제15호), 372-373쪽, 2021. 2. 

28.

   5.   청권사 이사장 취임식 축사. 전주이씨 효령대군 파종회 청권사, 제123호, 10-11쪽, 2021. 

10. 13.

   6. 추천의 글. 석태문 지음 지방자치 김관용을 벤치마킹하라, 11-13쪽, 2021. 10. 14.

   7. 추천사. 김병주 저 도시의 비움, 10-12쪽, 2021. 11. 1.

   8. 추천사. 채홍호 저 채홍호가 일내여, 8-10쪽, 2021. 12. 15.

<동정>   

(인사)

   1. 고문. 한국지방자치학회, 2021. 2. 19.

   2.   고문. 세종시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건립을 위한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2021. 

7. 28.   

   3. 덕산 이한빈 원장 흉상이전기념식,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정, 2021. 11. 6.  



4부  명예교수 학술 및 봉사활동   417

<기타 근황>   

   1. 축사.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총회, 영상방송, 본학회 회의실, 2021. 2. 26.

   2. 축사. 한국지방자치학회 2021년 춘계학술대회, 일산 킨텍스 제1회의실, 2021. 5. 31.

   3.   축사. 효령대군파 사단법인 청권사(淸權祠) 이사장 취임식, 효령대군 묘소내 효령광장, 

2021. 6. 1.  

   4.   축사. 세종시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식, 세종시청 대회의실, 2021. 7. 28. 

   5.   개회사 ·시상 ·폐회사.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주관 ‘2021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시상식, 

백범김구선생기념관, 2021. 10. 5. 

   6.   격려사. 운강이강년의병대장기념사업회 주최 운강선생순국113주기 추모학술대회, 문경

문화원, 2021. 10. 15. 

   7. 인사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홈커밍데이 개회식, 동대학원 회의실, 2021. 11. 6.

   8.   축사. 한국 Win-Win 노사연구소 창립대회, 이완영 이사장 주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

관, 2021. 11. 16.  

김정욱 (환경계획학과)

<동정>

   1. 외교부 환경협력대사에 임명, 2021. 6. 30.

치의학대학원   

배광식 (치의학과)  

<저서>

   1.   배광식 번역: 불교의 길. 총 476쪽, 뜨란, 2021. 8. 12. [Buddhism: Its essence and 

development by Edward Conze. Dover publications, 2003.]       

<강의 및 특강>   

   1.   치과의사학(서울대학교치과대학 및 치과병원사).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녹화방송). 2021.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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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능엄경 강설(선화상인 강설, 정원규 번역, 불광출판사). 금강강독회. Zoom 화상강독, 

2021. 1. 12~12. 14 매월 둘째 화요일 오후 7:00-10:00. 총 12회.  

   3.   금강심론(석금타 저, 청화 편). 금강강독회, Zoom 화상강독, 2021. 1. 15~12. 17 매월 첫

째 및 셋째 금요일 오후 7:00-9:30. 총 23회.  

   4.   Buddhism Its Essence and Development(Edward Conze 저) 영어 불교 강독. 국제포교

사회, Zoom 화상강독, 2021. 1. 6~4. 28 매주 수요일 오후 3:00-5:00. 총 16회. 

   5.   A Thousand Names for Joy: Living in Harmony with the Way Things Are(Byron Katie 

& Stephen Mitchell 저) 영어 불교 강독. 국제포교사회, Zoom 화상강독, 2021. 5. 12~12. 

29 매주 수요일 오후 3:00-5:00. 총 32회.     

   6.   기초불교영어강좌. 국제포교사회, Zoom 화상강독, 2021. 3. 13, 토 오전 10:00-12:00, 2021. 

5. 8, 토 오전 10:00-12:00. 총 2회.  

   7.   증도가 해설. 매월 넷째 주 토 오후 8:00-9:00. 충남 태안 묘금륜원. 2021. 2. 27~12. 25. 총 

10회.    

   8. 우주생명과 하나되기. 한국종교발전포럼,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암연구동, 2021. 4. 15. 

<기고문>  

   1. 조선치과의학회와 경성치과의학회(평론). 치의신보 제2843호. 14면, 2021. 2. 22.  

   2. 치과의사협회 존재의 의의(평론). 치의신보 제2852호. 14면, 2021. 4. 26.  

   3. 코로나19 일년 반(평론). 치의신보 제2861호. 14면, 2021. 6. 28.   

   4. 현덕(玄德)(평론). 치의신보 제2868호. 14면, 2021. 8. 16.  

   5. 유리알 유희(평론). 치의신보 제2875호. 14면, 2021. 10. 4.  

   6. 메타버스(평론). 치의신보 제2883호. 14면, 2021. 11. 29. 

   7.   사명성사의 수행자적 면모.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20, 제16호. 45~69면, 2021. 2. 28. 

발행.   

<동정> 

(인사) 

   1. 사단법인 참수레 이사장. 사단법인 참수레, 2014. 5. 28~현재.    

   2.   포털 다음 카페: 금강불교입문에서 성불까지(회원 약 11,400여 명) 카페지기. 2002. 7. 

30~현재.   

   3.   포털 네이버 카페: 금강불교입문에서 성불까지(회원 약 5,300여 명) 카페지기. 2004. 4. 2~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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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명예교수협의회지 편집위원. 2015~현재.  

   5.   대한치과의사협회 협회사편찬위원회 위원장 2020. 6. 26~현재.   

(행사)

   1.   사단법인 참수레 수련원 묘금륜원 개원7주년 기념식. 사단법인 참수레 이사장 배광식. 충

남 태안 태화산 묘금륜원, 2021. 10. 23.    

<기타 근황>   

   1.   철야참선정진 지도; 매월 넷째주 토 오후 9:00-일 오전 04:00. 충남 태안 태화산 묘금륜원. 

2021. 2. 27~28, ~ 12. 25~26, 총 10회.   

양재호 (치의학과) 

<기타 근황>

   1.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2021년 춘계학술대회(online) 참석, 2021. 3. 21~27.  

   2. 제85회 대한치과보철학회 학술대회(online) 참석 및 poster 발표논문 심사, 2021. 5. 2~8.

   3.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2021년 추계학술대회(online) 참석, 2021. 10. 5~11.  

   4.   제86회 대한치과보철학회 학술대회(online) 참석 및 poster 발표논문 심사, 2021. 12. 

5~11.   

   5. 청와대 치과자문의 봉사.   

임창윤 (치의학과)   

<기고문>  

   1. 산업화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교직 파동을 기억하며. 치학신문, 2021. 9. 29.   

   2.   한국 구강병리학의 개설과 고(故) 김동순(金東順) 교수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20(제16호), 327-330쪽, 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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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교수 동정  

명예교수 동정란은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보>(2021. 1~2021. 12월호), <서울대 소식> 

등에서 발췌하여 여기에 수록하였습니다. ‘명예교수 동정’란에 새로 수록할 사항은 언제

든지 본 명예교수협의회 사무실(전화 02-880-9019 또는 이메일 emer@snu.ac.kr)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상

•   이종욱(의과대학 의학과): 1월 12일 제7회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 수상자에 선정.  

•   이성규(인문대학 동양사학과): 1월 31일 삼일문화재단 제62회 3 ·1문화상 수상자에 선정.

•   최덕근(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4월 5일 과학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로 제7회 유미과학

문화상 수상.

•   강인식(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6월 25일 한국인 최초로 세계기상기구(WMO)가 수여

하는 제66차 국제기구상 수상자에 선정.

•   박한제(인문대학 동양사학과): 9월 17일 제66회 대한민국학술상 수상자에 선정.

•   최규완(의과대학 의학과): 9월 25일 아이넷 미디어그룹에서 수여하는 한민족 대상 수상.

•   송철의(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0월 6일 제19회 일석국어학상 수상자에 선정.

•   김   민(음악대학 기악과): 10월 15일 제5회 백남상 음악 부문 수상.

•   김병종(미술대학 동양화과): 10월 28일 제5회 안견미술문화대상 수상자에 선정.

•   이흥식(수의과대학 수의학과): 11월 14일 자랑스러운 수의대인상 수상. 서울대 수의과대학 동

창회.    

2) 인사  

•   곽수근(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5월 14일 농어촌상생기금운영위원회 제20차 위원회에서 

제2대 위원장으로 추대. 

•   이장무(공과대학 기계공학부): 5월 14일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아시아학술회의(SCA) 총회에

서 신임 회장에 취임. 

•   유근영(의과대학 의학과): 5월 17일 중앙보훈병원 신임 병원장에 취임.

•   조흥식(사화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5월 20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10대 회장

에 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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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민(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6월 25일 대한민국예술원 새 회원에 선출.   

•   김우진(음악대학 국악과): 6월 25일 대한민국예술원 새 회원에 선출.   

•   이재홍(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10월 5일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이동체공학회 2022년

도 회장으로 선출. 

•   서경호(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 10월 25일 문화재청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위원장

에 위촉.  

3) 행사   

•   한영우(인문대학 국사학과): 평생 모은 장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등 1만

2,000여 권을 국사편찬위원회에 기증.

•   이태진(인문대학 국사학과): 한국, 일본의 역사학자 10명과 3 ·1 운동 연구서 ‘3·1 독립만세운

동과 식민지 지배체제’ 일본판을 일본 아카시쇼텐에서 출간.  

•   권재일(인문대학 언어학과): 5월 14일 627돌 세종날을 맞이해 ‘국어사 연구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개최. 

•   이인규(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5월 27일 열린 ‘제1회 문화재행정 60년, 미래전략 토론회’

에서 기조 강연.

•   김  민(음악대학 기학과):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창단 56주년을 맞아 7월 2일 잠실 롯데콘서

트홀에서 쇼팽 ·차이콥스키 연주회 개최.   

•   김병종(미술대학 동양화과): 9월 7일 NFT(대체불가 토큰) 그림 판매 수익금 1억 원을 유니세

프에 기부.   

2. 모교 강의 담당 명예교수 현황   

1) 2021학년도 1학기(2021년 3월 1일~2021년 8월 31일)  

성명 대학 학과 교과목 강의시간

강사욱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 3

강   헌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화학 1 3

김기선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 화훼학 및 실험 3

김명환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수리암호 3

김병섭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행정학서론 3

김병종 미술대학 미술학과 공간과 회화 3

김성준 공과대학 전기 ·정보공학부 전기 ·정보공학개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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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학 학과 교과목 강의시간

김영수 사범대학 생물교육과 생명과학교육론 3

김영식 약학대학 약학대학 의약품개발사 3

김완진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경제수학 3

김   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 3

김종서 인문대학 종교학과 현대종교와 문화 3

민현식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담화텍스트교육론연구 3

박건식 자연과학대학 물리 ·천문학부 물리학 3

박동은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 3

박영우 자연과학대학 물리 ·천문학부 단학기 역학 3

박용태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산업공학개론 3

박종상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화학 3

박종신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시스템 ·소재학부 고분자재료물성 3

박종욱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 1, 생물다양성과 환경 2

박진우 공학전문대학원 응용공학과 스마트 산업 시스템 3

박찬구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철학적인간학 3

서경호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 주제탐구세미나 1 3

서광석 공과대학 전기 ·정보공학부 반도체미세공정 3

서도식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금속재료학세미나 3

서세원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화학 3

서진헌 공과대학 전기 ·정보공학부 시스템수학이론 3

신동운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형법1 3

양창수 법과대학 법학과 채권법특수연구 3

윤원철 인문대학 종교학과 동양종교문헌연구 3

윤진수 법과대학 법학과 가족법특수연구 3

이돈응 음악대학 작곡과 전자음악실기 3

이상엽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고급양자화학 3

이순종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디자인세미나1: 기술환경과경제 3

이승재 인문대학 언어학과 문헌학연습 3

이영조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통계이론세미나 3

이영주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중국시가연구 3

이용식 법과대학 법학과 형법특수연구 3

이우영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문명과 수학 3

이윤식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유기화학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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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학 학과 교과목 강의시간

이준구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경제원론 1 3

이준규 자연과학대학 물리 ·천문학부 양자장론 1 3

이창우 경영대학 경영학과 회계원리 3

이태호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농업경제학 3

임헌정 음악대학 기악과 관현악 1 3

장정식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정밀화학 및 고분자특강 3

정구흥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명의 이해 3

정영근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화학 3

정운오 경영대학 경영학과 중급회계1 3

정진성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젠더와 인권 3

정진하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 3

정태봉 음악대학 음악과 작곡세미나 3

정현교 공과대학 전기 ·정보공학부 전기유한요소법 3

조보형 공과대학 전기 ·정보공학부 전력전자공학 3

최경환 음악대학 기악과 관악실기(악기명), 실내악앙상블(중주) 3

최병선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데이터사이언티스트를 위한 금융공학 3

최   혁 경영대학 경영학과 재무관리 3

최희동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응용바이오공학과 방사선과학개론 3

홍성태 의과대학 의학과 의학논문 작성 고급과정 3

홍주봉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 3

황덕수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 3

황상익 의과대학 의예과 한국근현대의학사의 이해 3

학점 합계 185

2) 2021학년도 2학기(2021년 9월 1일~2022년 2월 28일)    

성명 대학 학과 교과목 강의시간

강사욱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 3

강   헌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화학 2 3

김기선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 생활원예 1

김병섭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공공윤리와 리더십 3

김성준 공과대학 전기 ·정보공학부 신경보완기술 3

김완진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경제수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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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학 학과 교과목 강의시간

김   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 3

김종서 인문대학 종교학과 현대종교와 문화 3

김종성 의과대학 의예과 생명과 과학 2

남효순 법과대학 법학과 물권법특수연구 3

민현식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통일 시대 국어교육 연구 3

박건식 자연과학대학 물리 ·천문학부 물리학 3

박군철 공학전문대학원 응용공학과 미래유망기술분석방법론 3

박동은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 3

박영우 자연과학대학 물리 ·천문학부 물리학 2 3

박용태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산업공학개론 3

박종근 공학전문대학원 응용공학과 송배전계통 해석 3

박종상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화학 3

박종신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시스템 ·소재학부 바이오소재역학 3

박종욱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식물 계통분류학 및 실험 3

박진우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과학적관리 3

박찬구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인간학특강 3

백도명 보건대학원 보건대학원 보건학개론 1.5

서경호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 주제탐구세미나 4 3

신동운 법과대학 법학과 형사소송법기본연구 3

신범순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한국현대시인론특강 3

윤진수 법과대학 법학과 사법특수연구 3

이돈응 음악대학 작곡과 전자음악실기 3

이순종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글로벌전략과실무 3

이승종 기초교육원 기초교육원 공학수학 2 3

이영주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중국고전문학연습 3

이용식 법과대학 법학과 형법특수연구 3

이우영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문명과 수학 3

이윤식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유기화학 2 3

이준구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경제원론 2 3

이준규 자연과학대학 물리 ·천문학부 양자장론 2 3

이태호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인류와 식량 3

임헌정 음악대학 기악과 관현악 2 3

장두전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화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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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학 학과 교과목 강의시간

장정식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공학지식의 실무응용 3

정구흥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명의 이해 3

정영근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화학 3

정운오 경영대학 경영학과 중급회계2 3

정인섭 법과대학 법과대학 국제조직법연구 3

정태봉 음악대학 음악과 작곡세미나 3

정현교 공과대학 전기 ·정보공학부 전기에너지변환 및 회로특강 3

조병희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지역사회보건실습 3

조보형 공과대학 전기 ·정보공학부 전기에너지변환 및 회로특강 3

조인래 자연과학대학 협동과정 과학사 및 과학

철학전공

과학철학통론 2 3

채수익 공과대학 전기 ·정보공학부 임베디드시스템설계 3

최경환 음악대학 기악과 관악실기(악기명) 2

최병선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데이터사이언스를 위한 중급수학 3

최희동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응용바이오공학과 방사선물리학 3

홍성태 의과대학 의학과 논문작성법 3

홍주봉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 3

황덕수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 3

황상익 의과대학 의학과 한국근대의학사특론 3

학점 합계 165.5

3. 신규 추대 명예교수 명단(매년 3월 1일 및 9월 1일자 추대 명단을 기재함)

1) 2021년 3월 1일 추대 명예교수     

대학(원) 학과(부) 직급 성명

인문대학

국사학과 교 수 송기호

독어독문학과 교 수 김임구

종교학과 교 수 윤원철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 수 박명규

사회학과 교 수 송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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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과(부) 직급 성명

자연과학대학

물리 ·천문학부 교 수 박건식

수리과학부 교 수 이우영

생명과학부 교 수 김선영

통계학과 교 수 이영조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교 수 이건우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 수 서균렬

전기 ·전자공학부 교 수 서광석

조선해양공학과 교 수 서정천

재료공학부 교 수 서용석

농업생명과학대학

농림생물자원학부 교 수 김기선

농림생물자원학부 교 수 박종신

농생명공학부 교 수 이준호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교 수 서도식

조소과 교 수 오귀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 수 한경혜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교 수 박용호

약학대학 약학과 교 수 박정일

의과대학

의학과 교 수 국윤호

의학과 교 수 김기봉

의학과 교 수 김희중

의학과 교 수 노동영

의학과 교 수 박인애

의학과 교 수 서정욱

의학과 교 수 송영욱

의과대학

의학과 교 수 신희영

의학과 교 수 윤병우

의학과 교 수 하일수

의학과 교 수 허대석

의과학과 교 수 김인규

의과학과 교 수 전용성

치과대학 치의과학과 교 수 민병무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교 수 최   혁

계 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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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 9월 1일 추대 명예교수  

대학(원) 학과(부) 직급 성명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 수 김창섭

국어국문학과 교 수 박희병

국어국문학과 교 수 신범순

언어학과 교 수 김주원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교 수 양승목

자연과학대학

물리 ·천문학부 교 수 이형목

수리과학부 교 수 이인석

지구환경과학부 교 수 손병주

화학부 교 수 장두전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교 수 한무영

기계공학부 교 수 고상근

재료공학부 교 수 김기범

재료공학부 교 수 장지영

전기 ·정보공학부 교 수 최기영

농업생명과학대학

농림생물자원학부 교 수 윤여창

농생명공학부 교 수 가종억

농생명공학부 교 수 김정한

바이오시스템공학과 교 수 조성인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 수 윤여탁

국어교육과 교 수 윤희원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교 수 류판동

수의학과 교 수 최민철

약학대학

약학과 교 수 김진웅

제약학과 교 수 서영배

제약학과 교 수 신종헌

의과대학

의학과 교 수 김병일

의학과 교 수 김석현

의학과 교 수 김우선

의학과 교 수 이국현

의학과 교 수 이은식

의학과 교 수 이정열

의과학과 교 수 정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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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과(부) 직급 성명

치의학대학원 치의과학과 교 수 박경표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교 수 백도명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 수 이영인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교 수 안태식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 수 남효순

계 37명

4. 전체 명예교수 명단(1962년 7월 20일~2021년 9월 1일 추대)  

 1962년 7월 20일 이래 지금까지 총 1,619명이 추대되었습니다. 대학별로 추대된 순서에 

따라 그 명단을 기재하였고, 작고(1962. 7. 20~2021. 12. 31)하신 506분은 성명 앞에 *표로 

표기하였습니다. 

문리과대학   

*이병도(1962.07.20) *김상기(1962.07.20) *이희승(1962.07.20) *박충집(1963.04.23)

*박종홍(1968.09.01) *이종수(1972.05.01) *이숭녕(1974.07.08) *권영대(1974.07.08)

인문대학   

지명렬(1991.11.16) 나종일(1992.04.15) 문우상(1993.11.01) 장석진(1994.10.25)

이   환(1995.05.06) 김진세(1996.06.05) 김완진(1996.10.14) 최완식(1996.10.14)

김인숙(1997.11.18) 이병한(1998.11.13) 김철자(1998.11.13) 박환덕(1998.11.13)

김학주(1999.04.20) 소광희(1999.10.12) 조준학(1999.10.12) 송동준(2000.05.02)

김석도(2000.11.17) 이경식(2001.05.09) 신태호(2001.05.09) 김시준(2001.05.09)

원윤수(2001.05.09) 이상옥(2001.10.18) 고영근(2002.03.01) 박희진(2002.03.01)

정지영(2002.03.01) 이현복(2002.03.01) 이인호(2002.03.01) 최승희(2002.09.01)

심재기(2003.03.01) 이익섭(2003.03.01) 한계전(2003.03.01) 백낙청(2003.03.01)

정진홍(2003.03.01) 이상택(2003.09.01) 황동규(2003.09.01) 한영우(2003.09.01)

박동규(2004.03.01) 이남영(2004.03.01) 조동일(2004.09.01) 김병국(2005.03.01)

김명렬(2005.03.01) 박남식(2005.03.01) 이정민(2005.03.01) 이병근(2005.09.01)

허창운(2005.09.01) 황윤석(2006.03.01) 문양수(2006.03.01) 오병남(200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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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휘준(2006.03.01) 임효재(2006.09.01) 오금성(2007.03.01) 오세영(2007.09.01)

유평근(2007.09.01) 정옥자(2007.09.01) 이명현(2007.09.01) 서대석(2008.03.01)

최병헌(2008.09.01) 이태진(2009.03.01) 송영배(2009.03.01) 금장태(2009.03.01)

이상억(2009.09.01) 임홍빈(2009.09.01) 김용덕(2009.09.01) 최명옥(2010.03.01)

이동렬(2010.03.01) 안삼환(2010.03.01) 임종대(2010.03.01) 이태수(2010.03.01)

오생근(2011.09.01) 홍재성(2011.09.01) 박한제(2012.03.01) 이성규(2012.03.01)

최몽룡(2012.03.01) 황경식(2012.09.01) 권두환(2013.03.01) 조남현(2013.03.01)

임한순(2013.03.01) 김영식(2013.03.01) 김남두(2013.03.01) 김여수(2013.03.01)

권영민(2014.03.01) 이종철(2014.03.01) 허성도(2014.03.01) 김성곤(2014.09.01)

이성원(2014.09.01) 노태돈(2014.09.01) 권태억(2015.03.01) 신정현(2015.03.01)

백종현(2015.09.01) 변창구(2016.09.01) 전영애(2016.09.01) 김영나(2016.09.01)

노명호(2017.03.01) 송용준(2017.09.01) 김인걸(2017.09.01) 김종서(2017.09.01)

송철의(2018.03.01) 오종환(2018.03.01) 배영수(2018.03.01) 이종숙(2018.03.01)

류종목(2018.09.01) 장경렬(2018.09.01) 정명환(2018.09.01) 김희숙(2018.09.01)

권재일(2018.09.01) 박지향(2018.09.01) 조인래(2018.09.01) 유명숙(2019.03.01)

최권행(2019.03.01) 박낙규(2019.09.01) 이인영(2020.03.01) 최갑수(2020.03.01)

김호동(2020.03.01) 안병직(2020.09.01) 이승재(2020.09.01) 이영주(2020.09.01)

허남진(2020.09.01)

*차상원(1979.11.01) *김준섭(1979.11.01) *최재희(1980.02.21) *한우근(1981.07.18)

*전제옥(1983.12.01) *허   웅(1984.07.10) *전광용(1984.12.17) *고석구(1984.12.17)

*박홍규(1984.12.17) *장병길(1984.12.17) *김태길(1987.04.18) *차주환(1987.04.18)

*장덕순(1987.05.07) *황찬호(1988.03.01) *김붕구(1988.03.01) *김원룡(1988.03.01)

*오현우(1988.12.10) *김철준(1988.12.10) *양병우(1989.04.15) *신익성(1990.04.16)

*민석홍(1990.10.12) *김방한(1990.10.12) *변태섭(1990.11.07) *강두식(1992.11.03)

*한전숙(1992.11.03) *이민호(1992.11.03) *김광호(1993.11.01) *이병찬(1994.04.11)

*김종운(1995.05.06) *이기문(1996.06.05) *조병태(1996.10.14) *송낙헌(1997.05.26)

*김용직(1998.05.27) *안병희(1998.05.27) *홍승오(1998.05.27) *민두기(1998.05.27)

*이병건(1998.11.13) *차인석(1998.11.13) *박형달(2000.05.02) *석경징(2001.05.09)

*김현창(2001.07.18) *성백인(2001.07.18) *김윤식(2001.10.18) *민병수(2001.10.18)

*오인석(2002.03.01) *최순봉(2002.03.01) *고병익(2002.09.01) *윤이흠(2005.09.01)

*천승걸(2006.09.01) *홍기창(2007.03.01) *신수송(2007.03.01) *이정호(2008.09.01)

*김문환(2010.03.01) *김효명(2010.09.01) *안상진(2013.03.01) *나학진(2013.03.01)

*이창환(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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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학  

변형윤(1992.04.15) 이현재(1995.11.29) 김종현(1996.10.14) 조대경(1997.05.26)

임종철(1998.05.27) 차재호(1999.10.12) 김일철(1999.10.12) 한상복(2000.11.17)

박우희(2001.05.09) 원호택(2001.07.18) 안병직(2001.10.18) 김경동(2002.03.01)

김용구(2002.09.01) 조  순(2002.09.01) 강현두(2002.09.01) 신용하(2003.03.01)

이관용(2003.03.01) 송병락(2004.09.01) 박영한(2005.03.01) 추광영(2005.09.01)

최   명(2006.03.01) 정기준(2006.03.01) 정영일(2006.03.01) 김   인(2006.03.01)

권태환(2006.09.01) 이문웅(2006.09.01) 황수익(2007.03.01) 김홍우(2007.09.01)

차배근(2007.09.01) 김신행(2008.09.01) 안청시(2009.09.01) 이천표(2009.09.01)

이정복(2009.09.01) 한상진(2009.09.01) 이승훈(2010.09.01) 허우긍(2010.09.01)

이성휘(2011.03.01) 정운찬(2011.03.01) 김정오(2011.03.01) 박삼옥(2011.09.01)

김상균(2011.09.01) 최성재(2012.03.01) 노재봉(2012.03.01) 정종욱(2012.03.01)

이홍구(2012.09.01) 하영선(2012.09.01) 박재윤(2012.09.01) 김광억(2012.09.01)

최일섭(2012.09.01) 박상섭(2013.03.01) 표학길(2013.03.01) 박명진(2013.03.01)

김세균(2013.05.01) 김인준(2013.09.01) 장달중(2013.09.01) 임현진(2014.09.01)

전경수(2014.09.01) 이준구(2015.03.01) 이지순(2015.03.01) 류우익(2015.03.01)

홍두승(2015.03.01) 민경환(2015.03.01) 왕한석(2015.09.01) 윤영관(2016.03.01)

하용출(2016.09.01) 양동휴(2017.03.01) 김태성(2018.03.01) 최정운(2018.09.01)

정진성(2018.09.01) 조흥식(2018.09.01) 강명구(2018.09.01) 이춘길(2019.03.01)

유근배(2019.03.01) 김완진(2019.09.01) 김명언(2019.09.01) 박찬욱(2019.09.01)

최병선(2020.09.01) 오명석(2020.09.01)

*이의철(1979.11.01) *배복석(1980.12.23) *김두희(1983.12.01) *김상호(1984.07.10)

*이만갑(1987.04.18) *임원택(1988.07.01) *정병휴(1988.12.10) *오만식(1988.12.10)

*정양은(1988.12.10) *장인협(1990.10.12) *동덕모(1991.04.15) *최홍기(1991.04.15)

*차병권(1991.11.16) *박봉식(1994.04.11) *이상희(1994.10.25) *김영국(1995.11.29)

*이용희(1995.11.29) *이   찬(1995.11.29) *장병림(1996.06.05) *여정동(1996.10.14)

*김채윤(1996.10.14) *이광규(1998.05.27) *강명규(1998.11.13) *서봉연(1998.11.13)

*구영록(1999.10.12) *남세진(2000.11.17) *이장호(2001.10.18) *김진균(2003.03.01)

*조명한(2003.03.01) *김세원(2004.09.01) *홍원탁(2005.09.01) *김수행(2012.09.01)

*배성동(2012.09.01) *정한택(2017.03.01)

자연과학대학(대학원)   

정창희(1987.04.18) 장세헌(1989.04.15) 이상만(1991.04.15) 조완규(1992.04.15)

고윤석(1992.04.15) 이수호(1992.04.15) 이일해(1992.11.03) 윤옥경(1994.10.25)

김호징(1995.11.29) 김제완(1997.11.18) 최병두(1998.11.13) 강만식(199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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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소(1999.10.12) 윤재한(2000.05.02) 권숙일(2000.11.17) 이구철(2001.05.09)

박세희(2001.05.09) 박형석(2001.10.18) 이인규(2001.10.18) 김재주(2002.03.01)

이민호(2002.03.01) 장준성(2002.03.01) 권영명(2002.03.01) 박용안(2002.03.01)

박상대(2002.09.01) 노현모(2002.09.01) 김상문(2002.09.01) 심재형(2003.03.01)

윤홍식(2003.03.01) 장회익(2003.09.01) 정종률(2003.09.01) 강현삼(2004.03.01)

김수진(2004.03.01) 이사계(2005.03.01) 김정환(2005.03.01) 정해문(2005.09.01)

김종찬(2006.03.01) 양철학(2006.03.01) 이기화(2006.03.01) 김성기(2007.03.01)

김경태(2007.03.01) 송문섭(2007.09.01) 이현구(2008.03.01) 홍영남(2008.03.01)

우종천(2008.03.01) 장호완(2008.09.01) 정재명(2009.03.01) 최명언(2009.03.01)

이계준(2009.09.01) 이시우(2009.09.01) 조용민(2009.09.01) 박성현(2010.03.01)

김하석(2010.09.01) 이동규(2010.09.01) 방형찬(2011.03.01) 김   구(2011.03.01)

한종규(2011.09.01) 김진의(2011.09.01) 이   은(2011.09.01) 김상구(2011.09.01)

박창업(2011.09.01) 지동표(2012.03.01) 민동필(2012.03.01) 신국조(2012.03.01)

안태인(2012.03.01) 정학성(2012.03.01) 고철환(2012.03.01) 조성권(2012.03.01)

김정구(2013.03.01) 이상각(2013.03.01) 김희준(2013.03.01) 임정빈(2013.03.01)

김   혁(2013.09.01) 서정헌(2013.09.01) 김경렬(2013.09.01) 오임상(2013.09.01)

김두철(2013.09.01) 강정혁(2014.03.01) 전종우(2014.03.01) 김명수(2014.03.01)

백명현(2014.03.01) 이창복(2014.03.01) 김우철(2014.09.01) 안정선(2014.09.01)

윤순창(2014.09.01) 최덕근(2014.09.01) 이준규(2015.03.01) 홍종배(2015.03.01)

김   관(2015.03.01) 유인석(2015.09.01) 김도한(2015.09.01) 신환철(2015.09.01)

임지순(2016.09.01) 서세원(2016.09.01) 정진하(2016.09.01) 박종상(2017.03.01)

강사욱(2017.03.01) 김경진(2017.03.01) 조신섭(2017.09.01) 박영우(2017.09.01)

서정쌍(2017.09.01) 홍주봉(2017.09.01) 강인식(2017.09.01) 국   양(2018.03.01)

오세정(2018.03.01) 최형인(2018.03.01) 이용일(2018.03.01) 조영현(2018.09.01)

정영근(2018.09.01) 박종욱(2018.09.01) 김창호(2019.03.01) 이종섭(2019.03.01)

정구흥(2019.03.01) 박동은(2019.09.01) 황덕수(2019.09.01) 김명환(2020.03.01)

김홍종(2020.09.01) 김   원(2020.09.01) 강   헌(2020.09.01) 이상엽(2020.09.01)

*손치무(1979.11.01) *홍순복(1984.07.10) *이주식(1986.05.12) *지창열(1987.10.18)

*김봉균(1987.04.18) *최규원(1987.05.07) *구정회(1988.07.01) *김훈수(1988.12.10)

*김성삼(1988.12.10) *성백능(1989.04.15) *민호기(1989.04.15) *정영호(1989.10.13)

*정창희(1989.10.13) *김정수(1990.04.16) *박을용(1990.04.16) *박봉열(1991.11.16)

*현정준(1992.04.15) *장세희(1992.11.03) *박홍래(1994.10.25) *김준호(1995.05.06)

*이우영(1995.05.06) *김제필(1995.11.29) *강영선(1995.11.29) *하두봉(1996.10.14)

*박희인(1997.11.18) *박인원(2000.05.02) *하영칠(2000.11.17) *이정주(2001.05.09)

*이윤영(2001.10.18) *송희성(2003.03.01) *이광웅(2005.03.01) *박순웅(200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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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수(2009.09.01) *이재형(2010.09.01) *소광섭(2011.03.01) *정한영(2012.09.01)

간호대학  

홍여신(1998.11.13) 박정호(2005.09.01) 김매자(2006.09.01) 이소우(2006.09.01)

이은옥(2007.03.01) 홍경자(2009.09.01) 한경자(2010.03.01) 박성애(2012.09.01)

박영숙(2013.03.01) 최명애(2013.03.01) 하양숙(2014.03.01) 김금순(2015.03.01)

윤순녕(2016.03.01) 송미순(2017.03.01) 이명선(2018.03.01) 이인숙(2019.09.01)

김정은(2020.09.01)

경영대학 ·경영전문대학원   

이용준(1987.08.13) 김정년(1997.11.18) 김식현(2000.11.17) 이정호(2002.09.01)

최종태(2005.03.01) 윤석철(2005.09.01) 곽수일(2006.09.01) 신유근(2006.09.01)

김성기(2007.09.01) 윤계섭(2010.09.01) 임종원(2012.03.01) 민상기(2013.03.01)

조동성(2014.03.01) 김영진(2015.03.01) 안상형(2016.03.01) 안중호(2016.03.01)

김재일(2018.09.01) 곽수근(2018.09.01) 이창우(2019.03.01) 정운오(2019.03.01)

조재호(2020.03.01)

*오상락(1993.04.26) *한희영(1993.04.26) *심병구(1994.04.11) *김원수(1999.10.12)

*남상오(2008.09.01) *박정식(2010.09.01)

공과대학(대학원)  

박천경(1993.04.26) 고명삼(1993.04.26) 현병구(1995.05.06) 안수길(1995.11.29)

김상주(1996.06.05) 김문한(1996.06.05) 전용원(1997.05.26) 정일영(1997.11.18)

안태완(1997.11.18) 박영문(1998.05.27) 박순자(1998.05.27) 박중현(1998.11.13)

이충웅(2000.11.17) 고석원(2000.11.17) 김상용(2000.11.17) 나형용(2000.11.17)

홍성일(2000.11.17) 이희근(2000.11.17) 홍성목(2000.11.17) 김영택(2001.05.09)

강춘식(2002.09.01) 이화영(2002.09.01) 이동녕(2003.03.01) 이기준(2003.09.01)

이현구(2004.03.01) 정수진(2004.03.01) 박순달(2004.09.01) 한송엽(2004.09.01)

노오현(2005.03.01) 선우중호(2005.03.01) 정창현(2005.03.01) 김효철(2005.03.01)

배광준(2005.03.01) 김창효(2007.03.01) 윤종규(2007.03.01) 이정인(2007.03.01)

이교일(2007.09.01) 권욱현(2008.03.01) 노승탁(2008.09.01) 한동철(2008.09.01)

장승필(2008.09.01) 강창순(2008.09.01) 민홍식(2009.03.01) 이석호(2009.03.01)

이종덕(2009.03.01) 이홍희(2009.03.01) 최차용(2009.03.01) 이후철(2010.03.01)

김원찬(2010.03.01) 이장무(2010.09.01) 강   탁(2010.09.01) 김진균(2010.09.01)

김   환(2011.03.01) 홍상희(2011.03.01) 장창두(2011.03.01) 이장규(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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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흡(2011.09.01) 심우갑(2011.09.01) 유정열(2012.03.01) 성굉모(2012.03.01)

이창훈(2012.03.01) 오수익(2012.09.01) 강석호(2012.09.01) 최항순(2012.09.01)

이호인(2012.09.01) 전효택(2012.09.01) 신효철(2013.03.01) 이규열(2013.03.01)

이기표(2013.03.01) 이길성(2013.03.01) 정태학(2013.03.01) 이은철(2013.03.01)

이동호(2013.09.01) 최종호(2013.09.01) 한민구(2013.09.01) 한상영(2013.09.01)

안건혁(2014.03.01) 전경수(2014.03.01) 손헌준(2014.03.01) 이상욱(2014.09.01)

김명모(2014.09.01) 조유근(2014.09.01) 이지화(2014.09.01) 김화용(2015.09.01)

김승조(2015.09.01) 황기웅(2015.09.01) 조원호(2016.03.01) 오형식(2016.03.01)

양영순(2016.03.01) 이병기(2016.09.01) 하인중(2016.09.01) 신현식(2016.09.01)

강태진(2017.03.01) 류한일(2017.03.01) 이정중(2017.03.01) 조보형(2017.03.01)

유석인(2017.03.01) 이정학(2017.03.01) 김태유(2017.03.01) 김도연(2017.09.01)

고현무(2017.09.01) 서경덕(2017.09.01) 강주명(2017.09.01) 박군철(2017.09.01)

유영제(2017.09.01) 이윤식(2017.09.01) 김광우(2017.09.01) 김광현(2018.03.01)

최두남(2018.03.01) 이준식(2018.03.01) 정인석(2018.03.01) 박진우(2018.03.01)

강신후(2018.03.01) 김형준(2018.03.01) 박종근(2018.03.01) 서진헌(2018.03.01)

채수익(2018.03.01) 이승종(2018.03.01) 황일순(2018.09.01) 김태정(2019.03.01)

이재홍(2019.03.01) 오승모(2019.03.01) 이우일(2019.09.01) 윤재륜(2019.09.01)

신종계(2020.03.01) 김성준(2020.03.01) 신광선(2020.03.01) 이현수(2020.09.01)

김종원(2020.09.01) 박용태(2020.09.01) 김장주(2020.09.01) 성원용(2020.09.01)

이범희(2020.09.01) 이용환(2020.09.01) 정현교(2020.09.01) 전국진(2020.09.01)

최양희(2020.09.01) 장정식(2020.09.01)

*이균상(1969.12.01) *정봉협(1974.07.08) *박상조(1974.07.08) *김문상(1979.11.01)

*홍준기(1979.11.01) *우형주(1980.12.23) *이   량(1980.12.23) *우범식(1980.12.23)

*김희춘(1981.07.18) *신윤경(1984.07.10) *염영하(1984.12.17) *박평주(1986.05.12)

*김재근(1986.05.12) *정선모(1987.04.18) *임응극(1987.04.18) *신영기(1987.04.18)

*김재극(1987.05.07) *김준용(1988.03.01) *이종각(1988.03.01) *이문득(1988.07.01)

*김효경(1988.12.10) *이승원(1988.12.10) *이정한(1988.12.10) *양흥석(1989.04.15)

*이택식(1989.10.13) *이재성(1989.10.13) *윤장섭(1990.04.16) *박민호(1990.04.16)

*최계근(1990.04.16) *최   웅(1990.04.16) *김동훈(1990.10.12) *정인준(1990.10.12)

*안수한(1990.10.12) *심정섭(1991.04.15) *이영배(1991.04.15) *이낙주(1991.04.15)

*위상규(1991.04.15) *한봉희(1991.11.16) *김노수(1991.11.16) *안철호(1991.11.16)

*김동원(1992.04.15) *지철근(1992.11.03) *임상전(1992.11.03) *조선휘(1993.04.26)

*이광노(1993.11.01) *원종수(1993.11.01) *황종흘(1993.11.01) *황희융(1993.11.01)

*이해경(1994.10.25) *윤정섭(1995.05.06) *김연식(1995.11.29) *박혜일(1995.11.29)

*김극천(1996.06.05) *김봉우(1996.10.14) *김형걸(1997.05.26) *주종원(199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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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서(1999.04.20) *김종상(2003.03.01) *정기형(2003.09.01) *최창균(2009.09.01)

*박창호(2011.09.01) *우치수(2012.03.01) *정성진(2013.03.01) *고   건(2014.03.01)

*강신형(2015.03.01)

농업생명과학대학(대학원/농과대학)   

오봉국(1991.04.15) 심영근(1994.04.11) 신동소(1996.06.05) 정창주(1997.11.18)

이홍석(1998.05.27) 나용준(1999.04.20) 이계호(1999.04.20) 안건용(1999.04.20)

고광출(1999.10.12) 류순호(2000.05.02) 임경순(2001.07.18) 박영일(2002.03.01)

우건석(2002.03.01) 이병일(2002.09.01) 남중희(2002.09.01) 김호탁(2004.03.01)

우보명(2004.03.01) 문재유(2004.03.01) 정지웅(2005.03.01) 김현욱(2005.03.01)

김문기(2005.03.01) 정하우(2005.03.01) 전재근(2005.09.01) 정희석(2005.09.01)

박효근(2005.09.01) 채영암(2006.03.01) 조정송(2006.09.01) 이무근(2006.09.01)

정   진(2007.09.01) 권순국(2007.09.01) 김수일(2008.03.01) 김병동(2009.03.01)

류관희(2009.03.01) 박관화(2009.03.01) 이호진(2010.03.01) 김귀곤(2010.03.01)

장병욱(2010.03.01) 이경준(2010.09.01) 이승구(2012.03.01) 이돈구(2012.03.01)

현정오(2012.09.01) 하종규(2013.03.01) 임승빈(2013.03.01) 이형주(2013.09.01)

이무하(2013.09.01) 노상하(2014.03.01) 탁태문(2014.03.01) 박승우(2015.03.01)

안동만(2015.09.01) 이정재(2015.09.01) 김경욱(2016.09.01) 이전제(2017.03.01)

이인원(2017.09.01) 최홍림(2017.09.01) 김완배(2017.09.01) 안용준(2018.03.01)

박영환(2018.03.01) 문태화(2018.09.01) 최양도(2018.09.01) 서진호(2019.03.01)

노재선(2019.09.01) 김영호(2020.03.01) 박은우(2020.03.01) 최윤재(2020.03.01)

이우신(2020.03.01) 이태호(2020.09.01) 이변우(2020.09.01)   

*조백현(1962.07.20) *이승규(1979.11.01) *유달영(1979.11.01) *현신규(1979.11.01)

*이용빈(1980.12.23) *김문협(1981.07.18) *백운하(1982.07.01) *이춘녕(1983.02.01)

*이창복(1984.12.17) *박성우(1984.12.17) *표현구(1987.04.18) *김문식(1987.04.18)

*임형빈(1987.04.18) *최병희(1988.03.01) *이양후(1989.04.15) *이은웅(1989.10.13)

*박태식(1991.04.15) *현재선(1991.04.15) *김재욱(1991.11.16) *허문회(1992.04.15)

*김갑덕(1992.04.15) *반성환(1994.04.11) *고재군(1994.04.11) *정후섭(1995.11.29)

*주봉규(1996.06.05) *심종섭(1996.06.05) *왕인근(1996.10.14) *임선욱(1998.05.27)

*송계원(1988.07.01) *조용섭(1999.04.20) *송해균(1999.04.20) *심재욱(1999.10.12)

*한인규(2000.05.02) *김동암(2000.05.02) *이필우(2000.05.02) *임경빈(2000.07.06)

*박명규(2000.07.06) *이질현(2000.11.17) *안원영(2001.10.18) *고학균(2005.03.01)

*부경생(2006.03.01) *권용웅(2006.09.01) *이용환(2009.03.01) *김성수(2010.09.01)

*김수언(20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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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대학

김정자(1994.10.25) 김   태(1996.10.14) 최종태(1998.05.27) 최의순(1999.04.20)

윤명로(2002.03.01) 강찬균(2003.09.01) 이종상(2003.09.01) 부수언(2004.03.01)

엄태정(2004.03.01) 전   준(2008.03.01) 신광석(2010.09.01) 최인수(2011.09.01)

한운성(2012.03.01) 장수홍(2013.03.01) 장호익(2014.09.01) 서용선(2016.09.01)

이순종(2017.03.01) 신현중(2018.03.01) 김병종(2018.09.01) 백명진(2018.09.01)

정영목(2019.03.01)

*노수현(1962.10.23) *김종영(1980.12.23) *정창섭(1993.04.26) *김교만(1994.04.11)

*서세옥(1994.04.11) *권순형(1994.10.25) *문학진(1995.11.29) *박세원(1995.11.29)

*유경채(1995.11.29) *민철홍(1998.11.13) *유근준(1999.10.12) *조영제(2000.11.17)

*신영상(2001.05.09) *최만린(2001.05.09) *양승춘(2006.03.01) *임영방(2009.09.01)

*유리지(2010.09.01) *정탁영(2012.03.01) *박노수(2012.09.01)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박병호(1996.10.14) 이태로(1997.11.18) 김철수(1998.11.13) 양승규(1999.10.12)

최대권(2002.09.01) 이수성(2004.09.01) 김동희(2005.03.01) 김유성(2006.03.01)

송상현(2007.03.01) 이흥재(2012.03.01) 최종고(2013.03.01) 안경환(2013.09.01)

호문혁(2013.09.01) 권오승(2015.03.01) 신동운(2017.03.01) 최병조(2018.03.01)

성낙인(2018.09.01) 양창수(2018.09.01) 김건식(2020.03.01) 윤진수(2020.03.01)

정인섭(2020.03.01) 이용식(2020.03.01)

*정광현(1967.09.01) *정희철(1986.05.12) *김기두(1987.04.18) *김증한(1987.04.18)

*곽윤직(1991.04.15) *배재식(1994.10.25) *황적인(1995.05.06) *서원우(1996.10.14)

*권영성(1999.10.12) *서돈각(2000.07.06) *심헌섭(2001.05.09) *이호정(2002.03.01)

*최기원(2002.03.01) *백충현(2004.09.01) *최송화(2006.09.01) 

사범대학 

문   용(1996.06.05) 김은전(1996.10.14) 이계순(1996.10.14) 박용헌(1997.05.26)

윤용탁(1997.11.18) 정범모(1998.05.27) 김연식(1998.05.27) 박길준(1998.05.27)

이민성(1999.04.20) 노희덕(1999.10.12) 이성진(1999.10.12) 박갑수(1999.10.12)

황재기(2000.05.02) 심명호(2000.11.17) 황적륜(2000.11.17) 황정규(2001.10.18)

임승권(2002.03.01) 박승재(2002.03.01) 임인재(2002.09.01) 이돈희(2003.03.01)

진교훈(2003.03.01) 손봉호(2003.09.01) 김광수(2004.09.01) 채우기(2004.09.01)

이홍우(2005.03.01) 황만익(2005.03.01) 우규환(2005.03.01) 권윤방(2005.03.01)

장상호(2005.09.01) 허승일(2005.09.01) 김신일(2006.03.01) 조창섭(2006.03.01)

이기석(2006.03.01) 임번장(2006.03.01) 곽광수(2006.09.01) 안희수(200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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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영(2007.03.01) 윤정일(2008.03.01) 우정호(2008.03.01) 김대행(2008.09.01)

이종재(2009.03.01) 한기상(2009.03.01) 김동진(2009.03.01) 정청희(2009.03.01)

이온죽(2010.03.01) 김길중(2010.09.01) 조승제(2010.09.01) 이형식(2011.09.01)

권병두(2012.03.01) 박성익(2012.09.01) 문용린(2012.09.01) 박성수(2012.09.01)

우한용(2013.03.01) 이경식(2013.03.01) 김기석(2013.09.01) 이광숙(2013.09.01)

이성묵(2013.09.01) 권오량(2014.09.01) 정철수(2015.03.01) 신인식(2015.09.01)

전태원(2016.09.01) 진동섭(2017.09.01) 신문수(2018.03.01) 김종욱(2018.03.01)

정상권(2018.09.01) 김계현(2019.03.01) 나일주(2019.03.01) 박찬구(2019.03.01)

양현권(2019.03.01) 장승일(2019.09.01) 최승언(2019.09.01) 민현식(2020.03.01)

김영수(2020.03.01) 이미나(2020.09.01)

*김계숙(1970.10.08) *이종수(1972.05.01) *채희순(1974.07.08) *김형규(1979.11.01)

*최기철(1979.11.01) *김준민(1979.11.01) *윤인호(1980.12.23) *라현성(1981.12.16)

*유경로(1983.02.01) *김정진(1984.12.17) *이지호(1984.12.17) *김종서(1988.03.01)

*이응백(1988.12.10) *이영기(1988.12.10) *정연태(1988.12.10) *김응태(1989.04.15)

*이태녕(1989.04.15) *이두현(1989.10.13) *이웅직(1989.10.13) *한기언(1990.04.16)

*이영덕(1991.11.16) *이원순(1991.11.16) *이원식(1993.04.26) *박옥줄(1994.04.11)

*이용주(1994.10.25) *구인환(1995.05.06) *이맹성(1995.05.06) *신희명(1995.11.29)

*정원식(1995.11.29) *피천득(1996.06.05) *이동승(1996.06.05) *김성근(1996.06.05)

*전상범(1997.05.26) *강길수(1998.05.27) *이상익(2000.05.02) *이범제(2000.05.02)

*윤세철(2001.10.18) *이용필(2001.10.18) *차경수(2001.10.18) *장남기(2002.03.01)

*정성태(2003.09.01) *정세구(2005.09.01) *김의수(2006.09.01) *강신복(2008.09.01)

*정응근(2009.09.01) *이애주(2013.03.01)

생활과학대학(대학원/가정대학)     

모수미(1992.04.15) 김성련(1993.04.26) 이순원(2000.11.17) 김해리(2006.03.01)

최혜미(2007.03.01) 박양자(2007.03.01) 유안진(2007.03.01) 이기춘(2008.03.01)

최정화(2011.09.01) 이연숙(2012.03.01) 이기영(2013.03.01) 김민자(2014.09.01)

옥선화(2015.03.01) 백희영(2016.03.01) 황인경(2017.03.01) 유효선(2017.03.01)

이순형(2017.09.01) 지근억(2020.09.01)

*장명욱(1981.12.16) *이혜수(1992.11.03) *임원자(1997.05.26) *안승요(1997.11.18)

*현기순(1998.05.27)

수의과대학   

서익수(1997.05.26) 성재기(1999.04.20) 이준섭(1999.04.20) 한홍율(2005.09.01)

남치주(2006.03.01) 김선중(2007.03.01) 이흥식(2007.09.01) 이인세(200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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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순(2010.03.01) 이창우(2010.03.01) 양일석(2011.09.01) 이문한(2011.09.01)

신광순(2012.03.01) 신남식(2018.03.01) 권오경(2019.09.01)

*정창국(1988.07.01) *이장낙(1991.04.15) *한수남(1993.04.26) *이창업(1993.11.01)

*장두환(1993.11.01) *임창형(1995.05.06) *이영소(1995.11.29) *옥종화(1995.11.29)

*권종국(1995.05.06) *전윤성(1997.05.26) *최희인(1997.05.26) *마점술(2001.07.18)

*박응복(2001.07.18) *조충호(2001.07.18) *윤희정(2020.09.01)

약학대학(천연물과학연구소)      

이상섭(1996.06.05) 조윤상(1996.10.14) 김낙두(1999.04.20) 지형준(1999.04.20)

김병각(2000.05.02) 이민화(2001.05.09) 이은방(2002.03.01) 문창규(2005.03.01)

김양배(2005.03.01) 천문우(2008.03.01) 김종국(2008.09.01) 이승기(2009.03.01)

장일무(2009.03.01) 윤혜숙(2010.03.01) 이명걸(2010.09.01) 한용남(2010.09.01)

김영중(2011.09.01) 주상섭(2011.09.01) 고광호(2012.03.01) 강삼식(2013.03.01)

김득준(2013.09.01) 심창구(2013.09.01) 최응칠(2013.09.01) 신완균(2017.03.01)

김규원(2017.09.01) 서영거(2017.09.01) 김영철(2018.03.01) 김영식(2019.09.01)

정진호(2020.03.01) 강창율(2020.03.01) 마응천(2020.09.01)

*한구동(1974.07.08) *이선주(1979.11.01) *우인근(1979.11.01) *우종학(1981.07.18)

*홍문화(1981.12.16) *채동규(1983.06.30) *심길순(1983.12.01) *김영은(1983.12.01)

*국채호(1988.07.01) *조윤성(1988.12.10) *김제훈(1988.12.10) *한대석(1989.04.15)

*우원식(1994.04.11) *나운용(1994.10.25) *김신근(1995.05.06) *정원근(1995.11.29)

*이왕규(1996.10.14) *한병훈(1999.04.20) *신국현(2002.09.01) *박만기(2003.09.01)

*김박광(2005.09.01) *한관섭(2016.03.01)

음악대학  

안형일(1992.04.15) 정진우(1993.04.26) 이기원(1995.05.06) 김혜경(1996.10.14)

이경숙(1997.05.26) 유태열(1998.05.27) 박노경(2000.11.17) 백병동(2001.05.09)

김정규(2001.10.18) 서계숙(2002.09.01) 현해은(2003.09.01) 서우석(2005.09.01)

이재숙(2006.09.01) 김성길(2007.03.01) 김   민(2007.09.01) 강사준(2009.09.01)

박인수(2012.03.01) 신수정(2012.03.01) 박세원(2013.03.01) 김형배(2013.03.01)

윤현주(2014.03.01) 백청심(2014.03.01) 황준연(2014.09.01) 강병운(2016.03.11)

김귀현(2016.09.01) 정태봉(2017.09.01) 윤영숙(2018.03.01) 최경환(2018.09.01)

임헌정(2019.03.01) 이돈응(2020.03.01) 문익주(2020.09.01)

*김원복(1974.07.08) *이혜구(1974.07.08) *이상춘(1979.11.01) *김성태(1979.11.01)

*장사훈(1982.07.01) *전봉초(1984.07.10) *김순열(1987.04.18) *정희갑(198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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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1990.04.16) *이정희(1992.11.03) *이인영(1994.10.25) *백낙호(1994.10.25)

*이남수(1995.05.06) *강운경(1995.05.06) *김용진(1995.11.29) *이명학(1996.06.05)

*이성균(1999.10.21) *김정자(2007.09.01) *강석희(2012.03.01) *장정익(2012.03.01)

*김정길(2012.03.01) *이강숙(2017.09.01)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홍창의(1988.12.10) 김수태(1995.05.06) 김진영(1995.11.29) 노관택(1995.11.29)

이덕용(1996.06.05) 장윤석(1996.06.05) 석세일(1997.05.26) 이부영(1997.11.18)

윤종구(1998.11.13) 이상복(1999.10.12) 한만청(2000.05.02) 김시황(2000.05.02)

김진환(2000.05.02) 백상호(2000.05.02) 김진호(2000.11.17) 최길수(2000.11.17)

이영우(2001.10.18) 이재흥(2001.10.18) 이순형(2002.03.01) 조두영(2002.09.01)

최규완(2003.03.01) 장봉린(2004.03.01) 이종욱(2004.09.01) 홍강의(2006.03.01)

김용락(2006.09.01) 노준량(2006.09.01) 김기환(2007.03.01) 김우기(2007.03.01)

이정상(2007.03.01) 정홍근(2007.03.01) 이효표(2007.09.01) 허봉렬(2007.09.01)

민병구(2008.03.01) 한대희(2008.03.01) 김명석(2008.09.01) 조한익(2008.09.01)

차창용(2008.09.01) 박찬일(2009.03.01) 신영수(2009.03.01) 조사선(2009.03.01)

최강원(2009.03.01) 엄융의(2009.09.01) 윤용수(2009.09.01) 이홍규(2009.09.01)

최윤식(2009.09.01) 김유영(2010.03.01) 조병규(2010.03.01) 최   용(2010.03.01)

심영수(2010.09.01) 정문상(2010.09.01) 최   황(2010.09.01) 연경모(2011.03.01)

이건욱(2011.03.01) 이진학(2011.03.01) 정명희(2011.03.01) 김성덕(2011.09.01)

송인성(2011.09.01) 이정빈(2011.09.01) 김병국(2012.03.01) 김용식(2012.03.01)

김주현(2012.03.01) 김현집(2012.03.01) 오승근(2012.03.01) 장기현(2012.03.01)

강순범(2012.09.01) 김상준(2012.09.01) 민양기(2012.09.01) 신희철(2012.09.01)

안효섭(2012.09.01) 윤재일(2012.09.01) 김광현(2013.03.01) 박명희(2013.03.01)

서유헌(2013.03.01) 윤용범(2013.03.01) 우종인(2013.03.01) 노재규(2013.09.01)

박재갑(2013.09.01) 안윤옥(2013.09.01) 조수헌(2013.09.01) 박재형(2013.09.01)

김성권(2014.03.01) 김   전(2014.03.01) 박귀원(2014.03.01) 서정기(2014.03.01)

성상철(2014.03.01) 차중익(2014.03.01) 한태륜(2014.03.01) 박성회(2014.03.01)

이명철(2014.03.01) 조보연(2014.03.01) 박영배(2014.09.01) 은희철(2014.09.01)

이성철(2014.09.01) 장선오(2014.09.01) 조수철(2014.09.01) 신상구(2015.03.01)

이효석(2015.03.01) 최병인(2015.03.01) 김성연(2015.09.01) 김정구(2015.09.01)

이광우(2015.09.01) 임정기(2015.09.01) 정   흠(2015.09.01) 조맹제(2015.09.01)

최정연(2015.09.01) 한정호(2015.09.01) 강위생(2015.09.01) 윤여규(2015.09.01)

박선양(2016.03.01) 최중환(2016.03.01) 황용승(2016.03.01) 박용현(2016.03.01)

김용진(2016.09.01) 정희원(2016.09.01) 채종일(2016.09.01) 김동명(20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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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상(2017.03.01) 김철우(2017.03.01) 민경업(2017.03.01) 민경원(2017.03.01)

장자준(2017.03.01) 정도언(2017.03.01) 황상익(2017.03.01) 김용익(2017.09.01)

김중곤(2017.09.01) 노정일(2017.09.01) 최인호(2017.09.01) 서정선(2017.09.01)

강흥식(2018.03.01) 고영률(2018.03.01) 김의종(2018.03.01) 김종성(2018.03.01)

안   혁(2018.03.01) 오병희(2018.03.01) 이병란(2018.03.01) 이윤성(2018.03.01)

조광현(2018.03.01) 백재승(2018.09.01) 이상철(2018.09.01) 이환종(2018.09.01)

정준기(2018.09.01) 한문희(2018.09.01) 한진석(2018.09.01) 김선회(2019.03.01)

김용식(2019.03.01) 양세원(2019.03.01) 유영석(2019.03.01) 최명식(2019.03.01)

한규섭(2019.03.01) 이철희(2019.03.01) 성숙환(2019.03.01) 김승협(2019.09.01)

김원곤(2019.09.01) 김인원(2019.09.01) 이춘기(2019.09.01) 정해일(2019.09.01)

한성구(2019.09.01) 김일한(2020.03.01) 방영주(2020.03.01) 왕규창(2020.03.01)

정성은(2020.03.01) 최영민(2020.03.01) 홍성태(2020.03.01) 김동규(2020.03.01)

위원량(2020.03.01) 윤보현(2020.09.01) 박경찬(2020.09.01) 김석화(2020.09.01)

안규리(2020.09.01) 박병주(2020.09.01) 이왕재(2020.09.01) 김영환(2020.09.01)

손대원(2020.09.01) 정진엽(2020.09.01) 김우호(2020.09.01) 김철호(2020.09.01)

황덕호(2020.09.01) 정현채(2020.09.01) 유근영(2020.09.01)

*김두종(1962.07.20) *윤일선(1962.07.20) *김동익(1962.07.20) *김석환(1962.07.20)

*김성환(1970.10.08) *기용숙(1970.12.01) *오진섭(1974.07.08) *나세진(1974.07.08)

*이국주(1979.11.01) *김경식(1979.11.01) *이제구(1979.11.01) *강승호(1979.11.01)

*한심석(1979.11.01) *이명복(1979.11.01) *이성호(1979.11.01) *박길수(1980.02.21)

*이기영(1980.02.21) *주동운(1980.12.23) *김인달(1980.12.23) *노병호(1980.12.23)

*김응진(1981.07.18) *임정순(1981.12.16) *남기용(1983.02.01) *주근원(1983.06.30)

*장신요(1984.07.10) *한문식(1984.07.10) *강석영(1984.12.17) *김홍기(1986.05.12)

*이승훈(1987.04.18) *허인목(1987.04.18) *이영택(1987.05.07) *이영균(1987.05.07)

*이희영(1987.08.13) *백만기(1988.03.01) *이문호(1988.07.01) *신면우(1989.04.15)

*심보성(1990.04.16) *고광욱(1991.11.16) *김영균(1991.11.16) *이유신(1992.11.03)

*김상인(1993.11.01) *문형노(1994.04.11) *민헌기(1994.04.11) *이상국(1994.04.11)

*이정균(1994.04.11) *한용철(1994.10.25) *김주완(1995.05.06) *김승원(1995.05.06)

*김우겸(1995.05.06) *권이혁(1995.11.29) *윤동호(1995.11.29) *김승욱(1995.11.29)

*곽일용(1996.06.05) *김종환(1996.10.14) *명호진(1996.10.14) *이한구(1996.10.14)

*장우현(1996.10.14) *고창순(1997.11.18) *김진복(1998.11.13) *서경필(1998.11.13)

*성호경(1998.11.13) *윤덕노(1998.11.13) *함의근(1998.11.13) *김용일(2000.11.17)

*김정룡(2000.11.17) *박찬웅(2000.11.17) *최성배(2001.05.09) *장가용(2001.05.09)

*이진용(2002.09.01) *김영민(2003.03.01) *김중술(2003.03.01) *지제근(2003.03.01)

*김노경(2005.09.01) *최국진(2005.09.01) *김종선(2007.09.01) *이윤호(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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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규(2008.03.01) *하성환(2015.03.01)

자유전공학부  

서경호(2017.09.01)

보건대학원

이영환(1996.10.14) 허   정(1997.11.18) 김정근(1999.04.20) 정문식(1999.04.20)

김정순(2001.05.09) 임재은(2001.05.09) 이시백(2004.03.01) 이홍근(2005.09.01)

백남원(2006.03.01) 정문호(2007.03.01) 문옥륜(2008.03.01) 이선자(2009.03.01)

김화중(2010.04.04) 이승욱(2013.09.01) 정해원(2015.09.01) 양봉민(2016.09.01)

조병희(2019.09.01)

*정경균(2001.10.18)

행정대학원

유   훈(1994.10.25) 조석준(1994.10.25) 강신택(1998.11.13) 오석홍(2001.10.18)

노화준(2007.03.01) 김동건(2009.03.01) 방석현(2010.09.01) 정홍익(2010.09.01)

정정길(2010.09.01) 김신복(2012.09.01) 정용덕(2014.03.01) 오연천(2016.09.01)

최병선(2018.03.01) 이달곤(2019.03.01) 김병섭(2019.09.01) 노경수(2020.03.01)

이승종(2020.09.01)

*김운태(1987.08.13) *최종기(1994.04.11) *김해동(1994.04.11) *안해균(1994.04.11)

*박동서(1994.10.25) *김광웅(2007.03.01)

환경대학원  

권태준(2002.09.01) 김안제(2002.09.01) 최상철(2006.03.01) 김형국(2007.09.01)

임광원(2008.03.01) 이정전(2008.09.01) 유병림(2010.03.01) 김정욱(2011.03.01)

양병이(2011.09.01) 김기호(2012.03.01) 황기원(2013.03.01) 박종화(2014.09.01)

이도원(2017.09.01)

*노융희(1992.11.03)

국제대학원

박태호(2017.09.01) 문휘창(2018.09.01)

*박세일(201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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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대학원  

이명종(1995.11.29) 민병일(1995.11.29) 서정훈(1999.04.20) 유동수(1999.04.20)

김명국(2001.05.09) 손동수(2001.07.18) 윤수한(2001.10.18) 이종흔(2002.03.01)

김철위(2003.09.01) 임창윤(2003.09.01) 최상묵(2003.09.01) 김영수(2003.09.01)

이승우(2004.03.01) 권혁춘(2004.09.01) 김종배(2004.09.01) 박태원(2004.09.01)

이선형(2004.09.01) 정성창(2006.09.01) 고재승(2007.03.01) 엄정문(2007.09.01)

한수부(2008.09.01) 양재호(2011.03.01) 장영일(2011.03.01) 정종평(2011.03.01)

한세현(2011.09.01) 김중수(2012.09.01) 김영구(2012.09.01) 배광식(2014.03.01)

김관식(2016.03.01) 홍삼표(2016.03.01) 백대일(2016.09.01) 이재봉(2016.09.01)

김종철(2017.03.01) 손호현(2017.09.01) 김명기(2018.03.01) 김명진(2018.03.01)

최순철(2020.03.01) 이상훈(2020.09.01) 정필훈(2020.09.01)

*이춘근(1983.06.30) *유종덕(1984.12.17) *장완식(1988.07.01) *안형규(1989.04.15)

*차문호(1989.10.13) *김영해(1991.04.15) *황성명(1994.10.25) *이영옥(1995.11.29)

*김동순(1995.11.29) *김수철(1995.11.29) *선우양국(1995.11.29) *김진태(1996.06.05)

*이정식(1996.06.05) *김규식(1997.05.26) *양원식(2001.10.18) *손성희(2003.09.01)

*장익태(2004.09.01) *임성삼(2005.09.01) *최선진(2006.03.01) *남동석(2006.09.01)

*김창회(2008.09.01) *백기석(2008.09.01) *염광원(2008.09.01) *김주환(2012.09.01)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최희동(2020.09.01)

5. 지난 1년간 작고 명예교수 명단(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작고하신 명예교수님은 모두 26분입니

다. 고인의 명복을 삼가 기원합니다.  

  1. 2021. 01. 01. 박형석(자연과학대학 화학부)

  2. 2021. 01. 13. 유동수(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3. 2021. 01. 22. 김극천(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4. 2021. 02. 11. 김세원(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5. 2021. 02. 21. 남동석(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6. 2021. 03. 03. 민헌기(의과대학 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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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21. 03. 19. 김영균(의과대학 의학과)

  8. 2021. 03. 23. 김수언(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공학부)

  9. 2021. 04. 24. 정성태(사범대학 체육교육과)

10. 2021. 05. 11. 이애주(사범대학 체육교육과)

11. 2021. 06. 20. 전상범(사범대학 영어교육과)

12. 2021. 07. 05. 윤희정(수의과대학 수의학과)

13. 2021. 07. 11. 안철호(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14. 2021. 07. 21. 심재욱(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 

15. 2021. 08. 18. 장인협(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16. 2021. 08. 19. 배성동(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17. 2021. 08. 24. 하영칠(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18. 2021. 08. 27. 남상오(경영대학 경영학과)  

19. 2021. 09. 09. 윤세철(사범대학 역사교육과)    

20. 2021. 09. 11. 오인석(인문대학 서양사학과)    

21. 2021. 09. 12. 이정식(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22. 2021. 10. 03. 장완식(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23. 2021. 11. 04. 이창환(인문대학 미학과)  

24. 2021. 11. 11. 소광섭(자연과학대학 물리 ·천문학부)    

25. 2021. 11. 22. 차인석(인문대학 철학과)     

26. 2021. 11. 28. 박만기(약학대학 약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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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도문 

      우보(牛步) 한병훈(韓秉勳) 교수님의  
 서거를 애도하며 

약학대학 약학과 명예교수  박정일

고(故) 한병훈  

명예교수

       슬프도다, 우보 한병훈 교수님, 이렇게 갑자기 가시다니!   

  우리나라 약학의 큰 별, 우보(牛步) 한병훈 교수님께서 2019년 5월 2일 

갑작스럽게 소천하셨습니다. 그토록 건강하시고 불꽃 같은 학문에 대

한 열정으로 가득하시던 교수님, 얼마 전까지도 연구실에서 직접 실험

을 하시면서 논문을 쓰시던 교수님, 며칠 전까지도 새로운 책을 구입하

시어 공부하고 있노라고 학문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셨던 교수님, 어찌 

이리도 갑자기 떠나신단 말입니까? 교수님께서 평생 동안 보여주신 그 

맑은 영혼과 제자에 대한 엄함과 사랑은 아직도 우리 제자들의 가슴 깊이 살아남아 있는

데, 이리 갑자기 가시다니 황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교수님의 그 꺼지지 않는 열정과 

밝고 환한 미소를 어데서 뵈란 말입니까?    

우보 한병훈 교수님은 1933년 7월 29일(음력) 전라북도 장수에서 태어나시어 장계국

민학교, 전주북중학교,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특히 화학을 너무 좋아해서 

1952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 입학하셨습니다. 1956년 대학원에 입학하셨고 석사학위 

취득 후에는 중앙대학교 조교를 거쳐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전임강사, 조교수로 봉직하

시었습니다. 1968년, 효소학에서 확고부동한 진리로 통하고 있었던 Michaelis Menten 방

정식에 허점을 발견하고 수정 보완식을 제안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1969년 

서울대학교 생약연구소로 옮기신 이후 1999년 정년퇴임하실 때까지 30여 년간 서울대학

교에 봉직하셨습니다.  

교수님은 특히 인삼과 산조인에 관한 연구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셨으며, 우리나라 

인삼연구를 대표하는 학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생약연구소 소장, ‘제5차 아시아 약초 및 향신료 심포지엄’ 조직위원장, 고

려인삼학회 회장, 생화학회 회장,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 유네스코 동남아지역 천연

물화학 협동기구 대표 등 많은 국내외 기구에서 학문의 발전에 헌신하시었습니다.  

1999년 정년퇴임하신 후, 2018년 초까지 이에스그룹 연구소장으로 봉직하시면서 특히 

스피루리나에 관한 연구에 매진하셨으며,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회사 연구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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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이나 석사, 박사를 받도록 지도하셨습니다. 85세가 되실 때까지 연구실에서 직접 시험

관을 흔들며 연구원들과 연구에 매진하신 열정의 연구자이셨습니다.    

교수님은 평생의 동반자이신 사모님 서혜수 님과의 사이에 아들 4명에 자부 4명, 손자

손녀 8명을 두신 행복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셨습니다.  

우보 한병훈 교수님, 

그토록 열정적이고 건강하시어 늘 저희 곁에 든든한 버팀목으로 서 계실 줄 알았는데 

어찌 이렇게 갑자기 떠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소걸음(牛步)으로 뚜벅뚜벅 학문의 

길을 나아가는 교수님을 뵐 수 없다는 사실에 저희 제자들은 가슴이 멥니다. 교수님께서 

평생 학문에 정진하시면서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신 가르침을 저희 제자들은 가슴속에 소

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우보 한병훈 교수님,  

편히 잠드소서.  

우보(牛步) 한병훈 교수  

1933년 7월 29일  전북 장수생  

2019년 5월 2일  천안 자택 인근에 산책 나가셨다가 갑작스러운 대동맥 파열로 타계  

학력

1952. 4~1956. 3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1956. 4~1960. 2  서울대학교 대학원 약학과 약학석사

1960. 3~1968. 2  서울대학교 대학원 약학과 약학박사

경력

1956. 4~1958. 10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조교, 육군중위제대 

1959. 4~1969. 5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전임강사/조교수 

1969. 11~1999. 2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생약연구소) 조교수/부교수/교수 

1978. 4~1979. 2  일본 동경대학교 약학부 방문교수

1980. 3~1984. 3  서울대학교 생약연구소 소장

1981. 3~1984. 4  한국인삼연초연구소 이사 

1983. 5~1999. 2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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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9~1991. 8  유네스코 동남아지역 천연물화학 협동기구 사무국장

1984. 9~1999. 2  유네스코 동남아지역 천연물화학 협동기구 한국대표

1987. 7~1989.  1  아태지역 약초 및 방향성식물 학술정보 협동기구 한국대표

1988. 4~1997. 4  WHO 지정 전통약물 협력연구기관 대표

1994. 11~2019. 5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종신회원, 의약분과장

2001~2018  이에스바이오텍 연구소장

학회활동  

한국생화학회 회장(1990) 

고려인삼학회 회장(1991~1992) 

한국응용약물학회 회장(1997~1998)  

생약피임제 개발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조직위원장(1981)  

유네스코 동남아지역 RIA 워크샵 조직위원장(1982)  

제5차 아시아 약초 및 향신료 국제심포지엄(ASOMPS) 조직위원장(1984)  

제2회 KOSEF-INSA 천연물화학 심포지엄 조직위원장(1992)  

수상 

한국생약학회 학술본상(1974), 동아자연과학상(1974), 대한약학회 학술상(1975), 대한

약학회 학술본상(1984), 고려인삼학회 학술본상(1990), 약의상(1993), 춘강상(1996), 국민

훈장 모란장(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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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최만린 학장님을 추모하며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명예교수  최종고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던 미술대학 최만린 학장님께서 작년(2020) 

11월 17일 85세로 작고하셨다. 열이틀이 지나 서세옥 학장님도 운명하

셨다. 이 두 어른에 대하여 미술대학에서는 앞으로 여러 면으로 회고하

고 두 분의 예술세계를 조명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  

그런데 미술, 특히 조각에 대하여 잘 모르는 필자가 최 학장님의 추모

사를 쓰는 것은 두 가지 이유이다. 직접적으로는 명예교수회보 편집위

원이면서 무엇보다 서울대 학술사는 학자사(學者史)가 중요하다고 생각

해 이 <추모사>란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책임이다. 그렇지만 

최 학장님에 대하여는 마지막으로 감사와 추념을 남기고 싶은 나대로의 사연이 있다.  

우선 최 학장님의 공적 생애를 간단히 살펴본다. 본관이 수원인 최만린(崔滿麟)은 1935

년 10월 3일 서울에서 태어나셨는데, 부친 최춘빈은 동아일보 만주 지국장이셨고, 모친도 

서울 토박이 신여성이셨다. 1947년에 경기중학에 입학하여 조각반에 가입하였고, 3학년

인 1949년에 작품 <얼굴>로 국전에서 입선했다. 이듬해 6 ·25전쟁으로 부모형제를 잃는 

비운을 겪었다. 1954년에 경기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미대 조각과에 입학했다. 1957년 <어

머니와 아들>이 국전에서 특선이 되었고, 1958년 대학원에 입학하고 제7회 국전에서 <이

브 58-1>로 또 특선이 되었다.  

생계를 위해 천부의 미성으로 KBS에서 라디오 아나운서로 3년간 일하며 한국아나운서

클럽 회장도 맡았다. 여기서 동갑 동료 김소원과 결혼하였고, 처제는 김민자, 동서는 최불

암 연예인이다.  

1961년부터 본격적으로 조각가로 활동하면서 서울대 미대에 출강도 하고 국전 추천작

가로 되었다. 1963년에는 <한국가면의 조형성>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64년에 정릉동

으로 이사하여 손수 집을 지었는데, 그것이 긴 세월 동안 도시변화에 따라 변모되어 지금

의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으로 정착되었다. 1967년에 모교 서울대 미대 교수가 되어 

1970년에 서울대 조형연구소 소장으로 1년간 봉사하셨다. 1974~1975년에는 록펠러재단

의 후원으로 뉴욕의 프렛 인스티튜트(Pratt Institute)에서 연구했다. 1992년에 미대 학장

이 되어 1995년까지 봉직하셨다. 그러다 1997년에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이 되어 1999년에 

퇴임하셨다. 2000년 8월에 서울대 교수직을 은퇴하고 명예교수가 되셨다. 은퇴 후에도 정

릉 댁에서 끊임없이 창작활동을 하시다 만년에는 건강을 해치기도 하셨다. 2006년부터 

고(故) 최만린  

명예교수(성북구  

립미술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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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파주 헤이리예술마을위원회에도 이사가 되셨다. 2014년에 대한민국 은관문화훈장

을 받으셨다. 

서양미술의 틀을 극복하고 한국조각의 정체성을 추구하셨다. 동양철학의 근원적 속성

을 추상조각으로 구현한 개척자가 되셨다. 1958년 전쟁상흔을 <이브>라는 인류의 대명사

를 빌어 표현한 시리즈 ‘이브’를 통해 조각가로서의 명성을 쌓았다. 이후 천, 지, 현, 황, 일

월 시리즈를 통해 한국 조각의 정체성을 찾는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추구해 나갔다. 그는 

서양미술의 틀에서 해방되려고 했고, 그래서 서예 필법과 동양철학을 모티브로 한 작품들

을 생산했다. 그리고 생명의 보편적 의미와 근원적 형태를 탐구하여 <태(胎)>와 <맥(脈)> 

시리즈를 잉태했다. “농부가 땅을 파 씨앗을 심어 양식을 거둬들이듯 예술도 마음의 양식

을 생산하는 것”이라 하셨다.    

선생은 오랫동안 서울대 대학원동창회에 부회장으로 계셨다. 어쩌다 내가 회장이 되어 

송구스러웠는데, 첫 회의에 나오셔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서울대가 쓰는 문화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라고 하시는데 나는 당장 반했다. 서울대가 유럽과는 달리 미대와 음대

를 안고 있는 종합대학교인데 문화예술 쪽으로 관심이 너무 약하다고 하시는 데 공감했

다. 그 후부터 나는 서울대 캠퍼스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 서울대 박물관 중간정원에 선 

“100원짜리 조각작품”은 유명하다. 사연인즉, 아무리 모교이지만 작가는 무료로 기증은 

안하니 100원이라도 “예산”을 세워 구입해야 한다는 것을 실천하신 것이다. 이처럼 예술

가의 품위와 긍지를 실천하신 분이다.    

선생은 타고난 우렁차면서도 부드러운 음성으로 상대방을 끌어안는 독특한 매력을 갖

고 계셨다. 조각가이신데 어떤 때는 도인(道人)처럼 선풍(仙風)이 느껴지기도 했다. 6년 

전엔가 성북구립미술관에서 작품전시회가 있어 갔을 때는 일부러 오셔서 설명도 해 주시

고, 분위기 있는 한식점에서 오찬도 대접해 주셨다. 다시 미술관 앞 카페에서 김보라 관장

을 불러 소개하시고 정다운 일화들을 들려주셨다. 작고하시고 첫해인 금년은 성북구립미

술관에서 서세옥/최만린 두 분의 작품으로 만든 달력을 보내주어 두 예술가를 더욱 가까

이 생각하며 살고 있다.  

이 글을 쓰려고 지난 10월 28일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에 다녀왔다. 1주기 추모전으로 

<조각가의 정원, 다섯 계절> 전시회가 열리고 추모영상도 상영되고 있다. 인체를 여러 형

태로 추상화하여 재탄생시키신 예술혼을 진하게 느끼고 왔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감동

받은 것은 서재를 가득 채운 문헌 자료이다. 이유선 학예연구사가 600여 점의 작품에 

2,000여 점의 아카이브라고 설명해 주었다. 서울대 동창회에서 만든 수첩이 수십 권 전시되

어 있는데, 들여다보니 정갈한 글씨로 일정을 빽빽이 적어 놓으셨다. 글씨 자체가 작품처

럼 아름답다. 역시 작가에 학자, 연구자로 천부적이시구나 강하게 느껴졌다. 바깥 정원에

도 다양한 작품들이 서고 누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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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을 둘러보면서 적어도 서울대 전현직 교수들과 동문들은 꼭 와서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술에만 몰두하시던 선생도 임종에 이르러 가톨릭 대세를 받고 세례명 

알베르토를 가지셨다 한다. 추모영상을 보니 자제 최아사 교수를 포함한 지인들의 증언

들과 함께 동서 최불암 씨가 “형님”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들을 담고 있다.   

선생님, 선생님은 가셨지만 남기신 작품들을 보면서 우리 후배들은 인간상의 다양한 모

습을 더욱 유심히 그리고 조심히 보고 느끼면서 살 것입니다. 부디 하늘에서 부드러운 미

소로 편히 쉬시며 기다려 주십시오. 이곳에서의 느낌을 부족하나마 시 한 편으로 지어 바

칩니다.     

흙의 영원  

–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에서  

서울의 종로에서 토박이로 자라

전쟁통 가족 잃고 정릉 골짝 찾아들어

한평생 흙이나 빚자던 선각적 예안(藝眼)

일생 정직하고 자유롭게

인간형상을 찾아 창작하며

예술가에 구도자 되셨군요

손가락이 휘어지도록 빚고 빚은 

6백여 작품과 2천여 점의 아카이브

바로 한국미술사 자체이군요

“알베르토”

육신은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건만

마침내 영혼은 영원으로

대지에 예술의 조상(彫像) 남기고

이제는 천국에 열락(悅樂) 하시는 

아름다운 영혼이시여!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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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석 교수의 서거에 즈음하여: 
     추모사를 대신하며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고영근

한 4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명예교수연구동에 열심히 나오시던 인문

대학 서양사학과의 오인석 교수가 보이지 않아 댁으로 연락하였더니 건

강이 안 좋으셔서 보라매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했다. 며칠 후 나는 오 

교수와는 경동고등학교 후배이며 명예교수실 실장을 맡고 있는 진교훈 

교수와 동네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는 오인석 교수를 문병차 찾

아간 일이 있었다. 이후 오 교수는 한 번도 명예교수실에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궁금할 때에는 사모님과 통화하면서 문안 인사를 드리곤 했었

는데 올 9월 13일 조간신문에서 이틀 전인 9월 11일에 별세하였다는 부음을 접했다. 이미 

장례식이 끝난 뒤에 부음을 접한지라 문상도 하지 못했다. 여러 번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

가 안 되어 미루고 있었다. 마침 명예교수회보를 편집하고 있는 역사교육과 허승일 명예

교수가 나에게 전화를 하여 오인석 교수에 대한 추도사를 청탁했다. 나는 이 전화를 받은 

뒤, 그 사이 연락이 안 되던 사모님과 통화를 하여 그동안의 사정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오인석 교수와 처음 얼굴을 대한 것은 1970년경으로 기억한다. 당시 나는 어학연

구소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하루는 같이 교양과정부에 출강하던 주종연 국민대학교 명

예교수가 오 교수와 같이 나의 연구실을 방문하여 환담을 나눈 일이 있다. 우리보다 학번

이 1년 빨라 1955년에 입학했다고 했다. 1975년부터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옮겨 오면서부

터는 우리는 같은 인문대학에 소속되어 아침저녁으로 얼굴을 대하면서 친동기나 다름없

이 지내왔었다. 더욱이 오 교수는 재임 중 서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소장직을 맡아 본

인에게 운영위원의 직함을 주시기도 했다.    

우리가 더욱 친밀해진 것은 1985년 여름이었다. 당시 나는 훔볼트 재단의 제2차 방문 

교수(3월~7월)로 언어 유형론과 텍스트과학 연구차 독일 남부의 콘스탄츠대학 언어학부

와 독일 서북부의 보훔대학 동아학부에서 연구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다. 내가 그해 여

름 콘스탄츠대학에서 연구를 마치고 보훔으로 돌아와 보니 오인석 교수가 정부 파견 교

수로 연구차 와 계셨다. 오 교수와 나는 숙소가 정반대 방향이어서 출근길에나 퇴근길에

서 같이 다니다가 헤어질 때나 만날 때는 손을 흔들면서 헤어짐과 만남의 인사를 나누곤 

하였었다. 얼마 후 사모님이 오셔서 우리는 사모님이 장만해 주시는 한국 음식을 들면서 

이국 생활의 외로움을 달래기도 했다. 나는 당시 <Haus der Freunde>라는 객원 숙소에 

고(故) 오인석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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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물고 있었다. 오 교수는 객원 숙소에 자리가 없어 임시로 학생 기숙사에 머물고 계셨다. 

내가 1985년 8월에 귀국할 때 나의 숙소를 오 교수에게 물려주어 우리들 사이는 한층 더 

친밀해졌다. 귀국 후 나는 필요한 책이나 물건이 있으면 오 교수에게 부탁하기도 했다. 당

시 국문학과의 돌아가신 이기문 교수도 DAAD의 초빙교수로 보훔에 와 계셔서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다고 했다.    

당시 보훔시에는 한국 교민과 학생들이 유달리 많았다. 내가 처음 1976년 12월에 보훔

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한국 유학생이 30여 명밖에 안 되었는데 10년 동안 5배가 늘어 150

여 명이라고 했다. 서울대 대학원 서양사학과를 졸업하고 보훔에 유학 온 정현백 박사(전 

여성가족부 장관)는 내가 독일을 떠나던 1977년에 보훔대학에 유학차 왔었는데 그 사이 

학업을 끝내고 귀국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세월의 무상함을 실감할 수 있었다.

당시 Bochum을 비롯한 루르 지역에는 서울대 독문과의 신태호 교수, 충남대 독문과의 

김황진 교수가 연구차 와 계셨는데, 우리는 주말이 되면 대학 주변을 산책하면서 이국 생

활의 외로움을 달래기도 했다. 지금 기억나는 것은 루르 지역(Ruhrgebiet)의 관광 도시 부

퍼탈(Wuppertal)의 명물인 Schwebebahn(索道)을 타고 시내를 내려다보면서 관광을 즐

기던 일이다. 당시는 재일교포로서 언어학을 전공하는 정기성 교수(일본 소피아 대학 독

문과)가 보훔대학 언어학부에 박사과정 이수차 와 있었는데 독일어와 한국어에 능통하여 

우리 일행을 여기저기 잘 안내해 주기도 하였다. 나는 1994년 제3차 훔볼트 연구비를 받

아 보훔과 함부르크에서 머문 바 있었는데 당시 나는 오 교수의 지도 학생이었던 공주대

학의 송충기 교수 등 한국 유학생들과 얼굴을 익히기도 했다.  

나는 오인석 교수와 동갑이어서 2002년 2월에 같이 퇴임하였다. 당시 인문대 권영민 학

장이 주관한 정년퇴임식에서 오인석 교수는 정년 후의 연구 계획을 피력(披瀝)하는 자리

에서 교양인을 위한 세계사를 쓸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던 것이 기억난다. 정말 오 교수는 

2014년 4월에 정년퇴임 때 약속하신 세계사를 800여 쪽의 『세계현대사』(서울대학교출판

문화원)라는 이름을 붙여 공간하셨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7층 열람실 개가식 

서가에 비치되어 있는데 이는 보통 책과 달리 독자가 광범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 교

수의 『세계현대사』는 4부 모두 28장으로 구성되어 되어 있다. 이를 부 단위로 보이면 다음

과 같다.    

제1부 제1차 세계대전과 전체주의국가의 대두 

제2부 간전기(間戰期)의 세계   

제3부 제2차 세계대전  

제4부 세계대전 후의 세계  

제5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아시아  

제6부 현대 남북 아메리카와 동서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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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교수의 주 전공은 독일 근대사이다. 석사 논문에서는 「슈타인의 改革案를 중심으로 

프로이센 국체의 근대화」(1964)를, 박사 논문에서는 「18세기말 독일의 급진주의 연구에 

대하여」(1985)를 다루셨다. 오 교수는 2002년 2월에 있었던 인문대학 정년퇴임 식상에서 

정년 후에는 교양인을 위한 세계사를 쓰시겠다는 포부를 피력한 바 있는데 앞의 책이 바

로 오 교수가 정년퇴임 석상에서 숙제로 남겨 두었던 업적이었다.   

사모님 말씀에 의하면 앞의 『세계현대사』에 이어 『2차 세계대전』과 『바이마르 공화국 이

후 아돌프 히틀러』를 쓰는 것이 목표였다고 한다. 돌아가신 국문학자 양주동 박사(1903~ 

1977)는 자신의 호를 ‘무애(无涯)’라고 하였는데, 이는 사람의 삶은 유한하지만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장자 「양생주(養生主)」의 첫머리에 있는 “吾生也有涯 而知也無涯”에서 따 온 

것이다.      

오 교수는 영작 동산(남양주시 소재)에 마련된 영면(永眠)의 보금자리에 누워 계십니

다. 명부(冥府)의 오형! 무애 선생의 말씀과 같이 인생은 유한하만 “앎”의 세계, 곧 학문의 

세계는 무한합니다. 형이 뿌려 놓은 학문의 씨앗은 형이 길러 놓은 송충기(공주대), 박순

준(동의대), 김학이(동아대), 이동기(강릉대) 교수 등이 뒤를 잇고 있으니 언젠가는 큰 열

매로 성장할 것이오니 부디 가벼운 마음으로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분향(焚香)을 대신하면서

우제(愚弟) 金山 高永根 재배(再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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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사 故 雪松 장완식(張完植) 명예교수님의

            영전에 바치는 글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명예교수  양재호 

고(故) 장완식 

명예교수 

      대한민국 치과계의 큰 별이며 거목(巨木)이신 장완식 명예교수님께서 

2021년 10월 3일 만 99세(우리 나이 백수(白壽))를 일기로 저희들 곁을 

홀연히 떠나셨습니다.     

1922년 9월 17일 경기도 개성시 자남동 339-1에서 출생하신 장 교수

님께서는, 1941년 개성 송도중학교를 졸업하신 후, 1945년 9월 서울대학

교 치과대학 ·치의학대학원의 전신인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졸업과 동

시에 동(同)기관의 부수(副手)를 시작으로 1946년부터 서울대학교 치과

대학의 교수조무원, 대우강사(1954), 전임강사(1958), 조교수(1960), 부교수(1962), 교수

(1969)로 성실하게 봉직하셨고 1988년 2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철학교실 교수직

에서 정년퇴임하실 때까지 36년간 연구와 가르침의 길이 하늘이 본인에게 내린 사명인 

듯 받아들이시고 평생을 한결같이 걸어오신 교육자의 본보기이셨습니다. 1964년 2월 서

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치아의 현미회상(顯微灰像)에 있어서 석고결정 국재

성(局在性)에 관하여)를 취득하셨고, 1978년 8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발전정책과정)

을 수료하셨습니다.     

1970년대 초 일본 Hobo 연수회에 참석하셔서 P. K. Thomas Cone Waxing Technique

을 연수받고 오셔서 실습하셨던 모형이 교수실 유리장에 잘 보관되어 있었던 걸 보았습

니다. 특히 보철학교실 원로 교수님 중 유일하게 정년퇴임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재직 

중 서거하시거나 중간에 퇴직하셨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서 본인의 노고와 공을 드러냄을 

부끄러이 여기심으로 주변의 많은 선, 후배와 후학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시었고, 서울

대학교 치과대학의 학생과장(1960), 교무과장(1969), 보철과장(1965), 주임 교수(1973)를 

역임하셨고, 특히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 원장(1977. 5~1978. 7)과 서울대학교병

원 치과부원장(1978. 7~1982. 8)을 역임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이 서

울대학교병원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어려운 일들을 해내셨습니다. 치과대학 도서실장

(1961), 서울대학교 인사위원회원(1971),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부속 치학연구소장(1985)

을 맡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금관계속가공의치학(Crown and Bridge 보철학)의 가장 웃어른으로 항

상 과묵하시지만 아버님같이 자상하게 잘 가르쳐 주시었고, 단정한 글씨와 그림 실력으로 



456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21, 제17호 

알기 쉽고 꼼꼼하게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학문적 주요 업적

치과용합금과 치은 및 치주조직과의 관계, 지대치형성이 치수에 미치는 영향, 가공의치

의 교합력과 통계, 치과용 Cement, 도재와 금속 결합력, 교합, 발음, 임플란트와 주위조직

에 관한 연구 등을 지도하셨고,

문하생으로는 박사 26명, 석사 28명을 지도하셨습니다.   

●박사: 이선형 ·고 이금용 ·김광근 ·고 김길년 ·고 김덕상 ·고 김명동 ·김병기 ·박의원 ·우

상민 ·고 김창회 ·유광길 ·양재호 ·이한무 ·고 홍경택 ·임용준 ·김성간 ·손한기 ·김승재 ·최동

철 ·강성현 ·윤일중 ·이재봉 ·백성기 ·이명호 ·이태호 ·김태균 ·양홍서 ·정금태* ·이진걸* ·박희

운*(장완식 교수님 정년퇴임으로 양재호 교수 지도로 박사학위 취득)

●석사: 이선형 ·고 이금용 ·김광근 ·고 김길년 ·고 김덕상 ·고 김명동 ·서규원 ·조영학 ·호

기원 ·진창희 ·이한무 ·고 홍경택 ·김성간 ·박종화 ·김승재 ·최동철 ·김병찬 ·윤일중 ·이재봉·

백성기 ·이명호 ·이태호 ·김태균 ·양홍서 ·정금태 ·이진걸 ·박희운 ·박창근  

●학사: 약 3천 명 이상의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학사(1954년 대우 강사부터 1988년 정

년 퇴임 시까지)를 배출하다.     

●문하생 중 교수로는 서울대 교수 근무 후 정년퇴임한 이선형 ·김창회 ·양재호 ·이재봉 

전남대 교수 근무 후 정년퇴임한 양홍서 등이 있다.      

■사회적 기여   

소공동 서울치대에서 이영옥 교수님, 심태석 교수님과 함께 일찍이 미래의 꿈과 뜻을 

모아 대한치과보철학회를 창립하셨고(1959. 9. 16), 동(同) 학회의 제4, 8, 10대 회장으로 

대한치과보철학회를 위해 평생 헌신하시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13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협회대상(학술상)을 수상하셨고(1986), 정년퇴임 시(1988) 대한민국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장하셨으며, 2015년에는 재직하셨던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동창회가 선정한 ‘자랑스러

운 서울대학교 치과인동문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정년퇴임 후 활동   

기계체조 선수의 경력이 있으실 만큼 강건한 신체와 정신에 인삼을 강화에서 직접 구매

하셔서 정성스레 다려주시는 사모님의 내조가 더해져 늘 힘차고 열정적으로 교육과 연구

에 매진하시는 흐트러짐 없는 교육자이셨습니다. 2008년 4천만 원의 발전 기금을 출연하

셔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장완식 장학금” 명의로 매학기 학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해 왔고, 지금은 교육연구재단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년퇴임 이후에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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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치과보철학교실 세미나에 참석하셨고, 신년하례식, 교실 야유회, 춘 ·추계 보철학회 등 

거의 모든 치의학대학원, 치과병원, 대한치과보철학회 행사에도 참석하셔서 후학들의 모

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학문에 대한 열정과 교실 사랑이 끝이 없으셨습니다. 앞으

로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지대치 형성을 인공지능 로봇이 시술할 시대가 올 것 같으니 지

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퇴임 후 cruise 여행으로 사모님과 같이 세계 각국을 다니셔서 제

자들에게 자주 재미있는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교수님의 소중한 네 아드님인 성

열 씨(전 한양대 의대 교수), 수열 씨(가천대 명예교수), 준열 씨(효성근무 후 퇴사), 충렬 

씨(삼성 미주지점 근무 후 퇴사) 부부와 손자녀 5명이 교수님을 그리워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해방 이후 교수님으로부터 금관계속가공의치학 강의를 들으신 대한민국과 해외의 모

든 치과의사 제자들과 함께 교수님이 평안하게 영면하시길 기원합니다.   

2021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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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 박만기 교수님의 명복을 빕니다 

약학대학 약학과 명예교수  박정일

슬프다, 박만기 교수님, 이렇게 갑자기 가시다니….    

2021년 11월 28일, 동영 박만기 교수님께서 이 세상을 하직하셨습니

다. 향년 83세.    

사흘 전인 11월 25일, 교수님께서 가슴에 통증을 느끼시어 분당서울

대병원에 가시었는데, 이때 코로나 양성 진단을 받고 바로 치료에 들어

갔으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28일 아침 끝내 영면하시게 되었습니

다. 그동안 신장이 나빠지시어 투석을 받긴 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떠나

실 정도로 건강이 나쁘진 않으셨는데….     

박만기 교수님은 1938년 4월 9일 전북 고창군 흥덕면에서 박장갑(부친) 신영자(모친) 

님의 9남매 중 다섯째이면서 3남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던 해에 바로 만주에 갔다가 

해방 후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전주 남중학교를 거쳐 1959년 전주고

등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초중고교 때부터 교수님은 가난으로 무척 고생하시었고,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약국 사환 등 온갖 힘든 일을 하면서 스스로 생을 개척하셨습니다.  

박만기 교수님은 1963년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고 1975년 일본 오사카대학에서 박사학

위를 취득하셨습니다. 1976년 서울대 약대 전임강사로 부임한 이래 연구와 후학 양성에 

매진하시고 2003년 8월 정년퇴임하셨습니다.  

재임 중 박만기 교수님은 서울대 교육매체제작소 소장, 서울대 약대 학장, 약학대학교

수협의회 회장, 한국분석과학회 회장, 응용미약자기에너지학회 회장, 대한약학회 회장 등

을 역임하셨고, 보건복지부, 국방부, 식약처, 환경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한국제약협회 등 여러 국공립기관 또는 기업의 자문위원

이나 운영위원으로 교육, 학문, 산업, 그리고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또

한 2000년 (주)진생사이언스를 창업하시어 인삼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박만기 교수님은 우리나라에 기기분석을 도입한 선구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전

기화학에 관심이 많으셔서 첨단 분석기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우리나라 과학 발전의 

초창기에 분석기기의 도입과 관련하여 결정적인 기여를 하셨습니다. 

박만기 교수님 강의는 명강의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특히 기기분석 강의는 서울대 

약대뿐만 아니라 자연대, 공대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미처 수강신청을 못한 

학생들이 청강하기 위하여 몰려들어 항상 강의실이 넘쳐났고, 늦게 오면 자리에 앉지 못

고(故) 박만기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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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뒤에 서서 강의를 들어야 했습니다. 교수님이 약대 21동 1층에서 강의를 하실 때면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건물 전체가 울릴 정도로 열정적인 강의를 하셨습니다.

박만기 교수님과 관련한 일화는 수없이 많습니다. 교수님은 늘 개방적이며 거침이 없었

고, 무슨 일이든 미루지를 못하고 즉석에서 해결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할 줄 모르고 아무리 어려운 부탁이라도 들어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셨습

니다.   

늘 저희 곁에 계실 것 같았던 교수님을 이제는 뵐 수 없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교

수님은 떠나셨으나 교수님께서 남기신 큰 가르침과 업적은 저희 가슴에 깊이 새겨져 남

아 있습니다.      

동영 박만기 교수님,

편히 잠드소서.

제자를 대표하여

박정일 올림

동영 박만기 교수 약력  

1938. 4. 9  전북 고창군 흥덕면 출생 

1959  전주고등학교 졸업   

1959~1963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1975  일본 오사카대학 약학박사 

1967~1970  서울대 약대 유급조교 

1976~2003  서울대 약대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1989~1993  서울대 교육매체제작소 소장 

1995~1997  서울대 약대 학장

1996~1997  한국약학대학교수협의회 회장    

2000~2021  (주)진생사이언스 이사, 상임고문 

2021. 11. 28  분당서울대병원 별세 

2021. 11. 30  분당메모리얼파크 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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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소식   

1) 인문대학, 신한국인문학 워크숍 개최  

2020년 2학기부터 2021년까지 3학기에 걸쳐 인문대학에서는 이석재 학장의 주도 아래, 인문

학 진흥과 학제간 학문 교류를 위해 신한국인문학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 8월 30일 종

합발표회에서는 ‘글로벌 인문학의 토대로서 한국인문학’이라는 대주제 아래, ‘인류의 말과 글’, 

‘경계인의 초상-소수자 내러티브’, ‘계몽주의와 반계몽주의’, ‘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 ‘아방가르

드 예술’, ‘신한국인문학이란 무엇인가’ 6개의 연구팀이 다루었던 연구를 종합하고 미래지향적인 

인문학을 위한 문제의식과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참여 연구자들은 전통적인 국학의 외연을 넓

히고 한국인문학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본 워크숍과 같은 인문학 공동연구의 기회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이를 통해 현대 한국과 한국인의 새로운 자기의식을 정

립하여 다른 전통, 문화, 국가로 확대하는 것이 인문학 연구 및 교육의 지향점이라고 공감하였

다. 특히 이석재 인문대학장은 ‘객관성과 보편성, 고유성, 개방성, 연결성’이라는 네 가지 키워드

로 신한국인문학의 요지를 종합하고, 본 워크숍이 “새로운 인문학 플랫폼을 제시하는 것”에 주

요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신한국인문학 워크숍의 상세는 서울대학교 신한국인문학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https://sites.google.com/snu.ac.kr/novahumanitas/).   

신한국인문학 워크숍 행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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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문대학 심포지엄 개최 및 총서 출간   

인문대학은 인문학 총서 출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인문대학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인문

학 공동연구총서 출간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1-2회 심포지엄을 거쳐 『인간을 다시 묻는다』

(2020), 『팬데믹 너머, 대학의 미래를 묻다』(2021)가 출간되었으며, 2021년 10월 제3회 인문대학 

심포지엄 <문화의 유통, 그 과정과 변이>가 개최되어 세 번째 책 출간을 앞두고 있다. 제2회와 제3

회 심포지엄 영상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s://www.youtube.

com/c/SNUHumanities).   

3) 자연과학대학 대형강의동(28동) 재건축 및 업사이클링   

1976년 준공된 28동은 건물 노후로 인한 누수, 석면 시설 등 열악한 환경에도 2019년 2학기까

지 40여 년간 대형강의동으로서 교양과 전공 수업이 진행되었다. 28동의 재건축 시행이 결정되

고 2020년 3월부터 기존 건물 철거를 시작하였다. 2022년 완공 예정인 28동은 대형 강의 시설 

철거 전 28동 28동 재건축 조감도 업사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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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학생 다목적 공간을 마련하고, 국내 대학 유일의 천체투영관(돔 멀티미디어 홀)을 

설치하는 등 자연과학대학의 랜드마크로 입지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자연과학대학은 28동의 

역사와 추억을 기억하기 위해 ‘28동 업사이클링 사업’을 추진 중이다.   

4) 제8회 자연과학콘서트 개최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제8회 자연과학콘서트 서울 편에 이어 부산 편을 개최했다. 자연과

학콘서트는 자연대 학생 우수단체 글립(GLEAP: Global Leadership Program)이 자체적으로 기

획하여 고등학생들에게 자연과학을 알리는 자연과학 나눔활동으로 글립 학생들의 학술 강연과 

함께 토크콘서트로 구성된다. 2021년 9월 4일(토) 서울 편을 온라인으로 진행한 데 이어 10월 31

일(일) 부산 편을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여 약 270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으며, 진로 개발 및 교육

적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5) 자연과학대학, 제15회 자연과학 체험캠프 개최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과 시민과학센터가 주관하는 제15회 자연과학 체험캠프가 2022년 1

월 11일(화)부터 14일(금)까지 4일간 운영된다. 본 프로그램은 서울대학교를 대표하는 과학 나

눔 프로그램으로 전국의 일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자연과학의 여러 전공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공계 대학 진학과 과학자로서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전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일정 비대면으로 운영하였으나, 올해는 대부분의 일정을 비대면으로 운영하

지만 실습은 대면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된다. 5개 분야의 강연과 프로그램을 이용

한 실험 참여, 보고서 작성 및 발표, 특별강연, 랜선 천체 관측회, 입학관리본부 설명회 등 다양

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과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자연과학콘서트 개최 사진 자연과학콘서트 기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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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간호대학, 스마트 강의실 조성 및 교육환경 개선    

간호대학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본

부 학사과에서 1억 원의 예산을 받아 본관 401호에 스마트 강의실을 조성하였으며, 본부 예산과

에서 5천만 원의 지원을 받아 제2연구동 세미나실 조성 및  세미나실 개선 사업을 진행하였다. 

스마트 강의실은 다중분할 모니터, 미러링 시스템, 수업자동녹화 시스템, 대형모니터 등의 설비

를 통해 첨단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간호대학 스마트강의실 조성

제2연구동 강당 로비 폴딩도어 설치 제2연구동 세미나실 조성

자연과학 체험캠프 행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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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간호대학, 관악캠퍼스 신축 건물 설계 착수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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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6일 간호대학 관악캠퍼스 신축 건물 착수보고회가 진행되었다. 간호대학 관악

캠퍼스 신축건물의 규모는 8,520㎡, 지하 1층~지상 5층으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치는 관악캠퍼스 31동 재건축 부지 중 순환도로변 공간으로 보행과 교통의 중심에 있으며, 학

생회관 및 중앙도서관에 인접하게 위치하여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간호대학은 인접한 공과대학과는 차별화된 정체성을 확보하여 건축될 것이며, 지하 1층과 지

상 1층은 학생들의 교육 및 휴게 공간, 지상 2층과 3층은 행정지원 및 학생 실습 공간, 지상 4층

과 5층은 교수와 대학원생의 연구 공간으로 구분된다. 간호대학의 주 출입구는 순환도로에서 이

어지는 진입 마당으로 연결되며,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연결된 라운지 및 1층 주 출입구의 

필로티 공간, 4층과 5층에 계획된 중정을 통해 쾌적하고 열린 환경, 소통의 공간을 지향하고자 

한다.       

8) 간호대학, 세계선도 중점학과 육성사업   

세계선도 사업은 QS 세계 대학 순위 등 공신력 있는 국제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학과 

가운데 연구실적과 계획 이행도가 높은 학과를 대학 본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간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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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19년부터 세계선도 중점학과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올해는 

‘미래 간호 전망’, ‘간호교육 실습환경 혁신을 통한 미래 간호교육 선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역사와 미래 조망을 통한 글로벌화 전략’을 주제로 하며 총 2,500만 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미래 간호 전망’, ‘간호교육 실습환경 혁신을 통한 미래 간호교육 선도’에서는 University of 

Pittsburgh, Johns Hopkins University 등에서 해외 연좌를 초청하여 간호교육 및 간호연구에 대

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역사와 미래 조망을 통한 글로벌화 전략’에서는 간호대학의 관악캠퍼

스 이전 결정에 맞추어 그간 간호대학이 걸어온 간호교육, 실무, 연구 영역의 역사적 가치를 기

록하고자 한다. 사업의 일환으로 관악캠퍼스 이전에 앞서 연건캠퍼스 간호대학의 건축 및 환경

을 기록하기 위해 VR 영상을 제작하였다. VR 영상에는 연건캠퍼스 간호대학의 전경뿐만 아니

라, 간호대학의 간호학 박물관 및 샤인센터 실습실의 모습을 담고 있으며, 간호학 박물관의 소

장 아이템을 디지털화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간호대학 VR 영상은 현재 간호대학 홈페이지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https://nursing.snu.ac.kr/about/pr/data).   

9) 간호대학 대학원 임상간호학과 신설  

2021년 3월, 간호대학 대학원에 임상간호학과가 신설되어 운영을 시작했다. 임상간호학과는 

‘서울대학교 계약에 의한 학과 설치 ·운영 규정’에 의해 간호대학 내에 설치되었으며, 본교 간호

학과 석사과정에는 없는 전문간호과정을 운영한다. 대상자는 협약 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과 분

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간호사로, 협약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심사

를 거쳐 매년 15명을 선발한다. 올해는 서울대학교병원 소속 9명,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속 5명,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소속 1명의 학생이 입학하였다.   

임상간호학과는 중환자전문간호과정과 종양전문간호과정의 2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과정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778호)에 정해진 학점 기준을 준

수하고,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전문간호사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간호 연구방법 

및 상급간호에 대한 공통 과목 이외에 중환자전문간호과정 학생들은 순환기계 ·호흡기계 ·신경

계 ·복합손상다장기부전 중환자 간호와 관련된 이론 및 실습 과목을 수강하고, 종양전문간호과정 

학생들은 암환자증상관리, 종양 치료의 원리와 실제 등에 관한 이론을 배우고 실습하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중환자 간호 역량을 갖춘 간호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한편, 2015년부

터 암환자에 대한 교육 상담이 국민건강보험에 급여화됨에 따라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

는 종양 전문간호사에 대한 의료기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환자 전문간호사와 

종양 전문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임상간호학과가 시대적, 사

회적 요구를 충족하는 것을 넘어 간호학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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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울대 공대 이병호 학장 공과대학 발전을 위해 1억 5천만 원 기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이병호 학장이 공과대학 발전을 위해 최근 1억 5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15일(월) 밝혔다.     

기부 금액 중 1억 원은 서울대 공대교육연구재단을 통해 혁신강의상 등에 사용되도록 하였으

며, 5천만 원은 서울대 전자전기정보장학재단(이사장 정덕균 교수)에 기부하였다.  

지난 9월 1일 제30대 서울대 공대 학장에 취임한 이병호 학장은 1983년 서울대 전자공학과에 

입학한 이후 석사학위까지 마치고, 캘리포니아 버클리대에서 전기공학으로 박사학위를 1993년에 

받았다.  

1994년 9월부터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국제

광공학회(SPIE), 미국광학회(OSA),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SID) 등 4개 국제학술단체 석학회

원(Fellow)이다. 또한, 한국공학한림원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이며, 한국광학회 회장과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학술연구와 산업계 교류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병호 학장은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정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구성원으로

서 솔선수범하기 위해 이같이 결심했다”며, “특히 공과대학 발전을 위한 기부 행렬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도 함께 담았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병호 학장이 서울대학교에 현재까지 기부한 

총액은 2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이병호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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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대 공대-삼성SDI, 배터리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학장 이병호)은 삼성SDI와 ‘서울대-삼성SDI 배터리 인재양성 과정(SNU-

Samsung SDI Battery Track, SSBT)’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17일(수) 밝혔다.    

이날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병호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장, 하정익 기

획부학장, 유웅열 재료공학부장 등을 비롯해 삼성SDI 연구소장 장혁 부사장, 중대형 System개

발실장 장래혁 부사장, 인사팀장 심의경 부사장 등 양측 주요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서울대와 

삼성SDI는 이번 협약을 통해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개발을 위한 인재양성 과정 ‘SSBT’를 운영하

기로 했다. 맞춤형 교육을 통해 배터리 소재, 셀, 시스템 분야의 핵심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

을 세웠다. 이에 서울대 재료공학부, 화학생물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기계공학부, 화학부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재료공학부의 강기석 교수가 양성 과정 대표 교수를 맡는다.   

‘SSBT’는 2022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10년에 걸쳐 총 100명 이상의 삼성SDI 장학생을 선

발하게 된다. 석 ·박사 과정에 선발된 학생들은 배터리 과목 이수와 함께 관련 연구를 수행하며, 

삼성SDI에서 지원하는 연수 프로그램 및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해당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

들에게는 학위 과정 등록금을 비롯한 별도의 개인 장학금이 지급되며 졸업과 동시에 삼성SDI에 

입사하게 된다.    

이병호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개발을 선도할 핵

심 인재 양성을 위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과 삼성SDI의 장기적 협력의 시작점”이라며 “학계와 

왼쪽부터 서울대 공대 이병호 학장, 삼성SDI 연구소장 장혁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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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가 미래의 기술과 미래의 인재상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SDI 연구소장 장혁 부사장은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과 인재를 보유한 서울대와의 협

약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배터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밑거름이자 기회”라며 “배터리 산업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양성하는 토대를 구축하여 학계와 산업계가 함

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2) 서울대 공대, 2021년도 공과대학 발전 공로상 시상식 진행     

서울대학교 공과대학(학장 이병호)은 지난 15일(수) 오후 서울대학교 엔지니어하우스에서 

2021년도 공과대학 발전공로상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17일(금) 밝혔다. 해당 시상은 지난 1989년 

12월 전임 동창회장 남기동 동문이 기부한 3,000만 원의 기금을 시작으로 공과대학 교육연구재

단 이사회가 해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학내외 인사에게 수여하

고 있다.  

2021년에는 절차에 따라 추천된 후보를 대상으로 공과대학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김영재 

㈜대덕 대표이사 사장, (재)해동과학문화재단 이사장과 전기정보공학부 한송엽 명예교수가 수

상자로 선정되었다.  

김영재 대표는 SNU 해동 주니어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 및 장학금 기부 등의 공

로를 인정받았으며, 2019년 해동과학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공대 발전기금 및 

장학금을 쾌척하여 꾸준히 공헌을 이어가고 있다.    

한송엽 명예교수는 학부제도 신설 및 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 설립, 신공학관 건축기금, 교수 

TO 확보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AI 교육에 필수적인 기자재 기증과 조교 인건비를 3년째 기

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협약식 단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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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서울대 공대 웹진, 세계 3대 광고제 뉴욕 페스티벌상 수상     

서울대학교 공과대학(학장 이병호)은 한국프레스센터 국제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31회 2021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에서 ‘서울공대’ 웹진이 세계 3대 광고제인 뉴욕 페스티벌상을 수상

했다고 24일(수) 밝혔다.  

‘서울공대’ 웹진은 기존 형식에서 벗어나 메타버스 웹진을 제작하여 소통과 체험을 강조하는 

공과대학의 혁신성과 미래를 잘 전달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해외특별상 부문 뉴욕 페스티벌상을 

수상하였다. 뉴욕 페스티벌상은 세계 3대 광고제 중 하나인 뉴욕 페스티벌에서 미디어와 커뮤니

케이션 우수 부문에 수여하는 해외특별상이며, 한국사보협회가 뉴욕 페스티벌을 대신해 상을 전

달하고 있다.  

‘서울공대’ 웹진은 지난 해 10월 창간해 계간 발행하는 매체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연구성

과 컨텐츠를 디지털로 통합 ·전환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과 사회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가

고 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지난 2020년 서울공대 웹진 창간사보 최우수상에 이어 2021년 

뉴욕 페스티벌상,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공상웹진의 창간호 최우수상을 2년 연속으로 각

각 수상한 바 있다.    

왼쪽부터 김영재 (주)대덕 대표이사 사장, (재)해동과학문화재단 이사장, 서울대 공대 이병호 학장, 서울대학

교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한송엽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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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로 31회째를 맞이하는 2021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은 국내에서 가장 공신력 있

는 방송 매체 분야의 시상식으로 국내외 심사위원단 120여 명의 예선, 본선 심사를 거쳐 각 기업

(공기업) 또는 협회, 단체, 국가기관 등에서 발행하는 인쇄 사보 및 전자사보, 방송, 사사 등 기존 

부문 외 ESG 부문 등 신설 부문을 포함하여 비즈니스 저널리즘과 커뮤니케이션 등 관련 분야 

총 23개 부문과 특별상을 시상한다.         

왼쪽부터 서울공대 웹진 김진영 편집장(재료공학부), 정은혜 대외부학장(에너지자원공학과), 한동신 담당자

(국제협력실)   

뉴욕페스티벌 한국대표부 배석봉 대표(오른쪽)가 서울대 공대 한동신 담당자에게 뉴욕 페스티벌상을 전달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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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농업생명과학대학, 원격탐사를 이용한 전 지구 육상 광합성 모니터링 기술 개발  

조경 ·지역시스템공학부 류영렬 교수 연구팀은 캘리포니아공과대학, 막스플랑크연구소, 카네

기연구소, 난징대학교, 일리노이주립대학, 밀라노대학교, 에콜 폴리테크니크대학, 독일 생물지구

과학연구소 등 국제 공동연구진을 이끌며, 원격탐사를 이용하여 육상의 광합성을 간단하면서도 

정확도 높게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전 세계 육상생태계의 광합성량은 인류가 연간 방출

하는 온실가스 탄소의 10배가 넘는다. 광합성은 전 지구 탄소순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인자들과 복잡한 비선형관계로 인하여 광역규모에서 탐지가 어려웠다. 

연구진은 NIRvP라는 새로운 식생지수를 도입하여 광합성을 정량화하였다. 식생은 가시광선

은 강하게 흡수하는 반면 근적외선(NIR)은 대부분을 반사시킨다. 한편 광학 원격탐사를 통한 육

상생태계 탐지는 식생 이외의 지표물들(토양 등)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식생만의 신호

를 탐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규식생지수(v)를 NIR반사도에 곱하였다(NIRv). 마지막으

로, 광합성은 태양복사량에 따라서 조절되기 때문에 NIRv에 태양복사(P)를 곱한 NIRvP수식을 

최종적으로 도출하였다.       

15) 농업생명과학대학, 75동 재건축 사업 기공식 열려     

2021년 11월 17일(수) 오전 10시 ‘서울대 75동 재건축사업 기공식’이 개최됐다. 기공식은 기존 

복지관(75동) 건물이 철거된 공사현장에서 열렸으며, 이날 기공식에는 오세정 총장, 총동창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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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범 회장, 여정성 교육부총장, 최해천 연구부총장, 이원우 기획부총장, 농생대 장판식 학장(농

생명공학부), 양호환 기록관장(역사교육과), 『대학신문』 박성우 주간(정치외교학부), 서현 파운

데이션 이현수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새로운 75동은 총면적 10,890m²로 지하 2층, 지상 6층의 건물로 설계되었다. 16년간 75동에 

자리했으나 재건축으로 자연과학관(18동)으로 이전한 대학신문사, 역사연구기록관, 농업생명과

학연구센터, 총동창회가 추가로 입주한다. 역사연구기록관에는 수장고, 전시실, 행정실 등, 농생

대에는 연구실, 강의실, 실험실 등, 총동창회에는 사무실과 회의실 등, 대학신문사에는 편집국과 

사무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총사업비 274억 원이 사용되었고, 국고 출연금 114억 

원에 더해 총동창회가 100억 원, 농생대가 60억 원을 부담했다.   

총동창회와 서울대 기록관은 3년 동안 ‘대학 역사 기증자료 수집 운동’을 벌여 280여 명의 동

문들로부터 서울대 역사자료 5,000여 점을 전달받았다고 한다. 대학 창설 및 국립 서울대 설립

안 기록 384건, 6 ·25 전쟁 부산 가교사 시절 사진첩, 서울대-미네소타 프로젝트 기록 150건, 

1953년부터 2009년까지의 학장회의록, 학생운동 관련 기증 기록 1,554건 등 서울대 기록관의 주

요 기록물을 이곳에 모아 상설 전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6) 미술대학, 「SNU 10-10 프로젝트」에 Art & Design, 2021학년도 잠재 학문분야로 선정   

서울대학교(총장 오세정)는 세계적 수준의 학문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SNU 10-10 프로젝트」

에 참여할 학문분야를 추가 선정했으며, 잠재 학문분야로 미술 ·디자인이 선정되었다. 이번 잠재 

학문분야 선정으로, 연구의 영향도 및 질적 수준 제고, 핵심 연구역량 확보를 위한 체계적 전략 

수립을 위해 외부 석학 및 전문가에 의한 역량진단(External Review)을 받게 되며, 이를 바탕으

로 각 학문분야가 자율적으로 전략을 수립,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75동 재건축 사업 기공식 기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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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동 재건축 사업 기공식 기념사진 

17) 사범대학, AI융합교육 여름학교 개최      

8월 18일(수)부터 20일(금)까지 3일에 걸쳐 사범대학이 

주최하고  A I융합교육학과 , A I기반교육연구센터 및 

BK21FOUR 혁신과 공존의 교육연구사업단이 주최하는 

2021 AI융합교육 여름학교가 개최되었다. 서울대, 포항공

대 등의 인공지능분야의 대표적인 학교와 네이버, 삼성리

서치 등의 대표적인 기업의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이번 여

름학교 프로그램에서는 파이썬 기초, 최근 인공지능 동향 

및 인공지능 강의(실습 포함)에 대해 다루었다. 이번 여름

학교를 통해 기초부터 실습에 이르기까지 사범대학 구성

원들이 인공지능과 인공지능교육에 대해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18) 사범대학 동창회 업무협약 체결       

6월 2일(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 간의 업무 협약식이 진행되

었다. 사범대 측에서는 김희백 학장, 민병곤 교무부학장, 김유겸 학생부학장, 이선영 기획부학장 

그리고 조영달 부설학교진흥원장이 참석하였으며, 동창회 측에서는 문용린 회장, 이영만 상임 

AI융합교육 여름학교 개최 포스터  

업무협약식 기념사진  



478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21, 제17호  

부회장, 이병호 총무부회장 그리고 신병찬 기획 부회장이 행사에 참석하였다. 양 기관은 교육발

전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주고받으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에 중지를 

함께 모으기로 약속하였다.       

19)   생활과학대학, 서울대학교 패션산업최고경영자(AFB) 과정 20주년 기념식 및 AFB 총교우

회 학술총회       

패션산업 최고경영자과정(이하 AFB) 20주년 기념식 및 교우회 학술총회가 지난 12월 21일

(화)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에서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하지수 학장, 진영식 총

교우회장((주)충남섬유 대표이사) 등 100여 명의 내외 귀빈 및 교우회원들이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20년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 AFB 교우회와 학교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AFB 1기 조

원식 고문(베스트프랜드(주) 대표이사)님과 9기 문정욱 명예회장(대원에프엔드씨(주) 회장 ·대

표이사)에게는 생활과학대학장 명의의 공로패가 수여되었으며, 또한 총교우회 측에서는 의류학

과 교수로 현재 AFB과정을 이끌고있는 이유리 교수님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서울대학교 의류

학과에 2,000만 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하였다. AFB 과정은 2002년 개설되어 2021년 21기까지 

1,029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패션 ·섬유산업 지식체계 및 경영전략,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경영자의 전문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1,000여 명이 넘는 

수료생을 배출,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로 국내 최고의 패션 ·섬유산업 관련 경영자 교육프로그램

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본 과정의 다음 기수인 제22기는 2022년 4월 6일부터 2022년 11월 23일까

지 매주 수요일 17:00~20:40까지 진행되며, 패션 ·섬유 및 관련산업 부문의 최고경영자, 임원을 

대상으로 2022년 3월 23일까지 모집 중이다. 모집인원은 60명 내외이다.    

AFB 20주년 기념식 및 교우회 학술총회 기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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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송관용홀 개관기념식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은 12월 23일 오후 5시 222동 7층 송관용홀 개관기념식을 가졌다. 기

념식에는 송관용 님의 자제(송해붕, 송해운) 그리고 손자(송윤필, 송윤준)와 손녀(송윤진)가 참

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생활과학대학 최현자 전임학장, 하지수 학장, 이유리 AFB 주임교수, 나

종연 교무부학장, 그레이스 정 학생부학장, 신동미 생활과학연구소장 등이 참석하였다. 국내 자

동차 시트용 재봉 및 화학섬유 직물 직조업으로 유명한 엠브로상사 송해붕 대표가 지난 2월 쾌

척한 ‘생활대 송관용 기금’ 10억 원으로 생활과학대학은 교수회의실과 라운지 리모델링을 진행

하였다. 송해붕 대표는“이번 기금이 아버님의 유지와 바람대로 우리나라 발전과 미래에 기여하

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기부 동기를 설명했으며, 훌륭하게 송관용홀을 건축한 생활과학대

학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송해붕 대표의 선친인 부림흥산 주식회사 송관용(1932~2014) 前 

대표는 전북 여산면 출생으로 생전에 ‘자랑스러운 익산인상’을 수상했으며 고향에 ‘두여 장학회’

를 설립해 매년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해 오고 있다. 송해붕 대표는 이러한 선친의 뜻을 이

어 대를 이은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엠브로상사는 1999년 송해붕 대표가 전공을 바탕으로 

설립한 화학섬유 직물 기업으로 2005년 고강력폴리본드사로 특허등록을 한 바 있다. 송 대표는 

미국 피츠버그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으며 펜스테이트대학 MBA 과정, 서울대 생활대 AFB를 

수료한 바 있다.     

21) 2021년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홈커밍 행사 개최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은 12월 18일 오후 4시에 생활과학대학 목련홀에서 2021년도 생활

과학대학 Homecoming Day 행사를 진행하였다. 2020년에는 COVID로 인해 진행하지 못한 관

계로 1966년 ·1967년 ·1976년 ·1977년 ·1986년 ·1987년 ·1996년 ·1997년에 가정교육과/가정대학/

송관용홀 개관기념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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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학대학에 입학하셨던 동문님들을 함께 모시고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모수미 명예교수님

과 이순원 명예교수님, 동창회 홍성야 고문님, 최명진 고문님, 구재옥 고문님, 장기숙 고문님, 방

남순 감사님, 홍형옥 회장님을 비롯한 13여 분의 임원들을 포함하여 80여 분의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동창회는 Homecoming Day를 기념하여 올해 7,800여만 원의 

홈커밍희망장학금을 모금하여 생활과학대학에 전달하였다. 초대받은 동문들은 서설이 내리는 

겨울날 오후에 모교에서 김성민 교수의 피아노 특별 공연을 감상하고 조비룡 교수의 “활기충천, 

건강백세”, 탁현규 박사의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의 아름다움” 특강을 들었으며, 조만간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였다.     

22) 2021 SNU FASHION SHOW 개최     

2021년도 생활과학대학 홈커밍 행사 사진 

SNU 패션쇼 개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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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는 제40회 의류학과 작품발표 및 학술전을 12월 22일 오후 

6시 222동 7층에서 개회하였다. 올해는 “WAVE(S)” 거대한 파도라는 주제로 “그 안에는 서로 다

른 모양이 공존합니다. 그것은 말하고, 노래하고 때론 소리치는 우리의 목소리입니다. 하나의 파

도, 그리고 각자의 소리를 들어보세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올해로 40회를 맞은 의류학과 

패션쇼에서는 여러 수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한데 모아 하나의 패션쇼를 선보였으며, 23명의 

디자이너가 100여 벌의 룩(look)을 발표하였다. COVID로 인해 제한적으로 손님을 초청하여 방

역지침을 충실히 지키며 진행되었으며, 유튜브 Live(https://youtu.be/51oYXElDuKs)로 송출되

었고,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snu_2021_fashionshow/?utm_medium=copy_

link)에서 자세한 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 

23) 장학기금 출연 기념 구재옥 교수님 동판부조 제막식 거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명예교수 구재옥(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식품영양학 전공 학사, 

가정교육학 석사, 영양학 박사) 동문은 “구재옥 장학기금” 1억 원을 생활과학대학에 출연하였

다. 이에 생활과학대학은 12월 17일 222동 생활과학대학 6층 “존경과 감사의 공간”에서 하지수 

생활과학대학 학장, 홍재희 식품영양학과 학과장, 신동미 생활과학연구소 소장, 한성림 식품영

양학과 교수, 황금택 식품영양학과 교수 등 생활과학대학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재옥 

명예교수의 동판부조 제막식을 거행하였다. 구재옥 교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교수

로 재직(198~2014)하면서 평생교육원 원장, 자연대학장을 역임하여 대학 발전에 기여하였다. 은

사인 모수미 교수와 함께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를 창립하여 학회장을 역임하면서 지역사회와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연구 성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장학기금 출연 기념 구재옥 교수님 동판부조 제막식 기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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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수의과대학, 비교의학 질환 연구센터(CDRC), 2021년 ‘선도연구센터(SRC)’로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선정하는 ‘선도

연구센터(Science Research Center, SRC)’ 사업에 서울대

학교 수의과대학 조제열 교수 연구팀의 ‘비교의학 질환 연

구센터(Comparative Medicine Disease Research Center, 

CDRC)’가 2021년 5월 26일 선정되었다.   

‘비교의학 질환 연구센터(CDRC)’는 연구책임자인 조제

열 교수를 비롯하여, 한호재, 이소영, 조성범, 장구, 허은미 

교수(이상 수의과대학), 김종서, 신승관 교수(이상 자연과

학대), 원성호 교수(보건대학원)를 포함한 9명의 서울대학

교 최고 교수진과 연구원, 연구조원 등 79명의 연구인력이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병원, 보라매 병원과의 연계 

연구 및 외부 우수 연구진 또한 초빙할 계획이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의 ‘비교의학 질환 연구센터’ 선정은 태동기에 있는 비교의학 연구 분

야의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력을 인정받은 것이며, 세계적으로도 학문의 태동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선도할 중요한 초석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센터 선정에 붙여, 연구책임자

인 조제열 교수는“그동안 매진해 온 비교의학적 후성유전연구를 기반 삼아, 비교의학 질환 연구 

센터를 통하여 근린 환경을 공유하는 반려동물과 사람의 질환에 대한 새롭고 심도 있는 비교의

학 질환 연구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의료복지 향상은 물

론, 사람의 질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될 것이며, 반려동물-사람-환경을 아우르는 원헬스

(One Health)의 초석을 정립하여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신 가치를 창출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다.”라고 밝혔다.      

25) 수의과대학, ‘미래수의학 선도 교육연구단’, BK21 FOUR 교육연구단에 선정    

4차 산업혁명 및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석 ·박사급 인재 양성 및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을 위한 BK21 FOUR 사업에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주관

하는 “미래수의학선도교육연구단”이 선정되었다. 수의과대학은 1999년 3월에 시작된 BK21 사

업에 참여한 이후 2~4단계까지 선정됨으로써, 수의학과 대학원의 교육과 연구인프라 구축에 핵

심적인 기여를 해 오고 있다. 4단계 사업 기간은 2020년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총 7년이며, 교

육연구단 예산은 연간 약 10억 원이다. 교육연구단은 현재 수의과대학 교수(31명, 전체 교수의 

70% 이상), 신진연구인력(1명), 대학원생(115명)으로 구성되며, 매달 대학원생에게는 BK21 장학

금이 지급된다(석사과정생 70만 원, 박사과정생 130만 원, 박사과정 수료생 100만 원).   

비교의학적 연구개요: 근린환경 내 동

물과 사람의 질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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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수의과대학,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 인증으로 고위험성 병원체 연구 기반 

구축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이하 ABL3)의 질병관리청 전문가위원 

실사가 2021년 6월 11일 85동 대회의실과 81동 6층 ABL3 시설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번 전문가위

원 실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시설 승인(6월 22일)을 받아 생물안전 3등급의 고위험병원

체의 연구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도 수행하게 됨으로써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의 위상

이 강화되고 감염병 연구에 대한 많은 연구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ABL3은 생물안전 3

등급에 해당되는 고위험병원체를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는 시설로 세포뿐만 아니라 동물을 이

용한 실험도 가능하게 구축되었다.    

27) 음악대학, SNU Music in the World - Collective Resonance   

ABL3 시설 실사(2021. 6. 11.)



484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21, 제17호  

“Collective Resonance”는 서울대학교와 태국의 PGVIM(Princess Galyani Vadhana Institute 

of Music), 호주의 SCM(Sydney Conservatorium of Music)을 잇는 온라인 워크숍 행사로서, 한

국 현지 시간을 기준으로 2020년 6월 28일 오후 6시(방콕 오후 4시, 시드니 오후 7시)에 열렸다. 

세 국가의 학생들은 각자의 국가에 위치한 스튜디오에서 Zoom 화상전화를 통해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자를 제외한 참가자들 또한 온라인으로 자유

롭게 접속하였으며, 워크숍의 모든 과정은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중계됨으로써 가상의 참여공간

을 확장하였다.    

더불어 본 워크숍은 “Collective Resonance” Film Making Project를 통하여 약 9분 정도의 단

편영화로 재탄생하였다. 워크숍의 오프닝에 연주되었던 워맥(Donald Reid Womack)의 

<Intertwined>가 주제 음악으로 등장하고 스튜디오 촬영 영상과 온라인 스트리밍의 화면 및 음

향들이 엮인 이 영상은 현장과 가상공간을 넘나드는 ‘interwined(얽힘)’의 이미지를 재현해낸다. 

본 영상은 이탈리아 살레르노 국제 영화제와 브라질 리오 웹페스트에 공식 초청되고 캐나다 몬

트리올 국제 단편영화제, 미국 LA 필름 페스티벌의 세미파이널에 오르는 등 세계 각국에서 주목

을 받았다.    

28) 서울의대, QS 2021 세계대학랭킹 28위·아시아 2위   



6부  소식 및 기타   485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3월 4일 발표한 

‛2021 세계대학평가 학문분야별 순위(QS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2021)’에서 세계 

28위에 올랐다. 이는 지난해 33위에 비해 5계단 상승한 성과이다. QS는 THE(Times Higher 

Education)와 더불어 가장 널리 인용되는 평가기관이며, 학계(연구) 평판도(Academic 

Reputation), 졸업생 평판도(석사 학위자 피고용 능력/Employer Reputation), 논문당 피인용도

(Citations per paper), H-인덱스(H-index: 교수 생산성 및 영향력)의 4개 항목을 평가해 매년 세

계대학 순위, 아시아대학 순위, 학문분야별 순위를 발표한다.  

아시아권에서 서울의대는 동경대, 홍콩대 등 아시아권 의과대학을 제치고 싱가포르 국립대학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세계 27위)에 이어 아시아에서 2위를 차지하여 명실상부 아

시아권 탑 의과대학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29) 서울대학교 의료빅데이터연구센터 개소 기념 국제심포지엄 개최  

왼쪽부터 유경상 임상약리학교실 교수, 이승복 의료빅데이터연구센터 산학협력중점교수, 최진욱 의공학교실 

교수, 이규언 의료빅데이터연구센터장, 차상균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장, 신찬수 의과대학장, 김석화 대한의료

정보학회장, 윤형진 의료빅데이터연구센터 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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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8일 월요일 서울의대 행정관 강당에서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개소식을 개최하

였다. 이날 개소식에는 고서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정윤순 보건복지부 첨단

최근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산하 연구센터로 공식 출범한 서울대학교 의료빅데이터연구센터

(Medical Big Data Research Center; 센터장 이규언)가 개소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

최했다. 지난 10월 22일(금), 행정관 3층 통합강의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600명에 가까운 온라인 누적 시청자가 참여하는 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병원은 물론 타 대

학 ·병원 교수, 연구자, 기업인, 대학(원)생 등의 큰 관심을 모았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From Big Data to Big Value’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크게 3개 세션으로 

진행했다.     

서울대학교 의료빅데이터연구센터는 2018년 7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대학ICT연구센

터(ITRC)로서 시작해(초대 센터장 김석화) 3년여 동안 비정형 의료 데이터에 관한 연구 ·인재양

성 ·사업화에 집중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향후 센터 내 융합기술부에 서울대학교 의과

대학 ·병원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랩(lab)을 설치해 의료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분야의 연

구개발 및 사업화를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30)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개소식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개소식 단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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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관, 김영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이사, 최해천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 신찬수 서울

대학교 의과대학장,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장 등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묵인희 사업단장(서울의대 생화학교실 교수)은 “많은 분들의 기대와 응원 속에 출범하는 사업

단인 만큼 국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끼실 수 있는 연구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1)   국제대학원, 세계 최대 규모 인공지능(AI) 경진대회 ‘캐글’ 데이터 분석대회 한국인 최초 

우승  

국제대학원 이수형 교수가 지난 11일 구글이 운영하는 세계 최대 규모 인공지능(AI) 경진대회 

‘캐글’ 데이터 분석대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하였다. 캐글은 구글이 운영하는 세계 최대 규모 

AI 커뮤니티이자 경진대회 플랫폼이다. 캐글 주최 측은 이 교수 팀이 주어진 데이터에 경제학적 

데이터를 결합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디지털 학습 이용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한 점을 높게 평가

하였다.   

32) 국제대학원, 코스타리카 대통령 방문     

지난 11월 22일 오세정 총장이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Carlos Alvarado Quesada) 코스타

리카 대통령을 접견하고 코스타리카 외교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약식 후 알바라도 대통

령은 국제대학원(원장 박태균)을 방문해 학생들을 상대로 ‘친환경적이고 탄력적이며 포용적인 

경제를 향한 코스타리카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해 강연하였다. 또 해당 주

제에 관한 알바라도 대통령의 견해를 청중들과 공유하고 행사에 참가한 내 ·외국인 학생들과 소

통하였다.  

코스타리카 대통령 방문 기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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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과병원(원장 구영)이 2021년 3월 8일 공공의료기관으로서는 최초로 ‘ESG 경영 선포

식’을 개최했다. 국가중앙치과병원에 부여된 고유목적사업에 더하여 친환경 ·사회 ·윤리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의미이다.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란 기업과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윤리경영과 같은 비재무적 성과 기준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기업과 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이 영업이익이나 매출 등의 재무적 성과중심이었다면, 

최근 ESG 개념의 도입과 함께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비재무적인 

부분의 중요성까지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대부분의 회의에서 인쇄자료 대신 전자기기를 적극 활용하는 ‘종이 없는 치

과병원’ 실천과 특히,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과 취약계층 무료진료, 해외 의료봉사 등 사

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서울대치과병원 집행부는 기존 ESG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병원장을 위원장

으로 하는 ESG 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사업 주관부서는 세부과제 수립뿐

만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에 적용 가능한 독자적인 핵심성과지표(KPI)를 개발 ·적용하고, 성과분

석 및 보고서 발간을 통해 각 공공의료기관들과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구영 서울대치과병원장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최고의 진료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

만,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

각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ESG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국내 의료계에 ESG 

경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SG 경영 선포식 단체 사진(왼쪽에서 네 번째 구영 치과병원장)   

33) 서울대치과병원, 공공의료기관 최초 ‘ESG 경영 선포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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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서울대학교 치의학박물관, 경기도치과의사회 역사관 유물 인수대상자로 선정  

경기도치과의사회 치의학박물관 수장고[왼쪽부터 조현재(치의학박물관 자료수집부장), 권호범(치의학대학원 

대학원장), 진보형(치의학박물관 박물관장), 김영남(치의학박물관 학예사)]   

경기도치과의사회 역사관의 유물 인수대상자로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이 선정되었다.  

지난 2000년 개관한 경기도치과의사회 역사관은 우리나라 근대 치의학의 도입시부터 최근까

지 발달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유물 200여 점을 지난 20년간 전시하였으나 최근 폐관을 결정하

고 유물 인수 기관을 찾고 있는 중이었다. 국내 3개의 기관(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조선대학

교 치과대학,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치열한 인수 경쟁을 펼쳤고, 서울대학교 치의학

박물관은 경기도치과의사회에 여러 차례 방문하며 인수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다

했고, 7월 13일 경기도치과의사회 임원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유물 인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유물은 세심한 인수 과정과 전시 공간 정비를 거친 후 특별 전시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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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기록          

1) 경과 보고 

2021년도 

   1월 21일 명예교수회보 2020 편집위원회 개최(줌화상회의, 11시)   

   2월 15일 2021년도 (사)서울대학명예교수협의회 이사회 개최(줌화상회의, 11시)   

  2021년도 (사)서울대명예교수협의회 정기총회 개최(줌화상회의, 12시)  

   3월    2일 명예교수협의회 소식지 2021 봄(제5호) 발송  

   3월 30일 『나의 학문, 나의 삶 3권 및 4권』 원고모집 안내문 발송  

   4월 21일 명예교수협의회 소식지 2021 여름호 안내문 발송 

   3월 11일 총동창회 미팅: 2020 연구보고(호암교수회관 라일락룸, 12시)

   5월    3일 사회봉사위원회의 개최(명예교수협의회 사무실, 11시)

   5월    6일 명예교수회보 2021(제17호) 원고청탁서 1차 발송

   5월 13일 운영위원회의 개최(줌화상회의, 11시) 

   6월    1일 명예교수협의회 소식지 2021 여름(제6호) 발송

   6월    7일 소규모 연구모임 안내문 발송 

   6월 29일 운영위원회의 개최(줌화상회의, 15시) 

   7월    6일 명예교수협의회 소식지 2021 가을호 안내문 발송

   8월 30일 명예교수회보 2021(제17호) 원고청탁서 2차 발송

   9월    1일 명예교수협의회 소식지 2021 가을(제7호) 발송

   9월 14일 명예교수회보 2021 제1차 편집위원회의 개최(줌화상회의, 11시)   

10월 13일 운영위원회의 개최(줌화상회의, 15시)

10월 18일 명예교수협의회 소식지 2021 겨울호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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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 명예교수회보 2021 제2차 편집위원회의 개최(줌화상회의, 11시)

10월 22일 명예교수회보 2021(제17호) 추도문 및 학술활동 원고청탁서 발송

11월 19일 명예교수회보 2021 제3차 편집위원회의 개최(줌화상회의, 11시)

11월 30일 명예교수회보 2021(제17호) 학술활동 원고청탁서 재발송

12월    1일 명예교수협의회 소식지 2021 겨울(제8호) 발송

12월 10일 명예교수회보 2021 제4차 편집위원회의 개최(줌화상회의, 11시)

12월 28일 운영위원회의 개최(줌화상회의, 11시)  

2)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임원 명단      

이름(담당부서) 소속

고문(2명)
이수성 법과대학 법학부

이인규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1

회장단

회장 이장무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2

등기이사 ·

부회장

(6명)

김하석(총괄)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3 최항순(기획)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4 현정오(편집) 농업생명과학 산림과학부

5 조창섭(학술) 사범대학 독어교육과

6 김중수(의료 ·복지)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7 변창구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8

부회장

(7명)

안삼환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9 이천표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10 민상기 경영대학 경영학과

11 이정재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12 심창구 약학대학 제약학과

13 김유영 의과대학 의학과

14 호문혁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15 감사

(2명)

이흥식(사회봉사)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16 양병이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17

(비등기)

이사

(29명)

김병국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8 황경식 인문대학 철학과

19 이현복 인문대학 언어학과

20 김경동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21 임현진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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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담당부서) 소속

22

(비등기)

이사

(29명)

허우긍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23 박성현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24 이소우 간호대학 간호학과

25 윤계섭 경영대학 경영학과

26 최종태 경영대학 경영학과

27 권욱현 공과대학 전기 ·정보공학부

28 이정인 공과대학 에너지시스템공학부

29 김병동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

30 류관희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31 정하우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32 이종상 미술대학 동양화과

33 진교훈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34 권병두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

35 김동진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36 이기춘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37 문창규 약학대학 약학과

38 황준연 음악대학 국악과

39 이명철 의과대학 의학과

40 최대권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41 최종고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42 이승욱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43 노화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44 이종흔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45 장영일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3) 각 위원회 업무 및 구성  

운영위원회: 명예교수협의회 활동

회장 이장무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총괄부회장 김하석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기획위원장 최항순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학술위원장 조창섭 사범대학 독어교육과

의료 ·복지위원장 김중수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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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위원장 이흥식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편집위원장 현정오 농업생명과학 산림과학부

자문위원회: 명예교수협의회 활동 자문

위원장 이종흔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위원

최종태 경영대학 경영학과

이정인 공과대학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정하우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최대권 법과대학 법학부

진교훈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이기춘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기획위원회: 법인체 추진, 대외협력, 홍보 등(산업시찰)

위원장 최항순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위원

이장무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이천표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김하석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이기춘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호문혁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박진우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학술위원회: 모교지원, 연구/저술지원, 세미나 등

위원장 조창섭 사범대학 독어교육과

위원

강위생 의과대학 의학과

문창규 약학대학 약학과

이문한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권오량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우한용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손봉호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이성묵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이종재 사범대학 교육학과

임번장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의료·복지위원회: 의료, 복지, 경조사 등

위원장 김중수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위원

안삼환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이정재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이승욱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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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위원회: 대외봉사, 자문 등(재능기부특강)

위원장 이흥식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위원

최종고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심창구 약학대학 제약학과

황준연 음악대학 국악과

김전 의과대학 의학과

회보 편집위원회: 회보, 기타 발간 등

위원장 현정오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부위원장 최덕근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위원

송철의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최명애 간호대학 간호학과

정인석 공과대학 항공우주공학과

허승일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유효선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최종고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박정일 약학대학 약학과

채종일 의과대학 의학과

배광식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소식지 편집위원회: 뉴스레터 발간 등

위원

최항순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안삼환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임현진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최명애 간호대학 간호학과

이형주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공학부

최종고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채종일 의과대학 의학과

4) 사단법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들의 상호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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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둔다.

제4조 (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명예교수 회원명부와 회보발간

 2. 워크숍 및 포럼 활동 

   3. 간행물의 발간

제 5조 (운영원칙) 법인은 그 명의로 특정의 개인이나 정당, 종교, 사회단체의 영리나 사적 이익

을 위하여 활동할 수 없다.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 법인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한다.

   ③ 특별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적극 기여하는 개인으로 한다.

   ④ 법인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법인의 발전에 기여하기로 한 법인으로 한다.

제 7조 (회원의 자격취득)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법인 소정의 가입절차를 밟아 회원 자격을 

취득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 법인이 행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9조 (회원 지위의 양도 금지) 회원의 지위는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하여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11조 (회원의 제명)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법인의 명예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회

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7인(이사장포함)  

   2. 감사 2인

제13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 15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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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삭제)

   3. 회계부정 등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

제16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

는 총회나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 (총회의 구성)

   ① 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19조 (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0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2/3 이상 또는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회원 1/10 이상이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서면으로 명기하여 요구할 때

   ③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요청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20일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④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목적되는 사항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우편이

나 전자적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 ·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그 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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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다.

   ②   법인의 해산 및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위임의 경우 포함)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의결권)

   ① 회원은 1인 1표씩의 의결권을 가진다.

   ② 법인회원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3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

   4. 법인의 법적 지위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인 해산과 해산 시의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

   6.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감사의 감사결과 보고에 대한 심의

   8. 이사회에 대한 권한 위임

   9. 기타 본 법인 운영상 특히 중요한 사항

제24조 (특별의결정족수) (삭제)

제 25조 (총회의결사항의 통지) 의장은 총회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총회의 의결사항을 우편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회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26조 (총회의 의사록) 의장은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총회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의사록을 작성, 

참석이사 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7조 (이사회의 설치 ·운영)

   ① 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법인의 사업운영계획,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3. 총회 회부 안건 검토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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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가 제16조 제3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

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호선된 이사가 주재한다.

제30조 (이사회의 의결 등)

   ①   이사회는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

한다.

제 31조 (의결권의 제한) 의장 및 이사는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의

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 32조 (이사회의 의사록) 의장은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이사회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의사록

을 작성, 참석이사 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존하여야 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33조 (재원) 이 법인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 비 

   2. 기부금 

   3.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제34조 (회계 연도) 법인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의한다. 

제35조 (재산)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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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 액으로 한다.  

   ④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

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⑤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   법인은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의 총액에서 차입당

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⑦   법인은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본재산 목록을 변

경하는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⑧ 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⑨ 법인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과 같다.  

제36조(회계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

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지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7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8조 (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재산대여금지)  

   ①   이 법인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

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

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40조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법인은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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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8장 사  무  국

제41조 (사무국)

   ①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9장 보   칙

제 42조 (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 (서류의 작성 ·비치)

   ① 법인을 설립한 때 및 매 사업 년도 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제26조에 의한 총회의사록과 제32조에 의한 이사회의사록을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4조 (해산)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의 달성 또는 그 목적의 달성 불능 등으로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때에 법인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

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목적의 타비영리법인에 기

증한다.

   ③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

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 45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하고, 위 법규 등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6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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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이사장 이수성 서초구 양재동 46-6(15/5) 그린하우스 301호 4

이사 이인규 중구 신당 3동 366-126 남산정은스카이A 307 4

이사 문창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726 성동마을 LG3차 빌리지 302-1104 4

이사 진교훈 강남구 대치 3동 우성A 3-303 4

이사 최종태 서초구 우면동 30-4 4

이사 류관희 과천시 원문동 레미안슈르A 326-1902 4

감사 정하우 강남구 언주로 99길 15 2

감사 이광웅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A3블록 소래휴면시아 301-1206 2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 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

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5) 명예교수회보 편집위원회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Annual Report of Professors Emeriti, Seoul 

National University)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기능) 위원회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명예교수회보와 기

타 관련 간행물 발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제 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

장은 협의회 회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 4조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주재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

한다.

제5조 (부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 6조 (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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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8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장과 위원회에 출석한 부위원장 및 위원, 그리고 원고를 제출하여 

게재한 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협의회의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2008. 5. 21)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 이 규정은 협의회의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2011. 5. 19)로부터 시행한다.   

3.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활동보고     

1) 소규모연구모임 사업  

경과: 2020년 5월 14(목)에 개최된 기획위원회에서 우리 협의회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이 사업

이 제안되어 논의되었으며, 2021년 2월 15일에 화상으로 개최된 총회에서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성격: 명예교수님의 깊은 전공과 오랜 경륜을 활용하여 우리 주위의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융합적 담론을 전개하고, 이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관계기관에 배포함으로써 정책 자료

로 활용되길 기대함.  

내용: 자유주제 또는 지정주제에 대한 연구팀을 연간 2팀 공모함.

연구팀은 연구책임자를 비롯하여 5명 내외로 하며, 연구기간은 9개월로 하며, 보고서는 20쪽 

내외로 제한함. 가급적 주기적 모임을 갖고 발표와 토론을 진행토록 권고함.

경비:  팀 당 연구비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연구비 사용은 팀에 일임함. 

관리: 지정주제선정, 연구팀의 선정, 보고서 검토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함.  

경과: 지정주제 “융합적 연구 활성화 방안”에는 응모자가 없었으며, 자유과제로 응모한 5건에 

대한 운영위원의 심사결과 박성현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현황 조사 및 대처 방안 연구”를 선정함.  

최항순(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기획위원장)

2) 소식지 발간     

회원과의 소통을 진작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계간으로 복간된 소식지가 금년에 4회 발간되어 

회원에게 이메일로 배포되었다. 소식지의 내용은 권두사, 미술이야기, 지혜의 샘, 캠퍼스탐방, 학

교 소식, 협의회 소식, 언론에 보도된 회원활동, 회원부고, 회원 동정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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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권두사에는 김하석 부회장, 현정오 부회장, 이흥식 부회장, 김중수 부회장께서 본인이 

관장하는 우리 협의회 업무에 대한 소회를 밝히셨다. 

정형민 교수님은 미술이야기를 4회에 걸쳐 게재하여 회원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즉, 소식지 

5호에 “세잔느의 상트 빅투아르산”을 시작으로, 6호에는 “샤갈의 사다리”, 7호에는 “바바라 헤프

워스의 세인트 아이브스”를 그리고 8호에는 “부뤼주/부뤼허의 미켈란제로”를 연재함으로써 소

식지의 품격을 높이며, 동시에 미술에 대한 흥미를 북돋아 주었다. 

이무하 교수님도 지혜의 샘이란 표제 하에 “인생순환”(5호), “시간”(6호), “노병들이여 이제 사

라져 줍시다”(7호) 그리고 “적정 리더십”(8호) 등 시의 적절한 내용의 칼럼을 투고하시어 회원들

이 이들 화두에 대하여 생각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채종일 교수님은 “인류역사와 함께해 온 기생충”을 5호에 투고하여 전문지식을 공유할 수 있

게 하였으며, 오석홍 교수님은 “노인의 분리불안장애”(7호)에서 팬데믹 시대를 맞아 노년층이 

겪는 심리를 실감나게 묘사하여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최종고 교수님은 안삼환 교수님이 늦깎이로 펴낸 장편소설 “도동사람”에 대한 서평을 7

호에 게재하였는데, 소설의 내용을 물론 소설의 성격을 ‘(확장된)교양소설’, ‘학자소설’, ‘시대적 

장편소설’ 등 몇 가지 관점에서 접근한 점이 흥미롭다.  

최항순(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기획위원장)

3) 금년도 사회봉사위원회 재능기부사업 결과 요약  

재능기부사업 안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사회봉사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재능기부사업은 무료봉사

가 원칙이지만 지금까지 강사비(10만 원)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급격히 늘어나는 강사

비로 예산이 부족하여 부득이 2019년부터는 초청기관에서 20만 원 이상의 사례비를 받는 

경우에는 강사비를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수도권(천안 이북) 이외 

지방으로 특강을 가시는 경우 교통비(KTX 보통실 실비)를 지급하던 것도 수도권 이외 지역

에서 대전까지는 4만 원, 대전 이남은 8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액화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재능기부를 희망하시는 명예교수님께서는 예년과 같이 명예교수협의회에서 의뢰하는 양식

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명예교수협의회 사무국 880-9019, 이메일 

emer@snu.ac.kr    

이흥식(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사회봉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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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재능기부사업 목록(강사명 가나다 순)       

강사명 소속(대학/학부(과)) 특강 제목 대상 기관

1 심창구
약학대학

제약학과 
새로운 약은 어떻게 창조되는가 진명여자고등학교

2 우한용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반려자서전 쓰기 

MAHA

2021. 11. 2~12. 28 

매주 화요일  

출강 강사: 총 2명 출강기관: 총 2개/ 총 10회

4) 명예교수회보 2020(제16호) 발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20(제16호)를 2020년 2월 28일자로 발간하였다. 4×6배판으로 총 

615쪽의 이 회보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에서 1,300부가 제작되어 배포되었다.  

5) 간행물 발간   

(1)  박성현, 김병동, 이순종, 조창섭, 김광현, 오석홍: 학문 후속세대를 위한 『나의 학문, 나의 

삶 3』 총 432쪽,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후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사회봉사위원회 엮

음(ISBN 978-89-961213-3-6), 2021. 12. 발간예정  

(2)  이승재, 추광영, 최종고, 허승일, 심창구, 김안제: 학문 후속세대를 위한 『나의 학문, 나의 

삶 4』 총 416쪽,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후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사회봉사위원회 엮

음(ISBN 978-89-961213-4-3), 2021. 12. 발간예정   

4. 공지사항     

1) 주소록 게재 변경 및 주소(도로명주소) 변경 통보 요망    

명예교수회보 제7호까지는 모든 명예교수님의 주소록을 매년 게재하였으나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주소록 게재를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소록이나 연락처

가 필요하신 교수님께서는 직접 명예교수협의회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 주소나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이 바뀐 회원은 변경 즉시 명예교수협의회에 이메일이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전화: 02-880-9019(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팩스: 02-871-8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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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mer@snu.ac.kr

2) 애경사 연락   

제3차 정기총회(2010. 5. 20)의 결정에 따라, 명예교수협의회에서는 회원 및 배우자와 직계존

속의 조사 시에 근조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명예교수협의회 사무실

(02-880-9019)에 신속하게 연락을 주셔서, 정중한 예를 갖출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3) 이메일의 활용

명예교수회보는 연간으로 발간되기 때문에 신속한 정보 전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긴급한 사

항은 이메일(Email)로 알려드릴 계획이오니, 각 명예교수님께서는 자주 이메일을 확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가 없으신 분은 대학(전화: 02-880-8282)에 신청하여 개설해 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4) 명예교수연구동(150동) 연구실 사용 신청 안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연구동(150동)에 입실을 원하시는 교수님께서는 명예교수연구실 담당 직

원(전화 02-880-1364)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명예교수님을 위한 시설물 등 이용 안내  

(1)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신청 등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신분증 발급 명예교수 신분증 발급

마이스누 포털에서 인적정

보 입력(사진, 영문성명, 혈

액형) 

교무과

(담당자: 심민석) 

880-1395 

주차권 발급 정기주차권 발급(무료)
신청서(차량등록증 첨부) 

제출(매년 갱신)

캠퍼스관리과

(담당자: 김성욱) 

880-5132  

정보광장 이용
퇴직 후 계속 이용, E-mail

은 10GB 가능
별도신청 없음

정보화본부 IT서비스센터 

880-8282    

증명서 발급
경력증명서 및 명예교수증

명서 발급 (국/영문가능)

민원우편(우체국), Fax민원

(주민센터), 방문신청(단과

대학 행정실 또는 교무과)  

교무과

(담당자: 심민석)  

880-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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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신청 등 담당부서 및 연락처

도서관 이용
열람실(명예교수용) 이용, 

도서대출
명예교수 신분증 지참

도서관 

880-8001 

명예교수연구동 

이용

책상, 의자 및 컴퓨터 등 사

무용품, 세미나실

명예교수 연구동 직원에게 

신청

명예교수연구동

(담당자: 오가람)

880-1364  

(2) 명예교수에 대한 의료기관별 진료비 지원

1. 연간지원 금액: 1인당 최대 300만 원

   * 진료비 지원비는 근로소득에 합산되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2. 지원대상: 명예교수 및 배우자 

3. 신청방법: 마이스누를 통한 온라인 신청  

   포털마이스누 > 학사정보시스템 > 교수서비스 > 복지/생활 > 진료비지원 > 진료비지원신청

4. 제출서류

   ① 온라인 신청시 첨부파일 업로드

   ② 가족관계 증빙서류(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③ 진료비 계산서 원본

   ④ 진료 내역서 원본(Proof Data List, 임플란트 시술비인 경우)  

5. 병원별 지원범위 및 지원율  

   ① 서울대학교 본원, 강남센터  

       (본원 진료예약: 02-2072-1311, 강남센터 진료예약: 02-2112-5500)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율(%)

종합건강

검진비

비급여

선택진료료 이외

(지원항목: 입원료, MRI판독료, PET판독료, 초음파진단료)

명예교수 및 배우자 30   40

   ② 분당서울대학교병원(진료예약: 031-787-2030)

지원 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율(%)

종합건강검진비

선택진료료 외

(지원항목: 입원료, MRI판독료, 

PET판독료, 초음파진단료)

치과 임플란트 시술비

(치료재료대 제외)

명예교수 및 배우자 30 4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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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보라매병원(진료예약: 1577-0075, 종합검진예약: 02-870-3333)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율(%)

종합건강검진비

명예교수 및 배우자 30

※ 종합건강검진비는 서울대 직원 검진 패키지를 이용한 경우와 추가 검사 비용은 지원 제외

   ④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관악치과병원(연건: 2072-3114, 관악: 6747-6114)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율(%)

임플란트 시술비

(치료재료대 제외)

비급여

선택진료료 이외

(지원항목: 입원료, 초음파진단료)

명예교수 및 배우자 20   20

※ 임플란트의 경우 ‘진료비 계산서’와 진료 내역서(Proof Data List) 각각 원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 문의처: 소속 기관 행정실 또는 장학복지과(담당자 김성은: 880-5088)  

(3) 기타

   ① 연구비 관리: 서울대학교 기관을 통하여 받는 연구비는 산학협력단에서 관리 ·지원  

   ② 본교 홈페이지와 명예교수 홈페이지 링크  

명예교수회보의 온라인 열람 안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는 온라인 상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홈페이지, http://emeritus.snu.ac.kr/board/annualreport 간행물란

이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snu.ac.kr/index.ax 단행본란에서 ‘서울대

학교 명예교수회보’를 접속하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6) 서울대학교 포스코스포츠센터 이용 안내  

서울대학교 포스코스포츠센타(02-880-6980)는 연중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경우(배우자도 동일 조건으로 이용 가능) 이용요금은 75% 할인으로, 수영과 헬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1년 회비는 328,250원, 수영만 하는 자유수영 222,000원, 헬

스만하는 헬스Pro는 247,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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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연회비 납부 안내

명예교수협의회 회원님께

우리 명예교수협의회에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하여 (사단법인)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

의회를 발족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기금 및 찬조금 모금이 저조하여 협의회의 안정적인 운

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원 및 회원 여러분께서는 아래와 같이 회비를 납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사단법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 아    래 -

회장단 연회비: 100,000원

이사 연회비: 50,000원

일반회원 연회비: 10,000원

평생회비: 200,000원

계좌: 농협 301-0105-9804-01

예금주: 사단법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회비 입금시 성함을 필히 입력 부탁드립니다. 

*평생회비 입금시 성함을 입력 부탁드립니다. 

5.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22 투고 안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22(제18호)가 2023년 2월 하순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명예교수님들의 글과 2022년도 학술활동(2022년 1월 1일~12월 31일 동안의 업적

과 활동) 원고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아래 ‘원고 제출’과 ‘원고 작성 요령’을 참고하셔서 일반 

원고(논설, 칼럼, 수상 등)는 2022년 9월 30일까지, 2022년도 학술활동 보고는 2022 12월 31

일까지 명예교수협의회 사무실로 보내주십시오. 매우 바쁘시겠지만 좋은 글을 투고하시어, 

2022년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를 더욱 알차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번거로우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2022년도 활동기록을 남기셔서, 지금도 재임 시절

보다 더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심을 널리 보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편집위원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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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제출

• 원고의 종류 

(1) 일반 원고(논설, 칼럼, 수상 등)

   추도문(사진, 출생, 학력, 학문적 업적, 사회적 기여 등 포함) 

   투고는 1인 1편에 한하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원고 마감: 2022년 9월 30일

(2) 2022년도 학술활동 보고(기간: 2022. 1. 1~2022. 12. 31.)

     원고 마감: 2022년 12월 31일   

• 보내실 곳: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연구동(150동) 313-2호

   명예교수회보 편집담당 간사 박혜진  

   이메일: emer@snu.ac.kr  전화: 02-880-9019   

원고 작성 요령    

※ 원고 작성 시에는 아래 투고요령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원고분량은 글자 11포인트, 행간 160%, 자간 100%, 좌우여백 3센티미터로 하여 A4 용지 최

대 9쪽 이내(회보 인쇄본 10쪽 이내), 또는 글자 수로 13,000자(자간 포함)나 200자 원고

지 65장 이내입니다.      

(2)   모든 원고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여 국립국어원의 어문규정에 따라 작성하시되, 꼭 필요한 한

자나 외국어는 괄호 안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접수는 등기우편도 가능합니다만, 가급

적이면 이메일(emer@snu. ac.kr)에 첨부파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논설이나 칼럼, 나의 제언 등은 그 원고에 저자 성명과 아울러 전 소속 단과대학명과 학과

(부)명을 반드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학술활동보고에서 저서, 연구논문, 보고서, 강연,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등은 아래 양식을 기

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보고 기록항의 맨 끝에 기간이나 연, 월, 일을 달되 그 

표기는 ‘yyyy. m. d.’ 방식(예 2012. 3. 2.)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출된 모든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    인용문헌, 참고문헌, 원문단어 등에 관한 요령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저서, 역서, 편저>   

저자(들)명: 서명. 총 쪽수, 출판사명, (출판)연.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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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이무근, 김재식, 김판욱: 실기교육방법론. 총 484쪽, 교육과학사, 2012. 1. 20. 

(예시 2)   박환덕, 박열 역: 임마누엘 칸트 저, 영구 평화론(Zum ewigen Frieden). 총 156쪽, 범우

사, 2012. 10. 5.    

<작품 또는 연주> 

발표자명: 작품명. 발표 주체, 주관기관, 장소, 연. 월. 일. 또는 기간.

(예시)   백병동: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를 위한 트리오(vn. 김민, vc. 나덕성, pf. 장혜원), 제1회 대

한민국 예술원 음악회,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2012. 3. 30. 

<전시> 

발표자명: 작품명. 전시명칭, 전시주체, 주관기관, 장소, 연. 월. 일. 또는 기간.

(예시) 한운성: Pimento. 판화공방, 신세계백화점, 신세계갤러리, 2012. 9. 19~12. 26.

<보고서>

저자(들)명: 보고서 제목. 총 쪽수, 보고기관명, 연구기관명, (출판)연. 월. 일.

(저자가 세 명 이상일 때는 000, 000, 000 외 0명)

(예시)   박삼옥, 남기범, 구양미 외 1명: 경기도 미래형 혁신클러스터 구축방향에 대한 연구

(CSTEP 정책연구 2012-1). 총 117쪽, 경기과학기술진흥원, 2012. 12. 3.   

<논문> 

저자(들)명 (연도) 논문 제목. 학술지명, 권(호), (게재쪽) oo~oo쪽. 다만 온라인 학술 지일 경우 doi 기재. (저자가 

세 명 이상일 때는 000, 000, 000 외 0명, 또는 Ha KJ, Ho KY, Lee SS, et al.)

(예시 1)   Yeo  SR, Jhun JG, Kim Y (2012) Intraseasonal variability of western North Pacific 

subtropical high based on the El Nino influence and its relationship with East Asian 

summer monsoon. Asia-Pacific Journal of Atmospheric Sciences, 48(1), 43-53. 

(예시 2)   Ha KJ, Ho KY, Lee SS, et al. (2012) Variability in the East Asian Monsoon: A review. 

Meteorological Applications, doi: 10.1002/met.1320.

(예시 3)   변재현, 김현수, 박성현 외 1명 (2012) 지속가능과학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지속가능연구, 3(2), 21-36. 

(예시 4)   오병남 (2012) 예술과 창의성의 개념-I. 칸트의 판단력 비판을 중심으로. 학술원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51(1),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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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회의>  

발표자(들)명: 발표 제목. 행사명, 주관기관명, 장소, 연. 월. 일. (단, 단순 참석은 제외하여 주십시오.) (저자가 세 

명 이상일 때는 000, 000, 000 외 0명, 또는 Ha KJ, Ho KY, Lee SS, et al.)

(예시 1)   이동녕, 한흥남, 최현식: Deformation and annealing textures of surface layer of 

copper sheet cold-rolled under unlubricated condition. 2012년도 대한금속 ·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 창원컨벤션센터, 2012. 10. 25.     

(예시 2)   안휘준: 한국미술의 특징. 2012년도 공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학술세미나, 공주대

학교 입지관 시청각실, 2012. 1. 17.      

(예시 3)   Je HK, Chon HT: Regional and detailed survey for radon activities in soil-gas and 

groundwater in Okchon zone, Korea. 2012 European  Geosciences  Union, Vienna, 

Austria, 2012. 4. 23~27.    

<강의 및 특강> 

강의제목. 강의 기관명, 장소, 연. 월. 일. 또는 기간.

(예시 1) Overview of bone biology. 한국치주과의사회, 강남파이낸스센터, 2012. 10. 22. 

(예시 2) 지구의 화학탐사 특론. 세종대학교 대학원, 세종대학교, 2012. 8. 30~12. 13.

특강주제. 특강 기관 부서명, 장소, 연. 월. 일. 또는 기간.

(예시)   장안과 북경-중국역사와 학술문화의 특징을 찾아서. KAIST, KAIST 경영대학 슈펙스 경영

관, 2012. 12. 4.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봉사 및 공공 활동 직책명. 봉사 및 공공 활동기관 및 부서명, 연. 월. 일. 또는 기간.

(예시 1) 심사위원. 우수도서 선정심사위원회. 대한민국 학술원, 2012. 4. 3. 

(예시 2) 위원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원심사위원회, 2011. 3. 1~현재. 

(예시 3) 위원. 석면안전관리위원회, 환경부, 2012. 6. 1~2015. 5. 31. 

(예시 4) 심사위원장. 중앙훈련경연대회, 중앙공무원교육원, 2012. 7. 18~19. 

<기고문>  

주제. 발표지. 쪽수, 연. 월. 일. 

(예시 1) 오늘 우리 시조의 자리매김 문제. 서정과 현실 19호, 12-22쪽, 2012. 9. 30.    

(예시 2) 인문학 시야를 넓히자. 교수신문 제640호 A 27면, 2012. 4. 16.   

(예시 3)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우리의 교육의 방향. 교육정책포럼 234호, 8-13쪽, 2012. 12. 10.



512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21, 제17호  

<연구>  

연구자(들)명: 연구주제명. 연구지원기관명, 연구기간.

(예시) 홍길동: 전기자동차 급전선 보호회로 개발. KAIST. 2012. 3. 1~2013. 2. 28. 

<동정> 

시상: 성명: 시상 명칭, 시상 기관, 연. 월. 일.

(예시) 2012년도 암반공학회 총회에서 ‘일암 논문상’ 시상. 2012. 10. 17.

수상: 수상 명칭, 수여 기관, 연. 월. 일. 

(예시) 제30회 정진기언론문화상(경제경영도서부문) 대상 수상, 2012. 7. 12.

인사: 직책명. 인사 기관명, 임기 또는 (발령)연. 월. 일.

(예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포상위원회 위원장에 선임. 2012. 3. 1. 

행사: 행사명. 행사 주체 및 직책. 장소, 연. 월. 일. 

(예시)   서울르네상스호텔에서 한국개발연구원 현오석 원장을 초청해 최고경영자조찬회 개최. 

2012. 1. 25.  

<기타 근황>

방송 및 신문 대담, 워크숍, 현장답사, 국제협력, 기술자문, 특허, 공로패, 출판기념회, 공적인 교육지도, 장학금 및 

발전기금 희사, 모금운동 및 후원행사 등(단, 행사나 학술대회의 단순 참석은 제외하여 주십시오.)

(예시 1) 3 ·1절과 독도문제 대담, MBC 라디오, 2012. 3. 1.  

(예시 2) 한정된 연구비 따기 위해 단기성과 연구집중 악순환 대담. 세계일보, 2012. 10. 24.  

(예시 3)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장으로부터 공로패 수상. 2012. 1. 9. 

(예시 4) ㈜동현시스텍의 고속예인 전차시스템의 제어논리 설계 기술자문. 2012. 1~4. 

(예시 5)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석학과 대화 프로그램을 분당 중앙고등학교 및 낙생고등학교에서 

운영.  

(예시 6) “직류전류 측정용 자기센서” 특허 등록 제10-1203485호. 2012. 12. 15.  

(예시 7) 정년 기념 문집(한국 근 ·현대사 개관) 헌정 받음. 2012. 4. 5.  

(예시 8) 566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기념축사. 2012. 10. 9.  

(예시 9) 졸업 최우수학생 장학기금 1억 원 출연. 2012.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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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교수회보 편집 일지

2021.  5.  6 투고안내문 1차 발송

         8. 30 투고안내문 2차 발송 및 편집위원께 주변 교수님께 원고청탁 독려

         9. 14 제1차 편집위원회 개최

   1) 회보 제17호(2021) 원고 모집 및 편집, 발간 계획

         9. 30 일반원고 투고 1차 마감

       10. 21 제2차 편집위원회 개최

   1) 원고 추가모집 논의

   2) 접수된 원고의 심의와 분류

   3) 채택된 원고의 교열

       10. 21 추도문과 학술 및 봉사활동 원고투고 안내문 1차 발송

       11. 04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과 출판 계약 및 송고

       11. 19 제3차 편집위원회 개최

   1) 추가 접수된 원고의 심의, 분류 및 교열

   2) 채택된 원고의 재교열

   3) 회보의 게재 순서 조정

   4) 학교소식 작성 의뢰

   5) 발간사와 축사 집필 의뢰

       11. 30 학술 및 봉사활동 원고투고 안내문 2차 발송

       12. 10 제4차 편집위원회 개최

   1) 일반 원고 삼교열

   2) 저자교정 의뢰

       12. 31 학술 및 봉사활동 원고 마감

2022.  1. 14 제5차 편집위원회 개최

   1) 일반 원고 사교열

   2) 학술 및 봉사활동 초교 검토

   3) 명예교수현황 및 소식 초교 검토

   4) 편집후기 작성 의뢰 

   5) 저자원고 최종 확인 의뢰  



514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21, 제17호  

제5차 편집위원회(줌화상회의, 2022. 1. 14.)  

2022. 2. 11 제6차 편집위원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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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 집 / 후 / 기 

▶ 김병동 명예교수님의 권고로 2016년에 명예교수협의회 회보 편집위원회에 들어와 12호 발

간에 참여하였는데 벌써 6년이 지나가고 7년째가 되었고, 어느덧 편집위원장을 맡게 되어 16호

를 발간했고 이제 17호를 발간하게 되었다. 그동안 베테랑 선배 편집위원님들의 지도와 새로 들

어오신 위원님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수고로 갈수록 더 다양하고 흥미롭고 삶에 도움이 되는 

글들이 많이 투고되어 감사드리고, 원고를 검토하면서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며 견문도 넓힐 수 

있어 재미와 보람을 느낀다. 그런데 2020년 12월 8일(화)에 열린 16호 발간을 위한 제4차 편집위

원회부터 17호 발간을 위한 제5차 편집위원회까지 Zoom 화상회의로 편집위원회를 하게 되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점이 많아 송구하고, 편집위원회를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편집에 관한 방향과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며 식사도 함께하며 친분도 쌓으며 진행할 수 없었다

는 점이 몹시 아쉽다. 어서 속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사그라들어 폅집위원회가 대면 회의로 회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농업생명과학대학 현정오)        

▶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가 전 세계로 퍼

져나가면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그로부터 2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마음먹

은 대로 돌아다닐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번 17호 회보 투고 원고 중에도 코로나바이러

스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 원고들이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엄청난 고생을 

하신 분도 있고, 나라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한 원고도 있다. 우리 편집위

원회도 2020년 초겨울부터 1년 넘도록 Zoom을 통한 화상회의로 진행하면서 이제 새로운 방식

에 제법 익숙해졌다.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라져 예전의 활기찬 삶으로 돌

아가기를 기원해 본다. (자연과학대학 최덕근)  

▶ 최근엔 역사 연구에서 데모그라피(demography)가 유행이다. 인구수를 그래프로 보여준다

는 의미로서 인구 수, 인구 구조, 인구 변동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이 전염병이다. 14~15세기에 흑사병이 돌아 유럽 인구의 절반 정도가 죽었다는 것은 널

리 알려져 있다.   

현재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지만, 다행히 백신 덕분에 비교적 큰 인적 피해는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생활의 불편은 말할 수 없이 크다. 우선, 편집 위원님들의 존안을 뵙지 못한 지가 1년이 

넘는다. 화상회의로만 하다 보니, 오고 가는 각별한 정은 못 느낀다. 다음 호 편집회의 때는 대면

의 기회가 많았으면 한다. (사범대학 허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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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월 말로 정년퇴임하고 만 3년이 지난 2021년 3월부터 명예교수회보의 편집위원에 

전임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전효택 교수님을 이어서 합류하였으나, 아마도 최신참이어서 

알게 모르게 선배 편집위원님의 숨은 지도를 많이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해 역할을 받은 편

집업무에 대과 없이 지나게 되어 그냥 즐거운 심정입니다. 해가 가면서 조금씩 활동을 확대하도

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공과대학 정인석)     

▶ 명예교수회보의 편집위원으로 그동안 회보에 투고된 원고를 읽는 과정에서 다른 전공 분야

에 대해 모르고 있던 지식들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나 편집일이 갈수록 어렵다는 것을 느

끼게 된다. 비대면 회의는 Covid-19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알고 있지만 올해는 1년 내내 

비대면으로 편집회의를 하여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없다는 점이 많이 아쉬웠다. Covid-19 투병기

를 통해 환자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상세하게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예방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한편 작년 16호 회보에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들의 노력과 헌신을 알린 바 있어 환자들의 질병경험을 읽으면서 sympathy를 느꼈다. 올해는 

대면 회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예방의 관점에서 비대면 회의도 즐겁게 하리라 생각한

다. (간호대학 최명애)   

▶ 코로나 역경 중에도 글을 통한 활동은 계속할 수 있어 다행이고, 화상 편집회의도 처음에는 

어색했으나 점점 익숙해지는 것 같다. 지난 호보다는 좀 덜 두꺼워져야 할 텐데 하는 솔직한 바

람 때문인지 그렇게 된 것이 다행이다. 아마도 회보에 글을 쓰는 재미와 보람은 아무 제한이나 

눈치 볼 필요 없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특권 때문일 것이다. 사실 논설, 칼

럼, 수상 등 편의적 구획을 하지만 엄격한 차이는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어찌 보면 여기에 글을 

쓴다는 자체가 즐거움이요 보람이요 명예이다. 하나 알면 아홉이 모르는 것임을 아는 자유롭고 

성숙한 진솔된 글들의 광장이 계속 빛나기를! (법학전문대학원 최종고)   

▶ 지난 9월 회의부터 편집위원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참가하는 비대면 편집회의를 

준비하려고 학회 세미나에 참여하여 Zoom 사용을 연습했다고 생각하였지만, 첫 회의에서 본인 

사진을 띄우는 작동에 문제(?)가 생겼고, Zoom 회의에는 핸드폰보다는 노트북을 사용하는 것이 

수월하다고 배광식 ·최명애 교수님께서, 후에 조언을 주셔서 그 이후 비대면 편집회의에 자연스

럽게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값진 글을 써주신 교수님들 원고의 편집오류를 교정하기 위하여 글을 읽으면서 그

동안 무심하던 우리말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져볼 수 있었

습니다. 명예교수협회지 17호의 발간에 가장 큰 기여를 해 주신 모든 집필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과학대학 유효선)        



▶ 정년퇴임을 하면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완전한 자유인이 되고 싶었다. 한 3년은 그렇게 

잘 지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선배 교수님의 강권(?)에 가까운 권유로 명예교수회보 편집위원

이 되었다. 흔쾌히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지만 편집위원으로 참여하다 보니 보람이 느껴지기도 

한다. 화상으로이기는 하지만 편집회의를 통하여 여러 분야의 원로 교수님들을 뵙는 것도 좋았

고, 교정을 보기 위한 것이긴 하였지만, 여러 분야의 글들을 읽는 것도 좋았다. 내 사고의 폭이 

넓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선배 편집위원 선생님들을 대면으로 뵙고 좋은 

말씀 들을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 (인문대학 송철의)  

▶ 이번 호에 게재된 논설, 컬럼, 수상(수필 및 단편소설), 추도문 등 게재 내용 전반에 대한 편

집 작업을 하면서 여러 글들을 제법 꼼꼼히 읽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 결과 매우 감동적

인 글이 많았다. 다양한 전문분야의 명예교수님들이 쓰신 글들이라 정말 멋지고, 깊이 있고, 대

단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 어떤 명예교수님의 글은 전공 분야에 관련된 깊이가 있는 내용이

라 비전문가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도 있었으나 대략적인 흐름만은 잘 파

악할 수 있어 무척 다행이었다. 해가 갈수록 원고가 점점 많이 모이고 있어 책자가 계속 두꺼워

지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내용이 알차고 풍성해지고 있는 점은 커다란 발전이라 하겠다. 명예교

수회보가 점점 더 발전하여 많은 명예교수님들과 현역 교수님들이 즐겁게 읽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의과대학 채종일)     

▶ 올겨울은 눈도 잦은 편이고, 영하 10도 안팎의 비교적 추운 날씨가 연속되고 있다. 집 앞 소

로는 경사가 있는데다가 외딴곳이라 눈이 쌓이면 눈을 치워야 차가 움직일 수 있다. 눈이 그치

는 대로 부지런히 넉가래로 밀고도 길에 눈이 남아 있다. 길이 남향받이라 햇볕이 쬐는 오후면 

영하의 날씨에도 잔설이 말끔히 녹아서 증발해 버려 얇은 빙판을 형성하지 않아서 좋다. 

조금 푹한 날이면 겨울인데도 미세먼지가 안개 피듯이 대기를 덮는 날이 많다. 차라리 추운 게 

나으려나!  

음력으로 납월 보름 전후라 한밤중에도 대낮같이 밝은 달이 뜨락의 눈을 빛나게 한다.   

유난히 추운 겨울이라 조그만 화목난로에 장작을 계속 때며, 교정보느라 명예교수님들의 주옥

같은 글을 읽는다. 언제나 맛깔스러운 우한용 교수님의 단편소설은 나를 미소 짓게 한다. (치의

학대학원 배광식)    

▶ 금년에 처음으로 명예교수회보 편집위원에 합류하게 되었다. 책을 만든다는 일이 엄청난 

정성과 노력이 든다는 것을 알기에 그동안 명예교수회보를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

었는데, 내가 편집위원으로 합류하리라는 생각은 미처 해 보지 못했었다.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편집회의에 참석하면서 이 책이 이러한 분들의 헌신으로 세상에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금년에는 내가 한 일이 거의 없어서 다른 편집위원님께 죄송하고 고마운 마음뿐이다. (약학

대학 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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