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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

을 기원합니다. 명예교수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이수성 전총장님과 함

께 협의회 고문을 맡고 있었는데, 금년 초에 협의회 회장단과 이사회

에서 저를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누차 고사한 끝에 2년간 회장직을 

맡아 명예교수님들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총장 재임 시 명예교수연구

동 건립을 추진하시고 회장 재임 시 사단법인 명예교수발전진흥회를 

창립하신 이수성 전 회장님과 명예교수협의회를 사단법인화하고 협

의회를 크게 발전시키신 이인규 전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오세정 총장님을 위시한 대학본부 여러분과 이희범 서울대 

총동창회 회장님을 위시한 동창회 임원 여러분께서 명예교수협의회

에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명예교수회보를 통해 명예

교수님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립니다.

명예교수협의회는 금년에 창립 1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회원은 현

재 1,060명의 명예교수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에 78명의 교수

님들이 신임 명예교수가 되셨습니다. 명예교수협의회는 선생님들께서 

명예롭고 창조적인 삶을 개척하시면서 보람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

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매년 『명예교수회보』와 다수의 간

행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축적된 지적 자산을 전국

의 학교,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특강과 멘토링 및 교육방송 참여를 

통하여 사회에 환원하는 다양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

교육 집담회, 후학을 위한 연구업적 정리 보고서와 매년 시행되는 산

업 시찰에 명예교수님들께서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금년은 신종코로나로 사회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

은 대면 행사가 연기 또는 취소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임

에도 10월 14일에는 신임 명예교수 환영 행사가 있었고, 11월 11일 명

예교수협의회 산업시찰에는 45명의 교수님들께서 참여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의 교육 연구시설을 견학하고, 자율주행자동

차 시험장과 대우조선 대형수조시험장을 시찰하였습니다. 이흥식 사

회봉사위원회 위원장님이 담당하여 추진하셨던 『나의 학문, 나의 삶 

2』 책자도 곧 발간될 예정입니다. 이 책자에는 명예교수님 개개인이 

지난 세월 동안 평생을 바쳐서 이루신 학문의 길에 어떻게 입문하였

고, 전공 분야에서 도전적인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고난을 어떻게 극

복하였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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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될 이 책자는 각 분야의 학문을 계승하려는 후학들에게 소중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여러 석학 명예교수님들께서 참여하시는 명예교수회보는 1,060명의 명예교수님을 끈끈한 공동

체로 엮어 주고 인접 학문의 동향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오아시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보에는 동료 석학들의 품격 높고 귀중한 이야기와 정보들이 담긴 논설, 칼럼, 시, 수필, 소설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공계 교수님들은 인문 사회계 교수님들의 글에서 고대와 현대의 사상가와 

문인들의 사상과 삶을 접할 수 있고, 인문 사회 교수님들도 이공계 교수님들의 글에서 최신의 과

학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교류하셨던 교수님들의 근황과 학술 활

동 소식도 접할 수 있습니다. 회보 발간을 위해 수고해 주신 현정오 편집위원회 위원장님과 편집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명예교수님과 협의회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명예교수 소식

지도 최근 발간되었습니다. 계간으로 발간되는 이 소식지에는 학교 소식, 시흥캠퍼스와 평창캠퍼

스 등의 학교 교육 연구시설 탐방, 회원 동정, 협의회 행사 일정, 초청 논단 등이 게재되고 있습니

다. 많은 수고를 해 주시는 최항순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식지 편집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 해에도 대학 관계자 여러분의 깊은 배려로 명예교수협의회가 큰 어려움이 없이 회보 

발간과 여러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회비 지원을 해 주시고 협의회 활동

에 참여해 주신 명예교수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교수협의회를 위해 헌신

적으로 봉사하시는 김하석 총괄 부회장님을 위시한 협회 부회장님들과 이사님, 각 분과위원회 위

원님과 박혜진 간사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에 명예교수님 여러분께서 더욱 강

녕하시고 가내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6년 창간 이래 선배 교수님들의 경륜과 식견을 접하고 익힐 수 

있는 소중한 지적 공간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명예

교수회보』의 열여섯 번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선생님들을 모시고 귀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자리를 갖지 못한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회보를 통해 

명예교수님들의 근황뿐 아니라 학문에 대한 식지 않는 열정, 사회공

헌 확산을 위한 헌신적 노력을 접할 수 있어 큰 위안이 됩니다.

전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은 감염병의 대유행이 장기화되고 있습니

다. 가까이는 우리 모두의 일상생활에, 넓게는 국제질서의 흐름에 지

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불안한 국제 정세와 국민의 안전이 위

협받는 험난한 상황이지만 서울대학교는 구성원의 지혜와 역량을 모

아 거대한 난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며 길을 

밝혀야 합니다.

명예교수님들께서도 큰 기대와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실 것으로 생

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이룩하신 수많은 성과와 지적 가치를 바탕으

로 국가를 위한 소명을 다하기 위해 지금도 부단히 노력하고 계실 것

입니다.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서울대학교가 이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명예교수님

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때론 고언으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서울대학교를 향한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명예교수회보』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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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교수협의회 열여섯 번째 회보 발간을, 43만 서울대동문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날 서울대인을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성인 집단으로 성장시

킨 것은, 대학 시절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비단 

서울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는, 불모지에서 새로운 학문 

영역을 개척하고, 부단한 연구로 놀라운 성과를 이루신 교수님들

의 열정과 노고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명예교수회보를 통해 교

수님들의 고귀한 가르침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

한 일입니다. 

교수님들께서는 본 회보에 게재한 저술과 제언을 통해, 한평생 

구축한 심오한 학문의 세계에서 길어 올린 지성의 정수를, 기꺼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회봉사와 공공활동, 강연 등을 펼치시고 후

배와 사회를 위해 지식과 재능을 기꺼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무

한한 학구열에 경외감을 표하며, 변함없이 건재하신 모습이 반갑

습니다. 이번 회보가 학내외에서 널리 읽혀, 우리 사회에 큰 울림

을 주시기 바랍니다.

‘學海無涯’, 배움의 바다에는 끝이 없다는 말을 몸소 보여 주시

는 교수님들의 정신을, 총동창회도 닮아 가고자 합니다. 평생 학습

하는 동창회를 만들고자 조찬포럼, 수요특강 등을 진행하며 동문

들의 지적 성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미를 살리며 행복한 동창

회가 되기 위해 각종 취미클럽과 국토문화기행을 진행하고, 병원 ·

호텔 ·음식점 등 동문 복지혜택을 확대해, 서울대인의 자부심을 증

진시키는 동창회가 되고자 합니다.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고 공헌하는 동창회의 비전도, 차근차근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학식과 경륜이 풍부하신 명예교수

님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 

니다.

동창회의 본령인 장학사업과 후배 교수들을 위한 연구 지원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신진 교수와 학생들에

게, 연구기금과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일구신 교육

과 연구의 토양 위에 모교 발전이 계속되도록, 물심양면 모교를 지

원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이 희 범

축사



8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20, 제16호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군분투하는 나날입니다. 언제나 서울대인이 의지하고 지

혜를 구했던 원로이신 명예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우리들의 밝은 길눈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총동창회 또한 학교와 서울대인의 발전을 위해, 미력이나마 보태겠습니다.

끝으로 교수님들의 친목 활성화와 명예교수회보 제작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이장무 명예교

수협의회 회장님과 현정오 편집위원장님,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명예교수 여러

분들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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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의 판본 소월시집과 <진달래꽃>의 주제에 대하여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임홍빈

1. 머리말

본고는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논의가 필요한 것은, 그동안 김소월의 <진달래꽃>에 대한 논의가 그야말로 수없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생

각되기 때문이다. <진달래꽃>의 주제로 흔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이별의 정한’이다. 이제

는 <진달래꽃>의 주제를 누가 ‘이별의 정한’이라고 말하였는지조차 말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

었다. 그 주제가 너무나 일반화되어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별의 정한’이라는 주제가 고착된 것은 아마도 <진달래꽃>이 중고등학교 ‘국어’나 ‘문학’ 

교과서에 실리게 된 것과 관련된다. 교과서에는 참고서, 자습서가 따르게 되고, 지도서라는 

것도 만들어진다. 거기에 <진달래꽃>이 사랑의 프레임으로 분석되고, 그 정형화된 주제가 ‘이

별의 정한’이라는 것으로 제시된다.1) <진달래꽃>이 대학입시에도 출제되었다. 다양한 객관식 

문항에는 주제와 미묘하게 결부되는 문항이 주어지는 일이 많다. 주제를 ‘이별의 정한’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답을 맞힐 수 없다. 이제 <진달래꽃>의 주제는 모든 수험생들이 외워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 그 정답은 ‘이별의 정한’이라는 것이고, 다르게 쓰면 틀린다.

그래도 진실은 밝혀야 한다. 아무리 세상이 모두 <진달래꽃>의 주제를 ‘이별의 정한’이라

고 하더라도 정작 김소월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진달래꽃>

의 주제가 무엇인가는 임홍빈(2008)에서도 부분적으로 암시한 바도 있고, 거기서 <진달래 

꽃>의 주제론을 쓰겠다는 약속을 한 바도 있어, 이 문제를 천착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집 『진달래꽃』2)의 이본에 관한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기로 한다.

   1) 어느 블로그에는 “문학 교과서 현대시(20년대 진달래꽃)”에서 <진달래꽃>의 주제를 ‘승화된 이

별의 정한’으로 제시하고 있다. ‘승화된’이라는 말이 더 붙었다. 어느 교실에서는 <진달래꽃>의 

주제를 ‘떠나는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르친다고도 한다.

   2) 개벽본이나 매문사본을 지칭할 때에는 <진달내>이라 하고, 그 후의 시에 대해서는 <진달래 

꽃>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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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벽본과 매문사본 『진달내』: 초간본에 제4의 판본이 있다

시 <진달래꽃>에는 크게 개벽본(開闢本)과 매문사본(賣文社本)이 있다. 개벽본과 매문사

본 사이에는 어휘와 구성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그런데 개벽본은 하나이지만, 매문사

본에는 ‘한성도서주식회사’ 총판매본과 ‘중앙서림’ 총판매본의 두 가지가 있다. 특이한 것은 

한성도서주식회사 총판매본도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엄동섭(2019)에 의해 ‘한성

도서’에는 제3의 판본이 있음이 밝혀졌다. 여기서는 이들 외에도 제4의 판본이 있음을 밝히

고자 한다.

2.1. 개벽본 <진달래꽃>

소월시 <진달내>3)이 처음4) 발표된 것은 1922년 잡지 ‘개벽(開闢)’ 7월호(제25호: 146-147

쪽)이다. (1)은 발표 당시의 모습을 보인 것이다. (1)을 임홍빈(2009)에서와 같이 ‘개벽본’이라 

부르기로 한다.5) (2)는 Fremery(2004)의 영인 부분을 가져온 것이다.6)

(1) 진달내(民謠詩)7)                   (2) ‘개벽본’ 영인(Fremery 2004)

   3) 처음 발표하였을 때의 제목이 이와 같다. ‘진달내’을 ‘진달래’이나 ‘진달래꽃’과 같이 표기하

는 일이 있으나, 잡지 『개벽』에 발표할 때의 제목은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달내’이다. 특별

히 초창기의 표기를 드러낼 필요가 없을 때에는 <진달래꽃>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4) 신연수(2012)에서는 김억의 역시집 『잃어진 진주』의 서문 중에 실린 <진달내>이 1922년 1월 

이전에 창작된 것으로 보고, 그것을 최초의 본으로 보고 있다. ‘개벽’에 실린 것은 1922년 7월이

다. 『잃어진 진주』는 1924년 2월에 평문관에서 출판된 것이다. 김억은 『잃어진 진주』의 원고가 

여러 해 되었다고 한다(序文 代에). 이를 고려하면. 시 <진달내>은 꽤 여러 해 전에 되었을 가

능성이 있다. 그러나 출판 연도를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최초본에 대한 논의는 혼란에 빠질 염

려가 있다. 시에 쓰인 어휘나 구성을 볼 때, 김억본은 개벽본보다 뒤의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가시는 거름거름/노힌 그을’과 같은 표현이 그렇다. 개벽본은 이 부분이 ‘가시는길 발거름마

다/려노흔 그을’과 같이 된 것이다. 개벽본의 운율이나 구성이 덜 다짐어진 느낌을 준다.  

   5) 개벽본 <진달래꽃>은 Fremery(2004)에서도 소개된 바 있고, 권영민(1998, 2009)에서도 소개된 

바 있다. 임홍빈(2008)에서도 이를 소개하였으나, 논의를 위하여 여기 다시 보이기로 한다. 신연

수(2012)에서도 소개된 바 있다.

   6) 개벽본 영인의 끝행은 147쪽에 있는 1행을 146쪽 행에 붙여 영인한 것이다.

   7) 시의 제목에 그 장르를 부기하는 것과 같은 것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다. 이는 결코 범상한 일이

라 할 수 없다. 여기에는 필경 편집자의 어떤 의도가 개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시인 자신이 그

렇지도 않은 것을 써 넣은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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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기가 역겨워

가실에는 말업시 

고히고히 보내들이우리다.

寧邊엔 藥山

그 진달내을

한아름 다 가실길에 리우리다.

                                                          
가시는길 발거름마다

려노흔 그을

고히나 즈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흘니우리다.

잡지 『개벽』은 천도교단(天道敎團)에서 민족문화실현운동으로 창설한 개벽사(開闢社)에서 

1920년 6월 25일에 창간한 월간 종합잡지이다. 천도교는 ‘후천 개벽 사상’에서 이름을 따 ‘개

벽사’를 창업하고 잡지 『개벽』을 창간하였다. 소월의 <진달래꽃>이 개벽에 실린 것은 전혀 우

연이라 할 수 없다.

2.2. 매문사본(賣文社本) ‘진달내꽃’

<진달내>을 『개벽』에 발표한 뒤로부터 3년이 지난 1925년 12월 26일 소월은 당시 경성

(京城: 지금의 서울)의 매문사(賣文社)에서 시집 『진달내꽃』을 발행한다. 시집에는 서문도 없

고 발문도 없다. 127편의 시가 16장(章)으로 나뉘어 234쪽에 실려 있다. 장의 제목은8) ‘님에

게, 봄밤’ 등과 같다. 그에 포함된 시 중에서 하나를 골라 장의 제목으로 삼았다.

   8) 제목의 한자는 한글로 바꾸고 괄호 속에 한자를 보이었다. 띄어쓰기는 ‘한글맞춤법통일안’을 따

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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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한성도서 A1본

1925년의 초판본은 한성도서주식회사 총판매소본(때로 이를 

‘한성도서 총판본, 한성도서본’ 등과 같이 줄여 부르기로 한다)과 

중앙서림 총판매소본(때로 이를 ‘중앙서림본’ 등과 같이 줄여 부르

기로 한다)의 두 가지가 있다. 중앙서림 총판본에는 표지에 그림이 

없으나, 한성도서주식회사 총판본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엄동

섭(2019)에 의하면 <도 1>은 배재학당역사박물관 소장본이다. 엄

동섭(2019)에서는 이를 ‘한성도서 A본’과 같이 부르고 있으나, 여

기서는 ‘한성도서 A1본(줄여 A1본)’이라 부르기로 한다.9) 

A1본의 표지 위쪽에는 진한 갈색 바탕에 흰 글씨로 ‘진달내꽃’이

란 제목이 적혀 있고, 그 아래에 ‘시집(詩集)’이란 글자가 한자로 

좀 떨어져 적혀 있다. 그 아래에는 울퉁불퉁한 바위그림이 있고 그 왼쪽에 진달래꽃이 피어 

있다. 바위그림의 오른쪽에 평평한 바닥이 이어지다가 아래로 굽이진 것이 다른 본과 차이지

는 점이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표지에 저자의 이름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 표지 아래에 

양쪽 끝이 둥근 굵은 선이 진하게 그어져 있는데, 그 속에 검은 글

씨로 ‘김소월 작(金素月作)’과 같은 글씨가 있으나 거의 보이지 않

는다.

2.4. 한성도서 A2본

한성도서주식회사 총판매본에는 한성도서주식회사 A1본 외에

도 화봉문고본이 있는데, 엄동섭(2019)에서는 이를 ‘한성도서 A본

(화성문고 소장본)’과 같은 것으로 본다. 우리는 이를 ‘한성도서 

A2본(줄여서 A2본)’이라 부르기로 한다.10) A2본도 A1본과 같이 앞

   9) 여기 보인 『진달래꽃』 초판의 영상은 2019년 6월 26일자 ‘한겨레신문’에서 가져온 것이다. 같은 

그림이 엄동섭(2019)에도 있으나, ‘한겨레신문’ 그림이 컬러이다. 

10) 등록문화재 제470-1호는 중앙서림본(우리가 C본이라 부른 것, 소유자 윤길수)이고, 배재학당 역

사박물관본이 제470-2호이고, 이기문 소유본이 제470-3호이고, 화봉문고본이 제470-4호로 되어 

있다(엄동섭 2019 참조). 이기문 소장본은 엄동섭(2019)에서 오영식 소장본과 같은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

<도 1> 한성도서 A1본

<도 2> 한성도서 A2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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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에 제목이 있고 그림이 그려져 있다. 바위그림이 있고 진달래가 있는 그림이다. 얼른 보

면 A1과 조금도 다름없는 듯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상당한 부분에 차이가 있다. 바위모습

에도 차이가 있고, 제목의 배경 무늬에도 차이가 있다. 바위그림의 오른쪽 땅바닥이 굽이진 

언덕이 없이 평평한 것이 A1과는 두드러진 차이이다. 오른쪽 끝에 낭떨어지가 있는 듯이도 

보인다.

특히 제목의 바탕무늬의 오른쪽 끝부분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바위의 모습도 오른쪽 

끝부분에 차이가 있다. A2본에도 표지쪽 밑에 굵은 선 같은 것이 있고, 그 속에 보일 듯 말 

듯 ‘김소월작(金素月作)’이라는 글씨가 있다. 시인의 이름을 지운 것 같은 굵은 선은 A2본에

서는 밑줄 왼쪽이 다소 위쪽으로 들려 있다. 시인의 이름을 갈색 바탕에 검은 선으로 쓰고 있

는데, ‘김소월(金素月)’이라는 이름을 되도록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 흔적으로 생각된다. A2본

의 내용이 A1본과 정말로 동일한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된다. 표지의 차이

가 그러한 검토의 필요성을 말해 준다. 

2.3. 한성도서 B본

엄동섭(2019)에서 ‘한성도서 B본’이라 부른 제3의 판본이다. 이

를 우리는 ‘한성도서 B본(줄여서 B본)’이라 부르기로 한다. 표지 

그림이 A1이나 A2본과 같이 바위그림과 진달래그림으로 되어 있

으나 좀 간소해진 것 같다. 쪽 전체가 선명한 느낌을 주는 것이 A1

이나 A2본과 다른 점이다, 바위그림이 조금 작아진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바위그림의 오른쪽 땅바닥이 평평한 것이 A2와 같으

나, 그 오른쪽 밑에 다시 희미한 그늘이 있는 것이 A2와 다른 점이

다.

제목의 선이 조금 아래로 쳐져 있고, 시인 이름이 있는 아래쪽의 

굵은 갈색선도 아래쪽으로 밀려 있다. 아랫선이 면 바닥에 닿을 듯

하다. 

제3의 판본(=B본)은 이기문 소장본과 같은 것으로, 엄동섭(2019)은 오영식 소장본을 가지

고 검토하였다고 한다. ‘한성도서 B본’이 한성도서 A본이나 중앙서림본(우리는 이를 C본으

로 불러 구별하였다)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엄동섭(2019)에 자세히 다루어져 있다.

<도 3> 한성도서 B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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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중앙서림본(=C본)  

한성도서 A1, A2, 및 B본 외에도 ‘중앙서림본(윤길수 소장본)’이 

있다.11) 여기서는 이것을 편의상 C본으로 부르기로 한다. C본은 초

간본 가운데서는 표기법이 상당히 정제된 모습을 보인다. 책의 표

지는 <도 4>에 영인하여 보인 바와 같이(엄동섭 2019 참조), 진달

래그림이나 바위그림과 같은 것이 없다. 첫줄에 가로로 ‘김소월시

집’이란 활자체 글씨가 우좌향으로 쓰이고, 그 아래에 ‘진달내’이

란 책제목이 검게 적혀 있다. 책제목 밑에는 검은 줄이 쳐져 있다. 

그 아래에는 1925년이란 출판 연도가 적히고 숫자의 중간을 타서 

전각 크기의 검은 줄이 양쪽으로 그어져 있다. 제목의 표기로만 보

면, C본이 가장 이른 시기에 나온 것처럼 보인다. A1, A2, B본의 

‘진달내꽃’과 달리 ‘꽃’이 ‘’으로 적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용

의 언어로 보면, C본이 가장 늦다. 

C본이 등록재산 제470-1호로 되어 있으나, 한성도서본의 오자들이 수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C본이 초판본으로는 가장 나중에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표지를 보더라도 처음으로 

세상에 나온 시집으로는 정성이 터무니없이 모자란 것으로 보이고, 첫 시집을 낸다는 설렘 

같은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표지 상태를 보면 쫓기듯 서둘러 시집을 낸 듯한 느낌을 준

다. A1본이나 A2본에 있는 바위그림이나 진달래꽃 그림이 당시인들에게 상당한 자극이 되

어, 당국은 그것을 제거하도록 한 것은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다.  

2.5. 한성도서 제4 판본

2.5.1. 한성도서 제4 판본의 존재

여기에 필자가 소개하려는 것은 ‘한성도서주식회사 총판매소’의 제4 판본이라 할 수 있는 

시집 『진달래꽃』이다.12) 이를 ‘한성도서 Y본(줄여서 Y본)’이라 부르기로 한다. Y본의 앞표지

와 그 앞 시집의 뒷표지 모양은 <도 6>에 보인 것과 같다. 

제목의 표기만 보면 이 시집이 가장 늦게 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표지는 

11) 엄동섭(2012)에 의하면 이에는 최철환 소장본도 있다고 한다.

12) 이 복사본은 필자가 10여 년 전에 우연히 어디서 “진달래꽃” 부분만 복사한 것이거나 다른 사람

에게서 받은 것인데, 그 출처를 잊어버린 것이 안타깝다. 당시에는 인쇄 상태만이 관심사항이었

다.

<도 4> 중앙서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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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덧붙여 끼어 넣은 것이 분명하다. 목차에 표시된 제목은 옛날의 표기법인 ‘진달내’

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위의 <도 7>에 보인 ‘Y본’의 목차 첫 쪽에서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표지는 위의 <도 5>에 보인 것과 같이 단행본의 표지처럼 모양을 낸 것이 아니다. 그냥 백

색 면지로 되어 있다. 제목은 종래의 A1, A2, B본이나 C본의 ‘진달내’과 달리, 좌우향의 맞

춤법에 따른 활자로 ‘진달래꽃’으로 표기되어 있다. 완전히 현대식 표기이다. 

2.5.2. Y본 시집의 저자 본명

Y본의 제목 아래에는 ‘김정식(金廷湜)’이라는 저자 이름이 역시 좌우향으로 오른쪽에 치우

쳐 조판되어 있다. 저자 이름이 ‘김정식(金廷湜)’으로 된 것이 특이하다. 이전의 한성도서 A1, 

A2, B본이나 C본에서 ‘김소월’을 부각시켰던 것과 비교하면 이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김소월’이란 필명이 아니라 ‘김정식’이란 본명을 적고 있는 것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내세워 

크게 부각시키기로 한다.

(3) ‘진달내’ 제4의 판본(한성도서 Y본)의 저자 이름

     ‘진달내’ 제4의 판본은 저자 이름을 ‘김정식(金廷湜)’으로 적고 있다.

저자 이름이 ‘김소월’이 아니라 ‘김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무심히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도 같다. 그러나 이를 달리 보면, 매우 중대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인은 본명으

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필명이 있는 경우 필명으로 알려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인은 필

<도 5> 한성도서 Y본의 앞표지 <도 6> 앞 시집의 뒷표지 <도 7> Y본의 목차 첫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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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 자신의 생명과 명예를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것은 김소월은 무엇 때문에 저자의 이름을 ‘김정식’으로 쓴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단 하나밖에는 없다. 김소월은 일경(日警)에 쫓겨 다니고, 일경은 눈에 불

을 켜고 김소월을 찾아다니고 핍박하고 협박하고 괴롭혔다는 것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

하기로 한다.

(4) 제4의 판본의 저자 이름이 ‘김정식’으로 된 이유

       김소월의 매문사 발행 제4의 판본에는 저자 이름이 ‘김정식(金廷湜)’으로 되어 있

다. 이는 일경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일경은 김소월을 끈질기게 추적하였

고, 제4판 편집자는 이를 피해 김소월의 본명을 쓴 것이다.

일경은 범인을 쫓듯이 ‘김소월’이란 이름을 찾아다녔다고 할 수 있다. 

2.5.3. 합본의 쪽수와 시집 고유의 쪽수

‘한성도서 Y본’ 표지의 좌상단에는 ‘-71-’이란 쪽번호가 새겨져 있다. 시집 표지에 쪽 번호

가 있다는 것은 독립된 시집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한성도서 Y본’이 다른 시집 

뒤에 덧붙여져 출판된 것임을 의미한다. <도 7>에 보인 Y본의 목차쪽을 보면, 상단 아래쪽에 

‘–1-’이란 쪽수가 보이고, 그 위에 다시 ‘-73-’이란 숫자가 보인다. ‘–1-’은 『진달내』 자체의 쪽

수이고, ‘-73-’은 그 앞의 시집에서 이어지는 전체 쪽수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

다. 자체 쪽수는 시집 『진달래꽃』이 영인된 것임을 의미한다.   

(5) 초판 시집 『진달래꽃』의 제4의 판본(‘한성도서 Y본’)

       초판 시집 『진달래꽃』의 제4의 판본은, 1925년 출판된 것을 영인하여 다른 시집과

의 합본으로 발행한 것이다.  

필자가 과문하여 소월시집 『진달내』이 다른 시집에 곁달려 간행된 본이 있다는 것을 들

은 일이 없다. 우선은 이 사실을 (5)와 같이 매우 특기할 만한 사실로 널리 알리고자 한다. 그

렇다면 이 Y본은 누구의 시집과 합본된 것인가? 

2.5.4. 윤곤강의 『동물시집』과 김소월의 『진달래꽃』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한성도서 Y본’ 앞쪽 <도 6>의 네모 글상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Y본 표지 오른쪽에 보인 것은 앞에 있는 시집의 뒷표지이다. 네모 글상자 속에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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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著者)의 기간시집(旣刊詩集)”이란 이름으로 책 광고가 나와 있

는데, 그 광고된 시집이 『대지(大地)』와 『만가(輓歌)』이다. 그런

데 『대지(大地)』와 『만가(輓歌)』의 저자 시인은 윤곤강(尹崑崗)

이다. 

윤곤강은 1911년 충남 서산 출생으로 1928년 보성고등보통

학교를 졸업하였다. 1930년 일본으로 건너가 1933년 전수대학

(專修大學)을 졸업하고 귀국하여 카프에 가담하였다가 1939년

에는 『시학(詩學)』 동인으로 활동하였다. 1939년에 나온 것이 

『동물시집』이다. 『진달래꽃』의 한성도서 Y본은 윤곤강의 제3 시

집 『동물시집』에 합본되어 출판된 것이다. 『동물시집』에 대한 소

개가 여러 군데 있으나, 윤곤강의 제3 시집에 소월시집 『진달래

꽃』이 합본되어 있다는 소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도 8>에 보인 ‘한성도서 Y본’의 판권지에는 인쇄 날짜가 “14년 12월 23일”이고,  발행일이 

“14년 12월 26일”이다. “14년”에 연호가 빠져 있다. 엄동섭(2019)에 소개되어 있는 한성도서 

A1본과 한성도서 B본 및 C본에는 아래의 <도 9>에 보인 바와 같이 ‘14’라는 한자 숫자 위에 

“대정(大正)”이라는 연호가 있었다. 

‘한성도서 Y본’은 ‘14’라는 숫자 위에 있었던 “대정(大正)”이란 연호를 지운 것으로 여겨진

다. 한성도서 C본의 앞표지 하단에는 ‘-1925-’와 같은 발행연도가 인쇄되어 있었다. 서력기원

을 쓴 것은 항일정신의 발로일 것이다. Y본 판권지의 연호가 지워진 데에는 발행연도가 달라

진 데도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쪽에 보인 한성도서 A1본, B본 그리고 C본에는 

발행연도가 “대정(大正) 14년”(1925)으로 되어 있다.13) Y본에도 “대정(大正)”이란 연호가 있

13) 이는 엄동섭(2019)에서 가져온 것이다.

<도 8> Y본의 판권지

<도 9> A1본의 판권지          B본의 판권지                     C본의 판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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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것이다. 발행월일이 12월 23일과 12월 26일로 똑같다. 합본 간행이 원본과 같은 달, 같

은 날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성도서 Y본’과의 합본이 “대정(大正) 14(1925)년”이 아닌 

“소화(昭和) 14(1939)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정 14년’과 ‘소화 14년’의 숫자가 

동일하고 위에 있는 연호만 다르므로, “대정(大正)”이란 연호만을 지운 것이다.

윤곤강의 『동물시집』이 나온 해가 1939년이고, ‘14년’을 ‘소화(昭和) 14년(1939)’으로 보았

을 때, ‘한성도서 Y본’과의 합본은 1939년에 나왔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런데, 김소

월은 1902년 9월 7일에 나서 1934년 12월 23일에 타계한 사람이다. 그가 1939년 12월에 다시 

시집 『진달내』을 발행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한성도서 C’본은 그 이전에 만

들어진 매문사 인쇄본을 윤곤강 시집과 합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쪽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도 그러한 사정을 말해 준다. 이전의 이미 만들어진 ‘한성도서 Y본’을 복사하고, 각 면

에다 합본의 쪽수를 덧붙인 것이다.

(6) 합본의 출판 연도

       시집 『진달내꽃』 Y본은, 이미 1925년 즈음에 나온 『진달래꽃』을 복사하여, 1939년 

윤곤강의 시집 『동물시집』 뒤에 합본하여 발행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누가 한 것일까? 윤곤강이 한 것일까? 그는 당시에 『시학(詩學)』 동인

지를 주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윤곤강은 소월과의 개인적인 인연이 별로 없다. 개인적인 인연

이 가장 많았던 인물은 김억(金億)이다. 그는 1939년에 『소월시초(素月詩抄)』를 내었다. Y본

의 출판연도도 1939년이다. 묘한 일치가 아니겠는가? 김억(金億)은 『소월시초(素月詩抄)』를 

내면서 소월의 시 전부를 일반에 모두 보여 주려 한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

2.5.5. 김소월은 시집 『진달내꽃』의 ‘저자 겸 발행자’이다

판권지를 보면, Y본은 전체적으로 B본과 흡사하나, A1본과 흡사한 면도 있다. 시집 제목

을 적은 네모상자가 B본이나 C본보다 위로 올라간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 A1과 다른 

점인데, 이런 점에서 Y본은 오히려 B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A1본에서는 “총판

매소(總販賣所)”의 “총(總)”자가 수평선에서 보아 네모상자 쪽으로 극미하게 올라와 있으나, 

B본에서는 다소 아래쪽으로 쳐져 있다. 이 점은 Y본이 A1보다는 B본에 가깝다는 것을 말해 

준다. 반면, “한성도서주식회사(漢城圖書株式會社)”의 한자 조판 줄이 “진체(振替)” 번호 줄

과의 간격을 보면 B본이 A1본보다 가까운데, 이 점에서는 Y본이 B본보다는 A1본에 가깝다. 

판권지의 인쇄 상태를 보아도, Y본은 A1보다는 B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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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B본과 같은 것은 아니다. Y본 판권지의 “한성도서주식회사(漢城圖書株式會社)”의 “사

(社)”자가 어떠한 본과도 같지 않기 때문이다. “사(社)”의 ‘보일 시(示)’변의 왼쪽 삐침이 약간 

밖으로 튀어 나와 있다. 이는 Y본의 특이성과 독립성을 말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7) ‘한성도서 Y본’의 특이성

       판권지에서 보면 Y본은 B본과 흡사하지만, B본과 아주 같은 것은 아니다. 이는 Y

본의 독자성을 말해 준다. 

판권지에서 특히 주목되는 사실의 하나는 어느 본이든 “저자 겸 발행자(著者兼發行者)”가 

‘김정식(金廷湜)’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김정식(金廷湜)’은 ‘김소월’의 본명이다. 발행소는 

‘매문사(賣文社)’이다. 

흔히 ‘저자’는 원고를 제출하고, 발행은 출판사가 하는 것이다. 발행을 ‘저자’가 하였다는 

것은 시집 『진달래꽃』을 아무도 출판 ·발행해 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김소월이 

당시 감시 대상 인물로 요사찰 인물이었음을 말해 준다. 시집 『진달내꽃』은 김소월을 발행인

으로 하여 자비 출판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사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8) 시집 『진달내꽃』의 발행인은 김소월이었다.

       시집 『진달내꽃』의 판권지에 ‘김정식’이 ‘저자 겸 발행자’로 되어 있다. 이는 김소월

이 당시 시집을 내어 줄 마땅한 발행자를 찾을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진달내꽃』

은 자비 출판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시집 『진달래꽃』의 ‘한성도서 Y본’이 윤곤강의 『동물시집』과 합본으로 출간된 것도 일경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Y본의 저자 이름을 ‘김정식(金廷湜)’으로 표기한 

것에서 알 수 있다.  

(9) 시집 『진달래꽃』이 윤곤강의 『동물시집』에 합본된 이유

       김소월의 시집 『진달래꽃』이 윤곤강의 『동물시집』과 합본된 이유는 일경의 추적과 

핍박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한성도서주식회사 총판본과 우리의 Y본이 가지는 인쇄상의 특징 몇 가지를 보기로 하자. 

엄동섭(2019: 116)에서는 시집 『진달래꽃』의 ‘한성도서’ A1본[엄동섭(2019)의 한성도서 A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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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본(한성도서 제3의 판본), C본(중앙서림본)의 인쇄상의 차이를 34개항에 걸쳐 비교하고 있

다. 우리의 Y본이 다른 본과 가지는 몇 가지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10)

 ＼ (i) 쪽수 (ii) 시제목 (iii) 위치 (iv) A1본  (v) B본 (vi) C본 Y본

가 목차6 우2 오시의눈 오시의눈 오시는눈 오시의눈

나 본문3 먼 후일 좌2 안이닛고 아니닛고 안이닛고 아니닛고

다 본문58 후살이 우4 제이 제이 이제 제이

라 본문66  애모 우1 화▒한 화▒한 환연한 화 한

마 본문73 분 얼골 좌1 소래도업시 소리도업시 소래도업시 소리도업시

바 본문84 반달 좌1 ▒지듯한다。 ▒지듯한다。 지듯한다。 지듯한다¸

사 본문151 합장 우2 라들이 라들이 들이라 라들이

아 본문180 가는길 좌2 ▒山에는 ▒山에는 西山에는 西山에는

자 본문225 금잔듸 우5 무덤에 무덤엣 무덤에 무덤엣

(10가i)에서는 (vi)의 ‘오시는눈’이 가장 바른 것으로 그 전의 본들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Y본은 중앙서림본 즉 C본보다 이전의 상태를 반영한다. (10나)에서는 Y본의 ‘아니닛고’가 B

본과 동일하고, A1본, C본과 다르다. (10다)에서는 ‘이제’가 옳은 것인데, 나머지 본은 다 ‘제

이’로 되어 있다. Y본은 역시 B본보다 이전에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10라)에서는 (vi)의 ‘환

연한’이 맞는 것인데 A1본이나 B본에서는 둘째 글자가 보이지 않는 상태이고,14) Y본에서는 

‘연’자가 엎어져 있다. Y본이 A1, B본과도 다르고, C본과도 다름을 말해 준다. (10마)에서 보

면, Y본은 B본과 같다. (10바)에서 Y본은 C본과 같으나, 마침표에 차이가 있다. (10사)에서 Y

본은 A1, B본과 같고, 중앙서림과는 차이가 있다. (10아)에서 Y본은 분명히 ‘西’자를 가지는 

것이 C본과 같고 나머지와 다르다. (10자)에서 Y본은 B본과 같다.

일부분만을 보인 것이지만 Y본은 전체적으로 B본과 매우 흡사하나, A1과 비슷한 부분도 

있고, C본과 비슷한 부분도 있다. 이를 보면 Y본은 독자적인 본임이 분명하다. 이를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11) Y본의 독자적인 가치

       Y본은 전체적으로 B본과 흡사하나, A1이 비슷하기도 하고, C본과 비슷한 면을 가

14) 이는 엄동섭(2019)의 조사를 기초로 한 것이다. 필자가 직접 확인한 것은 Y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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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이는 Y본이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임을 의미한다. 

2.5.6. 한성도서 Y본의 <진달내>

한성도서 Y본의 『진달래꽃』에 와서 시 <진달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달래꽃>과 매우 

근접한 것이 된다. 띄어쓰기와 한자와 몇 가지 표기법은 개벽본의 모습이 남아 있으나 그래

도 현대적인 모습을 띤다. 아래 (12)에 Y본의 영인을 보이고, 그것을 가로쓰기로 바꾼 것을 

(13)에 보이기로 한다. 

(12) ‘한성도서 Y본’ <진달내>의 영인15)

      

(13) 진달내 (‘한성도서 Y본’)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에는  

      말업시 고히 보내드리우리다

      寧邊에藥山

      진달내
      아름다 가실길에 리우리다

      가시는거름겨름

      노힌그츨

      삽분히즈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15) 이는 제4연이 다른 쪽에 있는 것을 중간의 공백을 없애고 계속되도록 한 것이다. 두 쪽 중간에 

검은 선이 생기는 것을 없애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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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실에는  

      죽어도아니 눈물흘니우리다

개벽본과 비교하면, 많은 부분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16) 이와 같은 수정은 운율과 의미

의 중복을 피하려는 김소월의 정신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시의 완성도를 높이고 음악

적인 운율을 얻으려는 노력이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17)

<진달내> 중 다소 문법에 어긋난 것으로 보이는 표현은 “영변에 약산”이란 구절이다. 지

금도 “영변에 약산”으로 남아 있다. 개벽본에는 “영변엔 약산”과 같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영변엔 약산”이라고 하면, 문법적으로는 결함이 없는 듯하나, 다른 곳을 배제하는 느낌을 주

고, 시의 리듬이 산문적이 된다. “영변에 있는 약산”이라고 하여도 산문적인 느낌을 준다. ‘영

변에 약산’을 ‘영변엔 약산’이나 ‘영변에 있는 약산’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영변에’란 성분을 제자리 주제처럼 보는 것이다. ‘영변에
i
 [e

i
] 약산’과 같은 구조

가 그것이다. 이 의미 관련은 ‘영변에 그것의 약산’과 같은 의미 구조이다. 이에서 ‘그것의’가 

생략되어 ‘영변’과 ‘약산’이 장소와 그 속의 대상이라는 의미를 형성하게 된다.

3. <진달래꽃>이 말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3.1. <진달래꽃>의 주제 

<진달래꽃>을 서정시로만 보아 온 것이 그동안의 주제론이다. ‘이별의 정한’을 나타낸다는 

것이 논의의 주류이다. 진달래꽃을 뿌리는 것을 축복의 의미로 본 서정주(1955)와 박목월

(1966)은 그 이른 시기의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별의 정한’이라는 주제를 확립한 것은 박두

진(1970)이라고 한다.18) 꽃을 뿌리는 것을 원망(怨望)의 다른 표현으로 해석한 오세영(1976)

은 반어법의 극치를 보인다. 김학동(2013)은 원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19)

16) 매문사본과 개벽본의 차이에 대해서는 Fremery(2004)에서 비교적 자세히 지적되고 있다. 임홍

빈(2008)에서도 차이를 세밀히 지적한 바 있다.

17) 이에는 김억(金億)의 영향이나 수정도 있었을 것이다. 중앙 문단과의 연락은 김억이 맡았던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번역시 『잃어진 진주』의 서문 중에 <진달래꽃>이 실려 있다.

18) 윤효녕(2019) 참조.

19) 윤효녕(2019)은 <진달래꽃> 주제론을 네 가지 경향으로 나누어 자세히 논의하고 있다. 경향의 

세부에 대해서는 윤효녕(2019)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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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달래꽃>을 이별의 정한보다는 사랑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권영민(1998, 2009)

은 떠나가는 길 위에 뿌리는 한 아름의 진달래꽃은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나타내며, ‘두 팔을 

벌려 껴안는 동작’을 사랑의 육체적인 언어로 본다. ‘즈려밟고’를 ‘지레 밟고’로 해석하여 ‘남

이 밟고 가기 전에 먼저 밟고’라는 뜻으로 풀이한다. 권혁웅(2010)은 <진달래꽃>의 가정법을 

화자의 강렬한 사랑의 표출로 본다. 윤효녕(2019)도 이별보다는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진달래꽃>을 근대적인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랑을 노래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별의 정한’도 ‘사랑’에서 오는 것으로 보면, 그동안은 <진달래꽃>의 주제를 남녀 간의 애

정을 중심 제재로 보아 왔다고 할 수 있다. 오세영(2000)의 <진달래꽃>의 위상에 대한 논의

는 <진달래꽃>의 주제가 어떻게 파악되어 왔는가를 단적으로 말해 준다.

(14) 오세영(2000)에서 소월시의 위상 

        우리 시사에서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개성 있는 시,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가

장 세계성을 띤 시,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깊이를 지닌 시, […] 김소월을 건너뛰

어 한국의 시― 나아가 한국의 문학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학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이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한국적인 것’

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있다. 이를 도외시하고 <진달래꽃>의 주제를 

남녀 간의 사랑으로만 보려는 것은 한국적인 상황을 떠나는 것이다. 거기에 ‘꽃’이나 ‘발’에 

대한 정신심리학적 해석을 덧붙이는 것은 시인에 대한 모독에 가깝다. 그것에는 민족적인 비

극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달래꽃>이 ‘잃어버린 나라에 대한 처절한 슬픔’ 또는 ‘나라를 잃은 백성의 처절

한 슬픔’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15) <진달래꽃>의 주제

        <진달래꽃>은 ‘잃어버린 나라에 대한 처절한 슬픔’ 또는 ‘나라를 잃은 백성의 처

절한 슬픔’을 형상화한 것이다.

3.2. <진달내>의 주제에 대한 정황적 증거 

<진달내>의 주제를 (15)와 같다고 할 때 그 슬픔을 경험하는 백성의 하나가 시적 화자인 

‘나’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정황을 보기로 하자.

첫째, 시집 『진달래꽃』의 ‘한성도서’의 표지에는 ‘바위그림’과 ‘진달래꽃’ 그림이 있다.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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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울퉁불퉁하고, 진달래꽃은 환하게 피어 있다. 울퉁불퉁한 바위는 어느 것이나 한반도

를 형상화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바위가 꼭 토끼모양을 하고 있어야 한반도의 상징이 되

는 것은 아니다. 울퉁불퉁한 바위가 길쭉하게 있는 것은 다 한반도의 상징이 될 수 있다. ‘한

성도서본(=A, A2, B본)’의 표지에 그려진 바위그림이 바로 그렇다. 진달래꽃은 바로 그러한 

땅에서 나서 자라는 것이므로, 그것은 나라에 대한 상징이 될 수도 있고 백성의 상징이 될 수

도 있다. 소월시집 ‘중앙서림본(=C본)’에 바위그림과 진달래그림이 모두 없어진 것은 이러한 

상징 때문일 것이다.

둘째, ‘개벽’의 시 <진달내>의 제목에는 ‘(민요시)’라는 시 장르 표시가 있다. 이 장르 표

시는 출판을 담당한 혹은 출판과 관련이 있는 어떤 사람이 써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 ‘(민요

시)’라는 표시가 없을 경우 <진달내>은 단번에 ‘항일(抗日)’ 시로 인식될 염려가 있었다. 일

경이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을 <진달내>의 주제를 현대 한국의 비평가들만 알아보질 못한 

것이다.

셋째, 시집 『진달래꽃』의 판권지에는 위의 (3)에 보인 바와 같이 저자 이름을 ‘김정식(金廷

湜)’으로 적고 ‘김정식(김소월의 본명)’을 ‘저자 겸 발행자’로 하였다. 일경(日警)은 눈에 불을 

켜고 김소월을 추적하였고, 김소월은 그것을 피하여 시집 『진달래꽃』을 발행하였다. 어떤 출

판사가 소월의 시집을 발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다. ‘매문사’는 ‘발행소’

로 되어 있다. 그러나 ‘발행자’는 김정식이다. 소월시를 발행한다는 것은 당시 상당한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었을 것이다. 아주 미묘하게도, 김정식이 매문사에 와서 시집 『진달래꽃』을 발

행하였다고 해야 한다. 왜 이런 일을 한 것인가? 일경의 감시와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넷째, 시집 『진달래꽃』의 초판본에는 ‘한성도서주식회사’ 총판매소 A1본, A2본, B본이 있

고, ‘중앙서림’ 총판매소본(이를 여기서는 C본이라 하였다)이 있고, 또 우리의 Y본 등과 같은 

여러 본이 있다. 이들의 인쇄 상태나 표기 상태에는 작은 차이들이 있다. 이는 이 초판본들이 

한 출판사에서 안정되게 출판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김소월은 이리저리 쫓겨 다니면서 일

경의 눈을 피해 가면서 게릴라식으로 시집 『진달래꽃』을 발행하였음을 말해 준다.

다섯째, ‘한성도서 Y본’이 윤곤강의 『동물시집』 뒤에 합본되어 출판된 것도 <진달내>의 

주제를 암시한다. 시집 『진달래꽃』이 일제의 감시 대상으로 일반에 출판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Y본은 다른 시집이 출판될 때 그 뒤에 끼어 출판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진달래꽃> 

이 단순한 애정시가 아님을 말해 주는 정황적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시집 『진달래꽃』의 목차에서 처음에 나오는 장(章)이 ‘님에게’이고, <진달내>이

란 시는 이 ‘님에게’란 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주제 문제와 관련된다. <진달내>이 

님에게 바치는 것이었다면, 당연히 ‘님에게’란 장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적어도 이는 <진달내>이 남녀 간의 애정을 소재로 한 시가 아님을 말해 준다. <진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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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시는 13번째 장(章)인 ‘진달내’에 포함되어 있다. <진달내>은 13장의 제목으로 시집 

전체의 제목이 된 것이다. <진달내>에 그만큼 큰 비중을 두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일곱째, 소월의 숙모 계희영(1982)은 ‘독자를 위하여: 소월의 참삶을 떠올리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잃고 왜놈의 압제 밑에서 소월의 아버지는 희생

되었고 소월 자신도 나라 잃은 슬픔을 기록한 시편들 때문에 경찰에 호출되어 갖은 괴로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끝내는 글 쓰는 자유마저 박탈당하고 말았다.” 제7장 ‘버림받은 소월’에서는 

“일본 경찰은 심심하면 소월을 호출하여 심문하고 괴롭혔다.20) 당하는 본인이나 옆에서 보는 

사람이나 그 괴로움이란 참을 수 없었다.”에서 소월이 처한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여덟째, 소월은 1916년(14살)에 홍단실과 결혼하여 1934년(33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18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였으며, 6명의 자녀를 둔 애처가였다는 것이 계희영(1982)의 증언이

다. ‘오숙’이란 여인이 있었다는 설이 있으나, 터무니없다는 것이 계희영(1982: 198-190)의 반

론이다. 김영삼(1961: 132-135)에는 소월이 결혼 전에 사귀었다는 ‘오순’이란 소녀 이야기가 

있다. 오순은 소월이 홍단실과 결혼하는 것을 계기로 헤어졌다고 한다. 오순도 다른 남자와 

결혼하였으나 남편의 성격이 포악하여 폭행을 당하기도 하여 병사하였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뒤에 지은 시가 <초혼>이라는 것이다. 김영삼(1961: 134)에는 <진달래꽃>의 ‘영변의 약

산’이 처음에는 “남산의 진달래봉”이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영변에 약산’이 “남산의 진

달래봉”으로 되어 있었던 적은 없다. 계희영은 소월에게 부인 외의 다른 여인은 없었음을 주

장하고 있다. 계희영의 말을 받아들이면, 소월의 일생을 지배한 여인상이 ‘오순’이었다고 보

기 어렵다.

이러한 정황들이 많든 적든, 혹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소월시 전반, 혹은 시 <진달내>

에 영향을 미치고 그 흔적을 남겼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황적 증거가 곧 시의 주제를 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주변에서 시의 주제를 찾는 것을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

다. 주제의 구체적인 양상은 내적 분석을 필요로 한다.

3.3. 시 <진달내>에 대한 내적 분석 

그동안 시 <진달내>의 분석에서 수많은 비평가들이나 문학연구자들이 ‘잃어버린 나라’

를 떠올리지 못한 것은 <진달내>의 문맥이 미래 시제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월은 1922

20) 소월이 남산리에서 구성으로 갔으나 일본 순사의 감시는 여전하였다. 순사가 찾아와서, 왜 직업

이 없는가? 글을 쓰면 발표하라고 하고, 발표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여도, 글 쓴 작품들을 모조

리 가지고 가서 일일이 심문을 하였으며, ‘이렇게 합시다’ 하고는 글 쓴 것을 불에 던졌다고 한

다. 계희영(1982: 2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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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이 시를 썼고, 나라는 1910년에 빼앗겼다. 나라의 상실이 ‘나보기가 역겨워/가실 때에는’

과 같이 미래의 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장차 ‘잃어버릴 나라’를 대상으로 시를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해될 수 없었다. ‘이별의 정한’적 접근에서는 이별을 예비한다는 논리

로 이를 해석하였다. 그러나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한용운: <님의 침묵>)”이 가

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여 ‘처절하게 슬퍼한다는 것’은 거짓말

이다. 그것은 정신이상자의 짓이다. ‘이별의 정한’론은 그러한 맥락 속에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다. 큰 상처를 받거나 큰일을 당한 사람

은 그 일이 있기 전의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상실의 퇴행적 회귀 심리이다. <진달내>

에 표현된 미래는 나라를 잃기 전의 시간으로 되돌아가 그때를 경험하는 것이다. 과거로 돌

아가 나라가 백성을 떠날 때를 상정해 본 것이다.

(16) <진달내>의 시간적 딜레마

        <진달내>의 미래 시제는 나라를 잃기 전으로 되돌아가 미래를 보는 회귀의 심

리를 반영한 것이다.

나라는 왜 떠났는가? ‘나’ 보기가 역겨워 떠난 것이다. ‘나’는 왜 역겨운가? ‘나’는 못나고, 못 

배우고, 깨지 못하고, 어리석고 남보다 떨어지고, 구제할 수 없어 역겹다. ‘역겹다’는 것은 극

도의 혐오에서 생긴다. 못난 사람을 계속 대하고 있을 때에도 역겨움이 생기지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잘난 체하는 것에서도 역겨움이 생길 수 있다. 시적 화자는 나라가 떠나는 것은 

백성들이 극도로 혐오스럽기 때문이 아닌가 질문을 던져 보는 것이다.

(17) 제1연의 ‘나 보기가 역겨워/가실 때에는’21) 

        역겹다는 것은 극도의 혐오를 뜻하는 것으로, 백성들이 어리석고 못났기 때문에 

나라를 잃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한용운은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

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한용운: <님의 침묵>)’고 말한다. 

그러나 소월은 그를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겠다’고 한다. ‘말없이’는 체념인가? 그렇지 않다. 

21) 여기 제시하는 <진달내>은 김억(1939)의 『소월시초』와 1951년 숭문사 간행의 시집 『진달래

꽃』 등을 참고로 현대적인 표기로 바꾼 것이다. 완전히 현대적인 표기가 된 것은 중고등학교 교

과서에 실린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973년의 정음사에서 낸 『완본 소월시집』에도 ‘고이’가 

‘고히’로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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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울며불며 몸부림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의 슬픔은 ‘산산히 부서진 이름이여/부르다

가 내가 죽을 이름이어/설음에 겹도록 부르노라(김소월: <초혼>)’에 표현된 것과 같은 엄청

난 슬픔이다. 그것은 망국의 슬픔이다. 그러나 울면서 발버둥치면, 나라는 아주 떠나는 것이

다.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이다. 떠나는 나라를 왜 ‘고이’ 보내는 것인가? 그는 이루 말할 수 없

이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보내드리오리다’는 하오체의 어미이다. 하오체는 친근한 대상

에 대하여 쓴다. 나라는 늘 같이 있는 대상이다.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한용운: <님의 침묵>)’

는 하소서체이고, 완결된 상태를 드러낸다. 소월은 그를 ‘님’이라 부르지 않는다. ‘님’은 먼 존

재일 수도 있다.

(18) 제1연의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말없이’는 울거나 발버둥치지 않겠다는 뜻이다. 울부짖거나 발버둥치면 그를 영

원히 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월은 떠나는 그가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고

이’ 보내려고 하는 것이다.

제2연의 ‘영변(寧邊)에 약산’은 ‘영변’에 있는 ‘약산(藥山)’을 가리킨다. 그동안 이 부분에 대

해서는 전혀 돌보지 않았다. ‘남산리’에도 진달래꽃은 있는데 왜 굳이 ‘약산’까지 갔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 고작이다. 길거리에도 진달래꽃은 있고, 도랑에도 진달래꽃은 있다. 그러

나 높은 곳의 아직도 때묻지 않은 진달래꽃이 있다. 그것은 순수한 민족혼을 상징한다.

계희영(1982)은 ‘향산’의 개나리가 더 예뻤다고 한다. ‘약산’은 더 멀리 있는 산이다. 그만큼 

그것은 백두산에 가깝다. ‘약산’은 민족의 정기가 어린 산이다. 꼭 백두산이라고 하지 않아도, 

그것이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백두산의 정기이다. 민족의식이다. 소월은 ‘약산’에 핀 진달래

꽃을 한 아름 따다가 그가 가는 길에 뿌리려고 한다. ‘한 아름’이란 양은 아직도 민족의 정기

를 지닌 백성들이 많이 있음을 뜻한다.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를 ‘산화공덕(散花功

德)’이나 축복의 꽃과 같이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망국의 나라를 축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꽃을 뿌리는 것이다. 진달래

꽃은 백성들을 상징하고 그들의 눈물을 상징하는 꽃이다.

(19) 제2연의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영변의 약산’은 민족의 정기가 어린 산을 뜻하고, ‘아름 따다’의 한 아름은 민족의 

정기를 가진 백성들이 아직 많음을 뜻한다. 꽃을 뿌리는 것은 그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진달래꽃은 백성들을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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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변의 약산’이란 구절은 <진달래꽃>을 남녀의 사랑시 혹은 ‘이별의 정한’을 주제로 하는 

시로 해석하지 않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영변’은 소월의 고향이 아니다. 그곳은 옛날 

관찰사가 있던 영변부(寧邊府)로 사방이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인 철옹성이다. 소월은 할아버

지 심부름으로 영변에 몇 번 갔을 뿐이다. 사랑시라면, 정든 고향 ‘남산리’를 배경으로 이별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소월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영변’에서 진달래꽃을 

따오는 것으로 하였다. 진달래꽃이 예쁘기로 치면 ‘향산’의 꽃이 더 예뻤다. 그러나 소월은 

‘향산’을 선택하지 않았다. ‘영변’을 택하였다. ‘영변’은 민족의 역사가 서려 있는 곳이다. 약산

(藥山)은 영변을 대표하는 산이다. 약초가 난다고도 하고 약수가 난다고도 한다. 어느 것이나 

병소를 치료하는 효험이 있다. 그것으로 소월은 민족의 아픔을 치료하려 하였던 것일까?

제3연의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에서는 떠나는 존재가 인격적인 존재로 움직임의 

대상이 된다. 제1연에도 ‘가실 때에는’과 같은 표현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인격적인 존

재인지 의심스럽다. 부처님에게도 주체 존대를 쓸 수 있고, 나라에도 ‘-시-’를 쓸 수 있다. 제3

연에서는 그가 사람처럼 움직인다. 걸음걸음 사람처럼 움직이면, 사정을 해 볼 수도 있고 호

소를 해 볼 수도 있다. ‘돌아오라! 나를 버리지 말라!’ 외쳐 볼 수도 있다. ‘걸음걸음’은 모든 발

걸음을 뜻한다. 모든 발걸음마다 백성들의 호소가 있고, 아픔이 있다. 그것을 한 걸음 한 걸

음 밟으면서 가라고 한다. 차마 그것을 어떻게 밟고 갈 수 있는가? ‘즈려밟고’는 발의 앞부분

으로 조금 밟는 것을 뜻한다. 꽃을 힘주어 뭉개 버리면 남는 것이 없다. 민족의 정기는 다 사

라지고 말 것이다. 조금만 밟아도 백성은 아프고 망국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사뿐히’

는 가벼운 발걸음을 뜻한다. 가볍게 가면 가볍게 올 수 있다.

(20) 제3연의 ‘가시는 걸음걸음/놓인 그 꽃을/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제3연의 ‘걸음걸음’은 인격체와 같은 움직임이다. 사람처럼 움직이면, 사정을 해 

볼 수도 있다. 그의 걸음걸음 모두에 백성들의 호소와 울부짖음이 있다. 가볍게 

조금 밟고 가라는 것은 가볍게 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제4연에서는 제1연의 첫 두 행이 되풀이된다. 수미상관법(首尾相關法)이다. 수미상관법은 

시를 완성시키고 시를 한 울타리 속에 가둔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시는 것’은 이 울타리 속

에서 영원히 되풀이된다. 그는 이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다. 한용운은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말로 하였지만, 소월은 수미상관법으로 형상화한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에서 ‘죽어도’는 ‘절대로, 결코’의 뜻인데 그보다는 더 강한 

부정을 뜻한다. 흔히 이것을 ‘인내의 한계’를 뜻한다고 하나, 참는다는 뜻보다는 강한 부정을 

뜻한다. ‘아니’가 ‘눈물’ 앞에 놓인 것은 ‘눈물’이 나오기 전에 먼저 그것을 부정하는 효과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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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눈물을 아니 흘리오리다’와 같이 말하면 ‘눈물’이 이미 언급되어 ‘눈물’이 앞서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는 것은 왜인가? ‘눈물’을 흘리면 정말이 되기 때문

이다. ‘나라가 떠난다는 것’이 정말이 된다. 눈물을 흘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나라는 

영영 사라진다. 그것은 나라를 영원히 잃는 것이다.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아야 한다.

한용운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고 하였지만, 소월은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

라시던 그러한 약속이 있었겠지요(김소월: <개여울>)’라고 희미한 약속을 믿어 본다. 그는 정

말 다시 올까? 소월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1934년 12월 24일 오전 8시에 32세의 나이로 세상

을 떠났다고 한다. 홍단실(소월 부인)의 3남 정호(正鎬)에 의하면 그는 23일 10시에 떠났다고 

한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뇌일혈로 죽었다고도 하는데, 그것은 그냥 하는 말이다. 11년만 

참아도 되었을 것을, 일경은 그를 참을 수 없이 괴롭혔다.22)

 

(22) 제4연 ‘나 보기가 역겨워/가실 때에는/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처음 2행은 수미상관으로 제1연의 2행을 되풀이한다. 시는 울타리 속에 갇히고 

그는 그 울타리 속을 떠날 수 없다. 시인은 나라를 영원히 잃지 않기 위해서 극한

의 슬픔을 참는 것이다. 

우리는 <진달내>의 주제를 ‘잃어버린 나라에 대한 처절한 슬픔’으로 상정하였다. 그러한 

논리로 <진달내>의 모든 행이 성공적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한국의 

위대한 비평가들은 <진달내>의 주제를 ‘이별의 정한’으로 보고, 정말로 아무런 이유도 없

이 이별하지도 않은 임에 대하여 극도의 한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고도 ‘한(恨)’이 바

로 한국인의 기본적인 정서라는 망령된 해석을 일삼았던 것이다.

4. 결론

김소월의 시 <진달내>은 1922년 잡지 『개벽』 25호에 실려 이 세상에 나왔다. 당시 사람

들은 이 시가 무엇을 말하는지 직관적으로 알았다. 김억은 더 잘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

도 말을 하지 않았다. 이 시에 ‘민요시’라는 장르 이름을 적은 것은 참주제를 숨기기 위한 위

장술이다. 1945년 나라를 되찾았다. 이번에는 <진달내>의 주제가 무엇인지 몰라서 아무도 

22) 홍용희(2019: 201)는 소월이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충동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 죽음을 사랑

한 것과 같이 보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무엇 때문에 죽음에 대한 글을 쓰고 죽음을 가까이 느꼈

는지에 생각이 미쳐야 한다. 소월은 그 이유를 말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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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가 ‘잃어버린 나라에 대한 처절한 슬픔’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말하지 못하였다. 단순히 

사랑을 노래한 시로 한국인의 기본적인 한의 정서를 표현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해석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은 <진달내>이 미래 시제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미래의 이별을 예비하면서 극도의 슬픔을 느낀다든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을 가

정하여 극도의 고통을 느낀다는 것과 같은 해석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참을 수 없는 해석이다. <진달내>의 시제가 미래로 되어 있는 것은, 큰 상처를 당한 사람의 

퇴행적 회귀의 심리를 반영한 것이다. 나라를 잃은 백성이 그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 미래의 

상실을 처절한 슬픔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그는 왜 떠나는가? 못난 백성에 대한 극도의 혐오 

때문에 떠난다. 왜 ‘말없이’ 보내는가? 울부짖음과 발버둥은 영원한 이별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왜 ‘고이’ 보내는가? 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존귀한 대상이기 때문이다. ‘영변의 약

산’은 민족의 영산 백두산의 정기를 받은 곳이다. 그곳의 ‘진달래꽃’은 백성을 상징한다. 그것

을 한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려는 것이다. 잊지 말라는 것이다. ‘걸음걸음’은 사람처럼 움

직임을 표상한다. 사람이라면 호소도 하고 사정도 해 볼 수 있다. 꽃을 사뿐히 조금 밟으라는 

것은 민족 정신의 싹을 완전히 밟아 버리지 말 것을 호소하는 것이다. 쉽게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다. 제4연의 수미상관법은 그가 가는 것이 완결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는 수미상관

의 울타리 속에 갇혀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진달내>의 주제를 나라를 상실한 백성의 처절

한 슬픔으로 보아, <진달내>은 성공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집 『진달래꽃』의 발행과 관련한 주변적인 정황도 위와 같은 주제를 뒷받침하기에 충분

하다. <진달내>의 제목에 ‘민요시’란 장르 이름이 적힌 것, 일경이 소월을 끊임없이 추적하

고 괴롭힌 것에 대한 계희영(1982)의 증언, 시집 『진달래꽃』의 제4의 판본이 윤곤강의 시집 

『동물시집』 뒤에 합본된 것, 초판본에 소월이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것, <진달내>이 시집 

『진달래꽃』의 목차에서 제1장 ‘님에게’ 장(章)에 있지 않은 것, 초창기 ‘한성도서주식회사’본의 

표지에 바위그림을 한반도의 상징으로 볼 수 있는 것 등이 정황적 증거로 나라를 상실한 백

성의 슬픔이란 주제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1925년 ‘매문사본’에 제4의 판본이 있음을 밝히게 되었다. 그동안은 ‘한성

도서주식회사’ 총판매소의 A1 및 B본(엄동섭의 제3의 판본) 및 중앙서림 총판매소본(우리는 

이를 C본이라 불렀다)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상태이다(엄동섭 2019 참조). 이들의 차이를 밝

히는 과정에서 우리는 ‘한성도서주식회사’ 총판매소의 Y본, 즉 제4의 판본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Y본은 윤곤강의 『동물시집』 뒤에 합본되어 출판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누

군가 일경의 추적을 피하여 한성도서의 『진달래꽃』을 1939년 다른 시집과 합본하여 발행한 

것이다. Y본의 인쇄 상태는 B본과 흡사하지만 어느 본과도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분

명히 초간 <진달내>의 제4의 판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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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성사의 수행자적 면모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명예교수  배광식

I. 서론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건국했던 신진 사대부들의 억불숭유(抑佛崇儒) 이념에 따라 차차로 

강화되던 억불정책은 세조 때에 약간 완화되었다가, 성종, 연산, 중종을 지나는 동안 극심한 

박해가 가해졌고 승과(僧科)1)마저도 폐지되었다. 그러나 명종 즉위 후, 문정왕후(文定王后)2)

가 보우(普雨)3) 스님을 영입하여, 봉은사(奉恩寺)와 봉선사(奉先寺)를 각각 선종(禪宗) 및 교

   1) 고려 광종(光宗) 9년(958) 이후에 생긴 승려를 대상으로 한 과거제로 조선 중엽까지 계속되었

다.

 선종(宣宗) 원년(1084) 이후로는 선종(禪宗)계통 승려에게도 3년마다 시행했다. 교종선(敎宗選)

은 개경 왕륜사(王輪寺)에서, 선종선(禪宗選)은 개경 광명사(廣明寺)에서 실시하였다. 양종은 대

선(大選) ·대덕(大德) ·대사(大師) ·중대사(重大師) ·삼중대사(三重大師)라는 법계(法階)를 공유하

였다. 그 상위 법계는 선종은 선사(禪師) ·대선사(大禪師), 교종은 수좌(首座) ·승통(僧統)으로 이

어지며, 이들 4종의 법계 중에서 왕의 정치 ·학문 ·인격도야를 위한 스승이며 최고의 고문인 왕

사(王師)와 국사(國師)가 될 수 있었다.  

   2) 문정왕후(文定王后 1501~1565); 조선 11대 중종의 제2계비로 명종의 어머니. 성은 윤(尹), 본관

은 파평(坡坪). 지임(之任)의 딸. 1517년(중종 12) 왕비가 되었다. 어린 명종이 즉위하자 8년 동

안 수렴청정을 하면서 윤임(尹任) 등을 죽이는, 이른바 을사사화를 일으켜 윤원형(尹元衡) 등 친

척 일파로 하여금 정권을 잡게 했다. 불교를 독실히 믿어 승려 보우(普雨)를 신임하였으며 불교

를 일으켰다.  

   3) 보우대사(普雨大師 1509~1565); 호는 허응(虛應) 또는 나암(懶庵), 보우는 법명. 15세에 출가, 

금강산일대의 장안사(長安寺) ·표훈사(表訓寺) 등지에서 수련, 6년 동안의 정진(精進) 끝에 마음

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법력(法力)을 얻었고, 그 밖에도 대장경을 모두 섭렵하는 한편 <주역> 

도 공부하였다. 문정대비(文定大妃)에게 발탁되어, 1548년(명종 3) 12월 봉은사(奉恩寺) 주지에 

취임하였다. 문정대비로 하여금 1550년 선교(禪敎) 양종을 다시 부활시키도록 하였다. 보우는 

“지금 내가 없으면 후세에 불법(佛法)이 영원히 끊어질 것이다,”라는 사명감과 신념을 가지고 

불법을 보호하고 종단을 소생시키는 일에 진력하였다. 그는 선교일체론 (禪敎一體論)을 주창하

여 불교관을 바로잡았고, 일정설(一正說)을 정리하여 불교와 유교의 융합을 강조하였다. 1565년 

4월 7일에 문정대비가 죽자, 제주도에 유배되었고, 제주목사 변협(邊協)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

였다. 저서로는 <허응당집(虛應堂集)> 3권과 <나암잡저(懶庵雜著)> 1권, <수월도량공화불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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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敎宗)의 수사찰(首寺刹)로 삼아 선교 양종(禪敎 兩宗)을 부활시켰다. 명종 5년(1550)에 승

과(僧科)도 다시 부활되었다.

사명(四溟) 스님은 18세(1561)에 봉은사에서 선과(禪科)에 합격하였고, 32세(1575)에 봉은

사 주지로 천거되기도 하였으나, 이를 사양하고 같은 해에 묘향산 보현사(普賢寺)에 주석하

던 서산대사 휴정(西山大師 休靜)의 문하에 들어가 법제자가 되어 3년여 모시고 수행하였다. 

그 후 운수행각 끝에 43세(1586)에 옥천산 상동암(上東庵)에서 오도(悟道)하였고, 퇴락한 오

대산 월정사를 중수4)하기도 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승병을 일으켜 평양성 탈환에 수훈을 세우는 등, 승병대장으로서 7

년 전쟁5)을 치르며, 가토오 기요마사6)의 진영으로 여러 번 들어가 회담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때 가토오가 조선의 보배가 무엇이냐고 묻자, 그대의 목이 조선의 보배라고 말해 그의 간

담을 서늘하게 만들기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일본에서는 설보(說寶; 보배를 말한) 화상이라

는 별칭을 얻기도 하였다. 종전(終戰) 6년 후 선조의 명으로 탐적사7)로 대마도를 거쳐 일본

에 건너가 도쿠가와 이에야스8) 및 차기실권자인 그의 셋째 아들 도쿠가와 히데타다(德川秀

환빈주몽중문답(水月道場空花佛事如幻賓主夢中問答)> 1권, <권념요록(勸念要錄)> 1권 등이 있

다.

   4) 1587년(44세)~1590(47세).

   5) 1592년(49세) 6월~1598년(55세) 11월.

   6) 가토오 기요마사(加藤淸正 1562~1611); 일본 아즈치 모모야마(安士桃山)시대의 무장(武將). 도

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와 동향 출신이며, 어릴 적부터 도요토미가 길러 온 가신(家臣)으로 

임진왜란(壬辰倭亂) ·정유재란(丁酉再亂) 때 선봉으로 종군했다. 1600년 기후현(岐阜縣)에서의 

세키가하라 전투 때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승리를 거두는 데 기여한 공으로 히고(肥

後) 영주가 되었다.

   7) 탐적사(探敵使); 임진왜란 종료 후 조선에서 일본에 파견된 사명대사가 이끈 사절단은 외형상 

공식적인 사절단이라기보다는 일본의 재침가능성 여부 등 정세를 탐정(探情)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였고, 따라서 탐적사(探敵使)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8)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1542~1616); 일본 에도(江戶)막부(幕府)의 초대 쇼군(將軍). 1562

년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와 연합하여 미카와(三河)를 평정(平定)하였고, 1570년 거처를 하마

마쓰(濱松)로 옮겨 노부나가를 도왔으며, 노부나가가 죽은 뒤,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를 

견제하고자 노부나가의 아들 노부카쓰(信雄)를 이용하여 군사를 일으키고 히데요시와 싸웠으

나, 노부카쓰와 히데요시가 강화(講和)하자 1586년 화합하게 되었다. 그뒤 히데요시의 천하통일

을 도왔으며, 에도를 거성(居城)으로 삼았다. 히데요시가 죽은 뒤인 1600년 세키가하라(關ケ原)

에서 이시다 미쓰나리(石田三成) 등을 파하여 대항세력을 일소하고, 1603년 세이이 다이쇼군

(征夷大將軍)이 되어 에도 막부를 열었다. 1605년 쇼군직을 히데타다(秀忠)에게 물려주고 1616

년 다이조다이진(太政大臣)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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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와 강화회담을 하였다. 이때 사명 성사는 일본으로부터 재침을 하지 않겠다는 약조, 조선

왕조의 능침을 훼손한 병사의 조선 이첩, 3,000여 명의 피로(被擄) 송환 등의 업적을 이루어

냈고, 이후 300여 년간 조일 교린(朝日交隣)의 길을 열었다. 

사명대사의 전투와 축성에서 보여 준 지도력, 서생포 왜성에서 가토오와 수차례 가진 담판 

및 일본탐적사에서 보여 준 외교적 능력 등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편이지만, 억불숭유의 

지난(至難)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명맥을 잇고 중흥시킨 수행자적인 면모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조명을 받지 못한 듯하다. 이에 수행과 전법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인 사명대사의 

수행자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한국불교선맥(韓國佛敎禪脈)에서의 역할과 위치 및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사명대사 탄생의 시대적 배경

가. 사명대사의 탄생 및 성장

사명대사 유정(四溟大師 惟政)의 속명은 응규(應奎)로 조선 중기인 1544년(중종 39년) 10

월 17일에 경상남도 밀양군 무안면 고라리(古羅里)에서 교생(校生)9)인 부친 풍천(豊川) 임

(任)씨 수성(守成)과 모친 달성서씨(達成徐氏) 사이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자는 이환(離

幻), 호는 사명당(四溟堂) 또는 송운(松雲), 별호는 종봉(鍾峯)이다. 

어머니 서씨가 꿈에 흰 구름을 타고 누런 두건을 쓴 금인(金人)10)의 손을 잡고, 만길이나 되

는 고대(高臺)에 올라 선노(仙老)에게 예경을 하는 꿈을 꾼 후, 사명대사가 탄생하였다 한다.

어려서 아이들과 냇가에서 놀 때도 모래로 탑을 쌓기를 좋아하고, 돌을 세워놓고 부처님이

라 하면서 그 앞에 꽃을 바치고 혹은 밤을 주워다가 공양을 올리기도 하였다. 고기 잡는 사람

이 그물로 자라를 잡은 것을 보고는 밤을 가져다가 자라와 바꿔 못에 방생을 하기도 하였다. 

7세에 할아버지 유학 종원(幼學 宗元)에게 「사략(史略)」11)을 배우고 정훈(庭訓)12)을 익히면

   9) 교생(校生); 조선시대 각 고을의 향교에 등록된 학생.

10) 불상(佛像) 또는 부처님.

11) 사략(史略); 중국 원(元)나라 증선지(曾先之)가 지은 역사책. 《고금역대십팔사략(古今歷代十八

史略)》의 약칭이다. 태고부터 송나라 말까지의 중국사를 일화를 곁들여 간략히 기술하였으며, 

아이들에게 초학의 학습서 구실을 하였다.

12) 정훈(庭訓); [공자(孔子)가 아들 이(鯉)가 뜰을 달려갈 때 불러 세우고 시(詩)와 예(禮)를 배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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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특히 ‘학문이 귀중한 것은 성현의 마음을 배우는 데 있다’라는 가르침에 따라 심성(心性)

에 관심을 두고 힘써 배웠다.

13세에 황악산의 유촌 황여헌(柳寸 黃汝獻)13)에게 맹자를 배우다가 어느 날 책을 덮고 “세

속학문은 비루(鄙陋)해서 세상의 인연(因緣)에 얽매였다. 그러니 조금도 빈틈이 없는 학문을 

배우는 것만 하랴.”하고 황악산(黃嶽山) 직지사의 신묵대사(信黙大師)를 찾아가 전등록을 읽

고 선의 이치를 깨달았다.

15세(1558년, 명종 13)에 어머니가 별세하고, 16세에 아버지가 별세하자 17세14)에 어머니

의 대상(大祥)과 아버지의 소상(小祥)을 동시에 탈상한 뒤 직지사(直指寺)로 출가해 신묵(信

默)화상의 제자가 되었다.15)16)17)18)

나. 조선 중기 사회상

사명대사가 탄생한 시기는 훈구파19)와 사림파20)의 대립으로 연산군 재위시의 무오사화, 갑

자사화와 중종 재위시의 기묘사화가 일어난 이후로, 많은 선비들이 유배되거나 죽임을 당하

한다고 가르친 고사에서] 가정의 교훈

13) 황여헌(黃汝獻) [1486(성종 17)~?]; 조선의 문신. 자는 헌지(獻之), 호는 유촌(柳村). 영의정 희

(喜)의 현손, 이조좌랑을 역임하고, 이조참의와 울산군수를 지냈다. 문장과 글씨로 소세양(蘇世

讓) ·정사룡(鄭士龍)과 함께 당대에 이름이 있었고, 저서로 《유촌집》이 있다.

14) 유정(惟政)의 출가(出家)시기에 대하여는 13세 · 15세 · 16세 · 17세 출가설 등 異見이 많으나, 여기

서는 조영록, 「진리의 길 구국의 생애 사명당평전」, 도서출판 한길사, 2009, pp.67-69, p.688에 

의거하여 17세 출가설을 따르기로 하며, 직지사와 인연을 맺고 왕래를 시작한 것은 13세경일 수 

있다. 

15) 조영록, 「진리의 길 구국의 생애 사명당평전」, 도서출판 한길사, 2009, pp.46-49, p.687.

16) 무이 거부(無二 巨芙) 역주, 「사명대사어록(四溟大師語錄)」, 운주사, 2005, pp.341-343, pp.365-

366.

17) 사명당기념사업회 엮음, 「사명당 유정」, 지식산업사, 2000, p.25.

18) 월암(月庵) 스님, 「지리산 벽송사(智異山 碧松寺)」, 대한불교조계종 지리산 벽송사, 2005, p.48.

19) 훈구파(勳舊派); 조선 초기 세조의 집권을 도와 공신이 되면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 이후 형성

된 집권 정치세력. 정치적으로 사림파와 대립하였다. 

20) 사림파(士林派); 지방에 근거지를 가지고 있는 중소지주 출신의 지식인으로, 중앙의 정계에 진

출하기보다는 지방에서 유향소(留鄕所)를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해 오던 세력으로, 성종 초에 김

종직 등 영남출신 사류(士類)를 등용하면서 중앙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기존 훈구

세력의 정치질서를 비판하고 이상적 ·도학적인 유교정치를 실현해 보려고 힘썼다. 그러나 훈구

파와 대립하게 되어 몇 차례의 사화(士禍) 속에서 많은 희생을 치렀으며, 사화 이후에는 모든 것

을 버리고 향리로 돌아가 사학(私學)을 통해 유학의 진흥에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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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은거를 하던 때였으며, 탄생 이듬해에는 인종이 즉위 8개월 만에 죽고 명종이 즉위하자, 

인종의 외삼촌 윤임(尹任)을 중심으로 하는 대윤(大尹)과 문정왕후 소생인 명종의 외삼촌 윤

원형(尹元衡)을 중심으로 한 소윤(小尹)의 다툼으로, 윤원형이 을사사화(乙巳士禍)를 일으켜 

윤임일파를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명종의 모후인 문정왕후는 8년간 수렴청정을 하였

으며, 불교에 우호적이었다. 명종의 재위기간에는 을사사화 외에 임꺽정 일당의 창궐, 을묘왜

변(乙卯倭變)과 여진족의 침입으로 나라 안팎이 어수선하였다.

2. 사명대사의 수행자적인 면모

가. 승려생활

17세에 신묵화상에게 득도한 이후, 18세(1561)에 승과(僧科)에 응시하여 봉은사에서 선과

(禪科)에 합격하였고, 이때는 연산군 및 중종 때 폐지되었던 선과가 부활한지 10년 정도 지난 

후였다. 선과의 과목은 <전등록(傳燈錄)>21)과 <선문염송(禪門拈頌)>22)이 중심과목이고 이에 

교학과목이 부가되었으며, 선발인원은 선과 30명, 교과(敎科) 30명이었다. 

선과 합격 이후 19세 무렵 일시 금강산 건봉사 낙서암에 머물기도 하였으나, 18세에서 30

세 무렵까지 10여 년 동안 청년시절을 주로 봉은사에서 생활하였다. <석장비문>23)에는 선과 

21) 전등록(傳燈錄); 원래 이름은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동오(東吳) 출신으로 천태덕소(天台德

韶)의 법을 이은 도원(道原)이 편작하여 남송[(南宋); 연호 경덕] 원년에 황제인 진종에게 바쳤

다. 과거 7불과 천축의 28조, 진단(震旦)의 초조 보리달마와 그 후대로 이어지는 인도와 중국의 

두 나라, 우리나라의 중국 유학승 등 선문의 선장(禪匠)들을 전등상승(傳燈相承)의 차례에 따라 

열거한 선종의 인물사다. 각 조사와 선사의 성, 속가의 가계, 출생지, 수행 경력, 주석한 곳, 입적

한 연대, 세수, 시호 등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22) 선문염송(禪門拈頌); 고려 중기인 1226년(고종 13)에 승려 혜심(慧諶)이 편찬한 선문공안집(禪

門公案集). 선림(禪林)의 고화(古話) 1125칙(則)과 여러 선사들의 염 ·송 ·법어 등을 모아 수록한 

것으로, 선문의 오종론도(悟宗論道)에 대한 자료로 삼은 것이라 한다. 1244년 개판(改版) 때 347

칙 추가. 한국 선문의 필수적인 기본학습서. 

23) 석장비문(石藏碑文); ‘유명조선국자통홍제존자사명송운대사석장비명 병서(有明朝鮮國慈通弘濟

尊者四溟松雲大師石藏碑銘 幷序)’의 약칭. 1612년(광해군 4)에 사명대사의 일대기를 허균이 기

록한 비석. 해인사 내의 홍제암 북동쪽 약 20m 지점 산기슭에 위치. 현재 전하는 사명대사비 가

운데 가장 먼저 세워졌으며, 빼어난 문장에 대사의 행적이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어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 1943년에 비문 내용이 민족혼을 일깨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일본인 경찰서장이 

네 조각으로 깨뜨린 것을 1958년 다시 붙여 세웠다. 홍제암은 임진왜란 때 승병장으로 큰 공을 

세운 사명대사(유정)가 수도하다가 열반에 든 곳으로, 암자이름은 대사가 열반에 든 다음 광해

군이 내린 <자통홍제존자(慈通弘濟尊者)>라는 시호에서 비롯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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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후 그 명성이 점점 드러나게 되어, 박순(朴淳),24) 이산해(李山海),25) 고경명(高敬命),26) 최

경창(崔慶昌),27) 허봉(許封),28) 임제(林悌),29) 이달(李達)30) 등 학사(學士)와 대부와 시인들과 

24) 박순(朴淳 1523~1589); 조선 중기 문신. 자는 화숙(和叔), 호는 사암(思菴). 성리학에 박통하고 

특히 《주역》에 연구가 깊었으며 문장이 뛰어났다. 중년에 이황(李滉)을 사사(師事)하였다. 1562

년 한산군수(韓山郡守) ·홍문관직제학 등을 지내고 1565년 대사간이 되어 윤원형을 탄핵하였다. 

1572년 영의정이 되었고 이이(李珥)가 탄핵되었을 때 그를 옹호하다가 탄핵 당하였다. 저서로 

《사암집》이 있다. 

25) 이산해(李山海 1539~1609); 조선 중기 문신. 자는 여수(汝受), 호는 아계(鵝溪). 서화와 문장에 

뛰어났으며, 선조조 문장팔가의 한 사람이다. 1590년 영의정이 되었으며, 1592년 임진왜란이 일

어나자 왕을 호종하여 개성(開城)에 이르렀을 때 양사(兩司)로부터 나라를 그르치고 왜적을 침

입하게 했다는 탄핵을 받고 파면되었다. 1599년 영의정에 복귀하였다가 1600년 중책에서 벗어

났다. 1601년 다시 부원군에 봉해졌고, 선조가 죽자 원상(院相)으로 국정을 맡았다. 저서로 《아

계집》이 있다. 

26) 고경명(高敬命 1533~1592); 조선 선조 때의 문신 ·의병장(義兵將). 자는 이순(而順), 호는 제봉

(霽峰) ·태헌(苔軒). 시문(詩文)에 능했고 청렴결백한 성품. 1591년 동래부사(東萊府使)가 되었

으나 서인(西人)의 실각으로 파직되었다.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광주(廣州)에서 모집한 

의병 6,000여 명을 이끌고 금산(錦山)에서 왜군과 격전을 거듭했으나, 아들 인후(因厚)와 함께 

전사하였다. 저서로는 시문집인 《제봉집(霽峰集)》, 무등산 기행문인 《서석록(瑞石錄)》, 각처에 

보낸 격문을 모은 《정기록(正氣錄)》 등이 있다. 

27) 최경창(崔慶昌 1539~1583); 조선 중기 시인. 자는 가운(嘉雲), 호는 고죽(孤竹). 박순(朴淳)의 문

인으로 문장과 학문에 뛰어나 이이(李珥) ·송익필(宋翼弼) 등과 함께 8문장가로 불렸다. 당시(唐

詩)에도 능하여 삼당시인(三唐詩人)으로 불렸으며 시 ·서화에 뛰어났고 특히 피리를 잘 불었다. 

대동도찰방(大同道察訪) ·종성부사를 지냈다. 저서로 《고죽유고》가 있다.

28) 허봉(許封 1551~1588); 조선 중기 문인. 자는 미숙(美叔), 호는 하곡(荷谷). 유희춘(柳希春)의 문

인. 1574년 성절사(聖節使) 서장관(書狀官)으로 명(明)나라에 가서 기행문 《하곡조천기(荷谷朝

天記)》를 썼다. 김효원(金孝元) 등과 동인의 선봉이 되어 서인과 대립하고, 1583년 병조판서 이

이(李珥)를 탄핵하였다가 종성(鍾城)에 유배되었다. 이듬해 풀려났으나 정치의 뜻을 버리고 유

랑하다 금강산에서 병사하였다. 저서에 《하곡집(荷谷集》, 《하곡수어(荷谷粹語)》, 편저에 《의례

산주(儀禮刪註)》, 《해동야언(海東野言)》, 《이산잡술(伊山雜述)》 등이 있다.

29) 임제(林悌 1549~1587); 자 자순(子順). 호 백호(白湖) ·겸재(謙齋). 대곡(大谷) 성운(成運)의 문

인. 당대 명문장가로 명성을 떨쳤으며 시풍(詩風)이 호방하고 명쾌했다. 황진이 무덤을 지나며 

읊은 “청초 우거진 골에……”로 시작되는 시조와 기생 한우(寒雨)와 화답한 시조〈한우가(寒雨

歌)〉 등은 유명하다. 예조정랑(禮曹正郞)과 지제교(知製敎)를 지내다가 동서(東西)의 당파싸움

을 개탄, 명산을 찾아다니며 여생을 보냈다. 저서에 《화사(花史)》, 《수성지(愁城誌)》, 《임백호집

(林白湖集)》, 《부벽루상영록(浮碧樓觴詠錄)》이 있다.

30) 이달(李達 1539~1612); 조선 선조 때 시인. 자는 익지(益之), 호는 손곡(蓀谷) ·동리(東里) ·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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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유하였으며, 노수신(盧守愼)31)에게서 사자(四子)32)와 이태백(李太白)과 두자미(杜子美)의 

시를 배웠다. 또한 불교경전 천함(千函)33)을 다 읽어 불경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산문에 구름

같이 몰려들었다고 한다.34)  

22세 무렵 봉은사에 주석하는 비슷한 연령대의 동류들과 갑회를 조직하여 공동체 규약인 

<갑회문(甲會文)>35)36)을 지었다. 갑회문에서 ① 어린 나이에 일찍 생명을 잃지 않고 20여 년

을 살았고, ② 공부할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고, ③ 겨자씨를 던져 땅위에 세운 바늘을 맞추

는 것만큼이나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났고, ④ 도반들과 함께 법회에 동참하고, ⑤ 장애인

이 아닌 총명한 남자로 태어남 등의 다섯 가지 행복을 갖추었으니, 천지와 성현의 은혜에 보

답하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천하태평을 기도하며, 세세생생 도반으로 만나 건전한 승려생활

을 실행하자는 뜻을 밝히고 있다. 

<갑회문>을 짓기 전후해 불교 후원자였던 문정왕후가 죽자, 불교계의 대들보라 할 보우

(普雨)대사가 제주로 귀양 가서 제주목사 변협(邊協)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30세에 직지사 주지를 지낼 때, 보우의 유고집인 허응당집(虛應堂集)과 나암잡저(懶庵雜

著)를 그 제자인 태균(太均)이 간행하면서 도움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허응당집에 ‘한산 이

환(寒山 離幻) 근발(謹跋)’이라는 발문(跋文)을 썼고, 나암잡저는 직접 교정하여 ‘직지사 주지 

(西潭). 박순(朴淳)의 문인. 문장에 뛰어나 선조 때 한림학관이 되었으나 곧 사퇴하였다. 백광훈

(白光勳) ·최경창(崔慶昌)과 함께 당시(唐詩)로 이름을 떨쳐 <삼당시인(三唐詩人)>이라 하였다. 

서얼 출신(出身)이며 허균(許筠)과 허난설헌(許蘭雪軒)에게 시를 가르치기도 했다. 대표적인 시

로 《만랑가(漫浪歌)》, 《패강사(浿江詞)》, 《전가사(田家詞)》, 《한식사(寒食詞)》 등이 있고, 저서로 

《손곡집(蓀谷集)》이 있다.  

31) 노수신(盧守愼 1515~1590); 조선 중기의 문신 ·학자. 자는 과회(寡悔), 호는 소재(蘇齋) ·이재(伊

齋) ·암실(暗室) ·여봉노인(茹峰老人). 성리학자 이연경(李延慶)의 문하생이 되었으며, 인종 즉위 

초에 정언이 되어 대윤(大尹)의 편에 서서 이기(李芑)를 탄핵하여 파직시켰으나, 명종 즉위 후 

소윤(小尹) 윤원형(尹元衡)이 을사사화를 일으키자 이조좌랑의 직위에서 파직, 순천, 진도 및 괴

산에서 귀양살이를 하였다. 선조 즉위 후 풀려나와 즉시 교리(校理)에 기용되고, 영의정에 이르

렀다. 온유하고 원만한 성격을 가진 그는 시 ·문 ·서예에 능했으며 , 한편 승려인 휴정(休靜) ·선

수(善修) 등과도 교분이 있었다. 저서로는 《소재집》 13권 8책이 있다. 

32) 사자(四子); 송나라의 주희(朱熹)는 공자(孔子) ·증자(曾子) ·자사(子思) ·맹자(孟子)로 도가 전해

졌다는 도통관념(道統觀念)에서 <사서(四書)>를 이 사자(四子)의 사상이라고 했고 《대학(大學)》

을 증자의 저서라고 생각하였다.

33) 천함(千函); 천 상자 곧 많은 책을 의미함.

34) 무이 거부(無二 巨芙) 역주, 「사명대사어록(四溟大師語錄)」, 운주사, 2005, pp.343-344.

35) 위의 책 pp.238-240.

36) 조영록, 「진리의 길 구국의 생애 사명당평전」, 도서출판 한길사, 2009, pp.83-84, p.634, p.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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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덕(中德) 유정(惟政) 교(校)’라고 썼다. 이때 법계가 중덕이었음을 알 수 있고, 한산자(寒山

子)라는 호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37) 

사명당집(四溟堂集) 권4(券四)의 ‘귀향(歸鄕)’38)이라는 시

‘十五離家三十回 15세에 집을 떠나 30세에 돌아오니,

長川依舊水西來 긴 내는 의구(依舊)하여 서쪽에서 홀러오고,

柿橋東岸千條柳 감나무 다리 동쪽 기슭 가지 우거진 버드나무,

强半山僧去後栽 절반 이상이 산승(山僧) 떠난 후에 심은 나무로구나’

를 보면, 30세경 직지사로 와 밀양 옛집을 15년 만에 돌아본 것을 알 수 있다.

32세(1575, 선조 8)에 선종의 중망(衆望)에 의하여 선종수사찰(禪宗首寺刹)인 봉은사의 주

지로 천거되었으나 사양하고, 묘향산 보현사(普賢寺)에 주석하던 서산대사 문하에 법제자

(法弟子)로 들어가 3년간 수행과 질정(質正)을 통해 선리(禪理)를 참구하였다. 35세(1578)에 

서산대사 문하를 떠나 38세(1581)까지 금강산 보덕암에서 세 번의 하안거를 지냈다. 이 중 

36세에 서산대사의 선가귀감(禪家龜鑑)의 발문(跋文)39)을 지었다. 스승이 저서에 발문을 부

탁할 만큼 신임 받는 법제자임을 엿볼 수 있다. 이때 발문에 ‘사명종봉 유정(四溟鐘峰 惟政)’

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 발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교종(敎宗) 추종자에 대해서는 5교(五

敎)40) 위에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켜, 스스로 깨쳐 들어가는 길(直指人心 使自悟入之門)’ 

곧 선문(禪門)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선종(禪宗)에 대해서는 본래성불(本來成佛)이라는 말만 

믿고 미오(迷悟)가 따로 없다고 주장하며, 수증(修證)에 등한한 것을 경계하고, 돈오(頓悟) 

후에 발심(發心)해 온갖 행을 닦고 익히는 뜻(修習萬行之意)도 알지 못한다고 질책하였다. 

또 ‘오랫동안 닦아 무명을 끊음(修習無明)’을 부정하는 것도 경계하였다. 여기에서 사명대사

의 돈점(頓漸)의 입장을 가려본다면, 돈오 후 수습만행(修習萬行)을 요하는 것으로 보아 돈

오점수(頓悟漸修)의 입장임을 유추할 수 있다. 만약 수습만행이 불행수행(佛行修行)의 의미

라면, 돈오돈수(頓悟頓修)로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 해석은 다소 무리가 있다 하겠다.

38세(1581)에 3년을 지낸 금강산을 떠나, 팔공산 ·지리산 ·청량산 ·태백산 등을 다니며 선을 

37) 위의 책 pp.91-92, pp.688-689.

38) 무이 거부(無二 巨芙) 역주, 「사명대사어록(四溟大師語錄)」, 운주사, 2005, p.148, <번역은 필자

가 새롭게 하였다. 이하 앞으로 인용하는 많은 부분에서 필자가 번역을 새롭게 하였다.>  

39) 선학간행회 역, 「선가귀감(禪家龜鑑)」, 여원출판국, 1984, pp.222-228.

40) 신라 때부터 있어온 교종의 5개 종파, 곧 열반종(涅槃宗) ·계율종(戒律宗, 남산종南山宗) ·법상종

(法相宗) ·법성종(法性宗) ·화엄종(華嚴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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닦았으며, 운수행각시에 호신불41)을 지니고 다닌 것으로 추정된다.42) 

여러 해의 운수행각 끝에 43세(1586) 봄에 옥천산 상동암(上東庵)에서 밤 소나기에 뜰에 

핀 꽃이 다 떨어진 것을 보고 갑자기 무상(無常)의 진리를 깨닫고, 다음날 제자들을 불러 말

씀하시기를,

‘昨日開花今日空枝 어제의 꽃핀 가지, 오늘은 빈 가지이네

人世變滅亦復如是 인간세상 바뀌어 사라짐도 이와 같네.

浮生若蜉蝣而 덧없는 인생 하루살이 같고, 

虛度光陰實爲矜悶 세월은 헛되이 흐르니 실로 애달프구나.

汝等各具靈性 너희들은 각각 신령한 성품 갖추었으니,

盍反未之以了一大事乎 어찌 돌이켜 일대사를 마치려 하지 않느냐!

如來在我肚裏 여래는 내 안에 생생한데 

何必走外求而蹉過日時耶 어찌 밖으로 치달아 구하며 헛된 나날을 흘려보내나!’

하고 즉시 문도들을 돌려보내고 혼자 선실(禪室)로 들어가 묵언정좌하고 앉아 열흘 넘게 나

오지 않았는데, 우뚝하고 부동한 모습이 마치 흙으로 빚은 듯하였다.43) 

44세(1587)부터 4~5년에 걸쳐 월정사 중수를 하였고, 49세(1592)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정의 근왕(勤王)의 격문(檄文)과 스승 휴정의 격문을 받고 의승병을 모아 순안으로 가서 

휴정과 합류하였다. 그곳에서 의승도대장(義僧都大將)에 임명 되어 의승병 2,000명을 이끌고 

평양성과 중화(中和) 사이의 길을 차단하여 평양성 탈환의 전초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비롯

해 7년 전쟁의 격랑 속에 몸을 담았고, 혁혁한 전공을 세우는 동시에 적진에 들어가 가토와 

회담을 갖고 적정을 살펴 조정에 보고하는 등 맹활약을 하였다. 55세(1598)에 왜란이 끝나고

도 한동안 여러 성곽의 수축을 하면서 사대부들과 시를 짓기도 하였다.44)45) 

60세(1603)에 휴가를 얻어 금강산 유점사의 휴정대사를 만났고, 허균(許筠)에게 남종(南

宗)의 선지(禪旨)를 깨우쳐 주기도 하였다. 61세(1604) 2월 오대산에서 스승 휴정의 부음을 

받고 묘향산으로 가던 중 선조의 부름을 받아 일본과의 강화를 위한 사신으로 임명받고, 대

41) 소형 호신불의 복장에서 나온 글 가운데 ‘사명사문 유정, 12월 16일 원장’이라 한 복장기와 불상

이 전함.

42) 무이 거부(無二 巨芙) 역주, 「사명대사어록(四溟大師語錄)」, 운주사, 2005, p.690.

43) 무이 거부(無二 巨芙) 역주, 「사명대사어록(四溟大師語錄)」, 운주사, 2005, pp.346-347, p.690  

<번역은 필자가 새롭게 하였다>.

44) 무이 거부(無二 巨芙) 역주, 「사명대사난중어록(四溟大師亂中語錄)」, 운주사, 2006, pp.27-178.

45) 박덕규, 「사명대사 일본탐정기(日本探情記)」, 랜덤하우스코리아, 2010, p.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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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도를 거쳐 일본에 가서 8개월 동안 성공적인 외교성과를 거두고, 62세(1605) 4월에 귀국하

였다. 그해 6월 선조에게 복명하고 10월에 묘향산에 들어가 비로소 서산대사의 영전에 제향

(祭享)하였다. 그뒤 병을 얻어 해인사에서 요양하다가 67(1610)세 8월 26일 설법하고 결가부

좌한 채 입적하였다. 

나. 청허선사의 전법(傳法)

(1) 청허선사의 법맥(法脈) 

사명대사는 위의 승려생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32세에 묘향산 보현사(普賢寺)에 주석하

던 서산대사 문하에 법제자(法弟子)로 들어갔다. 이후 스승과 함께 있던 멀리 있던 항상 긴밀

한 관계를 지속하며 수행을 계속하고, 일거수일투족을 서로 환하게 알고 지냈던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사명대사의 수행과 사상을 살펴보자면, 우선 스승 청허 선사의 법맥과 사상을 살

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사명대사의 법맥을 밝힌 최초의 자료로 알려진 허균이 찬(撰)한 석장비문’46)에는, “오직 목

우(牧牛; 지눌)47)와 강월(江月; 나옹)만이 황매(黃梅; 홍인)의 종지를 얻어서 우뚝하게 선문의 

으뜸이 되었다. 겸추(鉗鎚)를 한번 떨쳐 만인을 모두 조복하고 열반묘심(涅槃妙心)과 정법안

장(正法眼藏)을 청구의 땅에 몰래 전하였으니 어찌 감탄하지 않겠는가. 보제(普濟)로부터 5

전(五傳)하여 부용 영관(芙蓉靈觀)에 이르고 청허노사(淸虛老師)가 그 입실(入室)제자라 칭

하고 그 지혜로운 눈과 오묘한 깨달음은 전배(前輩)들보다 수승(殊勝)함이 있으니 실로 작금

의 임제(臨濟)요 조동(曹洞)이로다. …… 그 뒤 법을 이은 자 없지 않았으나 불문(佛門)에서 

사명대사를 성대히 추대하여 서산대사의 전승을 이었다고 하였으니 그럼직한 말이다.”48)라

고 하였다.

이 내용과 허균의 청허당집 서문(序文)의 내용을 정리하여, 이철헌(李哲憲)49)은 도표 1과 

같이 표시하고 ‘허단보(許端甫)는 평소 청허(淸虛)와 유정(惟政)과는 매우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허단보(許端甫)는 국내에서의 전법사실

에 역점을 두고 기록하였을 것이며, 허단보의 계보가 당시 국내불교의 현실을 그대로 나타내 

46) 사명당기념사업회 엮음, 「사명당 유정」, 지식산업사, 2000, p.67.

47) 목우자(牧牛子); 보조 지눌.

48) 석장비문(石藏碑文); ‘유명조선국자통홍제존자사명송운대사석장비명 병서(有明朝鮮國慈通弘濟

尊者四溟松雲大師石藏碑銘 幷序)’의 약칭. 1612년(광해군 4)에 사명대사의 일대기를 허균이 기

록한 비석.

49) 이철헌(李哲憲); 동국대 강사, 불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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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국내의 계보였던 것이다.’50)라고 수긍하여, 국내불교전통에서는 중국처럼 사자상승

(師資相承)의 법맥이 형성되지 않고, 고승들이 남긴 어록을 통해 그 사상을 깨달음으로써 그 

법을 계승해 스승으로 예경하였던 국내불교전통의 법맥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하여, 허단

보가 무지하여 각기 다른 종파들을 일관성 없이 섞어 놓았을 것이라는 다른 학자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또 ‘유정(惟政)은 당시 임제종(臨濟禪) 중심의 국내 조계종 전통에 따라 수행하였으며, 당

시의 불교는 임제종의 간화선(看話禪) 선풍에 법안종(法眼宗) 연수(延壽)의 사상을 받아들이

고 조동종(曹洞宗)의 사상마저 받아들여 통불교적(通佛敎的)인 성격을 형성한 지눌(知訥)의 

조계종풍(曹溪宗風)이었다. 임제종을 추종하면서도 화엄경(華嚴經) ·법화경(法華經)을 비롯

한 교학을 배우고 염불을 하는 이러한 조계종의 전통은 조선조를 거쳐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51)고도 하였다.

이와는 다르게 청허당집52) 발문53)에, 

“우리 동방의 태고(太古)화상이 중국의 하무산(霞霧山)에 들어가 석옥(石屋)을 이어

받아 환암(幻庵)에 전하였고, 환암은 구곡(龜谷)에게, 구곡은 등계정심(登階淨心)에게 

등계정심은 벽송지엄(碧松智嚴)에게 벽송지엄은 부용영관(芙蓉靈觀)에게, 부용영관

은 서산등계(西山登階)에게 전하였으니, 석옥은 곧 임제의 적손(嫡孫)이다.” 

라고 기술되어 있다.

곧 석옥청공(石屋淸珙)-태고보우(太古普愚)-환암혼수(幻庵混修)-구곡각운(龜谷覺雲)-벽계

정심(碧溪淨心)-벽송지엄(碧松智嚴)-부용영관(芙蓉靈觀)-청허휴정(淸虛休靜)으로 이어진다. 

50) 이철헌(李哲憲), 「四溟堂 惟政의 先代法脈」, 사명당기념사업회 엮음, 《사명당 유정》, 지식산업사, 

2000, pp.67-73.

51) 이철헌(李哲憲), 「四溟堂 惟政의 禪思想」, 《한국선학(韓國禪學)》, 2000. 제1호, p.88.

52) 박경훈(朴敬勛) 역, 「청허당집(淸虛堂集)」, 동국대학교 부설 역경원, 1987, p.387.

53) 청허의 문인 편양 언기(鞭羊彦機)가 청허당집에 쓴 발문(跋文).

                    (국내선사)

황매 홍인  보조 지눌  나옹 혜근  서산 휴정-사명 유정

               
         영명 연수 

<도표 1> 허단보(許端甫)가 본 국내 불교계의 법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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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암(月庵)54) 스님이 쓴 지리산 벽송사 연기55)의 ‘벽송사를 중심으로 한 조선 선종 법계도’

에 따르면, 역시 위와 일치하는 법계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청허당 휴정의 하대 제자들이 

자신들의 법맥이 중국 임제종을 이은 것으로 정리하고자 하여 나옹혜근을 제외시키고, 임제 

적손(嫡孫)인 태고 보우를 해동 초조로 삼고자 한 것이다.

벽송사는 중종 15년(1520)에 벽송지엄선사56)가 초암을 지어 보림수행하던 곳에 그 문인들

이 대란야(大蘭若)를 형성한 곳이다.57) 

청허휴정 스님의 스승인 부용영관 스님은 숭인설언, 경성일선 등과 함께 환암혼수 스님의 

법맥을 이었다. 청허휴정 스님은 부휴선수 스님과 함께 부용영관 스님의 법계를 이었다.

청허휴정 스님은 편양언기, 사명유정, 청매인오 등의 제자를 두었다(도표 2).

월암 스님은 벽송사 사적기에서, “벽송선사는 1508년(중종 3) 금강산 묘길상암(妙吉祥庵)

에서 대혜종고(大慧宗杲 1080~1163) 스님의 어록인 대혜어록(大慧語錄)을 보고 의심을 풀

고, 또 고봉어록(高峰語錄)을 보고 크게 깨달았다. 그는 평생토록 간화선을 제창한 중국 송나

라 대혜선사와 원나라 시대 임제종을 대표하던 고봉화상의 종지종풍(宗旨宗風)을 드날렸다. 

1520년에 지리산에 들어가 벽계정심으로부터 심인(心印)을 전해 받아 조계정문(曹溪正門)의 

54) 월암(月庵) 스님; 1973년 경주 중생사(衆生寺)에 출가, 동헌선사를 계사로 도문화상을 은사로 

사미계 수지(법명; 德相) 81년 해인사에서 고암화상을 전계사로 비구계 수지, 중국에 유학하여 

선종 조정(祖廷) 100여 도량을 두루 참배, 중국의 여러 선지식 참방 및 진여선사(眞如禪寺), 백

림선사(栢林禪寺), 남화선사(南華禪寺), 천동선사(天童禪寺), 정거선사(靜居禪寺) 등 선원에서 

선칠(禪七) 안거, 북경대학 철학과에서 중국철학을 공부하고, 선학(선종사상사)을 전공하여 <돈

오선 연구>로 철학박사학위 취득, 백양사, 화엄사, 칠불사, 봉암사, 정혜사, 벽송사 등 제방에서 

수선안거, 동국대학교 선학과 강사로 후학 지도, 벽송사 중수, 현재 문경 한산사 용성선원장. 

55) 월암(月庵) 스님, 「지리산 벽송사(智異山 碧松寺)」, 대한불교조계종 지리산 벽송사, 2005, p.67.

56) 벽송지엄(碧松智嚴, 1464~1534); 호는 야로(野老), 당호는 벽송당(碧松堂). 계룡산 조징(祖澄) 

스님에게 출가. 연희(衍熙) 스님에게 교학을 배운 뒤 벽계정심(碧溪正心) 스님에게 선법을 배움. 

중종 29년(1534)에 지리산 수국암에서 <법화경>을 강의하다가 나이 71세, 법랍 44세로 입적. 그

의 제자 부용영관(芙蓉靈觀, 1485~1571) 스님, 경성일선(慶聖一禪, 1488~1568) 스님과 더불어 

조선 중기불교계를 이끌었던 삼화상으로, 휴정 스님은 지엄 스님과 두 제자 영관 스님, 일선 스

님을 삼화상이라는 의미의 ‘삼로(三老)’라 불렀고, 이들 스님의 행적을 적으면서 스님을 조부(祖

父)라 하고 그 문도들을 각기 엄부(嚴父), 숙부(叔父)라 하여 숭앙. 고려중기 보조국사 지눌 스님

의 선사상에서 영향 받음. 대혜종고(大慧宗杲 1080~1163) 스님과 고봉원묘(高峰原妙 1238~ 

1295) 스님의 법 수용. 조선중기 숭유억불 하에서도 조선불교의 중흥을 위해 조사선풍과 대승교

의를 숭상하는 종풍을 다져서, 제자 영관과 일선에게 전수하였고, 법손인 청허당 휴정 스님에게 

계승됨.  

57) 위의 책,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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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조사가 되어 벽송사에서 개산하였다. 벽송선사는 후학을 지도할 때 초학자에게는 종밀

의 <도서(都序)>와 보조의 <절요(節要)>로 여실지견(如實知見)을 세우게 하고, 다음 대혜의 

<서장(書狀)>과 고봉의 <선요(禪要)>로써 간화경절(看話徑截)의 요체를 참구하게 하는 활구

(活句)참선으로 생사를 벗어나는 활로(活路)를 제시하였다. 즉 벽송산문은 간화경절을 종지

종풍으로 하는 활구참선의 수행도량으로 개산(開山)의 조종(朝鐘)을 울리고 있는 셈이다. 오

늘날 한국불교 전통강원에서 사집(四集)의 교과과목으로 <도서>, <절요>, <서장>, <선요>가 

채택된 것이 바로 벽송선사의 후학 지도방편에 그 연원(淵源)을 두고 있음은 매우 중요한 사

실이다.”58)라고 밝히고 있다. 이어서 벽송선사를 ‘간화정종(看話正宗)의 수증법(修證法)에 의

해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은 조선의 첫 번째 조사’, ‘우리나라 자생적 간화선의 비조’라고 언급

하고 있다.59)

조선 선가의 법통은 지엄 스님이 지눌 스님의 선법을 계승하면서도 대혜 스님과 고봉 스님

의 선풍, 임제종풍을 선양하였고 스님의 법손인 휴정 스님을 정점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58) 위의 책, p.7.

59) 위의 책, p.8.

1) 벽송지엄 법계

    구산선문(가지산문 도의)

                          

    달마---혜능---임제---석옥청공-태고보우-환암혼수-귀곡각운

                                               숭인설언(벽)         

                                           

    -벽계정심(벽)-벽송지엄(벽)     부용영관(벽)  

                      

                                               경성일선(벽)

2) 부용영관 법계

    부용영관(벽)     청허휴정-편양언기, 사명유정(벽), 청매인오(벽) 

         

                          부휴선수(벽)-벽암각성

<도표 2> 벽송사를 중심으로 한 조선 선종 법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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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허선사의 부촉(咐囑)

(가) 선교결 - 유정에게 보임 -

청허선사는 선교결(禪敎訣)60)을 통해 선과 교의 관계와 선의 요지를 사명에게 전하고 있

다. 이는 청허당집에 실려 있다. 성철(性徹)선사는 “<선교결>은 서산 만년(晩年)의 명저(名

著)로서 <단경> 이해에 도움이 되겠기에 더불어 실으니, 참학고류(參學高流)는 <단경>을 근

본 삼아 육조정법을 선양하기 바란다.”61)며 돈황본 육조단경 해설서에 선교결의 해설서를 덧

붙이고 있다. 

서산은 선교결을 통해 당시 선교시비(禪敎是非)의 다툼을 개탄하고, “선(禪)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敎)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교(敎)는 말이 있는 곳으로부터 말없는 곳에 이르는 

것이요, 선(禪)은 말없는 곳으로부터 말없는 곳에 이르는 것이다. 말없는 곳으로부터 말없는 

곳에 이르면 그것을 누구도 무엇이라고 이름 할 수 없어 억지로 이름하여 마음이라고 한

다.”62)63)64)라고, 선과 교의 관계와 차이점을 드러내 보이고, 배워서 알고 생각해서 얻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곧 선교(禪敎)의 관계는 부처님의 마음과 말씀의 관계로 밀접하고 일치한

다는 입장을 보이지만, 또한 의언(依言)과 이언(離言)의 차이가 있음도 설파하고 있다.

또한 “교(敎)를 하는 사람으로서 ‘교(敎) 가운데도 또한 선(禪)이 있다’고 말하는 자가 있으

니, (이는) ‘성문승(聲聞乘)도 아니며 연각승(緣覺乘)도 아니고, 보살승(菩薩乘)도 아니며 불

승(佛乘)도 아니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선가(禪家)의 문에 들어가는 첫 구

절이지, 선의 근본 뜻(禪旨)은 아닌 것이다.”65)라고 하여, 교를 추종하는 자에게 교외(敎外)에 

선(禪)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존의 전생애에 걸친 가르침은, 삼계(三界) 생사의 바다에 인천(人天)과 소승, 연각, 대승 

등 근기에 맞는 순서로 3종의 자비그물을 쳐놓고 모두 열반 언덕에 건져 올려놓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순차를 초월하여, “세 가지 그물을 뛰어넘어 바로 구름 위로 올라가 감로수를 쏟아 

60) 선교결(禪敎訣); 서산대사 휴정이 제자 사명대사 유정에게 전수한 선과 교의 요지를 기록한 짧

은 내용의 글. 묘향산판 《청허당집(淸虛堂集)》 제4권에 수록. 

61) 퇴옹성철, 「돈황본 육조단경(敦惶本 六祖壇經)」, 장경각, 1988, 책머리에.

62) 禪是佛心 敎是佛語也 敎也者 自有言至於無言者也 禪也者 自無言至於無言者也 自無言至於無言 

則人莫得而名焉 强名曰心.

63) 박경훈(朴敬勛) 역, 「청허당집(淸虛堂集)」, 동국대학교 부설 역경원, 1987, p.325.

64) 퇴옹성철, 「돈황본 육조단경(敦惶本 六祖壇經)」, 장경각, 1988, pp.293-295.

65) 敎者曰 敎中 亦有禪也云者 出於非聲聞乘 非緣覺乘 非菩薩乘 亦非佛乘之語也 然 此 禪家入門之

初句 非禪旨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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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어 뭇 생명들에게 이로움을 주니[조사(祖師)문의 교외별전(敎外別傳)의 기틀을 말한다.] 이

는 선(禪)이 교(敎)와 다른 점이다.”66)라고, 선과 교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 주고 있다.

이후 언급된 진귀조사(眞歸祖師) 이야기는 선교결의 수승함에 옥(玉)의 티이다.

선을 참구하는 자에게는 선지를 그릇 이어받는 것[錯承禪旨]을 경계하였는데, 돈점문(頓漸

門)이 정맥이라거나, 교내미료(敎內未了)의 원돈교(圓頓敎)를 최상으로 여기거나, 외도의 가

르침을 인용해 비밀의 뜻을 설하거나, 업식(業識)을 논하면서 본분인 줄 알거나, 그림자를 실

제 자기로 여기거나, 못 깨달은 주제에 방과 할을 함부로 한다거나 하는 등은 모두 정법을 훼

손하는 것이라 경계하였다.

“내가 말하는 교외별전(敎外別傳)은 배워서 알며 생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다. 오로지 마음 길이 다하여 끊어진 뒤(窮心路絶)에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며, 스스로 긍

정하여 고개를 끄덕인 다음에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다.”67)라고 하며, “세존이 꽃을 들

어 대중에게 보이시니, 가섭이 얼굴 가득히 미소를 지음”68)에서부터 시작한 여러 가지 언외

(言外) 도리를 예로 들어, 선(禪)은 언어도단 심행처멸(言語道斷 心行處滅)의 자리임을 천명

하고 있다. 

하근기 중생들은 보고, 듣고, 믿고, 아는 것(見聞信解)만을 귀하게 여기고, 이치와 뜻과 마

음과 말의 길이 끊어진 경절문(徑截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본분인 경절문의 활구로써 

스스로 깨쳐 스스로 얻게(自悟自得) 해야지, 배우는 사람이 이해 못한다고 풀어서 가르쳐주

면 사람을 눈멀게 하는 것이 된다고 경책하고 있다. 

 그리고, “옛날 마조가 한번 소리치자 백장이 귀 먹었고 황벽이 혀를 내둘렀으니, 이는 임

제종의 연원이다. 그대는 반드시 정맥을 가려서 종안(宗眼)이 분명할 것이므로 이렇게 누누

이 말하는 것이니 뒷날 이 노승의 말을 저버리지 말라. 만일에 노승의 말을 저버리면 반드시 

부처님과 조사의 깊은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될 것이니 자세히 살피고 자세히 살펴야 한다.”

라는 말로 임제정맥(臨濟正脈)에 따라야 함을 간곡히 당부하고 있다. 

성철선사는 선교결의 1부인 이 부분까지를 전재하고 해설하였다.

선교결은 1, 2부로 구성되어 있고, 서두에 ‘유정대사에게 보임(示 惟政大師)‘이라고 되어 있

지만, 1부는 짧은 내용으로 선교(禪敎) 논쟁의 핵심을 드러내고, 돈오선의 우수성과 수행방

법을 직절간명하게 표현하여 누구에게나 임제선 수행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2부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분히 부자 간에 노파심으로 자식을 챙기듯 인정적(人情的)인 살뜰

66) 超出乎三網之外 直上乎靑雲之端 注甘露而益群生焉(正如祖門敎外別傳之機) 此 禪之別於敎者也.

67) 吾所謂敎外別傳者 非學而知思而得者也 須窮心路絶然後 始可知也 須經自肯點頭然後 始可得也.

68) 釋尊 拈花示衆 迦葉 破顔微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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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 묻어나는 사적(私的)인 내용이다.

2부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천리를 달리는 기마(驥馬)가 어찌 채찍의 그림자를 기다리며 광야(曠野)의 봄바람은 생각

하면 반드시 흐르는 물과 같을 것이다. 그런데 옛 사람은 말하기를 ‘도(道)를 보기는 쉬우나 

도를 지키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그대는 항상 비니법(毘尼法; 계율)을 힘써 지켜 해(解)와 행

(行)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고,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며, 조정(朝廷)의 일을 이야기하지 말며 

외서(外書)를 보지 말며, 삿된 형색(形色)을 보지 말며, 달콤한 말을 듣지 말라. 이불과 베개

가 있는 곳도 두려워해야 할 것이어늘 하물며 바깥사람이 있는 곳이겠는가. 아첨하는 웃음을 

가까이하지 말라. 속인(俗人)도 꺼려하거늘 하물며 도인이야 그래서 되겠는가. 총명과 지혜

로 나를 높이지 말고, 문자(文字)를 가려 남을 업신여기지 말라. 

지극한 도에는 사람이 없고, 참된 이치에는 나(我)가 없느니라. 부디 항상 나의 분수를 지

키고, 항상 나의 허물을 살피되 정직함과 검소함으로 체(體)를 삼고 사랑과 인내로 용(用)을 

삼으며, 푸른 산과 흰 구름으로 집을 삼으며, 물과 달과 소나무와 바람으로 마음을 아는 벗을 

삼아라. 그러면 그것이 도인의 행장일 것이다.”69)

이상의 내용에서 보면, 솔선하여 계를 지키고, 올바른 해행(解行)을 하며, 언행을 바로 하

고, 외서(外書)와 세속(世俗)의 일을 멀리하며, 지식을 뽐내지 말도록 경계하고 있다. 또한 아

상(我相)과 인상(人相)을 여의고, 안분(安分)하고 삼가며, 바르고 검소한 바탕에 사랑과 인내

를 펼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것을 권하고 있다. 

<석장비문>에 의하면, 사명은 선과급제 이후 사림들과 시를 읊고 창으로 화답하기도 하고, 

26세 무렵 하곡 허봉(荷谷 許篈)과 한퇴지(韓退之)의 긴 문장 외우기 내기를 하여 이겨 허봉

이 보상한 일이 있었는데, 이 때 기대승(奇大升)70)이 ‘이를 믿고 스스로 만족하면 학문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恃此自足則學必不進)……’71) 등으로 경계와 교훈을 주어, 사명이 황송

하게 듣고 부지런히 힘써 게으르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을 상기하면, 32세에 서산대사의 법

69) 박경훈(朴敬勛) 역, 「청허당집(淸虛堂集)」, 동국대학교 부설 역경원, 1987, pp.329-330.

70) 기대승(奇大升 1527~1572); 조선시대 문인 ·서예가. 자는 명언(明彦), 호는 고봉(高峰). 1549년

(명종 4) 사마시(司馬試)에, 1558년(명종 13)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공조참의(工曹參議) ·대사간

(大司諫)까지 이르렀다. 이퇴계(李退溪)와 12년에 걸쳐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단칠정(四端七情)

을 논했던 당대의 유림 가운데 한 사람. 글씨를 잘 썼으며 그와 이행(李荇) ·신광한(申光漢) ·심

수경(沈守慶) ·심희수(沈喜壽) 등 5명이 쓴 것들에서 시격(詩格) 및 필법이 다 잘된 것을 추려 모

아놓은 《좌해쌍절(左海雙絶)》이 있다. 저서는 시문집인 《고봉집》 15책, 《논사록(論思錄)》, 《주자

문록(朱子文錄)》 4책 등이 있다. 

71) 무이 거부(無二 巨芙) 역주, 「사명대사어록(四溟大師語錄)」, 운주사, 2005, pp.34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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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가 된 이후에도 사림과의 교류가 활발하였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서산대사로서는 

사명의 해박한 유학지식과 출중한 재주, 사림들과의 넓은 교류 등이 자칫 구설(口舌)에 오르

고, 수행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하고 경계한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들은 언어와 문자를 통한 가르침보다는 솔선하는 스승과 부모의 삶의 모습을 닮게 마

련이다. 서산대사의 법다운 수행과 삶은 그대로 사명대사의 수행과 삶의 전범(典範)이 되었

을 것으로 사료되며, 더구나 서산대사의 남다른 세심한 관심과 배려는 사명대사의 흩어짐 없

는 수행과 삶의 자양(滋養)이 되었을 것이다.

(나) 유정대사에게 주는 시(詩)와 서(書)

서산대사는 ‘선교결’ 외에도, 사명대사에게 보낸 시(詩)와 서(書)가 있다.

1) 유정대사(惟政大師)에게72)

一隻沙門眼 사문(沙門)의 일척안(一隻眼)73)

光明照八垓 그 안광(眼光)이 팔방(八方)을 비추네

卓如王秉劒 위엄은 왕이 칼을 잡은 듯하고

虛若鏡當臺 허(虛)74)는 거울이 대(臺)에 있는 듯하네.

 

雲外拏龍去 구름 밖으로 용을 잡으러 가고

空中打鳳來 공중에는 봉황을 치며 오네.

通方能殺活 살활(殺活)이 여러 가지로 능하니75)

天地亦塵埃 천지 또한 티끌일세.

이 5언율시(五言律詩)는 수행이 완숙한 사명대사를 찬탄하는 시로 사료된다.

부처님께서는 5안(五眼)76)을 갖추고 계시다. 범부는 육안(肉眼)만을 가지고 있으나, 수행이 

깊어감에 따라 천안(天眼), 법안(法眼), 혜안(慧眼), 불안(佛眼)이 차차로 열린다.

72) 박경훈(朴敬勛) 역, 「청허당집(淸虛堂集)」, 동국대학교 부설 역경원, 1987, pp.128-129. 

73) 일척안(一隻眼); 보통 사람이 지니고 있는 두 눈 외에 도를 보는 하나의 눈, 즉 사람을 꿰뚫어 보

는 묘오(妙悟)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의 심안(心眼).

74) 허(虛): 여기서는 맑고 비어서 모든 사물에 즉응(卽應)하나 결코 거기 물들지 않는 경계를 이름.  

75) 살활(殺活)이 여러 가지로 능하니; 살활자재(殺活自在)함을 뜻함.

76) 5안(五眼); 성도(成道)에 이르는 단계로서, 다섯 가지 눈 또는 안력(眼力). 육안(肉眼) ·천안(天

眼) ·법안(法眼) ·혜안(慧眼) ·불안(佛眼). 



62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20, 제16호

범부의 육안으로는 수진[水塵; 양핵(陽核)] 이하의 현계(顯界)를 볼 수 있고, 수행이 깊어지

면 금진[金塵; 핵(核)의 본질(本質)]을 볼 수 있고, 천안(天眼)이 열리면 미[微; 식립(識粒)]를 

볼 수 있고, 법안(法眼)이 열리면 극미[極微; 색구경(色究竟)]를 인지하고, 혜안(慧眼)이 열리

면 인허[隣虛; 염심근(染心根)]를 인지하고, 불안(佛眼)이 열리면 진공원명(眞空圓明)이 인지

된다. 곧 일체종지(一切種智)를 갖추게 된다.77)78)79)

이 시에서 일척안(一隻眼)은 외눈이란 뜻으로, 육안의 두 눈 외에 제3의 눈을 말하며, 수행

자의 빼어난 안목을 말한다. 곧 빼어난 안목으로 밝은 지혜를 갖추고, 집착과 걸림이 없이 살

활자재하고 삼계를 벗어난 경지에 이른 사명대사를 찬탄한 시라고 할 수 있다. 

2) 이환선자(離幻禪子)에게80)

一生無事臥雲間 한평생 일 없이 구름 사이에 누웠으니

却笑東坡半日閑 소동파(蘇東坡)의 한나절 한가로움이 우습구나

得失非是都放下 득실(得失)과 시비(是非)를 모두 버리고 

戱牽跛鼈載三山 삼산(三山)81)을 인 절름발이 자라를 장난삼아 끌어 보네82)

7언절구(七言絶句)로 시비분별심(是非分別心)과 애증(愛憎)을 놓아 버리고, 우주를 손 안

에서 주무르는 한가한 도인의 경지이다. 신심명(信心銘)의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나니 오직 

간택함을 꺼릴 뿐, 미움과 사랑 놓아 버리면 통연히 명백하리라’83)84)와 같은 내용이다.

77) 석금타(釋金陀) 저, 청화(淸華) 편, 「금강심론(金剛心論)」, 성륜각, 2000, pp.71-73, pp.191-192, 

p.194.

78) 성륜불서간행회 편, 「청화선사(淸華禪師) 법어집 I 정통선의 향훈(正統禪의 香薰)」, 성륜각, 

2003, pp.245-249.

79) 성륜불서간행회 편, 「청화선사(淸華禪師) 법어집 II 원통불법의 요체(圓通佛法의 要諦)」, 성륜각, 

2003, pp.431-434.

80) 박경훈(朴敬勛) 역, 「청허당집(淸虛堂集)」, 동국대학교 부설 역경원, 1987, p.177.

81) 삼산(三山); 삼신산(三神山)의 준말. 중국 전설에 나오는, 발해(渤海) 가운데의 신선이 살고 있다

는 봉래(蓬萊) ·방장(方丈) ·영주(瀛洲)의 세 산. 

82) 삼산(三山)의 뿌리가 없어서 이리저리 떠다니므로 옥황상제가 자라를 시켜서 머리에 산을 이고 

있게 하였다는 말이 있음.

83) 至道無難 唯嫌揀擇 但莫憎愛 洞然明白.

84) 퇴옹성철, 「신심명 ·증도가 강설」, 장경각, 1986, p.13, pp.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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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게(禪偈)를 통해본 수행의 면모

一太空間無盡藏  일태공간(一太空間)은 한없이 넓고 

寂知無臭又無聲  적지(寂知)는 냄새 없고 소리도 없다. 

只今聽說何煩問  지금 듣고 말하는 그놈인데 부질없이 왜 묻나?  

雲在靑天水在甁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병에 있느니!

위의 선게송(禪偈頌)은 사명대사가 탐적사(探賊使)로 일본에 갔을 때 도쿠가와 이에야스

의 큰 아들이 법어를 거듭 요청함에, 선시로 답한 것이다.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병에 있

느니!’라는 말은 중국의 약산유엄(藥山惟儼 745~828) 선사가 ‘어떤 것이 도입니까(如何是

道)?’라고 묻는 거사 이고(李翶)에게 해준 말이다.

“마음은 허공과 같을새 한조각 구름이나 한점 그림자도 없이 크고 넓고 끝없는 허공같은 

마음세계를 관찰하면서 청정법신인 비로자나불을 생각하고……”85)86)87)

이상은 용수(龍樹)의 보리심론(菩提心論) 가운데 공부하는 요령을 금타88) 스님께서 간추

85) 心은虛空과等할새片雲隻影이無한廣大無邊한虛空的心界를觀하면서淸淨法身인달하야毘盧遮那

佛을念하고.

86) 석금타(釋金陀) 저, 청화(淸華) 편, 「금강심론(金剛心論)」, 성륜각, 2000, p.61.

87) 성륜불서간행회 편, 「청화선사(淸華禪師) 법어집 II 원통불법의 요체(圓通佛法의 要諦)」, 성륜각, 

2003, pp.269-280.

88) 금타화상(金陀和尙 1898~1948); 1898년 3월 29일 전북 고창군 무장(茂長)에서 부친(父親) 김병

룡(金炳龍)과 밀양(密陽) 박씨(朴氏)의 장남으로 탄생. 본향(本鄕)은 김해(金海), 속명(俗名)은 

영대(寧大). 자(字)는 성일(性日). 법호(法號)는 벽산(碧山), 법명(法名)은 상눌(尙訥). 기미(己未) 

삼일운동 당시 고창(高敞) 문수사(文殊寺)에 피신 중 금강경(金剛經)을 득견(得見)하고 출가 결

심. 전남 장성군 백양사(白羊寺) 송만암(宋曼庵) 대종사(大宗師)를 은계사(恩戒師)로 수계득도

(受戒得度). 석존(釋尊) 일대시교(一代時敎)를 이수(履修)하고 18년 동안 조주무자화두(趙州無

字話頭)를 참구정진(參究精進)하였으나 깨치지 못하고 39세 되는 1936년 운문암(雲門庵) 동안

거중 원각경(圓覺經) 삼정관(三淨觀)의 25청정륜법(淸淨輪法)으로 용맹정진해 정중(定中)에 보

리방편문(菩提方便門) 감득(感得), 그해 11월17일 견성오도(見性悟道). 1947년 11월 17일에 구

경성취(究竟成就)하고 1948년 1월 24일 51세로 열반. 보리방편문(菩提方便門)으로 정혜균지(定

慧均持)의 수행법 확립. 근본선(根本禪)의 재인식(九次第定). 종교일원화(一元化) 제창(心宗提

唱). 세계문자로서 관음문자(觀音文字) 창안. 저술로는 ‘우주의 본질과 형량(形量)’, ‘수릉엄삼매

도결(首楞嚴三昧圖訣)’, ‘해탈십육지(解脫十六地)’, ‘반야심경(般若心經) 역해’ 등이 있고, 신작

(新作)한 금강심인[金剛心印; 금륜(金輪)], 수릉엄삼매도(首楞嚴三昧圖) 등과 함께 청화 스님이 

엮은 ‘금강심론(金剛心論)’에 실려 있다. 곡성 성륜사에 벽산당 금타대화상 탑비명(碧山堂 金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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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보리방편문(菩提方便門) 중의 첫 부분이다. 이 게송의 일태허공(一太虛空)을 가장 잘 드

러낸 것이, 심즉시불(心卽是佛)을 288자로 풀이한 보리방편문 1절의 첫머리라 여겨진다. 일

태허공은 곧 법신불(法身佛)이기도 하니, 육조혜능의 ‘청정법신(淸淨法身)’89)이다.

3구(句)는 지금 말하고 듣고 하는 그것이 도(道)를 쓰고 있는 것인데, 따로이 도(道)를 또 

묻는다는 뜻으로 ‘소를 타고 소를 찾느냐(騎牛覓牛)’라는 것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게

송의 1, 2구(句)는 체성(體性)의 자리이고, 3, 4구(句)는 용상(用相)의 자리이다. 

靑鶴洞秋坐(청학동추좌)90) 청학동 가을에 앉아서

西風吹動雨初歇(서풍취동우초헐) 서풍이 불어오자 비가 비로소 개니

萬里長空無片雲(만리장공무편운) 높고 넓은 하늘에 한조각 구름도 없네

虛室尸居觀衆妙(허실시거관중묘) 빈 방에 일없이 머물러 모든 묘리 관찰하니

天香桂子落紛紛(천향계자락분분) 하늘 향의 계수나무 열매 어지러이 떨어지누나.

이 게송은 청학동의 가을 풍경을 읊은 것이기도 하지만, 중의법을 쓴 것으로 여겨진다. 1구

(句)는 달마서래(達磨西來)로 선법이 전해져 중생의 무명운(無明雲)을 거두었다는 뜻, 2구는 

앞의 시에 언급된 일태허공(一太虛空)과 같은 것으로, 보리방편문의 ‘한 조각 구름이나 한 점 

그림자도 없이 크고 넓고 끝없는 허공 같은 마음세계(片雲隻影이無한廣大無邊한虛空的心

界)’이다. 무명운을 걷고 불성일(佛性日) 곧 진여(眞如)가 드러난 경계이다. 3구는 지관(止觀) 

곧 정혜(定慧)를 함께 닦는 것이고, 4구는 선락[禪樂; 선열(禪悅)]을 읊기도 하고, 계자(桂子)

는 원산지가 동인도이니, 인도의 불법(佛法)이 한국에 와서 꽃피고 결실을 맺음을 나타내기

도 한다고 볼 수 있다.

賽蓮禪子求語(새연선자구어)91) 연선자가 말을 청하므로 대답함

欲殺胡孫子(욕살호손자) 호손자(胡孫子)92)를 멸(滅)코자 하고

將調水牯牛(장조수고우) 수고우(水牯牛)93)를 다루려 한다면

先從何似策(선종하사책) 먼저 어떤 방법을 따를 것인가

大和尙 塔碑銘)이 있다. 문하에 청화(淸華)가 있다. 

89) 월암(月庵) 스님, 「돈오선(頓悟禪)」, 클리어마인드, 2008, p.107.

90) 무이 거부(無二 巨芙) 역주, 「사명대사어록(四溟大師語錄)」, 운주사, 2005, p.184.

91) 무이 거부(無二 巨芙) 역주, 「사명대사어록(四溟大師語錄)」, 운주사, 2005, p.185.

92) 호손자(胡孫子); 원숭이의 異名. 그 모양이 오랑캐(胡人)와 비슷하여 비유한 말. 

93) 수고우(水牯牛); 물소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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宜把吹毛頭(의파취모두) 마땅히 취모검(吹毛劍)94)의 칼끝을 잡아야겠지

위의 게송은 아마도 연(蓮)이라는 수선납자(修禪衲子)가 공부방법에 대해 질문하였을 것

이고, 이에 대한 답게(答偈)이다.

1구는 6근(六根)을 통해 부지런히 시비분별하고 번뇌를 지어가는 것을 ‘6각석등 내에서 6

면의 창으로 얼굴을 내미는 원숭이에 비유하여 번뇌망상을 끊고자 하면’의 뜻이 되겠다. 2구

는 심우도(尋牛圖)의 소가 불성(佛性)을 의미하듯, 수고우도 불성을 의미하여 ‘번뇌에 가린 

불성(佛性)을 길들이려면’이라는 뜻이겠다.

따라서 1, 2구는 ‘번뇌를 끊고 무염오(無染汚)의 본래의 성품을 드러내려면’이다.

3, 4구는 취모검 곧 관조(觀照)의 지혜를 사용하되 그 칼끝 곧 관조하는 그놈을 잡아야 한

다는 뜻이겠다.

酬李公求語(수이공구어)95) 이공이 말을 청하므로 답함

懸崖峭壁無栖泊(현애초벽무서박) 낭떠러지 깎아지른 절벽에 깃들일 곳 없어도

捨命忘形進不疑(사명망형진불의) 몸과 목숨 돌아보지 말고 의심 없이 내딛고

更向劒鋒翻一轉(경향검봉번일전) 다시 칼끝 향해 몸을 한번 던져야만

始知空劫已前時(시지공겁이전시) 비로소 공겁(空劫) 이전 소식을 알리

1구는 나옹화상의 게송96) 중 ‘생각이 다하여(念到念窮)’이고, 백척간두(百尺竿頭)이다. 2구

는 거기에서 진일보(進一步) 하는 것이니, 무념처(無念處)에 이르게 되고, 3구는 다시 위의 

시 4구의 ‘의파취모두(宜把吹毛頭)’와 같은 뜻이고, 4구는 그렇게 하여 공겁이전 소식 곧 자

성청정심(自性淸淨心)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겠다.

(라) 교학과 정토

‘원준장로가 사경한 법화경 후발문’97)에 번뇌와 보리가 한 근원임을 밝히고, 다만 미오(迷

94) 취모검(吹毛劍); 터럭을 칼날 위에 올려놓고 불기만 해도 베어질 정도로 날카로운 칼. 날카로운 

지혜.

95) 무이 거부(無二 巨芙) 역주, 「사명대사어록(四溟大師語錄)」, 운주사, 2005, pp.183-184.

96) 懶翁慧勤(나옹혜근) 作; 阿彌陀佛在何方(아미타불재하방) 着得心頭切莫忘(착득심두절막망) 念

到念窮無念處(염도염궁무념처) 六門常放紫金光(육문상방자금광) 아미타불 계신 곳 어드메인가 

마음을 잡아두고 간절히 잊지 말라, 생각이 다하여 무념처에 이르면 육문에서 항상 자금광 빛나리. 

97) 원준장로법화후발(圓俊長老法華後跋), 무이 거부(無二 巨芙) 역주, 「사명대사어록(四溟大師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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悟)의 차이뿐이며 전미개오(轉迷開悟)에는 자력문(自力門)과 타력문(他力門)이 있다고 하였

다. 타력문은 아미타불 염불의 십념왕생(十念往生)으로 48원을 발하신 무량광불(無量光佛)

이 계신 서방극락에 영접되어 갈 수 있고 모든 성인들도 다 같이 극락왕생을 서원했으니 속

이는 말이 아니라 했다. 그리고 ‘무량광의 대원해(大願海)에 들어가 보현행원(普賢行願)을 성

취해 부처님과 같이 중생제도를 하기를 서원’한 데에 발문을 써준다고 하였다.

이상은 법화경 사경의 발문이면서, 정토왕생발원을 강조하였다 하겠다.

‘천준이 스승을 천혼하는 소문(疏文)’98)에서도 모든 이가 극락에 왕생해서 보수(寶樹) 아래

를 거닐며 원각의 문에 들어가기를 발원하였다. 

‘화엄경 발문’99)에, 화엄경이 돈교(頓敎)이고, 체(體)는 불생(不生)으로 시작과 끝이 없으며, 

용(用)은 실로 멸함이 없고 성괴(成塊)가 없음을 밝혔다. 교(敎)의 근본이고, 만법의 종(宗)이

며, 53선지식도 이를 보인 것이고, 만물마다 바로 비로자나 진신(眞身)이고 보현행원을 듣고 

성불하여 실천하기를 권하였다. 왕가(王家)의 안녕을 빌고, 모두 대방광(大方光)의 대찰해(大

刹海)에 들어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時便正覺)하기를 기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사명대사가 화엄(華嚴) ·법화(法華) 등의 교학(敎學)에도 능하고, 정토(淨土)도 

함께 아우르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결론

사명대사는 어려서 모래탑 쌓기, 부처님께 헌화 혹은 밤을 주워 공양 올리고, 어부에게 잡

힌 자라를 방생하는 등 불교적이었다. 

일찍이 유학을 배우며 성현의 마음 등 심성(心性)에 관심을 가졌으며, 13세에 황악산 직지

사의 신묵대사를 찾아가 전등록을 읽고 선의 이치를 깨달았고, 17세에 신묵대사에게 득도(得

度)하였다. 18세(1561)에 봉은사에서 선과(禪科)에 합격하였다.

18세에서 30세 무렵까지 주로 봉은사에서 생활하며, 학사, 대부, 시인들과 교유하였으며, 

또한 불경 천함(千函)을 다 읽었다. 22세 무렵 동류들과 갑회를 조직하여 건전한 승려생활 

실천운동을 하였다. 

錄)」, 운주사, 2005, pp.206-208.

98) 천준천사소(天俊薦師疎), 무이 거부(無二 巨芙) 역주, 「사명대사어록(四溟大師語錄)」, 운주사, 

2005, pp.214-217.

99) 화엄경발(華嚴經跋), 무이 거부(無二 巨芙) 역주, 「사명대사어록(四溟大師語錄)」, 운주사, 2005, 

pp.2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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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에 직지사 주지 시절, 보우(普雨)의 유고집인 허응당집에 발문(跋文)을 썼고, 나암잡저

를 직접 교정 발간하였다. 

32세(1575, 선조 8)에 서산대사의 문하에 법제자로 들어가서 3년간 선리(禪理)를 참구하였

고, 36세에 서산대사의 선가귀감에 발문(跋文)을 썼다. 발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사교입선(捨

敎入禪),100) 부지런히 수증(修證)할 것, 돈오(頓悟) 후 수습만행(修習萬行)으로 무명을 끊는 

돈오점수(頓悟漸修)의 입장을 취했다. 

38세(1581)에 팔공산 ·지리산 ·청량산 ·태백산 등을 다니면서 선을 닦았다. 

여러 해의 운수행각 끝에 43세 봄에 옥천산 상동암에서 밤 소나기에 뜰에 핀 꽃이 다 떨어

진 것을 보고 갑자기 무상의 진리를 깨닫고, 혼자 선실(禪室)로 들어가서 묵언정좌하여 열흘

이 되어도 나오지 않았다.

44세(1587)부터 4~5년에 걸쳐 월정사 중수를 하였다.

49세(1592)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승도대장에 임명되어 7년 전쟁에 전공을 세우고, 탐

적 및 외교활동을 하였으며, 전후 여러 성곽의 수축을 하였다.

60세(1603)에 금강산 유점사로 가 휴정대사를 만났고, 허균(許筠)에게 남종(南宗)의 선지

(禪旨)를 깨우쳐 주기도 하였다.  

61세(1604) 8월에 탐적사로 대마도를 거쳐 일본으로 가서 8개월 동안 성공적인 외교성과

를 거두고, 62세(1605) 4월에 귀국하였다. 이 때 스승의 ‘선가귀감’을 가지고 가 일본에 배포

하였으며, 그곳의 선사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였다. 귀국 후 병을 얻어 해인사에서 요양하다

가 67세(1610) 8월 26일 결가부좌한 채 입적하였다.

이상 간략히 일대기를 살핀 바, 어려서는 유학을 배웠고, 득도(1560) 후 직지사 주지(1573)

로 가기까지 15년간은 주로 봉은사에서 갑회를 조직하는 등 부지런히 수행하였고, 틈틈이 사

림과도 교류하며 4자(四子)를 배웠으며, 서산대사에게 법제자로 들어가(1575) 임진왜란 발발

시(1592)까지 15년여는, 서산대사가 유정을 위해 쓴 ‘선교결’이나 몇 개의 게송이나 서(書)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가장 수승한 휴정의 법사(法嗣)로서, 임제선을 표방한 조계종 전통의 선사

로 수선안거(修禪安居)와 유행(遊行)을 하는 등 30여 년간 수행생활에 진력(盡力)하였다. 전

란(戰亂)과 전후(戰後)에도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은 흔적이 여러 곳에 보인다.

조선 선가(禪家)의 법통은 벽송지엄 스님이 보조지눌 스님의 선법을 계승하면서도 대혜 

스님과 고봉 스님의 선풍, 임제종풍을 선양하였고, 벽송지엄 스님의 법손인 청허당 휴정 스

님을 정점으로 하여 사명유정, 편양언기, 청매인오 등의 제자로 이어내려 갔다고 볼 수 있다.

사명대사는 그동안 신묵화상에게 전등록을 배우며 깨닫고, 서산대사 문하에 들어가 깨닫

100) 사교입선(捨敎入禪); 교를 다 배운 후 선에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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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또 43세시에 상동암에서 지는 꽃을 보고 깨달았다. 육조단경에서 혜능선사도 객(客)의 금

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깨닫고(言下便悟), 5조 홍인대사의 처소에서 또 한번 깨닫는다(言下

大悟).101)102) 

법랑(法朗 fl. 632~646) 스님이 4조 도신(道信)의 동산법문을 전래한 이래, 나말여초의 구

산선문이 주로 남종선(南宗禪; 조계선)을 이어와 성립되었고, 고려 중엽 보조지눌 스님이 타

락한 고려불교를 일으키고자 정혜결사(定慧結社)를 하고 대혜(大慧)의 간화선을 진작하였

고,103) 태고보우선사가 임제종 양기파의 석옥청공의 법을 이어왔다.

우리나라 선종의 특성은 1:1 사자전승이 아니고 통불교를 지향해 왔고, 사자전승의 전통을 

세우고자 고집하면 많은 골수와 같은 부분이 잘려나갈 수밖에 없다.   

사명대사는 통불교를 지향한 조계종풍대로, 당대의 제일인 서산대사의 법제자가 되어 임

제선을 근간으로 수행하면서도, 교학에도 밝았고, 정토도 아울렀다. 

또한 배불숭유로 어려움에 처한 조선불교역사의 중심에서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

도, 해박한 유학지식을 가지고 사림(士林)과 교유(交遊)하며 불교 현창(顯彰)에 진력(盡力)하

였다. 무엇보다 저자에 뛰어들어 제민제중(濟民濟衆)의 보살행(菩薩行)을 하였음을 간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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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선생신도비(南冥先生神道碑)” 복비사건 고찰

사범대학 독어교육과 명예교수  조창섭

I. 서문

남명(南冥) 조식(曺植: 1501~1572)은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1)과 더불어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다.1) 15번에 걸친 출사 요청을 받고 이를 모두 거절하고 오로지 나라의 장래를 

좌우할 미래세대 육성에만 매진하여 그의 사후 400년이 넘는 세월동안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 경남일대 뿐만 아니라 전국 유림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선비였다.

고고한 선비로서 왕의 국정운영을 질타하고 부패한 관리를 탄핵하는 상소문은 그의 명성

을 더 높여 전국에서 배움을 청하려 그에게 몰려든 제자는 136명에 이르렀으며, 이들이 속한 

가문은 무려 48가(家)에 이르렀다.

배워 알게 된 지식을 실천에 옮기도록 하는 그의 교육 목표는 그의 사후 20년 후에 발발한 

임진왜란 때 그의 제자 중에서 67명이 의병장으로 활동하여 나라를 구하는 데 앞장서게 하였

다. 조선의 르네상스 시대를 연 영조는 남명이 세상을 떠난 지 200년 후에 “지금 세상에 독서

하는 선비 중 어찌 옛날 조식 같은 자를 얻을 수 있겠는가? 단지 그런 사람이 없음을 한스럽

게 여긴다.”고 탄식하였고, 정조는 남명이 세상을 떠난 지 224년이 지난 1796년 9월 25일(음

력)에 자신이 직접 제문을 지어 예조정랑 민광로를 보내 남명 영전에 제사를 지내게 함으로

써 남명을 조선 선비들의 모범으로 간주하였다.2) 월북 교육학자 이만규는 1947년 그의 저

서 『조선교육사』에서 남명을 ‘조선 최고의 교육자’라고 하였다.

1572년 세상을 떠났을 때 유학의 학통을 이어 민족의 스승으로 추앙받는 남명에게 선조는 

대사간 직을 추서하였고, 이어서 1615년 광해군은 성균관 유생들의 상소를 받아들여 그에게 

영의정의 직과 문정(文貞)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영의정의 관직에 추서되고 난 후 2품 이상의 벼슬을 지낸 분의 묘소에는 신도비를 세울 수 

있으므로 남명의 묘소에도 신도비를 세우게 되었다. 남명의 수제자 내암(來庵) 정인홍

(1535~1623)은 남명의 손자 조진명(曺晉明)의 부탁으로 신도비문을 지어 1617년 ‘남명선생

   1) 허권수(2013), 「남명신도비와 후세 유림들의 논란」, 『남명학연구』 제40집, 119쪽.

   2) 조일규(2019), 『남명 조식 언어의 분석』, 역락출판사, 465-46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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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비’를 세웠다. 그러나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반정의 주체인 서인과 남인에게 미움

을 받던 정인홍이 역적으로 몰려 처형되자 죄인의 글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하여 정인홍의 

글을 새긴 ‘남명선생신도비’를 같은 해 훼철하였다.3) 정치적 이유로 훼철된 『남명선생신도

비』를 다시 세우는 데는 인조반정이후 권력을 장악한 서인과 남인의 의중을 살피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정인홍의 죄를 그의 스승 남명에게까지 미치게 하여 남명학파의 존립을 위태롭

게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남명학파의 입장을 고려하여 조경, 송시열 그리고 허목에게 신도비를 받아 미수 허

목의 신도비를 조식 묘소 앞에 세우게 되었다. 

그러나 허목이 지은 신도비의 제목은 ‘남명선생신도비’라 하지 않고 『덕산비』라 하였고, 남

명 선생이라 호칭하지 않고 공(公)이라고 하였으며, 남명은 학문연원이 없이 독자적으로 일

가(一家)의 학문을 이루었다고 하였고, 기절(氣節)만 강조하고 있으며, 처형된 정인홍의 이름

을 비문에 특별히 기록하여 남명의 폐단이 제자에게 미쳤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자손을 비문

에 기재하지 않은 것 등으로 남명의 후손들은 허목의 신도비를 세우는 것에 강한 불만을 갖

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천서원이 남명학파에서 남인으로 넘어간 유생들의 영향력 

하에 있었고, 또한 남인계 유림들이 미수를 워낙 존경하기 때문에 불만을 가진 후손들이 어

찌하지 못하고 오랜 세월을 참아왔다. 그러다가 허목의 남명을 폄하하는 글이 실린 그의 문

집 『기언』의 「답학자서」에서 발견되자 19세기 말 덕산 조씨 문중과 노론계 학자들이 덕산비

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하여 논란이 심화되면서 1926년에 미수의 「덕산비」를 넘겨 

버렸다.4)

미수 허목의 「덕산비」가 훼철되면서 진주 향교를 장악하고 있는 남인계 유림들과 덕산 조

씨 문중 간의 갈등이 첨예화되었다. 이 갈등은 법정 소송으로 전개되어 1, 2심에서 조씨 문중

이 패소하였으나 최종심에서 승소하였다. 이 과정의 자료를 후세에 남겨 정파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것보다 나라의 발전에 기여하는 학문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

가를 알리고 싶다.  

   3) 이상필(2013), 「내암 정인홍의 소찬 남명 신도비명 소고」, 『남명학연구』 제40집, 1쪽 참조. 정인

홍이 퇴계를 은근히 비판하는 글을 포함시킨 것이 훼철의 한 이유였다.

   4) 허권수(2013), 『남명학연구』 제40집, 「남명신도비와 후세 유림들의 논란」, 12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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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론

1. 신도비 제작의 일반원칙

‘남명선생신도비문’을 지은 학자들은 직전 제자인 정인홍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식과 100

세 내외의 나이 차이가 나는 분들이다. 조경은 86세, 허목은 95세, 송시열은 107세의 차이가 

난다.

이들은 학문적으로나 정치적 영향으로 보아 당대의 최고의 학자로서 정치적으로도 영향력

이 큰 인물이었지만 100년가량의 나이 차이가 나는 분들이라 남명에게서 직접 배우거나 들

은 것은 없고 오로지 전승된 문헌에 의존하여 조식의 신도비문을 작성하였다. 그러므로 조식

의 전기를 기록한 묘갈명과 행장이 최우선적인 참고 문헌이었을 것이고, 그 상소문과 함께 

창작된 시문을 싣고 있는 「남명집」과 제자들과 당시 교유한 유림들의 문자화된 자료들일 것

으로 간주된다. 그 외에도 낙천(洛川) 배신(裵紳)의 행록,5) 동강(東崗) 김무옹(金宇顒)의 언

행록6) 등도 참조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이들 중에서 남명의 일생의 행적을 가장 충실하게 적

은 것이 대곡 성운의 묘갈명, 내암 정인홍의 행장 그리고 동강 김우옹의 행장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서정문은 신도비를 찬술(撰述) 하면서 참조하였을 묘갈명과 행장의 길이와 제작시기 그리

고 수록 위치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표 1)해 놓았다.

<표 1> 행장과 묘갈명의 분량 및 찬술시기7)

찬술명 글자수 찬술시기 찬자 및 관함 수록위치

내암본 3498 선조 5년(1572년) 윤2월 생원 정인홍 남명집 권수

동강본 3342 상동 승문원권지부정자 김우옹 남명집 권말 보유

묘갈명 2218
1572년경 찬술 1580~

1585년경 立碑 추정
성운 남명집 권수

   5) 조정에서 남명에게 증직하기 위하여 급히 남명의 행장을 보자고 명하였음으로 서울에 있던 낙

천이 급하게 지어 올린 행록으로 사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

   6) 김우옹이 지은 「남명선생행록」이라는 언행록은 일상의 친근한 언행이 담겨 있는 글로서, 남명의 

기상과 생활상 사고방식 등이 기록되어 있다. 행장이나 묘갈명 등 체제를 갖춘 글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들을 담고 있다.

   7) 서정문(2005), 「남명신도비명 4종에 나타난 남명상의 비교연구」, 『조선시대사학보』,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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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면에서 동강이 지은 「남명행장」은 남명의 정신세계를 좀더 상세하게 서술하였고, 내암

이 지은 행장은 출처대절(出處大節)8)을 더 강하게 부각시켜 서술하였다. 

대곡이 지은 묘갈명은 2207자에 달하는 대작으로 남명의 학덕과 기질을 잘 묘사하고 있

다. 남명의 제자인 한강(寒岡) 정구(鄭逑)는 “이 묘갈명은 대현(大賢)의 기상을 잘 형용하였

으므로, 각자의 자리 옆에 걸어두고 보았으면 한다. 그렇지만 탁본을 계속 뜨면 비석을 두드

려 상할까 걱정이 된다.”9)라고 하면서 안동부사로 재직할 때 묘갈명을 목판에 새겨 덕천서원

으로 보내 많은 사람들이 묘갈명을 찍어 가서 자기 집에 걸어두고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할 정

도로 아끼는 전기문이었다. 또한 조용상 등 대부분의 남명 후손들도 남명 비지류(碑誌類)10) 

문자 가운데서 그 내용과 체제가 가장 만족스러운 글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신도비문

을 짓는 분들이 대곡 성운의 묘갈명을 가장 많이 참조하였을 것으로 간주된다.

참조한 글이 무엇이던지 간에 신도비를 찬술하는 원칙은 양선은악(揚善隱惡)11)이다. 망자

의 생애에 관한 것을 적으면서 그가 이룩한 학문과 행한 덕(德)을 기리고 평생 동안 쌓은 업

적을 칭송하며 ‘잘 한 것을 돋보이게 하는 양선(揚善)’과 잘못을 가리는 은악(隱惡)이 대원칙

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는 신도비는 망자의 뜻과는 관계없이 후손이나 사림의 정서에 

부응하여 그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 내용이 망자와 문중의 명예를 더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 사림의 자존심을 세우는 내용으로 채워진다. 물론 신도비문을 짓는 자의 견해가 

강력하게 반영될 수도 있다.

2. 허목의 신도비 찬술(撰述)의 경위 

겸재(謙齋) 하홍도(河弘度: 1593~1682)는 남인이었지만 남명의 재전제자(再傳弟子) 격이

어서  남명학파를 존속시키기 위하여 지배세력인 서인들과 제휴할 필요성을 느껴 남명의 손

자 조진명을 서인의 영수인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1570~1652)에게 보내어 남명선생신

도비를 지어 줄 것을 청문하게 하였다. 김상헌은 ‘내암과 동강이 지은 두 편의 행장이 모두 

남명의 진면목과는 동떨어진 것이라 참조할 글이 빈약하여 짓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지어 주

   8) 출처는 나아가 벼슬하는 일과 물러나 집에 있는 일을 의미하며, 대절은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

쳐 지키는 절개를 의미한다.

   9) 『남명별집』 제7권 12장, 「山海師友淵源錄」.

10) 비석에 새긴 비지류에는 묘갈명(墓碣銘), 묘지명(墓誌銘) 등이 있고, 전기문에는 행장, 묘갈명, 

묘지명 등이 있다.

11) 『禮記注疏』, 「祭統」 신도비명은 후손의 입장에서 선조를 선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조의 미덕만

을 드러내고 부끄러운 것은 감추는 것이 효자 효손의 마음이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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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였고 ’인조반정 이후 김상헌은 북인은 물론 남인까지 숙청

하고 서인 단독정권을 수립할 것을 주장하고 있었던 터이라 당파적 이해관계가 참된 이유였

을 것으로 간주된다.12) 그래서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1607~1689)에게 지어달라고 했지만 

지어놓고 전달과정에서 지연되어 버렸다. 그러자 1657년 조진명은 사촌 조준명과 함께 여러 

선비들의 뜻을 받들어 당시 남인의 영수였던 용주(龍洲) 조경(趙絅, 1586~1669)에게 청문했

다. 그러나 지어놓긴 하였으나 오랫동안 보내주지 않았다. 1660년 덕산 조씨 문중에서 겸재 

하홍도에게 직접 지어 줄 것을 청했으나 사양하고, 그는 1672년 용주보다 후배로서 남인의 

영수가 된 미수(眉叟) 허목(許穆, 1596~1682)에게 청문케 하였다.13) 청한 지 13년 후인 1685

년에 비로소 미수가 지은 글이 돌에 새겨져 세워지게 되었다.

1685년 미수 허목의 신도비가 채택되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용주 조경의 남명선생신도비

문과 우암 송시열의 남명선생신도비문이 도착하여 한 사람에 대한 신도비문 4편이 찬술되는 

특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남명선생신도비의 찬술과정을 보면 정파의 이해관계와 권력의 향

배에 따라 찬술자를 정하여 그 글을 받아 신도비를 세우게 되는 것을 본다. 남명선생신도비

문 청탁과정과 세워진 이후의 논란은 남명의 학문적 업적과 영향력이 대단하여 그의 사후 

400년 동안 지속되었음을 보게 된다.

덕산 조씨 문중과 노론계 학자들이 미수의 덕산비를 훼철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허목의 

양존음제(陽尊陰擠)14)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 허목의 「덕산비」 전문을 분석 ·검

토할 필요가 있다.

미수(眉叟) 허목(許穆)이 지은 「덕산비」15) 전문

공(公)의 성은 조씨(曺氏)이고 휘는 식(植)이며 자는 건중보(楗仲甫)이다. 그 윗대는 

창녕(昌寧) 사람인데 고려의 형부원외랑을 지낸 서(瑞)의 후손이며, 중랑장 은(殷)의 

4대손이다. 증조부는 성균관 생원 안습(安習)이고, 조부 영(永)은 벼슬하지 않았다. 부

친은 승문원 판교 언형(彦亨)이고 모친은 숙인 이(李)씨이다. 명나라 홍치(弘治) 

14(1501)년 음력 6월 임인(壬寅)일에 공이 가수현(嘉樹縣)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호걸다운 기운이 보통 사람들보다 뛰어났다. 문장을 배워 익힐 때 『춘추

12) 오이환, 「남명집 이정본의 성립」, 『남명학연구논총』 제3집, 1995. 441쪽.

13) 조용상, 『현재집』 권6 「謹書河謙齋代察訪公與金淸陰書後」 김익재의 「남명선생신도비 복비사건

에 관한 소고」 44쪽 참조.

14) 양존음제는 겉으로는 위하는 척 하면서 실제 내용적으로는 헐뜯고 욕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5) 밑줄 친 부분은 조의생씨가 발행한 「수지(須知)」에서 허목이 지은 「덕산비」의 문제점을 지적하

기 위해 표시해 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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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씨전(春秋左氏傳)』과 당나라 유종원(柳宗元)의 글 읽기를 좋아하였는데 자신의 기

발한 재주에 자부심을 가졌다. 26세 때 『노재심법(魯齋心法)』을 접하여 “이윤(伊尹)의 

뜻을 뜻으로 삼고 안자 (顏子)의 학문을 학문으로 삼아 벼슬에 나아가서는 업적을 이

루고 물러나서는 지키는 바가 있어야 한다”는 글귀를 읽고 멍하니 정신을 잃었다. 한

숨을 쉬며 탄식하며 말하길 “옛날 사람들의 자신을 위한 공부가 대부분 이러한 것이

었구나”라고 하면서 마음을 다짐하고 분발하여 용맹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이미 공

부하여 알고 있는 백가(百家)의 학문을 돌이켜 요약하였다. 굳세고 엄격한 태도는 반

듯하고 준엄하였으며 눈으로는 음란한 것을 보지 않고 귀로는 나쁜 말을 듣지 않았다.

 장엄하고 경건하였고 게을리 하지 않아 스스로 일가(一家)의 학문을 이룩하였다.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인 태일을 으뜸으로 삼아 화(和), 항(恒), 직(直), 방

(方)을 공부하는 비결로 삼고, 사욕을 이겨 물리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기운이 잘 조화되는 충막을 근본으로 삼았다. 토론하고 질문에 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한갓 말만 하는 것은 몸소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높은 뜻을 지니고 몸을 고결하게 간직하였다. 구차하게 따르지 않고, 구차하게 침묵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우뚝하게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였다. 학문을 탐구할 때에는 반드

시 스스로 터득하는 것을 우선하였고, 깊고 환하게 아는 것을 중시하였다. 늘 말씀하

시기를 “공부의 경지를 들어 비유하자면 높은 곳에 올라가면 모든 사물이 다 낮은 데 

있는 것과 같아 보이는데 이러한 경지에 이른 후에는 내가 행하는 바가 순조롭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였다. 자신의 행동하는 큰 방법과 벼슬에 나가고 물러나는 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신명사명」을 지어 그곳에 적기를 “아홉 개 

구멍의 사악함은 세 곳의 중요 부위에서 시작되니 낌새가 있으면 용감하게 쳐서 이겨 

섬멸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 적기를 “배를 가라앉히고 솥을 깨 버리고 막사를 불태

우고 3일의 양식만을 지니고서 죽어도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를 보여야 한다. 반드

시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만 섬멸이란 말을 할 수 있으니, 내 마음에 반드시 전쟁

터에서 말이 땀을 흘릴 정도로 달리며 싸우는 공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사람을 가

르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타고난 자질에 따라 북돋우어 주었다. 책을 펴 강론하지 

않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의 학자들은 고상하게 성리(性理)에 대해 이야기 하지

만 마음에 새겨 실천하지 않는다. 이것은 마치 도시의 큰 시장을 돌아다니며 진귀한 

보물과 기이한 장식품을 보고서 괜히 말로 비싼 값에 흥정해 보는 것과 같으니, 생선 

한 마리 사 가지고 가는 것만도 못한 것이다. 성인(聖人)의 학문에 대해서는 이전의 

유학자들이 이미 다 말해 두었으니 배우는 사람들은 알지 못할까 걱정하지 말고 행하

지 못할까 걱정해야 한다. 얻는 지식이 깊으냐 얕으냐 하는 것은 얻고자하는 마음이 

정성스러우냐 정성스럽지 못하냐에 달려 있다. 나는 배우는 사람들의 흐릿한 정신을 

일깨워 줄 뿐이다, 눈이 뜨이면 능히 천지 일월을 볼 것인 즉 경서를 논하는 것은 자신

의 마음을 정리하여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책을 가지고 공부할 때 한 장

(章)이나 한 구절씩 해석한 적은 없고, 그 으뜸 되는 뜻을 취하였다. 중종 명종이 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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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유일(遺逸)로 불렀지만 나가지 않았으며 명종이 특별히 단성 현감을 제수했으나 

또 나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상소를 올렸다. “나라 일은 이미 잘못되었고, 나라의 근본

이 이미 망했고, 하늘의 뜻이 이미 떠났고,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흩어졌습니다. 자전

(慈殿, 문정왕후)께서는 진실하고 생각이 깊으시나 깊은 궁궐의 한 과부에 불과하고, 

전하께서는 어리시어 단지 돌아가신 임금님의 고아일 뿐입니다. 하늘이 내린 재앙이 

백 가지 천 가지이고, 인심은 억만 가지로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감당하시며 어떻게 

수습하시겠습니까? 전하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풍악과 여색을 좋아

하십니까? 활쏘기와 말 타기를 좋아하십니까? 군자를 좋아하십니까? 소인을 좋아하십

니까? 전하께서 좋아하시는 바에 따라 나라의 존망이 달려 있습니다.” 상소를 올렸는

데도 임금의 답이 없었다. 그 다음해(1566) 주상이 유학을 공부한 선비 성운(成運), 이

항(李恒), 임훈(林薰), 김범(金範), 한수(韓脩), 남언경(南彦經) 등을 불렀는데 공도 부

름을 받은 사람 가운데 들어 있었다. 이에 부름에 응하여 나아가 상서원 판관에 임명

되었다. 주상께서 사정전에 불러 만나 소열제(유비)가 삼고초려(三顧草廬)한 일에 대

해서 묻자 공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반드시 인재를 얻은 연후에 큰일을 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제갈량이 소열을 수십 년 동안 섬겼으나 끝내 한(漢)나라 왕실을 회복하지 

못했으니 이는 신이 감히 알 수 없는 바입니다.”하고 바로 산 속으로 돌아갔다. 정묘

(1566)년에 선조가 즉위하여 유학의 선비들을 등용하면서 예를 갖추어 매우 극진하게 

불렀으나 공은 끝내 나가지 않고 상소를 올려 임금의 덕이나 정치적 폐단에 대해서 이

렇게 말했다. “신은 깊은 산 속에 쓸쓸하게 살면서 굽어 살피고 우러러 보며 한숨 쉬

고 괴로워 하다가 눈물을 흘린 적이 여러 번입니다. 신은 전하께 한번도 군신의 관계

를 맺은 적이 없는데 어찌 임금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탄식의 눈물을 그칠 줄 모르고 

흘리겠습니까? 이 땅의 곡식을 먹고 옛날부터 여러 대에 걸쳐 살아온 오래 된 백성으

로서 어찌 부름을 받고서도 한 마디 말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하였다. 기사년(1569)

에 종친부 전참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신미(1571)년 경상도로 하여금 공을 

구제해 주도록 하였다. 공은 소에서 감사드리고 임금의 의리에 대해 아뢰었다. 다음해 

경상도 감사가 병세를 아뢰었더니 주상이 내시 신분의 사람을 보내 문병하였으나 공

은 이미 숨을 거두었으니, 때는 음력 2월 8일이었고 향년 72세이었다. 공은 일찍이 차

고 다니던 칼에 명(銘)을 지어 “안으로 마음을 밝히는 것은 경敬이고, 밖으로 일을 결

단하는 것은 의(義)다”라고 새겨 넣었다. 또 창문달린 벽면에 ‘경’과 ‘의’ 두 글자를 크

게 써 붙이고 “우리 집에는 두 글자가 마치 하늘과 땅 사이에 해와 달이 있는 것과 같

다.”라고 하였다. 병이 위독해지자 정인홍(鄭仁弘)과 김우옹(金宇顒)을 불러 ‘경’과 

‘의’에 대하여 열심히 말씀하시기를 ”공부가 성숙되면 가슴 속에 남아 있는 것이라고

는 하나도 없게 된다. 나는 아직 그런 경지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안과 밖

을 조심시켜 안정시키고 자리를 돌려 동쪽으로 머리를 향하게 하여 숨을 거두었다. 그 

당시 남사고(南師)라는 사람이 천문을 잘 보았는데 “소미성(少微星) 광채가 없으니 처

사가 재앙을 당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공이 돌아가셨다. 주상이 제사를 지내며 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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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서 “하늘이 훌륭한 원로를 남겨주지 않으시니 보잘 것 없는 이 사람은 누구를 의

지해야 합니까?”라고 하였다. 대사간에 추증하였으며 그 해 음력 4월 덕산에 안장하였

다. 광해군 때 영의정에 추증되고 문정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공은 별도로 남명이라고 

스스로 호를 지었다. 가수현에 계부당이 있는데 닭이 알을 품듯이 함양한다는 뜻이다. 

시내 위에 정자는 뇌룡정이라고 했는데, ‘시동처럼 가만히 있다가 용처럼 나타나고 연

목처럼 묵묵히 있다가 우레처럼 소리친다.’는 뜻이다. 진주 덕산에 산천재가 있는데 

『주역』 대축괘의 “강건하고 독실하여 빛이 날로 그 덕을 새롭게 한다.”는 뜻을 취한 것

이다. 묘소는 산천재 뒤에 있다. 덕계, 수우당, 동강 등 여러 어진이들이 스승으로 섬겼

다. 덕계는 “마음을 먹고 절개를 지켰다.”고 말했고, 수우당은 “강대하면서도 원대한 

재주였다.”라고 했으며, 동강은 “강렬한 햇빛과 가을 서리 같은 기상이었다.”고 했고, 

한강은 “태산의 우뚝한 절벽 같은 기상이었다.”고 했다. 퇴도 이 선생은 “건중은 군자

가 벼슬에 나가고 물러나는 의리에 합당하도다.”라고 하였다.

명(銘)은 다음과 같다.

 고결함을 스스로 지키며 은거하여 의리를 행하였으니 

그 몸을 욕되게 하지 않았고 그 뜻을 낮추지도 않았네.

도를 굽혀 시속을 따르지 않았으니 일신 사업 고상하게 이루었도다.16)

허목은 이 글을 지을 때 객관적 사실을 기록하는 데 주력했고 행위의 엄정성을 강조하였다

고 하면서 마치 사관처럼 역사적 인물에 대해 평가하고 있기에 양선은악(揚善隱惡)이라는 

신도비 저작의 원리를 저버리고 망자에게 불리한 내용까지 담아 양존음제(陽尊陰擠)의 경향

을 띄는 글을 지었다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이다.

3. 미수 허목의 「덕산비」에 대한 논란

허목의 「덕산비」17)는 1685년 조식의 묘소 아래 세워졌다. 남명신도비를 세우는 것에 대한 

조식 후손들의 영향력이 조식의 장손자 조진명이 1661년 세상을 떠나자 급격히 축소되었 

고18) 덕천서원은 남인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남인의 영수가 허목이었고 그의 스승

이 한강(寒岡) 정구(鄭逑)였으므로 허목은 조식의 재전제자(再傳弟子)라는 것 때문에 내용이

16) 덕산비의 번역은 조의생의 것과 허권수 그리고 이찬호의 것을 참고하여 본인의 의견에 따라 조

금 고쳤다. 밑줄 친 부분과 진하게 한 글자는 조의생씨가 표해 놓은 것이다 .

17) 정경훈, 「17세기 비지문 창작의 양상」, 『동방한문학』 제51집, 10쪽 참조. 미수가 덕산비라고 칭한 

것은 광해군 때 내려진 증작과 사시를 인정하기 싫다는 의중의 표현이라고 단정하였다. 오이환 

교수도 이렇게 주장한 바 있다.

18) 서정문, 『남명 신도비명 4종에 나타난 남명상의 비교 검토』, 2005.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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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체제에 불만이 있어도 조식 후손들은 허목의 『덕산비』 건립에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고 오

랜 세월 참아왔다.

허목의 『덕산비』를 세운 뒤에 뒤늦게 용주(龍洲) 조경(趙絅)의 『남명선생신도비문』이 도착

하였다. 조경에게는 1657년 여러 선비들의 뜻에 따라 조진명과 그의 사촌 조준명이 함께 당

시 남인의 영수인 조경에게 찾아가 「남명신도비문」을 지어 줄 것을 간청하였던 것이다.

조경이 청탁을 받은 1657년에 남명선생신도비를 지었다면 그가 세상을 떠난 해인 1669년

까지 12년 세월이 흘렀고, 세상을 떠난 때부터 허목의 신도비가 세워지기까지 16년이라는 세

월이 흘렀다. 도합 28년이다.

허목과 조경은 각각 연천과 포천에서 살면서 매우 친하게 지낸 사이이다. 「미수연보」에 적

힌 것을 보면 1664년 용주와 함께 적연(積淵)을 유람하였으며, 1668년 미수의 장손 혼례에 

참석하였고, 백운산 유람을 함께 하였다고 한다. 1669년 용주가 세상을 떠났을 때 허목은 조

경의 시장(諡狀)과 신도비명을 지었다. 이 때 허목이 조경의 유고를 살펴 이에 대한 언급을 

해 놓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조경이 지은 「남명신도비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 틀

림없다. 조경이 세상을 떠난지 3년 후인 1672년에 허목은 『덕산비』를 지었고 1682년 세상을 

떠났다. 세상을 떠난 지 3년 후인 1685년에 허목의 『덕산비』가 묘소 아래 건립되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조식 후손들이 노론의 영수인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에게도 신도비

명을 지어 줄 것을 청하였다. 송시열은 1664년경에 청문을 접하여 10여 년 만인 1673년에 여

러 차례 추고를 거쳐 완성하였다. 조경과 송시열의 남명선생신도비가 완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없이 허목의 「덕산비」를 선택하여 세웠다는 것

은 논란의 실마리가 되는 것이다.

혹자는 허목이 근기남인(近畿南人)의 학자로서 이황의 학통을 이어받아 이황→정구→허

목→이익으로 이어지는 학통의 계보를 일반화하고 있는가 하면, 혹자는 정구가 남명의 제자

이므로 조식→정구→허목으로 이어지는 학통의 계보를 일반화하고 있기도 하다. 후자의 관

점에서 보면 아무 논의 없이 허목이 지은 『덕산비』를 세울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허목

의 문집인 『기언(記言)』에 실린 「답학자서(答學者書)」의 내용을 보면 조식을 표면적으로는 존

경하는 척 하면서 내용에 있어서는 조식을 폄하하려는 의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른 두 분이 

지은 신도비문을 배제하고 자신이 지은 신도비를 세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19) 이 점에서 

허목의 『덕산비』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었고, 「답학자서」가 논란의 불을 당긴 것이다.

허목이 지은 『덕산비』의 내용을 따져 논박하게 만든 결정적인 글 「답학자서」는 1689년에 

19) 병자호란 이후 허목이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 가장 먼저 만나 폐를 끼친 집안이 구암 이정의 집

안이었고 허목의 아래 동생 허의(許懿)의 부인이 이정의 손녀이기 때문에 남명신도비를 지어 양

존음제(陽尊陰擠)의 기법을 사용하고 싶어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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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되어 나왔고, 1905년에 중간되어 나왔다. 초간은 『덕산비』를 세운 1685년 이후라 당시에

는 조식 후손들은 이 글을 보지 못하였고, 1905년 중간본이 나오면서 이 글을 읽고 분노하기 

시작하였다. 이 글의 전편을 여기에 싣는다.

「학자에 답한다(答學者書)」

내가 무능한데 공연히 고문(古文)으로 세상에 이름이 나서 늙어오면서 그 글이 더욱 

간단명료하고 깊숙하여 가볍고, 무겁고, 취하고, 버리는데 한 글자, 한 구절 흩어짐이 

없으니 고문을 짓는 자의 체법(體法)이 이와 같은 것이라. 이는 가히 아는 자와 더불

어 말한 것이지 속세에 아무 것도 모르는 자들의 이목(耳目)을 기꺼이 하려고 한 바가 

아니다. 보내온 바에 의하면 과연 그 말이 있나니 무릇 일을 기록하는 법이 그 큰 것을 

상세히 하고 그 작은 것은 생략하며 그 빛나는 바를 취하여 더욱 긴요한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럼으로 공자기문(孔子紀文)에 집에 있으면서 어버이 섬기고 형제 따르는 절

차를 말하지 않고 또 그 제자전(弟子傳)에 안연(顔淵)의 효행을 말하지 않고 오직 증

자(曾子), 민자(閔子)만 말한 것은 이 모두가 그 큰 것을 말한 것이지 공자와 안연의 

행의가 증자, 민자 보다 못하다는 것은 아니다. 속세에서 논하기를 사소한 일을 드러

내지 않으면 곧 그 알맹이를 빠뜨려서 칭찬할 것이 없다 하고 대절(大節)만 일컬으니 

이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라고 해서 예사로 여기고 취하지 않음이라. 어찌 우스운 

일이 아니겠는가?

 남명(南冥)같은 자는 큰 말과 고행(高行)으로 우뚝 서서 세상을 돌보지 않고 천자

(天子) 앞에서도 굴하지 않으며 부귀(富貴)를 부운(浮雲)과 같이 보고, 전고(前古)를 

오만히 여기고, 그 장기(長技)가 추상열일(秋霜烈日), 벽립만인(壁立萬仞) 같으니 그 

뜻이 높지 아니함이 없고 그 학문을 논할진대 온전히 인홍(仁弘)에게 전하여졌다.

 인홍의 술법(術法)이 국법을 악용하여 참혹잔인(慘酷殘忍)하여 너그러움이 없고 말

마다 춘추지의(春秋之義)라고 하면서 그 바른 법인즉 자식으로 하여금 어머니를 폐하

여 인륜의 중함을 돌보지 않고 제 몸이 극형에 처하게 되어도 오히려 깨닫지 못하였

다. 지금 그 사람을 은연히 존사(尊師)로 삼으니 그 마음을 가만히 미루어 보면 남명

의 전법(傳法)이 이에 있으니 이는 마땅히 멀리 변방으로 쫒아서 나라를 같이 하지 못

하도록 해야 할 자니라. 남명의 말폐(末獘)가 이와 같으나, 그러나 남명자(南冥者)는 

옛적에 말하는 고사(高士)라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면 내 또한 한번 만나보고 그 

사람됨을 알고 싶으나 더불어 벗하자 하면 나는 하지 않겠다. 구암(龜巖)은 옛 어진대

부(賢大夫)로서 예(禮)를 지키고 고식(古式)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두 사람을 본즉 남

명은 고(高)하고 구암은 고(高)하지 않다. 남명은 기(奇)하고 구암은 기(奇)하지 않다. 

세상 사람이 기(奇)하고 고(高)한 것을 좋아하지만 구암은 아무런 폐단은 없었다. 그

러나 곤변(鯤變)씨에 이르러서는 인격과 성품이 같지 않으며 사람이 성인이 아닌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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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과실이 없겠는가? 그 사람이 높고 뛰어나서 남의 나무람과 꾸짖음을 받는 것이 

적지 않으나 그 마음만은 구차하지 않아서 이미 전배(前輩)들의 칭송을 받았고 나 역

시 그 시를 읽어 보고 중인(衆人)보다 뛰어남을 알았다. 이른 바 학봉(鶴峯)에게 절교

당한 것은 어쩐 일인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절교를 당할 잘못이 있더라도 학봉이 너

무한 짓이 아니겠나? 남명의 귀암 절교한 때로부터 인홍이 구암을 공격한 것은 같잖은 

일로써 말을 조작함이 극심함은 온 사람이 다 아는 바이다. 인홍의 사람됨이 선량한 

사람을 모함하고 해쳐야 마음이 쾌한 사람이다. 곤변 씨는 귀암의 자손으로서 진주 남

경(晉州南境)에서 늙으면서 매우 곤궁하게 지냈는데 화패(禍敗)를 면하고 마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 여러 가지 헐뜯고 모함한 것은 나 또한 육십 평생에 귀가 아플 정도

였다. 알지 못하겠노라. 학봉이 그 잘못을 보고 절교한 것인가? 듣고 했는가? 생각건대 

절교한 것을 믿겠는가? 못 믿겠는가? 다 모르겠다. 당파(黨派)가 생기면서부터 옳고 그

른 것이 어둡고 막힌 지가 오래 되었으나 하물며 인홍 무리들의 폐단은 내 일찍이 직

접 보고 안 것이니 두말 하겠는가? 내 평생에 남의 말 듣고 돌이켜 생각지 않음이 없지

만 이 일에 있어서는 오로지 믿지 못하겠으며 이 또한 후회하지 않겠다. 만약 학봉으

로 하여금 이런 일이 없고 이 일이 있었다면 이는 반드시 인홍을 도우는 자가 한 말이

다.20)

「답학자서」는 허목이 조식의 『덕산비』를 짓고 난 뒤 어떤 사람이 그 내용이 너무 간단하고 

빠진 것이 많다고 지적한 것에 대하여 대답한 내용이다. 여기에서 조식의 기질과 학풍 그리

고 내암과의 관계와 구암과의 관계21)를 설명하면서 조식을 고상한 선비로 간주할 뿐 진정한 

도학자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그의 기절(氣節) 일변도의 성품이 마침내 정인홍으로 이

어져, 정인홍이 춘추대의를 외치면서 은혜를 베풀 줄 모르는 가혹한 사람이 되었다고 적고 

있다.

비지문은 대개 망자의 학덕과 세상에 남긴 업적을 칭송하며 망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기술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허목의 글 짓는 태도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이와 같은 허목의 

「답학자서」를 읽은 조식의 후손들과 서인의 유림들은 허목에 대해 적대감을 갖지 않을 수 없

었다. 허목에 대한 적대감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만성(晩醒) 박치복(朴致馥)은 「답학자서」가 

허목의 본의가 담겨진 글이 아니므로 『미수기언』을 재간할 때 빼 버리라고 다음과 같은 편지

를 써서 강력히 권유하였다.

20) 허목, 『미수기언』 별집 69-11장, 「답학자서」.

21) 조식, 『남명집』 498쪽 참조. 구암 이정은 하종악의 후처와 인척관계이고, 후처가 관련된 음부옥

사로 인하여 남명으로부터 절교를 당하였기 때문에 허목은 자신의 사돈댁인 이정과 그의 손자 

이곤변을 두둔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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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는 명옹(冥翁)과는 시대적으로 100년의 선후가 있고, 사는 지역이 떨어진 것이 천

리나 됩니다. 남명의 ‘벽립천인(壁立千仞)이나 추상열일(秋霜烈日)’의 기상에 관해서

는 대개 들어서 알겠지만, 학문의 깊고 독실한 것과 조예가 정밀하고 깊은 것은 살피

지 못했던 것입니다. … 그가 하겸재(河謙齋) 선생과 어울리면서 명옹의 실질적인 학

문에 대하여 많이 듣고 놀라 말하기를 “그대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거의 명옹의 죄

인이 될 뻔 했소”라고 했다 합니다. 전해들은 것이 대체로 사실이 아닌 것에 깊이 개

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답학자서가 문집에 실린 것은 미수 선생의 뜻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 또 비문을 고찰해 보건데 한강 정구는 일찍이 명옹을 사사(師事)

하였고, 미수는 또 한강의 학통을 이어받은 확실한 제자입니다. 이 글을 그대로 놔두

어 후세에 보여 준다면 어찌 남명 선생을 높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겠소?22)

박치복은 남명학파 지역에서 성장한 인물이면서 미수학파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학자이었

음으로 남명 후손과 노론계 인사들의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이다.

허목을 존경하는 유림 중에도 「답학자서」는 위조된 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았다. 추

범(秋帆) 권도용(權道溶)은 “평소에 남명 후손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거짓 이야기를 

지어내 사감(私感)을 풀려고 비방의 이야기를 공공연히 나돌도록 한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다면 법통을 이어받은 재전제자가 조사(祖師, 한강 정구)를 이런 식으로 욕보일 수 있겠는

가?”23)

제남(濟南) 하경락(河經洛) 같은 이도 “미수는 결코 이 글을 짓지 않았다. 어떻게 알 수 있

느냐? 도리로써 알 수 있다”24)고 하였다.

이 글의 파장이 심각해지자 허목을 모시던 유림들이 의령 이의정에서 도회를 열어 이 글을 

깎아 없애기로 하였다. 그런데 간행할 때 허(許)씨라는 성을 가진 어떤 사람이 몰래 도로 넣

어버렸다. 허목이 지은 「덕산비」에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던 남명 후손 복암(復菴) 조원순(曺

垣淳)은 이 비석을 넘어뜨리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대신 송시열이 지은 신도비

를 세우려는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25) 이러한 조원순의 뜻에 노론이 가세하였다.

1879년 송시열의 후손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은 지리산 일대를 유람하고 덕산을 방문

하여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22) 박치복, 『만성집(晩醒集)』, 권9 26~27장, 「山川齊抵京中奇言補刊所」.

23) 권도용, 『秋帆文苑』 原集 권8 9장, 「重答河聖權書」.

24) 권도용, 『秋帆文苑』 原集 권8 9장, 「答河聖權論記言書」.

25) 권도용, 『秋帆文苑』 原集 권14 16장, 「德山碑訟槪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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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재 뒤 수십보 되는 곳에 남명 선생 묘소가 있기에 올라가 절을 하였다. 신도비문

은 우리 선조 송시열께서 일찍이 지었으나 지금 새겨져 세워진 것은 허목이 지은 것이

다. 이는 후손들이 편파적으로 당파적 습속을 옹호한 결과이다. 하물며 그 칭도한 것

이 우리 선조의 것에 미치지 못함에랴? 진실로 개탄스럽다.”26)

1902년에는 면암(勉庵) 최익현(崔益鉉)이 강우지역을 여행하다가 진주에 들러 허목이 지

은 『덕산비』와 송시열이 지은 『남명신도비』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 식견 있는 사람들이 이 비석에 분개를 한 지 오래되었다. 장차 비석을 다듬어서 

송시열이 지은 신도비명을 새기려고 하니 남명 선생의 도(道)는 이에 해와 달처럼 빛

날 것이다. 또한 기대하는 바가 있도다. 내가 비록 늙고 추하지만 한 마디 말로써 이 

일을 도우고 싶다.”27)

남인 계열의 학자들도 송시열의 신도비를 칭찬하는 사람이 많았다. 당시 남인계의 대표적

인 학자 면우(俛宇) 곽종석(郭鍾錫)도 “송시열이 지은 신도비문은 분명하고 치밀하고 우뚝하

고 밝고 단단하여 범할 수 없는 늠름한 기색이 있고 퇴색될 수 없는 환한 문체이다.”라고 하

면서 “손으로 꼽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글(天地間의 有數文字)”이라고 칭찬하였다.28)

이즈음 노백헌(老栢軒) 정재규(鄭載圭)가 허목이 지은 『덕산비』와 그 비와 연관이 있는 내

용을 담고 있는 「답학자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질문하는 형식으로 잘못을 질

타하고 있다. 그의 글 전문을 12항목으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   남명 선생의 진면목을 감추어 흐려지게 만들면서 남명을 기껏해야 시골에서 혼자 

절개를 지키는 사람의 수준으로 설정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   상소에 나라를 다스리고 당시의 부패를 근절해야 한다는 국정운영에 관한 조언은 

인용하지 않고 자전을 ‘깊숙한 궁중의 과부’이고 전하를 ‘선왕의 고아’라고 한 것만 

어째서 인용하였는가?

•   열심히 공부하여 지식을 축적하여 자신을 깨우쳐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어째서 남명 

선생은 강학(講學)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는가? 

26) 송병선, 『淵齋集』 권21 23장, 「頭流山記」.

27) 최익현, 『勉菴集』 권24 1장, 「書尤翁所撰南冥先生神道碑後」.

28) 『勉菴集』에는 실려 있지 않으나 『德川師友淵源錄』의 부록에 실려 있는 것을 박병련 교수가 「남

명학파의 계승과 전개」에 인용한 것을 재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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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喪)이 났다는 소식을 접하고 달려 왔으나 늦어서 염(斂)할 때 관에 기대지도 못

한 정인홍을 ‘병이 위독해지자 정인홍을 불렀다’고 하여 마치 남명 선생께서 인홍에

게 도(道)를 전해준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   중종, 명종, 선조께서 벼슬에 나오도록 부를 때는 조호(祖號)를 쓰지 않고, 영의정에 

추서하고 시호를 내린 군왕에게만 광해군이란 조호를 사용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   신도비문에 자손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   은자(隱者)는 자기 몸을 깨끗이 하여 멀리 간 사람을 의미하고, 처사는 벼슬을 하지 

않았지만 뜻을 펼쳐 나라와 백성을 구할 수 있을 때는 벼슬길에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러한데도 어찌하여 허목의 문집에서 남명 선생이라 일컬

어야 할 곳에 은자라고 했는가?

•   「동산(東山) 정두전(鄭斗傳)」에서 동산을 칭찬하면서 토정의 말을 빌어 남명을 한 

단계 낮은 데다 두었는데 어째서인가?

•   “같은 시대에 살면 벗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는데, 남명이 선배 학자인데 이렇게 능

멸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   남명 선생이 별세하였을 때 정인홍의 나이 겨우 30세였다. 4, 50년 뒤에 일어난 일

에 남명을 연관시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   비명(碑銘)의 서문에 ‘선생’이란 글자는 후세 사람이 고친 것이고 본문에는 공(公)으

로 되어 있다고 한다. 무엇 때문에 선생이라 부르지 않고 공이라고 불렀는가?

•   ‘남명선생신도비’라고 하여야 할 것을 어째서 ‘덕산비’라고 하였는가?

세워져 있는 비문에서 문제된 것들을 깎아 지우려 해도 주자(朱子)가 경계한 것을 상고하

여 그러지를 못하였다. 허목의 글은 글 전체가 남명을 헐뜯고 모욕하고 있는 것인데도 허목 

지지자들이 온갖 방법으로 이것을 덮고 숨기려고 한다. 그들은 남명 선생을 저버릴지언정 정

파와 당파는 저버릴 수 없는 것이니, 아아! 당론이 사람의 지각을 좀먹는 것이 이러하니 통탄

할 따름이다.29)

과거를 거치지 않고 유일로 출사하여 송시열과 치열한 예송 논쟁으로 이름을 얻어 우의정

에 올랐던 남인의 영수로서 경신환국 때 삭탈관직 당한 그에 대한 남인계 학자들의 지지도는 

매우 높았던 것이다. 허목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그의 문집 『기언』에 실린 「답학자서」가 세상

에 알려지자 허목은 『덕산비』에 남명을 폄하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각인하여 놓았다는 여론

이 우세하게 되어 문제가 되는 내용을 조목조목 나열하여 따져 묻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되어 1903년부터 조식의 후손들은 송시열이 지은 신도비를 세우기 위한 계획을 추

29) 정재규, 『老佰軒集』 권32 16~19장, 「偊記」. 탄핵한 항목을 지면관계로 그대로 전부를 기재하지 

못하고 요약하여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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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기 시작하였다. 문중을 주도하던 조원순이 1903년 세상을 떠나자 조식 후손 조용순, 조

현승 그리고 전부사(前府使) 정규석 등이 힘을 합쳐 송시열이 지은 신도비의 제작을 완료하

였다.30) 신도비의 추기(追記)는 송병선이 썼다.

1920년 초 덕천서원의 경의당을 복원하여 제사를 지낼 때 수우당 최연경을 배향할 것이냐

를 두고 심각한 대립이 빚어졌다. 최연경은 기축옥사 때 서인에 의해 죄없이 죽임을 당한 조

식의 제자로 서인이 가장 꺼리는 인물이었다. 조용상을 비롯한 조식 후손들은 서인을 덕천서

원에 출입하도록 하여 조식을 존경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최연경을 덕천서원에 배향하지 말

자고 주장하였다. 남인계 유림들은 최연경의 배향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남인과 서인 간의 대

립이 지속되었다.

현재(弦齋) 조용상(曺庸相, 1870~1930)은 1926년 「踣德山碑理由」라는 글로써 미수가 지은 

신도비명을 넘겨야 할 이유를 밝혔다. 그 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미수(眉叟)의 비문에서 “스스로 일가(一家)의 학문을 이루었다. … 토론하고 답하여 이

야기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것에 대하여 현재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전수되어 오던 학문을 잘 이었는데, ‘일가의 학문’을 이루었다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명성(明誠)으로서 근본을 삼았고, 경의(敬義)를 위주로 했는데, ‘충막(沖漠)으로 근본을 삼

았고, 논란하고 답술(答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미수의 비문에서 “사람을 가르칠 때는 책을 펴 강론을 하지 않았으며, 경서(經書)를 이야

기 하는 것은 자신에게 돌이켜 구하여 스스로 터득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책을 볼 때는 일찍

이 한 장(章)이나 한 구(句)씩 해석한 적이 없었다.”라고 했다.

이것에 대하여 현재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남명 선생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배우는 사람은 사서(四書)를 정밀하게 알아 참되

게 쌓고 오래 힘을 들이면 도(道)를 알게 된다.’고 하였고, 또 궁리(窮理)를 바탕으로 삼아 글

을 읽고 의리를 강론하여 밝혔다.’라고 하셨다. 대곡(大谷) 선생은 묘갈명(墓碣銘)을 지어 “의

심스러운 내용을 분석하여 가을 털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 들어갔다.”라고 했으니 미수는 비

문에서 마땅히 사람들에게 사서(四書)를 정밀하게 알도록 가르쳤다라고 했어야 할 것인데 

책을 펴 강론하지 않았다라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마땅히 ‘의심스러운 내용을 분석하여 

가을 털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 들어갔다.’라고 했어야 할 것인데 ‘일찍이 한 장(章)이나 한 구

(句)씩 해석한 적은 없었다.’라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30) 송병선, 『연재집』 권32 25장, 「南冥先生神道碑追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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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수는 비문에 남명의 을묘사직소(乙卯辭職疏) 중에서 ‘자전(慈殿)께선 생각이 깊으시

기는 하나 깊숙한 궁중의 한 과부에 불과하고 전하께선 어리시어 단지 선왕의 한 고아일 뿐

입니다.’라는 구절을 인용하였고, 경연(經筵)에서 왕을 알현하는 부분에 나오는 ‘삼고초려(三

顧草廬)’를 인용하여 놓고 있다.

이것에 대하여 현재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남명 선생의 상소문 중에서 ‘성학(聖學)에 힘쓰시고 지금의 폐단을 구제 하십시오’라는 등

등의 것에 대하여 간곡하게 거듭 거듭 권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한 마디 언급도 없다. 또 

경연에서 접견 중에 ‘학문하는 방법’이나 ‘정치하는 도리’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한 것에 대해

서도 언급이 없다. 단지 자전은 깊은 궁중의 한 과부이고 전하는 어리신 고아일 뿐이라는 말

과 삼고초려만을 취하여 언급하였는데 이것은 무슨 의도에서 나온 것인가? 미수의 「답학자

서」를 보면 그 의도를 알만 하다.”

3) 미수의 비문에 “병이 위독했을 때 정인홍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다. 

이것에 대하여 현재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한강이 쓴 제문에 ‘남명 선생의 평소의 학행(學行), 지개(志槪), 출처(出處), 어묵(語默), 진

퇴(進退), 행장(行藏) 등에 관하여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로서 숨김없이 세세히 말씀을 하였

고 우리 모두와 서로 가슴을 열고 말씀을 나누었다. 또 남명 선생께서 병환으로 몸져누우셨

다는 소식을 듣고는 급히 달려가 반 달 동안 모시고 간호를 하고 난 후에 돌아왔다.’라고 하

였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한강 같은 분을 비문에 적어 넣어야 마땅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정인홍은 적신으로 이미 사형을 당한 사람이다. 나라의 법을 존중한다면 그런 사실

을 숨기기 위해 정인홍의 이름을 거명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정인홍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 남명 선생께서 세상을 떠난 지 53년 뒤에 사형을 당한 자가 

선생과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미수의 「답학자서」를 보면 그가 특별히 정인홍의 이름을 취

한 의도를 알만하다.

4) 미수는 비문에 남명의 자손을 기록하지 않았다.  

이것에 대하여 현재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신도비문에서 자손을 기록하지 않는 전례가 있었던가?

5) 미수 비문의 명(銘)에 “고결함을 스스로 지켰고, 은거하여 의리를 행하였으니, 몸을 욕

되게 하지 않았고, 뜻을 낮추지도 않은 것이다(高潔自守, 隱居行義, 不辱其身, 不降其志).”라

고 하였다.

이것에 대하여 조용상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남명 선생께서 일찍이 ‘원하는 바는 공자를 배우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퇴계 선생은 ‘지

금 일어나 임금님의 부르심에 응한다면 이것은 군자가 때에 맞추어 출처하는 의리에 합당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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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라고 하셨다. 이러한 것은 시류(時流)에 따라 행동하는 중용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남명 선생의 은거도 세상을 등지고 떠난 것을 의미하지 않고, 출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

용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미수는 남명의 은거를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에 귀

결시키고 있으니 이렇게 쓴 글의 목적을 알 만하다.”31) 

앞에서 정재규와 조용상이 지적하고 있는 것 중에서 사제 간의 학문연원을 왜곡하는 것에 

조씨 문중은 매우 격노하고 있었다. 이 사실은 허목에 대한 서운함을 20세기 말까지 갖게 하

는 이유 중의 하나였다.

허목은 『기언』 권10에 「東岡金先生文集序」에 “일찍이 남명으로부터 학문을 배웠고, 마침내 

퇴계로부터 대도(大道)를 배웠다”고 했다. 그런데 선조수정실록 6년 1573년 9월 1일자를 보

면 “유희춘이 아뢰기를 우옹도 이황의 문인인 듯합니다.” 하자 우옹이 아뢰길 “소신은 사는 

곳이 약간 멀어서 미처 그 문하에 수업하지 못하였고, 돌아가신 징사(徵士) 조식이 스승입니

다.”라고 한 것을 보면 허목이 남명의 제자 정구에 이어 김우옹까지 이황의 제자로 편입시키

려고 한 의도가 분명함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점이 특별히 남명 후손이 허목에게 격노하고 있는 이유임을 조의생이 말해주고 있다. 

조선(祖先)께서 세상을 떠난지 400년이 지난 1978년에 조의생은 허목이 “우옹이 일찍이 남

명에게서 배우고 마침내 큰 도는 퇴계에게서 들었다”는 말에 허목이 온갖 악랄한 수법을 다

하여 선생을 모해하니 슬프도다라고 하고 있다. 

『덕산비』의 내용과 「답학자서」로 인하여 갈등을 빚던 중 1926년 허목이 지은 『덕산비』는 조

식의 후손들에 의해 훼철되었다. 그 일로 인하여 덕천서원을 출입하는 남인과 남명 후손들과

의 대립이 아주 격렬해졌다.

남인계 유림들이 주도하고 있는 진주향교의 유림과 덕천서원을 중심으로 한 조식 후손 간

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을 무렵 제남(濟南) 하경락(河經洛)은 『德山曺氏破滅其先祖南冥先

生神道碑理由書條卞』이라는 글을 지어 허목이 지은 『덕산비』를 문제 삼은 각 항목에 대하여 

근거를 제시하며 변론하였다. 허권수 교수가 전문을 번역해 놓은 것을 토대로 변론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공자의 묘소 앞에 세운 비를 『孔先生碑』라고 적지 않고 『궐리비(闕里碑)』라고 하였

음으로 조식 선생의 비를 『덕산비』라고 한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   “스스로 一家의 학문을 이루었다”고 한 것은 이 문장 앞에 ‘『좌전(左傳)』과 유(柳)씨

의 글 읽기를 좋아했다.’라고 했고 또 ‘백가(百家)를 널리 보고서 돌이켜서 약(約)을 

지켰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一家’는 곧 유가(儒家)를 의미하는 것이라 문제가 되지 

31) 조용상, 『현재집』 권5 19~21장, 「복덕산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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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   ‘충막(沖漠)으로 근본을 삼았다’라고 한 것은 충막이 태극의 체(體)로, 동정(動靜)과 

음양의 이치가 그 속에 갖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근본을 삼았다는 것은 문제되지 않

는다.

•   ‘담론이나 답술(答述)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은 배우는 사람들이 지행(知行)을 겸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행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므로 문제되지 않

는다.

•   ‘자전은 진실하고 생각이 깊으나 궁궐의 한 과부에 불과하고 전하는 어리시어 선왕

의 한 고아에 지나지 않습니다.’라고 한 상소의 글은 간절하고 지성스러운 태도와 

거추장스럽지 않은 간결함을 강조한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삼고초려(三顧草廬)’의 인용을 문제 삼는 것은 선비가 스스로 강직함을 자랑하는 

말 같기에 후손들이 즐겨하지 않는 단어이겠지만, 도덕의 바름에서 고찰하면 문제

가 되지 않는다.

•   ‘정인홍’을 거명한 것은 형벌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한강 정구와 마찬가지로 조식 선

생의 제자이므로 거명하는 것이 문제 되지 않는다.

•   자손록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중국의 구양수(歐陽脩)가 「범문정공비(范文定

公碑)」를 지으면서 자손록을 적지 않았고, 이천(伊川) 선생이 정이(程頤)의 묘지명

을 지으면서 자손을 적지 않았다. 부실 소생이기 때문에 자손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니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세상을 피해 달아난다는 ‘둔세(遯世)’를 조식 선생에게 사용하였다는 데, 왕의 부름

을 받아 궁궐에 출입한 것으로 미루어 조식 선생은 중용에 의거해 때를 기다린 것은 

확실하므로 둔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둔세를 사용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다.32)

하경락은 이러한 논리로 허목의 『덕산비』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조식 후손들

이 『덕산비』에 대한 잘못된 시각에서 『덕산비』를 넘겼다고 주장하였다.

4. 남명 후손과 남인이 장악하고 있는 진주 향교와의 갈등

진주 향교 유림들은 허목의 『덕산비』를 넘겨버린 것을 단순한 조씨 문중의 일로 인식하지 

않고 조선 유림의 위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공론화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진주향교 유림들은 1926년 3월 25일에 다음과 같은 통문(通文)을 만

들어 덕천서원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는 조식 후손에게 전달하고, 또 각 고을에도 통문을 

32) 하경락, 『濟南集』 권5 30~34장, 「德山曺氏破滅其先祖南冥先生神道碑理由書條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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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냈다.

진주 향교에서 남명 조식의 후손에게 보낸 통문

이 글로써 통지하는 것은 생각건대 조선(祖先)을 높이고 어진 이를 공경하는 것은 천

성인 바 이를 돈독히 행하는 자는 어진 자손이고 착한 사람이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를 거역하는 자손이요 이를 어기는 자들이다. 불행히 패역의 죄에 스스로 빠진 즉 

유림이 다 같이 성토하고 벌주는 것은 또한 천성에 떳떳한 바이다. 노(老) 선생의 집

안에서 이 같이 패역한 자손이 있을 줄 어찌 생각이나 하였겠는가? 남이 남의 조선에

도 감히 그러하지 못할 것인데 자손 된 자가 감히 그런 짓을 하며 아울러 미수 허 선

생이 지은 글을 헐어 뭉개 버리니 궁예(弓裔)가 화상(畵像)을 칼로 쳐버린 것 같고 환

퇴(桓魋)가 공자가 설교하던 장소의 나무를 도끼로 찍어냄 같으니 그 어찌 조선을 높

이고 어진 이를 공경하는 도리라 하겠는가? 

 이 번 모임에 낱낱이 여러분께 고하노니 곧 선인(先人)들을 받들고 비를 세우던 그 

마음으로 속히 비석을 내어 다시 세우고 도내 향교 유림에게 사죄한다면 우리들은 혹 

너그러이 용서할 수 있을지언정 그 완강하고 무치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거역한다면 

마땅히 사림에서 영원히 떼어 버리고 별반 크게 성토하고 크게 조처하리니 후회 없기

를 바라노라.

병인(1926년) 삼월 이십오일 진주 향교 도회중 합천 문정형 외 사십칠인

진주향교에서 각 군에 보낸 통문

이 글을 통고하는 것은 나무를 벤 도끼가 환퇴(桓魋)에서 나왔고 요뇌(腰腦)의 변이 

탁주(侂冑)에서 일어났으니 유도(儒道)에 대한 천고의 죄인이요, 왕법으로 용서 못할 

바이다. 슬프다 덕산비는 남명 선생 도학의 표현이요, 영령이 머무신 바인데 문득 후

손이 쳐부숴 버리니 어찌 차마 볼 수 있으며 어찌 차마 말할 수 있겠는가? 그른즉 조용

상(曺庸相) 무리들은 비단 유도에 대한 난적(亂賊)일 뿐만 아니라 제 할아비에 대한 

패손(悖孫)이니 어떻게 할 것인가? 당초에 비 세우는 날에 사림이 널리 논의해서 세웠

고 본손도 응당 주선했음이 틀림없거늘 삼백여 년이 지난 지금에 후손된 자 어찌 사림

을 멸시하고 조선을 모욕함이 감히 이와 같을쏘냐. 의관한 선비 그 누가 통탄지 않으

리오. 절실히 생각하건데 덕산 조가 일문은 마땅히 엄한 벌을 받을 지며 용서 못할 바

이니라. 하늘이 정한 떳떳한 도를 같이 하는 우리들은 슬퍼 탄식함을 이길 길 없어 전

국 사림은 기어코 단합 성토할 것이로되 문득 국상을 당하여 체면이 소중해서 모이어 

결안을 내지 못하고 다시 오월 십일로 정하여 알리오니 기어코 본 향교로 왕림하셔서 

대동하여 어진 이를 모독하고 조선을 배반한 완악한 무리들로 하여금 징계를 책정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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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는 것이 우리 유도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병인 삼월 이십오일 진주 향교 도 회중

성명은 먼저 통문과 같음.

진주향교로부터 통문을 받은 지 한 달 후에 남명의 후손 조동환(曺東煥) 외 28인의 이름으

로 문중에서는 「진주 향교 통문에 답하노라」고 하는 글을 지어 통렬하게 반박하고 「복비이유

(踣碑理由)」라는 글을 첨부하여 진주 향교로 보냈다. 「진주 향교 통문에 답하노라」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진주 향교 통문에 답하노라

엎드려 보건대 여러분이 보내온 통문에 우리 문중을 지극히 성토하였는데 다 읽어 보

니 몸 둘 바를 모르겠노라. 우리들도 또한 사람이라 제 조선을 섬기고 어진 이를 높이

는 천성은 여러분과 다를 바 없는데 감히 부득한 거동으로 조선의 비를 넘기고 전인

(前人) 허목(許穆)의 글을 헐어버린 것은 그 글이 오직 분하고 억울하였으면 그랬겠는

가? 그 억울하고 분한 것은 우리 조선을 무함(誣陷)하고 헐뜯었기 때문이다. 그 헐뜯은 

글을 눈 있는 자는 가히 볼 수 있고 입 있는 자들은 다 읽을 수 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사실을 자세히 규명하지 않고 공연히 우리들을 이와 같이 칠 수 있는가? 가령 그 글을 

여러분의 조선에게 썼다면 여러분도 마땅히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하고 불

평한 마음이 자연 폭발할 것이다. 또 우리가 여러분에게 그 죄(罪)를 둘러씌우려 한다

면 제공(諸公) 또한 머리를 숙이고 복종하겠는가?

슬프다 천하의 떳떳한 성품은 한결같은데 어찌 자기만 두둔하고 남에게는 이다지 가

혹하게 책망할 수 있는가? 또 어찌 허공(許公)에게만 후하고 우리 선조에게는 박하게 

하는가? 여러분의 처지에서 조용히 편벽(偏僻)하고 사심(私心)됨이 없이 돌이켜 생각

해 보라. 공평하고 지당하면 다행할 것이나 만약 통문대로 비를 다시 세우고 사죄하라

면 죽을지언정 감히 듣지 못하겠노라. 이런 일로써 스스로 크게 조처 당하게 되어도 

감수할지니 여러분은 심양하여 조처하라.

병인(1926년) 사월 이십오일 조동환 외 이십팔인

 조동환(曺東煥), 조석인(曺錫仁), 조석철(曺錫喆), 조석환(曺錫煥), 

 조석규(曺錫規), 조국순(曺國淳), 조채순(曺彩淳), 조갑순(曺甲淳),

 조동순(曺東淳), 조월승(曺越承), 조정호(曺珵濠), 조용순(曺鎔淳),

 조성순(曺星淳), 조백순(曺百淳), 조병락(曺秉洛), 조덕상(曺悳相),

 조병직(曺秉直), 조병노(曺秉魯), 조병형(曺秉炯), 조병권(曺秉權),

 조병두(曺秉斗), 조병도(曺秉燾), 조병관(曺秉觀), 조병갑(曺秉甲),

 조봉상(曺鳳相), 조주상(曺柱相), 조경환(曺敬煥), 조주환(曺柱煥),

                           조정섭(曺政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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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踣碑理由 덕산비 넘긴 이유」

당초 비를 세울 때, 그 글 제목에 「덕산비」라 칭한 것을 남명 선생 신도비라 고치고 그 

글에 공(公)이라고 칭한 것을 선생으로 고쳤어야 할 것을 그러지 못하여 우리 선조들

이 비를 세울 때 기꺼워하지 않았음을 가히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불선(不善)한 곳을 

다 고치지 못한 것은 특히 사림(士林)들의 의논(義論)이 공평치 못하였고 또 「답학자

서」를 얻어 보지 못하였은즉 그 속이고 헐뜯고 하는 것이 이같이 심한 줄을 자세히 알 

지 못하였던 탓이다. 이제는 그 미수 『기언(미수문집)』이 간행되어 세상에 나도니 비

단 비문이 이전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답학자서」라는 것이 나왔은즉 비록 그 비를 그

대로 두고자 하더라도 스스로 그 글을 본 때부터는 자손들의 안중에 그 비가 없어진 

지 오래다. 사림들은 홀로 미안한 마음이 없을까? 지금 사림을 멸시한다 한즉 사림들

은 그 속이고 헐뜯고자 한 것은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비 넘긴 것이 조선을 모욕한 것

인가 아니면 비에 말하기를 스스로 이룬 한 집의 학문이라 하고, 충막(冲漠, 성리학이 

아님)으로 근본하고, 논란하고, 대답하기를 기꺼이 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 조선을 모

욕한 것이 아닌가? 선생이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집에 경의(敬義)가 있는 것은 하

늘에 일월(日月)이 있는 것과 같아서 만고에 이르도록 불변하다 하시고 또 다스리는 

도는 내 몸이 정성을 다하여 착한 일을 밝힐 뿐이라 하셨는데 어찌 소성상전지학(紹

成相傳之學)이라 아니하고 말하기를 자성일가지학(自成一家之學)이라 하며, 또 명성

(明誠)으로 근본하고 경의위주(敬義爲主)인데 말하기를 충막위본(冲漠爲本)이라 하

며, 답하여 해설하고 강론함을 기꺼이 하지 않는다(不喜論難答述)라고 할 수 있는가? 

비에 쓰기를 사람을 가르침에 책을 펴서 강론(講論)하지 않는다 하고 경서(經書)를 담

론(談論)하는 것이 스스로 연구하여 해득함만 못하다 하고 또한 일찍이 글 구절을 자

세히 해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선생은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배우는 자 사서(四書)를 

자세히 익혀서 참으로 오래도록 힘써야 가히 도를 알 것이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이치를 규명하려면 글을 읽고 토론을 거쳐 사람이 행할 도리를 밝힌다고 하셨고 대곡 

성운 선생이 지은 묘갈(墓碣)에 의심나는 곳을 분석하여 털끝같이 파고든다 하셨는데 

어찌 사서를 정밀하게 익힌다고 아니하고 책을 펴서 강론하지 않는다 하는가? 또 경서

를 담론하고 사서를 해설함에 도리어 스스로 해득하여 구함만 같지 못하다 하고 또 어

찌 의심나는 것은 분석하여 털끝같이 파고든다 하지 아니하고 일찍이 글귀를 해석하

지 않는다 하였는가? 또 한강제문(寒岡祭文)을 보면 무릇 선생께서는 평일에 행하는 

학행(學行)과 지조(志操)와 출처(出處)와 언어동정(言語動靜), 진퇴(進退)의 법에 관

하여 모두 거리낌 없이 열어 가르치셨다 하면서 또 말하기를 선생이 질병에 누우셨다

는 말을 듣고 달려와 반달이 넘도록 머물며 살폈다 한즉 한강이 전발(傳鉢)한 것은 특

서하지 않고 정인홍은 이미 정형을 입어 왕법에 벗어나 마땅히 휘(諱)해야 할 것인데 

특히 취한 것은 무슨 뜻인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서 오는 사람으로 더불어 할지

며 물러가는 자로써 더불어 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선생 돌아가신 후 오십이 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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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賜死)당했는데 선생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답학자서」에서 본즉 특히 그 취

한 뜻을 알리라. 비에 자손을 쓰지 아니하였는데 신도비에 자손을 서록(叙錄)하지 않

은 고례(古例)가 또 어디 있는가?

조씨 문중도 진주향교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다음과 같은 통문을 발송하였다.

각 지역에 널리 고하는 통문

요사이 진주 향교에서 우리 문중이 덕산비를 넘긴 사건에 대하여 각 군 유림에게 보낸 

통문을 보냈다. 이 통문의 내용은 맹자가 ‘그 근본을 헤아리지 않고 그 끝만 가지런히 

한다면 한 치쯤 되는 나무라도 집이나 산보다 높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 끝만 보고 

말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죄는 참으로 집이나 산보다 높지만 그 

근본을 헤아려 보면 우리들이 그 비를 넘긴 것은 한 치의 나무 높이에 지나지 않는다. 

이 비는 노(老) 선생의 신도비를 청문해 받은 것인데 내용이 신도비라 할 수 없어 후

손이 넘긴 것인데 이를 두고 소리를 모아 공격한다는 것은 그 끝만 가지런히 한 말이

다. 비록 노 선생의 비라 할지라도 그 제목이 덕산비로 되어 있어 노 선생의 후현이나 

후손된 자가 차마 읽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그 근본을 헤아리기 때문이다. 이에 

사림들은 근원을 자세히 규명하지 않고, 또 정상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다만 지나가는 

바람 소리 같은 남의 소리에 의지해서 불측한 죄명을 씌우고자 하니 어찌 삼척동자라

도 달게 받겠는가? 그 글 제목을 ‘남명선생신도비’라 하지 않고 말하기를 ‘덕산비’라 하

니 이것이 옛적 법인가? 지금 글인가? 높이는 짓인가? 떼치는 짓인가? 이것이 옛적 법

이고 높인 것이라면 그 「답학자서」에 말하기를 더불어 벗하지 않겠다는 말은 무엇인

가? 이런즉 비를 넘긴 원인이 오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곧 비문 짓는 그날 불공한 뜻으

로 지었기 때문이다. 진주 통문에 이르기를 나무를 벤 도끼가 한퇴에서 나왔다 하였으

나 예(禮)를 익히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한퇴이니 한퇴에서 발단된 것이지 어찌 도끼

에서 나왔는가? 어찌 그 말을 이같이 도덕에 어긋나는 곳에 쓸까보냐. 노 선생 학문이 

주공(周公), 공자의 경의(敬義), 자사(子思)와 맹자(孟子)의 명성상전(明誠相傳)의 학

(學)인데 그 글에 이른 ‘스스로 이룬 한 집의 학문(自成一家之學)’이란 무엇인가? 노 선

생 문인에 덕계, 한강 같은 어진 이가 있다, 이들이 모두 학통을 이어 받았는데 말하기

를 병석에서 정인홍을 불렀다고 하면서 「답학자서」에서 오로지 정인홍에게 전하므로 

‘그 자식으로 하여금 어미를 폐하게 하는 악을  범하였다’ 하니 이 어찌 비문에 못 다 

쓴 욕을 더 보충하여 쓴 것이 아니겠는가? 그의 말이 이와 같은데 진주 통문에 말하기

를 덕산비는 남명 선생 도학의 표현이라 하는데 노 선생 도학이 과연 그 글에 표현한 

것과 같은가? 어찌 그 말이 전, 후와 꼭 같은 것인가? 슬프고, 통탄함이여, 그 근본을 

헤아리지 못함이 막심하도다. 진주 통문에 이르기를 당초에 비를 세울 적에 본손이 주

선하는 성력이 응당 있었는데 지금 후손된 자가 ‘어찌 조손을 모욕하는 마음을 품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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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고 하였으나 여기에 대해서는 진실로 할 말이 있다. 우리 조선이 당시 종사한 것

은 그 글이 한강 문인에게서 나왔은즉 도리(道理)에 반(反)하고 모해(模楷)할 줄을 몰

랐고 또 「답학자서」를 보지 못하여 살피지 못하였지만 지금은 그 심보가 완전히 들어

나서 눈이 있는 자는 다 보았을 것이고, 또 말하기를 모욕 선조라 하지만 통문 낸 여러

분은 논어(論語) 첫 장에 삼 년 동안 고치지 않는다는 글과 주자집주(朱子集註)를 일

찍이 읽어 보지 못하였는가? 진주 통문에 말하기를 덕산 조가 일문은 마땅히 벌을 받

을 것이며 왕법이 용서 못 할 바이라 하나 고금 천하에 이와 같은 왕법이 어디 있는가? 

제 조선이 선비의 대종(大宗)인데 남의 모함으로 명예에 모욕을 입었을 때 그 자손 된 

자가 가만히 길가는 사람처럼 보고만 있어야 왕법의 용서를 받을 것인가? 비록 진나라 

상앙(商鞅)의 모진 법일지라도 제 조선 높이는데 벌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노라. 심

하다 통문 낸 여러분들이여. 그 근본을 헤아리지 않고 그 끝만 가지런하고자 하니 우

리들은 학문도 얕고 무식하지만 오직 한 가지, 밝은 사명으로 대략 우리 조선을 존경

할 줄은 알고 있노라. 하물며 박식한 여러분일까 보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천하의 성

품은 한 가지인데 어찌 남이나 나의 분별이 있겠는가? 비를 넘긴 이유를 자에 첨부하

니 여러분은 공평한 마음으로 서서히 살펴서 회시하여 주시기 바라노라.

병인 오월 초구일 조동환 외 이십 팔 인

(성명은 사월 이십오일 답 진주 향교 통문과 같음)

이러한 통문이 오가던 1926년 8월에 “이번 추향 때 모든 남인들은 서인들과 어떠한 일이든 

같이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33) 추향 때가 되자 서인들이 많이 참석하였다. 이들은 계

(契)를 결성하였는데 돈을 낸 사람이 매우 많았다. 이 때 남명 후손으로 감찰(監察)을 지낸 

조현승(曺鉉承)이 ‘尊眉叟者 不入此門(미수를 존경하는 사람은 이 문을 들어서지 말 것)’이라

는 여덟 글자를 산천재 위에다가 걸었을 정도로 34) 갈등은 계속되었다.

얼마 지나 사천(泗川) 대관대(大觀臺)에 유림들이 모여서 대표 몇 사람을 뽑아 대표의 이

름으로 진주검사국(晉州檢事局)에 덕천서원의 남명 후손을 고소하였다. 본 사건은 1927년에

서 1932년까지 5년간 지속되어 1심과 2심에서 남명 후손이 패소하고, 삼심인 대법원에서 남

명 후손이 승소하게 되었다.35) 

1929년 춘향 때 산청군수 김기준(金基俊)이 성명서를 들고 조용상을 만나러 왔다. 성명서

의 내용은 “국가의 법령이 없이 서원을 멋대로 설립하는 것은 단연코 폐지되어야 한다.” “지

33) 허권수, 『남명학연구』 제40집, 「남명신도비와 후세 유림들의 논란」, 152쪽 참조.

34) 상게서.

35) 김익재, 「남명선생신도비 복비사건에 관한 소고」, 『남명학연구』 제40집, 2013년. 4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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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지은 건물은 세덕사(世德祠)이지 서원이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이 성명서는 용연서원의 

권태현(權泰鉉)의 이름으로 부쳐왔다. 실상을 알기 위해 남명 후손과 유림 몇 사람이 그 사람

을 찾아갔다. 성명서는 남인에게 이용당해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남인들이 조씨들이 덕

천서원이라 하여 행사하는 경의당을 서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의 힘을 빌려 덕천서원의 대

지를 빼앗아 서원을 다시 세우려고 물밑 작업을 한 것이었다.36)

미수의 『덕산비』 훼철 사건으로 남명 후손과 남명 후손을 편드는 노론과 그 반대편에 선 

남인간의 갈등이 이처럼 이곳저곳에서 빚어지면서 소송으로 치달아 1927년에 시작된 소송 

사건은 5년만인 1932년에 종결되었다.

그 이후로 남인계 유림들과 남명 후손들은 다시는 서로 비난하지 않고 강호에서 서로 잊

고 지냈다.37) 이후 남인계 유림들은 덕천서원에 발을 끊고 남명을 모시는 서원을 덕산 묘소 

앞 좌편 실골이라는 마을에 세우려고 하였으나 지속되지 못하였고, 노론도 백운동에 남명을 

모시는 서원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였다.

1956년 『德川師友淵源錄』을 편찬하면서 남명 후손들의 간청으로 담헌(澹軒) 하우선(河禹

善) 등이 덕천서원을 출입하기 시작한 것이 남인계열의 선비로는 처음이었다. 그 이후 남인

계 유생들이 점차적으로 덕천서원을 출입하기 시작하였다.

조의생은 1978년 4월에 남명 후손에서 이 사실을 알리는 『수지』를 작성하여 2년 후인 1990

년 4월에 남명 후손들에게 배포하여 종인 모두가 더욱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협력하

여 위대하신 선조에게 추호도 욕됨이 없게 하라고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지(須知)』38)

서기 1990년 4월  일

우리 선조 남명 선생은 도학군자(道學君子)로써 영남은 말할 것도 없고 온 나라의 종

사(宗師)이셨다.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국민 교화(敎化)에 헌신(獻身)하신 분이다. 오

덕계(吳德溪), 정한강(鄭寒岡), 김동강(金東岡), 최수우당(崔守愚堂), 곽망우당(郭忘憂

堂)을 비롯하여 많은 현인(賢人)들과 우국근왕지사(憂國勤王之士)들을 국내 그 어떤 

선생보다 많이 배출하여 당시는 물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교화(敎化)의 적(績)이 맥

36) 상게서 155쪽 참조.

37) 권도용, 『秋帆文苑』 原集 권14 16~18장, 「德山碑訟槪況」.

38) 조의생(曺義生), 『須知』, 남명 조식의 자손들이 ‘마땅이 알아두어야 할 사실’을 의미하는 『수지』

와 『덕산비 넘긴 이유』라는 글을 짓고, 이와 함께 미수 허목의 『덕산비』와 이에 대한 주해 그리고 

「답학자서」 및 진주향교와 주고받은 통문을 모두 번역하여 『수지』에 첨부하여 놓았다. 1978년에 

작성하여 1900년에 남명 조식 후손들에게 배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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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脈脈)히 흘러오고 있다. 그럼에도 간혹 선생의 진면목(眞面目)을 알지 못하고 헐뜯

는 무리가 없지 않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선생은 공부자(孔夫子), 주렴계(周濂溪), 정명도(程明道), 주회암(朱晦庵) 등 사성현

(四聖賢)을 도통(道統)으로 삼으시고 성리학(性理學)을 전공(專攻)하셨으나 노자(老

子), 장자(莊子)와 그 외의 다른 책들도 두루 섭렵하셨다. 이러한 관계로 선생을 혹 노

장위수(老莊爲祟)이니 하며 헐뜯는 인사도 있었으나 이들은 선생을 잘 알지 못하는 

탓이었다. 선생의 도학과 덕행을 바르게 표현(表現)한 문헌(文獻)으로는 우인(友人)인 

대곡 성 선생(大谷 成運)이 지은 묘갈명(墓碣銘)과 문인(門人) 덕계 오 선생(德溪 吳

健), 한강 정 선생(寒岡 鄭逑)이 각각 지은 제문(祭文), 그리고 후인(後人) 우암 송 선

생(尤庵 宋時烈)이 지은 신도비문(神道碑文)과 면우 곽 선생(俛宇 郭鍾錫)이 지은 묘

지명(墓誌銘) 등이 있다. 이들 문헌은 선생의 덕행(德行)과 기상(氣像)을 잘 형용(形

容)한 것으로 자손된 자들은 이를 숙독해야 할 것이다. 선생을 헐뜯은 글도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허씨(眉叟 穆)가 지은 답 학자(答學者)란 글이다. 이 글은 허 씨가 지은 

이른바 덕산비문(德山碑文)에 표현하지 못한 점을 보충설명(補充說明)한 것으로 자손

된 자들은 그 욕됨을 알아서 참고에 자(資)할 것이다. 이 글이 세상에 있는 한 그 욕된 

글은 우리의 분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선생을 헐뜯어 겉으로

는 위하는 척 하면서 그 실제 내용은 선생을 욕되게 하는, 이른 바 양존음제(陽尊陰

擠)를 일삼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오히려 우리를 설복시키려 한다. 이에 우리는 언제

나 그 근본을 자세히 알아서 설복되어 현혹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

여 오십삼 년 전(1926년 丙寅年)에 시작된 소위 비(碑) 시비의 시말에 대하여 기억을 

더듬어 본다. 허 씨가 지어 새긴 비(碑)를 넘긴 까닭은 미수가 지은 소위 덕산비문과 

「답학자서」라는 글과 이 외에도 미수가 지은 정동산전, 이도구전, 김동강전 등의 한 구

절(一句節)과 진주 향교에서 우리에게 보내고 각 군, 읍에 보낸 통문과 우리가 회답한 

통문 등을 수집, 번역하여 편철(編綴)하였는데―이 외에도 많은 문헌이 있으나 너무 

장황하여 여기서는 우선 꼭 알아야 할 그 대중 약간만을 발췌하였음―이를 읽어 보면 

알 수 있다. 자손된 사람으로써는 그 비를 세워 두고 보지 못 할 이유가 분명하다. 그

런데 남인일파(南人一派)가 왜 비를 넘겼느냐고 시비를 걸어왔다. 까닭은 허 씨가 조

선 중엽 때 남인의 영수로써 남인의 존대를 받아 왔는데 그가 지은 글을 헐었기 때문

이었다. 남인은 조선 중엽 때 서인(西人) 심의겸(沈義謙)과 동인 김효원(金孝元)으로 

시작된 당파가 그 후, 동서당이 남인 북인, 소북 대북, 노론 소론 등 많은 당파로 나뉘

게 되었는데 허 씨는 남인이었다. 남인일파는 여론을 일으키고 우리 문중에 없는 죄까

지 조작하여 관에 고발하는 등 모든 면에서 악랄한 수법을 서슴지 않았다. 급기야 넘

긴 비를 다시 본래와 같이 세우라고 법원에 제소하여 진주지방법원에서는 우리가 패

소하였다. 우리는 패소함의 억울함을 참지 못하여 대구복심법원에 상소했더니 돈의 

위력에 분하게도 또 지고 말았다. 최후인 대법원에 상소하였다. 대법원에서는 재판 최

고 법원답게 공정한 판결을 내리어 기어코 우리가 승소하였다. 소송을 하는 만 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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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은 그 어느 때보다 현재공(弦齋公) 용상(庸相)의 지휘 아래 단결되었다. 소송비용 

갹출과 기타 자격에 따라 각각 종사에 진력(宗事盡力)하여 승소함으로써 욕되고 악의

(惡意)에 찬 그 비문을 헐어 없애 버리게 되었던 것이다. 만약 선인들의 이 같은 결사 

투쟁의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까지도 그 욕을 둘러쓰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한 번 울분한 마음을 금하지 못한다. 착하신 종인 여러분은 더욱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협력하여 위대(偉大)하신 선조에 추호도 욕됨이 없게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종인은 다투어 선조 일에 앞장 설 것이며 인격도야(人格陶冶)에 힘써서 남명 선생의 자

손된 긍지(矜持)를 가져 가문을 더욱 빛내길 갈망(渴望)하노라. 허 공이 얼마나 악의

적으로 선생을 모욕하였는지 알기 쉽도록 간략하게 줄거리를 뽑아 주해(註解)를 붙였

으니 읽어 보고 더욱 자세한 것은 전체 글을 다 잘 읽어 살펴보시기를 바라노라.

1978년 무오(戊午) 4월  일

조의생 근지(曺義生 謹識)

조의생은 수지의 첫 면에 허목의 『덕산비』 전문을 싣고, 그 다음에 『덕산비』에 대한 의견을 

주해(註解)라는 제목으로 첨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유학자들 간에는 아직도 허목의 덕산

비로 야기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주해(註解)

당연히 남명선생신도비라고 써야 할 것을 「덕산비」라 했으니 덕산 누구 비란 말인가? 

선생이라 써야 할 것을 공이라 쓰고 그 비문 중에서 몇 번이나 공이라 쓰면서 퇴계 선

생만은 퇴도 이 선생이라 했으니 본래부터 혀를 꼬부리기 싫었고, 이 비문을 자세히 

검토해 볼 때, 그리고 「답학자서」 등등을 종합하여 살펴 볼 때, 선생을 욕하려고 쓴 글

일지언정 신도비로써 칭송하기 위하여 쓴 곳은 찾아볼 수가 없다. 오직 무슨 결점이나 

있나하여 자기 나름대로 하자(瑕疵)만 지적해 낸 것이니 이것이 무슨 신도비인가? 더

욱이 「답학자서」를 보면 남명 같은 자가 이 세상에 살아 있다면 내 또한 그 사람됨을 

한번 보고 싶지만은 더불어 벗하자 하면 나는 안 하겠다느니, 남명의 학문이 오로지 

정인홍에 전발(傳鉢)되었느니 하였다. 남명에 대한 말이 이와 같으니 이들은 멀리 변

방으로 쫒아서 나라를 같이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자들이다. 허 씨(許穆)의 처 증조

부 이구암(李龜岩)과 선생을 비교하여 남명은 폐단이 많으나 구암은 예(禮)를 좋아하

는 현대부(賢大夫)로서 폐단이 없다 하고, 뿐만 아니라 정동산 전을 지으면서 토정(土

亭)이 영남을 다녀오면서 남명 은자를 보고, 또 동산 옹을 보았는데 영남에는 사람 같

은 이가 동산 옹 한 사람뿐이라 했으니 이 모든 말들이 선생을 욕하고, 깎고, 멸시하는 

해괴망측(駭怪罔測)한 말 아니냐? 또 김동강 전을 지으면서 일찍이 남명에게서 배우

고 마침내 큰 도는 퇴계에게서 들었다 했으니 철부지 어릴 때 추구(芻狗)나 천자문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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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남명에게서 배우고 큰 선비가 되는 도(道)는 퇴계에게서 배웠다고 하는 말인데 

선조대왕(宣祖大王)이 동강에게 묻기를 경의 스승이 퇴계냐 하니 퇴계는 멀리 있어 

가서 배우지 못했고 신의 스승은 남명입니다(師友淵源錄) 하였는데 억지로 끌어다가 

퇴계에게서 배웠다고 쓰는 등 온갖 악랄한 수법을 다하여 선생을 모해하니 슬프다 허 

공이여 모해와 거짓이 잠시는 진실을 가릴 수 있으나 오래 못 가나니 당시 우리 조선

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런 비를 세울 리가 만에 하나라도 있었겠는가? 종

인 여러분 비는 비록 없어졌지만 그가 지은 글은 세상에 전해지고 있으니 이런 글이 

후세에 전해질 것을 알아, 이런 물의(物議)가 일어날 줄 알면서 지었다면 그 심보가 

아주 소인이고, 모르고 지었다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사임을 깊이 인식하면서 천세 

만세가 되더라도 이 사실만은 모름지기 자손 된 사람들은 기억할지어다.

III. 결론

학문과 교육에 끼친 커다란 업적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스승으로서의 남명 조식의 위상은 

부침을 거듭하였다. 임진왜란 때 덕천서원이 소실되어 많은 자료가 함께 소실되어 없어졌으

며, 설상가상으로 인조반정의 정당성을 위한 역사왜곡으로 남명의 수제자 정인홍이 역적으

로 몰려 처형됨으로써 역적의 스승이라는 오명을 쓰고 힘을 잃기도 하였던 것이다.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에 대한 논란이라면 학문 그 자체를 두고 학문적 토론이 전개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건립한 신도비로 긴긴 세월 동안 당파간의 갈등을 계속하였다

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학문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남명과 같은 실천유학자는 학문적인 문헌 집필을 자제하고 제자들로 하여금 오로지 지행

합일 하도록 말과 행동으로 교육을 시켰다. 그러므로 그의 제자들이 배운 것을 문자화했어야 

할 터인데 인조반정으로 정인홍을 위시한 남명학파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그 길이 막힌 

것이 한국 유학의 맥을 끊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명 조식이 1615년 광해군 때 성균관 유생들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영의정에 증직되고 난 

다음에 대북파를 주도하며 현직에는 나가지 않았지만 요집조권(遙執朝權)39)하였던 정인홍이 

1617년에 남명선생신도비를 지어 세웠으나 1623년 인조반정으로 훼철되었다. 이때부터 정인

홍 흔적 지우기가 조정과 학계에 번져 남명학파의 존립이 위태로워졌다. 

자신과 후손의 출사를 위해 대부분의 남명학파 학자들이 퇴계 계열의 남인으로 계보를 바

꾸거나 혹은 노론으로 계보를 바꾸었고, 지조를 지켜 남명학파를 고수하는 학자들은 은둔

39) 멀리서 손을 뻗쳐 조정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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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隱遯)하여 침묵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였기에 당파와 권력의 상황을 보면서 남명신도비 

청문이 추진되었고, 조경, 송시열, 미수의 남명선생신도비 중에서 1685년 미수 허목의 『덕산

비』가 건립되게 되었다.

건립과정에서 남명 후손들과 대북파가 처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하여 이들이 신도비 건립

에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남인이 주도하였다. 그러므로 남명 후손들이 내용과 형식면에

서 불만이 있었지만 허목의 『덕산비』 건립을 용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허목이 가진 남인

계 유림에서의 위상과 허목이 남명의 제자 한강 정구의 제자라는 것이 불만이 있어도 반대하

지 못하는 이유로 작용하였다.

내용과 형식면에서 표출된 불만은 남명후손과 노론의 공감대를 이루어 남인과의 갈등 양

상으로 치달아 남명 사후 400년 이상 지속되어 왔다.

16세기 조선의 학문경향은 순정주자학만을 숭상하여 타학문을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규정하여 학문의 지평을 좁혀 놓았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하여 조선의 유학은 순정주자학이

라는 학문의 범주 내에서 생활규범까지 당파간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투쟁의 실마리

가 되었다. 『주자가례』 등과 같은 바꾸어도 되는 생활규범을 그대로 지키려는 예송(禮訟)이 

현종의 정치를 막아버렸다면, 권모술수에 의한 정파간의 권력투쟁은 조선의 앞날을 막아버

렸던 것이다.

남명의 신도비가 건립된 1685년경에는 숙종이 재위한 시기로 1680년의 ‘경신환국’으로 서

인이 집권하였고, 1689년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집권하였으며, 1694년 ‘갑술환국’으로 서인

이 집권하게 되었다. 이러한 파당정치는 권력 장악에만 뜻을 두어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뒤쳐져 백성으로 하여금 망국의 한을 뒤집어쓰게 하였다.

오늘날의 역사학자에 따라서는 조선이 망한 이유로 성리학의 공리공론, 반상제도, 대원군

의 쇄국정책 등을 꼽기도 하는데 그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본다. 

신도비도 2품 이상의 망자의 묘소에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엄격한 신분제도를 준수케 하여 

그 신분을 후손들이 명예스럽게 생각하도록 하였다. 후손의 명예에 손상이 되는 글이 발견되

면 후손과 관련이 있는 당파가 편을 들어 사소한 문제로도 국론을 분열시키는 분쟁으로 치

달았다. 이러한 신분제도를 뒷받침하는 신도비 건립은 중앙집권적인 문치주의의 부산물일 

것이다. 

그러나 공리공담에 머물지 않고 실천을 강조한 남명의 학문적 업적은 공자처럼 자신이 학

문적 이론을 집필하는 것을 자제하였기에 136명에 달하는 제자들이 말과 몸으로 듣고 배운 

바를 문자화하였어야 했다. 불행하게도 인조반정으로 대부분의 제자들이 거세되어 스승의 

학문적 유지를 문자로 기록하지 못한 것은 조선의 학문적 상실이다.

비록 허목이 지은 『덕산비』로 갈등을 빚어왔긴 하지만, 그래도 4편의 신도비가 집필되어 



98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20, 제16호

전해 오므로 남명연구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40) 

참고문헌

조식, 『남명집』

허목, 『기언』 

권도용, 『추범문원』

박치복, 『만성집』

송병선, 『연재집』 

정구, 『남명별집』

정재규, 『노백헌집』 

조용상, 『현재집』

조의생, 『수지』

최익현, 『면암집』 

하경락, 『제남집』

조일규, 『남명 조식 언어의 분석』, 역락출판사, 2019.

허권수, 『남명 그 위대한 일생』, 경인문화사, 2010.

김익재, 「남명선생신도비 복비사건에 관한 소고」, 『남명학 연구』 제40집, 2013. 

서정문, 「남명 신도비명 4종에 나타난 남명상 비교검토」, 『조선시대사학보』 34, 2006.

오이환, 「남명집 이정본의 성립」, 『남명학연구논총』, 남명연구원, 1995.

이상필, 「내암 정인홍 소찬 남명 신도비명 소고」, 『남명학연구』 제40집, 2013.

정경훈, 「17세기 비지문 창작양상 고찰」, 『동방한문학』 제51집, 2012.

허권수, 「남명신도비와 후세 유림들의 논란」, 『남명학연구』 제40집, 2013.

40) 허권수, 『남명학연구』 제40집, 「남명신도비와 후세 유림들의 논란」, 121쪽 참조.



1부  논설   99

이언 모리슨(Ian Morrison) 편지의 발견과 의의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명예교수  최종고

머리말

지난해 명예교수회보(제15호)에 독일 마르바흐(Marbach)의 독일문학문서고(Deutsches 

Literaturarchiv)에서 <프리덴탈문서(Richard Friedenthal-Nachlass)>를 찾은 얘기를 쓰면서 

뜻밖에 중국계 작가 한슈인(Han Suyin, 韓素音, 1916~2012)의 소설책 Alle Herrlichkeiten auf 

Erden(1985)을 발견했단 얘기도 한 줄 적었다. 후일 그것의 영어 원서 A Many-Splendored 

Thing(1952)도 입수하여 읽고 놀란 사실도 언급했다.1)

 1년이 지난 금년은 한국전쟁 70주년 되는 해인데 국내정치가 오히려 전쟁을 잊어버리려

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그동안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기록하지 못한 역사마저 묻혀버

릴 위험에 있다. 한슈인의 위 소설이 한국전쟁으로 끝나는 소설이고, 거기에는 우리에게 안 

알려진 중요한 사실이 수록되어 있어 이번에는 이것을 정리하여 한국현대사와 학술사에 기

여코자 한다. 앞으로 언젠가 단행본 형태로 내겠지만 먼저 여기서 자료만 소개하려 한다.2)

I. 모리슨의 학자 가계

이언 모리슨의 정신적 배경을 알려면 무엇보다 그의 가계적 전통을 이해해야 한다. 한 마

디로 그는 유명한 지식인 가계에서 태어나 성장한 젊은 지식인이었다. 부친 조지 어네스트 

모리슨(George Ernest Morrison)은 별명이 ‘차이나 모리슨(China-Morrison)’으로 중국통 언

론인이었다.

조지 모리슨은 1862년 2월 4일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에서 태어났다. 스코틀랜드계의 

아버지 조지 모리슨박사(Dr. George Morrison)와 어머니 레베카(Rebecca) 사이의 4형제 중 

   1) 최종고, <프리덴탈문서> 속의 한국, <서울대학교명예교수회보> 15호, 2019, 162-175쪽.

   2) 구술증언으로 <뉴데일리TV>(2020. 6. 9.) 동영상; 최종고, <낙동강의 모리슨>, 예옥, 2020 출간

중.

1부  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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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이었다. 아버지가 지롱 대학(Geelong College)의 학장이기 때

문에 거기서 공부하였다. 다시 멜버른대학교에 입학하여 의학을 

공부했다. 카누로 바다를 탐험하여 글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1882

년에는 남태평양 섬들을 탐험하기도 하였다. 이듬해에는 뉴기니아 

섬을 탐험하다 원주민의 습격을 받고 철수하였다. 그해 아버지는 

에든버러대학교 외과 교수로 부임하여 떠났다가 돌아왔고, 모리슨

은 1887년 8월에 외과의사 자격을 얻었다. 졸업여행으로 필라델피

아, 뉴욕, 자메이카를 여행한 후 의사로 활동하였다. 1888년 5월부

터 1년 반 동안 스페인에서 영국인 소유의 구리광산에서 외과의사

로 일했고, 3개월간 모로코에서 술탄의 시의(侍醫)로 복무하다 오

스트레일리아로 돌아왔다.

1891년 4월부터 빅토리아주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다 2년 만에 청산하고 1893년 5월 31세

로 극동에로의 모험여행을 떠난다. 홍콩, 필리핀을 거쳐 상하이에 이른다. 선교사를 자처하며 

중국인 복장을 하고 텐진, 베이징에 이르렀다. 거기서 일본도 방문했다.

이듬해인 1894년 2월 영국으로 가서 논문을 써 8월에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여

행기를 An Australian in China라는 책으로 냈다. 여기에는 중국인에 대한 애정, 선교사와 

아편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보인다. 아무튼 이 책으로 영어권에서 중국전문가처럼 유명해졌

고, 선교사이자 중국학자인 로버트 모리슨(Robert Morrison)과 혼동되기도 하였다. 런던에서 

The Times 지의 벨(Moberly Bell) 사장이 특파원으로 위촉하고 1895년 11월부터 타이주재 

특파원으로 본격적으로 언론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1897년 3월 베이징에 부임하여 20년 이상 이곳에 살았다. ‘베이징 모리슨(Morrison of 

Peking)’, ‘차이나 모리슨(Chinese Morrison)’이란 별명이 붙여졌다. 그렇지만 평생 중국어는 

말하지 못했다.

여행벽은 계속되어 1899년 1월부터 한국을 거쳐 태국, 인도, 영국에도 다녀왔다. 한국에서

는 높아가는 러 ·일 대립의 기운을 눈으로 보았다. 1900년에 들어서면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친척을 방문하고 다시 일본과 한국을 거쳐 4월 4일 베이징에 돌아왔다. 그 후 베이징에서 ‘부

청멸양(扶淸滅洋)’을 외치는 의화단(義和團)의 살육사건을 체험했다. 그는 특파원으로 이 대

사건을 상세히 보도했다. 38세의 장년으로 솔선하여 의용군에 참전하기도 했다. 부상을 입었

는데 사망한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8월 14일 8개국의 연합군이 베이징을 점령하여 난은 

평정되었다. 물론 The Times에 체험기를 실었다.

1904년 ‘제0차 세계대전’이라 불리는 러일전쟁의 기미가 일 때 모리슨은 반러 친일의 태도

를 갖고 기사를 써보냈다. 그때 그는 ‘러일전쟁을 연출하는 자’로 지칭되기도 했다. 그는 러일

<그림 1> 이언 모리슨의 부

친 조지 모리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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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에는 종군기자로서 일본의 제3군사령부에 배속되었다. 러일전쟁은 미국의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의 중재로 포츠머스에서 1905년 8월 10일부터 강화회의가 17회나 열려 9월 

4일 체결되었는데, 모리슨은 8월 4일부터 31일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여기서 일본인 역사학

자이자 예일대 도서관의 큐레이터를 알게 되었다. 그 역사학자는 일본의 전승이 일본의 장래

에 화근이 될 것이라는 책을 썼다. 모리슨도 태도를 바꾸었고 반일(反日)의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정치적 보도 외에 여행가로서 1910년 1월 15일부터 6월 1일까지 북중국과 투르케

스탄을 여행하고 The Times 지에 12회에 걸쳐 ‘Across China and Turkestan’이란 여행기를 

발표하였다. 상트 페터스부르크에서 런던을 거쳐 다시 중국 베이징으로 돌아온 것은 1911년 

2월이었다. 그해 10월 10일 신해(辛亥)혁명이 일어났다. 공화국이 선포되고 원세카이(袁世

凱)가 임시대총통이 되었다.

독신이던 모리슨은 여비서 제니 로빈( Jennie Wark Robin, 1889~1923)과 결혼하였다. 50세

까지 여성편력이 많았던 그는 27세의 미인 부인으로 정착했고, 아들 셋을 낳았다.3) 장남이 우

리의 주인공 이언 모리슨이다.

1912년 9월, 17년간 일해 온 The Times 사에서 사임하고 중화민국대총통 원세개의 정치고

문이 되었다. 외국인 고문은 그만은 아니었다. 그는 고문직에 대하여 별로 만족하지 않았고 

권태감을 느꼈다. 1919년 파리 평화회의에 참가하였다. 이어서 5월 7일 런던에 도착했는데 

병세가 악화되어 수술을 받았다. 그 후 1년가량 투병하다 1920년 5월 30일 폐렴으로 타계하

였다. 향년 58세였다. 부인 제니도 3년 후 34세의 젊은 나이로 세 자식을 두고 남편을 뒤따랐

다.

조지 모리슨은 이처럼 의사, 모험가, 언론인으로서 다면적 인물이었다. ‘여섯 개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모험에는 냉철한 통찰과 세밀한 조사가 필요한데 그는 열

정, 결단, 현장감으로 이런 일을 잘 해나갔던 것이다.

그는 탁월한 도서수집가로 ‘모리슨 도서(Morrison Collection)’은 일부 미첼도서관, 일부 중

국 인민대학 청사(淸史)연구소, 그리고 다량 일본 <도요분코(東洋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모리슨은 ‘두촌(杜村)’이란 호로 장서인을 찍었다.4) 이 모리슨문고 안에는 한국과 관련된 것

으로 데니(Owen Denny)의 ‘조선의 독립(The Independence of Korea)’이라는 신문기사와 

<청한론(China and Korea)>이란 팸플릿이 데니의 친필서명으로 증정된 것이 포함되어 있

   3) Jennie Wark Robinson에 대하여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유명 여성작가 Linda Jaivin이 쓴 A Most 

Immoral Woman(2009)이 있다.

   4) 필자는 2013년에 카쿠슈인대학의 동양문고를 방문한 바 있다. 그때는 이언 모리슨부자에 대해 

잘 몰라 한국관계 문서에만 관심을 갖고 관람했는데, 그때 사온 책 <동양학의 걸어온 길 

(Journeys in Asian Studies)>(2013)에 모리슨문고가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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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 또 락힐(William Woodville Rockhill)이 워싱

턴에서 <중국과 조선의 관계(China’s Intercourse 

with Korea)>라는 책자를 내어 보낸 것도 있다. 또

한 묄렌도르프(Paul Georg von Möllendorff)가 

데니를 반박하는 논설도 발표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모리슨문서 속에 있고 이를 기초로 쓴 일본

학자의 연구논문도 있다.6) 다시 말하면 모리슨은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 있으면서 동아시아의 사정

을 서양에 알리는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한국에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다는 사실이다. 이

런 관심이 결국 후일 한국전쟁에서 아들이 전사하

는 역사로 연결되었다고 하면 억측일까? 아무튼 

이언은 아버지와 비슷한 점도 많았고, 또한 그로

부터 탈피하여 독립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II. 이언 모리슨은 누구?

한슈인의 <모정>에는 마크 엘리옷(Mark Elliot)으로 나오는 실제인물 이언 모리슨(Ian 

Ernest McLeavy Morrison)은 1913년 5월 31일 아버지가 계신 중국 베이징에서 태어났다. 동

생 얼라스테어 모리슨(Alastair Morrison, 1915~2009)과 콜린 모리슨(Colin Morrison, 1917~ 

1990)도 있는데 그들도 고인이 되었다. 1919년에 부모가 영국으로 건너가 살자 윈체스터대

학을 거쳐 캠브리지대학교에서 공부하였다.

1935년부터 3년간 일본 삿포로에 있는 홋카이도(北海道)제국대학에서 영어 교수로 재직했

다. 1938년부터 도쿄의 영국대사관에 로버트 크레이기(Sir Robert Craigie, 1883~1959) 대사

의 비서로 있었다.

1941년에 일찍 상하이에서 만난 오스트리아-체코 출신의 여성 마리아 노이바우어(Maria 

Therese Neubauer, 1941~ )와 홍콩에서 결혼하였다. 그들은 아들 니콜라스 모리슨(Nicholas 

Morrison)과 딸 페트라 모리슨(Petra Morrison)을 두었다.

   5) Owen Denny에 대하여는 최종고, <한국을 사랑한 세계작가들> I, 와이겔리, 2019, 23-31쪽.

   6) 자세히는 공익재단법인 동양문고, <모리슨 팜플렛트의 세계>, 2017, 147-165쪽.

<그림 2> <모리슨 문고>의 수집가로서의 조지 

모리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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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대전이 일어나자 이언 모리슨은 프리랜서에서 

The Times 지의 전임 기자로 임명되었다. 그의 첫 번째 

임무는 싱가포르의 전쟁을 취재하는 것이었다. 1942년 

11월에 부나-고나(Buna-Gona) 전투에서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이듬해 1943년 12월에는 뉴기니아에서 비행기 

사고로 머리에 경상을 입기도 했다. 7개월간 전장에는 

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 후 다시 전장의 현장에는 반드시 

가서 보고 기사를 쓰는 습관을 계속했다. 이런 활동 속

에서 그는 세 권의 현장감 있는 책을 써서 출간하였다. 

모두 같은 출판사에서 나왔다.

1)   Malayan Postscript: A Pictorial History(London: 

Faber and Faber Limited, 1942)

2)   This War against Japan(London: Faber and Faber 

Limited, 1943)

3)   Grandfather Longlegs: The Life and Gallant Death of Major H.P. Seagrim, G. C., 

D.S.O.(London: Faber and Faber Limited, 1947)

우리나라에는 이 책들이 아무 데도 없어 필자는 근자에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This War 

against Japan(1943)의 구입을 신청하여 입수하였다. 119쪽의 얄팍한 책인데, 그래도 색인까

지 붙어있고, 64개의 현장사진이 32쪽에 걸쳐 실려 있다. 아마도 이 사진들은 모두 모리슨 자

신이 현장에서 찍은 것들로 보인다. 주로 뉴기니아와 티모르에서 일본군과 전쟁하는 장면들

을 찍은 것이다.

한국에 관하여는 열 군데 언급하고 있는데, 히데요시의 조선침략도 언급하고, 한일수교에 

대하여는 이렇게 적고 있다.

1876년 일본은 23년 전에 미국이 일본에 대하여 행한 꼭 같은 방식으로 조선에 진출

하였다. 한 해군함정이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출동하였다. 선례로 일본이 중

국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행한 대로 한손에 올리브 가지를, 다른 손에 큰 장갑을 들었

다. 조약의 결과로 세 항구가 일본에 개방되었으나 조선과의 난관은 여전히 존재하여 

그것이 1894년 청일전쟁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한국인들은 선명한 민족(a distinctive 

people)으로, 외관으로도 중국인과 일본인과 매우 다르고 옷도 달리 입는다. 그들은 

<그림 3> 이언 모리슨의 어머니 제니

(Jennie Wark Mor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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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보다는 몽골계 중국인에 좀더 가깝다. 오늘날 한국인은 2천3백만에 이른다. 그

들은 높은 수준의 지성과 분명한 문화를 갖고 있는데, 대부분 중국에서 기원된 것이

다. 수세기 동안 조선왕은 중국에 조공을 바쳐왔다. 이 자그만 조공은 중국인들이 조

선을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완충국(buffer state)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었다. 중국인

들은 조선정치를 자신들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조정했고, 조선이 일본과 충돌할 때

에는 책임을 지지 않았다. 조선에 사는 일본인과 한국인들 사이에 이미 강력한 적대감

정이 생겼고, 그것이 여러 사건으로 중국인들에 의해 자극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계

의 불만족스런 상태가 1891년에 환시베리아철도(Trans-Siberian Railway)를 놓은 러

시아의 공포와 함께 1894년에 일본이 조선을 공격을 하는 충돌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조선 주재 중국병력은 순식간에 재배치되었고 중국해병은 연이어 패망하였다. 1895

년 시모노세키조약에서 중국은 조선의 독립을 인정했다.7)

 러시아와 일본과의 불가피한 충돌은 1904년에 발생했고, 러시아의 패배와 일본의 

요동반도 및 사할린 남부의 점령으로 끝났다. 1910년에 조선은 소리 없이(quitely) 병

합(annex)되었고 일본제국에 합병(incorporate)되었다.8)

‘소리 없이 일본에 합병된 한국’은 모리슨에게 어떻게 마음에 끌렸을까? 더 이상의 서술은 

없다. 아무튼 모리슨은 이만큼 아시아 역사에 밝은 지식인이었다. 제2차 대전이 끝나자 모리

슨은 싱가포르에 살면서 The Times 지를 위해 폭넓은 여행을 하면서 취재했다. 이 때 홍콩에

서 의사인 한슈인을 만난 것이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모리슨은 홍콩에서 한슈인과 작별하고 열흘 후에 

전선에 섰고, 7월 10일에 The Times 지에 첫 기사를 보도했다. 약 38일간 취재보도하다가 8

월 12일 저녁 무렵 낙동강전투의 왜관 근처에서 지뢰폭발로 전사하였다.9)

III. 모리슨의 보도와 일기

모리슨은 한국에서 대전, 부산, 포항, 대구 등지를 다니면서 전쟁보도 기사를 쓴 것으로 보

인다. The Times 지 1950년 8월 11일자 “포항이 북한군의 수중에서 불타고 있다(Pohang in 

hands of North Koreans: Town in flames)”라는 기사는 8월 11일 미군 제8사단 사령부(8th 

   7) Ian Morrison, This War against Japan, 1943, p.25.

   8) Ian Morrison, ibid., p.26.

   9) Peter Halliday, Yet more Thoughts on Han Suyin’s A Many-Splendored Thing: A Tribute to 

Ian Morrison,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Hong Kong Branch, vol.41, 2001, pp.391-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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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y Headquar ters)에서 모리슨 특파원(“Our 

Special Correspondent”)이 쓴 현장기사였다.

모리슨은 전쟁 초기 한 달 남짓 거의 모든 격전지를 

몸소 체험하고 기사를 쓴 것으로 보인다. 역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현장감 있는 생생한 기사를 쓴다는 그의 

신념을 실천한 것이다. 그러면서 거의 매일 밤이면 홍

콩에 있는 연인 한슈인에게 솔직한 심정의 편지를 썼

다. 손으로 썼는지 타이프로 쳤는지는 알 수 없다. 신

문기사는 타자로 쳤지만 편지는 손으로 썼을지 모른

다. 영화 <모정>에는 이런 인상적인 장면이 나온다. 

모리슨이 한 전선의 소나무 아래서 땅바닥에 타자기

를 놓고 치고 있는데, 나비 한 마리가 와서 앉는다. 모

리슨은 타이핑을 멈추고 나비를 뚫어지게 들여다본

다. 홍콩에서 한수인과 함께 리펄스 베이 언덕 위 나무 밑에서 사랑을 나눌 때 어께에 나비 

한 마리가 앉자 한슈인은 좋은 징조라면서 쫓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것이다. 그때를 

생각하며 넋을 잃고 나비를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폭격기가 폭탄을 발사하여 모리슨은 순식

간에 폭파된다. 미군의 폭격에 의해 죽은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장면은 문학적으로 보인 것이고, 실제는 위에서 본 대로 지프차를 타고 가다 

한국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파해 즉사한 것이다. 모리슨의 전사는 신문과 방송으로 즉각 보도

되었다. 전 The Times 중국 특파원 맥도날드(Colin McDonald)는 긴 추모기사를 썼다.

또 이렇게 전사한 모리슨의 사후 이야기를 이 정도라도 복원할 수 있는 것은 다행히 그와 

한슈인을 직접 알았던 왕년의 스타 피터 할리데이(Peter Halliday, 1924~2012)가 쓴 회상기가 

있기 때문이다.10) 이 글이 없다면 이렇게라도 재구성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2012년 87세로 

작고하기 10년 전에 영화 <모정>에 추억하면서 이언 모리슨에 대한 회상의 글을 상당히 자

세히 적었다.

한편 국내문헌으로는 프란체스카여사의 <프란체스카 난중일기>(기파랑, 20)에, 그리고 백

선엽장군의 회고록 <조국이 없으면 나도 없다>(2010)에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다.

1950년 8월 3일 저녁, 드디어 적의 도하가 시작되었다. 낙동강 연안 42km의 넓은 방

10) Peter Halliday, Yet More Thoughts on Han Suyin’s A Many-Splendored Thing: A Tribute to 

Ian Morrison,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Hong Kong Branch, vol.41, 2001, pp.391-

406).

<그림 4> 이언 모리슨에 대한 추모 기사



106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20, 제16호

어지역에서 제일 먼저 교전한 부대는 낙정리 일대에 전진 배치되어 있던 12연대였다. 

적의 도하가 본격화되자 이 지역의 12연대는 도하하는 적에게 큰 타격을 주었으나, 정

상적인 방어선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나는 다음날 12연대를 예비로 전환시켰다. 

2~3정씩의 3.5인치 로켓포를 수령한 각 연대는 단기간의 훈련 후 특공대를 조직하여 

강 건너 적진까지 침투해 전차 사냥에 나섰다. 과연 로켓포탄은 T-34전차의 철갑을 관

통했다.

 12연대가 맨 먼저 북한 인민군의 전차 4대를 파괴하고 그중 1대를 노획했다. 이 전

차는 후일 대구에 전시되었고, 휴전 후 서울 여의도로 옮겼다가 지금은 육군사관학교

에 전시되어있다. 우리는 이 낙동강 연안 방어전투에서 10대 가량의 전차를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때부터 우리 사단 장병들은 ‘전차공포증’을 극복하게 되었다.

 충분히 훈련되지 못한 병사들을 보충받아 전투에 투입시켰던 당시 일선 지휘관들

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촌각을 다투는 치열한 피아공방으로 신병들이 10여

발의 사격훈련만 마치고 전선에 배치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적 전차를 파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UN한국위원단 인도 대표 나얄(Nayar) 대령

과 런던 타임즈(London Times)의 아이언 모리슨(Ian Morrison)과, <Daily Telegraph>

의 크리스토퍼 버클리(Christopher Buckely) 등 영국 기자 2명이 확인 취재차 스리쿼

터(three-quarter, 3/4톤 차량)를 타고 현장에 접근하다가 대전차 지뢰가 터지는 바람

에 모두 사망하는 불상사를 빚기도 했다.11)

또한 육군참모총장과 국방장관을 지낸 최영희(崔榮喜, 1921~2006) 장군은 회고록 <전쟁

의 현장>(2009)에서 더욱 자세히 적고 있다.

어느 날(8월 중순경) 유엔 한국위원단의 일원인 인도대표 나얄 대령이 연대에서 노획

한 적의 전차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몇 명의 기자와 함께 사단을 방문한다는 연락이 

왔다. 이들 일행의 안내를 우리 연대가 맡게 되었다. 나는 연대에 도착한 나얄 대령에

게 “그곳은 격전지역이기 때문에 위험하니 안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만류했다. 그러

나 그들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버텨, 할 수 없이 내가 안내를 하게 되었다.

 이 때 적은 전차를 동반하고 다부동을 집중공격하고 있어 아군은 도로의 요소마다

에 대전차지뢰를 매설해놓고 있었다. 물론 지뢰지대는 출입이 금지되어 접근을 신중

히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얄 대령 일행은 적의 전차가 파괴된 장소로 접근하기 위해 

그대로 진전하다가, 나얄 대령이 승차한 차량이 지뢰와 접촉하여 그와 동승한 일행과 

함께 폭사하는 참사를 빚고 말았다.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전투지역에서는 

누가 뭐라 해도 지휘관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했을 것이다. 아무튼 나얄 대령의 위

11) 백선엽, <조국이 없으면 나도 없다>, Army, 2010, 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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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무릎 쓴 책임관념은 같은 군인으로서 훌륭하다고 감복하면서 머리 숙여 그의 명

복을 빌어 주었다.12)

IV. 모리슨의 무덤은 어디?

모리슨 일행이 전사한 1950년 8월 12일 이후에도 많은 전사자들이 속출하였다. 그래서 대

구에 전사자를 위한 임시묘지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언 모리슨 일행의 전사와 그들의 장례

는 그보다 12일 이전이었다. 묘지가 없으니 기존의 ‘장로교 선교사 묘지’에 급히 안장할 수밖

에 없었다.13) 시신은 가까운 대구로 옮겨져 바로 다음날 13일 안장되었다. 전시중이라 시각을 

다투어 일을 처리해야만 했다. 다행히 그때 찍은 사진이 두 장 남아 있다. 하루 사이에 석관

을 마련했고 외국인 목사가 주례를 했다. 영국인 버클리 기자도 나란히 묻힌 듯 보인다. 6인

의 군인이 조포를 쏘았다. 한 미군병사가 나팔로 <The Last Post> 진혼곡을 불었다.

12) 최영희, <전쟁의 현장>, 결게이트, 2009, 119-120쪽. 이 자료를 빌려 주신 이동식 장군께 감사한

다. 이 장군도 금년에 <95세 노병의 6.25 참전기>(2020)를 출간하셨다. 이에 대해서는 최종고, 

이동식의 <95세 노병의 6.25 참전기>, <한국문학신문>, 2020. 8. 26. 8쪽.

13) 기록의 Presbyterian Missionary Cemetery는 대구 동산병원 옆의 청라언덕 일부에 있는 선교사

묘지를 가리킴에 틀림없으나 현재 모리슨의 묘는 없다. 언제 이장되었는지도 모르고, 현재 런던

의 아버지 묘지에 함께 묘비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유족들이 이장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5> 대구 선교사묘지에서의 장례

(1950. 8. 13.)

<그림 6> 부친의 묘지 위에 보이는 이언 모리슨  

묘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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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한슈인이 남긴 유산

이상의 이언 모리슨 이야기는 한슈인(韓素音)의 소설 <모정(Love is a Many-Splendored 

Thing)>이 없으면 완전히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한슈인이 직접 영어로 그들의 사랑을 소설

로 썼기 때문에 필자도 그것을 ‘재발견’한 것이다.

한슈인은 1916년 9월 12일 본명은 Rosalie Matilda Kuanghu Chou(周光瑚)로 중국 신양에

서 태어났다. 부친은 벨기에(Belgium)에서 공부한 중국인 철도 엔지니어였고 모친은 벨기에

인이라 유라시안(Eurasian)이다. 의사이자 작가로서 자서전적 작품들을 영어와 불어로 많이 

썼다. 한때는 중국 공산주의 혁명을 지지하는 책도 썼다. 한슈인은 필명이고 ‘보통소리’라는 

뜻이다.

그녀는 1931년 북경종합의과대학에서 타이피스트로 일하다 1933년에 연경대학에 입학하

였다. 1935년에 브륏셀에 가서 의학을 공부하고 1938년에 중국으로 돌아와 국민당 장교 당

보황(唐保璜)과 결혼하였다. 쓰촨성(四川省) 챙두(成都)의 한 미국선교병원에서 일하면서 쓴 

첫 소설 <중경 가는 길(Destination Chungking)>(1942)은 이 경험을 쓴 것이다. 1944년에 딸

과 함께 런던으로 가서 의학을 더 공부하고 있는데 남편이 만주전선에서 1947년에 전사하였

다. 1949년에 홍콩으로 가서 퀸 메어리병원에서 근무하였다. 이때 이언 모리슨의 사랑을 받

았는데 이것을 책으로 쓴 것이 <모정>이다. 물론 여기에는 모리슨을 마크 엘리옷(Mark 

Elliot)이라는 가명으로 썼다.

한슈인은 1952년에 말레이시아에서 영국인 장교 콤버(Leon Comber)와 재혼하고 싱가포

르에서 병원을 개업하였다. 1955년에 싱가포르에 난양(南洋)대학을 세우는데 기여했는데, 초

<그림 7> 한슈인 <그림 8> 자서전 표지 <그림 9> 1960년대 <모정>의 국내 

영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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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총장인 린유당(林語堂)이 영어강의를 부탁했으나 “디킨즈를 가르치지 않고 새 아시아문

학을 만들기 위해” 거절하였다. 1955년에 그의 소설이 <모정>으로 영화화되고 주제곡이 아

카데미음악상을 받았고 미국 TV에서도 상영되었다. 1956년에 And the Rain My Drink란 소

설을 내고 1958년에 이혼하였다.

1960년에 인도인 장교 라트나스와미(Vincent Ratnaswamy)와 3혼하여 인도 뱅갈로어에 

살았다. 그 후 홍콩에 살다 스위스 로잔느에 가서 살았다. 별거한 남편이 2003년에 죽었다. 

1956년부터 매년 중국을 방문했다. 문화혁명 때도 그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중친선협회

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기도 했다.

한슈인은 2012년 11월 2일 95세로 스위스 로잔느에서 타계했고, 두 양녀와 세 손자녀가 있

다. 그녀의 인간적 면모는 글라스킨(G. M. Glaskin)이 쓴 전기 A Many-Splendoured 

Woman: A Memoir of Han Suyin에 잘 묘사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한슈인 청년문학번역상

(Han Suyin Award for Young Translators)을 제정하여 실시해오고 있다.

어찌 보면 중국인으로서도 특이한 세계적(서양적) 삶을 살았고, 그러면서도 서양에 동양의 

정신과 문화를 전달한 중요한 작가이다. 한국에는 직접 와본 일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위

에서 본 대로 모리슨의 편지를 통하여 한국과 한국인과 친근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한슈인은 서양에서는 중국혁명가로 비치고 중국에서는 부르주아로 비쳐졌지만 동서양의 

두 세계를 아우른 삶과 문학을 보여 주었다. 티베트에 대해서도 썼고, 특히 간디, 모택동, 주

은래와의 만남은 그녀의 필치를 통해 전세계로 명성을 떨치게 했다. 문화혁명을 지지한다고 

비판도 받았다. 그러나 조국 중국을 위한 애국심이라 떳떳하게 주장하였다. 스스로 1938년 

일본군의 점령 때 간호사로 애국심을 키웠다고 한다. 다섯 권으로 된 자서전은 전기문학의 

좋은 예에 속한다. 연약하게 보이면서도 어딘지 카리스마틱하게 느껴지는 여성작가이다. 특

히 혼란스런 중국의 현대사를 배경으로 자라고 세계적으로 활동한 자신의 삶을 자서전으로 

쓴 작가라는 점이 주목된다. 솔직히 한국의 작가로,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런 작가가 아직 없

는 것이 아쉽다.14)

VI. 이언 모리슨의 편지

이상의 역사적 사실 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모리슨이 한슈인에게 보낸 편지 21통이 소

설 <모정>에 고스란히 실린 사실이다. 필자는 독일여행에서 이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이 편지

14) 한슈인에 대해 자세히는 최종고, <한국을 사랑한 세계작가들> II, 와이겔리, 2019, 228-2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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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 문학지에 실었다.15) 이로써 편지가 쓰

여진 70년 만에 한국어로 한국 문학계와 학계에 처음 제공되는 것

이다. 여기서 자세히 인용할 수 없지만, 한마디로 한 지식인의 전

쟁관찰, 인생관, 철학관, 애정관을 고스란히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총 21통의 편지들 중에서 첫 번째와 마지막 편지만 번

역 인용한다.

1. 첫 번째 편지: 1950년 7월 13일

이번은 전에 내가 말레이시아, 뉴기니아, 인도네시아를 다녀온 

것을 합친 것보다 더 불유쾌한 임무라고 할 수 있지. 오늘 아침에 

데이비드(David)가 돌아갔어. 그는 그동안 고통스런 나날에 지쳤었나 봐. 그래도 어찌됐건 

나는 보도하는 직업을 가진 기자 출신으로 이 모든 것을 담당해야 하는 직무를 가졌기에 나

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소. 내가 8년 전 미군부대에 특파원으로 있던 때로 되돌아간 느낌

도 있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에 휩싸인 무고

한 사람들, 고통 받는 인간들. 이 모든 것은 아름다운 대자연과 대조되고, 희망과 미래는 저 

멀리로 사라져가는 것 같은… 나는 이런 것들을 전에 겪어 본 것 같아, 그리고 한국인들은 매

우 좋은 민족(such nice people)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어 가고 있어. 이 ‘불유쾌함’이 

끝나면 많은 한국인들이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종종 들어.

2. 마지막 21번 편지: 1950년 8월 12일 

당신이 나에게 해온 가장 감동적인 말은, 마음속에서 영원히 나를 기다리겠다는 거야. 내

가 여기에 건너온 이후로 똑 같은 생각을 자주 했어. 사랑이란 무엇일까? 당신은 알아? 당신

은 나에게 답들을 준 적이 있어. 하지만 당신은 나에게 많은 질문을 주기도 했지. 어제 밤에 

나는 침대에 누워 프랜시스 톰프슨(Francis Thompson)의 시 “낯설지 않은 땅에서(In No 

Strange Land)”를 애써 회상해 보았어. 대부분 떠오르더라고. 당신도 이 시를 알기 바래. 당신

을 위해 몇 줄을 써 볼께:

15) 이언 모리슨/최종고 역, 낙동강 전선에서 전사한 종군기자의 편지, <문학의 오늘> 2020년 가을

호, 469-496쪽. 

<그림 10> 이언 모리슨

(1940년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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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gels keep their ancient places:-

Turn but a stone and start a wing!

‘Tis ye, ’tis your estranged face

That miss the many-splendored thing.

(천사들은 오랜 장소를 지킨다-

한 바위를 돌아 날개를 편다!

그래 이것은 당신의 낯설어진 얼굴

그것은 많이 빛나는 것을 아쉬워한다)

겉으로 보면 나는 매우 자족하여 마음속에 당신의 사랑을 담고 있어. 이것은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행복의 원천이고, 나라는 존재를 물 주고 비옥하게 만들고 있지. 신은 

우리를 그렇게 총애하셨어. 언젠가 누군가 나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비극”이라

고 했어.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이 진정 비극이 아닐까? 오 수인, 나는 이렇게 행복

해. 우리, 당신과 나는,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았어, 우리는 그 많이 빛나는 것(the 

many-splendored thing)을 잃어버리지 않았어.16)

모리슨은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써서 부치고 그날 저녁 전사하였다. 톰슨(Francis 

Thompson, 1859~1907)의 시(詩)까지 인용하면서 ‘우리는 그 많이 빛나는 것(the many- 

splendored thing)’을 잃지 않았다고 했다. 한수인은 이미 신문을 통해 8월 12일에 전사한 사

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편지를 읽고 타자기를 꺼내어 쓴 책이 <모정(A Many-

Splendored Thing)>이라고 자서전에 적고 있다.17) 솔직히 <모정> 소설에 인용된 이 마지막 

편지가 모리슨의 오리지널 편지 전문인지 한수인 자신이 첨삭을 한 것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이런 모습뿐이다. 아무튼 세계인의 마음을 뒤흔들 수 있었던 아름다

운 문장의 편지이다. 21통의 편지를 훑어 보면, 모리슨의 편지에는 참으로 많은 것이 표현되

어있다. 영국 유명언론의 특파원답게 현장에 남 먼저 달려가 취재하며 이승만 대통령과 임병

직 외무장관과도 대담하였다. 캠브리지대학 출신답게, 세 권의 저서를 낸 베테랑 언론인 작

가답게 예리한 관찰과 감상, 그리고 자신의 철학과 신념과 소원을 담았다. 또한 전장의 소용

돌이 속에서도 조지 산타야나(George Santayana)의 <마지막 청교도(The Last Puritan)>를 

읽고 톰슨(Francis Thompson)의 시를 암송했다. 저속한 미군들의 성급한 사격에 대해 비판

과 회의를 가졌고, 친근한 전우와 깊은 우정을 나눴다. 무엇보다 자신의 사랑하는 애인 한슈

인에게 삶과 죽음의 한계선에서 느끼는 감정을 숨김없이 토로했다. 인간의 운명에 대한 관심

16) Han Suyin, A Many-Splendored Thing, N.Y., 1951.

17) Han Suyin, My House has Two Doors, New York, 1980,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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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의문을 여과 없이 서술했다. 공산주의와 

반공산주의의 힘의 대결에서 피해를 보는 

한국인에게 무한한 연민을 느꼈다. 한국인

을 ‘이렇게 좋은 민족(such a nice people)’

이라 했다. 한국전선에서 이런 깊이 있는 사

색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큰 수확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점이 

우리가 모리슨-한수인 서신을 주목하게 되

는 가장 큰 이유이다. 사랑도 밋밋한 사랑보다 전쟁과 죽음 가까이의 사랑이 더 진지하고 아

름다운 것이다.

VII. 맺는말

우리는 제니퍼 존스와 윌리엄 홀덴 주역의 영화와 앤디 윌리엄스의 멋진 노래로만 아는  

<모정>의 배후에 이러한 진한 역사적 사실과 깊은 의미가 담겨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자세히 

알게 되었다. 그런데 정작 소설 <모정>은 70년이 지난 오늘까지 한국어로 번역도 안 되었다. 

그만큼 한국의 연구자 층이 얇고 정치뿐 아니라 문화, 학문도 들떠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구정물처럼 흘러가는 것이다. 우리의 문학사와 학술사도 정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노벨상을 바라본 들 신기루가 아닐까? 이것은 거창한 얘기지만, 적어도 이언 모리슨과 한슈

인의 스토리는 문학사뿐 아니라 한국전쟁사에서도 진지한 사실로 기록되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전쟁이란 것이 이러한 지성인도 하루아침에 앗아가는 인류의 야만이란 사실을 적

어도 지식인들은 뼈저리게 명심해야 할 것이다.18)

18) 필자는 최근저서 <한국전쟁을 쓴 세계작가들>, 와이겔리, 2020에 이언 모리슨을 한국전쟁을 쓴 

작가의 한 사람으로 수록하였다. 앞으로 한국학자와 작가들의 계속적 연구를 기대한다. 

<그림 11> 이언 모리슨의 친필 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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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의 후유증 없는 수습과  
경제-사회 틀의 혁신 재건을 위하여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이상억

起

코로나가 2020년 2월에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뒤 9월까지의 전개 상황을 보면

서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면밀히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특히 근래에 

방역상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을 사용자나 시설에 따라 내리는데 그 세부적 규정이 잘 안 되 

어 있어 대상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고, 일단 정한 뒤에도 그 결과에 불만이 많이 쌓이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더 잘 파악하여 더 합리적이고 섬세한 분별을 하기 위해, 현재 코로나 바이

러스가 피해를 끼치는 대상1)들을 현대 언어학에서 써온 최적성(最適性) 이론(Optimality 

   1) 최근 발표된 코로나 대응 방안의 내용을 아래에 그대로 보이겠다. 조선일보 2020년 12월 30일

자 A3.

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절차

소상공인 지원액(만 원)

 - 집합금지(노래방, 학원, 스키장) 300

 - 집합제한(식당, 카페, 숙박업 등) 200

 - 매출감소된 4억 원 이하 100

   특수근로자, 프리랜서 50~100

 -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50

 - 법인택시기사, 저소득근로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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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의 도표화법에 따라 분석해 보면 대강 다음과 같아진다. 여기서 상단의 조건들은 여

러 제약을 나타내고, 12개 종렬의 대상들은 주목되고 있는 집단들을 나타낸다.

*표는 제약을 어기는 경우, *!는 더 결정적(critical) 위반으로 우측 칸의 제약들을 더 이상 

검토해 볼 필요도 없다는 뜻이다. XXX 등으로 표시한 부분은 최적 후보를 고르는 데 무관

(irrelevant)하다는 표시다. 0는 사태가 종결되면 원래 조건으로 복구될 수 있는 경우, ?는 미

상을 뜻한다.

2의 요양원은 ‘요양병원’ 경우처럼 의사가 상주하는 곳은 아니나 필요시 부분적 의료 지원

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가리킨다. 좀더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있는 ‘요양병원’은 정신병원

과 비슷한 조건의 내용으로 분석이 될 수 있다.

12 ‘기타’에는 위에 나열한 대상에 더해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 등 특수 고용직, 영세기업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또는 일용직 노동자, 대리운전기사, 외국인 근로자, 기타 수많은 아르

바이트 자리 등도 포함해서 분석한 것이다.

위 5-11의 경우는 비접촉을 가능하게 하는 여부가 군집 행위를 필요로 하는 조건에 의해 

좌우됨을 알 수 있다. 이 중 특별한 경우(영화관이나 교회)에는 차를 소유한 여부에 따라 다

수의 집결이 아니라도 드라이브 스루로 일을 처리할 수 있어 비접촉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표 1> 대상자별 제약표

대상 자(者)＼제약
비접촉 가능

(차 소유) 
 #비고

통신가능

(컴퓨터 소유)

자택거주

(자가격리 가능)
재력구비 기본건강

1 노숙자    *!
자동차 

격리불가
XXXXX XXXXXX XXXXXX XXXXX?

2 요양원 입원자    * 기저질환자 *? *! XXX? XXXXXX

3 정신병원 입원자    * *! XXXXXX ? XXXXXX

4 교도소 수감자    * *! XXX? ? ?

5 교회 집회자    *! 신천지경우 ? 0 ? 0

6
운동장/

영화관 관객
   *! 정상집결시 0 0 0 0

7 공연장 관객    *! 정상공연시 0 0 0 0

8 학생    *! 정상수업시 0? 0? ? 0

9 클럽 술꾼    *! ? 0 0 0

10 대중교통 사용자    *! 붐비는시간 ? 0? ? 0

11 컬센터 안내원    *! 0 0 ? 0

12 기타    *! 0?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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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권력자나 부자도 감염에는 평등하다 하지만, 서양 선진국에서도 빈민층 희생이 더 많

다는 보도로 보아, 역시 (차) 있는 자가 바이러스에도 강한 방역 우위층에 들 것 같다. 위 

5-11로 보아 ‘재력과 건강은 방역의 우위를 가장 보증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위의 모든 ‘제약을 초월한 생존자’는 0으로 모두 표시되는 분석이 될 것이다. 즉 군집생활

을 하지 않아도 될 공간적 여유가 있고 하인들 같은 중개자를 써서 집단과 격리가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상점원이나 소무대 공연자 같이 근거리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와 대조적이다.

지방 거주자는 기차나 전철, 버스를 타고 몇 시간씩 많은 사람들과 접촉 후에 서울에 도착

해서도 계속 자가용 없이 다녀야 하는 상황이니 안전하지는 않다. 대중교통 사용자도 비접촉

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承

위의 경우들은 이제까지 신문에 거론된 집단의 기사들을 예로 든 것일 뿐 아직 코로나 사

태가 끝나지 않아 예상외로 새로운 대상들이 영향을 받는 그룹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상존한

다. 결국 그들을 모두 정상적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대책을 세워나가는 일이 급하다.

가령 농민이나 낙농인들도 학교 급식을 중단하여 생산품을 당분간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과수원에서는 봄에 꽃가루를 꽃에 묻혀 주는 수분작업을 할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지 못해 가을에 과일 수확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고 한다.

농민이 제때 노동력을 얻지 못해 작업을 못한다면 쌀, 채소 등 기본 식량이 자급되지 못한

다는 뜻이다. 이런 기본적 생존 문제부터 타개하기 위해 다음 표에서와 같이 대상을 인간 집

단이 아니라 직업 분야로 바꿔 다면적으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사태를 통제할 것이냐 반대로 완화(mitigation), 즉 진정시키는 과

정을 마련하느냐를 두고 갑론을박하는데 그 사회나 국가의 여건에 따라 결정하면서 여기 분

석되는 직업 분야의 자료를 아울러 고려해야 할 것이다.

통제를 엄격히 해서 인터넷 등 기계적 접촉만 허용해야 하는 단계를 먼저 체크해 보고 이

어 코로나 사태 하에서 대인관계를 허용해야만 하는가와 또는 위반(*)하는가를 설정해 보았

다. 그리고 접객 상담을 해야 하는 많은 서비스 직종에서는 투명한 막으로 차단을 하기도 한

다. 더 주목을 받은 방법으로 드라이브 스루(D) 적용이 가능한가도 체크해 보기로 한다.

통신과 부분적 물류 정도만 남기고 사회 전반을 마비시킨 바, 통신에서는 제약에 걸릴 것

들이 없을 뿐 아니라 차단막과 드라이브 스루는 무관(-)하다. 물류 중에 ① 택배는 이 사태 

하에 대인 관계의 접객 없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② 편의점은 차단막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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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재택근무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X)도 정리해 보았는데, 물론 일부 가능한 

중간 형태의 것도 있지만 위주가 되는 쪽으로 간주하였다. 여기 열거한 항목들 중 보험회사

의 이익을 급증시켜 준 것들이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교통 이동량과 병원 방문

이 줄어들어 사고와 치료비 보험 지출도 줄었기 때문이다.

위의 장소들을 열거했던 것은 코로나 사태가 1차 일어난 뒤 4월쯤이었는데, 2차로 확산되

면서 8월 19일에 “12종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을 발표하였다. ①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② 노래연습장 ③ 실내 스탠딩 공연장 ④ 헌팅포차 ⑤ PC방 ⑥ 실내 집단 운동(격렬한 GX

류) ⑦ 단란주점 ⑧ 감성주점 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⑩ 대형학원(300인 이상) ⑪ 

콜라텍 ⑫ 뷔페2)

   2) 국회는 2020년 9월에 유례없이 4차째의 추경예산을 마련해 긴급지원금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표 2> 대상 장소 및 업종별 제약표

 대상 장소 ·업종 ＼ 제약
물리적 

접촉
대인관계

 (투명) 

 차단막

드라이브 

스루
 비 고 재택

1 통신 - - 저촉 사항 無 ○

2 小물류(①택배, ②편의점) ① ② D 자영소매 제외 X

3 大물류(백화점, 대형마트)   *! D X

4 생산 공장 *! * * 제조업 X

5 극장, 공연장: 배우, 연주자+관객   *! * D 상호 접근可 ○

6 영화관: 배우는 간접, 관객끼리만   *! * D 온라인공개可 ○

7 시장 *! *  D 자영소매 포함 X

8 공원, 광장, 정원 *! * * X

9 전시장, 박물관 *! * 온라인공개可 X

10 병원 *! * X

11 은행 *! D 온라인뱅킹 ○

12 관공서, 회사사무실 *! 서비스부분재택X ○

13 목욕탕 *! * * X

14 여행사 *! * X

15 전세버스, 택시, 엘리베이터 *! * 일반버스도 파급 X

16 기차, 비행기 *! * X

17 음식점, 구내식당 *? *! * D take out X

18 호텔, 숙박업소 * *! * X

19 헬스장, 스포츠 도장 *! 부분적 자택운동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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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교회 소모임-단체 식사, 국공립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방문도 금지되었다. 아울

러 지역축제, 대규모 음악 콘서트 그리고 결혼식, 장례식, 동창회, 동호회 등은 실내 50인, 실

외 100인 이하로만 모일 수 있다.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도 한 교실 50명 미만만 된다.

2020년 8월 현재 대형 학원 강의, 오페라나 콘서트 현장 공연은 환불이 되고 온라인 생중

계로 변경되는 경우들이 많아졌다. 소상공인이 하는 예식장, 웨딩드레스업, 목욕탕, 찜질방, 

노래방, PC방, 모텔, 팬션, 식당, 카페, 헬스장 등이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 여행업계도 휴업 

상태다. PC방은 방제 원칙, 즉 거리두기, 마스크쓰기, 음식 안 먹기, 소독 철저 등만 지키면 

강제 휴업하지 않아도 된다는 업주들의 항의도 있다.3)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1980년 ‘제3의 물결’에서 “원격회의4)가 가능한 장치가 있으면 재

택근무5) 가능성은 크게 확장될 것이다”라고 예언했다. PC도,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나오기 

전에 원격근무를 내다 본 탁견이다. 재택은 회사보다 잡담이나 미팅 없이 집중하기가 더 좋

데 유흥주점, 특히 룸살롱은 안 되며 접객원이 없는 단란주점, 호스트바는 된다고 해서 논란을 일

으키고 있다. 정부는 1차에 이어 2차 재난지원금을 자영업자 백-이백만 원, 대리기사 150만 원, 

미취업청년 50만 원, 초등생 20만 원, 중학생 15만 원 등을 시월 초 추석 전에 신청받는다고 하

여 역시 일부 제외된 계층이 불평을 하고 있다. 본고의 배경이 되는 많은 정보는 조선일보 등과 

방송 보도 등에 의존했으나 널리 알려진 내용이라 일일이 각 부분마다 출처를 밝히지는 않았다.

   3) 외식문화에도 온라인 활용이 급증하여 배달서비스, 모바일 주문 후 픽업이 유행이다. 오프라인 

식당 메뉴도 디지털화 되어 소독이 필요한 메뉴판 대신 QR 코드를 찍어 주문을 하고 또 결제용

까지도 나와 있다. 한편 식당에 유사시 연락할 방명록이 있어 개인의 신상을 기록해 놓아야 하

기 때문에 신분이 노출될 수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 가는 행위를 제재하기 시작했다.

   4) 원격회의 또는 원격강의라면 한국과 미국 간의 최초 시도를 1990년에 서울대에서 시행하였다. 

당시 본인은 1987~1989년간 SNU-UCLA 한국어문화 현지교육을 총괄하여 매년 5~7월간 10주

씩 실시하였는데 UCLA 학생들을 (마치 현재 코로나 사태 발생처럼) 불의의 교통사고로부터 보

호하기 위해 보험을 들어 줘야 하는 상태가 되어, 학생들이 한국에 오는 대신 미국 측의 최신 기

자재 소개로 원격 위성통신 강의를 도입하여 1994년까지 실시하였다. 이는 원래 UCLA가 북경

대와 원격강의를 해 보려다가 서울대의 여건과 실적을 높이 사서 최초의 태평양 건너 연결을 단

행했던 원격교육사상의 역사적 전환 기록이 된 것이다.

   5) 재택근무의 효율성은 일반적으로 인정하지만 20대는 100% 만족에 비해 50대는 55% 만족이란

다. 또 직원은 만족이어도 간부는 조직 관리나 팀워크 상 시기상조라 한다. 출퇴근 시간을 없애 

피로 감소 효과가 있고 집에서는 일에만 20% 정도 더 집중할 수 있다고 한다. 대면 직접 소통을 

전화나 화상회의로 대체해도 업무에는 큰 불편함이 없다. 단시일내 비대면 디지털 전환이 도입

되면서 각자 할 일을 계획 세워 회사와 공유하는 약속이 되어야 한다. 집에서도 스스로 업무와 

휴식을 구분하여 식사를 거르거나 재택 야근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재택 근무시 조직 내부

와 실시간 소통 상태를 잘 유지해야 하고, 의사소통이 빠른 피드백도 하며 성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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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직장 내외 인간관계를 쌓는 네트워킹이 안 돼 높은 성과에도 승진이 좀 느려진다 한다. 

전 회사가 재택 근무하는 극단적 경우도 있지만 회사 근무조와 재택 근무조를 병행하여 

교대 순환 근무시키는 곳들도 있다. 이 경우 식사도 인근이나 회사 식당에 모여 하기보다 각

자 도시락을 싸 오도록 권하니 식당들 운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코로나로 ‘집콕’ 시대가 되어 소위 언택트(untact), 즉 비접촉 기업들, 예컨대 아마존 같은 

택배, 넷플릭스 같은 재택 기반의 사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우버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2025년까지 전 취업자의 10%까지 상승한다니6) 원래 시대 체질이 크게 바뀌어 가고 있다.

이상의 분석은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책을 세워 나가는 지침이 될 수 있고, 또 끝났을 때는 

어떤 정상화 과정이 필요한가를 예상해 현실을 타개하며, 또 새로운 시대상에 맞는 체질 변

화를 서둘러 바이러스가 혼란시킨 생태계의 재정비에 쓰일 수 있다.

轉

생산과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 부진해지고 분업체계의 고리도 헝클어져 한국의 위상을 다

시 찾아야 할 과제가 닥쳐왔다. 자체적 확충을 기해 가급적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균형 있는 

자립화를 시도해야 한다. ‘바이러스는 세포 밖에서는 살지 못하듯’ 자족적으로 구조화해야 

한다.

최근 세계화 추세를 우선하던 경향은 탈세계화(deglobalization)로 역행하여 생산거점을 

자국 내로 옮겨 공급망을 재구축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 한다. 자국 내 일자리를 늘리고 유로

존 같은 지역경제보다 자국중심으로 재편하려 하겠지만, 장기 저성장,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한국이 당면한 국내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 주 52시간 근무제, 또 소득주도성

장 정책, 부동산 시장의 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 혁신기업을 막는 규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인상, 금융시장, 영업시간 규제 등으로 산업과 민생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

이와 같은 반시장적 정책을 계속하면서 대기업, 중소기업의 부실화와 자영업자, 아르바이

   6) 승차 공유의 우버와 리프트뿐만 아니라, 공유 자전거 오포, 숙박 공유 에어비엔비, 공유 오피스 

위워크 및 공유 킥보드 등 주요 공유경제 사업은 붐을 탄 투자금을 수익모델도 없이 탕진하는 

사업확장으로, 우버의 30억 달러 적자에 이어 대개 3억 달러 정도의 적자를 내며 이용자가 늘수

록 비용부담이 커져 몰락하고 있다고 한다. 조선일보/조선경제 2020년 7월 30일. 따라서 우버 

등을 빼고 다른 공유 경제의 경우들을 적용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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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생의 실직까지 극대화하면서,7) 획기적 정책 전환 없이 현금성 복지확대 같은 미봉책으로만 

대응하려 한다면 감염 위기가 완화되어도 심각한 경기 침체를 맞게 될 것이다.

거대한 여당이 장악한 국회가 구성되었고 이념에 따라 우리 편만 챙기는 전체주의적 좌파

정부가 사법부와 언론까지 좌우하는 2020년대에 살고 있다. 이런 정부가 경제위기를 포퓰리

즘, 즉 정부 지출의 방만한 확대로 대처하려는 예는 많고도 많다.

이런 정부 재정 악화를 근본적으로 막는 방법은 국민의 가처분 소득 증가를 위한 직장 보

존과 각종 감세 정책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분양가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 등만 아니라 양

도세 중과, 공시지가 인상 등 거의 모든 계층의 부동산세부담이 경기 둔화를 가져 오므로 재

정건전성을 고려하면서 급진성 세율인상을 피해야 한다.

이념과 고집에 따라 잘못된 정책을 세운 대표적 예는 탈원전과 태양광 발전 계획이다. 한

국 원전은 가압경수로(PWR) 노형이라 일본식처럼 폭발이 안 일어나는데도 영화 한 편 보고 

오도된 정책을 세워 외국원전 수주에서도 아예 과거 성과조차 허무는 현상을 초래했다.

생태적 혁신이 필요한 이 시대에 미세먼지를 양산하는 석탄 발전과 산림을 크게 훼손하는 

태양광 발전을 고집하고 있다. 환경오염, 지구 온난화 방지에도 원전이 오히려 더 적합하고 

경제적으로 전기를 공급하여 화석연료를 쓴 화력발전보다 공기 정화에 도움이 된다.

한편 외부적으로는 중국을 의식하지 않고 미국과만 협력할 수도 없는 현실이지만 결국 어

느 쪽이 더 우리 이익에 유리한가를 따져야 한다. 중국은 코로나 발생의 명백한 책임도 지지 

않고 사드 문제로 계속 한국을 욱조이는 태도로 보아 조공을 받았던 태도를 고칠 리가 없다.

結

결론을 대신하여, 실제 코로나 사태 이후 나타난 결과들을 일별해 보는 일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코로나 ‘뉴노멀’ 이후 미래의 사회 문화 현상은 아래에 열거한 내용들을 둘러싸고 새

로운 양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가 일으킨 새로운 국면으로 수출품 중에 재택근무 컴퓨터 용품과 즉석밥은 100%, 

비대면 홈코노미를 위한 대용량 저장 장치(SSD)와 화장지는 250% 급성장, 의약품이나 식품

의 로봇 배달, 전자상거래 등도 현사태가 끝난다면 벌어질 새로운 세상의 일상사가 될 것이다.

   7) 최소 임금 인상과 소주성 정책 중에 닥친 코로나 충격으로 직원을 내보내고 나홀로 사장/사원인 

자영업자가 늘었고, 알바 구직전쟁이 단기, 주말, 야간 등을 감지덕지 가리지 않는다고 한다. 정

부는 중장년층 단순 공공 일자리 허수나 늘리지, IT 기반 물류창고 같은 청년을 위한 신산업 직

장을 규제로 막아 놓고 있어 편의점 알바보다 나은 곳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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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초기와 재난지원금 지급 후에는 소비 경향이 좀 달라져 개인운동이 되는 자전거, 

스포츠/캠핑용품 등이 잘 팔리게 됐는데, 초기부터 계속 잘 팔린 것은 (배달용) 오토바이, 식

품, 슈퍼마켓 상품인데 반해, 계속 잘 안 찾게 된 것은 목욕탕, 사우나, 여가시설 등이다.

온라인 원격경제로 인한 빅데이터 사용 증가 분야로, 원격 교육 학습,8) 원격 의료,9) 원격 

재택 업무, 원격 로봇, 원격 스마트 공장 및 창고, 원격 물류 배송, 온라인 영화 문학 예술 등, 

온라인 게임 등, 온라인 만남, 사회 동아리, 온라인 법률, 계약, 중계 서비스 등이 주목 된다.

요즘 도입되고 있는 스마트시티의 몇몇 혁신 사업들, 예컨대 원격진료, 공유차량, 온라인 

교육, 신에너지, 드론 배송, 스마트 신호등 등도 더 활용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집에

서 관람(집관 vs 직관)하게 된 야구, 축구 등의 스포츠며 음악이나 연극 등 각종 공연의 랜선 

중계 등도 있다.

영화관, 연극무대보다 넷플릭스, 유튜브 콘텐츠가 애용 되고, 밀집, 밀접 스포츠보다 골프

나 볼링 같은 거리두기가 가능한 스포츠가 각광을 받고 있다. 외국어학원, 문화센터 대면강

의보다 온라인 강의가 대체되고 있다. 대중교통 출근도 아침 이른 시간으로 더 분산 되거나 

자전거, 자가용차도 피난 수단이 되고 있다.

일반인용 저가의 AR 글라스(증강현실안경)가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등장했다고 한다. 이 

안경의 대중화를 시험해 볼 온상이 된 것이다. AR·VR(가상현실)을 합친 XR(확장현실) 기술 

전체가 무게나 어지러움, 가격 등에서 상업화되기 어려웠으나 기술혁신으로 IT강국에서 코

로나 이후의 원격회의, 원격진료, 가상교육 콘텐츠 소비, 비대면 서비스 수요를 타진한다는 

것이다.

식당에서도 IT를 도입해 좌석에서 QR코드로 스마트 폰에 의해 비대면 주문을 하면 종이 

메뉴판에 묻었을지 모를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 음식점, 주점 대신 집밥, 드라이브 스루, 

식품 온라인 몰, 손질된 밀키트 등이 늘고 있다. 

   8) 원격수업이 불가피하긴 한데 선생님들 79%는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평가했고, 그 이유는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차이(65%)이며, 등교수업을 통한 오프라인 보충지도(37%)를 해법으로 제안

했다. 소통 없는 콘텐츠 중심 수업(45%)이 많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 비율(15%)은 낮았다. 중고

생 학부모 52%도 불만족이고 초등생 학부모는 수업을 돕기에 부담을 느낀다(46%)는 설문조사

가 나왔다. 그래도 교사들 중 66%는 준비가 잘 됐었다고 자평했고 54%가 코로나 종료 후에도 

지속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9) 원격 의료 문제가 한국에서는 기존 의료계의 반대로 도입 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지방의 의

사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그 수를 늘리겠다는 안이 나와 역시 저항을 받고 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관이 된 것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섬 등에서도 원격진료가 된다면 구태여 의사 

수를 급히 안 늘려도 과잉 공급 우려에서 의료 시장 질서를 지키며 경제성도 보장해 주는 서로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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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심지어 식품 생산에도 스마트 팜의 실내 수직 농장에서 채소를 수경 재배해 

무인 자동화로 이루어, 바이러스가 옮겨질 수도 있을 생산과정을 파종에서 수확까지 로봇이 

AI의 판단에 따라 재배해 수확량 12%, 품질 20%의 향상을 보였다 한다.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없는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육을 대량생산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코

로나 사태 후 국가 간 아동이 어려워지면, 각국의 식량 자급률을 높일 푸드테크 개발이 급선

무다. 된장 등 콩 가공 기술과 김치 등 발효 연구가 되어 있는 한국의 배경이 활용될 수 있 

겠다. 

아직은 백신도 혈청 치료제도 특효약이 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발병 후 회복되어 가는 사람

들에게도 만성피로 등 16가지나 되는 후유증들이 남는다고 한다. 앞으로 적어도 2년간은 정

상화가 어려워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가 꽤 어려울 것이라 한다.

헌신적 의료인 및 신속한 검진기재 생산인을 위시한 민간인의 기민한 대응과 국민들의 손 

잘 씻고 마스크 쓰기,10) 3밀(밀집, 밀접, 밀폐) 회피, 거리 두기 등으로 이 정도의 방역을 이뤘

지만, 대조적으로 불안한 정책결정자는 태도를 일신해 좀더 신뢰가 가는 좌우 이념 중도적 

장기계획을 세워 코로나 사태 이후의 후유증 없는 수습과 자립적 거시경제 틀의 혁신 재건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어차피 코로나 이전으로는 못 돌아가니 비대면 전략을 사업과 제반 사

회 활동에 짜 넣어야 할 것이다.

尾

현금에 돌아가는 시국이 하 수상해서 이 글에 꼬리를 붙이지 않을 수 없다. 자결을 해 버리

면 그 죄를 더 묻지 않고 덮어 주는 것이 법이라 해도 우리는 끝내 역사의 심판까지 않고 영

원히 적폐를 쌓아갈 수는 없다. 부엉이 바위나 숙정문 숲은 본 것이 있을 것이다.

가장 깨끗한 척하는 무리가 오히려 더 썩은 경우가 밝혀지면 그 실망은 더욱 클 수밖에 없

는 것이다. 가장 공정하게 수행해야 할 ‘직보다 집을 택하는’ 대통령 측근자들, 조국을 망신시

킨 ‘조국의 자기 면죄’와 그 동조자들, 울산 시장 주변의 썩은 냄새를 풍기는 바람이 청와대에

서 불어온 것, 국회 자리까지 사욕에 (꿰)찬 ‘윤미향을 위한 돈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

10) 손씻기,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 두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만으로 4~6월 봄철 독감 환자가 

84% 줄었다니, 위생관리로 감염병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종이를 안 쓰고 

디지털화한 분야가 식당 메뉴나 병원 출납 등으로, 원격회의 프로그램 줌(zoom)으로 각종 모임

이나 원격진료까지, 소통 없이 한 방향인 유튜브로 콘서트와 장례식 등을 진행하는 것들은 다 

코로나 시대에 지켜야할 기본에 충실하려는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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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연대, 이러 구러한 매사들을 다 더 묻지 말라고 덮

고 갈 수는 없다.

게다가 ‘공급 부족에 세금 올리면 가격도 오른다는 

기초 경제 원리도 모르는’ 주택 정책자들, 몸을 날리

며까지 검찰 개악을 획책해 ‘꽁수처’까지 만들며 독재

의 전형적 자기 방어 기구를 체계화 해 나가는 정권은 

가히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로 대한민국을 개조해 나

가고 있는 중이다. 수출 주도국이 20%나 급감한 실적

에다 나라도 유례없는 빚을 지면서 표가 풀리자 리

(利)를 줍는 정책을 취하고, 660만 자영업자도 빚으로 

버티며 알바를 뛸 판이고, 일자리 만드는 기업에게도 

빚 질만큼 법인세를 받아내니, 21년 만에 최대 실업자

가 발생해 청년층에서도 빚투(빚내서 투자)로 아파트

가 안 되면 주식이라도 사려고 난리다. 사방에 빚이 

빛난다.

세월을 휘어잡은 자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농락하려 하니까 심지어 바깥에서도 한국인

을 하찮게 보는 것이다. 적대적인 북한과 중국은 차치하고라도 일본도 징용인과 위안부 문제

에서 추호도 회개하는 기색이 없다. 그래서 전세계에 다음 사진처럼 외쳐야 할 것이다.

<그림 1>의 미대사관에 걸린 BLACK(LIVES MATTER)의 B를 X표로 지우고(그러고 보니 의

도한 바가 아닌데 덤으로 SEX, 즉 위안부 문제의 keyword가 사진 속에 암시되었음.)

JAPANESE LACK of KOREAN       cf. JAPANESE(X)LACK

              LIVES

            MATTER

라고 고친 것인데, 굳이 번역하자면 “한국인(특히, 위안부 및 군함도 등 징병노동자와 관련

된) 생명에 대한 (양심) 결핍/무관심은 (중요한) 큰 문제다.”

현재의 흑인 생명이 중요하다면 과거의 한국인 생명 또한 소중하게 여겨져야 할 것이다. 

이 플래카드는 인근의 일본대사관으로 배달되어야 좋겠다. 아베 마리아! 그 못된 혐한 시대

를 벗어나도록 기원한다. 잘못된 과거를 회개하지 못하는 한심한 섬 족속들, 바다에 표류한 

동족을 구해 주기는커녕 총 쏴 죽이고 불 놓는 북쪽 (비)인간들, 이념이 같은 자들끼리만 정

권을 20~100년 잡고 잘못을 계속 쌓아가겠다는 무리들, 모두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는 역시 

<그림 1> 6월 15일자 조선일보 A12면의 사

진에 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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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문제다.

[후기]

2021년 초 코로나 사태가 좀더 심각해지면서 업태별 소상공인 간에 영업 규제에 대한 불

만이 더욱 고조하고 있다. 급기야 실내 체육시설에서 태권도, 검도, 발레를 교육하는 것은 되

고 해동검도, 합기도, 필라테스는 안 된다는 핀세트 규제를 항의하며, 헬스장 운영자들이 대

거 거리로 나왔다. 스키장은 되는데 스크린 골프장은 안 된다는 것도 불만이며, 음식을 먹거

나 에어컨을 켜는 PC방, 노래방, 카페, 유흥주점 등도 반발한다. 미세한 판별에 의해 규제의 

가부를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악수나 포옹 대신 합장과 목례를 해야 하는 시대에 맞도록.



124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20, 제16호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암살
로마 시민들의 민의는 어떠했는가?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명예교수  허승일

1. 서언

나는 2019년에 출간한 저서에서 이미 ‘카이사르의 암살: 얻은 것과 잃은 것’을 기술한 바가 

있다.1) 그런데 이것은 주로 1599년에 초연되고 1623년에 출판된 셰익스피어의 『율리우스 카

이사르(Julius Caesar)』의 3막 2장에 나오는 브루투스와 안토니우스의 카이사르 장례 연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카이사르 암살에 대한 나 나름대로의 해석을 가한 것이었다.

그러나 섹스피어는 인간의 상상력을 맘껏 휘두르는 허구를 이용해 쓴 드라마 작가였지 준

엄한 사실에 입각하여 쓴 냉철한 역사가가 아니었다. 게다가 그는 헬라스어와 라티움어를 독

해할 수가 없었기에 때마침 영역본으로 나와 있는 드라이든의 플루타르쿠스의 『영웅전』 가

운데 주로 율리우스 카이사르 전기에 입각해서 드라마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그 플루타르쿠

스마저 라티움어를 잘 몰랐다고 정평이 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결국 섹스피어의 드라마는 

서양 고전 고대 시대의 라티움어 작품들을 전혀 참고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셈이다.

그래서 플루타르쿠스의 『영웅전』에 나오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영역본에 입각해 구성된 

섹스피어의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우선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실제 역사적 사실과 완연히 다

른 내용이 들어 있다. 첫째, 카이사르가 암살당하기 한 달 전에 치러진 루페칼리아 축제에서 

카이사르가 안토니우스가 바치는 월계수 왕관을, 그것도 두 번씩이나 물리쳤을 때 로마 시민

들은 열렬히 환호하는 것으로 섹스피어는 묘사하고 있지만, 실제로 로마 시민들은 그가 머리

에 왕관을 쓰고 왕이 될 것을 간절히 열망했다는 것이 한 믿을만한 고대 역사가의 기술 내용

이다. 둘째, 로마 시민들은 장례식에서 브루투스의 연설을 듣고 암살자들의 쾌거에 찬동하다

가 카이사르 유언장을 공개하는 안토니우스의 연설을 경청하고 나자 암살자들을 처단하려

는 행동이 취해진다는 극적 효과를 섹스피어는 노렸지만, 카이사르의 유언장이 공개된 것은 

장례식이 치러지기 이틀 전이었다. 더욱이 로마 시민들의 카이사르 암살에 대한 극도의 분노

는 사실은 파쿠비우스의 연극 대사 ‘내가 나를 죽이라고 너희들을 구해 주었단 말인가?’에 자

   1) 『로마사: 공화국의 시민과 민생정치』, 나녹,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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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되어 브루투스 등 카이사르의 신의를 배반한 암살자들에 대해 폭발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먼저 루페칼리아 축제 때의 카이사르의 왕관 거부 사건의 전말, 극적인 

암살 장면, 암살 직후부터 암살자와 카이사르 파간에 벌어진 5~6일간의 정치 행보를 소화한 

뒤에, 마지막으로 카이사르의 암살에 대한 로마 시민들의 민의, 즉 반응은 어떻게 분출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카이사르 암살 한 달 전 그의 왕관 거부 사건 전말

기원전 44년 연초에 카이사르는 원로원에 의해 종신 독재관이 된다. 원래 독재관은 국가 

비상시에 6개월간의 임기로 야밤에 원로원이 지명한 임시 정무관직으로 단 한 명의 기병대

장을 거느리고 국가를 구해내도록 했던 것인데, 카이사르는 종신 독재관이 된 것이었다. 게

다가 그는 호민관의 신성불가침성으로 보호받게 되어 있었다. 로마의 엘리트를 포함한 모든 

시민은 전심전력을 다해 그의 신체를 보호하겠다는 선서를 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는 무

관의 제왕이나 다름없었다.

실제로 원로원은 포고령을 내려 포룸에 있는 로마 연단 위에 금으로 만든 카이사르의 입

상을 세우도록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머리에 왕관이 씌어져 있었다. 로마인들은 그것을 

노예화의 심볼이라고 생각한다고 여겼던 호민관 루키우스와 가이우스가 그것을 치워버렸다.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카이사르는 화합의 신전에서 원로원을 소집하여 호민관들을 탄핵했

다. 그들이 악의를 품고 자기를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려고 했다고 말하면서 카이사르는 그들

을 도시에서 추방하고 호민관들을 새로 뽑았다.

이에 대해 로마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들은 실제로 그가 왕이 되어 머리에 왕관

을 쓰는 것을 더 이상 주저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왜냐하면 행운의 포루투나 여신이 이미 그

의 머리에 왕관을 올려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인민의 호의에는 감

사하지만 그것을 결코 수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불법적인 왕권보다는 합법적인 콘술의 권

한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공화국을 고수하려

는 나의 충정을 알아 인민의 호의를 거부하더라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도 했다.

이 일이 있은 후 겨울인 2월 15일, 로마에서 마음과 몸을 정화하고 다산을 기원하는 루페

르칼리아 축제가 열렸다. 역사가 다마스쿠스의 니콜라우스는 다소 길지만 다음과 같이 그 광

경을 묘사하고 있다.

 

(71) 이 축제에서는 나이든 이들이 젊은이들과 함께 벌거벗고 몸에 기름칠을 하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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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끈을 두르고서는 행진에 참여해서 마주치는 이들을 비웃고 염소가죽 끈으로 때

렸다. 그때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그들을 이끄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는 관습에 

따라 포룸을 가로질러 나아갔고 무리가 그를 따랐다. 카이사르는 자색 토가 차림으로 

소위 연단 위의 황금 의자에 앉아 있었다. 제일 먼저 리키니우스가 그 속에 왕관이 들

여다보이는 월계수 잎으로 화관을 쥐고 그에게 다가왔는데, 그의 동료 정무관들이 그

를 들어 올려 준 터였으니(사실 카이사르가 집회 연설을 하던 곳은 높았다), 그는 왕

관을 카이사르의 발치에 두었다. (72) 인민은 그가 그것을 머리에 쓰라고 외치고 있었

고 기병대장 레피두스에게 그에게 씌워 주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그런데 레피두스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음모자들 중 한 사람인 카씨우스 롱기누스(Cassius Longinus)가 

의심을 사지 않고자 카이사르에게 호의를 가진 척 하면서 레피두스를 앞질러 왕관을 

쥐고 카이사르의 무릎 위에 놓았다. 그리고 푸블리우스 카스카(Publius Casca)도 그에 

가담했다. 카이사르가 거절하고 인민이 그것을 수락하도록 그에게 요구하던 차에, 안

토니우스가 여전히 벌거벗고 기름칠 한 상태로 행진 중에 재빨리 달려와 왕관을 카이

사르의 머리 위에 얹었다. 그런데 카이사르는 그것을 벗어서 군중 속에 던져버렸다. 

뒤쪽에 서 있던 이들은 이를 두고 갈채를 보냈지만, 더 가까이 있던 이들은 왕관을 받

으라고 인민의 호의를 거절하지 말라고 그에게 요구하고 있었다. (73) 사실 일어난 일

에 대해서 저마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민주정(δημοκρατία)에 

따르는 것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과시한 것이라며 불쾌해했지만, 어떤 이들

은 그의 호의를 얻으리라 여기면서 갈채에 동참하고 있었다. 또 어떤 이들은 안토니우

스가 카이사르의 동의 없이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으리라는 말을 퍼뜨리고 있었고, 많

은 이들이 그가 논란의 여지 없는 왕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갖가지 종류의 소문들

이 군중 속에 나돌고 있었고, 안토니우스가 재차 카이사르에게 왕관을 씌우자, 군중은 

“인사드리나이다, 왕이시여”(χαῖρε, βασιλεῦ)라며 그네들 말로 소리쳤다. 하지만 카이

사르는 왕관 받기를 거절했고 그것을 카피톨리움의 유피테르 신전에, 그분께 더 어울

린다며 가져다 두라고 명령했다. 인민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다시 그에게 갈채를 보냈

다. (74) 그런데 또 다른 말이 나돌고 있는데, 카이사르가 안토니우스 자신을 아들로 

입양하리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기에 안토니우스가 카이사르를 기쁘게 해 줄 요량으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다. (75) 끝으로,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를 포옹하며 그의 곁에 

서 있던 이들 중 몇몇에게 근처에 있는 카이사르 금상의 머리 위에 얹으라고 왕관을 

건내 주었고, 그들은 그렇게 했다. 그 당시 일어난 일들 중에서, 이 일이 다른 어떤 것

보다도 음모자들을 결속시켰다. 그들이 품고 있던 의혹에 대해서 그 일이 명백한 증거

를 제시했기 때문이다.2)

2) 다마스쿠스의 니콜라우스, 『아우구스투스 전기』 §§71-75. cf. Mark Toher. ed. & tr. Nicolaus of 

Damascus: The Life of Augustus and The Autobiogra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pp.106-110. 특히 p.277에 나오는 민주정(δημοκρατία)에 대한 주석 참조. 여기서는 공화국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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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사가는 누구인가? 폴리오(Gaius Asinius Pollio, 75BC~AD 4)의 역사책―없어져 지금

은 볼 수가 없다!―을 보고 리비우스와 니콜라우스가 글을 썼다. 그러나 리비우스의 로마사 

가운데 이 대목 역시 없어져 우리는 오늘날 읽어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기원후 15년에 율리

우스 가문의 피호민이기도 했던 니콜라우스의 책이 지금은 카이사르 암살 부분을 알려 주는 

가장 이른 역사책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를 보고 훗날 수에토니우스, 아피아누스, 플루타르

쿠스 그리고 디오 등이 로마 내전사와 전기를 썼던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니콜라우스의 역사책 내용에서 로마 시민들이 축제 때에 카이사르보고 왕

관을 쓰고 왕이 되어 달라고 간청하지 않는가? 비록 당사자는 그것을 거절했지만, 안토니우

스의 지시대로 연단의 카이사르 금상의 머리에는 왕관이 씌어졌고, 또 그 상태로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암살을 당하기 한 달 전부터 카이사르는 실제로 유관의 제왕이나 

다름없었음이 만천하에 공표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다. 

3. 카이사르의 극적인 암살 장면

카이사르 암살 가담 원로원 의원은 60여 명이었다. 그 주역은 마르쿠스 브루투스(Marcus 

Iunius Brutus)와 카씨우스(Gaius Cassius Longinus)라는 데에 모두 일치한다. 이 두 사람은 

원래 폼페이우스 파였는데, 카이사르가 관용을 베풀어 용서를 받은 자들이었다. 이들과 밀접

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바로 데키무스 브루투스(Decimus Iunius Brutus Albinus)인데, 이 

자는 카이사르의 신임을 받았던 그의 부관 출신이었다. 트레보니우스(Gaius Trebonius)와 

갈바(Servius Sulpicius Galba)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음모자들은 킴베르(L. Tillius Cimber, 

C.)와 카스카(P. Servilius Casca) 그리고 바실루스(L. Minucius Basilus) 등이었다. 그리고 실

제 암살에 직접 가담은 안 했지만, 암살 동조자들도 더러 있었다. 그러나 키케로는 암살 파티

에 끼지 못했다.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고령인데다가 그는 순수 귀족 출신이 아니라 기사신

분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술회대로, 그가 끼었다면, 안토니우스마저 척결되었을 것이 

었다.

그러나 수백 명 원로원 의원의 대다수는 사실상 충실한 카이사르 파였다. 그래서 음모자들

은 암살 계획을 짰다. 암살 장소는 몇 군데 거론되었지만 폼페이우스 극장 안에 마련된 폼페

이우스의 원로원 회의장에서 거사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바로 폼페이우스 극장에서 소유

주가 데키무스 브루투수로 되어 있는 검투사 경기를 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들의 보호를 받기 

유(libera res publica)로 이해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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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함이었다. 다음에, 암살자들은 몇 명이 

카이사르 암살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데키

무스 브루투스는 카이사르를 원로원에 오

도록 부추기는 역할을 맡았다. 트레보니우

스는 카이사르에게서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를 떼어놓는 일을 맡았다. 틸리우스 킴베르

는 카이사르에게 청원하는 자세를 취하는 

역할을 맡았고, 카스카 형제는 공격을 시작

하는 특수 임무를 맡았다.

이제 가장 이른 시기에 카이사르의 암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다마스쿠스의 니콜

라우스의 글을 보자.

(88) 원로원 의원들은 그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존경의 표시로 그들은 자리

에서 일어났다. 틸리우스 킴베르는, 동

생이 카이사르에 의해 추방되었기에, 맨 먼저 그에게 다가갔다. 동생에 대한 가장 진

실된 탄원자인 척 가장된 태도를 취하면서 그는 앞으로 나가 카이사르의 옷자락을 붙

잡았다. 그는 확실히 카이사르의 토가에 대담하게 손을 대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

도록 두 손을 썼다. 카이사르가 격분하자, 사람들은 갑자기 모두 무기를 꺼내들고 그

를 향해 달려들었다. (89) 처음, 세르빌리우스 카스카가 검을 높이 들어 그의 목덜미 

쇄골(鎖骨) 조금 약간 아래의 왼편 어깨를 찔렀지만, 빗나갔다. 카이사르는 카스카의 

공격을 막기 위해 일어났고, 혼잡 속에서 카스카는 헬라스어로 자기 형을 부르자, 그

는 검으로 그의 늑골을 찔렀다. 좀 전에 카씨우스는 카이사르의 얼굴을 강타했지만 빗

나갔고, 데키무스 브루투스는 그의 옆구리를 계속해서 찔렀다. 카씨우스 롱기누스는 

또 타격했으나 빗나가 마르크스 브루투스의 손을 건드렸고, 미누키우스는 역시 카이

사르를 찌르려했으나 루브리우스의 넓적다리를 쳤다. 그들은 카이사르와 싸우는 사람

들처럼 보였다. (90) 그는 많은 상처를 입고 폼페이우스 입상 밑에 쓰러졌다. 바닥에 

쓰러지자 그의 몸에 타격을 가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상처는 35군데였

다.3)

   3) 다마스쿠스의 니콜라우스, 『아우구스투스 전기』 §§88-90. cf. Mark Toher. ed. & tr. Nicolaus of 

Damascus: The Life of Augustus and The Autobiogra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16-119.

<그림 1> 카이사르 시대의 로마시내 지도인데, 카이사

르 암살 장소 등 주요 지명을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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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니콜라우스가 묘사한 간결한 암살 장면을 후에 역사가 수에토니우스, 아피아누스, 

카씨우스 디오, 전기 작가 플루타르쿠스 등은 약간씩 덧붙여 기술하고 있다. 몇 개의 예를 들

자면, 킴베르 틸리우스가 카이사르의 옷자락을 붙잡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자, 카이사르가 

“폭력을 쓰려는 것이냐?”고 질타했고, 이에 대해 킴베르가 “친구들이여, 뭘 기다리는가?” 소리

쳤으며, 달려드는 마르쿠스 브루투스에게는 카이사르가 헬라스어로 “너마저, 내 아들아!(καὶ 

σύ, τέκνον)”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의 상처는 23개며, 치명타는 두 번째 목에 맞은 

칼이었다고도 전한다.

선혈이 낭자했다. 안토니우스는 놀란 나머지 노예로 변장해 도망쳤다. 마르쿠스 브루투스

가 카이사르의 시신에서 몸을 일으켜 원로원의원들을 향하자, 공포가 휩쓸었다. 모두가 정신 

공황을 일으켜 문 쪽으로 달려갔다. 

원로원 의원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것은 살인뿐만 아니라 신성모독이라는 것이었다. 살해 

장소는 신전이었는데, 이는 복점관들에 의해 신성한 장소로 신에게 봉헌된 곳이었다. 카이사

르는 종신 호민관으로서 신성불가침이었다. 여기서 신성불가침의 그를 살해했으니, 성전을 

오염한 것이고, 신들에게 불경죄를 지은 것이었다. 

카이사르 살해 당시 수천명의 로마 시민들은 폼페이우스 극장 근처에 있는 곳에서 검투사 

경기를 구경하고 있었다. 암살자들이 그 날을 거행일자로 택한 이유 중의 하나였다. 데키무

스 브루투스는 검투사 부대의 소유주로서 극장과 원로원 회의장 사이 곳곳에 검투사들을 주

<그림 2> 카무치니, 빈첸조(Camuccini, Vincenzo, 1771~1844)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죽음(The 

Death of Julius Caesar, 1798), 나폴리의 카포디몬테 국립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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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시켰다. 

원로원에서 소요가 일자, 관중들 역시 혼란에 빠졌다. 선혈이 낭자한 무기들을 든 암살자

들을 보호하기 위해 검투사들은 원로원 회의장으로 내달렸다. 마르크스 브루투스는 군중을 

안심시키려고 “나쁜 일이 아니다. 참주는 죽었다!”고 외쳤지만, 소용이 없었다.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시민들은 집으로 달려라! 문들을 걸어 잠가! 문들을 걸어 잠가! 외 

쳤다.

기병대장인 레피두스는 첫 소식을 포룸에서 들었다. 그는 즉시 티베리스 섬으로 달려가 그

곳의 병력을 캄푸스 마르티우스로 배치시켰다.

한편, 카이사르 시신은 3명의 노예가 옮긴다. 포룸을 지나 집으로 갈 때 상처난 그의 얼굴

을 볼 수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한때 신으로 여겼던 사람을 보고 울었다. 시신은 행렬을 따

라 지붕위에서 길거리에서 현관에서 그가 지나가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오열과 비통의 소리

가 났다. 

암살자들은 카이사르가 살해되면, 로마 시민들은 물론, 카이사르 파 군대 병사들까지도 자

기네 편을 들 것이라 기대했었다. 그러나 이상한 침묵 속에서 시간은 흘렀다. 그들은 일단 카

피톨리움 언덕으로 피신했다. 키케로도 동참한다. 저녁에 그들은 안토니우스와 레피두스에

게 사태를 수습하자고 이곳으로 올 것을 사절을 보내 제안한다. 그러나 그들은 다음날 답신

을 주겠다는 회신을 받는다. 그러자 그들은 일부 시민들에게 자기네 편을 들어달라고 뇌물을 

뿌리기로 결정한다. 

그날 밤 로마는 공포의 도시였다. 카피톨리움 언덕에는 검투사들이 진 치고 있었고, 안토

니우스는 도시에 횃불을 밝히라고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 밤새 레피두스는 군대를 캄푸스 마

르티우스에서 포룸으로 이동 배치하였다. 이렇게 암살의 첫 날은 지나간다.

4. 카이사르 암살 후 5일간의 실시간 정치 행보

① 기원전 44년 3월 16일 암살의 둘째 날 아침

날이 밝자 암살자들은 카피톨리움 언덕에서 포룸으로 내려왔다. 그렇지만 로마 시민들은 

그들을 차갑게 대해 다시 그들의 피신처로 돌아갔다. 반면에 콘술 안토니우스는 무장을 한 

채 포룸에 등장한다. 그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쌍방의 교섭에는 관심이 없었다. 대신에 그

는 다음날, 즉 3월 17일에 원로원 회의를 열 것을 공지한다. 그 날은 리베르 신, 즉 바쿠스 신

의 축제일(Liberalia)인데, 장소는 안토니우스의 자택이 있는 에스퀴리누스 언덕 밑의 카리나

이(Carinae) 근처의 텔루스 신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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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우스는 친구와 조언자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 다음 날 회의의 전략을 짰다. 레피두스

는 카이사르의 복수를 위해 카피톨리움 언덕을 공격하자고 강경론을 펼치고, 히르티우스는 

외교적 교섭을 통한 화평을 제안하였다. 안토니우스는 강온 양론 중에 히르티우스의 평화안

을 채택한다.

② 기원전 44년 3월 17일 암살 셋째 날 여명

로마 시민들은 두 패로 갈렸다. ‘카이사르의 복수’를 절규하는 로마 시민 집단과 ‘공화국의 

평화’를 외치는 일부 로마 시민들의 무리였다. 그런데 아피아누스는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 주고 있다. 즉, ‘공화국의 평화’를 외치는 일부 로마 시민들이란 다름 아닌, 전날 

브루투스 일파가 뇌물을 주기로 하고 고용된, 로마 시민 중에서도 노예에서 해방된 피해방민

이거나 하천민 출신이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건실한 로마 시민이라면 모두가 ‘카이사르

의 복수’를 열망하고 있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다.

그 와중에서 원로원 회의가 소집되자, 안토니우스는 다음과 같은 타협안을 제출한다.

➊   카이사르의 문서들은 비준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묵시적으로 그의 통치는 합법적이

었음이 확정되는 것이다.

➋   암살자들에 대한 공적 찬양은 행해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불충이고 잘못된 것이기 때

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을 위한 관용의 행동으로서 그들의 행위는 처벌받

지 말아야 한다.4)

이 타협안은 통과되었다. 안토니우스는 암살자들을 카피톨리움 언덕에서 불러내 저녁 만

찬을 같이 한다. 

③ 기원전 44년 3월 18일 암살 4일째 날 아침

아침에 카이사르의 장인인 루키우스 피소(Lucius Piso)는 카이사르의 유언장을 들고 안토

니우스 집으로 왔다. 곧 유언장이 개봉되었다.

공지한 대로, 원로원 회의가 소집되었다. 브루투스와 카씨우스 등 카이사르 암살자들도 참

석한 원로원 회의에서 카이사르의 유언장의 공적 낭독과 카이사르 국장에 대해 찬반양론을 

벌였지만, 콘술이었던 안토니우스의 강력한 주장이 관철되어 정식으로 결의안이 채택 되었

다.

그래서 로마 시민은 한번 더 소집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들은 카이사르의 유언장을 지체

없이 낭독하라고 소리쳤다. 그 내용은 일정액의 재산을 제한 뒤 재산의 4분의 3을 나중에 아

   4) Appian, Civil Wars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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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구스투스가 되는 옥타비우스에게 물려주고, 루키우스 피나리우스와 퀸투스 페디우스에게

는 각각 재산의 8분의 1을 물려준다고 했다. 이들 3명은 모두 누이 율리아의 외손자였다. 또

한 유언장의 마지막에서는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를 자신의 양자로 삼았으며, 암살자 가운데 

몇 명을 옥타비우스의 후견인으로 지명하기도 했다. 데키무스 브루투스는 카이사르 상속인

들 가운데 2순위에 있었다. 그리고 로마 시민과 직결되는 내용은 이러하였다.

시민 각자는 유산으로 300세스테르티우스를 받을 것이며, 티베리스 강 건너편에 있는 

그의 정원은 영구히 로마 인민의 소유물이 될 것이다.5)

대환영이었다. 그러나 로마 시민들을 크게 당혹스럽게 했던 것은, 만약 젊은 옥타비아누스

가 카이사르의 양자가 되는 것을 거절한다면 그 다음 제2의 승계자로서 검투사의 소유주인 

데키무스 브루투스가 그의 양자로 지명되어야 한다는 대목이었다.

그리고 곧 카이사르의 국장을 치르기로 하고 민회는 해산되었다.

④ 기원전 44년 3월 19일 암살 5일째 날 

카이사르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한 그 다음날, 즉 이 날 과연 카이사르의 장례

는 치러졌을까?

답은 매우 부정적이다.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국장 준비를 하루 밤 사이에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혹 때문이다.

둘째는 이 날이 퀸쿠아트루스(Quinquatrus) 축제일이기 때문이다. 이 축제는 지혜 ·기예

(技藝) ·전쟁의 미네르바 여신의 축제로서 건강과 번영을 관장하는 살루스신들이 코미티움 

광장에서 사제들의 임석하에 춤을 추는 축제인데, 이날 장례가 치러지기에는 무리였으리라

는 것이 현대의 한 역사가의 견해이다.6)

⑤ 기원전 44년 3월 20일 암살 6일째 날

이 날은 카이사르의 장례가 치러진 날이다.

장례가 치러진 후에 로마 시민들은 내심을 드러내 카이사르 암살자들에 대해 그동안 숨겨

두었던 분노를 분출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런데 섹스피어 작품은 로마 시민들의 분노 

   5) Suetonius Diuus Iulius 83. 300세스테르티우스는 식민시의 2인의 정무관의 비서가 받는 일년 

연봉에 해당하는 거금이었다.

   6) Z. Yavetz, Plebs and Princeps, Oxford, 1969,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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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출이 카이사르의 유언장을 공개하는 안토니우스의 장례 연설을 듣고 나서였다. 그러나 고

대 역사가들은 장례식장에서는 브루투스와 안토니우스의 명연설이 행해졌다는 사실 그 자체

를 거론하지 않는다. 아예 브루투스도 그의 연설도 등장하지 않는다. 안토니우스의 연설도 

과거 카이사르에 대한 원로원의 결의에 대한 논평 정도로 끝난다. 그러면 무엇이 카이사르 

암살자들에 대한 로마 시민들의 격분을 자아내게 했는가? 로마에는 장례식순에 고인의 공적

을 기리는 아리아를 부르는 장례 게임 행사가 있었다. 이번에는 파쿠비우스(Marcus 

Pacuvius(220–c.130 BC)의 『무기들에 대한 판정(Armorum Judicium)』에 나오는 다음과 같

은 연극 대사를 카이사르로 분한 배우가 노래로 부른다.

오! 그대들을 구해준 것은 결국 나를 파멸시키라고 한 것이란 말이요?7)

아킬레우스는 헬라스의 제일가는 장수였다. 그가 전사하자 명품인 그의 방패를 누가 차지

하는가가 당시 최대의 관심사였다. 그것은 당대의 헬라스 제2의 장수 아이아스의 몫이라고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테나 여신의 사주를 받은 헬라스 군의 총사령관 아가메

논과 그의 동생 메넬라오스는 그 무기를 오뒷세이아에게 주게 된다. 이에 화가 치민 아이아

스는 미쳐 날뛰며 가축들을 도살하게 된다. 제정신이 든 아이아스는 불명에를 씻기 위하여 

자결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때 그가 자신을 배반한 아가메논과 메넬라오스를 겨냥해 읊는 것

이 바로 저 대사였던 것이다. 아틸리우스(또는 아킬리우스)의 『엘렉트라(Electra)』 작품에서

도 이와 유사한 대사가 나온다고 한다. 배우들이 토하는 이러한 연극 대사를 들은 로마 시민

들은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 파였던 브루투스와 카씨우스 등을 사면하고 고급 정무관으로 

   7) Suetonius, Diuus Iulius 84.2: Men’ servasse, ut essent qui me perderent.

<그림 3> 아이아스의 자결. 기원전 530/525년 

암포라에 그려진 작품. Château-musée de 

Boulogne-sur-Mer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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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용까지 했는데, 그러한 카이사르의 신의를 저버리고 그를 살해하다니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된다.

이어서 안토니우스는 과거 카이사르 신체의 신성불가침성을 지키기 위해 로마 시민 모두

가 그에게 전력을 다해 그의 몸을 방어하겠다고 한 선서를 사람을 시켜 낭독하도록 하고 이

에 대해 한두 마디씩 논평을 가하였다.

장례가 끝나자 극도로 분노한 로마 시민들은 카이사르가 살해된 원로원 회의장의 방을 불

태우고 암살자들의 저택을 습격하며 방화하고 재산을 약탈하는 등 로마 시내는 극도의 혼란 

속에 빠진다. 그 와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바로 시인이자 호민관이었던 킨나(C. 

Helvius Cinna)가 동명이인인 프라이토르였던 암살자 킨나(L. Cornelius Cinna)로 오인되어 

격분한 로마 시민들에 의해 살해되고 그 시신은 갈기갈기 찢겼고, 그의 목은 참수되어 창끝

에 매달린 채 로마시내를 돌았다고 하는 것이다.

5. 로마 시민들은 카아사르 암살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기원전 44년 3월 15일 오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이후 3월 20일 그의 장례식을 

치를 때까지의 5~6일간의 긴박한 정치 일정 속에서 로마 시민, 구체적으로 말하여 당시 도시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일반 보통 시민들, 즉 평민들의 카이사르의 죽음에 대한 진짜 속내는 

무엇일가가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일 것이다.

그 기간에 로마 시민들에게 행해진 카이사르 암살파와 카이사르 파의 연설 회수는 총 6회

에 달한다. 그런데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오늘날 현대인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는 몇 가지 사례

를 들 수가 있다.

첫째, 아피아누스의 내전기에 나오는 로마 시민의 두 범주이다. 그는 로마 시민을 ‘평화’를 

부르짖는 부류와 ‘복수’를 절규하는 두 집단으로 분류한다. 3월 15일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일

단의 암살자들은 카피톨리움 언덕으로 피신한다. 그 자리에서 브루투스 등은 암살자들의 안

위를 위해 ‘평화’를 부르짖을 일단의 로마 시민에게 뇌물을 뿌리기로 작정한다. 그래서 연설 

모임 장소에서 연설이 행해질 때마다 진짜 로마 시민들의 절규인 카이사르의 ‘복수’에 대응

하여 소위 뇌물을 받은 무리들이 ‘평화’를 부르짖게 하였다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로마 시민

의 이분법이 얼마나 역사적 사실의 진실성을 담고 있는지는 다소의 의문이 남는다.

둘째, 니콜라우스 등 여러 역사가들의 카이사르 암살에 대한 로마 시민들의 민의가 실제 

‘분노’로 폭발하는 것은 3월 20일 그의 장례식 때에 안토니우스의 연설을 듣고난 후의 딱 한

번이라는 기술이다. 카이사르 암살 이후 정치적 진공 상태에서 암살파들은 일단의 검투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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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호를 받고 있었고, 카이사르 파인 기병대장 레피두스는 부하 장병들을 티베리스 강기슭

에서 캄푸스 마르티우스를 거쳐 포룸으로 이동 배치해 다음 행동을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은 어떤 돌발 사태가 일어날지 몰랐으므로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느라고 자신들

의 진짜 속마음을 내비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그들은 일부는 브루투스에 대한 존경심, 일

부는 카아시르에 대한 연민의 정이 함께 작용하였다는 식이었다. 과연 로마 시민들의 진짜 

민의는 어떠했을까 더 관심이 가는 이유이다.

카이사르 유언장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고대 역사가들의 기술과 전기 작가인 플루타르쿠

스의 영웅전에 나오는 묘사와 판이하게 다르다. 물론, 영웅전을 기본으로 한 섹스피어의 드

라마도 마찬가지다. 여기서는 유언장의 공개가 핵심을 이룬다. 유언장이 공개되자, 로마 시민

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로마시민 1인당 300세스테르티우스에 티베리스 강 

너머에 있는 그의 정원을 영구히 로마 시민의 놀이터로 지정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역사가들

의 의견은 다르다. 유언장의 공개는 장례가 치러지기 2일 전에 공개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들의 책에서는 파쿠비우스의 비극속의 아이아스가 “내가 그대들을 구해 주었

는데, 너희들이 나를 파멸시킨단 말인가?”를 듣고 ‘분노’가 폭발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민

들은 암살자들의 집을 방화하고 약탈하는가 하면, 암살자 킨나의 동명이인인 시인을 킨나로 

잘못 알아 그를 살해하고 시신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는 것이다. 

섹스피어의 드라마의 기본을 이루는 플루타르쿠스의 영웅전이나 니콜라우스, 수에토니우

스 등의 역사책들 속에 나오는 카이사르 암살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분노의 폭발의 극적인 

장면들은 수사적 기법의 대성공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의 내면에 깔려 있는 로마 시민들

의 진짜 속내를 감지해야 한다.

로마 공화국 말기의 정치는 옵티마테스(Optimates)와 포풀라레스(Populares)에 의해 수행

되었다. 최선자들이라는 뜻의 Optimates는 원로원의원들과 이들을 뒷받침하는 기사 신분으

로, 다시 말하자면 소위 로마의 엘리트 그룹으로 이루어져서 로마 원로원이 이들의 정치 활

동 무대였다. 반면에 인민파라는 뜻의 Populares는 비록 귀족출신이긴 하지만 주로 지역구 

평민회를 정치 무대로 삼아 로마 일반 보통 시민들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 맹활약하는, 이를

테면 호민관이나 장군들이었다. 그런데 양자 간에 큰 차이가 있다. 전자는 로마 일반 시민들

의 민생 문제, 즉 토지분배/곡물배급/부채감소/군제대 보상이라는 데에는 절대로 손대지 않

으려 했다. 그 이유는 국고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들은 로마 시

민들의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었고, 따라서 그들의 정치는 불임증

에 걸려 있었던 것이다.

이와는 정반대의 정치 행보를 한 자들이 소위 포풀라레스였다. 그라쿠스 형제 이래로 그들

은 줄기차게 평민회를 중심으로 로마 시민과 군대의 민생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고, 이것이 



136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20, 제16호

그들의 정치권력을 쟁취하는 첩경이기도 했다. 여기에 속하는 로마 공화국의 마지막 타자가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였다. 그는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각종의 여러 정치를 행해 성공을 거

두었고, 죽어서도 유언장을 통해 로마 시민들에게 귀중한 재산을 남겨주기에 이르렀던 것이

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이미 암살 한 달 전에 그가 왕관을 쓰고 왕이 되기를 갈망하였고, 

그가 암살당했을 때에는 암살자들에 대해 극도의 분노를 표했던 것이었으니, 카이사르의 암

살에 대한 로마 시민들의 기본적인 태도는 한 마디로 친카이사르적이었다고 최종 결론을 내

릴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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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하는 데이터 경제시대, 시급한 데이터 컨트롤 타워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명예교수  박성현

최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언택트(untact) 비즈니스가 각광을 받고 있다. 이는 서

비스나 상품의 제공 과정에서 데이터의 상호 교환, 무인기술이나 인공지능, 로봇배송과 같은 

첨단 기술과 기기가 개입되어 사람과 사람 간에 직접적인 대면이 없이 필요한 데이터, 재화,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사회에서는 데이터 플랫폼 기업

들이 급성장하게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언택트 사업을 주로 하는 네이버, 카카오나 

다양한 홈쇼핑이나 배달 기업들이 발전하고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데이터’는 넓은 의미에서 

모든 종류의 자료(숫자, 문자, 그림, 음악, 영화, 사진 등)를 말한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이며, 데이터가 미래경쟁 우위를 좌우한다.”라고 일찍이 2011년 3

월에 세계적인 시장조사 업체인 가트너는 강조했다. 이 말은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진실

임이 밝혀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살고 있으며, 그 주요 기술들인 빅데이

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자동차 등이 모두 데이터 기반의 기술들이며, 데

이터 강국이 4차 산업혁명에 앞서가고 있다. 즉, 데이터가 국가든 기업이든 미래경쟁력을 좌

우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를 매개체로 하는 비즈니스가 급성장하면서 우리 사회가 비대면 디

지털 사회로 가고 있으며, 개인 정보는 물론 공공 부분이나 민간 부분에서 생산되는 모든 데

이터의 수집, 관리, 활용 등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1. 데이터 경제 시대와 데이터청 설립의 필요성

실로 우리는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시대에 살고 있다. ‘데이터 경제’란 개념은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EC)가 발표한 ‘유럽 데이터 경제 육성책(Building a European Data 

Economy, 2017)’에서 제시한 것으로, 데이터의 활용이 모든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

에 촉매역할을 담당하는 시대의 경제라는 뜻이다. 이 육성책의 골자를 보면, 유럽연합 내에

서의 데이터의 자유로운 공개와 사용을 보장하고,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해 새로운 비즈니

스 모델을 발굴하는 데 각국이 역량을 강화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공공 분야 정

보를 공개하는 오픈데이터 정책에 주력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서 오픈데이터의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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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두 국가다. 영국은 2014년에 이미 ‘오픈데이터 전략(Open Data Strategy)’을 발표하면서 데

이터 공개 의무화, 데이터의 양적 ·질적 수준 향상, 혁신을 위한 데이터 이용 개방 등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원칙을 발표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기반의 지능 디지털 기술 혁명이므로, 디지털 경쟁력은 국가 경쟁

력에서 매우 중요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63개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자료

에 따르면, 2019년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이 평가가 발표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우리나

라의 순위 변화는 18위, 17위, 19위, 14위, 10위로, 처음으로 Top 10에 진입했다. 이 평가에는 

지식(신기술 습득 능력), 기술(디지털 혁신 개발 능력), 미래 준비(향후 발전에 대한 대비)의 

3가지 평가 항목이 있는데, 한국은 지식에서 11위, 기술에서 17위, 미래 준비에서 4위를 차지

했다. 미래준비 항목은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이 중에서 핵심인 ‘빅데이터 활용 및 분석’에서 

한국은 40위(2018년 31위보다 더 하락)를 기록하여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이 빅데이터 활

용 및 분석 순위에서 한참 밀린 것은 데이터 가공 ·활용에 여전히 많은 제약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술 부문인 디지털 혁신 개발 능력에서 17위로 평가받은 것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며, 이를 획기적으로 올리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다.

우리나라는 현재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이 국가통계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있으나, 

분산형 통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수없이 많은 통계작성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각 기

관에서 생산되는 통계데이터의 종합적인 관리, 표준화 및 통합, 개방, 활용 등에서 미흡한 것

도 사실이다. 데이터 경제 시대에 특히 중요한 민간 부분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의 관리는 중

진국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공공, 민간, 개인 

등)와 관련된 데이터의 생산 ·관리 ·개방 ·유통 ·활용 등을 종합 지원하고, 데이터 거래를 위한 

인적 ·물적 ·제도적 기반 조성을 전담하면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조직

으로서의 컨트롤타워인 ‘(가칭) 데이터청’의 설립이 필요하다.

2. 세계 주요 국가들의 데이터 정책

오늘날과 같이 세계적으로 데이터 기반 지능정보화 사회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을 비

롯한 주요 국가들의 데이터 관련 정책은 무엇인지 간단히 정리하여 보면 <표 1>과 같다. <표 

1>의 자료 중 일부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이 발간한 ‘2019 데이터 산업 백서’를 참

조한 것임을 밝혀둔다.

미국은 이미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09년부터 오픈데이터 정책을 위해 www.data.gov 서비

스를 시작해 2019년 말 기준 25만 개 이상의 데이터 세트가 여기에 등재되어 있으며,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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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개방되어 있다. 또한 2012년에는 ‘빅데이터 협의체’를 만들어 다양한 부처가 참여해 협

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4년에는 정부의 재정 데이터 투명성 제고를 위해 ‘Data Act 

of 2014’를 제정하고, 2019년에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권장하는 ‘OPEN Government Data 

Act’를 제정하였다. 그리고 빅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을 위해 2015년부터 4개의 빅데이터 지역

혁신 허브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빅데이터 등 데이터의 수집 ·정리 ·활용 등을 연구하는 데이

<표 1> 주요 국가별 데이터 주요 정책

 국가 데이터 정책

미국

• 2009년 오바마 정부 때 시작된 www.data.gov 서비스로 대표되는 오픈데이터 정책은 트럼프 정

부에서도 계속 유지됨. 

• 2012년 대통령 직속 ‘빅데이터 협의체’ 발족하여 여러 부처 참여해 운영.

• 2014년 재정 데이터 투명성 제고를 위해 ‘Data Act of 2014’를 시행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

해 ‘OPEN Government Data Act’를 제정. 

• 2015년부터 권역별 데이터 허브 구축해 운영. 국립과학재단(NSF) 지원으로 빅데이터 지역혁신 

허브(Big Data Regional Innovation Hubs) 4개(중서부, 북동부, 남부, 서부로 나누어 대학에 배

치)를 두고, 중점 관리 데이터 분야를 분배해 관리. 

유럽

연합

(EU)

• 2016년부터 빅데이터가치협회(Big Data Value Association)를 통해 민관 빅데이터 연구 및 혁

신 지원. 

• 2017년 ‘유럽 데이터 경제 육성정책’을 발표하여 데이터 경제 활성화 도모.

• 2018년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제정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 가이드라인 제공.

영국

• 2010년부터 공공데이터 포털사이트(data.gov.uk)를 운영 중이며, 2019년 6월 말 현재 5만여 건

의 데이터 세트 올라와 있음. 

• 2011년 디지털서비스청(Government Digital Service) 설립.

• 영국은 데이터산업이 가장 활성화된 나라. ‘데이터 역량 강화전략(2013년)’, ‘오픈데이터 전략

(2014년)’, ‘디지털 경제법(2017년)’ 등으로 앞서 감. 

• 2012년 기업혁신부 산하 ‘데이터전략위원회’ 설립, 정부 주도 Open Data 전략 추진.

일본

• 2012년 ‘액티브 데이터(Active Data) 전략’으로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정책 추진.

• 2015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가명 ·익명 정보 개념 도입.

• ‘일본재흥전략 2016’에서 빅데이터를 핵심기술로 선정하여 육성.

• ‘미래투자전략 2017’에서 데이터 기반 플랫폼 구축을 촉진하여, 현재 공공데이터 플랫폼(data.

go.jp)을 운영.

• 지식재산 전략본부, 사이버 보안 전략본부, 규제개혁 추진회의 등 데이터 관련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데이터 관리.

중국

• 2015년 중국 국무원은 ‘빅데이터 발전 촉진을 위한 행동 강요’를 통과시킴.

• 2016년 ‘제3차 5개년 규획’에 국가 빅데이터 전략 명시.

• 2017년 공업정보화부가 ‘빅데이터 산업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데이터 관련 산업 육성.

• 각 지방정부에 빅데이터종합연구소, 빅데이터센터 등을 설립해 데이터 활용 촉진.

• 빅데이터 기반의 ‘사회 신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개인에게 사회 신용 번호를 부여해 신용도

에 따라 혜택이나 불이익을 주는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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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과학(data science)의 진흥과 활용에서도 미국이 앞서가고 있다. 2019년 5월 현재 미국에

서 데이터과학 학위 프로그램을 가진 대학의 수가 학사과정 105개교, 석사과정 141개교, 박

사과정 57개교로 많으며, 데이터과학자(data scientist)들을 다수 양성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미국에 뒤처진 데이터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EU의 유수한 ICT 

기업(Nokia, SAP, Siemens 등)과 독일 인공지능연구센터, 베를린 공대, 이탈리아 로냐대 등 

연구기관과 대학이 회원사로 있는 빅데이터가치협회(Big Data Value Association)를 재정 지

원하여 2016년부터 민관 빅데이터 연구 및 혁신 등에 투자하고 있다. EU는 또한 2017년에는 

‘유럽 데이터 경제 육성정책’을 발표하여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제정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는 유럽이 앞서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은 데이터 오픈 정책에서 세계적인 리더이다. 미국의 월드와이드웹(WWW) 재단에서 

발표한 2017년 ‘제4차 오픈데이터 글로벌 보고서(ODB Global Report Fourth Edition)’에 의

하면, 국가별 오픈데이터 지료 순위에서 총 114개국 중에서 영국이 1위(2, 3, 4위는 각각 캐나

다, 프랑스, 미국)였다. 영국은 이미 2011년에 선도적으로 ‘디지털서비스청’을 만들어 디지털 

사회에 대비하여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이 2010년에 시작한 공공데이터 포털

사이트(data.gov.uk)에는 2019년 6월 말 현재 5만 1,173개의 데이터 세트가 올라와 있으며, 

데이터 활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도 함께 제공된다.

일본은 2012년에 ICT 활성화 전략인 ‘액티브 재팬 전략(Active Japan ICT)’의 5대 중점 분

야의 하나로 ‘액티브 데이터 전략’을 수립하고, 데이터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가명정

보(개인의 기본적인 식별 자료가 삭제된 정보)와 익명정보(완전히 개인을 유추할 수 없을 정

도로 개인 자료가 삭제된 정보) 개념을 도입해, 가명 ·익명 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도 상품, 

서비스 개발 뿐 아니라 제3자 판매도 가능하도록 했다. ‘미래투자전략 2017’에 의하여 새로운 

사회 인프라로 데이터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일본 정부는 공공데이터 플랫폼(data.gov.jp)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6월 말 기준 총 2만 

5,000개의 데이터 세트가 등재되어 있으며, 메타데이터(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데이

터)를 종류별로 일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은 2015년 8월 국무원에서 ‘빅데이터 발전 촉진을 위한 행동 강요’를 리커창 총리의 

주재 하에 개최된 상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빅데이터 발전이라는 전 세계적인 변화에 발맞

추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공공데이터의 개방, 데이터의 활용 극대화, 데이터 산

업 활성화 등을 밝혔다. 중국은 2016년 ‘제13차 5개년 규획’, 2017년 ‘빅데이터산업 발전 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빅데이터 시스템 표준화를 강화하고, 빅데이터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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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계획은 2020년까지 빅데이터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시장규모는 1조 위안, 연평균 성장

률은 30%를 유지하고, 10개 이상의 글로벌 선두 빅데이터 기업을 육성하고, 500개 이상의 응

용서비스 기업을 발굴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중국은 정부 주도로 빅데이터 산업 발전계

획을 세워 일사불란하게 빅데이터 기술을 진흥시키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빅데이터 기반의 ‘사회 신용 시스템’을 국가가 구축하여, 각 개인에게 사회 신용 

번호를 부여해 신용도에 따라 혜택이나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3. 우리나라의 통계작성 현황과 데이터 관련 정책

통계청은 기획재정부 소속의 외청으로, 정부의 각종 통계업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며,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통계기준의 설정, 각종 경제 ·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020년 7월 19일 현재 425개 통계작

성기관에서 1,205종의 승인통계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분산형 통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통계청은 국가 기본통계(인구, 고용, 산업, 물가 등 66종)를 생산하고, 통계 제공을 위한 국가

통계포털(KOSIS)과 빅데이터 사용자를 위한 통계데이터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국가 운영에 

<표 2> 우리나라의 승인통계 현황(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승인통계현황

구분 작성기관수 작성통계수
종류별 작성방법별

지정 일반 조사 보고 가공

계 425 1,205 92 1,113 530 476 199

정부기관 307 1,004 75 929 418 415 171

- 중앙행정기관 47 412 58 354 210 152 50

  통계청 1 66 37 29 39 2 25

  이외 기관 46 346 21 325 171 150 25

- 지방자치단체 260 592 17 575 208 263 121

지정기관 118 201 17 184 112 61 28

- 금융기관 7 21 10 11 8 5 8

- 공사/공단 34 60 0 60 25 33 2

- 연구기관 29 47 2 45 34 4 9

- 협회/조합 25 33 3 30 26 5 2

- 기타 기관 23 40 2 38 19 1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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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통계는 통계청의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통계 현황은 <표 2>에 실려 있다.

데이터 중 큰 부분인 개인정보의 활용은 그 동안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법, 신용정보법)에 막혀 개인정보 활용 사업에 발전이 없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난 1월 

9일에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가명정보(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상당 부분을 가린 정보)를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 보존, 과학적 연구 등에 정보 

소유자의 사전 통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익명정보(가명정보보다 

개인을 조금이라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삭제한 정보)는 개인 정보 보호 대상에서 완

전히 제외했다.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최근에 정부의 의욕이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20년 7월 14일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은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대한

민국 ‘대전환 선언’이자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며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직접 투자

하고, 민간과 지자체가 46조 원을 투자하여 총 160조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

해 190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로 구성되며, 이 중 디지털 뉴딜은 <표 3>의 대표 과제들로 구성되어 데이

터 기반의 사회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전자 시스템 발달 수준이 높은 나라로서, 공공데이터의 개방에 관한 정

부의 움직임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관계부처와 지자체들에

서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으며, 민간기업과 정부의 데이터 연계도 아직 미진하다. 따라서 데이

<표 3>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 뉴딜’ 대표 과제

과제명 주요 내용

데이터댐

공공데이터 14.2만 개 개방

데이터바우처 8,400개 기업에 제공

AI학습데이터 1,300종 구축(2025년)

AI정부

일반국민 모바일 운전면허증 내년 도입

민원서비스용 AI국민비서 도입

공공부문 5G무선망 전환 및 공공클라우드센터 구축

스마트의료 인프라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18개 구축(2025년)

호흡기 전담클리닉 1,000개소 설치

비대면의료 제도화 추진

국민안전SOC 디지털화 도로, 철도, 공항, 하천에 디지털 관리체계 도입

디지털트윈 전국 3차원 지도, 지하공간 지능형관리시스템, 자율주행차용 정밀도로지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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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종합적으로 표준화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곳에서 집중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즉 ‘데이터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공데이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

는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인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이 있는데, 여기에는 

2020년 6월 9일 현재 파일 데이터 3만 1,759건,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5,589건, 표준데이터 120건이 공개되어 있다. 이외에도 통계청 통계데이터센터

(https://data.kostat.go.kr)에서도 2017년부터 행정통계자료와 일부 민간자료를 모아 이용자

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 시장 규모가 매우 빠르게 커지고 있고, 오늘날 지능

형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정부의 데이터 서비스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안 된다.

데이터, 데이터 산업, 빅데이터, AI 등과 관련되어 2018년 이후 발표된 우리나라의 중요한 

국가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I-Korea 4.0 데이터 분야 계획, I-DATA’, 4차산업혁명위원회 

의결, 2018년 6월 26일, 관계부처 합동 제안.

②   ‘데이터 ·AI 경제 활성화 계획, 혁신성장 전략투자’, 혁신성장전략회의 의결, 2019년 1월 

16일, 관계부처 합동 제안.

③   ‘인공지능 국가전략,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의결, 

2019년 12월 17일, 관계부처 합동 제안.

이들 중에서 두 번째의 「데이터 ·AI 경제 활성화 계획」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것만 자세히 

살펴보자. 이 전략은 지난 2019년 1월 16일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

로 수립한 5개년(2019~2023) 계획이다. 이 계획의 비전은 ‘데이터와 AI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로 잡고,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비전-목표-추진전략-정책과제의 

체계도를 발표했다.

이 계획의 구체적인 목표는 3가지로, 데이터 시장의 규모를 2018년의 14조 원에서 2023년

에는 30조 원으로 키우고, AI 유니콘 기업의 수를 2018년에는 한 개도 없었으나 이를 2023년

까지 10개 육성하고, 데이터-AI 융합 인재를 1만 명 양성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유니콘

(Unicorn) 기업이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약 1.2조 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말

한다. 또한 전국에 빅데이터 센터 100개 설립과 빅데이터 플랫폼 10개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 계획의 추진전략에서 데이터-AI 융합이란 데이터 산업(생산, 유통, 활용)과 AI 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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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 기술, 기업)의 네 가지 측면(제도적, 공간적, 사업적, 인적)의 융합을 의미한다. 그 목표

와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로서 <그림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3가지의 대과제

(데이터 가치사슬 전주기 활성화, 세계적 수준의 AI 혁신 생태계 조성, 데이터-AI 융합 촉진)

가 있고, 그 밑에 각각 3가지의 소과제가 있다. 모두 매우 의욕적인 계획이나 이를 제대로 실

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4. 정치권의 ‘데이터청’ 설립 제안과 문제점

정치권에서 데이터청 관련 발언이 시작된 것은 2020년 5월부터이고, 특히 이광재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데이터청’ 혹은 ‘데이터부’의 설립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 후 6월 11일에는 

김종인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공공데이터와 민간 데이터를 통합, 체

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리고 6월 11일에 국민

<그림 1> 데이터 ·AI 경제 활성화 계획의 비

전-목표-추진전략-정책과제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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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힘 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재)여의도연구원은 국회에서 ‘데이터청 설립을 위한 전문가 간

담회’를 가졌다. 6월 12일에는 국민의힘 소속인 원희룡 제주도 지사도 김종인 위원장의 의견

에 동조하면서 ‘데이터청’은 제주도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밝혔다. 6월 16일에는 더불

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의원도 “데이터는 디지털 원유지만 꿰어야 보배”라며 데이터청과 

데이터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데이터청의 설립은 필요성이 역설되고 있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와 관련된 제

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통계청과의 역할 분담 문제이다. 국가 승인통계

의 수집 및 관리의 컨트롤 타워인 통계청이 있는데, 데이터청이 만들어지면 옥상옥 기관에 

그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두 번째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이다. 신설되는 데이터청에서 모든 분야의 빅데이터를 취

합하여 한 곳에서 관리한다면, 개인정보가 가명정보로 되어 있다 해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

으며, 결국 중국과 같이 ‘사회 신용 시스템’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점이다. 데이터청이 소위 

‘빅브라더(big brother)’처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

도 현실이다.

세 번째로, 개정된 데이터 3법에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의 관계 정립문제이다. 데이터

청에 개인정보를 관리할 권한을 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이 장관급인 독립기구이며 국무회의에 참석함)와 업무 중복이 불가피하다. 또한 데이터청이 

데이터 거래를 주도할 경우 데이터 거래를 위한 인적 ·물적 ·제도적 기반 조성을 전담하는 조

직이 되어야 하고, 데이터 제공자에게는 ‘데이터 기여 보상제’의 법제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

한 ‘(가칭) 데이터 거래 및 유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발생한다.

네 번째로, 중요한 문제는 데이터청의 소속문제이다. 데이터청을 설립할 경우에 행정적으

로 이를 어디에 둘 것인가의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디지털 뉴딜’을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

통신부가 가능하나, 데이터의 생산, 유통, 활용 등이 모든 부처와 관계가 있으므로 국무총리

실 산하에 두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정부 조직을 확장하는 데 따른 부담도 있을 것이다.

5. ‘데이터청’ 설립 방안과 데이터과학 진흥

앞에서 논의된 데이터청 설립의 필요성과 외국의 현황, 그리고 데이터청 설립이 가지는 제

반 문제점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에서 데이터청 설립과 관련된 의사결정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첫째로, 통계청의 업무를 확장하여 공공 데이터, 민간 데이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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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 등을 모두 취급하도록 통계법을 개정해 통계청을 강화시키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방

안은 현재 통계청이 기획재정부 산하 외청이므로 업무 확장에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두 번째

로, 통계청을 승격시켜 통계처나 통계부로 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여기에 속하도록 하

는 방안이 가능하다. 세 번째 방안은 데이터청 대신에 독립기구로 ‘(가칭)국가데이터위원회’

를 두고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하는 독립적인 행정기구를 만들고, 위원장을 국무회의에 참석

시키는 방안이다. 이 경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여기에 합병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청 설립을 논의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AI, 빅데이터, 데이터 산업 등을 진흥시

키기 위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들 기술들의 기초적 학문인 데이터과학을 육성시키는 것이

다.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데이터과학 관련 교육 프로그램은 다행스럽게도 최근 많이 생기고 

있으며, 2020년 4월 현재 전국 62개 대학에 95개의 학위과정이 운영(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

료)되고 있다. 대학에서 데이터과학 교육을 충실화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데이터 강국’으로 

가는 중요한 인프라 역할을 할 것이다. 데이터 과학 인력양성, 진흥 등에 대해서는 박성현 외

(2018), 이충희 외(2019), 한림연구보고서(2019) 등이 좋은 참고문헌이 될 것이다.

시대가 데이터 경제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도 발 빠르게 데이터청의 설립을 심각하

게 고려할 때가 되었다. 이를 통하여 데이터 산업이 발전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에서 앞서 간

다면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무쪼록 제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소위 

‘데이터청’ 설립이 추진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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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와 내성균의 공진화(共進化) 현상

약학대학 약학과 명예교수  김규원

1. 항생제의 개발

항생제는 주로 미생물에서 생산된 2차 대사산물들이다. 미생물은 아미노산, 비타민, 뉴클

레오티드와 같은 1차 대사산물뿐만 아니라, 오늘날 임상적으로 사용하는 약의 다수를 차지

하는 2차 대사산물을 생산한다. 이 2차 대사산물들은 대략 22,500종 정도이고 이중 방선균에

서 45%, 곰팡이에서 38%, 그리고 진정세균류에서 17%가 발견되었다. 이들 미생물 2차 대사

산물은 감염성 질환을 포함한 여러 질병의 치료와 인간의 건강증진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 

중 항생물질의 수는 7천 종류 이상이고, 그로부터 유래한 유도체가 3만 종 이상에 이르며 

350종 이상이 임상에 적용되고 있다. 이런 항생제의 발견은 다른 어떤 약물보다도 인류의 보

건과 수명 연장에 즉각적이고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쳐 크나큰 공헌을 하였다(1).

최초의 항생제는 1929년에 발견된 페니실린으로 세균이 세포벽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여 

죽게 만든다. 이 세포벽은 세균의 세포 바깥에 존재하면서 세포를 삼투압이나 외부의 물리적

인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세포의 이동에도 관여한다. 따라서 

세포벽은 세균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이동하면서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

다. 이후 페니실린보다 넓은 항균 범위를 보여서 그람양성균뿐만 아니라 그람음성균에서 효

과를 나타내는 광범위 항생제인 세팔로스포린이 1949년 진균의 한 종류인 세팔로스포리움 

<페니실린계 항생제>

<그림 1> 베타락탐계 항생제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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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레모니움(Cephalosporium acremonium)의 배양액에서 발견되었다. 이 두 종류의 항생

제는 역사상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베타락탐(ß-lactam)환을 가지고 있는 

베타락탐계 항생제로서 천연에서 분리하거나 합성으로 생산되고 있다(2). <그림 1>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베타락탐환은 4각형의 구조이고 여기에 5각형의 환이 결합하면 페니실린, 6각

형의 환일 경우에는 세팔로스포린이 된다.

현재까지 항생제 개발의 전모를 간단히 살펴보면 1940년대와 1950년대 많은 제약사들이 

페니실린 생산을 위한 대규모 배양시설을 설립하면서 신규 항생제 발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그 후 20~30년에 걸쳐 많은 종류의 항생제들이 발굴되어 1960년대 말까지 항생

제의 황금시대를 이루었다. 이런 항생제의 대부분은 천연물로부터 동정되었고 발효시설을 

통해 대량 생산되었다. 그러나 1968년 이후부터 2000년까지 새로운 종류의 항생제 개발이 

크게 위축된 암흑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 이유는 토양에 포함된 미생물로부터 항생제를 발

굴하고자 하는 노력이 초기에 폭발적으로 이루어져서 다수의 천연항생제들이 발견된 후 점

차적으로 항생제 발견의 속도는 느려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상황과 맞물려 신규항

생제의 안전 및 효능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실시되어 신규 항생제의 허가가 어렵게 되고, 세

균 감염이 더 이상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없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새로운 

항생제의 개발이 더욱 약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항생제 개발로 발생하는 수익이 다른 만성 

질환 약물에 비해 크게 감소되는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거대 제약사들이 항생제 사업으로부

터 철수를 하게 되면서 새로운 항생제 개발 연구는 더욱 후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항

생제 개발이 멈추어진 상황에서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의 발생 및 확산이 진행되어 병원균을 

제압할 수 있는 항생제 무기고가 고갈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다행히 2000

년 이후 새로운 전신성(systemic) 항생제들이 개발되어 내성 박테리아에 대한 대처방안이 수

립되고 있다.

2.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

페니실린을 발견한 플레밍도 1929년 페니실린에 대한 그람음성균의 항생제 내성을 관찰

하여, 1945년 노벨상 수상 강연에서 항생제 내성에 대하여 경고를 하였다. 그리고 1950년 여

러 병원에서 페니실린 내성 포도상구균이 유행하면서 페니실린의 치료효과가 상실될 수 있

을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0~1960년대에 걸쳐 여러 항생제가 개발된 항생제의 황금시대를 거

치면서 사람들은 세균에 의한 감염성질병은 이제 완전히 정복되었다고 믿었다. 1970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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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러 미국의 보건당국은 “이제 감염성 질환에 대한 책은 덮을 수 있다”라고 할 정도였다. 그

러나 병원균의 진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거의 모든 종류의 항생제에서 내성이 후속적으

로 나타났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물 내성균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연간 70만 명 수준이다. 

세계보건기구는 2014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약물 내성균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내성균에 의한 연간 사망자 수가 2050년에는 1,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

런 감염의 70%는 적어도 한 종 이상의 약물에 대해 내성을 가진 세균에 의한 것이다. 예를 들

어 메티시린-내성 Staphylococcus aureus(MRSA)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항생제들에 대

해 내성이 있으며, 1961년 처음 발견되어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흔한 병원 감염을 일으킨다. 

또한 병원 내 감염에 의한 패혈증의 60%는 그람음성균에 의해 발생하고 그중 80%는 

Pseudomonas aeruginosa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매년 세계적으로 약 50만 명의 

사람들이 1차 결핵치료제의 복합처방에 내성을 가지는 다제 내성 결핵(multidrug-resistant 

tuberculosis, MDR-TB)균에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에는 2차 결핵치료제에 내성을 

가진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extensively drug-resistant TB, XDR-TB)이 2006년 남아프리카에

서 발생하여 53명의 환자 중 52명이 사망하였다. XDR-TB는 치료성공률이 매우 낮고 사망할 

확률이 25%가 넘는 심각한 감염질환이다. 2015년 현재 한국을 포함하여 105개국에서 

XDR-TB의 발생이 보고되었다.

3. 항생제와 내성균의 공진화

1) 페니실린계 항생제와 내성균의 공진화

페니실린류 항생제는 일반적으로 세포벽을 구성하는 펩티도글리칸(peptidogycan) 간의 

가교결합에 필수적인 페니실린 결합 단백질(penicillin-binding protein, PBP)로 알려진 펩타

이드 전이 효소에 비가역적으로 단단하게 결합하여 세포벽 생합성을 억제한다(4).

1942년 대량 생산된 페니실린 G가 일반인들에게 널리 사용된 최초의 페니실린계 항생제

인데 이 페니실린 G는 경구복용을 하면 위에서 위산에 의해 급속히 분해되어 항균작용이 상

실되므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경구투여가 가능한 페니실린들이 반합성으로 제조되

었다.

그러나 페니실린의 항균작용에 대항하는 균들도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1947년 여러 병원에서 페니실린 내성 포도상 구균이 출현하였고, 이 내성균들은 페니실린 항

균작용에 필수적인 베타락탐환을 분해시킬 수 있는 베타락탐분해효소(penicillinase)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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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5). 즉 베타락탐환을 분해시킬 수 있는 효소를 세균들이 만들어 냄으로써 페니실린의 

항균작용을 극복하게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제약회사들은 이 효소에 저항성을 가진 메티실

린(methicillin)을 1961년에 개발하였다. 이 메티실린은 베타락탐분해효소가 공격하는 베타

락탐환 근처에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방패 역할의 큰 치환체를 붙여서 베타람탐환의 분해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메티실린은 항생효능이 감소하였고, 경구복용시 위산에 약해 쉽게 분해되었으

므로 주사로 투여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런 단점들은 나프실린(nafcillin)과 옥사실린

(oxacillin)에 의해 극복이 되었다. 이 항생제들은 1960년대 초 각각 개발되었다. 이와 같이 

세균의 내성을 극복하기 위해 첨가한 새로운 구조에 의해 효능의 감소가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 다른 구조적인 변경을 유도하였다. 이렇게 되어 페니실린의 유도체들의 

구조가 점점 더 복잡하게 변화되어 가기 시작하였다(1).

그러나 균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아 이 메티실린에 내성을 가진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MRSA) 균들이 1961년 영국에서 처음 보고되었다. 이들 내성균들은 

베타락탐분해효소를 생성시키는 대신에 항생제가 PBP에 결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

서 기존의 내성균들과는 다른 항생제 내성기전을 이 내성균들이 확보한 것이다(6). 즉 PBP의 

베타람탁환 결합부위에 변이가 일어나서 페니실린계 항생제들이 PBP에 결합을 못하게 되어 

이들 항생제들의 항균기능이 상실 된 것이다.

한편 페니실린 G와는 달리 경구투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람양성균에 대해서 폭넓은 

활성을 가지고 그람음성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활성을 가진 암피실린(ampicillin)이 1961

년 개발되었다. 이 암피실린은 그람음성균의 외막을 통과하는 능력이 향상되어 그람음성균

에 대해서도 항균효과를 나타내게 되었다. 이러한 그람양성 및 음성균들에 대한 광범위 항균

작용에 의해 암피실린은 널리 사용이 되어 상업적으로도 크게 성공하였다. 그러나 암피실린

의 공격을 받던 균들도 베타락탐분해효소를 생성하는 능력을 획득하여 내성을 가진 균들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암피실린의 단점은 장에서 흡수가 잘되지 않아, 흡수되지 않은 암피실린

이 장내 세균들을 공격하여 장내 세균총의 교란이 일어나서 설사를 유발시켰다. 이 단점은 

1972년 장내 흡수가 우수한 페놀유도체인 아목시실린(amoxicillin)의 개발로 극복되었다. 이

렇게 우수한 항생제인 암피실린과 아목시실린은 광범위한 항균효과가 있었지만, 베타락탐분

해효소를 가진 녹농균들은 이 항생제들에 내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 녹농균들을 퇴치할 

수 있는 항생제로 1964년 카르베니실린(carbenicillin)이 개발되었다. 이 항생제는 심각한 화

상 환자나 면역계가 손상된 환자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녹농균에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 

카르베니실린도 장에서 흡수율이 낮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티카실린(ticarcillin)이 개발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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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항생제들도 내성균의 베타락탐분해효소에는 취약하였으므로 이 분해효소를 방

어할 수 있는 테모실린(temocillin)이 1981년 개발되었다. 또한 암피실린의 그람음성균에 대

한 효능을 증가시키기 위해 1971년 아즐로실린(azlocillin)이 합성되어 녹농균에 탁월한 효능

을 나타내었고 피페라실린(piperacillin)도 이런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그리고 1972년에는 그

람음성균에 효과가 우수한 새로운 암피실린 유도체인 메실리남(mecillinam)이 개발되었다. 

이 항생제는 살모넬라나 대장균과 같은 장내 혐기성 그람음성균에 특효를 가지고 있다. 이 

항생제는 심각한 장내 세균 감염 치료에 사용되었고, 그 후 이 항생제의 장내 흡수를 증가시

킨 피브메실리남(pivmecillinam)이 개발되었다.

이와 같이 페니실린계 항생제와 세균의 공진화 과정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그림 2>와  

같다.

즉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항생제가 세균을 공격하면, 세균은 그 공격을 무력화 시

키거나 회피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을 마련하고, 그러면 그 방어 수단을 다시 피하여 공격할 수 

있는 항생제들이 개발되고, 그러면 세균들은 또다시 그 항생제의 방어수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교묘하게 창안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개발된 여러 종류의 페니실린 유

도체의 구조는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되었다.

2)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와 내성균의 공진화

한편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는 현재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항생제 군으로, 제

일 많은 종류의 약물이 개발되어 있다.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는 페니실린계 항생제와 마찬

가지로 베타락탐환이 있고 여기에 6각형의 dihydrothiazine 환이 축합된 구조이다(7).

대표적인 세팔로스포린 C는 Acremonium 진균에서 분리되어 1961년 구조가 결정되었다. 

<그림 2> 페니실린계 항생

제와 내성균의 공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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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팔로스포린 C는 페니실린과 달리 그람양성

균뿐만 아니라 그람음성균에서도 활성을 나타

내고, 페니실린보다 산성에서의 가수분해와 베

타락탐분해효소에 대한 안정성이 더 높은 반

면, 부작용인 알러지 반응은 약하게 일어난다

는 장점이 있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다양

한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가 광범위 항생제로 

개발되었다. 또한 페니실린의 경우와 유사하게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의 원료물질이 되는 

7-aminocephalosporanic acid(7-ACA)의 화학

적 합성법이 개발되면서 손쉽고 다양한 화학

적 변형이 가능하게 되어 다수의 세팔로스포

린계 항생제들이 7-ACA로부터 만들어지게 되

었다.

이렇게 7-ACA로부터 첫 번째로 반합성된 유

도체는 1964년 릴리사에서 개발한 1세대 세팔

로스포린 항생제인 세팔로신(cephalothin)이

다.

이후 다양한 화학적 변형을 통해 항균활성

과 베타락탐분해효소에 대한 저항성이 점진적

으로 개선되어 항균영역에 따라 1세대부터 5

세대까지 구분된다. 예를 들어 1세대 세팔로스

포린은 그람양성균에 매우 효과적이며, 3세대 

세팔로스포린은 그람음성균에 더 효과적이다. 

그러나 세대가 높다고 해서 항균작용이 더 강

력한 것은 아니다.

1세대 세팔로스포린은 포도상구균에서 생산되는 베타락탐분해효소에 저항성이 있어서 베

타락탐 고리가 가수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메티실린 내성 포도상구균에 항균력이 있으며, 연

쇄상구균등의 그람양성 구균에도 항균력이 우수하다. 또한 대장균, 살모넬라균, 이질균 등의 

그람음성 간균에도 항균력이 있다. 그러나 헤모필루스(Haemophilus)를 비롯한 다른 그람음

성 간균과 많은 혐기성 세균에는 항균력이 없다. 1964년 첫 번째 반합성 세팔로스포린로 개

발된 세팔로신은 그람양성균에 활성이 강했지만 그람음성균에는 약한 효과를 보였고 장흡

<그림 3> 페니실린계 항생제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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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율이 낮아서 주사로 투약되는 단점이 있었다. 그래서 1965년 경구투여가 가능한 세팔로글

리신(cephaloglycin)을 거쳐 1967년에 세팔렉신(cefalexin)이 개발되었다. 이 세팔렉신은 세

팔로글리신보다 활성은 약했지만 처음으로 경구투여 후 장에서 완전히 흡수되는 세팔로스포

린계 항생제가 되었다. 그 후 1970년 세파졸린(cefazolin)도 개발되어 주사투여 시에 세팔로

신 보다 강한 효능을 나타내었다.

2세대 세팔로스포린은 1세대 세팔로스포린과 비교했을 때 항균 범위가 그람음성균으로 

크게 확대되어 광범위 활성을 가지게 되고, 베타락탐분해효소에 의한 불활성화가 개선된 것

을 특징으로 한다.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aemophilus influenzae)와 같은 호흡기관 감염

균에 항균력이 있고, 혐기성 세균에 대해서도 항균력이 우수하다. 특히 1973년에 개발된 세

파만돌(cefamandole)은 혈장내 반감기와 항세균 활성의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었

다. 그리고 1983년에 승인된 세프록심(cefuroxime)은 베타락탐분해효소에 대해 크게 저항성

을 높인 첫 번째 세팔로스포린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페니실린에 내성을 가진 그람음

성균에 의한 감염 치료에 우수한 효능을 나타내어 널리 처방되었다. 그러나 이 항생제도 경

구투여가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84년 세푸록심 악세틸 

(cefuroxime axetil)이 개발되었다. 이 약물은 장에서의 흡수가 증가되었고, 장막 통과 후 간

으로 수송되면 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세프록심이 형성되어 항균작용을 나타나게 된다. 그후 

이와 같이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경구투여가 가능한 세파클로르(cefaclor)가 개

발됨으로써 1992년 특허가 만료될 때까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판매된 약중의 하나가 되었

다. 그리고 그람음성균에 대한 활성은 유지하면서 우수한 그람양성균 항생효과를 나타내고 

베타락탐분해효소 저항성 있는 세폭시틴(cefoxitin)이 1987년 출시되었다. 이 항생제는 장내 

혐기성 그람음성균에 효능이 있어서 복막염의 치료에 사용되었다.

3세대 세팔로스포린은 1, 2세대 세팔로스포린보다 녹농균과 같은 그람음성균에 대한 항균

력이 더욱 개선되었고, 크게 녹농균에 항균력이 가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녹농균에 항균력을 가진 약물로는 1985년에 개발된 세프타지딤(ceftazidime)이 있으며, 녹농

균에 대한 항균력이 약한 것으로는 세포탁심(cefotaxime)등이 있고 이 항생제들은 다른 그람

양성균에 항균력이 우수하였다. 1981년 출시된 또 다른 3세대 세팔로스포린 항생제인 세프

트리악손(ceftriaxone)은 보다 긴 반감기를 가져 패혈증, 뇌수막염 그리고 폐염에 하루 한 번

의 비경구적 투여가 가능하게 하였다. 1984년 경구 투여가 가능한 3세대 세팔로스포린인 세

픽심(cefixime)이 개발되었으나 이 약물은 페니실린이나 다른 세팔로스포린보다 높은 빈도

로 위장기능을 방해하였다. 이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구약물 형태로 세프포독심 프록세틸

(cefpodoxime proxetil)이 1987년 개발되었고 경구투여 후 높은 흡수율이 관찰되었다. 이와 

같이 3세대 세팔로스포린들은 구조적인 변형에 의해 항균활성이 증가되고 베타락탐분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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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대한 감수성을 낮추게 되었으나 확장된 스펙트럼의 베타락탐분해효소(extended-

spectrum ß-lactamases, ESBLs)와 새로운 종류의 베타락탐분해효소를 가진 세균들이 출현하

면서 이 종류의 항생제의 사용도 감소하게 되었다.

4세대 세팔로스포린의 특징은 베타락탐분해효소에 대한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그람

음성 간균의 외막을 쉽게 투과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4세대 약물은 다제 약물내성균에 효

과를 가지는 확장된 그람음성 항균작용을 가지고 있고 1세대 약물과 유사한 그람양성균 저

해활성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4세대 세팔로스포린은 베타락탐분해효소에 대한 높은 저항성

과 그람음성 또는 양성균과 녹농균에서도 높은 효능을 나타내는 세팔로스포린 항생제를 의

미한다. 즉 3세대 세팔로스포린을 분해할 수 있는 내성균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4세대 항생제

들이 개발되어 1987년 세페핌(cefepime)이 첫 번째로 승인되었고 뒤이어 세프피롬

(cefpirome)이 1989년 승인되었다. 이 두 약물은 다제내성을 가진 그람음성균에 활성을 가지

며 비경구적으로 투약된다. 또 다른 4세대 세팔로스포린인 세프톨로잔(ceftolozane)은 다제

내성을 보이는 P. aeruginosa에 대해 뛰어난 활성을 나타낸다(8).

5세대 세팔로스포린의 특징은 항MRSA 활성이다. 세팔로스포린계 약물은 일반적으로 

MRSA에 활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세프타롤린(ceftaroline)은 MRSA의 PBP에 높은 

결합력을 가져 세포벽 합성을 차단시킬 수 있으므로, 2010년 첫 항MRSA 세팔로스포린계 약

물로 승인되었다. 이 항생제는 광범위한 그람음성균 활성을 가지나 수용성이 약하다는 단점

이 있었으므로 세프타롤린 포사밀(Ceftaroline fosamil)이 개발되어 이 수용성 문제를 개선하

였다.

이와 같이 1세대에서부터 5세대까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들을 살펴보면 앞의 페니실린

계 항생제들과 마찬가지로 항생제와 세균들 사이에 공진화가 진행되고 있음이 명백하다(7).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1세대 세팔로스포린 C로부터 각 세대의 대표적인 항생제들의 

구조를 보면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하게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과 확산은 세균 특성의 변화, 항생제 사용에 의한 선택압력, 그리고 

내성 균주의 전파를 촉진하는 사회적이거나 기술적인 변화에 기인한다(9, 10). 세균들이 항

생제에 대한 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방식은 대표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페니실린 분해효소인 

베타락탐분해효소를 생성하여 항생제들을 분해시키는 방식(antibiotic degradation)이다. 이

외에도 항생제 자체를 변형시켜 항생제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기도 하며(ant ibiot 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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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ication), 항생제들을 세균 바깥으로 배출시키기도 하며(antibiotic efflux), 항생제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antibiotic decreased permeability). 뿐만 아니라 

항생제의 타겟을 변형시켜 항생제가 타겟을 찾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target modification), 

세포내로 들어온 항생제들을 붙잡아 항생제가 타겟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antibiotic 

sequestration), 내성을 나타내기도 한다(11, 12).

따라서 항생제들이 많이 존재하는 환경에 있는 세균들은 이 항생제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플라스미드를 가진 세균으로부터 플라스미드를 전달 받아 항생제들이 있는 환경에서도 생존

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게 된다(13). 이 플라스미드는 세균 속에 여러 개가 존재하는 구형

의 DNA로서 환경의 변화에 대처 할 수 있는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다. 또 세균에 감염 될 수 

있는 박테리오파지는 내성 유전자를 내성균으로부터 얻어서 가지고 있다가 다른 세균에 감

<그림 4>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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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되면 그 세균의 염색체 내로 내성 유전자를 삽입시킬 수가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세균들

이 항생제 내성 유전자들을 전파시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병원에서 발견되는 항생제 내성 

병원균들은 주변에 있는 세균들뿐만 아니라 토양에 있는 세균들로부터도 이런 내성 유전자

들을 전달받게 된다. 왜냐하면 토양에 있는 세균들에도 항생 물질 생성균들이 분비한 항생물

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성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근래에는 인

간질병에 대한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항생제보다 가축 또는 어류 양식에 훨씬 많은 양의 항

생제들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런 환경에서 생존하는 균들도 내성균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같이 항생제 내성은 자연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의약품뿐만 아니라 축산업과 

양식업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항생제에 노출된 세균의 적응과정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 

1950년대 이후 항생제의 대량생산에 따라 환자들에게 무분별한 처방과 판매가 이루어졌고 

아직까지도 30% 정도는 불필요한 처방으로 알려져 있으며 후진국에서는 아직도 항생제를 

처방없이 약국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흔하다. 또한 가축과 양식어류의 성장 촉진과 감염예방

을 위해 사료에 항생제가 다량으로 첨가되고 있어 높은 농도의 항생제가 포함된 육고기, 우

유, 계란과 수산물이 유통되고 있으며, 이들 농장과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속에도 다량

의 항생제가 포함되어 있어 생태계에서 내성균의 발생 위험을 높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3년 동물에 사용되는 항생제가 전체 항생제 사용량의 80%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일반적으로 세균들은 단일세포형태로 자연 상태에서 생존해야 하므로 주변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생존 할 수 있는 생명체로서 스스로 극한 상황을 극복 할 수 있는 다양한 

생존 능력을 갖춘 강인하고도 환경적응력이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다(14, 15). 여기에 대응

하여 인간도 새로운 인공화학물질을 자유자재로 구상하고 디자인하여 합성 할 수 있는 화학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였기 때문에 항생제와 세균들 사이에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공진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앞으로 이러한 공진화가 가속되어 내성균 쪽으로 그 균형이 급속히 기울어지게 되면 기존

의 항생제들이 무력화되는 심각한 상황이 오게 된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새로운 

항생제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지금 사용하는 항생제의 양도 적절히 줄여 나가야한다. 즉 

새로운 내성균에 대항할 수 있는 신규 항생제의 개발에 대학, 국가연구기관과 보건당국, 그

리고 제약회사들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의약품뿐만 아니라 축산과 양식용으로 사

용하는 항생제의 양을 사용 규제하여 적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시급히 요청되는 시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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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빅데이터연구센터의 기회와 도전

의과대학 의학과 명예교수  김석화

I. 머리말

정보통신기술(ICT)의 혁명적인 발전으로 싹을 틔운 오늘날의 4차 산업혁명 열풍을 보고 

있노라면 20세기의 끝자락에 몰아친 닷컴(.com) 광풍이 떠오른다. 지금이야 문명사회에서 

살아가는 시민에게 인터넷은 공기와 같은 존재이지만, 불과 20년 전인 그 시절은 닷컴 도메

인만 가지고도 수많은 투자자를 끌어 모을 수 있던 시대였다. 하지만 거품은 이내 신기루처

럼 꺼져버렸고, 손해를 입은 투자자가 줄을 이었다.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인 빅데이터, 인공

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이 과연 열풍인지 광풍

인지는 닷컴 버블의 사례와 같이 시간이 흐른 뒤에 정확히 드러날 것이다. 삼성전자에서 반

도체 신화를 일궈낸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이 ‘시대적 거품’으로 의심받

는다고 주장한다(조선일보, 2020년 10월 4일 자 칼럼). 그러나 최근 디지털 뉴딜을 위시한 정

부 정책의 과도한 ICT 산업 편향성을 비판적으로 인지하되, 4차 산업혁명이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양상의 ‘시대적 흐름’이라는 사실은 부인하기 힘들다. 1·2·3차 산업혁명에 견줄 수 있는 

동력과 여파를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72년 봄, 필자가 서울대학교 의예과에 입학한 뒤로 반세기 가까운 세월 동안 몸담은 의

료계, 넓게는 헬스케어(healthcare) 분야에서도 이 중요한 시대적 흐름을 요즈음 날마다 목격

한다. 지난 10월 말, ‘포스트 코로나와 미래 의료’를 주제로 열린 <2020 국제 병원 및 의료기

기 산업 박람회(K-HOSPITAL FAIR>에서 규모로 보나 인기로 보나 단연 돋보인 부스는 디지

털헬스케어 특별관이었다. 이 글의 목적은 필자가 초대 센터장을 지낸 의과대학 의료빅데이

터연구센터(Medical Big Data Research Center, 이하 MBRC)1)의 비전을 서울대학교 명예교

수회보를 통해 나누고, 존경하는 선후배 교수 여러분으로부터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구하

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빅데이터와 의료빅데이터 개념을 간략히 언급하고, MBRC 설립 취지

와 주요 연구개발 및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이어서 의과대학 의학연구원 산하 센터

로서 새로운 도약을 앞둔 MBRC의 비전과 정년 퇴임을 맞은 필자의 소회를 밝히며 글을 맺

   1) www.healthbigdat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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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II. 빅데이터와 의료빅데이터

2016년 봄, 알파고(AlphaGo) 대 이세돌의 바둑 진검승부를 계기로 빅데이터라는 생소한 

개념어가 우리나라 대중의 뇌리에 박혔다. 5번기 대결로 치른 당시 대국에서 구글 딥마인드

(Google DeepMind)가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프로그램인 알파고가 이세돌 9단에 4 대 1로 

승리했다. 이후 빅데이터는 우리나라에서 분야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유

행어(buzzword)로 떠올랐다. 빅데이터는 동시에 여전히 모호한 말(fuzzword)이기도 하다. 

명확한 어원과 범위에 대해 설왕설래하기 때문이다. 정확한 정의가 없으니 저마다 용도에 맞

춰 쓴다.

대체로 빅데이터의 핵심 요소를 3V로 요약하곤 한다. 3V는 데이터의 양(volume), 데이터

의 생성 속도(velocity), 그리고 데이터 형태의 다양성(variety)을 뜻한다. 근래에는 여기에 가

치(value), 정확성(veracity), 가변성(variability) 등을 덧붙이기도 한다. 그러나 빅데이터의 특

징을 이렇게 알파벳 머리글자를 통일하려고 천편일률적으로 정리하다 보면 이내 개념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데이터의 양은 매우 상대적인 개념이다.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쓰기 전에도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빅” 데이터가 있었다. 그러므로 데이터의 

크기에 집착하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연결성이 없어 보이는 데이터에서 유용한 상관관계를 

발견함으로써 데이터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예측해 현명한 의사 결정을 하는 데이터

마이닝 기술이 빅데이터 담론의 핵심일 수 있다(한현욱, 201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유행과 함께 주목받은 동영상 통신 기술과 더불

어, 빅데이터를 사용한 기술이 미래 의료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리라 본다. 초고령화 시

대에는 이처럼 기대수명보다 건강수명의 가치가 더 크다. 앓기 전에 예방하는 현대 의학의 

흐름에 맞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힘을 백분 활용해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을 예측하는 노

력이 중요하다. 이 글에서 다루는 의료빅데이터는 도식적으로 ‘의료 분야의 빅데이터’라고 간

편히 정의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빅데이터와 비교해 차이점이 있다. MBRC 부센터장인 윤형

진 교수(의과대학 의공학교실)는 의료빅데이터 분석이 전통적인 통계 분석과 여러 가지 면에

서 다름을 <표 1>과 같이 지적한다(Lee & Yoo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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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Medical big data analysis vs. classical statistical analysis

Classical statistical analysis Medical big data analysis

Application Hypothesis-testing Hypothesis-generating

Questions of 

interest
Trying to prove causal relationships

Overcoming the limitation of locally or 

temporally stable association with 

continually updating the data and 

algorithm

Domain 

knowledge

Important both in collection of data 

and interpretation of the results

More important in interpretation of the 

results

Sources of data
Carefully specified collection of data; 

usually single source

Any kind of sources; frequently 

multiple sources

Data collection Human-based measurement recording
Recording without the direct 

supervision of a human

Coverage of data 

to be analyzed

Small data samples from a specific 

population with some assumptions of 

their distribution

Substantial fraction of entire population

Data size Relatively small Frequently huge

Nature of data Mainly structured Unstructured and structured

Data quality Quality controlled Rarely clean

Research 

questions of data 

analysis

Same as those of data collection
May be different from those of data 

collection

Underlying 

assumption of 

the model

Based on various underlying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
Frequently absent

Analytic tools
Manually by expert with classical 

statistics

Frequently automated with data mining 

algorithm

Main outputs of 

analysis

Statistical score contrasted against 

random chance
Prediction, models, patterns identified

Privacy & ethics

Data collection according to the pre-

approved protocol; informed consent 

from the participants

Concerns about privacy and ethical 

issues

출처: Lee CH, Yoon H-J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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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의료빅데이터연구센터 설립

MBRC는 앞서 살펴본 의료빅데이터의 특수성을 인지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물

결 위에서 우리나라 의료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인류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2018년 7월에 문을 열었다(그림 1).2) 백여 명의 교수와 연구진이 첫출발에 동참했다. 대학의 

수많은 ‘센터’들이 으레 그렇듯이 MBRC도 정부 사업 선정에 힘입어 새 항해의 닻을 올렸다. 

MBRC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8 대학ICT연구센터육성지원’3) 사업(이하 ITRC 사

업) 공모에 응해 빅데이터 분야 센터로서 ‘의료빅데이터 융합 전문가 양성을 위한 비정형 빅

데이터의 정형화 기술 및 분석 플랫폼 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ITRC 사업은 공모 경쟁률

이 상당히 높은 사업으로 꼽힌다.

ITRC 과제의 목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의료현장 중심의 ICT 기반 다학제적 협력

을 통해 (1) 의료빅데이터 융합 전문가를 양성하고, (2) 비정형 의료빅데이터 통합 및 활용을 

위한 개방형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다. 즉 의료빅데이터의 80%가량을 차지하지만 대부분 

폐기하고 있는 비정형 데이터를 이용해 빅데이터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고, 제반 산업을 활

성화하기 위해 이에 관한 연구체계를 수립하는 동시에, 산업체 수요의 전공지식과 소프트웨

어 활용 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배출하고자 한다. MBRC를 제외하고는 초실감음향기술

   2) 이후 2018년 9월 7일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함춘강의실에서 개소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3) 동 사업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구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이 주관한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정부의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2018년 8월,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 따라 2019년 1

월부터 한국연구재단의 부설기관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그림 1> 의료빅데이터연구센터  

개소(의과대학 융합관)

[왼쪽부터; 개소 당시 직함] 김정은 

교수(간호대학), 정철우 교수(의과

대학 마취통증의학교실), 이승복 

MBRC 산학협력중점교수, 필자, 신

찬수 의과대학장, 박병주 교수(의과

대학 예방의학교실), 박종연 한국보

건의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형

진 MBRC 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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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센터(Center for Ultra Realistic Audio Technology)가 서울대학교에서 유일하게 ITRC 사

업에 참여했는데(2013년 지정), 이 센터마저도 사업 기간이 끝나서 이제는 MBRC가 서울대

학교에서 유일한 ITRC 사업 선정 센터이다.

‘ICT 분야 연구개발(R&D) 역량을 갖춘 창의 ·융합 ·도전형 인재양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ITRC 사업은 사실 예전부터 서울대학교 교수들에게 그리 인기가 있는 사업이 

아니었다. 이 사업이 미래 인재를 키우는 데 주안점을 두는 반면에, 동시에 탁월한 연구 성과

와 사업화 실적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

기획평가원)의 의도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상적인 고등교육 모델은 연구 ·교육 ·산학협

력이 한 박자로 움직여야 한다는 가정을 적용했으리라 짐작한다. 서울대학교 교수는 물론이

고 고등교육 현장의 이해관계자라면 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연구 ·교육 ·산

학협력이 언제나 바람대로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불가피하게 타이밍

의 차이가 발생하며, 연구나 산학협력의 성과가 100% 정량적인 교육 성과로 이어지는, 또는 

그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완벽한 상황은 상당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

(百年之大計)라고 하지 않았던가. 5년 미만의 짧은 기한 내에 그 세 축에서 골고루 만족할만

한 성과를 내기가 결코 녹록치 않다. 더구나 인재를 길러내는 일은 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작

업이다. 교수 사이의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 어떤 교수는 연구나 산학협력에 시쳇말로 올

인(all in)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교육에 더 큰 뜻을 가진 교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ITRC 사업 공모에 응하자고 결심을 한 이유는 

교육이 백년지대계라 해도 일단 시작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의 발로(發露)였다. 정년퇴임을 

불과 2년 앞둔 필자는 그야말로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생각이었다. 이승복 산학협력중점교수

(의과대학 의학과)가 실무를 맡았고,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울산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남

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라대학교 ·미국 University of Utah 등 8개 대학과 서울대학교병

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강남센터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서울대학교병원운

영) ·아랍에미리트 Sheikh Khalifa Speciality Hospital(서울대학교병원운영) 등 5개 병원이 컨

소시엄을 구성했다. 참여 기업으로는 에스큐아이소프트, 에이치앤비트, 바이브(구 다음소프

트), 제로원에이아이 등이 있다. 과제 수행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며, 이후 평가에 따라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MBRC는 ITRC 과제를 필두로 여러 기업과의 

산학협력을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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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의료빅데이터연구센터 프로그램

정부가 2020년 7월 14일 확정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디지

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을 세 축으로 대규모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진다. 

제2의 D램을 꿈꾸며 2030년까지 인공지능 반도체 세계시장의 20%를 선점한다는 야심 찬 목

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기업 20개, 전문인력 3,000명을 육성한다고 한

다. 디지털 뉴딜에 속하는 ‘스마트 의료 인프라’는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가운데 하나이

다. 2018년 여름에 첫발을 내디딘 MBRC는 이후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백여 명의 참여

교수와 연구진이 헌신한 덕에 여러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거두었다. MBRC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끊임없이 발전해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나라의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뉴

딜 성공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 절에서는 MBRC의 주요 연구개발 및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1. 연구개발

데이터는 크게 정형(structured) 데이터와 비정형(unstructured) 데이터로 나눈다. 비정형 

데이터는 보건의료 정보의 80% 정도를 차지한다. 현재 수술장 등 우리나라의 의료현장에서

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쓸모를 잃은 채 버려지고 있는데 대부분 비정형 데이터이다. MBRC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림 2>와 같이 비정형 의료빅데이터 통합 및 활용

을 위한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 규격을 정의하고, 의료빅데이

터 익명화(비식별화)를 위한 데이터 암복호화(encryption and decryption) 기술을 적용한다.

1) 의료 동영상 빅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전기자동차 시장을 선점한 테슬라는 동영상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했

다. 의료 분야에서도 동영상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진료 과정에서 비방사선

(non-radiological) 영상장비, 이를테면 수술 로봇, 복강경(腹腔鏡), 대장내시경, 캡슐내시경, 

응급실 카메라, 의료서비스 로봇 등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의료 동영상 빅데이터 생성 수요가 

급증했다. 또한, 가상 ·증강현실 및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따라 영상유도수술(image-

guided surgery), 수술 내비게이션(surgical navigation), 수술 ·시술의 정량적 숙련도 평가, 환

자 중증도 평가 등 임상 현장에서의 적용 수요도 매우 커졌다. 반면 기존 의료영상저장전송

시스템(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은 주로 전통적인 방사선 영상 

외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시설을 갖춘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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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도 셀 수 없이 많은 수술 동영상 데이터가 쌓였지만, 빅데이터의 관점에서 이를 적극

적으로 활용하지는 못했다. 대부분 저장하지 않고 버린 탓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신개념 의

료기기 산업화 수요에 부응해 진료의 질을 보다 높이려면 고품질의 의료 동영상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임상 메타정보 추출기술이 필요하다.

MBRC는 의료 동영상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을 표준화하고, 이러한 표준을 임상 현장

에 적용하도록 문서로 만들어서 누구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분야의 국제 표준

을 선점할 경우 세계적인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의료 동영상 빅데

이터가 의료기관에서 중요한 의무기록으로 인정받으리라 예상한다. 아울러 MBRC는 의료 동

영상 빅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각화 모델을 개발해 질 관리

(quality management) 프로세스를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수술 동영상 빅데이터에 대해

서는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공통데이터모델(common data model, CDM)을 검토해 분산연구

망(distrubuted research network, DRN) 표준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임상의에

게 로봇 수술시 수술 부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표준화한 수술법을 제시할 수 있

<그림 2> 비정형 의료빅데이터 통합 및 활용을 위한 개방형 플랫폼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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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수술 시간과 수술 합병증 위험을 줄여 환자 안전을 도모하고 국가적으로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데 이바지하리라 기대한다. 수술 로봇을 개발하는 산업체도 공개 데이터셋을 이용

할 수 있으니 반길 일이다.

2) 생체신호 빅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수술장, 중환자실, 응급실, 병실 등에서 나오는 생체신호 데이터는 임상의학적 진단 및 웨

어러블 장비 개발을 위한 가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버려지고 있다. 본 연구를 이끄는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교실의 정철우 교수와 이형철 교수는 여러 의료장비로부터 고해상도 

생체신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는 바이탈 레코더(Vital Recorder) 프로그램4)을 

개발해 생체신호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서울대병원 수술장에서 이루어진 약 7만 례

의 수술 중 생체신호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 가운데 초기 1년 동안 행한 비심장(noncardiac) 

수술 성인 환자 6,388명의 생체신호 데이터를 익명화해 온라인에 공개했다.5) 바이탈 레코더 

프로그램은 환자 모니터 ·마취기 ·정맥주입펌프 ·뇌파계 등 다양한 장비로부터 얻은 최대 172

종의 데이터를 시간 동기화해 고해상도로 기록한다. 환자 정보는 전자의무기록으로부터 얻

는다.

아울러 회복실이나 중환자실에서는 개별 모니터를 사용해 환자에 대한 집중 감시를 시행

하는 반면에 수술 환자를 일반 병동으로 이송한 뒤에는 순회 간호사가 수 시간 간격으로 문

진할 뿐 환자 감시의 질과 빈도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하지만 요즘에는 IT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고성능 웨어러블 장비를 갖출 수 있다. 특히 심전도와 맥

박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 웨어러블 장비의 기술적 성숙도는 실제 의료 환경에 적용할만한 

단계에 도달했다. 애플에서 “건강의 미래, 이미 손목 위에”라는 매력적인 광고 문구와 함께 

새로 출시한 애플워치6도 이러한 기능을 제공한다.6) 생체신호 감시용 웨어러블 장치들은 거

동 환자에게 적용해 지속적인 감시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통증, 진전(떨림), 병실 거동 등으

로 인해 잡음이 자주 발생하면서 거짓 경보가 발생해 의료진이 피로감을 느끼고 정작 위급한 

상황에서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MBRC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웨어러블 장비로 수술 후 환자의 생체신호를 수집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

공지능 경보시스템을 개발해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4) https://vitaldb.net/vital-recorder

   5) https://vitaldb.net/data-bank

   6) https://www.apple.com/kr/apple-watch-serie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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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헬스 커뮤니케이션 음성 빅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의료 환경에서는 의료진과 환자 및 보호자 사이의 정보 전달, 의사 전달 등을 위해 다양한 

소리가 끊임없이 발생하지만 대개 이를 저장하지 못한다. 헬스 커뮤니케이션(health 

communication), 즉 건강관리 과정의 의사소통 매체로서 음성(audio)은 다양한 비언어적 소

리를 함께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속도 ·음색 ·음량을 통해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지닌다. 그러므로 의료 환경에서의 음성 빅데이터를 사용자의 경험과 수요에 맞게 분

석하고 체계화함으로써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다. 과거의 질병 중심 

의료제도에서는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고 최적의 약물치료를 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면, 이제

는 예방 ·관리 ·재활 등의 영역에서 환자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 네이

버랩스 출신의 언어학자인 김선희 교수(사범대학 불어교육과)를 주축으로 간호대학 ·인문대

학 ·음악대학 ·치의학대학원 소속 교수진이 협업하고 있는 이 연구의 목적은 헬스 커뮤니케이

션 음성 빅데이터 구축 및 저장 플랫폼을 개발하고, 표준화한 빅테이터를 활용해 환자에게 

정서적 ·교육적 치료를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4) 민간 과제

이 밖에도 MBRC는 미항공우주국(NASA) 출신의 김성완 교수(의과대학 의공학교실)와 공

현중 교수(서울대학교병원 융합의학과)가 이끄는 서울대학교병원 융합의학과 연구진과 서

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소화기내과 교수진을 중심으로 ‘대장 용종의 발견과 진단용 인공지

능 시스템 개발(development of an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for the detection and 

diagnosis of polyp during colonoscopy)’ 2단계에 돌입했다. 대장암은 암 관련 사망의 최대 

원인으로 지목하는 암종이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인다. 게다

가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는 의사의 수준에 따라 용종 발견율과 진단능력의 차이가 상당히 크

다. 결국 의사의 실력이 대장내시경 검사의 질은 물론이고 대장암의 예방 및 중간암의 발생

을 좌우할 수 있다. ㈜엔도아이가 24억 원을 투자한 이 민간(산학협력) 과제의 목적은 임상

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대장내시경 시스템을 이용해 대장 용종의 발견과 조직

타입의 예측을 보조하는 오픈 소프트웨어 형태의 대장내시경용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2. 인재양성

전술했다시피 MBRC는 연구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다른 초점은 의료빅데이터 분야에서 국

제 경쟁력을 갖춘 융합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맞추고 있다. 국내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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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대학원과 일자리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고,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으로 말미암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의료빅데이터 분야는 의학과 공학 지식을 겸비하거나 의사와 엔

지니어의 협업을 이끌 수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하므로 고도의 체계적인 융합 교육이 필수적이

다. 기업 등 수요자가 원하는 융합 전문가를 키우려면 공을 많이 들여야 한다. 그러므로 

MBRC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대학원 교과과정을 국제화하고, 산 ·학 ·연 연계를 통한 소비

자 요구(needs) 이해 및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하며, 학생이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을 가지고 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직접 개발하고 스타트업(startup)을 창업

하도록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둔다.

대학원 교과과정에는 <의료빅데이터세미나>, <의료데이터사이언스의이해와실습 I>, <의

료데이터사이언스의이해와실습 II>, <디지털헬스케어특강> 수업을 개설했다. <의료데이터사

이언스의이해와실습>은 실무 교육을 강화한 co-op 형태의 수업이며, 여러 교수와 기업인이 

팀티칭(team teaching) 방식으로 진행한다. 2021학년도 2학기부터는 유타대학교(The 

University of Utah) 및 AeHIN(Asia eHealth Information Network) 등 의료 ·보건 분야 국제

기구와 적극적으로 교류함으로써 글로벌 커리큘럼 구성을 위한 초석을 다질 예정이다.

아울러 MBRC는 2018년부터 서울대학교병원,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과 공동으로 ‘코리아 

임상 데이터톤(Korea Clinical Datathon)’을 주최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인공지능 

경진대회 플랫폼(MAIC)7)을 개발했으며, 2020년부터 자체적으로 ‘의료인공지능 경진대회

(Medical AI Challenge)’를 개최하고 있다. MBRC가 주관하고 서울대학교병원/의과대학이 

주최하는 2020년 대회에는 총 80여 팀이 참가했으며, 대한의료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본선에 진출한 다섯 팀의 발표에 이어 최종 수상팀을 가렸다. 2020년 대회 주제는 ‘수술 중 

저혈압(intraoperative hypotension, IOH) 발생 예측’이었다. 참가팀들은 서울대학교 수술장

에서 수집한 3,400여 건의 생체신호 데이터셋을 이용해 수술 중 저혈압 발생을 예측하는 모

델을 개발했다. MBRC는 향후 MAIC 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한 주제로 정기 대회를 개최함으

로써 의료인공지능 연구개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V. 맺음말

1972년 3월 의예과에 입학한 뒤 50년에 이르는 시간을 오롯이 연건캠퍼스에서 보냈다. 

2020년 8월 정년퇴임한 뒤로 한동안 얼떨떨한 기분으로 지냈는데 명예교수회보 원고를 쓰면

   7) https://ma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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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로소 홀가분한 기분을 느낀다. 조금의 회한도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무사히 정년을 

맞을 수 있어 친애하는 의과대학 및 서울대학교병원 직원, 임상의, 그리고 선후배 교수 여러

분께 한없이 감사할 따름이다. 그분들의 뛰어난 재능과 투철한 직업 정신이 아니었다면 지금

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훌륭한 팀과 함께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선천성 기형 수술에 바친 날

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선천성 기형을 가진 아이는 어른으로 성장할 때까지 지속해

서 진료하는 경우가 많아 정이 깊게 들게 마련이다. 수술을 받았는지 알기 힘들 정도로 상처

가 아물어 말끔해진 아이를 보면 큰 보람을 느꼈다. 모든 환자와 부모 여러분께 지면을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결과적으로 의과대학 교수로서 마지막 보직을 MBRC에서 맡았다. 필자가 서울대학교에 

의료빅데이터라는 마중물을 한 바가지 붓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 후임 센터장 이규언 교수(의

과대학 외과학교실)를 포함한 많은 현직 교수 여러분이 펌프로 물을 세차게 퍼 올리실 차례

다. 어떤 조직의 태동기부터 이렇게 다수의 인원이 뜻을 함께하는 사례는 그리 흔치 않은 것 

같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큰 뜻을 모은 교수와 그들을 따르는 학생 여러분의 건승을 빈

다. MBRC는 이제 태동기를 지나 의과대학 의학연구원 산하 센터로서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눈부신 발전을 이끄신 선배 명예교수 여러분께서 성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리라 믿는다. 비단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기치 아래 국제적인 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AI연구원 등 모든 서울대학교 조직의 현직 교수 여러

분께서도 MBRC의 기회와 도전을 지켜보며 응원해주시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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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인지과학 협동과정의 태동
언어-인지-뇌의 연구

인문대학 언어학과 명예교수  이정민

1. 들어가기

기초과학인 물리학과 화학의 응용으로 원자 폭탄이 제조되고 세계 역사가 바뀌었듯이, 이

제 새로운 기초과학인 인지과학이 발전하고 응용되면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하

게 되고 우리의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된다.

조종 로봇이 비행기를 몰고,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과정의 공부가 

오락처럼 즐거워질 날이 올 수도 있다. 내 바둑 단수가 너무 높아 대국할 상대를 못 찾을 때

에는 컴퓨터를 상대로 하여 바둑을 두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은 재미있게도 이 글을 쓴 지 20

여 년 뒤인 2015년 서울에서의 인공지능 심층학습 산물인 알파고와 프로 9단 이세돌의 대국

에서 사람의 4:1 충격적인 패배로 실증되었다. 그럼에도 알파고 팀장은 알파고에는 자아

(self)가 없다고 실토했다. 이 인공지능 deep mind는 종래의 알고리즘(algorithm)의 차원을 

뛰어넘어 나날이 발전해 학자들이 못 풀던 생명체의 기본 단백질 아미노산 구조를 상당 수준

으로 밝혔다고 한다. 힘들어 하던 음성 인식(speech recognition)의 급격한 발전으로 몇 년 

전 아마존의 인공비서 알렉사가 나와 세상을 놀라게 했다(처음에는 TV에서 나오는 같은 주

문 소리에도 반응해 여러 집에 피자가 배달되는 해프닝도 일어났지만, 곧바로 고쳤다). 화상 

대면과 소통이 자유롭고, 전산망 컴퓨터에 의한 협동이 원활해져 가상공간 생활이 늘어나고

(현 코로나 시대에는 강요받고 있지만, 발전을 앞당기고 있다), 따라서 여행은 업무보다는 관

광을 위해 떠나게 될 것이다. 기계-컴퓨터와의 상호작용도 직접 말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고 

말로도 귀찮으면 이심전심으로 알아듣게 하는 더 편리한 방법이 동원될 것이다.

뇌와 인지에 관한 협동연구 결과, 기억 상실, 실어증, 치매 등의 인지-정신 건강상의 문제가 

없이 살게 될 것이다. 수화 등 모든 의사소통/정보체계에 대한 연구로 의사소통이 원활해지

고, 또한 인지체(認知體)인 인간과 다른 생물이 더욱 쾌적하게 살고 인간이 높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웬만한 작업은 영리한 컴퓨터에게 시키고 사람은 창의

적인 일에 전념해, 재산도 창조적인 지적 활동의 결과로 인한 저작권과 같은 지적 재산권의 

규모가 커지고, 거추장스러운 부동산의 가치가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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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기초과학

우리 인간은 마음이 있기에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해 묻고, 정체

를 찾고, 답을 구한다. 기원전 5, 6천 년에 아시리아에서 진흙판에 쓴 ‘꿈 이야기책’이 발견되

고, 고대 이집트인이 꿈의 신에 집착하고 몸 안에 혼이 따로 있다고 믿어 무덤에 음식과 보석

을 넣어 두었다. 우리 삼국시대의 무덤도 마찬가지다. 마음의 의미, 목적, 기능을 이해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인간의 문명 자체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30년대에는 기계도 꿈

을 꿀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며 인공적인 지능의 꿈까지 생각했다.

고대 그리스에서 철학자들은 지식도 연구대상으로 보았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마음

의 작용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고 몸과 별도로 존재한다고 보아 이러한 이원론이 이후 영향

을 주게 되었다. 뒤에 플라톤은 마음(mind)이 뇌에 있다고 했으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슴에 

있다고 했다. 우리말의 ‘마음’은 가슴, 정서, 심성에 가까우나, ‘몸과 마음’이라 할 때처럼 정신

을 나타낼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모두 ‘마음’이라는 말을 좋아하므로 그대로 쓰는 것도 좋을 

듯하다. 몸이 물리화학적이고 딱딱한 데 비해 마음은 잘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부드러운 

것으로 이해된다.

마음에 대한 근대적인 생각은 17세기 데카르트의 분명한 마음-뇌의 이원론에서부터 많이 

내려온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의식한다는 사실이 외계의 사물에 우선한 것

이다. 그는 뇌를 자동 기계에 비유했다. 사고는 마음속의 표상구조의 조종인 것으로 보는 합

리론적 입장이었다. 현대 과학 철학에서는 물질(뇌)의 뒷받침이 없는 마음의 가능성은 믿지 

않는다. 한편, 보람 있는 삶의 근원이 되는 자아의식의 기초는 ‘1인칭 자료(예컨대, ‘나는 어지

럽다’ 하는 느낌은 말하는 시점에 나 이외의 아무도 느낄 수 없다는 원리에 대한 이해와 연

구)’에 ‘의식의 과학’의 성패가 달렸다고 본다. 의식은 난제(hard problem)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철학자-인지과학자인 Chalmers는 큰 공을 세웠다. 그것이 화학구조로 돼 있다는 

주장, 세포마다 의식이 있다는 주장, 계산 체계로 설명이 안 된다는 주장 등을 양자물리학 등

의 과학 종사자들도 내놓는다. Russell, Goedel이 자체 체계 안에서 자체를 평가할 수 없다고 

하는 원리와 다른 한편 의식은 자체 내에서만 가질 수 있다고 하는 두 다른 원리는 분명히 

상보적(complementary) 관계에 놓인다고 본다.

그러면 인지과학은 어떠한 과학인가? 인지과학은 마음의 구조와 움직임을 연구하는 ‘매혹

적’인 기초과학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한다. 이 분야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학문 분야는 인지

심리학, 언어학, 철학, 인공지능, 신경과학의 다섯 분야이고, 이 밖에도 인류학이 중요하게 기

여하며, 미학도 크게 기여한다. 나아가 수학, 사회학, 커뮤니케이션 이론, 물리학, 생물학, 교

육학, 경영학 등 거의 모든 학문 분야가 관련을 맺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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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과학은 일단 인간의 마음을 복잡한 정보처리 체계로 본다. 그 체계는 지각에서 범주

화, 개념화, 기억, 이해, 학습, 사고, 문제 풀이 및 상상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인지과정을 

돌본다. 정보처리 체계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찾아내고, 변형시키고, 전달하는 체

계다. 하지만 그 중 단순한 정보체계는 다른 동물과 심지어 식물과 같이 생물학적 기반을 가

진 것뿐 아니라, 온도 조절기, 컴퓨터, 로봇과 같은 지능적인 기계에도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

적인 입장이다. 물론, 언어는 인간에게만 있다거나 기계는 반성할 줄을 모르고 의미와 관련

된 지향성이 없다거나 하는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한때 눈에 보이는 것 또는 물질만을 과학의 대상으로 삼아, 보이지 않는 기저 원리와 마음

의 구조에 소홀했다. 이에 반발한 언어학자 노움 촘스키는 50년대 중반부터 언어의 연구를 

마음의 구조 연구의 일환으로 보아 눈에 보이는 것 위주의 행동주의 또는 논리실증주의 과

학의 추세를 인지과학적 분위기로 혁명적으로 전환시켰다. 1956년 MIT 정보이론 심포지엄의 

둘째 날인 9월 11일 촘스키가 변형생성문법 이론을, 뉴얼(Newell)과 사이먼(Simon)이 ‘논리

기계’를, IBM이 가장 큰 컴퓨터로 헵(Hebb)의 세포군집에 관한 신경심리학 이론의 검증을, 

또 잉베와 밀러가 발표한 것이 인지과학의 태동, 인지 혁명이었다고 보든(Boden)과 밀러

(Miller)가 기록하고 있다. 인지혁명의 정신적 지주는 촘스키였고, 행동주의에 빠져 있던 심리

학이 혁명의 여파로 늦게나마 ‘인지심리학(1967년 U. Neisser가 명명)’이 심리학에 자리 잡고, 

한편 촘스키의 문법 계층(finite state grammar, context-free grammar 등의) 이론이 컴퓨터과

학의 필수인 형식언어이론의 핵심이 된다. 마음의 상태와 움직임을 가장 분명하게 대변하는 

것이 언어이기도 하다. 유한한 수의 문법규칙과 어휘로 무한한 수의 새로운 문장을 산출하고 

이해하는 언어능력에는 알고리듬적 체계성이 있다. ‘우리 엄마’를 아는 아이는 ‘집’을 알게 되

면 ‘우리 집’을 알게 된다. 다른 인지 능력도 같은 원리가 지배할 것이다. 어려서 모국어의 언

어습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도 이런 의미 결합의 원리(compositionality principle) 

때문이다. 예컨대, 시각도 어느 대상물이나 다 볼 수 있게 한다는 특징이 있지 않은가? 세상 

사물의 절반만 보게 하는 정상적인 시각을 상상하면 괴이할 것이다.

이어서 인지심리학의 정보처리 이론이 자리 잡고, 자연언어의 속성 연구의 부산물로 형식

언어이론의 발달을 보아 정보의 전산적 처리가 촉진되었다. 이에는 수학과 논리학의 형식주

의가 기여한 바 크며, 컴퓨터 시스템의 발전 역사는 바로 형식언어인 프로그램언어의 발전역

사이다. 즉, 기계에 대고 무엇을 할지 명령하는 언어가 차츰 정교해져 가는 것이다. 1과 0의 

수학으로 컴퓨터 원리의 첫 기초를 세운 불(Boole)과 튜링 기계 원리로 기계가 생각할 수 있

는가 하고 문제를 제기한 인공지능의 아버지 튜링(Turing)을 낳은 영국이 초등학교부터 코딩

(coding) 교육을 시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시작하려 하나, 인적 자원이 문제라

고 한다. 그러나 발전단계에 있는 것들을 늘 따라가기보다 가장 기본이 되는 수학(논리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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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연결시켜 쉽고 재미있게 배우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여 언어학, 

인지심리학, 철학, 인공지능이 마음의 연구에 연결된다.

한편 신경과학과 기타 인지과학 안팎의 협동으로 시각 분야가 많이 발달하였고, 개념발달 

분야도 크게 진전을 보고 있다. 어린아이들의 말이 두 살부터 부쩍 늘어 문장어미도 발달하

고 어휘도 많아지는데, 이때에 뇌 세포의 수도 급격히 늘어난다고 하니 언어습득과정의 연구

에 신경과학적 발견의 뒷받침이 생긴다 하겠다. 두 살 직전의 말에는 ‘그’나 영어의 ‘the’와 같

은 기능어가 안 붙는다는 언어습득상의 사실과 실어증 종류에는 바로 이와 같은 기능어가 

생략되는 것이 있다는 신경과학적 사실 사이에는 우연 이상의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철학

에서 ‘the’의 ‘유일한 존재’ 의미가 문장의 주장의 일부로서 진리치 계산에 직접 작용하느냐 

아니면 전제로서만 작용하느냐의 논란이 일어나는 등 인간의 마음을 매개로 하여 여러 분야

가 공통의 문제를 다루어야만 하게 된다.

코슬린(Kosslin)의 심상(mental imagery) 연구는 모범적인 것이다. 우리가 받아들인 정보

가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기억/저장되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 코슬린은 대체로 명제가 아닌 

그림 형태로 저장된다는 입장이다. 시각적 심상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장된 정보에서 생성

한 음극선튜브에 나타난 것들과 같다는 가설을 가지고, 장기기억의 기저표상에서 어떻게 표

면 심상으로 생성되는가를 실험을 통해 보여 주었다. 심상 생성에 그림, 둠, 발견의 세 단원

(module)이 들어 있음을 주장했다. 이 설은 생성 시간이 상의 대상이나 장면의 ‘부분’들의 수

와 그 복잡성에 비례하고, 부분들이 어떻게 조합될지에 대한 묘사를 바탕으로 상을 구성할 

수 있고, 생성 시간이 상상되는 대상의 ‘주관적 크기’에 비례한다는 실험 사실들로 뒷받침된

다. ‘스캔’해야 할 상상 지도상의 거리가 멀면 반응시간이 길다는 실험으로 심상의 표상이 공

간적 특징을 갖는다는 것도 보였다. 이 연구는 정보처리 틀 안에서 AI식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형도 취했다.

은유에 대한 연구도 좋은 예가 된다. 의미 유사성에 입각해 한 개념의 표현을 다른 개념의 

표현으로 쓰는 현상(‘남자는 늑대야.’ 등)은 인간의 일상적 개념화 과정으로서, 언어학, 심리

학, 철학, 문학, 인류학, 정치학에서 공통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주제다. 겐트너

(Gentner)는 특히 유사성, 유추적 사고에 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유사성은 구조적 

사상(mapping) 관계에 바탕을 둔다. 은유와 상상력도 두 사물 간의 유사성의 포착이 핵심 

이다.

우리는 정보화시대에 살면서도 정작 정보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머뭇거리게 된다. 정보의 

정체와 정보의 흐름에 관한 수학적 모형화가 상황이론이라는 이름 아래 수리논리, 철학, 언

어학에 의해 개발되고 있다. 정보의 단위를 정보소(infon)라 하기도 하며, 세계의 일부로서의 

상황의 뒷받침을 받는 정보소를 사실이라 한다. 이 이론도 인지과학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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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사회적, 문화적 지식과 행동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인가? 타고나는 것인가 배우

는 것인가? 친족 유대와 관계, 집단 소속, 지배 관계의 사회조직에도 일반적인 인지적 원리가 

적용되는가?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의 원리가 좀더 밝혀져야 하고, 협동의 기제가 더 밝혀져

야 한다. 여기서 사회적/문화적 상호작용의 모형으로 의사소통의 상호작용이 우선적인 연구

대상이 되며, 실제로 언어지식의 속성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고 있다.

또한 생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생태학을 인지과학의 품 안에 끌어 들여 마음

과 환경의 관계를 연구한다. 우리의 환경은 단순한 물리화학적 환경이 아니고, 목표지향적인 

마음에 지적, 쾌락적 환경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각, 주의, 욕구, 손실 가치, 비교, 가

능세계에 기댄 반사실적 판단에 따른 문화적 예술적 인지와 행위가 나오게 된다.

모든 마음의 작용이 상상 이상으로 두뇌 부위들과 연관되어 있음이 드러나고 있으며, 두뇌

부위의 해부학적 세부 촬영은 CAT나 MRI(f-MRI)가 맡고, 특정 인지 기능에 따른 특정 두뇌 

부위의 활성화 탐지는 PET가 맡는다. 시간 흐름에 따른 뇌파를 보는 ERP가 많이 활용되고, 

혈류와 뇌파를 다 보는 MEG도 개발돼 쓰인다. 전에는 부검을 해야 병변 위치를 찾고 활동 

중인 두뇌의 모습은 보지 못했다. 컴퓨터를 응용한 실험 기기의 발달로 뇌와 마음 사이의 관

계가 빠른 속도로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철학의 심신-인식 문제, 인류학의 문화와 상호작용에 따른 인지의 문제, 미학의 미

와 정서의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게 되었으며, 이제 거의 모든 학문이  인지과학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3. 분야 간 협동의 통합적 과학

인지과학에서 문과와 이과의 구별은 없다. 연구 과정에서 직관에 의한 내성(introspection)

과 모형화 및 실험이 다 중요하다. 모든 관련 학문은 인지과학의 품 안에서 자연, 사회, 인문, 

예술 사이의 장벽이 저절로 무너지는 통합의 양상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이 추세는 더욱 심

화될 것이다. 앞으로, 고교에서 문과 이과를 갈라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 중

심 대학에서 학생들을 세분된 학과로 모집해 학과 장벽을 고집하는 폐습을 버려야 할 것이

다. 교육자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과 발전 가능성을 막아서는 안 된

다. 고등학교 교육에서부터 학문분야들에 대한 지도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 인지과학이 학문분야로서 확립된 것은 1970년대 중반이다. 미국 인지과학회가 

1978년에 서고, 유수한 대학에 연구소가 설립된 것이 이 무렵이며, 협동과정이 생기고, 학과

가 서서히 설립되기 시작해 지금은 인지과학 대학까지도 생기고 있다. 이제는 인지과학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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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학은 훌륭한 대학이 아닌 것으로 취급받게 되어 가고 있다. MIT에는 뇌-인지과학(Brain 

and Cognitive Sciences)학과가 있다.

1994년 여름에는 미국 SUNY 버팔로에서 국제 인지과학 연수연구회를 열어 성황을 이루

었다. 스탠포드대의 언어-정보 연구센터(CSLI)와 펜실베이니아대 인지과학연구소에서는 언

어와 정보에 관해 긴밀히 협동연구를 하고 있다. 그밖에도 MIT, 인디아나대, 에든버러대 등에 

연구소가 있고, UC 샌디에이고, 존스 홉킨스대 등의 학과가 좋고, 일본의 ATR 등은 언어와 

정보 및 추론, 감각과 지각 및 심미적 정서, 인지와 관련된 난치질환의 극복과 생활환경의 개

선 등에 관해 환상적인 미래지향적 연구까지 하고 있으며, 이들의 최대 장점과 성과는 여러 

분야가 오로지 인간의 마음이라는 공통주제를 가지고 서로 숨소리까지 이해하는 정도로 긴

밀하게 협동하는 데에서 저절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지과학의 각 하위분야의 발전

은 괄목할 만하나, 인간의 마음이라는 공통 주제 하에 긴밀히 협동연구를 하는 전통이 아직 

서지 않고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도 놀라운 발전을 본 시각 분야는 인지과학의 하위분야뿐 

아니라, 신경생리학, 해부학, 심리물리학, 신경심리학, 심상해석과 전기공학 등의 협동에 의

해 가능했으며, 여기서 지식 습득이나 인지능력의 선천성 대 후천성 논쟁, 정보처리상의 ‘꼭

대기에서 아래로’와 ‘바닥에서 위로’의 처리과정 논쟁, 능력이 단원적 조직이냐 종합적 상호

작용이냐 여부의 논쟁, 병렬처리의 결론, 공간 원초 요소 문제가 많은 진전을 보였다. 또 사

과의 속성을 다 알아 모아도 왜 사과가 안 나오느냐 하는 binding의 문제도 있다. 1996년 필

자가 한국인지과학회장일 때 UCSD에서 열린 모범적인 미국인지과학회 학술대회를 보고 동

석한 일본학자와 우리도 대회를 갖는 게 좋겠다고 공감하고 준비하기 시작해 1997년 서울에

서 제1회 국제인지과학회(Int’l Conference on Cogntive Science: ICCS)를 열고, 2년마다 열

기로 해 1999년 일본(2회), 2001년 북경(3회), 2003년 호주 시드니(4회), 2003년에 28차 

Annual Conference of the Cognitive Science Society(미국)와 공동으로 캐나다 밴쿠버(6회)

에서 열고, 돌아와 다시 한국(7회)에서 열고 이 때 Intern’l Association for Cogntive Science 

(IACS)(http://ia-cs.org)를 결성하고, 북경, 홋카이도(미국 CogSci와 공동), 말레이시아, 이태

리(Euro-Cog와 같이), 대만, 한국 순서로 개최했다. 2021년은 코로나로 안 열고, 2013년에 희

망하는 나라에서 다시 열릴 예정이다.

4. 서울대 인지과학 협동과정 개설

우리나라에서는 1983/1984년부터 1986년까지의 서울대어학연구소 인지과학 관련 겨울 세

미나를 시작으로(이 무렵 심리학과의 조명한 교수와도 만나 우리나라도 인지과학을 시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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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지 않겠느냐 했더니, 공감하면서 이정모 교수도 좋은 일꾼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교수는 몇 년 전에, 조교수는 한 달 전에 작고했다) 1986년 대우공동연구를 거쳐, 1987년에 

한국인지과학회가 창립되었다. 이어 연세대, 성균관대, 서울대에 인지과학/언어와 인간 강좌

를 개설하여 학부생들에게 인지과학 기초를 가르쳤으며, 90년대 초 수년간에 걸쳐 인문대에

서 집담회(이정민 책임)를 열어, 각 대학 분들(김영정, 홍재성, 조명한, 김정오, 김영택, 유석

인, 서유헌)과 협동으로 신설될 인지과학 협동과정의 구성과 소속 및 교육 내용(이것이 나중

에 인지과학 책으로 연구소 총서로 나오고 우수도서로 선정됨)에 대해 착실히 논의하고 준비

했다. 준비 끝에 필자의 집필로 1994년 인지과학 협동과정 개설 신청서를 교육부에 냄으로써 

인지과학 협동과정이 1995년(가을)부터 연세대, 1996년(봄)에 서울대, 성균관대, 부산대 대학

원에, 각각 개설되어 인지과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97년 9월에 인지과학연구소가 설립되어 

당시 LG에서 컴퓨터 지원을 받고, 논리 게임을 개발하기도 했다.

인지과학 협동과정에서는 전체 구성 분야를 가르치기 위해 소속대학/학과 외에 인지과학 

협동과정 겸임교수로 발령받게 해 철학(인문대), 언어학(인문대), 심리학(사회대), 인공지능

(공대), 신경/뇌과학(의대)과 인류학(사회대)/미학(인문대)을 인지과학 테두리 안에서 골고루 

가르쳤다. 서울대의 장점의 하나는 이 분야에 해당하는 풍부한 인적 자원이다. 언어학과도 

전국에 6개 대학 정도에 있다. 초기에 최재천, 강봉균 교수도 긴밀히 참여했다. 또한 연구소

가 있어서 정기적인 세미나 발표회에 참여하고 처음에는 대내적으로 하다가 2000년부터 해

외 인사를 초청해 발표하게 했다. 2000년부터 연구소가 주변국 아시아 학회에 온 해외 저명 

학자를 초청해 강연을 들었다. 2000년 9월 이태리 출신 애리조나대 Massimo Piattelli-

Palmarini 교수 등 인지과학자 일단이 이대사관 주선으로 초빙되어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인간의 언어능력이 점진적 진화에 의한 것이냐 빅뱅과 같이 주어진 것이냐 등의 논의가 있었

다. 2001년 8월의 북경 제3회 ICCS에 참가한 명인재 교수(OSU)를 초청해 9월에 “A 

Minimum Description Length Approach for Selecting among Computational Models of 

Cognition” 강연을 들었고, 이 분은 그 뒤 한두 번 더 연구소와 심리학연구소에서 강연했고, 

2016년 7월 다시 A Hierarchical Bayesian Approach to Optimal Experimental Design: A 

Case of Adaptive Vision Testing 주제 콜로키움 발표가 있었다. model-free Baysean을 추구

한다며, 온 김에 장병탁 교수의 deep learning에서 한 수 배워야겠다고 했다. 북경에 왔던 

Smolensky 교수( Johns Hopkins대)도 초청했으나, 나중에 다시 해 달라고 해 나중에 언어학

자인 부인(언어학과 초청)과 같이 초청해 harmony grammar에 관해 좋은 강연을 들었다. 서

울대 해외석학 초청 지원비가 1인 150만 원이어서 1주 체류에 적자가 나 추후 언어학과에서 

조교가 오래 동안 애써 메꾸었다(지금은 미국대학 교수가 되어 있지만 아직도 미안하게 생각

한다). Michael Turvey 교수(Connecticut대)가 초청돼 entailment 주제로 세미나를 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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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는 학회에 초청돼 A Theory of Perception-Action for All Organisms 주제의 강연을 

했다.

촉망받는 학자로서 초기에 행정일로 애쓰던 철학의 김영정 교수가 일찍 작고해 그의 넋을 

기리기 위해 철학과에서 매년 늦가을 김영정 기념 강연회에 세계적인 철학분야 인지과학자

를 한 분씩 초청해 알찬 강연을 듣는다. 김재권, Kitcher 부부, Williamson, Burge 등이 초청

돼 강연했다.

2000년부터는 연구소에서(필자 소장 때) Journal of Cognitive Science를 창간하여 Scopus 

국제 저널로 올해 20주년을 맞게 되었다. 미국의 Cognitive Science, 영국의 Trends in 

Cognitive Sciences에 이은 국제지로서, 언어관련 및 philosophy of mind 관련 인지과학 분

야가 강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Stanford대 도서관, 일본의 도서관 등에서 구독하기도 해 영

향력을 넓혀 가고 있다. 

인지과학 협동과정의 설립과 운영으로 대학 내 학문분야들의 융합이 대학교 전체의 발전

방향에 지향점을 주게 되어 인지과학이 대학 교육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심포지엄 제의(고 

김광웅 교수)도 나왔다. 한편, 후속 뇌과학협동과정과 뇌인지과학과가 지금처럼 모래알로 있

어서는 안 되고 긴밀히 협동하고 어느 초청학자 말처럼 서로 숨소리도 알아차릴 정도로 같이 

연구하는 풍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은 모두 협동과정의 전임학생들인데도 교수들은 모두 각자의 학과가 있으면서 겸

임교수로 강의하기 때문에 좀더 학생들이 구심점 없다는 느낌을 갖지 않고 소속감을 느끼게 

특별히 마음을 써주어야 하고, 요즘 인공지능시대의 기초학문분야로서 이수하면 할 일도 많

고 갈 길도 많게 이끌어 주어야 할 것이다. 학과 학생들과 차별을 느끼지 않게 장학금과 연구

조교, 일거리 등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 인지과학 분야를 학과나 협동

과정 단위로 가지고 있는 대학도 소수여서 박사를 마쳐도 대학 취업은 쉽지 않아 연구계통이

나 회사로 진로를 모색해야 할 경우가 더 많다고 본다. 이러한 진로 모색에도 같이 고민해 주

는 겸임교수가 돼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이 ‘매혹적인(fascinating)’ 분야라 일컬을 만큼 좋은 

분야임은 틀림없으나 지속적으로 보람을 느끼는 분야가 되어 주어야 우리 모두의 장래가 밝

다고 본다.

언어와 뇌 기능과 관련된 분야로 신경언어학 분야가 있고, 언어의 이해와 산출 과정에 관

한 연구 분야로 심리언어학 분야가 있으며, 특히 언어의 습득원리를 연구하는 언어 습득 분

야가 있어 어느 정도 연구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신경언어학이 이해 부족으로 부진

하다가 뒤늦게 활기를 띠고 있고, 다만 이의 응용분야로 언어병리학 및 언어치료학이 있어 

이화여대와 한림대에 대학원 언어병리학 프로그램이 있고, 대구대에 학부언어치료학과가 생

겼으며, 광주대, 대불대에도 프로그램이 있고, 연세대와 강남성모병원에도 관련 프로그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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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길 예정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이 인지과학 분야를 과학 분야 분류에조차 포함시키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최근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연구재단에서 미흡하나마 필자가 오래 전 

예산 책정하는 위원회에 한번 임해 주장해 겨우 융복합과학의 하나로 분류하고는 있으나 이

태리 어문학과 같이 분류하는 등 이해가 안 되고 있다). 

5. 학계의 활동과 인지과학의 미래

국내 인지과학회 토론회에서 컴퓨터 두뇌 출현으로 인간이 위협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논의도 종종 하고 정작 해당 분야 전문가들은 몇 백 년이 걸릴지 모를 일이라고 응수하면 인

문 출신 인지과학자들은 그렇다면 먼 미래가 아니므로 윤리 문제도 대비해야 한다고 우려를 

했으나 최근 6~7년 전부터 종래의 알고리듬 차원을 넘는 심층 학습(deep learning)의 기계학

습이 급격히 발달해 바둑에서 사람을 이기고(이제 중국의 커제이를 울리고 나서는 바둑은 상

대하지 않는다), 대형 언어자료체에서 벡터 공간 유사 의미 파악에서 맥락이 주어지면 사람

을 능가하는 측면이 생기고 있고 음성대화인식/자동통역(방대한 승정원일기의 한문번역도 

기계번역 도움으로 수십 년의 세월을 단축하게 되어 가고 있다) 등이 발달하고 있으나, 한편 

미국에서 수화(手話, 수어)도 손짓에 그치지 않는 훌륭한 언어임이 발견된 것은 겨우 몇 십 

년 전의 일이다. 수화도 소리 언어와 똑같은 변별적 특질로 된 구조를 지닌다. 제스처 등 비

언어적 의사소통을 오른쪽 뇌가 관장하는 데 반해, 수화는 왼쪽 뇌가 관장하며, 뇌의 손상으

로 실어증이 나타나는 점도 소리 언어와 마찬가지다. 요컨대, 인지과학적으로 해명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초기에 방언들이 있는 수화를 표준화한다고 마치 고유

명사를 한글로 표시하듯 전부 한글로 전환해 수어사용자들에게 무용지물이 되기도 했다.

지각, 언어, 추론, 행동에 관한 인지과학적 연구를 미국과 일본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인류

의 사활이 걸린 주제로 여기고 국가와 유럽공동체 차원에서의 집중적인 투자와 정책적 배려

를 받고 있다. 미국은 ‘뇌의 10년(decade)’을 선포해놓고 연구를 해 왔으며, G7 국가들이 두

뇌와 인지과학의 첨단 연구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공동 대응을 하고 있고, 일본이 뇌의 세기

까지 설정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그 반열에 들지 못하고 있었다(1997년 필자

의 국회 ‘뇌연구 촉진법’ 강연 당시까지도).

생활상의 변화 가능성은 이미 앞에서 보였지만, 유아의 언어와 개념 습득과정의 연구, 흥

미유발의 정서와 동기에 관한 연구 등으로 싫증을 내지 않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게 하는 이

른바 ‘edutainment(교육-오락, 교락)’ 산업, 영상 예술산업, 기계번역-통역 산업이 발전하고, 

옛날식 동력 위주의 기계가 아닌 지능형 시스템, 학습 가능한 생체 컴퓨터가 발전하고,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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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연구로 지능형 기계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협동 및 인간과의 협력이 발전할 것이다. 

환경친화적 문화가 발달하고 그 안에서 인간은 인지적 건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론 발전의 추세를 보면, 언어/사고와 같은 고등 인지 영역에 잘 적용되어 온 기호적 표상 

이론(즉 인간의 두뇌작용은 컴퓨터와 같다는 이론)과 생생하면서도 애매한 감각/정서 및 이

심전심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패턴 인식 등의 영역에 잘 적용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신경망

적) 연결주의 이론(인간의 두뇌작용은 뇌의 신경망조직과 같다는 이론) 사이에는 어떠한 조

화가 가능한가? 같은 음악도 비전문가적인 것은 우측대뇌반구에서, 전문가적인 것은 (언어/

분석의) 왼쪽 뇌에서 처리되므로, 신경망적 연결주의적 설명과 기호적 표상 이론이 각각 필

요하면서도 이들 사이의 총괄의 조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양 이론을 통합하

는 스몰렌스키(Smolensky)(학부 물리학, 인공지능 기초에도 공헌, 언어학 음운론에 최적성 

이론을 세워 휩쓸었다)와 같은 학자의 조화 이론(harmonic mind)이 대두되었다. 기본적으로 

인지체계가 하위체계들과 원초적인 처리 단위들로 체계화될 수는 있다. 최근 심층학습의 발

달도 이러한 기초 위에 근래 나날이 발달하고 있으므로(사람 대신 상담에 임하는 bot이 생기

고) 여러 면에서 긴밀히 활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학문선진국뿐 아니라 일반선진국이 되려 해도 기초과학을 크게 육성하지 않고

서는 어렵겠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닫기 시작했고 또 너무 늦지 않게 인지과학이 중요한 기

초과학이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깨달아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우리가 외국에 대고 기술을 

이전하라고 하면, 그들은 자기들도 돈 들이고 세월 바쳐서 기초과학을 했노라고 답변하지 않

는가?

인간과 인간다움이 점차 중요시돼 가는 이 시대에, 인간의 마음과 뇌의 기능만큼 연구가 

덜 된 부분도 적다. 차라리 방대한 천체물리학적 외적 공간의 연구가 우리의 내적 공간의 연

구보다 낫게 되어 있다고 보겠다. 진화상, 인간은 침팬지와 DNA가 98%가 같고 숫자 기억은 

사람보다 나으나(일본 영장류학자 실험) 말을 못한다. 이 2% 차이의 큰 부분이 언어능력의 

있고 없음 차이라고 필자는 본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인지과학의 발달로 마음과 뇌의 관

계, 마음과 기계의 관계, 즉 마음은 기계의 원리로 어디까지 설명될 수 있는가가 밝혀지면(특

히 감각-감정-알아차림의 의식(consciousness)은 아직도 모두의 난제로 남아 있다.) 또한 인

류 진화의 꽃이라 할 말(spoken language)에 대한 인지과학적 이해, 이의 응용으로 영리한 

기계를 마음대로 부리며 인지적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풍요로운 진선미의 정신적 가치를 창

조해나가는 21세기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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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섬과 지질학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명예교수  최덕근

2014년 8월 정년퇴임한 후, 그동안 강의와 연구에 수고한 나에게 무언가 선물을 해 주고 

싶었다. 아내와 함께 해외여행을 계획한 다음, 목적지로 하와이 섬을 택했다. 하와이 섬은 관

광하기에도 좋지만, 지질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용암과 화산가스를 뿜어내고 있는 화산을 직

접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항공권과 숙소를 예약하고, 하와이 섬을 중심으로 방

문할 곳의 자료를 모았다. 먼저 하와이 섬에서 열흘 묵으면서 섬의 주요 자연경관을 둘러본 

다음, 호놀룰루에서 1주일 동안 여유롭게 지내는 것으로 여행계획을 짰다.

지구본을 보면, 하와이 섬은 태평양의 거의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하와이 섬의 서쪽으

로 가면 하와이 섬 외에도 7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있고, 북서쪽으로 더 가면 작은 섬들과 물

속에 잠긴 화산들이 거의 2,700킬로미터에 걸쳐서 줄지어 늘어서 있는데, 이들을 묶어 하와

이 제도라고 부른다. 하와이 섬은 하와이 제도에서 가장 큰 섬으로 그래서 ‘Big Island’로 불

리며, 우리에게 친숙한 호놀룰루는 오아후(Oahu) 섬에 있다. 하와이 섬은 화산분출에 의하

여 만들어진 섬으로 자세히 보면 5개의 커다란 화산체(Mauna Kea, Mauna Loa, Kilauea, 

Hualalai, Kohala)가 모여서 만들어졌다. 그 중에서 하와이 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북쪽의 

마우나케아(Mauna Kea)와 남쪽의 마우나로아(Mauna Loa)는 높이가 4,000미터를 넘는 높은 

화산체로 오래 전에 화산활동을 멈추었다. 특히 마우나케아는 그 높이가 해발 4,207미터로 

하와이 섬 부근의 수심이 약 6,000미터이므로 산 자체의 높이가 약 10,200미터로 지구에서 

가장 키가 큰 산으로 알려져 있다.

2015년 1월 26일, 인천공항을 떠나 호놀룰루 공항을 경유하여 하와이 섬의 코나(Kona) 공

항에 도착하였다. 약 40여 년 전 미국 유학을 떠났을 때 입국심사를 받기 위해서 호놀룰루 공

항에 잠시 머문 적이 있었지만, 관광 목적으로 하와이를 찾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하와

이 섬에서 가장 큰 도시인 힐로(Hilo)에 숙소를 정하고, 이튿날 아침 나는 빌린 차를 몰아 하

와이화산국립공원(Hawaii Volcanoes National Park)으로 향했다. 지금도 용암과 가스를 뿜

어내고 있는 킬라우에아(Kilauea) 화산을 보기 위함이다. 공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전망대

로 향했을 때 멀리 힘차게 솟아오르는 흰 연기 기둥이 눈에 들어왔다. 가슴이 설렌다. 그동안 

화산 지역으로 백두산이나 미국의 옐로우스톤국립공원을 방문했던 적이 있기는 하지만, 용

암이 요동치고 있는 화산분화구를 보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우리 외에도 몇몇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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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라우에아 화산의 할레마우마우(Halemaumau) 분화구를 진지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솟아오르는 화산가스와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우르릉 소리에서 분화구가 마치 가쁜 숨을 들

이쉬고 있는 거대한 생물체의 입처럼 느껴졌다. 전망대로부터 분화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

문에 용암의 움직임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분화구 밑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을 마그마방의 

모습이 그려진다.

하와이 열도에서 현재 화산활동을 하고 있는 화산체는 하와이 섬의 남쪽에 위치한 킬라우

에아(Kilauea) 화산뿐이며, 이 화산은 약 30만 년 전부터 분출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그 활

동을 이어오고 있다. 화산가스를 뿜어내는 할레마우마우 분화구를 바라보는 것도 놀라운 경

험이지만, 하와이화산국립공원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은 할레마우마우 분화구에서 동쪽으

로 약 3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킬라우에아 이키(Kilauea Iki) 분화구 위를 걸었던 일이다. 킬라

우에아 이키 분화구는 1959년 11월 14일 분출하기 시작하여 약 한 달 동안 엄청난 양의 용암

을 뿜어낸 후 남겨진 자국이다.

킬라우에아 이키 분화구를 위에서 보면 커다란 타원형으로 장축의 길이가 2킬로미터를 넘

는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면, 지금도 곳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 때문에 킬라우에아 이키 

분화구는 마치 커다란 프라이팬처럼 보인다(그림 1). 나는 아내와 함께 킬라우에아 이키 탐

방로 입구로 들어섰다. 탐방로는 길이 약 7킬로미터로 전망대에서 출발하여 분화구 북쪽 가

장자리를 따라 열대우림의 숲 속을 걷다가 킬라우에아 이키 분화구 바닥으로 내려가 분화구 

위를 가로지른 다음 다시 전망대로 올라오도록 조성되어 있다. 분화구 가장자리에서 바라보

는 분화구의 모습도 놀랍지만, 갈라진 틈을 따라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분화구 바닥을 걷

는 일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다. 약간 구릿한 유황 냄새와 함께 지금도 수증기가 분출한다

는 사실은 분화구 바닥 아래에 아직도 완전히 굳지 않은 용암이 숨어 있음을 알려 준다. 분화

<그림 1> 킬라우에아 이

키 분화구. 가운데 길은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탐방로다. 멀리 할레마우

마우 분화구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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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바닥을 이루는 현무암은 1959년 분출한 용암이 굳어져 만들어졌으니까 이 현무암은 나보

다 나이가 열 살이나 어린 셈이다. 나는 그동안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많은 암석을 만났지만, 

나보다 젊은 암석을 만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하와이 섬을 방문했을 때 느끼는 점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하와이 섬의 멋진 경관에 매

료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글거리며 흘러내리는 용암이나 분화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

증기 기둥에 두려움을 느낀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는 킬라우에아 이키 분화구 위를 걸으면

서 지질학과 관련된 두 가지 일화를 떠올렸다. 하나는 19세기 후반 등장했던 달의 생성과 관

련된 이야기이며, 다른 하나는 1960년대에 하와이 섬의 생성과정을 알아냈던 캐나다 지질학

자 윌슨 교수에 관한 이야기다.

19세기 후반의 지구관: 달은 지구에서 떨어져 나갔다

15세기부터 시작된 대항해시대의 지리적 탐험에 의하여 개략적인 세계지도가 만들어졌을 

무렵, 사람들은 대서양 양쪽 해안선 윤곽이 마치 조각 그림 맞추기처럼 잘 들어맞는 점에 주

목하였다. 하지만 당시의 과학 수준으로는 그 형성 원인을 설명할 수 없었다. 19세기에 접어

들면서 근대 자연과학의 등장과 함께 사람들은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19세기 초 자연지리학자인 독일의 훔볼트(Alexander von Humboldt)는 남아메리카 대륙

을 탐사한 후, 현재 대서양 자리에 있던 땅덩어리는 하천의 침식과정에 의하여 패여 나갔으

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곳에 물이 고여 대서양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하였다. 19세

기 중엽에는 대서양 양쪽 해안선의 윤곽이 잘 들어맞는 점을 대륙의 수평이동으로 설명한 사

람이 등장했는데, 이탈리아계 미국인 스나이더-펠레그리니(Antonio Snider-Pellegrini)였다. 

지구의 역사가 성경에 써진 내용과 잘 부합한다고 믿었던 그는 태초에 지구의 모든 대륙이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었지만 천지창조 제6일째 되던 날 지구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지각이 갈라졌고, 그 결과 구대륙과 신대륙 사이에 대서양이 탄생하였으며, 이때 지구 내부

에서 솟아오른 물이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 쪽으로 넘쳐흘러 노아의 홍수를 일으켰다고 설명

하였다.

하지만 19세기 중엽의 유럽 과학계는 실증적 사고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라는 

신화나 전설 같은 이야기를 끌어들인 스나이더-펠레그리니의 주장은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

지 못했다. 이처럼 비전문가들이 대서양 형성원인을 논하는 혼란 속에서 태평양과 대서양의 

형성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던 과학자들이 있었다. 당시 유럽 과학계에서는 달이 지구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었는데,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의 둘째 아들인 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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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윈(George Darwin)도 이 문제에 본격적으로 끼어들었다. 케임브리지대학의 천문학 교수

였던 조지 다윈이 원래 연구하려고 했던 주제는 밀물과 썰물이 지구의 자전속도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가 하는 내용이었다. 밀물과 썰물은 달의 인력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으로 이 때문

에 지구의 자전이 느려진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었다. 지구의 자전속도가 느려지면 달의 

공전주기가 길어지며, 그 결과 달은 지구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예전에는 

달이 지구에 가까웠고, 어쩌면 지구와 달은 한 덩어리였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러한 생각에서 출발한 달 형성 가설인 분열설(分裂說)은 지구 형성 초기에 용융상태였던 

원시지구가 빠르게 회전하는 과정에서 지구와 달로 나뉘었다고 설명한다.

조지 다윈은 이론적 계산에 의하여 지구의 자전주기와 달의 공전주기가 같아지는 경우가 

두 번 있음을 알아냈는데, 한 번은 5시간 36분이었고, 다른 한 번은 55일이었다(Darwin, 

1879). 이는 아주 오래 전 지구 역사 초기에 지구의 하루가 5시간 36분이었던 때가 있었고, 

먼 훗날 언젠가 지구의 하루가 55일이 됨을 의미한다. 조지 다윈은 지구의 자전주기가 5시간 

36분이었던 아주 오랜 옛날 달이 지구로부터 약 2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다는 결론도 제시

하였다(현재 달은 지구로부터 약 38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그는 지구의 자전주기가 5시

간 36분보다 빨랐다면 어떠했을까하는 문제에도 도전하였지만 이를 수학적으로 풀지는 못

했다.

한편, 조지 다윈의 달 연구에 주목하고 있던 영국의 지질학자 오스먼드 피셔(Osmond 

Fisher)는 달이 지구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일어날 수 있는 과학적 의미를 파고들었다. 1882

년 발표한 논문에서 피셔는 달이 지구에서 떨어져 나갔다면 그 흔적이 지구 어딘가에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태평양일 것이라고 지목하였다(Fisher, 1882). 그는 태평양 자리에 있

었던 대륙 부분이 떨어져 나가 달을 만들었기 때문에 달의 밀도(3.3)가 지구의 밀도(5.5)보다 

훨씬 낮다고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현재의 태평양 부근 대륙이 떨어져 나간 후 생겨난 공간

을 메우기 위해서 지구에 남아있던 대륙이 갈라졌고, 갈라지면서 생겨난 공간에 물이 채워지

면서 대서양이 탄생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태평양은 가장자리가 동그랗고 복잡

한데 반하여 대서양 양쪽 해안선은 거의 나란하다고 설명하였다. 19세기의 달 형성 이론과 

피셔에 의한 태평양과 대서양 형성 시나리오는 잘 어울렸기 때문에 19세기 후반 과학계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편, 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받은 미국 하버드 대학의 피커링(William H. Pickering)은 달

이 떨어져 나갈 때 태평양에 남겨진 자국이 현재의 하와이 섬이라는 흥미로운 내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Pickering, 1907). 밀가루 반죽을 한 다음 반죽에서 한 덩어리를 떼어내면 밑에 

남겨진 뾰족한 모습이 하와이 섬의 모습과 닮았다는 논리였다. 그러므로 달 암석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달까지 갈 필요 없이 하와이 섬으로 가면된다는 엉뚱한 주장을 펼쳤다. 지금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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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100여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지구와 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

던 해프닝이었다.

하와이 섬은 열점: 판구조론의 등장

판구조론(板構造論)은 지구의 움직임에 관한 통합 이론으로 지금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룰 정도로 모든 사람에게 잘 알려진 내용이다. 하지만, 판구조론이 새로운 가설로 등장한 

때는 1970년 무렵으로 1960년대 후반 대학생이었던 필자의 학부 시절 수업시간에서 언급조

차 되지 않았던 이론이다. 판구조론은 ‘지구 표면이 해령, 해구, 습곡산맥 그리고 변환단층에 

의하여 구분되는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지며 각 판은 상대적으로 움직인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현재 지구상의 대륙과 해양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과거

에도 대륙과 해양은 끊임없이 움직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움직이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판구

조론은 현재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잘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지

구의 과거와 미래의 모습을 그릴 수 있도록 해 준다. 판구조론이 지질학의 새로운 통합이론

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수많은 학자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기여를 한 

학자로 캐나다 출신의 윌슨( John Tuzo Wilson)이 있다.

윌슨은 1908년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태어났다. 고등학교와 대학시절 여름이면 아르바이트

로 캐나다 북부 산림지대에서 나무 자르는 일을 하였고, 토론토대학 1학년 때는 지질학자 오

델(Noel Odell)의 야외조사에 연구보조원으로 따라다녔다. 윌슨은 원래 물리학을 전공하려

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오델의 영향을 받아 물리학 대신 야외활동을 하는 지질학을 전공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하였다. 당시 총명한 학생인 윌슨이 지질학을 전공하려고 한다는 소식

을 들은 물리학과 교수들이 실망했다고 전해지는데,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윌슨은 지질학과 

물리학을 복수전공하여 졸업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윌슨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1932년 캐나다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무렵은 경제공황으로 취업이 어려웠기 때문에 특별히 할 일을 찾지 못

하고 있었는데, 주위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라는 충고를 받아들여 프린스턴대학의 박사과정

에 진학하였다. 윌슨의 박사학위 논문 주제는 몬태나 주 베어투스 산맥(Bear tooth 

Mountains) 주변의 지질에 관한 연구였다. 주 연구내용은 항공사진에서 베어투스 산맥 일대

의 지질학적 특징을 파악한 다음, 야외에서 대규모 단층 구조를 밝히는 일이었다. 1936년 박

사학위를 받은 후, 윌슨은 캐나다 지질조사소에 근무하면서 캐나다 여러 지역을 조사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는 공병장교로 복무한 후, 1946년에 토론토대학의 지구물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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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로 부임하였다.

1960년 윌슨은 남극대륙을 다녀오는 길에 하와이 섬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하와이 제

도를 지형학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 화산활동이 활발한 하와이 섬에서 멀어짐에 따라 섬의 

겉모습이 크게 달랐다. 하와이 제도의 섬들은 모두 화산활동에 의하여 만들어졌는데, 하와이 

섬을 제외하면 다른 섬에는 활동 중인 화산이 없었다. 또 하와이 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암

석의 나이는 많아졌고(예를 들면, 하와이 섬 서쪽에 있는 마우이 섬은 약 100만 년 전 그리고 

더 멀리 있는 오하우 섬은 약 300만 년 전의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졌다), 암석의 풍화 정도는 

심해졌으며, 섬의 높이는 점차 낮아졌다. 더욱 서쪽으로 가면 물에 잠긴 화산들이 많다는 사

실도 알려져 있었다. 윌슨은 이러한 지질과 지형적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을 생각해 냈

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하와이 섬 아래의 맨틀 깊은 곳에는 마그마가 올라오는 통로가 있는데, 마그마가 지표면에 

도달하면 용암과 가스를 분출하면서 화산을 이룬다. 윌슨은 이 통로를 플룸(plume)이라고 

불렀다. 이 플룸은 지구 내부에 고정되어 있으며, 태평양 해양지각이 서쪽으로 이동함에 따

라 화산들이 줄지어 만들어진다고 생각했다. 해양지각이 움직이면 원래 플룸 위에 만들어졌

던 화산섬은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섬에서의 화산활동은 멈추게 된다. 그리고 원래 플

룸의 자리에는 새로운 화산이 탄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하와이 섬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화산섬의 나이는 많아지고, 섬의 풍화 정도도 더 심하다고 해석하였다. 그는 

플룸이 지구 표면과 만나는 지점을 열점(hot spot)이라고 명명했다. 열점으로부터 멀어진 화

산섬은 지각이 식음에 따라 무거워져서 점점 가라앉게 되었고, 화산 정상부가 해수면에 이르

렀을 때 파도의 침식작용에 의하여 산 정상부가 깎여 나가 꼭대기가 평평한 모습을 이룬다고 

설명하였다(그림 2). 

하와이 제도는 북서방향으로 배열되어 있고, 북

서쪽 끝에 있는 화산은 약 4300만 년 전에 생성되었

다. 그곳에서 거의 북쪽 방향으로 늘어선 엠퍼러

(Emperor) 해산제도는 모두 물속에 잠겨 있으며, 

북쪽으로 감에 따라 나이가 점점 증가하여 알류샨 

해구 부근에 있는 해산(海山)은 약 7000만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윌슨은 이 자료를 바탕으

로 7000만 년 전에서 4300만 년 전까지는 태평양 

해양지각이 북쪽으로 이동했으나 4300만 년 전 이

후에 북서쪽으로 이동방향을 바꾸었다고 추정했다. 

윌슨은 이 내용을 정리하여 논문을 작성한 다음, <그림 2> 하와이 열도의 나이와 형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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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구물리연맹의 학술지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에 투고하였는데 게재 불가 판

정을 받았다. 왜냐하면 당시 학계는 윌슨의 혁신적인 생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

았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지각의 이동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원고를 캐나다 물리학회에서 발간하는 Canadian Journal of Physics에 투고하였고, 1963년 

발간되었다(Wilson, 1963). 몇 년 지나지 않아 이 논문은 판구조론이 지구 움직임에 관한 새

로운 이론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고, 현재 인용횟수가 1,000회를 넘겼을 

정도로 중요한 논문이 되었다.

윌슨은 이 밖에도 변환단층(變換斷層)의 개념(Wison, 1965)과 과거에 대륙들이 합쳐지고 

갈라졌다는 내용을 다룬 혁신적인 논문(Wilson, 1966)을 발표하여 판구조론이 지구과학의 

새로운 이론으로 정립되는 데 중요한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 윌슨의 연구 결과에 자극을 받

은 지질학자들은 자세한 야외조사를 바탕으로 대륙이 합쳐졌다가 갈라지는 사건이 지질시대 

동안 여러 번 있었음을 알아냈다. 이처럼 대륙이 갈라져 새로운 해양이 탄생하고, 해양이 사

라지면서 새로운 대륙이 형성된 후 또 다시 대륙이 갈라지는 일련의 과정을 윌슨주기

(Wilson Cycle)이라고 부른다. 1960년대 중반, 그러한 내용을 맨 처음 알아낸 윌슨의 업적을 

기리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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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 승격의 빗장을 열면서…

간호대학 간호학과 명예교수  이소우

“간호대학 승격과 관련된 이야기”에 관한 글을 주문 받고 어렴풋이 마음에서 의지가 되어 

허락한 이유는 내가 학장으로 재직하는(1996~1998) 동안에 『서울대학교 간호교육 90년사』1)

를 준비하면서 발행위원들과 함께 많은 참고자료와 선배 동문들의 증언청취 등의 경험을 바

탕으로 출판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사실상 이 글을 준비하면서 『서울대학교 간호교육 

90년사』 책의 도움이 많았다). 또한 간호대학으로 개편된 지 어언 30년이 되어 가고 있으니 

감격이 새롭기도 하고 한 번쯤 그간의 일들을 정리하고 싶은 욕구도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 

속담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담아 10년간 꾸준히 하면 큰 힘이 된다. 20년을 하면 

두려워할 만큼 거대한 힘이 되고 30년을 하면 역사가 된다.” 그래서 간호대학 승격을 위해 

30년을 노력한 결과가 역사를 만들었고 또 단과대학이 된 지 벌써 30년이 되어 가니 그 역사

의 소용돌이 속에서 남달리 감회가 깊다. 간호대학이 단과대학으로 승격된 이후 30여 년간 

국내외의 인정을 받고 발전하고 있으니 모든 서울대학교의 학교 구성원은 물론이고 동문과 

함께 기뻐한다. 더욱 2019년에는 영국글로벌대학평가 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가 

선정한 분야별 세계대학 평가에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 간호학 분야 국내 1위, 세계 34위

를 하였고 이를 기념하는 국제학술대회도 방경숙 현 학장의 노력으로 성대하게 치렀다. 앞으

로의 간호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와 같은 역사적인 여러 이야기가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아무리 총명한 기억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10년 넘는 

일들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기란 어렵고 착오가 있기 마련인 것을 잘 알고 있고 특히 국가

나 여러 기관의 역사를 놓고 관련자들의 시시비비하는 모습을 여러 정보와 통로를 통해 종종 

보고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눈살을 찌푸릴 때가 많았기 때문에 한편 조심스러운 발걸음이기

도 하나 되도록 이 원고가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고 후학들에게 좋은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편집위원회와 임원진에게도 이런 좋은 

기회를 추천하여 주심에 감사드린다.

국립서울대에 간호 교육은 고등교육의 기관으로 1907년 지금의 연건 캠퍼스 자리에서 대

   1) 『서울대학교 간호교육 90년사(1907~1997)』, 1997년 10월 1일 발행, 서울대학교 간호교육 90년

사 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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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부속 산파과, 간호부과라는 이름으로 첫 둥지를 틀었고 그 후 100여 년의 역사 흐름 

속에서 몇 번의 교육 연한과 교명의 체제 변화를 겪으며 1992년 드디어 간호대학이란 독립된 

단과대학으로 탄생하였다.

나는 1959년 서울대학교 간호학과에 입학하여 2006년 8월 교수 정년이 되기까지 47년간

을 종로구 연건동 28번지 연건캠퍼스에서의 일 이외에 다른 곳에서 일한 적이 없다. 서울대 

간호 교육의 변천과정 세월의 약 절반가량 50여 년을 나는 연건 동네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열정을 몽땅 쏟으며 함께 살아 온 셈이다. 그 50여 년간의 학교 발전의 영욕은 곧 나 

자신 삶의 영욕과도 함께한 셈이다.

내가 대학에 입학할 당시 서울대학교는 3년제의 간호 교육을 4년제 대학수준으로 승격 시

키면서 명칭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로 의대의 한 학과로 개편하였고 1959년 나는 

간호학과 1회 입학의 영예를 누렸다. 그러나 서울대 입학이 되었다는 기쁨도 잠시 마치 부자

집 문간방에 세든 사람의 심정처럼 서울대 배지를 가슴에 달고 다니기가 영 껄끄러워서 나는 

아예 그 자랑스러운 서울대의 배지를 교복 위에 달고 다니지 않았다. (1959년도 서울대 입학

생은 남녀학생 모두 교복을 입었고 대부분의 학생은 그 교복 위에 서울대 배지를 달았다. 그

런데 단과대학마다 그 이름이 있었다, 예를 들면 간호학과 학생도 의대라는 배지를 달아야 

했다.) 당시는 서울대에 입학하는 여학생이 많지 않은 시대인지라 서울대 교복을 입고 서울

대 배지를 달면 길에서 스치는 사람들이 모두 대개는 힐끔힐끔 보기도 하고 가다가도 멈춰서 

어느 대학이요 하곤 묻는 경우가 많았다. 한번은 전차를 (당시 종로에는 전차가 연건동을 지

나다녔다) 타고 하교하여 집으로 가는 전차 안에서 어떤 신사 한 분이 관심을 보이면서 무슨 

대학이냐 무슨 학과이냐를 관심 있게 굳이 물어 할 수 없이 간호학과라고 말하니 그런데 왜 

의대 배지를 달았느냐는 항의? 아닌 항의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불쾌감은 나의 자존심에 

너무 큰 상처를 주었다.

입학 후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은 간호사의 사회적 인기가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간호

학과의 가치(?)는 홍보 부족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간호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비인기 학

과가 되어 버렸고 입학 경쟁이 너무 저조했다. 이 입학경쟁률은 내가 모교에 교수로 재직하

는 동안 내내 내 가슴을 졸이며 고통스럽게 만든 문제이었다. 물론 언제나 그렇지는 않았다. 

서울대학교에서는 1963년 4년제 간호학과 첫 졸업생이 배출된 이후로 (한국에서는 연세대학

교, 이화여자대학교 등에서 1960년도부터 간호학사가 배출되었음) 간호학과 졸업생의 외국 

특히 미국으로의 유학과 취업으로 인해서 학생과 학부형들의 간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

으며 입학률 또한 높이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간호사의 미국 취업은 사회에서 

간호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외국 문물에 대한 동경이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나타

나기 시작했다. 또 국가적으로는 미국이민으로 인해 젊은이들의 구직난 해소와 함께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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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숨통을 트이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미국으로의 한국인 이민을 활발

하게 만드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동 시대에 외국 특히 독일, 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와,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등 일부 중동아시아에서도 한국의 간호사 수출을 많이 희망

한 가운데 간호사들의 달러 국내 송금으로 인해 한국경제 일부분에 도움이 되어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1960년대에는 미국이민정책이 간호사들의 이민을 환대하였다. 

따라서 간호사 자신은 물론 가족 이민의 형태로 직계뿐만 아니라 사돈의 팔촌까지도 초청하

여 정착할 수 있었다. 과연 어떤 직업 집단의 이민 그룹이 간호사의 역할만 한 게 있었겠는

가? 또한 미국병원에서는 한국 간호사들의 실력을 인정하여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고 미국사

회에서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훌륭하게 양육함으로써 자녀들은 우수한 인재로 자랑스럽고 

한국민족의 대단한 후손답게 인정받음으로써 한국 간호사의 인기와 위상이 매우 높았다. 이

러한 흐름은 한국인이 미국 사회에서 고상한 시민의 위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만 하면 간호직과 그 교육이 인기 분야가 되지 않을 수 없었

음을 증명할 만하지 않을까 싶다. 학문의 가치 이유를 차치하고라도 인류나 국가, 사회가 필

요로 하는 분야는 수만 가지가 되고 시대적 요구로 형성되며 존재하고 변화하는 사회적 요

구에 따라 인기 비인기 분야가 출렁이기 마련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학교 발전과 간호학 발전을 저해한 제도는 간호학과가 의과대학의 한 학

과로 있다는 사실이었다. 1986년에서 1990년 간호학과장으로 재직하였던 시절이 개인적으로

는 가장 힘들었고 한편 보람이었던 교수생활이요 인생, 사회 경험을 가장 많이 한 시간이었

다. 나는 학과장이 되면서 간호학과의 단과대학으로의 독립운동이 실천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축구팬인 붉은 악마 못지않은 투혼을 4년간 펼쳤다. 1982년 자동차운

전면허도 취득하였고 때마침 포니 자동차도 갖고 운전도 하게 되어 1975년 관악 캠퍼스로 

이사한 본부를 거의 매주 1회씩 방문하여 총장님(당시 조완규 총장님)을 위시한 각 대학의 

학장님 그리고 본부 보직 교수들을 만나면서 대학으로의 개편을 위한 전략을 자문받고 또 

그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관악을 드나들면서 우리를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는 아군이 너무 

적다는 절망감에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있었지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견뎌냈는지 지금 생각해도 신통한 일이다. 이 때 내가 가장 많이 들은 말과 반응이 ‘왜 의과

대학에서 분리하려 하냐?’였다. 이런 질문의 의중은 보통 학교의 재정 상태를 염려해서일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무관심한 분도 많았으나 꼭 간호교육이 단과대학으로서 존재해야 할 

이유를 설명해 보라는 주문 아닌 협박형 관심자도 많았다.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본인들이 

먼저 ‘간호대학으로의 개편작업은 계란으로 바위를 부수는 일이라고 하거나, 사서 고생한다’

라는 다분히 연민의 시각으로 오히려 위로를 하였다. 재정을 염려하는 교수들은 ‘단과대학이 

되면 그 다음에 단독 건물을 지어 달라고 할 것이다’라고 지레 걱정을 한다. 그럴 적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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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간판만 먼저 달아 주면 단칸방에서라도 살겠습니다.”라고 말했으니 어쩌랴 목마른 사람

이 먼저 우물이라도 파야 한다고 했으니….

이러한 독립에 대한 계획과 꿈, 도전은 비록 이 일뿐만 아니었다. 단과대학으로의 분리 독

립운동역사는 이미 1968년도부터 시작되었다. 1959년 4년제 간호교육이 시작된 지 10년 만

인 1968년 4월 하순에 단과대학으로의 승격 문제가 당시 문교부로부터 싹트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는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가 단과대학으로의 설립허가서를 제출하

였기 때문에 문교부로서는 국립대학교의 간호학과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

었다는 사실이 당시 의과대학 학장이신 한심석 교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회고록 『관악을 바

라보며』2)에서도 알 수 있었다.

… 1968년 4월 하순경 문교부의 박희범차관으로부터 급히 들어와 달라는 연락이 있어 

들어갔더니 벌써 서울대학교 최문환 총장을 비롯한 몇몇 대학의 총학장들이 있음을 

보고 …중략… 박차관은 나에게 “시내의 모 대학으로부터 간호대학을 신설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왔으나 문교부로서는 이왕이면 먼저 서울의대 간호학과를 간호대학으로 

승격시키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의대 의향은 어떻냐”고 묻기에 나는 당시 

“간호학과의 시설은 대학으로 승격하기에는 충분하지만 교수진이 너무 부족하기에 

의대 교수들이 많이 도와 주는 형편이므로 간호대학으로 승격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되지만 학교로 돌아가서 교수회의를 열어 토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 다음날 

긴급 교수회의를 열어 간호학과 승격 문제와 의대 학생 입학정원을 1백20명에서 1백

60명으로 증원하는 문제를 상정하여 토의한 결과 간호대학으로의 승격 문제는 시기

상조라고 간호학과 교수를 비롯한 모든 교수들이 반대하였으며…

이로써 간호학과 탄생 10년 만에 찾아온 단과대학으로의 개편 작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최초의 기회는 교수진 부족으로 시기상조라는 구실만 남겨 놓은 채 미완의 숙제로 남게 되 

었다.

나는 대학졸업과 동시에 서울대병원에 취업이 되었다. 당시에는 취업된 신 졸업생 모두 1

년간 조산사 면허취득 인정 교육이라는 과정을 밟고 조산사 자격과 면허증을 받았다. 당시 

분만장 근무를 하던 몇 달 동안에 만난 한 임산부의 질문이 내 뇌리를 떠나지 않는 숙제 같

은 일이 있었다. 그 임산부가 하루는 “간호사님은 어느 학교를 나오셨어요?”라는 것이었다. 

난 당연히 서울대학교를 나왔다고 하니 서울대학교에 간호대가 있냐면서 놀란다. 그래서 “서

울대 의과대학 간호학과를 나왔어요.”라고 답하니 “서울대에 간호학과가 있는 것을 어찌 알

   2) 『관악을 바라보며』, 한심석, 일조각, 1981, 227-228쪽.



2부  칼럼    193

겠어요? 간호대학이라는 단과대학이 없으니 몰랐네요.”라는 말에 나는 깊은 깨달음이 있었다

고나 할까. 학교명이 대학 전공 선택과 사회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이처럼 크다는 것을 일찍

이 경험한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간호대학의 교수부족현상은 1960~1970년대 당시 간호교육을 위한 석 ·박사과정이 국내에 

여의치 못하여 교수 자격을 가진 인재가 귀하였기 때문이기도 했다. 외국 특히 미국 간호대

로의 유학이 필수가 된 이래 나는 간호학과의 조교 발령을 받으면서 1973년 록펠러 장학금

을 받아 보스턴 대학에서 정신간호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당시 많은 서울대 교수들이 6.25 

한국동란의 여파로 학업과 후속연구를 계속 유지 못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한국과 미국

에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또는 많은 미국 사회단체의 여러 장학금이 있어 그 덕택으로 미국

으로의 유학 기회가 있었고 그 영광을 본인도 받았음으로 늘 국가와 대학에 고맙게 생각 

한다.

1970년 이후에는 간호학과에도 국내외에서 석 ·박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연구를 하고 돌아

온 교수들이 전공과목과 교과과정의 새로운 과목을 개발하는 등의 활동이 크게 진작되면서 

명실상부한 국제 수준의 간호교육이 자리 잡아 가고 있었다.

서울대학교에서 간호 교육을 위한 대학원과정은 석사 프로그램이 1963년 1회 간호학 학사

를 배출한 다음 해 1964년에 개설되었고 박사과정은 학과 내에 3명의 박사학위 소유자 교수

가 있어야 학위과정 설치가 가능하다는 교육부의 원칙에 따라 3분의 교수가 박사학위를 획

득한 이후 1984년에 박사과정이 개설되었다. 3분의 교수 중 한 분은 홍여신 명예교수님으로 

1981년 미국 콜롬비아대학교에서 간호교육학박사를, 이은옥 명예교수가 1981년 미국 인디

아나 대학교에서 간호학박사 학위를, 이소우 명예교수가 국내 최초로 1982년 연세대학교에

서 간호학 전공 이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3) 이로써 대학 승격의 구조적, 제도적 형태는 다 

갖추었다.

우리 간호학과 내에서 본격적으로 간호대학 설립으로의 노력이 시작된 것은 1981년부터

였다. “간호대학설립 추진위원회”를 1981년 5월에 구성하고 교수 워크숍을 통하여 “간호대

학 설립안”을 만들기로 하고 설립안 작성에 홍여신 교수, 이소우 교수, 홍경자 교수와 보건대

학원에 재직 중이었던 이선자 동문교수 등이 아카데미하우스에서 1박 2일간 작업을 하고 인

쇄하여 서울대 본부와 의과대학, 문교부의 관련 부서 등에 배부하여 간호학과인의 소망과 그 

당위성을 알리는 기회를 만들었다. 한편 간호학과 동창회에서도 이러한 학과의 추진에 동참

하고 총동문들의 단합된 저력을 나타내 보이자는 뜻으로 장학금 및 대학발전기금 조성에 박

   3) 『서울대학교 간호교육 100년사(1907~2007)』, 2007년 10월 15일 발행, 163쪽, 서울대학교 간호

교육 100년사 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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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가하고 당시 동창회장이셨던 양은숙(1954

년 졸업) 회장께서 1984년 10월 20일 임시총회를 

열고 “간호학과 장기발전 추진위원회”를 발족시

키면서 국내외 동문들의 열성적인 기금모금 사업

이 시작되었다. 한편 본인이 학과장을 1986년도

부터 맡게 되자 그 기금 운영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고 때마침 서울대학교 개교 40주년 기념사업

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을 모으기 시작

한 터에 우리 학과 기금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에 출연하는 것이 어떠할까 하는 연구 끝에 양은

숙 동창회장님께 의논하고 쾌히 동의를 얻어 동

창회 이사들의 재청에 따라 1986년 말에 서울대

학교발전기금에 출연하였다. 처음 약정 액은 8천

5백만 원으로 1987년 11월 16일자 대학신문에 학

과별로는 최대의 기금조성으로 기사화되었다. 그

리고는 1989년 10월 24일에 1억 원이 넘는 약정

액을 완납함으로써4) 학과장으로서 고심했던 동

창 기금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었음에 안심하였고 감사의 기쁨을 느꼈다. 이러한 기금의 

조성은 곧 단과대학에 대한 동문들의 의지 표현인 동시에 서울대학교에 간호대학의 위상이 

어떤 대학보다 훌륭한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의 과시이기도 하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 위로하기도 하였다.

1988년 11월 11일자로 당시 학과장이었던 나는 간호학과장의 명의로 의과대학장(당시 의

대 학장은 이광호 교수임)에게 간호대학 설립을 위한 공문을 보내었고5) 이광호 의과대학장

은 동년 11월 18일자로 서울대학교 기획실로 “간호대학 설립 계획안”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독립운동 시작이 행동으로 표면화되었다. 나는 서류를 작성하면서 이 공문의 결과가 순탄하

게 진행되기는 어렵겠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행동에 잘 옮기는 것은 가장 현

명한 일이며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라는 페르시아 명언을 굳게 믿고 또 간절히 믿으면서 간

호학과 개설 30주년 기념식을 준비하였다. 1989년 10월 간호학과 개설 30주년이 되는 해였

   4) 『서울대학교 간호교육 90년사(1907~1997)』, 1997년 10월 1일 발행, 154-155쪽, 서울대학교 간호

교육 90년사 편찬위원회.

   5) 『서울대학교 간호교육 90년사(1907~1997)』, 1997년 10월 1일 발행, 158쪽, 서울대학교 간호교

육 90년사 편찬위원회.

<그림 1> 서울대학교발전기금출연,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1987년 11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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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이때다 싶어 동창회의 후원을 얻어 기념식을 관악교수회관에서 국내외 동문, 서울

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각 대학 학장과 기관장, 간호계 학장을 비롯한 기관장을 모시고 성대

하게 개최하되 초점은 단과대학으로의 우리들의 의지와 희망이 성취될 수 있도록 과시하는 

행사임을 천명하였다.

누군가는 학과 단위의 학교 행사가 너무 성대하지 않냐는 빈정거림인지, 진심어린 염려인

지를 되새겨 줄 때에 그 말을 귓가로 흘려 가면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였다. 그리고 외부 지

원군의 한 사람으로는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이고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인 김모임 장관

을 초청하면서 우리의 단과대학으로의 의지를 잘 반영하는 축사를 해 주십사 미리 부탁드렸

더니 장관께서 모든 약속을 취하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참석하여 그 뜻을 응원하겠노라고 

하시고 실제 참석하여 그 뜻을 잘 말씀해 주시자 당시 의대학장이신 이광호 학장님께서 그 

뜻이 바로 우리 서울대학교의 뜻이라고 바통을 이어 말씀하셔서 많은 청중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으셨다. 그리고 조완규 총장님께서도 단과대학의 설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는 말씀에 우리는 많이 고무되었고 나는 혼자 외로운 투쟁을 하는 것 같은 외로움이 항상 있

었는데 그날 기념식에서의 모든 참석자들이 단과대학의 당위성과 이유 등 그 필요성을 공감

해 주신 데 대해 감격하였고 혼자 기쁨의 눈물을 흘렸었다. 물론 그런 말씀들이 모든 과정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닐지라도 독립운동(?)에 힘이 나고 더 큰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성취

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긴 건 비단 나 혼자뿐이 아닌 모든 교수와 동문들이 공감했을 것으로 

안다. 이것이 바로 30주년을 성대하게 준비한 이유였다. 당시 대학에 재직 중인 간호학과 교

수들 모두가 그 기념식에 큰 의의를 두고 함께 기뻐했음은 말할 것도 없었다.

특히 조완규 총장님께서 공개적으로 간호대학으로의 개편작업을 진두지휘해 주시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천금과 같은 후원이었다. 조 총장님께서는 관악캠퍼스 총장님 집무실로 뵙

고자 연락드리면 한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다. 개인적으로 불평의 말씀을 드려도 웃음과 유머

<그림 2> 1989년 간호학과 

개설 30주년 기념행사(관악

캠퍼스 교수회관 정원), 서

울대 각 기관장, 동문 및 내

외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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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넘기신다. 한번은 서울대 본관 총장실로 올라가기 위해 경비실 앞을 지나가는데 경비 직

원이 “아줌마, 아줌마 어디 가세요?” 하는 것이 아닌가. 하도 어이없는 상황이라 총장님을 뵙

고 그 말씀을 드리니 웃으시면서 “나도 자연대학장 시절 가끔 본관에 들르면 그런 소리 들었

어요. 아저씨, 아저씨 어디 가세요, 한 적이 있어요. …”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 말씀에 너

무 감동의 감정이 생겨서 한동안 내가 왜 총장님 뵈려 했는지 목적도 잊은 적이 있었다. 이렇

게 조 총장님의 격려와 조언, 그리고 응원과 협조는 간호대학추진에 늘 힘이 되었다. 이쯤해

서 조 총장님의 간호대학 추진에 대하여 확고하신 생각을 먼저 적어 보고자 한다.

본인이 2006년 8월 정년에 즈음하여 조촐한 퇴임식을 준비하면서 그간 여러 가지로 고맙

게 해 주신 교수, 선후배, 친구 등과 함께 자리를 마련하였다. 준비과정에서 간호대학 승격에 

전적으로 도와주신 조완규 총장님과 간호대학교사 건물 신축에 절대적으로 도움을 주신 선

우중호 총장님을 모셨고 축사를 부탁하였다.

그때 조 총장님께서 축사 말씀과 함께 글도 준비해 주셨다.6) 그 축사의 글에서 “나는 간호

대학 승격의 타당성을 여러 차례 학장회의에서 설명하였으나 거의 모든 학장들은 매우 부정

적이었다. 나는 몇 차례 학장회의에서 학장들의 생각을 바꾸도록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설득

하였다. 학장회의에서 시원하게 결정을 짓지 못할 때면 이소우 교수의 애타는 모습이 떠올랐

다. 내가 내건 타당성 중 많은 부분은 이소우 교수에게서 들은 것이다. 첫째, 4년제 간호학과

가 6년제 의학과와 같이 의과대학에 존속하고 있으나 의과대학의 학사 행정이 의학과 위주

요, 대학 내 각종 위원회에 간호학과 교수가 끼어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교육에 막대

   6) “이소우 교수 정년에 즈음하여 생각나는 일”, 『이소우 교수 정년퇴임축하연』, 2006년 8월 29일, 

4-5쪽, 이소우 교수 정년 기념 준비위원회.

<그림 3> 1989년 간호학과 개설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간호

학과 교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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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장을 겪고 있다는 점이요, 둘째, 간호학과가 이미 대학원과정을 

설치하여 석 ·박사를 배출하고 있는데 이 같은 사실은 간호학이 학문

으로서 독자적 위상과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가리키는 것이

고, 셋째, 이미 간호대학으로서 학문의 틀을 구축하고 있는 연세대학

교나 이화여자대학교는 오래전부터 국제 간호학계에서 그 위치가 확

고하나 서울대학교는 간호학계 우수 학자와 간호 인력을 양성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학과 위치라는 이유로 국내외에서 동등한 자격

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내가 총장일 때 간호학

국제학회 학술행사에 참석하여 축사할 기회가 있었으나 연세대와 이

화여대 학장은 단상에, 서울대학교 간호학과장은 단하에 자리가 마련된 것을 보고 몹시 안타

까웠다.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우리 서울대학교 간호학과가 꼭 대학으로 승격해야만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나의 설득에 결국 경직하였었던 학장들의 마음도 풀어져 간호대학으로의 승격에 동의해 

준 것이다.” 이날 나의 정년퇴임식에서 이 축사를 들은 많은 초청인들은 조 총장님의 협조와 

공헌에 놀라워했고 특히 동문들은 새삼 조 총장님의 간호대학에 많은 사랑을 주신 것에 다

시금 감사와 고마움을 가지게 되었다.

간호학과 개설 30주년을 준비하면서 초청인 선정에 있어 간호대발전기금에 기쁘게 동참한 

국내외 동문들뿐만 아니라 선배 교수님 특히 1946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고등간호학교 초

대 교장이시고 일본에 정착하시고 계신 송인애 선생님을 모시게 된 것은 크나큰 기쁨이었다. 

송인애 교장선생님을 찾기 위해 간호학과 홍여신 교수님과 박명자 동문 선배님으로부터 여

러 정보를 듣고 일본에서 찾아뵙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었다. 송인애 교장선생님은 1948년에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벤더빌트 간호대학에서 한국인 최초의 간호학사학위를 받으시

고 1950년 귀국하시는 길에 6.25 한국동란으로 한국 귀국이 어려워지자 당시 한국정부에서 

송교장에게 일본에 머무르면서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모든 물품과 특히 구

호물자 등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명을 받아서 귀국을 하지 못하셨다. 그리고는 동경에서 남

편분과 함께 ‘제일원’이라는 고깃집을 차리시고 당대에 한국의 부흥과 우리나라 경제를 짊어

지고 가시고 세계에 많은 국가와 무역을 선도하는 여러 유명한 인사들을 만나시면서 특히 국

가 발전에 기여하는 간호사의 활약에 대한 대화를 많이 했노라 하셨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서울대에서의 복귀 명령이 없으셔서 귀국을 하지 못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더 이상 귀국하

지 못하신 사정은 알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학교와의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선생님을 모시

기까지 우리 가족의 도움이 크게 있었다. 당시 자주 일본 출장을 가는 남편에게 어찌어찌 구

한 선생님 계신 주소를 주고 찾아뵙고 만나 뵙기를 부탁하여 몇 번의 노력 끝에 결국 찾아뵈

<그림 4> 송인애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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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간호학과 발전에 도움을 주신 선생님의 공로와 그 감사에 대한 학교 의사를 전하여 드

디어 학교를 방문해 주셨다. 그리고 귀한 선생님의 사진이 간호대학 역사를 알리는 초대 교

수와 기관장의 자리에 영광스럽게 걸리게 되었다.

그 이외에 간호학과 초창기에 학과장을 역임하셨던 이귀향 선생님과 정신간호학 교수로 

계셨던 최애옥 교수님, 과거 서울대병원 간호과장을 하셨던 강윤희 선생님, 이송희 선생님 

등 외국에 계신 선배님을 호암회관 게스트룸에 초청하

고 머무르시면서 옛날의 간호교육과 간호사업을 위해 

헌신하신 공로를 보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한국

에 계신 선배 양은숙 동창회장님, 6.25전쟁 중 군 간호사

로 근무하셨고 수술이 필요한 많은 군인들의 마취 간호

로 군 장병들의 생명을 살리신 박명자 선배님, 박선배님

은 우리나라의 마취와 위생간호기술을 군 간호사로서 최

초로 훈련받은 인재이셨다. 전쟁종료 이후에도 서울대병

원 수술장 마취간호를 최초로 정착시킨 분이시기도 하

다. 이러한 공로로 나이팅게일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대

한간호협회에 추천하여 나이팅게일상을 서울대 출신으

로는 1990년 늦은 감은 있으나 처음으로 받으신 것이다.

이 모든 선배님들의 그간에 학교를 위한 여러 공로를 

기리는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정성은 있었으나 단순한 

<그림 5> 1989년 간호학과 개설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신 송인애 선생님 간호학과 방문(사진 앞줄 

왼쪽부터 엄금례 전 서울대병원 간호부장, 송인애 

초대 서울대 간호학교 교장, 홍여신 명예교수, 뒷줄 

왼쪽부터 이영자 1966년도 졸업동문 전 교수, 당시 

이소우 학과장, 김채숙 1966년도 졸업동문 전 교수)

<그림 6> 1989년 간호학과 개설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신 내외빈(왼쪽부터 홍여신 명예교수, 이귀향 

초대 간호학과장, Dr. Row 미네소타대학교 교수 -

간호학과 개설에 미네소타대학교 교수들의 협력이 

가장 컸다 -, 송인애 교장선생님, 박정호 명예교수, 

당시 간호학과장인 이소우 교수).

<그림 7> 박명자 동문 나이팅게일상 추

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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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패임에도 이 증정식으로 인해 국가와 학교, 후배들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감회를 받으시

고 무척 기뻐하시며 즐거워 하셔서 너무나 큰 보람으로 기억된다. 더욱 기쁘게 해 드린 것은 

이 선배님들의 연배와 외국에서 오신 점을 고려하여 호암교수회관 게스트룸에 한국에 계신 

선배님까지 모든 분이 며칠만이라도 함께 머무르시면서 그간의 회포를 푸실 수 있게 해 드린 

것이다. 오랜만이기도 하지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하시면서 정말 즐거운 추억이 되었었노

라 본인에게 극구 칭찬하신 점도 또한 큰 보람이었다.

간호학과 개설 30주년 기념식 행사 후에 조 총장님을 뵙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러 방문하

니 모든 일이 잘 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면서 곧 학장회의에서 가결 여부

를 다룰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교육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셨다. 나는 조 

총장님의 말씀에 크게 안도하였다. 

간호대학 승격이 확정되기까지의 경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1986년 9월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에 포함될 ‘간호학과 장기발전계획’으로 

단과대학, 즉 간호대학 개편계획안을 작성하여 기획실에 제출하여 

추진.

1988년 11월 11일 간호학과장 이소우 명의로 간호대학 설립안 의과대학장에게 제출.

1988년 11월 18일 의과대학 이광호 학장 ‘간호대학 설립계획안’ 기획실에 제출.

1989년 3월 7일   교무학장보회의에서 학과장인 이소우 교수가 간호대학 설립안 제

안 설명.

1989년 12월 6일  서울대학교 제5차 기획위원회에서 간호대학 설립안 만장일치로 

통과.

1990년 11월 22일  교수 평의원회의에서 간호대학 설립안 통과.

1990년 12월 20일   학장회의시 위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학장회의가 연기되어 

이 안을 다루지 못하고 1991년 1월 17일 첫 학장회의에서 통과.

1991년 10월 22일 정부관련부(교육부, 총무처,경제기획원 등)에서 최종 승인.

간호대학승격 확정일 1991년 10월 22일.

서류상으로 간호대학 승격안이 통과된 것은 1988년 계획안이 올라가서 만 3년 만에 간호

대학승격의 문이 열린 셈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동안 무슨 일을 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정리하면서 인

계할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4년간(1986~1990) 간호대학승격 추진을 위한 독

립운동으로 너무나 번아웃되어 있던 차에 교무처로부터 박사 후 과정 연수를 1년간

(1991~1992) 다녀오라는 장학금을 받아 너무나 감사하였고 마치 보상을 받은 듯하여 피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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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 풀렸다.

1991년 1월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대학교 간호대학으로 스트레스 연구차 떠났다. 그런데 

마침 조완규 총장님께서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에서 열렸던 환태평양

지역대학 총장 국제 모임(Association of Pacific Rim Universities)에 참석하시고 귀국하시는 

길에 워싱턴대학교 공과대학에 계신 교수님을 만나시려고 시애틀에 잠깐 방문하신 덕에 총

장님과 이태수 교무처장님을 또 만나 뵙게 되었다(그림 8, 그림 9).

여행 중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염치없이 또 간호대학문제를 여쭈었더니 오히려 저를 염려

하시면서 이미 잘 해결되었으니 잘 지내다 오면 희소식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1996년 학장으로 소임을 받고 전임 학장이신 홍여신 교수님으로부터 간호대학건물 문제

가 해결이 안 되어 걱정이라 하시면서 일부 예산은 교육부로부터 받았으나 간호대학 부지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 문제라는 인계를 받았다. 그때 내 머리에는 대학 승격과 관련해서 문패

만 달아 주어도 좋다고 했는데 또 어딘가를 졸라대야 하는 처지에 있게 되어 난감하였다. 그

러나 나는 학장 취임식 때 각오하고 취임사를 한 것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 1996년 

3월 1일 이소우 교수가 3대 학장으로 선출되었다. … 취임식과 대한간호협회 간협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대학교 설립 목표, 취지가 ‘학문의 대학’, ‘민족의 대학’, ‘세계의 대학’이므로 

간호대학도 이에 맞는 과학으로의 간호 학문을 발전시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세계의 

간호학을 이끌어 가는 대학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우선 대학 교사 신축을 

중점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7)

   7) 『서울대학교 간호교육 90년사(1907~1997)』, 1997년 10월 1일 발행, 169쪽, 서울대학교 간호교

육 90년사 편찬위원회.

<그림 8> 1991년 시애틀 워싱턴대학교에 조완규 

총장님 방문시(왼쪽부터 워싱턴대학교 교수님, 이

태수 교수, 조완규 총장님, 워싱턴대학교 교수님, 

이소우 교수)

<그림 9> 1991년 시애틀 워싱턴대학교에 조완규 총장님 

방문시(왼쪽부터 조완규 총장님, 워싱턴대학교 교수님, 

이소우 교수, 워싱턴대 간호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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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학장으로 있던 때 총장님은 선우중

호 총장님이셨다. 간호대학 건물은 본래 간

호교육을 위한 개교 초기 1910년대부터 연

건동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생수 증

원과 교육과정의 변화 그리고 6.25 한국동

란 등에 의해 같은 연건캠퍼스 안에서도 여

러 번 교사 위치가 바뀌어 왔다. 그러다 

1959년 간호학과로 승격되면서 연건 캠퍼

스 내에 단독 간호학과 건물이 세워지고 신

입생을 맞이하였다. 이 건물은 6.25 한국전

쟁으로 어려운 국가 재정 때문에 ICA 자금, 즉 미국의 협조로 세워졌다. 구체적인 미국의 협

조 프로젝트 이름은 미네소타 프로젝트였다. 간호학 교육 과정의 특성상 임상 실습이 필수인 

관계로 학생들을 수용하는 기숙사가 1910년 대한의원시절부터 연건동 캠퍼스에 교사와 함

께 존재해 왔었다. 이 같은 관례적이고 필수적인 기숙사 건물도 1959년 교사 건축 이후부터 

추진되어 1959년 1회 신입생이 입학하여 3학년 임상실습을 할 때부터 기숙사에 입주하였다. 

그 이후 학생 수가 증가되고 교수 연구실과 각종 실험실 등이 필요해지면서 새로운 공간이 

요구되었다. 강의실, 연구실, 각종 실습실은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천연물과학연구소의 일부 

시설, 보건대학원의 일부 시설, 병원 내의 일부 회의실 등을 이용하고 있었다. 신학기만 되면 

각 교수들은 자신이 주관하는 학생실습컨퍼런스실, 강의실 등을 확보해야 하는 고충이 있었

다. 전체 교수회의 시 이 같은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공간을 위한 건물의 재배치 활용 계획에 

시간을 많이 보냄으로써 각자 교수의 연구와 강의 준비 및 개발에 지장을 주었다. 따라서 단

과대학으로 개편되면서 학문연구의 급속한 발전에 의해 많은 연구공간이 필요한 때가 온 것

이다. 이미 나는 간호대학 승격 문제해결 과정에서 경험하였듯이 대학본부와 각 단과대학의 

입장 등을 파악하는 것이 종합대학에서는 협상의 필수조건임을 간파한 바 있어서 여러 가지 

단련을 미리 각오하였지만 건축 문제는 정하여진 대지 위에서 내 집 짓기의 이해관계가 따르

다 보니 여러 기관과의 협상이 단과대학 승격 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기관간의 복잡 미묘한 

관계가 있어 더욱 어려웠다.

2006년 8월 본인의 정년 퇴임식 때 초청한 선우중호 총장님께서도 축사 말씀에서 언급하

셨듯이 교사 건축 문제 해결은 또 다른 더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 그 어려웠던 간호대학건물 신축 문제를 이소우 학장과 총장으로서 본인이 서로의 

힘을 합치고 풀어나가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간호대학 건물 신축 문제는 정말 힘

<그림 10> 1960년도 간호학과 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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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들었던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따르는 군사도 별로 없는 잔 다르크가 연상될 정

도로 이학장은 고군분투하였습니다. 교수도 몇 명 안 되고 학생도 몇 명 되지 않은 작

은 대학에서 독립적인 건물을 가진다는 것이 다른 대학들을 설득하기는 불가능한 일

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에 낙타가 추우니

까 천막 안으로 한 발만 넣자고 한 것이 얼마 있다가는 온몸이 모두 들어오고 후에는 

주인 보고 나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울대 예산

에 이름만 넣어 달라고 하던 것이 다른 대학보다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터줏대감

으로 있던 서울대병원 체육관을 헐어 내게 되었고 그 자리에 간호대학 건물을 착공하

게 된 것입니다. …”8)

이렇게 건축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선우중호 총장님의 많은 도움이 있었다. 먼저 연건캠

퍼스 내에 있는 기관 즉 의대, 치대, 보건대학원, 서울대병원과 간호대간의 부지선정에서 의

견 조율이 너무 안 되고 각 기관 간의 의견이 평행선만 달리자 총장께서 “연건캠퍼스위원회”

를 “서울대학교캠퍼스계획위원회”와는 별도로 연건캠퍼스의 건물 종합 계획을 위한 위원회

로 구성하셨다. 위원회 위원장은 당시 부총장으로 계셨던 최송화 교수님이었고 위원은 의대

학장, 치대학장, 보건대학원원장, 서울대병원장, 간호대학장 그리고 본부 시설국장님이셨다. 

위원회는 매달 위원들을 소집하여 각 기관간의 의견을 종합하고 조율하며 간호대 교사부지 

선정에 대한 회의를 수차례 하였다. 결국 간호대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주변에 있던 무허가 

병원체육관과 치대 별관을 철거한다는 전제로 운동장에 건립하게 되었다. 감격의 교사 착공

   8) “이소우 교수 정년퇴임 축사”, 『이소우 교수 정년퇴임축하연』, 2006년 8월 29일, 10-11쪽, 이소

우 교수 정년 기념 준비위원회.

<그림 11> 간호대학 신축건물기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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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1997년 5월 12일 오후 5시에 당시 운동장 언저리에 있었던 나무(유감스럽게도 나무 이

름은 몰랐음) 아래에서 많은 내외 귀빈과 함께 한국전통예식에 의해 진행하였다. 당시 나는 

진심으로 이 대학 건물에서 훌륭한 인재가 많이 나오기를, 사고 없이 건물이 완성되기를 바라

는 마음과 함께 빌었다. 나는 학장으로서 당연한 할 일을 하였다고는 했지만 상당한 신체적 

스트레스도 있었던 것 같다. 오랜만에 만난 올케가 “고모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주름

도 많이 생겼네요.” 하는 인사에 비로서 나 자신으로 돌아와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 자리

를 빌려 나는 개인적으로 단과대학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신 조완규 총장님과 간호대학 신축 

단독 건물을 훌륭하게 세워 주신 선우중호 총장님께 한없는 감사와 존경을 올리고 싶다.

본인이 간호학과장으로 재임하면서 단과대학으로 승격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경험과 전략 

그리고 당시에 동문들과 여러 교수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단과대학이 되기까지 노력해

온 우리 대학의 역사를 잊지 않고 정리하기 위하여 간호대학으로 개편된 후 1997년 학장으

로 재임하면서 『서울대학교 간호교육 90년사』를 출간하였다. 그런 가운데에도 힘이 되어 준 

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대학의 꿈은 이루어진 것이다. 차제에 이 글을 통해 그분들께 감

사드리고 싶다. 나는 그때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과 전략을 총동원한 셈이다. 그때 경험을 

통해 얻은 개인적 결론을 후배들과 동문들에게 인생에 도움이 되도록 말해 본다면 공적인 일

에는 결코 개인적인 욕심과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추진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당당한 행동이 나올 수 있고 포기하지 않는 힘이 나온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역사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을 크게 영광으로 생각한다. 모교를 위해 나의 작은 힘이 대

학의 영예에 보탬이 되었다는 사실이 또 개인적으로는 내가 마치 독립운동을 하는 투사 같은 

정신으로, “이런 독립운동도 있구나!”를 각오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동안의 나의 인생을 보듬

어 준 모교에 대한 빚 같은 것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학교를 떠나면서 후회는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사랑하는 제자와 모교를 위해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결코 오만한 자랑이 아니고 내 능력 안에서 결코 태

만하지 않았다는 뜻이요, 최고가 되지 못한 것은 내 능력이 거기까지라는 뜻이다. 앞으로 후

배와 제자들이 더욱 모교를 빛내도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탤런트를 결코 썩히지 않도

록 당부하고 싶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으로 승격되면서 지방에 있는 많은 국립대학교의 간호

학과가 간호대학으로 개편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여서 모든 국립대학의 간호학과가 단과

대학으로 개편되었다. 이로써 다른 대학의 간호학교수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간호학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간 이 과정을 통해 더욱 확고해진 신념은 서울대학교의 역할인 국가발전과 학문의 개척

과 증진에 선구자적 역할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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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최전선에서 싸우는 간호사

간호대학 간호학과 명예교수  이명선

간호대학 간호학과 명예교수  최명애

서론

2020년 초부터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가 전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1월 

30일 코로나19를 국제적인 공중보건비상사태로 선포한 데 이어 3월 11일에는 코로나19 팬데

믹(pandemic), 즉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각 국가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치 전시적 상황을 방불케 하는 긴급 사태 속에서 

대응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의료계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모든 분야를 아

우르는 총체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긴급 사태를 지켜 보면서, 현장에서 환자를 직

접 돌보는 간호전문직의 철학과 가치와 실천을 되짚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간호전문직은 

24시간 내내 환자의 곁에서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의료전문직으로서의 독보

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환자를 직접 돌보는 

간호사들의 경험을 조명하면서 간호의 가치와 실천을 되새기고자 한다.

본론

1. 나이팅게일 정신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오늘의 간호사들은 간호의 핵심 가치를 현실에 실현했던 영국의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선구자적 모습과 무척이나 닮아 있다. 나이팅게일은 1854년 흑해로 

뻗는 러시아의 세력을 막기 위해 영국 등 4개국이 연합하여 대항한 크림반도에서의 전쟁

(Crimean War)에서 부상자들을 보살피면서 간호의 진가를 확실하게 보여 주었다. 당시 병들

고 부상당한 영국 군인들의 비참한 상태가 연일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나이팅게

일은 국가로부터 초청을 받아 크림반도 야전 병원의 현장으로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나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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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일은 대부분의 사망이 부상 그 자체가 아니라 병원의 부실한 위생 상태와 돌봄 등으로 인

한 것임을 알아내고 이들을 개선함으로써 부상병들의 사망률을 42%에서 2.2%로 낮추는 획

기적인 성과를 일구어냈다.1) 2.2%의 사망률이라는 통계적인 숫자의 이면에는 한 밤중에도 

매일 등불을 들고 침대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며 부상병들을 위로하고 지켜준 나이팅게일의 

따뜻한 환자 사랑과 관심이 숨어 있다. 나이팅게일은 부상병들 사이에서 “등불을 든 여인”이

라 불리었는데, 심지어 일부 부상병들은 “지나가는 그녀의 그림자에 입맞춤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라고 할 정도로 신체적, 심리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상병들에게 나이팅게일은 

유일한 희망이요 위로자였던 것이다. 당시 여성의 사회활동이 극도로 제한된 상황 속에서 일

궈낸 나이팅게일의 이러한 업적은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추후 현대 간호

전문직의 모태가 되었다. 나이팅게일은 “간호는 직업이 아니고 사명이다,” “간호는 질병을 간

호하는 것이 아니고 병든 사람을 간호한다.”라는 명언을 남겼으며,1) 이는 현대 간호의 핵심

적인 철학과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에도 간호학과와 간호대학에서는 간호

의 가장 심오한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는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거행함으로써 간호의 가치

를 실생활에 구현하는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

2. 코로나19 현장으로 달려간 백의의 천사들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19는 전 세계인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2월과 3월에 걸쳐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

나19 환자가 폭증하면서 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였다. 이러한 비상사태를 수습

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말경부터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환

자를 돌볼 간호사를 모집하였다.2)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아픈 환자를 돌보는 것을 

소명 의식으로 삼고 있던 수많은 간호사들이 앞 다투어 코로나19 현장의 근무를 자원하였다. 

‘나도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다.’라는 공포에 짓눌리면 결코 코로나19 최전선에 뛰어들 수 없

는 일이지만, 3월 한 달간 무려 3,874명이 신청하였다.3) 이 숫자는 전국 의료 현장에 있는 간

호사 18만 명의 2%에 해당하는데, 무엇보다도 이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코로나19 환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다. 한 간호사는 지원 신청서에 “제가 봉사자에 선발되지 않는

   1) 이영복. (1968). 간호사(看護史) (pp.54-63). 수문사. 서울.

   2) 간호사신문. (2020.02.27) 코로나19 기사: 대구 ·경북지역 코로나19 ‘환자 치료’ 간호사 모집.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124&idx=24956&intPage=28.

   3) 뉴스더보이스. (2020.04.10). 3월 대구 ·경북 코로나19 현장 지원 간호사 3874명. https://www.

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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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돕고 싶지만 도울 수 없다는 게 제겐 큰 고통이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저를 그곳에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호소하며 현장 근무자로 선택되기를 소원하였다.4) 이러한 

절규는 환자를 도와야 한다는 간호사로서의 소명 의식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자원자의 특성은 다양하였는데, 이제 막 간호대학을 졸업한 새내기 간호사에서부터 육아 

휴직 중이던 간호사, 이미 정년퇴임한 간호사, 안식년 중이던 60대의 간호대 교수들까지 코

로나 현장에 직접 들어가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을 실천하며 시대적인 소명을 다하고자 

하였다. 심지어 뉴질랜드에서 유학 중이던 한 간호사까지도 한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

치 않다는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대구로 달려오기도 했다.5) 간호사관학교를 갓 졸업한 신임 

간호장교들도 대구로 향하며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첫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들은 아무리 위

험한 상황일지라도 아픈 환자가 있는 곳에 가는 것이 마치 자신의 운명이자 사명이라고 여기

었다.

3. 코로나19 환자의 전인간호(comprehensive nursing care)

나이팅게일의 정신에 따라 간호사들은 질병이 아니라 인간을 중심으로 한 개별적인 간호 

제공에 역점을 둔다. 이를 전인간호라고 하는데, 즉, 환자의 질병뿐 아니라 질병과 관련된 신

체와 정신과 감정 상태를 총체적으로 돌보게 된다(그림 1). 우선 코로나19 진단을 받고 입원 

격리된 환자들은 다양한 호흡기 증상을 포함한 신체적 문제와 함께 특별한 심리적 어려움도 

겪는다.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사실에 대한 수치심과 죄책감, 그리고 불안, 우울, 분노 등 다양

   4) 비즈조선. (2020.03.23). “부디 저를 그곳에 보내주세요”…대구 ·경북 의료 파견 간호사들의 ‘지

원서’.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23/2020032303256.html.

   5) 인천투데이. (2020.05.04). [인터뷰] “코로나19 비상에 ‘나 하나라도 보태야’ 달려왔죠”. http://

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697.

<그림 1> 코로나19 환자와 간호사

간호사신문. (2020.08.26). 코로나19 현장사진 

(27): 울산대병원 코로나19 전사 간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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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감정들이 얽히고설키어 환자들은 매우 예민해져 있다. 언제 악화되거나 사망할지도 모른

다는 불확실성 속에서 음압격리 병실이라는 좁은 공간에 갇힌 답답함과 가족들의 면회 금지

로 인한 사회적 단절은 환자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이렇게 극한 상황으로 내몰린 환자

들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뿐이며 그 중에서도 24시간 함께하

는 간호사들이 대부분이다.

한편, 간호사들은 코로나19 환자로부터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줄이나 다

름없는 방호복을 완벽하게 착용해야만 한다. 전신 보호복을 입고 덧신을 신고 장갑은 두 겹

으로 끼고 마스크와 함께 보호 안경인 고글까지 써서 온몸을 모두 가리고 음압격리 병동에서 

업무를 수행해야만 한다(그림 2). 그런데 이렇게 방호복을 착용한 채 환자를 돌본다는 것은 

그야말로 또 다른 전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꽉 막힌 방호복으로부터 몸의 열기가 빠

져나가지 못해 5분 정도만 입고 있어도 온 몸이 땀에 젖고, 고글에는 습기가 차서 시야도 흐

려진다. 장시간 방호복을 입으면 더위뿐만 아니라 두통이나 어지럼증에도 시달리곤 한다. 근

무 중에는 또한 물도 못 마시고 화장실도 가지 못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들은 적어도 2시

간에서 최대한 4시간 동안 시시각각 변화하는 코로나19 환자들을 간호해야 한다. 환자의 신

체 상태를 관찰하고 확인할 뿐 아니라, 각종 처치와 투약과 욕창을 막기 위한 환자의 체위 변

경, 식사와 대소변 관리, 낙상 등의 안전사고 예방 등 모든 것을 고려한 총체적인 간호

(wholistic care)를 제공해야만 한다. 호흡 능력이 떨어져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거나 무의식에 

빠진 중환자실 환자들은 더욱 세심한 관찰과 처치가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19라는 감염병에 

걸려 심리적으로 예민해진 환자들의 고통스런 마음을 보듬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역할도 해

내야만 한다. 

4. 코로나19 간호의 어려움: 체력 소진과 감염의 위험성

코로나19 현장에 자원해서 들어간 간호사와 이미 현장에 근무하는 간호사들 모두 사명감

<그림 2>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

간호사신문. (2020.08.26.). 코로나19 

현장사진. 김천의료원 코로나 최전

선 간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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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안고 환자 돌봄에 들어갔지만, 막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주를 이루는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상황은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방호복을 입은 채 수행하는 이러한 고강도의 노동으로 

인한 체력 소진은 결국 간호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사투를 벌여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

곤 하였다. 간호사들은 신체적 소진과 함께 감염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어 불안하였다. 비

록 방호복과 마스크와 고글을 철저하게 착용하고 환자를 간호하더라도, 환자 가까이에서 간

호 처치를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가끔씩 환자가 호흡기 증상인 기침과 가래를 

쏟아 내기라도 하면 ‘혹시나’ 하는 감염의 염려를 결코 떨쳐버릴 수 없었다. 격리 병동 환자의 

간호가 끝난 이후에도 간호사들의 사투는 이어졌다. 환자로부터 오염되고 땀에 흠뻑 젖은 방

호복을 벗는 와중에도 조금만 부주의하면 감염이 쉽게 되기 때문에 방호복을 벗는 시간만도 

20~30분이 걸리곤 하였다. 실제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9개월 동안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진은 159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101명이 간호사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체의 63%를 차

지하며, 매일 평균 3명의 간호사가 감염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수치이다.6) 또한 감염된 의사 

수의 10배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간호사들은 그 어느 의료인들보다 훨씬 높은 감염의 위험성

에 노출되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간호사들은 이렇게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 속에서 그동안 겪어 보지 못한 코로나19 환자

의 간호를 수행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 이외에도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고강도의 업무와 장시

간의 근무로 고통을 받았다. 예를 들면, 중환자실 10개의 병상을 운영하려면 간호 인력이 최

소 84명은 필요한데, 환자가 급증하여 병상이 갑자기 채워지면 하루아침에 필요한 전문 인력

을 모으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구의 한 병원에서는 145개 병상이 400여 개로 늘어났지만 현

장에 간호전문 인력을 즉각 투입하는 것이 어려워, 장시간 근무할 수밖에 없었다. 간호사 2명

이 코로나19 환자 20명을 담당하여 돌보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인력 부족과 급조된 근무 

환경 속에서 간호사들은 적당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웠고 식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어 극도의 

체력 소진과 피로 누적, 그리고 장시간 근무에 따른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통을 받았다. 하지

만 대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프면 쉬겠다.’라고 말하면 불성실한 간호사로 낙

인찍힐까 봐 두려웠고, 따라서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아파 죽어도 병원에서 죽어야 한다.’는 

자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환자를 돌볼 수밖에 없었다.7)

근무와 직접 관련된 것 외에도 간호사들은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고립감으로 힘들어 하였

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인 경우, 자신의 자녀가 어린이집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6) 중앙일보. (2020.10.04). 코로나 사태 9개월간 간호사 101명 감염돼…일주일에 3명꼴. https://

news.joins.com/article/23885483.

   7) 데일리메디팜. (2020.06.12). 원내소속 코로나 간호사 93.8% ‘특별수당 받지 못해’…파견간호사

와 형평성 논란. https://www.dailymedipharm.com/news/articleView.html?idxno=5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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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른 학부모로부터 들었을 때 마음의 상처는 매우 컸다. 코로나19 환자를 돌본다는 것이 

가족 구성원에게도 고통과 불안을 안겨 주기 때문이었다. 타인의 따가운 시선과 따돌림 이외

에도 이들은 상당한 고립감도 호소하였다. 감염의 위험 때문에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가족과 

떨어져 병원, 기숙사, 혹은 숙박업소 등에서 기거하며 자가 격리에 준하는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현장 지원 근무를 끝낸 간호사의 경우에도 자가 격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에도 대부분이 주변의 냉대로 인한 실망감과 고립감으로 힘들어 하였다. 초과 근무에 대한 

적정한 특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였는데, 이렇듯 경제적으로 불공평한 처우에

도 매우 힘들어 하였다.

5. 간호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

이토록 어려운 돌봄 상황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에게 힘과 용기를 준 사람들은 역시 코로

나19 환자들이었다. 나이팅게일의 그림자에 입맞춤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였다는 크림전쟁 

부상병들의 고백처럼, 코로나19 병실의 환자들이 병실 벽 너머에 간호사가 있다는 사실만으

로도 힘을 얻는다는 고마움의 메시지는 이들의 고통을 일순간에 날려 버렸다. 또한 환자의 

상태가 좋아져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겨가거나 퇴원할 때에는 우리가 환자를 ‘살려 

냈다’라는 자부심과 함께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더구나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내가 먼저 

앞장서야 한다는 애국심으로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원을 결정한 간호사들에게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또 다른 의미를 찾으며 현장 간호에 충실하게 임할 수 있었다.

오랜 마스크와 고글 착용으로 얼굴에 난 상처 자국과 이를 보호하는 밴드는 코로나19 간

호사들의 헌신적 돌봄의 징표로 매스컴을 타기도 하면서, 외국의 언론에까지 보도되었다. 프

랑스 통신사 AFP(Agence France-Presse)는 3월 13일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간호사들이 방호복과 마스크로 인한 상처로 이마와 콧등에 붙인 밴드(반창고)

가 명예의 배지가 되었다고 전했다(그림 3).8)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간호의 숭고한 의미

와 가치에 대해 일반인들이 깊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속에는 간호를 실천하기 어

려운 열악한 체제와 상황 속에서도, 신체 간호는 물론 심리적으로 작아지고 약해지고 초라해

진 환자들의 마음까지도 보듬으며 고통과 절망에 빠진 환자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희망을 건

네준 간호사들의 커다란 용기와 헌신이 고스란히 숨겨져 있는 것이다.

이렇듯 코로나19 대유행의 사태 속에서 ‘우리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구나!’라는 

   8) 간호사신문. (2020.03.16). [AFP] 간호사 얼굴의 밴드 ‘명예의 배지’ 되다. http://www.nursenews.

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124&idx=25013&intPage=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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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감과 ‘이왕 봉사할 거면 가장 힘들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가고 싶다’는 간호사들

의 소망은 간호의 가장 의미 있는 본질을 여실히 보여 준다. 나이팅게일의 정신과 함께 한 코

로나19 간호사들의 업적은 무엇보다도 간호란 ‘고통을 보다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숭

고한 직업’임을 드러내 주고 있다.

6. 세계 간호사들의 활약과 기여에 대한 폭발적 호응과 격려

코로나19 현장에서 헌신하며 열정을 바치고 있는 국내외 간호사들을 위한 전 세계적인 호

응과 응원은 대단하다. 특히 2020년은 세계보건기구가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을 맞아 

2019년에 ‘2020 세계 간호사의 해’로 지정한 특별한 해이기도 하다.9) 이는 나이팅게일 정신이 

간호의 가치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중심으로 간호사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간호사 없이는 보편적인 건강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과 함께 인류의 

건강을 위해 공헌해 온 간호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특별한 해에 코로나19

라는 대유행을 맞아 전 세계는 간호전문직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간호사들의 역할과 기

여에 응원과 찬사를 보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등 건강 관련 조직의 지도자들은 물론 각 국

가의 정치지도자들, 프란시스코 교황을 포함한 종교계 인사들, 그리고 일반 서민 등 각계 각

충의 사람들이 코로나19와 싸우는 간호사들의 노력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고 있다. 우리의 삶 

속에 숨겨진 의미와 가치들을 찾아 표현해 내는 예술가들의 응원도 예외는 아니다. 한 예로, 

영국의 뱅크시라는 예술가의 작품(그림 4)을 들 수 있는데, 그는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간

호사들을 응원하기 위해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라고 명명한 그림 한 점을 영국의 한 

   9) 간호사신문. (2019.12.30). 세계보건기구 ‘2020 세계 간호사의 해’ 지정. http://www.nursenews.

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122&idx=24861&intPage=1.

<그림 3> 간호사 얼굴

의 밴드

간호사신문. 

(2020.03.16). [AFP] 

간호사 얼굴의 밴드 

‘명예의 배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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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의 응급실에 걸어 놓고 사라졌다.10) 그 그림에는 한 소년이 인류를 구하기 위해 하

늘을 나는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과 같은 슈퍼히어로 대신에 망토를 입고 하늘을 나는 간호

사 인형을 손에 번쩍 들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간호사들의 헌신은 또한 국가를 향한 애국

심의 소유자로도 표출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환자 사랑과 나라 사랑으로 무장된 간호사와 간

호장교들을 응원한 바 있듯이, 이탈리아에서도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생명과 건강을 지켜

주는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들에 대한 감사로 제작된 “이탈리아를 품은 천사”라는 작품이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그림 5).11) 이 그림은 방호복에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천사의 

날개를 단 의료인이 이탈리아 지도를 품에 안고 있는 그림으로서, ‘세계 간호사의 날’을 축하

하며 게시되기도 하였다.

결론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서 우리는 간호가 지닌 숭고한 사회적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환자를 지키기 위한 간호사들의 피나는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간호의 가치

10) 서울신문. (2020.05.07). 슈퍼맨보다 의료진… 英 응급실 밝힌 ‘게임 체인저.’ https://www.seoul.

co.kr/news/newsView.php?id=20200508016001.

11) 간호사신문. (2020.05.18). 코로나19 기사: 이탈리아를 품은 천사 … 코로나19 최전선 간호사에 

감사.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124&idx=25231&intPa

ge=12.

<그림 4> 게임 체인저

서울신문. (2020.05.07.). 슈퍼맨보다 의

료진… 英 응급실 밝힌 ‘게임 체인저.’

<그림 5> 이탈리아를 품은 천사

간호사신문. (2020.05.18.). 코로나19기사: 이탈리아를 

품은 천사 … 코로나19 최전선 간호사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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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중치가 부여되는 특별한 상황을 지켜보았다. 또한 간호사들이 정신적으로 더욱 단단해

질 수 있는 원동력인 나이팅게일 정신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간호의 가치를 드높이며 이를 실천하는 수많은 간호사들을 통해 간호전문직의 가치와 위상

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 글을 통해 코로나19 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 간호에 헌신하고 있는 2,000만 명에 달하

는 전세계의 간호사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간호사

들의 이러한 노력과 헌신을 지나치게 당연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2020 세계 간호사의 해’를 맞은 올해 5월 12일 ‘세계 간호사의 날’에는 국제간호사협의회가 

국제적십자연맹 등과 함께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세계 간호사들을 격려하면서 이들의 안

전이 질병 극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듯이12) 모든 간호사들이 인력과 장비의 부

족으로 인한 위협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코로나19에 대한 의료 대응이 적절하게 이

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백신의 개발과 활용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간

호전문직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간호의 숭고

한 가치와 이를 위한 간호사들의 헌신적인 실천은 코로나19 환자뿐 아니라 모든 환자의 건

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로 나아가게 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12) 간호사신문. (2020.05.14). “코로나19 최전선 간호사 안전 보장” 촉구: 국제간호협의회, 국제적

십자위원회, 국제적십자사연맹 공동 발표.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

asp?sSection=124&idx=25212&intPag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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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시간을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만드는 법,  
MAHA(My Active & Healthy Aging) 프로젝트

간호대학 간호학과 명예교수  김정은

1. MAHA 프로젝트를 위한 기획

21세기에 들어와서 놀라운 의학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으로 갑작스럽게 20~30여 년의 추

가 여명(餘命)이 생기게 됨으로써 Silver Tsunami 현상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었다. 나쁘게 

말하면 노인세대의 지구 침공이고, 좋게 말하면 소위 말하는 신노년층(New Silver 

Generation: Gen NS)이 탄생한 것이다. 이러한 65세 이후 평균수명인 85세까지의 추가 여명

은 20세기까지에는 없었던 문제적 연령으로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혼재되어 

있어서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심층적인 분석과 대책을 모색함이 필요해졌다. 그러나 노년층

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 스테레오 타이핑, 노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Ageism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상은 새로운 세대의 출현에 대해서는 열광하고 관심을 가지고 Generation X, Y, 

Z 등으로 부르며 호기심과 희망을 가지면서 긍정적이지만, 갑작스럽게 오래 살게 된 신노년

층에 대해서는 단순히 고령화라고만 부르며 사회에 대한 부담으로만 생각하여 부정적이다. 

하지만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자원의 낭비이며 시스템 붕괴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전근

대적인 사회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나이에 이르게 된 나의 동년배들에게는 억울

하기 짝이 없는 일이기도 하다.

신노년층 또는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세대분류의 명칭인 신중년층을 건강하고 활동적으

로 유지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 선진국에는 신노년층과 신중년층을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서 사회의 안정과 기여를 모색하는 정부 부처가 있을 정도이다.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자신이 소속한 사회에 대하여 기여를 하려면 출생 후 적어도 20~30여 

년을 투자해야 제 구실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사회의 sustainability를 생각할 

때 한번 활용이 되었지만 20여 년의 새활용(upcycling) 가능성이 충분한 신중년층에 대한 긍

정적인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다시 말하자면 신중년층을 사회를 위한 신재생에너

지로 만들기 위한 엔지니어링 노력과 합의가 절대 절명의 과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신중년층은 60~70년을 지구라는 별에 존재한 덕분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 정보, 지

식, 지혜와 경험, 경륜은 충분하지만, 생존의 필수요소인 건강에 있어서는 개체 차이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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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 신중년층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도움이 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지원이 되어 주고, 도움이 되고 싶은 사람, 즉 사회적 자원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는 Bi-directional Sustainable System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

었다. 이러한 문제의 제시에서 시작된 연구 프로젝트는 신중년층의 자립적 인생 제2기를 위

한 인큐베이팅 공간, 시간, 기회 마련과 창의적인 해결책을 디자인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었다.

연구과제명은 “신중년층의 활동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Internet of Healthy Things 디

자인 융복합 연구: 신재생 에너지인 신중년층의 새 활용을 위하여(Silver Smart System for 

My Active Healthy Aging by Multidisciplinary Approach - New Upcycling of the 

Renewable Energy of the New Silver Generation)”로 하였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은 신중

년층의 긍정적인 삶의 경험과 사회 재기여를 위한 시스템 디자인은 다학제적 접근으로 정하

였다. 

 연구 최종목표: “MAHA Final Fantasy on Stage”

•   Human Upcycling System: 단순히 재사용하는 recycling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가치를 더해 redesign하는 새활용(upcycling)의 개념으로 접근

•   Bi-directional Sustainable Self-fulfilling System: 신중년층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자원을 

기부하고 그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것으로 되돌려 받는 시스템으로서 input과 output이 

balanced IO를 갖춰 sustainable system으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함

 -   Input = Resources devoted by Elders: 삶의 지혜, 사회경험, 권위, 명예 등 젊은 층이 

가질 수 없는 것을 적극 활용하여 사회에 환원

<그림 1> 신중년층이

라는 자원의 투입/산

출 균형이 맞춰진 양

방향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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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utput = Resources returned to Elders: Milage Honour System. 환원한 것의 가치에 

따라 마일리지를 쌓아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자원으로 수주

•   Traditional + Digital System: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미래를 맛보고, 아날로그 전통예

술을 소환하여 즐기는 감성적인 접근방식 사용 

•   Internet of Companion Things System: MAHA의 기본개념인 companion을 다양한 반

려서비스로 구성

이리하여 MAHA team은 Healthcare, Music, Arts, Humanity, Engineering 등 서울대학교

<그림 2> MAHA 프

로젝트 참여 전공 분

야

<그림 3> MAHA 프

로젝트 참여 교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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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5개 대계열, 7개 소계열 전공분야가 함께 융복합 아이디어를 R&D&I하는 것을 목적으

로 다학제 전문분야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즉 ① 간호대학, ② 의과대학→반려건강

(Companion Healthcare), ③ 음악대학→반려음악(Companion Music), ④ 미술대학→반려미

술(Companion Fine Arts), ⑤ 수의과대학→반려동물(Companion Animal), ⑥ 공과대학→반

려로봇(Companion Robot), ⑦ 인문대학→반려AI(Companion AI)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한 것이다.

MAHA 프로젝트는 1년 동안 월 2회의 정기미팅, 1회의 국내워크숍, 1회의 국외워크숍, 마

지막으로 날짜가 lucky double seven인 2020년 7월 7일에 최종 발표회를 가졌다. 최종 발표

회날에는 명예교수협의회의 김하석 총괄부회장님, 이흥식 부회장님, 최항순 부회장님, 홍성

목 명예교수님과 교수협의회 조철원 회장님께서 격려차 참석해 주셨다.

이러한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준비된 MAHA의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다.

전체 6개월 1개 학기의 교과과정중 전공필수 주 1회, 전공선택 5과목 주 5회, 전공세미나 

월 1회, 그리고 그 이후의 지속활동 4개월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입학자격: 아래와 같은 카테고리로 크게 구분하였다.

•   MAHA SNU OB: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MAHA SNU YB: 서울대학교 교수 재직 후 은퇴 전 1년, 은퇴 후 1년 기간에 있는 교수

•   MAHA Noble: 최고위자과정 수료자 등 서울대학교와 인연이 있는 사회지도층 인사로서 

MAHA business 확장 운영시기에 도입 예정

<그림 4> MAHA 프로

젝트 최종 결과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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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HA 프로젝트의 첫번째 운영

원래 MAHA는 ① MAHA(My Active & Healthy Aging), The New Gray Project, ② 마하

(摩昰): 헤아리고 바로잡는 것, ③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摩訶般若波羅蜜多心經)에서 산스

크리트어로 ‘위대하다’의 의미, ④ 오스트리아의 과학자 에른스트 마하의 이름을 따 명명된 

Mach number로서 속도의 단위의 의미 등을 가진다. 또한 MAHA 대원이 된다는 것의 의미

와 역사를 기록하기 위하여 Digital Nomad MAHA의 건국신화를 적어가는 ‘마하실록(摩昰實

錄)’도 적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거창한 해석과 의미부여보다도 MAHA는 온갖 것 다하고 노는 명예교수들

의 놀이터가 되기로 하였다. 즉 MAHA Concept은 “① 아무 생각 없이 논다, ② 일하는 척하

면서 논다, ③ 배우는 척하면서 논다”가 된 것이다. 은퇴 이후의 새로운 시대를 긍정적이고 

유머러스하게 만들기 위하여 ‘슬기로운 은퇴생활, 어서와! 은퇴는 처음이지?’로 시작하고 싶

<표 1> MAHA 프로젝트 강의 주제

주 강의 주제

전공필

수

1주 오리엔테이션 및 MAHA clan 되기

2주
인생 1막 에필로그 및 2막 프롤로그: 은퇴 직전 준비, 은퇴 직후 적응 그리고 오랫동안 잘

놀기

3주 건강 챙기기: 디지털 기기로 관리하는 내 건강

4주 재정 챙기기: 돈은 언제나 필요하다

전공선

택

반려음악

(월)

반려자서전쓰기 

(화)

반려건강

(수)

반려동물

(목)

반려미술

(금)

5주
반려음악 

찾기

자서전 쓰기 

강좌 및 실습

디지털 기기/앱/웹을 

활용한 DIY 건강관리

반려견 이해 및 반려견 

보호자와 커뮤니케이션
수묵화 체험

6주
반려음악 

만나기

최종병기, 활! 활개를 

펼치다

반려견 긍정/부정 강화 

훈련
서예 체험 1

7주
반려음악 

하기

태극권, 건강 100세를 

위한 반려운동

반려견과 놀이 및 

스킨십
서예 체험 2

8주
반려음악 

나누기

건강외모관리: 탈모관

리와 피부관리

자신의 반려견과 실습 

및 MAHA 반려동물 커

뮤니티 참여

디지털 

수묵화 체험

전공

세미나
미슐렝 곡주 시음회. Mobile cocktail bar에서 즐기는 전통주 칵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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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은퇴족(隱退, 銀退)이 아니라 금퇴족(禁退, 金退)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왜냐

하면 이 모임의 주인공들은 ① 시간부자, ② 열정부자, ③ 경륜부자인 욜드족(Yold = Young 

Old)이기 때문이다. 즉 MAHA는 은퇴후 ‘프로여가러’들의 놀이터, 배움터, 일터(연착륙을 위

한 가교노동 시기의 케렌시아), 장터, 모임터가 되고자 하였다. 전쟁 같았던 치열한 인생 1막 

후에 다가온 휴가같은 달콤한 인생 2막의 Final Fantasy를 맞이하여 오랫동안 함께 할 

Internet of Companion Things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었다.

1년간 치열하게 데이터를 모으고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실질적인 운영방식을 고민한 결과, 

MAHA는 2020년 7월 7일 프로젝트 최종보고회를 하고, 한 달여간의 대원모집을 통하여 

2020년 9월 9일 16명의 제1기 원정대원으로 발대식을 가지게 되었다. MAHA는 신중년층의 

은퇴전후 relocation & reborn support program으로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처음 

문을 여는 프로그램의 참여자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들로 정하였다. 학교 본부의 지원으로 

나온 연구결과물의 첫 번째 수혜자는 내부 구성원이어야 한다는 의지와, 처음부터 너무 까다

로운(?) 구성원을 모시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팽팽하게 맞섰으나, 연구진은 도전과 모

험 그리고 그에 따라올 탐스러운 과실에 더 큰 의미와 열정을 두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모이게 된 MAHA 원정대(Fellowship of MAHA)는 유명한 영화 시리즈였던 ‘인디

애나 존스 최후의 성전(Last crusade), 레이더스: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Raiders of the Lost 

Ark)’와 ‘반지의 제왕: 반지원정대(Fellowship of the Ring)’ 등의 제목을 패러디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은 정말 도전과 모험의 연속이었다. 2020년을 인류역사상 또 하나의 

대변화의 변곡점으로 만들면서 그 원인을 제공하였던 COVID 19의 재앙적인 도래 때문에 야

심차게 준비하였던 많은 프로그램들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특

히나 건강하고 활기찬 중 ·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의 기치를 내걸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COVID 19이 공격의 대상으로 삼기에 최적인 65세 이상의 소위 말하는 취약층인 연령대의 

대원들이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누구도 해 내기 쉽지 않고 시간도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4차 산업혁명을 가장 빠르게 도입시키는 큰 역할을 하고 말았다는 

COVID 19 덕분에 발대식조차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포문을 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어지는 모든 강좌들이 실제 대원들의 모습과 숨결을 느끼지도 못하는 디지털 세상 속에서 열

릴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MAHA project가 Traditional + Digital을 목표로 하기는 했지만, 이

런 형태로 구현이 될 줄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다. 과연 대원들이 zoom이라는 비대

면 만남에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만남은 가능하기나 한 것일까 하는 두려

움과 우려, 반신반의 속에 MAHA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역시 SNU는 위대했으며, SNU professor emeritus들은 대단했다. 최고의 지식과 지

혜, 경륜을 갖추고 새로운 것에 대한 배움과 탐구의 열정을 가진 대원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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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MAHA 프로젝트 2020년 가을학기 운영 시간표

카테고리 주 주제 강의자 강의장소 일정

전공

필수

MAHA 
clan  
되기

1주
입학식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김정은, 김성희, 허윤

정, 황철용 교수

관정도서관 
Faculty Lounge 
zoom 강좌

2020. 9. 9

2주 건강 챙기기 심원희 간호팀장 zoom 강좌 2020. 9. 16

3주 재정 챙기기 원종훈 부장 zoom 강좌 2020. 9. 23

4주 추석연휴 가을방학 2020. 9. 30

전공

선택

반려음악 
(월요일)

5주
국악 공연장 현황 소개 
악기의 계절 가을, 내 손에 
잡히는 악기 하모니카

허윤정 교수 
이윤석 강사

zoom 강좌 2020. 10. 5

6주 하모니카 강좌
허윤정 교수 
이윤석 강사

zoom 강좌 2020. 10. 12

7주
하모니카 강좌 
만파식적 소개

이윤석 강사 
박재학 교수

zoom 강좌 2020. 10. 19

8주

국악교양강좌: 악기라면 국
악기가 최고, 명인 허윤정이 
들려주는 우리 악기 이야기 
교수 색소폰 동아리 소개 
교수 지음회 소개

허윤정 교수 
박재학 교수 
김정은 교수

zoom 강좌 2020. 10. 26

반려 
자서전 
쓰기 
(화요일)

5주

자서전 쓰기 강좌 및 실습 정대영 대표 zoom 강좌

2020. 10. 6

6주 2020. 10. 13

7주 2020. 10. 20

8주 2020. 10. 27

반려건강 
운동 
(수요일)

5주
디지털 기기/앱/웹을 활용한 
DIY 건강관리

김정은 교수 
이지산 교수

zoom 강좌 2020. 10. 7

6주 최종병기, 활! 활개를 펼치다
조인숙 대표 
신동술 관장

황학정 
zoom 강좌

2020. 10. 14

7주
태극권, 건강 100세를 위한 
반려운동

윤충식 교수 zoom 강좌 2020. 10. 21

8주
건강외모관리: 눈밑지방 재
배치술 및 피부병 관리

김형수 원장 zoom 강좌 2020. 10. 28

반려동물 
(목요일)

5주
반려견 이해 및 반려견 보호

자와 커뮤니케이션

황철용 교수  
이태현/김은주 연구원

zoom 강좌 2020. 10. 8

6주 개교기념일 휴강 2020. 10. 15

7주 반려견 긍정, 부정 강화 훈련 서지형, 김혜민 훈련사 수의과대학 
김인영 강의실

2020. 10. 22

8주 반려견과 놀이 및 스킨십 서지형, 김혜민 훈련사 2020. 10. 29

반려미술 
(금요일)

5주 수묵화 체험 조인호 교수

zoom 강좌

2020. 10.13

6주 서예 체험 1 이승우 강사 2020. 10. 16

7주 서예 체험 2 이승우 강사 2020. 10. 23

8주 디지털 수묵화 체험 김태연 연구원 외부장소 202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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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 19가 급작스럽게 초래한 환경의 변

화가 막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같은 시간

과 공간을 공유해야만 가능할 것 같았던 

반려음악과 반려미술 프로그램조차 zoom

을 이용한 비대면 디지털 강좌로 진행이 가

능하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해 준 기회가 

되기까지 하였다. 물론 준비 과정에는 이 

시대 최대의 역군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온

라인 구매와 배송 시스템이라는 큰 지원군

이 필요하기는 했었다. 또한 카톡과 밴드라

는 SNS 신무기 장착도 역시 큰 힘이 되었

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와 도전의 연속 끝

에 우선 2020년 9월과 10월 2개월간의 전

공필수와 전공선택 과목은 <표 2>와 같이 

운영을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그 후속으로 연속 프로그램 3가

지가 내년 2월 수료식을 종점으로 삼아 현재 진행 중이다. 

첫 번째는 반려건강 프로그램의 결과물인 “반려건강원정대: 미밴드를 활용한 1주일에 3회 

이상 6천보 걷기 챌린지” 프로그램이다. 대원들은 각자 wearable device인 미밴드를 착용하

고 하루의 걸음수, 걸은 거리, 소모 칼로리, 수면시간, 심박수, 체중 등을 자동기록하게 되며, 

그 결과를 대원들 사이에 비교하여 선의경쟁하며 순위를 비교하고 즐겁게 건강한 활동을 하

는 것이다. 이 챌린지 덕분에 서로서로 격려하며 덤으로 관악캠퍼스와 시내의 걷기 좋고 풍

광 좋은 경로까지 알게 되는 보너스도 얻고 있다. 

두 번째는 반려자서전쓰기 프로그램으로서 대원들 각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담담하

고 때로는 희비가 엇갈리는 기억과 추억들을 담아내는 자서전쓰기 활동이다. 감탄이 나올 정

도의 글쓰기 재능을 내비치는 서로의 글에 격려를 아끼지 않고 전문강사의 도움말을 반영하

여 글들을 다듬고 있는 이 과정은 좋은 인생의 회고록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반려음악 프로그램의 결과물로 결성된 “MAHA 브레멘 음악대”의 하모니카 공

연준비이다. 다양한 음악의 소재와 활동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

는 손에 잡히는 악기인 매력적인 악기 하모니카를 배워서 그 행복하고 즐거운 경험과 배움을 

나누고자 하는 목표로 현재 최정상급 하모니카 강사를 모시고 대원들의 들숨, 날숨이 가쁘게 

그리고 기쁘게 휘몰아치고 있다. 

<그림 4> MAHA 반려건강 원정대와 반려자서전쓰기 원

정대 밴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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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AHA 프로젝트의 향후 계획

MAHA라는 조직이 생겨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갔

다. 다시 말하면 지구에 아주 아주 작은 흔적이 될 

MAHA라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한 이

후, MAHA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가 현재 호기심

을 가장 자극하는 질문이다. 연구자로서 교수들은 자

연스럽게 연구의 과정이며 결과물인 MAHA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하여 묘사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고 통

제하여 그 모습을 만들어내고 싶은 욕망을 가지게  

된다. 

2개월 동안 전공필수과목과 전공선택과목을 수강

한 대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운영에 대

한 의견을 정리하였다. 요약하자면 대면과 비대면 강

좌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적절하게 해당 과목에 맞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 맛보기에서 더 나아가서 심화강

좌가 필요하다는 점, 운영을 위한 재원마련과 조직적

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단법인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교수협의회, 평생교육원, 

대학본부의 지원, 고령자 생애교육지원 프로그램 활용과 대기업그룹 문화재단의 고령관련 

장기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지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프로그

램 운영경비를 참여대원이 등록금으로 납부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었다. 끝으로 MAHA 웹사

이트(https://www.mahamembers.com/)에 올려놓은 “MAHA의 초대글”로 향후의 MAHA가 

가야 할 길을 다음과 같이 그려본다.

MAHA, My Active & Healthy Aging, 

적극적이고 건강하게 나이들어가기, 

그 진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MAHA가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아왔으며, 

당신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으며,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었느냐고,

당신은 누구였으며, 당신은 누구냐고…

<그림 4> MAHA 브레멘 음악대 단원 선정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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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A가 이제 당신에게 답을 합니다.

아름다움과 무모함만 있던 젊은 시절의 치열한 터널을 지나온 사람들,

하고 싶은 것들을 한번 더 뒤로 미루고

먹고 싶은 때에 허기를 달래고

자고 싶은 시간에 감기는 눈을 부릅뜨고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 냈던 당신은 꿈꾸는 자입니다.

MAHA는 당신의 두 번째 환생(還生)입니다.

힘은 줄어들고, 팔다리는 처지고, 백발이 얼굴을 스칠 때

세상이 당신에게 이제 쉬러 가라고 너그러운 척 훠이훠이 손짓을 해 줄 때

건강한 삶을…

힘있는 삶을…

그리고 진정한 어른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이제 다시 태어나는 순간,

MAHA가 그 깊고 검푸른 눈을 뜨고 

당신을 부릅니다.

삶의 지혜, 사회적 경험, 권위와 명예처럼 

젊은이들이 가질 수 없는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을 가진 

당신을 부릅니다.

이제 MAHA의 속도에 가장 가까워진 나이

이제 MAHA의 모습에 가장 가까워진 외모

이제 MAHA가 그 큰 날개를 펼쳐 당신을 품고 날아가고자 합니다.

MAHA처럼 가고

MAHA처럼 보고

MAHA처럼 듣고

MAHA처럼 느끼고

MAHA처럼 움직이는 

우리는 MAHA clan입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평화롭게, 멋지게 이 지구에 존재할 수 있는 세대,

언제 이 별을 떠나더라도 뒤돌아 보지 않고 존재의 이동을 할 수 있는 세대,

매일 빛나는 아침을 맞이하는 작은 기쁨을 한 가지씩 품는 세대, 

우리는 MAHA cla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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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별에서 충분히 치열하게 살아 보았기 때문에 언제 떠나도 아쉬울 게 거의 없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다. MAHA의 운명의 수레바퀴는 돌아가기 시작했다. MAHA 덕분에 정신

없이 채웠던 시간들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년에 다시 새로운 MAHA 대원을 모시기 위하여 

“MAHA clan이 될 수 있는 인생템, 지인카드 덕분에” 이벤트를 하기로 작정한다.

2020년 11월 초겨울, MAHA로 시작하고 MAHA로 채우는 은퇴 후의 날들을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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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산업혁명은 우주항공기술의 혁신에서

공과대학 항공우주공학과 명예교수  김승조

I. 들어가는 말

지난 여름 세계 곳곳에서 화성 탐사선 발사가 이어졌었다. 그러면 왜 7월에 화성탐사선 발

사가 몰려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자.

지구에서 화성을 가는 방법은 여러 경로가 있을 수 있다. 최대의 에너지를 써서 화성을 향

해 직접 갈 수도 있겠지만 이는 불가능할 정도로 비효율적이라 비현실적이다. 우선 달은 지

구 주위를 돌고 있으므로 비교적 쉽지만 지구와 화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 때로는 

완전히 반대편에 서로 위치할 수 있어 적절한 시기를 골라 화성으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

일 것이다. 쉽게는 지구와 가장 가까운 거리일 때 가는 것이 최적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델타 브이(delta V), 즉 속도 증분이 가장 적게 필요한 경로가 최적이게 되는 것

이다. 다시 말하면 가장 적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경로를 말하는 것이고 이 최적의 시기를 화

성행 Launch Window라고 한다. 이 최적의 시기는 지구와 화성의 공전궤도를 검토해 볼 때 

대략 2년 2개월(780일) 정도에 한 번씩 오고, 가장 최소의 에너지가 요구되는 시기는 16년에 

한 번씩 온다고 한다. 바로 올해(2020년) 7월부터 9월 사이가 화성으로 가기에 가장 적절한 

Launch Window가 열리기 때문에 화성탐사선 발사가 몰리게 된 것이다.

7월 20일 일본 타네가시마 발사장에서 H-2 로켓으로 UAE의 화성궤도선 HOPE(아랍어로 

알아말)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랐다. 비록 설계, 제작은 미국 대학 연구센터(콜로라도, 아리

조나, Cal 버클리 대학) 들이 수행하고 발사는 일본의 미쓰비시가 했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150여 명의 UAE측 엔지니어들이 참여하여 미래의 우주기술인력을 키우는 성과를 얻었다. 내

년 2월경 화성궤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UAE가 석유기반경제에서 탈출해 지식

기반 경제로 도약한다는 상징적인 사업이지만 2021년이 UAE 독립 50주년을 기념한다는 정

치적인 의미도 있다고 한다. Hope는 무게 1,350kg(500kg 추진제 무게 포함)로 크기는 작은 

자동차만하며 화성궤도선으로 착륙은 하지 않는다. UAE 정부는 이 화성궤도선 개발을 위해 

약 2억 달러 정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7월 23일에는 중국이 개발한 화성 착륙선 Tianwen(天問) 1호가 최근(2014년)에 완공된 중

국 하이난 섬 웬창 발사장에서 창젱 5호 로켓으로 발사되어 성공적으로 화성행 천이궤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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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랐다. 탐사선의 총 무게는 5,000kg으로 궤도선+착륙선과 Rover로 이루어져 있다. 착륙을 

위해 낙하산과 역추진 로켓 그리고 마지막 착지를 위해 에어백을 사용한다고 한다. 궤도선은 

카메라, 자력계, 입자측정기, 레이더 등 13종의 측정기를 탑재하고 있고, Rover는 자장측정

기, 카메라, 레이더 등을 구비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순조로이 화성으로 향하고 있다 한다.

미국 NASA는 화성탐사 Rover인 Perseverance를 현지시간 7월 30일 오전 7시 50분에 플로

리다 미공군 41번 우주발사대에서 ULA(Boeing과 Lockheed Martin 합작사)사의 Atlas 5 로

켓으로 화성행 천이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다. Perseverance는 7개월 정도 후인 내년 2월 

18일경에 화성에 도착할 예정으로 지난번 화성탐사 Rover, Curiosity와 거의 같은 구조로 기

능은 크게 향상되었다고 한다. 이번 탐사에서는 Perseverance에 동승한 1.8kg짜리 무인 헬리

콥터, Ingenuity가 지구가 아닌 행성 대기에서의 최초 비행을 경험할 예정이다.

그러면 최근 들어 왜 조그만 나라인 UAE까지 나서서 우주 탐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가? 바

로 우주기술의 혁신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혁명적인 산업화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가히 제4차 산업혁명 열풍을 맞고 있다. 언론보도, 서점가 서적들, 방송 특집 

등에서 단골 주제로 등장하고 정부 각 부처의 예산들도 대부분 제4차 산업혁명과 뭔가를 연

결해야 빛이 나는 상황이다. 제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第4次産業革

命)이란 용어는 2016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Claus Schwab 회장에 의

해 세상에 회자되기 시작했고 한국 정부가 큰 관심을 보이면서 능동적으로 나서고 언론도 따

르면서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되

었다.

제4차 산업혁명은 한 마디로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의 혁명으로서 해당 산

업기술만의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대대적인 변화도 불가피할 것이

<그림 1> UAE 우주선이 화성궤도로 들어가는 과정과 미국의 Perseverance 화성 착륙 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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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예측이겠다. 이러한 예측 하에 우리 정부로서는 대한민국이 선제적으로 이 혁명의 물결

에 대응케 하기 위한 국민적인 패러다임 체인지를 이끌어 내려는 일종의 구호로 사용하고 있

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럼 말 그대로 4번째의 혁명이라면 다음은 4차 산업혁명이 있으면 앞으로 제5차 산업혁

명도 나타날 터, 5차의 산업적 대변혁은 어느 기술에서 올까?

필자는 바로 항공우주(Aerospace) 기술의 혁신으로부터 올 거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그 산업적인 혁명을 불러올 우주항공분야에서의 혁신적인 기술들은 무엇인지 살

펴보고자 한다.

II. 7대 혁신 기술

1. 자율성이 극대화되고 대형화한 유인드론기술 PAV

자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람들 5~6명을 태울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한 수직 이착륙 가

능한 무인 드론 기술은 궁극적으로 3차원적 교통혁신을 가져올 개인항공기(Personal Aerial 

Vehicle)가 될 것이다. 한국의 현대자동차를 위시한 전세계 대형 자동차회사 대부분은 

UAM(Urban Air Mobility)라는 이름으로 선제적인 연구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에 사는 어머니가 세종시의 딸네 아파트에 손자 돌보러 매일 오갈 수 있는 세월을 상상해 보

자. 영화 “제5원소” 주인공이 모는 택시를 상기해도 되겠다. 20여 년 후에 PAV 생산 대수가 

현재 자동차 수량의 5%만 차지한다고 생각해 보자. 1대의 가격이 지금의 고급 승용차 수준

<그림 2> 도심에서의 이동에 3차원적 항공기

술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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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넘어설 것이므로 그 산업의 크기는 어마어마해질 것이다.

2. 로켓 엔진을 장착한 비행체를 타고 전 지구 어디로나 30~40분 내에 여행

안전하고 강력한 추력의 로켓엔진을 장착한 새로운 비행운반체를 타고 대기권 밖을 날아

간 다음 초속 7~8km(음속의 20배 이상) 비행 후 목적지로 강하 착륙하게 된다. 이미 미국의 

Elon Musk는 상당히 구체적인 설계안을 내어 놓았다. 실제로 구현된다면 서울에서 미국 유

럽이나, 호주 정도의 거리도 당일에 일을 보고 다녀올 수 있지 않을까? 앞에서 말한 PAV 출현

과 함께 교통 기술에 있어 증기기관 발명에 버금가는 혁명이 될 것이다.

3. 대규모 인공위성망을 통한 전 지구의 초연결(Global Hyper-Connectivity) 구현

인공위성의 소형화와 고성능화 그리고 낮아진 발사비용을 통해 수만 대의 위성을 다양한 

궤도에 올려 도심지만이 아니라 도심에서 벗어난 외딴지역, 심산유곡, 사막 등 전세계 어디에

서나 고속의 인터넷 데이터통신을 가능케 하는 또 하나의 큰 변혁이다. 아직도 인터넷 연결

이 불가능한 곳에 살고 있는 전세계에서 40% 이상의 인구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기술혁

신이 될 전망이다. 미국의 SpaceX사는 Starlink 인공위성망 사업에서 자사의 Falcon-9 로켓 

한 번 발사로 250kg의 소형위성 60대씩을 실어 나르면서 2020년 11월 현재 1,000대에 가까

운 통신위성을 550km 높이의 궤도에 올렸고, 미국 북부지역에서는 이미 인터넷 연결 베타서

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이들 베타 시스템의 활용 사례로 산불로 인해 유무선 통신이 두

절된 워싱턴 주의 피해지역과 외진 인디언 마을에 상당한 속도의 인터넷을 제공하고 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다. 올해 연말이면 미국과 캐나다 일부지역은 시험 개통이 시작될 것이라 

한다. 또 다른 관련 벤처기업 OneWeb에는 유럽의 Airbus가 투자했고 경영이 어려워지자 영

국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 지속적으로 통신 위성을 올리기 시작하고 있다. 세계 최고 

<그림 3> 로켓항공기의 이착륙 상상도와 주요 도시간 예상 비행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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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로 알려진 Amazon의 Jeff Bezos도 Kuiper라고 이름 지어진 대규모 인공위성망을 구축

해 Global internet 사업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Aeronet이나 Airborne Wireless Network 등

의 Start-up 신생 기업들은 또 다른 기술적 시도로 지구 상공에 항시 떠있는 수천대의 상용기 

여객기들을 활용해 전지구적 초연결을 시도하고도 있다. 조만간에 태평양 한가운데나 외떨

어진 산간지방 등 전세계 어디를 가도 고속인터넷 연결이 가능하게 되며 이들 인공위성망들

이 완성되었을 시 그 산업적 가치는 1년에 1조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4. 지구궤도의 거대 생산공장화

우주발사 비용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이룰 수 있는 또 하나의 변혁. 지상에서 공해를 유발

하는 많은 공장들,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공장들, 무중력이나 진공상태가 유리한 산업 등이 

공장 구축을 지구궤도에 하게 될 것이다. 정지궤도의 무한정한 태양에너지를 활용하게 되니 

<그림 4> 로켓 상단에 실린 60기의 통신위성과 각각 위성의 커버리지 설명도

<그림 5> 저렴한 발사비용

으로 많은 거대 공장들이 

우주에 건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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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비용이 거의 안 든다. Elon Musk와 Jeff Bezos가 이미 재사용 가능한 초 저렴한 로켓 

개발에 성공하고 있으므로 멀지 않은 시기에 구현되리라 본다.

5. 우주태양광발전을 통한 인류의 에너지 자급 구현

지구궤도(아마도 정지궤도)에 초대형(500톤 이

상) 태양광발전위성을 올려 지구로 24시간 전력

을 무선 송전하는 기술이다. 현재로는 거대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비용이 문제이지만 발사비가 현재

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면 채산성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발사비용 저렴화에 경쟁하고 있

는 선발기업들, Elon Musk의 SpaceX 그리고 

Amazon 회장 Jeff Bezos의 blue Origin 등이 50

회, 100회 이상 재사용 가능한 로켓 엔진 개발을 

통해 조만간에 초 저렴한 발사체를 가능케 할 것

으로 예상된다. 이 우주태양광 발전 체계가 전세

계 전력 수요의 상당부분을 감당하게 되면 엄청

난 크기의 산업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공상과학소설에 묘사되듯이 우주태양광발전을 통해 

인류는 에너지 공급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2018년 전세계 총 전력생산량은 26,700twh 수

준이고 365 × 24 = 8760h로 나누면 평균 3tw 정도의 상시 발전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된다. 

미래에는 전기자동차 등으로 수요가 커진다고 보아 5tw 잡은 후 80% 정도를 우주태양광발

전으로 커버하면 4tw 수준의 발전위성이 필요하게 되어 2gw 발전위성 2000대 정도가 필요

하게 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 정도 시설이 지구정지궤도에 설치되면 전력 판

매액은 1kwh 10센트 정도로 잡으면 2000 × 2,000,000kw × $0.1 × 8760h(1year) = $3.504t

의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일단 전세계 전력 수요의 10% 정도 용량의 발전위

성이 설치되어도 $300B의 시장이 형성된다. 가히 혁명적인 산업과 사회의 변화가 있게 될 것

이다.

6. 행성, 소행성에서 자원 획득 구현

태양을 돌고 있는 행성이나 달, 그리고 일부 소행성 중에는 귀중한 광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2016년 9월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711개의 알려진 소행성에만 대략 

<그림 6> 우주태양광발전 개략적인 설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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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 달러 가치의 광물이 있다고도 한다. 여러 벤처 기업가들에 의해 우주기술을 이용하여 

이들 광물을 캐내어 우주에서 활용하거나 지구로 가져 오려는 사업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금, 은, 백금, 텅스텐 등은 지구로 가져오고, 철, 망간,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 티타늄 등은 우

주에서 각종 부분품 제작이나 우주구조물 건설에 사용하며, 물, 산소 등은 우주인의 생존에 

그리고 수소, 암모니아, 산소 등은 로켓 추진제로 사용하자는 아이디어를 내고들 있다.

7. 일반인의 우주관광 우주여행 가능, 우주정착민 탄생

일반인들이 지구궤도나 달 화성 등으로의 관광 또는 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미 Virgin 

Galactic, Blue Origin 등의 우주기업들이 재사용 가능한 엔진을 이용해서 지상 110Km의 대

<그림 7> 달, 화성, 소행성 등에 부존된 주요 물질들을 활용하는 시대가 온다.

<그림 8> 화성이나 달에 도시가 건설되고 우주궤도에도 안락한 거주지가 건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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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밖으로 올라가 우주를 구경하고 무중력 상태를 경험해 보는 준궤도 우주관광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한편 SpaceX나 Blue Origin 등은 달이나 화성 여행을 목표로 로켓을 개발하

고 있어 멀지 않은 시기에 여러 형태의 우주여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상 열거한 기술들은 앞으로 10년에서 30년 이내에는 거의 구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

며 모두가 다 대형 산업화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판단한다.

이런 혁명적인 미래변화를 감지해서인지 미국의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가 2017년

에 낸 보고서에서는 30년 후 우주산업은 2.7조 달러의 시장으로 폭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

하기도 했다.

•   https://www.cnbc.com/2017/10/31/the-space-industry-will-be-worth-nearly-3-trillion-

in-30-years-bank-of-america-predicts.html

위의 보고서에는 앞에 열거한 7대 기술 분야 중 항공분야와 우주태양광발전 등이 빠져 있

는 것으로 실제 전체 항공우주산업 시장크기는 더욱 커질 수도 있다고 본다.

III. 관련기술 현황과 대한민국의 과제

이러한 엄청난 우주항공시장 구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적절한 추진시스템의 개발일 

것이다. 우선 PAV가 Door-to-Door 이동이 가능하게 되려면 궁극적으로 주택이나 아파트에

서 여러 대가 이착륙 가능하여야 하기에 현재의 헬기형, 제트형, 멀티로터형들은 소음과 후

류의 영향 때문에 많이 사용되기 힘들 것으로 보이고 좀더 안락하고 조용한 수직비행 가능 

추진기관의 개발이 절실하게 필요하리라.

그러나 어쩌면 우주추진 기관 관련 기술혁신은 현재 오히려 더 구현 가능성에 가까이 와 

있다고 본다. 파괴적인 혁신이 이미 우리 옆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발사비용의 낮춤은 이미 SpaceX Falcon 9 로켓이 보여 준 바 있다. SpaceX는 10회 정도까

지는 현재의 항공기 엔진처럼 간단한 검사만으로 재사용 가능하면서 무게 대비 추력이 200

에 가까운 초효율의 Merlin 4 엔진을 이미 상용화해서 로켓의 재사용 기능은 이미 구현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다음 세대 엔진인 액체 Methane과 액체산소를 사용하는 Raptor(210톤급, SpaceX)

와 BE5(250톤급, Blue Origin)의 개발이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로켓 시스템으로

의 개발과 검증만이 남은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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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Raptor 엔진은 그을음이 거의 나지 않는 Methane을 사용할 뿐만이 아니라 로켓엔진 

기술의 꿈이었던 초 고효율의 Full Flow combustion cycle을 구현하여 간단한 점검으로 100

회 정도의 재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현재의 고가의 발사비용으로 인한 산업화의 걸림돌

이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또한 현재에도 Merlin엔진에는 한 기당 제어컴퓨터 3set와 필요 센서들이 설치되어 다른 

엔진과 그리고 전체 로켓의 제어 컴퓨터시스템과 연결되어 안정적인 제어 수행하여 비행 안

전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Raptor 엔진과 이를 장착한 로켓의 안전성은 더욱 높아

질 것으로 예측되어 충분히 사람이 탑승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본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과학탐구, 우주탐사용 로켓이 아니라 항공기 엔진처럼 수송산업의 한 

기반으로서 로켓엔진 산업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우주기술의 거대산업화가 그야

말로 구현되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도 빠른 시간 내에 국제수준의 로켓개발에 매진해야 한다. 현재의 1950년~60년대 

기술 수준의 엔진 개발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 많은 발사시험을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의 

실패를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우선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시험발사 실패를 확대해석해

서 개발관련자들을 벌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개발과정에서의 실패를 벌 주는 분위

기이면 관련자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저급한 개발목표를 세우게 될 것이다.

실패가 두려워 저급하게 세워진 개발 목표로 인해 개발 성공한 기술이 별 가치가 없는데도 

침소봉대해서 과도한 칭찬은 기술진들을 세계적인 발전추세도 모르는 응석받이가 되게 만든

다고 본다.

별 의미 없는 개발성공보다는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행하다가 실패한 것이 차라리 궁

극적인 성공에는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된다고 본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우주기술 혁신을 통한 거대산업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쟁력 있는 

발사체 기술 개발이다. 대한민국이 이 우주기술 산업화의 미래적인 물결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발사체 기술 개발 계획에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당장 우리의 로켓 기술이 최소한 갖추어야 할 기술들을 아래에 언급해 본다.

1.   우선 급선무로 엔진의 추력제어가 가능해져야 한다. 추력제어가 되어야 로켓의 궤도설

계가 유연해고 고급화되며 저비용의 로켓 구현의 시작이 가능해진다.

2.   항공우주시스템의 실제 개발은 무게를 줄이려는 각고의 노력의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뼈를 깎는 노력을 들여서라도 엔진의 무게를 줄이려는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

여야 한다. 적어도 현재의 무게 비 추력을 2배로 높여야 한다.

3.   선진 로켓들은 이제는 전자, 컴퓨터기술이 흡수된 장치로 되어 가고 있다. 엔진과 로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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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에 각종 센서와 컴퓨터를 장착하여 총체적인 제어가 가능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안전하고 효율적인 엔진이 되며 발사 실패율이 제로화될 수 있다.

4.   현대로켓은 재사용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 재사용을 통해서 발사비용을 

10분의 1, 20분의 1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꼭 넘어야 할 산이다. 재사용이 비

교적 쉬운 Methane을 연료로 하는 엔진 개발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5.   로켓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full-flow, staged combustion 엔진으로의 연구 개발이 이

루어지면 좋겠고 적어도 staged combustion cycle 정도는 추구해야 한다.

물론 어느 하나도 쉬운 일은 아니다. 어려우니까 국민세금으로 지원해서 육성하는 것 아닌

가? 우리 대한민국의 정밀기계기술, 전기전자기술, 정보통신기술, 정밀화학기술이 세계 일류 

수준인데 못 할리가 있겠는가? 결국 해 보려는 의지 문제이다.

과학과 기술의 결정적인 차이는 과학은 목표가 낮아도 훨씬 뛰어 넘는 연구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기술개발에 있어서는 한번 낮은 목표를 세우면 절대로 더 우수한 성능의 개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60년대에도 비록 미국이 세계최고의 기술국이었지만 사람을 달로 보내는 기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의 선언 후 8년 만에 사람을 달로 보내는 데 성

공한 것은 결국 “하면 된다.”는 의지 덕분이었던 것이다. 우리 정책입안자, 추진전문가, 추진

기술자들의 분발을 기대해 본다.

여기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1962년 9월 12일 미국 휴스턴 소재 Rice 대학 축구장에서 행한 

“우리는 달로 간다!”라는 연설이 지금 우리에게도 시사적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우주기술의 개발에는 정치적인 요소가 크니까!

We choose to go to the Moon… We choose 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s, not because they are easy, but because they are hard; because that goal 

will serve to organize and measure the best of our energies and skills, because that 

challenge is one that we are willing to accept, one we are unwilling to postp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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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과학대학의 관악캠퍼스로 이전과 발전방안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명예교수  이돈구

I. 들어가면서

농업생명과학대학(농생대)이 2003년 수원에서 서울 관악캠퍼스로 이전하고 17년의 시간

이 흘렀다. 관악캠퍼스에서 모든 동문, 교수, 학생이 함께 농생대 설립 100주년(2006년)과 

110주년(2016년)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마쳤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1980년대부터 그 당시의 교수, 학생 그리고 많은 동문들은 왜 관악캠퍼스로 이전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했는가? 그리고 이전을 시작할 때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이었는가를 

세월에 잊혀지지 않도록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이전 당시 동문, 교수, 학생들은 관악캠퍼스로 이전해야 되는 이유와 문제점을 대부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관악 이전 이후에 근무를 시작한 교수와 직원 그리고 학생

들과 많은 동문들은 이전에 관련하여 어려웠던 여러 사실들과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

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관악 이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대부분 모르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관악이전에 관련된 여러 걸림돌(법적인 규정, 각계각층의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등)을 어떻게 해결하였으며, 도움을 주신 분들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고, 아직도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알려서, 농생대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이전하기 전 농업생명과학대학의 현황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역사는 서울에서 1904년 개교한 농상공학교가 그 시작이다. 1906년 

수원으로 내려온 이후 수원농림학교(1906년 농과, 임학속성과), 수원농림전문학교(1918년), 

수원고등농림학교(1922년)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 후 1945년 해방이 되고 1946년 서울대

학교가 국립대학으로 시작하면서, 수원고등농림학교는 농학과, 임학과, 수의축산학과, 농공

학과, 농화학과, 농경제학과, 농생물학과 등 총 7개 학과체제를 갖춘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으

로 탄생하였다. 이후 잠사학과, 농가정학과, 농교육과가 추가되었고 수의축산학과에서 수의

학과가 분리되어 모두 11개 학과로 발전하였다. 그 후 수의학과는 1976년 수의과대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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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격되었으나 같은 수원캠퍼스에 있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농업부분의 성장을 위한 고급인력 양

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농과대학은 학과를 세분화하여 교육과 연구의 충실화를 도모하

였다. 일부 학과의 전공분리와 새로운 학과가 탄생되어, 14개 학과와 6개 전공 (농학과, 원예

학과, 임학과, 임산가공학과, 축산학과, 농공학과 <농토목전공, 농기계전공>, 농화학과, 농경

제학과, 농생물학과 <식물병리전공, 응용곤충전공>, 잠사학과, 농가정학과, 농교육과 <농업

교육전공, 농촌지도전공>, 식품가공학과, 조경학과)으로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후, 국

내외적으로 생명과학의 교육과 연구가 활발하게 대두되어 1992년도에 대학 명칭이 농과대학

에서 농업생명과학대학(농생대)으로 변경되어 오늘날 주목받는 대학으로 발돋움하게 되 

었다.

수원의 농 ·수의대 캠퍼스(학교 면적 약 30ha, 실험농장 약 15ha, 실험목장 약 15ha, 학술

림 약 25ha)는 평지에 자리잡아 넓고 평화스럽게 보였다. 특히, 1950~60년대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플랜에 의해 여러 교수들이 미네소타대학교와 같은 미국의 유명한 여러 대학교에 가

셔서 석, 박사 과정을 이수하셨고, 4각형 신관건물, 대강당, 상록사, 녹원사 등이 신축되어 훌

<그림 1> 수원 캠퍼스의 농생대 

신관 건물(1960~2002)

<그림 2> 수원 캠퍼스 본부 건물

(1906~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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륭하게 보였다. 그러나 신축된 건물이 부실공사로 하자가 많아 비만 오면 물이 줄줄 새고, 시

멘트가 부스러져 지붕에 올라가 보면 건물이 너무 많이 부식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캠퍼

스 내에 건물이 새로 건축될 때 마다 농생대 대학본부 건물에서 멀리 떨어져 신축되어 난방

과 수도/전기 공급에 있어 손실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수리 및 보

수비를 대학교 본부로부터 지원 받아도 매년 부족하여 일부만 땜질하는 정도였다(그림 1 수

원 캠퍼스의 농생대 신관 건물; 그림 2 수원 캠퍼스 본부 건물).

외부 환경 중에 가장 큰 이슈는 수원전투비행장에서 이, 착륙하는 전투기의 소음(110dBs 

이상)이었다. 전투기의 이, 착륙이 매우 자주 있었고, 이, 착륙 시에는 강의를 할 수 없어서 귀

를 막고, 쉬어야 하므로 강의의 흐름이 끊어지기 일쑤였다. 그래서 수원캠퍼스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교직원들 중, 실제 청각 장애로 시달리는 사례가 많았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수원캠

퍼스와 연건캠퍼스 교직원을 각 100여 명씩 선정하여 청각 테스트하여 비교하였는데, 수원캠

퍼스 근무 교직원의 청각이 통계적으로 매우 나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미세한 소리를 듣지 

못해서 자연히 큰 소리로 대화하는 모습이 많았다.

III. 농생대의 관악캠퍼스로 이전과정의 어려움

서울대학교는 1960년도에 처음으로 서울대학교를 관악캠퍼스로 통합 이전하는 종합화 추

진을 시작하여, 5개년 계획과 6개년 계획을 연이어 발표하다가, 1968년 4월 15일 다시 “서울

대학교 종합화 10개년 계획(1968~1977)”으로 수정하여 국제수준의 대학으로 발전시킨다는 

대통령의 국가시책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1971년부터 1975년까지 대학본부, 대학원, 행정대

학원,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 법대, 경영대, 사범대, 공대가 관악캠퍼스로 이전하였다. 

농생대의 관악캠퍼스로 이전에 관한 논의시작은 1985년 류순호 학장 취임 이후부터로 기

억한다. 주니어교수회(당시 회장 박관화 교수)의 몇몇 교수가 류순호 학장과 캠퍼스 이전을 

논의하였는데, 이 때에 마침 서울대학교 본부에서도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각 단과대학 발전계획의 요청이 있었다.

농생대와 수의대는 1986년 6월에 관악으로 캠퍼스 이전계획(1987~1991년)을 서울대학교 

본부에 제출하였다. 1987년 1월 “서울대학교 발전 장기계획(1987~2001년)”에 수원캠퍼스에 

있는 “농 ·수의대”의 연구 및 교육환경이 앞으로 대학원 중심대학의 운영에는 적합하지 못하

다는 사실이 적시되었다.

따라서 1987년 9월 농과대학 발전기획 추진위원회(오봉국 학장 재임)가 구성되었고, 1988

년에 농 ·수의대 발전 장기계획(1989~2001)을 발표하고 1989년에 농 ·수의대 캠퍼스 이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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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기본계획서를 발간하였다. 이 계획이 서울대학교 캠퍼스 종합화계획에 포함시키도록 본

부에 제출하였으나, 서울대학교 본부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서 제출연도에 따라 이

전 후보지가 다음과 같이 여러 번 바뀌게 되었다. 즉, 1) 1989년도 제출계획은 이전 후보지로 

관악산 입구의 칠성계곡, 2) 1990년은 4.19탑 남쪽 자운암 주변부지, 3) 1992년은 안양소재 

관악수목원 부지, 4) 1994년은 다시 4.19탑 남쪽 자운암 주변부지, 5) 1995년은 차량계 일대 

부지, 6) 1997년도는 후문 수위실 뒤편 국수봉 부지 등으로 변경되었다. 

1988년 농생대 발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989년 민선 학장으로 한인규 교수가 선출

되면서 더욱 활발하게 관악 이전을 추진하여 서울대학교 농학캠퍼스 건설추진위원회와 발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고재군학장이 재임하던 1992년에는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

여, 일부 학과(농경제학과를 필두로, 산림자원학과, 농가정학과, 농업교육과(농촌사회교육전

공), 조경학과)는 관악캠퍼스에 가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관악캠퍼스 본부나 많

은 대학들은 농생대 학생의 관악수업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았다.

농 ·수의대가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려면 법적 근거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여, 

1993년 정창주 학장 취임 후 수도권정비위원회 승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총장께 간곡히 건의

하였고, 서울시 등 각 정부부처를 접촉하여 안건을 상정시키려는 노력을 하였다. 이 때, 김채

윤 당시 대학원장과 자연대 이인규 학장께서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 본부도 농생대와 수의대의 관악캠퍼스 이전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

어 1995년경 관악캠퍼스 내에 우선 “농 ·수의대 기초교육연구동”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예산

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따로 알아보니, 이에 대한 예산은 신청하였으나 예산을 담당하는 재

정경제원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예산이 삭제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마침 이전제

교수와 본인이 함께 재정경제원 예산실 김정국실장을 직접 찾아가서 면담하여 신축예산

(1,250평 4층 건물; 38억 원)이 살아났다. 그러나 문제는 대학본부에서 이 건물의 위치를 정

해주지 않았다. 농생대에서는 신공학관 부근 또는 약학대학 부근으로 신축하여 줄 것을 제안

하였으나 공과대학과 약학대학 모두 반대하여서 위치 선정을 김종운 총장께 위임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위치(그 당시는 제2운동장 남쪽)에 신축이 되어 김호탁 학장이 재임하던 1998년 

5월에 완성하였다. 이 건물이 농생대 학생의 관악강의가 본격화되는 장소 및 강의실의 시발

점이 되었다. 그 당시에는 공간의 일부가 여유가 있어서 국제백신연구소(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IVI)의 요청으로 건물의 일부 사용을 허락해줬으며, 2004년 이후 현재는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National Instrumentation Center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NICEM)이 여기에 자리잡아 농생명과학연구의 지원핵심 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관악 이전의 첫째 걸림돌은 수원시에서 서울시로 올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부의 승인이 필

요한 것이었다. 즉, 수도권 정비위원회(정부 17개 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5명)의 승인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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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당시 서울대학교 선우중호총장, 농생대 고학균 학장 재임시 갖은 노력 끝에 이수

성국무총리의 이해와 협조에 따라 1996년 1월에 농 ·수의대가 수도권정비위원회(위원장 국

무총리 이수성)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의 수도권 정비위원회에서 농 ·수의대가 관악

캠퍼스로 이전할 수 있도록 승인이 되었고, 이전 부지로 농생대와 수의대가 관악캠퍼스 내 

출판부와 체육관 부근에 들어서는 것으로 허락하였다. 그러나 이전부지가 농생대는 후문 수

위실 뒤편 국수봉 일대로, 수의대는 체육관 인근 지역으로 변경하여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다

(1997년 6월). 그 후 건설교통부도 농 ·수의대의 이전을 승인하였다. 따라서 1998년도 이전 

예산을 신청할 수 있었고, 1999년에는 설계에 따라 착공할 수 있는 예산도 70여억 원이 책정

되었다.

두 번째 문제는 어렵게 결정된 농생대의 이전부지인 국수봉 일대를 관악구청과 관악캠퍼

스 교수들(특히, 인문, 사회 대학)이 환경파괴라는 이유로 절대 불가라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

이었다. 또한 농생대 자체 내부에서도 관악캠퍼스로 이전에 대하여 반대 의견도 많았다. 반

대하는 대부분의 교수들은 수원에 정착하시어 오랜동안 사시는 분들이었고, 많은 동문들이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면, 농학의 기본 철학을 잊어버리고 교육과 연구가 진행될 수 없다는 우

려 때문이었다. 농업과학의 기본 철학과 방향이 쉽게 바뀔 수 없다는 생각과 21세기는 BT, 

ICT 등을 활용하여 농업생명과학이 중심이 되어 타 학문과 연계하여 도약되고 발전이 될 수 

있다고 믿으며 이전을 갈망하는 동문, 교수, 학생들이 더 많았기에 결국 관악 이전이 추진되

었다.

IV. 농생대 관악이전 확정과 건물의 착공

1997년 7월에 김호탁 학장 취임 후, 농생대의 관악이전을 반대하는 서명교수를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관악구청장과 관악구의회를 설득하는 노력을 하였고, 국회 및 각 부처를 찾아서 

부탁하였다.

이렇게 난관과 반대로 앞을 예측할 수 없는 1999년 6월에 제16대 학장선거가 있었는데, 4

월인지 5월에 선배 학장님과 교수님께서 본인에게 학장후보로 나올 것을 제안하였다. 본인

은 사양하였고, 이미 두 분의 선배 교수께서 출마준비를 하고 계셨다. 그러나 선배 학장님과 

교수님 그리고 주니어교수들(당시 주니어교수 회장, 박종신 교수)의 적극적인 권유와 지지를 

다시 표하셨다. 그래서 나는 가족과 상의한 후 출마를 결정하였으며, 당선이 되어 7월 27일 

제16대 학장에 취임하였다. 그런데 현안들이 너무나 막중하였고, 특히 ‘관악이전 성사’라는 

임무가 내게 얼마나 부담이 컸는지 생각만 해도 앞이 캄캄하였다. 믿는 것은 나의 하나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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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하고 매달리고 맡기는 심정으로 매일 매일을 지냈다. 취임 후, 교육부 차관부터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많은 분들을 약 2개월간 매일 찾아가 만났다. 외부인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는 언제나 이기준총장님께 알려드렸다. 관악캠퍼스 내부는 인문대와 사회대에서 많은 반대

의견이 있어서 인문대, 사회대의 학과장 회의 또는 전체교수회의에 참석하여 관악캠퍼스로

의 이전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자세한 것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이전. 관악에서 

미래로” 2005, 173-185쪽 참조). 일반적으로 관악캠퍼스 내에서 대학본부를 중심으로 서북쪽 

지역은 인문, 사회계열 대학들이 활용하고, 동남쪽 지역(관악산 방향)은 이공계 계열 대학들

이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국수봉 부근은 인문, 사회계열에서 활용해야하고, 산

림훼손도 심해진다는 것을 이유로 관악구청과 함께 반대했던 것으로 들었다.

1999년 9월 25일 추석연휴기간에 팔레스호텔에서 이기준 총장님과 오찬면담을 하면서 농

생대 이전의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하게 부탁드렸다. 만일 금년 내 착공이 되지 않으면, 우선 

책정된 예산이 없어지고 이전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 저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으시고, 가져간 자료를 모두 받으셨다. 이 총장님께서 “이전할 장소를 왜 캠퍼스 밖인 후문 

수위실 국수봉 부근이냐? 제2운동장(일반적으로 자연대 운동장이라 부르고, 현재 농생대 위

치)으로 다시 설계하여 제출하라”는 말씀을 하셨다. 나는 “제2운동장으로 이전한다면, 자연

대를 비롯하여 다른 대학이 반대할 수 있지 않나요”라고 말씀드리니, 그 문제는 본인이 해결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자연대 학장은 만나서 설명은 하라”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자

연대 이현구 학장을 만나 설명하면서 운동장의 1/2 정도만 사용하겠다고 알려드렸다. 이렇게 

하여 이기준 총장의 부지 변경 제안과 확고한 지원으로 이전의 기틀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나는 곧 바로 우리 농생대 기획실장인 이전제 교수께 이전부지를 제2운동장으로 변경하여 

다시 설계할 것을 부탁하였다. 이 기획실장은 본부 시설관리국 황지현국장과 상의하여 이전

장소를 국수봉 부근에서 제2운동장(현재 농생대 건물위치로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NICEM) 

건물의 북쪽)으로 변경하여 건물에 대한 새로운 설계서를 작성하였다.

<그림 3> 이기준 총장(오른쪽)의 이

전 위치 확약(수원캠퍼스 대형강의

실; 1999.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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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부지가 변경되는 사안이기에 농생대 전체 교수회의 의결을 거쳐야했다. 먼저 원로 교

수님들을 만나 뵙고 설명을 드리니 모두 승낙하여 주셨다. 이후 전체 교수회의를 소집하여 

설명을 하니 몇몇 교수들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원로 교수님들께서 학장의 의견을 믿고 협

조하자고 하셔서 교수회의를 통과하였다. 따라서 대학 본부 시설관리국과 기획실 그리고 우

리 농생대 기획실은 새로운 이전 부지에 대하여 철저히 준비하였고, 10월 22일에는 이기준 

총장님을 수원캠퍼스로 모셔서 전체 농생대 교수들과의 면담자리를 마련하였다(그림 3 이기

준 총장과의 면담). 이 자리에서 몇몇 교수들은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질문하였으나, 총장

의 확고한 의지를 믿고 모두 동의하게 되었다.

서울대 본부에서는 새로운 이전 부지에 신축될 새 설계서를 작성하여 각 부처(교육부, 건

설교통부, 서울시, 관악구청 등)에 보낼 준비를 하였다. 1999년 11월 11일 서울대 기획위원회

에서 농생대 이전 장소를 제2운동장(현재의 위치) 부지로 확정하였고, 농생대 캠퍼스 이전부

지 변경안을 같은 날 오후 총 ·학장회의에서 의결하고 확정하였다. 따라서, 신축 기공식을 

2000년 2월 24일(졸업식 2일전)로 정하고, 기공식에 관련된 모든 실행준비를 하였다. 2000년 

1월 14일에 수도권정비위원회 부의자료(국수봉에서 제2운동장으로의 위치변경 요구)를 교

육부에 접수하였다. 1월 28일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 부의자료(국수봉에서 제2운동장으로의 

위치변경)와 공용건물건축협의 서류를 관악구청에 제출하였다. 2월 23일에는 공용건물(농업

생명과학대학 신축) 건축협의 신청서를 처리하였고, 관악구청 건축협의결과를 고시 통보할 

수 있었다.

각고의 노력 끝에 드디어 2000년 2월 24일(목) 11:30 제2운동장(현재의 위치)에서 농업생

명과학대학 이전 신축 기공식을 갖게 되었다. 15년 만에 성취한 역사적인 순간이며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고충을 보상받는 벅찬 순간이었다(그림 4 농생대 신축 기공식). 본인의 임무는 

착공 후 1년 6개월인 2001년 7월까지 건물의 골조를 완성시키는 것이었고, 기초부터 탄탄하

게 올라가는 새로운 농생대의 보금자리를 제대로 보살피는 일이었다. 그동안 본인과 같이 일

하신 보직교수(김경욱, 김기선, 고희종, 이전제 교수 등), 모든 교수님들과 교직원들 그리고 

학생들의 협조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린다. 특히, 이전제 교수의 헌신적인 노력과 실행에 깊

게 감사한다. 그리고 신축건물의 색깔(벽돌, 상록관, 생명관, 본부 등), 안내의 디자인은 이인

원교수의 소개로 미술대 백명진 교수께서 제안해 주셨으며, 본부에서 2년간 총 ·학장회의 때

마다 옆 자리에서 격려하여 주신 이장무 학장님(후에 서울대 총장 역임)께도 고마움을 표 

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 통과로 관악캠퍼스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

신 이수성 총리와 서울대 선우중호 총장 그리고 현재 위치로 농생대의 이전장소를 확정시키

신 이기준 총장께 깊은 감사를 재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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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농생대의 발전을 위한 컨설팅과 주요 제안

관악캠퍼스로 이전하여 농생대도 연구중심의 대학에 걸맞게 학부제 실시와 연구비 중앙관

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실험농장, 실험목장 및 산림, 식품, 식물병 ·해충관련 실내외 기구의 

자동화와 기계화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까를 고민하였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컨설

팅 회사와 연구소를 접촉해 보니 맥켄지, 부즈알렌 등은 터무니없이 비싸서, 노무라종합연구

소(Nomura Research Institute)와 계약을 하고 2001년 초에 컨설팅 용역을 맡겼다.

약 5개월간의 연구로 2001년 6월 초에 그 결과를 받았으며, 주요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 내에 (가칭) “자연생명공학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연구의 활성화를 한다.

2) 연구부학장을 만들어 연구비를 전담하여 운영한다.

3) 연구 리더교수 중심(knowledge integration)을 구축하고 대학 내 연구원을 확보한다.

4) 농생명과학을 특성화하여 산업형 산-학-관 공동연구 인프라시스템을 정비한다.

5)   연구재원을 획기적으로 확보한다. 이를 위하여 (1) 개별 프로젝트, (2) 연구조합

(research association) 및 민간과 컨소시엄[산업계 수요에 매칭(matching) 가능한 연구

테마를 개발]을 구축한다. 또한 “창업보육센터”를 만들어 실험실 벤처, 현장(실외) 벤처

를 만들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연구비를 확충한다.

이에 따라, 곧바로 “창업보육센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실행에 착수하여, 중소기업청과 

수원시에 신청하여 약 3억 원을 확보하고 실험농장 내에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다. 2003년 8

<그림 4> 농생대 신축 기공식(2000.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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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 관악캠퍼스로 이전한 후에는 수원캠퍼스 농생대 본관 건물과 뒤의 건물을 “창업보육인

큐베이터 센터(현, 농생명과학 창업지원센터)”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노무라연구소는 벤치마킹(benchmarking)할 수 있는 일본과 미국의 대학들을 제안하

여서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검토한 뒤, 농생대는 자체적으로 2000년부터 연구비 중앙관리 시

스템을 준비하였다. 교육체제는 1997년부터, 중간 단계로 학부제를 만들어 일부는 4개 학부

[식물생산과학부(농학과-원예학과), 생물자원공학부(농토목전공-농기계전공-천연섬유학과-

임산공학과), 농생명공학부(식품공학과-동물자원과학과-농화학과-응용곤충학전공-식물병리

학전공-기초농생물학전공), 농경제사회학부(농경제학과-지역사회개발전공)]로, 나머지 산림

자원학과, 농업교육과와 조경학과는 3개 학과로 개편하여 2004년까지 유지하였다. 농가정학

과(1959년 개설)는 1997년 3월 생활과학대학으로 이관하였다. 2005년부터 6개 학부, 즉 식물

생산과학부(작물생산과학, 원예생명공학, 농산업교육학), 산림과학부(산림환경학, 환경재료

과학), 농생명공학부(식품생명공학, 동물생명공학, 응용생명과학, 식물미생물학, 곤충학, 바

이오모듈레이션), 조경 ·지역시스템공학부(조경학, 지역시스템공학), 바이오시스템 ·소재학부

(바이오시스템공학, 바이오소재공학), 농경제사회학부(농업 ·자원경제학, 지역정보)로 운영하

고 있다.

농생대는 실험농장, 실험목장, 학술림, 수목원 등 야외 실험실습장이 필요한 데 관악캠퍼

스 주위에 수목원 이외는 조성할 수 없었다. 그래서 실험농장, 실험목장, 산림묘포장은 서해

안의 넓은 평지에 조성하여 기계화 및 자동화가 가능한 스마트 실습장을 구상하여, 목장에서 

배출되는 모든 배설물과 유기물을 완전히 분해하여 식량작물이나 산림묘목의 생산에 유기질 

비료로 사용하여 친환경농업 순환시스템의 모델을 보여 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컨설팅 당시 나와 우리 집행부의 구상과는 달리, 그 이후에 실험목장 중심의 현장

벤처 및 환경농업단지 조성을 위한 제안이 강원도 평창지역에 서울대-강원도 산학협력의 일

환으로 2003년부터 시작되었다. 2004년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단”이 구성되었

고, 2009년 7월에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기공식을 하였으며, 2014년에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국제농업기술대학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농업생명과학대학 목장)가 설립되

었다. 아쉬운 점은 실험농장과 산림묘포장이 평창캠퍼스에서 배제된 것이다. 앞으로 평창캠

퍼스 내에 스마트 온실을 만들어 채소 등을 생산하는 식물공장을 마련하여 서울대학교의 교

직원 및 학생 식당에 식품재료를 공급할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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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실험농장 및 포장의 이전 설치와 그린캠퍼스 조성

주요 작물인 벼, 보리, 콩 등의 생산, 저장 및 가공을 위해 서해안 새만금 지역이나 화흥지

역에 실험 농장 및 포장을 반드시 모범 “미래첨단농업단지”를 만들기를 희망해 본다. 지금까

지 노력하여왔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최첨단 기계화-자

동화 농업의 실제를 보여 줄 수 있는 농생명과학 실험농장의 미래 모델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 먹거리 생산, 저장, 가공 및 유통은 반드시 우리 자신이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한다.

관악캠퍼스, 평창캠퍼스 그리고 곧 추진되는 시흥캠퍼스, 앞으로 추진할 서해안 지역의 그

린캠퍼스 관리(나무심기, 정원가꾸기 등)는 수원에 있는 서둔캠퍼스 내에 100여 년 전에 심

은 나무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평지인 수원캠퍼스에서 나무들이 이렇게 늠름하게 자라고 

있는 이유는 옛 농과대학 본부 앞에 우람차게 서 있던 100년생 정도의 향나무가 갑자기 고사

하여 뿌리를 파내어 본 결과로 알 수 있었다. 즉, 서둔뻘(본래는 논과 같은 흙으로 추정)에 나

무를 심기 전에 깊이 파서, 자갈 및 큰 돌을 넣어 배수가 잘 되게 하고, 그 위에 숯과 모래를 

깊게 덮은 후, 다시 흙을 쌓아서 넣은 다음에 나무를 심었다. 이에 심은 나무들은 뿌리를 깊

게 뻗을 수 있었고 뿌리가 자갈과 돌을 감싸 자라므로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고 지금도 줄기

와 가지가 하늘을 찌르듯 버티고 있다. 관악캠퍼스와 그 외 캠퍼스에 심은 나무들도 이를 교

훈삼아 보완해서 미세먼지가 없는 숲속의 캠퍼스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램람이다. 아쉽게

도 현재 도시 정원에 조성되어 있는 큰나무들은 원산지에서 뿌리돌림만 하여 철사나 고무줄

로 묶어서 구덩이에 넣어 심고 지주대나 철사로 고정시켜 대부분 오래가지 못하고 고사할 것

으로 생각되어 걱정된다.

산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는 나무, 그곳에 심은 나무 그리고 도시 정원에 심은 나무와 꽃, 풀

은 우리 인간과 같이 살아가야하는 크나큰 자연자원이다. 이 자원이 잘 보전되어야 우리 인

류도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VII. 농생대의 ‘관악에서 미래로’

본인 다음에 류관희 학장이 2001년 7월에 선출되어 2003년 7월까지 모든 건물을 완성하여 

관악캠퍼스에서 가장 아름답고 튼튼한 건물이 되었으며, 2003년 8월과 9월에 이사하였다. 드

디어, 이무하 학장 때인 2003년 9월 23일에 준공식을 갖고 관악캠퍼스 시대로 접어들었다(그

림 5 농업생명과학대학 신축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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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관악캠퍼스로 이전하여, 2005년에 “관악에서 미래로”를 출판하여 관악이전에 관한 

추진과 이전 완성을 알렸다. 2009년 9월에는 “CALS VISION 2015”[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CALS) VISION 2015]을 선포하여 농생대의 발전 계획을 알렸고 실행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는 과거의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미네소타 플랜”을 기억하여 이의 혜

택을 갚아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미국에 갚자는 것이 아니라 제3국인, 아시아(특히, 동

남아시아), 아프리카 또는 라틴아메리카의 어느 나라이든 농학 관련 대학을 택하여 농생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역량강화의 도움을 줘서 동반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까

지 교수 개인이나 학과 차원에서 일부 실시하였고 실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한국국제

협력단(KOICA)이나 그 외 정부 부처와 협력하여, 교육과 연구의 역량강화를 좀더 넓고 깊이 

있게 도와줄 필요가 있다. 농생대의 강점은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NICEM)이 있어서 연구 

장비 활용훈련도 가능하고 기기원의 출범 노하우(Know-How)도 알려줄 수 있다. 따라서 대

학의 많은 교수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를 제안한다.

또한, 오늘날 추세인 인터넷 매체의 활용 확대로 대면 강의나 협력 활동시간과 기회가 적

어지면서 교육의 근본인 자유, 진리와 인성교육을 소홀히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잊지 말아 주

시기를 바란다. 현대사회가 핵가족, 한 자녀 등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협동/협력 또는 봉사와 

나눔을 망각하기 쉽다. 다행히 서울대학교 총장님과 많은 교수님들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

발협력(ODA)과 대학교 역량강화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고무적인데, 앞으로 서울

대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나눔과 실천의 모범을 세워 “서울대학교 글로벌 사회 공

헌”의 성과가 더욱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림 5> 농업생명과학

대학 신축 건물(관악캠

퍼스 200동; 2003년 9월 

23일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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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생명과학 초기 발전과정에 대한 소고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 명예교수  김병동

유전공학 붐이 한창 세계를 풍미하던 1980년대 초반에 한국도 이에 맞춰 여러 가지로 적

응하기에 몸살을 앓던 시절이 있었다. 한국도 1983년 유전공학육성법이 발효됨에 따라 대학

에도 유전공학 교육과 연구를 강화할 근거가 마련되었고, 그 일환으로 서울대 농과대학에도 

유전공학 관련 교수 2자리가 신규로 배정되었다. 농화학과에 분자생물학 담당으로 최양도 

교수, 원예학과에 조직배양과 형질전환 담당으로 김병동 교수가 임용되었다. 예정된 귀국은 

1986년이었으나 미국 대학에서 진행 중인 박사논문 지도와 새로운 DNA 구조에 관한 논문 

발표와 출판 등 요긴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1년 연기되었다. 내가 미국에서 유학, 연구, 교수

로 보낸 17년의 생활을 정리하고, 해외과학자유치 사업의 일환으로 귀국한 것은 1987년 7월

이었다. 어느 정도 각오는 했었지만, 연구실 공간, 연구기자재, 연구비, 대학원생, 유전공학 

관련 과목 신설 등 모두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유전공학에 가장 결정적으로 

필요한 무기는 연구기자재였다. 한 개인 교수의 당면한 연구와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

하였지만, 정부를 상대로 일하다보니 결국 농학계 전체를 위한 문제해결 차원에서 진행되었

다. 국가예산과 학계의 기반시설은 빈약했으나 다행히 시대적으로 국가와 학계의 정책의지

가 있었고 목마른 학자들이 의욕으로 불타오르는 때였으므로 모두가 합심하여 큰일들이 성

사되었다. 대부분의 사업이 아직 없었던 일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였고 다양한 문제들이 종합

적으로 해결되어야 했으므로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었으나 한편 무척 보람도 

있는 일이었다. 30여 년 전 미약하지만 힘들게 추진해야만 했던 그 일들이 뿌리내렸다. 그 후 

발전하고, 변형되고, 한 차원 더 크게 도약한 현재, 초기에 어렵게  일어났으나 시간이 지나 

가려지고 잊힐 수도 있는 일들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어 다행이다. 그 기간에 일어났던 큰일

들은 공식기록으로 남아 있으나 본인이 직접 간접으로 관여했던 개인의 경험담 일부를 기술

해 보고자 한다.

유전공학 과목 강의, 영어 강의

강의 부담은 미국에서보다 월등히 많아서 학기마다 학부 한 과목, 대학원 한 과목씩 맡아



2부  칼럼    247

야 했다. 내가 맡은 원예학과 학부과목은 식물생리학, 식물조직배양학이었다. 대학원 과목은 

분자유전학특론, 세포생물학특론, 유전자조작론, 식물조직배양학특론이었다. 유전공학은 새

로 시작되는 분야였으므로 학과 제한 없이 농생대 소속 대학원생에게 공통과목으로 제공되

었고 수강인원이 평균 40~50명 수준이었다. 이전에는 유전공학 진입을 원하는 소수의 졸업

생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으로 진학하여 석사과정을 마친 후 유학의 길에 오르는 

경로가 수년간 지속되었으나 농대에 유전공학 전담 교수들이 부임하면서 자체 대학원에 다

수가 진학할 수 있게 되어 심한 갈증이 해소되었다.

귀국 직전까지도 학생들은 군사정권에 데모로 맞서고 교수와도 말 못할 긴장감이 흐르던 

시절이어서 강의 도중 질문을 여러 차례 해도 답변하는 학생이 없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새

로운 학문에 대한 열정은 대단해서 한 학기에 두꺼운 영어원서를 독파하고 전체를 대상으로 

출제해도 우수한 답안지를 내는 학생들이 많았다. 세미나 발표를 영어로 독려했고, 그들이 

유학 후 귀국하여 여러 분야에서 실력자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면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였고 문민정부가 세계

화를 추진하면서 다양한 변화가 시도되었다. 서울대학이 1994년 시작한 영어강의에 참여한 

4인 교수 중 한 사람으로 참여하였다(조선일보 1994. 2. 1.). 새 학기 강의 첫 시간에 내 입을 

긴장된 얼굴로 지켜보던 2학년 학부생들이 “레이디스 앤드 젠틀 멘!” 말이 떨어지자 “와” 하

는 탄성으로 반응한 순간이 추억에 새롭다. 서울대가 영어강의를 전면적으로 시작하는 2007

년 ‘대학신문’에서 ‘자하연’ 칼럼에 기고 요청이 있었다. 나는 “영어 강의, 우리말 강의”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다(대학신문 2007. 4. 2.). 한국이 세계화의 길로 들어섰으니 영어 강의는 대

세이고, 어쩌면 개인이 3, 4개 외국어를 구사하는 시대로 진입할 것이다. 한편, 인문사회과학

이나 자연과학이나 자기 언어로 사고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진정한 학문의 발전이 가능할 것

이니 우리말 강의도 소홀히 다루지 말 것을 강조했다. 우리말 강의 주장을 시대착오적 발상

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마틴 루터가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한 일이나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을 발명하여 보급했던 시대적 상황과 그들이 당면했을 저항을 잠시나마 음미한다면 우리말 

강의의 소중함을 이해하고도 남을 것이라는 요지였다. 

농업생물공학 협동과정

당시 대학원생 정원은 매우 제한되어 있어서 매년 한 교수에게 한 명씩도 차례가 가지 않

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기존 학과에서는 생물공학 관련 교과목을 집중하여 수강할 수도 없었

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업생물공학 협동과정을 신설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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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서울대학교 교무처에서 석사 박사 정원을 별도로 허가해 주어서 협동과정 대학원생들을 

받아들여 농업생물공학 교과목을 이수하되 연구지도는 협동과정 참여 교수 각자의 연구실에

서 실행되었고 행정업무는  별도 사무실도 없이 내가 담당했다.

관악캠퍼스로 이전될 즈음에는 생명공학으로 무장된 신임교수들이 해당 학과마다 채용되

기 시작하여 협동과정 의존도는 줄었으나 대학원생 정원의 수요를 채우는 순기능은 지속되

었다. 대학원생 입학정원 한도가 사실상 없어진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농업생물공학 협동

과정은 농업생물정보학 협동과정으로 변신하면서 유전체정보학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

에 부응하게 되었다.

연구실

수원시 서둔동 소재 농과대학에 부임하여 배정받은 1987년 당시 실험실은 100m² 정도로 

실험기자재는 전혀 없이 빈 실험대만 있는 작은 공간이었다. 증류수도 없어서 종로 3가에 가

서 초자기구 증류수기를 만들어왔다. 처음 받은 연구비는 교반기 같은 소형 기구로 소진되었

다. 연구기자재도 물론 전혀 없고 대학원생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실험은 착수할 수도 없었

다. 학기마다 3학점짜리 두 과목을 강의하고, 각종 행정, 회의, 기획회의, 연구비 신청, 학회 

참석과 행사 등등으로 연구에 집중해야 할 시간은 물 흐르듯 새어나갔다. 귀국 당시 급하게 

생각했던 연구내용은 머릿속에서만 맴돌 뿐이었다.

연구기자재

국가 차원에서는 당시 홍릉에 소재한 유전공학연구소와 KAIST가 기반을 갖추고 해외과학

자를 유치하여 한국 유전공학의 정착을 견인하고 있었다. 농촌진흥청에는 농업유전공학연구

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대학에서는 유전공학연구소가 주요 국립대학에 설립되고 

유전공학과, 분자생물학과가 신설되어 신규교수 채용, 시설 확장 등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

었으나, 농학계 대학은 이러한 변화의 큰 흐름에서 빗겨나 있었다. 상황은 미국도 비슷했지

만, 당시 서울대 농대는 벼 육종 성공으로 식량자급을 이룩했고, 채소종자 육종도 발달하여 

종자수출도 하는 자부심이 있었다. 생화학, 유전공학 관련 실험실에 필수적인 연구기자재 일

체는 전량 미국과 일본에서 수입되어야 했고, 이는 외국자본차관사업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

능한 일이었다. 서울대학교 본부에 위치한 관련 대학과 연건동의 의과대학은 이미 차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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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연구기자재가 도입되어 운용되거나 도입 과정에 있었다. 이웃 농진청 산하 연구소들

은 유전공학 전문가도 없으면서 국가예산으로 연구기자재와 건물을 먼저 확보하는 것을 보

며 교육부 소관인 대학은 애간장만 탈 뿐이었다. 귀국 3년 후에도 연구기자재 도입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 나는 결국 앉아서 굶어죽을 수는 없다는 막다른 심경이 되어 직접 발로 뛰기로 

했다. 한인규 학장을 차관사업추진위원장으로 김병동, 김성수, 김수언, 김수일, 최윤재 5인 위

원회가 구성되었다. 각자의 특기를 구사하며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제10차 IBRD 차관사업을 

따내어 전국 국립농학 및 수의학대학에 연구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은 GDP 

상승으로 차관사업 지원 대상에서 졸업하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막차를 탄 것이었다. 갈급한 

열정과 유능한 팀워크에 더하여, 나의 미국 의대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과에서 닦은 연구실 

경험과 교수생활에서 체득한 협상 기술과 추진력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도입된 기자재들이 전국각지 대학에 보급되는 일은 가문 땅에 단비가 될 것은 틀림없으나 

각 학과에 흩어져 나간 기자재들은 연구와 관리의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 눈에 선했다. 최소

한 일정 규모의 고가장비가 종합적으로 구색을 갖추어 운용하는 중앙기기센터의 설립이 필

요했다. 일단 차관목표는 달성했으므로 세계은행에서 나온 담당자를 설득하여 추가 예산으

로 1,230만 달러를 배정받아 만들어진 것이 바로 농업과학공동기기센터(NICEM, 현재의 농

생명과학공동기기원)이다. 첨단 연구기기들이 전국 국립 농수의대에 배분되었다. 이후 증액

된 농업분야 연구비가 힘을 더해 수준 높은 논문 출판이 급증했다. 이에서 배출된 우수한 젊

은이들이 대학원 진학과 유학을 거쳐 농촌진흥청, 연구소, 기업, 대학에 진출한 결과 오늘날 

농업생명과학이 높은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밑거름이 되었다. NICEM은 이후 유능한 지도자

들이 잘 운영한 결과, 교육부 예산 지원으로 연구기자재를 계속 추가 확보하였고, 국제인증

기관 자격을 확보하여 토양 및 수질 환경 평가 사업을 지속하고, 중고등학생 교육 사업, 연구

지원 사업을 하는 등 모범적인 공익사업 기관이 되었다.

차관사업 때문에 과천 종합청사의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에 출입하던 시절에 나는 이웃한 

농림수산부를 방문하여 농생대가 연구기기 도입을 위한 차관사업을 진행하는 정황을 알려주

었다. 이 자리에서, 농학계 고등학교에도 당연히 있는 유리온실이 현대농업의 산실인 서울대 

농과대학에는 전혀 없는 구차한 사정을 얘기하니 바로 납득한 담당관이 이후 적절한 예산 경

로를 통하여 실험용 유리온실 여러 동을 농장에 건설해 주었다. 이 시설은 지금까지도 연구

에 크게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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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연구기자재 도입을 위한 IBRD 차관유치사업을 시작하여 6,000만 불 규모의 차관이 확정

되고, 공동기기센터를 설립하여 한인규 교수가 초대 센터장으로, 내가 초대 기획행정실장이 

되어 틀을 잡는 일에 4년 6개월 동안 많은 시간과 열정이 투입된 만큼 사연도 많았다. 연구기

자재 도입이 확정된 이상 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연구실로 복귀하였다. 내 마음으로는 

많은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불철주야로 뛰면서 진행한다고 생각했으나 연구실에 돌아와 

보니 역시 관심이 소홀했던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관악 교정에 세워진 유전공학연

구소의 운영위원 자격으로 연구실 공간을 배정받아 우수한 대학원생 4명을 파견시킨 일이 

있었다. 그곳 관악교정에도 운영위원회 회의참석으로 정기적 방문은 했으나 실험연구지도에

는 매일 만나지 못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다. 기초연구 진행을 위해서는 분자생

물학과로 옮겨 활동하는 일이 적합했을 것이지만 나의 마음은 농학 분야의 발전에 집중되어 

있었다. 당시 나의 활동 반경은 강의 시간 외에는 광화문 소재 교육부, 과천소재 재무부와 경

제기획원, 그리고 수원 농생대 차관사업추진위원회였다. 회의와 출장이 많았다. 한국과학재

단 연구개발심의위원이 되어 대전 출장도 잦았고, 마감을 맞춰야 하는 연구비 심사업무도 책

임이 무거웠다. 강의를 제외하면 실험실에서 대학원생들과 보내는 시간은 밤 시간밖에 없었

다. 한때 오십견으로 오른쪽 어깨 통증이 심하여 출근 전에 물리치료를 반년 정도 받았고, 주

말 수영, 운전 대신 통근차, 걷기를 늘렸다. 함께 불철주야 노력하던 한인규 위원장도 과로로 

입원 후 당뇨 진단을 받은 후 채식을 늘리는 변화를 겪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관악교정에서 

진행되던 식물 미토콘드리아 DNA 연구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고비

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부득이 휴전에 들어가는 희생이 있었다. 이 연구에 투입되

었던 대학원생들은 결국 진로에 타격을 입었고 나는 그들에게 큰 마음의 부담을 안게 되 

었다.

차관사업이 성사되어 수원의 실험실에 복귀한 후에는 보다 농업적인 연구에 전념하기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내가 귀국할 무렵 미국에서는 인간유전체연구사업이 여러 해 논의되었

다. 일본 주도로 벼유전체사업도 논의되고 있었다. 한국은 이러한 대형 국제연구사업에 참여

할 과학자집단이나 국가 예산이 준비되지 않은 시대였다. 원예학과에 적을 둔 나로서 유전체 

연구를 준비하기에 적합한 대상 작물로 고추를 선정했다. 쌀, 옥수수, 콩, 토마토 등 주요 작

물의 국제협력 사업이 논의되고 있었으나 한국은 경쟁력이 약했다. 한편 고추는 한국에서는 

쌀 다음으로 농가소득이 높았고 종자회사의 품종육성 실력이 좋아 종자 수출이 증가하고 있

었고, 때마침 고추연구회도 결성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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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김영삼 대통령 시대의 세계화 정책에 의한 급격한 경제개방은 외환위기를 초래했다. 뒤따

른 김대중 대통령 시대는 IMF 구제금융 조치에 따라 경제 전 분야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있었다. 다수의 은행과 기업은 물론 5개 주요 종자회사 중 3개가 외국 자본에 매도되었다. 우

루과이 라운드(UR)에 의해 농업도 국제시장에 개방되어 농산물 수입 의무화의 압박을 받게 

되었다. 다가오는 위기에 대응하여 농업분야를 체질개선하기 위한 첨단농업 개발 정책이 추

진되었다. 당시 농업관련 국가 예산은 모두 농촌진흥청이 주관하고 있었고, 대학은 교육부 

산하기관이므로 전혀 힘을 쓰지 못하여 빈곤 상태에 있었다. 그 당시 수백억원 규모의 연구

개발비를 농촌진흥청이 관리하는 작업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첨단농업연구와 

교육을 감당할 주체는 대학이어야 한다는 입장문을 만들어 전국농학계학장협의회가 주도적

으로 움직인 결과 중립적 위치에 있는 농업경제연구원의 산하 기관으로써 농업기술개발센터

(ARPC, 현재 IPET)를 개설하게 되었다. 당시 나는 기획안을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작업을 했

고, 창설된 기관의 생물공학분과 초대 전문위원이 되어 초기에 틀을 잡는 일에 기여했다. 특

히 그 당시 대전 소재 과학재단에 농업분야 연구개발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므로 이

미 정착된 과학재단의 운영체제를 전수하는 역할로 도움을 주었다. 당시 일반적으로 집행되

던 3년짜리 단발성 단독 연구비 체제와는 다르게 ARPC 연구비는 5년짜리 집단연구비 형태

를 채택하여 비교적 큰 연구비로 장기적 연구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여 큰 도움이 

되었다. 이 연구비 특성으로 나는 고추유전자지도 작성 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고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후 과기부-과학재단 지정 우수연구소(SRC) 사업에 선정되는 디딤돌이 

되었다.

교정 이전

내가 귀국한 1987년에는 제3공화국이 막을 내리면서 문민정부 출범을 예고하는 대통령 선

거가 있었고, 88올림픽을 치루면서 엄청난 사회적 변화가 진행되는 시대였다. 대학 총장과 

학장 선출도 직선제로 바뀌었다. 농과대학 명칭도 농업생명과학대학으로 변경되었다.

잠자고 있었던 농과대학의 관악교정 이전 논의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종합대학에서 멀

리 고립되어 있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여론이 농

대와 본교에서 힘을 얻기 시작했다. 수원교정 바로 남쪽에 위치한 수원비행장에서 수시로 떠

오르는 전투기의 폭음은 강의를 중단시키기 일쑤였다. 활주로 연장선상에 위치한 농원예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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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은 건물 표면의 벽돌색 타일들이 여기저기 떨어져나가서 흉물스러워 보였다. 외국인 교수

들이 방문 첫날은 조용하다가 다음날 아침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말하였다, “이 학교는 

버리기로 작정하여 포기한 학교 같다는 인상이 든다.” 관악으로 이전함이 좋은 것은 알지만 

농장실습을 농학교육의 핵심가치로 여기는 학과들은 미온적으로 반응하여 미운털이 박혔다. 

수원비행장의 전투기 소음 때문에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하다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관악이

전 추진위원회가 많은 인사들의 도움을 얻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한 끝에 드디어 2003년 여

름에 관악교정에 지어진 아름다운 대형 단독 건물에 이전이 실현되었다. 관악 이전 이후 농

생대는 전체 서울대의 핵심 가족으로 융합되며 많은 성장을 하였다. 수원에 남은 농장과 목

장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강원도 평창에 캠퍼스 조성사업이 추진

되었고, 현재 국제농업대학원을 포함하여 교육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관악 이전의 준비과정에서 지나간 세대의 이미지와 체제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학부제로 

몇 개씩 학과들을 통합하는 진통이 있었다. 이는 서울대학교도 전체적으로 여러 차례 추진된 

바 있다. 국제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논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SCI에 등재되고 

파급효과(IF)가 높은 학술지에 게재하기를 권장하는 정책이 채택되면서 학술논문의 수준이 

급격히 향상되었다. 신규교수채용에는 이 표준이 강하게 적용되면서 교수와 논문의 수준이 

더욱 높아졌으나 비인기 학문분야는 소외되는 변화를 겪었다.

학회 활동

한국생화학회. 귀국 후 한국생화학회에 가입하여 발표하고 교류하였다. 1988년에는 설악

컨퍼런스가 창설되었다. 설악산 자락에 위치한 플라자 콘도미니엄에서 매년 5월 끝 목금토

요일에 모여 자체개발연구 중심으로 발표하고 토론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 중간 날짜 오후

는 등산, 관광, 휴식을 하면서 대화와 교류를 돈독히 하고 저녁은 신선해물로 회식을 가졌다. 

미국 동부에서 여름 방학 때 열리는 고든 컨퍼런스(Gordon Conference), 서부에서 겨울 방

학 때 열리는 키스톤하이츠 컨퍼런스(Key Stone Heights Conference)와 유사한 구성이었다. 

나는 창립회원으로 참가한 후 10년 개근하였고 중간에 2년 준비위원장도 맡았다. 이 과정에

서 당시 미국에서 추진되는 인간유전체연구사업(Human Genome Project)에 관심을 가진 회

원들이 모여 의논한 결과 유전체연구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한국유전체학회. 나는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린 국제학회에서 인간유전체사업의 공식출범

을 위한 미국정부지원금의 확정이 공표됨을 확인하고, 귀국하여 그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

였다. 연구회는 이후 한국유전체학회로 발전하면서 나는 제3대 학회장을 맡아 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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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분자생물학회. 1989년에는 한국분자생물학회가 창립되었다. 창립회원 중 하나인 나는 

학회지인 Molecules and Cells 창간호에 편집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이후 편집위원장으로 천

거되었는데 이미 한국원예학회지 편집위원장을 맡은 상태여서 중요한 업무를 맡지 못했다. 

이후 학회장 선임의 기회도 있었는데, 그 당시 우수연구센터장으로 연구에 몰두하는 상황이

어서 봉사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

한국원예학회. 원예학과 소속 교수이므로 한국원예학회의 일은 피할 수 없는 주업무가 되

었다. 편집간사로 4년, 총무간사로 4년 봉사했다. 학술논문을 게재하는 학회지를 체질개선 

하는 외에도 국내외 학계소식과 정보소통을 위하여 ‘원예학세계’를 창간했다. 광고도 실었다. 

학회행사에 기기전시 광고료도 받아 재정자립을 이뤄 직원을 채용했다. 교육받은 직원이 학

회지출판과 학회행사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자 교수와 대학원생 조교의 업무가 고

급화 되었다. 세계원예학대회(IHC)가 유럽과 미국에서만 열렸는데, 동양 최초로 1994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자 자극받은 한국도 유치하기로 마음이 모아졌다. 그 준비 실무를 총무간사

인 내가 담당했고, 1998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IHC 이사회에서 준비해 간 영문 자료를 

배포하고 서울 유치를 위한 연설을 하면서 3번의 박수도 받았다. 투표로 다행히 2006년 서울 

개최가 확정되었다. 그 후 실무작업은 많은 유능하고 열정적인 회원들의 힘이 모아져 외국인 

참석비율 최대인 국제행사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우수연구센터

국가차원의 대형 연구사업도 많이 출범되었다. 그 중에서도 우수연구센터(SRC/ERC) 사업

은 당시 정근모 과학재단 이사장이 발의한 사업이다. 대형연구비를 주어 9년간 여러 대학과 

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이 참여하게 하는 대형 공개경쟁 연구사업으로 경쟁이 치열했다. 첫해 

농업분야는 경상대의 조무제 교수의 식물분자생물학센터가 선정되었다. 농생대는 둘째 해

(1990)에 박관화 교수가 주관하는 연구센터가 선정되었으나 나는 귀국 후 자리도 잡히지 않

은 상황이어서 참여하지 못했다. 그 센터는 바로 연구기자재를 확보하고 큰 연구비로 안정적

으로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그 기간에 나는 IBRD 기자재도입차관사업에 몰두

하면서 큰 규모의 성과를 올렸으나 나의 주력 연구는 자리 잡지 못했고 결국 장기 휴면에 들

어가게 되었다. 유전공학연구의 전제조건인 연구기자재 도입이 확정되자 이제는 연구비 부

족이 큰 장애였다. 위에 언급한 첨단농업연구사업(ARPC)에서 처음 받은 연구비(1995~1999)

로 고추유전자지도작성 연구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드디어 SRC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저력

이 축적되었다. 제1차 SRC 사업단의 9년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드디어 선정되었다.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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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출발한 식물분자유전육종연구센터(1999~2008)는 주요작물인 벼와 고추에 집중하여 

DNA를 다루는 첨단 분자유전학과 작물육종과 종자생산을 다루는 고전육종학을 연결하는 

다학제간 융합연구를 추구하여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곧 이어 출범한 프런티어연구사

업에 다른 작물은 옮겨가고 고추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고추유전자지도 작성 연구가 진행되면서 매년 1월 중순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리는 국제식

물동물유전체학회(PAG)에 참석하여 발표하며 교류하기 시작했다. 나 혼자 새로운 정보를 떠

안고 실험실에 돌아와도 학생들에게 그 긴장감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

었다.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회의장 인근에 비교적 저렴한 모텔들이 있음을 알아내어 나의 

호텔 비용을 줄여 다음 해부터는 대학원생 두 명씩 데리고 참석했다. 이렇게 해가 거듭하자 

학생들의 열의와 연구수준은 월등히 좋아졌다. 고추연구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국제가지과식

물유전체사업단(SOL) 구성에 참여 요청이 들어왔다. 나는 미국 워싱턴디씨에서 모인 그 창

립회의에 참석하였고, 제4차 SOL 회의를 한국에 유치하여 2007년 제주시에서 성대한 행사를 

치렀다. 이후 해마다 SOL 국제회의가 개최되었고 토마토유전체사업이 완성되어 2012년 출

판되었다. 그 여세를 몰아 나의 후임인 최도일 교수가 국내자체 능력으로 고추유전체사업을 

완성해 2014년 출판하였다. 고추유전자지도 작성 과정에서 개발된 분자표지가 육종사업에 

활용되어 그 순기능이 확인되자 종자회사에서는 석사, 박사 졸업생을 고용하기 시작하였고, 

한국에 분자육종이 뿌리내려 국제적 경쟁력을 갖기 시작했다. 이 무렵 1997년 11월 국제통화

기금(IMF) 금융위기가 터진 여파로 국내 5대 채소종자회사 중 3개가 외국자본에 인수합병되

는 일도 벌어졌다. 2006년에는 식물분자표지연구회가 창립되어 각종작물 유전체연구의 활용

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우수연구센터 연구참여자가 관여한 창업은 3~4개로

서 이 분야가 건실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우수연구센터가 2008년 종료

되고 내가 2009년 정년퇴임함에 즈음하여 ‘식물유전체육종연구소’가 서울대학교 부설연구소

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정년퇴임과 연구

서울대학교에서 수학하고 모교에 돌아와 교수로 봉직하며 교육 연구 봉사를 한다는 것은 

복 받은 일생이라 생각한다. 보릿고개를 넘기기 힘들던 시절, 가물어 마른 논이 갈라지다가 

늦게라도 비가 오면 학생들이 동원되어 모내기를 도와주던 시절에 농학을 공부했다. 그때 품

은 꿈은 유학하여 첨단과학을 배워 와서 한국농업을 크게 발전시키겠다는 것이었으니 모교

에 돌아와 연구하고 후학을 가르치는 것이 나의 정해진 길이었다. 미국에서 농학박사 학위를 



2부  칼럼    255

받았으나 한국에서는 실험실 연구를 할 여건은 전혀 아니었다. 때를 기다리면서 나는 은사의 

자발적 소개로 의과대학 생화학 분자생물학과에 진출하여 심화연구를 하게 되었고, 때마침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유전공학으로 우여곡절 끝에 방향 전환하면서 한국농업에 접목할 준

비를 해 온 셈이다. 이러한 나의 행보가 한국의 적응기한을 최소한 10년은 단축하지 않았을

까 생각된다.

미국에서 생화학 분자생물학 연구과정에서 나는 농학적 응용연구에 더하여 기초연구에 대

한 간절한 꿈을 또한 키워왔다. 그 꿈은 나를 유전자의 핵심 분자인 DNA에 관하여 새로운 

구조와 기능을 제시하는 길로 인도하였다. 미국과 영국의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했으나 

1985년 미국에서 싸이언스지에 제출한 논문이 출판 거절되었고, 신청한 연구비도 거절되었

다. 지금 되돌아 보아도 초기 단계이어서 미숙한 점이 있었고 당시 세계적 전문가들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제안이었지만 그들은 이 제안의 중요성을 바로 간파했던 것은 분명하다. 실험

적 증명은 그러나 시기상조이었다.

나는 이 새로운 DNA 구조와 기능 연구가 근본적으로 중요하고 장기전이 될 것으로 판단

했고, 고심 끝에 귀국을 결심한 것이었다. 17년 미국의 연구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한 후 내가 

당면한 것은 생화학 기초연구는 차치하고 농업유전공학 실험실 연구와 교육을 기초부터 구

축하는 일이었다. 22년이 지나 정년퇴임을 맞으면서 교육, 연구, 실용 부문에서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타났고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여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휴면에 들어간 기초

연구는 결코 임의로 포기할 내용이 아니므로 퇴임 이후에도 이론연구로라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다. 2009년 정년퇴임이 임박하자 나는 미루었던 미발표 내용들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지원으로 2007년에 영문 총설 논문으로, 2008년에 미루었던 미발표 내용들을 일단 출판하였

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년 공백 기간에 진행된 관련분야 논문들을 섭렵하면서 이 새로운 

DNA 구조 기능 이론이 포기할 내용이 아닐뿐더러 더욱 넓게 적용되어 완성되어야 할 내용임

을 확신하게 되었다. 다만 실험실을 떠났고, 대를 이을 제자가 없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지만, 

외롭고 느린 길이라도 완주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를 받아들여 각오를 다질 수밖에 없었다.

퇴임 후 활동의 단절을 심히 걱정하는 기간을 지나, 내 일생 바쁘게 지내왔는데 일하지 않

고 지내는 것이 어떤 맛인지 경험해 보자 생각하고 다 내려놓으니 마음이 편안했다. 중단되

었던 신앙생활과 등산을 시작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분당교류회를 정기적으로 진행

하면서 학술발표와 의사소통을 하였다. 분당중앙고등학교에 한림석학강연 프로그램을 시작

하였다. 이 사업이 호응이 좋아 주변 고등학교에 번지고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지금도 진행된

다. 노벨화학상 수상자 그럽스 박사의 초청강연은 고등학생들에게 매우 뜨거운 자극과 추억

으로 남았을 것이다. 한림원이 젊은 과학자 중심으로 관심을 맞추면서, 한국시니어과학기술

인협회가 설립되었다. 이때 나는 시니어과협매거진의 편집위원장이 되어 창간호를 만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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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을 집중했다. 서울대 명예교수회보의 편집위원장도 2년차 맡아 중복되는 상황이 되자 

나의 시간활용 우선순위가 심각하게 고민되었다. 업무를 모두 내려놓았다. 딱딱한 학술논문 

읽기와 정리하기에 노력을 집중했다. 새로운 개념을 추가하여 정리한 논문을 2017년 11월 

『사이언스(Science)』 지에 투고하면서 이 분야 저명인사 3인에게도 원고를 보냈으나 묵묵부

답이었고 출판도 거절되었다. 긴 시간  고심 끝에 국내 학회지에 투고했으나 답신이 없었다. 

또 다시 긴 고심 끝에 한글 논문으로 다시 작성 제출하여 학회소식지에 2019년에 논단으로 

출판되었다. 현장연구에 바로 적용되기는 어렵지만 우선 새로운 개념이 바로 잡혀야 제대로 

된 연구를 설계할 수 있으므로 많은 젊은 과학자가 이해하여 시도해 보기를 기대한다. 연구

비와 시설이 없어서 연구 못한다는 말은 이제 할 수 없는 한국이 되었다. 이제는 연구 자체를 

처음부터 원천 과학 기술을 개발하고 조직적으로 융합 장려하는 시대에 진입할 것을 기대 

한다.

미래의 생명과학

느림의 미학을 나는 체험한다. 등산 중에 보이는 나무와 꽃들에서도 심오한 생명의 설계원

리를 간파한다. 몇 해 전까지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개념인데 한번 마음에 자리 잡히니 더

욱 확연해진다. 동서고금의 위인들이 미완성으로 남겼던 개념들도 이제 눈에 들어와서 연결

되고 종합된다. 그러니 이제 시작이다. 생명현상을 새로운 생명과학 수준에서 해석하여 정리

하려면 집중된 노력과 이에 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후대에 제대로 전달되어야 한

다.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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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M
농생명과학 교육과 연구의 혁신 기반을 구축하다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공학부 명예교수  박은우

정확한 숫자를 세어 보지 않았지만 우리 서울대학교에는 100개가 넘는 연구시설과 부속시

설이 존재할 것이다. 서울대 역사 속에서 생겼다 없어진 기관까지 따지면 아마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모든 학내 기관들이 설립 당시에는 뚜렷한 목적과 목표를 갖고 만들어지겠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재정과 전임인력 확보가 어려워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거나 종국에

는 폐쇄되기까지 한다. 이 글의 주제인 NICEM(National Instrumentation Center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도 학내 부속기관 중 하나로 다른 기관

과 다름없이 설립과정과 운영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성공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필자는 NICEM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10년(1991년, 차관사업 제안

서 작성; 1994~1996년, 행정기획부장; 1996~2003년, 소장) 넘게 일을 한 사람으로서 지난 일

에 대한 자료와 기억을 공유하고자 한다. 대학부속기관으로서 NICEM은 성공 사례이다. 

NICEM 설립과정과 운영에 대한 이 글이 대학부속시설 운영의 혁신전략을 수립하는 데 조금

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I. NICEM 설립과 발전 과정

1. 제10차 IBRD 교육차관사업 기획과 NICEM 탄생(1990~1992년)

1990년대가 시작되면서 사회 모든 분야가 다가오는 새로운 밀레니엄에 대한 기대와 함께 

앞으로 벌어질 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산해지기 시작하였다. 농학 분야에서도 주변 변화

에 대한 위기감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농업과학 교육과 연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였다. 특히 당시 대학의 실험실습기자재는 1969년부터 시작된 교육차관사업을 통하여 

주로 확보되었는데 농학계 대학에 대한 투자는 1990년까지 투자된 전체 교육차관금액의 약 

6% 수준인 4,700만 불에 불과하였다. 이 금액은 공학, 자연과학, 의학 분야에 비하여 절대적

으로 적은 것임은 물론이고 농학계 대학의 학생 수나 학과 수의 10% 정도에 불과한 수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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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차관배정 비율(11%)보다 적은 것이었다. 당시 농학계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여건은 사

실상 빈사상태였다. 그나마 당시 보유하고 있던 실험실습기자재의 대부분이 이미 오래 전에 

도입된 것들로 고장 또는 노후되어 농학계 대학에서 21세기를 대비한 첨단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기란 불가능한 형편이었다.

빈사상태에 빠진 농학계 대학의 교육과 연구 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당시 농생대 학장

(1989~1991년)이었던 한인규 교수를 중심으로 농생대 김병동, 김성수, 김수일, 최윤재 교수

들이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수개월 간의 노력이 

모아져 1991년 3월에 ‘농업과학 및 수의학분야 신규 교육차관사업 타당성 조사연구보고서’

를 교육부에 제출하였고, 1992년 8월에 ‘1992 IBRD Environmental Management Education 

and Research Project’라는 제목으로 총 430쪽에 달하는 차관사업계획서를 세계은행에 제출

하였다. 마지막 영문판 계획서 작성할 때는 고재군 농생대 학장(1991~1993년)의 지시로 문태

화, 박은우, 이준호, 윤여창, 정주상 교수도 이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들을 근거

로 하여 IBRD 차관 확보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는데 초기에는 세계은행과 우리 정부로부

터 부정적인 반응을 받았으나 우여곡절 끝에 1993년 6월 30일에 이르러 총 6,000만 불에 달

하는 제10차 IBRD 환경교육연구차관(LN3612-KO)을 정부와 세계은행 간에 체결하게 되었

다. 이 과정에서 차관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기기센터인 NICEM을 서울대 농

생대에 설치하여 총 1,230만 불의 차관을 배정하는 것이 차관협정문에 명시되었다. 나머지 

4,770만 불은 서울대 농생대를 비롯하여 전국 14개 국립 농 ·수의학계 대학에 연구기자재 구

매자금으로 배정되었다(표 1). 한편 서울대에서는 1992년 11월 25일에 학장회의에서 NICEM 

설립안이 통과되어 서울대학교 규칙 제 895호로 공고되었다. NICEM의 국문 명칭은 교내외

에서 많은 논란을 거친 끝에 영문 명칭의 뜻과 차이가 있으나 ’농업과학공동기기센터‘로 정

하였다.

<표 1> 제 10차 IBRD 환경교육연구차관사업(LN3612-KO) 자금배정 내역

구분 용도 금액 (US$) 수행기관

Part A (1): NICEM 연구장비 구입 10,700,000 NICEM

Part A (2): NICEM 도서 구입 100,000 NICEM

Part C (1): Institutional strengthening and 

overseas training program
해외파견 교육훈련 1,500,000 NICEM

Part B: 전국 국립 농 ·수의학계 대학 

          (a) 농학계 대학

          (b) 수의과 대학

연구장비 구입 34,700,000

13,000,000

각 대학교

총  계 6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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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목적

NICEM은 농업 ·환경 ·생명 과학분야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

국단위 공동연구지원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설립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 고가의 연구기기

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손쉽게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농업 ·환경 ·생명 과학분야의 교육과 연구 수준을 선진화시킨다. 셋째, 대학원생 

등 학문 후속 세대의 첨단 연구기기 활용 능력을 배양시킨다. 넷째, 농업 ·환경 ·생명 과학 분

야에 있어서 산 ·학 ·연 협력연구를 활성화시킨다.

3. 발전과정

1) 기반구축 단계(1992~1998년)

이 기간은 NICEM이 설립되고, 제10차 IBRD 환경교육연구차관 사업이 수행된 시기이다. 

NICEM의 공식적인 설립일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NICEM의 설립안이 서울대학교 학장

회의에서 통과된 1992년 11월 25일이다. 이때는 아직 제10차 IBRD 교육차관이 공식적으로 

체결되기 전이었으므로 초대 소장(1992~1994)인 한인규 교수와 당시 운영팀(이돈구, 김경욱, 

김수언 교수)은 차관사업을 공식적으로 확정짓고, 차관자금의 배분, NICEM 사업의 개념 확

립 및 조직 구성, 차관기자재 구매 기본계획 작성, 소요 공간 확보 등 기구설립과 운영에 필

요한 많은 기반 업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향후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NICEM의 법정화와 

독립 건물 신축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참고로 1993년 5월에 발간된 

‘농업과학공동기기센터소식지’ 제1호의 기록에 따르면 IBRD 차관사업을 확보하기 위해 

1990년 8월부터 3년간 115회의 추진팀 내부회의가 있었고, 총 9종에 이르는 3,000여 페이지

의 국 ·영문 보고서(또는 자료집)를 작성하였다. 또한 교육부, 재무부, 경제기획원, 농림수산

부 등 정부부처와 국회를 총 95회 방문하였으며, 전국 국립농학계대학장협의회와 지방 국립

대 농과대학을 16회, 서울대 대학본부를 8회, 미국 워싱턴 소재 IBRD를 4회 방문하였다. 이

러한 기록은 당시 농생대의 연구와 교육 여건 혁신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절실했던 가를 나

타낸 것으로 앞서 언급한 당시 사업추진팀 및 초대 NICEM 운영팀의 헌신적인 노고를 높이 

평가해야 한다.

그토록 갈망하던 차관사업이 확정되었으나 NICEM을 서울대에 설치하는 것과 대학간 차

관자금 배분 방법에 대한 지방대학들과 서울대 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하였다. 또한 농생대 

내에서도 NICEM의 운영방법과 기기실 공간 확보, 구매 기기 선정 등에 있어서 교수들 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이 교내외의 많은 논란 때문에 이미 1,230만 불의 차관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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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M에 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4년 말까지 연구기기 구매 업무가 전혀 추진되지 못

하였다. 당시 농생대의 관악캠퍼스 이전 사업과 맞물려 차관기기를 설치할 독립 건물 신축은 

불가능하였고, 일단 수원에 위치한 농생대 캠퍼스의 6동 대형강의실인 333호실 125평을 우

선 기기실로 개조하기로 하고 1994년 9월 26일에 보수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1993년에 차관사업이 시작된 지 1년 반 이상이 지났건만 NICEM의 연구기기 구매

가 단 한 건도 추진되지 못하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1994년 12월 12일 세계은행으로부

터 NICEM 사업 중단(suspension)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는 팩스가 온 것이다. 이 팩스는 기

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국고과에도 보내졌다. 이 사건은 당시 농생대 집행부와 교수들을 

크게 당황하게 만들었다. 꿈에도 그리던 첨단 연구장비를 확보하는데 쓰일 1,230만 불이 하

루아침에 날아갈 순간이었다. 마침 한인규 소장의 2년 임기가 끝나고 있어 결자해지(結者解

之)를 위해 연임이 거론되기도 했고, 골치 아픈 문제를 떠맡을 것이라고 교수들이 NICEM 소

장 보직을 회피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다. 결국 정창주 학장(1993~1995)은 당시 교무부학

장인 이돈구 교수를 NICEM 소장으로 겸임을 시켰다. 추측컨대 집행부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학장의 의지였던 것 같다. 1994년 12월 14일에 제 2대 소장(1994~1996년)으로 

취임한 이돈구 교수는 새로운 운영팀(박은우, 박영환, 노상하, 이학래, 김성일 교수)을 구성

하고, 세계은행의 NICEM 사업 중단 경고는 물론 누적된 학내외 갈등과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를 하며 기관발전의 기반을 다졌다. 세계은행에도 직접 방문하여 NICEM 사업

에 대한 상황설명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사업중단 문제를 해결하였다.

1995년에 들어서자 차관기자재 구매와 설치가 원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고, 1996년부터

는 설치된 기자재가 연구에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늘어나는 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기기

실 공간의 확장이 급속히 진행되었다. 1995년 3월 25일에는 농생대의 중앙분석실과 전자현

미경실을 흡수 통합하였으며, 그밖에 농생대 캠퍼스의 4동, 6동, 18동의 다수 강의실 및 실험

실과 부속 농장의 농기구 창고 건물의 일부를 기기실로 확충하였다. 또한 차관사업에 포함된 

농수의학계 교수들의 해외파견 및 전문가초청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어 수혜자가 급격히 늘

기 시작하였다. 한편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사업에 NICEM이 주관하는 대학 간 공동연

구지원사업이 만들어져 1995년부터 전국 10개 대학교 소속 18명 교수들로 구성된 대학 간 

공동연구팀이 전국 규모의 농업환경과학분야 연구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1998년까지 

총 617백만 원이 지원되었다. 이 대학 간 공동연구지원사업과 차관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해외파견훈련사업은 전국적인 연구지원기관으로서 NICEM의 역할에 대한 타 대학교 교수들

의 인식을 호전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NICEM의 법정화 추진은 기관의 위상 정립과 안정적 발전에 중요한 고비였다. 당시 교육

부는 이미 수년간 대학부설기관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법정화를 정책적으로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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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NICEM은 설립 초기부터 법정화 추진을 시도하였으나 3차례에 걸쳐 좌절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4번째 시도 만에 1996년 3월 1일자로 서울대학교 설치령 개정령(대통령령 제 

14923호)에 의거 농생대 부속 법정 연구지원기관으로 승격되었다. 법정기관으로서의 승격은 

1998년부터 국고 운영예산은 물론 2000년부터 고가 연구기자재 확충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

원 받게 하는 법적 근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돈구 소장의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를 비롯한 정부 요소요소의 막강한 인적네트워크가 힘을 발휘한 성과였다. 당시 국무총리였

던 이수성 전 서울대총장의 도움도 컸다. 덕분에 NICEM은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갖추고 운

영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었다. 이돈구 소장은 NICEM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등 성공적으

로 임기를 마치고, 1996년 12월 14일에 이 글의 필자가 제3대 소장에 취임하였다. 필자는 이

때부터 2003년 8월 7일까지 3~6대 소장 직을 연임을 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고희종, 박종

신, 조성인, 정철영, 김정한, 한재용, 이중용, 가종억, 장진성, 권오상 교수들이 운영팀으로 어

려운 일을 담당해주었다. 결과적으로 1991년 연초에 차관사업 영문 제안서를 쓰기 시작하면

서 시작된 NICEM과의 직접적인 인연이 2003년까지 필자의 35년 서울대 교수 인생의 3분의 

1일 차지하게 되었다.

1997년부터는 모든 차관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향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일

들을 추진할 수 있었다. 우선 전임직원 수가 1996년에 7명에서 1997년에 15명으로 대폭 증가

되었고, 고급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NICEM을 병역특례기관으로 지정 받았다. 획기적인 일

로는 전국단위 공동기기센터로서 1998년부터 교육부의 국고 운영비를 지원 받기 시작하였

다. 당시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비록 적은 금액이었지만 새로운 예산을 만들어 낸 것은 기

적적인 일이었다. 더구나 1998년에 6천5백만 원이었던 것이 매년 2~3배로 증액되어 2002년

에는 약 5억2천만 원으로 증액되어 안정적인 기관운영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또한 1998

년 11월에 NICEM이 공인된 토양오염분석 전문기관으로 환경부의 지정을 받았다. 토양학분

야 원로이신 류순호 교수의 ‘향후 토양오염 관련 법규가 강화되면 토양오염분석에 대한 요구

가 증가할 것’이라는 조언에 따라 추진한 성과였다. 토양오염분석 전문기관으로서의 활동은 

토양환경분야에 적극적으로 기여함과 동시에 재정적 자생력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류순호 교수의 시의적절한 조언과 훌륭한 인재(이상모, 이군택) 추천이 없었다면 

NICEM이 현재와 같이 성공적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상모 박사와 이군택 박사

는 현재까지 20년 동안 NICEM이 자체 고용한 핵심인력으로 근무하며 NICEM의 발전을 견

인하고 있다. 한편 1997년 6월에 교육부의 요구로 서울대를 제외한 국립대학교 농학계 교수

를 대상으로 NICEM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고맙게도 설문답변자

의 90% 이상이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고, 이 결과는 1998년부터 기관운영비 국고예산을 받는

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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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에 제10차 IBRD 환경연구교육차관 사업이 종결되면서 예상되는 차관집행 잔여금 

90만 불을 추가로 배정 받아 기자재 구입자금으로 활용하였다. IMF 관리체계 하에서 환율이 

크게 높아져 막상 차관사업이 종결된 후 집행 잔액이 예상 보다 크게 줄었다. 교육부는 과다 

집행된 금액을 서울대가 책임지라고 했고, 이 일로 인해 당시 이기준 총장은 필자에게 심한 

질책을 했었다. 하지만 타 국립대학이 쓰지 못한 10억 원 규모의 차관자금을 서울대로 가져

온 것에 대해 필자는 칭찬을 받을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한편 1998년부터 시작된 한국과학재

단의 고가첨단연구기기 운영지원사업은 전임인력 확보와 보유 연구기기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다.

2) 기능활성화 및 재정적 자생력 강화 단계(1999~2002년)

이 기간은 NICEM의 설립목적에 부응하는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재정적 자생력 강화를 위

한 기반 확보 단계이다. 2001년에는 연 운영예산이 10억 원 규모에 달하고, 전임 직원이 20명 

이상이 근무하며, 연 6,000명 이상의 사용자가 기기를 이용하는 큰 기관으로 NICEM이 성장

하였다. NICEM의 운영규모가 매년 급격히 커지고 있었으므로 2000년 말에 이르러서는 모든 

업무와 인력관리의 원칙과 방법을 명문화시킨 세부규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따라서 당시 

행정기획부장이었던 이중용 교수가 주도하여 약 8개월에 걸친 연구와 토론 끝에 99쪽에 이

르는 ‘NICEM 운영규정’을 만들어 2001년 11월에 확정지었다. 이 운영규정은 첨단 연구기기

를 갖춘 신뢰받는 기기지원기관으로 발전하고, 모든 기기관리 및 행정업무 등에 있어서 

Good Laboratory Practice(GLP) 인증기관으로 발전하며,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농업 ·환경 ·

생명 과학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전임직원들이 자기발전을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직장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센터운영규정에는 전임직원들의 근

무평가 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매년 개인별 연봉수준 결정에 객관적 근거로 활용되 

었다.

한편 2002년부터 석사급 이상의 전임인력은 계약직 서울대 직원으로서 총장발령을 받게 

됨으로써 계약직 전임인력을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의 직급으로 구분

하고, 직급에 따른 업무분장을 하였다. 전임인력들의 직급 체계 도입과 근무평가 기준 설정

으로 효과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해졌고, 직원들에게 NICEM이 자기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직

장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었다. 정밀한 운영규정을 확립하고 규정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NICEM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게 되었다. 이 자리를 빌려 운영규정 개발에 심혈을 기울인 이

중용 교수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또한 다행스러운 일은 제10차 IBRD 차관사업은 종결되었지만 NICEM의 첨단 연구기자재

를 보완 또는 신규 구매를 매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이 마련된 것이다. 우선 자연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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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던 제11차 IBRD 교육차관(LN3612-KO)의 집행잔여금 63만 불

을 1999년 11월 23일에 배정 받아 당시로서는 국내 최첨단 Multiphoton Laser Confocal 

System을 비롯하여 몇 가지 첨단 연구기기를 업그레이드 또는 보완시킬 수 있었다. 2000년

부터는 전국단위 공동실험실습관으로서 매년 10~12억 원 규모의 기자재 확충사업비를 교육

부로부터 지원받게 되었다. NICEM의 국고 기자재 확충사업비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하

지만 서울대 법인화 이후 법인출연금 속에 포함되어 소위 ‘예산 꼬리표’가 사라졌고, 2017년 

이후 대학본부로부터 NICEM에 지원되는 기자재확충사업예산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는 전

국규모의 공동기기원으로서 NICEM이 쌓아온 역할을 포기하고 국내 최고 고등교육기관으로

서의 서울대 위상을 크게 위협하는 것임을 대학본부가 직시해야 한다.

대학본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가 기자재확충사업비 예산확보 과정에 대한 필자의 기억

을 기술한다. NICEM은 지속적으로 보유장비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공동기기원으로서 그 기

능을 유지할 수 있다. 보유장비가 고장 나지 않더라도 노후화되면 사용자들은 당연히 새로운 

첨단기기를 찾아가게 된다. 즉 보유장비의 첨단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NICEM은 순식간에 공

동기기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위험을 진작에 인지하고 NICEM은 제

10차 IBRD 차관사업이 끝나는 1998년 이후 기자재 확충에 필요한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노

력을 일찍 시작하였다. 당시 교육부는 8개 지방 국립대에 공동실험실습관(공실관)을 설립하

고 매년 60억 원을 장비구입비로 지원하고 있었다. 필자는 이 공동실험실습관 지원사업에 

NICEM을 포함시키는 것만이 지속적인 기자재 확충 예산을 확보하는 길이라 생각했다. 그러

나 지방 국립대 공실관장들이 자기네 몫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서울대가 들어오는 것을 극구 

반대하였다. 지방 국립대 공실관 장비지원예산을 대폭 증액시키지 않고는 NICEM이 이 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결국 필자는 일 년 이상 지방 국립대 공실관 지원

예산 증액을 위해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담당자들을 수차례 찾아가 공실관의 현황과 발전 전

략, 그리고 NICEM이 공실관에 포함되어야 할 이유를 설명하였다. 다행히 담당 공무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국립대 공실관 기자재확충 예산이 1999년 60억 원에서 2000

년 120억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다. 그러자 지방 국립대 공실관장들이 서울대가 국립대 공실

관 지원사업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게 되었고, 2000년에 교육부로부터 12억 원이 

조금 넘는 기자재확충예산을 지원받게 되었다. 이 후 매년 비슷한 규모의 기자재확충예산이 

지원되었다. 2000년부터 기자재 확충예산이 정부로부터 안정적으로 지원되면서 NICEM은 

보유 연구장비의 첨단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 과정에서 기초과학공

동기기원도 덩달아 비슷한 규모의 예산지원을 받게 되어 기자재 확충의 어려움을 덜게 되었

다. 당시 기초과학공동기기원은 지속적인 기자재 확충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전에 위치

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소속 서울대분원으로 기관전환을 시키는 방안을 모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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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2000년에 들어와서는 보유 연구기기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NICEM의 위상과 기기사

용료 수익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첫째, 

연구기기 사용자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를 창출하는 공동기기센터를 추

구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연구기기 제작 및 판매 회사와 협력하여 매년 30~50여 회에 걸

친 첨단기기 연수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였다. 이는 전국의 연구자들에게 첨단 

연구기기를 활용하여 본인들의 연구역량을 증폭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당시 일 년 

내내 거의 매주 개최되는 행사를 위해 공부하고 준비한 NICEM 직원들의 엄청난 노고에 대

해 지금도 감사할 따름이다. 한 가지 특기할 사항으로 중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의 농생명과

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도 NICEM이 기여한 바가 크다. 1999년 당시 생명공학에 대

한 중고등학생들의 관심이 이미 대단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의 실습 시설과 장비

는 미흡하고, 대부분의 과학교사들도 생명공학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또한 

중고등학생과 교사들이 농생대와 농생명과학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농생대는 우수한 

신입생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NICEM은 우선 과학교사들을 위

한 ‘생명공학 체험학습과정’을 2002년에 개설하여 4박 5일 동안 무료 교육을 제공하여 큰 호

응을 받았다. 과학교사를 위한 교육과정은 두 차례 진행되었다. 그 후 수강 교사들의 조언을 

받아 중고등학생을 대상 개설한 유료 교육프로그램이 소위 ‘대박’을 쳤다. 이 과정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 수강생 숫자 제한 때문에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면 순식간에 접수가 완료된

다고 한다. 대학의 실험실습기자재가 초중고 학생 교육에 활용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 필

자가 농생대 학장시절 당시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농생대를 방문하여 중학생들이 NICEM에

서 교육을 받는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한 적이 있다. 그 후 교육부 공무원들이 대학의 시설과 

장비 활용 실태 견학을 위해 단체로 NICEM을 견학하기도 하였다.

둘째, 적극적인 수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NICEM 내부에 사업단을 설치하기 시작하였

다. 첫 번째 사업단으로 설치된 토양오염분석사업단은 1998년에 환경부로부터 토양오염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을 근거로 2000년 11월에 설치되었다. 이로써 토양오염도검사, 

토양오염정밀조사, 토양환경평가, 위탁토양분석 등의 용역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보유 기기의 

활용도를 높이고, 용역사업 수익을 올리게 되었다. 이 사업을 통한 수익은 기기사용료로 집

계되어 2001년 이후 매년 자체수입 총액의 약 40~50%를 차지하여 재정적 자생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오늘날 NICEM은 국내 최고의 토양오염분석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2004년부터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NICEM이 ISO/TC190 ‘Soil Quality’ 간사기관으

로 지정받아 토양과 관련된 국제 기준과 제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제적인 활동도 

하고 있다. 토양오염분석사업단의 성공적인 정착에 힘입어 NICEM은 유전체분석사업단,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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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환경과학교육사업단을 이어 설치하였고, 그 후 사업단들을 확대 발전시켜 2020년 현재 

총 9개 센터(토양오염분석센터, 먹는물분석센터, 유전체분석센터, 나노바이오이미징센터, 실

내환경분석센터, 생명 ·환경과학교육센터, 환경표준물질센터, 국제환경협력센터, 환경위해성

평가센터)를 보유하게 되었다.

셋째, NICEM의 국제적인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SEAN)과 한국간의 환경협력연구 및 교육을 담

당할 수 있는 한 ·아세안환경협력사업단을 2000년 7월에 설치하였다. 사업단장은 제2대 

NICEM 소장이었던 이돈구 교수가 맡았고, 현정오 교수 등 여러 농생대 교수들과 타 대학 교

수들이 이 사업(Asean-Korea Environmental Cooperation Project, AKECOP)에 참여하였다. 

이 사업을 통하여 아세안 회원국의 훼손된 열대림복원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동남

아 8개국의 연구자들과 공동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외교통상부가 2000~2005

년 동안 매년 49만 불씩, 그리고 2005~2008년 동안은 매년 35만 불씩 지원하였다. 아세안 사

무국은 이 사업의 성과를 매우 높게 평가하였고, 이 사업이 모태가 되어 오늘날 아시아산림

협력기구(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AFoCO)라는 국제기구가 탄생하여 서울

에 자리 잡게 되었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학자들은 NICEM과 같은 공동

기기센터 설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몇몇 대학에서는 공동기기센터를 설치하였다. 

NICEM은 이 사업에 참여한 연구자들에게 포터블 광합성 측정기를 해외로 대출하여 연구현

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하였다. AKECOP 사업의 놀랄만한 성공에는 무엇보다

도 이돈구 교수의 국제 산림과학계의 위상과 인적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농생

대 졸업생으로 필리핀에 위치한 국제미작연구소(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IRRI)

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 퇴직한 안상원 박사(농생물과 63학번)가 사무국장으로서 실무를 

담당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효과적인 연구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한 NICEM의 적극적인 활동이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기기 사용률이 대폭 증가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기기사용료와 용역사업 수

입도 급속히 증가되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로부터 이러한 활발한 서비스 활동

을 인정받아 국가적으로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도 NICEM의 운영비 국고예산지원이 1998

년 5,600만 원에서 매년 2~3배 증가되어 2001년부터는 5억 원 규모로 늘었다. 자체적으로 조

달하는 기기 사용료 수익과 국가 예산지원이 증가되면서 전임 인력 확충이 쉬워졌고, 전임 

인력의 봉급을 상향조정하여 현실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2001년에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획

기적인 일로서 2001년 연초에 자체 직원 개인별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기기사용료 수입인 

수입대체경비로 인건비를 충당했던 NICEM이 한 해 인건비 예산이 확보되지도 않은 상황에

서 연봉계약을 했으니 무리하기 짝이 없는 행위였다. 하지만 당시 직원들과 ‘우리 봉급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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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번다.’ 하며 의기투합할 수 있었기에 서로 무리한 일인 줄 알았지만 과감하게 시작할 수 

있었다. 봉급액은 개인별로 달랐는데 당시 서울대 비정규 계약직 직원 봉급 보다 1.5~2배가

량 높은 수준으로 책정했었다. 학교와 상의도 없이 심각한 법적 책임을 져야할 일을 시작한 

필자는 기관장으로서 직원들 봉급 때문에 2001년 내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낸 기억이 지

금도 생생하다. 다행스럽게도 직원들이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수행한 덕분에 기기사용료 수

입이 크게 증가하고 충분한 인건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연봉제 실시

는 서울대는 물론 국내 대학교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된 획기적인 사건이다. 봉급의 현실화와 

안정화, 그리고 몇 가지 인센티브 등 직원 복지가 향상되자 직원들의 잦은 이직현상이 현저

히 줄어들었다. 현재 10~20년 이상 NICEM에서 근속한 직원들은 각자 맡은 첨단 연구장비 

운영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최고 수준의 우수한 전문가들이다.

2002년에는 NICEM의 운영이 제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안정되면서 전국단위 공동연구지

원기관으로서의 활동이 급격히 활발해 졌다. 예를 들면 용역사업 수익을 포함한 기기사용료 

수입이 전년도 대비 86% 이상 증가하여 5억5천만 원 수준이었고, 기기사용자 수가 9,000명

을 상회하고, 사용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수가 184개(50개 대학교, 24개 연구소, 110개 산

업체 및 기관)였으며, 기기사용자들을 위한 워크숍 및 세미나, 국제심포지엄 등의 학술행사

가 37회 개최되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볼 때 NICEM은 이미 2002년에 전국 

대학에 설립된 공동실험실습관이나 공동기기센터(원) 중에서 그 규모와 활동이 가장 큰 기

관으로 성장하였다.

3) 독립건물 확보 및 고속 성장기(2003~2011년)

이 기간은 농생대가 수원에서 관악캠퍼스로 이전함에 따라 NICEM도 독립건물(201동)을 

확보하여 전국단위 공동연구지원기관으로 고속 성장을 한 시기이다. 필자는 개인적인 사정

으로 인하여 6대 소장직을 약 8개월 만인 2003년 8월 초에 사직을 하게 되었다. 필자가 마지

막으로 집중했던 일은 관악캠퍼스에 독립건물을 확보하고, 건물 리모델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일이었다. 원래 강의동으로 만들어진 관악캠퍼스의 201동은 첨단 연구장비를 설치하

기에는 부적합하였으므로 총 면적 4,511m2인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약 30억 원 

규모의 예산을 교육부로부터 확보하였다. 또한 2002년에 이미 석 ·박사급 전임연구원 18명을 

갖춘 NICEM으로서는 고급 전임 연구인력이 기기사용자를 위한 지원업무 이외에도 스스로 

연구업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생겼다. 이를 위하여 2003년에 ‘NICEM 연구

진흥기금’을 매년 2억 원 규모로 확보하여 전임연구원과 국내 대학교수들 간의 공동연구지

원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본격적인 건물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던 중 2003년 8월 8일 이변우 교수가 제7대 소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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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취임하였다. 이 이후 NICEM의 변화에 대해서는 필자가 상세하게 알지 못하지만 필자가 

대학본부 정보화본부장(2005~2006년)과 농생대 학장(2007~2011년)을 역임하는 동안 

NICEM과 관련한 기억과 자료를 간단히 공유하고자 한다.

필자가 정보화본부장으로 대학본부 간부회의에 참석하였을 때 NICEM과 기초과학공동기

기원을 통합하는 의견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 당시 정운찬 총장이 필자의 의견을 묻기에 

교육부로부터 두 기관에 각각 10억 원이 넘는 첨단 연구기기 확충 예산을 받고 있는 상황에

서 두 기관을 합치면 교육부 지원예산이 반으로 줄어들 것이고, 두 기관의 예산 및 직원 규

모, 직원 봉급수준과 계약형태, 기자재 관리체계 등 전반적인 관리운영시스템이 전혀 달라 

통합을 한다고 해도 운영비용 절감 효과는 미미하고 혼란만 발생해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 결국 두 기관 통합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끝났다.

NICEM의 한글 이름인 ‘농업과학공동기기센터’가 2007년 11월 1일자로 ‘농생명과학공동기

기원’으로 바뀌었다. 그동안 활동 규모가 커지고 내부에 설치된 6개 특별사업센터를 포괄하

는 명칭이 필요했었다. 명칭 변경이 큰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는데 ‘…공동기기원’이라는 이

름이 혼돈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기초과학공동기기원으로부터 심한 반대의견이 나와 어려

움이 있었다. 당시 필자는 학장회의에서 규정개정 심의 때 명칭변경의 당위성에 대해 긴 설

명을 해야 했었다.

또 한 가지 필자가 농생대 학장시절에 추진한 것으로 NICEM 평창분원을 설치하는 계획을 

2011년 1월 초에 수립하였다. 마침 평창캠퍼스 조성사업이 거의 완료되고 있던 시기라 필자

는 평창캠퍼스 운영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했다. 천만다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도와준 덕분

에 서울대 법인화가 시작된 2012년부터 서울대 평창캠퍼스 운영예산으로 매년 240억 원 규

모의 출연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예산 중 매년 약 20억 원을 평창캠퍼스의 연구기기 확충

예산으로 배정하였고, 첨단 연구기기 운영에 NICEM의 경험과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전략을 

세웠다. NICEM도 지속적으로 보유장비의 첨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연구기기 

확충예산이 필요했다. 즉 NICEM과 평창캠퍼스의 상생전략이었다. 이 계획은 평창캠퍼스의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GBST)의 공동기기센터를 NICEM이 위탁운영 하는 형태로 변경

되어 2013년 1학기부터 NICEM 평창분원이 운영되고 있다.

II. NICEM의 성장지표 변화

지금까지 필자가 NICEM의 설립과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기간(1991~2011년) 동안

에 대한 회고를 하였다. 2012년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필자가 여기서 논할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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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와 역할을 고려할 때 NICEM은 대학부속시설로서 희귀할 정도

로 성공적인 사례임은 확실하다. 여기서는 NICEM 설립 이후 2019년까지의 객관적인 성장지

표를 소개한다.

1. 보유기자재와 기자재확충예산

2019년 현재 보유기자재는 총 396점으로 약 270억 원 규모이다(그림 1). 2000년 이후 국비 

기자재확충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됨으로써 보유기자재의 첨단성을 유지하고 있다. 

NICEM의 보유기자재 규모와 첨단성 및 활용도는 국내 대학의 공동실험실습관 중 단연 최고 

수준이다. 

고가 기자재 확충 예산으로 2000년 이후 매년 총 10억 원 이상 투자되어 신규 기자재를 확

충하고 있다(그림 2). 한편 기기사용료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기자재 업그레이드를 위한 재

투자 금액이 2013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서울대 법인화 이후 2014년부터 대

학본부가 간접비 명목으로 기기사용료 수입금의 15%를 부과함으로써 자체 기기사용료 수입

을 신규 기자재 확충에 재투자하기 어렵게 되었다. 국고지원 기자재확충사업비가 최근 들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2. 전임인력과 운영예산

첨단 연구기기 운영에 필요한 우수한 전임인력 확보는 기기지원 서비스의 품질 수준과 직

<그림 1> 연도별 보유기

자재 규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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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된다. NICEM은 1996년 이후 전임인력이 증가하여 현재 자체직원 83명과 서울대 법인직원 

2명을 전임인력으로 갖고 있다(그림 3). 또한 농생대 교수 4명이 겸무교수로서 원장과 부장 

직을 맡고 있다. 법인직원을 제외한 83명 전임인력 인건비는 자체조달하고 있다. 한편 전임

인력 이외에 많은 숫자의 분석보조원과 실험조교 등의 임시인력을 활용하는데 연간 약 5억 

원 가량 집행하고 있다. 

설립 초기의 운영예산은 서울대에서 지원되는 연 1,000만 원도 안 되는 국고예산과 기기사

용료 수입이 다였다(그림 4). 다행히 농생대에서 조교 5명과 봉사장학생 10명을 배정해 줘서 

기기실 관리를 맡길 수 있었다. 또한 한국과학재단의 고가첨단연구기기 운영지원사업

<그림 2> 연도별 기자재 

확충 예산 변화

<그림 3> 연도별 전임인

력 인원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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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999년)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운영예산지원(2000~2001년)도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큰 도움이 되었다. 고가첨단연구기기 운영지원사업은 2000년부터 기초과학지원연구

원으로 이관되어 2008년까지 연구기기 운영에 도움을 주었다.

기관 운영이 안정화된 가장 큰 계기는 1998년부터 시작된 교육부의 운영예산 지원이었다. 

또한 2000년부터는 교육부로부터 국고 기자재확충사업비 지원이 시작되면서 보유기자재 운

영과 확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 덕분에 2000년 이후 기기지원 서비스와 분석

용역사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고, 결과적으로 기기사용료와 용역사업 수입이 급속히 증가

하여 재정적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기관운영 예산의 재원별 변화를 볼 때 기자재확충사업비가 오랜 기간 동안 10억 원 이상의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다 2017년부터 크게 줄어들었다. 부족한 기자재확충사업비로 인하

여 향후 보유기자재의 첨단성 유지에 실패할 경우 공동기기원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될 위험

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과거에는 기기사용료와 용역사업 수입을 NICEM에서 직접 관리하며 기관운영비로 활용되

었으나 서울대 법인화 이후 대학본부와 산학협력단(산단)으로 세입되어 집행되고 있다. 기기

사용료 수입은 법인회계에 세입되어 간접비 15%을 제외하고 법인회계 수입대체경비로 집행

되어 기관운영비로 사용된다. 외부 기관(업체)와 계약하는 연구 및 분석용역사업 수입은 산

단회계로 세입되고, 사업에 필요한 직접경비(인건비, 재료비 등)는 산단이 직접 집행하고, 간

접비 6%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관운영비로 활용하고 있다. 2019년에는 약 13억 원 규모

의 간접비를 대학본부와 산단에서 징수했다.

<그림 4> 연도별 기관운

영예산 변화



2부  칼럼    271

3. 기기 사용건수와 활용 기관(업체)수

연간 기기사용 건수는 약 4만 건에 달하고 있다. 기기사용 건수의 지속적 증가와 활용 기

관과 업체 수의 증가는 연구자들 간에 NICEM이 첨단 연구기기 지원기관으로서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을 뜻한다(그림 5). 하지만 2014년에 최고점을 찍은 후 줄어든 이유를 파악하여 적

절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2019년 현재 농생대 구성원의 사용건수는 총 사용건수 중 약 

10% 수준이다. 2016년 집계에 의하면 서울대를 제외한 타 대학교와 연구기관 및 기업체 사

용건수가 총 사용건수 중 61%를 차지하였다. 사용자 구성으로 볼 때 NICEM은 이미 오래전

부터 전국규모의 공동기기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용자 소속 기관(업체) 구성을 보면 기업체의 활용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그림 5> 연도별 기기 사용건수 변화

<그림 6> 연도별 기기 

사용자 소속 기관(업체) 

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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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용 기관(업체) 수의 64%를 차지하였다(그림 6). 전국 대학 연구자 사용은 최근 몇 년

간 100여 개 대학교로 거의 포화된 상태로 보이고, 국공립 연구기관 수는 약간 증가추세에 

있다. 기업체 수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의 산학협력 기능 활성화 측면에

서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연 4만 명에 이르는 사용건수와 사용자 소속기관(업체)의 다

양성은 연구자들 간에 NICEM이 첨단 연구기기 지원기관으로서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을 뜻 

한다.

4. 기기사용료 및 용역사업 수입

기기지원 서비스가 본 궤도에 올라 사용자 수가 증가하고, 수익사업을 다양화함으로써 기

기사용료와 용역사업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약 110억 원에 달하였다(그림 

7). 2016년 이후 기기 사용건수의 감소로 인하여 기기사용료 수입이 줄었으나 분석용역사업 

수입이 증가하여 재정적 자생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기기사용 건수의 정체와 기관

(업체) 활용건수 증가 추이를 볼 때 장차 기기사용료 수입은 어느 정도 정체되고 분석용역사

업 수입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재정적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분석용역사업의 활

성화와 다양화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기기사용자 창출을 위하여 기기 사용 기

술 워크숍 등 교육훈련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그림 7> 연도별 기기사용료 및 용역사업 수입 변화



2부  칼럼    273

III. NICEM의 주요 성공요인

대학부속시설로서 NICEM이 성공적으로 발전하게 된 주요 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다.

1. 교수들의 긍정적인 합의 유도

대부분의 대학부속시설은 교수들의 연구와 교육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한 조직이다. 따라

서 기관의 운영 방향 등은 관련 교수들 간의 심각한 이해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NICEM도 

설립초기에는 구매 기자재 선정, 중점 지원 분야 선정 등에 대한 교내외 교수들 간에 심각한 

갈등으로 인하여 1년 이상 차관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못한 경험을 갖고 있다. NICEM은 설립

초기부터 서울대 조직에 포함된 기관으로서 학내 제도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되었

다. 특히 수원캠퍼스 시절(1992~2003년)에는 행정의 투명성을 유지하며, 가능한 모든 정보를 

농생대 교수들과 공유함으로써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학내 교수들의 긍정적인 합의를 유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그 결과 교수들 간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NICEM의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하여 농생대 교수들의 양해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타 대학

교 소속 사용자들을 위하여 기기사용료 할인, 해외파견 및 연구비 우선 지원 등의 정책적 배

려를 함으로써 타 대학교 교수들로부터도 긍정적인 합의를 확보할 수 있었다. NICEM에 대

한 전국 농학계 대학 교수들의 긍정적 평가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국고 운영비와 기자재

확충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와 명분을 제공하였다.

2. 기기관리책임교수제 폐지 및 독립적인 연구기기 운영

많은 대학부속시설이 인건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임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기관운영업무

를 교수 또는 대학원생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 국내 대학의 일반적인 현실이다. NICEM도 

1997년까지는 첨단 연구기기 운영을 전담할 수 있는 전임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연구기기 

별로 관련분야 전공 교수들에게 기기운영을 맡기는 기기관리책임교수제로 운영을 하였다. 

그 결과 많은 연구기기들이 일부 교수들의 독점적 사용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동활용이 불가

능해지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여 폐기 위험에 처하기도 하였다. 기기관리책임교수제

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1998년에 당시로서는 어려운 일이었으나 이 제도를 폐지하고 교수들

의 도움이 없이 독립적으로 연구기기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근무했던 소수의 전임연

구원들에게는 업무부담이 매우 컸지만 결과적으로 NICEM이 공동기기센터로 자리를 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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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필자가 소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석박사급 전임인력을 공개 채

용할 시 극소수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서울대 출신을 주로 채용한 것도 연구기기 

운영에 교내 교수들의 영향을 배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3. 재정적 자생력과 우수 전임인력 확보

대부분의 대학부속시설과 마찬가지로 NICEM도 설립 초기부터 1997년까지 5년 동안은 운

영예산 부족 문제가 심각하였다. 다행히 1998년부터 시작된 교육부로부터 매년 기관운영비

를 지원받아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

원, 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첨단 기기 운영비가 큰 도움이 되었다. 

교육부를 비롯한 관련기관으로부터 지원된 운영예산은 결과적으로 기기사용료 등의 자체 

수입을 급속히 증가시키는 종자돈 역할을 하였다. NICEM의 재정적 자생력이 강화되고 있다

는 증거로서 운영비 총액이 증가하면서 국고예산 의존도가 2000년에는 90%였으나 2010년에

는 29%, 2019년에는 12%로 낮아졌다. 

수익구조의 다양화는 수익 증가뿐만 아니라 수익의 안정성을 강화시켰다. 늘어난 수익은 

연구기기의 업그레이드와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 재정적 자생력

이 강화되었다. 특히 우수 전임인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노력이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전임

인력의 봉급과 인센티브 수준을 높이고, 연구비 지원 및 기타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NICEM을 ‘오랫동안 근무하고 싶은 좋은 직장’으로 만들고 있다. 설립 초기에 직원의 평균 근

무기간이 3달이 채 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임인력 중에는 10

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24명이 되고, 이 중 4명은 20년 이상 근무하고 있다.

4. 세부운영규정 제정과 철저한 시행

2001년 말에 제정한 세부운영규정(총 99쪽)은 NICEM을 기관장이나 특정 개인의 능력 보

다는 시스템(제도와 조직)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관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세부운

영규정에 의하여 전임직원들 간에 직급 구분이 만들어져 행정적인 보고체계와 인력관리체계

가 확립되었고, 직원들의 근무평가 방법과 연봉협상 근거, 원활한 기기지원 서비스를 위한 

여러 가지 절차와 기준 등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세부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철저히 시행함으

로써 전임직원들에게는 NICEM이 안정된 직장의 권위를 인식시키고, 기기사용자들에게는 기

기지원 서비스의 품질이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 기관으로서 신뢰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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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NICEM 설립과 운영을 통한 배움

NICEM은 많은 사람들이 고가의 첨단 연구기기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

다. 설립목적은 중복투자 방지와 기기운영 및 관리상의 효율성 차원에서 매우 논리적이지만 

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값비싼 첨단 연구기기일수록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제한적이고, 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NICEM은 연구기기의 첨단성과 공동활용성을 동시에 추구해 왔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

러 가지 문제와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해결해 왔다.

NICEM과 같은 공유자원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고품질

의 기기서비스’를 잘 해야 한다. 되돌아 보면 NICEM은 투자분야(농생명과학과 환경과학)의 

선택과 집중, 기기사용자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기기사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우수 전

임인력에 의한 고품질 기기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공유자원의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자원 재생산을 위하여 박리다매(薄利多賣) 사업으로 일반 기기지원 서비스는 사

용료를 저렴하게 책정하고, 토양오염분석사업과 같은 고수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NICEM은 대학의 공유자원이다. 공유자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G. Hardin(1968)은 사용자

들의 남용 또는 오용으로 인하여 공유자원이 결국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공유자원의 비극

(Tragedy of the commons)’을 경고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세금과 같은 비

용을 부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cience 162(3859): 1243-1248]. NICEM의 경우를 살펴

보면 연구기기 운영자(NICEM 전임인력)와 사용자(교수와 학생 등 연구자)를 분리하고, 기기

사용료를 부과하여 공유자원의 비극을 막은 셈이다. 우수한 전임인력을 고용하여 연구기기

의 운영과 관리를 책임지도록 하여 사용자들의 독점적 점유를 억제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사용자에게 기기사용료를 부담시켜 불필요한 남용을 막고 재정적 자생력을 강화하여 지속적

인 고품질 서비스가 가능하게 한 것이다.

V. 결론

지금까지 NICEM의 발전과정과 운영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대학부속시설로서는 전임인력

과 재정적 자생력 확보 수준이 비교적 양호하고 안정적인 상황이며, 본래의 설립목적을 착실

하게 추구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에 설치된 많은 대학부속시설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

다. 공유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대학의 예산과 인력 지원이 미미한 상황을 한탄하게 된

다. 공유자원은 다른 표현으로는 ‘주인 없는 자원’이고 결국 운영책임자는 소명의식이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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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사적인 점유 유혹에 빠질 수 있다. NICEM의 설립과 운영 과정을 거치면서 필자는 우리

나라 대학사회에서 공유자원 운영의 어려움에 좌절하기도 하였지만 대학의 연구와 교육 여

건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였다.

필자의 NICEM 운영 경험이 서울대 전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벤치마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은 물론 사회 모든 분야에서 ‘공유’가 미래전략이기 때문이다. NICEM의 사례

를 모든 학내 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대학의 교육과 연구 활

동 및 대외적인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유자원이라면 NICEM과 같이 공유자원의 지

속적인 운영 방안이 무엇인가를 모색해야 한다. 끝으로 NICEM 운영과 관련하여 ‘공유자원의 

비극’을 겪지 않도록 절제와 협력을 아끼지 않은 서울대 농생대 교수와 직원들, 그리고 많은 

도움을 주신 대학본부와 정부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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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을 가꾸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명예교수  신동소

숲은 경이롭고도 외경스러운 대자연의 주인공이다. 숲의 기능은 인류와 공존 ·공영하게 하

는 환경의 파수꾼이며, 생활문화의 원류이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은 홍익인간으로 숲을 숭상

하고 신격화하여 숲을 소중하게 다루었으며 위정자는 국정지표를 치산치수에 두었다. 우리

가 오늘날 예사로 보는 나무는 영겁의 인고를 거쳐 자연 도태되고 적자생존하여 왔다. 현 지

구상에 생존하고 있는 메타세콰이어, 은행나무, 백합나무(yellow poplar)는 1,000~1,600만 

년 신생대부터 빙하기를 거쳐 살아온 나무이므로 인류 생명의 은인이요 보배 중 보배로서 희

귀한 자연 유산이다.

오늘날 산업화로 숲은 더욱 공익과 경제적 가치를 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간에 

숲을 함부로 다루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숲이 파괴되어도 이를 목

숨을 걸고 막지 못하며 이대로 방관하면 국토는 폐허가 되고 우리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낳게 

된다.

우리 선대는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남겼으므로 우리들은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유산으로 넘겨주어야 한다. 인류의 역사를 볼 때 숲이 무성한 나라는 흥하고 숲이 사

라지는 나라는 문명이 사라져 사막의 흔적만 남겼다. 곧 숲이 미래의 환경을 좌우하며 인류

의 흥망성쇠와 직결되었다. 그러므로 숲의 보존은 지상지고의 과제이며 시공을 초월한 우리

의 과업이다.

역사적으로 인도 시성 타고르(Tagore)는 동방의 꺼지지 않는 불을 다시 밝히는 등불로 신

라의 울창한 숲에서 영감과 예지를 받아 찬란한 문화를 이룩하였다고 예찬하였다. 또한 숲은 

한 나라의 국민성과 생활철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 예로 독일의 울창한 숲이 괴테, 

헤세의 문학에 영향을 끼쳤다. 덴마크의 애국자 달가스는 독일과 전쟁에서 실의에 빠진 국민

을 위해 산림을 복구하여 지상낙원을 건설하였다. 그러므로 산림은 무언의 교훈을 주는 스승

에 비유할 수 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자연재해가 극심한 것도 산림과 무관하지 않다.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하

여 4년 간격으로 댐 ·재방이 범람하며 100년에 한 번 올만한 홍수가 앞으로 3.7년마다 온다고 

환경부가 발표하였다(2020. 9. 21.). 

지난 9월 호주 동남부 뉴사우스웨일주에서 시작하여 6개월간 지속된 산불은 한반도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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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30배를 태웠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49℃까지 치솟은 폭염에 시달리는 가운데 서울 

면적의 14배를 태워 90조 원의 피해를 보았다.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11월 중순에도 

대구가 25℃, 서울은 104년 만에 폭우가 쏟아졌다. 기후 이변을 실감했다. 작년 고성 산불로 

3,0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보았으며 복구엔 100년의 세월을 요한다. 이런 산불은 이산화탄소

를 발생시켜 기후변화를 초래하여, 이를 치유하는 데 숲을 가꾸어 지구의 온난화를 방지하여

야 하며, 인류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산업화와 인간의 편의주의로 산림이 수탈되어 지구의 육지 면

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국내 국토면적은 2015년 633만5천ha, 산림면적 63.16%였으나 3년 

만에 630만6천ha, 산림면적 62.82%으로 줄어들었다. 국토면적에 대한 산림면적 비율로만 보

면 세계 4위를 차지하지만 목재 수입이 늘어나 목재 자급자급률은 2019년에 16.6%에 불과하

므로 매년 목재 수입량이 늘어나는 양만큼 결국 세계 산림을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져 남의 

나라 산림을 훼손하게 한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숲의 파괴는 인류에게 큰 자연의 재앙

인 불모지의 땅 사막을 낳고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생태계가 파국에 이르게 

된다.

지구상 사하라 사막, 고비사막,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등 산림면적이 축소되고 

동남아시아도 예외 없이 산림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산림이 강제 

수탈로 파괴되고 우리가 겪은 6.25전쟁으로 산림이 또 한 번 파괴되었지만 1970년대부터 국토 

녹화사업이 성공하여 국토가 푸르게 되었다. 1950년 초 국내 산림에 황폐화가 일어났다. 당시 

산림녹화는 국력을 신장한다는 소박한 꿈을 안고 필자는 임학을 공부하였다.

그때 산림보호학 강의를 하신 香山 현신규 교수는 산림경영 목적 외엔 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현실은 바이크를 타고 산에 들어가고 있다. 독일의 숲이 세계 산림의 모

범으로 칭송받고 있는 배경에는 독일이 인근 나라를 점령하여 승리하였을 때 전리품으로 목

재를 가져와 독일의 산림을 보호하여 흑림(Schwarzwald)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림의 대명

사가 되었다.

산림자원은 환경자원으로써 자원공급뿐만 아니라 수원함량, 대기정화, 토양붕괴방지, 인

간 정서의 순화, 힐링휴양, 야생동물 보호, 그리고 밤, 잣 등 과수 열매를 제공하는 등 큰 공익

적 가치를 더하고 특히 농장의 방풍, 도시주택의 방음과 차광 기능이 크다. 요컨대 산림은 지

속가능한 자연자원으로서 인류 생존의 원천이다.

2018년 산림의 공익적 가치액은 221조 원, 국민 1인당 428만 원으로 GDP 11.3%였다. 산림

에는 육상식물의 90%가 생존하고 광합성에 의한 숲을 만들면서 산소를 발생시킨다.

최근 프랑스에 있었던 일화로, 코로나19에 걸린 환자가 치료를 받고나서 의사가 청구서를 

주니 눈물을 흘려 왜 우느냐고 물으니, 지금까지 너무 많은 산소를 공짜로 마셨기 때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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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 그 산소는 나무에서 오는 것이다. 또한 나무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CO₂를 흡수

한다. 최근 산림청 연구보고에 의하면 느티나무 한 그루가 하루 8시간가량 광합성을 할 경

우, CO₂를 2.5t 흡수하고 1.8t의 산소를 만든다. 성인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산소의 양이 

0.7kg이니, 7명이 1년에 필요로 하는 산소량을 만들어 내는 셈이다.

나무는 사계절의 멋진 풍광을 나타내며 항상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킨다. 공원의 한 그루도 

살갑게 보살펴 가꾸어야 하나 인간의 욕심 때문에 나무는 잘리고 상처받고도 스스로 치유하

며, 결코 화를 내지 않으며 인자무적이요, 나무의 덕성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 결코 나무의 역

할을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된다. 프랑스는 자가 정원수조차 허가 없이 못 자르니, 나무를 진

정으로 사랑하는 국민이다.

우리 국민은 소나무를 국민의 정신이라고 하며, 소나무를 가장 좋아한다. 그러므로 소나무

를 애지중지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있다. 경복궁, 숭례문 복원을 위해 ‘장수 솔’을 벨 

때 수백 년 살아온 아름드리 소나무의 목숨을 뺏는 일엔 “어명(御命)이오.” 하고 외침을 몇 

번 되풀이하고 나서 벌목꾼이 소나무 밑둥치를 도끼로 내려쳤으며, 금강송을 벨 때도 고유제

를 지내 아쉬움을 고하였다(숭례문 소나무, 조선일보 2008. 12. 10. 발췌). 

일제시대에 국내 산림을 마음대로 베어 일본으로 가져간 것은 역사적인 사실임은 차치하

고, 당시 읍민은 일본인들이 일확천금을 노려 함부로 나무를 베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목숨

을 바쳐 막아냈다. 즉, 남해 보길도 윤선도(尹善道)의 유적지로 유명한 황장봉산(黃腸封山)

에는 떡갈나무, 동백나무, 참나무가 밀림을 이루어 있었는데, 김씨 일족의 묘소가 있는 문중

산을 민중봉기로 일본의 산림침략에 “나를 쏘고 나서 나무를 베라”며 민중저항을 하였다

(1999. 8. 13. 이규태 역사 에세이 발췌). 

현실은 최근 5년간 태양광 시설 공사로 307만 그루가 베어져, 산림이 훼손되었다. 선조들

의 애림사상과 숲을 지키는 정신에 비추어 봐도 오늘날 우리는 자연재해에 그 책임을 통감하

여야 한다.

한때 세계 산림의 날을 맞이하여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에 1분 이상 나무를 안아 주는 행

사가 있었으며 인도에서 1993년 3월 23일 인도의 한 테니스 라켓 제조회사가 재료로 쓸 호두

나무, 물푸레나무를 베려하자 마을 여성들이 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 껴안고 “먼저 나의 등

을 도끼로 찍어라”고 외쳐 벌목꾼들을 물리쳤다. 나무 사랑의 극치라고 생각한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아파트 정원에 백합나무를 심은 거목을 안고 태평민안의 마음으로 염원하고 

있다.

진정 숲은 대자연의 주인공이다. 함부로 훼손하면 생태계가 변화되고 국토가 황무지가 된

다. 오로지 우리는 나무를 심고 수풀을 가꾸고 산림을 아껴야 한다. 그리고 소중한 산림 자원

을 다음 후대에 넘겨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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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전 수의대 폐교와 수의학과의 
수원이전에 얽힌 비화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명예교수  이흥식

수의과대학은 1947년 7월 8일 농과대학 수의축산학과로부터 수의학과로 분리 ·독립되어 

동년 9월 10일 서울 연건동에서 수의학부(School of Veterinary Medicine)로 개교한 후 한국

전쟁 중인 1953년 4월 20일 수의과대학으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국내 유일무이하던 수의과

대학은 1961년 9월 1일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에 따라 폐교되었다. 그 후 동년 12월 9일 

「학교정비기준령」 및 1962년 2월 17일 개정된 「국립학교설치령」 제3조 별표 1에 의해 농과대

학 수의학과로 병합된 굴곡진 역사를 갖고 있다. 수의과대학이 농과대학의 1개 학과로 병합

되어 수원으로 이전하게 된 배경을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60년사」 45쪽에서 46쪽에 걸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수의과대학의 농대 병합에 관한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은 많은 억측

이 있었으나 최근에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즉, 1961년 당시 농대 

학장이던 윤상원 교수와 교무과장이던 김문협 교수가 각각 1987년 12월 31일 축산신

문과 행한 인터뷰 특집기사 및 1996년 발간한 수상록(기회 그리고 선택) 104~106쪽에

서 밝힌 내용을 보면 수의과대학은 당초에 축산학과와 합쳐 ‘수의축산대학’으로 확대 

개편될 예정이었다. 이를 입증하는 자료는 수의대 교수회의록(1961년 8월 21일 제15

차 회의록)에 “교사 이전(안)에 대하여 수의대-수의축산대학으로서 수원으로 갈 것 같

고 … 문교부안 같다.”는 학장의 보고가 기록되어 있는 점이다 … 이 건의에 따라 수

의과대학과 축산학과를 수의축산대학으로 병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지만 결국은 대

내외 힘에 밀려 수의과대학이 수의학과로 전락되어 수원으로 내려가게 된 것으로 추

정된다(서울대 수의대 60년사, 2008)

그러나 위 내용에 더하여 부득불 일부가 수정 ·보완되어야만 할 것 같다. 그 이유는 「미네

소타 프로젝트의 역사와 서울대학교 발전과정 연구」의 일환으로 미네소타 프로젝트에 의한 

서울대 수의학교육의 변화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의학과의 「교외이전」이 미네소타 계획의 

전제조건이었고, 한국에 파견되었던 5명의 미국 자문관이 각기 다른 5개의 보고서를 통해 수

의대의 「정원 축소」와 「수원이전」을 강력히 권고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60년 



2부  칼럼    281

전 수의대 폐교에 이은 수의학과의 농대 병합 및 수원이전에 얽힌 비화를 서울대-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역사적 기록을 통해 재조명하고자 한다.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1954년 9월 5일 당시 총장이었던 최규남 박사와 미네소타 주지사인 

O. L. Freeman이 기술원조협정문을 교환하면서 시작되어 1961년 6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것을 1년 연장하여 1962년 6월 30일 끝을 맺었다. 잘 알려진 것과 같이 이 프로젝트는 3년간 

치른 6 ·25 한국전쟁의 전후 복구사업에 가장 중요한 의학, 공학, 농학 분야의 ① 교수교환 프

로그램 운영, ② 장비와 시설 지원 및 ③ 전란으로 파괴된 시설 복구였다. 그러므로 당초 서

울대-미네소타 프로젝트에 수의학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프로젝트가 진행되

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전해들은 당시 수의대 학장 오순섭 교수는 수의학은 가축을 대상

으로 하는 동물의학이므로 의학 및 농학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당시 최규남 

총장에게 미네소타 프로젝트에 수의대를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총장은 1954년 

11월 4일 직접 미국 워싱턴의 대외활동본부(FOA)를 방문하여 수의대 추가를 요청하였고, 이

어 12월 10일 미네소타대학 한국자문위원회(Korea Advisory Committee)를 방문하여 설명하

므로 추가 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수의대는 1955년 9월 실험 ·실습 기자재 및 동물병원 실습 기계 ·기

구 구매를 위한 자금으로 5만 불을 배정받은 것을 시작으로 총 9만4천 불(정규분 8만9천 불

+추가분 5천 불. 미네소타 원조 총액 약 990만 불의 약 0.94%)을 지원받아 각종 최신 기자재

와 도서를 구매하였다. 그리고 교수교환 프로그램에 의해 당시 교원 25명(조교 포함) 중 절

반 정도인 12명이 미국에 파견되었다. 당시 수의대 학장이던 오순섭 교수가 5개월간 미네소

타대학을 단기 연수한 후 귀국한 것을 비롯하여 이영소 교수와 윤석봉 교수가 각각 12개월 

및 15개월 파견되어 생리학교실과 해부학교실에서 각각 연수하였으며, 이후 6명의 교수(전

윤성, 조병률, 정창국, 장두환, 임창형, 김상남)와 3명의 조교(장인호, 권종국, 정길택)가 1년 

내지 4년 동안 미국에 파견되었다. 이들 중 4명은 수의학석사(MS in Veterinary Science)학위

를 받았고, 2명은 수의학박사(Ph. D in Veterinary Science) 학위를 받았다. 나아가서 한국전

쟁으로 소실된 시설복구 차원에서 기성회비로 1958년 12월에 867평의 2층 건물을 신축하였

는데 이 건물에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하나인 ICA 대충자금에 기성회비를 보태 3층(387평)을 

증축하여 총 1,254평의 건물을 1960년 5월 완공하기도 하여 수의학교육에 있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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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서양 수의학교육을 도입하게 만든 미네소타 프로젝트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수의대에 괄목할 만한 영향을 미쳤다. 1960년 이전의 교육은 암기 위

주의 판서 교육으로 그림 괘도나 교수가 낭독하는 것을 받아 적는 필기수업이었고, 대부분의 

실습은 말(馬) 위주였다. 이와 같은 교육 풍토가 미네소타 프로젝트에 의해 실험 ·실습에 필

요한 최신 기자재가 도입되고, 이에 더해 미네소타대학에 파견되었던 교원들이 각종 최신 학

술정보와 시청각 기자재를 갖고 귀국하면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당

시까지 이루어지던 필기 중심의 이론 교육이 프로젝터를 이용한 시청각교육으로 바뀐 것이

다. 뿐만 아니라 말 중심 임상교육이 소, 돼지, 닭 등의 산업동물과 개,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 

위주의 서양식 실무교육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라틴어나 일본식 용어 위주의 수의학용어나 

수의해부학용어가 영어로 교체되는 계기가 되었다. 실습도 학생이 교수의 시연을 단지 참관

하는 견학형실습(observative practices)에서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참가형실습(observative 

practices)이 이루어지는 단초가 되었다. 한편 당시까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감독시험

(hornor system)이 도입되어 교수와 학생 그리고 학생들 상호간에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 

당시까지의 교육평가는 주로 3~4개의 주관식 문제를 푸는 기말고사와 중간고사였으나 단답

형내지 선다형 객관식 시험이 실시되게 되었고, 수시시험인 「퀴즈」 일명 쪽지시험이 시행되어 

예습과 복습을 할 수밖에 없는 면학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더구나 해부학, 조직학, 병리학, 기

생충학 등의 실습시험에 ‘땡’하고 초인종을 치면 옆자리로 이동하여 정답을 적는 「땡시험」이 

도입되어 실물을 확인토록 유도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임상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과과정 

개편이 있었고, 해부학, 미생물학, 약리학, 병리학, 외과학, 전염병학, 공중위생학 등 전공서적

이 1년에 1~2종씩 출판되는 계기도 되었다. 당시 수의대에는 36개의 열람석을 가진 25평의 

반개가식(半開架式) 도서실이 있었으나 장서가 부족하여 그야말로 「독서실」에 불과하였으나 

서울대-미네소타 프로젝트로 많은 도서가 구비될 수 있어 명실상부한 도서실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미네소타대학을 다녀온 교수는 수의대의 학장, 과장, 병원장 등의 주요 보직을 맡아 

대학 발전에 기여했고, 1961년부터 1981년까지 20년간 일반교수(7.5편)보다 약 3배(22.5편)

나 되는 논문을 발표하고, 수의학회 및 수의사회 창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회장, 부회장, 

총무 등의 중책을 맡아 우리나라 수의학 및 수의학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미네소타 원조로 일취월장하던 수의대에 떨어진 「폐교와 수원이전」 날벼락

서울대-미네소타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수의학교육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



2부  칼럼    283

를 냈지만 서울대-미네소타 프로젝트가 끝날 즈음인 1961년 9월 갑자기 불어 닥친 수의대의 

폐교와 수의학과로의 격하 그리고 이에 따른 수의학과의 농대 병합과 「수원이전」이라는 일련

의 조치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수의대에 대한 미네

소타 프로젝트 효과는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수의대가 폐교되고 수의학과가 농대에 병합되어 수원으로 이전하게 된 모

든 사연이 미네소타 프로젝트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다음의 5개 보고

서가 이구동성으로 5년 동안 계속하여 「수의대의 수원이전」을 권고하였기 때문이다.

①   「The Agricultural Colleg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 Report」 일명 「Bailey 보고서

(1955)」

②   「The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 Report of Study 

and Recommendation」 일명 「Boyd 보고서(1957)」

③   「Report of ICA Consultant on Higher Education in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 Contracts between ICA and U.S. University」 일명 

「Stoddard 보고서(1959)」

④   「Report on Survey of National Higher Educ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일명 

「GREEN BOOK 보고서(1960)」 

⑤   「Report of the Present Situation, Activities and Recommendations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Livestock Department」 일명 「Anderson 보고서(1960)」

1. 공식적으로 수의대의 「수원이전」을 처음 권고한 Bailey 보고서

미네소타대 농대 C. H. Bailey 교수(농화학전공)와 P. W. Manson 교수(농기계전공)는 서울

대 농대에 첫 자문관으로 파견되어 1955년 9월 8일부터 1955년 12월 초까지 3개월에 걸쳐 

농대 9개 학과의 실상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여러 가지 사항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냈

다. 이들이 작성한 「Bailey 보고서」를 보면 서울대 농대에 관한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느닷

없이 이 보고서 말미에 단 3쪽에 걸쳐 미네소타대학의 예를 들며 다음과 같은 전제를 하고 

수의대의 「수원이전」을 권고하고 있다.

수의과대학은 미네소타대학교 농대의 필수적인 조직이고 농장 동물 질병의 진단 및 

제어 또는 치료가 농업인들에게 주요 관심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대학교 수의학교

육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은 서울 캠퍼스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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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의과대학과 인접해 있다. 우리는 수의학 전공 학생들이 의과대학에서 수

강하는 과정이 없다고 알고 있다. 그리고 근처에 가축이 상대적으로 적고, 실험 목적

으로 사용되는 기니피그, 쥐, 햄스터, 개 및 가금류가 사육되는 실험동물사육장은 수

마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현 수의대 위치는 만족스러운 장소가 아니다. 그

리고 이 장소에는 해부, 부검 또는 동물 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실 건물이나 교실이 없

다. 나아가서 학생들이 진단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가축이 서울 캠퍼스로 오지 않는다 

… 농과대학과 수의과대학 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상호 유익할 것이다. 일부 과정은 농

대와 수의대 학생이 함께 수강하는 것으로 발전할 수 있다. 어쨌든 수의학과 교수들은 

수의학을 전공하였지만 농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수원에

서 북쪽으로 몇 마일 떨어진 안양에 있는 경기도립농장(provincial farm)의 가축을 포

함하여 수의대 학생들이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는 가축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다

(Bailey 보고서, 1955).

1955년 당시 미네소타대 수의학과는 농대에 속한 수의학부(School of Veterinary Medicine)

에 있었고, 수의학부는 1957년에 비로소 수의과대학(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이 되었

다. 이런 연유 때문인지 서울대 수의대를 서울대 농대와 연결하며 위와 같은 내용을 적시하

고, 서울대 수의대의 이전 장소를 2곳 소개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청량리이고, 다른 하나는 

수원이다. 그러나 이들은 청량리보다 농대가 있는 「수원이 적지」라고 강력하게 권고하였다.

그러나 「Bailey 보고서」의 위와 같은 전제에는 몇 가지 큰 오류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

라 수의학과 학생들이 의대 강의를 수강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당시 타 학과 학생의 의대 수

강은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수의대와 의대 교과목은 매우 유사하여 수의학부 개교 당시부

터 의대 교수가 수의대 강의를 하는 경우는 아주 흔한 일이었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60

년사를 보면 의대 출신이 수의대 교수와 시간강사를 하는 일이 아주 많았다.

또한 이들은 수의대 근처에 가축이 적다고 지적했으나 이는 아주 잘못된 조사결과였다. 왜

냐하면 수의대 인근의 가축분포를 조사한 내용이 전혀 제시된 바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보고를 하게 된 근거는 아마도 그들이 현지 조사를 위해 동물병원을 방문했을 당시 내원한 

환축이 없는 것을 보고 이 근처에는 가축이 없을 것이라는 선입견에 근거하여 결론 낸 것으

로 보인다. 1959년도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당시 서울시의 한우, 젖소, 돼지, 닭, 개

의 사육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이 수원에 비해 3배 내지 19배나 많았다. 실제로 

1955~1961년 당시 서울 시내 가축 사육은 서울시 변두리인 망우리, 우이동, 면목동, 미아리, 

장안평, 노량진, 영등포, 구로동 등의 목장에서 수원보다 왕성하게 이루어졌는데 「Bailey 보

고서」는 이를 간과한 채 당시 한국 실정을 전혀 모르고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들이 방문한 때에는 환축이 없었다 하여도 환축이란 그 후에 한꺼번에 몰려 올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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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이전에 이미 내원하여 진료를 마치고 돌아갔을 수도 있고 나아가서 소나 돼지의 경우는 

덩치가 커서 보호자가 직접 데려올 수 없어 왕진이 위주였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도 보 

인다.

1958년 10월 15일 간행된 서울대 대학신문 235호에 의하면 수의대 부속가축병원의 하루 

진료건수가 평균 50건이나 되었다. 그러나 수원농대로 이전하여 개원한 동물병원의 경우는 

외과학의 정창국 교수가 정년퇴직을 하며 발간한 회고록 수상집 「임상만보」를 보면 “수원의 

부속동물병원을 찾는 환축이란 거의 없었다. 수의학교육을 위해 수원은 적지가 못되었다.”라

고 적고 있다.

 수의학교육은 수의사의 책임 아래 안전식품을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도축 식육

은 수의공중보건학 중 식품위생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다. 도축식육이 많으려면 

소, 돼지, 닭 사육이 많아야 되는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이 3~19배나 많았다. 그

리고 1955년 당시 농림부에서 발행한 농림통계연보에 의하면 전국에서 도축되는 소가 1년에 

106,746마리인데 서울에서 절반 정도인 47,194마리가 도축되고, 경기도에서는 서울의 약 

30%에 불과한 13,759마리가 도축되었다. 돼지도 전국에서 91,123마리가 도축되는데 서울에

서 27,464마리, 경기도에서는 서울의 약 37%인 9,974마리가 도축되었다.

이에 더하여 1962년 8월 대한수의사회가 국가재건최고회의 내각수반에 건의한 자료에 의

하면 서울이 수의학교육에 필수요소인 가축분포나 수의축산환경이 수원에 비해 월등히 좋은 

조건을 보이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서울에는 80개소의 동물병원이 있으나 수원에는 단 3개의 동물병원이 있을 뿐이다.

2.   국내 유일무이한 우유조합의 우유처리시설은 서울 시내 한복판인 중구 정동 덕수궁 옆

<표 1> 수의사회가 국가재건최고회의에 건의한 수원과 서울의 수의축산환경 비교

내용 서울시(A) 수원시(B) 수원 대비 서울 비율(A/B×100)

한우 사육두수 940마리 306마리 307%(3배)

유우 사육두수 232마리 21마리 1,104%(11배)

돼지 사육두수 9,326마리 2,964마리 314%(3배)

닭 사육두수 517,284마리 39,874마리 1,297%(13배)

개 사육두수 45,899마리 2,451마리 1,872%(19배)

가축병원 80개소 3개소 2,666%(27배)

목장 및 양계장 목장 및 양계장 양계장 수원시에는 목장이 없음

#: 가축 사육두수는 1959년도 농림부의 공식 통계임. 당시 축산시험장은 경기도에 소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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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다.

3.   수원에는 도축장이 하나도 없는데 서울 마장동에는 국내에서 가장 큰 시설의 도축장이 

있다.

4.   수원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동물원, 기마대, 방역연구소와 동물검역소 서울출장소가 서

울 시내 종로구에 있다.

5. 서울 한복판인 신설동에는 국내 하나밖에 없는 경마장과 승마협회가 있다.

6. 소, 돼지, 닭, 개 가축사육두수가 수원에 비하여 서울이 3배 내지 19배 많다.

또한 「Bailey 보고서」에서는 해부실 또는 부검실이 없다고도 했으나 「서울대학교 수의과대

학 60년사」 37쪽을 보면 경성의학전문학교(경의전)에서 사용하던 교사를 그대로 인수한 수

의대는 경의전이 사용하던 해부실과 부검실을 그대로 해부실과 부검실로 사용하고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이들이 없다고 지적한 것은 아주 큰 잘못된 견해로 사전에 철저한 검증이 없었

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Bailey 보고서」는 수의대가 농대에서 분리된 대학이라는 점을 내세워 수원으로 이전

하는 것을 강력히 권고하면서 수의대와 농대는 상호 유익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 농대

와 수의대 학생이 같이 강의를 받거나 수의대 교수가 농대생을 대상으로 강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전공 학문의 특성을 무시한 발상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1955년 당시 농대에는 9개 학과가 있었지만 수의학과 관련이 있는 학과는 단지 축산학과뿐

이었다. 그러나 축산학과는 이미 가축사양학, 가축육종학, 축산경영학, 유가공학, 육가공학 

등 축산학과 관련되는 특화된 교과과정이 운영되고 있었기에 수의학과와 공조는 불가능하

였다. 아울러 「Bailey 보고서」는 안양에 있는 경기도립농장(provincial farm)은 수의학교육을 

하는데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도 하였는데 당시 안양에는 도립농장이 부재하였다는 점에서 

도립농장은 아마도 농사원 가축위생연구소 안양지소(농촌진흥청 안양가축위생연구소의 전

신)를 지칭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지소에는 학생이 실습할 수 있는 가축이 하나도 없었다. 

왜냐하면 모든 가축이 백신 개발이나 질병 발생기전을 밝히는 연구 등에 쓰이는 연구용이었

기 때문이다.

2. 미국 수의대는 주로 농촌에 있다며 「수원이전」을 권고한 Boyd 보고서

1957년 9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3개월 반 동안 서울대 수의대에 자문관으로 파견된  

W. L. Boyd 교수는 「Bailey 보고서」가 수의대의 수원이전을 권고한 내용을 거론하며 미국의 

경우에도 수의대는 주로 가축이 많은 농촌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Bailey 교수와 Manson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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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수원이전 조언에 동조하며 「Boyd 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Boyd 교수는 미

네소타대 수의대 초대 학장을 지낸 수의내과 담당교수로 파견 당시에는 명예교수였다.

1. 수의대를 수원으로 이전하라,

2. 수원농대가 제공하는 기회를 고려하라,

3. 수의대 신입생수를 줄여라,

4. 예방의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과과정을 유지하라,

5. 농대와 수의대의 제휴를 강화하라는 등

그러면서 Boyd 교수는 청량리가 수의대에 부적합한 이유를 「청량리로 옮기는 것은 단기적

으로는 이익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도시가 급속하게 팽

창하고 있고 더 산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수의대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더 가치 있고 명성

이 있는 교육기관이 되려면 농장에서 학생들이 풍부한 임상 사례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수의학교육은 기초과학에서 의과대학과 관련이 많이 있고, 특정 질병

들은 인간과 동물 간에 전염이 되기 때문에 협력이 필요하므로 수의대가 수원으로 이전할 때 

이 역할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수의대는 농대에서 분리되었을 뿐 아니라 농대와 수의대

는 많은 공통점이 있어 서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수원 이전을 아주 강하게 권고

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Bailey 보고서」의 지적 내용 중 <표 1>과 대한수의사회 건의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에 수원보다 서울에 가축이 많을 뿐만 아니라 수의학교육에 필수적인 

우유처리장, 동물원, 도축장, 기마대, 동물검역소, 경마장 그리고 유한양행 및 수도미생물 등 

수의관련 제약회사 등이 모두 서울에 있다는 사실을 조사하거나 검토조차 전혀 아니 하고 

농대에서 분리되었기에 농대로 돌아가라고 편협한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Boyd 보고서」에서 수의대의 수원이전을 권고하면서 만일 「수의대가 수원

으로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사를 고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원으로 

가면 수의사가 없어도 되고, 서울에 있게 되면 수의사를 고용하라고 하는 것은 수원에서는 

수의사 없이도 동물병원이 운영되고 임상교육과 임상진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으로 판단되어 그의 모순된 의도는 농대 입장에서 주장하는 수의대의 이전과 수의대의 학과

로의 격하만 강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 그 진의를 알 길이 없다.

3. 서울대 캠퍼스 종합화를 위해 수의대 「수원이전」을 권고한 Stoddard 보고서

1959년 초에 G. D. Stoddard 교수는 서울대 각 단과대학이 미국 원조를 통해 얼마나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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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이루었는지 살피고자 60일간 서울대 12개 단과대학과 대학원 그리고 중앙도서관의 

실태조사를 하여 동년 4월 1일 「Stoddard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는 서울대 이외에 몇몇 

공 ·사립대학에 대한 조사까지 수행한 후 한국고등교육기관의 교육 상황과 시설 개선책에 관

한 광범위한 건의를 하였다. Stoddard 교수는 이 보고서에서 「Bailey 보고서」와 「Boyd 보고

서」에서 권고한 것과 동일한 논리로 「수의대는 (농대에 뿌리를 둔) 농업지향(agricultural 

orientation)과 (축산농가를 위한) 농촌지도사업(extension work)의 기회를 인정하여 수원으

로 되돌아가라」고 권고하면서 서울대가 진정한 의미의 종합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18개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는 14개 단위의 기관을 「동일계 대학의 동일지 집중」을 원칙으로 하되 

청량리 문리대 이학부는 중앙공업연구소와 상호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다음과 같이 4개 

권역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였다. Stoddard 교수는 당시 뉴욕대학교 부

총장으로 교육학을 전공하였다.

1.   서울대 동숭동 중앙부: 본부, 중앙도서관, 박물관, 문리대, 상대, 법대 및 행정대학원, 예

술대, 메디컬센터(의대, 치대, 약대, 간호학과, 보건대학원, 대학병원)

2. 수원부: 농대, 수의대

3. 공덕리부: 공대, 문리대 이학부

4. 용두동 및 을지로부: 사범대와 그 부속학교

서울대는 1958년 11월 19일 윤일선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1인의 「종합계획수립위원회」

를 구성하였는데 「서울대 60년사」 73쪽을 보면 이 위원회는 첫 사업으로 「Stoddard 보고서」

를 심의하고, 1960년 6월 서울대 최초로 「7개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는데 「서울대 40

년사」 151쪽에는 「이 계획안이 OEC 자문위원 스토닷드 박사의 건의안을 받아들여 성립된 

것」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7개년 종합계획」 중 일부 사업 예를 들면 4개 권역 중 을지로 6가

에 있던 약대의 연건동 메디컬센터로 이전이나 수의대의 폐교에 이은 수의학과의 농대 병합

으로 「수원이전」이 시행되어 「수원부」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청량리에 있던 문리대 이학부와 

중앙공업연구소를 상호 교환하는 일이나 상대의 동숭동 이전 그리고 미대와 음대를 통합한 

예술대 신설 등 일부는 실현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Stoddard 보고서」 중 수의대의 수원이전을 농대부분에서 언급 한 것은 너무 편파

적인 단견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의대, 치대, 법대, 공대, 약대 등 단과대학 별로 객관적 사실

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평가하면서 수의대는 당시 분명히 하나의 독립된 「단과대학」임에도 불

구하고 농대에 합쳐 단 2개의 문장으로 평가하고 수원이전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대

에 대한 조사 보고라면 당연히 농대만 평가하고 권고하여야 하지 왜 수의대 평가를 농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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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로 평가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분명히 다른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

심이 든다. 더구나 「동일계 대학의 동일지 집중」을 원칙으로 하였다면 수의학은 축산과 관련

되나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의학」이라는 학문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였어야 되었을 

것이다.

더구나 <표 1>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원과 서울의 수의축산 환경이 엄청난 차이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농촌이 서울보다 가축이 더 많다는 잘못된 선입견」에 사로잡혀 무조건 농촌

인 수원에 가축이 많을 것이라고 간주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좀더 자

세한 수의대 현황과 수원과 서울의 수의축산환경을 충분히 비교·검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Bailey 보고서」 및 「Boyd 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힘이나 

의도가 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더 커진다.

4. 전국 2개 수의학과에 총 정원 100명과 「수원이전」을 권고한 GREEN Book 보고서

이와 같은 의구심은 또 하나의 외국인 평가보고서인 「GREEN BOOK 보고서」에서 농학, 공

학, 보건학, 인문사회학, 교육학 분야 중 농학분야에서 수의학을 평가하고 권고하므로 절정

에 이른다. 1959년 2월과 3월 분야별로 두 달 동안 ICA가 문교부와 USOM의 지원을 받아 서

울대-미네소타 프로젝트의 계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전국 국립대(서

울대, 전남대, 전북대, 부산대, 경북대)와 전문대(춘천농대, 부산수산대, 공주사범대, 광주사

범대, 부산사범대) 및 서울사범을 비롯한 전국 18개 사범학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 

실태를 조사하였다. 미네소타대 전자기록에 의하면 대표저자가 W. T. Middlebrook 교수(경

영학 전공)로 표기된 것이 「GREEN BOOK 보고서」인데 1960년 5월 25일 문교부 장관(이병

도 박사)과 USOM 대표(Dr. R. T. Moyer)에 제출한 이 보고서에서도 「Bailey 보고서」, 「Boyd 

보고서」 및 「Stoddard 보고서」와 똑같은 논지로 수의대의 「농대 수의학과 환원과 이전」을 강

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GREEN BOOK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권고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한국에는 

매년 100명 정도의 수의사가 양성되면 충분」하므로 전국에 단지 2개의 수의학과만을 두되 

남부지역에는 전북대와 전남대 중 하나만 두고 「정원 40명」 그리고 북쪽지역에는 서울대를 

남겨두되 「정원을 60명으로 하고 수원으로 이전」하라는 권고와 함께 Stoddard 교수가 권고

한 것과 동일한 서울대 캠퍼스 종합화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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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의대-농대는 밀접한 관계니 「수원으로 이전하라」 권고한 Anderson 보고서

나아가서 아이오와주립대학 축산학과의 A. L. Anderson 교수가 1959년 8월초에 입국하여 

6개월간 머물면서 농대 축산학과의 현황을 조사하고 각종 권고를 한 「Anderson 보고서」는 

축산학과에 관한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수의대와 농대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수의대

는 수원으로 이전하라」고 단지 3개 문장에 적고 있다. 이와 같은 지적은 이미 기술한 바와 같

이 수의학교육을 위한 여건이 <표 1>과 대한수의사회 건의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원보다 

서울이 월등히 좋다는 점과 함께 <표 2>에서와 같이 의학과 유사하다. 수의학은 소, 말, 돼지, 

닭 등 가축을 다루는 축산과 관계는 있지만 이들 가축을 포함하여 개, 고양이, 거북이, 뱀, 사

자, 호랑이, 원숭이, 공작새, 고니, 꿀벌 등 모든 동물을 다루는 「동물의학」이라는 사실을 쉽게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이들 서로 다른 5명의 외국 연구자들에 의해 작성된 5개의 보고서(Bailey 보고

서, Boyd 보고서, Stoddard 보고서, GREEN BOOK 보고서 및 Anderson 보고서)는 모두가 

일관되게 이구동성으로 미네소타대 농대 Bailey 교수와 Manson 교수가 주장한 내용을 수의

대 전임 학장인 Boyd 교수가 뒤따르고 있으며, 이를 뉴욕대의  Stoddard 교수, 미네소타대의 

명예부총장인 Middlebrook 교수 그리고 아이오와주립대의 Anderson 교수가 이어받고 있어 

수의대의 「수원이전」은 빼도 박도 못하게 확정되어 시행된 것이다. 환원하면 한국의 사정과 

조건이 미국과는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도 없이 수의대의 교외이전

을 조건으로 내건 잘못된 미네소타 프로젝트 원조 조건에 따라 Bailey 교수와 Manson 교수

가 수의대의 수원이전을 주장하고 이후에 이를 그대로 전수하여 수의대의 수원이전을 성사시

키는 큰 오류를 범한 것이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들 5개 보고서 중 수의대에 파견된 Boyd 교수의 수의대 보고서 이

외에는 수의대가 엄연히 독립된 단과대학임에도 수의대를 농대보고서에 포함하여 「수원이

전」을 권고하거나 또는 전국적인 조사임에도 수의대를 지목하여 농대 내용에 포함하여 「수

원이전」을 권고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이들 보고서를 작성하는 자문이나 참고자료 제공 등

에서 국내 관련분야 인사의 어떤 큰 힘이 작용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 

하다.

수의대 「교외이전」이 선결 조건이었던 미네소타 프로젝트

대한수의사회지에 실린 이영소 학장의 회고록 「한국수의학교육의 발자취」를 보면 「195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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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가을 어느 날 총장이 우리를 총장실로 초치하여 수의과대학 교수회의를 주재하고, (연건동

의 수의대와 청량리 이학부) 교사교환을 정하였을 때 우리는 우울하였다」고 적고 있다. 그런

데 문제는 1957년 9월 18일 조선일보 3면 기사에서 「서울대 문리대 교수 일동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량리 이학부 건물을 수의대가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건의하고 있다는 사실 

이다.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교수 일동은 동 대학 평의회 의장에게 『문리과대학 이공학부

인 청량리교사를 수의과대학에 제공하는 처사는 부당하니 이를 철회하라』고 건의하고 

있어 앞으로 평의회의 고려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그런데 동 건의서 내용에 의하면 1. 

교사 교환의 부대조건이었던 이학부 건물 및 기지로 사용예정인 중앙공업연구소는 현 

상태로는 도저히 확보될 가능성이 없으며, 2. 교사를 교환할 당시에 수의과대학 건축

은 오로지 외국원조에 의한 서울대학건설계획에 의한다는 것이었는데 현재 계획하는 

바를 보면 국고 및 학생들의 시설비로서 이것을 충당하려고 한다는 것은 대국적 견지

에서 부당한 일이며, 3. 「미네소타」대학에서 수의과대학이 교외로 나가야만 원조하겠

다는 이유에서 교사 교환문제가 제기되었다고 하나 청량리를 교외라고 지적하였음은 

외국인을 기만하는데 불과하며, 4. 이학부 교사는 인구가 조밀한 시내에서는 장차 구

하기 불가능 하나 수의과대학 기지는 어떤 데서라도 구하기 쉬운 것이고, 5. 장차 교

양학부가 확장 또는 정식 발족한다면 서울대학교 산하 각 대학의 분포상태를 고려하

여 문리과대학과 긴밀한 관계가 있으므로 청량리 이학부기지 내에 건설하는 것이 타

당하므로 수의대에 교사를 양도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 등이다(서울대 청량리 교사 

수의대 사용반대, 조선일보 1957).

이 기사에서 중요한 것은 2번과 3번인데 특히 3번에서 「미네소타대학에서 수의과대학이 

교외로 나가야만 원조하겠다.」고 미국이 조건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을 지적한 것과 「청량리가 

교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청량리를 교외라고 주장하는 것은 외국인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맹렬히 비난한 점이다. 다시 말해서 당시 총장이 수의대 교수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한 

것도 바로 「수의과대학이 교외로 나가야만 원조를 하겠다.」는 것을 미국 측에서 조건으로 내

걸자 서울대가 원조를 받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청량리도 교외로 간주하고, 수의대의 청량리 

이전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추정된다. 아마도 당시 원조를 받는 수혜국의 서울대 

입장에서는 이런 조건부 무상원조를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큰 압력이 되었을 것이다.

수의과대학의 「교외이전」이 미네소타 프로젝트에 의한 미국 무상원조의 전제조건이었다는 

공식문서나 그와 관련된 글을 미네소타대에서 15차례나 간행한 보고서 및 각종 문서 그리고 

서울대 자연대에서 발간한 「서울대 자연과학 70년」에서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혹시 이 조건에 관한 것은 대내외적으로 차마 공식화할 수 없었던 이면계약이 아니었는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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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다. 그 이유는 문리대 교수 일동이 성명을 통해 분명히 「미네소타대학에서 수의과대학이 

교외로 나가야만 원조하겠다」는 조건을 붙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와 같이 중요한 문제를 

문리대 교수 일동이 근거도 없이 날조한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수의대 학생들 「서울의 교육환경이 수원보다 더 좋다」며 청량리 교사 선점

Bailey 교수와 Manson 교수가 청량리보다 수원이 적지라고 권고하고, 총장이 연건동 수의

대와 청량리 이학부 교사를 맞교환하도록 하자 수의대 학생들은 「서울이 수원보다 교육환경

이 더 좋다」는 것을 직접 보여 주고자 학생회 대의원이었던 홍두표(1955년 입학)를 선두로 책

상과 걸상을 걸머지고 청량리 163번지(현 청량리역 앞 미주아파트 자리)의 문리대 이학부(옛 

경성제대 예과 건물)를 선점하고 이곳에서 1학기동안 강의를 받으며 강하게 항의하기도 하 

였다.

하지만 수의대의 청량리 이전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문리대 교수 일동의 강력한 반대성명

이 있고, 사회문제화되자 결국 「수의대의 청량리 이전」은 취소되고, 수의대는 진정한 의미의 

교외인 수원으로 이전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수의대의 수원이전은 수의학부 내지 수

의대 자체가 농대로부터 분리되어 만들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수의학부로 독립될 때부터 태

생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지만 대학으로 승격된 후에는 이 문제는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

져 왔다.

 타국 사정에 어두운 외국인이 타국의 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그 나라 누군가로부터 

그들이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여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수의대에 관한 내밀한 

정보를 Bailey 교수와 Manson 교수에게 제공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를 입증하는 자료는 서울대 수의대 초대 학부장(1947. 9~1950. 1)을 지낸 이근태 교수

<그림 1> 1961년 당시 서울 연건동 수의대 전경(오른쪽 3층 흰 건물은 1960년에 증축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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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의대 학보 2호(1957년 발행)에 「수의과대학 작금의 발전상」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 

답이 될 듯하다. 그는 수의학부의 독립 때부터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시기하며 모함하고 

방해한 세력이 있었음을 암시하며 그 서운함을 「… 파동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수난의 초점

인 소위 ‘환원(還元)’ 문제가 대두되었다. 즉, 수의과대학의 신설을 중단하고 현 수의학부를 

다시 수의과로 복귀 시키는 운동이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이 운동이 어디서 어느 때부터 어

느 때까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독자의 추상(推想)에 맡기거니와 실제로 표면화 

된 것은 1948년 새로운 연도가 바뀌는 때부터였다 …」라고 적고 있다.

Arnold 교수는 1961년 7월 제출한 「Arnold 보고서」에서 「4~5년 전부터 수의대를 서울 시

내에 두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어 수의대는 USOM과 정부지원을 받지 못했

다」고 적고 있다. 1961년의 4~5년 전이라면 1956~1957년이 되어 Bailey 교수와 Manson 교

수가 수원이전을 권고한 시기와 겹친다. 다시 말해 이때까지는 수의대의 수원이전이 논의대

상이 아니었는데 Bailey 교수와 Manson 교수가 1955년 12월 1일 미국의 예를 들며 제출한 

「Bailey 보고서」를 통해 수의대의 「수원이전」을 권고하여 수의대 문제를 다시 공론화하는 데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초대부터 4대(1953. 4~1962. 2)까지 학장을 지낸 오순섭 교수는 생전에 여러 사람 

앞에서 부산 피란 시절인 1953년 4월 수의학부가 수의과대학이 될 때에도 시기, 질투, 중상

모략, 견제, 훼방 등이 공공연히 있었고 심지어 「수의대 승격을 반대하는 연판장을 돌린 사

실도 있었다」고 증언하며 대학 승격에 어려움이 많았던 비화를 밝힌 바 있다. 그리고 1961년 

수의대 폐교에 대해 ‘월간 조선(1998년 7월호)’과의 인터뷰에서 「… 당시 문교부장관이나 정

치인들이 교육의 기능성만을 중요시하고 농학자들의 발언에 너무 큰 무게 중심을 두는 바람

에 정책판단에 균형 감각을 잃었다.」 하고 일갈한 바 있다. 대학도 개인이 모인 인간사회이

기에 수의대 내에서도 수원이전이나 수의대 폐교와 농대병합에 동조한 세력과 이에 반대한 

세력 간에 갈등이 다소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확인되지만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힌 공식적인 문서는 서로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인지 그런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Arnold 보고서는 서울의 교육여건이 더 좋다며 수의대 수원이전 「반대」

5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에 걸쳐 각기 다른 5개의 외국인 보고서가 수의대의 농대 병합

과 수원이전을 권고한 것과 달리 수의대의 수원이전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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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미네소타 프로젝트가 끝날 즈음인 1960년 7월 입국하여 1961년 8월에 귀국한 미네

소타대 수의대 외과학교실의 J. P. Arnold 주임교수가 1961년 7월 미네소타대학 한국자문위원

회에 제출한 Final Report and Recommendations-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일명 「Arnold 보고서」가 바로 그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Arnold 교수는  

「Bailey 보고서」에 근거하여 작성된 「Boyd 보고서」, 「Stoddard 보고서」, 「GREEN BOOK 보고

서」 및 「Anderson 보고서」와 정반대로 「서울의 수의학교육 환경이 좋으니 수의대의 수원이전은 

불가하다.」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 즉, 서울대가 

미네소타 프로젝트 원조 조건으로 내건 「수의대 교외이전」을 충족하고, 이들이 권고한 서울대 캠

퍼스 4개 권역 종합화를 위해 「수의대 수원이전」을 내부적으로 이미 결정한 이후에 작성되었고, 

더구나 1961년 5월 군사혁명 후인 7월에 미네소타대학 한국자문위원회에 제출되어 참고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Arnold 교수가 수의대의 수원이전에 반대하며 지적한 주요 이유 중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수원보다 서울에 농장동물이 더 많다.

2. 수원보다 서울에 더 좋은 도축장이 많고 더 많은 가축이 도축되고 있다.

3. 수원보다 서울에 소동물(반려동물)이 많다.

4. 수의학은 (동물의학으로) 농대보다 의대와 관계가 많다.

5. 수의대가 현재 위치에 자리 잡기까지 이미 많은 비용이 들었다.

또한 Arnold 교수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대-수의대-의대의 교육과정을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표를 만들어 제시하였는데 「Bailey 보고서」가 수의학과 농학은 밀접한 관계라고 

한 기술과 달리 수의대 14과목 중 의대와는 12과목(86%)이 유사하나 농대와는 축산학 단 1개 

과목(7%)만 유사할 뿐이었다. 더구나 농대의 교육 내용은 모두가 벼, 보리, 채소, 과수, 수목 

등 농생물이고, 동물에 관한 것은 축산학이 유일한 대상이었다.

그러나 Arnold 교수는 남북한을 합친 크기의 미네소타주(22만 3천km²)에도 수의학과는 1

개 밖에 없고, 1960년 당시 입학정원이 38명에 불과하다고 이방환 교수에게 설명한 바 있다. 

그리고 그는 미네소타주의 절반 크기인 남한에만 7개 수의학과가 있고, 총 재학생 1,050명

(당시 수의학과 1학년 전체 입학정원은 320명으로 서울대 80명 정원을 제외한 타 대학 수의

학과는 입학정원이 40명이었음)이나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국 7개의 수의학과를 하나

로 통합하라」고 권고하였다. 아울러 그는 「구미는 수의대가 예과 2년, 본과 4년의 6년제로 

바뀌고 있다」며 수의학교육의 5~6년 학제 연장 도입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의 권

고는 1974년 전국 8개 수의학과를 서울대 농대 수의학과로 강제통폐합하고 전국 입학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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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명을 80명으로 줄이고 수의학교육 6년제를 실시함으로 그대로 실현되었다.

최단시간에 결정된 「수의대 폐교」와 수의학과의 「수원이전」

미네소타대학 팀이 수의대의 수원이전을 주장한 근거는 서울과 수원의 수의축산환경의 

극심한 차이를 무시한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것 이외에도 미국의 사정도 고려된 것으로도 

추정된다.

첫째는 미국 내 많은 수의대는 물론 미네소타대의 수의대도 농촌에 있는데 왜 서울대 수의

대는 수도 서울 한복판에 있는지 그리고 한반도 만한 크기의 미네소타주에도 수의학과가 1

개 밖에 없는데 왜 한국에는 7개나 되는 많은 수의학과가 있는지 지적하고 있다. 이것 또한 

서울대 수의대가 서울에 있어야 되며, 전국에 수의학과가 7개로 많아야 되는 정당한 한국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인다. 다시 말해 「수의대의 수원이전 권고가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는 내용은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Arnold 보고서」에 조목조목 자세히 기술

되어 있지만 전국에 수의학과가 많아야 되는 이유는 미국처럼 전국을 신속히 누빌 수 있는 

<표 2> 수의대 교육과정은 의대와 유사하다는 Arnold 교수의 지적 사항

농대(Agriculture) 수의대(Veterinary Medicine) 의대(Human Medicine)

- 해부학 해부학

- 조직학 조직학

축산학 축산학 -

농학 및 식물유전학* 독성식물학 및 유전학 유전학

생화학* 생화학 생화학

낙농학 낙농학 -

미생물학* 미생물학 미생물학

- 병리학 병리학

곤충학* 기생충학 기생충학

- 약리학 약리학

- 생리학 생리학

- 공중보건 공중보건

- 외과학 외과학

- 방사선학 방사선학

*농대의 교육내용: 벼, 보리, 과수, 채소, 수목 등 농생물에 중점을 둔 것으로 동물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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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이나 구급차 등의 교통기관이 당시에 한국에 충분히 없었다는 사실과 함께 급속히 경

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축산장려정책으로 가축이 전국에서 매년 급증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미네소타대학의 경우 수의학교육 과정이 1888년 최초로 개설된 후 수의학과는 60

여 년 후인 1947년에야 비로서 농대 수의학부(School of Veterinary Medicine)가 되었다. 그 

후 다시 10년 후인 1957년에야 비로소 수의과대학(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으로 독

립되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13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미네소타대학에서도 수의학과가 수

의학부가 되고 수의과대학으로 독립되기까지 자그마치 70여 년이 걸렸다. 이는 서울대 개교 

1년 만에 농대로부터 수의학부로 독립되고 다시 5년 만에 수의대로 격상된 사실이 미네소타

대학 입장에서 볼 때 시설이나 규모에서 서울대 수의대는 미네소타대학과 비교가 안 될 정도

로 빈약하다고 판단하고 1955년 미네소타 프로젝트 시작 당시 서울대 수의대를 미네소타대 

수의학과와 동일한 체제인 서울대 농대 수의학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추

정된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권고한 수의대 내지 수의학과의 「수원이전」과 「서울존치」는 우리 정

부에서 어떻게 활용되었을까? 서울대-미네소타 프로젝트 보고서 중에서 수의대 내지 수의학

과의 「서울존치」를 주장한 「Arnold 보고서」는 1961년 5월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직후인 당년 

7월에 제출된 데 반하여 수의대 내지 수의학과의 「수원이전과 농대병합」을 주장한 「Boyd 보

고서」나 「Bailey 보고서」는 이보다 4~5년 전에 제출되었다는 점에서 1961년 전국 수의대 정

비 당시 군사정권은 「Boyd 보고서」나 「Bailey 보고서」를 충분히 참고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크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 수의대 내지 수의학과의 「수원이전과 정원 축소」를 

주장한 「GREEN BOOK 보고서」 및 「Anderson 보고서」는 군사정부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였

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GREEN BOOK 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USOM과 함께 우리

나라 고등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외국인에게 준 용역연구이었을 뿐 아니라 1960년 5

월 25일에 직접 문교부 장관에게 제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Anderson 보고서」는 충분히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는 당시 농대 보직자인 학장과 교무과장이 회고록에서 밝

힌 바와 같이 「수의축산대학」의 설립을 강력하게 막았다는 회고가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1956년의 「Bailey 보고서」나 1957년의 「Boyd 보고서」는 군사정부 이전에 교육 당국에 의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었으나 실행을 못하고 있다가 군사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실행에 옮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516 군사쿠데타 후 

불과 4개월 만에 과연 수의학과의 정비와 폐과 같은 엄청난 일을 계획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사유는 1955년 12월 1일 작성된 「Bailey 보고서」가 1년여 가까

이 지난 후인 1956년 11월 2일 University of Minnesota,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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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ve Project의 Dr. Tracy F. Tyler에 의해 공식적으로 미네소타대 한국자문위원회

(Korea Advisory Committee)에 전달된 것이 미네소타대에서 제공한 각종 서신과 문서로 확

인되기 때문이다.

미국이 내건 무상원조 조건을 무시하지 못한 서울대

위에 언급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서울대는 전후복구사업을 위한 미네소타 프로젝

트를 시행하면서 「Bailey 보고서」 「Boyd 보고서」, 「Stoddard 보고서」, 「GREEN BOOK 보고

서」 및 「Anderson 보고서」의 각기 다른 보고서가 일제히 수의대의 「수원이전」을 강력히 권고

함에 따라 이를 거절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고, 「Stoddard 보고서」 및 「GREEN BOOK 보고

서」에서 권고한 「서울대종합화계획」이 서울대가 최초로 계획한 서울대 캠퍼스 종합화 계획과 

서로 맞물리면서 서울대 수의대는 결국 단과대학으로서 존폐기로에 선 엄청난 일이 벌어졌

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1961년 5월 16일 발생한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사정부가 이전에 완성된 

「Bailey 보고서」, 「Boyd 보고서」, 「Stoddard 보고서」, 「GREEN BOOK 보고서」 및 「Anderson 

보고서」의 수의대 정비 권고를 참고로 몇 개 대학 수의학과를 폐과하고, 서울대 수의대를 수

원농대에 병합하며 서울대의 캠퍼스 종합화라는 미명 하에 「수원이전」을 포함한 정책결정을 

하였을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이들 5개의 보고서가 방한 2~6개월 사이에 마련된 것에 비하

여 비교적 장기간인 12개월 동안 한국에 체류하며 면밀히 한국의 수의축산환경을 충실히 조

사하여 이들의 권고에 반대하는 내용을 적시한 「Arnold 보고서」가 있었지만 이는 「Bailey 보

고서」의 전달이 1년여 늦어진 전례에 비추어 1년여가 지난 후에 참고자료가 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1961년 9월 1일 고시한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법률 제703호)」에 「Arnold 

보고서」는 아마도 참고가 되지 못한 채 사장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군사정부는 「Bailey 보고서」, 「Boyd 보고서」, 「Stoddard 보고서」, 「GREEN BOOK 

보고서」 및 「Anderson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대학정비(안)을 마련하고, 결국은 「교육에 관

한 임시특례법(법률 제703호)」으로 1961년 당시 전국에 있는 7개 수의학과(서울대 수의대, 

전북대 농대, 전남대 농대, 서울시립농대, 경북대 농대, 진주농대, 제주대) 중 4개(전북대, 시

립농대, 경북대, 제주대)의 수의학과를 폐과하는 조치를 가져왔다고 짐작된다. 그리고 이에 

이어 동년 12월 9일에는 「학교정비기준령(각령 제283호)」을 통해 폐교된 서울대 수의대를 농

대 수의학과로 병합하여 수원으로 이전하는 비운의 조치를 내렸다고 추정된다.

일부에서는 「GREEN BOOK 보고서」나 「Anderson 보고서」는 5 ·16 군사혁명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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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이 안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수의대의 농대 편입을 군사정부의 과도한 의욕으로 보

기도하지만 서울대-미네소타 프로젝트에 관여한 몇 자문관이 권고한 의도대로 수의대의 농

대 병합과 수원이전이 진행된 것은 극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하지만 1960년 2월과 5월에 제

출된 「Anderson 보고서」와 「GREEN BOOK 보고서」의 권고도 분명히 수의대의 폐교와 수의

학과로의 격하 그리고 수원이전에 충분히 참고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GREEN 

BOOK 보고서」에서 초등학교 교사 양성을 위한 사범학교가 전국에 너무 많다고 지적한  내

용과 같이 1963년 3월 전국 시도에 1개교의 교육대학을 설립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 등을 볼 

때 「GREEN BOOK 보고서」의 권고를 당시 정부가 잘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반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미국의 권고는 무시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고 보인다.

이상의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각기 방한 2~6개월의 단기간에 광범위한 조사를 하여 

작성된 5개 보고서인 「Bailey 보고서」, 「Boyd 보고서」, 「Stoddard 보고서」, 「GREEN BOOK 보

고서」 및 「Anderson 보고서」의 강력한 권고에 의한 전 단계 조치로 1961년 9월 군사정부에 

의해 4개 대학의 수의학과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아니러니하게도 서울대 수의대 폐교 조치 후 축산진흥정책에 따라 정부는 서울은 

수의축산환경이 좋지만 수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1967년 12월 건국대 수의학과의 신

설을 인가하였고, 1968년 2월에 건국대는 20명의 수의학과 신입생을 모집하였다. 나아가서 13

년 후인 1974년에는 「Bailey 보고서」, 「Boyd 보고서」, 「GREEN BOOK 보고서」나 「Anderson 

보고서」는 물론 「Arnold 보고서」의 권고에 의해 결국에는 전국의 6개 수의학과(건국대, 전북

대, 전남대, 시립농대, 경상대, 경북대)를 서울대 수의학과 1개로 통합하도록 조치하고, 6년제

를 도입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Arnold 보고서」가 한국 정부에 늦게나마 전달되어 

Arnold 교수가 권고한 「전국 7개의 수의학과를 하나의 수의대로 통합하고 5~6년제를 실시하

라」고 한 것이 모두 현실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것은 1961년 군사정부가 4개 수의

학과를 폐과하며 내린 조치보다 더 큰 사회적 물의를 전국적으로 일으켰다. 결과적으로 보면 

Arnold 교수가 한국수의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공헌한 것으로 일부 인사는 평가하지만 전국 

수의학과를 1개로 통합하도록 권고한 것은 한국 수의학에 대한 판단에서 그가 일생에 남긴 

큰 오점으로 보인다.

전국 7개 수의학과를 6년제 1개 학과로 통 ·폐합한 것은 불과 2년 만인 1976년 교육계, 정

계, 재계는 물론 정치권과 지방정부까지 앞장서 수의학과의 부활을 꾀하여 1976년 경북대와 

전남대가 살아나면서 다시 4년제로 환원되었다. 그리고 1979년 건국대와 경상대, 1980년 전

북대가 부활되었고, 1982년 충남대, 1988년 강원대가 신설되었으며, 1989년에 제주대가 부

활하고, 충북대에 수의학과가 신설되어 2020년 현재는 전국에 10개 수의과대학이 있으며 학

제는 1996년 8월 23일 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141호) 제115조의 개정을 통하여 「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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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되, 그 교육과정은 예과

를 2년으로 하고 의학과, 한의학과, 치의학과 및 수의학과를 4년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함

에 따라 예과 2년 본과 4년의 6년제로 개편되었다.

결론적으로 보면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수의대는 「Bailey 보고서」, 「Boyd 보고서」, 

「Anderson 보고서」, 「Stoddard 보고서」, 「GREEN BOOK 보고서」의 권고와 같이 농대의 1개 

학과로 축소되었고, 더구나 수원으로 낙향하는 변혁기의 소용돌이의 한 복판에 있었다. 고

로 수의대는 서울대-미네소타 프로젝트 완료 후에는 농대의 1개 학과로서 존재하게 됨에 따

라 수의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그 어떤 개혁도 대학 차원에서 전혀 진행할 수 없었다.

수의학과의 농대 병합과 「수원이전」은 수의학교육의 질적 양적 퇴보 자초

수의대가 농대 수의학과로 축소되어 수원으로 하방(遐方)되면 당장 교육환경이 아주 좋게 

개선될 것처럼 미네소타대학 자문관들은 각자의 보고서를 통해 권고하였지만 과연 그렇게 

실현되었는가? 그러나 불행하게도 수원으로 이전한 수의학과는 그야말로 찬밥신세를 면치 

못했다. 그 사례를 들어 부정적 면면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서울대 수의대 60년사 동물병원편을 보면 수원에 동물병원이 개원한 것이 1967년 12월

이었다. 수의대의 수원이전이 결정된 후 동물병원이 없이 자그마치 6년여 지나 수원에 

동물병원을 개원했지만 서울에서는 하루 50건이던 진료가 수원에서는 하나도 없는 날

이 종종 있을 정도로 임상진료 케이스가 감소하였다.

2.   이로 인하여 수원에서의 학생 임상교육은 엉망이 되었고, 이로 인해 국가고시 합격률은 

3년 평균 5% 정도 하락하였다. 기초교육도 교사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3년여를 이 교사 

저 교사로 빈 강의실을 찾아 떠돌이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다.

3.   소나 말 같은 대동물 진료를 위한 이동진료차 구매가 1968년 10월 초에 이루어졌지만 

농대 모 교수가 중고차를 구입해 5년간 전국 산야를 누빈 중고차 중에 중고차를 구매한 

탓으로 고장이 잦아 운영에 애를 먹었다.

4.   수원으로 이전하면 학부 강의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농대 강의 지원은 서울

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1개 과목(축산학)에 지나지 아니하였고, 축산학과에 대한 수의

대 강의 지원도 1개 과목(가축질병)에 그쳤다.

5.   농대 교수와의 협업연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미네소타대 파견교수가 10년간 

펴낸 337편 논문 중 협업연구는 0.3%(10편)에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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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수의대에 입학한 1961년도 입학생의 합격선은 치대에 버금갈 정

도였으나 농대 수의학과가 된 후 수의학과의 합격선은 농대에서 최하위가 되었고, 심지

어 수의학과 입학생의 40~50%, 때로는 그 이상이 제2지망생이었다는 증언도 있다.

7.   수의대 60년사에 기록된 바와 같이 농대에서는 수의학과 졸업생에게 졸업 시 농대 수의

학과 졸업이므로 「농학사」를 주겠다고 당시 김호식 학장이 고집하여 지난 20여 년간 수

여한 「수의학사(DVM: Doctor of Veterinary Medicine)」를 주장하는 학생과 이해충돌이 

일어났다. 결국에는 당시 오순섭 수의학과장의 부단한 노력으로 대학본부가 DVM 수여

가 옳다고 결정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지만 학생과 농대와 갈등 관계는 수의학과가 수

의대로 독립될 때까지 이어졌다.

다시 말해 수원 이전으로 수의학과가 얻은 이득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수의학 발전이 

15년 이상 퇴보하는 일이 있었을 뿐이다. 여기에서 15년의 근거는 수의과대학이 폐교된 1961

년부터 수의과대학이 부활된 1976년까지 15년이기 때문이다.

무참히 깨진 수의대와 축산학과가 합친 「수의축산대학」의 꿈

수의대의 폐교와 수의학과의 농대 병합이란 극약 처방이 이루어진 것은 당시는 미국의 원

조 감소와 함께 무상원조가 유상 차관으로 전환되면서 정부가 경제개발 7개년 계획을 수립

하여 진행하던 때(1959)였고, 이후 경제개발 3개년계획(1960~1962)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로 

농공병진정책과 함께 축산장려정책이 국책으로 시행되던 때이므로 만부득이하게 수의학을 

축산학과 함께 농학의 하나로 보아 합병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왕에 축산을 중

흥시키겠다는 정부정책에 부응하려 했다면 오히려 1961년 8월 21일 수의대 임시교수회의에

서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문교부 정책」에 따라 당시 농대 9개학과 중 유일한 동물관련 학과

였던(잠사학과는 동물인 ‘누에’ 관련학과이나 주로 상묘, 잠종, 양잠, 제사에 관한 교육이 이

루어짐) 축산학과를 분리하여 수의대에 병합해서 「수의축산대학」으로 서울에 존치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더 컸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농대 학장과 교무과장이 각각 1987년 12월 31일 

밝힌 회고록(축산신문과의 대담) 그리고 1996년 발간된 수상록(기회 그리고 선택)에 의하면 

농대에서 축산학과의 분리와 축산학과의 수의대 병합은 반드시 막아야만 되는 것은 농대의 

중차대한 과제였다. 그러다 보니 수의축산대학 신설의 꿈은 어떤 힘인지 분명하지는 아니하

지만 그 큰 힘에 의해 무참히 깨지게 되었다.

 그러나 축산학과는 1996년 4월 23일 수의대와의 통합을 수의대에 공식적으로 제의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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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수의대가 거절하였고, 다시 2001년 1월 초에 또 다시 수의대와의 통합을 제안하였지

만 이때도 수의대가 거부하였다는 「서울대 수의대 60년사」 기록으로 보아 수의대의 폐과와 

수원이전이 실행되던 당시에 농대가 「수의축산대학」 신설을 조직적으로 반대한 결정은 축산

학과의 진정한 의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역사에 만일이란 가정은 없다지만 수의대

와 축산학과가 합쳐 「수의축산대학」이 되어 서울에 그대로 남았다면 수의대가 부활된 것이 

15년이니 그 기대되는 효과가 15배 이상 더 커졌을 것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산 증거다. 물론 

이와 같은 정부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수의대를 수원으로 끌어내린 세력의 힘이 우세하

여 수의대가 농대의 1개 학과가 되어 본의 아니게 수원으로 이전하게 되었지만 불행의 씨앗

은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네소타대학에서 파견된 Bailey 교수와 Dr. Manson 교수가 최초로 수

의대의 수원이전을 강력히 권고하고, 미국은 미네소타 계획을 빌미로 수의대의 「교외이전」을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다. 서울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량리의 문리대 이학부 교사와 연건

동의 수의대 교사를 맞교환하도록 조치하였으나 이학부가 속해있던 문리대 교수 일동이 그 

부당성을 강력하게 지적하여 교사 맞교환은 무산되었다. 그때 마침 Stoddard 교수가 「동일

계 대학의 동일지 집중」을 원칙으로 수의대의 「수원이전」을 전제로 서울대 캠퍼스 종합화를 

제안하였다. 미네소타대학의 Arnold 교수가 조목조목 실례를 들어 수의대의 수원이전을 극

력 반대하였음에도 「Bailey 보고서」, 「Stoaddard 보고서」, 「Boyd 보고서」, 「GREEN BOOK 보

고서」 및 「Anderson 보고서」의 5개 보고서가 5년에 걸쳐 계속 수의대의 「수원이전」을 강력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결국 수의대는 폐교되고, 수의학과는 농대의 1개 학과로 격하되어 아주 먼 교

외인 수원으로 낙향하게 되었다. 그리고 Boyd 교수, Middlebrook 교수 및 Arnold 교수의 권

고에 따라 신입생 수를 줄이기 위해 전국 7개 수의학과 중 4개 수의학과를 폐과하고(1961

년), 결국에는 전국에 1개 수의학과만을 두는 정책이 수행되었지만(1974년) 폐과된 수의학과

는 시립농대를 제외하고 모두 부활되고, 이들 수의학과는 농대에서 각각 수의대로 독립되었

을 뿐 아니라 일부 수의학과(충남대, 강원대, 충북대)는 신설된 후 수의대가 되어 2020년 5월 

현재 전국에는 10개 수의과대학이 존재하게 되었다.

세계 일류대학으로 우뚝 선 오늘날 서울대 수의대

수의대 폐교 15년 만인 1976년 3월에 서울대 농대에 속해 있던 수의학과는 4년제 수의과

대학으로 부활되었고, 1997년 3월 1일부로 예과 2년과 본과 4년의 6년제가 되었다. 더구나 



302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20, 제16호

수의대는 2002년 2월 본래 있던 서울 관악으로 환향하고, 드디어 2019년 4월에는 미국에서 

원조를 받던 대학 중 세계 최초 그리고 아시아 최초로 미국수의사회(AVMA)가 인증

(Accreditation)하는 세계 일류대학이 되었다. 다시 말해 명실상부하게 서울대 수의대 졸업생

은 미국 수의대 졸업생과 동등한 입장이 되었다. 아울러 영국 대학평가기관인 QS가 발표한 

2020년 세계수의과대학 순위에서 세계 41위, 아시아 1위가 되어 일본 동경대 보다 높은 평가

를 받았다.

반려동물병원의 경우 1960년대에는 임상 교수를 제외하고 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가 단 1

명도 없었으나 2019년 말 현재는 전임수의사, 선임수의사, 1년차 수의사, 2년차 수의사를 합

쳐 자그마치 47명이 되었고, 반려동물 간호사만 13명이나 근무하는 스마트 병원이 되었다. 

기타 농장동물병원, 야생동물병원, 응급의료센터를 합치면 그 규모는 1961년에 비해 100배

로 더욱 커졌다. 더구나 도서관의 장서는 수의학에 관련된 중앙도서관 장서를 제외하고도 

17배 늘었고, 시대 조류에 맞게 e저널과 e-book을 1,100종이나 갖추고 있는 중앙도서관 8번

째 분관이 되었다.

개교 74년의 역사를 가진 수의대가 수의학부 독립-대학 승격-폐교-수원이전-6년제 실시-4

년제 회귀-수의대 부활-6년제 재시행 등 필설로 다할 수 없는 역경을 이겨내고 명실상부하게 

세계에 자랑하는 수의대가 되었다. 60년 전에 수의대가 폐교되고, 1개 학과가 되어 수원이전

을 한 수의학과가 수의대로 부활되어 현재와 같이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한 초석은 무엇보다

도 전 ·현직 수의대 구성원과 졸업생의 부단한 희생적 노력과 애정 그리고 관련 분야의 관심

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그 바탕은 서울대-미네소타 프로젝트를 

<그림 2> 1960년대 서울 연건동 동물병원 일부(위 왼쪽), 1980년대 수원캠퍼스 동물병원(위 오른쪽) 및 2020년 

현재 관악 캠퍼스 내 야생동물병원과 응급의료센터(아래 왼쪽) 그리고 반려동물병원(아래 오른쪽)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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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일찍이 제대로 된 서양 수의학교육을 도입하였기에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서울대가 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우선으로 원조하는 공여국의 주역

이 되어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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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1984년의 관악캠퍼스
계엄령, 휴교령 그리고 7.30 교육개혁과 학생시위

약학대학 제약학과 명예교수  김종국

1975년 월남이 패망하면서 선포된 긴급조치 9호의 발동으로 서울대의 학생시위는 소강상

태에 있었다. 그런데 1977년 봄부터 다시 소요가 일기 시작해서 10월에 대규모 유신반대시위

가 일어나면서 서울대는 20일간 휴교를 하였다. 1978년부터는 시위양상이 바뀌어 관악산 교

내에 머무르던 시위대가 가두시위를 시도하였다. 교문에서 데모를 저지하려는 전투경찰과 

이를 돌파하려는 학생들이 격렬하게 부딪쳤다. 학생들은 돌, 벽돌, 보도블록 등 잡히는 것은 

무엇이라도 던지고 경찰은 최루탄을 쏘면서 방패와 곤봉으로 철통같이 교문을 봉쇄하며 공

방전을 벌렸다. 1979년 1학기 초부터 유신반대를 외치는 학생시위가 과격해지면서 전경과 

학생들이 쫓고 쫓겨서 학교 전체가 최루탄가스로 매캐하고, 소란스러워서 수업에 지장이 많

았다. 2학기에는 개학과 더불어 대학생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관악 캠퍼스에서

는 확성기 소리와 최루탄 가스가 멈출 날이 없었다. 10월 4일 신민당 총재 김영삼이 국회의

원직에서 제명되었고, 10월 13일 토요일에 신민당과 통일당 의원 79명이 국회에서 신민당 김

영삼 총재를 변칙제명한 것에 항의하여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는 사건이 생겼다. 그리고 10

월 15일 월요일부터 20일까지 유신체제에 강하게 저항하는 부마사태가 부산과 마산에서 발

생하여 부산지역에 계엄령이 마산-창원지역에 위수령이 발동되었다.

10.26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과 휴교령

위수령이 발동되고 1주일도 안 되어 10.26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일어났다. 10.26사태 

직후 최규하 과도정부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뒤이어 휴교령을 내

렸다. 11월 3일에 박정희 대통령의 국장 영결식, 11월 6일에 계엄사가 박정희 대통령 살해사

건의 전모를 발표하고, 11월 26일에는 계엄사에서 YWCA 사건 발표가 있었다. YWCA 사건

은 민주화운동 세력들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선출을 결혼식을 위장하여 반대한 

시위사건으로 포고령 위반으로 총 96명이 검거되었다. 12월 6일 대한민국 제10대 최규하 대

통령이 취임하였고, 12월 12일 12.12 쿠데타와 이에 따른 계엄령이 발동되었다. 1학기 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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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이 어수선하였고, 학생시위, 계엄령과 휴교령 등으로 수업을 거의 할 수 없었다. 수업일

수가 턱없이 모자라서 2학기 학부 강의는 요점만 정리해 주고는 과제물로 때우고 기말시험

을 보았다. 그래도 학점관리는 엄격하여 철저하게 상대평가 하였다.

당시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계엄령과 휴교령이 발동되어 교직원과 학생들의 대

학 출입이 엄격히 통제돼 있고, 언제 개교할지 기약할 수 없을 때였다. 당시 교수아파트에 살

던 필자에게 어느 날 오후 4학년 특수연구생 황성주 군이 빨간 감이 서너 개 달린 감 가지를 

손에 들고 찾아왔다. 고향에 내려가도 개학이 걱정되고, 막상 올라와도 갈 곳도, 묵을 곳도 

없다면서 학교 인근의 교수아파트에 사는 필자를 찾아온 것이다. 저녁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

기를 하다가 늦게 돌아갔다. 다음 날 전화가 왔다. 기숙사에 머무는 학생들이 또 찾아온다는 

것이다. 이용복과 조인호가 왔다. 쇠고기 로스구이로 저녁을 대접하였는데 기숙사 음식이 부

실하였던지 1인당 3~4인분 이상씩 잘 먹었다. 이들은 필자를 만나면 아직도 그때 이야기를 

한다.

5.18 광주사태와 전국대학휴교령

1980년 초부터 3김씨가 대권주자로 지면에 오르내리고 정국은 혼란스러웠다. 3월 초 신학

기부터 전국에서 학생시위가 일어났다. 관악 캠퍼스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학생들이 연일 

시위하더니 급기야 교내시위가 과격해지면서 5월 초에는 연일 교문 밖으로 진출을 시도하였

다. 백골 부대에 쫓기는 학생들은 보도블록과 벽돌을 깨서 던지고, 전경은 최루탄을 쏘아 대

고 … 학생들이 21동 쪽으로 쫓겨서 올라오고… 이런 와중에 약대 건물 앞에 세워 둔 필자의 

포니 자동차 뒤쪽 유리창을 뚫고 벽돌이 날아들었고, 옆 문짝도 박살나고 … 드디어 5월 13

일 서울역에서 대규모로 시위하였다. 시위군중이 남대문→ 시청→ 세종로→ 중앙청까지 진

출을 시도하며 매일 폭동 수준으로 극렬하게 시위하였다.

5월 15~16일은 군중 시위가 절정에 달하였다. 5월 16일 아침에 어머니께서 전화하셨다. 홍

익대학교 전자공학과 다니는 막내가 학교는 안 가고 매일 데모만 해서 걱정인데 이날은 무장

봉기 운운하면서 얼마간 집에 안 들어오지도 모른다며 집을 나갔는데 필자보고 찾아오라는 

것이다. 찾을 가능성은 없어도 서울역으로 갔다. 홍대생이 어디에 있는지, 홍대 가톨릭 학생

들이 어디에 있는지 수소문을 해봐도 옛말대로 남대문 입납이었다. 이날은 서울역 주변에서 

남대문 쪽으로 서울대, 이화여대, 연세대, 고려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인파가 꽉 들어차 있었

다. 10만 명이 넘는다고 추산한 보도도 있었다. 시위대는 ‘전두환 사퇴’, ‘비상계엄령 해제’를 

외치며 청와대를 향하여 간다는데 … 과격한 학생들은 신들린 것처럼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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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위가 전국적 양상을 띠자 신군부는 5월 17일(토) 밤 24시에 전격적으로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선포하면서 모든 대학에 휴교령을 내렸다.

필자는 당시 서울대 뒷문 밖 교수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자정이 넘어 계엄군이 구호를 

외치며 아파트 앞을 지나 서울대 후문을 향해 가는 소리가 들렸다. 당시 기숙사 사감들이 모

두 교수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주말에 당직한 교수들이 5월 18일(일) 아침 늦게까지 귀가하

지 않았다는 소리가 들렸다. 학교와 연락도 안 되고 출입도 철저히 차단되어 교수아파트에 

사는 교수들이 궁금하게 여겼다. 계엄군이 기숙사를 봉쇄하고 사감과 기숙사생들을 일일이 

검색한 다음 한 명씩 내보내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데 이때 일부 젊은 사감은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구분이 안 되었든지 젊은 군인들에게 봉변을 당하였다고 한다. 계엄군은 서

울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기숙사는 물론 모든 건물을 수색하였다. 특히 대모 주동자들이 머

물던 장소와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학생회 사무실을 수색하였다. 이때 약대에서는 약효학 전

공 석사과정 2년생인 박광준 군이 실험실에서 유숙하다가 계엄군에게 혼났다고 한다. 5월 18

일(일)에는 5.18 광주사태가 일어났다. 그리고 10여 일 동안 진압 작전과 더불어 데모 주동자 

수배가 시작되었다. 이 기간에는 학생은 물론 교직원도 학교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었고 교수

들도 출근할 수 없었다. 이수성 학생처장까지도 정문에서 출입이 저지당하였다는 소리가 들

렸다. 전국대학 휴교령으로 1학기 강의가 중간시험 직후 중단되었기 때문에 모든 대학에서

는 부득이 간단한 리포트로 기말시험을 대치하였다. 

전국대학휴교령이 실험실에 내려 준 선물

1980년 5월 17일 자정에 내린 전국대학휴교령은 언제 풀릴지 알 수 없었다. 그래도 휴교령

이 풀리면 다시 연구를 시작하고, 2학기 강의 및 실습을 준비하여야 하는데 예고 없이 10일 

이상 대학 출입이 봉쇄되면서 여러 실험실에 문제가 생겼다. 실험 중인 동물은 물론 사육 중

인 동물들이 모두 굶어 죽고, 세포 배양실의 배양 중인 세포들이 모두 폐사하고, 화학반응 중

이던 실험은 뒤죽박죽되었다. 학위논문 실험을 하던 대학원생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었다. 그간의 연구가 모두 허사가 되었으며, 수습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다. 21동 약대 건물에

는 원치 않는 선물(?)이 가득했다. 쥐들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구석구석 쥐가 없는 곳이 없었

다. 4층 실험동물사육실 앞 복도에 휴교 전날 배달된 사료 포대가 10여 일 동안 방치되면서 

관악의 쥐들이 21동으로 모여들었다. 4층 건물 전체가 쥐 소굴이었다. 교수실은 물론 실험실

의 서랍에도, 시약 통에도, 기구보관 상자에도, 흰쥐와 검은 쥐의 잡종까지 섞여서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과 같았다. 쥐 사료가 없는 곳이 없고, 밤이면 복도에 30~40마리가 떼로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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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녀서 기겁할 지경이었다. 쥐약으로, 끈끈이로, 쥐덫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408호 실험실만

이라도 해결하려고 일주일 이상 쥐를 몽둥이로 때려잡고, 모든 시설 장비, 실험 도구를 세척-

멸균하고, 쥐의 통로가 될 만한 곳을 모두 차단하였다. 실험장비의 살균-세척 과정에서 가장 

신경 쓴 것은 전선을 갉아 먹고, 사료를 쌓아 둔 고가실험장비의 점검이었다. 휴교령의 후유

증은 커서 실험을 다시 시작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

7.30 교육개혁과 과외전면금지

1980년 들어선 신군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통해 대학졸업정원제와 과외

전면금지를 골자로 한 7.30 교육개혁(1980. 7. 30)을 단행했다. 7.30 교육개혁의 취지는 과외 

전면금지 조치로 사교육비 절감과 공정한 입시경쟁을 도모하며, 대학졸업정원제로 과열된 

대학 입시경쟁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면서 대학졸업자의 자질을 향상하는 것이었다. 즉시 실

시한 것은 과외 전면금지 조치였다. 당시 서울대생의 30~40%는 중고등학생 과외선생으로 

필요한 돈을 마련하였다. 특히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은 입주 과외까지 하면서 숙식과 학비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과외를 하다 적발되면 학부모와 과외교사를 형사 처벌하고, 

명단까지 공개한다는 이 조치로 인해 일부 대학생들의 처지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과외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던 일부 77, 78, 79, 80학번 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은 졸지에 생긴 조치

로 과외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게 되었다. 특히 입주 과외 학생들은 자취하거나 고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8월 어느 주말이었다. 자취하던 대학원 1년차 황성주 군과 약효학실 대학원 1년차 양재하 

군이 필자를 집으로 찾아왔다. 아르바이트도 못 하고, 고향에 내려가 있으면 학교가 걱정된

다면서 답답함을 토로하더니 실험실에 나오고 싶어 했다. 이날 저녁을 같이하고 장래의 진로

에 대하여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후에도 어지러운 시국에 유학을 희망하는 특수연

구생들이 여러 명 집으로 찾아왔다.

8월 28일 휴교령이 해제되었다. 5.18 광주사태의 여파로 무거운 침묵과 우울한 분위기 속

에 2학기가 시작되었다. 민주화운동 관련 교수들이 해직되고, 학생운동 관련 학생들이 상당

수 제적당하고, 반정부시위자의 수배와 검거가 계속되었다. ‘사회악 일소’라는 이름으로 삼청

교육대의 실시(’80. 8. 4) 등으로 일반인까지 언행을 극도로 조심하는 분위기였다. 또한 7.30 

교육개혁에 따른 과외 금지조치로 가정교사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면서 힘겹게 대학을 다니

던 학생들이 더욱 힘들어졌다. 생활이 어려워지자 part time을 원하는 대학원생이 늘고, part 

time을 허락하지 않으면 휴학 혹은 자퇴하였다. 야간에 포장마차를 하는 약대생, 야간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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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잡일을 하는 약대생도 생겼다. 인문-사회 계열 학생 중에는 가정교사 대신 건설 현장 혹

은 공장의 잡역부로 일하는 학생, 그리고 공장에 공원으로 위장 취업한 학생도 생겼다. 얼마 

후 필자의 대학원생 1명이 과외교사 단속에 적발되어 신문에 났다. 그는 부득이 휴학하고 필

자가 고문으로 있던 제약회사에 취직하였다.

가을 학기부터 대학졸업정원제에 대비한 정부 지침에 따라 철저히 출석을 점검하고, 모든 

과목을 상대평가하고, 학점을 엄격하게 관리하게 되었다. 또한 성적미달자의 유급 처리 규정

이 강화되었다. 교수와 학생이 말과 행동을 극도로 자제하게 되었다. 다수의 침묵 속에 일부 

젊은 교수의 악쓰는 듯한 강의 소리가 복도까지 들리고…긴장한 학생들은 부리나케 강의실

과 도서관을 오가고…군사정권에 저항하는 학생들은 음지에서 꿈틀대고…이런 와중에도 12

월 11일에는 중앙도서관과 학생 식당에 <반파쇼 학우 투쟁선언문>을 배포하며 학내시위를 

한 ‘무림(霧林) 사건’도 생기고…이 모두가 새로운 세대의 탄생과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예고

하는 듯하였다.

7.30 교육개혁과 대학졸업정원제

대학졸업정원제의 취지는 과열된 대학 입시경쟁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동시에 대학졸업

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경쟁완화책으로 대학의 거의 모든 학과는 입학정원을 

2배로 늘리고, 게다가 입학정원의 30%를 추가로 더 뽑아서 입학생 수를 획기적으로 증원하

였다. 의예과와 법대는 정원에서 160%를 추가로 증원하여 학생이 넘쳐났다. 그러나 약사회

의 강력한 반대로 입학정원이 동결된 약대는 80명 정원에 30%를 추가하여 104명을 뽑게 되

었다. 갑작스럽게 학생이 늘면서 어떤 학과는 실험에 차질이 생기고, 어떤 학과에는 100명 단

위의 대형 강의까지 개설하게 되었다.

졸업생의 자질향상을 도모하는 수단으로는 입학정원에서 30%를 더 뽑은 수만큼 상대평가

로 하위 30%를 강제로 탈락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30% 강제 퇴출’이라는 올가미는 학생

시위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였다. 

선지원 후시험과 정원미달

대학 입학시험 제도도 바뀌었다. 1974학년도부터 시행한 대학 입학시험 제도로 예비고사 

성적과 대학의 본고사 성적을 합하여 학생을 평가하던 것을 1981년부터 대학의 본고사를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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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고교 내신 성적과 예비고사 성적으로 평가하게 바뀌었다. 그리고 대학을 먼저 지원

한 다음 예비고사를 보도록 하였다. 선지원 후시험으로 선발방식이 바뀌면서 대학지망생들

이 학교 선택에 혼선이 생겼다. 1981년의 예비고사 시험은 필기시험 320점, 체력장 20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선지원 후시험이 되면서 겁먹은 수험생들이 안전 위주로 하향 지원

함으로써 서울대 초유의 정원미달 사태가 생겼다. 따라서 대학졸업정원제의 의미가 없게 되

었다.

당시 서울대 법대의 예상 합격이 320점이었다. 그런데 수험생들이 안전 위주로 하향 지원

하는 바람에 합격 한계선이 형편없이 내려갔다. 어떤 학생이 예비고사(지금의 수능시험)에 

280점을 받았는데 이 점수로 서울대 법대에 배짱 지원하여 합격하였다. 서울대 약대에도 자

신만만한 학생들만 지원하여 정원 80명에 68명이 지원하여 정원미달로 전원 합격하였다. 그

중에 점수가 낮은 배짱 지원자가 2~3명 섞여 있었다. 선지원 후시험 방식은 부작용이 너무 

커서 1년 시행하고 중단되었다.

서울대 약대생 남녀 비율의 변화

1981년도에 실시한 선지원 후시험 제도의 부작용으로 1982학년도부터는 예비고사라는 명

칭도 학력고사로 바뀌고, 대학입시도 학력고사를 먼저 치고 취득한 점수를 갖고 대학에 지원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이때부터 고득점 수험생들이 자신의 점수와 등수에 맞추어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게 되었다. 같은 점수대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대학졸업정원제’도 본격적

으로 시행되었다. 서울대 약대에도 자신만만한 학력고사 고득점자들만 지원하여 치열한 경

쟁을 통과한 104명의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특히 고득점 여학생들이 몰리면서 약대의 여학

생 비율이 종래 10% 내외에서 70%로 높아졌다. 또한 전국 약대 정원의 80% 이상을 여학생

이 차지하게 되었다. 일부 교수들과 약사들이 음대 혹은 교육대처럼 남녀 성비를 정하여 입

시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공식화되지는 않았다. 해를 거듭할수록 학부생은 물론 대

학원생들도 주류가 여학생들로 바뀌었다. 필자는 약사 약학의 미래는 여성 약사들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생각되어 여학생 교육과 진로에 각별한 신경을 쓰면서 지도하게 되었다.

상대평가와 30% 강제 퇴출

1981년 첫 학기부터 졸업정원제로 캠퍼스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서울대학교 학칙에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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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2.0 미만은 학사 경고, 2회 연속 경고를 받으면 퇴교였다. 당시에 약대에는 내규로 F가 한 

개라도 있으면 유급이라는 규정이 있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추가 입학생 30%를 줄이려면 계

산상으로 매년 정원의 10%를 줄여야 하는데 퇴출자 10%를 정하는 것이 어려웠다. 대학에서

는 상대평가 구간을 촘촘하게 만들고, 학점 관리 규정과 유급처리 규정도 구체화하고, 모든 

수강생에게 철저히 인지시키고 엄격히 상대평가 하였다. 교수들도 과목별로 한 학기 꽉 찬 

강의계획서를 미리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전에 없던 새로운 것들이었

다. 다행히 1981년은 정원미달로 대학졸업정원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다. 그래도 긴장한 학

생들은 부리나케 강의실과 도서관을 오가고…, 배짱 지원한 학생 중에 평점 2.0 미만인 학생

은 유급 및 퇴교를 걱정하고….

반면에 군사정권에 저항하는 학생들은 3월 초부터 중앙도서관 앞 아크로폴리스 광장으로 

모이고…, 스크럼을 짜고 교문 밖으로 나가려 하다 희생자도 생기고…, 1981년 5월 27일에는 

학생들의 5.18 희생자 위령제를 지내려는 것을 경찰이 제지하자 이를 주도하던 광주 출생 경

제학과 4학년 김태훈이 이에 항의하여 중앙도서관 6층에서 ‘전두환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친 

뒤 투신자살하였다. 다음 날인 28일에는 도서관 벽에 붉은색 페인트로 ‘파쇼 타도’, 전두환 타

도’라는 글이 쓰이고, 2,000여 명의 학생이 전경과 대치한 상태에서 시위를 벌였다. 중앙도서

관의 철문 안과 밖에는 추구하는 바가 전혀 다른 두 그룹의 학생이 있었다. 그런데 이를 계기

로 철문을 마주한 두 그룹이 서로 뒤엉키게 되었고, 캠퍼스에 상주하던 경찰들이 접근을 주

저하던 도서관마저 시위의 장소가 되었다. 이 사건으로 여러 명의 학생이 구속되었다. 이후 

시위 주동 학생들이 강제로 징집당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학내소요가 잠시 주춤해졌다. 그리

고 얼마 후 운동권 출신 및 불온하다고 여겨지는 학생들을 강제로 징집하여 특별교육시킨다

는 ‘녹화사업(綠化事業)’ 이야기가 나돌았다.

철저한 강의와 긴장한 수강생

1982년부터 대학졸업정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약대도 80명 정원에 30%를 더한 

104명을 선발하였다. 개학 첫날부터 개강하고, 강의실에는 출정에 임하는 듯한 학생들, 출석

을 점검하는 교수, 경직된 분위기 속에 시작된 첫 강의…. 학생도 긴장하고 교수도 긴장했다. 

퇴교를 전제로 상대평가 한다는 것은 학생에게도 교수에게도 커다란 부담이었다. 출석을 성

적에 30% 반영하고, 70%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성적을 안 주고, 학기 말에 출석부를 학교에 

제출하였다. 대학졸업정원제의 의미를 갈파한 학생들이 치사할 정도로 출석과 학점에 예민

해졌다. 학점에 예민한 학생의 항의에 대비해 젊은 교수들이 강의 분량을 늘리고 첫 강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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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강의 시간을 꽉 채웠다. 강의계획서에 따라 강의하고, 특별 사유로 결강하는 경우 보강하

였다. 과거처럼 개학하고 2~3주 지나서야 강의를 시작하는 강사, 외부 일로 자주 결강하는 

교수, 대충 강의하는 교수는 찾을 수 없게 되었다. 교수는 철저히 강의를 준비하고, 수강생은 

긴장했다. 이전과 전혀 다른 강의실 모습이었다. 평가는 엄격했고, 결과는 냉엄했다. 엄격한 

변별력으로 모든 과목이 A+인 학생이 있는가 하면 모든 과목이 C와 D인 학생도 생겼다.

‘상대평가’라는 올가미와 ‘졸업정원제’라는 칼날

한 학기가 끝나고 상대평가에 따른 학사 경고자가 생기자 일부 학생들이 동요하기 시작하

였다. 배짱 지원으로 합격한 학생들은 study group을 만들고, 학사 경고자 중에 연속 경고가 

염려되는 학생 중 일부는 약삭빠르게 한두 과목만 수강하거나, 모든 과목을 수강 신청하고 

일부 과목을 수강취소 또는 학기 중 휴학하였다. 약대가 학년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학생이 

생긴 것은 1년 유급을 하고라도 퇴교는 면하고, 다음 학년도에 재수강하기 위함이었다. 성적

이 안 좋은 남학생은 군대 입대로 위기를 벗어나기도 했지만, 일부 여학생들은 설마 하는 심

정으로 계속 등록하였다가 두 학기 연속 학사 경고를 받고 강제로 퇴교당했다. 1982년 약대 

입학생 중 1학년을 마치고 7명의 여학생이 대학을 떠났다. 전교 수석 졸업에 1% 이내의 학력

고사 점수로 약대에 합격한 자존심 강한 새내기들에 대한 상대평가는 너무도 가혹한 조치였

다. 퇴교당한 학생이나 남은 학생이나 하나같이 군사정권을 원망하며 타도를 외칠 수밖에 없

었다. 82학번 입학생들의 증언에 의하면, 82학번으로 입학하여 1년간 열심히 공부하던 집이 

지방인 한 여학생이 상대평가로 퇴교 조치를 당하게 되자, 지방에 내려가 부모님을 볼 면목

이 없어서 서울의 작은 가내 인형 공장에 취업하여 1년간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다가 다시 다

른 대학으로 입학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졸업정원제를 처음 적용한 82학번은 104명이 입

학하여 복학생 포함하여 95명이 졸업하였다.

졸업정원제가 시행되면서부터 학내 도서관에는 시험 기간이면 자리다툼으로 진풍경을 이

루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단과대학의 도서관이나 최근 유행하는 스터디 카페가 없었으므

로, 학생들이 대부분 중앙도서관에서 시험공부를 하였다. 중앙도서관의 좌석은 학생 수에 비

하면 턱없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기간에는 도서관에서 시험공부를 하

려는 학생들이 새벽 4시부터 도서관 앞에 백 미터가 넘는 가방 줄을 세워 놓고 도서관 주변

에서 쪽잠을 자다가 도서관 개관 시간에 본인의 가방 줄의 순서에 따라 도서관에 입실하는 

진풍경들을 볼 수 있었다. 기숙사에서 새벽에 도서관에 와서 자리를 미리 맡아 놓고, 나중에 

등교하는 서울 여학생에게 귀중한 도서관 좌석을 선물로 주면서, 수험 기간에 서울 여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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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지방 남학생들의 뜨거운(?) 작업 또한 활발하였다. 캠퍼스 CC가 많 

았다.

대학생 선교회와 주님의 뜻

5.18 직후 김대중, 김종필을 비롯한 정치인과 재야인사의 체포, 반정부시위자의 수배와 검

거 등으로 시위 주동 학생들은 대부분 캠퍼스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다수의 교수와 학생은 

정치-사회적 언행을 자제하며 사태를 관망하였다. 마치 태풍 속의 고요처럼 겉으로는 특별한 

이슈가 없어 보였다. 군사정권의 억압으로 학생시위가 멈칫하자 교내에 느닷없이 파고든 것

이 종교였다. 개신교, 가톨릭, 불교 등 정치색이 옅은 종교 모임이 여럿 생겼다. 특히 대학생 

선교회의 활동이 대단하였다. 집을 떠나 학교 근처에서 유숙하며 포교하고, 강의실과 교수실

을 다니며 전도하면서 스티커를 붙이고, 성경 공부한다고 모임 만들고…, 필자의 실험실에도 

이런 학생이 있어서 점심때면 끼리끼리 모였다. 연구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등

교의 목적이라는 대학원생도 있었다. 대학졸업정원제와 더불어 생긴 이런 현상은 이들이 모

두 캠퍼스를 떠날 때까지 몇 년간 지속되었다.

어느 날 오후 한 여학생이 느닷없이 필자의 연구실로 들어왔다. 당시는 교수가 매달 학생 

면담 보고서를 대학에 제출하던 때였는데 면담 시간에 잘 안 보이던 2학년 학생이었다. 울먹

울먹하면서 약대를 나가게 되었다며 도와 달라는 것이다. 곧이어 남학생이 들어왔다. 약대 

여학생과 CCC(대학생 선교회)에서 서로 알게 되었다는 법대생 선배라면서 같이 통사정하였

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있던 걸 보면 세상 물정을 모르는 학생 같았다. 그래도 CCC 

행사에는 열심히 참여한 학생처럼 보였다. 퇴교는 막아 보려고 해도 너무 늦어서 도와 줄 방

법이 없었다. 딱히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CCC의 선교활동으로 화제를 돌렸다. 그리고 여러 

말을 하던 끝에 종교인도 아니면서 “주님이 오늘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은 ‘자네를 앞으로 크

게 쓰시려는 주님의 뜻’으로 여기고 받아드리게”라는 말까지 하게 되었다. 다음 학기에 3학년 

진급 예정이던 이 학생은 끝내 진급을 못하고 대신 사립대학교 약학과 신입생이 되었다. 씁

쓸한 추억이다.

학생시위의 부활과 극단적 상황

83학번부터는 대학 당국에서도 졸업정원제 유지가 버거워졌다. 81학번은 정원미달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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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학번이 1학년을 마치고 여러 명이 퇴교를 당하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휴학 및 유급, 또는 

일부 남학생의 군대 입대로 졸업정원제는 그럭저럭 유지되었다. 그러나 83학년도부터는 퇴

교가 현실이 되면서 상대평가에서 불리한 학생들의 졸업정원제에 대한 불안감과 거부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또한 군필자와 휴학생들이 복학하면서 졸업정원제는 물론 군사정권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게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좌파 운동권도 아니면서 시위가 발생하

면 선두에서 극렬하게 전경들과 싸웠다. 

종교적 모임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급진좌파 운동권 학생들의 모임이 점차 표면화되더니 

학기 초부터 중앙도서관 앞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시위를 하였다. 학생들의 교내시위가 되

살아난 것이다. 강제징집 된 뒤 보안사의 녹화사업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문의 죽음에 대한 

규명을 요구하는 시위가 각 대학에서 일어났다. 학생들은 돌, 벽돌, 보도블록 등 잡히는 것은 

무엇이라도 던지고 경찰은 최루탄을 쏘면서 방패와 곤봉으로 학생시위를 저지하였다. 이때 

학생시위에 기름을 부은 것 같은 충격적 사건이 생겼다. 김영삼의 목숨 건 23일간의 단식이

었다.

5 ·18 3주년을 맞아 정계에서 강제 은퇴 후 자택에서 칩거 중이던 김영삼은 민주회복, 정치

복원 등 민주화를 위한 전제조건 5개 항과 야당 인사 석방을 주장하며 1983년 5월 18일 단식

농성에 돌입하였다. 재야인사들의 지지가 잇따랐고, 함석헌 등 5명이 뒤따라 단식농성(5월 

31일)을 하였다. 학생들의 산발적인 시위도 잇따랐다. 6월 9일까지 김영삼의 목숨을 건 23일

간의 단식투쟁은 민주화 투쟁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대학가는 학기말 시험 기간이어서 대규

모 시위 없이 방학에 접어들었다. 뒤이어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다.

첫째, 6월 30일 KBS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 시작

둘째, 9월 1일 소련에 의한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

셋째, 10월 9일 북한에 의한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발생

넷째, 11월 12일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이러한 모든 국민의 이목이 쏠리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였기 때문에 민주화 투쟁은 별로 

국민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일부 재야인사들과 학생들의 투쟁은 멈추지 않았다. 

반면에 문교부는 8월 16일 자로 1980년 당시 해직된 교수 87명을 단계적으로 복직시킨다고 

발표하면서 유화책을 쓰기도 하였다.

2학기 개강과 더불어 서울대생들은 중앙도서관 앞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수시로 소규모 

시위를 하고…, 규모가 커지면 스크럼을 짜고 교문 밖으로 나가려고도 하고…, 그러나 시위 

학생보다 경찰이 훨씬 많은 상황이어서 학생시위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곧 이리저리 쫓기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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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다 경찰의 접근이 어려운 중앙도서관으로 피신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도서관을 시위

장소로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생겼다. 11월 8일 서울대에서 11월 12일 방한하는 레이건 대통

령의 방한에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다. 이날 시위를 주도하던 부산 출신 도시공학과 4년 황정

하가 중앙도서관 6층 난간에서 시위 중 추락하였다. 시위는 11일까지 계속되었고, 황정하는 

16일 사망하였다. 이후 교내시위가 과격해지면서 운동권 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정원제에 압

박을 받는 학생들이 대거 시위에 동조하면서 대규모로 확대되었다. 12월 20일 ‘해직 교수협

의회’를 발족하면서 해직 교수들도 조직적으로 저항하였다.

실패한 졸업정원제

반정부 시위가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자 12월 21일 드디어 정부에서는 

학원자율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1983년 12월 21일 문교부는 1980년 5월 17일 이후 학생운동 

관련 제적 학생 1,363명에 대해 복교를 허용하였다. 그리고 12월 22일 법무부는 시위 학생 

131명을 포함한 형이 확정된 시국사범 314명 및 일반사범 1,451명에 특사/복권조치를 내렸

다. 1984년에 접어들면서 1월 4일 서울지역 14개 대학 제적생 130여 명이 전원 복교를 요구

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법무부는 2월 8일 학원소요 관련 재소자 48명을 형집행정지로 석방

하였다. 정부는 2월 25일 정치활동 규제자를 추가 해금한다고 발표하였다. 2월 29일 치안본

부는 총/학장 요청 시에만 대학에 공권력을 투입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렇게 제적생 복교, 학

원소요 관련 재소자의 형집행정지 및 석방, 정치활동 규제자의 추가 해금 등 일련의 유화조

치를 취하였다.

1984년 3월 초부터 학생들이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는 매일 군사정권 타도를 외쳤다. 꽹

과리 소리에 소복을 입고 진혼곡에 맞춰 진혼 춤도 춰가며 규탄대회를 열기도 하였다. 규모

가 커지면 스크럼을 짜고 교문 밖으로 나가려고도 하고…, 군사정권에 항의하는 의미로 학생

들이 집단으로 시험 거부도 하였다. 전경들과 공방을 펼치며 학생시위는 학기 내내 계속되었

다. 약대생 중에는 연극반원들과 몇몇 동아리가 주로 시위에 참여하였다. 한편 문교부는 

1984년 3월 31일 대학별 논술고사 실시 등 대입제도 보완책을 발표하고, 4월 5일에는 대학 

초과 모집 비율을 자율화하기로 하면서 1985년부터 130% 비율을 학교별로 결정하도록 했

다. 그리고 4월 6일 문교부는 졸업정원제를 1985년부터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81학번부터 

84학번까지 4년간 실제로는 3년간 유지되던 졸업정원제의 취지가 현실성 없는 허구였음을 

공표한 것이다. 9월에는 ‘소요 관련 대학생 조기 입영제’를 폐지하였다. 학생시위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던 7.30 교육개혁은 각 대학의 입학정원을 2배로 늘려 준 것만 남았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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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내 말 많던 졸업정원제가 폐지되면서 정원의 30% 추가모집도 없어지고, 재학 중 입영하는 

남학생들도 없게 되었다. 그리고 약대는 1985년부터 입학정원 104명 모집에서 원래 정원인 

80명 모집으로 되돌아갔다.

정부의 이러한 유화조치로 소극적이던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이 다시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

게 되었다. 학원자율화가 이루어지면서 9월 17일 ‘서울대복학생협의회’ 결성, 9월 27일 서울

대 총학생회 부활, 10월 12일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결성이 연이어 이루어졌다. 반면에 

10월 4일 서울시경은 서울대 경제학과생 유시민을 외부인 감금 혐의로 구속하고 백태웅 등 

8명을 수배했다고 발표하였다. 학원자율화가 이루어지자 학생운동이 민주화운동과 노동운

동으로 확대되었다. 10월 19일 서울대 등 7개 대학생 1천여 명이 서울대에서 ‘민주화 투쟁 실

천대회’를 개최하고 노동자를 위한 투쟁을 시작하였다.

맺는말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1979년 10월 26일) 이후의 계엄령과 휴교령 그리고 1980년의 

5.18 광주사태와 전국대학 휴교령으로 시국이 어수선하였고, 메케한 최루탄 가스로 뒤범벅이 

된 학내시위가 잦아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업일수도 턱없이 모자랐다. 

이 기간에는 학부 강의는 요점만 지적해 주고 과제물로 때우는 식으로 얼버무렸다. 매우 부

실한 강의였다. 학생들이 알아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학점관리는 엄격해서 철저하

게 상대평가 하였다.

5.18 후에 7.30 교육개혁으로 졸업정원제가 시행되면서 학생들이 출석과 학점에 예민해졌

다. 교수들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과목별로 한 학기 꽉 찬 강의계획서를 미리 제출하고 그에 

따라 30% 퇴출을 전제로 강의하고 평가하였다. 학점에 예민한 학생들의 항의에 대비해 강의 

분량을 늘리고 첫 강의부터 강의 시간을 꽉 채웠다. 특별한 사유로 결강하는 경우 보강계획

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보강하였다. 선진국 수준의 강도 높은 강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상대

평가에 민감한 학생들은 도서관을 오가며 지독하게 공부하였다. 민주화를 외치면서도 강의

와 수강만은 선진국 수준으로 철저하였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이 후에 각종 시험에 합격한 고위공직자로, 또는 국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수, 연구원 등 고위전문직 종사자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반면에 시위주동

자로 강의실보다는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군사정권 타도를 외치며 학원자율화와 민주화 

투쟁에 몰두하던 이들은 수배와 검거, 징계와 제적, 강제징집 등으로 굴곡진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이들은 후일 모두 복교, 복권, 복직되었고 김영삼, 김대중 정부 시절 민주화 투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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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매김하였고, 많은 이들이 사회지도층 유력인사로 고위공직자가 되었다. 대학졸업정원제

로 졸업을 못 했던 학생들도 이들과 같이 대부분 졸업장을 받았다. 또한 80년대 해직 교수도 

경제적 보상과 더불어 밀린 봉급을 모두 받았고, 이명현 전 교육부 장관, 한완상 전 교육부총

리처럼 높은 자리에 오른 이도 여럿 되었다. 

아크로폴리스 광장 앞 중앙도서관의 철문 안과 밖에는 추구하는 바가 전혀 다른 두 그룹

의 학생이 있었다. 안과 밖 그 어디에 있었던지 그들은 현재 각자의 생각과 처한 상황에 따라 

혼란한 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이글에 인용된 사건 사고는 주로 Daum 백과사전과 경향신문 1983년, 1984년 12월에 실린 국내외 

주요 사건 사고 일지 및 요약에서 인용하였으며 81, 82학번의 증언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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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정복으로의 여정

의과대학 의학과 명예교수  유근영

1. 암 예방의 첫 걸음(~1989년 조교수)

의대를 졸업하면 외과나 정형외과를 전공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 강의도 재미있

었고, 나름 손재주도 있는 편이고, 환자에게 무언가 눈에 보이는 확실한 치료를 해 줄 수 있

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다. 수업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한 어느 여름날 누님을 통해 어

머니 병환을 알게 되었고, 서울의대 부속병원 진단 결과는 자궁경부암. 당시 국내 최고 수준

의 우리 병원에도 항암제는 물론 변변한 방사선치료기조차 없던 시절이어서, 어머니를 위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내 처지를 비관 하면서, 임상 의사를 하겠다던 내 의지는 꺾였고, 결

국 예방의학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1978년 사랑하는 막내의 의대 

졸업식을 가 보시지도 못한 채 어머니는 향년 54세의 나이로 우리 곁을 떠나셨다.

암을 예방하는 일에 일생을 바치자고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에 들어갔으나, 당시 교실에

서는 암을 전공하는 교수님도 없었고, 전공의 시절 5년 내내 일산화탄소 중독의 역학과 실험 

연구에 만족하면서 내일을 기약해야 했다. 박사학위 논문도 지금의 전공과는 거리가 먼 산소 

중독에 관한 동물실험이었다.

학위논문 지도교수이신 윤덕로 교수님은 학자로서 가야 하는 길을 일러주신 큰 스승이셨

다. 주변의 많은 비아냥에도 불구하고 당시 가장 큰 사회적 이슈 이었던 연탄가스중독을 전

공으로 연구하시고 예방책은 물론 임상 영역에 속하는 고압산소요법을 개발하고 보급시키신 

분이다. ‘당뇨나 고혈압 환자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잘 걸리지만 연탄가스는 서

민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도 기피한다’고 개탄하시던 모습

이 눈에 선하다. ‘학자는 한 우물을 파야 한다. 예방의학은 건달들이나 하는 분야라는 말을 

거침없이 해대는 임상의사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건달이다. 인생을 살면서 우연한 기회가 

3번은 찾아온다.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해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학문도 마찬가지라 한 가지 일에 몰두하고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선생님으로부

터 받았다.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에서 보낸 전공의 시절동안에는 불행하게도 역학과 통계학을 전공

한 선생님들이 안 계셔서 외국 교과서를 통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 통계학은 여전히 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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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어렵기만 한 영역이었지만, 역학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매력이 많은 학문 분야였다. 영국

의 역학자인 John Snow는 Koch가 콜레라의 원인 균을 발견하기 30년 전에 상수도 시설 한

곳이 오염의 근원지임을 확인하고 차단함으로써 런던시내 콜레라 유행을 종식시킨 이야기는 

감동 그 자체였다.

“원인을 모르더라도 질병은 예방할 수 있다.” 기전을 잘 모르지만 금연으로 폐암을 예방할 

수 있고, B형 간염이 간암의 원인임을 밝혀가는 과정이나, 뉴욕시 의사들이 모여 정보를 공

유하면서 AIDS라는 새로운 질병을 파악하고, 어린 소녀에서 발생한 전대미문의 질 암이 어

머니의 합성호르몬제제 복약으로 기인되었다는 매력적인 연구논문들은 역학이라는 학문영

역을 향한 내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해 주었다. 이후 이런 사례들은 내 역학 강의의 단골 메뉴

가 되어 서울의대 후배들에게도 소개되었다.

모든 학문이 그렇지만 연구를 하려면 연구방법론도 완전히 갖추어야 하겠지만, 동시에 연

구 자료도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1983년부터 3년간 육군 제3야전군 사령부에서 예방의학장

교로 군복무를 마치고 교실에 전임강사로 첫 발을 디뎠고, 비로소 역학 연구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었지만 문제는 연구할 데이터가 없었다. 암이건 뭐건 닥치는 대로 

연구논문이 될 만한 자료는 무엇이든 모아야 했었다. 안윤옥 교수가 간염과 간암에 관심을 

갖고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공단의 자료를 입수해 와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수

편의 연구논문을 작성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B형 간염의 감염 양상과 진단법 예측도의 문제 

그리고 간암과의 인과적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었다. 1991년에 발표된 간염과 간

암에 관한 논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후향적 코호트 연구가 되었다.

어렵게 구한 Kleinbaum 교과서를 통해서 주워 들은 역학적 연구방법론들을 내 논문에 적

용시켜 보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내고 싶었지만, 그 당시 우리는 소위 ‘범주

형 자료분석론’에 관한한 아무것도 몰랐고, 어떤 통계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 돌이켜 

보면 그 당시의 논문들은 지상에 발표는 되었지만 모두 미완성으로 분석된 것들이었다. 적어

도 1989~1991년 미국-일본에서의 연수를 끝내고 귀국할 때까지는 국내에 이런 분석을 할 능

력이 없었다.

2. 연구 방법론 연수(1989년 예일대~1991년 愛知 암센터)

예일대학에서 보낸 연구년 1년은 역학연구방법론과 의학통계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매우 중요한 기간이 되었다. 통계학자 Holford 교수의 범주형 자료분석론 수업을 통해 미국

식 교육에 흠뻑 매료되기도 하였고, 평생 친구가 된 Dubrow 교수의 지도 학생 논문을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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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하면서 공저자로서 내 첫 번째 SCI 논문이 나온 것도 이 시기 이었다. 국내에서 공부하면

서 목말라 했던 역학연구방법론에 대한 갈증이 모두 사라지고, 터득한 방법론을 모두 단편논

문으로 정리해서 지상에 발표했다. 하루 빨리 귀국해서 국내의 여러 사람들에게 로짓모델을 

포함한 여러 분석론을 가르쳐주고 싶었다. 다만 귀국을 해도 연구를 수행할 데이터가 없다는 

현실이 문제이었다. 예일대학에서 습득한 지식을 이용해 암 역학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 귀국 직전에 일본 愛知(아이찌)암센터를 6개월간 방문하기로 하였다. 

나고야에 있는 愛知암센터는 일본 내에서 역학에 관한한 선두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연구

소인데, 소장으로 계신 Tominaga 선생을 멘토로 모시고, Tajima 역학 부장과 파트너가 되어 

신명 나게 일을 하였다. 서울 대학의 교수를 초빙연구원으로 받은 지라, 그런 경험이 없는 연

구소 동료들은 처음엔 어색해하고 견제도 하였지만 이내 친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평생의 동

료이자 가족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유인 즉, 필자가 찾아간 이 연구소의 암역학

자료를 이용한 최초의 외국인이며, Tominaga 선생님은 처음엔 테스트해 볼 겸 예일대학서 

배운 내용으로 세미나 발표를 시키더니, 나중에 방으로 와서는 ‘하고 싶은 것 무엇이던지 해

도 좋다. 이왕 하려거든 최고의 잡지에 최고의 논문을 쓰라’고 주문하였다. 

3개월 정도 지나 ‘모유 수유의 유방암 예방’에 관한 분석결과를 원내세미나에서 발표하였

고, 이어 일본암학회에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으며, 결국 1992년 미국역학회잡지(IF=5.241)에 

게재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필자의 첫 번째 SCI 논문이 되었고, 당시 38세이었다. 한국인으로 

이 잡지에 논문을 실은 첫 번째 연구자이자, 이 연구소로서도 자기네들 자료를 이용한 첫 번

째 논문이자 이 잡지에 게재된 첫 번째 등등 모두들 기뻐하며, 언제나 자기네 자료를 이용해 

연구할 수 있는 객원연구원으로 인정해 주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가장 중요

한 동반 연구자가 되었다. 우리의 관계는 향후 국제공동연구, 한일역학회, 아태암예방기구

(APOCP)의 출범, 아시아 코호트컨소시엄(ACC)의 조직 등등 수없이 많은 국제공조의 중요

한 시발점이 되었다.

예일대학에서 숙지한 연구방법론을 일본인을 대상으로 수집된 역학 자료에 적용한 SCI 논

문이 성공적으로 발표되면서, 그동안 난제로만 여겨졌던 역학연구방법론이 국제적으로 인정

받게 되었고, 자신을 얻은 우리 연구실은 암 예방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게 되었다. 귀

국 직후 우선은 서울 의대에 의학통계상담실을 국내 최초로 개설하여, 미국-일본 연수에서 

습득한 의학통계지식을 가지고 연건동 연구자들에 대한 통계 컨설팅을 시작하였다. 분석용 

통계프로그램도 대학을 설득하여 구입하였고, 의과대학 및 병원에서 수행되는 각종 연구에 

대한 통계학적 자문 및 분석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다. PC-SAS를 주로 이용 하

였으므로 일반인이나 초보자들을 위한 매뉴얼도 발간하였고, 일주일 정도의 프로그램 운용 

교육을 시작한 것도 이 즈음이었다. 대학원과정에 범주형 자료분석론 과정을 개설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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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강도 높은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하였고, 반응이 매우 좋았다. 매주 수요일에는 강의 후 

대학원생들과 대학로의 한 맥주 집에서 피로를 풀곤 했는데, ‘이런 강의를 한국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다’는 한 학생의 후일담은 매우 고무적이었으며, 결국 국내최초의 전

문 서적인 ‘범주형 자료분석론’ 교과서를 1996년에 발간하게 되었다.

역학연구방법론과 자료분석론까지 겸비한 우리 암역학연구실은 ‘암의 원인을 찾아서’ 본

격적인 역학 연구의 행보에 나서게 된다. 시작은 환자-대조군 연구로 하여야 하고, 목표는 유

방암으로 하였다. 미국에서 연수 시절 이미 최고치에 오른 서양 여성의 유방암 발생률을 보

면서, 그리고 일본 여성의 유방암 추이를 보면서 한국 여성에서도 유방암은 분명히 급증할 

것이 명확히 예견되었기 때문이었다. 유방암 이야말로 암 예방을 목표로 삼은 필자에게나 우

리 연구실에 적합한 타겟이었다. 더군다나 유방암은 위험요인이 소위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예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며, 임신-출산 요인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질병인데, 우리가 

습득한 범주형 자료분석론을 이용하면 그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방법론을 우리는 이미 확보

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3. 암의 원인을 찾아서(1992년 환자-대조군 연구~1999년 분자 역학 연구)

그러나 역학자들이 가지는 난관이 있었다. 기초 의학에 속하는 연구실이라 유방암 환자를 

직접 만나서 연구대상으로 확보할 수가 없다. 임상교수와의 공동연구가 가장 절실한 관건이

다. 예일대 연수 시절 유방 외과를 전공하고 싶다는 노동영 교수가 뉴헤이븐의 우리 캠퍼스

를 찾아와서 나눈 이야기 중에 귀국하면 공동으로 연구하자는 제안이 오갔었고, 이는 결국 

현실이 되었다. 최국진 교수님을 모시고 서울의대 유방암 연구회를 결성하기로 한 것이다.

박수경 선생과 신애선 선생 등 암 역학을 전공하는 많은 젊은 대학원생이 크게 활약하면

서 유방암 역학 연구는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된다. 초기에는 일본 아이찌암센터의 역학 

자료를 이용한 연구논문도 여러 편 발표하였지만, 결국에는 서울대병원 유방외과와의 공동

연구를 수행하면서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한 환자-대조군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임신분만

이나 비만 요인 등 유방암의 결정요인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는 당시 지역사회연구로 참여를 

시작한 연천지역조사 자료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 후반 미국에서 학위를 끝내고 귀국한 강대희 교수가 연구실에 합류하면서 두 가

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전통적 역학연구 방법으로 설문에 의한 자료에 생체 유전정보를 

접목하는 분자 역학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우리 연구실에서도 수행되기 시작하였으며, 또 하

나는 서울대병원만을 고집한 것이 아니라 아산병원 등 다기관공동연구로 유방암 연구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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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변화하는 전략이 시작되었다. 한때는 전국의 유방암 환자의 29%를 확보할 수 있는 대

형 연구조직으로 성장하면서, 우리의 유방암 위험 요인에 관한 환자-대조군 연구는 그야말로 

황금기를 구가하게 되었다. 이즈음 서울의대 교실 중에서 2005년도 교수 1인당 연구논문 수

에서 예방의학교실이 1위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2007년에는 모든 임상 과목을 통틀어 1위를 

차지하는 개가를 올리게 된다. 연구중심의 예방의학이 자리를 확고히 잡는 순간이기도 하였

으며, 의국에 입국할 당시 ‘예방 의학은 건달들이나 하는 거…’라고 비아냥거리던 분들의 얼

굴이 떠오르기도 하였다. 

일본 아이찌암센터의 Tajima 교수는 한중일 3개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공동연구를 

제안해 유방암 부분을 필자가 책임 받게 된 KOJACH 프로젝트는 한국인의 유방암 위험요인

이 서양인의 그것과 종류는 다르지 않지만 상대적 관련성에서는 차이가 난다는 인종 역학적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박수경 교수와 박보영 

교수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인 유방암 예측모델’을 완성하게 된다. 질병 예방을 위한 역학 

연구의 절정기에 도달하는 이정표를 세운 논문으로 평가된다.

우리 연구실의 분자 역학적 연구는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도약을 하게 된다. 영국 캠브리지대

학 연구진과 세계 수 개국이 모여 결성한 유방암컨소시엄(BCAC, Breast Cancer Association 

Consortium)의 회원이 되었고, 결국은 2007년에 이르러 세계 최고수준의 잡지인 Nature 

Genetics에 공동연구자로 우리의 이름을 올리게 되는 쾌거를 이룬다. 우리의 유방암 역학 연

구가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징표인 셈이다. 자신을 얻은 우리 연구진은 신애선 

교수가 주도가 되어 대장암 국제컨소시엄에도 가입하는 등 역학 연구의 세계화에 활발하게 

나서고 있어 자랑스럽다. 

4.   과거로 돌아가 암을 예방할 수만 있다면(1993년 코호트 연구~2005년 
국제콘소시엄 구축)

코호트연구는 역학연구 중에서 가장 신뢰성이 높은 연구방법이지만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

다. 특히 암 코호트연구는 연구대상도 최소한 수 만 명이 필요하고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추적관찰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교수 일인이 수행하기는 불가능하고, 미국이나 유럽 그

리고 일본과는 달리 한국과 같은 후발 국가는 국가기관이 나서기 전에는 꿈도 꾸기 힘든 연

구방법이다.

1990년 필자에게도 코호트연구를 시작할 기회가 찾아왔다. 영광원자력발전소 인근의 주민

에서 암 발생위험이 있는지 정부가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서울대병원 고창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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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연구를 의뢰하면서, 필자와 김종순/임영기 교수가 이명철 교수를 도와 기획총괄반에 합류

하여 코호트연구를 디자인한 것이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면서 혈액을 채취

하였는데, 필요한 검사를 하고 난 잔여 혈액을 현장에서 버리는 것을 보면서 아깝다는 생각

이 들어 따로 챙겨 서울로 이송하여 보관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생체 시료를 겸비한 다기

관암코호트(KMCC)’가 탄생하게 된다. 충주 지역은 건국 의대의 장성훈 교수가, 함안 지역은 

동아 의대의 신해림 교수가, 그리고 필자와 강대희 교수와 박수경 교수 등이 주도가 되었다.

병이 발생되기 이전에 개개인의 생활습관을 설문조사하고, 발병 이전상태에서 혈액 등 생

체 시료를 수만 명으로부터 확보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영화 ‘데자뷰’를 보면 민완 

형사가 ‘나는 항상 사고가 나면 범인을 찾아다니는데, 한번쯤은 사고가 나기 이전에 범인을 

잡고 싶다’는 독백이 나오는데, 생체 시료를 확보한 코호트 연구를 통하면 바로 그런 작업이 

가능하다. 과거로 돌아가 미리 질병의 원인을 찾고 미리 예방하자는 것이다.

병원을 찾은 환자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코호트 연구를 해야 하

는 이유는 명확하다. 인간이 질병에 걸리는 장소는 병원이 아니라 거주하는 지역사회이며, 

따라서 원인을 찾으려면 지역사회 내에서 찾아야 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

다. 본과 4학년 시절 길선웅 동기와 기생충학교실에서 선택 과정을 하면서 회충의 재감염에 

관한 역학적 연구를 수행하여 당시 문교부 장관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지도교수이셨던 

조승렬 교수님의 가르침이었다.

지역사회에 나가 건강검진을 통해 연구대상 1명을 확보하는 데는 약 40만 원의 비용이 발

생한다. 그러니 어느 개인이 수 십 억 원이 소요되는 코호트연구에 쉽게 도전할 수 있겠는가? 

정부가 고액의 연구비를 투자한다 해도 환자가 충분히 발생되는데 소요되는 10년이라는 연

구기간 중에는 아무런 연구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 어느 학술 재단이 이런 연구에 투

자를 하겠는가? 유전체 코호트를 확보한다는 일은 ‘국격의 파라미터’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1993년 원전역학조사의 비용으로 구축한 ‘한국인 다기관암코호트(KMCC)’

는 2만 명의 설문 정보와 생체 시료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여 지금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코호

트 연구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암의 원인을 연구하기에는 2만 명으로는 부족하기 때

문에, 2006년 이후 국립암센터에서 10만 명을 목표로 동일한 코호트(KNCC)를 새로이 구축

하기 시작하였으며, 보건복지부 관료들을 설득하여 질병관리본부가 주관이 되는 23만 명 규

모의 한국인유전체사업(KoGES) 코호트를 2000년대 중반에 성공적으로 완성하였음은 전 세

계에 자랑할 만한 일이다.

암 연구의 세계적 메카인 미 국립암연구소의 Fraumeni 박사와 하버드 대학의 Willett 교수

를 방문하여 한국의 코호트 연구를 알리고 자문을 받는가 하면, 국제적 명사인 노벨 의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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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 Lee Hartwell 박사를 초청하는 등 국제화를 추진하면서 2005년에는 Potter 박사와 필

자가 공동의장이 되어 아시아코호트컨소시엄(ACC)를 출범시켰다. 명실공이 한국이 코호트

연구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으며, 100만 명 규모의 연구대상이 확보됨에 따라 

아시아 최초의 ‘비만 지표와 사망률’ 논문이 세계 최고의 잡지인 NEJM(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실리게 되었다. 비로소 국적 있는 코호트연구가 자리매김하는 순간

이었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논문이 발표되면서 위암의 예방처럼 한국인 암 예방에 가장 중요

하고 신뢰성 높은 실질적 증거를 제시해주고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한국의 코호트연구 중에서도 인간유전체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생체 시료를 확보하

고 있는 몇몇 코호트 들은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 국제공동연구를 하자는 제안이 많

은 편인데, 그 이유는 우리 코호트는 질병 발생 이전 상태에서 개개인의 혈액 내 생체 지표에 

관한 연구, 즉 조기발견을 위한 early biomarkers 연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

다. 아태 정상회담(APEC)이나 환태평양보건포럼(PHF) 같은 정치적 모임에서도 조기생체지

표 발굴을 위한 투자가 거론될 정도이며, 일본의 가장 권위 있는 高松암연구재단(PTCRF, 

Princess Talcamatsu Cancer Research Fund)에서도 세계적 전문가를 초청해 국제세미나를 

가질 정도로 비중 있고 중요한 이슈이다. 필자는 다행스럽게도 이 세미나에 2회(2005년, 

2013년) 초청받아 한국의 코호트연구를 소개한 바 있다.

5.   우리는 암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가?(2006년 국립암센터~2011년 
암 발생 감소)

“From Bench to Community” 대학교수로서 30여 년을 투자한 상아탑에서의 연구결과를 

사회에 환원시켜야 했다. 2006년 정부로부터 국립암센터 원장 제의가 들어와 2번 거절하였

다. 당시 필자 자신은 교실 주임교수이면서, 대학의 기획위원 및 인사위원, 그리고 대학원생

과 연구비도 가장 많았던 관계로, 교수로서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이었다. 국립암센

터는 2001년 개원하여 박재갑 원장의 지도 아래 병원으로서의 골격은 다 갖추었지만, 정부의 

시각은 달랐다. 한국인 사망원인 1위로 등극한 암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작한 국가

암관리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평가하는 전문기구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취임직

후, 순환보직, 경영컨설팅, 평가제도개선, 인사제도 등 조직의 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비전

과 목표를 재설정하는 한편, 연구중심의 암 센터로 만들기 위해 암 연구비 확충과 우수 연구

원의 확보, 첨단 연구실험장비의 도입과 연구 인센티브제 도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

기 시작하였다. 2006년 취임 초기 50~70편에 달하던 전체 SCI 논문 수가 2015년에 이르러서



2부  칼럼    325

는 400편 이상으로 증가된 모습을 보면 지금도 흐뭇하다. 최초의 국제암심포지엄도 이 시기

에 시작되었다.

국립암센터의 임무 중 하나는 국가단위의 암 통계를 생산하는 것인데, 2003년 제정된 암관

리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모든 암환자에 관한 정보가 중앙암등록본부에 수집-관리되

면서 국가단위의 암 발생률 통계가 생산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가장 신뢰성이 

높은 양질의 통계로 인정받고 있다.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이 1999년에 시작

되어 이제는 전 국민이 5대 암 내지 6대 암에 대한 검진을 받게 되었다.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하여 매년 생존여부를 확인하면서 생산되는 암 생존율 역시 동 기간 동안 크게 향상되었는

데, 모두 국립암센터의 역할이다.

2007년에는 국립암센터 내에 4번째 건물인 국가 암예방검진동 준공을 축하하는 행사를 마

련하였는데, 암검진업무는 물론 국가암관리사업단의 기획-평가-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

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정부 자문 조직이 둥지를 튼 

것이다. 대통령께서 축하 메시지를 친필서명으로 보내주시고, ‘암 예방 시대의 개막’이라는 

구호를 전면에 내세웠다. 암 예방과 관리를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한편, 일반인들

을 위한 국민암예방수칙도 제정하였고, 암 센터 직원들과 국내 암 연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매년 3월 21일 암 예방의 날을 제정하여 행사를 가졌으며, 이 날 국가암유공자를 포상하는 

제도를 최초로 만들기도 하였다.

암 조기검진 사업의 결과로 암 생존율은 괄목할만한 수준까지 연장되어 평균해서 모든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50%를 넘기는 거의 선진국 수준을 상회할 정도로 향상되었으나, 특히 

위암, 간암, 폐암 등 암에 의한 사망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었으며, 암 환자는 매년 남자 

1.6%, 여자 5.5%씩 발생이 증가하여 결국 암 유병자 수는 2011년에 이르러 100만 명에 달하

게 되었다. 정부로서는 의료비 상승 등 경제적 부담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다. 

정책적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암의 발생 자체를 감소시키는 것이었다. 2006년부터 시

작된 제2차 암정복 10개년 계획 기간 중에는 주요 목표를 암의 발생을 막자는 예방으로 정한 

것이다. 국내외에서 연구된 그간의 역학적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한국인 암 발생에 관여하는 

위험요인과 보호 요인도 충분히 연구되고 있었고, 국립암센터 연구진과 합동으로 완성된 박

수경/박보영 교수의 ‘한국인 유방암 예측모델’과 같은 연구논문이나 신해림 박사/박소희 교

수 등의 ‘한국인 암의 기여 위험도 추정’에 관한 연구, 그리고 전재관 교수 등의 ‘위암에 대한 

국가암조기검진의 효율성 평가’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대표적 암 

예방의 업적으로 간주된다.

1971년 닉슨 대통령에 의해 ‘암과의 전쟁’이 선포된 이후 미국은 막대한 양의 연구비를 암 

연구에 투자하였다. 이후 30여 년간 현재 항암제나 면역 치료제 같은 암 치료법이나 MRI,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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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같은 진단장비 그리고 방사선요법이나 양성자치료기 같은 고가의 첨단 치료 장비가 이 

시기에 개발되어, 이제는 곧 암이 정복될 것 같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UICC(The 

Union for Internation Cancer Control) 회장인 Cavali 박사 같은 사람은 ‘그건 착오였다’라고 

후회하고 있다. 암의 진단과 치료 장비 개발에 따라 암 환자의 완치율이나 생존율을 획기적

으로 향상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불행하게도 암의 발생 자체를 막지는 못하였다. 암이 생기

지 않게 막지 못하면 암과의 전쟁에 이길 수 없는 것이다.

2007년 1월 초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미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암연구소(NCI-NIH)를 방문

하였다. 2007년 1월 17일자로 미국암협회가 미국인에서 암 사망자가 역사 이래 최초로 감소

하였다는 뉴스를 보고 ‘이는 국가가 선포한 암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있음을 보여주

는 국립암연구소의 쾌거’라고 치하하기 위함이었다는 후문이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멈출 것 같지 않던 암 환자 발생의 증가추세가 2011년부터 감소하

기 시작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암 발생이 201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야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이번에 처음 감소가 시작된 것이다. 국가 단위에서 보면 국가암관리사

업이 진행됨에 따라 [생존율 증가 시기-사망률 감소 시기-발생률 감소 시기]의 순서대로 이행

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는 제2기 말에 속하는 ‘사망률 감소 시기’로 평가되었으나, 이번 발

표로 2012년부터 제3기인 ‘발생률 감소 시기’에 진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국민에서 암의 발생이 역사상 처음으로 줄어들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온 국민

의 칭송을 받을 일이면서 동시에 국가암관리사업에 헌신적으로 종사해 온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크게 격려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다.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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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구강병리학의 개설과 고(故) 김동순(金東順) 교수님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명예교수 임창윤

어느 분야나 그 학문이 발전하고 체제를 갖추어 나아가는 데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인

물이 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해방이 되어 일본인들이 퇴각한 후로 우리나라는 한때 

각 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시기가 있었다. 그러한 열악한 위치에서 현재와 같은 발

전된 한국사회를 이룩하기까지 많은 우리 선배 학자들이 노력이 있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치과의학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치과계에서는 퇴각하는 일본인들

과의 정상적인 대학의 인수인계가 안 된 공백상태에서 대학을 운영하는 데 기여한 몇 명 안 

되는 학자 중의 한 사람이 필자가 말하려는 고 김동순(金東順) 교수이시다.

고 김동순(1920~1996) 교수님은 일제에서 우리나라가 해방된 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의 

초창기에 우리 치과 학계에 크게 공한하신 분으로, 필자에게는 학부와 대학원에서의 스승이

시며 지도교수이시고, 필자의 교직생활의 초년시절 모시던 상사이셨다. 1945년 해방을 맞이

하여 아직 정부수립도 안되고, 정부조직이 구성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인들이 놓고 간 

대학을 지키고, 학생들의 교육을 수행해 오신 몇 안 되는 선배 교수님들 중의 한분이시다. 그 

당시 아직 정부수립이 되지 않아 재정적인 여건도 원활치 않은데도 무급으로 대학을 계속 지

키신 선배교수님들의 노고에 항시 감사드린다.

김동순 교수께서는 1920년 충청남도 당진군 우강면에서 태어나시어 예산 농업학교를 졸

업하시고 1941년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하시어 1944년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를 졸

업하셨다. 졸업과 동시에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에서 조수로 근무하셨다.

또한 김동순 교수께서는 졸업 하시자마자 무급조수(조수 - 요즘 조교)로 계시면서 국립서

울대학교가 설립되면서 대학원에 입학하시어 1946년부터 1949년까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윤일선(尹日善) 교수 밑에서 수학하시고, “아비산 호제에 대한 치수태도”라는 논

문으로 의학석사학위를 취득하셨다(대한치과의학회지 1권 1호 1954). 그리고 1961년 “가토

치아발육에 관한 실험적 연구”(대한치과의학회지 1960)라는 논문으로 의학박사 학위를 받으

셨다.

1950년대를 학창시절로 살아온 필자로서 그 당시 우리 한국이 처한 처지를 회상해 보면 

참으로 암담한 시절이었다. 지금의 우리들의 처지와 비교하면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그러한 

사회상이었다. 돌이켜 보건대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에 도달한 현재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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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교하는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시절에 그러한 열악한 시대에 학교를 지키고 하나의 전공

분야를 지키면서 오늘날 후세들에게 학문의 길을 터주신 분이시다.

특히 구강병리학은 기초학문으로 한 때 우리들 사이에 유행하던 말로 치과 기초학문을 전

공하는 사람들을 “Cold and Hungry Group”이라고 “춥고 배고픈 학문하는 사람들”이라고 

농담을 주고받던 기억이 새롭다. 그러한 처지에서 꿋꿋하게 완전한 전공과도 성립되지 않은 

앞날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전공을 지킨다는 것이 하나의 모험이 될 수 있었다.

8.15 해방 후에는 배진극(裵珍極) 박사와 반태유(潘泰攸) 박사가 치과병리학을 강의하셨

는데, 배진극 박사와 반태유 박사 두 분은 치과병리학을 전공하신 분은 아니지만 두 분 모두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병리학교실 도구미츠(德光美福) 교수 밑에서 의학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로, 배진극 박사는 서울여자의과대학(지금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시면

서, 또 반태유 박사는 서울대학교병원 치과부에 근무하시면서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 시간

강사로 출강하셨다. 그리고 김동순 강사가 실습을 담당하셨다 한다.

그 당시 치과병리학 강의는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에 국한된 오늘 날에 비하면 극히 일부

분의 질환만 다루었고 임상 진단업무에는 전혀 손을 안 댄 치과병리학은 질병을 연구하는 순

수 기초학문이었다. 

일반 병리학 강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의 윤일선 박사, 이제구 교수, 이성수 

교수 등 의과대학 교수들이 시간강사로 출강하였다. 김동순 교수는 1952년 전임강사로 부임

되어 치과병리학을 일부 담당하시다가 1958년 미국 알라바마(Alabama) 치과대학 구강병리

학교실 Robbinson 교수 밑에서 1년간 수학을 마치고 귀국하시어 오늘날의 구강병리학의 체

계를 구성하고, 강의와 임상에서의 조직검사를 통한 본격적인 현대 구강병리학의 모습을 갖

추게 되었다. 김동순 교수께서 귀국하시면서 시청각교재로 슬라이드 2,000매를 가지고 오셔

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구강 내 질환에 대한 영상매체를 이용한 시청각교육을 우리들 치과대

학 강의에 도입한 기억이 새롭다.

그 당시 나는 치과대학 2학년생으로 김 교수님이 귀국 하시자마자 우리 학년에 강의를 맡

으셔 현대식 시청각 강의를 하셨다. 그 당시 치과대학에는 환등기가 1대밖에 없어서 별로 쓸

모가 없다가 김 교수님이 환등기를 이용한 시청각 강의를 하시면서 입체적인 강의가 실현되

었다. 그 당시 환등기를 사용하시는 교수님이 거의 없었고, 가끔 미 8군에서 미국 군의관들이 

대학에 와서 특강을 할 때 환등기가 사용되곤 하였다. 그 전까지는 치과병리학(Dental 

Pathology)이라고 하여 치아만을 중심으로 한 강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 당시 김동순 교수님

의 강의는 정말 열강이셨다. 그 당시 교수님들의 강의는 교과서도 없이 교수법이 주로 칠판 

글씨와 교수님들의 노트를 읽어주는 말을 받아쓰는 수준의 강의였는데, 유독 김동순 교수님

의 강의는 불러주는 강의가 아니라 그대로 슬라이드 설명과 구연으로 학생들은 교수님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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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수일투족을 주시하면서 강의를 듣는 독특한 강의였다.

1961년 필자는 구강병리학전공으로 대학원에 진학하였다. 그 당시 대학원 석사과정은 2년

제였고, 박사과정은 지금과 같이 2년제가 아니라 4년제였고 필자가 박사과정에 입학할 때

(1963년)부터는 3년 6개월의 과정이 되었다.

지금도 내 기억에 생생한 것은 내가 1957년 서울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으로 서울 외

곽에 있는 공과대학, 농과대학, 상과대학의 신입생들을 제외한 전체 서울대학교 신입생이 지

금의 동숭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3층 대강당에 집합하여 교수님들로부터 서울대학교에 대

한 소개와 활동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때, 서울대학교 교무처장님의 말씀이 있으신 다음 

치과대학의 학생과장으로 계신 김동순 교수님이 등단하셨다. 그 당시 김교수님께서 1,000여 

명이 넘는 신입생들 앞에서 패기가 넘치는 언변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구수한 충청

도 사투리에 학생들을 웃기시면서 말씀하시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그 당시 가끔 영어 문구도 

섞어가면서 명강의를 하시어 학생들로 하여금 서울대학교 학생이 된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긍지를 갖게 하신 기억이 새롭다.

김동순 교수님께서는 치과대학에서 학생과장(1952~1958년)을 역임하시고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치과대학 학장을 역임하셨다. 학장으로 취임하실 때의 김동순 교수께서의 나이

가 43세로 치과대학 내의 김 교수님보다 나이 많으신 몇몇 교수님들의 시기심으로 가끔 학사

행정에 차질을 빚을 때가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난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치과대학에는 전임교

수가 10여 명에 불과하였는데 김 교수님께서는 학장에 취임하시자마자 교수 충원에 힘쓰시

어 학장 재임기간에 6, 7명의 전임교수 TO를 배정받아 급격히 각 전공에 전임교수를 두게 되

었다.

우선 의과대학에 파견되어 약리학을 수학하던 정동균 선생을 치과약리학에, 해부학을 수

학하시던 김명국 선생을 구강해부학에 전임강사로 임명하시고, 또 치주과가 그 당시에는 제

2보존과라 하여 치과보존과와 공존하고 있었는데 치주과를 치과 보존과에서 분리하여 거기

에 신임 전임강사(이재현 교수)를 또 소아치과학 교실(김진태 교수)과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구강병리학교실에도 조한국 선생을 전임강사에 발령하였다. 또 구강미생물학교실을 신설하

고자 나와 같이 구강병리학 석사과정에 있는 조기호 선생을 유급조교로 발령하여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기용숙 교수 밑에서 수학하게 하셨다. 이와 같이 대학 교육에 있어서 부족하였

던 인력확보에 주력하셨다.

구강병리학 전공 대학원생들이 속속 증가하면서 김 교수님께서는 구강병리학 학회의 필요

성을 느끼시고 얼마 안 되는 구강병리학 전공 대학원생들과 구강병리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타 전공 치과의사들과 대학원생들을 규합하여 구강병리학회를 1963년 창립하셨다. 초대 회

장에는 김동순 교수가 선출되시고 부회장에는 서울대학교병원 치과과장으로 계시던 김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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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를 모시게 되었다. 학회는 1년에 한번 개최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학술 세미나를 가졌다. 

가끔 미 8군에서 군의관들이 연자로 학술 세미나에 초청되기도 하였다.

김동순 교수님은 예절의 고향인 충청남도에서 태어나시어 유교사상이 남달리 투철하시어 

예의범절이 엄격하셨다. 그래서 가정의 대소사나 사회에 있어서 대인 관계에 특별히 엄하셨

다. 그래서 타인과의 대화나 태도에 대하여 남을 배려하는 모습은 우리 후학들에게 종종 감

명을 주셨다.

한 예로 우리들이 남들과 악수를 나눌 때에 윗사람이 먼저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 밀 때 

아랫사람이 손을 내미는 것이지 아랫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자는 것이 실례가 될 

수 있다고 일깨워 주시기도 하셨다. 또한 교직자로서의 지켜야 할 도리, 스승과 제자사이의 

지켜야 할 품위 등을 일깨워 주시기도 하셨다. 그리고 검소하시고 서민적이셨다. 이와 같이 

김동순 교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지도하여 주시고 모범을 보여 주셨다.

김동순 교수님께서는 치과대학 교수로 재임하시면서, 초대 대한치과의사회 학술부회장에 

취임하시어 치과의사회의 모든 학술 업무를 관장하시기도 하였다. 1974년에는 대한치과의사

협회장에 출마하시면서 치과대학 교수직을 사임하시게 되었다. 1974년 이전까지는 대한치과

의사협회장이 다른 공직도 겸할 수 있었으나, 1974년부터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다른 공직

을 겸할 수 없다는 규정이 새로 삽입되어 김동순 교수께서는 부득이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교

수직을 사임하시고 대한치과의사협회장에 출마하시어 제13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에 취임하

셨고, 다시 1982년에 제17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에 재임되시어 1984년까지 업무를 수행

하셨다.

김교수님께서는 어느 위치에 서시거나 그 직에 충실하시려고 노력하셨다. 업무를 수행하

심에 있어서 항시 사회의 정의에 부합되는 업무추진을 도모하셨지, 자기 이득을 위해서 무례

하게 사회에 불이익을, 타인 또는 사회 정의에 부합이 되지 않는 업무는 취하지 않는 것을 원

칙으로 하는 사고를 가지신 분이셨다.

끝으로 필자의 스승 고 김동순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 치과의학계에 학자로서, 교육자로

서, 또 치과행정가로서 참으로 많은 공헌을 하셨으며, 오늘 날 한국 치과계가 어려운 여건 속

에서도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한 계기를 마련해 주신 분으로 탄신 100주년을 맞이하여 다

시 한번 이 글을 스승님 영전에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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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음악 에피소드

음악대학 작곡과 명예교수  서우석

이 글은 인도음악 전반에 대해 쓴 글 중, 인도의 역사, 인도의 사상과 음악, 음악의 실제와 

이론 등의 앞부분을 생략한 후반부의 글이다. 20세기를 풍미한 연주자들에 대한 소개와 그들

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인도음악을 감상한 경험이 없는 독자들도 이 글을 통해 

인도의 음악이 인도의 대중들에게 얼마나 광범위하게 그리고 깊이 침투되어 있는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 이유는 단순히 인도 사람들의 자국의 음악을 아끼기 때문이 아니

다. 인도의 음악은 17세기 초부터 지역의 통치자인 마하라자에 의해 음악이 고급화되었으며 

음악의 구조를 고도로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여러 이유 중 아마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

이었을 것이다. 그런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글을 기고한다.

‘알리 아크바르 칸’과 ‘암자드 알리 칸’

먼저 알리 아크바르 칸(Ali Akbar Khan, 1922~2009)과 암자드 알리 칸(Amjad Ali Khan, 

1945~ )의 사로드(Sarod) 연주를 들어 보기로 한다. 사로드(Sarod)라는 악기는 현악기로서 

인터넷 검색에서 악기의 모습과 연주 동영상을 볼 수 있다. 지판(finger board)에 프렛(fret)이 

없으며, 지판이 매끄러운 금속판으로 되어 있어서 손가락 끝에 깍지를 씌워 줄을 누른 채 부

드럽게 음높이를 올리고 내릴 수 있다. 음높이를 ‘slide-up, slide-down’할 수 있는 점이 사로

드의 가장 큰 장점이다. 지판은 기타에서 보듯 음높이를 정하기 위해 손가락을 짚는 판이고 

프렛은 지판 위에 음높이를 정하는 도드라진 부분이다.

이 두 연주자 ‘알리 아크바르 칸’과 ‘암자드 알리 칸’이 부자지간으로 짐작하기 쉽다. 인도

의 음악가들은 가문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둘은 부자지간이 아니다. 알리 아크바르 칸

은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났다. 전에는 동부 벵골이라고 부르던 현재의 방글라데시의 수도인 

데카(Daca)의 남서쪽 100km 거리의 코밀라(Comilla)가 그의 출생지이다. 한편 암자드 알리 

칸은 타지마할로 유명한 아그라 남쪽 120km 떨어진 괄리오르(Gwalior)에서 태어난다.

알리 아크바르 칸이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그의 아버지인 알라우딘 칸

(Allauddin Khan, 1862~1972)은 지금의 인도의 중부의 주인 마디냐 프라데시(Madh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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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desh)의 마이하르(Maihar)로 이주한다. 마이하르는 그가 젊었을 때에 궁중 음악가로 지

냈던 곳이다. 마이하르는 아그라(Agra)에서 남서쪽으로 400km 거리에 있는 곳이다. 알라우

딘 칸은 뛰어난 음악가였으며 음악 교육자로서도 명성이 높았다. 우리가 인도 음악하면 알고 

있는 시타르(Sitar) 연주자인 라비 샨카 역시 알라우딘 칸의 제자이다. 아버지는 새벽에 시작

해 18시간을 계속해 아들에게 레슨을 했었다고 한다. 21세였던 1943년에 아버지의 추천으로 

조드푸르( Jodhpur) 마하라자의 궁정 음악가가로 발탁되었다. 1955년 33세의 나이에 바이올

린 연주자인 메뉴인(Yehudi Menuhin)의 초청으로 미국에서 처음 연주하였으며 45세인 1967

년 이후, 캘리포니아에 정주하게 된다. 그는 다섯 번 그래미(Grammy)상의 후보자였고, 맥아

더 기금(MacArthur Fellowship)을 수여받았다. 알리 칸의 연주 역시 인터넷 검색으로 연주장

면을 보고 들을 수 있다. 음반을 구입하고 싶은 분에게는 ‘Artistic Sound of Sarod, Raga 

Basant Mukhari with Jogia’를 권하고 싶다.

한편 암자드 알리 칸은 일곱 살 때에 사로드 독주회를 가져, 사로드 연주의 신동으로 널리 

알려진다. 역시 아버지 하피츠 알리 칸(Hafiz Ali Khan, 1888~1972)에게 음악 수업을 받았다. 

이들의 집안 역시 이름 있는 음악가 가계에 속해 있었다. 암자드 칸은 6대째 이어오는 명연주

자의 집안을 잇고 있었다. 현재, 암자드는 세계 여러 곳을 여행하며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 역시 youtube에 그의 많은 연주가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다. DVD로 출간된 그의 연주

를 한곡 소개한다. ‘Raga of the Kings’라는 제목으로 ‘Sarod Maestro Amjad Ali Khan, Ragas 

Durbari Kanada & Adana’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1)

‘초라시아’의 플루트(반수리)

다음 곡은 판디트 하리파사드 초라시아(Pandit Hariprasad Chaurasia, 1938~ )의 플루트 

연주이다. 역시 연주자의 이름으로 검색하면 youtube에 그의 연주가 많이 올라와 있다. 여기

서 플루트라고 칭하는 악기는 금속이 아닌 목제(대나무)로 된 인도의 플루트이다. 인도에서

는 반수리(Bansuri)라고 부른다. 초라시아는 독주 외에도 둘이나 셋이 연주하는 중주 연주를 

   1) Amjad Ali Khan의 “Raga for peace” 2014 Nobel Peace Prize Concert를 듣기 위한 youtube의 

주소, 즉 그 URL은 “https://www.youtube.com/watch?v=wlnCQ3vA3Jc”이다. 앞의 주소는 텍스

트가 아니고 이미지이기 때문에 복사해 모니터에 입력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주소를 타자로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스펠링이 한 자라도 틀리면 검색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youtube 사

이트에서 “Amjad Ali Khan”이나 “sarod”를 입력하여 원하는 연주를 찾고, Chaurasia의 연주를 

듣기 위해서는 “Chaurasia” 또는 “Bansuri”를 입력하여 원하는 연주를 찾는 것이 더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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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시도한다. 중주는 그의 독특한 연주 스타일이다. 두 세 악기가 멜로디를 서로 주고받는 

모습으로 이중주나 삼중주로 이끌고 있다. 이런 방식의 연주는 초라시아가 후에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고수하는 연주 양식이다. 음악이 전개되는 모습을 보면 다음에 감상할 드루파드와 

많이 닮아 있다.

앞서 소개한 알리 칸의 사로드 음악은 심각하고 진지한 모습이 그 특징이다. 사로드 연주

의 알랍(alap, 전주곡)에서는 속세를 버려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 그 자체라고 할 만큼, 무

엇인가를 버리는 어려움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 가트(gat, 본주)에 도달하면 타블라(Tabla)의 

반주를 거느리고, 기쁨의 세계로 들어선다. 곡의 끝머리에 이르면 마치 천국의 문을 열고 들

어선 강렬한 희열을 경험하게 된다. 곡은 이 정점에서 끝난다. 천국에 이른 다음 다시 지상에 

내려올 필요가 없다는 듯이 사라지는 것이다. 유럽 음악의 클라이맥스와는 많이 다르다고 하

겠다. 유럽의 음악은 절정에 이른 후, 다시 평정의 상태로 돌아와 곡을 종결하는 것이 통상적

이다.

알리칸의 사로드에 비교하자면 초라시아의 연주는 즐거움이 가득찬 유쾌한 음악이다. 알

랍에서 속세를 버리는 과정도 즐거운 마음으로 버리는 느낌을 받는다. 가트의 후반에 이르면 

타블라에게 독주의 기회를 주고 반수리 자신은 단순한 멜로디를 반복하는 섹션이 나타나기

도 한다. 때로 타블라와 대화하면서 익살스러운 장면을 연출한다. 반주 악기인 타블라와 대

화를 주고받는 장면에서 청중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것이다. 타블라가 기대하는 바를, 반수리

가 거부함으로써 상대방을 놀라게 한다. 그리고 이때 청중들은 웃는다. 물론 이 모든 일은 멜

로디를 주고받음으로써 이루어진다. 그 모습을 다시 설명하면, 반수리가 던져 준 멜로디를 

타악기가 따라 한다. 이 주고받음을 여러 번 시도한 후, 타블라가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순간 

반수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엉뚱한 멜로디를 연주하며 타블라를 버리고 자기 갈 길을 가 

버리는 것이다. 말하자면 독주악기가 반주악기를 가지고 노는 장면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

런 장면에서는 청중들이 웃는 소리가 그대로 CD에 녹음되어 있다. 이 경우 스튜디오 녹음은 

실황 녹음을 따를 수가 없을 것이다. 인도음악의 본질이 살아있는 연주의 참여라는 점을 여

기서도 발견할 수 있다.

초라시아는 우타르 프라데시(Uttar Pradesh) 주의 알라하바드에서 태어났다. 알라하바드

(Allahabad)는 같은 주에 속하는 불교의 성지 바라나시(Vanarasi)에서 서쪽으로 100km 거리

에 있는 도시이다. 그의 아버지는 레슬링 선수였다. 아들도 레슬링 선수가 되기를 바랐다. 어

머니는 그가 여섯 살 때에 세상을 떠났다. 후에 그가 회고하는 바에 의하면 어릴 때 그는 아

버지를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 열심히 레슬링 연습을 했었지만 스스로는 레슬링 선수가 될 

자신이 없었다고 한다. 이즈음 친구의 집에서 음악을 배우고 연습했다. 그리고 그때의 레슬

링 연습 때문에 반수리 연주에 필요한 긴 호흡과 강한 체력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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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한다. 그의 친구의 집에서 성악부터 배웠으나 반수리 연주로 바꾸어 바나라시에서 8년간 

풀루트 연주에 매진했다고 전한다. 그리고 1957년 오릿사 주, 쿠탁(Cuttack) 시의 라디오 방

송국(All India Radio)에 연결되어 연주자로서 활동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다시 좋은 스승을 

만난다. 그 스승은 연주를 포기하고 은둔해 지내는 안나푸르 데비였다.

은둔의 여성 ‘안나푸르나 데비’

여기서 데비(Annapurna Devi, 1927~2018)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다. 그녀는 앞서 설명한 사

로드 연주자인 아크바르 알리칸과 자매지간이다. 알라우딘 아크바르의 세 딸 중 막내였다. 

14세 때에 아버지의 제자인 21세의 라비 샨캬( Ravi Shankar)와 결혼한다. 라비 샨캬는 서구

에 가장 잘 알려진 시타르(Sitar) 연주자다. 1950년대에 라비 샨카와 안나푸르나 데비는 델리

(Dehli)와 캘커타(Calcutta)에서 함께 자주 연주한다. 주로 그의 오빠인 알리 아크바르 칸의 

음악학교에서 많이 연주했다. 이들 연주에서 라비 샨캬는 자신의 연주보다 데비의 연주가 청

중들에게 더 인기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 연주 후 사인을 부탁하는 팬들의 수가 비

교가 되지를 않았기 때문이다. 샨카가 이를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느낀 데비는 결혼 생활의 

원만함을 위해서 더 이상 공개 연주를 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이들 부부의 이야기는 영화로 

제작되었다. ‘Abhimaan(1973)’이라는 영화다. 영화의 시나리오는 주인공이 대중음악을 연주

하는 가수라는 점만 제외하면 샨카와 데비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영화는 남자 가

수의 음악은 ‘geet’이고 여자 가수의 음악은 ‘sangeet’라는 암시로 끝맺는다. ‘geet’는 소리만

의 음악이고 ‘sangeet’는 마음이 담긴 음악이라는 뜻이다.

데비가 얼마나 뛰어난 연주자였던가를 알려 주는 다음과 같은 전언이 있다. 성악 연주가인 

<그림 1> 왼편은 암자드 알리 칸이 사로드를 연주하는 모습, 다음은 초라시아의 반수리 연주모습, 초라시아는 

왼손잡이로 연주하고 있으며 뒤의 연주자는 오른손잡이로 연주하고 있다. 가운데 악기를 세워서 연주하는 타

블라의 배경음 연주자가 보이다. 오른편은 초라시아를 가르쳤던 데비의 모습으로 결혼하기 전, 수르바하

(Surbaha)를 연주하는 모습이다. 수르바하는 데비의 전공 악기로서 시타르와 사촌 간의 악기이다. 시타르

(Sitar)보다 연주기법이 훨씬 어렵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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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르 칸(Ustad Amir Khan, 1912~1974)은 데비의 오빠인 아크바르 알리 칸에게 ‘데비는 

80%, 너 알리 아크바르 칸은 70%, 라비 샨캬는 40%의 음악’을 알라우딘 아크바르로부터 물

려받았다고 말한 다음, ‘라비 샨카와 판날랄(Pannalal Ghosh, 반수리 연주자, 1911~1960)와 

나 셋을 저울의 한쪽에 놓고 다른 쪽에 안나푸르나를 놓으면 저울은 안나푸르나 쪽으로 기

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한다.

데비는 1941에서 1962년까지의 결혼 생활 후 30대 중반에 이혼한다. 인도에서 이혼은 그

리 쉬운 일이 아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혼 후, 제자를 키우는 데에 전념한 데비는 초라

시아 외에도 많은 연주자를 배출한다. 데비는 초라시아가 오른손잡이 연주에서 왼손잡이 연

주로 바꾸겠다는 약속을 받은 다음, 그를 가르치기로 한다. 오른손잡이 연주는 서양의 플루

트처럼 오른쪽으로 악기를 두고 연주하는 방식이다. 외손잡이는 그 반대를 가리킨다. 오른 

손 잡이였던 초라시아는 왼손잡이를 익힘으로써 오른 손, 왼손 모두를 구사할 수 있는 반수

리 연주자가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녔던 오른손잡이로서의 잘못된 손가락 사용 방법을 완

벽하게 고칠 수 있었다. 왼손잡이로 다시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후 초라시아는 평생 왼손잡

이로 연주한다.

초라시아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음악원의 ‘세계음악과’의 학과장직을 맡은 후, 2006년에 개

설한 인도 뭄바이의 브린다반 그룩쿨(Vrindavan Gurukul)을 창설하기도 했었다. 두 기구는 

모두 자신이 배운 연주법인 힌두스탄 반수리의 구루-쉬쉬야(Guru-shishya) 주법을 전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노력으로 그는 많은 연주자를 배출하였다. 메뉴힌, 장-피에르 랑팔

( Jean-Pierre Rampal)과도 협연하였으며, 비틀스와 ‘내면의 빛(The Inner Light, 1968년 음반

의 B면)’을 함께 연주하기도 했다. 초라시아는 많은 CD 음반을 출간하였다. 그중 ‘Live at 

OSHO Commune International Poona(India)’를 소개한다. 이 연주의 일부 동영상은 

‘Hariprasad Chaurasia at OSHO’로 youtube 에서 검색하면 볼 수 있다. ‘OSHO’는 숙박시설

이 갖추어진 인도의 명상 리조트이다. 인도의 수도 뭄바이 남서쪽 100km 거리의 푸나

(Poona 또는 Pune)에 위치한다. 인도의 음악가들이 유럽과 미국의 대학에서 연주하고 학과

장까지 맡게 되는 배경에는 유럽인들이 20세기 후반의 자신들의 현대음악에 대한 심한 절망

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술탄’ 칸의 사랑기

술탄 칸(Sultan Khan, 1940~2011)은 저명한 사랑기(Sarangi) 연주자이다. 사랑기는 무릎 

앞에 세워놓고 활을 사용하여 소리를 내는 현악기이다. 첼로와 같은 방식이다. 칸은 델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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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서남쪽 250km 거리의 시카르(Sikar)에서 태어났다. 시카르는 라자스탄의 자이푸르

( Jaipur) 외곽 도시다. 아버지 우스타드 굴랍 칸(Ustad Gulab Khan)으로부터 사랑기를 배웠

다. 그의 아버지 또한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사랑기를 배웠다. 이즈음 아미르 칸(Amir Khan)

에게 노래도 배우게 된다. 아미르 칸은 앞서 데비의 재능을 평가했던 성악가다. 술탄 칸과 아

미르 칸은 서로 인척 관계가 아니다.

11세에 연주한 기록이 있지만, 그의 공식적인 연주 경력은 20세 때에 뭄바이 북부의 구자

라트(Gujarat) 주의 라지코트 방송국의 연주에서 시작되었다. 라지코트(Rajkot) 방송국에서 

연주한 지 8년째 되는 해에 방송국을 방문한 라타 망게쉬카(Lata Mangeshkar, 1929~  )와 함

께 연주할 기회를 갖게 된다. 망게쉬카는 영화 음악의 배경음악으로서의 노래를 녹음하던 여

성 가수로서 명성이 높은 성악가였다. 술탄 칸보다는 11세 위의 선배인 셈이다. 그녀의 도움

으로 뭄바이 라디오 방송국으로 소속을 옮기게 된다. 이를 계기로 뭄바이 방송국 음악에 깊

이 관여하게 되고 영화 음악에도 관련을 갖게 된다.

사랑기는 전통적으로 반주악기였다. 타악기인 타블라 독주의 반주로 사용되었다. 칸은 인

도 전통 음악 뿐 아니라 영화 음악에도 관여하여 많은 성악가들과 함께 작업한다. 1974년 라

비 샨카의 세계 연주 여행에 동참하기도 하였다. 1970년대 중반에는 미국의 재즈 음악가들과

도 활동을 했었다. 이들 중에는 섹스폰 연주자인 리브만(Dave Liebman, 1946~  )도 포함된

다. 1998년과 2000년의 재즈 페스티발에서 퓨전 그룹인 ‘Global Expression’의 일원으로 활

동하기도 한다. 1980년 이후 미국의 영화에도 관여해 ‘간디(Gandhi, 1982)’, ‘인도에서 생긴 

일(Heat and Dust, 1983)’에서도 그의 음악을 들을 수 있다. 한국에는 소개되지 않은 ‘In 

Custody(1994)’에서도,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타블라 연주자인 짜키르 후세인(Ustad 

Zakir Hussain)과 함께 그의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인도 남쪽 스리랑카 건너편의 타밀 나두

(Tamil Nadu)의 영화인, ‘요기(Yogi, 2007)’에서도 그의 음악이 선보인다. 1997년에는 미국의 

여가수 마돈나(Madonna)와 함께 연주한 음반이 출반되었으며, 1988년에는 백악관에서 수피 

음악 축제(Sufi Music Festival)에서 연주하기도 했다.

역시 youtube에서 그의 음악을 들을 수 있다. CD 음반으로는 ‘Zakir Hussain & Sultan 

<그림 2> 사랑기(Sarangi)의 연주  

모습(왼쪽), 드루파드(Dhrupad)의 

연주 모습(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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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n(1987)’이란 제목의 음반을 구입할 수 있다. 수록된 곡은 두곡의 사랑기 독주곡과 두곡

이 타블라 독주곡이다. 사랑기 독주는 타블라가 반주를 하며, 타블라 독주는 사랑기가 반주

를 한다. 사랑기가 한 장단의 멜로디를 곡의 시작에서 종결까지 반복해서 배경으로 들려주

며, 타블라의 독주를 돕고 있다.

‘다가 형제’의 드루파드

성악곡인 드루파드(Dhrupad)를 들어 보기로 한다. 다가(Dagar) 형제의 연주를 택했다. 드

루파드는 인도 중앙부의 마디아 프라데시(Madhya Pradesh)의 암자드 알리칸의 출생지인 그

왈리어(Gwalior) 지역을 통치하던 만 싱 토마르(Raja Man Singh Tomar, 1486년 등극) 시대

에 완성된 성악곡으로서 지금은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성악곡이다. ‘Dhrupad’는 

‘dhruva’와 ‘pada’가 합해진 말이다. ‘pada’의 어원은 ‘시’이고, ‘dhruva’의 어원은 ‘후렴’이라고 

해석한다. 또 다른 해석은 ‘Dhruvapada’의 ‘dhruva’를 ‘확정된 진리’로 해석하고 ‘pada’를 ‘말’

로 해석하기도 한다.

15세기 이후 다가 가문의 수장은 무굴 황제인 아크바의 궁정 음악가가 되었고 가족들은  

드루파드 양식의 노래를 불러 유명해진다. 드루파드는 가장 오래된, 남아 있는 인도 전통 양

식이다. 둘이서 연주하는 성악곡인 이 곡의 연주자로서 다가 형제(Dagarvani)가 유명하다. 

다가 형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모이누딘(Moinuddin, 1921~1967)과 아미누딘(Aminuddin, 

1923~2000) 그리고 짜이루딘(Zahiruddin, 1932~1994)과 파이야쭈딘(Faiyazuddin, 1934~ 

1989)의 짝을 지워 연주하는 것을 지칭하기 위해서이다. 짜이루딘과 파이야쭈딘은 아크바르 

황제 시대의, 첫 번째 다가의 19대 손이다. 이처럼 다가 가문은 대대로 연주자 가문을 이루어 

왔다. 말하자면 유럽의 바로크 시대처럼, 음악가의 집안이 따로 있고 음악이 이들의 가업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다. 모이누딘과 아미누딘이 연주한 유네스코 컬렉션(Unesco Collection)

의 LP 음반에 수록된 ‘rāga: Asāvarī, tāla: Sūlatāla’의 드루파드를 소개한다.

서주인 알랍의 가사는 산스크리트어로 된 기도문이다. 인도 사람들이 신비한 발음으로 여

기는 ‘옴’이라는 발음으로 시작한다. ‘옴’은 시바(Shiva) 신을 대신하는 들리는 소리이고 그것

의 들리지 않는 실체는 시바신이다. ‘옴’은 기도의 시작에 항상 사용되는 발음이다. 기도문이 

끝을 장식하는 나라얀(narayan)은 ‘첫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비슈누 신과 크리슈나 신

과 같아짐’을 뜻한다. ‘나라얀’은 기독교의 ‘아멘’과 유사한 문구이다. 알랍 다가 형제의 대표

적인 드루파드 기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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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 Anant Tam Taran Tarani Tam Hari 

Om Narayan Anant Hari Om Narayan 

옴, 끝없는 어둠을 건너 나아가, 어둠 속의 녹색 빛을 향해

옴 나랴얀, 끝없는 녹색 빛, 옴 나라얀

드루파드의 알랍(서주)은 이 기도문의 발음을 하나하나 천천히 읊어 간다. 마치 기도문의 

발음이 정확한지를 확인하듯, 라가의 음 하나하나의 음높이를 확인해 간다. 알랍은 세 부분

으로 이루어지고 차츰 리듬이 세분되어 속도감을 느끼게 해 준다. 30분가량의 알랍이 끝나면 

‘가트(본주)’가 시작된다. 알랍의 가사는 그 범주가 정해져 있으나 가트의 가사는 선택된 것

이다.

Ana sunāī bāsuri kānhā Brikhabhāna dulāre achānaka nikasa āī vrajabālā.
Batiyān sunata pyārī chhala bala son chatura nāra mukta mālā tore dārī motī chunata
men to hārī lalana ke bicha ghera lāī Kānhā.

그들이 크리슈나의 피리 소리를 듣자마자, 브리나 숲의 소녀 목동들이 그들이 애인을 

향해 달려갔네. 

아름답고 감미로운 거짓말로 나를 사로잡으며, 그 교활한 거짓말쟁이는 내 진주목거

리를 끊어 버렸네.

내가 흩어진 진주를 찾느라고 허리를 굽힌 동안 크리슈나와 그의 친구들은 뒤에서 포

옹했네.

같은 음반에 수록된 또 하나의 드루파드인 ‘rāga: Bhairavī, tāla: Rūpaka’의 가트의 가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Jagata jananī jvālāmukhī Mātā Sarasvatī shāradā vidyā deni dayāni dukha haranī.
Johi johi māngata sohi phala pāvata mana ich'hā pūrana karanī dukha haranī.

오 당신, 세계를 창조하시고, 빛의 얼굴을 지닌 어머니이신 사라스바티(Sarasvatī)시
여, 모든 지식이 당신으로부터 흘러나오고, 당신은 재능의 증여자이시며, 피난처입 

니다.

당신은 모든 고통을 없애주십니다. 누구나 당신으로부터 원하는 열매를 얻습니다. 당

신은 우리 마음의 욕망들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없애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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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주는 기쁨에 찬 희열을 끝까지 유지하며 평정의 상태로 돌아옴 없이 곡을 끝낸다. 첫 번 

가사에서 보듯, 신들의 에로틱은 부도덕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두 번째 가사는 지식과 

지혜, 음악과 예술의 여신인 ‘사라스바티’를 찬미하는 시이다.

드루파드의 연주 역시 인터넷에서 ‘Daga vani’를 검색하면 여러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드

루파드의 음반 역시 많이 출반되어 있다. 일본에서 출간된 1988년의 다가 형제의 CD 역시 좋

은 음반이다. ‘ドルパド, 超'絶の ヴォカリーズ ~北 イソド音樂の原点(드루파드, 초절의 보칼

리즈, 북 인도 음악의 원점)’이라는 타이틀로 Victor 음반사에서 출간한 CD이다.

드루파드의 심오한 음악은 기악 독주로도 연주하게 만든다. 말하자면 목소리 대신 악기의 

소리로 드루파드 음악의 본질을 들어내고 싶었던 것이다. 기악 드루파드는, 본주인 가트를 

생략하고 알랍만을 연주한다. 알랍이 드루파드의 본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기악 드루

파드는 성악 드루파드를 연주할 수 있는 연주자들이 비나(Vina)로 연주하는 것이 통상적이

다. CD를 두어 장 소개한다. 찌아 모히누딘 다가(Zia Mohinuddin Dagar)의 ‘비나(rudra 

vina)’ CD(1991)에 ‘raga: yamnan’과 ‘raga: shouddha todi’가 담겨있다. 두곡은 연주시간이 

각각 70분이 조금 넘는다. ‘루드라 비나(영어로는 Rudra vina 또는 Rudra veena로 표기)’는 

큰 공명통이 두 개 중 하나를 왼편 무릎에 올려놓고 다른 쪽을 오른편 무릎 아래 바닥에 받

쳐 놓고 연주하는 발현(plucked) 현악기이다. 

모히누딘 다가의 1981년 미국 씨아틀(Seattle)에서 연주한 실황 녹음도 CD로 출반되어 있

다. 본주인 가트까지 비나로 연주한 CD로는 고팔 크리샨(Gopal Krishan)이 비치트라 비나

(Vichtra vina)로 연주한 ‘Inde du Nord, Dhrupad et Khal(1996)’이 있다. 이 곡을 들어 보면 

앞서의 아크바르 알리 칸의 사로드 연주와 비슷한 음악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보면 

알리 칸의 사로드 연주 역시 드루파드 적인 음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비치트라 비나

는 남부 인도의 카나틱(Carnatic)에서 사용하는 치트라 비나(Chitra vina)를 모방해서 만든 

힌두스탄(Hindustan)의 악기이다. 무릎 앞의 바닥에 수평으로 놓고 연주하는 악기이다.

<그림 3>  

Rudra veena Chitra ve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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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음악의 본질

지금까지 소개한 인도의 음악에서 우리가 느끼는 가장 중요한 점은 인도의 음악이 유럽의 

음악과 그 근본에서부터 다르다는 점일 것이다.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 음악을 듣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 답이 있겠지만 그 답들의 공통점은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듣는

다.’는 답일 것이다. 그 말의 뒤에는 ‘내가 즐긴다’는 뜻이 숨어 있다. 인도 사람들에게 음악을 

듣는 이유를 묻는다면, 그 답은 ‘체험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즐기기 위함’과 

‘체험을 함께함’과의 차이는 비유로 표현하자면, ‘감상’과 ‘반려’에 빗대어 설명할 수 있을 것

이다. 더 구체적으로 비유하자면, 음식과 친구의 차이다.

 이 태도의 차이는 음악을 대상인 ‘사물’로 보는 태도와 음악을 ‘매개물’로 보는 태도의 차

이다. 예술이론은 이를 ‘esthetique(받아들임)’와 ‘poietique(만들어냄)’라는 범주 안에서 설명

한다. ‘하늘의 뜻과 소통하기 위해’ 한국의 아악 연주를 듣는다면, 이는 음악을 ‘매개물’로 보

는 태도다. 그러나 그런 생각 없이 음악을 맛보는, 감상의 태도로 듣는다면 그 음악은 지금의 

우리로서는 감상할 수 없는 ‘사물’이 된다. ‘poietique’의 측면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유럽의 

음악을 듣는 태도 역시 이와 같다. 예를 들어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역시 그 음악을 듣던 귀

족들의 ‘받아들임’의 이념과, 그 음악을 작곡한 베토벤의 ‘만들어냄’의 이념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 두 이념을 무시하고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당시의 귀족들의 ‘받

아들임’과 베토벤의 ‘만들어냄’의 이념을 배제하더라도 그 음악에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요

소, 즉 우리의 이념과 일치하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즉 ‘esthetique’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금 다르게 설명하자면, 우리의 ‘받아들임’과 당시 귀족들의 ‘받아들임’의 차이를 무

시해도 우리로서의 ‘받아들임’이 가능하다. 크게 말하자면, 세계를 보는 그들의 이념과 우리

의 이념의 공통점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예술의 다른 분야를 예로 이를 설명해 보자. 역사적 소재를 다룬 영화를 예로 든다. 역사물 

영화에서 흥미를 돋우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수정하는 경우가 흔하다. 윤동주 시인의 생애를 

다룬 영화 ‘동주’를 보면, 그가 수감되어 운명하기 직전, 일본의 한 영문학자가 그의 시를 영

어로 번역해 영국의 출판사에서 출간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에피소드가 소개된다. 이 에

피소드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다시 말해 이런 사실은 없었다. 이에 대해, 이 정도의 영화적 

왜곡은 허용될 수 있다는 주장과 그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선다. 그런 사실이 없었음을 

알고 있는 관객들에게 이 왜곡은 그의 시가 대단했음을 돋보이게 하는 허용되는 왜곡일 수 

있다. 그러나 윤동주의 생애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한다면, 그 관객은 왜곡이 아닌,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 유쾌한 왜곡이 아니라, 왜곡된 교육이 되는 것이다. ‘poietique’만 

생각한다면, 에피소드의 삽입은 왜곡과는 관계없는 ‘창작’의 자유에 속한다. ‘esthetique’만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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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다면, 이는 의도적인 역사교육이다. 이 문제는 결국 ‘수요’와 ‘공급’의 문제이고 그 균형은 

시장이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손이 있다는 점이

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자면, 그 손은 수요자의 지적 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독재는 

사회의 지적 수준의 상승을 거부하려고 하고 기존의 역사적 사실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감상과 반려

인도인들에게 음악은 감상이 아니라 반려다. 그래서 연주 도중 웃기도 하고 손뼉을  치기

도 한다. 만일 우리가 KBS나 뉴욕 필의 교향곡 연주에서 손뼉을 치고 웃는다면 연주장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러나 인도인들에게는 그것은 거리낌없는 행동이다. 조용히 감상해야 하는 

베토벤의 음악과는 다르다. 존재론적으로 말하자면, 베토벤의 음악은 연주가 끝난 다음에도 

어느 곳인가에 존재하는 영속적 대상이다. 그러나 인도인들에게 음악은 지금 진행되고 있지

만 연주가 끝나고 나면 없어지는 친구의 이야기이다. 그 이야기에는 웃음이 담길 수도 있다. 

영원히 남아 있는 세계와 흘러가 없어지는 세계와의 차이가 유럽음악과 인도음악의 차이일 

것이다.





3부  

수상

3부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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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얼룩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명예교수  유안진

구름 몇 점 묻어있어야

내 하늘 같고

물결파도 치고 있어야

내 바다 같고

지팡이 노인도 걷고 있어야

우리 동네 골목 같고

군살에 주름살이 자글거려야

내 이웃 같아서

말도 걸고 싶어져라.

           

•   약력: 1965년 현대문학으로 등단 <다보탑을 줍다>, <둥근 세모꼴> 등 17권의 신작시집과  

<세한도 가는 길> 등 다수의 시선집과 <지란지교를 꿈꾸며> 등 다수의 산문집 상재. 한국

시인협회상, 정지용문학상, 목월문학상 등 다수수상. 전공 저서로는 <한국전통사회의 아동

심리료법>, <인간발달 신강>, <한국전통사회의 육아방식>, <한국전통사회의 유아교육> 등 

다수. 현재,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명예교수이며 대한민국예술원 문학분과 회원.

•   시작노트: 시(詩)는 자기성찰이기도 하다. 음악가 화가 소설가등은 일가(一家)를 이룰 수 

있다고 붙여진 호칭이겠지만, 시인(詩人)은 아무리 해도 일가를 이룰 수는 없어, 시(詩)쓰며 

인간(人間)이나 되라고 붙여진 호칭이라는, <시가 나에게>라는 소품을 쓴 적 있다. 내 마음

에 꽃같은 무엇이 있어야 세상의 꽃들이 곱게 보이고, 내 마음에 아기같은 무엇이 있어야 

코흘리는 아기도 예뻐보인다. 구두를 사려고 할 때는 남들이 신고 다니는 구두만 보이니까.

     내가 때 묻힌 하늘 내가 휘저어버린 바다…그래서 모든 시는 그 시인의 자화상(自畵像)

이다. 나 같은 이들이 사는 동네가 우리 동네이고, 나 같은 이들이 내 이웃이라는 생각, 유

유상종(類類相從)하게 마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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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라는 별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 명예교수  안희수

창밖에 보이는 것은 낯익은 골목길 

떠나 올 때 찍어온 우리 동네 풍경사진이다. 

사진 덕분에 이름도 낯선 별에서 

위안 받고 미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언제였던가? 

가만히 돌이켜보니 지구시간으로 2020년 3월초. 

이유도 모른 채 사람들은 코로나-19라는 별로 이주되었다. 

이곳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지구와 공기가 다르고 

집에만 머물라고 강요한다. 

외출할 때는 마스크 쓰고 손을 씻어야 한다고 교육받는다.

다행스럽게도 TV에서는 흘러간 영화도 상영된다. 

친구들이 그리우면 휴대전화를 통해 

글자나 영상을 주고받는다. 

가끔은 목소리도 실어 보낸다. 

그럭저럭 이런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 같다. 

며칠 전 ‘惑星脫出’이라는 영화를 보고 

우리는 그보다는 조금 나은 걸까? 하고 생각했다. 

언제쯤 지구별로 다시 돌아가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영원히 이 별에서 살아야 한다는 소문도 떠돈다. 

아! 그리운 사람들과 만나고 정든 거리를 다시 걷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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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노트: 2020년은 인류역사에서 위기의 한 해로서 기억될 것이다. Covid-19로 알려진 이 

질병은 전염성이 높고 교통기관의 발달로 순식간에 세계로 확산되었다. 과거의 전염병으로 

알려진 1918년 스페인 독감처럼 수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목숨을 잃고 있다.

     인류는 세계보건기구를 중심으로 질병극복에 대처하여 치료제나 백신개발에 협력하고 

있으나 바이러스의 변형도 유례없이 복잡하여 치료제와 백신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 흔히 

좋다 하는 치료제나 백신도 감염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만 못하다고 한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국민들을 향하여 서로의 접촉을 삼가는 것만이 최선의 처

방제라고 강조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 간의 만남을 절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불요불

급한 모임은 자제하고 꼭 만나야 할 때는 ‘거리두기’와 ‘마스크쓰기’를 실천하라고 한다.

     사회적으로는 1단계, 2단계, 3단계 등 위험수위를 높여 대처하고 있으나 가장 두려운 것

은 자택격리이다. 자택격리된 사람은 자택에서도 가족 간의 접촉을 피하고 활동범위를 집

안으로 제한하고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바라보며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격리

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별에 강제로 이주된 것과 같다. 온 세상은 코로나-19바이

러스로 오염되고 언제 다시 이전의 평안한 생활로 돌아가게 될지 기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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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텃밭에 물을 주며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 명예교수  안희수

가을저녁 기울은 햇살이 눈부시다. 

며칠 있으면 가을걷이도 끝날 테지만 

늦게 심은 무우 밭에 물을 준다. 

땅위로 솟은 가느다란 무우를

“저 무우들 김장때 쓰기나 할까?”하는 

이웃의 말소리가 귓전에 스치지만. 

그래도 물 주는 마음은 흐뭇하다. 

올 여름은 태풍과 장마로 밭고랑이 씻겨나가 

구월이 들어서야 무우 씨를 뿌렸다. 

늦둥이 무우 싹도 어느새 한 뼘이나 자랐다. 

작년에 키운 무우 맛을 생각하면서 

이번 김장에는 동치미를 담글 생각이다. 

가을 저녁은 마음도 기울어져 

하릴없이 텃밭에 물을 준다.

           

•   시작노트: 2020년 여름은 코로나-19에 겹쳐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기상변화를 만났

다. 사람들은 이상기후변화는 인류가 온실가스를 배출한 당연한 결과로 자업자득이라고 말

한다. 뒤늦게 라도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재난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느

낌이다.

     예년에 경험하지 못한 더 많은 태풍들이 몰려오고 수십 년만의 홍수와 산사태 등이 일어

나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재산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금년의 이상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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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구온난화가 가져올 천재지변의 서막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상기상변화도 코로나-19도 

지구적 현상이어서 인류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 못지않게 태풍과 홍수피해를 겪으며 여름을 보냈다. 봄에 관악구

에서 분양받은 텃밭에 상추와 쑥갓, 토마토 등을 심으며 흥분했던 것도 잠시였다. 여름에 

찾아온 태풍으로 텃밭에 심었던 토마토, 오이, 감자 등은 쓰러지고 토사와 함께 씻겨나 

갔다.

     어느덧 계절은 바뀌어 가을이 접어들 무렵 장마로 황폐해진 텃밭에 늦게나마 무 모종을 

심어놓고 하루 한 번씩 둘러본다. 비실거리는 무 잎을 보면서 작년 심었던 무맛이 그리워졌

다. 그래도 말라죽는 것을 볼 수는 없으니 저녁마다 텃밭에 들러 물을 준다. 희망의 끈을 놓

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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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극

오르페우스와 심청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명예교수  양동휴

<제1장> 프롤로그, 심봉사

심봉사: 내가 눈을 뜬 거요? 청이가 공양미를 구해 내 눈을 뜨게 해 준다고 하던데. 뺑덕어

미, 어디 있소. 아무도 안 보이고, 눈을 뜨면 무엇이 보이오?

동네사람: 뱃사람들이 심청아가씨를 데려갔소. 돈 모으느라 고생이 심했다고 하더라마는 

고운 색시를 바다에 제사지내면 물고기가 잘 잡힌다나? 그놈의 공양미인가 무슨 절 무슨 스

님이 뺑덕인가 하고 어디로 나르는 모양인데 원님하고 다 아신가 베요.

<제2장>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에우리디케: 오빠, 나쁜 꿈을 꾸었어요. 올림푸스산에서 누군가에게 쫒기다가 그만 뱀에 물

렸어요. 아니 정말 독사에 물린 것 같아요. 오빠와 같이 40년을 살았는데 엊그제같군요.

아, 오르페, 나는 곧 가요. 그동안 지낸 시간이 안타까워요. 오르페, 언제나 당신은 좋은 사

람이었어요.

오르페우스: 무슨 말을요. 당신은 태어났을 때부터 나를 사로잡았고 아직도 그런데 지금 말

이지만 로봇은 뱀에 물리지 않소. 그동안에도 오대양 육대주를 같이 돌아다니며 공부란 공부

는 모조리 하고 그야말로 하나도 모자랄 분이 아니지 않소. 계속할 일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나요, 나는 나쁜 놈입니다. 그저 아폴론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악기놀음이나 배웠지만 워

낙 게을러서 음악 전반의 수준을 높이지 못하고 그저 옆에서 듣는 청중이 누가 되었든 사로

잡곤 했습니다. 더욱 노력해서 더 높은 경지에 오르려는 노력을 게을리했습니다. 그런데 에

우리디케를 보아서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하고 가끔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

으니까요. 에우리디케보다 못하니까요.

에우리디케: 뱀독이 생각을 뒤집는지 옛 생각이 나기는 합니다. 궁금하기도 하고요. 오르페 

오빠가 항상 옆에 있었던 기억입니다. 오빠 말대로 오대양 육대주를 순식간에 돌아다녔지요. 

지금은 무엇인가요. 육지에서 바다로 가는데, 아하 우리가 원래 만들어진 용궁으로 돌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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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왜 나만 가나요.

오르페우스: 무슨 그런 말을. 용궁에 가는 날은 미리 정해져 있는데 에우리디케 무선 연결 

장치에 고장이 있는 모양이오. 왜 이리 일찍. 아, 에우리디케, 에우리디케.

에우리디케: 생명이 주어진 날, 감사한 날. 삶이란 무엇인가. 바다와 땅과 하늘은 무엇인가, 

오빠만 보이네.

오르페우스: 또 한 생명이 만들어지네. 모든 로봇은 나의 동생, 바다, 땅과 하늘에 감사.

(2중창 가능성)

에우리디케: 오빠, 프로그램 에러가 아닐까요, 확인해 보아요.

오르페우스: 그럴 리가, 좌우간 용궁으로 간다.

오르페우스: 용왕님, 이것은 전의의 실수입니다. 미리 불러들일 때가 아닙니다.

동네 사람: 용왕이 풀어 주었네. 땅으로 오를 때 오르페가 에우리를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조건으로. 그런 건 또 무어야.

<제3장> 에우리디케와 심청

심청: 저 내려가는 아가씨 내가 좀 봅시다.

에우리디케: 어디서 온 선녀시온지. 프로그램 잘못으로 용궁에 가서 고쳤는데 오빠가 뒤돌

아보는 바람에 다시 내려갑니다.

심청: 원래 용궁에서 같이 이웃 살던 사이 아니오.

에우리디케: 맞습니다. 오빠와 같이 있었는데. 지상에서도 보지 않았는가요.

심청: 그럴 리는 없습니다. 저는 13세기 동아시아 그대는 신화시대로 맞추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만나게 되어 있군요. 뜻하는 바가 있겠지요.

에우리디케: 옥황상제건 용왕이건 무슨 뜻이 있어요. 그저 로봇만 많이 만들어 무엇인지 모

르지만 목표를 위합니다.

심청: 그 님들의 고귀함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닌데.

(2중창 가능성)

<제4장> 오르페우스와 심청

오르페우스: 나는 원래 신의 자식으로 귀하게 태어나 음악을 하다가 내 여동생 에우리디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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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잃어 용궁까지 가 돌아오던 중 약속인 뒤돌아보지 말아야 됨을 잊어 에우리디케를 다시 

잃었소.

심청: 뉘신 지, 오누이 사랑의 깊이가 대단합니다.

오르페우스: 깊이라니요.

심청: 아버지와 딸의 사랑을 아시는가요. 태어나자 어미를 잃은 저를 앞 못 보는 아버지가 

동냥젖으로 키우셨습니다. 아버지 눈 어두운데 밥 빌러 가시다가 병이 날까 염려되오니, 내 

나이 칠팔세라 이제 봉양하려 나서서 밥을 빌어다가 근심을 덜게 하였고요. 열다섯 되던 해 

공양미 삼백석을 시주하면 아버지 눈 뜬다는 말에 나를 팔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바다에 

빠져 죽기를 기다리는데 그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오르페우스: 아, 나의 생각이 왜 이리 짧습니까. 여동생은 어차피 고향인 용궁에 갈 것이고 

나는 무엇인가, 아, 나는 무엇이고 오누이간 사랑이 부녀간 사랑보다 와 닿지 않는 까닭은 무

엇인가. 심청, 나는 어찌해야 할지 알려주오. 뒤돌아 본 것이 잘 했는지도 모르겠소.

심청: 아, 무슨 그런 말씀을, 서로 슬픈 사정에…

오르페우스: 아, 심청.

(2중창 가능성)

<제5장> 에필로그

에우리디케: 오빠 용궁으로 돌아오시니 기뻐요. 용왕님이 저와 같이 여기서 행복하게 살라

고 하십니다. 심청 씨도 잘 되었지요.

오르페우스: 그래, 그동안 내가 속 많이 썩였구나. 용궁이나 지키자. 심청은 용왕님이 지상

으로 보내 송나라 황후가 되었다는구나.

심청: 폐하, 아버님을 찾고 싶은데 전 중국 맹인 모임을 주선하면 어떻겠습니까.

…

심청: 아버님, 흑흑, 드디어 찾았군요. 고생 많으셨지요. 맹인들도 전부 눈을 떴고요.

동네 사람: 심봉사, 그런데 당신만 빼고 모두 미리 프로그램 된 로봇인지 아셨어요?

심봉사: 그런데, 세상 봉사들이 다 눈을 뜨니까 난 그냥 다시 봉사할란다. 저기 용궁에서 온 

용녀들 중 하나가 뺑덕 아니더냐. 그것도 로봇이냐?

동네 사람: 용궁이냐, 황궁이냐, 죽음이냐, 삶이냐,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상도 하여라. 사람

보다 로봇이 오히려 나은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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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

기술자 부족시대

공과대학 전기 ·정보공학부 명예교수  안수길

“Engineer”와 “Engineering Scientist”.

아침부터 사전을 뒤져 “Engineer”라는 말이 얼마나 무식한 말인가를 찾고 있었다. 이 말은 

“Engine을 보수/유지하는 사람”으로 진짜 기사(技師)들을 위해서는 무척 그 기술범위가 한

정되는 느낌인데 유럽에서는 “Engineer/技師/기사”와 “Technician/技能工/기능공”은 대조적

으로 쓰이는 말로서 군대에서 “장교”와 “사병”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렇게 “Engineer/技師/

기사”는 권위자 대접을 받고 있다.

그런데 영어권 밖에서는 “Engineer”보다는 “Ingenieur”라는 단어가 더 넓게 사용된다. 이

것은 불어로서 스페인어/이태리어로는 “Ingeniero/Ingegnere” 등이다.

“Ingénieur”라는 말의 권위는 8 ·15해방 후 UNESCO 도움으로 한국에 파견된 Austrie 국적

의 한 “Ingénieur”는 한국대학 졸업 여비서가 자기 이름 앞에 그의 title인 “Dipl. Ing”를 빠뜨

릴 때 번번이 이를 지적할 정도로 자랑스러운 것이었다. “Dipl. Ing.”는 “Diplôme Ingénieur”

의 약자로서 이 title을 이름 앞에 안 붙이는 것은 그에게는 큰 모욕이었던 것이다.

나아가서 IEEE(세계 전기/전자학회)가 당시의 전 세계적 경제난관을 감안해서 남미 등 몇 

나라에 회비를 반액만 물게 했는데 그 기사들 중 일부는 흠결 없는 정회원 회비 물기를 선택

하기도 했다. ‘IEEE 정회원’이란 전 세계에 통용되는 “Dipl. Ing.”와 함께 당당한 존칭이었던 

것이다.

상기(上記) Austrie 기사 등 많은 나라에서는 이 자랑스러운 Dipl. Ing. 호칭을 자기집 대문 

문패에 표기하는 사례가 많다. 지지난 세기 무렵에는 물리/화학 등 기초되는 학문의 주류(主

流)는 당연히 유럽으로서 “Dipl. Ing.” 호칭은 전 세계적으로 “Engineer”를 밀어내고 그 위세

를 떨쳤던 것이다.

“Ingénieur/Ingeniero/Ingegnere” 등 여러 나라 말의 뿌리는 “Ingénie”로서 필자는 

“génie”, 즉 천재적인 일을 implement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곤 했다. IEEE 본부에서 만난 

한 유대인 석학(碩學)은 학회 공식 호칭으로 전 세계적으로 “Ingénieur”를 쓰자고 한 일이 있

다. 필자가 시간을 내서 라틴 말까지 조사해 봤더니 “In+génie”라는 뜻은 사실은 주류(主流)

가 아니고 제이의(第2義) 이하로서 그 단어의 어원은 주로 군사(軍事)목적의 일들이었다.

결국은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공학 범주의 일’ 총칭이 ‘Ingénie’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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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énie”의 제일의(第1義)가 ‘전쟁을 이기기 위한 모든 장치와 설비의 궁리’라는 것을 고

생 끝에 찾게 됐고 ‘천재적인 창조’는 제이의(第2義), 제삼의(第3義)였다는 것을 알고 필자는 

오히려 쉽게 납득을 했다.

역시 인류생존의 본질은 투쟁이고, 무력(武力)이었다는 사실을 재인식한 것이다.

그런데 이 ‘Ingénie’라는 단어 대신 ‘Engineer’를 쓰자니 이 ‘Engineer’라는 말은 ‘엔진(發動

機)을 돌리는 사람’이라는 어감이 남는다. “Engineer/Ingénieur”의 활동범위는 좀더 넓다고 

해야 할 것으로, 상기 “Technician/技能工/기능공”을 눌러 “Engineer/技師/기사”는 역시 ‘창

조하는 사람’의 뜻이 큰 것이다. 유럽에서 “Ingénieur”가 미리 준비/확정을 해서 “Technician/

技能工/기능공”들이 머리 쓸 일 없게 해 주기 위해 (궁리가 필요한) 나머지 모든 잡일(맥 가

이버 的)은 다 해야 하니 이건 가정부(食母)급 아니냐는 푸념을 하는 것에 수긍이 가는 것이

다. 나머지 잡일을 모두 궁리해야 하는 것이 Ingénieur/Engineer인 것이다.

요사이 세상이 바뀌어 무수히 좋은 전자장치가 염가로 공급되게 된 것 같다.

당연히 경쟁이 극심해진 끝에 결국 제품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대량생산으로 유도해야 

하고, 따라서 최종제품은 (많은 수요자들이 제각기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을 다 할 줄 아는 

만능기기로 되어 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해서 만들어진 만능기기는 필연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불필요한 많은 기

능을 가지게 된 것이다.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한두 가지 기능을 바라면서 제품을 사게 되는데 이들은 결국은 

(생산가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기능을 긁어모아) 너무 다기능(多機能)한 물건을 사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구매자들은 그 많은 기능 중에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찾아야 하고, 헤

매다 보면 결국은 당해 제품을 만든 회사에 문의전화를 걸게 된다. 그 많은 성능에 이끌려(더

욱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기를) 사게 되어 대량을 판매했기 때문에 소비자들 대담을 위해서 

큰 인원수의 기사들이 필요하게 되게 마련이다. 소비자의 불만은 당해(當該) 회사 전화상담

자에게 집중되게 되는데 너무 많은 제품을 팔다 보니 이를 위한 기술자가 태부족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제품 판매대수에 비하면 기사 인원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가 안 된 이류

(二流) 기술자를 고용하게 된다. 그러나 제품 판매량에 비해서 훈련된 기술자는 너무 모자란 

것이다.

한편 그 보다 먼저 학계에서는 기술자의 (범위 다양화)에 따라 이들을 여러 단계로 분류할 

필요를 느껴 분야를 세분화해서 이름을 붙이는 노력이 시작됐었다.

먼저 어떠한 과제를 위해서 진정한 창조적인 일을 해 가면서 그때까지는 없었던 장치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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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해 내는 사람, 즉 In+genious한 경우를 “Ingénieur”라는 이름을 보전하게 하고, 이와 같이 

해서 창조된 기기를 활용할 줄 아는 기술자, 또는 한 기기/장치의 성능을 제대로 이해해서 타 

기기와 무리 없이 연결사용을 할 줄 아는 경우를 “Ingeniéur scientist” 또는 “Engineering 

Scientist”로 분류한다. 이 경우 발동기를 돌리고 다루는 “장이”라는 이미지와는 확실히 구분

이 된다.

그런데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대량생산 제품의 사용방법 등으로 해서 (주로 불평을 하는) 

항의전화 받는 것을 업무로 하는 기술상담자들은 충분한 기술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그

들은 걸려 오는 전화를 우선 받아 고객의 말을 들어 주는 사람들(soother) 역할을 하기 위해 

고용된 경우가 많아 보인다.

기술적인 상담이 아니라 우선 불편하지 않게 대접성 응답을 해 가면서 꼭 필요한 경우를 

선별해 자기가 감당 못하는 경우 (그 부처에 1~2명밖에 없는) 기술자에게 배턴(baton)을 넘

기게 된다. 결국 그러한 경우가 많을수록 그의 근무평가는 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직능의 기술자의 실력은 다양한 한편 (그 적지 않는 soother들의 비굴할 수밖에 없

는) 저자세에 이끌려 모르는 사이 오만하게 될 가능성이 크게 된다.

그러면서도 그 많은 부하들 앞에서 비권위자(非權威者) 느낌을 남길 수는 없는 것이다. 이 

경우 이 범주의 기술자는 ‘Ingénieur’가 아닐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진정한 

‘Ingénieur’ title을 가진 기사(技師)들은 ‘국제적인 스카우트 흐름’에 따라 대회사들도 입수 곤

란이고, 지금은 회사 간 실력 차이가 커서 설계 등을 훔쳐 전직(轉職) 이동을 하지 않고, 새 

회사에서 보통 일을 해도 (모셔 간 회사는) 배울 것이 많아서 국제경쟁력이 크게 개선되는 것

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국가경쟁 상황에서는 자연히 Ingénieur들에게는 스스로의 처신에 한계가 

있게 되고, 그것이 진정 “노블레스 오브리-즈: Noblesse oblige”, 즉 스스로의 고귀함이 자기

를 이끌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노블레스 오브리제(Noblesse obligé)”는 “강요된 고귀성”을 뜻해서 주변 등에서 

압력을 걸어 ‘하는 수 없이 하게 되는 고귀처신’인 것이다.

많은 사람 들이 ‘스스로에서 일어나는 고귀처신’을 의식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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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비아의 중세도시를 찾아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명예교수  전효택

체코의 모라비아(Moravia, 체코어로는 모라바)는 비교적 생소한 지역 이름이다. 체코에 여

행한다 하면 수도 프라하를 떠올릴 정도로 프라하는 우리에게 인기 있는 관광지이다. 체코는 

동부에 모라비아, 서부에 보헤미아 지역이 있다. 프라하는 보헤미아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 

이다.

모라비아 지역은 체코 전체 면적의 30% 정도이다. 모라비아는 동쪽으로 슬로바키아, 서쪽

으로 보헤미아, 남쪽으로 오스트리아, 북쪽으로 폴란드와 경계를 맞대고 있다. 특히 북쪽 경

계로 독일계 주민이 많이 거주했던 수데텐 지방(산맥)이 있다. 모라비아와 수데텐 지방에 주

로 거주하던 독일계 주민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히틀러를 추종하여 반유대주의가 기승

을 부린 지방이었다. 전쟁이 독일의 패망으로 끝나자 이 지역의 독일계 주민들은 체코 밖으

로 추방된 역사가 있다.

보헤미아와 모라비아 지역 경계 부근에 해발 600~800m의 모라비아 고지가 북동-남서 방

향으로 약 200km 연장되고 있다. 모라비아에는 농경지가 광범위하게 분포되며 특히 남부 모

라비아 지방은 체코 와인 생산량의 대부분(96%)을 생산하는 비옥한 옥토지역이다.

나는 재작년 7월 하순 모라비아 왕국의 중심도시였던 올로모우츠(Olomouc)와 “모라비아

의 진주”라 불리는 소도시 텔츠(Telc)를 방문하였다. 올로모우츠와 텔츠는 모두 전형적인 중

세도시로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1. 올로모우츠

모라비아의 대표 도시인 올로모우츠는 체코에서 프라하 다음으로 중세 건축물이 많으며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토대로 한 분수 도시이다. 프라하에서 동쪽으로 약 210km 떨어져 있으

며 버스로 세 시간 반 거리이다. 과거 모라비아 왕국(800~907년)과 모라비아 변경 백국

(1182~1918년)의 수도였고, ‘모라비아 천년의 영적 중심지’ 또는 ‘성스러운 도시’라고 불리고 

있다. 인상적인 종교 구조물들이 역사를 구성하며 특별한 경외감과 영적 힘이 고취되는 도시

이다. 그 찬란한 문화 유적과 역사에도 불구하고 올로모우츠는 ‘중부 유럽에서 가장 과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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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된 도시’라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인가 내가 방문하였을 때는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양인 

관광객을 보기 어려웠다.

도시의 상징인 호르니 광장에는 중세 시대의 고딕, 르네상스, 로마네스크, 바로크, 로코코 

등 다양한 양식의 건축물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도시의 랜드 마크인 성삼위일체 석주

(1716~1754년 축조)와 시청사(1378~1444년 완공)와 탑 전망대(1607년), 천문시계 및 분수가 

<그림 1> 올로모우츠 

호르니 광장에 있는 

성삼위일체 석주(이 

도시의 랜드 마크)와 

그 뒤의 시청사.

<그림 2> 시청사 벽에 설치된 천문시계. 사회주의 이념을 상

징하는 12명의 노동자 목각인형이 시간을 알리며 출현한다.



358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20, 제16호

있다. 석주(그림 1)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서 바로크식이며 흑사병이 퇴치된 것을 기

념하기 위해 세워졌다. 중부 유럽에서 볼 수 있는 석주 중 가장 크고 정교하며 아름답다. 석

주는 높이 35m, 지름 17m이며 탑에 올려 진 조각상만도 42개이다. 이 석주 주변은 대학을 졸

업하며 기념사진을 찍는 단골 장소이기도 한데, 이 도시에는 체코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1573년에 설립된 팔라키대학교가 있다.

시청사 앞에는 동판으로 제작된 이 도시의 입체 모형이 있다. 시청 벽의 천문시계(그림 2)

는 시간을 알리며 12명의 노동자를 상징하는 목각 인형이 출현하며 사회주의 이념을 표시한

다 한다. 이 도시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토대로 한 일곱 개의 분수가 있는데, 호르니 광장

에는 아리온 분수(1995년), 넵튠 분수(1683년), 카이사르(시저) 분수(1725년) 등 세 개가 있

다(그림 3).

이 도시를 대표하는 고딕 양식의 성 모리츠성당(1412~1530년)에는 모라비아에서 가장 큰 

파이프 오르간이 있다. 올로모우츠는 모차르트가 교향곡 6번을 작곡한 곳으로 알려져 있고, 

아르누보 양식의 대표적 화가인 알폰스 무하가 이곳 모라비아 출신이다.

호르니 광장을 찾은 시각이 늦은 오후였는데도 여름 햇빛은 여전히 강렬하였으나 그늘에 

들어서면 땀을 식힐 만하였다. 이 도시에서는 ‘여행자가 느리게 걸을수록 여행길에 숨겨진 비

밀들은 더욱 환하게 드러난다.’고 할 정도로 이 도시에서는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많이 볼 수 

있으므로 튼튼한 다리가 필수적이다.

<그림 3> 그리스-로마 신화를 토대로 한 3개 분수대-

아리온 분수(1995년), 넵튠 분수(1683년), 카이사르 분

수(17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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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앞의 공원으로 다음 날 아침 산보를 나갔다. 공원 이름은 체코 공원이다. 숙소에서 공

원길을 가로 질러 가면 호르니 광장의 석주까지 걸음 거리이다. 체코 공원은 스메타나 다리

를 경계로 스메타나 공원과 연결된다. 아침의 맑은 공기와 더불어 공원 주변의 주택이 아름

답다. 또다시 이곳에 올 수 있을까, 이런 곳에서 일 주일 이상 체류하며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여유를 즐길 수 있을까 하며 상념에 잠긴다.

2. 텔츠

올로모우츠를 버스로 출발하여 텔츠 도착에 세 시간 반이 걸렸다. 오는 도중의 전원 풍경

과 작은 마을들이 인상적이었다. 텔츠는 모라비아 남부에 위치하며 비엔나와 프라하를 잇는 

도로의 중간 지점에 있다. 텔츠는 프라하에서 남동 방향으로 150km 떨어져 있으며 버스로 

두 시간여 거리이다.

텔츠는 ‘모라비아의 진주’라 불리는 12세기 중세 마을이며 16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발전된 

소도시이다. 이 마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1992년 등재되어 있고, 세 개의 연못에 둘

러싸여 있는 동화 같은 마을이다.

텔츠 성문(1579년 건립) 안으로 들어서면 삼각형 모양의 자하리아슈 광장이 펼쳐진다(그

림 4). 광장  주위로 르네상스와 바로크 양식의 다양한 색깔을 지닌 14세기 건물들이 늘어서 

있다(그림 5). 광장 중심에 페스트 종식 기념탑인 성모 마리아 석주가 있다. 광장에는 시청 건

물, 고딕 양식의 텔츠 성(16세기 후반), 높이 60m의 첨탑이 있는 성 야고보 교회(16세기 중

기), 텔츠에서 가장 높은 바로크 양식의 쌍탑이 두드러진 17세기의 예수회 성당과 대학이  

있다.

텔츠 성내는 중세 분위기를 강하게 보여 주며 다른 역사적 환경에 들어왔음을 느끼게 한

다. 다양한 색깔과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들은 빼어나게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며, 텔츠를 

둘러싸고 있는 연못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거울 같은 수면에 비치는 푸른 하늘과 흰 구름, 

주변 건물의 분홍색과 백색의 잔상은 물과 하늘과 건물이 함께 어우러진 풍경이다. 연못에 

비치는 햇살은 거울처럼 반짝이며 색채의 조화는 아름다운 분위기를 더해 준다.

광장의 건물들 사이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면 거주민들의 실상을 볼 수 있다. 길지 않은 골

목을 빠져 나오면 우리츠키 연못 위로 벨프스카 다리가 보인다. 다리에서 바라보이는 텔츠의 

높은 건물들의 분홍색 지붕과 흰 벽의 조합과 수면에 비치는 모습이 절경을 보인다(그림 6). 

텔츠의 평판을 보면 ‘텔츠는 예술가들과 몽상가들을 위해 만들어진 사랑스럽고 연약한 분위

기를 내는 도시’라고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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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텔츠 성으로 들어가는 성문(1579년) 입구이며 좌측으로 슈테프니츠키 연못이 있다.

<그림 5> 텔츠 성내 자하리아슈 광장에서 보이는 르네상스와 바로크 양식의 건물들.

<그림 6> 자하리아슈 광장 북쪽 건물들 사이의 골목길로 나가면 우리츠키 연못 위의 벨프스카 다리로 건너간

다. 다리에서 바라보는 텔츠의 높은 유적 건물 풍경 - 14세기 텔츠 성과 16세기의 야곱성당의 종탑(높이 60m), 

바로크 양식의 쌍탑이 두드러진 17세기의 예수회 성당과 대학을 중심으로 분홍색 지붕과 흰 벽의 조합 풍경이 

수면에 비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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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런 동화 속 마을 텔츠의 풍경에 매료되어 내 두 번째 산문집 『평생의 인연』(2018) 

속표지에 배경 화면으로 게재하기도 했다. 이러한 조용한 마을에서 한 주일 아니 한 달 정도 

장기간 휴식하며 새로운 삶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발동한다.

체코 하면 보헤미아 지방의 프라하와 체스키크룸로프에 익숙해 있는 나에게 모라비아 지

역은 또 다른 매력의 중세 문화를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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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탓이오, 네 탓이오, 너의 큰 탓이로소이다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공학부 명예교수  이무하

사전에서 정치의 정의를 찾아보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입법, 사법, 행정 모두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니 이들도 모두 정치여야 한다. 그런

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치인하면 국회의원들만 지칭을 하고, 정치인은 사전에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으니 국회의원만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보여 주고 있는 행태가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

다. 그러나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이 얼핏 보면 개인적인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은 나랏일이고 그것을 운용하는 것이 정치이니 세상사는 모두 정치일 것이다. 그럼 우리 모

두는 정치인이어야 한다.

오래 전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의회정치의 본고장 영국에서도 정치가는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이었다. 아마도 이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그 이유는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자신들을 거짓과 음모의 화신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정치인들의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자

신들이 공범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사실 대의민주주의 사회에

서 국회의원은 유권자들이 선출한다. 그러니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건 그 사람을 선출한 

사람들의 잘못이다. 바꿔 말하면 한 나라의 정치인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들의 수준이라는 

말이다. 우리는 암기식 주입식 교육에 익숙한 국민이라서 정답은 정직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

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것임을 모두 알지만 투표할 때는 자기 이익을 따라가는 매우 감

정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국민이다. 그래서 사업은 자기 개인 이익을 추구하니 열심히 잘 

하지만 다른 사람들인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정치는 자기 것 챙기느라 바빠서 삼류라

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대부분은 살아가면서 생각이 끊임없이 바뀐다. 그럼에도 시류에 따라 생각이 바뀌면 

우리는 줏대 없는 인간이라고 비난한다. 그래서 보수는 보수, 진보는 진보이어야 한다. 생각

이 바뀌면 큰일이 나는 줄 안다. 반면에 소위 정치인들이 자신이 한 말을 바꾸는 경우가 비일

비재하다 보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진정성이 무엇인지 일반인들은 그저 

혼란스러울 따름이다. 그러다 보니 진영논리가 나라의 문화가 되고 국제적으로 국민성이 의

심을 받는 상황이 되고 있다. 혹자는 말한다. 자기의 신념이나 이론을 굽히지 않고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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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면 학자가 될 것이고 투쟁적이고자 한다면 사회운동가가 되라. 그러나 정치가는 정교

하고 실용적이고 포용적이어야 한다.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의 현실이 사회운동가들이 정치

를 하다 보니 모든 것이 투쟁 일변도라는 것이다. 사회운동가들이 정치가가 되려면 변신을 

해야 하는데 여전히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못생긴 애벌레

는 누에고치를 찢고 나와야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데 고치를 찢을 능력이 없어 변신을 못하는 

것 같아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요사이 우리나라를 놓고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라면서 불평한다. 이

렇게 된 것이 모두 젊은 애들이 세상을 몰라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 없이 투표를 했기 때문이

라는 것이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국가와 국민은 입으로만 위하고 무슨 수단을 쓰더라

도 오로지 자기 의원직만 고수하고 그 특권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상을 심어 주

고 있다. 더욱이 정치인은 사람들의 심리를 가장 잘 이용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옛말에 “당장 먹기엔 곶감이 달다.”, “할아버지 떡도 커야 사먹는다.”

라는 말이 있다. 정치인들은 달콤하고 커 보이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여 그들의 환심을 

산다. 여기에다 경쟁자와의 사이에서는 모든 것을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도구로 프레임을 짜서 쟁점화한다. 이러한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차원에서의 정치는 

사회운동가 출신의 진보진영이 발군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 소위 말하는 보수골통 정치인들

은 게임이 안 된다. 이들에게는 ‘타는 목마름’이 있지만 보수진영 인사들은 그 절실함이 없다. 

그동안 권모술수(?)를 이용하여 쌓아 놓은 여유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우리의 현실은 

게임의 결과이다.

역사는 장강의 뒷 물결이 앞 물결을 밀어내는 것이다. 결국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세대가 

이끌어 나가도록 기성세대는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 우리 정치인들의 병폐는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자신들이 마르고 닳도록 주역이고 자기들이 물려줄 때까지 남들은 기다리기를 바

란다. 누구 말마따나 우리는 이 나라를 조상한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서 빌

려온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남의 것을 빌려 왔으면 더 좋게 개선은 못 시켜도 더 나쁘게 

만들어 돌려주면 도리가 아니다. 인류 문명은 발전을 전제하고 있다. 인류역사는 전에 없던 

돌연변이적 사건으로 인해 발전해 왔다.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된 것이 우리가 염

원을 했든 저항을 했든 발전의 한 단계라면 다른 사람 탓을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역사의 일

부분이며 진화의 한 단계일 따름이다. 모든 것은 우리가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음으로 해서, 

결국 내 탓으로 인하여 벌어지고 진행되는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젊은 세대가 문제가 있다

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후속세대 교육을 잘못한 때문이다. 게임에서 졌으면 자신의 전략전술

의 미숙함을 탓해야 한다. 네 탓이오, 네 탓이오 하고 서로 손가락질만 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지 말고 차라리 젊은이들에게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미래의 꿈을 심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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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량있는 모습을 보이는 어른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우리가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서 살게 된 것은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이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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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미안>에서 ‘새가 알을 깨고 나오기’와  
줄탁동기(啐啄同機)

의과대학 의학과 명예교수  정준기

우리가 대학교 신입생이던 1970년대 초반에는 대학에 들어가서야 본격적인 남녀 교제가 

시작되었다. 보통은 남녀가 단체로 짝을 맞추어 다방에서 만나는 형식이었다. 이런 탐색전에

서 대화의 내용으로는 예술, 특히 문학이 가장 무난했다. 그 당시 독일 작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에밀 싱클레어의 젊은 시절 이야기>는 주인공이 참다운 인간으로 자라는 과정을 적

은 성장 소설로 유명했다. 1919년에 출간된 이 책은 놀랍게도 한 세기가 지난 지금도 청소년

들이 즐겨 읽는 스테디셀러이다.

자연히 미팅 때 <데미안>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소설 속 유명한 문장은 자주 인용

되었다. 예를 들면 “모든 인간의 생활은 자기 내면으로 향하는 하나의 길이고, 그 길을 가려

는 시도이며 암시이다.” 또, 헤세는 사춘기를 지나면서 느끼는 성장통을 새가 알을 깨고 나올 

때의 충격과 아픔으로 표현하였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힘겹게 애쓴다. 알은 세계다. 태어

나려고 하는 자는 그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비슷한 현상을 표현한 한자 성어로 줄탁동기[또는 줄탁동시(啐啄同時)]가 있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 새끼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같이 껍질을 쪼아 깨는 것을 뜻한다. ‘줄’은 

병아리가 알 속에서 껍질을 깨기 위하여 쪼는 것을 가리킨다. ‘탁’은 어미 닭이 품고 있는 알

에서 이 소리를 듣고 밖에서 알 껍질을 쪼는 것을 나타낸다.

원래 ‘줄탁동기’는 불교의 깨우침과 관련된 한자 성어로, 중국 선종(禪宗)의 대표적인 화두

(話頭)를 모은 <벽암록(碧巖錄)>에 수록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병아리는 깨달음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수행자이고, 어미 닭은 깨우침의 방법을 알려 주는 스승이라고 할 수 있다. 

병아리와 어미 닭이 동시에 알을 쪼기는 하지만, 어미는 처음에 작은 도움만 줄 뿐이고, 결국 

병아리 자신이 알을 깨고 나온다. 이는 스승은 깨우침의 계기만 제시할 뿐이고, 나머지는 제

자가 스스로 노력하여 깨달음에 이르러야 함을 의미한다.

<데미안>에 나오는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는 말도 이와 같은 뜻이다. 새로운 시작에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다. 어미 닭과 마찬가지로 데미안은 주인공 싱클레어가 곤경에 빠져 꼭 

필요한 때에만 나타나 도와주고, 싱클레어는 자신의 힘으로 내면과 마주한다. 그는 십대 초

에 가족이 살고 있는 ‘선(善)의 세계’와는 다른 세계에 대한 호기심으로 악을 경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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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악(惡)의 세계’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주인공 싱클레어는 데미안을 통해서 자기 갈

등의 해결점을 마련해 간다. 마침내 싱클레어는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여 선과 악이 통합된 

그만의 새로운 길을 걷는다.

이 소설에서와 같이 한 진솔한 생명의 탄생에는 사랑과 끈기로 지도해 주는 존재가 필요

하다. 어미 닭은 한 번에 15개 정도의 알을 품에 안고는 21일 동안을 견디어 지내면서 부화시

킨다. 모든 알에 골고루 열이 전해지도록 쉴 새 없이 다리로 계란을 굴려 위치를 바꾸고[이를 

전란(轉卵)이라 함], 달걀을 살펴 껍질을 같이 쪼아 준다. 즉, 건강한 새끼를 얻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것이다.

의과대학 교육도 마찬가지다. 특히 어느 분야보다 사안별로 개별적인 지식 전달과 실기 습

득이 필요하다. 의술은 아직도 불명확한 것이 적지 않아 과학과는 다소 다른 art이고, 의학은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인문과학, 예술 등을 포함한 전인학문이기 때문이다. 이런 도제 과정

에서 데미안, 어미 닭, 큰 스님 같은 지도자는 정신적 자세도 자연스럽게 교육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은 병아리 생육 과정이 대량화 되어 기계적이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

고 있다. 어미 닭의 따뜻한 털 속이 아닌 온도와 습도를 맞춘 거대한 부화기에 수백 개 달걀

을 넣고 21일을 배양하면 유정란에서 새끼 병아리가 태어난다. 모든 알에 열기를 고르게 전

달하기 위해 전란기가 돌아가나, 물론 병아리에 맞추어 껍질을 쪼아 주는 어미 닭은 없다.

이 현상을 지금 수련을 받고 있는 의학도와 전공의 상황과 비교해 본다. 환자 진료에 의한 

현장 교육이 강의실 교육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정신적인 교육도 가능하다. 문제점은 교수들

이 너무 바쁘다는 것이다. 병원에서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대학에서 연구를 강조하고 있어 

교육에는 점차 신경을 못 쓰고 있다. 최근에는 수련의도 법정 근무 시간만 근무해서, 종래 일

과 후에 진행되던 교수와 선배들의 피드백과 가르침을 받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의사의 배

움 길을 다른 직종과 동일시해서 생긴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인술을 배우지 못하면, 부화기

에서 양육된 병아리 같아서 건실한 의사가 되는 자아실현이 어려울 것이다.

정리하면,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은 새로운 세계로의 탄생을 의미한다. 소설 <데미안>에서 

헤세는 피상적인 삶을 자기 성찰로 깨어 부수고 진정한 내면의 길을 찾아 걸어가라고 말한

다. ‘줄탁동기’가 부화의 한 현상이지만, 선불교의 중요한 화두인 것도 같은 이치 때문이리라. 

<데미안>이 100년에 걸쳐 널리 읽히는 것에서 보듯이 이것은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이제 독자 여러분은 내 글의 의도를 알았을 것이다. 옛 사람들은 병아리가 알에서 태어나

는 과정과 어미 닭의 노고에서도 교훈을 얻어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었다. 하물며, 고귀한 사

람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탄생을 위해서면, 더욱더 스승과 제자가 사랑과 끈기로 노력하고 

‘줄탁동기’하면서 가르치고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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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기는 금방 그친다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명예교수  류종목

올해는 장마가 예년보다 길어서 우리를 더 힘들게 했다. 그리고 장마가 끝나자마자 강력한 

태풍마저 연달아 몰려왔다. 비바람이 남긴 상처는 아직 남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심한 비바

람은 다 지나간 것 같다. 문득 중국 시인 소동파[蘇東坡, 1036~1101, 본명 소식(蘇軾)]의 시가 

떠오른다.

<적벽부(赤壁賦)>라는 명작을 남긴 송나라 때의 시인 소동파는 우리나라 옛날 문인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 상당히 널리 알려

져 있다. 그는 22세 때인 가우 2년(1057) 1월에 예부시(禮部試)를 치르고 나서 송나라 문단의 

맹주로 그 시험의 지공거(知貢擧, 진사 시험의 총책임자)를 맡았던 구양수(歐陽修, 1007~ 

1072)에게 “이 늙은이는 이제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라는 칭송을 들었다. 

그리고 26세 때에는 또 황제가 친히 시행하는 과거인 제과(制科) 시험이 끝난 뒤 인종 황제

로부터 “나는 오늘 우리 자손을 위하여 태평성대를 이룩해 줄 좋은 재상감을 얻었다”라는 극

찬을 받았다. 이렇게 일찌감치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았을 정도로 그는 빼어난 재능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벼슬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아니, 그 누구보다도 벼슬길이 험

난하여 평생의 대부분을 지방관 생활과 유배 생활로 보내야 했다.

왕안석(王安石, 1021~1086)이 자신의 신법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하여 소동파에게 

부당한 정치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그가 지방관으로 밀려나게 했고 그 뒤 소동파의 존재 자

체를 눈엣가시로 여기던 신법파 신진 인사들의 갖가지 시기와 모함으로 소동파는 마침내 황

주[黃州, 지금의 호북성 황강시(黃岡市) 황주구(黃州區)]라는 오지로 유배되기에 이르렀다. 

사형에 처해질 위기까지 갔다가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대신들의 적극적인 구명 운동으로 간

신히 사형을 면하고 황주안치(黃州安置)로 바뀐 것이었다.

그의 나이 47세로 황주에 유배된 지 3년째 되던 해인 원풍 5년(1082) 봄에 그는 은거할 만

한 곳을 찾아 황주 교외에 있는 사호(沙湖)라는 마을로 갔다. 가는 도중에 갑자기 비가 내리

기 시작했다. 일행들이 다들 당황하여 허둥댔다. 그러나 소동파는 시를 읊조리며 태연하게 

걸어갔다. ‘소나기는 금방 그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다. 비는 과연 금방 그쳤다. 그는 

이때의 감회를 이렇게 노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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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풍파(定風波)

3월 7일 사호로 가는 도중에 비를 만났는데 우비를 가진 사람이 앞서간지라 동행들이 모

두 낭패감을 느꼈으나 나만 유독 느끼지 못했다. 얼마 안 있어서 마침내 날이 개었기에 이 사

를 짓는다.(三月七日, 沙湖道中遇雨, 雨具先去, 同行皆狼狽, 余獨不覺. 已而遂晴, 故作此詞.)

숲을 뚫고 잎 때리는 빗소리를 듣지 말고 莫聽穿林打葉聲,  

시 읊으며 어슬렁어슬렁 걸어간들 어떠리? 何妨吟嘯且徐行? 

대지팡이에 짚신이 말 탄 것보다 경쾌하거늘 竹杖芒鞋輕勝馬, 

무엇을 두려워하리? 誰怕? 

도롱이 걸치고 이슬비에 한평생을 맡기리.  一蓑煙雨任平生.  

서늘한 봄바람이 술기운을 날려 보내 料峭春風吹酒醒, 

몸이 약간 선득한데 微冷,

산꼭대기 석양이 다시 나를 맞는다. 山頭斜照却相迎.  

좀 전에 솨솨 비바람 치던 곳 되돌아보니 回首向來蕭瑟處,  

이미 돌아가 버려 歸去, 

비바람도 없어지고 맑지도 않다. 也無風雨也無晴.

소동파는 이날의 경험을 통하여 소나기란 오래가지 않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는 자신의 믿

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소나기가 곧 그칠 것이라는 자신의 믿음이 입증되어서 흐뭇

했다. 그리하여 그는 그때의 감회를 당시에 유행하던 <정풍파>라는 곡조에 맞춘 가사 형식의 

시, 즉 사(詞)로 이와 같이 노래한 것이다. 이 사는 <적벽부>보다 4개월 전에 지었는데 <적벽

부>에 나타나 있는 그의 초탈한 인생관이 이 사에서도 싹수를 드러내고 있다. 

이 사(詞) 중의 ‘비바람도 없어지고 맑지도 않다(也無風雨也無晴)’라는 구절은 막 비바람이 

그친 상태라 아직까지 파란 하늘이 드러날 정도로 맑아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더 이상 비바

람이 치지 않게 된 기상 변화에 대한 반가움을 노래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의 중점은 한

창 치던 비바람이 그쳤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소동파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 

구절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비바람은 금방 그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구절

은 비바람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 것처럼 고난과 시련이 오래가지 않는 

것이 사람 사는 이치라는 비유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

비바람이 끝없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믿음은 달이 구름에 가려질 때가 있는가 하면 활짝 갤 

때도 있고 둥글 때가 있는가 하면 이지러질 때도 있다는 믿음과 상통하는 바가 있다. 그는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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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密州, 지금의 산동성 제성(諸城)] 태수로 재임 중이던 41세 때 동생이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함께 중추절을 쇠지 못한 감회를 <수조가두(水調歌頭)>라는 곡조에 담았는

데, 이 사에서 그는 “사람은 슬프다가 기뻐지고 헤어졌다가 만나는 것, 달은 흐리다가 맑아지

고 찼다가 기우는 것, 이 일은 예로부터 늘 좋을 수 없었네. 다만 하나 바라는 건 우리가 오래 

살아서, 천 리 밖에서나마 고운 달 함께 보는 것(人有悲歡離合, 月有陰晴圓缺, 此事古難全. 

但願人長久, 千里共嬋娟)” 하고 노래했다. 그는 오래전부터 벌써 긍정적 상태와 부정적 상태

가 갈마드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믿고 있었고, 사람 사는 이치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비바람은 끝없이 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비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잠시 참으면 된다. 

그리고 기왕에 참을 양이면 천천히 걸어가면서 시를 읊조리는 등 즐거운 일을 하면서 참는 

편이 좋다. 사람 사는 이치도 이와 마찬가지다. 고난의 시기는 끝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

때까지 잠시 참으면 된다. 그리고 기왕이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낙천적인 태도로 즐거운 

일을 하면서 참는 편이 더 좋다. 이것이 소동파의 생각이었을 것이다. 요즈음 “피할 수 없으

면 즐기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시를 읊조리며 천천히 빗속을 걸어가는 소동파에게서 이

런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이 구절은 고난과 시련은 지나고 나서 보면, 푸른 하늘이 보일 정도로 맑지도 않았지만 심

한 비바람이 치지도 않은 기상 상태처럼, 환하게 웃고 싶을 만큼 기쁘지도 않았지만 못 견딜 

정도로 쓰라리지도 않았다고 생각되는, 비교적 담담한 심경이 된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중점은 지난날의 고통은 못 견딜 정도로 쓰라렸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소동파는 나중에 <혼자 잠에서 깨어(獨覺)>라는 시를 지으면서 이 구절을 그대로 다시 썼

는데 여기에는 실제로 지난날의 고통은 못 견딜 정도로 쓰라렸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는 뜻을 

담았다. 62세 되던 해 겨울에 세 번째 유배지인 담주[儋州, 지금의 해남도 중화진(中和鎭)]에

서 지은 이 시는 낮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자신이 어느 사이에 이미 혜주(惠州, 지금의 광동성 

혜주) ·담주 등지의 무더운 기후에는 많이 적응해 있는 반면에 추위에 대한 적응력은 상당히 

약해진 나머지 열대 지방에서 오히려 불기운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때의 놀라

움을 노래한 것이다.

장기는 삼 년 지나니 문제없을 만큼 편안하고  瘴霧三年恬不怪, 

오히려 북풍이 불어 가려움증 생길까 겁날 지경 反畏北風生體疥.

아침 되자 겨울 까마귀마냥 목을 움츠리다가 朝來縮頸似寒鴉,

땔감에서 불꽃이 일자 그런대로 쾌적해졌네.  焰火生薪聊一快.

집 안에 붉은 파도가 일렁여 봄바람이 일어날 제  紅波翻屋春風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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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이 봄바람 속에 말없이 앉아 있노라니  先生默坐春風裏.

허공에 어른어른 노을이 흩어지고 浮空眼纈散雲霞,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복숭아꽃이 피었네. 無數心花發桃李.

혼자 잠들었다 흠칫 깨니 창문이 환한 한낮 翛然獨覺午窗明,

일어나려니 술이 덜 깨 코 고는 소리 나는데 欲覺猶聞醉鼾聲.

좀 전에 솨솨 비바람 치던 곳 되돌아보니 回首向來蕭瑟處,

비바람도 없었고 맑은 날도 없었네. 也無風雨也無晴.

이 시의 마지막 연은 북방의 온대 지방에서 온 사람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습하고 무더운 

혜주와 담주에서 지낸 최근 3년 동안의 유배 생활을 되돌아본 것이다. 이 연은 자연계의 날

씨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의미로 열대 지방에서 겪은 최근 3년의 생활이 환하게 맑

았다고 할 정도로 즐겁지도 않았지만 비바람이 쳤다고 할 만큼 힘들지도 않았다고 회고한 

것이다. 중점은 역시 열악한 환경에서의 유배 생활이었지만 비바람이 쳤다고 할 만큼 힘들지

는 않았다는 데에 있다. 이것은 결국 고난과 시련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초연하고 의연하

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이 된다.

이 구절이 만약 ‘좀 전에 솨솨 비바람 치던 곳 되돌아보니(回首向來蕭瑟處)’라는 조건이 없

는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쓰인다면 ‘비바람도 없고 맑은 날도 없다’라는 뜻이 된다. 이 경우 

‘한 사람의 인생에는 비바람이 친다고 할 만큼 너무 힘든 시기도 없고 쾌청하다고 할 만큼 특

별히 즐거운 시기도 없다’라는 비유적 의미도 지니게 된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고난과 시련

도 별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부귀와 영화도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니 반복

되는 인생의 고락에 그때마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초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는 아주 달관

한 사람의 말이다.

소동파는 담주에서의 유배 생활이 끝나 북쪽으로 돌아갈 때 <6월 20일 밤에 바다를 건너

며(六月二十日夜渡海)>라는 시를 지어 “남방의 미개지에서 아홉 번 죽을 뻔했어도 한이 없나

니, 이번 유람이 내 평생에 가장 멋진 것이었네(九死南荒吾不恨, 玆遊奇絶冠平生)” 하고 읊었

다. 그는 혜주와 담주에서의 유배 생활을 유람이라 생각하고 온대 지방에서는 보기 힘든 열

대 지방의 특이한 풍물을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그곳에서의 삶을 직접 체험하기도 한 것을 자

기 평생에 있어서의 가장 멋진 유람이라고 여긴 것이다.

이처럼 소동파는 지나간 고난과 시련은 별로 고통스러웠다고 생각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

라서는 오히려 아주 멋진 시간이었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는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었다. 이 

얼마나 초탈하고 달관한 사고방식인가!

나중에 정적으로 바뀐 소동파의 친구 장돈(章惇, 1035~1105)은 재상이 된 뒤 소동파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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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쓰러지기를 기대하며 그를 멀리 중국 대륙의 남쪽 끄트머리에 있는 

고을 혜주로 유배 보냈다. 그러나 소동파는 그곳에서, 양귀비(楊貴妃)가 하도 좋아하는 바람

에 혜주를 비롯한 그 일대 농민들이 시들기 전에 얼른 장안[長安, 지금의 섬서성 서안(西安)]

까지 갖다 바치느라 온갖 고생과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는 열대 과일 여지를 먹어 본 뒤에  

<여지를 먹으며(食荔支)>라는 시를 지어, “날마다 여지를 삼백 개씩 먹으니, 길이길이 영남 

사람 되는 것도 괜찮겠네(日啖荔支三百顆, 不辭長作嶺南人)”라고 했다. 이것은 소동파가 분

을 못 이긴 나머지 병이 나서 스스로 쓰러지기를 기대하며 혜주로 유배 보낸 장돈의 입장에

서는 매우 맥이 빠지는 일이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아니나 다를까 장돈은 마침내 소동파를 

당시로서는 중화문화권 바깥이었다고 할 수 있는 해남도 담주까지 보내 버리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소동파는 3년에 걸친 담주에서의 유배 생활도 거뜬하게 마치고 마침내 북쪽으로 되

돌아갔다. 

그는 한창 젊은 시절에 황제로부터 재상이 될 인물이라고 극찬을 받았지만 재상이 되기는

커녕 정적들의 시기와 모함 때문에 오히려 평생의 대부분을 지방관으로 쫓겨 다녀야 했고 열

악한 유배지를 전전해야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66세까지 살았다. 당시로서는 평균 

수명 이상으로 살았다고 할 수 있다. 초탈하고 달관한 그의 사고방식 덕분이 아니고 무엇이

겠는가!

끝으로, ‘비바람도 없고 맑은 날도 없다’라는 말의 의미를 더욱 확장해 보면 ‘특별히 불행한 

인생도 없고 특별히 행복한 인생도 없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마다 조금씩 정

도의 차이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조금 더 부귀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조

금 더 빈천하게 살지 모르지만 냉철한 이성으로 가만히 따져 보면 부귀한 삶과 빈천한 삶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날마다 맑지도 않고 날마다 비바람이 치지도 않는 것이 대자연의 섭리요 조물주의 조화다. 

대자연의 섭리와 조물주의 조화를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연계에 있어서 그치지 않

는 비바람은 없다는 믿음, 인생에 있어서 고난과 시련은 오래지 않아 끝나기 마련이라는 믿

음, 인생이란 그다지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즐거운 것도 아니라는 믿음, 견디기 힘

들 정도로 불행한 인생도 없고 가슴이 벅찰 정도로 행복한 인생도 없다는 믿음, 이러한 믿음

을 견지한다면 소동파와 같은 고수가 아니라 여항의 일개 필부라 할지라도 마음병의 병균이 

결코 침투할 틈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감히 단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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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만들어 주는 사람들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김안제

고대 중국에 요순시대(堯舜時代)를 지나 하은주(夏殷周)라는 삼대(三代)의 국가가 있었다. 

하나라는 지금부터 4천여년 전에 순임금으로부터 양위를 받아 세운 나라로 수도를 안읍(安

邑)으로 17왕 439년간 지속되다가 걸왕(桀王)때에 멸망하였다. 본명을 이(履)라고 하는 탕왕

(湯王)은 하나라에 이어 상(商)나라를 건국했으며 뒤에 국호를 은으로 바꾸었고 수도를 박

(亳)으로 하여 13년간 통치하였다. 약 680여 년간 지속되었던 은나라는 기원전 1122년경 28

대왕인 주(紂)에 이르러 멸망하고 말았다. 문왕(文王)의 아들이자 본명이 발(發)인 무왕(武

王, 1169~1116 B.C.)이 세운 주나라는 38왕 867년간 유지되다가 기원전 256년에 진(秦)나라

에 의해 멸망하였다.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걸왕은 이름을 이계(履癸)라고 하는데, 유시씨(有施氏)의 딸인 말

희(末喜)에게 빠져서 포악무도한 정사를 펴고 백성의 마음을 떠나게 함으로써 결국 탕왕에

게 쫓기어 산서성(山西省) 명조(鳴條)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죽었다. 그리고 은나라의 최후왕

인 주왕은 본명이 제신(帝辛)이었는데, 유소(有蘇)의 딸인 달기(妲己)만을 너무 총애하여 포

악하고 무도한 군주가 되었으며, 결국 무왕에 의해 모두 죽음을 당하고 나라도 망하게 만들

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걸과 주는 두 사람 공히 여색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는 폭군이 되

어 백성의 마음이 탕왕과 무왕에게 돌아가게 만든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탕과 무를 

위하여 백성을 몰아가다라는 뜻의 ‘위탕무구민(爲湯武毆民)’이란 말이 생겨나게 되었다. 탕

왕과 무왕은 자기들에게 몰아준 백성의 인심을 기회로 삼아 손쉽게 걸과 주를 쳐서 새 나라

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다. 이로서 성군(聖君)인 요순에 대비하여 망주(亡主)로서 걸주를 부

각시키는 ‘요순과 걸주’라는 대구어(對句語)가 생겨나게 되었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가져오는 요인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외부요인이나 외세압력보다는 내

부의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쇠약해지고 멸망할 요인을 조성

하여 그 기회를 남에게 제공해준다는 것이다. 중국의 역대 왕조나 막강했던 로마제국도 그 

쇠망을 스스로 자초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백제(百濟)는 31대 의자왕(義

慈王)의 주색과 방탕, 충신의 배척과 아첨배의 득세 등으로 660년에 망하였고, 고구려(高句

麗)는 연개소문(淵蓋蘇文)의 아들들인 남생(男生) ·남건(男建) ·남산(男産) 간의 갈등과 분쟁

으로 28대 보장왕(寶藏王)때인 668년에 멸망했으며 삼국통일을 성취했던 막강한 신라(新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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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1대 진성여왕(眞聖女王) 때부터 왕실이 방탕하고 백성이 태만하여 도둑과 반란이 많이 

일어나 결국 56대 경순왕(敬順王)때인 935년에 멸망하고 말았다. 고려(高麗) 역시 신돈(辛

旽)에 의한 횡포와 불교의 타락 및 왕실의 정당성 상실, 그리고 무리한 군사동원 등으로 34대 

공양왕(恭讓王)을 끝으로 1392년에 망하였으며 이를 이어받아 500여년 지속되었던 조선왕

조(朝鮮王朝)는 오랫동안 당파싸움과 말기의 외척세도(外戚勢道) 및 쇄국정책(鎖國政策) 등

으로 27대 순종(純宗)을 마지막으로 1910년에 일본제국에 병탐되고 말았다.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최후의 승리자는 누구일까? 이

는 멸망의 요인을 누가 먼저, 누가 더 크게 조성하여 상대방에게 승리의 기회를 주느냐에 달

려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한국으로서는 북한을 어떻게 타도하느냐에 역점을 둘 것

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어떠한 취약점이나 자멸의 요인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데 힘을 써

야 함이 옳다. 그리고 나아가 천시(天時)와 지리(地理)와 인화(人和)가 결합되어 통일의 기회

가 조성되면 이를 놓치지 않고 올바로 포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갖추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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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善丁) 김채윤 교수와 매화(梅花)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명예교수  최상철

나는 매화 탐매가(探梅家)도 아니고 김채윤 교수와 제자나 선후배 관계도 아니지만 한 그

루의 매화나무를 생각하면 김채윤 교수가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서울대학교가 관악으로 이

전하면서 많은 교수님들이 관악캠퍼스 근처로 이사하거나 땅을 사서 집을 짓기 시작했다. 

1978년 나는 상도동 봉천동 언덕배기에 김채윤 교수, 조순 교수는 봉천동 주택단지에 한상

복 교수는 낙성대 쪽에 단독주택을 지을 때였다. 집을 짓기 시작하자 마침 중동건설 붐으로 

건축자재 품귀현상이 빚어졌고 건축허가증을 갖고 시멘트 배급회사에 새벽부터 줄을 설 때

였다. 그러나 새 집 짓는다는 기대감과 어려움을 동병상련하면서 서로 집 짓는 현장을 방문

하였다. 새로 집을 짓는 기념으로 우보명 서울대 수목원장으로부터 산딸나무 세 그루를 기증

받아 저희 집 마당에 심었다. 김채윤 교수가 하루는 연보라색의 도라지 꽃 모양의 산딸나무

를 보고 한 그루를 나누어 줄 수 없느냐고 하여 한 그루를 분양해 드렸다. 며칠 후 김채윤 교

수는 자기 집 마당에 있는 매화나무 한 그루를 보내 왔다.

김채윤 교수는 매화 애호가였고 본인의 인품과 무관하지 않다. 거창 고향을 지키면서 의료

인으로서 거창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가형에 대한 외경심, 해박한 보학(譜學), 제자 후학들에 

대한 은정, 시력이 좋지 않지만 관악캠퍼스 낙성대 입구에서 뵐 수 있는 친근감으로 박병호 

교수님과 더불어 우리나라 마지막 선비 같은 분이셨다. 선생님이 남긴 산문집 「善丁 漫筆」을 

보면 선생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선생님이 주신 매화나무는 상도동 마당에서 굳건히 잘 

자랐다. 그러나 비교적 한적한 동네에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난립해서 정년을 앞두고 경기도 

화성군에 이른바 전원주택을 지어 이사를 갈 때 매화나무도 같이 갔다. 이식을 하면서 뿌리

가 상했는지 토양이 맞지 않았는지 무성했던 둥지에 가지 하나만 남기고 봄이면 꽃을 피운 

일지매(一枝梅)가 되었다. 10여 년간 살았던 화성집이 동탄 신도시로 수용되어 인근 용인으

로 이사를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역시 매화나무도 이사를 갔다. 그러나 용인 집 마당의 일지

매마저 봄에 소식이 없었다. 그 해가 바로 김채윤 선생이 세상을 떠난 해로 선생님의 분신을 

보는 것 같았다.

용인 기흥단지에 이사하고 보니 김채윤 선생의 손아래 처남인 이양 아일랜드 대사와 이웃

이 되어 매형 회고담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사회학과 제자인 환경대학원 김형국 

교수가 생전에 부탁을 받고 쓴 비액(碑額)은 선정 김채윤 교수를 기리는 글로 대신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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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세상은 사람의 善情에 믿음을 두고 세상을 바로 세우자는 교육은 善情의 고양에 진

력한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교육 한평생을 보낸 善丁선생은 善情의 化身이자 

師範이었다. 月下公 種達과 恩津 林씨의 2남 善丁 金彩潤선생은 善山 金門의 시조 順

忠公의 32세로 1931년에 향리 거창에서 났다. 세상은 德人을 아끼고, 德人은 세상을 

너그럽게 만든다. 春堂에게서 못다 얻은 薰陶의 갈증은 대학에서 빼어난 師父를 만나

는 인연으로 이어지고, 되로 받고 말로 갚듯 그 인연을 늘려 동료와 후배를 푸근히 감

싼다. 높은 인덕만큼이나 학덕을 쌓아 서울대 대학원장에 이른다. 盡善은 盡美한 법이

니 유유자적, 착함을 구하던 선생의 일상은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俗塵 속에서도 자연

과 同樂했고 苦海 속에서도 가솔사랑은 眞率했고 多忙 속에서도 同氣와 鄕里를 愛重

했다. 그 향리에 2008년에 돌아와 이제 스스로 산이 되었으니 土石을 가리지 않아 산

이 높은 까닭을 몸으로 말해 준 恩師의 향기를 삼가 김형국은 몇 자 글로 못다 기린

다.」

아직도 김채윤 교수 집 뜰에 산딸나무가 자라는지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화사하지만 수줍

은 꽃이 지고 나면 딸기 모양의 열매가 열리고 가을이면 아름다운 단풍이 진다. 몇 년 전 대

학신문에 인류학과 김광억 교수가 「매화가지에서 선배교수를 기억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저 또한 매화처럼 살다 가신 선정 김채윤 교수를 기리면서 이 글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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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약대 입학생의 학창시절

약학대학 제약학과 명예교수  지형준

1. 서울대학교 서울분교 입학

나는 1953년 4월 서울대학교 전시연합대학(戰時聯合大學) 서울분교(分校)에서 입학식을 

함으로써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학생이 되었다. 당시는 피난 중이라 서울대학교 본교(本校)가 

부산에 있었다. 서울 분교에는 주로 서울을 비롯하여 인천, 수원, 춘천에 사는 학생들이 입학

하였다. 교사(校舍)는 서울시 중구 을지로 6가에 있던 경성약학전문학교(현재 중구 문화회관 

자리)이었다. 이 건물은 2층 벽돌 건물이었는데, 나중에 여기에 있던 약학대학은 종로구 연건

동에 있던 음악대학과 교사를 맞바꾸어 이전하였다. 이는 서울대학교의 의약(醫藥) 캠퍼스

(Medical Campus) 조성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서울대학교 서울분교의 분교장(分校長)으로는 의과대학 의학사(醫學史) 교수이신 김두종

(金斗鐘) 박사께서 맡으셨다. 신입생들은 어문계(語文系), 인문사회계(人文社會系), 이공계

(理工系) 및 의약계(醫藥系)로 나뉘어 각각 A, B, C, D반에 배속되었다. 나는 약학과, 치의학

과와 의과대학 예과 학생들과 함께 D반에 배속되어 이들과 함께 공부하였다.

일반영어는 미국대사관에 근무하시던 윤선생이, 독일어는 의과대학 내과의 이문호(李文

鎬), 화학은 문리대 화학과의 고광호(高光鎬), 수학은 공과대학의 이임학(李林學), 물리학은 

일본 물리학교 출신인 윤이병(尹以炳) 선생님께서 맡으셨다. 그때가 한국전쟁 중이어서 남학

생은 군사학을 이수해야 했으며 항상 전시학생증을 갖고 다녀야 했다. 군사학 교관으로는 육

군소령이 배속되어 전술, 전략 강의를 하였고, 제식(制式)교련과 총검술은 사병이 훈련조교

로 시범을 보이는 역할을 하였다.

그해 8월에 정부가 부산에서 서울로 환도(還都)하면서 각 단과대학들이 서울의 본교사로 

복귀하였다. 그해 9월 2학기부터는 입학정원 120명이던 우리들은 부산에서 올라온 본교생

(김병각 등)과 서울분교생(나, 김낙두 등), 그리고 복학생과 제대군인들을 합쳐 130여 명이 

되었다. 이들 중 이남수, 이월희, 한영희, 허백 등은 재입학으로 학번을 새로 받은 것으로 기

억한다. 이 가운데 여학생이 30여 명으로 약학대학 약학과가 서울대학교에서 사범대학 가정

학과를 제외하고는 여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과가 되었다. 우리들은 나이나 사회경험의 차이 

등을 극복하며 잘 어울려 공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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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학년 시절

약학과 1학년의 전공필수과목으로는 약용식물학각론 및 실습과 정성분석학 및 실습이 있

었는데 우리 분교생들은 이들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진급할 수가 없었다. 정성분석학 강의

는 연희대학교 화학과의 이길상(李吉相, 경성약전 6회) 선생님이 하셨는데 우리들에게 본 강

의가 있는 날 일찍 나오시어 아침 7시 30분부터 9시까지 보충강의를 해 주셨다. 이길상 선생

님은 원소의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을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누고 이온의 검출, 각개(各個)

반응 및 계통분석법의 이론을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강의해 주셨다. 한마디로 명강의였다.

정성분석학 실습은 이왕규(李王圭, 경성약전 17회) 선생님이 맡으셨는데 이온의 각개분석, 

미지(未知)검체를 유화수소(H
2
S)가스를 검체 용액에 주입시켜 금속이온을 계통분석하여 양

이온을 검출하는 실험이었다. 실험결과가 성적에 반영되므로 모두 최선을 다하였다. 이왕규 

선생께서는 실험을 끝내고 레포트를 제출하면 실험 내용에 대한 구술시험을 하셨는데 만약 

이에 불합격하면 다시 실험을 하느라 늦은 밤까지 남아 있어야 했다. 얼마나 엄격하셨으면 

선생님의 별명이 왕수(王水:금을 녹이는 질산과 황산의 혼합시액)였을까! 학생 전원의 이름

을 다 외우실 정도로 자상하시고 엄격하신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 본 사람은 그 별명을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약용식물학 각론 강의는 만주의과대학 생물학 연구실 조수로 약용식물을 연구하셨던 임

기흥(林基興) 선생님께서 담당하셨는데, 양치식물(羊齒植物), 단자엽식물 및 쌍자엽식물 중 

약으로 쓰이는 식물들의 라틴어 학명, 한국명, 약용부위와 용도 등을 논하셨다. 특히 주요 약

용식물의 유사종과 근연종(近緣種)에 관해서는 외국산 식물까지도 언급하셨다. 광복 전에는 

만주철도회사의 패스를 가지고 만주(동북지역)와 중국까지 다니시며 식물채집을 하셨다고 

들었다. 임선생님은 유도가 3단이시며 중국어에 능통하셨다.

약용식물학실습은 현미경을 사용하여 세포내용물인 전분, 수산칼슘의 결정형, 도관(導管), 

사관(篩管), 목부섬유를 관찰하는 실습, 유관속(維管束) 형태에 따라 식물을 양치식물, 초본

식물 및 목본식물들을 식물조직학적으로 구별하는 실험과 그리고 가까운 홍능임업시험장

(지금의 KIST 자리)에 가서 식물을 직접 관찰하여 익히는 야외실습으로 구성되었다. 여름방

학이 끝났을 때 부산 본교에 다니다 온 학생들은 방학숙제로 제작한 식물압착표본을 제출했

는데 서울 분교생은 이를 미리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겨울방학 전까지 과제물을 제출하도록 기

한을 연장받았다.

나는 경동중학교 생물반에서 이영로(李永魯, 이화여대 교수) 선생님과 식물채집을 다니며 

식물을 익히고 표본 만드는 방법 등을 배웠기 때문에 남들보다 수도 많고 식물의 전형과 특

징을 잘 볼 수 있게 표본을 만들어 제출하였다. 내가 과제물을 제출한 후 얼마 있다가 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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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님께서 부르시더니 내가 만든 표본을 한장 한장 보시면서 표본식물 채집 장소와 주변의 개

체수, 환경 등 생태학적인 질문을 하셨다. 이와 같은 인연으로 나는 3학년 때부터 방과 후에 

약용식물학 연구실에 가서 식물표본을 말리기 위한 신문지 갈아주기, 현미경 실습용 시액 만

들기를 했고, 주말에는 양철로 만든 식품채집통을 메고 야전삽을 들고 산과 들로 따라다녔

다. 졸업 후에는 바로 약용실물학 실습보조원으로 있다가 병역을 마치고 무급 조교(1959. 7. 

15) 발령을 받고 대학에 재직하여 1999년 2월 27일까지 모교의 약용식품학 교수로 재직하다

가 영광스러운 정년퇴직을 하고 명예교수가 되었다.

1999년 3월 나의 연구논문과 신문잡지의 기고문, 나와 관련된 기사 등을 모아서 약식자원

연구회(藥食資源硏究會)에서 정년기념논문집으로 『춘수 천연약물논총(春水 天然藥物論叢)』

을 법영사(法英社, ISBN 89-7032-147-7)에서 발간하여 생약학교수와 국내 약학대학 도서관

에 기증하였다.

무기화학은 한관섭(韓寬燮, 경성약전 13회) 선생님이 특이하고 깔끔한 어조로 주요부분을 

강조하시며 강의를 하셔서 필기할 때 표시해 놓으면 시험문제를 대부분 예측할 수 있었다.

약용광물학은 문리대 지질학과의 손치무(孫致武) 선생님이 광물분류의 기본인 결정구조

로 6방정계, 4방정계 등을 세밀하게 그려 프린트한 교재를 나눠주시며 꼼꼼히 강의하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약으로 쓰이는 광물인 주사(朱砂), 웅황(雄黃) 등 주요 광석에 관한 성상 및 

산지(産地) 등을 배우지 못한 것이 아쉽다.

3. 2학년 시절

약학과 2학년으로 진급하니 의약품화학의 근간인 유기화학이론을 채동규(蔡東圭, 경성약

전 8회) 선생님께서 강의하셨다. 영어로 된 원서를 가지고 그분의 성격과 같이 간결하고 자

상한 강의를 하시며 강의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은 엄하게 나무라셨다. 채건(蔡健, 서울대 약

대 20회) 박사가 그분의 아드님이다.

전공필수 과목인 무기약품제조학은 ‘소금박사’로 알려진 홍문화(洪文和, 경성약전 7회) 선

생님이 아무것도 보시지 않고 물(常水)에서부터 시작하여 소금, 암모니아, 염산, 질산 및 황

산 등의 제조공정도를 칠판 가득히 그려나가시며 강의하셨다. 어떻게 원료주입부터 화학반

응 부산물(副産物) 배출, 반응기(反應器, Reactor)의 온도조절 등 그 복잡한 화학공정을 모두 

외우셨는지 감탄스러웠다.

무기제약실습은 조윤성(趙允成, 서울약학대학 전문부 1회) 선생과 나운용(羅雲龍, 서울대 

약대 7회) 선생이 주사용 증류수의 제조, 약용소금의 정제법, 승화법(昇華法)에 의한 유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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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 및 승홍(昇汞, HgCl
2
)의 제조 등을 아무런 방비도 없이 

아황산가스와 잉여(剩餘) 수은 증기를 마시며 실험하였는

데, 실험실 안전규정이 없던 당시의 실정이 그러하였다.

그때는 항생제가 없어 화상에 붕산연고, 피부병에 유황연

고와 승홍연고를, 사하제(瀉下劑)로 감홍(甘汞), 외과용 살

균제로 머큐로크롬액을, 조혈변질제로 아비산철환(亞砒酸

鐵丸)을 약으로 쓸 정도로 수은이나 비소의 위해성을 인식

하지 못하던 시절이었다.

홍문화 선생님께서는 공기를 압축하여 질소를 분리하는 

영등포 소재의 산소공장과 김선봉(金善琫, 서울약학대학 전

문부 1회) 선배가 공장장으로 있는 애경유지공장(지금의 애

경본사 자리)을 견학시켜 주셨다. 애경유지에서는 비누제조

공정을 견학시켜 주셨는데 김 공장장에게 당신의 강의 시간

을 할애하시어 유지(油脂) 정제(精製)에 관한 특강을 시키기도 하셨다. 또한 소금을 전기분

해하여 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를 만들고 염소로 염산을 생성하는 인천 소재 공장 견학 후 

그 지역의 염전(天日鹽田)까지도 가 볼 수 있게 하셨다.

생약학은 동경제국대학 약학부를 나오시고 사립 서울약학대학의 초대 학장을 지내셨던 

도봉섭(都逢涉) 선생님의 조수를 하시던 이선주(李善宙, 경성약전 5회) 선생님이 느릿느릿한 

말씀으로 강의하셨다. 석송자(石松子), 계피(桂皮) 감초(甘草), 인삼(人蔘), 황련(黃連), 홍화

(紅花), 회향(茴香), 오미자(五味子) 등의 식물성 생약을 약용부위에 따라 초근목피(草根木

皮)로 나누어 강의하셨고, 유럽 기원의 카모밀라화(花), 겐치아나근(根), 카스카라사그라다피

(皮) 등에 대해서도 라틴명과 기원식물, 성상, 유효성분 및 용도와 주산지, 유사생약과의 구

별법 등을 강의하셨다.

생약학실습은 약용식물학 실습을 한 단계 높여서 기원식물에 따른 조직의 차이, 유사생약 

간의 조직학적 특징 등을 찾아 식물성생약을 감별하는 내용으로 지금까지도 이 방법이 한약

재 감별에 응용되고 있는 기법이다. 생약학의 야외실습으로는 봄에 경기도 팔당 건너 검단산

에 가서 낭탕근(Scopolia 근경)을 채집하고, 가을에는 경기도 소요산에 가서 용담(Gentiana 

근), 부자(Aconitum 근)의 기원식물의 형태 관찰 및 자원조사를 한 후 겸하여 야유회도 가졌

다. 당시에는 우리 대학에 약초원이 없어서 봄과 가을이면 동대문에서 전차를 타고 뚝섬에 

있는 생약연구소 서울시험장(현재는 경기도 시흥시 대야리로 이전)에 가서 디기탈리스

(Digitalis), 목향(木香), 다투라(Datura), 천궁(川芎) 등의 재배시험포장 및 약용식물생태표

본포장을 견학하였다. 그때 전차 노선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동대문밖(이스턴호텔 자

<사진 1> 생약학 야외실습(생약연

구소 시험장, 1954.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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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서 뚝섬을 가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동대문 밖에서 광나루(서울 지하철 5호선 광장역 

앞)까지 가는 것이었는데 차안에는 파리가 새까맣게 달라붙어 있었다.

정량분석학은 백남호(白南豪, 경성약전 12회) 선생님이 중량분석과 용량분석법을 강의하

셨다. 중량분석 실습은 화학천칭의 영점(Zero point)을 맞추는 법, 분동(分銅)을 써서 중량을 

측정하고 오차를 계산하는 방법 등 천칭의 사용법을 가르쳤다. 용량분석 실습은 피펫과 뷰렛

을 사용하여 시료액과 지시약이 들어 있는 삼각 플라스크에 시액을 점적(点滴)해 가다가 지

시약의 색상변화를 점적종점(End point)으로 잡아 그때의 뷰렛눈금을 읽어 적정에 사용된 

용량을 측정하는 실험이었다. 지금은 학생 실습시 유리로 된 뷰렛이나 피펫과 화학천칭을 쓰

지 않을 것이다. 이 화학천칭은 건물 1층에 있는 천칭실에 보관하였으며 천칭실은 진동을 방

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로 만든 실험대 위에 놓았는데 바람에 의한 진동까지 피하기 위하여 

천칭 한 대 한 대를 유리상자 안에 넣어 사용하고 보관하였다.

약학독일어와 약학영어는 일본 경도대학(京都大學) 출신이신 김성환(金星煥) 선생님께서 

강의하셨는데 높으신 연세에도 불구하고 카랑카랑한 음성으로 휴강 없이 정시에 강의를 시

작하여 정확히 강의를 끝내셨다. 독일어 문장을 번역하는 시험 문제에서는 당신이 번역하신 

용어를 그대로 써서 번역해야만 점수를 주시는 것으로 유명하였다. 당시에는 일본약학의 원

류가 독일이었던 영향으로 화학이나 식물학용어에 독일어 원서들이 많아 약학독일어가 약학

의 주요 과목이었다.

이즈음 4학년생이었던 고익배, 김일혁, 김정숙, 민병춘, 박재갑, 옥치환, 조윤상, 최혁구 선

배(이상 서울대 약대 9회)와 3학년생인 김병술, 김용덕, 김재백, 문범수, 안영근, 유병설, 윤두

석, 이강흡, 지달현, 한명승, 한병훈, 황영식 선배와 더불어 우리 2학년에서는 김낙두, 김병각, 

김종윤, 김현구, 신선호, 유영상, 이우순, 정영옥, 조남주, 지형준, 최동호, 최형식 등 30여명이 

약연회(藥硏會)라는 약을 배우는 모임을 발족하였다.

약연회는 당시 화제가 되는 신약들의 정보를 수집 정리하여 방과 후에 모여 세미나 형식으

로 발표하고 질문하며 의약품에 관한 지식을 넓혀 나갔다. 돌이켜보면 이 약연회의 회원들은 

대학에 머물러 교수가 되었거나 중앙화학연구소를 거쳐 국립보건원의 연구관으로 활약하였

으며 선진국으로 유학을 가서 그곳에 정착하여 교수생활을 한 사람도 있다. 약제장교로 광릉

임업시험장의 동쪽 입구에 있던 육군의무보급창에 복무하던 한병훈(韓秉勳, 서울대 약대 10

회) 중위가 토요일에는 허름한 군작업복에 모자를 쓰고 약연회에 열심히 참석한 모습이 기억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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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학년 시절

약학과 3학년의 대표과목은 유기약품제조

학으로 유기화학의 반응이론을 기초로 하여 

의약품을 합성하는 방법을 배웠다. 강의는 동

경대학(東京大學) 약학부를 졸업하신 총각 선

생님 국채호(鞠採豪)이셨다. 당신이 저술하신 

프린트교재 표지에는 약학사 국채호 저(藥學

士 鞠採豪 著)라고 쓰셨는데, 이처럼 학사학위

를 내세우신 것은 당시의 약학대학 교수님들

은 다 전문학교 출신이지만 당신만은 대학학

부 출신임을 과시하시려는 것이었다고 생각된

다. 국 선생님의 유기합성강의는 우리들이 약학대학에 온 꿈을 이루는 내용의 강의였다.

유기제약실습은 고현기(高鉉起, 경성약전 17회) 선생님이 담당하셨는데 독일어로 된 실험

방법, 즉 유기합성법을 번역해서 실험계획서(예비레포트)를 작성하고 실험기구, 시약 등을 

신청하고 예비구술시험에 합격해야만 실습을 할 수 있었다. 이 실습은 실험실이 좁아서 무기

제약실습과 같이 A, B반으로 나누고 다섯 명이 한조가 되어 실험하였다. 이때 남학생들은 화

부(火夫)역할로 풍로에 숯불을 피우고 냉각기(Condenser)에 흘릴 냉각수를 우물에서 길어다

가 채우고 여학생들은 화학반응과정을 서너 시간 관찰하며 기록하여 실험 레포트의 초를 잡

았다. 이때를 이용하여 남학생은 을지로 6가 로타리에 있던 계림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거나 

당구장에 가 즐기고 와서 여학생들이 써놓은 실험 레포트 초안을 옮겨 써서 실험보고서를 제

출하였다. 고현기 교수님의 딸인 고희종(서울대 약대 40회)은 현재 미국에서 AstraZeneca 본

부장으로 근무한다고 한다.

Ethanol과 Acetic acid로 Ethyl acetate를 만들고, Benzene과 Acetic acid로 Benzoic acid를 

만들고, 나아가 Aspirin을 합성하여 백색결정을 얻으면 참으로 신기하고 즐거웠다. 수도와 전

기사정이 좋지 않아 예고 없이 단수, 단전이 되었고 실험기구를 파손하면 변상해야 되는 시

절이었다.

위생화학은 일본 지바약전(千葉藥專) 졸업 후 그곳의 부패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귀국하신 

심길순(沈吉淳) 선생님이 가르치셨는데 심 선생님은 한때 이화여자대학에도 계셨던 것으로 

안다. 약학대학 학생서클인 “소모임”의 지도교수이셨으며 심정숙(沈正淑, 서울대약대 23회)

이 따님이다.

강의 내용은 수돗물(上水道)의 수질관리, 그리고 식품의 안전한 보존을 위한 방부제에 관

<사진 2> 유기제약실습(중앙이 고현기 교수, 1956.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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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부패과정을 설명하며 강의하셨다. 위생화학 실습으로는 수질검사법, 방부제 실험과 더

불어 구의동의 취수장, 성수동(뚝섬)의 정수장 등 수원지(水源池) 견학을 가기도 하였다. 이

와 같은 교과 과정 덕분에 약학대학 출신들이 서울시 상수도국과 위생시험소(지금의 보건환

경연구원)등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그해(1955년) 가을에는 수질검사(상수도, 우물물 등)를 

한다는 명분으로 신라의 유적지인 경주지역으로 가 첨성대, 안압지, 토함산의 석굴암, 무열왕

릉, 불국사 등을 답사하는 관광여행을 하였다. 전시(戰時)라 학생의 수학여행은 당국에서 허

용하지 않았지만 이런 편법을 써서 야간열차를 타고 2박 3일간 다녀왔다. 이것이 전례가 되

어 우리 다음 학년들도 같은 방법으로 경주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다.

생화학은 한구동(韓龜東, 조선약학교 본과 7회) 선생님께서 의과대학 교재인 생리화학

(Physiological Chemistry)의 원서를 교재로 강의하셨는데 우리들은 그 원서를 갖지 못하여 

선생님의 강의를 그대로 노트에 받아써야만 했다. 선생님은 우리가 필기하기 좋도록 말씀을 

천천히 또박또박하게 하시며 새로운 술어 등은 판서(板書)를 해 주시어 선생님의 강의를 받

아쓴 노트는 나중에 읽어보면 훌륭한 생화학 강의록이 되어 시험공부하기에도 좋았다. 

Krebs cycle이라는 것도 처음 듣고 탄수화물, 단백질 및 지방의 체내 대사과정 등을 이해하

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한정우(韓貞愚, 서울대 약대 12회)가 따님이다.

미생물학은 중앙방역연구소의 장익진(張翼珍) 소장이 시간강사로 출강하셨는데 병원성 

세균과 바이러스(Virus), 리켓티아(Rikettia) 등이 일으키는 질병과 우두(牛痘, Small-pox) 예

방에 필수의약품인 종두(種痘) 생산에 관해서도 아주 깊이 있게 강의하시고 방학 때 실습생

을 받아 주셨다. 내 동기생 정삼규(鄭三逵)는 이 인연으로 방역연구소에 취직하여 이 연구소

가 국립보건원 산하로 녹번동으로 이전하기까지 종두생산에 기여하였다.

3학년 2학기부터 우리 동기들이 학도호국단(학생회)을 인계받아 약학대학 학생회를 운영

<사진 3> 수질검사실습(우뚝 서신 분이 심길순 교

수, 1955. 11. 11.)

<사진 4> 경주불국사(195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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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다. 허백(許柏)을 단장으로 하여 총무부 

백덕우(白德禹), 학예부 조항연(趙恒衍), 국제학생

부 김낙두(金洛斗), 공작부(工作部, 오늘날의 기획

부)는 내가 맡아서 신입생 환영회, 졸업생 환송회, 

회지 약원(藥苑) 2호의 발간, 음향기기의 설치 및 

운영, 대학신문의 배포 등을 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이화여자대학, 성균관대학, 숙명

여자대학 및 중앙대학 학생들과 교류하기 위하여 

약학대학 학생연합회를 만들어 대학별로 순환제

로 회합장소를 옮겨 가며 회의와 세미나 등을 개

최하였다. 당시 이화여대는 윤기호(尹基鎬), 성균

관대는 박재주(朴在柱), 숙명여대는 김태희(金泰

姬), 중앙대는 손동헌(孫東憲)이 대표였다고 기억

한다.

나는 여름방학에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충무로

에 있던 중외제약에서 포도당주사액을 갈색 유리 

앰플에 주입하고 용봉(熔封, 불꽃으로 유리를 녹

여 밀봉하는 것) 후 전등에 비춰서 이물질(異物

質) 검사를 하는 과정을 견학하였다. 종로 중학동 

(지금 한국일보사 자리)에 있던 동아제약에 가서 

‘생명수’의 원액을 배합하고 여공들이 고무줄로 

사이폰 원리를 이용하여 작은 병에 분주(分注)하

는 것을 실행해 보기도 하였다.

겨울방학 때는 서울대학교병원(연건동) 약국에

서 약국장 강형태(康炯泰, 경성약전 16회) 선생의 

지도로 제제실에서 건위산(健胃散), 대황중조합제, 요오드팅크, 붕산연고와 같은 예비제제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외용으로 알콜소독액, 크레솔액 등을 만들어 보았으며, 조제실에서는 

가루약들을 처방전에 따라 혼합하여 유발(Mortar)에서 갈아 정사각형의 유산지(硫酸紙)인 

약포지에 분배하여 손으로 접어 약봉투에 넣는 것 등을 배우며 따라해 보기도 하였다.

학년 말인 3월에는 졸업생 환송회 준비와 기념품 제작 등을 하느라 분주하였다. 약학대학 

10회 졸업생들의 기념품은 남학생에게는 넥타이핀을, 여학생에게는 브로치를 내가 디자인 

한 도안으로 순은(純銀)으로 제작하였다. 이 넥타이핀은 졸업생과 더불어 은사님들께도 드렸

<사진 5> 학도호국단(학생회)이 마련한 음향기

기

<사진 6> 서울대학교병원 약국 실습을 마치고

(시계탑 앞, 1957. 2.)

<사진 7> 약대 10회 졸업생기념 넥타이핀

(195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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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내가 보관하던 것은 서울대 약학역사관에 기증하여 전시되어 있다.

5. 4학년 시절

약학대학의 최고학년인 4학년 과목은 약이 직접 몸에 와 닿는 느낌이었다. 약제학은 우종

학(禹鍾鶴, 경성약전 6회) 선생님이 각 제제의 특성, 적용의약품의 성상에 따른 제형의 선택

법 등을 유효성과 안전성 확보 등의 입장에서 강의하셨다. 우 선생님은 홍문화 선생님과 같

이 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신 내과의사이시며 따님으로 우제명(禹濟明, 서울대 약대 16회)과 

조카 우제안(禹濟安, 서울대 약대 15회)을 약계에 배출시키셨다. 약제학 실습은 산제, 수제, 

환제, 시럽제와 더불어 회전식 정제기로 정제를 찍어 내는 재미와 각자 실습한 건위정을 가

정상비약으로 쓰라고 나눠 주어 부모님께 “제가 만든 약(?)”이라고 자랑도 하였다. 이외에 글

리세린수, 붕산연고도 만들었다.

제약공장 견학으로는 지금 유한대학교의 캠퍼스가 된 소사동의 유한양행 공장을 다녀왔

다. 그곳에서 강장제 ‘네오톤(수제)’, 소화제 ‘이트렌(정제)’, 소염진통제 ‘안티프라민(연고제)’

을 제조하는 과정을 견학하였다. 이 공장은 공장답지 않게 단층벽돌 양옥 건물이 푸른 잔디

와 정원수 사이에 드문드문 지어져 서양식 별장에 온 것 같았다. 초기의 유한양행 제약공장

장은 나운용(서울대 약대 7회) 교수의 선친이신 나찬수(羅贊洙, 조선약학교 6회) 대선배이셨

다고 들었다.

약리학은 의과대학 약리학 교수이신 홍사악(洪思岳, 경성약전 16회) 선생께서 강의하셨는

데, 약물을 작용 기전에 따라 나눈 후 효력을 나타내는 기관, 장기 등을 조금 답답할 정도로 

느릿느릿하게 강의하셨다. 욕심 같아서는 당시 유통되고 있는 약품도 해설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홍 선생님의 아우가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이

신 홍사욱(洪思澳, 서울약학대학 전문부 1회) 선생으

로 형제분이 약학을 전공하신 교수이셨다. 약리학 실

습은 연건동 소재 의과대학 실습실에 가서 실험하였

다. 큰지렁이의 근육을 절편으로 만들어 생리식염수가 

든 유리관에 매달고 카이모그래프(Kymograph)에 연

결하고서 약물을 주입해 가며 근육의 수축과 이완현

상을 관찰 묘사하거나, 개구리 심장을 적출하여 약물 

농도에 따라 수축과 이완이 변화하는 현상을 관찰하
<사진 8> 약제학실습 회전정제기로 건위

정 타정(195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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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의 실습을 하였다. 적출 기관과 장기에 대한 약

리작용 시험을 한 다음에는 살아 있는 흰토끼를 고

정틀에 묶어 놓고 토끼귀의 혈관에 주사기로 약물을 

주입해가며 심장박동과 호흡의 증감을 관찰하는 실

험도 하였다. 이들 실험은 학생수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실험장비 관계로 각자가 직접 실험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본초학은 안암동에 있던 동양의약대학의 신길구

(申佶求) 선생님이 한의학의 개념, 한약재의 응용 등

을 강의하셨다. 나의 동기생인 신창휴(申昌休)가 선생님의 둘째 딸이다. 동양의약대학은 경

희대학교 한의과대학과 약학대학의 전신이다.

그 외의 학과목으로는 졸업 후 약사로서 실무에 접할 수 있도록 약국경영학을 김선배(金

善培) 선생께서 강의해 주었다. 강의 내용은 약국자리잡기, 도매상거래, 간이장부기장법 등이

었다. 김 선생은 약업신문사 기자에서 편집국장까지 한 김종율(金鍾律)의 부친이시다.

약사법규는 보건사회부 약정국의 정경모(鄭景謨, 경성약전 2회) 국장께서 해설해 주셨다. 

그때의 약사면허증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이름과 나란히 약정국장직과 성함이 쓰여 있었다.

6. 후기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의 일을 회상하고 기억을 더듬어 써 보니 내 기억의 착오와 혼란

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동기생이나 선 ·후배들께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

기 바란다. 끝으로 이글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의 동창회보 제98호에 실린 ‘나의 학창시절’

의 일부 오류를 바로 잡은 것임을 밝힌다.

<사진 9> 서울대학교 제11회 졸업식(1957.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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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물머리 풍경
유배에서 풀려난 다산을 생각하며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명예교수  신문수

강물은 강 양안을 가득 채운 채 흐르는 듯 마는 듯 그렇게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강가에 

홀로 떠 있는 돛배 너머 멀리 강상에 희부연 물안개가 걸쳐 있다. 그 너머 산들도 어슴푸레한 

그림자의 능선으로 이어져 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불현듯 이곳으로 달려왔다. 주말을 

양평의 우거에서 보내면서부터 마음이 어수선하고 답답할 때마다 여기 두물머리 강변을 찾

곤 했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내습으로 몸과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어수선한 세월

이다. 두물머리를 지켜온 노거수 느티나무 주변에는 이른 시각인데도 서너 사람이 벌써 자리

를 잡고 앉아 흘러가는 강물에 시선을 파묻고 있다. 이들도 시절의 어수선함에 짓눌린 마음

의 재촉으로 신새벽에 이곳을 찾았는지 모른다. 강물은 흘러가지만 빠름을 다투지 않고 수면

에 서린 연무 또한 동터오는 시간에 아랑곳없이 미동이 없다. 모든 것이 정지된 느낌이다. 이

런 적막 속에 강 건너 자욱한 양자산 능선에서 팔당댐 쪽으로 넓게 펼쳐진 풍경은 그대로 한 

폭의 산수화다. 서울 근교에서 이만큼 개활한 풍경을 찾기는 쉽지 않다. 막힘없는 호활한 공

간은 그 자체로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한다. 자연의 트인 분위기가 번쇄한 일상의 집착으로

부터 마음을 잠시나마 벗어나게 해 주기 때문이리라.

어디선가 흰 왜가리 한 마리가 정지된 풍경을 가로질러 빈 돛배의 뱃전에 사뿐히 내려앉는

다. 새는 빈 허공을 주시하며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 이곳으로 발걸음이 자주 향하는 것은 

생태학에서 말하는 ‘공간의 위로감(consolation of space)’ 때문만은 아니다. 이곳에 남아 있

는 다산 정약용의 족적을 돌아보고 그 정신을 되새겨 시대의 울적함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고

픈 생각도 한 몫으로 작용했다. 트인 강변에서 잠시 일상의 굴레를 벗어나며 그렇게 열린 마

음으로 나는 다산을 생각한다. 이곳 두물머리와 지척인 다산의 생가 유적지는 물론, 인근의 

수종사, 벽계천, 천진암, 검단산, 용문산 등, 강변의 도처에 다산의 호한한 사유의 숨결이 배

어 있다. 연전에 다산연구소가 주관한 실학기행에 참여하여 안산의 성호 이익의 묘소와 기념

관, 부안의 반계 유형원의 서당, 강진의 다산 초당, 흑산도의 정약전 유적지를 둘러본 적이 있

었다. 좀 더 열린 사회로, 보다 인간다운 삶의 세계로 세상을 바꿔 나가는 주춧돌을 놓은 우

리 선현들의 정신세계를 환갑이 넘어서야 챙겨본 나의 나태가 못내 부끄러웠다. 그 뒤로 틈

틈이 다산의 저서들을 읽어왔다. 그의 글에는 난세를 헤쳐 나가고자 하는 결의와 그것을 뒷



3부  수상   387

받침하는 정밀한 사유의 자취가 뚜렷하다. 그가 이룩해 놓은 학문은 다방면에 걸친 방대한 

것이지만 그 광활함에도 불구하고 세목이 구체적이고 소루하지 않다. 넓으면 거칠고 깊으면 

협소한 것이 보통이다. 그의 정신세계는 이런 일반론에서 벗어나 있다. 다산이 내게 특별한 

지성으로 다가오는 것은 무엇보다 그의 삶과 정신이 현시하는 이 광박정미(廣博精微)의 면

모 때문이다.

홀로 돛배로 날아든 왜가리의 모습에서 18년간의 강진 유배생활로부터 57세의 중노인이 

되어 이곳 두물머리의 고향 마재(馬峴)로 돌아온 다산, 그 고적한 해배 시절의 다산을 나는 

떠올린다. 유형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왔건만 집안은 영락했고 사람들은 사면되지 않은 

그를 기피했다. 해배의 삶이 오히려 더 외롭고 서러웠다. 양근(오늘의 양평)에 살면서 도성에 

갈 때 집 옆 소내 나루를 이용하면서도 그를 찾지 않은, 대사간을 지낸 지기 여동식에게 다산

은 섭섭한 마음을 이렇게 적어 보냈다: “내 집 문 앞을 지나면서 들르지 않는 것이야 이미 상

례가 되었으니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의 괴로움 중에는 남들은 기뻐하는데 

자신만은 슬픔에 빠져 있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은 없고, 온 세상의 한스러움 중에는 나는 그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는 나를 까맣게 잊고 있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이 없는 법입니다”[「우렴 여

동식에게 답함(答呂友濂東植)」]. 염량세태(炎凉世態)의 세상인심이야 유배 이전의 관직생활

에서부터 신물 나도록 겪은 다산이다. 스스로 폐족의 가문임을 자식들에게 누누이 상기시켰

던 그가 이제 와서 세상의 외면과 야박한 인심을 왜 새삼스럽게 한스러워 하는 것일까? 환갑

을 바라보는 나이 탓만은 물론 아닐 것이다.

유배 초창기의 생활은 말할 수 없이 신산스러운 것이었다. 강진 사람들은 부모도 모르고 

임금도 도외시하는(無父無君) 흉악한 사교 죄인으로 낙인찍힌 그를 “마치 큰 해독처럼 여겨

서 가는 곳마다 모두 문을 부수고 담장을 허물어뜨리면서 달아나버렸다.” 다행히 읍내 한 객

주집의 노파가 방 한 칸을 내주어 다산은 그곳에 가까스로 몸을 붙였으나, “창문을 닫아걸고 

밤낮 혼자 오뚝이 앉아” 있는 나날이었다[「상례사전 머리말(喪禮四箋序)」]. 여기저기 옮겨 다

니며 8년 동안 이런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1808년, 다산 초당으로 거처를 옮기면서부터 사정

은 호전된다. 아전을 비롯한 지방 유지들의 자식들을 모아 글을 가르치고, 그 사례금으로 생

활비를 충당하고 전답까지 장만하여 생활이 제법 윤택해지고, 인근의 선비들은 물론 주변 사

찰의 학승들과 왕래도 잦아졌다. 무엇보다 다산 초당에 천여 권의 장서를 갖춘 서실이 들어

섰다. 그리하여 학문 탐구에 전념하고 그 성과를 저술하기에 여념이 없는 생활이 이어질 수 

있었다. 고적했으나 열중했던 시간이었고, 닫혀 있으나 충일한 삶이었다. 환갑을 맞아 쓴 긴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에서 자신의 학문적 성과를 요약하면서 유학의 각종 경전에 대한 

주해가 232권, 시문집을 비롯한 여타의 저서가 260권에 이름을 밝히고, 이렇게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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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경사서(六經四書)로써 자기 몸을 닦게 하고 일표이서(一表二書)로써 천하 국가를 

다스릴 수 있게 하고자 함이었으니, 본(本)과 말(末)이 구비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알아주는 사람은 적고, 꾸짖는 사람만 많다면 천명이 허락해 주지 않는 것으로 여겨 

한 무더기 불 속에 처넣어 태워 버려도 괜찮다.

― 「자찬묘지명」

세상이 자신의 저서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 모두를 불태워 버려도 좋다고 말하고 있지

만 실상은 명철한 눈을 가진 선비라면 반드시 그 진가를 알아볼 것이라는 확신과 자부심이 

배어 있는 말이다. 두 아들에게 자신이 쓴 저서의 대강을 설명하는 편지에서도 자기 학문에 

대한 자부심이 오롯한데, 가령 『주역사전(周易四箋)』에 대해 “이 책에 마음을 푹 기울여 오묘

한 뜻을 다 통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나의 자손이나 벗으로 여길 수 있는 사

람이니 천년에 한명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두 아들에게 주는 가훈(示二子家

誡)」].

유배 생활이 끝자락에 이르면서 다산은 이렇게 자신의 능력과 학식,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일구어낸 자신의 학문에 대한 차별성과 자긍심을 내면에 더욱 깊이 새겨 가고 있었다. 그것

은 무도한 세상에 대한 원망과 회한,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사약에 대한 공포, 그리고 일상

의 고달픔이 뒤섞여 전전긍긍하던 유배 초창기의 마음을 대체해 나갔다. 요컨대 유배지에서 

그가 쓴 책들은 공자의 『춘추(春秋)』, 굴원의 『이소(離騷)』, 사마천의 『사기』와 마찬가지로 근

본적으로 발분지서(發憤之書)였다. 그는 마음에 쌓인 울분을 누르고 자신의 존재의 확인과 

정당함의 입증으로 혹은 그 전거로 수만 자의 글을 한 자 한 자 적어 간 것이리라. 여기저기 

남아 있는 다산의 반듯한 세필 행서의 서찰들은 이런 마음가짐을 실물로 증언한다. 어쩌면 

다산은 해배되어 고향집으로 돌아오면서 “지난 일을 저술하여 다가올 일을 생각하는 것(述

往事 思來者)”이라는 「태사공자서(太史公自序)」의 구절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는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그는 선비들이 자신을 찾고 그의 저서를 선양해주길 기대했으나, “저술한 책들을 

한 아름 안고 돌아왔지만 3년이 지나도 함께 읽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현실이 답답하고 

한스러웠을 것이다(「정언 한익상에게 보내는 편지」).

그 사이 구름 낀 동편 하늘이 한층 붉어졌다. 사람들도 하나둘 늘기 시작하여 갈리고 스치

는 움직임이 제법 부산해졌다. 발걸음을 물안개쉼터 방면으로 돌려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주차장에서 가깝다 보니 사람들이 이곳 느티나무 광장을 먼저 찾지만,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

쳐지는 원 두물머리는 조금 더 북쪽, 두물경 기념석이 서 있는 다온광장 쪽에 있다. 강변에는 

연꽃, 꽃창포, 갈대의 군락이 이어져 있다. 안쪽으로 잘 정비된 길 양옆에 메타세콰이어가 연

이어 심어져 있고 길섶 사이사이에는 노란 금계국이 한창이다. 길가 메타세콰이어 가지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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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 하나가 걸려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코로나 시대를 상징하는 마스크로 누군가 이곳을 다

녀간 자취를 남기고자 한 것인가. 이 비근한 일상용품은 어느덧 생존의 필수품이 되어 버 

렸다.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마저도 제 때에 살 수 없어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상황에 애

민사상이 투철했던 다산이라면 목민관으로서 어떻게 대처했을까? 다산은 경학과 경세학의 

통합을 추구한 대학자이면서 동시에 뛰어난 의원이기도 했다. 그 자신 어렸을 때 천연두로 

목숨을 잃을 뻔했던 다산은 6남 3녀의 자식 중 4남 2녀를 병으로 잃는 슬픔을 겪으면서 의서

에도 관심을 기울였는데, 곡산 부사 시절, 관내 고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연두나 홍역으

로 목숨을 잃는 것을 지켜보고서 60여 권의 의서를 참고하여 이를 치료하는 처방을 담은 『마

과회통(麻科會通)』을 저술했다. 장기 유배 시절에도 궁벽한 그곳 사람들을 위해 『촌병혹치

(村病或治)』라는 의서를 편찬하기도 했다. 해배에서 풀려난 만년에 의술로도 명성이 높아져 

순조의 환후가 깊어졌을 때 그리고 그보다 앞서 대리 청정하던 세자 익종이 위독했을 때 궁

으로 불려갔으나 미처 손쓰기 전에 그들이 사망함으로써 어의로 봉사할 기회를 놓치기도 했

다. 형편이 어려운 하민(下民)을 도탄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침을 사례별로 제시한 

『목민심서』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다산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신음하는 오늘날과 같은 위

기 상황에서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의료 현장으로 달려가 사안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내놓았을 것 같다. 다산의 경세학이 돋보이는 것은 부패한 사회의 개혁을 위해 법과 제도의 

혁신을 강조하면서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을 간과하지 않고 주어진 법질서의 테두

리 내에서나마 차선책이 무엇인가를 늘 고심했다는 점이다. 다산이 “현재의 실행 가능 여부

에 구애 받지 않고 경(經)을 세우고 기(紀)를 나열하여”(「자찬묘지명」) 제도의 혁신을 꾀하고

자 한 『경세유표』를 쓰다가 미완으로 남겨둔 채 현장의 시무를 염두에 둔 『목민심서』의 저술

이 우선이라고 생각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다산이 우리에게 주는 으뜸가는 가르침은 앎의 실천, 곧 지행합일의 중요

성이다. 사실 앎과 현실, 이론과 실천, 혹은 말과 사물의 관계는 주체적 삶의 길에서 끊임없이 

자문해야 할 화두이다. 지식은 본래 삶의 응시에서 자극되지만 사유하고 체계화되는 과정에

서 삶과 유리되기 십상이다. 삶의 현실이 복잡다단해질수록 양자의 거리는 멀어질 수 있다. 

그러기에 개인적이건 사회적 차원이건 주장과 이념을 펼치기에 앞서 그것이 현실적 경험이

나 삶의 실제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부단히 성찰해야 한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한 행보는 이 반

성적 성찰의 토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다산은 경세적 실천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그와 동시

에 앎과 현실의 유리 상태가 문제라는 것을 투철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외적 뛰어남이 

있는 것이다. 주자의 성리학 전통을 답습하기에 급급했던 당시의 유학은 그 추상적이고 관념

적인 경향에 함몰되어 실제 현실과의 괴리가 자심한 상태였다. 더욱이 그것이 학문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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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지 않고 핵심적 통치 이념이었기에 그 괴리의 폐해는 더욱 심각했다. 다산은 주자의 송

학을 넘어서서 선진 유학으로 돌아가 경전을 재해석함으로써 현실과 조응할 수 있는 새로운 

유학의 정립을 도모했다. 그가 특히 심혈을 기울인 『논어고금주(論語古今註)』는 송대의 신주

(新注)는 물론 한대의 고주(古注)를 두루 참고하고 아울러 명대의 양명학, 청대의 고증학 계

열의 주석과 일본 학자들의 평설까지 인용하면서 자신의 독창적인 해석을 도출해 내고 있다. 

가령 논어의 첫 구절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學而時習之 不亦說乎)”의 

해석에서 다산은 ‘때로 익히면’이라는 구절의 ‘습(習)’을 익히고 연습하는 것이면서 더 나아가 

‘행(行)’, 즉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 지적하고, 학이시습은 지(知)와 행(行)이 함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두물경 기념석이 서 있는 다온광장 앞에서 북한강과 남한강은 합수한다. 금강산 만폭동과 

태백의 검룡소에서 각각 발원한 두 강은 400여 km를 달려와 이곳에서 서로 만나 도도한 장

강을 이루며 흘러간다. 두 강은 합수하자마자 바로 앞의 작은 섬 족자도로 인해 물길이 잠시 

갈렸다가 이내 다시 합쳐지며 다산의 생가 터, 더 정확히 말하면 오늘날 다산생태공원을 이

루고 있는 강변을 오른편으로 끼고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팔당댐으로 흘러간다. 유역이 넓다 

보니 흘러가는 강이라기보다는 넓은 호수 같다. 해배 후 고향집에 돌아온 다산 또한 이 강물

을 바라보며 여생을 어떻게 꾸릴지 궁리했을 것이다. 예전에는 강원 산곡을 지나온 북한강

[汕水]과 충주, 이천, 여주의 넓은 들판을 지나온 남한강[濕水]이 만나면서 물류의 교류가 번

다한 나루터였을 터이나 지금은 그것을 상기시키는 표석 이외에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상류 쪽 산골을 필경 휘몰이로 돌아 나왔을 강물은 여기에 이르러 소리 없이 진양조로 흘러

가고 있다. 오늘날의 강은 인간의 삶과 무관하게 이르렀다 떠나고 떠났다가 다시 이르며 제 

갈 길을 갈 뿐이다. 생존의 활기찬 무대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고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풍경으로 대상화되면서 강은 이렇게 인간 삶의 바깥으로 물러나 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이

제 강에 대한 애틋한 추억을 쌓을 기회를 갖지 못한다.

아스라이 소내 위에 비치는 달빛

흐르는 그림자 서쪽 담장을 비추겠지

遙知苕上月

流影照西牆

                             ― 「밤(夜)」

멀리 경상도 동쪽 끝 장기의 유배지에서 다산은 잠 못 이루는 밤에 이렇게 고향의 강물과 

그것을 비추던 달을 그리워했다. 강이 단순한 자연 풍경이 아니라 삶의 현장이요 사유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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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내고 운명을 직조하는 공간이었기에 그것은 또한 기억의 무대일 수 있다. 어린 나이에 

다산이 멀고 가까움에 따라 산의 고저가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친 것도 고향 마재의 

집 앞에 아스라이 펼쳐진 강물과 수면 너머 멀리 첩첩이 능선을 이루고 있는 산들 덕분이었

을 것이다. 다산이 형 정약전과 함께 조선 천주교회의 창립 주역인 이벽(李檗)으로부터 천주

학 강의를 처음 들은 것도 1784년 23세 때 소내 나루에서 출항하여 물살이 거센 두미협을 지

나 한양으로 돌아오는 배 위에서였다. “천지조화의 시작과 육체와 정신, 삶과 죽음의 이

치”[「선중씨묘지명(先仲氏墓誌銘)」]를 중심으로 천주교의 교리를 설명하는 이벽의 도도한 언

설에 다산 형제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한양에 도착해서 이벽이 빌려 준 마테오 리치의 

『천주실의』와 판토하 Pantoja의 『칠극(七克)』 등을 읽어 보고는 거기에 점점 빠져들어 갔다. 

이벽을 통한 천주교와의 이 조우는 다산은 물론 다산 가문 전체, 그리고 그가 속한 남인의 정

치적 운명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파란만장한 드라마의 서막이었다. 다산이 자신의 별호로 삼

기도 한 열수(洌水), 곧 한강은 이처럼 그의 웅혼한 정신세계를 양육한 바탕이자 삶의 파란

을 만든 무대였다.

해배 이듬해인 1819년 봄, 장형 정약현과 함께 충주 선영으로 부모 묘소를 찾아갈 때도 다

산은 집 앞 나루에서 배를 타고 남한강을 거슬러 오르는 수로를 이용했다. 남한강 여행에 이

어 다산은 이듬해 경진년에는 용문산을 유람하고 춘천 여행에 나선다. 다산은 『자찬묘지명』

에서 두 여행과 관련하여 “산과 시냇가를 산보하면서 인생을 마치기로 했다”고 동기를 설명

하고 있다. 유배의 삶을 지탱했던 경세의 열정 대신 산천 유람의 흥취가 솟구쳐 나온 것이다. 

3년 후 그는 또 한 번의 춘천 여행을 한다. 이 모든 여정이 집근처 소내 나루에서 배를 띄워 

북한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었다.

특히 두 번째 춘천 여행에서 다산은 풍류의 본색을 한껏 드러낸다. 손자의 납채(納采) 길에 

동행하는 여행이었지만 그는 어선에 지붕을 얹은 작은 선실을 만들고 문설주에 ‘산수록재(山

水綠齋)’라는 편액을 걸고, 침구와 식기는 물론 붓 ·벼루 ·서적을 비치하고 약탕기와 다관도 

갖추었다. 함께 가는 아들 정학연이 탄 배의 기둥에도 “물위에 떠다니는 집[浮家汎宅]”과 “물

에서 자고 바람을 맛본다[水宿風餐]”라는 글귀를 붙였다. 강 연안의 멋진 풍경을 그릴 화공도 

대동할 작정이었는데 초빙된 화공이 병이 나는 바람에 동승하지는 못했다. 다산은 춘천의 소

양정에 이르러 6일에 걸쳐 인근의 경승지와 화천의 곡운구곡을 돌아보고 납채를 마친 일행

과 더불어 귀로에 올라 소내로 돌아온다.

환갑을 넘긴 나이에 터져 나온 늦바람 풍류이다. 그러나 이 늦바람은 다산의 오랜 염원의 

실행이기도 했다. 그는 출사 시절부터 풍찬수숙의 꿈을 꾸었다. 1797년 승정원 좌부승지로 

봉직하던 어느 여름날, 다산은 도성의 답답함에 못 이겨 휴가의 윤허도 받지 않고 고향 소내

로 달려와 낚싯배에 오른 적이 있었다. 그 뒤 곡산 부사로 나가 있을 때도 다산은 관내의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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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을 흐르는 물길 따라 산수를 유람하고 「곡산북방산수기」를 남겼다. 곡산 부사로 있다가 정

조 23년(1799) 형조참의를 제수받았으나 불과 한 달여 만에 또 다시 탄핵 상소가 올라오자 

다산은 사직서를 올리고 두물머리로 내려오고 만다. 다산은 벼슬길에 더 이상 나가지 않을 

작정을 하고 배 한척을 마련해 산천 유람에 나설 생각을 구체화한다.

나는 적은 돈으로 배 하나를 사서 배 안에 고기그물 네댓 개와 낚싯대 한두 개를 갖추

어 놓고, 또 솥과 잔과 소반 같은 여러 가지 섭생에 필요한 기구를 준비하며 방 한 칸

을 만들어 온돌을 놓고 싶다. 그리고 두 아이들에게 집을 지키게 하고, 늙은 아내와 어

린아이 및 어린 종 한 명을 이끌고 부가범택으로 종산과 초수 사이를 왕래하면서 … 

바람을 맞으며 물 위에서 잠을 자고 마치 물결에 떠다니는 오리들처럼 둥실둥실 떠다

니다가, 때때로 짤막한 시가를 지어 스스로 팔자가 사나워 불우하게 된 정회를 읊고자 

한다. 이것이 나의 소원이다. 

―「늙은 낚시꾼의 뱃집(苕上煙波釣叟之家記)」

다산은 이렇게 강을 따라 “오리처럼” 자유롭게 떠돌아다닐 수 있는 뱃집, 곧 부가범택(浮

家汎宅)을 마련하고, 거기에 걸어둘 편액, 이름하여 ‘초상연파조수지가(苕上煙波釣叟之家)’

까지 판각해 두었다. 그러나 이를 걸어 보기도 전에 내직으로 곧 부를 것이라는 정조의 전갈

을 받는다. 그리고 곧바로 정조의 부음이 전해지고, 몇 달 뒤 신유사옥이 터지면서 다산은 죄

인이 되어 유배의 길을 떠나야 했다. ‘연파조수’는 8세기 중엽의 당나라 시인이자 화가로 강

상을 떠돌며 산 장지화(張志和)의 자호이다. 그에게서 초야에 묻혀 사는 일사(逸士)의 전범

을 본 다산은 그 호를 빌려 자신이 꿈꾸어 왔던 떠돌아다니는 집[浮家]의 이름을 지은 것이다.

다산은 유생시절부터 벼슬길에 나가는 것보다 자연에 은둔하여 처사로 살고 픈 생각에 종

종 휘말렸다. 과거를 보기 위해 공령문(功令文)을 익혀야 하는 그 답답함이 싫었고, 급제하여 

관직에 나가더라도 당파 싸움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마뜩찮았다. 그러나 8대 옥당을 

배출한 가문의 명예를 이으라는 아버지의 양명(揚名) 채근과 출사하지 않고서는 무도한 세

상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으로 결국 벼슬길에 나갔다. 그러나 환로(宦路)는 험난하기만 했다. 

출중한 학식과 탁월한 능력으로 정조의 신임이 깊어질수록 노론 벽파는 물론 같은 남인계 

공서파의 비방과 모함이 끊이지 않았다. 10여 년의 관직생활은 승진과 좌천과 체직이 교차하

는 파란의 연속이었다. 그는 그 고비마다 낙향과 은거의 유혹에 빠지곤 했다. 유배 생활을 시

작하며 이제야 비로소 삶을 돌아볼 겨를을 얻었다는 그의 탄식은 빈말이 아니었을 것이다.

다산 초당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다산은 유적(流謫)의 삶을 그가 꿈꾼 부유(浮遊)의 삶으로 

바꿔 나갔다. 그는 꽃과 약초를 심고, 연못을 파고 물을 끌어들이고 그 안에 돌산을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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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완상하면서 시름을 잊고 학문에 정진한다. 역설적이지만 유배지인 다산 초당에서 10

여년 유폐 생활을 하면서 다산은 마침내 부가(浮家)의 이상에 가까이 다가 간 것이다. 그 내

밀한 심경은 어느 날 초당을 지나가던 노인과의 문답을 통해 드러난다. 스스로를 부부자(浮

浮子)로 일컬은 이 노인은 생이 덧없이 부유하는 것일진대 “무엇 때문에 꽃을 모종하고 약초

를 심으며, 샘물을 끌어들여 못을 만들고 돌을 쌓아 도랑을 만드는 등 이와 같이 구원(久遠)

한 계획을 세우는가”라고 묻는다. 다산은 삶의 근본적 부유성에 공감하면서도 이렇게 답한

다. “저 꽃이며 약초, 샘물과 괴석은 모두 나와 함께 부유하는 것입니다. 떠다니다가 서로 만

나면 기뻐하고, 떠다니다가 서로 헤어지면 호탕하게 잊어버리면 그뿐입니다”[「부암기(浮菴

記)」]. 생은 부유하고 덧없는 것이지만 무위를 구실로 현실을 방기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는 생각이 스며있다. 떠도는 삶 속에서도 만나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여기의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선비의 도리라고 다산은 생각한다. 지금 여기의 현실에 집중하고 헌신하

는 자세는 삶의 덧없음을 뼛속 깊이 느껴본 마음의 소산이지만, 그것이 또한 500여 권의 방

대한 저서를 낳은 동력이기도 하다. 부가의 이상과 그 지향하는 삶의 길이 이렇기에 다산은 

해배 후 고향에 돌아와 봄을 맞으면서 강물에 배를 띄우고 선뜻 풍찬수숙을 실현할 수 있었

으리라.

다산은 이렇게 해배 직후 몇 년간 산천 유람을 즐겼지만 이내 다산 초당 시절의 학구적인 

자세로 돌아간다. 그는 이 유람의 소회를 담은 『산행일기(汕行日記)』를 엮으면서 또한 한강

의 발원을 다룬 지리서 『산수심원기(汕水尋源記)』를 함께 저술한다. 다산은 일찍부터 나라의 

강줄기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그는 청나라의 제소남(齊召南)이 작성한 『수도제강(水道提

綱)』이 오류가 많은 것을 마음에 담아 두었다가, 강진 유배시절, 제자 이청의 도움을 받아 『대

동수경(大東水經)』을 편찬해낸 바 있다. 그러나 이 책에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 등 주요 하천

에 대해 서술하면서도 자신의 고향을 지나는 열수, 곧 한강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는데, 다

산은 춘천 유람을 통해서 산수(汕水), 곧 북한강의 근원과 물의 경로를 살피고 그것을 토대

로 『산수심원기』를 저술하여 『대동수경』의 미흡함을 보충해 넣은 것이다. 산수 유람의 풍류

를 즐기면서도 목민 행정의 기초가 되는 물길의 근원과 형편 그리고 연안 지역의 물산에 대

한 관찰을 게을리 하지 않는 다산의 양수겸장의 태도는 그대로 만년의 삶을 지배하는 양식이 

되었다.

두물머리 공원에서 다산의 생가까지 뱃길로는 지근거리이지만, 강 연안의 육로로는 에돌

고 구부러진 곳이 많아 꽤 시간이 걸린다. 오늘날은 양수읍내로 나와서 양수대교를 건너 팔

당댐 쪽으로 난 지방도로를 통해 이를 수 있다. 다산의 자취는 그 어느 곳보다 복원된 생가와 

그의 묘소에서 깊이 추적될 수 있을 것이다. 다산은 해배 생활이 안정되자 고향집에서 다시 

학문 연찬의 고삐를 죄어 미완 상태의 『경세유표』, 『흠흠신서』 등을 완성하고, 기왕의 저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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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학자들의 평을 받아 수정 가필하는 작업을 계속했다. 소론계의 학자 신작(申綽), 노론

계의 김매순(金邁淳), 문산 이재의(李載毅), 연천 홍석주(洪奭周)를 비롯한 그 형제들인 홍길

주(洪吉周), 홍한주(洪翰周) 등이 다산의 주요 교유 상대였다. 그는 이렇게 걸출한 당대의 문

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경학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이 하면서 저작들을 다듬어 나갔다. 특

히 『매씨상서평』 9권에 대한 김매순의 극찬에 다산은 “박복한 목숨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

습니다. 이제 죽을 날도 머지않은 때에 이러한 편지를 받고 보니 처음으로 더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라고 답신을 보낼 정도로 고무되기도 했다(『자찬묘지명』). 삼연(三淵) 김창흡

(金昌翕)의 현손인 김매순은 이른바 여한십대가(麗韓十大家)의 한 사람으로 꼽힐 정도로 뛰

어난 문장가였고 게다가 다산과는 당색이 다른 노론계였으니 그의 고평에 감복할 만도 하다. 

나는 여기에서 다산의 열린 마음을 다시금 본다. 김매순이 당대의 문장가라고 하나 다산보다 

14세나 연하이고, 역시 여한십대가의 한 사람이자 좌의정을 지낸 홍석주도 12살 연하였다. 

그럼에도 다산은 이들에게 자신의 저서를 보여주며 평가를 부탁했고, 그들의 비판과 질정이 

합리적이면 수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반박하는 토론을 몇 차례고 이어갔다. 당쟁의 소용

돌이로 혼탁했던 당시에 이런 열린 마음은 귀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념 대립이 극심한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도 그것은 참으로 절실한 것이다.

찾는 이가 별로 없는 여유당(與猶堂)은 고즈넉하기만 하다. 건물은 아담하면서도 표표하

고 내정은 단아하다. 이 소슬한 분위기에 분망하면서도 단정한 선비의 삶을 산 다산의 풍모

가 어른거리는 듯하다. 다산은 무슨 마음으로 여유당이라는 당호를 지었을까? 그가 집에 여

유당 당호를 내건 것은 정조가 세상을 뜨고 민심이 흉흉한 가운데 고향으로 낙향한 직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유당기」를 검토해보면 다산은 훨씬 이전, 필시 진주목사로 재

직 중이던 아버지 정재원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무렵에 이미 당호를 정해 두었던 듯하다. 그 

전해인 1791년, 천주교 박해의 시발이 되는 진산 사건이 발생하여 어머니의 신주를 불사른 

윤지충과 그 인척 권상연이 처형되었다. 다산의 먼 외종이기도 한 윤지충이 처형되는 것을 

본 다산의 아버지는 자식들이 천주교에 연루되지 않았는지 노심초사했다. 다산 형제들은 아

버지가 자식들에 대한 근심 때문에 일찍 돌아가신 것으로 여기고 경거망동으로 불효의 죄를 

지은 것을 자책했다. 속죄의 마음을 담아 둘째 정약전은 자신의 서실을 매심재(每心齋), 곧 

뉘우치는 곳(每+心=悔)으로 칭했는데, 다산의 여유당 작명에도 이런 마음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여유당이라는 말은 『도덕경』 15장에서 무릇 선비는 “머뭇거리기를 마치 겨울의 내를 

건너는 것 같고, 두려워하기를 사방에서 주시하는 이웃들을 대하는 것 같은(與兮若冬涉川, 

猶兮若畏四隣)” 몸가짐을 지닌다는 구절에서 따온 것이다. 다산은 ‘여(與)’와 ‘유(猶)’, 곧 망

설임과 두려운 마음으로 향후 부득이한 일도 가능한 한 삼가하고, 하고 싶은 일일지라도 그

만 두겠다는 다짐을 「여유당기」에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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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의 당호에는 어지러운 세상을 산 올곧은 선비의 고단함이 또한 묻어 있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처연한 마음이 든다. 다산은 뛰어난 학식과 능력으로 조정의 대소사 논의에서 

주목을 받았고 직무 수행 또한 뛰어나 왕의 상찬을 독차지하다시피 했다. 그러나 이런 낭중

지추(囊中之錐)의 재주는 그에 대한 모함과 비방의 화살이 되어 자신에게 되돌아오곤 했다. 

이런 일을 여러 차례 겪으면서  앞장서서 나서지 말고 언동을 조심할 것을 스스로에게 다짐

해야 할 절실한 필요에서 다산은 이 구절에 이끌렸을 것이다. 그야말로 보신을 위한 고육책

이다. 정조 서거 직후 고향으로 돌아와 이 편액을 서실에 새삼 내건 것도 반대파의 책동이 거

세지면서 예견되는 파국에 대비해 마음을 다잡고자 해서였을 것이다. 유배지에서도 그는 이

런 긴장된 마음을 이어갔다. 강진의 주막집 거처를 사의재(四宜齋)로 부르면서 다산은 말조

심과 진중한 행동을 맑은 마음 그리고 단정한 용모와 더불어 유배 온 선비가 지켜야 할 네 

가지 덕목으로 꼽았다. 붕당 정치의 볼모가 된 학자의 삶은 이렇게 처연하고 고달팠다.

여유당을 나와 강가의 다산생태공원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강 연안이 생태공원으로 조성

되면서 다산 유적지는 역사와 자연, 다산의 어법으로 말한다면, 학문과 풍류가 어우러진 한

층 다채로운 공간이 되었다. 입구에 다산이 말년에 그린 한강 산수도가 새겨진 석조물이 서 

있다. 여기저기에 다산의 저서들을 소개하는 안내판도 걸려 있다. 물가에서 왼편으로 난 산

책길을 따라 걸었더니 강을 널찍이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에 이른다. 전망대 아래쪽에 백일

홍이 군락을 이루고 피어 있어서 풍경이 화사하다. 여기가 바로 다산이 안팎으로 출입할 때 

배를 타던 소내 나루터이다. 원형으로 굽이도는 계단을 따라 전망대 위에 오르니 멀리 팔당

호 전경이 한 눈에 들어온다. 전망대 난간에 서서 양양하게 흘러가는 물결을 물끄러미 바라

보았다. 강가에서 태어나 늘 물을 접하고 물길의 일상에 익숙했던 다산이었으니 한강에 배다

리를 만들어 정조의 화성 행차 길을 용이하게 해줄 수 있었으리라. 이렇게 도도히 흘러가는 

강은 다산의 정신에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다산의 학문과 세계관의 형성에 강가

의 삶은 어떤 기여를 했을까? 『논어』의 언명을 상기한다면 다산은 산을 좋아하는 인자(仁者) 

쪽보다는 물을 좋아하는 지자(知者)에 가까운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논어』는 또한 “지자는 

움직이고 인자는 고요하며, 지자는 즐거워하고 인자는 오래 산다”고 말하고 있다(知者動, 仁

者靜. 知者樂, 仁者壽). 여기서, 주자의 주석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뭇 사물에 관심을 기울여 

그것들을 관류하는 사리를 깨달아 맺힘이 없다는 뜻으로, 즐긴다는 것은 스스로 깨우치는 데

서 오는 기쁨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다산은 확실히 동적인 삶을 추구했고 풍류를 또

한 즐겼으니 지자의 기상에 부합된다고 하겠다. 다산이 결정론적이고 본질주의적인 주자의 

성리학을 비판하고 그것을 수용한 퇴계의 주리론보다 율곡의 이통기국론(理通氣局論)을 선

호한 데에는 흘러가는 강물이 환기시키는 삶의 동적 변전성이라는 생각이 사유체계의 저변

을 흐르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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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의 핵심 개념인 ‘인(仁)’에 대한 다산의 재해석 역시 행위와 실천을 중시한 특유의 동

적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다산은 어질 ‘인(仁)’이라는 글자를 파자하면 두 사람을 뜻한

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인은 결국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라고 주장한다. 예컨대 자식이 부모

를 효로 섬기면 그것이 곧 인이고, 형을 공손하게 대하면 그것 또한 인이고, 충으로 임금을 

섬기면 인이며, 벗과 믿음으로 사귀면 그것이 곧 인이라고 말한다. 다산은 인을 만물을 낳는 

이치, 곧 이(理)라는 주장이나 인이 본성 속에 내재해 있다는 성리학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고 

특유의 ‘사이’의 윤리학을 펼치며 실천적 행동을 강조하는데, 그 바탕에도 ‘물의 상상력’이 깃

들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다산이 역설하는 실사구시의 정신, 민본주의적 애민 

사상, 반봉건적 주체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를 계도해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다. 이런 사유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이와 경계[際]를 중시하는 21세기 다원주의 사회에서 다

산이 특별한 호소력을 발휘하는 것은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초점을 맞추고 그 ‘사이’

의 마땅한 도리를 머리로 따지는 데 머무르지 말고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행동으로 발현되

지 않으면 어떤 철학적 사유도 공리공론에 불과함을 주지시킨 점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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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운명의 길’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 명예교수  안희수

필자는 1951년 1월 초. 아버지를 따라 끊어진 대동강철교 난간의 상판을 기어서 강을 건넜

다. 그의 나이 10살이었다. 소위 1.4후퇴라고 부르는 유엔군의 후퇴 때 평양을 탈출하였다. 

폭격에 끊어진 대동강철교는 끝부분이 얼어붙은 물속에 잠겼으나 잠기지 않은 부분도 아직 

높이가 십 미터 이상은 되었다. 철교는 정월의 추위로 얼음보다도 더 차갑고 철판에 닿은 손

바닥은 쩍쩍 달라붙어 억지로 떼어내자 손바닥 피부가 떨어져 나가고 철판 위는 피로 범벅이 

되었다.

뒤에서 올라오는 아버지가 재촉하는 바람에 앞으로 나아가며 아래를 내려다보니 얼음위에 

머리가 깨져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질펀하였다. 그는 공포에 밀려 고통도 추위도 잊은 채 그

냥 손발을 놀려 몸의 중심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열중했다. 마침내 건너편 아직도 불

타고 있는 잔교위로 올라섰다. 아버지와 그는 드디어 강을 건넜다는 기쁨에 잠시 서로 얼굴

을 보고 웃음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버지 입에서 두고 온 누나를 걱정하는 탄

식 섞인 말이 나왔다.

“아니 내 정신 좀 보아라. 명순이를 남기고 왔

으니 이를 어떡하지?”

그들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사히 건너온 

것을 기뻐하며 아직도 멀리 건너편에서 철교로 

몰려드는 수많은 인파를 바라보며 거기서 빠져나

온 행운을 기뻐하였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사정

은 그들과 마찬가지였다. 막상 강을 건너고 보니 

남기고 온 가족이 걱정이 되었다. 멀리 평양시내 

하늘에는 어디라고 할 것 없이 검은 연기가 피어

올라 하늘을 가리고 연기 사이로 한두 대의 전투

기가 날아가는 것이 보일뿐이었다. 서로 걱정을 

털어놓다 누군지도 모르게 자포자기하고 위로하

는 말을 했다.

“걱정할 필요 없수다. 유엔군과 국방군이 평양 <그림 1> 파괴된 대동강철교를 넘는 피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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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어주기야 하갔습네까? 어디 시골에 가서 

한 일주일 기다리다 돌아오면 되갔지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 말에 맞장구를 

쳤다.

“그렇고 말구요. 너무 걱정들 말고 잠시 쉬

었다 옵시다.”

하기야 그 상황에서 걱정하여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남으로 남으로 

조금씩 피난길을 걸어 결국 부산까지 내려갔

고 이산가족으로 70년의 세월을 보낸 것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누나(명순), 그(상수), 남동생(은수), 막내 여동생(옥순)이 이

렇게 4남매의 행복한 가족이었다. 경황 중에 형제들 사진 한 장 건사하지 못하여 이제는 얼

굴 모습도 희미하여졌다.

아버지와 그가 떠난 후에 누님이 혼자 남아 어떻게 어려운 전쟁 속에 살아남았을까? 아니 

누님의 처지를 상상하는 것이 두렵고 미안하여 생각하는 것을 피하려 했다. 그는 애써 누님

이 ‘어떻게든 살아남았겠지.’하고 위안하려 했지만 북한이란 사회에서 반동분자의 판정을 받

고 재산까지 몰수당한 집안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1983년 KBS에서 주재한 이산가족찾기 행사에 혹시나 형제들 중의 누구든 월남하여 

어디선가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방송국 광장과 주변의 담벼락이나 게시판 등 여러 

곳에 쪽지도 붙여보고 방송국에 신청도 해 보았다. 

그러나 최근의 이산가족 상봉행사에는 신청할 생각도 안 했다. 왜냐하면 그의 집안은 북한 

사회에서 반동분자로서 쫓겨났기 때문이다.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가 모두 돌아가고 그의 나

이도 80 가까이 되어 북에 남은 형제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글을 쓰기로 한 것이다. 글의 

구성은 그가 상상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엮으려고 했다. 이런 멋진 생각을 왜 이제야 하게 

되었을까 늦은 후회를 하면서……(전쟁 중 사진과 이산가족 찾기 사진을 무단 복제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소설 ‘운명의 길’의 줄거리 요약

독립운동가의 아들인 흥옥은 해방될 당시 고향 안주에서 2남 2녀의 사남매(장녀 명순, 장

남 상수, 차남 은수, 막내 옥순)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다. 독립운동가인 홍

<그림 2>1983년 KBS 이산가족 찾기에 붙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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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의 부친은 해방이 된 후 개선장군처럼 귀

국하였으나 북한이 공산화되자 일찍 월남

하였고 흥옥은 가족과 고향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흥옥의 처가 다섯째 아이를 낳다가 

죽으면서 불행은 시작되었다. 며느리가 죽

었다는 소식을 들은 흥옥의 부친(독립운동

가)은 서울에서 신안주 고향으로 편지를 

보냈다.

편지가 북한의 흥옥의 직장으로 전해져 

흥옥의 가족이 월남한 반동분자의 집안이라는 것이 알려졌다. 결국 재산일체를 몰수당하고 

쫓겨 난 흥옥은 혼자 어린 4남매를 키울 수 없어 막내 옥순이를 일가친척집에, 둘째 아들 은

수를 순천의 처갓집에 맡겼다.

그때 6.25전쟁이 일어나 흥옥이는 장녀 명순이와 장남 상수만을 데리고 피난을 떠나 평양

까지 내려왔다. 피난민들은 평양은 안전하리라 믿고 머물렀다가 결국 평양도 공산군에 점령

되고 만다.

1951년 1월 초순(1.4후퇴의 시작) 아버지 흥옥과 아들 상수 둘만이 명순이를 남겨놓은 채 

부서진 대동강철교를 건너 남으로 피난했다. 이렇게 1950년에 4남매가 뿔뿔이 흩어지는 운

명의 길이 시작되었다. 평양에 홀로 남은 큰딸 명순은 강서를 거쳐 고향 안주의 송성으로 돌

아간다. 송성으로 가는 도중에 전선에서 북으로 이동하는 한 떼의 인민군 부상병들을 만나게 

된다. 명순은 그 틈에 끼어 부상병들을 도와주고 간호하며 청천강을 건너 압록강변의 강계야

전병원까지 가게 된다.

강계는 당시 북한의 전시 임시수도와 같은 곳이었고 강계야전병원에서 열심히 일한 결과 

간호원 자격을 얻었다. 강계야전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경성대학의학부에 다니다가 월북한 

김봉한이라는 의사를 만났다. 또 그 병원에는 동독에서 파견된 의료진이 같이 일하고 있었는

데 명순이는 독일어를 열심히 공부하여 독일에서 들여오는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주요 인력

이 된다.

휴전이 되고 김봉한 의사가 수술한 인민군들의 생존율이 높은 것에 놀란 김일성이 김봉한

을 칭찬하고 그에게 휴전 이후의 새로운 의료기관을 운영할 것을 맡겼다. 새로운 의료기관에

서 사용할 의료시설을 도입하기 위해 명순이 일행 20명이 동독으로 파견되었다. 명순이는 독

일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독일에 영주하며 드레스덴대학의 교수가 된다.

한편 둘째아들 은수는 순천외갓집에 맡겨진 후 외삼촌가족들과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망명하고 용정에서 조선족 장씨의 도움을 받아 정착한다. 은수는 용정에서 소학교, 중학교를 

<그림 3> 문화일보 6월 25일에 난 소설광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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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친 후 문화대혁명 때 중국의 의료 및 교육의 토착화 정책으로 실시된 의료인력 양성교육을 

받는다. 그 후 초급의료인이 되어 흑룡강성의 작은 마을로 하방되어 간다. 하방된 마을에서 

북경에서 하방되어 온 중국사회과학원학자 송량과 친하게 된다. 은수는 마을에서 알게 된 조

선족 처녀와 결혼하고 문화혁명이 끝났을 때 북경대학의 의학부에 입학한다. 졸업 후 은수는 

의사가 되어 심양대학의 의과대학 교수가 된다.

한편 막내딸 옥순이는 양부모와 남으로 피난 오는 길에 경기도 시흥근처에서 부모를 잃어

버린다. 부모를 찾아 헤매다 어느 농가의 곳간에 쓰러져 잠들어 있는 것이 후퇴하던 캐나다

군인에게 발견된다. 캐나다군인 중 여군인 패티(패트리시아)가 옥순이를 귀여워하여 부산을 

거쳐 귀국할 때 캐나다의 동부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PEI)의 샤롯타운에 있는 자기 부모

에게 맡긴다. 이때부터 베티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그곳에서 초중고와 대학을 졸업했을 때 패

티가 제대하고 고향에 돌아온다. 베티는 패티를 따라 노바스코샤주의 주도인 핼리팍스로 옮

겨 그곳의 달하우지대학에서 생물학을 공부한다.

1958년 충청남도 공주에 목사부부가 다섯 살의 제니를 데리고 왔다. 목사부부는 제니가 

한국학교를 다니며 공부하도록 하여 제니는 빠르게 한국사회에 적응했다. 공주의 중앙교회

를 중심으로 친구들도 많이 사귀며 특히 정창호라는 5살 위의 청년과 교회활동 등을 같이 하

며 잘 지냈다. 부모가 한국에서의 교회활동 20년을 마치고 돌아갈 때 제니는 25살의 처녀가 

되었지만 캐나다보다는 한국에서 살기를 원했다. 그러나 부모를 따라 귀국하여 핼리팩스의 

신학교에 들어갔으나 오랜 외국생활에 길들어져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 결국 제니가 

원하는 것은 한국 청년 정창호와의 사랑이라는 것을 부모가 인정하고 둘의 결혼을 허가한다.

공주에 있는 K대학에는 변상수라는 젊은 교수가 새로 부임하여 집을 사려고 하였다. 이때 

정창호는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집을 팔려고 작자를 찾고 있었다. 정창호와 변상수 교수는 

마침 서로의 필요에 따라 집매매가 쉽게 이루어졌다. 이때 정창호는 변상수 교수의 고향이 

평안남도 안주이며 육이오전쟁 때 피난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정창호는 제니와 결혼한 후 핼리팩스에 살았다. 어느 날 시타델공원으로 산책나갔다가 베

티(옥순)를 만났다. 캐나다의 동쪽 끝의 외딴 도시에서 한국 사람들이 만나게 되어 서로 인사

를 나누며 집으로 초대한다. 정창호집으로 초대받은 베티와 패티, 그리고 정창호의 아내 제

니가 대화를 나눈다. 옥순의 이야기를 듣다가 옥순의 고향이 평안남도 안주라는 것을 듣고 

정창호가 공주의 변상수 교수에게 국제전화를 하여 옥순이와 상수는 삼십 년 만에 극적으로 

전화통화를 하게 된다. 옥순이는 패티, 제니, 정창호와 같이 김포공항에 내려 변상수교수의 

가족들과 만난다. 이때는 애석하게도 독립운동가 조부와 흥옥이는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였다.

한편 심양대학의 은수는 연구실복도에 붙어 있는 국제심포지엄 공지사항을 보았다.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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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세계사회주의국가 의사회에서 주최하는 뇌과학자대회가 시베리아의 과학도시 아카뎀고

로독에서 열린다는 것이었다. 그는 곧 발표준비를 하고 심양에서부터 중국대표들과 합류하

여 만주선과 시베리아열차를 갈아타고 아카뎀고로독에 갔다. 학회에 등록하고 세계 여러 나

라에서 모인 과학자들 사이에서 사회주의 국가뿐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서방

세계에서도 많은 학자가 참석한 것을 보고 놀랐다.

학회발표가 나흘째 되는 날 은수는 자신의 발표는 벌써 이틀 전에 끝나 한가한 마음으로 

여러 발표장을 기웃거리다가 심장혈류에 관한 발표가 한창 진행 중인 한 발표장으로 들어가 

앉았다. 그때는 마침 동독에서 온 학자의 발표였는데 발표자는 동양여자였다. 은수는 흥미도 

생겨 어둠 속에서 발표자를 바라보다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발표자의 체격은 동양인다운 

아담한 체격으로 투피스를 입고 있었다. 단발머리 여자가 얼굴을 이쪽으로 돌아볼 때마다 밝

은 스크린에 비추이는 그 얼굴선이 왠지 낯이 익었다. 그 얼굴은 그가 꿈에도 잊지 못하던 누

나의 얼굴이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하고 기다리다가 발표가 끝나고 휴식시간이 되었을 때 

은수는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혹시 조선인이 아니냐고, 변명순이 아니냐고. 서로를 

확인하자마자 둘이는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서로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다. 수많은 죽을 뻔

한 고비를 넘기고 오누이가 만난 사실이 알려져 학회보에도 실리는 등 의료계의 화제가 되 

었다.

옥순이는 달하우지대학을 졸업한 후 부속고등학교 선생으로 있으면서 생물학연구실에 연

구생으로 출석하였다. 어느 날 지도교수인 피터 교수가 옥순의 오빠 만난 일을 축하하는 이

야기를 하다가 자신이 금년 여름에 참가했던 소련의 시베리아에서 열렸던 국제심포지엄 이

야기를 꺼냈다. 거기에서도 우연히 조선인 남매가 삼십 년 만에 만나는 극적인 일이 있었다

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옥순이는 피터 교수에게 그 교수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 이렇게 하여 언니 명순이와 작은 오빠 은수를 만나게 되었다. 옥순이는 이 사실을 공주

의 변상수 교수에게 연락하고 드레스덴대학의 명순이와 심양대학의 변은수 교수에게 연락하

였다.

변상수 교수는 옥순의 연락을 받고 너무 놀라 정신이 없었다. 아무리 생각하여도 명순이 

누나가 독일의과대학교수가 되고 동생 은수가 중국심양의과대학교수가 된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결국 변상수 교수는 독일로 변명순을 찾아가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직접 눈으로 확

인하였다. 안주에서 헤어진 지 사십 년 만에 사남매의 운명의 길 끝에서 극적으로 만나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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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필로그

2019년 10월에 변 교수는 이 글을 완성했다. 2018년 9월 24일 추석날에 그 자신에게 약속

했던 일정을 지킨 것이다. 평생 그리워하던 형제들에 대한 마음을 글로써나마 남겨 놓아야겠

다는 생각을 실천한 것이다. 스스로도 좋은 생각이라는 데에 고무되어 부지런히 써내려갔다. 

처음부터 어떤 구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확실한 것은 그들 불쌍한 형제들이 허구 속에

서나마 잘 살아 남아서 기쁘게 만나는 줄거리로 써야겠다는 기본 생각만이 있었을 뿐이다. 

시작한 지 만 1년이 되어서 소설 같은 이야기 한 편을 마칠 수 있었다.

소설 쓸 때 필요한 3대 요소가 첫째 창의성, 둘째 전문성, 셋째 끈질김이라는 말을 실감했

다. 그러나 그는 일단 글을 시작하고 나서 전문성의 부족을 절감하며 멈추고 싶은 적이 많았

다. 결국 그가 쓰는 글은 그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어쩌랴. 이

제 와서 그가 무슨 수로 전문성을 높이겠는가. 다만 이 글을 마치면서 그의 마음은 차분해지

고 그를 일생동안 억누르던 형제들에게 대한 미안하고 무거운 돌맹이가 사라진 것을 느끼게 

되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장소와 인물들이 현실처럼 마음 속에 남아 있다. 참 신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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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으로 공릉동에 세운 공과대학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명예교수  김효철

30대 후반인 젊은 나이에 학과 행정을 맡아 이삿짐을 싣고 공릉동 캠퍼스로부터 관악캠퍼

스로 이전하던 것이 1979년 12월이었으니 이제 햇수로 42년 전 일이 되었다. 관악캠퍼스로 

이전한 후 2006년 봄 학기까지 다시 26년을 생활하다 퇴임하였다. 퇴임 후 6년간 인하대학 

정석물류통상연구원의 연구 교수로 근무하다 공과대학 명예교수실로 되돌아온 것이 어제 같

은데 벌써 10년이 지났다. 퇴임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었고 요즈음은 자연스럽게 경로석

에 앉아 공상에 빠지는 일도 많아졌다. 

어느 날인가 서울 외곽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러 지하철을 타고 서울시를 벗어난 일

이 있었다. 서울역을 벗어나며 지하철은 지상으로 올라와 국철 구간을 달리고 있었다. 자연

스럽게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을 보며 1959년 대학에 입학하여 서울역에서 통학 열차를 타고 

공릉동으로 등교하던 시기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여름방학을 앞둔 시기에 학생들은 등교하

여 공과대학부지 한쪽에 건설하는 연구용 원자로 TRIGA Mark-II 기공식에 참여하는 이승만 

대통령을 환영하려 무수천 천변에 늘어서던 일이 되살아났다.

무수천은 여름철에만 공과대학 안을 가로지르며 물이 흐르는 개천이었는데 화학 과목을 

담당하시던 나익영 교수는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근심이 없는 무수천(無愁川)이라 뜻을 알려

주셨다. 무수천을 따라 상류 쪽으로 미군 정찰기가 이착륙하던 비행장이 있었으며 그 끄트머

리에 있던 공과대학 부지 165,300m2를 한국원자력연구소에 할애하여 연구소와 원자로를 건

설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입학하던 1959년에 새로이 개설한 원자핵공학과 신입

생들은 이 행사를 학과의 일인 듯 몹시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 

1960년 학기 초부터 부정선거로 학교가 뒤숭숭하였으며 결국은 4 ·19 학생혁명으로 정권

이 바뀌었다. 1961년 봄 군에 입대하였는데 5 ·16 군사 혁명으로 다시금 격변기를 지나게 되

었다. 병역을 마치고 학교에 돌아왔을 때는 젊은 병역 미필 교수들은 뒤늦게 군 복무를 하여

야 하였고 학문적으로 안주해 있던 상당수의 교수가 학생들의 정풍운동으로 학교를 떠나게 

되었다. 내가 입학하였던 조선항공학과의 시간강사였던 정해룡은 병역 미필로 군에 입대하

였는데 대한조선공사에서 일등병 신분으로 설계 과장으로 복무하였다. 

1965년 초가을 미국의 존슨 대통령의 과학 기술 담당 보좌관 Donald Frederick Honig 박

사를 한국에 특사로 파견하여 공업 기술 및 응용과학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연구소 설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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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며 공과대학을 찾아와 조사한 일이 있었다. 방문의 목적이 연구기구의 중심이 될 후보

기관을 생각하여 찾은 것이었으나 대학은 찾아온 기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였다. 결국은 홍릉에 과학기술연구소를 설립하며 해외의 과학자를 유치하여 

연구소를 맡기게 되었다.

공과대학이 학교로 찾아온 발전 기회를 잡지 못한 것을 나로서는 몹시 아쉽게 생각하였다. 

하지만 해방 후 대학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동란을 지나야 하였으므로 사

실상 기회를 잡을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일제

가 남기고 간 대학의 건물과 수명을 다한 낡은 실험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미네소타 계

획으로 도입한 실습 위주의 장비가 전부인 셈이었다. 교수 일부가 학위를 취득하였으나 급격

한 연구환경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끌어갈 인원이 부족한 상태이었다. 

조선공학과가 분리 독립되던 1968년 학과의 유급 조교로 선임되고 1970년 전임강사로 발

령받았는데 1974년에 비로소 박사과정이 개설되므로 1976년 구제 박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했다. 학위취득 후 시간적 여유가 생기자 학과장이 되어 학과 행정업무와 관악캠퍼스로 이전

<그림 1> 한국동란 이후에 촬영된 공릉동 공학 캠퍼스의 사진이다. 멀리 중앙에 시계탑이 있는 건물이 1호관

이고 그 오른쪽 건물이 2호관이다. 2호관 앞쪽으로 보이는 굴뚝의 중간쯤을 가로지르는 제방이 있고 다리를 건

너 제방의 남쪽에 흩어져 있는 건물들이 광산과가 있던 5호관이다. 굴뚝의 좌측으로 보이는 넓은 지붕은 미군

이 병기 수리에 사용하던 시설로 건물 앞에 장갑차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1957년경 사진이라 판단한다. 그리고 

굴뚝 오른쪽의 건물 중 규모가 큰 건물은 전쟁 중 폭격으로 파손된 상태로 1959년에도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시계탑이 있는 건물이 일제 시절 경성광산전문학교 본부 건물로 관악캠퍼스로 이전하기까지 자원공

학과가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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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바쁘게 생활하였으나 정든 공릉동을 떠나기가 몹시 서운하였다. 

누가 시작하였는지 분명하게 기억되지 않으나 이전하지 말고 공릉동 캠퍼스에 남아서 Seoul 

Institute of Technology(SIT)를 만들어 세계적인 공과대학으로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가 있 

었다.

공과대학 교수들이 새로운 대학에 참여하기로 의견이 모이면 저명한 원로 교수들은 정년 

연장의 길이 열리고 젊은 교수들은 대학의 공동설립자가 되는 셈이어서 어려움 없이 대학의 

교수진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공릉동 캠퍼스를 정부로부터 공시가로 불하받는다면 

대학을 퇴임하는 교수들의 퇴직금으로도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어 후원자도 쉽게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실험 실습 시설은 수명이 다하여 이전 가치가 없는 것만을 인수하

여도 손에 익은 장비들이어서 한동안 기본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대학의 운영자

금은 5호관 앞쪽에 있던 전쟁 중 소실된 대학의 관사를 비롯한 일부 토지를 매각하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분명히 실현 가능성이 있는 조건들이 젊은 교수들 사이에서 이야기되었으나 강력하게 이

끌어갈 교수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은 여건이 바뀌어 서울대학교가 법인화되었으나 당시

에는 국립 서울대학교라는 틀에서 벗어나면 대학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다. 당연히 누구든지 앞에 나서려 하여도 대학의 발전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짐스러웠으리라 

생각한다. 다른 한편으로 모든 교수가 관악캠퍼스로의 이전 업무를 담당하여야 하였기에 공

릉동에 SIT를 설립한다는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점차 잊히게 되었다.

경로석에서 백일몽과 같은 지난날을 떠올리다 집에 돌아와 예전 공릉동 공학 캠퍼스를 검

색해 보니 공릉동 캠퍼스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로 변모하여 여전히 공학교육의 장으로 남아 

있다. 교양과정과 기숙사로 사용하던 부지는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로 바뀌었으며 5호관 남

쪽의 관사 터에는 공릉동 동부아파트와 공릉한보아파트가 들어섰으며 안쪽으로는 한국 원

자력 의학원 원자력병원이 들어서 있다. 한때 불하받아 SIT라는 교육기관을 만들며 필요하면 

<그림 2> 자원공학과가 사용하던 건물은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대륙관이라

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삭막하던 

1950년대의 사진과 다르게 산뜻하게 수

리되었고 녹지가 조성되어 있어서 사랑

받는 건물로 변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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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하여 기관운영비를 마련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던 부분이 실제로 매각된 듯하다.

40여 년 전에 누군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SIT의 형태를 구체화하고 의견을 모았다면 교수

진을 갖추고 후원자를 찾는 것도 어렵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노력을 하였더라면 공릉동을 지키며 위성사진에서 보이는 현재의 모습 이

상으로 발전한 공릉동의 새로운 공과대학을 키우는 일이 허황스럽지만은 않은 일이었다고 

느끼며 경로석에서 시작된 상상의 세계에서 여운을 남기며 빠져나왔다. 이 또한 나이 들수록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보다는 지난날을 되돌아보는 버릇이 생긴 탓이리라.

<그림 3> 공릉동 공학 캠퍼스를 물려받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공과대학이 사용하던 역사적 건물을 다산관

(1호관), 창학관(2호관), 청운관(6호관), 대륙관(자원공학과), 수연관(기초전력연구소) 등의 이름으로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 운동장 자리에는 도서관, 하이테크관, 창업보육센터 등이 들어섰으며 경비행장에 연하여서는 

대학본부와 제2창업보육센터, 혜성관 등이 들어서 있다. 그리고 NAVER 지도에 나타난 항공사진에는 건축 중

인 건물들이 눈에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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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은 숨 쉬는 것

공과대학 건축학과 명예교수  김광현

일상은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이라고 사전은 풀이한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다. 일상은 

“각별히 특별할 것이 없이 되풀이되어 당연히 여기는 매일의 생활”이다. 늘 되풀이되는 생활 

속에서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것이 일상이다. 그런 탓에 무미건조하고 따분한 일

상, 지루한 일상, 그렇지만 소소한 일상이라며 무심코 일상에 다른 말을 붙이기를 좋아한다. 

매일 똑같아서 따분하고 지루하지만, 바쁜 생활을 잠시 멈추고 주목해 보니 왠지 소소한 재

미도 발견되는 것이 일상이라 한다.

그런데 이상하다. 파라오들의 죽어 있는 묘가 그렇듯이 왕들은 자기 묘에 가져간 부장품은 

대단한 것이 별로 없다.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매일 쓰던 물건들이다. 저 세상에 가서도 지겹

고 지루하며 소소했던 일상의 생활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런 게 일상이다.

“매일 한 시간 공부한다.”는 날마다 계속 공부한다는 뜻이고, “평소에 한 시간 공부한다.”

는 매일은 아니지만 의식적으로 매일에 가까워지려고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한 시간 공부

하는 것이 일상이다.”는 이것과는 많이 다르다. 날마다 빠지지 않고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식하지 못한 채 늘 그렇게 공부하고 있다는 말이다. 한 시간 정도 짬을 내어 공부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그냥 내 몸에 배어 있을 때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각별할 것도 없다. 

영어로 ‘every day(날마다)’와 ‘everyday(일상의)’는 다르다. ‘every day’는 반복되는 날이 중

요하고, ‘everyday’는 반복되는 상황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숨 쉬고 산다. 호흡의 ‘호(呼)’는 내쉬는 숨이고, ‘흡(吸)’은 마시는 숨이다. 내쉴 때

는 죽은 것이고 마실 때는 사는 것이어서, 공기를 마시고 내쉴 때마다 삶과 죽음이 무수히 되

풀이된다. 내쉬는 숨이나 마시는 숨은 모두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다. 어제 내쉬다가 내일 

마시면 뭐 하나, 이미 죽은 것인데. 살아 있는 내가, 지금의 저기에 있거나 어제의 여기에 있

으면, 나는 이미 죽은 것이다. 일상이란 이런 것이다. 일상은 늘 숨 쉬는 것이니 각별히 특별

할 것도 없다고 느끼다가, 의식하고 보니 내가 숨을 쉬고 있다고 알게 되는 그런 것이다.

일상(日常)의 ‘常’자는 ‘尙(오히려 상)’자와 ‘巾(수건 건)’자가 결합한 것이다. ‘尙’은 ‘向’에 

‘八’자가 더해진 것인데, 이때 ‘向’은 창문이 있는 집이다. 이런 집 위로 ‘八’자처럼 무언가가 퍼

져나가는 것이 ‘尙’이다. 이런 ‘向’ 안에 치마를 뜻하는 巾자를 밑에 붙였다. ‘常’이란 늘 지내

고 있는 집에서, 늘 옷을 입고, 매일 반복되는 기운을 얻는 생활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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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는 뭘까? 이 집에 내가 있기는 해도, 늘 두르고 있던 옷처럼 익숙한 것이 사라지거나, 아

예 그렇게 지낼 만한 집이 사라졌을 때다. 그때는 그 ‘늘’이 깨져 버린다. 이렇게 일상의 바탕

은 집이다.

늘 있던 것이 사라지고, 어제 있던 것이 오늘 없어져 있다면 그것은 생활공간이 아니다. 지

하철은 정해진 시간에 잘 와야 하고, 늘 만나던 사람과 변함없이 내일도 다시 만나야 하며, 

지하철역도 제대로 운행해야 한다. 지속하는 사물, 지속하는 사람들의 행동, 또 그것은 받쳐

주는 지속하는 공간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변화도 없고 생활도 없다.

코로나 19로 우리는 소중한 일상을 잃어 버렸다. 그리고 일상이 사라지니 매일매일 해 보

려는 일도, 의식적으로 애쓸 일도 없어진다는 것을 모두 몸으로 깨달으며 살고 있다. 

‘everyday’가 없으면 ‘every day’도 없는 것이다.



3부  수상   409

국제공동연구 Dresden 공과대학 방문기행

공과대학 항공우주공학과 명예교수  정인석

머리말

지난 2015년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최하였던 제2회 큐브위성 경연대회에 본 연구실

에서 제안한 조기관측 임무의 큐브위성이 선정되어 3U(30cm × 10cm × 10cm 크기) 큐브

위성을 설계, 제작하는 중에 우주카메라와 전기추력 자세제어기는 국제공동연구로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우주카메라는 일본 동경과학대학의 Kimura 교수 연구실(2대의 우주카

메라 설계, 제작, 운영 경험이 있음)과 우리 임무에 적합한 고배율 우주카메라를 공동 개발하

는 국제공동 연구협약을 하였다. 전기추력 자세제어기는 독일 Dresden 공과대학

(Technische Universität Dresden)의 항공우주연구원(Institut für Luft- und Raumfarttechnik, 

ilr)의 Tajmar Martin 교수 연구실(이전의 QB50 program에서 SNUSAT-1, -1b에 탑재하였던 

FIPEX를 제작한 경험이 있음)과 FEEP(Field Emission Electric Propulsion) 추력기 2기를 공

동 개발하는 국제공동 연구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전에 독일에서 제1차 시험을 하고, 우리 서

울대학교의 큐브위성 연구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우주열진공챔버에서 제2차 시험을 수행하

여 성능을 충분히 검증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추진제로 사용하는 Germanium 고체를 추력기

에 충전하고 추력기와 운영 전기회로 보드를 인수하기 위하여 Dresden 공과대학 항공우주

연구원을 방문하였다.

현관 입구에 항공기 후방동체가 전시되어 있고, 이것을 연구원 조형물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 중앙동체도 같이 전시되어 실물 항공기의 설계 예를 항상 직접 관찰할 수 있도록 배려하

여 두었다(그림 1). 현관을 들어가면, 그 동안에 우주연구실에서 개발한 각종 연구결과물과 

1U, 2U의 큐브위성이 전시되어 있었고(그림 2), Martin 교수가 각 큐브위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어서 이 연구실의 구체적인 연구동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 각종 연구

시설을 시찰하고, 지하실에 있는 우주환경 시험실을 방문하여 고체 Germanium 추진제를 완

전 충전한 FEEP 2기를 인수하고 공동연구자인 Martin 교수, 개발에 참여한 대학원생들과 함

께 기념촬영을 하였다(그림 3).

사실은 고체 Germanium을 다공성 전극에 연결된 추진제 탱크에 액체상으로 충전하였다

가 다시 고체상으로 변환하여 보관하고, 추력기를 사용할 때에는 히터로 가열하여 추진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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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상 Germanium을 미세분무 colloid로 분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술이었다. Martin 교수

는 Austria Wien 공대에서 박사학위를 하였는데, 그때 한국에서 유학 온 여학생과 결혼하게 

되어 한국의 처갓집에 자주 방문하기도 하고, 약 4~5년간 KAIST 항공우주공학과에 교수로 

근무하기도 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가 매우 좋은 편이었다. 더욱이, 이 Martin 교수가 전기추

진, 미래추진을 전공으로 하여 국내에서 이 분야의 임용심사를 할 연구자가 마땅하지 않았는

데, 당시에 필자가 레이저 추진(집속광 추진, Beamed Energy Propulsion)을 일본 동북대학

과 공동연구를 하고 있어서 임용심사도 맡은 바가 있었다. 그래서 좀더 가까운 친분을 유지

하게 되었으며, 이것도 국제공동 개발연구를 모색한 일부의 이유가 되었다.

SNUSAT-2의 제작, 발사, 운영 성과

본 연구실에서 개발한 이 3U 큐브위성 SNUSAT-2는 <그림 4>와 같이 각 부품별로 모듈화 

<그림 1> Dresden공과대학의 항공우주연구원(Institut für 

Luft-und Raumfart technik, ilr)

<그림 2> 연구원에서 개발한 큐브위성과 다른 

연구결과물

<그림 3> 추진제 고체Germanium

을 충전한 FEEP추력기 2대와 운

영전기 회로보드 전달식. Tajmar 

Martin 교수, 저자, 개발에 참여한 

대학원생이 열진공챔버(사진의 좌

측), Germanium 충전챔버(사진의 

우측) 배경으로 국제공동연구 결과

에 대한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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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서 최종적으로 조립되었다. 이 모듈에는 유

학온 인도박사과정 학생이 박사학위 논문으로 자

체 개발한 별추적기(큐브위성이 일출 중에는 해

추적기 Sun Sensor의 측정치로 위성자세 결정을 

하며, 일몰 후에는 별추적기 Star Tracker로 자세

결정을 수행한다)가 좌측상방에 보이고, 알루미

늄 모듈의 중앙에는 일본 동경과학대학과 공동 연

구로 개발한 고배율의 우주카메라가 테이프로 씌

워져서 장착되어 있고, 가장 우측에 노란 테이프

로 봉입되어 있는 것이 독일 Dresden 공과대학 항

공우주연구원(Institut für Luft- und Raumfartte- 

chnik, ilr)의 Tajmar Martin 교수 연구실과 공동 개발한 FEEP(Field Emission Electric 

Propulsion) 추력기 2기가 장착되어 있다. 발사일정에 따라서 발사대행업체인 네델란드의 

ISS에 본 SNUSAT-2가 운송되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담당자 연구자, 본 연구실을 포함한 서

울대학교 참여연구실 2실, 각각 SNUSAT-2, SNUGLITE를 위성궤도 진입 특수Pod에 삽입하

고 최종 작동검사를 마친 후에 Space-X를 발사하는 미국 California에 있는 Vandenburg 미 

공군 발사장으로 이송하였다. 이때에 한국항공대학교의 큐브위성도 같은 Pod에 삽입하여 이

송되었다.

<그림 5>에는 이 Pod에 삽입하는 장면이다. 사진에서 큐브위성의 상단에 보이는 것이 고

배율 우주카메라이고, 우측면에 장착되어 있는 금속색 원통 2개가 FEEP 추력기 2기이다. 이

상의 3기의 큐브위성은 한국시간 2018년 12월 4일 새벽에 LA 북쪽에 있는 Vandenburg 미 

공군 발사장에서 Space-X Falcon9 발사체로 발사되어 정상궤도인 원지점 620Km, 근지점 

<그림 4> SNUSAT-2의 개발모듈, 왼쪽위는 별

추적기, 오른쪽 모듈의 왼쪽 카메라는 고배율 

우주카메라, 오른쪽 노란 테이프로 씌워진 2개

가 FEEP 추력기 2기

<그림 5> Pod에 삽입하는 SNUSAT-2, 

상방에 우주카메라, 우측에 FEEP 추력

기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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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Km인 약간 타원궤도에 안착하여 12월 7일부터 위성신호를 수신하고, 12월 10일부터 안

전모드로 위성초기 운영을 수행하며, 관심지역 조기관측 임무수행을 준비 중에 있으며, 지속

적으로 위성신호를 수신하고 있다.

<그림 6>에는 우주급 위성의 제작, 발사성공, 우주임무에 대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

장상을 수상하는 장면과 SNUSAT-2 사진, 상장, 상패를 보인다. 서울대학교의 큐브위성 

SNUSAT-2, SNUGLITE는 지속적으로 위성신호를 수신하고 있으나, 불행하게도 한국항공대

학교의 큐브위성은 위성신호 수신에 실패하여 포기하였다.

Dresden 관광

일단 국제공동개발연구의 주 업무가 완료되어 여유시간 동안에 Dresden을 관광하기로 마

음을 먹고 시내 중심부를 둘러보았다. 설명을 들어 보니, 나의 예상과는 다른 점을 이해하고

는 좀 더 관심 있게 보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5년 2월 13일 저녁부터 14일 새벽까지 

영국왕립공군 폭격기 722대, 미국공군 폭격기 527대로 구성된 연합군은 3,900톤의 폭탄을 

투하하였다. 시내 모든 건물이 파괴되고, 약 35,000여 명의 시민이 사망, 부상당하는 대참사

가 일어났던 것이다. 나는 Dresden에 지식인들이 많아서 중요한 연구시설이나 산업생산시설

이 있어서 폭격을 감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나, 이곳의 설명은 Dresden이 독일의 가장 

동남쪽 먼 곳에 위치하여서, 연합군은 폭격가능반경이 독일전역에 미친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도시로 Dresden을 택하여 하루 밤 동안에 한 도시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을 

<그림 6> 항공우주연구원 원장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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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시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마치 일본의 

Hiroshima, Nagasaki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것과 동일선상에서. <그림 7>에 시청탑에

서 바라본 완전히 파괴된 시가지와 복구된 

현재의 사진을 대비하여 보인다.

그래서, 1999년 의학(생리학) 노벨상 수

상자인 Rockfeller 대학 Günter Blobel 교

수가 상금전액(약 100만 불에 가까운 금액)

을 이날 파괴된 바로크 양식의 루터교회인 

Frauenkirche와 1938년 Nazi에 의하여 자

행된 유태인 학살에 수반되어 파괴된 

Semper Synagogue(유대교당)의 재건에 기부하였던 선행이 기억나게 되었다. 이 Blobel 교

수는 당시 여덟 살로 시가지의 서쪽 농장에 1년 정도 살았었는데, 당시 누이를 잃었고 이를 

추모하여 기부금도 출원하고 여러 가지로 독일의 복구에 헌신하였다.

독일국민들이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에서도 청소를 하고, 그곳에 나뒹굴고 있는 석재, 벽돌

을 무너진 건물터에 차곡차곡 쌓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재건복구비용이 모금되면 가능한 예

전의 건축자재를 재생하여 가능한 한 원자재, 원상태를 복원하려고 노력하였다고 한다. 

Semper Oper도 복구되어 옛 모습 그대로 전면에는 분수가 하늘높이 뿜어져 나오고, 관광마

<그림 7> 시청탑에서 바라본 폭격 후 완전히 파괴된 시

가지와 복구된 현재의 시가지

<그림 8> 폭격 전의 주위 모

습과 파괴된 Frauenkirche

와 Neumarkt 주위, 나뒹굴

어져 있는 Martin Luther  

석상(왼쪽), 완전히 복구된 

Frauenkirche와 전면에 다

시 기립된 Martin Luther  

석상(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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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관광자전거 등이 지나가고 다시 평화롭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아

직도 재건복구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재건복구비용 모금운동이 성당, 교회, 사회

단체 등에서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재건복원사업을 계속하여 옛날의 그 멋있는 도시를 부활시키고, 그래

서 도시를 가로지르는 Elbe 강에는 10여 대의 유람선이 유유히 미끄러져 가고, 도시는 다시 

활력을 찾아 대학 등 연구기관은 독일 내에서 손꼽히는 상위그룹이고, 고도의 문화생활도 즐

기고, 시내에는 거성, 성당, 교회, Grosser Garten 등 구경거리가 꽉 차있지만, 바로 근처에도 

세계적인 도자기 생산지인 Meissen, Schloss Pillnitz, Schloss Moritzburg, Schloss 

Purschenstein, Schloss Weesenstein 등 여러 곳으로 가 볼 만하다. 옛 영광을 되찾은 

Dresden 시내 모습을 Elbe 강을 지나는 유람선에서 본 광경을 끝으로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사실은 Martin Luther 이야기가 나왔으니, Bach와 함께 기념관들이 있는 Eisenach와 

Bamberg도 흥미 있는 곳이나, 이곳의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루지요.

<그림 9> 멋있는 자태를 뽐내고 있는 Semper Oper <그림 10> 재건 복원공사 현장

<그림 11> Elbe 강 유람선에서 본 Dresden 시가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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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타고 인연 따라 나아갑니다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명예교수/㈜비피도 대표  지근억

시작의 말

성장하면서 다양한 즐거운 추억들도 많았지만 저는 태어나서 대학 입학까지 가난, 결핍, 

허약한 신체, 정신적 혼돈으로 점철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불리하였던 것들이 저를 

진리탐구의 길로 이끌었고 인생에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게 하였습니다. 40세에 접어들 무

렵의 30대 후반에 저는 저의 삶을 포함하여 모든 생물체와 무생물 및 우주의 삼라만상이 에

너지의 흐름이고 사람도 미생물도 에너지의 흐름에 기여하는 일종의 생체 촉매라는 것으로 

세상을 이해하게 되었고 마음에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날숨과 들숨을 즐길 수 있고 하루에 

몇 번씩인가는 삶을 관조하여 봅니다. 태어난 자체가 기적이고 인연 따라 흘러갑니다. 현재 

저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난하며 매우 건강한 편입니다.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고 언제 사

망하여도 여한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평균 120세까지 살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인생의 길을 걸으며

성장기

1956년 충청남도 서산군 해미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호적에는 1955년 출생으

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가 허술하게 돌아가고 민도도 낮아 저의 호적은 엉뚱하

게 기재된 것입니다. 올해 8월 저의 실제 나이보다 1년 먼저 정년퇴임하였습니다. 제 호적을 

정정하였다면 교수 생활을 1년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며 아쉽지 않겠느냐는 주위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저는 아쉽게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퇴직하면 더욱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학들에게 1년이라도 빨리 길을 내 줄 수 있어서 저에게는 올해가 정년의 

최적기였습니다. 1953년에 휴전이 되었으니 전쟁을 겪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태어난 것입니

다. 부모님은 가난한 형편이어서 저는 해미의 시골 동네에서 8살까지 친척집의 사랑방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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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며 4번 이사하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그야말로 거의 물로 배를 채우는 생활을 

하다 보니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등잔불 밑에서 이 잡던 것, 짚신 신고 다니던 추억, 

새끼로 공을 만들어 동네 아이들과 공차기(일종의 축구)하던 생각, 천(책보)으로 책을 싸서 

다니던 일들이 생각납니다. 탈출구를 찾던 아버지는 제가 8살이 되던 겨울 서울로 일종의 무

작정 상경을 하시었습니다. 아버님이 서울에서 일단 자리를 잡은 후 저를 서울 학교에 보내

실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3월이 되자 저와 같은 나이의 사촌과 4살 많은 사촌이 동시에 초

등학교(국민학교)에 입학하는 걸 보고 저도 무작정 사촌들을 따라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손수건을 가슴에 달아 주시면서 학교에 나와도 된다고 하시어 저도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

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개울에서 돌깨기도 하고 논을 지날 때는 메뚜기를 잡으

러 뛰어다니곤 하였습니다. 

1학년 겨울 방학이 끝날 무렵 어머니와 저도 서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로 표현하

였지만 워낙 가난하니 이삿짐은 없었던 것이지요. 서울에서의 삶은 모든 것이 생경하였지요. 

고등학교까지 또 5번을 이사 다니면서 달동네를 전전하였습니다. 영양 상태가 좋지 못하다 

보니 혀가 갈라지거나 야맹증에 걸려서 매우 불편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달동네 생활 중 우

리 집을 비롯한 이웃집들에서 벌어지는 삶의 다양한 애환은 아비규환 같기도 하고 예쁜 풍경 

같기도 합니다. 달동네의 삶은 동물적이기도 하고 인간적이기도 한, 경계인의 삶과 같습니다. 

저는 달동네에서 다른 아이들과 같이 거칠게 지내기도 하였고 모범적이기도 하였습니다. 밑

바닥 삶이었지만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저를 착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로 

칭찬하여 주신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암시에 걸려 저를 미화하였던 것 같습니다. 장년

이 되어 초등학교 6학년 성적표를 보게 된 적이 있었는데 거의 “미”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초

등학교 성적은 웬만하면 “우” 정도는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얼마나 학습 성적이 낮았으

면 그렇게 “미” 시리즈로 나왔을까 생각하면 소리 없는 웃음이 자아집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착한 행동도 많이 하였습니다. 저는 진학에 항상 국립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궁핍한 생활 형편에 제가 기여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국립에 가서 학비를 아

끼는 것이었습니다. 중학교에 갈 때는 추첨제로 바뀌게 되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시험을 

보았다면 불합격 하였을 것입니다) 국립 고등학교 입시에서는 떨어져 못 같습니다. 고 2 때 

결핵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느

라 공부는 하지 않았는데 중학교 입학하면서 제 스스로 공부에 대한 집념을 키우고 나름 목

표를 정하여 정진하였기에 계속 일취월장 성적이 올랐는데 결핵으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

다. 건강을 추스르면서 공부하여 다행스럽게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 합격하였습니다. 고 2부

터 대학 2학년까지 3년간 결핵약을 먹다 보니 심한 위궤양이 생겨 밥을 먹을 때마다 위의 통

증을 참아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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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학생으로서의 탐구는 입학하여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식품공학과로 진입하였는

데 가장 중요한 화두는 세상의 이치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졸업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

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겪어 온 환경 자체가 혼돈적이었기 때문에 진리탐구

는 중요한 명제였습니다. 교과 공부나 학점보다는 의미 있는 대학 생활을 위한 다양한 일들

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 학점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1998년 생활과학대학에 교수직으

로 응모하여 심사받는 과정에서 저의 좋지 못한 학점으로 교수 적합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고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철학과 종교에 접하고, 독서와 토론 및 사색 등을 통하여 차츰 삶

의 이치를 이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미생물의 세계』라는 원서를 공부하면서 미생물을 

비롯한 생명과학의 아름다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미생물을 이용한 유전공학으로 세

상의 발전에 기여하자라는 생각으로 루이지애나 미생물학과 박사 과정으로 유학을 갔습니

다. 박사 과정 중 유전공학을 배워 지금도 비피더스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 플랫폼 기술로 활

용하고 있습니다. 박사 과정 중 어떤 강의에서도 들어 본 적이 없는 내용이었는데 원서의 한 

구절을 읽으며 평생의 연구 분야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장내 세균이 건강 유지와 질

병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야가 미개척 분야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

니다. 1998년 8월 한림대학교 교수로 부임하자마자 장내세균 연구에 착수하였습니다. 

교육 환경에 대한 소감

어려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고 교육생의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평생 교육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는 교육 과정이 공급자 위주로 정보 제공을 

하면서 학생은 교과에서 제공되는 내용들을 수동적으로 배우는 것이 주된 것 같습니다. 학생

들은 시시각각으로 닥쳐오는 미래의 문제들을 풀어내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따라서 제공

되는 학습 내용은 기초 지식이나 화두 정도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학생들 스스로 미래의 

불확실성을 창의적으로 풀어내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을 비중 있게 포함할 필요성을 느낍니

다. 저는 남학생 고등학교인 양정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양정고의 남학생들과 모 여고의 여

학생들이 같이 활동하는 동아리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모임에서 독서, 토론, 레크리에이션 

등 활동을 하였는데 그야말로 모범적이고 좋은 모임이었습니다. 물론, 동아리에서 만난 여학

생과 야릇하면서도 청순한 정분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칭찬하고 권장할 만

한 활동이었는데 학교에서는 남녀가 같이 모이는 동아리 활동을 하면 지하 써클로 위험시하

였고 발각되면 큰 제재 대상이라고 계속 경고를 내렸습니다. 교과서나 선생님들이 제공하는 

교육 과정에서 성적 위주의 평가가 학생의 능력 배양과 잠재력 향상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학점과 무관한 예로서 대학시절 동아리에서 수행한 농촌활동(프로젝트 기획, 농활 활동,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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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후의 자체 평가, 관계 기관에의 정책 건의)은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최근에 세계적

으로 유명해진 미네르바 대학이 있는데 이 과정의 핵심은 몇 개 나라를 돌아가며 수행하는 

자기 주도의 프로젝트 경험입니다. 제가 배우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학점은 없더라도 청강하

여 학구열을 채우곤 하였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일종의 자기설계 과정에 해당됩니다. 저의 

대학 학점은 좋지 않았지만 대학생활에서 제가 자율적으로 추구한 것들이 학점보다는 한결 

가치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대학에서의 교수들에 대한 업적 평가도 주로 논문 실적 위주

로 되어 있어 오히려 대학 교수들의 사회적 기여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

는 ㈜비피도의 연구 능력 발전 속도에 비하면 대학에서의 연구력은 오히려 활력을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교수의 평가가 논문업적 위주로 가다 보니 평가 지표에 

매달리고 연구도 의미를 추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제 입장에서 전국적으로 식품영양학과 교

수들의 연구 중에서 활용할 가치를 느낀 연구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구실에서 훈련받는 

대학원생의 경쟁력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대학을 포함하여 한국의 교육에 대한 리셋이 필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수들의 봉급체계도 너무 획일적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약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겪었던 질병들과 건강관리

과민성 장: 고등학교부터 과민한 장 증상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제품이지만 약국에

서 유산균 제품으로 락테올이라는 제품을 먹으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제가 

개발한 비피더스균을 섭취하기 시작한 2001년부터 과민성 장 증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편안

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구안와사: 얼굴의 일부 근육이 마비되어 입이 돌아가고 눈 깜빡하는 것도 잘 되지 않습니

다. 특히, 입이 돌아가서 먹는 중 음식도 흘리고 웃으면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집니다. 몸의 면

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찬 곳에 머리를 두고 잘 때 잘 생깁니다. 스테로이드제제, 항바이러

스제 등을 사용하고 한약이나 침을 사용하는데 뚜렷하게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어서 마비가 

풀리는데 몇 달씩 걸리고 어떤 마비는 평생 남기도 합니다. 안면을 따뜻하게 해주고 마비 부

위를 마사지하여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과 스탠포드 연구원 시절 2번 걸

렸는데 다행히 지금은 분간될 정도의 흔적은 없습니다.

결핵: 190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40세 남짓한 정도였습니다. 대부분 

전염병으로 사망하였지만 일반인들은 전염병에 의한 사인을 모르고 귀신, 조상신 등에 의한 

것으로 비과학적으로 생각하였고 무당들의 굿판도 심심찮게 벌어졌습니다. 약 150년 전에 

파스퇴르, 코흐 등에 의하여 처음으로 미생물에 의한 감염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일반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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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는 그 후로부터도 약 10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1960년 초에도 달걀귀신이나 도깨비 얘

기가 심심찮게 나왔습니다. 항생제의 산업화, 백신의 보급 등으로 미생물에 의한 질병 발생

은 현저히 감소하여 이제는 평균 수명이 80세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결핵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되었고 대학 2학년까지 3년간 약을 복용하여 결핵을 완치시켰습니

다. 그러나 약의 부작용으로 심한 위궤양을 알았습니다. 위장을 보호하면서 약을 복용하였어

야 좋았는데 당시는 그럴 수 있는 지식도 없었고 형편도 못 되었습니다. 평상시의 영양 상태

와 면역력을 잘 관리하면 결핵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알레르기성 비염: 코막힘이 심하여 고등학교, 대학교, 교수 시절에 걸쳐 3번의 코 수술을 하

였는데 매번 수술 후 1년 정도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눈 충혈도 자주 되었고 어떤 종류의 식품 또는 상한 식품을 먹은 후에는 다른 사람보다 심하

게 눈이 붓고 두드러기를 겪었습니다. 제가 알레르기 관련 연구를 시작하면서부터 예전의 증

상들이 알레르기와 연관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비하여 저의 알레르기 

발생은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개발한 비피더스, 발효 홍삼 등을 활용하고 알레르기 유발 물

질을 가능하면 피하고 증상이 심할 경우 항히스타민제를 섭취합니다.

영양소 관리: 현재 질병 발생에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과다한 영양입니다. 비만, 암, 당뇨, 고

혈압, 심장병, 뇌질환 등의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담배, 유전자, 미생물 등이 질병 발생

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위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

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저는 성장기에 겪었던 영영소 부족으로 다양한 질환을 앓았으나 지

금은 저도 영양소 부족보다는 오히려 영양소 섭취 과잉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습니다. 

아직 야맹증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소식 장수라는 말이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맞는 말은 아

닙니다. 소식으로 인하여 저체중이 되면 수명이 단축됩니다. 우리나라에서 BMI 25 이상이 비

만에 속하는데 BMI 25 정도가 가장 오래 삽니다. 영양소의 비율을 맞추고 적절한 칼로리 섭

취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특정 식품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약

간의 유당 불내증이 있습니다. 개인별 체질은 그 사람의 효소, 면역계, 유전자 등의 차이에 기

인합니다. 최근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알콜과 커피 대사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합법적

으로 유통되는 식품 중의 첨가물, 농약, 중금속, 항생제, 유전자변형식품 등은 평생 섭취하더

라도 안전합니다. 오히려 세균 또는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꽤 많이 일어납니다. 비공식적

으로는 1년에 약 1,000만 명이 식중독을 경험합니다. 익히지 않은 식품이나 보관중 온도관리

가 잘못된 식품을 섭취할 때 식중독이 많이 발생합니다. 섭취 식품의 칼로리와 영양소의 균

형, 미생물적으로 안전한 식품, 개인에 맞지 않는 식품의 회피 등을 통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 생활: 골고루 먹습니다. 과식하지 않습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은 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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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는 덜 익은 콩 제품, 일부 열대과일). 우유는 잘 마시는 편인데 장에 불편한 증상(유당 

불내증)이 나오면 우유를 줄입니다. 술은 절제하는 선에서 마시고 담배는 피우지 않습니다. 

잠을 잘 자고 마음은 긍정적이며 감사하는 마음을 잘 갖고 지냅니다. 적절한 운동, 목욕, 제

가 제 손으로 저의 몸을 마사지 합니다. 봄철에 숲이 많은 곳에 가면 눈에 알레르기가 일어나

서 가급적 피합니다. 저는 성인병(생활습관병)은 아직 없습니다. 건강은 매우 좋습니다. 전문

인으로서 비피더스라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개발하여 고객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120세

까지 장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자율신경의 부조화를 일으켜 전신적으로 면역을 약화시키고 방

어력을 쇠퇴시킵니다. 나이가 들어 가며 몸의 여러 근육들이 긴장되면서 약화되는데 저는 긴

장된 근육들을 마사지하여 줍니다. 40세 때 대장암을 의심할 정도로 복부에 통증이 지속된 

적이 있었는데 저의 손을 이용하여 땀이 날 정도로 열심히 장을 마사지하여 근육을 풀어 주

었더니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40대 초반에 연구에 집중하며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는데 목에 

콩알 크기의 종기가 수십 개 난 적이 있습니다. 명상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없애고 목의 근육

을 이완시켰더니 종기가 빠른 속도로 없어졌습니다. 스트레스와 근육의 경직을 푸는 다른 방

법의 다른 하나로서 목욕탕에서 열탕과 냉탕을 교대로 오가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효과가 좋

은데 심장이 약하거나 혈압이 높으신 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현재의 체력: 65세의 나이임에도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을 갖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엔 

걷기도 힘들어 할 정도로 폐인이었는데 현재는 웬만한 젊은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체력을 즐

기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

가난한 생활 속에서 허약한 신체를 지니고 청춘을 지내다 보니 나름대로 한이라는 것이 맺

혔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기에 공부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건전한 목표를 세우고 정

진하였지만 반면에 집착이 생겼습니다. 집착은 마음의 평정을 흐리거나 행복한 마음을 가로

막기도 하였습니다.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 주고 집착을 녹임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주 만물의 변화는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극성은 극성끼리, 비극성

은 비극성끼리 반응하고(유유상종), 극성은 음양의 법칙으로 반응합니다. 이온결합, 공유결

합, 반데르발스 결합이 작동하는 화학 반응은 물론 인간관계에도 에너지의 법칙이 작용합니

다. 집착에 머무르면 병에 걸리기 쉽고 마음도 불행해집니다. 긴장된 신체를 풀어 주고 마음

을 이완시켜 주면서 들숨과 날숨을 통하여 감사와 행복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결

과를 기다려야 할 때가 많은데 이 기다림들은 사실 살아 있음의 산물들입니다. 논문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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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연구 과제 선정, 자식의 합격, 손자 손녀들의 원만한 성장 등등 가능하면 모든 결과들이 

좋게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할수록 경쟁은 치열하여집니

다. 실패도 젊고 활동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임종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기다릴 일

들이 별로 없습니다. 기다릴 결과가 있을 때가 감사의 시간입니다. 긍정과 감사의 시간이 많

을수록 건강도 더욱 좋아집니다. 

맺는 말

저는 막 정년퇴임한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저의 연구 개발에 대한 집중은 퇴

임 전에 비하여 더 좋아졌습니다. 제가 제자들과 창업한 ㈜비피도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더 

한층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더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인공

지능,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활의 변화에 얼마나 적응하면서 

따라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난과 결핍과 혼돈이 결국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원동

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범사에 감사하면서 에너지의 흐름에 순응하고 인연을 따라 남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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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소설

어미리 교수 행장기(魚尾利 敎授 行狀記)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명예교수  우한용

1. 누룽지탕

2020년 11월 11일. 관산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에서 주선한 산업시찰이 있던 날이었다. 어

미리 교수는 산업시찰 신청 소식이 인터넷에 뜨자마자, 참가 신청을 했다. 이런 일에 이렇게 

날쌔게 움직여도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나이든 사람의 미덕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느긋하다는 데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으로 지냈다.

어미리 교수는, 아침은 그래도 거르지 않고 먹고 나가야 할 것 같았다. 아내에게 아침을 챙

겨 달라고, 한 주일 전부터 부탁을 해 두었다. 이승에서 거른 한 끼는 저승에 가서도 못 찾아 

먹는다는 아재개그를 덧붙이면서였다.

“당신 삼식이라고 아셔?”

“하루 세 끼, 그거 말인가….”

아내는 깔깔 웃었다. 아차, 영식님, …. 삼식이 새끼 그런 농담을 어디선가 들은 기억이 떠

올랐다. 나를 삼식이 새끼 취급하겠다는 거야? 말은 하지 않았지만, 지레 고깝다는 생각이 들

었다. 선배는 말했다. 나이 들어 공연히 삐지지 말아라, 추하다.

“이식위천이라고 아시나?”

“이상한 거 먹으면 위장 펑크 난다는 거…?” 저런, 아내는 이식위천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

었다. 이식위천(異食胃穿).

아는 게 힘이라고 배웠는데,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아는 게 병이었다. 임금은 백성을 

하늘같이 위해야 하고, 백성은 먹는 걸 하늘처럼 여긴다는 그 격언 때문이었다. 왈, “君은 以

民爲天하고 民은 以食爲天한다.”는 그 구절이었다. 사마천의 <사기(史記)>에 나오는 문장이

었다. 그 유식한 구절이 아니면 말이 달랐을 것이다. “잘 먹고 죽은 놈 송장 때깔도 좋다 잖

소.” 그러니 내가 죽었을 때 얼굴 괜찮은 모양 보려면 잘 먹이라구, 그렇게 을러댔을 판이다. 

헌데 ‘이식위천’을 들이대는 바람에, 콧등을 작신 눌리고 말았다.

어미리 교수는, 자신은 자기 분야에서 그런대로 일가를 이루었다는 생각으로 지내 왔다. 

그것은 어미리 교수 나름의 자부심이었다. 대학에서 별다른 일 일으키지 않고 잘 지내고 정

년을 해서 명예교수 직함을 얻은 게 스스로 생각해도 뿌듯했다. 그런데 군과 민을 대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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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 어미리 교수는 군이 아니고 민이었다. 꼼짝없이 ‘한 마리 소시민’이 돼 버리고 말았

다. 명예교수? 그게 현장이 군으로 계층상승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문화권력이 될 턱이 없 

었다.

“당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산업시찰 가는 날이라니까…. 왜?” 

“그렇게 감각이 무뎌서 어떻게 젊은 학생들 가르쳤나 모르겠어요.”

“세계 걷기의 날인가?” 역시 썰렁한 대답이었다.

제주 올레길이 인기리에 등장하면서, 전국 방방곡곡 면면촌촌, 어디라 할 것 없이 둘레길

을 개발한다고 난리를 치던 적이 있었다. 한국 걷기운동본부 총무를 맡고 있는 정보행 팀장

의 청을 어기지 못하고 걷기 시연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정보행 팀장은 자유롭게 살겠다고 

대학 그만두고 여행 작가로 등단했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800km를 걸어본 뒤 여행 작

가가 되어 세계걷기본부 한국지부에서 총무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국의 둘레길에는 

‘순례길’이 되기 위한 조건이 빠져 있었다. 서양에 그 흔한 세인트, 성인이 없었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산티아고는 영어의 세인트 제임스, 불어의 생 자끄를 스페인어 식으

로 표기한 것이다. 한국 가톨릭에서는 야고보로 부른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서 야고보

의 유해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고보가 어떻게 이베리아 

반도의 콤포스텔라까지 갔을까 하는 것은 호기심으로 가득한 어미리 교수가 알지 못하는 사

항이었다. 정보행 총장은 말했다.

“인간의 인류학적 특징 가운데 하나가 곧바로 서서 걸을 수 있다는 거잖습니까? 그건 손의 

해방이지요. 인류문명이라는 것도 해방된 손이 이룩한 것이고요. 아무튼 곧바로 서서 걸어가

다가 죽을 수 있도록 죽음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하고많은 병은 걷지 않고 

앉아서 꼼지락거리면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덤까지 걸어서 가세요.” 어미리 교수는  

자신도 모르게 박수를 쳤다. 정년을 하고 나면 죽기 전까지 걸을 셈이었다. 걸어서 무덤까지 

갈 작정이었다.

어리미 교수는 정년 후 매일 아침 산책을 해 오고 있었다. 관산대학교에 근무하는 동안은 

이런저런 일들로 바빠서 관운산(冠雲山)에 올라가 본 기억이 없었다. 학과에 윤호산(尹好山) 

교수가 있어서 학생들을 데리고 관운산을 잘 올라갔다. 두 달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등산을 

했다. 윤호산 교수가 같이 가자고 권유할 때마다 핑계를 댔다. 산에 올라가는 것은 머슴이나 

시켜 할 일이지 선비가 그런 신역 고된 짓을 왜 하는가, 실실 웃곤 했다. 그리고는 변명삼아 

제안을 했다.

“산에 갔다가 내려오면 막걸리는 내가 사지.”

어미리 교수는 넉넉한 웃음을 지펴 올리면서 잘 다녀오라고 손을 흔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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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산대학교 캠퍼스 옆 계곡에는 늘 맑은 물이 흘렀다. 관운산 골짜기를 흘러내리는 물은 

사철 산에 피어나는 꽃과 녹음과 단풍을 비쳐 주며 계절 감각을 살려 냈다. 어미리 교수가 어

렸을 때 살던 동네는 이름이 지새올이었다. 그게 기왓골이라는 것은 한참 뒤에 알았다. 지새

올 뒤로 삼봉산이라는 제법 높은 산이 있었다. 삼봉산 가운데 봉우리는 옆의 봉우리보다 낮

았다. 그리고 봉우리 꼭대기에는 키 작은 관목이 다부룩했다. 여인이 무릎을 접고 누운 형상

이었다.

삼봉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딸만 일곱을 쪼르라니 둔 칠공주집이 있었다. 어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며 킬킬 웃곤 했다. “여근곡 아래 집을 앉히니까 공주만 나오지.” 그 칠공주 가운

데 셋째 삼숙녀는 어미리를 유난히 좋아했다. 어미리는 삼숙녀를 아내로 맞이하면 딸 열을 

낳아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국민학교 오학년 때였다. 그런데 그 집에서는 끼니마다 누룽

지 끓이는 냄새가 났다. 밥그릇을 불리느라고 그런다고 했다. 죽을 끓이되 맛을 내려고 누룽

지를 만들어 끓이는 모양이었다.

“마스크 잘 챙겨 가요. 그리고 말 조금만 해요.”

“왜 않던 소리를…?”

“나이 들면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랬대요.”

“그건 또 왜?”

“혀가 불이라잖아요. 야고보서에 그렇게 나와요. 짐승은 길들일 수 있어도 혀를 길들인 인

간은 없대요.” 어미리 교수는 병은 입으로 든다, 병자구입(病自口入)이란 한자성어를 떠올리

고 있었다.

어미리 교수는 아내가 언제 그런 이야길 다 읽었나, 의아심과 신통함 반반, 주방을 돌아서

는 아내를 올려다보았다. 불판에 올려놓은 누룽지가 끓어 넘쳤다. 아내가 불 좀 봐야지, 뭐하

냐고 소리치며 화장실에서 뛰쳐나왔다.

“누룽지 끓인 거 먹고 어디 기운 나겠나?” 아내는 남편 어미리 교수를 꼬부장한 눈으로 바

라봤다.

“충분한 것을 적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충분한 것은 아무것도 없대요.” 저런, 그것은 에피

쿠로스의 격언 가운데 하나였다.

어미리 교수는 산업시찰 과정에서 점심을 근사하게 먹을 생각을 했다. 관산대학교 서해캠

퍼스를 돌아본다니 짐작컨대 회장이나 누가 스누와인을 낼 터였다. 저녁에는 최종각(崔鐘閣) 

교수와 어울려 한잔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아침으로서는 누룽지탕으로 충분한 것이었

다. 그런데 아내가 한 말이 귀에 걸렸다. 쾌락주의 철학자라고 잘못 알려진 에피쿠로스

(Επίκουρος, BC341~BC270?)의 말이었다. 그래, 명예교수 부인이 무식하면 안 되지, 잘 하는 

거야. 명예교수의 아내라면 마땅히 그 정도는 돼야지, 어미리 교수는 멈칫하고 아내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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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다보았다.

아내는 등을 돌리고 설거지를 하느라고 그릇을 거칠게 다루고 있었다.

2. 단풍놀이

아침에 나오다가 우편함을 확인했다. 화가이면서 시를 쓰는 박미서 선생이 <표면장력으로>

라는 시집을 보내 왔다. 관산대학 가는 버스 안에서 시집을 열어 보았다. 두 번째 작품에 ‘단

풍놀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었다. 어미리 교수는 며칠 전 관운산에서 본 풍경이 고스란히 시

에 담겨 있는 걸 보고는, 허어 감탄을 질렀다. 옆자리 손님이 어미리 교수를 흘금 쳐다봤다. 

버스 안에서 책 펴들고 감탄하는 늙은이가 신통해 보이는 모양이었다.

온 천지 나뭇잎 물들어/ 노을처럼 물들어/ 노랫가락에 물들어/ 낮술에 물들어/ 내장

사 주차장에서/ 질질 내려가는 치맛자락 대충 얽어매고/ 속고쟁이 보이든가 말든가 

얼싸절싸 춤추는/ 내장산 단풍을 볼 것도 없이/ 애면글면 살아온/ 우리네 얼굴이 단풍

이렷다.//

왜 저래/ 점잖은 신사 양반/ 눈살 찌푸리는 소리에/ 지나던 백련암 주지스님 왈, / 속

세를 떠났다는 말이지

엊그제 관운산 공원에서, 어미리 교수가 보았던 장면과 너무나 흡사했다. 내장산을 관운산

으로 바꿔 놓기만 해도 적실히 닮은 풍경이었다. 점잖은 신사 양반은 윤리학 강의하는 엄정

한 교수로 바꿔 놓는다든지, 백련암 주지스님을 어미리 교수 자신으로 바꿔 놓으면 자기 동

네 이야기를 하는 걸로 읽힐 만했다.

관운산 공원은 어미리 교수의 놀이터이고, 명상의 제단이며, 사색의 공간이었다. 관산대학

과  관운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관운시민대학에서 ‘생애행복디자인’ 강사로 위촉되어 강의

를 나간 적이 있었다. 전철 타고 또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것이 불편했다. 거기다가 재능기부

를 하라는 것이었다. 여생(餘生)은 글자 그대로 남아돌아가는 생애니 남에게 봉사하면서 살

자는 게 어미리 교수의 다짐이었다. 재능기부는 봉사의 한 유형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강요된 봉사였다. 강요된 봉사는 진정한 의미의 봉사가 아니다, 어미리 

교수의 친구 유덕한(兪德漢) 교수는 그렇게 말하곤 했다. 솔직히 말해, 나가기 싫었다.

“강사료는 제가, 특강 형식으로 해서 챙기겠습니다. 사모님 몰래 술 받아 드실 만큼은 드립

니다.”

시민대학 학장 마향연(馬饗宴) 박사는 은근히 어미리 교수에 대한 배려를 들추면서,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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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부추기고 있었다. 알았습니다, 하고 날짜를 잡았다. 속 보이는 짓이었다. 그것은 일종

의 자기부정이었다.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어라, 아내의 절절한 부탁이었다. 그런데 명예와 

돈이 양립하는 게 아니라서, 지갑은 늘 비어 있었다. 더구나 시집갈 생각은 쓰레기통에 집어

던진 딸이 박사학위 받겠다고, 등록금 비싸기로 이름난 어느 사립대학 대학원에 돈 갖다 바

치는 바람에 술값으로 유념해 둔 돈이 바닥이 났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좀 바쁘기는 하지만 상하의 나라나, 상춘의 나라와 

달리 적당한 긴장 가운데 우리 삶을 디자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

다. 하와이대학으로 연구년 갔다 온 제 친구가 있습니다. 하와이 가면서 갈아입을 옷을 잔뜩 

챙겨 가지고 갔는데, 옷에 먼지가 안 끼는 바람에 테니스티 한 장이면 일주일을 입어도 세탁

소에서 금방 나온 것처럼 깨끗하더란 겁니다. 그런데 삼 개월 지나니까 우울증이 오더라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은 계절의 변화 탓하지 마시고 즐기세요. 계절 감각이 생생한 분이 행

복한 분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비발디의 ‘사계, Le quatro stagioni’ 가운데 ‘가을’을 들려 주었다. 짠

짠짜자잔, 짠짠짜자잔 반복되는 바이올린 선율 속에 서늘한 공기가 돌아가는 듯한 감각이 

살아난다고, 어미리 교수는 생각했다. 그러나 청중은 반응이 신통치 않았다. 어미리 교수는 

생각을 달리하기로 했다. 그래서 고른 게 송창식의 ‘푸르른 날’이었다. 우선 컴퓨터를 뒤져 화

면에 서정주의 시 본문을 띄웠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야//

내가 죽고서 네가 산다면!/ 네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송창식의 노래를 들려 주려고 컴퓨터에서 찾아보았다. 제목은 뜨고 눈꼬리가 처진 허벅진 

얼굴로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 송창식의 얼굴은 떴다. 그런데 오디오에 문제가 있는지 소리

가 안 들렸다. 몇 가지 시도를 했으나 여전히 무성영화 돌아가듯 화면만 흔들렸다.

“이거 노래할 분 있으세요?”

“교수님이 직접 해 주세요!” 수강생들이 박수를 쳤다. 사실 어미리 교수는 노래에 자신이 

없었다. 그런데 박수까지 받고 보니 뒤로 빼고 물러설 처지가 아니었다. 어미리 교수는 용기

를 내어 노래를 불렀다. 몇몇 수강생이 따라서 흥얼거렸다. 자아 다 같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렇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다시 한번, 눈이 부시게…. 제법 성공이었다. 어미리 

교수는 설명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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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래의 기막힌 대목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죽고서 네가 산다면! 네가 죽고서 내가 산

다면!’ 이런 구절을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지금 여기 둘이는 사랑에 불이 

달아 잘잘 끓고 있습니다. 단풍빛으로 불타는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둘이 아니라 하나로 통

합되는 또 다른 존재, 현실을 초월하는 존재, 그야말로 니체식으로 말하자면 위버 멘쉬가 된 

상태입니다. 이걸 오르가슴이라 하는 건 현학적일지 모릅니다. 내가 죽고서 너는 살아 이 단

풍 고운 날 혼자 호젓이 거닌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또 달리, 당신이 죽어 나 혼자 단풍 숲에 

들어 어슬렁거리고 있다면, 거기 무슨 사랑이 깃들겠습니까. 그러니 하늘 푸르고 단풍 불타

는 날, 우리는 계절감각을 회복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

야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사랑하세요, 단풍잎처럼 짙게, 진하게, 피터지

게 사랑하세요.” 수강생들이 박수를 쳤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어미리 교수를 올려다보던 수강생이 손수건을 꺼내 눈가로 흐르는 눈

물을 찍어 내고 있었다. 이름표에 ‘진선미’란 글자가 뚜렷하게 부각되어 왔다.

“저 기억 안 나세요?”

“어어…!” 정확한 기억은 안 떠올랐다. 공연히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어미리 교수 

자신을 향한 일종의 비애의 감정이기도 했다. 엊그제 만난 사람 이름은 안 떠오르는데, 삼십

년 전 은행잎 떨어지는 후암동 길에서 만난 여자의 짙은 눈썹은 생생하게 떠오른다면서, 기

억과 시간의 물리적 거리는 비례하지 않는다고 하던 윤호산 교수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관운산 공원에서 제 치맛자락 여며줬잖아요?” 어미리 교수는 얼굴이 단풍잎처럼 확 달아

올랐다.

3. 풍월 읊는 사람

글을 써 주겠노라고 약속하고 글을 못 써주는 경우, 이를 글쟁이들은 글빚이라 한다. 어미

리 교수에게도 글빚이 있었다. 관산대학교 명예교수회보에 어미리 교수 행장기(魚尾利 敎授 

行狀記)를 써 주기로 했던 것이 세 해 전이었다. 어미리는 에미리투스(Emeritus)를 한자로 옮

긴 것이었다. 파일 앞에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다. ‘소설 2018년 9월 30일 기필’ 기필(起筆)이

란 어떤 글을 시작한다는 뜻이다. 두 해 전 초가을에 시작한 글이었다. 그 사이, 명예교수회

보에는 다른 글로 원고를 제출했다. 그런데 소설 하나를 시작해 놓고 두 해가 넘는 시간을 보

낸 것은 결코 잘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자 핑계대고 소설에 혼신하지 못한 탓이

었다.

어미리 교수는 정리불능 신드롬에 걸려 있었다. 집안에 책이 넘쳐났다. 퇴직을 하면서 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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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00박스 중국으로 보냈다. 그리고 그가 전공이라고 공부한 책들은 집에 남기기로 했다. 

아내의 결재를 득한 연후에, 거실 한쪽 벽을 서가로 개조해서 남은 책을 대충 정리해 놓았다. 

선배 교수는 말했다. “한 해 안 본 책은 삼 년이 되어도 안 본다. 십년이 지나도 마찬가지

야….” 그러니 집착하지 말고 안 본 책은 버리라는 것이었다. 현장은 생각이 달랐다. 교수의 

책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글을 쓰려고 책상에 앉으면, 이전에 읽었던 책 생각이 나게 마

련이다. 밑줄을 치고, 메모하고 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분명한데, 그 책이 없으면 다시 사야 한

다. ‘잃어버린 것의 기억’은 사람을 안타깝게 한다. 아무튼 컴퓨터에 떠 있는 내용을 정리해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두었던 것은, 언젠가는 쓰고 말겠다는 일종의 차용증서 같은 것이었

다. 어미리 교수는 모니터에 떠 있는 글을 읽어 보았다.

아는 사람은 대개 알 것이다. 관산대학교라고 하는 그 대학교. 산머리에 구름이 솟아오른

다고 해서 관운산(冠雲山)이었다. 관운산 산자락에 자리잡은 대학교가 관산대학교이다. 그런

데 속인들은 읽는 방식이 달랐다. 관운산의 관운(官運)은 출세를 상징하는 어휘였다. 출세지

향대학쯤으로 인식하고 있으니, 관산대학 상징물 학처럼 고고하게 살려는 이들에게는 속을 

뒤집어 놓을 일이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조아무와 윤뭐시를 함께 길러낸 대학이 관산대

학이었다. 윌리암 블레이크의 ‘호랑이’를 떠올리게 하는 ‘무시무시한 대칭’이 관산대학에 자리

를 잡고 있었다. 그게 지성의 거대 스펙트럼일지도 모를 일이라고 어미리 교수는 생각하고 

넘어갔다.

어미리 교수는 자신이 일하던 대학을 ‘상아탑’이라는 낡은 수사에 동의하는 편이었다. 그것

은 시민대학에서 만난 진선미 씨가 보증해 주는 사항이기도 했다.

“치맛자락 여며주는 거나, 댕기 풀어준 거나 거기가 거기 아녜요? 한번 만나요.” 그런 제안

이 어미리 교수에게는 참으로 부담스러웠다.

“상아탑에서 일하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학처럼 고고해요?”

“오햅니다. 관산대학교 교문 보면 모르시겠어요?”

“샤로수길이라나 뭐라나, 그게 본래 공산당의 두문자, 이니셜을 딴 거라면서요? 하기는 그

건 공단 입구 시설물 같기도 하더라구요. 아무튼 거기는 상아탑이라야 해요.”

“왜요?”

“우리 아들이 거기 다녔었거든요.” 다녔었다는 게 과거완료형 아닌가 싶었다. 무언가 사단

이 있는 모양이었다. 

“나도 상아탑에 대해서는 좀 아는 편인데, 들어 보실래요?” 어미리 교수는 자기가 할 역할

을 진선미 씨가 대신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을 줄이자, 말을 덜 하자 하는 다짐으로 

묵연히 듣기로 했다. 간간히 추임새를 넣으면서.

상아탑은 상아로 아로새긴 탑을 뜻하잖아요? 그렇지. 그 근원이 어딘가 하니, 구약성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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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雅歌)라는 데 처음 나온답니다. 정말로? 아가라고 번역되는 그게 ‘노래 중의 노래’라고 해

서 영어권에서는 Song of Songs라고 하지 않아요? 맞지. 라틴어로는 Canticum Canticorum

이고요, 희랍어로는 Ασμα Ασματων이라고 하는 건데요, 제 말 맞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그 

노래 ‘아가’ 가운데 상아탑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요? 술람의 여인, 솔로몬의 사랑을 가득 

받은 그 여인은 아가에서 칭송의 대상으로 부각되지요. 솔로몬, 그 호색한의 여자? 보실래요? 

말씀하세요. 읽어 드릴게요. 어미리 교수는 고개를 주억거렸다.

“너의 배꼽은 동그란 술잔,/ 향긋한 술이 마를 날 없구나./ 배는 쌓아 묶은 밀단/나리꽃 두

른 밀단 같구나/ 젖가슴은 한 쌍의 새끼사슴/ 쌍둥이 영양 같구나./ 너의 목은 상아탑 같고/, 

두 눈은 헤스본의 못 같으니”(RDB, 393) 어미리 교수는 고개를 숙이고 듣고 있었다. 춘향가 

한 대목이 떠올랐다. 여인을 발가벗겨 놓고 몸뚱이 구석구석 골목골목 눈으로 어루만지고 있

는 장면에, 목이 상아탑 같다는 그 한 구절이 상아탑의 근원이라는 말이렸다. 얼쑤 한 박 넣

으면서,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앞태를 보자, 뒤태를 보자 이리 즐겨 놀 적에, 어미리 교수

는 정신이 알알해져 먹통을 들고 나오는구나.    

 어미리 교수는 머리에 하도 많은 문자들이 들어 있어, 말을 시작하면 낯선 문자들이 구더

기 끓듯 끓어오르는 것이었다. 희한한 일이고, 때로는 환장할 일이었다. 

그리고, 그 상아탑이라는 말이, 프랑스의 비평가 생트 뵈브(Sainte Beuve, 1804~1869)라던

가 하는 양반이, 알프레드 드 비니의 시를 상아탑에 틀어박혀 쓴 거라면서, 빅토르 위고의 시

가 사회적 관심으로 가득한 데 비하면 비니의 시는 상아탑(tour d’ivoire) 같다고 평한 데서 

유래한다. 그것은 말하자면 둔세적(遁世的) 태도의 문학을 뜻하는데, 동양으로 말하자면 전

원시인들의 시풍을 가리키는 말로 쓰임직한 것이었다. 상아탑은 지식인들의 모임, 행동, 정신

적 관습 등을 뜻하는 용어로 의미가 확대되어 왔다. 그게 발전인가는 모르지만, 진리 탐구에 

몰두하는 대학을 미화하여 상아탑이라고 하는 것은 근래의 전문어, 자곤(jargon)이 되었던 

것이다.

“요즈음, 상아탑 얘기는 안들 하지요?”

“이전에는, 아니 우리 세대에는 상아탑 대신 우골탑이라 했잖아요…?” 농촌에서 소 팔아 

대학 보내면 투사들이 되어 팔 걷고 나대는 바람에, 우골탑이 최루탑(催淚塔)이 되곤 했다. 

그래도 그 시절에는 말과 행동이, 이론과 실천이 맞물려 돌아가는 시대였다.

“어 교수님, 내외간에는 잘 지내시지요?” 어미리 교수는 뭘 들킨 사람 모양으로 멈칫했다.

요즈음, 내외간에 궁리는 많고, 실행되는 일은 적었다. 자연 불만 섞인 말이 오갔다. 그 가

운데 정신이 깜막깜막해서, 뭘 잊어버리기를 잘 하는 게 불화의 불씨가 되었다.

어미리 교수는 치매를 예방하는 방책으로 이백이며 두보니 맹호연이니 하는 풍문 자자한, 

당나라 시인들의 시를 외기로 했다. 목표는 당시 일백 편을 암송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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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편을 욀 작정을 했다가, 삼분의 일로 잘라 버렸다. 뇌에 과도한 부담을 주면 오히려 역효

과가 난다는, 노후 관리사 노회중 박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시를 잘 외려면 뜻으로 외지 말고 소리로, 더 좋은 것은 노래로 외라는 것이 노회중 박사의 

제안이었다. 노회중 박사의 이야기 구절구절마다 가슴에 와 꽂혔다. 그야말로 주옥같은 말씀

을 털어놓는 노회중 박사였다. 어미리 교수는 평생 가르치기만 하다가, 늑마에 와서야 남의 

이야기 듣는 맛이 그런대로 괜찮다는 생각을 했다. 특히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게 얼마

나 중요한가를 거듭 되뇌곤 했다.

“당신 야고보 제자 된 것 같아요. 야고보의 편지에 ‘듣기는 빨리 듣되 말하거나 화를 내는 

것은 천천히 하라’ 그런 구절이 나와요.”

“공자께서도 일은 민첩하게 하고 말은 삼가라 했소.” 

“그게 민어사이신어언이라 하는 구절 아니던가요…?” 히야, 어미리 교수는 감탄을 뱉아냈

다. 아내는 어느 사이 제법 공부를 해서 사는 갈피갈피에서 교양이 솔솔 풍겨나오는 것이었

다. 어미리 교수는 ‘민어사이신어언’을 계속 중얼거리는 중이었다.

“노상 뭘 그렇게 시불시불 중얼거려요?”

어미리 교수의 아내 한가달 여사가 남편을 향해 꿍덜거렸다.

“남편한테 하는 말투가 왜 그리 천속하오.”

“공연히 우아떨지 말아요. 아내의 말을 천속하다니…” 한가달 여사는 발끈했다.

어미리 교수는 아내를 바라보고,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한참 어벙하니 앉아 있다가 가

까스로 입을 열었다.

“들어볼라우?”

“버릇이라는 게 무서워서…, 아직도 현역인 줄 아셔? 말 못하고 죽은 귀신 무섭다는데 해 

보시우.”

어미리 교수는 흐흐흐 웃음을 흘리다가 이야길 시작했다. 당나라 시인 가운데 시를 하도 

잘 써서 별명이 시불(詩佛)이라는 이가 있었는데 말이지, 당신이 나더러 시불시불한다고 했

지? 그게 자그마치 일천삼백 년 저쪽의 일이라. 아무튼 시불 왕유(王維, 699~759)가 어느 가

을밤 혼자 앉아서 말이지, 말이지는 빼라는 말이지, 알았다구, 한문으로 추야독좌(秋夜獨坐)

라는 제목인데 말이지, 혼자 앉아 있으면 자기 모습이 보이는 법이라, 양쪽 귀밑머리 허옇게 

세는 게 서러워 한숨을 쉬는데, 허전한 방에 시간은 아홉시를 넘어가려 하고, 바깥에 귀를 기

울이니 빗소리 가운데 어디선가 도토리 떨어지는 소리가 툭툭 들리겠다, 등불 가까이 풀벌레

소리 자욱하게 들렸다지.

아내는 깔깔 웃었다. 제법이라는 투였다. 어미리 교수는 프린터에서 금방 이야기한 시를 

뽑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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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으로는 이런 텍스트요.”

獨坐悲雙鬢  空堂欲二更  雨中山果落  燈下草蟲鳴

“다음 구절은 뭐지요?” 자기도 잘 안다는 듯이 눈을 가무잡잡하게 찌푸리면서 묻는 건지 

확인하는 건지, 들이대는 투였다. 어미리 교수는 다시 다음 절을 프린트해서 아내 앞에 내놓

았다.

白髮終難變  黃金不可成  欲知除老病  惟有學無生

“이건 시인의 지적 편력을 알아야 이해되는 구절이잖아요?” 어미리 교수는, 당구풍월이라

더니, 자기한테 얻어들어 꽤나 유식한 마누라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근간에 점점 말을 꺼내려다가 입을 다물고 마는 경우가 많아졌다. 정년 후에 입부리 조심하

라던 선배의 조언이 귓가에 맴돌았다.

왕유는 사실, 정통파 유학자는 아니었다. 도가사상에 심취하기도 하고, 불교에 몰입하기도 

하면서 시와 그림에 능한 예인이었다. 그래서 그는 마힐(摩詰)이라는 자를 썼다. 이는 <유마

경>의 주인공 유마힐(維摩詰)을 줄인 것이다. 소동파가 그의 시와 그림을 감상하면서 시 가

운데 그림이 있고(詩中有畵), 그림 가운데 시가 있다(畵中有詩)는 평을 했고, 그게 중국 문인

화의 한 전범으로 알려졌다.

왕유가 살던 당시 8세기 중반 당나라에서는 도교사상의 실천 방법으로 신선술이 유행했

다. 단약으로 불로장생을 추구하거나 남녀 간 성적 교접을 통해 득도한다는 선술이 널리 퍼

져, 신라에도 그런 사상이 왕실과 고관의 부인들 사이에 유행처럼 수행되고 있었다.

불로장생하기 위해서는 허옇게 세어 버린 머리를 검게 해야 한다. 그러나 단약으로도 이미 

세어 버린 머리털을 검게 하기는 어렵다. 연단술을 동원해도 쇠붙이로 황금을 만들어 내기는 

어렵다. 그러니 늙고 병들지 않고 장생하는 법을 알자 하면, 오로지 하나 생멸을 넘어서는 불

도를 공부하는 것이 있을 뿐이라고, 왕유는 마지막 구절에서 강조한 것이었다.

“내외가 그런 풍월을 하고 사세요?”

“그래도 말입니다, 둘이 손뼉이 맞아 소리가 나니까 그런대로 살겠더라고요.”

“조항조, 고맙소… 아시지요?”

어미리 교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진선미 씨가 말하는 노래, ‘고맙소’를 찾아 볼륨을 올렸다.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그것은 트롯으로 하는 풍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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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율주행 마담

관산대학교 모빌리티 연구소의 핵심 과제는 자율주행 차량이었다. 설명을 듣고 자율주행

차 시승을 대기하는 줄에 섰다. 설명은 간단했다. 하부구조는 기존의 차량과 별다른 점이 없

다고 했다. 다만 센서를 차량의 앞뒤와 옆에 네 개를 달아 차량의 진행과 정지, 위험 사태에 

대응하도록 조정한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센서였다. 어미리 교수는 정년을 하고 나서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몸을 움직이는 각종 센서가 말을 안 듣는다는 점이었다.

이따금 발이 헛놓여 주저앉을 듯이 멈칫하기도 하고, 자판에서 타자하는 손이 속도가 느리

고, 이건 오탄데 하면서도 오타를 냈다. 의도한 대로 단어가 제대로 발음되지 않았다. 식구들

의 말을 잘못 알아들어, 뭐라고, 왜, 누가, 무슨…. 그렇게 되묻곤 했다. 그런 남편을 두고 아

내는 흰자위를 하얗게 뒤집곤 했다.

“발판 조심해서 올라가세요.” 어미리 교수 손을 잡아 주는 여자 안내원에게서 짙은 로션냄

새가 풍겼다. 관운산 공원에서 만난 진선미 씨에게서도 그런 냄새가 났던 기억이 떠올랐다. 

향기가 흘러가는 방향을 감지하는 인간의 센서는 무엇인가, 좀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 눈과 

귀와 입과 코 등 이른바 오관은 센서인가, 그 자체가 감각주체인가. 감각을 감각으로 아는 것

은 감각 자체인가 의식인가.

며칠 전이었다. 단풍이 곱게 물들기 시작하는 관운산에 가서 바람이나 쐬자고 윤호산 교수

가 전화를 해 왔다. 찾는 사람이 있어야 살맛나는 거라고, 어미리 교수는 간편복을 갈아입고 

관운산 공원에 가는 버스를 탔다. 점심 후 오후 시간을 대어 학교에 가는 학생이 많은 까닭인

지 차는 제법 붐볐다. 차에 올라 둘레를 살펴보았으나 빈 좌석은 없었다. 사람이 좀 적은 중

간 뒤편으로 들어가 손잡이를 잡고 서서 흔들리며 가고 있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윤호산 

교수였다.

“어어, 납니다. 어미리입니다.”

“아저씨, 이게 아저씨 차예요? 열받네.”

키가 껑정한 남학생이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궁시렁거렸다. 어미리 교수는 체크기에 카드 

대느라고 허리를 수긋하니 굽히고 있는 남학생의 등깜을 거머잡았다.

“너 말이다, 나좀 보자.”

“보면 어쩔건데요?”

“뭐가 그리 잘못되었다는 거냐?”

“씨이, 시끄럽잖아요….!”

어미리 교수는 하마터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 뻔했다. 귀가 잘 안 들리면 목소리가 커진

다는 이야기를 이비인후과 오이순(吳耳順) 원장에게 들은 적이 있었다. 어미리 교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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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끌리다시피 버스 밖으로 굴러나왔다.

“내가 관산대학교 명예교수인데… 자네가 그러니까 좀 섭섭하다.”

“명예교수 자격증 있어요?”

하아, 어미리 교수는 입이 닫아지질 않았다. 명예교수는 젊은이를 훈계하고 어쩌고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었다. 명예는 돈도 안 되고 권력하고는 더구나 촌수가 멀다던 아내의 이

야기가 떠올랐다. 어미리 교수 자신은 점점 감각이 사리지고, 아내는 감각이 예민해지는 중

이었다.

관산대학교 입구에 내린 어미리 교수는 관운산 공원으로 접어들면서 머리가 쭈삣하는 느

낌이 뒷머리를 쳤다. 누군가 저만큼 떨어져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시선이 점점 조여 왔다. 윤

호산 교수가 관운산으로 불러내는 것도 어떤 의도가 깔린 모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었다.

윤호산 교수와는 관운산 공원 제3휴게소에서 만나기로 했다. 주변에 키가 하늘을 찌르는 

낙엽송이 노랗게 물이 들어 서 있고, 옆으로는 작은 연못이 조성되어 오리들이 쫓고 따르며 

희롱하고 있었다. 어미리 교수는 장의자에 앉아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윤호산 교수와 약속한 

시간이 30분가량 남아 있었다.

버스에서 내리면서 허리가 뒤틀렸는지, 구부릴 수가 없었다. 오금이 저려오기도 했다. 으슬

으슬 추운 기운이 돌았다. 가을날 산속의 공기가 싸늘해서 그렇거니 했다. 그런데 예사롭지

가 않았다. 어깨가 결리고 등판이 조여 오는 것처럼 숨이 가빠졌다. 윤호산 교수와 만나서 

‘문학지리학’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 문학에서 공간을 단지 배경으로 취급하는 인식을 바꾸자

면서, 학진에 공동 연구를 신청하기로 했던 터였다. 연구비 5천만 원을 받으면 둘이 반으로 

갈라 쓸 요량이었다.

어미리 교수는 정년하는 자리에서 술 받아먹을 돈으로 한 오천은 마누라 몰래 챙겨야 한

다는 선배의 조언을 금과옥조로 받들어 실천궁행했다. 그런데 세 해 동안 배포 크게 두어 번 

쓰고, 딸 학비 보태 주고 나니 금방 바닥이 나고 말았다. 돈이 아쉬웠다. 돈이 아쉬울 때 윤호

산 교수가 제안을 해 온 것이었다. 옳다 싶어 덥석 물었다. 아내는 늘 그런 이야기를 했다.

“욕망이 잉태되면 죄를 낳고, 그 죄가 자라면 죽음을 가져온다.” 아내는 그게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틀어넣었다.

“어머머, 어 교수님! 사람을 그렇게 모른 척하면 섭하잖아요…?” 어느 사이 진선미 씨가 다

가와 의자 옆에 엉덩이를 착 붙이고 앉았다. 어미리 교수는 누구한테 들은 이야길 떠올렸다. 

관운산에도 꽃뱀이 많이 돌아다닌다는 것이었다. 꽃뱀은 다른 말로 ‘바카스아줌마’인 셈이었

다. 파고다공원 옆 낙원상가 악기골목 같은 데서 바카스 한 병 주고는 이야기를 시작해서, 노

친네와 실버 시네마에 가서 삼천 원짜리 ‘로맨스 빠빠’ 보고, 그리고는 낙원장 여관에 가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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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실패를 하고는, 고추 탓 조개 탓 토닥토닥하다가, 결국은 무능한 고추 때문으로 귀결되

어, 지공거사 지갑에 꼬깃꼬깃 넣어 두었던 삼만 원 빼앗기고, 안 나오는 젖이나 한 통 빨다

가,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다가 ‘조바’한테 내쳐지고 말았다는 한심관 씨 이야기였다.

“요새, 그건 잘 되시나 모르겠네요.”

“그거라니요?”

“가을 거시기는 바위도 뚫는다잖아요….” 어미리 교수는 얼굴이 달아올랐다. 봄 쩌시기는 

놋젓가락도 녹인다고, 한심관 씨는 진달래 피고 새가 울면, 아 꽃뱀…. 진저리를 치면서 말하

곤 했다.

“관운산 짱 좋지요? 이 나이 되도록 내가 사람을 모르나 보다….날 참 좋다, 눈이 부시게 푸

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기억나세요?” 어미리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어 엉덩이를 들썩거렸다.

“푸른 하늘에 풍덩 빠져 죽으면 원도 없고 한도 없을 것 같잖아요?”

“물리의 법칙상, 우리는 푸른 하늘에 빠져 들어갈 수 없어요.”

“주체와 대상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푸른 하늘이 나를 빨아들일 수도 있잖겠나, 그런 생각 

말이지요. 하늘 바라보고 앉아 있으면 나는 하늘이 되고, 나의 의식은 그 무한한 푸르름 속에 

박히지요. 그런데 환장하게 하늘에는 영혼이 없어요. 하늘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지리학자나 

천문학자 본 적 있어요? 없지요? ….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요.” 진선미 씨는 어깨를 

살짝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

어미리 교수의 손이 아무 말 없이 진선미 씨 어깨로 올라갔다. 빈약한 어깨, 어깨뼈가 손끝

에 느껴졌다. 그것은 말하자면 지각, 실감이었다.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선미 씨

가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왜, 왜 그래요?”

“아들 탁영이도 관산대학 다니다가 …. 그렇게 갔어요.” 전에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러니 나더러 어쩌라는 것인가? 갑자기 허리가 쿡쿡 쑤시기 시작했다. 이 

여자가 외롭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지도 모른다, 아들에 대한 기억이 이 여인을 괴롭

히고 있는 모양이다. 어느 사이 어미리 교수의 손이 진선미 씨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어 교수님 옆에 있으니까 참 좋아요. 우리의 몸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보는 것을, 우리가 감촉하는 것을 믿게 해 줄 뿐이라 할까요?”

이 여자가 철학적으로 미친 건 아닌가 싶었다. 하는 행동과 말이 정합적으로 얽혀 들지 않

고 엇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어떤 책에선가 읽은 듯한 기시감에 휩싸이게 했다.

“저 화장실 좀 갈래요. 제 가방 그냥 두고 가요.” 진선미 씨가 어미리 교수의 손을 풀고 일

어나 등을 보이며 저 아래쪽으로 걸어갔다. 그 옆으로 화장실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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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km라는 거리 표시가 선명하게 보였다. 1km는 1,000m고, 1m는 100cm, 1cm는 

10mm…, 그런데 이 벌레처럼 곰실거리는 숫자는 길이 그 자체가 아니다. 부호일 뿐이다. 부

호를 보고 사물을 의식하는 것은 지각현상인가? 더구나 1×10–9m로 표시되는 나노메터 1nm

의 길이를 감각할 수 있는가? 그런 단위는 몸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여자의 나이는, 경험

은 어떤 단위로 표시될 것인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도무지 이 여자가 뭐하는 사람인지 감이 잡히지를 않았다. 어미리 교수는 여자의 가방을 

슬그머니 열어 보았다. 그런데 표지가 시꺼먼 책이 하나 보였다. 문학과지성사에서 나온 메

를로 퐁티의 <지각의 현상학>이라는 책이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어미리 교수는 그 책을 

다 읽고 실소를 했다. ‘몸이 존재의 모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될 것을, 지각이니 의식이니 

나아가 본다는 것 등 용어를 가지고, 머리를 어지럽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

었다.

평생 책 속에서 살아온 어미리 교수는 이제 책에 질릴 만큼 되었다. 그 묵직한 책 <지각의 

현상학>의 대상인 책을 내놓고 가방 속을 들여다보았다. 부드러운 표 티슈, 남성용 여성용 

팬티 한 벌, 콤팩트, 말보로, 콘돔, 팬티라이너, 손수건…. 향수병…. 껌… 충전기, 해피sx, 그리

고 핸드폰도 보였다. 그때 핸드폰이 드르르 드르르 울렸다. 어미리 교수는 질겁을 해서 가방

을 옆으로 밀쳐 버렸다. 가방이 의자 밑 흙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혹시 이 여자의 남친에게 

걸려온 전화는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면서 핸드폰 지갑을 열고 통화버튼을 밀었다. moi ‘나’

라는 표시가 떴다.

“전데요, 화장실에 휴지가 없네요. 내 핸드백 좀 갖다 줘요.” 그리고는 전화가 끊겼다. 이 

여자가 전화기를 둘이나 가지고 다니나? 어미리 교수는 이상한 맥락으로 얽혀 드는 것 같다

는 생각으로 핸드백 맡길 사람이면, 하마 사기를 친다든지 그러지야 않겠지, 하면서 핸드백

을 들고 일어났다.

뒤에서 급히 뛰어 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어미리 교수는 우뚝 멈추어 서서 뒤를 돌아보 

았다. 

“거시기…. 말이지 나 쪼매 봅시다.” 어미리 교수는 난감한 처지에 빠지는 게 아닌가, 하면

서 남자에게 다가갔다.

“당신 하는 일에 당신이 책임질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해야 하지 않소? 당신의 책임의 한계가 

당신 존재의 한계인 거 아니겠소?”

“댁은 누구신가?”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소. 저 맘대로 자율로 굴러다니는 마담이 맘이 안 놓여서 가끔은 

따라가기도 하고, 마담이 날 따라오기도 하고 그럴 뿐이오.”

“그럼 말이요, 이 핸드백 화장실에 갖다 주실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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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여자 핸드백 들고 다니면, 그 여자 기둥서방으로 오해살 게 아니요?” 어미리 교수

는 숨이 컥 막혔다. 자신은 지금 기둥서방으로 나선 판인 셈이었다. 정년을 앞두고, 정년하면 

그 학생들 가르치는 동안 하지 못한 연애는 꼭 해 보겠다던 계획이, 기둥서방 노릇으로 급전

직하 추락을 하는 판이었다.

“산다는 게 뭔지, 원…” 남자는 그렇게 궁시렁거리면서 손사래를 치고는 다시 관운산을 향

해 올라갔다.

“핸드백 문 앞에 놓고 갑니다.”

“아니, 그거 프라다 제품인데 변소 바닥에 놓으면 어떡해요, 들고 기다려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윤호산 교수였다. 반가워서 얼른 핸드폰을 열었다. 차가 고장나 관

운산공원에 못 온다면서 문자를 보내겠다고 했다. 전화가 끊기고 문자 들어오는 소리가 드르

륵 들렸다.

‘세계의 의미와 연관을 맺는 것은 신과 아버지를 비교하는 것과 같고, 삶의 의미를 사유하

는 것은 곧 기도하는 것이다.’ - 비트겐슈타인

어미리 교수가 문자를 확인하는 동안 윤호산 교수가 또 전화를 해 왔다. 만경식당 아주머

니가 다리가 부러져,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한다면서, 아무래도 오늘은 만나기 어렵겠다고 이

야기했다. 어미리 교수는 만경식당 아주머니 전화번호를 확인했다. 그러나 번호는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만경식당은 어미리 교수가 자주 드나드는 골목식당이었다. ‘골목식당은 백종원보다 먼저 

있었다.’ 아무래도 다음날에나 병원으로 찾아가 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집에 돌아가기로 

했다. 그런데 낮시간에 집에 들어간다는 게 영 낯설었다. 그 동안 집을 숙소쯤으로 생각하고 

살아온 뒤끝에 생긴 이상심리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바야흐로 ‘집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는 

실감이 어미리 교수의 어깨를 짓눌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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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대학

고영근 (국어국문학과)

<논문>

   1.   고영근(2020) 부정격의 정립을 위한 시론: 후치사 ·첨사의 확인과 관련하여. 형태론 22.1, 

77-90.

   2. 고영근(2020) 우리말 격 형태의 통시론과 유형론. 형태론 22.2, 419-434.

<지상토론>

   1.   중세어의 소망 평서문의 정체성 문제: 임홍빈(2018)과 관련하여. 형태론 22.1. 71-76, 

2020. 5.

<서평>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역주: 분류두공부시언해-권3, 16, 21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48, 1-19.

   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역주: 석보상절(7권). 월인석보(21권)(1991~2010). <텍스트언어학> 

49, 1-25.

<동정>

   1. 제42회 외솔상(문화 부문) 수상. 2020. 10. 19.

임홍빈 (국어국문학과)

<역주>

   1. 임홍빈: 역주분류두공부시언해 24(상).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20. 11. 25.

   2.   임홍빈: 역주분류두공부시언해 24(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20. 11. 25.

<논문>

   1.   임홍빈(2020) 선어말 어미 {-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고영근(2020a)에 답함. 형태론 

22-2, 435-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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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발표>

   1.   임홍빈(2020) 모죽지랑가 해독의 근원적인 문제. 구결학회 제58회 전국학술대회에서 발

표, 2020. 8. 11.

오생근 (불어불문학과)

<역서>

   1. 오생근: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개정판 2판)”. 총 560쪽, 나남출판사, 2020. 4. 20.

안삼환 (독어독문학과)

<저서>

   1. 안삼환 외 옮김: 토마스 만 단편전집1. 부북스 출판사, 2020. 4. 20.

<논문>

   1.   안삼환(2020) 한국에서의 독문학연구와 한국문학. <독일어문화권연구>(서울대 인문학연

구원 독일어문화권연구소), 제29집(2020. 12. 31), 35-53.

이정민 (언어학과)

<공편저>

   1.   Lee, Chungmin and Park, Jinho (Eds.). 2020. Evidentials and Modals. Current Research 

in the Semantics/Pragmatics Interface (CRiSPI) 39. Leiden: Brill.

<편저>

   1.   Lee, Chungmin (Series Editor): Richard, D. (Ed.) Vagueness and Rationality in 

Language Use and Cognition. Language, Cognition, and Mind (LCAM) Series Vol. 5. 

Cham: Springer. 

   2.   Lee, Chungmin (Series Editor): Brasoveanu, A. Dotlacil, J. (Eds.) Computational 

Cognitive Modelling and Linguistic Theory. Language, LCAM Series Vol. 6. Cham: 

Springer.

   3.   Lee, Chungmin (Series Editor): Loebner, S., Gamerschlag, Th., Kalenscher, T., Schre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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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Zeevat, H. (Eds.) Concepts, Frames and Cascades in Semantics, Cognition and 

Ontology. LCAM Series Vol. 7. Cham: Springer.

   4.   Lee, Chungmin (Series Editor): Sperlich, D. Reflexive Pronouns: A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Synthesis. LCAM Series Vol. 8. Cham: Springer. 

<논문>

   1.   Lee, Chungmin (2020) Commonalities between Azerbaijani and Korean through the 

cognitive attitude verb ‘know.’ The Journal of Eurasian Turkic Studies: December 2020 

Special Edition of Azerbajan VOL. 5.

   2.   Lee, Chungmin (2020) Evidentials: Nature, Interactions and Shiftability. In Lee, C. and 

J. Park (Eds.) Evidentials and Modals. CRiSPI 39. Leiden: Brill.

   3.   Hoe, Semoon, Yugyeong Park, Dongsik Lim, and Chungmin Lee (2020) Korean 

Evidential –te, the Past Tense –ess, and the Commitment of the Speaker. In (Eds.) S. 

Iwasaki, S. Strauss, S. Fukuda, S-A. Jun, S-O. Sohn, and K. Zuraw Japanese/Korean 

Linguistics 26, CSLI, Stanford.

   4.   이정민(2020) 태도 동사 ‘알다’의 사실성 교체-한국어와 그 밖의 알타이 제어의 특성. 국

어학 96(4): 3-58.

<학술회의>

   1.   Lee, Chungmin: Content Nominals with and without Factive Presupposition. At Logic 

and Engineering in Natural Langauge Semantics (LENLS 17). Nov. Tokyo.

   2.   이정민(초청강연): Commononalities between Azerbaijani and Korean through the 

cognitive attitude verb ‘know.’ 제1회 한국-아제르바이잔 인문포럼 12월 1~15일. 동덕여

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주 아제르바이잔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아제르바이

잔 과학 아카데미 문학연구소, 아제르바이잔 과학 아카데미 역사연구소 공동 주최. 

<국제 학술지/총서 편집(자문)위원>

   1. 국제지 Journal of Pragmatics, Board member of Editors, Elsevier.

   2. 국제지 Asian Languages and Linguistics, Editorial Board member. John Benjamins.

   3. 국제지 Lingua, Editorial Board member, Elsevier.

   4.   국제 총서 단독 Editor. Springer book series [Language, Cognition and Mind] (LCAM) 

Vol. 1 Negation and Polarity: Experimental Perspectives, Vol. 2 Bayesian Na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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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Semantics & Pragmatics, Vol. 3 Compositionality and Concepts in 

Linguistics and Psychology. Cham: Springer. Vol. 4 The Semantics of Gradability, 

Vagueness, and Scale Structure. Cham: Springer. Vols. 5, 6, 7, 8, 위 <편저> 참조.

   5.   국제 총서 Current Research in the Semantics/Pragmatics Interface (CRiSPI), Editorial 

board, Brill.

   6.   국제지 Editor-in-Chief. Journal of Cognitive Science, 서울대학교 인지과학 연구소 및 

Int'l Association for Cognitive Science 발행.

<국제 학술지/학회 논문 심사>

   1.   Syntax;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Pragmatics & Cognition; Journal of Child 

Langauge.

   2.   Semantics and Linguistic Theory (SALT 31); Japanese/Korean Linguistics Conference; 

The Workshop on Altaic Formal Linguistics (WAFL).

<사회봉사 및 공공 활동>

   1.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고문으로 협회 활동 자문.

노명호 (국사학과)

<동정>

   1.   2020년 7월 29일에 개최된 대한민국학술원총회에서 저서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사료

적 특성: 해석방향의 정립과 관련하여”(2019년 9월, 지식산업사 출판)의 학술적 가치를 

높이 인정받아 2020년도 학술상 수장자로 선정됨.

한영우 (국사학과)

<저서>

   1.   한영우: 의궤: 조선왕실문화사. 총 850쪽, 민속원, 2020. 12. 15.

<기조 강연>

   1. <세종과 집현전> 발표, 집현전 600주년 기념 학술회의,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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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근황>

   1.   소장도서 기증: 평생 모은 소장도서 1만 2천여 권을 국사편찬위원회에 기증하여 <문고본> 

을 만들기로 약속(10월 29일), 조선일보에 보도됨.

김영식 (동양사학과)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대한민국학술원총회에서 신임회원으로 선출됨. 2020. 7. 29.

임효재 (고고미술사학과)

<학술회의>

   1.   임효재: 한국신석기학회 30년을 돌아보며, 한국신석기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2020년도 

정기학술대회 - 기후 변화와 신석기시대 문화 변동, 한국신석기학회 ·토지주택박물관, 토

지주택공사 본관 1층 남강홀, 2020. 11. 21.

<기고문>

   1.   한편생 한국 신석기 문화를 세계에 알린 사라 넬슨(Sarah M. Nelson) 교수를 추모하며, 

계간 한국의 고고학 48호, 12-15쪽, 2020. 6. 29.

<기타 근황>

   1.   2020 서울 암사동유적 온라인 학술회의 – 선사유적과 문화유산, 환영사. 강동구, 암사동

선사유적박물관 교육실, 2020. 10. 9.

사회과학대학

김경동 (사회학과)

<공동저서>

   1.   김경동 ·진덕규 ·박형준: 정치의 품격: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 286면, 푸른사상,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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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KAIST 미래세대행복위원회 지음. 미래세대 행복의 조건. 제1장, “왜 미래세대의 행복인

가?” 15-61면, 2020. 5. 6.

<학술회의>

   1.   현대사회의 공공성 문제: 퇴계사상의 교훈(기조강연). 국제퇴계학회 제28차 국제 학술 대

회, “현대인의 삶, 퇴계에게 묻다.” 국립고궁박물관 별관(경복궁), 2020. 11. 16.

<특강>

   1.   사회적 가치: 문명론적 성찰과 비전. 한국자원봉사포럼 월례포럼, [저자와의 대화], 2020. 

1. 15.

   2.   사회적 가치: 의미와 비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명사초청 특강,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강

당, 2020. 2. 3

   3.   사회적 가치: 철학과 비전.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회의실, 2020. 10. 29.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신임회장(및 감사)후보자추대위원회 위원장, 2020. 2. 21.

신용하 (사회학과)

<저서>

   1.   신용하: 일제의 한국민족말살 ·황국신민화정책의 진실. 총 258쪽, 문학과지성사, 2020. 3. 1.

       [내용] 일제강점기 일제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정책이 한국을 개발 ·근대화시켜준 혜택을 

베풀었다는 소위 ‘식민지근대화론’의 주장을 비판한 저서이다. 이 책은 일제의 식민지정

책이 한국인을 수탈했을 뿐 아니라, 한국민족과 민족문화를 소멸 ·말살시키려하고, 일본 

제국의 신민으로 예속시켜 희생시키는 정책을 ‘동화’라는 이름으로 자행했음을 1910년

대, 1920년대, 1930~45년대로 나누어 논증하였다.

   2.   신용하: 독도 영토주권의 실증적 연구(상 ·중 ·하 3책). 총 2,018쪽, 동북아역사재단. 2020. 

11. 30.

       [내용]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서기 512년부터 1952년까지의 기간에 걸쳐 남겨진 증거자료

를 제시하면서 밝힌 연구서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명

백한 한국 영토임을 한국자료뿐 아니라 일본의 자료를 발굴하여 실증하였다. 특히 하권

에서는 연합국과 미국 ·영국의 자료도 새로 발굴하여 1951년 9월 연합국의 샌프란시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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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조약에서 연합국이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국제법상 재확인 공증했음을 실증자

료로 증명하였다.

<논문>

   1.   신용하(2020) 도산 안창호의 사회사상과 大公주의. 학술원논문집: 인문 ·사회과학편 제59

집 2호, 121-203, 2020. 12. 30.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위원장(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1·2책 간

행. 2020. 11. 27.

   2.   심사위원. 민세(안재홍)상 학술부문심사위원, 민세 안재홍선생 기념사업회, 2020. 10. 28.

<기고문 및 대담>

   1. 고조선의 사회신분, 문화일보, 2020. 1. 29.

   2.   고조선문명의 고조선조어(祖語) 형성과 우랄 ·알타이어족의 기원, 문화일보, 2020. 2. 26.

   3.   고조선의 해독되지 않는 신지(神誌) 문자와 훈민정음, 문화일보, 2020. 3. 25.

   4.   고조선문명의 태양 숭배와 단군신앙, 문화일보, 2020. 4. 22.

   5.   고조선문명의 10진법 창조와 활용 및 전파, 문화일보, 2020. 5. 21.

   6.   고조선 문명의 축제문화와 예술, 문화일보, 2020. 6. 17.

   7.   부여 기마족의 변한정복과 가라 건국, 문화일보, 2020. 7. 15.

   8.   고조선 고대연방제국의 해체와 세계 민족대이동의 진원, 문화일보, 2020. 8. 12.

   9.   부여 ·가라 기마민족의 일본열도정복과 ‘야마토’ 고대왕국 건국, 문화일보, 2020. 9. 23.

10.   고조선문명의 후예 ‘훈’족(Huns)의 유럽에 훈 대제국 수립과 유럽민족대이동, 중앙

SUNDAY, 2020. 10. 17.

11. 세계 역사를 바꾼 훈족과 제왕 아틸라, 중앙SUNDAY, 2020. 11. 14.

12. 고조선 후예 아발족, 유럽에 대제국 세워 금속 기술 전파, 중앙SUNDAY, 2020. 12. 12.

홍두승 (사회학과)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한민학원 제3대 이사장에 선임. 2020.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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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수 (인류학과)

<연구논문>

   1.   大東亞戰爭に卷き込まれた人類學者、 鹿野忠雄-鹿野学の漂流と移動. 交差する帝國日本, 

植野弘 子 編. 東京: 風響社. 217-260, 2020. 2. 29.

   2.   マリノヴスキーの共生主義とエスノグラフイーの再發明: 20世紀人類學の解決士. 神奈川

大學評論 95: 111-143, 2020. 3. 31.

   3.   해방기 ‘조선통신’ 소개. 근대서지 21: 553-566, 2020. 6. 30.

   4.   <조선인류학회보> 해제. 한국연구 4: 285-291, 2020. 6. 30.

   5.   똥과 물. 한무영 저. 똥이랑 물이랑. 서울: 우리. 22-25쪽, 2020. 7. 25. 

   6.   진도어촌의 가무공동체와 살림살이의 내탄성. 연어를 따라간 인류학자: 조경만 교수 정

년퇴임기념지. 인류학연구소 편. 서울: 민속원. 311-344쪽, 2020. 10. 15.

박삼옥 (지리학과)

<학술회의>

   1.   박삼옥: 산업도시의 미래발전 방향. 제3회 산업도시 위기진단 및 정책방안 국제세미나 기

조발표, 국토연구원, 2020. 12. 10.

   2.   박삼옥: 포스트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패러다임 변화와 지역발전정책: 장소기반 스마트 

전문화와 혁신. 한국경제지리학회 교육특강, 2020. 12. 12.

   3.   박삼옥: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산업도시 발전방향. 울산대학교 제1회 지역발전 workshop, 

2020. 12. 23.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Editor. Area Development and Policy, Regional Studies Association (UK).

   2. 편집위원장. 「국토연구」, 국토연구원.

   3. 연구자문위원회 위원장.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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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긍 (지리학과)

<기고문>

   1.   철도교통의 발달과 『신한국철도사』. 한국철도학회, 철도저널 23권 1호, 39-41쪽, 2020년 2

월.

최성재 (사회복지학과)

<저서>

   1.   최성재: 생애설계와 시간관리. 총 518쪽,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20. 5. 10.

<보고서>

   1.   최성재, 문용린, 서유헌 외 3명: 생애설계기반 재취업지원 서비스 운영 매뉴얼 개발 및 기

업 내 재취업지원 서비스 담당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총 133쪽, 고용노동부 고

령사회 인력정책과 용역보고서, 한국생애설계협회 수행, 2020. 3. 20.

<강의>

   1. 생애설계의 필요성. 한국생애설계협회, 한국생애설계협회 평생교육원. 2020. 1. 3. 

   2.   생애설계의 절차: (1) 생애사명 확립 및 (2) 생애목표 설정. 한국생애설계협회, 한국생애

설계협회 평생교육원. 2020. 1. 7.

   3.   생애설계 절차: (3) 목표달성을 위한 시간관리, 및 (4) 생애설계 실천/평가/수정. 한국생

애설계협회, 한국생애설계협회 평생교육원, 2020. 1. 10.

   4.   직업/경력 설계, 학습/자기개발 설계, 건강 설게, 가족/사회관계 설계. 한국생애설계협회, 

한국생애설계협회 평생교육원, 2020. 1. 14.

   5.   사회참여/봉사활동 설계, 여가/영적활동 설계. 한국생애설계협회, 한국생애설계협회 평

생교육원, 2020. 1. 17.

   6.   100세 건강과 행복은 생애설계로.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힌국지성에게 듣는다” 교육방

송(edu TV) 녹화(CBS 스튜디오). 2020. 1. 30(2020. 6. 20. 방영)

   7. 은퇴설계의 필요성. 공무원연금공단, 천안 상록리조트, 2020. 2. 20.

   8. 은퇴설계의 필요성. 공무원연금공단, 수안보 상록호텔, 2020. 5. 11.

   9. 은퇴설계의 필요성. 공무원연금공단, 홍성 소노벨,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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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은퇴설계의 필요성. 공무원연금공단, 천안 상록리조트, 2020. 6. 1.

11. 은퇴설계의 필요성, 공무원연금공단, 수안보 상록호텔, 2020. 6. 8.

12. 은퇴설계의 필요성. 공무원연금공단, 수안보 상록호텔, 2020. 6. 15.

13.   연령주의는 고령화사회의 적이다. 서울대학교노화고령사회연구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강의실, 2020. 6. 16

14.   연령주의는 고령화사회의 적이다. 서울대학교노화고령사회연구소, 서울대 의과대학 강

당, 2020. 6. 17.

15.   100세 시대의 모든 연령층에 필요한 생애설계와 시간관리(5개 소주제)(녹화).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스누지식 플래트폼 강의 촬영, 2020. 6. 18.

16. 은퇴설계의 필요성. 공무원연금공단, 수안보 상록호텔, 2020. 6. 22.

17.   생애설계 관련 강의자료 준비방법. 한국생애설계협회, 한국생애설계협회 평생교육원, 

2020. 6. 27.

18.   사회적 가치와 전문 퇴직인의 역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강의실, 

2020. 8. 19. 

19.   슬기로운 노후생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 매경 주관 서울머니쇼 강의(녹화). 서울 

COEX 3층 강의실, 2020. 9. 3.

20. 은퇴설계의 이해(녹화). 서울대학교 행정교육원, 행정대학원 강의실, 2020. 11. 18.

21.   고령화사회의 이해(녹화). 약수노인종합복지관. 국민안전진흥원 광명교육센터 녹화실, 

2020. 11. 30.

22.   100세 행복은 노후설계 아닌 생애설계로(녹화). 약수노인종합복지관. 국민안전진흥원 광

명교육센터 녹화실, 2020. 11. 30.

23.   생애설계의 원리와 원칙(녹화). 약수노인종합복지관. 국민안전진흥원 광명교육센터 녹화

실, 2020. 11. 30.

24.   노화와 학습(녹화). 약수노인종합복지관. 국민안전진흥원 광명교육센터 녹화실, 2020. 

11. 30.

25.   100세 시대의 품위 있는 인생설계. 한국폴리텍대학교 인재원, 한국폴리텍대학 인재원, 

2020. 12. 14.

26.   생애설계 기반 재취업지원 서비스의 이해. 한국생애설계협회, 한국생애설계협회 평생교

육원, 2020. 12. 15.

27. 미래사회의 이해. 한국생애설계협회, 한국생애설계협회 평생교육원, 2020. 12. 15.

28.   중년기 이후 생애과정의 이해. 한국생애설계협회, 한국생애설계협회 평생교육원, 202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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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생애설계의 원리와 원칙. 한국생애설계협회, 한국생애설계협회 평생교육원, 2020. 12. 16.

30.   생애설계 관련 강의자료 준비방법. 한국생애설계협회, 한국생애설계협회 평생교육원, 

2020. 12. 22.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이사 및 회장. 한국생애설계협회, 2019. 2. 13~현재.

   2. 이사. 한림화상재단, 2018. 9~현재.

   3. 서울대학교 동창회 이사, 2020. 5~현재.

   4. 심사위원.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연구용역 심사회의, 2020. 5. 25.

   5. 자문위원장. 서울시 약수노인종합복지관, 2020. 6. 10~현재.

   6. 정책위원회 위원. 경기복지재단, 2020. 6. 19~현재.

   7. 자문위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20. 7. 10~현재.

   8. 운영위원. 서울대학교노화고령사회연구소, 2013. 3. 1~현재.

   9. 자문위원.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의, 2020. 8. 27.

10. 면접위원. 9/23 10:30-12:00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직원채용 면접위원, 2020. 9. 23.

11. 자문위원.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2020. 9. 18.

12. 면접위원.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직원채용 면접위원, 2020. 11. 3.

<기고문>

   1. 65세 정년은 비과학적으로 정해진 것. 백세시대신문(금요칼럼), 11쪽, 2020. 11. 17.

   2. 정년제도는 내로남불과 강자 논리다. 백세시대신문(금요칼럼), 11쪽, 2020. 3. 30.

   3. 나이 들면서 꼰대가 아닌 멘토가 되자. 백세시대신문(금요칼럼), 11쪽, 2020. 5. 22.

   4. 왜 나이 들면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가? 백세시대신문(금요칼럼), 11쪽, 2020. 7. 10. 

   5. 국제인권법 제정을 위한 UN 활동 10년. 백세시대신문(금요칼럼), 11쪽, 2020. 9. 11. 

   6. 대한노인회 회장 선거에 부쳐. 실버타임즈(칼럼), 7쪽, 2020. 9. 25. 

   7. 노인행복부 설치하면 노인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실버타임즈(칼럼), 5쪽, 2020. 10. 15.

   8. 대한노인회의 새로운 탄생을 촉구한다. 백세시대신문(금요칼럼), 11쪽, 2020. 11. 13.

   9.   노인빈곤, 이제는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이 문제다. 실버타임즈(기획시리즈 

6), 2쪽, 2020. 12. 15.

<기타 근황>

   1.   청춘은 인생의 한 시절이 아니라 마음가짐. 월간지 인터뷰, 2020. 1. 6(월간중앙 2020.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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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180-183쪽).

   2. 코로나 19 이후의 노인복지의 갈 길. KBS 방송국 인터뷰, 2020, 7. 14(2020. 8. 29. 방영).

   3. 경기복지재단 주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 서비스” 세미나 좌장, 2020. 7. 30.

   4.   선진사회복지회주관 노인의 날 기념 “국제 노인인권 증진 동향과 노인단체의 역할” 세미

나 좌장, 2020. 10. 8. 

   5.   서울대학교노화고령사회연구소 주관 “코로나-19와 노인 대상 서비스 증진 방안” 세미나 

좌장, 2020. 11. 6.

   6. 제주연구원 주관 “제주도 베이비부머 실태 조사 발표회”, 좌장, 2020. 11. 9. 

   7.   국가인권위워원회 주관 국제 노인인권 Webinar(“노인인권과 노동권과 노동시장 접근권 

보장)” 토론자로 참석, 2020. 12. 7.

   8.   국회미래연구원 원장과의 인터뷰 및 녹화(주제: 지속가능한 고령화 사회를 위한 정책 패

러다임의 변화), 2020. 12. 9.

자연과학대학

박세희 (수리과학부)

<논문>

   1.   Park, S. (2020) A panoramic view of the realm of Ky Fan’s 1952 lemma, Nonlinear 

Analysis and Convex Analysis (NACA 2017, Chitose, Hokkaido), 16pp. Research Gate 

2020.

   2.   Park, S. (2020) Various examples of the KKM spaces (Presented at IWNAO2018), J. 

Nonlinear Convex Anal. 21(1): 1-19.

   3.   Park, S. (2020) KKM implies the Brouwer fixed point theorem: Revisited, J. Nat. Acad. 

Sci., ROK, Nat. Sci. Ser. 59(1): 1-17.

   4.   Park, S. (2020) From Fan to Granas - The rise of Grand KKM Theory, Conference 

Paper, Professor Granas Memorial Conference, 14pp. Research Gate, March 2020.

   5.   Park, S. (2020) KKM implies the Brouwer fixed point theorem: Another proof, Results 

in Nonlinear Analysis 3(1): 12-17.

   6.   Park, S. (2020) A unified generalization of the Brouwer fixed point theorem, J. Fixed 

Point Theory, 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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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Park, S. (2020) Improving some KKM theoretic results, Results in Nonlinear Analysis  

3(2): 68-77.

   8.   Park, S. (2020) The rise and fall of L-spaces, Adv. Th. Nonlinear Anal. Appl. 4(3): 152-

166.

   9.   Park, S. (2020) On some KKM theoretic results on CAT(0) spaces and others, J. Fixed 

Point Theory. 2020:7 DOI: 10.13140/RG.2.2.12811.11047.

10.   Park, S. (2020) Remarks on the better admissible multimaps, J. Nonlinear Anal. Optim. 

11(2): 137-141.

11.   Park, S. (2020) Coupled fixed point problem in abstract convex spaces, J. Informatics 

Math. Sci. 12(4): 247-256. DOI: 10.26713/jims.v12i4.1498.

12.   Park, S. (2020) On some KKM theoretic results related to abstract convex spaces, J. Nat. 

Acad. Sci., ROK, Nat. Sci. Ser. 59(2): 339-365. DOI: 10.13140/RG.2.2.35050.75209.

<기고문>

   1. 우리나라 대학의 약진. 대학지성, 2020. 3. 8.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According to MathSciNet of the American Mathematical Society, Sehie Park has 300 

publications and is cited 1,599 times by 437 authors. 2020. 1. 20.

   2.   According to ResearchGate, Sehie Park has 420 Research items, 22,191 Reads, and 

5,272 Citations. 2020. 10. 1.

   3.   According to Mendeley Stats, Sehie Park has 1,473 Citations and 22,407 Total Views by 

206 Readers. 2020. 2. 1.

   4.   2019. 12. 18.에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되어, 2020년에 공훈록이 출간되고, 

2020. 11. 19. 세종과학기술인대회에서 유공자 지정 증서를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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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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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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성, 김재룡 외 3인: 4차 산업혁명시대의 혁신성장 전략과 사회적책임경영. 총 

246쪽, 사회적책임경영품질원 발행, 2020. 10. 23.

   2.   이충희, 박성현, 이영백 외 2인: 인공지능과 데이터과학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 전략. 총 

136쪽,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발

행, 2020. 11. 30.

<논문>

   1.   박성현(2020) 자연과학대학 설립과 초기 발전과정에 대한 회고. 일반 컬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회보 제15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발행, 176-187쪽, 2020. 2. 28.

   2.   박성현(2020)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데이터 과학자 양성 정책 연구. 대한민국 학

술원 논문집(자연과학편), 제58집, 2호, 307-400쪽, 2020. 1.

   3.   Sung Hyun Park, Su Mi Dhalgaard-Park, and Dong-Chun Kim (2020) New Paradigm 

of Lean Six Sigma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Quality Innovation Prosperity, Vol. 

24, No. 1, pp. 1-16, Scopus Journal, Published on 2020-03-31. 

<학술회의>

   1.   Sung Hyun Park: 4.15 pre-vote result statistically difficult to understand. Invited 

Speaker in the 2020 KCPAC(Korea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 Joint 

US-ROK Conference, General Election Analysis, Hyatt Hotel, Seoul, 2020. 8. 25. 

   2.   박성현: 국가통계의 현재와 미래 종합토론. 제10회 국가통계방법론 온라인 심포지엄, 통

계청 통계센터 1층 국제회의실, 대전, 2020. 9. 24.

   3.   박성현: 코로나 시대의 리스크 관리와 미래 성장 전략. 사회적책임경영품질 컨벤션 특별

강연 발표, 컨벤션 발표 문집, 58-68쪽, 사회적책임경영품질원 주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

센터 3층,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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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박성현: 인공지능과 데이터과학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 전략. 주제 발표, 제13회 시니어과

학기술인협회 포럼 겸 국회 4차 산업혁명포럼 공동 주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2020. 11. 18. 

<강의 및 특강>

   1.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한국 지성에게 듣는다’ 프로그램, 에듀

티비(EduTV) 강연, 2020. 1. 9.

   2.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실행전략. 사회적 책임 경영품질원 제1기 사회적 책임 지도사 

양성과정 강연, 사회적 책임 경영품질원 주최, 서울 금천구 BYC 하이시티 C동 강의장, 

2020. 1. 16.

   3.   통계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결과가 발생한 지난 총선. 자유한국포럼 초청 강연, 서울 필동 

한국의 집, 2020. 5. 21.

   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회적 책임 경영품질원 제2기 사회적 책임 지도사 양성과정 강연, 

사회적 책임 경영품질원 주최, 서울 금천구 BYC 하이시티 C동 강의장, 2020. 6. 26.

   5.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사회의 변화. 대구영남고등학교 초청 강연,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석

학과의 만남 프로그램 주관, 대구영남고등학교 강당, 2020. 7. 8.

   6.   사회적 책임 경영의 개요. 사회적 책임 경영품질원 제3기 사회적 책임 지도사 양성과정 

강연, 사회적책임경영품질원 주최, 서울 금천구 BYC 하이시티 C동 강의장, 2020. 11. 25.

   7.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사회. 강릉명륜고등학교 초청 강연,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석학과의 

만남 프로그램 주관, 강릉명륜고등학교 강당, 2020. 12. 9.

<기고문>

   1.   중고생의 심각한 과학 ·수학 학력 저하,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감

격사회 특별기고,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발행(http://www.nacsi.or.kr), 2020. 1. 6. 

   2.   정치에 발목 잡힌 과학기술. 미래한국, 614호, 미래한국미디어 발행 격주간지, 45-47쪽, 

2020. 1. 8. 

   3.   통과된 ‘데이터 3법’, 제 기능 발휘하려면. 경제포커스(www.economyf.com), 시리즈 전문 

컬럼, 2020. 1. 14.

   4. ‘혁신적 포용국가’로는 혁신성장 못한다. 한국경제신문, 한경오피니언 시론, 2020. 2. 3. 

   5.   통일로 가는 길목의 첫 단계에서 남북한이 같이 추구할 공동의 가치는 무엇이 있을까. 동

북아공동체문화재단 감격사회 350호 특별기고,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발행, 2020. 2. 6.  

   6.   민의를 왜곡하는 여론조사. 미래한국, 616호, 미래한국미디어 발행, 32-36쪽, 2020. 2. 12.



454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20, 제16호

   7.   ‘데이터 3법’ 빅데이터 ·인공지능에 기여하려면. 미래한국, 617호, 미래한국미디어 발행, 

70-73쪽, 2020. 2. 26. 

 8.   정치에 발목 잡힌 기술 혁신성장. 대학In&Out 시니어칼럼, 대학지성In&Out 발행, 2020. 

3. 1.

   9.   과학기술인의 좌절감, 혁신성장에 동참하도록 여건 조성돼야. 경제포커스(www.

economyf.com), 시리즈 전문칼럼, 2020. 3. 5. 

10.   무너져가는 한국 산업, 코로나19 악재 극복할 수 있을까. 618호, 미래한국미디어 발행, 

56-59쪽, 2020. 2. 12.

11.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인구재앙. 미래한국, 619호, 미래한국미디어 발행, 49-53쪽, 2020. 

3. 25. 

12.   치솟는 사교육비, 무너진 공교육. 미래한국, 620호, 미래한국미디어 발행, 21-25쪽, 2020. 

4. 8. 

13.   과학기술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는 정치를 바라며.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감격사회 360

호 특별기고, 2020. 4. 8.   

14.   책임커진 정부 ·여당, 혁신성장의 길 진지하게 모색해야. 경제포커스, 시리즈 전문컬럼

(www.economyf.com), 2020. 4. 21.

15. 코로나로 변화될 세상. 미래한국, 621호, 미래한국미디어 발행, 28-33쪽, 2020. 4. 22. 

16.   사전투표 결과 통계적으로 이해 안 돼, 선관위, 의혹 풀어줄 책임 있어.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 최보식이 만난 사람, 오피니언/인터뷰, 2020. 5. 4. 조선일보 A24면(http://news.

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4/2020050400098.html). 

17.   4 ·15 총선 결과의 통계적 특이점들. 미래한국, 622호, 미래한국미디어 발행, 38-43쪽, 

2020. 5. 13. 

18.   우리나라는 규제완화가 왜 어려운가. 시니어과협 매거진, Vol. 5, No. 1, p. 8, 시니어과학

기술인협회 발행, 2020. 3. 31. 

19.   노조도 이제 사회적 책임 실천해야. 미래한국, 624호, 미래한국미디어 발행, 50-54쪽, 

2020. 6. 10. 

20.   노조는 사회적 책임 다하고 있나. 한국경제신문, 한경오피니언 시론, 2020. 6. 26. 출처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062598221).

21.   중국 과학기술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계간 철학과 현실, 특별기고, 220-255쪽, 철학

문화연구소 발행, 2020년 여름 통권 125호.

22.   자랑스러운 시니어과협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서서. 시니어과협 매거진, Vol. 5, No. 2, 5

쪽, 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발행, 202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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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데이터 뉴딜 성공의 조건, ‘데이터 청’ 설립과 극복해야 할 과제들. 미래한국, 628호, 미래

한국미디어 발행, 8-12쪽, 2020. 8. 5. 

24.   탈원전에 매장되는 한국의 과학기술. 미래한국, 630호, 미래한국미디어 발행, 48-51쪽, 

2020. 9. 2. 

25.   데이터 ·AI 경제시대, 데이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감격사회 특

별기고 (http://www.nacsi.or.kr), 2020. 9. 22.

26.   한미동맹, 기술동맹으로 진화해야. 미래한국, 632호, 미래한국미디어 발행, 12-17쪽, 2020. 

9. 30. 

27.   AI와 데이터 사이언스의 역할과 국가통계 발전 전략. KOSTAT 통계플러스, 66-75쪽. 통계

청 통계개발원 계간지, Vol. 11, 2020년 9월 발행. 

28.   빅데이터. 시니어과협 매거진, Vol. 5, No. 3, 8-9쪽,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발행, 

2020. 9. 30. 

29.   기업과 정부 혁신성장의 조건. 미래한국, 634호, 미래한국미디어 발행, 38-42쪽, 2020. 11. 4. 

30.   코로나 이후 사회생활 변화와 통계 업무의 진화 방향. 통계의 창, 2020년 겨울호 Vol. 26, 

2-9쪽, 통계청 통계교육원 발행, 2020. 11. 30. 

31.   코로나 시대, 심각한 교육 불평등. 미래한국, 636호, 미래한국미디어 발행, 70-73쪽, 2020. 

12. 2. 

32.   고용부의 ‘주 52시간 조사 데이터’ 신뢰할 수 있나. 미래한국, 637호, 미래한국미디어 발

행, 46-48쪽, 2020. 12. 16.

33.   통계학의 발전과 데이터 기반 지능정보화 사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2020 연구보

고서(고교생의 꿈을 위한 석학가이드 III, 이흥식 외 9인 공저) 중에서 한 장(chapter), 

27-40쪽, 2020년 12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발행.

34.   주택가격 통계와 현실의 괴리. 미래한국, 638호, 미래한국미디어 발행, 44-47쪽, 2020. 12. 

30.

<기타 근황>

   1.   사회적 책임 경영품질원 회장. 사회적 책임 경영품질 컨벤션 개최,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 

센터 3 다이어몬드룸, 2020. 11. 4.

   2. 이사. 한국품질재단 이사회, 2010. 3~2020. 10.

   3. 편집위원. 미래한국잡지, 2004. 6.(104호, 2기부터)~현재. 

   4. 회장. 사회적책임경영품질원, 2016. 3~현재.

   5.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과학영재사사사업 멘터로 참여, 2020.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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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고문으로 활동, 2017. 3~현재.

   7. 위원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남북과학기술협력위원회, 2019. 4. 4~현재.

   8. 회장. 대한민국 학술원 제1분과, 2019. 9. 1~2020. 8. 31

   9. 이사. GMTO Corporation 이사회, 2019. 11. 1~현재.

     (GMTO: Giant Magellan Telescope Organization, 미국 L.A. 소재)

서세원 (화학부)

<논문>

   1.   Min, K, An DR, Yoon, H-J, et al. (2020) Peptidoglycan reshaping by a noncanonical 

peptidase for helical cell shape in Campylobacter jejuni. Nature Commun. 11(1), 458. 

doi: 10.1038/s41467-019-13934-4.

이인규 (생명과학부)

<저서>

   1.   이인규 외 4인(공저): 학문 후속 세대를 위한 나의 학문, 나의 삶 1.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협의회, 총 452쪽, 2020. 10. 30.

<강의 및 특강>

   1. 자연유산의 이해. 부여 전통문화대학, 문화재 특강. 2020.   1. 13.

   2.   한국지성에게 듣는다 – ‘문화재와 유산’. 서울대, 평생교육원 주관. edu. TV, 2020.   1. 23.

   3.   융복합시대의 생명윤리. 교사직무연수강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주관, 서울대학

교 사범대학 10-1동 501호, 2020.   1. 29.

   4.   과학과 종교, 생명공학의 발전은 어디까지인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

강, 시흥시 함현고등학교 교양강좌, 2020. 11. 19.

   5.   중년기 이후의 삶과 영적 생활. 서울시 약수노인종합복지관 특강(녹화방송), 2020. 11. 26.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한국문화자연유산학회 임원회. 2020. 1. 9., 2. 7., 4. 10., 5. 5., 8. 19., 12. 12.

   2.   한국조류학회 회장단 회의. 서울. 2020.   1. 15.

   3.   명예교수협의회 운영위원회. 호암교수회관.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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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명예교수협의회 총회. 호암교수회관(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회장 직무 끝냄), 2020. 

2. 6.

   5.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동창회장상 수상자 선임위원장으로 추대, 2020. 2. 20., 회장 추대

위원회, 2. 21., 총회, 6. 17.

   6.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분과 자문위원회. 대전 문화재청, 2020. 3. 5., 3. 19.

   7.   자연유산 보존관리 활용방안 마련 연구 및 국립자연유산원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

회. 대전, 문화재청, 2020. 4. 23.

   8.   자연유산법 제정 협의. 문화재 천연기념물분과위원장 모임, 덕수궁. 2020. 10. 14., 문화재

청장 주관 모임, 서울. 10. 30.

   9.   한국조류학회 총회. 삼척시. 2020. 10. 22~23.

<기고문>

   1. 대학에 스승은 있는가? 교수신문, 시니어 칼럼. 2020. 3. 24.

   2.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Mosegol Quarterly. 제7호. 23쪽. 2020. 9. 26.

   3.   소식지 복간을 축하하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소식지 2020 겨울호(제4호) 권두

언, 2020. 12.   1.

<기타 근황>

   1.   자랑스러운 종친: 서울대 명예교수 이인규. 성주 이씨 대종회보, 제156호, 15-19쪽. 2020. 

1. 1.

   2.   나눔과 봉사 실천하는 노익장. 부산고등학교 회보, 청조인 초대석, 12-13쪽, 2020. 4.

   3.   문화유산 탐방. 한국문화자연유산학회 주관, 안동시, 도산서원. 2020. 7. 3~4. 서울, 진관

사, 9. 12., 전라남도 일원 고택 탐방. 10. 20~21.

   4.   명예교수협의회 산업시찰. 서울대 시흥 캠퍼스 탐방, 2020. 11. 11.

임정빈 (생명과학부)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대한민국학술원총회에서 신임회원으로 선출됨. 2020.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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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봉 (생명과학부)

<강의 및 특강>

   1. 자연과학대학에서 2020학년도 1학기 생물학을 비대면 인터넷으로 강의하였음.

박용안 (지구환경과학부)

<논문>

   1.   21세기 대륙붕시대, 우리는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가? 이어도 저널에 발표, Vol. 18(2020), 

4-10쪽.

<동정>

   1.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유엔대륙붕한계 Commission(CLCS/UNCLOS)의 52차 session 

(2020. 1. 25~3. 14)에 참석하여 러시아정부, 케냐정부 및 브라질정부의 대륙붕 outer 

limit 경계획정 청원자료를 심사함.

<학술회의>

   1.   유엔본부에서 주관한 MS-Teams system의 화상회의(virtual meeting)에 유엔대륙붕한계 

Commission(CLCS/UNCLOS)의 5대 의장으로 참가, 2020. 8. 11.

이동규 (지구환경과학부)

<논문>

   1.   Ahn, Joong-Bae, Young-Hyun Kim, Dong-Kyou Lee,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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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matol. 1–16.

   2.   Lee, Dong-Kyou, and Dong-Hyun Cha (2020) Regional climate modeling for Asia, 

Geosci. Lett., 7, 13.

   3.   Kim, Gayoung, Dong-Hyun Cha, Dong-Kyou Lee, et al. (2020) Projection of future 

precipitation change over South Korea by regional climate models and bias correction 

methods, Theor. Appl. Climatol., 141, 1415–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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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Park, Changyong, Dong-Hyun Cha, Dong-Kyou Lee, et al. (2020) Evaluation of 

summer precipitation over far East Asia and South Korea simulated by multiple 

regional climate models, Int. J. Climatol. 40: 2270-2284.

   5.   Kim, Gayoung, Dong-Hyun Cha, Dong-Kyou Lee, et al. (2020) Evaluation and 

Projection of Regional Climate over East Asia in CORDEX-East Asia Phase I 

Experiment, Asian-Pacific Journal of Atmospheric Science., 1-16.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위원, 한국기상학회 포상위원회 2013. 1~현재.

   2. 회원, 한국기상학회 총회 및 평의원회(On-line 참석), 2020. 10. 28~30.

   3.   Honorary Member, 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 (AOGS) Annual Meeting 

(On-line), 2020. 7. 3.

   4.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SEES Colloquium, Dr. Bill Kuo (UCAR, USA) Seminar 

(On-line 참석), 2020. 11. 25.

<기고문>

   1. 중규모 대류계의 예측, 기상기술정책, 13권 1호, 66-79쪽, 2020. 6. 30.

최덕근 (지구환경과학부)

<논문>

   1.   Lim C, Oh CW, Choi DK, Jeong Y-J, Chatterjee A (2020) Redefinition of the boundary 

between the Taebaeksan Basin and the Ogcheon metamorphic belt, Korea: A remark 

on the South Korean Tectonic Line (SKTL). Episodes.

<강의 및 특강>

   1. 판구조론으로 본 한반도 형성과정. 숭문고등학교, 2020. 10. 28.

   2. 판구조론으로 본 한반도 형성과정. 문영여자고등학교, 2020. 11. 2.

   3. 지구 46억 년, 10대 사건: 1, 지구의 탄생. EBS 클래스e, 2020. 10. 29.

   4. 지구 46억 년, 10대 사건: 2, 지각, 해양, 대기의 형성. EBS 클래스e, 2020. 10. 30.

   5. 지구 46억 년, 10대 사건: 3, 생물의 출현. EBS 클래스e, 2020. 11. 2.

   6. 지구 46억 년, 10대 사건: 4, 산소혁명사건. EBS 클래스e,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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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지구 46억 년, 10대 사건: 5, 눈덩이지구 빙하시대. EBS 클래스e, 2020. 11. 4.

   8. 지구 46억 년, 10대 사건: 6, 캄브리아기 생물대폭발. EBS 클래스e, 2020. 11. 5.

   9. 지구 46억 년, 10대 사건: 7, 생물의 육상 진출. EBS 클래스e, 2020. 11. 6.

10. 지구 46억 년, 10대 사건: 8, 초대륙 판게아 형성. EBS 클래스e, 2020. 11. 9.

11. 지구 46억 년, 10대 사건: 9, 생물 대량멸종사건. EBS 클래스e, 2020. 11. 10.

12. 지구 46억 년, 10대 사건: 10, 인류의 출현. EBS 클래스e, 2020. 11. 11.

간호대학

김정은 (간호학과)

<보고서>

   1.   김정은: 아동 환자의 정서 지원을 위한 케어로봇 시스템 개발 및 평가. 총 26쪽, 한국연구

재단, 2020. 9. 25.

   2.   김정은, 김석화, 김성희 외 5명: 신노년층의 활동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Internet of 

Healthy Things 디자인 융복합 연구. 서울대학교, 2020.

<논문>

   1.   Lee HS, Kim JE, Piao MH, et al. (2020) The purpose of bedside robots: Exploring the 

needs of inpatients and healthcare professionals. Comput Inform Nurs., 38(1), 8-17.

   2.   Lee HS, Kim JE (2020) Development of a User Needs-based Telepresence Robot for 

Consultation. Technology and Health Care, 28(1), 99-105.

   3.   Lee JS, Kim JE, Byun AJ, et al. (2020) Application design for child obesity management 

based on users’ preferences and needs.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42(5), 

356-364.

   4.   Jang SM, Lee KA, Hong YJ, et al. (2020) Economic Evaluation of Robot-Based 

Telemedicine Consultation Services. Telemed J E Health, 26(9), 1134-1140.

   5.   Lee HS, Piao MH, Ryu HJ, et al. (2020) Development of a Healthy Lifestyle Coaching 

Chatbot Using a Habit Formation Model. Healthcare Informatics Research, 26(4), 255-

264.

   6.   Piao MH, Ryu HJ, Lee HS, et al. (2020) Use of the Healthy Lifestyle Coaching Chat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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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 to Promote Stair-Climbing Habits Among Office Workers: Exploratory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MIR mHealth and uHealth, 8(5), e15085.

   7.   Jin ML, Kim JE (2020) A Survey of Nurses’ Needs for Care Robots combining Robot-

Care, Game-Care, and Edu-Care in General Children’s Hospitals. Comput Inform Nurs., 

38(7), 349-357.

   8.   Lee HS, Kim JE, Kim SW, et al. (2020) Usability Evaluation of User Requirement-Based 

Teleconsultation Robots: A Preliminary Report from South Korea. Methods Inf Med., 

59(2-3), 86-95. 

   9.   Jang SM, Hong YJ, Lee KA, et al. (2020) Assessment of User Needs for Telemedicine 

Robots in a Developing Nation Hospital Setting. Telemed J E Health, DOI: 10.1089/

tmj.2020.0215. 

10.   장선미, 김정은(2020) 일반간호사의 간호정보역량 이해 및 향상 전략: 포커스 그룹 인터

뷰를 중심으로.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6(3), 299-310.

11.   이지산, 김헌성, 김정은(2020) 병원 밖 의료데이터: 환자 유래 건강데이터. J Korean 

Diabetes, 21(3), 149-155.

<학술회의>

   1.   Choi HN, Kim JE, Im EO: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nd Psychological Effects of 

Tele-conferencing Exercise Therapy: Low-income Elderly Women in South Korea. 23rd 

EAFONS 2020, Chiang Mai, Thailand, 2020. 1. 10~11.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부회장. 대한의료정보학회, 2019. 1. 1~2020. 12. 31.

   2.   부회장. 대한환자안전학회, 2019. 1. 1~2020. 12. 31.

   3.   Editor. Telemedicine & e-Health, 2019. 7. 1~2021. 6. 30

<연구>

   1.   김정은: 아동 환자의 정서 지원을 위한 케어로봇 시스템 개발 및 평가. 한국연구재단, 

2019. 6. 1~2020. 8. 31.

   2.   김정은, 김석화, 김성희, 허윤정, 황철용, 최윤영, 이의훈, 공현중: 노년층의 건강하고 활동

적인 생활영위를 위한 실버 스마트 시스템 Internet of Healthy Things 디자인 융복합 연

구 - 신재생 에너지인 신노년층의 신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 2019. 8. 1~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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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간호학과)

<저서>

   1.   원서 Qualitative Research Design: An Interactive Approach (3rd. ed.), (2013). J. A. 

Maxwell, Sage Publications을 번역함. 질적 연구 설계: 상호 작용적 접근 (2020). 번역자: 

이명선, 손행미, 오세은, 수문사.

<강의 및 특강>

   1.   질적 연구 설계. 대한질적연구학회 워크숍.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517호 비대면 강의실. 

2020. 11. 7.

최명애 (간호학과)

<저서>

   1.   최명애, 김주현, 최스미, 이경숙, 안경주, 김은희: 생리학. 6판, 총 398쪽, 현문사, 2020. 8. 

10.

<강의>

   1.   새터민 간호대학생 대상 생리학, 병태생리학 강의,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동 205호 세

미나실, 2020.   1. 7~2. 11.

   2.   On-line 특강; 중국 산동대학교 간호 및 재활대학 대학원 석사과정,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2020. 12. 8.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한국기초간호학회 고문, 2013~현재.

<기타 근황>

   1. 간호대학 졸업 30, 40, 50주년 기념 모교방문, 간호대학강당, 2020. 10. 16.

   2.   한국간호과학회 창립 50주년 기념식(비대면), 한국과학기술회관, 2020.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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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 ·경영전문대학원

윤계섭 (경영학과)

<동정>

   1. 서울사대부고 총동창회가 수여하는 제22회 자랑스러운 부고인에 선정. 2020. 10. 7.

조동성 (경영학과)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산업정책연구원 제5대 이사장에 취임. 2020. 7. 29.

최종태 (경영학과)

<연구논문>

   1.   최종태: 풀뿌리 노사공동체와 경영공동체, 勞使關係硏究 제31권, 1-29쪽, 서울대 노사관

계연구소, 2020년 12월.

<공동저서>

   1.   최종태, 이인규 외 3인: 나의 학문 경영학, 사람중심 경영학의 만남과 도전. 학문 후속 세

대를 위한 나의 학문, 나의 삶. 총 452쪽,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2020. 10. 30.

<특강>

   1.   사회변동에 따른 시민교육과 인성교육.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및 서울대학사범대

학 교육연수원 주관, 2019~2020 겨울방학 교사직무연수, 가치 변화에 부응하는 인성교육

의 방안모색, “인성교육”, 사범대학 교육정보관, 2020. 1. 28~31.

   2. 질서자유주의와 인본적 자본주의 정책,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최고위과정, 2020. 6. 12.

<좌담회>

   1. 노사문화 창달. 노사공포럼 53호, 2020.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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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공포럼>

   1.   (사)노사공포럼, 새로운 노사문화 정립 및 확산, 2020년 제1차 노사문화 포럼, 켄싱호텔 

15층, 그렌드스테이션 홀, 2020. 6. 10.

   2. (사)노사공포럼, 노사관계와 노동조합, 켄싱호텔 15층, 그렌드스테이션 홀, 2020. 7. 8.

   3. (사)노사공포럼, 켄싱호텔 15층, 노사관계와 노동정책, 그렌드스테이션 홀, 2020. 10. 13.

   4. (사)노사공포럼, 켄싱호텔 15층, 노동관계법과 ILO, 그렌드스테이션 홀, 2020. 10. 27.

   5. (사)노사공포럼, 켄싱호텔 15층, 노사관계와 사회적대화, 그렌드스테이션 홀, 2020. 12. 24.

<질서경제사회 연구회>

   1.   한국 질서경제학회 경제사회 연구회, 질서자유주의 사회장경제, 선릉 지산빌딩 7층, 

2020. 5. 23.

   2. 한국질서경제학회 경제사회 연구회, 연금개혁, 선릉 지산빌딩 7층, 2020. 5. 23.

   3.   한국질서경제학회 경제사회 연구회, 오이켄 애덤 스미스 질서자유주의, 선릉 지산빌딩 7

층, 2020. 6. 27.

   4.   한국질서경제학회 경제사회 연구회, 북한경제와 사회정책, 선릉 지산빌딩 7층, 2020. 7. 

18.

   5.   한국질서경제학회 경제사회연구회, 경제질서와 자유시장경제, 선릉 지산빌딩 7층, 2020. 

8. 21.

   6.   한국질서경제학회 경제사회 연구회, 질서경제학: 하이에크와 오이켄. 선릉 지산빌딩 7층, 

2020. 9. 12.

   7. 한국질서경제학회 경제사회 연구회, 경제 민주화. 선릉 지산빌딩 7층, 2020.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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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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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국노사관계학회 고문.

11. 한국경영사학회 고문.

12. 한국 질서 경제학회 고문.

<기타 근황>

   1. ILERA 한국 자문회의, 세계대회, 달게비, 2020. 7. 23.

   2. 한국경총 자문회의. 고용노동시장, 조선호텔, 2020. 5. 14.

   3. 한국경총 자문회의. 시장경제와 기업, 신라호텔, 2020. 7. 15.

   4. 한국경총 자문회의. 노동법개정, 포시즌 호텔, 2020. 12. 24.

   5. 함께 일하는 재단 이사회. 플라자 호텔, 2020. 2. 26.

   6. 함께 일하는 재단 이사회. 프레시덴트 호텔, 2020. 7. 9.

   7.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이사회 및 총회. 호암교수회관, 2020. 2. 6.

공과대학

정인석 (항공우주공학과)

<연구 논문>

   1.   Eunju Jeong, Sean O’Byrne, In-Seuck Jeung, and A.E.P. Houwing (2020) The effect of 

fuel injection location on supersonic hydrogen combustion in a cavity-based model 

scramjet combustor, Energies, Vol. 13, 193, DOI:10.3390/en13010193.

   2.   Seyed Mahmood Mousavi, Reza Kamali, Freshteh Sotoudeh, Nadir Karimi, In-Seuck 

Jeung (2020) Numerical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swirling hot co-flow on MILD 

combustion of a hydrogen-methane blend, Journal of Energy Resources and 

Technology, ASME, Vol. 142, 112301 https://asmedigitalcolklection.asme.org/

energyresources/article-pdf/142/11/112301/6541968/jert_142_11_112301.pdf.

   3.   Amrith Mariappan, V.R. Sanal Kumar, Stephen J. Weddell, Vishnu Anand Muruganandan, 

In-Seuck Jeung (2020) Theoretical studies on space debris recycling and energy 

conversion system in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Engineering Reports. Wiley. 

2020;e12317. https://doi.org10.1002/eng2.1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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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학술회의>

   1.   Progress in Energy and Combustion Science Editorial Board Meeting (September 23, 

2020) Zoom Web conference.

   2.   29th International Colloquium on Dynamics of Explosions and Reactive Systems. 

( June 20-June 25, 2022) Board of Directors Meeting (October 23, 2020) Zoom Web 

conference.

 

<강연 및 특강>

   1. 우주항공공학입문. 미림여자 고등학교, 대학전공 사전교육, 2020. 7. 7~10.

<Editorial>

   1.   Guest Editor. Energies, Special Issue, “Ramjet and Scramjet Combustion” submission 

due 31 January 2020. Open Access Journal by MDPI. 

   2.   Topical Editor. Energies.

   3.   Associate Editor. The Proceedings of the Combustion Institute.

   4.   Associate Editor. Transactions of Japan Society for Aeronautical and Space Sciences.

   5.   Editorial Board. Progress in Energy and Combustion Science.

   6.   한국항공우주학회지 자문위원.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미국항공우주학회(AIAA) Associate Fellow. 2003.1~현재.

   2.   국제폭발/반응역학학회(The Institute for Dynamics of Explosions and Re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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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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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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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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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B50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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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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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중, 관심지역 조기관측 임무수행 준비중.

유정열 (기계항공공학부)

<논문>

   1.   Kang S, Choi H, Yoo JY, et al. (2020) Performance comparison of parallel ILU 

preconditioners for the incompressible Navier-Stokes equations,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34(3), 1175-1184. DOI 10.1007/s12206-020-0120-9.

   2.   McEligot DM, Bae JH, Yoo JY, et al. (2020) Some observations concerning 

“laminarization” in heated vertical tubes, Int. J. Heat Mass Transfer, 163, 120101. 

https://doi.org/10.1016/j.ijheatmasstransfer.2020.120101.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심사위원. 대한민국학술원상 자연과학응용부문 심사위원회. 대한민국학술원, 2020. 5. 8.

   2.   심사위원. 우수학술도서 선정심사위원회. 대한민국학술원, 2020. 6. 3.

   3.   고문(유체공학부문). 대한기계학회, 2010. 1. 1~현재.

   4.   편집자문위원 겸 지역편집인. Journal of Mechanics in Medicine and Biology, 2001. 5~

현재.

   5.   편집자문위원. Journal of Visualization, 2010. 10~현재.

   6.   자문위원. 순환기의공학회, 2020. 6~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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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고문. 한국가시화정보학회, 2010. 1. 1~현재.

   8.   상임위원. 한국유체공학학술대회, 2000. 6~현재.

<기고문>

   1. 비뉴톤유체역학의 개요. 대한민국학술원통신 제323호. 7-14쪽, 2020. 6. 1.

<연구>

   1.   유정열: 제4세대 원자로용 초임계수의 열수력학에 관한 연구. 대한민국학술원. 2020. 2.~ 

11. 15.

<동정>

   1. 대한민국학술원 자연과학부 제3분과회장에 선임. 2020. 9. 24.

이우일 (기계항공공학부)

<동정>

   1.   유튜브 ‘한국과총’ 채널에서 ‘코로나19가 가져올 변화’를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 개최. 

2020. 3. 26.

이장무 (기계항공공학부)

<동정>

   1.   부회장. 2020년 7월 29일에 개최된 대한민국학술원총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됨. 임기는 

2022년 3월 말까지임.

권욱현 (전기 ·정보공학부)

<국제 학술모임>

   1.   2020 Virtual IFA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utomatic Control) World Congress. 

July 11-17, 2020. IFAC Advisor로 참여.

   2.   Virtual IFA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utomatic Control) Foundation Meeting, 

October 8, 2020 IFAC 재단 이사로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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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부회장(간사), 대한민국과학기술유공자회, 2019~현재.

   2. 부회장. 기획위원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2016~2020. 4.

   3. 위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발전위원회, 2016~현재.

   4. 과학자문위원. 기초과학연구원(IBS), 2015. 2~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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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대학 학부제를 이끈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의 자발적 통합.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

보 2019(제15호), 199-212쪽, 2020. 2. 28.

   2.   명예교수협의회의 법인화 성취와 남은 과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9(제15호), 

480-484쪽, 2020. 2. 28.

   3. 서울공대 1962년도 입학동기생과 박정희 대통령. 서울공대지, 2020년 116호.

<동정>

   1.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에서 주최하는 “2020년도 Wook Hyun Kwon Lecture”의 강

연자로 자동제어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의 Brian 

Anderson 교수가 선정되어 2020년 9월에 강연이 예상되었으나 Covid-19로 인하여 내년

으로 순연되었다(www.kwonlecture.snu.ac.kr). 

   2.   권욱현 우수연구상 수상식이 2020년 8월 24일 DGIST에서 열렸다. 수상자는 김도환 정보

통신융합과 박사과정 연구원이 수상하였고, 이 수상식에 권욱현 유공자가 참석하고 직접 

상을 시상하였다. 권욱현 혁신기술상(제2회) 수상식이 2020년 10월 22일~24일 제주도에

서 대한전기학회 대한전자공학회가 공동 개최한 CICS2020 행사에서 열렸다. 이재원 슈

프리마 회장이 수상하였다. 권욱현 젊은 연구자 논문상(제24회) 수상식이 2020년 10월13

일 개최된 제어로봇시스템학회 정기총회에서 있었다. 한양대학교 위문준 부교수가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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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3.   화상으로 진행한 “Reminiscing and Relaxing with Tom Kailath, Professor of Stanford 

University” 대담시리즈에서 권욱현 교수가 2020년 10월 1일 “My Experiences and Role 

model with Prof. Tom Kailath” 제목으로 한 시간 발표하고 질문을 받았다. 발표내용에

는 Kailath 교수를 롤모델로 삼은 내용과 한국의 발전과 관련된 권욱현 교수의 경력도 포

함되었다.

<기타 근황>

 1. (재)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자동화제계연국제학술기금 1,000만 원 출연, 2020. 12.

한송엽 (전기·정보공학부)

<강연>

   1.   지구를 살리자-태양광발전과 초전도응용.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주관하는 석학과의 만

남 프로그램, 청주고등학교, 2020. 11. 12.

<연구>

   1. 한송엽: 피뢰기의 저항성누설전류측정 기술개발. (주)서지텍 지원, 2020. 1~12.

   2. 한송엽: 누전경보장치 개발. (주)이텍코리아 지원, 2020. 8~12.

   3. 한송엽: Igr 측정기 개발. (주)진우 지원, 2019. 12~2020. 11.

<기타 근황>

(특허출원)

   1.   국내특허 “연산량 감소를 위한 피뢰기 저항성 누설전류 검출 장치 및 검출 방법”, 제

10-2020-0088685호, 2020. 7. 17.

   2.   국내특허, “단상 전선로의 저항성 누설전류 및 용량성 누설전류 측정장치”, 제10-2020-

0091611호, 2020. 7. 23.

   3.   미국특허, “DEVICE AND METHOD FOR DETECTING RESISTIVE LEAKAGE CURRENT 

TO REDUCE COMPUTATIONAL LOAD”, 제16497653호, 202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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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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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국공학교육학회 임원추천위원회 의장으로 선임되어 차기 회장 후보를 추천하고 부회

장 및 이사를 인준함, 2020. 5. 25.

   3.   한국공학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하여 “한송엽 공학교육상”을 시상함, 서울 

ONLINE, 2020. 9. 17.

   4. 대한민국학술원상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됨, 2020. 10. 10.

서경덕 (건설환경공학부)

<동정>

   1. 미 토목학회가 수여하는 International Coastal Engineering Award 수상.

전효택 (에너지자원공학과)

<저서>

   1. 전효택: 청년 연가(緣家). 세 번째 산문집, 공간, 총 247쪽, 2020. 12. 20. 

   2. 전효택(공저): 불안에서 건져 올린 달빛. 총 199쪽, 소후, 2020. 2. 22.

   3. 전효택(공저): 어머니의 유일한 노래. 총 255쪽, 비가람, 2020. 12. 20.

   4.   전효택(공저): 학문과 함께 배려하는 삶. 91-201쪽(『나의 학문 나의 삶 2』, 총 468쪽, 서울

대 명예교수협의회), 2020. 12. 30.

<전시>

   1. 전효택: 성공한 인생. 2020 서초시화전(서초문인협회). 인도박물관, 2020. 10. 26~28.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AAG(Association of Applied Geochemists), Fellow member.

   2. 한국공학한림원 원로회원.

   3. 한국자원공학회 명예회장.

   4. 예술의전당후원회 목련회원, 2001~현재.

   5. 현대수필 ·에세이스트 ·한국수필 ·한국산문 ·서초문협 ·리더스에세이 이사.

   6. 한국문인협회 회원(수필 분과), 2015~현재.

   7. 여행문화(격월간) 부주간, 2018~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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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1. 내로남불. 한국수필 1월호(통권 299호), 171-173쪽, 2020. 1. 1.

   2.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 감상.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제15호. 233-235쪽, 2020. 2. 

28.

   3. 신비함에 대하여. 리더스에세이 신년호(통권 16호), 44-45쪽, 2020. 2. 28. 

   4.   에스토니아 정신의 도시 타르투(Tartu)를 찾아. 서울공대 봄호(통권 116호), 43-45쪽, 

2020. 3.

   5. 우정을 빌미로. 현대수필 봄호(통권 113호), 110-113쪽, 2020. 3. 10. 

   6. 청년 연가(緣家). 한국산문 4월호(통권 168호), 129-132쪽, 2020. 4. 1.

   7.   자원공학과의 영원한 총통 홍준기 교수. 서울대 대학원 동창회보 제26호, 6-9쪽, 2020. 4. 

25.

   8. 보석광물(7) 호박(amber). 여행문화 5-6월호(통권 43호), 58-61쪽, 2020. 4. 25.

   9. 『그리스는 교열 중』을 읽고. 에세이스트 5-6월호(통권 91호), 150-154쪽, 2020. 5. 1.

10. 어머니의 유일한 노래. 문학 수(秀) 5-6월호(통권 2호), 53-56쪽, 2020. 5. 1. 

11.   『자전거와 카약으로 2만km를 달려간 남자』를 읽고, 리더스에세이 늦봄호(통권 17호), 

143-146쪽, 2020. 5. 10.

12. 우등생의 공부 비결이 있을까. 월간에세이 6월호(통권 398호), 94-95쪽, 2020. 6. 1.

13.   다시 찾은 독서 시간(『코로나19 이후의 삶, 그리고 행복』, 가태산 외 53인, 296쪽, SUN), 

201-204쪽, 2020. 6. 5.  

14. 공중에 떠 있는 수도원. 한국산문 7월호(통권 171호), 70-74쪽, 2020. 7. 1.

15. 내 기억 속의 비탈 동네 해방촌. 수필과비평 7월호(통권 225호), 111-114쪽, 2020. 7. 1.

16.   『일본 대표작가 대표작품선』을 읽고. 리더스에세이 여름호(통권 17호), 124-128쪽, 2020. 

7. 30.

17. 그리스 메테오라 수도원. 서울공대 웹진 117호. 2020. 9.

18. 나의 대표작 <평생의 인연>. 수필과비평 9월호(통권 227호), 30-34쪽, 2020. 9. 1.

19. 재능기부. 현대수필 가을호(통권 115호), 96-99쪽, 2020. 9. 10.

20.   되돌아 온 행운과 기쁨(2020 에세이스트작가회의 연간집 하권 『무상한 공존』 279쪽), 

188-191쪽, 2020. 10. 1.

21. 항공 심부름 유감. 에세이스트 11~12월호(통권 94호), 227-229쪽, 2020. 11. 1.

22. 해무(海霧). 리더스에세이 가을호(통권 18호), 107-110쪽, 2020. 11. 20.

23. 터키 카파도키아를 찾아서. 서울 공대 겨울호(118호), 45-47쪽, 2020. 12.

24. 타우포의 고마운 인연. 한국수필 12월호(통권 310), 234-236쪽,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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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프롬나드 인 러시아』를 읽고. 문학서초 24호, 197-200쪽, 2020. 12. 16.

26.   응용미술가의 꿈. 284-286쪽(리더스에세이 테마에세이, 『삶, 귀퉁이 벽돌이 되어』, 345쪽, 

소후), 2020. 12. 21.

27. 유쾌한 산책. 108-109쪽(『바람이 분다 2』, 총 219쪽, 문학의집 서울), 2020. 12. 20.

<신문 게재 및 NAVER 영상>

   1.   인터뷰 “자원개발은 오염 환경 복원까지” 일요주간 44-45쪽, 2020. 10. 8. 네이버 동영상

으로 인터넷에 게재.

김광현 (건축학과)

<저서>

   1. 김광현: 성당, 빛의 성작, 총 459쪽, 이유출판, 2020. 12. 31.

<작품 또는 연주>

   1. 김광현: 남양주시청 화장실 및 안내소. 2020. 8.

   2.   김광현: 율촌 청소년수련원. 2020. 10.

<보고서>

   1.   반포동 4-2번지 외 6필지 아파트지구 개발계획 수립 및 마스터플랜 구상 용역, 공동연구, 

서초구, 2020. 6.

   2.   남양주 궁집 프로젝트 기본계획, 공동연구, 남양주시, 2020. 9. 30.

<강의 및 특강>

   1. 크라운 해태 건축공부 강의, 랩 24, 2020. 1. 7.

   2.   크라운 해태 건축공부 강의, 싱카이 광화문점, 2020. 1. 21.

   3.   크라운 해태 건축공부 강의,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2020. 2. 4.

   4.   공간과 전례, 서울대교구 중견사제연수원, 2020. 3. 4.

   5.   서울대 경영대 고급금융과정 강의, 서울대 LG경영관 1층 105호, 2020. 3. 24.

   6.   건축은 마지막 공동 언어(1), 경기도인재개발원, 2020. 4. 20.

   7.   건축은 마지막 공동 언어(2), 경기도인재개발원, 2020. 4. 23.

   8.   건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온라인 강의, 서울디지털평생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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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원, 2020. 5. 10.

   9.   건축은 사회적 공간, 원광대 글로벌 인문학 특강, 학생지원관 6층 첨단강의실, 2020. 5. 20.

10.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EMBA “예술과 경영”, 미래를 짓는 사회적 건축, 서울대 LG 경영

관, 2020. 5. 23.

11.   건축은 사회적 공간, 건설산업최고전략과정 강의, 서울대 38동 글로벌공학교육센터 대강

당, 2020. 6. 9.

12.   가톨릭교회건축의 공간과 전례, 서울대교구 사제평생교육원 사제연례연수, 서울대교구 

사제평생교육원, 2020. 6. 10.

13.   제22강 건축은 마지막 공동 언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U-KNOU 캠퍼스 ‘미인공감 2’, 

2020. 7. 1.

14. 건축은 모두의 기쁨. 구산동도서관마을, 2020. 7. 8.

15. 시간을 이어가는 건축, 구산동도서관마을, 2020. 7. 15.

16. 인간은 왜 건축하는가, EBS 듣는 인문학 방송 녹음, 2020. 7. 23.

17. 건축은 세 번째 교사,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원, 2020. 8. 7.

18. 공간과 전례, 서울대교구 중견사제연수원, 2020. 9. 8.

19.   지금, 건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들, KAIST EMBA Insight Lecture Series 특강, 

KAIST 경영대학, 2020. 9. 25.

20.   유아교육과 공간, 한국유아교육학회 2020 추계정기학술대회 초청강연(영상강연), 2020. 

9. 26.

21. 사회를 바꾸는 ‘대승건축’, 건축의 날 특별강연, 2020. 9. 29.

22.   건축은 사람을 가르친다, 공기업고급경영자과정 강의, 서울대 59동 1층 121호, 2020. 10. 12.

23. 서울대 경영대 고급금융과정 강의, 서울대 LG경영관 1층 105호, 2020. 10. 14.

24. 公共建築: ‘共’을 넓히는 ‘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20. 10. 19.

25.   ‘사보아 주택과 로스하우스, 두 건축주와 건축가’, 대한건축학회 2020년 추계학술발표대

회 초청강연, 2020. 10. 27.

26. 공동성의 건축: 일상과 장소, 서울대학교미술관 ACP 강연, 2020. 10. 28.

27. 건축은 사회적 공간이다, 사회혁신전주 개관 기조강연, 전주시사회혁신센터, 2020. 11. 6.

28. 公共建築: ‘共’을 넓히는 ‘公’, 안산도시공사, 2020. 11. 12.

29. 公共建築: ‘共’을 넓히는 ‘公’, 서울산업진흥원, 2020. 11. 23.

30. 公共建築: ‘共’을 넓히는 ‘公’, 통영시청, 2020. 11. 26.

31. 대승건축,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온라인 강의, 2020. 12. 3.

32.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과 영성, 가톨릭예술아카데미 2020 대림특강, 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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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公共建築: ‘共’을 넓히는 ‘公’, 건축공간연구원 온라인 강의, 2020. 12. 15.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대한건축학회 사회공헌진흥원 원장. 2020. 6~현재.

   2.   교장. 공동건축학교.

   3.   위원. 한국가톨릭교회 주교회의 문화예술위원회.

   4.   위원. 가톨릭미술상운영위원회.

   5.   위원. 제2기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위원.

   6.   위원. 서초구 도시건축공동의원회.

   7.   위원. 남양주시 3050 전략위원회 위원.

   8.   위원. 서울시 공공재생과 제안서 평가위원회.

   9.   위원. 서울시동북4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의 보조금심의위원회.

10. 위원.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11. 사업총괄계획가. 충남 내포 ‘자연놀이뜰’ 건립.

12. 사업총괄계획가.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13. 사업총괄계획자. ‘3·1운동 충남 백년의 집’ 건립.

14. 사업총괄계획가. 남양주 궁집 현대화 작업.

15. 공공건축가.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출산보육정책과.

16. 공공건축가.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건립.

17. 위원장.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18. 심사위원장. 진접읍 청소년수련시설 제안공모 심사, 2020. 8. 11.

19. 심사위원. 제26회 남양주시민대상, 2020. 9. 17.

<기고문>

   1.   ‘희림, 세계건축을 선도하는 설계조직’, Heerim 50th Anniversary Selective Works, 2020. 

1. 10.

   2.   ‘건축의 타자인 풍화’, 문학사상 2020년 1월호.

   3.   건축은 사회를 물화(物化)하는 것, 대학지성 in&out, 2020. 5. 10.

   4.   일상은 숨쉬는 것, 월간 에세이 통권 399호, 2020. 7.

   5.   공간의 미래를 만드는 법, #SPACE 60, 2020. 11.

   6.   문화일보 지식카페 (27) 베네수엘라 ‘토레 다비드’(김광현의 ‘건축으로 읽는 풍경’), 2020.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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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문화일보 지식카페 (28) 부르키나파소 간도 초등학교(김광현의 ‘건축으로 읽는 풍경’), 

2020. 2. 19.

   8.   문화일보 지식카페 (29) 베트남의 ‘파밍 킨더가르텐’(김광현의 ‘건축으로 읽는 풍경’), 

2020. 3. 18.

   9.   문화일보 지식카페 (30) 日 다치카와市 ‘후지유치원’(김광현의 ‘건축으로 읽는 풍경’), 

2020. 4. 14.

10.   문화일보 지식카페 (31) 아프리카 말리의 ‘젠네 大모스크’(김광현의 ‘건축으로 읽는 풍

경’), 2020. 5. 13.

11.   문화일보 지식카페 (32) 뤼시앵 크롤 ‘파시스트-메메’(김광현의 ‘건축으로 읽는 풍경’), 

2020. 6. 10.

12.   문화일보 지식카페 (33) 독일 국가의회 의사당(김광현의 ‘건축으로 읽는 풍경’), 2020. 7. 8.

13.   문화일보 지식카페 (34) 장마리 치바우 문화센터(김광현의 ‘건축으로 읽는 풍경’), 2020. 

8. 5.

14.   문화일보 지식카페 (35) 필립스 엑서터 아카데미 도서관(김광현의 ‘건축으로 읽는 풍경’), 

2020. 9. 9.

15. 문화일보 지식카페 (36) 로스하우스 <끝>(김광현의 ‘건축으로 읽는 풍경’), 2020. 10. 28.

16. 한국경제 전문가포럼, ‘사는(買) 집’이 ‘사는(住) 집’ 되는 주거정책 펴야, 2020. 1. 17.

17. 한국경제 전문가포럼, 공(公)이 있기 전에 공(共)이 있다, 2020. 2. 17.

18. 한국경제 전문가포럼, 감염병이 만든 격리 공간, 2020. 3. 16.

19. 한국경제 전문가포럼, 지식과 정보는 온라인 강의 아닌 공간에 있다, 2020. 4. 20.

20. 한국경제 전문가포럼, 함께 어울릴 일상의 공간에 답 있다, 2020. 6. 4.

21. 한국경제 전문가포럼, 오늘의 공공건축가들에게 묻는다, 2020. 7. 28.

<동정>

   1. 2020년 김정철 건축문화상(한국건축가협회 특별상) 수상, 2020. 11. 18.

<기타 근황>

   1.   국악방송 ‘문화시대, 김경란입니다’, 김광현 교수의 ‘우리에게 건축이란 무엇인가’, 5회 방

송, 2020. 5. 9~29.

   2.   반포성당 건축을 말하다, 황중호 신부 주님께 고고고, 2020. 6. 26.

   3.   행복을 담는 건축학교의 시작,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건축문화프로그램 2013-2019 보고

서 인터뷰, 한국건축가협회,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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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집은 우리의 꿈입니다’, 대한건축학회 홍보 영상 인터뷰, 2020. 9. 24.

   5.   우리 가까이에 작은 여유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실크로드 메거진 인터뷰, 2020, 

vol.36, 가을.

   6.   저서 ‘건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 5쇄, 2020. 10. 31.

   7.   루이스 칸의 세례를 받은 건축가 김광현(上), 매일경제 2020. 10. 30.

   8.   루이스 칸의 세례를 받은 건축가 김광현(下), 매일경제 2020. 11. 6.

   9.   광주 MBC 특집 다큐 8부작 <건축의 시간> 자문 및 인터뷰 방송, 2020. 11. 26~2021. 1. 14.

10. EBS FM 라디오 <EBS 듣는 인문학> ‘인간은 왜 건축하는가?’, 2020. 12. 14.

김효철 (조선해양공학과)

<학술회의>

   1.   최우형, 오정근, 이영호, 류재문, 김효철, “다기능 조파기의 조파판 운동과 발생 파형의 실

험”, 대한조선학회 2020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부산 BEXCO, 2020. 

7. 23~24.

<기고문>

   1.   북극곰의 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9(제15호), 149-152쪽,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협의회, 2020. 2. 28.

   2.   민첩한 비대선. 서울공대 2020년 봄, No. 116, 32-33쪽.

   3.   타임머신 남성호. 대한조선학회지, 제57권 제1호, 8-9쪽, 2020. 3.

   4.   호리병 속에 숨겨 있는 표준형선 설계사업. 대한조선학회지, 제57권 제2호, 10-11쪽, 

2020. 6.

   5.   물 위로 튀어 오른 고속선. 서울공대 웹진, 117호, 명예교수 컬럼, 2020. 9.

   6.   조선산업의 출발점이 된 표준형선 설계사업. 대한조선학회지, 제57권 제3호, 34-35쪽, 

2020. 9.

   7.   호리병 속의 학회 논문과 축하의 은잔. 대한조선학회지, 제57권 제4호, 44-45쪽, 2020. 12.

   8.   호르무즈 해협의 검은 구름. 서울공대 웹진, 118호, 명예교수 컬럼, 2020. 12.

<기타 근황>

   1. 말레이시아 과학기술대학의 조파 시스템 수리 방안 의견제출, 2020. 1. 14.

   2.   일본 서일본유체기연의 모형시험용 프로펠러제작에 관한 협의, 2020.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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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우중공업선형시험수조 예인전차의 진동 특성 계측 결과 검토, 2020. 2. 14.

   4.   KIOST 조류발전 시험장치 설계 계획 자문, 2020. 2. 25.

   5.   ㈜다셀의 6분력 검력계설계자문, 2020. 3. 10.

   6.   창원 ADD 연구소의 수중물체의 강제 선회시험 장비 사용실태 조사, 2020. 3. 26.

   7.   상해선박해운연구소(SSSRI) 수조 예인전차 설치와 시공 절차 자문, 2020. 4. 8.

   8.   강제 선회시험 설비 개선 연구 용역 참여, 2020. 5. 7.

   9.   수중 운동체 강제 선회시험 설비 개선안 보고서 초안 제출, 2020. 6. 6.

10. 조류력 이용 발전설비 시험장치 설계시안 검토, KIOST, 2020. 6. 27.

11.   Bangladesh University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의 선형시험 수조 계획 검토. 

2020. 6. 30.

12. University of Technology Malaysia 조파수조 설계 사양 검토, 2020. 7. 26.

13. 대한조선학회 조선연표 작성위원회 위원장 선임. 2020. 7. 31.

14. 강제 선회시험설비 개선에 대한 제안 발표, 창원 ADD 연구소, 2020. 8. 12.

15. FRP 어선 성형용 적층 몰드 자동 회전 장치 제작도면 검토, 2020. 8. 22.

16. KIOST 회류수조 유동 평준화를 위한 유동 가속 방법 검토, 2020. 9. 4.

17. 함상 자동 소화장치 육상시험용 운동 모사 장치 설계 자문, 2020. 9. 8.

18. 스프링을 이용하는 레일 체결장치의 설계와 제작에 관한 자문, 2020. 10. 13.

19. 육상 소화시험장비 설계 시안 검토 및 제작에 관한 자문, ㈜CIIZ, 2020. 11. 8.

20.   스프링 클램프를 이용한 2점 지지방식의 레일 받침, 출원번호 10-2020-0161342(접수번호 

1-1-2020-1277444-83(DAS 접근코드 2723), 출원인 김효철 외 3인, 출원일 2020. 11. 26.

21.   다방향 조파기 연구 성과 전시, 2020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성과전, 선박해양시스템기

술협동조합, 2020. 12. 3.

농업생명과학대학

이경준 (산림과학부)

<논문>

   1.   이경준(2020) 대한민국의 치산녹화정책. 산림문화전집 제13권 정치사회와 산림문화: 제6

장 현대. 359-415. 숲과문화연구회. 산림청. 46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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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이경준(농대 연구책임자). 2020. 미네소타 프로젝트와 서울대학교 농학 교육(별책). 257p.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역사와 서울대학교 발전과정 연구. 오헌석. 서울대학교 기획연구과

제 2018-발전-03.

   2.   이경준(연구책임자): 산림녹화 기록물 발굴 수집 및 분석 정리(II). 산림청 용역 연구보고

서, 산림정책연구회, 2020. 12. 30.

<학술회의>

   1.   이경준: 산림녹화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등재 추진 현황과 과제.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등재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 173-189. 한국국학진흥원. 2020. 10. 30. 경북 안

동. 246p.

<강의 및 특강>

   1. 나무의사 양성과정: 비전염성병. 서울대식물병원, 6기(2020. 1.6~2. 18), 7기(8. 5~26)

   2.   나무의사 양성과정: 수목관리학. 경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4기(2020. 1. 11~2. 1), 5기(6. 

6~20).

   3.   나무의사 양성과정: 수목생리학. 한국수목보호협회. 12기(2020. 2. 3~5. 13), 13기(7. 22~8. 

13), 14기(10. 12~29), 15기(10. 18~12. 12)

   4.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과정: 비전염성병. 서울대식물병원. 3기(2020. 1. 13~2. 6), 4기(7. 

9~8. 1), 5기(11. 8~12. 5)

   5.   숲해설가 양성과정: 산림생태학. 숲해설가협회. 38기(2020. 4. 28~29), 39기(7. 7~9), 40기

(11. 24~26) 

   6. 숲해설가 양성과정. 식물의 이해. 대전충남생명의 숲. 16기(2020. 6. 4)

   7.   유아숲지도사 양성과정. 나무 숲 임업. 에코아이생태교육연구소. 16기(1. 7~9), 17기(5. 

2~26), 18기(6. 24~25), 19기(9. 9~10).

   8. 유아숲지도사 양성과정. 나무 숲 임업. 숲밧줄놀이연구회. 6기(4. 9), 7기(10. 27).

   9.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 수목생장과 생리. 가톨릭대학교. 2020. 5. 9.

10. 조경수관리교육: 수목생리. 서울대식물병원, 39회(2020. 1. 28~31), 40회(8. 17~21).

11. 산림교육원 특강: 야생화분재반(2020. 7. 23, 10. 15)

12. 산림아카데미 특강: 조경수 생장과 관리. 2020. 9. 12(함양), 11.7(청양), 11. 18(천안)

13. 수목생리심화교육. 숲해설가협회. 2020. 1. 3~2. 14(10회).

14.   박정희아카데미 6강: 한국의 산림녹화: 세계적인 20세기의 기적. 2020. 5. 7 유투브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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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외래임상의.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2020. 1. 1~12. 31.

   2. 회장. 사단법인 한국산림정책연구회, 2020. 1. 1~12. 31.

   3. 회장. 산림녹화UNESCO기록유산등재추진위원회, 2020. 1.1~12. 31

   4.   수목 진단. 서울시 천연기념물 노거수(2020. 6. 18), 경기도청 측백나무(5. 14, 9. 22), 서울

시 광화문 은행나무(11. 12).

   5. 홍성군 산림조합. 수목 자문, 2020. 9. 15.

   6. 아시아녹화기구. 통일양묘장 기념식수, 강원도 철원, 2020. 11. 13. 

<동정>

   1. 감사장. 우수도서 출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10. 15.

이돈구 (산림과학부)

<저서>

   1. 이돈구: 숲은 나의 삶 나의 희망: 나의 이야기. 총 234쪽, 2020. 10. 30.

<논문>

   1.   이돈구(2019) 한국-아세안 환경협력연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9, 제15호, 논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19-25쪽, 2020. 2. 28.

<강의 및 특강>

   1.   한국의 산림과학, 산림정책: 과거, 현재, 미래 – 산림과학회, 산림정책, 산림연구 및 교육- 

기조강연. 한국산림과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더플라자 호텔, 서울, 2020. 8. 20.

   2.   Forest Policy of Korea: Success Factors for Reforestation of Degraded Forests and 

Benefits from Its Restoration, and Its Relation to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영상으로 특별강연, KOICA CIAT Program-Capacity Building for Efficient and 

Sustainable Reforestation [Cote d’Ivoire], 서울대학교 우정관, Seoul, 202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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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위원장.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자문위원회, 2013. 7~현재.

<기고문>

   1. 물 흐르는 대로. 대학지성 In & Out. 오피니언, 시니어 칼럼. 2020. 6. 21.

<기타 근황>

   1.   한국산림연구기관연합(Korean Union of Forest Research Organization: KUFRO) 설립추

진과 IUFRO 서울총회 10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온라인 영상모임에서 축사. 국립산림과

학원, 서울, 2020. 10. 28.

   2.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AFoCO) Advisory Roundtable meeting 초청 

토론 및 오찬, 코리아나호텔, 서울, 2020. 11. 17.

   3.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AFoCO) The Fourth Session of the Assembly 

영상으로 참석, 서울, 2020. 11. 25~26.

   4.   AFoCO 직원과의 대면 토론회의: 1) 회원국 확대 방안 2) 예산 확충 방안 3) 비대면 역량 

강화 방안. AFoCO 회의실. 서울. 2020. 12. 9.

현정오 (산림과학부)

<강의>

   1.   보전생물학. 수목원가드너양성과정, 산림청 지원 (사)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및 신구대학

교 주관, 신구대학교, 2020. 9. 7~11. 27.

나용준 (농생명공학부)

<보고서 및 자료집>

   1.   나용준(공저): 서울대학교 태화산 학술림 수목 병해충 조사(2018년도, 2019년도), 서울대

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병원 연구보고 제2020-1호. 2020. 2.

   2.   나용준: 후박나무 녹병. 서울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기술자료 2020-1, 6쪽, 2020. 12.

   3.   나용준: 철쭉 잎녹병. 서울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기술자료 2020-2, 7쪽, 2020. 12.

   4.   나용준: 소나무류 피목가지마름병. 서울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기술자료 2020-3, 6쪽, 

20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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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및 특강>

   1.   수목병 관리, 수목 외과수술, 올바른 가지치기, 수목의 상처치료 등 4개 과목 강의. 서울

대학교 식물병원 주최 제39회(2020. 1. 28~31.) 및 제40회(2020. 8. 17~21.) 조경수관리교

육과정. 

   2.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병원 주관 제6기(2019. 12. 16~2020. 1. 15.) 및 제7기

(2020. 8. 3~31.) 나무의사 양성과정에서 수목병리학 강좌 담당.

   3.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병원 주관 제3기(2020. 1. 10~2. 18.) 및 제4기(2020.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과정에서 수목병리학 강좌 담당.

   4.   수목병 진단기술.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주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산하 공원녹지 담당 

공무원 대상 수목병 진단 교육 워크숍, 서울대학교 수목진단센터, 2020. 10. 28.

   5.   수목병의 진단.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병원 주최 제2회(2020. 1. 12, 19) 및 

제3회(2020. 10. 17.) 수목병해충 진단 및 실습 워크숍.

<봉사 활동>

   1.   서울대학교 자하연 연못가에 있는 능수버들 2그루의 줄기내부에 형성된 대형 공동 및 인

문대학 광장 내 버즘나무의 썩어가고 있는 뿌리에 대해 외과수술 실행. 2020. 9. 18~10. 26.

서진호 (농생명공학부)

<동정>

   1.   2020년 7월부터 SPC 식품생명공학연구소 소장으로 취임. SPC 그룹은 삼립식품, 파리크

라상, Baskin Robbins Korea 등의 계열회사를 갖고 있는 글로벌 식품회사임.

故 한인규 (농생명공학부)

<동정>

   1.   사료 개발로 축산산업을 발전시킨 동물영양학자 고 한인규 명예교수를 과학기술정보통

신부가 2019 과학기술유공자로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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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근 (농산업교육과)

<저서>

   1. 이무근, 김재식, 김판욱: (제5판) 실기교육방법론. 총 510쪽, 교육과학사, 2020. 1. 20.

   2.   이무근, 이찬: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정책(1945~2020). 총 551쪽, 박영스토리, 2020. 9. 15.

<논문>

   1.   이무근(2020) 한국농업교육학 50년의 회고와 기대.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2(1), 

1-19.

미술대학

서용선 (서양화과)

<전시>

(개인전)

   1. 서용선: 고구려, 산수. 갤러리 이마주, 서울, 2020. 5.6~5. 30.

   2. 서용선: 직관적 사유로서의 선 종이그림. 올미아트스페이스, 서울, 2020. 5. 6~6. 3.

(단체전)

   1. 서용선: 한국의 바다와 섬. 이탈리아 한국문화원, Rome, Italy, 2019. 11. 27~2020. 1. 17.

   2.   서용선: Milton Avery and Suh Yongsun, A Week in NewYork City. Shin Gallery, 

NewYork, U.S.A., 2019. 12. 10~2020. 2. 9.

   3. 서용선: SuhYongsun & Kathleen J Graves. MK Gallery, Vienna, VA.,USA, 2020. 1. 4~2. 4.

   4. 서용선: Trahere 화가의 자화상.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미술관, 고양, 2020. 1. 15.~2. 23.

   5. 서용선: 이른 봄나들이-예술가의 집. 여주미술관, 여주, 2020. 2. 19~4. 19.

   6. 서용선: 새로운 시의 시대.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2020. 2. 19~5. 17.

   7. 서용선: 회화의 수사학. 뮤지엄 산, 원주, 2020. 4. 3~8. 30.

   8. 서용선: 독도의 미. 이천시립미술관, 이천, 2020. 5. 22~7. 21.

   9. 서용선: Plastic Plastic. 경인교대지누지움전시실, 인천, 2020. 6. 9~11. 13.

10. 서용선: 생각나는 사람들. 류미재 갤러리, 양평, 2020. 6. 19~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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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용선: 남북한특별전시회. 오두산통일전망대, 파주, 2020. 8. 21~11. 30.

12.   서용선: 2020부산비엔날레, 열 장의 이야기와 다섯 편의 시. 부산현대미술관, 부산, 2020. 

9. 5~11. 7.

13. 서용선: Variation of Archi-Rhythm. JNO 갤러리, 서울, 2020. 9. 24~10. 29.

14. 서용선: 권순철, 서용선. 와우갤러리, 서울, 2020. 11. 5~26.

15. 서용선: ㄱ의 순간. 예술의 전당 서예관, 서울, 2020. 12. 1~2021. 2. 12.

16. 서용선: 자연, 동해와 독도. 예술의 전당 한가람 디자인미술관, 서울, 2020. 12. 1~19.

<기타 근황>

   1. New York에서의 전시 및 현지작업으로 인하여 New York 체류. 2019. 10. 12~2020. 4.1.

   2. 숨어 있는 관계에 집중했어요. 워싱턴중앙일보, 2020. 1. 7.

   3. ‘서용선 작가 초대전 내달 4일까지’. 미주한국일보, 2020. 1. 8.

   4. 화가의 얼굴이자 현대인의 얼굴 ‘자화상’. 경기신문, 2020. 1. 12.

   5. [Museum Riview] ‘Suh & Graves’. The Washington Post, USA, 2020. 1. 20.

   6. ‘매체의 변환과 확장’. 월간미술, 128-129쪽, 2020. 2월호. 

   7. 7m도 부족한 이 화가의 거대한 일상… 서용선 ‘자화상’ 이데일리, 2020. 2. 2.

   8. “역사가 못 다 비춘 일상으로 3.15의거를 음유하다”. 경남도민일보, 2020. 2. 11.

   9. “격동의 경남 역사,미술로 풀어냈다”. 경남신문, 2020. 2. 13.

10. 미술로 조명한 3.15의거,어떤 모습일까. 경남신문, 2020. 2. 19.

11. ‘서용선, 뉴욕 풍경과 고구려 역사화 동시에 선보여’. 스포츠서울, 2020. 5. 11.

12. ‘역사화가’ 서용선이 눈과 몸으로 체험한 뉴욕 미드타운 풍경은…. 동아일보, 2020. 5. 14.

13. 독도를 바라본 21개의 ‘시선’. 기호일보, 2020. 5. 19.

14. 가벼워도 무겁다 ‘굵은 선’ 남자들… 서용선 ‘6+42번가’. 이데일리, 2020. 5. 24.

15. 서용선 선생님과의 인터뷰. 김종영 미술관 제21호, 12-21쪽. 2020. 6월.

16.   [1974~2009년, 전시로 본 통인화랑역사-④]. 서용선…다양한 군상(群像)의 여정. 라이프, 

2020. 6. 26.

17.   [1974~2020년, 전시로 본 통일화랑역사-④]. SUH YONG SUN. The Panaromas of 

condensed human pain and anguish. 라이프, 2020. 6. 28.

18. 발언하는 서용선 시각예술가. 뉴시스, 2020. 7. 15.

19. 작품 소개하는 서용선 시각예술가. 뉴스핌, 2020. 7. 15.

20. 부산비엔날레 코로나 뚫고 9월 개최 – 문학서 미술, 음악으로 확장. 뉴스핌, 2020. 7. 15

21. 영상통화 대화 방식으로 소개되는 2020부산비엔날레. 뉴스핌, 2020.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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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시감독과 영상통화 대화하는 대표 작가들. 뉴스핌, 2020. 7. 15.

23. 문학적 상상력이 미술음악과 어우러진다…2020 부산비엔날레. 뉴시스, 2020. 7. 17.

24. 문화미술음악의 창으로…도시부산을 들여다보다. 문화일보, 2020. 7. 17.

25.   부산비엔날레, “뼈대 영감 받은 작품, 교감흥미…관객 진입면 다양”. 서울문화투데이, 

2020. 7. 20.

26. [출판] 이영희: 화가 서용선과의 대화. 좋은땅, 총78쪽, 2020. 7. 22.

27. ‘읽고 보고 듣는’…부산을 주제로 문학 ·미술 ·음악이 만난다. 경향신문, 2020. 7. 26.

28. [신간] 화가 서용선과의 대화. 매일신보, 2020. 8. 3.

29. ‘예술적 동지’의 대화…이영희가 묻고 서용선이 답하다. 연합뉴스, 2020. 8. 3.

30. 우리는 이들을 ‘예술적 동지’라고 부른다. 동아일보, 2020. 8. 5.

31. 세잔과 볼라르, 워홀과 카스텔 리가 그런 관계였다. 서울경제, 2020. 8. 9.

32. 화가와 갤러리리스트, 예술적 동지의 대화. 서울경제, 2020. 8. 10.

33. 화가 서용선과 갤러리스트 이영희의 아름다운 대화. 스포츠서울, 2020. 8. 13.

34. ‘존재의 집’에 기록하는 서용선의 생각과 기억은. 양평신문, 2020. 8. 19.

35. 인간과 마주 앉은 또 다른 인간, 서용선(상). 매일경제, 2020. 9. 17.

36. 인간과 마주 앉은 또 다른 인간, 서용선(하). 매일경제, 2020. 9. 24.

37. 부산비엔날레 티켓 판매오늘오픈. 부산일보, 2020. 9. 26.

38. 서용선 ·유근택 ·차명희 ·이명호, 청담동 JNO갤러리 개관전. 스포츠서울, 2020. 9. 29.

39. [미술산책] 권순철 ·서용선 와우갤러리 2인전. 연합뉴스, 2020. 11. 5.

40. 화가 권순철 ·서용선 2인전 ‘인간과 도시’전. 스포츠서울, 2020. 11. 9. 

41.   [ㄱ의 순간] 춤으로 노래로 그림으로…오늘, 그 모든 글자가 깨어난다. 조선일보, 2020. 

11. 12.

42. 라메르에릴의 자연동해와 독도전. 내외뉴스통신, 2020. 11. 23.

43.   자연: 동해와 독도 회화, 예술의 전당서 개최, 장우성 화백 등 작가 21명 참여. 경상매일신

문, 2020. 11. 24.

44.   [미술산책] 인간의 근원적 저항심 들여다보는 서용선 화가 조각가 서용선. 오피니언뉴스, 

2020. 12. 5.

이순종 (디자인학부)

<저서>

   1.   이순종: 미래사회를 위한 국가디자인정책의 방향. 디자인코리아, 2020.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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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순종: Human City Design Award 2019. 총괄기획, 서울디자인재단, 2020. 9. 15.

<전시>

   1. 가깝고도 먼, 조명. 세줄갤러리, 2020. 9. 10~20.

<학술회의>

   1. 사회혁신과 디자인. 2020 산학연협력Expo, Coex, 2020. 12. 2

<특강>

   1. 사회혁신과 코로나팬데믹 이후의 디자인. 자문밖창의예술학교, 2020. 11. 13.

   2. 사회혁신과 디자인사고. 자문밖아트레지던시, 2020. 11. 17.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대표. (사)한국미래디자인연구원, 2020. 1. 1~12. 31.

   2. 명예회장. (사)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2020. 1. 1~12. 31.

   3. 이사장. (사) 자문밖문화포럼, 2020. 1. 1~12. 31.

   4. 교장. 자문밖창의예술학교, 2020. 11. 6~12. 18.

   5. 이사.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2020. 1. 1~8. 31.

   6. 운영위원장. 서울시 서울디자인재단 Human City Design Award, 2020. 1. 1~12. 31.

   7. 위원. 한국디자인진흥원 국가디자인위원회, 2020. 4. 3~12. 31.

   8. 조직위원. 미술총감독, 국제스페셜뮤직 앤 아트페스티발, 2020. 9. 28~12. 31.

   9. 심의위원. 우정국 우표심의위원회, 2020. 1. 1~12. 31.

10. 심사위원. 현대차 키즈모터쇼, 2020. 10. 15.

11. 자문위원.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자인컨설턴트사업, 2020. 

12. 자문위원. 서울시 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 설립, 2020. 1. 1~12. 31.

13. 자문위원. 종로구 신영동 육교디자인, 종로구, 2020. 11. 1~12. 31.

14. 자문위원. 종로도시기본계획2100, 종로구, 2020. 10. 22~12. 31.

15. 멘토. 자문밖아트레지던시, 2020. 9. 1~12. 31.

<기타 근황>

   1. 종로의 기록-우리동네 예술가, 종로문화재단, 인터뷰, 2020. 3.

   2. 내가 사랑한 디노베이터, 김현선외, 날마다, 66인에 선정 수록, 2020.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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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문밖이야기, (사)자문밖문화포럼, 고두심 인터뷰, 2020. 9. 15.

   4. 서울아트가이드, 내가 만난 미술인, 인터뷰, 2020. 11.

   5.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디자이너에게 묻습니다. 인터뷰(U-tube), 2020 .6.

   6. 현대차, 미래현대차브랜드경험전략연구, 2020. 8. 1~12. 31.

   7. 산업자원부, 미래자율자동차인테리어디자인연구, 2020. 1. 1~12. 31.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권오승 (법학과)

<동정>

   1. ‘2020년 명예로운 안동인상’ 수상자에 선정됨, 2020. 9. 18.

성낙인 (법학과)

<동정>

   1. 제16회 경암상 수상자(인문사회 부문)에 선정됨, 2020. 9. 21.

최종고 (법학과)

<저서>

   1. 최종고: 한국을 사랑한 세계작가들 3. 총 364쪽, 와이겔리, 2020. 7. 17.

   2.   최종고: 최종고 시선집(詩選集). 총 335쪽, 와이겔리, 2020. 11. 10.

<강의 및 특강>

   1.   전기와 자서전 쓰기(사회봉사재능기부 강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 

약수노인종합복지관, 2020. 11. 18.

<기고문>

   1. 마거리트 히긴스가 본 한국전쟁. <글의 세계> 49호, 290-305쪽, 2020.

   2.   나의 글의 세계 50년. <글의 세계> 50호, 289-299쪽,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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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문학과 노벨상, 어떻게 할 것인가?. <국제문예>, 81호, 17-36쪽, 2020 봄호.

   3.   동촌 김용구의 삶, 사상과 문학. <사상과 문학> 41, 372-387쪽, 2020 봄호.

   5.   한국전쟁을 쓴 세계작가들. <PEN문학> 155호, 40-52쪽, 2020. 5-6월호. 

   6.   ‘제2의 에덴’ 타히티의 인상. <여행문화>, 112-117쪽, 2020. 9-10월호.

   7.   펄 벅의 한국여행. <여행문화>, 150-157쪽, 2020. 11-12월호.

   8.   나의 인생이력서. <나의 인생이력서>(서울법대 24회 동기회), 비컴, 324-332쪽, 2000.

   9.   고 현승종 선생님을 추모하며. <피데스> 9호, 2020. 12.

10. 서거 10주년의 김은국(Richard E. Kim). <한국문학신문>, 7쪽 2020. 1. 1.

11. 6.25전쟁 70주년에 생각나는 두 작가(김성칠, 박찬웅). <한국문학신문>, 9쪽, 2020. 1. 29.

12. 아그네스 김의 눈에 비친 한국전쟁. <한국문학신문>, 9쪽, 2020. 2. 19.

13. 헤이만(Heyman, 1931~2014)의 한국전쟁. <한국문학신문>, 9쪽, 2020. 4. 4.

14. 마거리트 히긴스의 한국전쟁. <한국문학신문>, 8쪽, 2020. 4. 15.

15. 칼 마이던스의 한국전쟁사진. <한국문학신문>, 7쪽, 2020. 5. 6.

16. 화가목사 이연호의 한국전쟁. <한국문학신문>, 9쪽, 2020. 5. 6.

17. 프란체스카 리의 한국전쟁일기. <한국문학신문>, 7쪽, 2020. 5. 27.

18. 펄 벅의 한국전쟁. <한국문학신문>, 9쪽, 2020. 6. 10.

19. 나는 한국의 전쟁포로였다(필립 디인). <한국문학신문>, 7쪽, 2020. 6. 24.

20. 릴레이와 슈람이 본 한국전쟁. <한국문학신문>, 8쪽, 2020. 7. 15.

21. 이동식의 <95세 노병의 6.25참전기>. <한국문학신문>, 9쪽, 2020. 8. 26.

22. 제임스 설터( James Salter)의 한국전쟁소설. <한국문학신문>, 8쪽, 2020. 9. 30.

23. 클라크장군의 회고록. <다뉴브강에서 압록강까지>, 8쪽, 2020. 10. 21.

24. 한국전쟁을 노래 부른 미국 가수들. <한국문학신문>, 8쪽, 2020. 11. 4.

25. 낙동강의 모리슨(시). <낙동강>(제70회 낙강시제 시선집), 145쪽, 2020. 9. 8.

26. 리버사이드 교회의 성화처럼. <뉴욕일보>, 10쪽, 2020. 7. 17.

27. 클로이스터스 미술관의 유니콘. <뉴욕일보>, 9쪽, 2020. 8. 4.

28. 허드슨 강변의 워싱턴 어빙 하우스. <뉴욕일보>, 9쪽, 2020. 9. 15.

29. 뉴욕의 펄 벅과 강용흘. <뉴욕일보>, 9쪽, 2020. 11. 9.

30. 길/실존의 바다/기억의 바다(시 3편). <心象> 555호, 51-54쪽, 2020. 1.

31. 유기천장서의 비화(월송과 마삼락의 우정). <월송회보> 13호, 20-21쪽, 2020. 12. 30.

32. <프린덴탈 문서> 속의 한국. <서울대명예교수회보 2019> 제15호, 162-175쪽, 2020. 2. 28.

33.   관악산하 자추지교(紫秋之交)(시화). <서울대명예교수협의회소식지 2020> 겨울(제4호), 

2-3쪽. 2020. 12. 1.



4부  명예교수 학술 및 봉사활동   489

34. 한국전쟁을 쓴 유대인 작가들, <한국창작문학> 21호, 2020 겨울호, 51-57쪽.

<행사>

   1. 최종고 저, <한국을 사랑한 세계작가들> 발표논평. 서울대 문예회. 2020. 7. 24.

   2.   자유민주주의와 유기천의 자유사회론. <제16회 월송기념 학술심포지엄>, 발표문집, 

67-90쪽, 2020. 9. 15.

   3.   6.25한국전쟁을 쓴 세계작가들. <세계한글작가대회> 주제발표, 서울 프레지덴트호텔, 발

표자료집, 63-87쪽, 2020. 10. 21.

 4   공간시낭독회 시낭독(매월 첫 목요일). 노스 테라스 문화공간, 공간시낭독집에 매월 게재, 

2000. 1~12.

호문혁 (법학과)

<저서>

   1. 호문혁: 민사소송법 제14판. 총 1,122쪽, 법문사, 2020. 6. 15.

<전시>

   1.   호문혁: 행서 ‘야보송(冶父頌)’; 사진 ‘흔적(痕迹) - 과거심 불가득(過去心 不可得)’, 제9회 

전국법원 예술대전, 법원도서관, 대법원 전시실, 2020. 12. 9~18.

   2.   호문혁: 해서 ‘야보송(冶父頌)’; 행서 ‘야보송(冶父頌)’, 제17회 충청서도대전, 한국서도협

회 대전 ·충남지회, 대전예술가의 집, 2020. 12. 9~13.

<보고서>

   1.   HO Moon-Hyuck, Application of Electronic Technologies in Judicial Proceedings (Oral 

Presentation of the General Report for the IAPL 16th World Congress in Kobe, Japan, 

on November 5, 2019), 총 26쪽,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민사소송 제24권 제2호, 2020. 6.

<학술회의>

   1.   호문혁: 독일 민사소송법에 비추어 본 한국의 민사소송 제도 – 제도 구축 초기의 상황을 

중심으로, 민법, 민사소송법 시행 60주년 공동학술대회, 대법원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민

사소송법학회, 대법원 401호 대회의실, 2020. 11.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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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자문위원장. 법원국제봉사단 ‘희망여행’, 2018. 9~현재.

   2.   Member of the Advisory Board. Comparative Procedural Law and Justice Project, Max-

Planck Institute Luxemburg for Procedural Law, 2019. 10~현재.

   3. 고문. 문화포럼 송파만파, 2020. 12. 3~현재.

<기고문>

   1.   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6). 법률행위에 붙은 꼬리표, 로톡뉴스 2020. 2. 2.

   2.   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7). 권리자들을 위한 알람 ‘소멸시효’, 로톡뉴스 

2020. 3. 2.

   3.   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8). 사람들로 빚어서 만든 사람, 로톡뉴스 2020. 

4. 2.

   4.   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9). 재산을 버무려 만든 사람, 로톡뉴스 2020. 5. 7.

   5.   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10). 설마 하고 방심하다 재산을 잃는 수가, 로

톡뉴스 2020. 6. 3.

   6.   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11). 꿈☆을 이루게 하는 도우미, 로톡뉴스 

2020. 7. 5.

   7.   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12). 계약서에 0을 하나 빠뜨리고 쓰면? 로톡뉴

스 2020. 8. 3.

   8.   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13). 사기나 협박을 하면 어떤 과보가? 로톡뉴

스 2020. 9. 3.

   9.   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14). 고쳐야 할 외계어, 잘못 쓰는 외래어, 로톡

뉴스 2020. 10. 9.

10.   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15). 1,000만 원 빚을 동전으로 갚으면? 로톡뉴

스 2020. 11. 4.

11.   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16). 사람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 로톡

뉴스 2020. 12. 8.

<동정>

   1. 제17회 충청서도대전 특선(해서 ‘야보송’) 및 입선(행서 ‘야보송’) 수상, 2020. 12. 9.



4부  명예교수 학술 및 봉사활동   491

사범대학

문용린 (교육학과)

<동정>

   1. 회장. (사)인간개발연구원 제12대 회장에 선임, 2020. 4. 9.

이종재 (교육학과)

<동정>

   1. 학교법인 동랑예술원(서울예술대) 이사장에 선임. 2020. 4. 16.

김은전 (국어교육과)

<논문>

   1.   김은전(2020) 아름다운 노년, 풍성한 시의 열매. 원로시인 진헌성 의학박사 제14시집 「운

월관산(雲月觀山)」의 시세계, 진헌성 「운월관산」, 도서출판 한림, 567-823, 2020. 4.

   2.   김은전(2020) 절대시의 추구와 구현-혼돈과 질서가 공존하는 판타지의 시세계. 여류시인 

이현애 시 연구. 이현애, 「앞에 있는 오월과 뒤에 있는 오월 사이」, 시와 산문사, 131-175, 

2020. 10. 5.

신문수 (영어교육과)

<논문>

   1. 신문수(2020): 자연의 의미망. 『문학과환경』 19권 4호(2020 12. 31): 67-95.

<학술단문>

   1.   「서재: 영국과 북아메리카의 서재」, 『18세기의 방』, 민은경 외. 파주: 문학동네, 2020: 412-

27.

<기고문>

   1. 「민주주의와 소설 읽기」. 『대학지성 in & out』. 2020. 2. 16일자 시니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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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강연 및 특강>

   1. 법적 정의와 문학적 진실. 인천가정법원 인문학 강연, 2020. 1. 6. 

   2. 미국문화의 원류. 총신대 영어교육과 강연, 2020. 11. 4.

   3.   디지털 시대의 딜레마―공감적 이성 능력을 어떻게 함양할 것인가? 창원지방법원 워크숍 

특강, 2020. 11. 30.

허승일 (역사교육과)

<논설>

   1.   허승일: 역사관의 생성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보 2019(제15

호), 98-110쪽, 2020. 2. 28.

<보고서>

   1.   허승일, 강위생, 권오량 외 9인: 인문학의 진주, 역사란 무엇인가?(pp.84-96) 『고교생의 꿈

을 위한 석학 가이드 (III)』, 총 139쪽,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2020. 12. 1.

<강의 및 특강>

   1.   허승일의 로마사. 고전과 함께 떠나는 여정 제1-3강: Vergilius의 Aeneis 서문 1-3 강남시

니어플라자, 2020. 1. 14~2. 4(매주 월요일).

   2.   응답하라 강남시니어 시즌 2. 로마사 1편(비문 사료로 본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강남시

니어플라자, 2020. 8. 11.

   3.   응답하라 강남시니어 시즌 2. 로마사 2편(비문 사료로 본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강남시

니어플라자, 2020. 8. 18.

   4.   마키아벨리의 눈을 통해 본 오늘날 리더의 필요충분조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

능기부특강, 함현 고등학교, 2020. 11. 4.

진교훈 (윤리교육과)

<저서>

   1.   진교훈(공저): 빈스방거의 사랑 이해. 『사랑』, 397-438쪽,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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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진교훈: 사람다움의 길을 찾아서. 『학문 후속 세대를 위한 나의 삶과 나의 학문 2』, 313-

407쪽,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2020. 12. 30.

<서평>

   1.   왜 의학에 철학이 필요한가?. 최종덕, 『의학의 철학』, 서평, 계간 철학과 현실, 227-237쪽, 

2020. 12. 28.

<기타 근황>

   1.   서울대 명예교수협의회 주관, 교사들을 위한 인성교육 강의: 인간성 향상을 위한 인성교

육; 사범대학 정보교육관, 2020. 1. 28. 9시~10시 30분.

   2.   태암 김규영 교수 추모회의 회장으로서 김규영, 『시간론』(1979, 초판, 서강대 출판부)을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외서에서 인용한 부분을 일일이 원문과 대조하여 각주를 수정하

는 등, 개정증보판을 발간하고 발간사를 기술하였다.: 김규영, 『시간론』, 개정증보판, 철학

과 현실사, 2020. 5. 25.

   3.   천주교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회의 참석, 말세론 토론; 중곡동 천주교중앙협의회, 

2020. 7. 6~7.

   4.   한국윤리재단,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등이 공동주관한 인권윤리포럼: 국회에서 6월에 

발의된 “포괄적 금지”법안에 대한 비판과 대응에서, 나는 동 법안 2조에 있는 ‘성적지향

의 자기결정권’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윤리학적 관점에서 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발표함, 2020. 7. 20.

   5. 가톨릭 의대 생명대학원 주최, 학술발표회, Zoom. 「노년철학의 과제」, 2020. 9. 18.

최승언 (지구과학교육과)

<저서>

   1.   강민정, 김석주, 서원모, 이면우, 최승언: 시헌력의 시작 숭정역서에 기론된 태양의 운동. 

총 341쪽, 교육과학사, 2020. 6. 20.

   2.   최승언, 두경택: 달력 갖고 놀아보자 얼~쑤. 총 175쪽, 휴먼북스, 2020. 11. 9.

<논문>

   1.   임성은, 최승언, 박창미, 김찬종(2020) 명시적-반성적 접근을 활용한 모델링 수업이 초등

학생들의 메타모델링 지식에 미치는 영향 탐색. 한국과학교육회지, 40(2), 12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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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hoi YS, Choe SU, & Kim CJ (2020) Examining Middle School Students’ Gestures on 

Geological Field Trips. Asia-Pacific Science Education, 6(1), 97-115.

<학술회의>

   1. 최승언: 《숭정역서》에 기록된 태양의 운동. 안양대학교 HK플러스사업단 2020. 6. 25.

   2.   최승언, 강민정, 김석주, 서원모, 이면우: 《숭정역서》의 <일전역지> 및 <일전표>에 기록된 

태양의 운동. 2020년도 한국천문학회 추계학술대회, 비대면 온라인 개최/한국천문연구원 

운영본부설치, 2020. 10. 16.

<강의 및 특강>

   1. 교양으로서의 과학적소양.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6차 콜로키움, 2020. 5. 14.

   2.   태양과 달의 움직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2020. 9. 4.

   3.   행성의 움직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2020. 9. 18.

   4.   기후위기를 넘어 지구에서 살아남기. 경기꿈의학교 소사벌청소년환경탐험대 통미마을작

은도서관, 2020. 9. 26.

   5.   외계행성계 이야기. 서울소년분류심사원, 2020. 10. 16.

   6.   블랙홀 이야기. 서울소년분류심사원, 2020. 10. 22.

   7.   태양의 움직임. 관악구청 인문학지원센터, 2020. 10. 20.

   8.   달의 움직임. 관악구청 인문학지원센터, 2020. 10. 27.

   9.   행성의 움직임. 관악구청 인문학지원센터, 2020. 11. 3.

10. 외계행성계 및 외계생명체 이야기. 관악구청 인문학지원센터, 2020. 11. 10.

11. 별 이야기. 관악구청 인문학지원센터, 2020. 11. 17.

12. 별의 삶과 죽음 블랙홀이야기. 관악구청 인문학지원센터, 2020. 11. 24.

13. 빅히스토리 인간과 우주. 관악구청 인문학지원센터, 2020. 12.   1.

14. 달력 갖고 놀아 보자 얼~쑤. 이수포럼, 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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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학대학

백희영 (식품영양학과)

<편저>

   1.   백희영, 성창모, 옥선화: 과학기술 젠더혁신 연구총서 2. 인문사회융합 연구사례 1: 출산

과 양육이 행복한 스마트시티. 12월 발간 예정

   2.   백희영, 홍은주: 과학기술 젠더혁신 연구총서 3. 인문사회융합 연구사례 2: 젠더를 고려한 

알코올 정책. 12월 발간 예정

<논문>

   1.   Kang M, Boushey CJ, Paik HY, et al. (2020) Ratios of food amounts across three 

portion size categories on a food frequency questionnaire in men and women. 

Journal of the Academy of Nutrition and Dietetics. 120(2): 258-269.

   2.   Kang M, Park SY, Paik HY, et al. (2020) Does incorporating gender differences into 

quantifying a food frequency questionnaire influence the association of total energy 

intake with all-cause and cause-specific mortality? Nutrients. 12(10), 1-12.

   3.   Kang M, Park SY, Paik HY, et al. (2020) Modification of portion size of a food 

frequency questionnaire to accommodate gender differences in food intakes. Journal 

of Visualized Experiments. 39.

<학술회의 발표>

   1.   강민지, 백희영: Incorporating gender differences into quantifying a food frequency 

questionnaire to examine the association of total energy intake and mortality. Gender 

Summit Global for SDGs. 롯데호텔 서울, 2020. 8. 19.

   2.   이숙경, 백희영: It is time to consider sex of the cells you are using. Gender Summit 

Global for SDGs. 롯데호텔 서울, 2020. 8. 19.

<연구>

   1.   백희영, 이혜숙: 젠더혁신을 통한 과학기술연구의 수월성 및 실용성 증진. 한국여성과학

기술단체총연합회,  2020. 1. 1~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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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근황>

   1.   2020 Gender Summit Global for SDGs 개최(한국여성과총 젠더혁신센터), On-line 

Conference로 진행, 2020. 8. 19~20(자료: https://www.youtube.com/channel/

UCXcaukaqLmxzerURM2XOiyg). 

이연숙 (식품영양학과)

<강의 및 특강>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식품영양산업. 서울대학교 식품영양산업 CEO과정(특강), 2020. 7. 30.

   2.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맞춤영양.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리더쉽 과정(특강), 2020. 9. 

22. 

   3.   중년기 이후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맞춤영양.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순창센

터, 노후준비교육(온라인), 2020. 12. 18.

   4.   중년기 이후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맞춤영양: 면역(방어)영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재능기부특강(온라인), 약수노인복지관, 2020. 11. 24.

황인경 (식품영양학과)

<논문>

   1.   Son, YJ., Choi, SY., Hwang, IK, et al. (2020) Could defatted mealworm (Tenebrio 

molitor) and mealworm oil be used as Food ingredients? Foods 2020. 9. 4.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고문. 한국식품조리과학회, 2020. 1. 1~12. 31.

   2.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상임부회장. 2020. 6. 17~2021. 6. 16.

유효선 (의류학과)

<기타 근황>

   1.   성남시 덕수 이씨 부부묘 출토유물 보존처리, 단국대학교 석주선박물관 사업 자문회의,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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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과대학

신남식 (수의학과)

<논문>

   1.   Han SW, Shin NS, Chae JS, et al. (2020 Sep) First Report of Newly Identified 

Ornithodoros Species in the Republic of Korea, Journal of Parasitology; 106(5): 546-

563.

<신문 기고>

(중앙일보 [더,오래])

   1.   신남식의 야생동물 세상보기(5) 다른 무리 정복한 수컷 사자가 가장 먼저 하는 일. 2020. 

1. 1.  

   2.   신남식의 야생동물 세상보기(6) 무려 18마리…최다 출산 기록한 기린 ‘장순이’의 나이는?. 

2020. 1. 15. 

   3.   신남식의 야생동물 세상보기(7) 새끼 굶어죽어도 못 먹인다, 서열 낮은 어미 하이에나의 

비극. 2020. 1. 29.

   4.   신남식의 야생동물 세상보기(8) 야생동물 씨말리는 산불, 밀렵, 로드킬…더 무서운 ‘이

것’. 2020. 2. 26.

   5.   신남식의 야생동물 세상보기(9) 16일간 물 안마셔도 살 수 있다, 나는 누구일까?. 2020. 3. 

11.

   6.   신남식의 야생동물 세상보기(10) 한강서 사라진 멸종위기 수달을 살려야 하는 이유. 

2020. 3. 25.

   7.   신남식의 야생동물 세상보기(11) ‘굴러온 돌’ 붉은여우에 내몰리는 북극여우. 2020. 4. 22.

   8.   신남식의 야생동물 세상보기(12) 번식 위해 수컷이 암컷 전환…니모가 그런 물고기였어?. 

2020. 5. 6.

   9.   신남식의 야생동물 세상보기(13) 코끼리는 코가 손? 입도 되고 무기도 된답니다. 2020. 6. 3. 

10. 신남식의 야생동물 세상보기(14) 밀림 코끼리가 하루 2만보 걷는 이유. 2020. 6. 17.

11.   신남식의 야생동물 세상보기(15) 악어가 얼룩말 먹잇감에 쓰는 기술 ‘죽음의 회전’. 2020. 

7. 1.

12.   신남식의 야생동물 세상보기(16) 지상에서 가장 빠른 치타도 쫄쫄 굶는 날 많다. 2020.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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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남식의 야생동물 세상보기(17) 중국이 연 100만 달러 받고 빌려주는 야생 동물. 2020. 

7. 29.

14.   신남식의 야생동물 세상보기(18) 호주 인구보다 많은 캥거루, 왕성한 번식 비결은. 2020. 

8. 26. 

15.   신남식의 야생동물 세상보기(19) 한국선 자취 감춘 이 동물…호주는 너무 많아 걱정. 

2020. 9. 9.

16.   신남식의 야생동물 세상보기(20) 제대로 차이면 목숨 부지 어려운 타조의 발. 2020. 9. 23. 

17.   신남식의 야생동물 세상보기(21) 바람 안 피우는 늑대, 상대 죽어야 새 짝 찾아. 2020. 10. 7. 

18. 신남식의 야생동물 세상보기(22) 합방에 애먹이는 동물원 고양잇과 동물. 2020. 11. 4. 

19.   신남식의 야생동물 세상보기(23) 담비, 귀엽게 생겼다고? 알고 보면 사나운 포식자. 2020. 

11. 18. 

20.   신남식의 야생동물 세상보기(24) 농가 사육 수입산 반달가슴곰이 애물단지 된 사연. 

2020. 12. 2. 

21.   신남식의 야생동물 세상보기(25) 유해동물로 찍힌 고라니 알고 보니 국제적 보호종. 

2020. 12. 30.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위원.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환경부, 2019. 7. 1~현재.

   2. 위원장. 실험동물관리위원회, 대한약품공업(주), 2020. 1. 1~현재.

이영순 (수의학과)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대한민국 학술원상 심사위원회 자연과학 심사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심사시작, 2020. 6. 

5~7. 10.

   2.   대한민국 학술원 제4분과(의학부문) 회장취임. 2020. 9.   1.

<기타 근황>

   1.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이사회 참석, 2020년 매월 1회 참석.

   2.   대한민국 학술원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참석, 2020. 2/19, 6/19, 12/18.

   3.   대한민국 학술원 임원회의 참석, 2020. 9. 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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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식 (수의학과)

<저서>

   1.   이흥식 외 4인(공저): 학문 후속 세대를 위한 나의 학문 나의 삶 1. 총 452쪽, 서울대 명예

교수협의회, 2020. 10. 30.

<보고서>

   1.   이흥식, 류판동, 이기창, 김승준 외 24명: OIE 권고 수의학교육 졸업역량의 직무술기와 

수행항목 설정. 총132쪽, 농림축산식품부, 2020. 12. 31.

   2.   이흥식, 최명옥, 박성현, 권오량 외 6명: 고교생의 꿈을 위한 석학 가이드 III. 총139쪽, 서

울대 총동창회, 2020. 12. 31.

   3.   이흥식, 서강문, 손창호, 여상건 외 6명: 수의학교육 평가 ·인증 10년. 총 422쪽, 한국수의

학교육인증원. 2020. 12. 31.

<학술회의>

   1.   이흥식: OIE 권고 수의학교육 졸업역량의 직무술기와 수행항목 설정 공청회, 농림축산식

품부. 유성 인터시티호텔 회의실, 2020. 11. 12.

<강의 및 특강>

   1.   수의학교육 인증평가의 기대 효과.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워크숍.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2020. 9. 17.

   2.   수의학교육인증 10년 회고와 전망.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창립 10주년. 서울대 호암교수

회관. 2020. 11. 26.

<수강>

   1. 제25차 논어 특강. 한국고전번역원, 2020. 7. 20~8. 19.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고문.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2019. 12. 1~현재.

   2. 편집고문.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 2012. 4. 1~현재.

   3. 편집위원. Journal of Agricultural and Veterinary Sciences, 2008. 1. 1~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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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 대한수의사회, 2018. 11. 20~현재.

   5. 이사.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2019. 11. 30~현재.

   6. 위원장.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판정위원회, 2019. 12. 1~현재.

<연구>

   1.   이흥식, 류판동, 이기창, 김승준 외 24명: OIE 권고 수의학교육 졸업역량의 직무술기와 

수행항목 설정. 농림축산식품부, 2020. 12. 31.

<동정>

   1. 2020 대한민국 수의사대상. 대한수의사회. 2020. 3. 30.

   2. 특별공로상.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2020. 11. 26.

약학대학

김영식 (제약학과)

<저서>

   1. 김영식: 약국에는 없는 의약품 이야기. 총 326쪽, 자유아카데미, 2020. 11. 25.

<논문>

   1.   Dao TTP, Song K, Kim JY, et al. (2020) Igalan from Inula helenium (L.) suppressesthe 

atopic dermatitis-like response in stimulated HaCaT keratinocytes via JAK/STAT3 

signaling. Inflamm. Res. 69(3), 309-319.

   2.   Kang NW, Lee JY, Song K, et al. (202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Liquid 

Chromatography-Tandem Mass Spectrometry Method for Pharmacokinetic Evaluation 

of 7β-(3-Ethyl-cis-crotonoyloxy)-1α-(2-methylbutyryloxy)-3,14-dehydro-Z-notonipetranon 

in Rats. Molecules. 25(8), 1774, DOI: 10.3390/molecules25081774.

   3.   Lee J, Song K, Hiebert P, et al. (2020) Tussilagonone ameliorates psoriatic features in 

keratinocytes and Imiquimod-iduced psoriasis-lke lesions in mce via NRF2 activation. 

J. Invest. Dermatol. 140(6), 1223-1232.

   4.   Song K, Nho CW, Ha IJ, Kim YS. (2020) Cellular Target Proteome in Breast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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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s of an Oplopane Sesquiterpenoid Isolated from Tussilago farfara J. Nat. Prod. 25, 

83(9), 2559-2566.

<강의 및 특강>

   1. 약학대학 학부 강의 “의약품 개발사”, 2020. 3~6.

   2.   헤파린의 구조와 활성, 우리B&B, 전북전주시, 2020. 1. 16.

   3.   코로나 바이러스 의약품은 언제?. 창원중앙여자고등학교 강당, 2020. 7. 3.

   4.   코로나 바이러스 의약품은 언제?. 원광여자고등학교 강당, 2020. 7. 22.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심사위원. 카길한림생명과학상 및 한림원생리의학상,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20. 9. 23.

   2.   한국생약학회 이사. 2020. 1~12.

   3.   한의약 표준화 분과위원. 한의학연구원, 2020. 1~12.

김종국 (제약학과)

<동정>

   1.   부채표가송재단과 대한약학회가 수여하는 제2회 윤광열 약학공로상 수상자에 선정. 

2020. 10. 20.

심창구 (제약학과)

<역저서>

   1. ‘약학사회지’ 제3호 발행, 대한약학회 약학사 분과학회, 2020. 3. 2

   2.   ‘한국약학박사 1호 대하 홍문화’ 발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역사관, 2020. 3. 9.

   3.   역서, 「새로운 약은 어떻게 창조되나」 제9쇄 발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0.9. 

   4.   서울대학교약학대학 동창회보 제98호 발행,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동창회, 2020. 10.

   5.   ‘한국약학의 역사 XII’, 대한약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약학사 분과학회 심포지엄 프로시

딩, 2020. 10. 22.

<강의>

   1.   특강: 예비 약사의 진로와 자세,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예비 약사 선서식, 가천대 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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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0.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송음의약학상’ 심사위원장. 동성제약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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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의 상’ 심사위원장. 약업신문사 제정, 2017. 3. 30~현재.

   8.   통일약학연구회 초대 회장. 2018. 6. 26~현재.

   9.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편집위원. 2018~현재. 부회장, 2020. 3. 18~현재.

10. 서울대 약대 동창회장. 2020.2~현재.

11. 온누리 교회 시무장로(2004~2018), 사역장로(2019~현재).

12. 대한약사회 약사공론 전문평론위원 피촉, 대한약사회/약사공론, 2020.7~현재.

<기고문. 인터뷰>

   1. 칼럼: ‘약업신문’에 2007년 11월 28일부터 2주에 1회씩 ‘약창춘추’ 연재 중.

   2.   인터뷰: 신임 단대동창회장 인터뷰, 서울대 총동창 신문, 2020. 5. 15.

   3.   Special Article: ‘한국의 약학교육사 4’. 팜텍, 한국PDA/한국제약기술교육원, 2020. 10. 2.

   4.   제약평론 ‘제약산업, 불량규제가 가이드라인이 되려면’ 약사공론, 2020. 10. 19.

   5.   인터뷰: 제약전문평론위원 인터뷰 ‘제네릭은 그냥 만드나. 제약 선배들 노고 인정하자’ 약

사공론, 2020. 10. 19.

   6.   인터뷰, 근대 약학교육 100여 년의 발걸음, 약계의 미래를 만들다. 동화약보, 2020. 12.

   7.   권두언: 서울대학교 약학대학동창회보 제98호, 2020. 10.

   8. ‘비혼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기고, 약국신문, 2020. 12. 28.

<기타 근황>

   1. 제25대 서울대약대 동창회 임원단 구성, 2020. 4. 25.

   2.   동창회 상임위원회 개최(서면 정기총회 결정), 2020. 6. 5.

   3.   약학계 원로 인생 녹취, 중앙대 손동헌 명예교수, 호암교수회관, 2020. 7. 27.

   4.   제8회 졸업생-학부생 멘토-멘티 프로그램 온라인 발대식 축사. 2020.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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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2회 약학사 분과학회 온라인 심포지엄 주최, 2020. 10. 22.

   6.   제6회 제약관악 포럼 축사, 서울대 신약개발센터, 2020. 10. 22.

   7.   제34회 ‘약의 날’ 기념식 참석, 플라자 호텔, 2020. 11. 18. 

   8.   제4회 통일약학 심포지엄 주최, 서울대 신약개발센터, 2020. 12. 9.

   9.   결혼식 주례 2건(4/26, 10/11) 

10. 2020 약대여동문회 온라인 송년회 축사, 2020. 12. 15.

11. 약업신문사 제정 ‘제56회 약의 상’ 시상식 참석(심사위원장), 2020. 12. 28.

이은방 (제약학과)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신풍제약(주) 고문. 2002. 9~현재.

   2.   (사)참행복나눔운동 공동대표. 2006. 4. 1~현재.

       참행복나눔포럼, 참행복나눔 대학총장 교류회, 참행복나눔 동아리 활동 등을 집행함(금년

은 코로나19사태로 많은 행사가 보류되었으나 본 운동에 대한 보강 및 강화전략 수립함).

   3.   일낙회(한국약학대학 명예교수) 회장. 2016. 4~현재.

   4.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종신이사. 2020. 5~현재.

   5.   한국생약학회 및 한국응용약물학회 학술상을 제정하여 시상함.

     - 한국응용약물학회(수상자; 서울대학교 이상국 교수), 호암교수회관, 2020. 10. 16

     - 한국생약학회(수상; 우석대학교 김대근 교수), 호암교수회관, 2020. 12. 3.

장일무 (제약학과)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세계보건기구(WHO) 전통의약 및 보완의학(Traditional/Complementary Medicine) 부문 

전문자문위원에 재선임. 임기는 2023년 6월까지임.

김규원 (약학과)

<저서>

   1. 김규원: 미로 속에서 암과 만나다. 총 252쪽, 담앤북스, 2020.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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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 (약학과)

<동정>

   1.   우리나라 천연물 연구분야를 개척한 여성과학자로 김영중 명예교수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가 2019 과학기술유공자(생명 분야)로 선정함.

음악대학

정태봉 (작곡과)

<작품 또는 연주>

   1.   정태봉: 클라리넷을 위한 길 II(cla. 김선영), 공간 소리 개관연주회, 공간 소리, 2020. 9. 24.

   2.   정태봉: 십자가를 지신 예수(ten. 김동원, pf. 오정은), 예술종교가곡 작곡발표회, 영산아

트홀, 2020. 12. 22.

<강의 및 특강>

   1. 작곡세미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대학원, 서울대학교, 2020. 4. 17~6. 26.

   2. 작곡세미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대학원, 서울대학교, 2020. 9. 4~12. 18.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심사위원. 대한민국 작곡상 심사위원회, 한국음악협회, 2020. 10. 22.

<기타 근황>

   1. 음악미학 인터뷰 ‘작곡가 정태봉’, 음악미학연구회 유튜브, 2020. 7. 21.

   2. 작곡실기 채점위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수시모집, 2020. 12. 12.

   3. 면접위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수시모집, 2020.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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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악과)

<동정>

   1. 대한민국예술원 제67차 정기총회에서 신입 회원으로 선출됨. 2020. 8. 20.

의과대학·의학대학원

김용진 (의학과)

<논문>

   1.   CH Lee, ER Kim, YJ Kim, et al. (2020) Cone Repair in Adult Patients with Ebstein 

Anomaly. Korean J Thorac Cardiovasc Surg, 53(5), 243-249.

 2.   HG Lim, GB Kim, YJ Kim, et al. (2020) Next-generation 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 JTCVS Open, 3(C):14-24, doi.org/10.1016/j.xjon.

<학술회의 참석>

 1.   제28차 ASCVTS(Asian Society of Cardiovascular and Thoracic Surgery) 2020 Annual 

Meeting, 태국, Chiang Mai, 2020. 2. 7~10.

<연구>

 1.   김응래, 김용진: 심장혈관 수술 환자에서 Periborn bovine pericardium의 안전성 및 유용

성 평가를 위한 임상연구. 혜원의료재단 세종의학연구소, 2020. 6. 1~2021. 5. 31.

<동정>

 1. 제5회 의료기기산업대상 기술혁신상 수상,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2020. 12. 9.

<기타 근황>

 1.   개인 맞춤형 경피적 심장 반월판 스텐트 판막의 제조 방법. 특허출원(10-2020-0174765), 

2020.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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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회 (의학과)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대한민국학술원총회에서 신임회원으로 선출됨. 2020. 7. 29.

서유헌 (의학과)

<논문>

   1.   Ka Young Kim, Yoo-Hun Suh, Keun-A Chang (2020) Therapeutic Effects of Human 

Amniotic Epithelial Stem cell in a Transgenic Mouse Model of 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 21(7), 2658.

   2.   Seung-Jun Yoo, Gowoon Son, Yoo-Hun Suh 외 10명 (2020) Longitudinal profiling of 

oligomeric Aβ in human nasal discharge reflecting cognitive decline in probable 

Alzheimer’s disease. Scientific Reports 10, 11234.

<저서>

   1. 0~7세 공부고민해결 공저, ISBN 978-89-349-8971-4 13590, P307, 김영사, 2020. 11. 18.

<학술회의>

   1.   Yoo-Hun Suh: International Symposium on Alzheimer’s Disease and Parkinson’s 

Disease. Atlanta U.S.A., 2020. 1. 7.

   2.   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 및 뇌 캠프, 서울대학교, 2020.   1. 9~10.

   3.   Polycosanol 심포지엄, 서울, 2020. 1. 16.

   4.   HFSP 국제이사회, 서울, 2020. 1. 18.

   5.   치매와 파킨슨병 심포지엄, 태국, 2020. 1. 20~22.

   6.   재생의료, 서울, 2020. 2. 24.

   7.   생애설계, 서울, 2020. 2. 26.

   8.   치매에서의 줄기세포 치료, 2020. 2. 26.

   9.   Human Frontier Science 회의, 서울, 2020. 2. 28.

10. 석여신경과학연구회, 서울, 2020. 5. 15.

11. 게임중독 연구회의, 서울, 2020.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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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HFSP 이사회(온라인), 2020. 7. 30.

13. 폴리코사놀의 기억효과, 서울, 2020. 10. 16.

14. 한림원탁토론회, BK사업과 대학혁신, 2020. 11. 6.

15.   제17차 의학한림원, 한국과총과학기술한림원 온라인 공동포럼, COVID-19 재유행 예측

과 효과적 대응, 2020. 11. 9.

16. KISTEP 수요포럼, 사물배터리시대, 서울, 2020. 11. 11.

17.   AI시대, 나이듦과 장수 경제의 과학기술동향과 전망, 2020과총-학회 공동포럼, 2020. 11. 

13.

18. 한림국제심포지엄, 나노바이오융합치료기술의 미래, 2020. 11. 19.

19. 우리나라 정밀의료 현황과 미래, 한림원탁토론회, 2020. 11. 27.

20. COVID-19 온라인 포럼, 의학한림원, 2020. 12. 9.

21. NAMOK-KFCR Joint Meeting, Seoul International Cancer Symposium, 2020. 12. 11.

22. 대한 퇴행성신경질환학회, 2020년 학술대회, 2020. 12. 12.

<강의 및 특강>

   1. 중년기 이후의 건강한 뇌 활력을 위한 교육. 생애설계, 서울, 2020. 1. 21.

   2.   나이보다 젊어지는 행복한 뇌. 서울대 평생아카데미, 2020. 2. 18.

   3.   도파민 약리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20. 4. 22.

   4.   진통약리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20. 4. 22.

   5.   중년기 이후의 건강한 뇌 활력을 위한 교육. 서울, 2020. 4. 28.

   6.   두뇌훈련법, 잠자는 뇌 깨우는 교육, 토닥토닥 교육. 서울, 2020. 6. 3.

   7.   뇌의 신비. 포스코고등학교, 2020. 6. 11.

   8.   신경약리학.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2020. 7. 6.

   9.   신경퇴행성질환.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2020. 7. 6.

10. 정신병.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2020. 7. 10.

11. 노인인력개발. 서울, 2020. 7. 16.

12. 뇌발달 적기교육. 인천연수종합사회복지관, 인천연수구청, 2020. 9. 23.

13. Potential Stem Cell Therapy for AD&PD. 부산 베데스다병원, 2020. 9. 25.

14. 뇌 발달 적기교육. 인천가원병설유치원, 2020. 10. 5.

15. 미래인공지능시대의 뇌과학. 수요특강, 중동고등학교, 2020. 10. 7.

16. 뇌의 신비. 가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2020. 10. 13.

17. 나이보다 젊어지는 뇌. 익산, 202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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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인공지능과 뇌과학. 명덕외국어고등학교, 2020. 10. 20.

19. 나이보다 젊게 사는 건강한 뇌. 전주대학교, 2020. 10. 23.

20. 치매예방 7가지 비책. 제주포도호텔, 2020. 10. 30.

21. 중년기 이후 건강변화와 대책, 약수노인종합복지관, 2020. 11. 24.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위원.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협의회, 2017. 10~현재.

   2.   회장. 한국뇌교육학회. 2015~현재.

   3.   위원장. 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매년 뇌과학올림피아드개최), 2009~현재.

   4.   명예홍보대사. 한국컨벤션, 2009~현재.

   5.   엠버서더. 한국과학창의재단, 2002~현재.

   6.   본부이사. 국제인간프런티어과학기구(HSFP), 2005. 1~현재.

   7.   종신회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2003~현재.

   8.   이사. (사)더불어 배움, 2017~현재.

   9.   위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2004~현재.

10. 종신회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03. 11~현재.

11. 이사. 한국 노벨상수상 지원본부, 1999. 8~현재.

12. 객원교수. 중국하얼빈의대, 일본동경대의과학연구소, 영국임페리얼대학, 1998. 1~현재.

13.   International Faculty & Invited Speaker. 알츠하이머 파킨슨 국제학회(AD/PD), 1993~현

재.

14. 부편집인. Journal of Pharmacological Sciences ( JPS), 2011~현재.

15. 부편집인. Neuroscience Research, 2007~현재.

16. 편집위원. Neurochemical Research, 2002~현재

17. 편집위원. Journal of Molecular Neuroscience ( JMN), 1999~현재.

18. 편집위원. Journal of Neuroscience Research ( JNR), 1998~현재.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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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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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근황>

(언론&방송)

   1. 탈수와 뇌. SBS 모닝 와이드, 2020. 1. 23.

   2.   치매예방 7가지 비책. 에듀티브, 2020. 1. 30.

   3.   치매 막아주는 방호벽: ‘HDL콜레스테롤’을 높여라. 헬스조선, 2020. 12. 9.

(기타)

   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신년하례행사 인사, 2020. 1. 6.

   2.   뇌신경과학회 신년회, 2020. 1. 9.

   3.   길병원 서울의대동창회 신년회, 2020. 1. 10.

   4.   대한퇴행성신경질환학회 신년회 참석, 2020. 2. 14.

   5.   부산 베데스다 병원에서 주최하는 병원 이사회 참석, 2020. 2. 26.

   6.   대한퇴행성신경질환학회 온라인 이사회 참석, 2020. 7. 29.

   7.   네이처셀 이사회 참석, 2020. 7. 29, 8. 24.

   8.   더불어 배움 이사회 참석, 2020. 9. 11.

   9.   국제휴먼프론티어기구(HFSP) 온라인 이사회 참석, 2020. 3. 26, 9. 18.

10. 포항공대 의대설립 추진자문회의 참석, 2020. 10. 27.

11. 네이처셀 온라인 이사회 참석, 2020. 11. 3.

12. 베데스다병원 이사회 참석, 2020. 11. 11.

13.   국제휴먼프런티어기구(HFSPO, Human Frontier Science Program Organization), 사무총

장 후보 심사 인터뷰, 2020. 11. 24~28, 12. 2.

안규리 (의학과)

<동정>

   1. 경기여고 동창회로부터 제27회 ‘자랑스러운 경기인’ 수상. 2020. 10. 17.

왕규창 (의학과)

<저서>

   1.   왕규창 외 서울대 어린이병원 의료진: 척수이형성증(척수수막류, 요천추부 지방종과 같

은 선천성 척수 기형 질환)의 관리 가이드 북. 5월 5일 어린이날에 서울대학교 소아청소

년병원 척수이형성증 클리닉 의료진과 함께 3년간 준비해 온 환자, 보호자, 학생, 비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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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을 위한 책자를 발간함.

<동정>

   1.   2020년 2월말 서울대학교를 정년퇴임한 후 3월부터 일산에 있는 국립암센터희귀암센터

에서 초빙의로 근무. 월, 화, 수요일 근무하고 암 환자뿐 아니라 소아신경외과 전반에 걸

쳐 진료하며 후학을 지도하고 있다. 목요일에는 홍릉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원(KIST) 뇌과

학연구소에 들러 자문에 응하고 있음.

윤재일 (의학과)

<논문>

   1.   이재인, 서현이, 윤재일 외 5인(2020) 간기능검사 이상을 보이는 건선환자에서 비알콜성

지방간의 유병율 및 임상양상. 대한피부과학회지. 2020; 58(10); 643-649.

<강의 및 특강>

   1.   자외선조사인공광원의 개발에 따른 건선치료의 발전. 제29차 대한광의학회 연례학술대

회, 대한광의학회,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15층, 2020. 9. 5.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Asian Society for Psoriasis. Honorary president. 2018. 12. 7~present.

   2. Asian Dermatological Association, Honorary council member. 2011. 11~present.

   3. Honorary professor. China Medical University, Dept of Dermatology, 2011. 4~present.

   4. Journal of Dermatological Science, Editorial board member. 2009~present.

   5. 대한건선학회 고문 2011. 9~현재.

   6. 대한화장품의학회 고문 2010~현재.

   7. 대한광의학회 평의원 2003~현재.

   8. 의학한림원 종신정회원 2018~현재.

   9. 대한건선학회지 편집위원 2004~현재.

<기타 근항>

   1.   피부과 의사를 위한 메이크업화장품에 대한 지식들. 감수, 대한화장품의학회 발간, 메드

랑, 202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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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공의 건선 갈라잡이. 감수, 대한건선학회 발간, 2020. 12.

   3. 인샤인피부과의원 원장. 2017. 9. 1~현재.

<연구>

   1.   조성진 외: 건선환자 의료기관 이용실태 및 경제적 비용부담연구. 대한피부과학회주관, 

2020. 6~10.

이부영 (의학과)

<저서>

   1. 이부영, <괴테와 융-파우스트의 분석심리학적 이해> 총 608쪽, 한길사, 2020. 7. 10.

<강의 및 특강>

   1. 한국융연구원 제2차 교육 workshop(주제; 분석가 수련교육), 2020. 1. 12.

   2.   한국융연구원 전문과정 <집단사례토의> 주재, 2020. 4. 3.

   3 한국융연구원 신입예비과정 <분석심리학 종합토론> 주제, 2020. 7. 14.

   4.   한국융연구원 전문과정 <집단사례토의> 지도, 2020. 7. 17.

   5.   한국융연구원 전문과정 <집단사례토의> 지도, 2020. 9. 25.

<기타 근황>

   1. 경향신문 문화부 <괴테와 융> 출간 인터뷰, 2020. 7. 13.

정준기 (의학과)

<저서>

   1.   정준기: 이 세상에 오직 하나. 총 308쪽, 꿈꿀자유, 2020. 7. 15. 이 책은 정교수의 6번째 

수필집으로 58편의 글이 실려 있다.

채종일 (의학과)

<논문>

   1.   Jung BK, Lee JY, Chang TH, Chai JY, et al. (2020) Rare case of enteric Ancylost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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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inum hookworm infection, South Korea.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26(1), 181-

183.

   2.   Chai JY, Jung BK (2020) Foodborne intestinal flukes: a brief review of epidemiology 

and geographical distribution. Acta Tropica 201, 105210.

   3.   Seo M, Shim SY, Lee HY, Chai JY, et al. (2020) Ancient echinostome eggs discovered in 

archaeological strata specimens from Baekjae Capital ruins of South Korea. Journal of 

Parasitology 106(1), 184-187.

   4.   Tunya R, Wongsawad C, Wongsawad P, Chai JY (2020) Morphological and molecular 

characteristics of Anisakis typica larvae in two species of threadfin bream, Nemipterus 

hexodon and N. japonicus, from the Gulf of Thailand.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58(1), 15-25.

   5.   Patarwut L, Chontananarth T, Chai JY, Purivirojkul W (2020) Infections of digenetic 

trematode metacercariae in wrestling halfbeak, Dermogenys pusilla from Bangkok 

Metropolitan Region in Thailand.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58(1), 27-35.

   6.   Chai JY, Jung BK, Chang T, Shin H, et al. (2020) Echinostoma aegyptica (Trematoda: 

Echinostomatidae) infection in five riparian people in Savannakhet Province, Lao PDR.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57(3), 313-318.

   7.   Lee YI, Seo M, Chai JY (2020) Intestinal flukes recovered from a herring gull, Larus 

argentatus, in the Republic of Korea.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58(1), 81-86.

   8.   Chang T, Jung BK, Shin H, Chai JY, et al. (2020) Morphological and molecular 

confirmation of Parvatrema duboisi metacercariae in the Manila clam Ruditapes 

philippinarum from Gochang-gun, Korea.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58(1), 87-91.

   9.   Chai JY (2020) Human Parasitic Diseases: A Diagnostic Atlas (Book Review).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58(1), 103-103.

10.   Jung BK, Kim ED, Song H, Chai JY, et al. (2020) Immunogenicity of exosomes from 

dendritic cells stimulated with Toxoplasma gondii lysates in ocularly immunized mice.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58(2), 185-189.

11.   Kim JY, Shim S, Chung EJ, Chai JY, et al. (2020) Effectiveness of mass drug 

administration on neglected tropical diseases in schoolchildren in Zanzibar, Tanzania.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58(2), 109-119.

12.   Chai JY, Sohn WM, Hong SJ, Jung BK, et al. (2020) Effect of mass drug administration 

with a single dose of albendazole on Ascaris lumbricoides and Trichuris trichi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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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ection among schoolchildren in Yangon region, Myanmar.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58(2), 195-200.

13.   Chang T, Jung BK, Sohn WM, Chai JY, et al. (2020) Molecular diagnosis of Taenia 

saginata tapeworms from two residents of Northern Cambodia.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58(2), 201-204.

14.   Kim MJ, Won EJ, Kim SH, Chai JY, et al. (2020) Molecular detection and subtyping of 

human Blastocystis and clinical implications: comparisons between diarrheal and non-

diarrheal groups in Korean populations.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58(3), 321-326.

15.   Chai, JY, Cho J, Chang T, Jung BK, et al. (2020) Taxonomy of Echinostoma revolutum 

and 37-collar-spined Echinostoma spp.: a historical review.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58(4), 343-371.

16.   De NV, Minh PN, Bich NN, Chai JY (2020) Seroprevalence of tissue and luminal 

helminths among patients in Hanoi Medical University Hospital, Vietnam, 2018.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58(4), 387-392.

17.   Cho J, Jung BK, Chang T, Chai JY, et al. (2020) Echinostoma mekongi n. sp. (Digenea: 

Echinostomatidae) from riparian people along the Mekong River in Cambodia.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58(4), 431-443.

18.   De NV, Minh PN, Duyet LV, Chai JY, et al. (2020) Two human cases of Echinococcus 

ortleppi infection in the lung and heart in Vietnam.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58(4), 451-456.

19.   Lee SH, Jung BK, Song H, Chai JY, et al. (2020) Neuroprotective effect of chronic 

intracranial Toxoplasma gondii infection in a mouse cerebral ischemia model.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58(4), 461-466.

20.   Chai JY, Jung BK, Ryu JY, Kim HS, et al. (2020) Larval gnathostomes and spargana in 

Chinese edible frogs, Hoplobatrachus rugulosus, from Myanmar: potential risk of 

human infection.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58(4), 467-473.

21.   Chai JY (2020) History and current status of malaria in Korea. Infect Chemother 52(3), 

e60.

22.   Butboonchoo P, Wongsawad C, Wongsawad P, Chai JY (2020) Morphology and 

molecular identifaction of Echinostoma revolutum and Echinostoma macrorchis in 

freshwater snails and experimental hamsters in upper northern Thailand.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58(5), 4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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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Chang T, Jung BK, Sohn WM, Chai JY, et al. (2020) Morphological and molecular 

diagnosis of Necator americanus and Ancylostoma ceylanicum recovered from 

villagers in Northern Cambodia.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58(6), 619-625.

24.   Won EJ, Lee YJ, Kim MJ, Chai JY, et al. (2020) Morphological and molecular 

characteristics of clinostomid fluke metacercariae from Korea and Myanmar.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58(6), 635-645. 

25.   Chai JY, Jung BK, Lee KH, Hong SJ, et al. (2020) Infection status of Gnathostoma 

spinigerum larvae in Asian swap eels, Monopterus albus, purchased from local 

markets in Cambodia.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58(6), 695-699. 

26.   Chai JY, Jung BK, Lee KH, Ryo JY, et al. (2020) Larval gnathostomes and zoonotic 

trematode metacercariae in fish from a local market in Yangon City, Myanmar.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58(6), 701-707.

27.   채종일 (2020) 기후변화가 기생충질환의 유행에 미치는 영향. 학술원논문집(자연과학편) 

제59집 2호, 219-247. 

28.   Hong JH, Seo M, Oh CS, Chai JY, et al. (2020) Metagonimus yokogawai ancient DNA 

recovered from the 16th to 17th century Korean mummy feces of Joseon Dynasty. J 

Parasitol 106(6): 802-808.

<학술회의>

   1.   Chang TH, Jung BK, Hong S, Chai JY, et al.: Distribution and risk factors for Blastocystis 

sp. infection: a cross sectional survey among health check-up patients in South Korea.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 제62회 총회 및 학술대회.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성남시. 2020. 

10. 29. (구연)

   2.   유승완, 정봉광, 장태희, 신혜주, 이정규, 채종일: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면 대천리에서 채

집한 바지락에서 Acanthoparyphium sp. 피낭유충 감염보고.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 

제62회 총회 및 학술대회.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성남시. 2020. 10. 29. (포스터)

   3.   Chang TH, Jung BK, Hong S, Chai JY, et al.: The occurrence of hybridization between 

Taenia saginata and Taenia asiatica in Northern Cambodia.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 

제62회 총회 및 학술대회.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성남시. 2020. 10. 29. (포스터)

   4.   Jung BK, Chang TH, Ryoo SW, Chai JY, et al.: A survey of Metagonimus yokogawai 

metacercariae in sweetfish, Plecoglossus altivelis, from various localities of Korea. 대한

기생충학.열대의학회 제62회 총회 및 학술대회.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성남시. 20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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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포스터) 

   5.   Shin H, Jung BK, Chang TH, Chai JY, et al.: Prevalence of Haplorchis pumilio infection 

among schoolchildren on a small island of Lake Victoria in Tanzania. 대한기생충학.열

대의학회 제62회 총회 및 학술대회.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성남시. 2020. 10. 29. (포스터)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2005. 3. 1~현재.

   2.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2004. 1. 1~현재.

   4.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분회장(제1분회). 2019. 1. 1~현재.

   5.   한국건강관리협회. 회장. 2016. 1. 1~현재.

   6.   한국건강관리협회 기생충박물관. 관장. 2019. 2. 14~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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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0. PLoS Neglected Tropical Diseases. Associate Editor. 2020. 1~현재.

11. (사)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 등기이사. 2017. 4. 1~현재.

12. 한국의학원. 이사. 2010~현재.

13. (재)호월송암재단. 이사. 2019~현재.

14. 메디피스. 공동대표. 2020~현재.

15.   한-캄보디아 인수공통감염 흡충 질환 관리사업단 단장(1차). 한국건강관리협회. 프놈펜. 

캄보디아. 2020. 1. 14~21.

16.   한-캄보디아 인수공통감염 흡충 질환 관리사업단 단장(2차). 한국건강관리협회. 프놈펜, 

캄보디아. 2020. 2. 6~11.

<동정>

   1.   수상: 대한민국학술원상(자연과학응용분과). 대한민국학술원. 2020. 9. 17.

       수상 저서명: Human Intestinal Flukes: From Discovery to Treatment and Control 

(Springer-Nature, The Netherlands). pp. 1-549. 

   2.   일본 열대의학회( Japanese Society of Tropical Medicine)의 특별회원(Honorary Fellow)

으로 추대됨. 2020. 10. 31.

   3. 의사수필동우회 ‘박달회’ 제47회(2020년도) 수필집 수필 2편 투고.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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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인 (의학과)

<논문>

   1.   Ko AR, Lee ES, Choi BI, et al. (2020) Added value of 2D shear wave imaging of the 

gallbladder bed of the liver for acute cholecystitis. Ultrasonography. 2020 39(4), 384-

393.

   2.   Lee YJ, Minami Y, Choi BI, et al. (2020) The AFSUMB Consensus Statement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Clinical Practice of Contrast-Enhanced Ultrasound using 

Sonazoid. 2020 J Med Ultrasound. 2020 28(2), 59-82. 

   3.   Lee DH, Lee ES, Choi BI, et al. (2020) Two-Dimensional-Shear Wave Elastography with 

a Propagation Map: Prospective Evaluation of Liver Fibrosis Using Histopathology as 

the Reference Standard. 2020 Korean J Radiol. 21(12), 1317-1325.

   4.   Dietrich CF, Nolsøe CP, Choi BI, et al. (2020) Guidelines and Good Clinical Practice 

Recommendations for Contrast-Enhanced Ultrasound (CEUS) in the Liver-Update 2020 

WFUMB in Cooperation with EFSUMB, AFSUMB, AIUM, and FLAUS. 2020 Ultrasound 

Med Biol, 46(10), 2579-2604.

   5.   Dietrich CF, Nolsøe CP, Choi BI, et al. (2020) Guidelines and Good Clinical Practice 

Recommendations for Contrast Enhanced Ultrasound (CEUS) in the Liver - Update 

2020 - WFUMB in Cooperation with EFSUMB, AFSUMB, AIUM, and FLAUS. Ultraschall 

Med. 2020 41(5), 562-585.

   6.   Lee JY, Minami Y, Choi BI, et al. (2020) The AFSUMB Consensus Statement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Clinical Practice of Contrast-Enhanced Ultrasound using 

Sonazoid. Ultrasonography 2020 39(3), 191-220.

   7.   Bae JS, Lee DH, Choi BI, et al. (2020) Quantitative Assessment of Fatty Liver using 

Ultrasound with Normalized Local Variance Technique Ultraschall Med. 2020 Apr 22. 

doi: 10.1055/a-1143-3091.

   8.   Choi BI, Kim MJ, Kim SH, et al. (2020) History of the Asian Society of Abdominal 

Radiology. 2020 Korean J Radiol. 21(1), 5-14.

   9.   Choi SL, Lee ES, Choi BI, et al. (2020) Technical success rates and reliability of spin-

echo echo-planar imaging (SE-EPI) MR elastography in patients with chronic liver 

disease or liver cirrhosis. 2020 Eur Radiol. 30(3), 1730-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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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회의 좌장>

   1.   E3 25D-Solid pancreatic Neoplasm: E3-The Beauty of Basic Knowledge: Pancreas. 

European Congress of Radiology (ECR 2020) Online Seminar, Chair: Byung Ihn Choi, 

Marc Zins, Nikolas Kartalis, Vienna, Austria 2020. 3. 11~14. 

   2.   AI in Biomedical Science: Current Status and Perspectives. Virtual Congress, Chair of 

Organizing Committee: Byung Ihn Choi, 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KAST) - National Academy of Medicine of Korea (NAMOK) Joint International 

Symposium Seoul, Korea, 2020. 10. 22.

   3.   New footprints in GE Ultrasound. Virtual Congress, Chair: Byung Ihn Choi, Speaker: JS 

Bae, JY Lee, Annual Congress of Korean Society of Ultrasound in Medicine (KSUM 

2020) Seoul, Korea, 2020. 11. 16.

   4.   Scientific Session 2 (ABD). Virtual Congress, Chair: Byung Ihn Choi, Mi-Suk Park, 

Speaker: JSBae, HJ Kang, DH Lee. Annual Congress of Korean Society of Ultrasound 

in Medicine (KSUM 2020) Seoul, Korea, 2020. 11. 17.

   5.   Health Care Solution on the Rising Burden of Patients. Viirtual Congress, Chair: Byung 

Ihn Choi, Speaker: DH Lee, JW Cho. Annual Congresss of Korean Society of 

Ultrasound in Medicine (KSUM 2020) Seoul, Korea, 2020. 11. 17.

   6.   Cancer Therapeutics Development: Are we in the right direction? Virtual Congress, 

Chair of Organizing Committee: Byung Ihn Choi, National Academy of Medicine of 

Korea (NAMOK) - Korea Foundation of Cancer Research (KFCR) Joint International 

Symposium Seoul, Korea, 2020. 12. 11.

<강의 및 특강>

   1.   Radiology Society & COVID-19: AOSOR Perspective. Asian Oceanian Radiology Forum 

(AORF 2020). Korean Congress of Radiology And Annual Delegate Meeting of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KCR 2020) Virtual Congress, Seoul, Korea, 2020. 9. 17.

   2.   Medical Research in English: Tips for Writing & Presentation. Dept of Radiology,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2020. 9. 23.

   3.   상복부초음파 진단 기초에서 최신지견까지. Virtual Congress The Korean Association of 

Clinical Ultrasound (KACU 2020) Seoul, Korea, 202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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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대한간암학회 자문위원. 2003~현재.

   2. 대한 영상의학회 평의원(전 회장). 2004~현재.

   3. 대한초음파학회 평의원(전 회장). 2005~현재.

   4. World Journal of Hepatology 편집위원. 2010~현재.

   5. 대한간학회 자문위원. 2011~현재.

   5. 한국초음파 의료기기 고문. 2012~현재.

   6. 대한소화기학회 고문. 2014~현재.

   7. 대한민국의학한림원 국제협력위원장. 2016~현재.

   8.   World Federation of Ultrasound in Medicine and Biology (WFUMB) Regional Director 

of COE in Asia. 2017~현재.

   9. Asian Oceanian School of Radiology (AOSOR) Director 선임. 2014~현재.

10. Radiology Digest 명예편집위원장. 2017~현재.

11. Ultrasonography 명예편집위원장. 2017~현재.

홍성태 (의학과)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WHO 소외열대질환 자문위원회 위원(Member of Working Group, Strategic Technical 

Advisory Group for Neglected Tropical Diseases, WHO)으로 위촉됨. 임기 2020~2023년.

보건대학원

백남원 (환경보건학과)

<논문>

   1.   백남원, 이승철, 변재철 외 1명(2020) 건물 내 석면제거 작업과 공기 중 석면의 외부누출 

위험성 평가. 한국산업보건학회지, 30(4), 405-411.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Member of International Advisory Board, Annals of Work Exposures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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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tish Occupational Hygiene Society, 2020. 1. 1~현재.

   2.   Member of International Editors,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Japan Society for 

Occupational Health, 2020. 1~현재.

행정대학원

정용덕 (행정학과)

<저서>

   1.   정용덕: 문명진보를 위한 국가행정의 제도화. 이한구 ·정연교 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색, 서울: 경희대학교출판부: 353-89(ISBN 978-89-8222-664-9).

<논문>

   1.   적극행정의 철학적 ·윤리적 토대 검토: 가능성, 한계 그리고 맥락. 한국행정연구, 29(1) 

2020: 1-30.

<특강>

   1. 행정과 행정인: 네 가지 패러다임. 세종연구소 국가전략연수과정 특강, 2020. 11. 19.

<학술회의>

   1.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라운드테이블(“한국형 공공방역 거버넌스?: 비교론적 시각”) 

좌장. 2020. 6. 26.

   2. “갈등관리기본법”. 국회 입법간담회. 좌장. 2020. 8. 4.

   3.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패널(“신제도주의”) 좌장. 2020. 12. 10. 

   4.   한국행정연구원 ·감사연구원 공동주최 국제학술대회. “적극행정: 국제비교”. 좌장. 2020. 

12. 15.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국민권익혁신단장. 2017. 5~2020. 5.

   2.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이사장. 2019. 6. 1~2020.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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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1. 임기 4년의 금강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함. 2020. 2. 24.

환경대학원

김안제 (환경계획학과)

<저서>

   1. 김안제: 세종시 이야기. 총 156쪽, 재판 500부, 보성각, 2020. 10. 20.

<논문>

   1. 김안제(2020) 신년사: 지방자치에 충실한 한 해가 되기를. 자치발전, 2020년 1월호, 8-9.

   2.   김안제(2020) 시론: 코로나19 발병과 지자체의 대응. 자치발전, 2020년 3월호, 8-9.

   3.   김안제(2020) 시론: 지방자치 25주년과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자치발전, 2020년 

11월호, 8-9.

<학술회의>

   1.   ‘문경국립산업과학체험건립 세미나’ 종합사회, 문경시 ·포스텍 주관, 문경시청 대회의실, 

2020. 1. 31.

   2.   ‘30만 인구 달성정책’ 종합사회, 문경시 ·문경대학 주관 정책토론회, 문경시청 대회의실, 

2020. 6. 4.

   3.   ‘지역 간 상생협력과 지방정부의 역할’ 기조연설,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포스

트 코로나시대 지방정부의 혁할」, 알로포트 서울명동호텔, 2020. 8. 14.

   4.   ‘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 건설’ 기조연설, 한국지역개발학회 국제세미나, 한국과학기술회

관, 2020. 10. 2.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02. 9. 1~현재.

   2.   원장. 한국자치발전연구원, 2020. 1. 1~12. 31.

   3.   고문.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2020. 1. 1~12. 31.

   4.   고문. 문경문화원, 2020. 1. 1~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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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고문. 밝은사회포럼, 2020. 1. 1~12. 31.

   6.   상임고문. 한국서화작가협회, 2020. 1. 1~12. 31.

   7.   고문. 문경시 정책자문단, 2020. 1. 1~12. 31.

   8.   고문. 새재포럼, 2020. 1. 1~12. 31.

   9.   이사. 통일교육개발연구원, 2020. 1. 1~12. 31.

10. 석좌교수. 문경대학교, 2020. 1. 1~12. 31.

11. 명예도민. 제주특별자치도, 2020. 1. 1~12. 31.

12. 명예시민. 세종특별자치시, 2020. 1. 1~12. 31.

13. 명예시민. 미국 라스베이거스시, 2020. 1. 1~12. 31.

14. 종신명예교수,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2020. 1. 1~12. 31.

15.   자문위원. 문경국립산업과학체험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문경시, 

2020. 1. 3~12. 31.

16. 고문. 한국지방자치학회, 2020. 2. 14~2021. 2. 13.

17. 원로자문. 재경문경시향우회, 2020. 6. 17~2022. 6. 16.

18. 상임고문. 운강이강년의병대장기념사업회, 2020. 6. 27~2022. 6. 26.

19. 이사.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2020. 7. 23~2022. 7. 22.

<기고문>

   1. 사자성어. 자치발전, 월간지, 2020년 1월호~12월호, 12편.

   2.   고사성어. 통일어린이마당, 월간지, 2020년 1월호~12월호, 12편.

   3.   수상문. 주간문경, 주간신문, 2020. 1. 1~12. 31, 36편.

   4.   향학(向學)의 회양목.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9(제14호), 231-232쪽, 2020. 2. 28.

   5.   행정수도 산 증인이 말하는 천도(遷都)의 정치경제학. 장세정 논설위원과의 대담, 중앙일

보, 2020. 8. 3.

   6.   학회행사 자금마련 일화.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도시정보지(제464호), 2020. 11. 30.

   7.   사제지의(師弟之義). 터 일굼, 창간호, 2020. 12. 30.

<동정>

   1.   주관,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주최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시상식. 백범김구기념관, 

2020. 10. 13.

   2.   자문위원. 문경국립산업과학체험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02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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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문. 한국지방자치학회, 2020. 2. 14.

   4.   원로자문. 재경문경시향우회, 2020. 6. 17.

   5.   상임고문. 운강 이강년(雲崗 李康秊) 의병대장 기념사업회, 2020. 6. 27.

   6.   제28대 이사.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2020. 7. 23.

   7.   발기인, 박정희 대통령기념재단후원회 발기대회, 달개비, 2020. 10. 15.

<기타 근황>

   1. 신년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신년회, 서울대 교수회관, 2020. 1. 2.

   2.   신년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신년회, 본학회 회의실, 2020. 1. 3.

   3.   신년사.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신년회, 식당: 모란각, 2020. 1. 6.

   4.   신년인사말: 밝은사회의 요건. 밝은사회포럼 신년회, 양지병원 회의실, 2020. 1. 9.

   5.   새해인사말. 호범회 신년회, 식당: 갈비사랑, 2020. 1. 20.

   6.   추도사. 허정 영결식, 고려대학교병원, 2020. 2. 7.

   7.   건배사. 한국지방자치학회 총회 만찬회, 서울대학교 구내식당, 2020. 2. 14.

   8.   회장 인사말. 동행회 정기모임, 신태평양, 2020. 5. 14.

   9.   인사말. 상생회 정기모임, 삼라정, 2020. 5. 15.

10. 축사. 운강이강년의병대장 기념사업회 문경이전 기념행사, 문경문화원, 2020. 6. 27. 

11. 축사. 재경문경시향우회 원로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루안, 2020. 6. 29.

12.   학회 대표 축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창립 61주년 기념식, 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 

2020. 7. 24.

13. 축사 및 종합강평. 한국지역개발학회 정책토론회, 대한상공회의소, 2020. 7. 29.

14.   개회사 및 폐회사.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주최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시상식, 백

범김구기념관, 2020. 10. 13.

15. 인사말. 박정희대통령 기념재단후원회 발기대회, 달개비, 2020. 10. 15.

16. 축사. 소진광 교수 정년기념회, 한국지역개발학회 주최, 과학기술회관, 2020. 10. 22.

17.   축사. 한국지방자치학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MOU 체결식, 한국방송통신대학 열린관, 

2020. 11. 6.

18. 인사말. 재경문경시향우회 원로자문 송년회, 루안, 2020. 11. 9.

19. 인사말. 밝은사회실천포럼 송년회, 울돌목, 202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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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대학원

고재승 (치의학과)

<저서>

   1.   고재승, 고홍섭, 구영 외 25인: 학문연구의 동향과 쟁점(제9집) 치의학. 총 660쪽, 대한민

국학술원, 2019. 12. 31.

<동정>

   1. 대한민국학술원 자연과학부 제4분과회장. 2016. 8. 26~2020. 8. 31.

<기타 근황>

   1. “우수학술도서 선정 ·지원사업” 총괄심사위원회(대한민국학술원), 2020. 5. 22., 7. 6.

   2. “우수학술도서 선정 ·지원사업” 1~3차 분야별심사(대한민국학술원), 2020. 6. 3~22.

   3. 대한해부학회 2020 제70회 학술대회(온라인) 참가, 2020. 10. 15.

   4.   The 8th Seoul Symposium on Bone Health 및 대한골대사학회 제32차 추계학술대회

(온라인) 참가, 2020. 11. 13.

   5. 대한노년치의학회 2020년 추계학술대회(온라인) 참가, 2020. 11. 24.

   6. 대한기초치의학협의회, 2020년도 대한기초치의학 학술대회(온라인) 참가, 2020. 12. 9.

배광식 (치의학과)

<저서>

   1.   대한민국 학술원: 학문연구의 동향과 쟁점 제9집 치의학. 총 660쪽, 대한민국 학술원, 

2019. 12. 31. 서론 한국치의학의 발자취(1~31쪽) 고재승 ·배광식 집필위원(챕터 저자).

<강의 및 특강>

   1.   치과의사학(서울대학교치과대학 및 치과병원사).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녹화방송). 2020. 3. 20.

   2.   능엄경 강설(선화상인 강설, 정원규 번역, 불광출판사). 금강강독회,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 903호 승우당, 2020. 1. 14 및 5. 12, Zoom 화상강독 2020. 6. 9~12. 8 2째 화요

일 오후 7:00~10:00. 총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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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금강심론(석금타 저, 청화 편). 금강강독회,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 903호 승우당, 

2020. 1. 3 및 1. 17, Zoom 화상강독 2020. 6. 5~12. 18 매월 첫째 및 세째 금요일 오후 

7:00~9:30. 총 14회

   4.   Buddhism: Its Essence and Development(Edward Conze 저) 영어 불교 강독. 국제포교

사회,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 903호 승우당 및 Zoom 화상강독, 2020. 1. 8~12. 30 

매주 수요일 오후 3:00~5:00. 총 37회.

   5.   기초불교영어강좌. 국제포교사회. 전법회관 지하 1층 강의실. 2020. 2. 8, 토 오전 10:00~ 

12:00 총 1회.

   6.   수릉엄삼매도 해설. 매월 넷째주 토 오후 8:00~9:00. 충남 태안 묘금륜원. 2020. 1. 18, 5. 

30, 10. 24 총 3회.

<기고문>

   1. 세계최초의 치과대학과 국립치과박물관(평론). 치의신보 제2767호. 17면, 2020. 1. 13.

   2. 치과의사학교실의 필요성(평론). 치의신보 제2774호. 14면, 2020. 2. 10.

   3. 전염병과 인류(평론). 치의신보 제2784호. 14면, 2020. 3. 16.

   4. ‘페스트’를 다시 읽으며(평론). 치의신보 제2794호. 14면, 2020. 4. 20.

   5. 한국치의학의 위상(평론). 치의신보 제2803호. 14면, 2020. 5. 25.

   6. 4차산업 사회에 적응하기(평론). 치의신보 제2809호. 14면, 2020. 6. 29.

   7.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래(평론). 치의신보 제2813호. 14면, 2020. 7. 27.

   8.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의대 입학정원 증원 논란(평론). 치의신보 제2820호. 14

면, 2020. 9. 14.

   9.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기념일에 대하여(평론). 치의신보 제2827호. 14면, 2020. 11. 2.

10. 우리 역사(평론). 치의신보 제2835호. 14면, 2020. 12. 28. 

11.   직지(直指)에 대한 소고(논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9, 제15호, 77-97면, 2020. 2. 

28. 발행.

12.   세상속 경전읽기(매주 연재). 현대불교신문. 제1275호~제1322호 13면, 2020. 1. 8~12. 23. 

총 48회.

<동정>

(인사)

   1. 사단법인 참수레 이사장. 사단법인 참수레, 2014. 5. 28~현재.

   2.   포털 다음 카페: 금강불교입문에서 성불까지(회원 약 11,000여 명) 카페지기. 200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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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현재.

   3.   포털 네이버 카페: 금강불교입문에서 성불까지(회원 약 5,400여 명) 카페지기. 2004. 4. 

2~현재.

   4. 명예교수협의회 명예교수회보 편집위원. 2015~현재.

   5. 대한치과의사협회 협회사편찬위원회 위원장 2020. 6. 26~현재.

(행사)

   1.   사단법인 참수레 수련원 묘금륜원 개원 5주년 기념식. 사단법인 참수레 이사장 배광식. 

충남 태안 태화산 묘금륜원, 2020. 10. 25.

<기타 근황>

   1.   철야참선정진 지도; 매월 넷째주 토 오후 9:00-일 오전 04:00. 충남 태안 태화산 묘금륜

원. 2020. 1. 18~19, 10. 24~25, 총 2회.

양재호 (치의학과)

<기타 근황>

   1. 대한치과보철학회 제83회 학술대회참석. 연세대백양누리 그랜드볼룸 2020. 7. 25~26.

   2.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춘계학술대회(Online) 참석. 2020. 9. 14~20.

   3.   대한치과보철학회 제84회 학술대회(Online) poster 논문발표 심사위원. 2020. 11. 29~ 

12. 8.

   4.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추계학술대회(Online) 참석. 2020. 12. 14~23.

   5. 청와대 치과 자문의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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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교수 동정

1) 수상

•   최병인(의과대학 의학과): 2020년 1월 14일 경기고등학교를 빛낸 ‘자랑스러운 경기인상’ 수상.

•   이흥식(수의과대학 수의학과): 2020년 3월 30일 대한수의사회로부터 ‘2020 대한민국 수의사

대상’ 수상.

•   하영선(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2020년 4월 29일 일본 정부가 수여하는 ‘욱일중수장’ 수

상자에 선정.

•   서경덕(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최근 미 토목학회가 수여하는 ‘International Coastal 

Engineering Award’ 수상.

•   권오승(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9월 18일 ‘2020년 명예로운 안동인상’ 수상자에 선정.

•   성낙인(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9월 21일 제16회 ‘경암상 수상자(인문사회 부문)’에 선정.

•   윤계섭(경영대학 경영학과): 10월 7일 서울사대부고 총동창회가 수여하는 ‘제22회 자랑스러운 

부고인’에 선정.

•   안규리(의과대학 의학과): 10월 17일 경기여고 동창회로부터 제27회 ‘자랑스러운 경기인’ 수상.

•   고영근(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0월 19일 제42회 ‘외솔상(문화 부문)’ 수상.

•   김종국(약학대학 제약학과): 10월 20일 부채표가송재단과 대한약학회가 수여하는 제2회 ‘윤광

열 약학공로상’ 수상자에 선정.

2) 인사

•   홍두승(사화과학대학 사회학과): 2020년 1월 9일 한민학원 제3대 이사장에 선임.

•   정용덕(행정대학원 행정학과): 2020년 2월 24일 임기 4년의 금강대 제8대 총장에 취임.

•   장일무(약학대학 제약학과):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 전통의약 및 보완의학

(Traditional/Complementary Medicine) 부문 전문자문위원에 재선임. 임기는 2023년 6월까지.

•   문용린(사범대학 교육학과): 2020년 4월 9일 사단법인 인간개발연구원 제12대 회장에 취임. 

명예교수 동정란은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보>(2020. 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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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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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재(사범대학 교육학과): 2020년 4월 16일 학교법인 동랑예술원(서울예술대) 이사장에 선임.

•   박성회(의과대학 의학과): 2020년 7월 29일 대한민국학술원 신임 회원으로 선출.

•   정진우(음악대학 기악과): 2020년 8월 20일 제67차 정기총회에서 대한민국예술원(회장 이근

배) 신입 회원으로 선출.

3) 행사

•   이우일(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2020년 3월 26일 유튜브 ‘한국과총’ 채널에서 ‘코로나19가 

가져올 변화’를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 개최.

•   한민구(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2020년 6월 23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과학기술교육과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 개최. 

•   이우일(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2020년 7월 3일 온라인 생중계로 ‘모두를 위한 모두의 AI’

를 주제로 2020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차 대회 개최. 

2. 모교 강의 담당 명예교수 현황

1) 2020학년도 1학기(2020년 3월 1일~2020년 8월 31일)

성명 대학 학과 교과목 강의시간

김종서 인문대학 종교학과 현대종교변동연구 3 

조인래 인문대학 철학과 과학철학통론 1 3 

김완진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경제수학 3 

이준구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경제원론 1 3 

강사욱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 3 

김도한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선형대수학 3 

김명환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수리암호 3 

박동은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 3 

박영우 자연과학대학 물리 ·천문학부 단학기 역학 3 

박종상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화학 3 

박종욱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 1, 생물다양성과 환경 2 

서세원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화학 3 

서정쌍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화학 3 

이준규 자연과학대학 물리 ·천문학부 전기역학 1 3 

정구흥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명의 이해 3 

정영근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화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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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학 학과 교과목 강의시간

정진하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 3 

조신섭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통계학의 개념 및 실습 3 

홍주봉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 3 

황덕수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 3 

김성준 공과대학 전기 ·정보공학부 공학기술과사회 3 

김태유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기술경영경제정책세미나 3 

박진우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스마트 산업 시스템 3 

서진헌 공과대학 전기 ·정보공학부 선형시스템이론 3 

이승종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공정유체역학 3 

조보형 공과대학 전기 ·정보공학부 전력전자공학 3 

채수익 공과대학 전기 ·정보공학부 임베디드시스템설계 3 

김수언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공학부 생화학 2 3 

김병종 미술대학 동양화과 공간과 회화 3 

이순종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디자인세미나1:기술환경과경제 3 

김영수 사범대학 생물교육과 생명과학교육론 3 

민현식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현대언어학과 국어교육연구 3 

김영식 약학대학 제약학과 의약품개발사 3 

이돈응 음악대학 작곡과 전자음악실기, 작곡실기 2 

임헌정 음악대학 작곡과 관현악 1 3 

정태봉 음악대학 작곡과 작곡세미나 3 

최경환 음악대학 기악과 관악실기(악기명), 실내악앙상블(중주) 3 

황상익 의과대학 의학과 한국근현대의학사의 이해 3 

서경호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 주제탐구세미나 1 3 

조병희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조사방법론 3 

김병섭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서론 3 

안중호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원론 3 

조재호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자본시장이론연구 3 

신동운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형사소송법특수연구 3 

윤진수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가족법특수연구 3 

이용식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형법특수연구 3 

정인섭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국제법과 국제관계 3 

양창수 법과대학 법학부 사법일반이론 3 

학점 합계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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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학년도 2학기(2020년 9월 1일~2021년 2월 28일)

성명 대학 학과 교과목 강의시간

김종서 인문대학 종교학과 현대종교와 문화 3

송철의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한국어음운론연구 3

이영주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중국고전문학연습 3

김완진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경제수학 3

이준구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경제원론 2 3

정진성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인권, NGO, 세계시민사회 3

최병선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데이터사이언스를 위한 확률과 통계 3

강사욱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 3

강   헌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화학 2 3

김   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 3

박동은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 3

박영우 자연과학대학 물리 ·천문학부 물리학 2 3

박종상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화학 3

박종욱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식물 계통분류학 및 실험 3

서세원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화학 3

이상엽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화학 2 3

이준규 자연과학대학 물리 ·천문학부 전기역학 2 3

정구흥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명의 이해 3

정영근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화학 3

정진하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 3

조신섭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통계학의 개념 및 실습 3

홍주봉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 3

황덕수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 3

이창우 경영대학 경영학과 회계원리 3

김성준 공과대학 전기 ·정보공학부 신경보완기술 3

김태유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기술경영경제정책세미나 3

박용태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산업공학개론 3

박종근 공과대학 전기 ·정보공학부 송배전계통 해석 3

박진우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공학적 데이터 분석 3

이승종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공학수학 2 3

이윤식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유기화학 2 3

이준식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복사열전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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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학 학과 교과목 강의시간

장정식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공학지식의 실무응용 3

정현교 공과대학 전기 ·정보공학부 전기에너지변환 및 회로특강 3

조보형 공과대학 전기 ·정보공학부 전기에너지변환 및 회로특강 3

김수언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공학부 생화학 2 3

이태호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인류와 식량 3

김병종 미술대학 동양화과 통합매체연구 3

이순종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글로벌전략과실무 3

김영수 사범대학 생물교육과 생명과학 교재연구 및 지도법 3

민현식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한국언어문화특수문제연구 3

박찬구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응용윤리연구 3

윤희정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수의기생충학 및 실습 1 2.6

문익주 음악대학 기악과 전공실기(피아노), 피아노실기 3

이돈응 음악대학 작곡과 작곡실기, 전자음악실기 3

임헌정 음악대학 작곡과 관현악 1 3

정태봉 음악대학 작곡과 작곡세미나 3

최경환 음악대학 기악과 관악실기(악기명) 2

김종성 의과대학 의학과 생명과 과학 2

황상익 의과대학 의학과 고대및중세의학사특론 3

서경호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 주제탐구세미나 4 3

조병희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지역사회보건실습 3

김병섭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공공윤리와 리더십 3

조재호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파생금융상품론연구 3

신동운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형사증거법특수연구 3

이용식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형사판례특수연구 3

정인섭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외국법강독 3

최희동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융합과학부 방사선물리학 3

양창수 법과대학 법학부 채권법연구 3

학점 합계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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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 추대 명예교수 명단(매년 3월 1일 및 9월 1일자 추대 명단을 기재함)

1) 2020년 3월 1일 추대 명예교수

대학(원) 학과(부) 직급 성명

인문대학

노어노문학과 교 수 이인영

서양사학과 교 수 최갑수

동양사학과 교 수 김호동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교 수 김명환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교 수 조재호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교 수 신종계

전기 ·정보공학부 교 수 김성준

재료공학부 교 수 신광선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공학부 교 수 김영호

농생명공학부 교 수 박은우

농생명공학부 교 수 최윤재

산림과학부 교 수 이우신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 수 김건식

법학과 교 수 윤진수

법학과 교 수 정인섭

법학과 교 수 이용식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 수 민현식

생물교육과 교 수 김영수

약학대학
약학과 교 수 정진호

제약학과 교 수 강창율

음악대학 작곡과 교 수 이돈응

의과대학

의학과 교 수 김일한

의학과 교 수 방영주

의학과 교 수 왕규창

의학과 교 수 정성은

의학과 교 수 최영민

의학과 교 수 홍성태

의학과 교 수 김동규

의학과 교 수 위원량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교 수 노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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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과(부) 직급 성명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교 수 최순철

계 31명

2) 2020년 9월 1일 추대 명예교수

대학(원) 학과(부) 직급 성명

인문대학

서양사학과 교 수 안병직

언어학과 교 수 이승재

중어중문학과 교 수 이영주

철학과 교 수 허남진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교 수 최병선

인류학과 교 수 오명석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교 수 김홍종

생명과학부 교 수 김  원

화학부 교 수 강  헌

화학부 교 수 이상엽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 수 김정은

공과대학

건축학과 교 수 이현수

기계공학부 교 수 김종원

산업공학과 교 수 박용태

재료공학부 교 수 김장주

전기 ·정보공학부 교 수 성원용

전기 ·정보공학부 교 수 이범희

전기 ·정보공학부 교 수 이용환

전기 ·정보공학부 교 수 정현교

전기 ·정보공학부 교 수 전국진

컴퓨터공학부 교 수 최양희

화학생물공학부 교 수 장정식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교 수 이태호

식물생산과학부 교 수 이변우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 수 이미나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교 수 지근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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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과(부) 직급 성명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교 수 윤희정

약학대학 제약학과 교 수 마응천

음악대학 기악과 교 수 문익주

의과대학

의학과 교 수 윤보현

의학과 교 수 박경찬

의학과 교 수 김석화

의학과 교 수 안규리

의학과 교 수 박병주

의학과 교 수 이왕재

의학과 교 수 김영환

의학과 교 수 손대원

의학과 교 수 정진엽

의학과 교 수 김우호

의학과 교 수 김철호

의학과 교 수 황덕호

의학과 교 수 정현채

의학과 교 수 유근영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교 수 이승종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교 수 이상훈

치의학과 교 수 정필훈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융합과학부 교 수 최희동

계 47명

4. 전체 명예교수 명단(1962년 7월 20일~2020년 9월 1일 추대)

 1962년 7월 20일 이래 지금까지 총 1,545명이 추대되었습니다. 대학별로 추대된 순서에 

따라 그 명단을 기재하였고, 작고(1962. 7. 20~2020. 12. 31)하신 482분은 성명 앞에 *표로 

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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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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인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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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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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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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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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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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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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달(2000.05.02) *석경징(2001.05.09) *김현창(2001.07.18)

*성백인(2001.07.18) *김윤식(2001.10.18) *민병수(200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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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대학

장인협(199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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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원(200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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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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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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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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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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원탁(2005.09.01) *김수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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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소(1999.10.12) 윤재한(2000.05.02) 권숙일(2000.11.17) 하영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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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광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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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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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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주(2001.05.09) *이윤영(2001.10.18)

*송희성(2003.03.01) *이광웅(2005.03.01) *박순웅(2006.03.01) *홍승수(2009.09.01)

*이재형(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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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상오(200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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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식(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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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대학원)

안철호(1991.11.16) 박천경(1993.04.26) 고명삼(1993.04.26) 현병구(1995.05.06)

안수길(1995.11.29) 김상주(1996.06.05) 김문한(1996.06.05) 김극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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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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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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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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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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우(1996.10.14)

*김형걸(1997.05.26) *주종원(199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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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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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언(20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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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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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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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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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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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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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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상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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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세철(200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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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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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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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애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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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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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수(1998.05.27) *이상익(2000.05.02) *이범제(2000.05.02) *이용필(2001.10.18)

*차경수(2001.10.18) *장남기(2002.03.01) *정세구(2005.09.01) *김의수(2006.09.01)

*강신복(2008.09.01) *정응근(20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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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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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정(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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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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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만기(200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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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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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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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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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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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균(1991.11.16) 민헌기(199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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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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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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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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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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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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신(1992.11.03) *김상인(1993.11.01)

*문형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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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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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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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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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의학대학원

장완식(1988.07.01) 이명종(1995.11.29) 민병일(1995.11.29) 이정식(199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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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석(200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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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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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식(1997.05.26)

*양원식(2001.10.18) *손성희(2003.09.01) *장익태(2004.09.01) *임성삼(2005.09.01)

*최선진(2006.03.01) *김창회(2008.09.01) *백기석(2008.09.01) *염광원(2008.09.01)

*김주환(201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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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과학기술대학원

최희동(2020.09.01)

5. 지난 1년간 작고 명예교수 명단(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이에 작고하신 명예교수님은 모두 27분입니

다. 고인의 명복을 삼가 기원합니다.

  1. 2020. 01. 18. 이재형(자연과학대학 물리 ·천문학부)

  2. 2020. 01. 19. 조충호(수의과대학 수의학과)

  3. 2020. 01. 22. 박철규(의과대학 의학과)

  4. 2020. 02. 18. 정응근(사범대학 체육교육과)

  5. 2020. 02. 19. 이기문(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6. 2020. 04. 12. 정원식(사범대학 교육학과)

  7. 2020. 04. 13. 박형달(인문대학 언어학과)

  8. 2020. 04. 16. 정성진(공과대학 산업공학과)

  9. 2020. 06. 12. 정세구(사범대학 윤리교육과)

10. 2020. 06. 14. 부경생(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공학부)

11. 2020. 06. 16. 장우현(의과대학 의학과)

12. 2020. 06. 21. 송계원(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공학부)

13. 2020. 07. 12. 권이혁(의과대학 의학과)

14. 2020. 07. 20. 김의수(사범대학 체육교육과)

15. 2020. 08. 04. 우치수(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16. 2020. 08. 04. 민철홍(미술대학 디자인학부)

17. 2020. 08. 15. 차경수(사범대학 사회교육과)

18. 2020. 08. 16. 강석희(음악대학 작곡과)

19. 2020. 08. 24. 김연식(공과대학 재료공학부)

20. 2020. 10. 24. 김진태(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21. 2020. 11. 10. 정한택(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22. 2020. 11. 15. 염광원(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23. 2020. 11. 17. 최만린(미술대학 조소과)

24. 2020. 11. 29. 서세옥(미술대학 동양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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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20. 11. 30. 조명한(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26. 2020. 12. 02. 최기원(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27. 2020. 12. 22. 이강숙(음대 작곡과)



552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20, 제16호

6. 추도문

    고(故) 권이혁 총장님을 추모하며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명예교수  최종고

의학자의 길(Medizinerweg)

- 우강 권이혁(1923~2020) 총장 영전에

서울대 의과대학 교문을 들어서면

히포크라테스 동상과 빙긋 웃으시는 어른

법조인 되시려다 의학자 되셨다고

박람강기(博覽强記)의 무불통지(無不通知)

서울대 지성의 상징이셨다

교수, 총장, 장관 무수한 직함 뒤에는

근면, 성실, 온후, 그리고 유머

그것을 매년 한 권 13권의 문집으로 

역사의 증언으로 남기고

몸소 라카이붐(Larchivum)이 되신

아, 우강 선생 대인이시여!

이승에서 외치신 보건과 예방

저승에서 영생복락으로 되받으소서.

(2020. 7. 13. 서울대병원 영안실)

고(故) 권이혁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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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강(又岡) 권이혁(權彛赫) 총장님은 의학자이셨지만 무불통지에 가까운 전인적 학자

이셨다. 의학계의 많은 제자들이 앞으로 한국의학교육체계의 수립과 보건학의 기초를 

놓으신 그의 학문적 업적을 정리할 것이다. 다만 필자는 다소 특이한 인연으로 금년 7월 

12일 작고시 위의 추모시를 써서 유족에게 전했다. 전공이나 세대적으로 가까울 수 없는 

처지지만, 1981년에 교수임용장을 총장실에서 받고 몇 마디 나눌 때 퍽 인간적인 구수함

과 매력을 느꼈다. 당시 매일같이 학생데모가 이어지는 때 총장님은 “오늘도 비가 왔으

면 좋겠다”는 솔직한 심경을 토로하여 신문에 나기도 했다.

김포 출신이신 그는 1947년에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이듬해 수의과대학 전임강사, 

1956년 서울대 의과대학 조교수로 의학자의 길을 출발하셨다.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보건학을 연구하고 돌아오셔 한국의학의 혁신에 투신하셨다. 1970년 서울대 의과대학

장, 1979년 서울대병원장을 거쳐 1980~1983년 서울대 총장을 역임하셨다. 이후 문교부 

장관(1983~1985년), 한국교원대학교 총장(1985~1988년)을 거처 제22대 보건사회부 장

관(1988~1989), 제3대 환경처 장관(1991~1992) 등을 역임하였다. 1996년부터 2006년까

지 성균관대학교 이사장을 재직했다.

만년에도 개인연구실에 나가시다가 금년 생일 전날인 7월 12일 아침 노환으로 별세했

다. 빈소는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었으며, 7월 14일 오전 10시 발인, 서울추

모공원에 안장되셨다.

‘약방감초’라는 말을 들으면서 눈부신 활동을 하신 것은 천부의 막강한 추진력과 함께 

엄청난 박학다식과 부드러운 대인관계가 작용한 것이라 생각된다. 함께 대화하면 어느 

분야의 전문적 지식도 통달하고 계신 듯했다. 공직을 은퇴하시고 종로 5가 개인 연구실

로 놀러 오라 하셔서 가 뵈면 점심 때 우동을 시켜 함께 먹으면서 대화를 계속하셨다. 서

울대 동창회 모임에서도 건배사를 가장 많이 하셨다. 필자는 서울대 대학원동창회장을 

6년간 맡으면서 서울대 역사와 인물에 대한 담론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을 인생의 큰 

보람의 하나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만 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글과 친하셔서 매년 문집을 한 권씩 내어 13권

에 이르렀다. 이런 예는 보지 못하였다. 문집 속에는 각종 모임에서 하신 축사랑 칼럼, 만

난 인물에 대한 평과 에피소드가 정리되어 매우 다양하다. 삶과 생각을 그대로 글로 옮

기신 것이다. 대한민국 학술원 회장으로 모범을 보여 주셨다. 평소 지론으로 도서관 

Library와 문서고 Archive와 박물관 Museum을 합친 라카이붐(Larchivum)이 많이 서야 

우리도 문화국가가 된다고 제창하셨다. 미네소타 프로그램에 관련된 자료를 몸소 발굴 

정리하셨다. 법대 도서관 준공식 때도 오셔서 라카이붐이 되어 달라고 하셨다. 사실 서

울대 도서관도 교수들의 오리지널 자료들을 함께 수장하는 아카이브 기능을 못하고 있

는 것은 권 총장님의 유지를 아직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기억되는 것은 옛 서울대 본부자리(지금의 마로니에공원)의 유일하게 남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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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건물(1931년 건축)을 서울대는 지금이라도 재구입하여 이런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다. 솔직히 1970년대에는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는 데만 급급하여 이런 예견을 

못했던 것이다. 아무튼 우강은 현직에서나 퇴임 후에도 서울대의 발전을 위하여 두루 성

찰하시고 조언하셨다.

서울대 중앙도서관에는 우강의 단행본이 40권, 지도논문이 590권이 소장되어 있다. <보

건학>(1978), <영한의학사전>(1984) 등 의학 및 보건학 전공서 외에 내일에 산다(1980), 

사진으로 보는 나의 인생 80년(2002), 여유작작(2006), 온고지신(2007), 마이동풍(2008), 

기초의학과 나의 삶(2009), 어르신네들이여 꿈을 가집시다(2009), 임상의학과 나의 삶

(2010),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자(2010), 청춘만세(2011), 인생의 졸업과 시작(2012), 평

화와 전쟁(2014), 유머가 많은 인생을 살자(2015), 장수를 즐긴다(2017) 등이 소장되어

있다. 빠진 것이 있다면 조사해 전부 비치해야 할 것이다.

의학과 보건학자로 97세 장수로 모범을 보여 주시기도 하셨지만 서울대의 산 증인이

셨던 우강이 안 계신 캠퍼스가 좀 허전하게 느껴지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사모님께서 

오래 투병하셨는데 전혀 내색하지 않으셨던 것도 우강의 인품을 말해 준다고들 했다. 한

마디로 심신을 건강하게 한 평생 사신 축복받은 인생, 우리 서울대인은 잊지 않을 것이

다.

최종고(법대 명예교수, 전 서울대 대학원동창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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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문 스승의 타계를 곡함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임홍빈

국어학계의 큰 등불로 국어학의 나아갈 길을 밝혀 오신 스승 이기문

(李基文) 선생께서 2020년 2월 19일, 불후의 업적을 남기시고, 유명을 

달리하셨다. 

선생은 1930년 10월 23일 평안북도 정주(定州) 오산(五山)에서 태어

나셨다. 선생의 부친은, 독립운동가이시며 오산학교 설립자인 남강(南

崗) 이승훈(李昇薰, 1864~1930년) 선생의 조카 손자로, 1958년 4월 충

남 홍성에 풀무농업기술학교를 설립한 무교회주의 운동가이신 밝맑 이

찬갑(李贊甲, 1904~1974년) 선생이셨다. 선생의 친형은 20세기 후반 국사학계의 거목으

로 칭송되는 이기백(李基白, 1924~2004년) 교수이셨다.

씨알 함석헌 선생의 오산학교 동급생으로, 민족의 독립에 대하여 남다른 견해를 가지

고 농촌운동에 헌신하신 밝맑 이찬갑(1904~1974년) 선생은, 나라를 깨울 수 있는 것은 

역사와 말밖에 없다고 믿고 역사와 한글 교육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의 자제 가운데 

반드시 우리나라 역사와 언어를 전공할 학자가 나오기를 소망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나

온 학자가 우리 역사를 전공한 이기백 교수이고, 우리의 언어를 전공한 이기문 교수 

이다.

이기문 선생께서는 평북 정주의 오산학교를 다니시다가 1943년 월남하여 1949년에 서

울의 중앙학교를 졸업하시고, 1953년에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

시고, 같은 대학 대학원 석사과정(1957년)과 박사과정(1963년)을 마치셨다. 박사학위를 

받으신 것은 1973년 2월이다. 당시로서는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그 학위과정을 모두 마

치고 학위를 받는 것은 매우 드믄 일이었다.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일정한 경력을 쌓

은 뒤 대학의 전임으로 나가는 것이 상례이었고, 박사는 경력을 계산하고 논문을 제출하

여 구제(舊制) 박사를 받는 것이 상례이었다.

선생께서는 1952년 이후 1960년에 이르기까지 용산고등학교를 비롯하여 중앙고등학

교, 신흥대학교, 한성고등학교, 숙명여자대학교, 경기고등학교 등 서울과 부산의 여러 고

등학교와 대학에 강의를 나가셨다.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정착하신 것은 1959년 고려대

학교 문리과대학의 조교수로서이다. 일석(一石) 이희승(李熙昇) 선생의 후임으로 서울대

학교 문리과대학 전임강사에 부임하신 것은 1962년 4월이다. 우리는 선생께서 별로 큰 

어려움 없이 대학에 자리를 잡으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선생의 강사 시절은 7년에 

고(故) 이기문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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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치는 것이었다. 그 기간은 결코 짧은 것이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선생이 

하늘에서 내려오듯 서울대학교의 교수자리로, 그것도 대학 중의 대학이라고 하는 문리

과대학의 교수로 오신 것으로 생각한다. 그 자리는 하늘이 점지하지 않으면 앉을 수 없

는 자리라고 우리는 생각하였다. 그리고 1982년 11월에는 학문하는 모든 이들이 선망하

는 학술원회원이 되셨다.

필자가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한 것이 1963년이므로, 선생께 국

어학을 배울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은 하늘이 내려 준 행운으로 여긴다. 선생께서는 학부

에서 ‘국어사’를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대학원에서 ‘국어계통론’을 가르치시기도 하셨다. 

‘국어음운론연구’도 대학원에서 배운 것으로 기억한다. 도서관 옆의 붉은 벽돌 건물의 제

9 강의실에서, 혹은 도서관 건물 앞쪽에 있던 선생의 연구실에서 선생의 경해(謦欬)에 

접하던 때의 기억은 아직도 새롭다.

선생께서는 1960년에 미국 하버드대학의 객원교수로 가셨고, 1965년에는 미국 워싱턴

대학의 객원부교수로 가셨고, 1974년에는 일본의 학술진흥원 객원교수로 가셨고, 1977

년 여름에는 미국 언어학회 언어연구소의 객원교수로 가셨다. 1980년, 1985년, 1991년, 

1993년에도 미국, 독일, 일본 등지의 객원교수로 가셨다. 각 기간은 대체로 1년간에 걸치

는 것이었으므로, 이 기간에 학점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면, 붉은 벽돌 건물의 제9 강의실

이나 선생의 연구실에서 선생의 강의를 접할 인연을 가질 수 없게 된다. 필자는 어느 해

엔가 한 번 수강 기간이 선생의 해외 체류 기간과 겹쳤던 적이 있었을 뿐이니, 행운이라

면 행운이라 할 것이다.

선생의 강의에는 언제나 앞으로 나아간다는 진지한 기운이 서려 있었고, 무엇인가 새

로운 것을 전한다는 사명감이 넘쳐 있었다. 선생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에는 자신감이 

넘쳐 있었고, 우리는 그때까지 듣지 못하였던 새로운 이론과 증거들을 듣고 경이로워하

였다. 선생의 강의를 들으며 국어학이 세계와 교류하는 큰 학문이라는 것, 세계와 교류

하며 세계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느끼곤 하였다.

선생께서는 알타이어학의 진흥을 위한 사명감으로, 정규 교과목 외에 따로 시간을 내

어 주변의 학생들에게 만주어와 몽고어를 가르치곤 하셨다. 필자도 그 중에 끼어 만주어 

자모와 단어들을 익히곤 하던 것을 기억한다. 선생께서는 1956년 ‘국어연구회’를 조직하

고 『국어연구』란 연구 성과물을 발행하기 시작하셨다. 당시 발표 지면의 부족으로 고통

을 겪었던 후학들은 조금 숨통을 틀 수 있게 되었다. 잡지 『국어학』은 1962년 4월 10일 

창간호가 나온 뒤 10여 년이 넘게 발간이 중단되었었는데, 1974년 선생께서는 국어학회

의 연구이사로 『국어학』의 속간에도 큰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국어학』 창간호

는 국어국문학회 안의 국어학회가 편집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독립된 ‘국어학회’

가 발행하는 정규의 학술지로 발전시키신 것이다.

선생께서는 늘 근엄하셨고, 가벼운 농담 같은 것은 아예 입에도 올리지 않으셨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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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하는 자세의 한 표본이라 할 만큼 몸가짐에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으셨다. 필자는 선생 

연구실의 목재 테이블 한쪽에서 공부하는 연구실 조교로, 학교에서의 선생의 생활을 가

끔 엿볼 기회가 있었다. 선생의 머릿속에서는 알타이어에 관한 한 줄기 가설이 용솟음치

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선생께서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지,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말씀도 비치지 않으셨다. 연구실에서 가벼운 일상에 관한 

말을 던지시는 일도 드물었다. 필자가 학부생들의 연구 창작 발표지인 『낙산어문』에 시 

작품을 실었을 때는 ‘자네 시를 보았네!’ 하고는 끝이셨다. 그리고 60년이 지난 지금 선생

께서 원래 시인이 되기를 꿈꾸셨다는 것, 고등학교 때에도 시를 발표하신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선생께서 소장하셨던 소월시집 초간본이 등록문화재 470-3호로 등록된 

것이 전혀 우연이 아니란 사실도 지금에야 알게 된다.

학부 시절 필자의 이 ·삼년 위 되는 선배들은 간혹 선생을 ‘설묵(雪黙)’ 선생이라 부르

곤 하였다. 우리 또래는 그것이 선생의 아호나 존호인 줄 알았다. 그래서 선생을 지칭할 

때에는 별 생각 없이 ‘설묵’ 선생이라 부르곤 하였다. 나중에 같은 연구실 선배에게서 들

은 것은 그것이 선생의 존호가 아니라 별호이었다는 것이다. 당시로서는 그것이 선생께 

잘 어울리는 존호로 생각되었는데, 어느 때인가 학교가 관악으로 옮긴 뒤에는 자취를 감

추고 말았다. ‘설묵’이란 별호 가운데서는 특히 ‘묵(黙)’자가 진중하신 선생께 잘 어울린

다고 생각되는 것이었다.

선생의 학문적인 업적은 선생께서 정년퇴임을 하신 1996년을 기준으로, 단행본에 『국

어사 개설』(1961/1972:개정판), 『국어 표기법의 역사적 연구』(1963), 『개화기의 국문 연

구』(1970), 『국어 음운사 연구』(1972), 『한국어 형성사』(1981), 『국어 어휘사 연구』(1991) 

등 14권의 기념비적인 업적이 있고, 편역서에는 『언어학원론(번역)』, 『속담사전』(1962/ 

1978: 개정판), 『한국의 속담』(1976) 등 9권의 업적이 있고, 논문으로는 ‘어두 자음군의 

생성 및 발달에 대하여’ 등 135여 편의 주옥같은 논문이 있다. 이 밖에도 서평과 해제에 

‘훈몽자회 해제’ 등 10여 편의 글이 있다.

선생의 업적은 국어학의 역사적 깊이와 수평적 시야를 넓힌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수

평적 시야를 넓힌 것은 서양 학자들의 업적에 힘입은 바 크다. 선생이 주로 인용하신 외

국학자들에는 G. J. Ramstedt, R. Jakobson, N. Poppe, A. Martinet, A. Meillet, F. Lukoff, 

F. W. Cleaves, O. Pritsak,  É. Benveniste, J. Benzing, V. I. Cincius, G. Dörfer, W. 

Grube, E. Hauer, B. Karlgren, G. N. Kiyose, S. Ogura, K. Maema, R. Kono, H. 

Peterson, S. E. Martin 등과 같은 학자들이 있고, 선생과 교류를 가진 학자들로는  R. 

King, W. O'Grady. R. Ramsey, W. Sasse, H. Umeda, H. Kanno, Y. Fuzimoto, Y. Akira, 

H. Noma 등과 같은 학자들이 있다. 선진 업적을 받아들이고, 많은 선진 학자들과 교류

하고, 외국 이론들을 소개함으로써 한국어학의 지평을 넓히고, 한국어 학자들에게 세계

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셨다. 한국어의 연구 성과를 외국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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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는 역할도 마지 않으셨다.

선생의 업적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한국어의 역사적 깊이를 파헤친 것이다. 한국

민은 단일 민족으로 역사 이래 단일한 언어를 사용해 온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이를 단

일어 가설이라 한다면, 선생은 이 단일어 가설에 대하여 한반도의 언어가 고구려어를 중

심으로 하는 부여계(夫餘系) 제어 즉 북방계 언어와, 신라어를 중심으로 하는 한계(韓

系) 제어 즉 남방계 언어의 양계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부여 ·한 양계 언어 가설을 제

기하셨다. 백제어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남방계(한계)에 속하는 것으로 보셨다.

『삼국사기』 권제37 잡지 제6의 고구려 지명 표기에 의하면, ‘수곡성현(水谷城縣)’을 ‘매

단홀(買旦忽)’이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에서 보면, ‘물[水]’을 고구려 지방에서는 

‘[買]’라고 하였음을 알 수 있고, ‘골(짜기)[谷]’을 ‘단[旦]’이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단

[旦]’은 다른 기록에서 ‘탄(呑)’이나 ‘돈(頓)’으로도 나온다. 이에 대해서 신라 지방에서 

‘골’을 뜻하는 말은, ‘사포(絲浦)가 지금의 울주곡포(今蔚州谷浦)’라고 하는 데 나타나는 

바와 같이 ‘실[谷]’이다. 여기에 나타나는 북방계의 ‘단’과 남방계의 ‘실’은 양계 언어 가설

의 실체를 단적으로 드러내 준다. ‘물’이 북방계에서 ‘’로 나타나고, 남방계에서 ‘믈[勿]’

로 나타나는 것도 양계 언어 가설의 편린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신다. ‘물’은 퉁구스제어

에서는 mū로 나타나고, 몽고제어에서는 mören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한국어와 동계 언

어이다. 

고구려어의 ‘홀(忽)’은 일정한 넓이를 가진 공간 혹은 취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백제어

의 ‘부리(夫里)’와 신라어의 ‘벌(伐)’에 대응된다. 성채(城砦)를 나타내는 말은 남방계에서 

‘잣’ 혹은 ‘긔(記)’로 나타난다. ‘잣’과 ‘긔’는 고대일본어의 sasi 또는 kï에 대응된다. sasi와 

kï는 각기 신라어와 백제어에서 차용된 것으로 보신다.

선생이 제기하신 북방계(부여계)와 남방계(한계)의 언어 차이를, 단위 개별 언어의 차

이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만주어나 중국어, 한국어와 

영어와 같은 언어의 차이와는 다른 것이다. 북방계와 남방계는 부여⋅한 공통어에서 분

선생의 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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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것이기 때문이다. 북방계와 남방계는 때로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의 한국어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들은 자매어 관계로 파악하신 것으로 여겨진다. 

고구려어의 ‘홀(忽)’과 백제어의 ‘부리(夫里)’ 및 신라어의 ‘벌(伐)’은 그 음성적 차이가 그

렇게 큰 것이 아니다. 한국어라는 큰 개별 언어 속에 다소 큰 방언적 차이를 가지는 북방

계와 남방계 언어가 대립을 이루었던 것으로 파악하신 것이라 생각된다.

부여계 언어와 한계 언어가 통합되는 것은 신라의 삼국통일에서 비롯된다. 서라벌(徐

羅伐) 즉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신라어가 고구려와 백제의 고토(故土)에까지 파급되어 

한반도에는 언어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선생께서는 이를 한국어의 역사에서 일어

난 가장 큰 사건으로 보신다. 이로써 신라어가 ‘고대국어(古代國語)’가 되고 그것이 ‘중세

국어(中世國語)’로 이어진다. 고대국어의 시기에 언어 변화의 방사 중심은 경주에 있 

었다.

고려가 개성(開城)에 수도를 정함으로써 개성을 중심으로 하는 언어가 중앙어가 되고 

방사(放射)의 중심이 된다. 이것을 선생은 ‘전기 중세국어’의 시작으로 보신다. 조선조가 

한양(漢陽)에 수도를 정하고 1446년에는 한글이 만들어져 우리말이 정밀하게 표기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을 ‘후기 중세국어’의 시작으로 보신다. ‘후기 중세국어’는 임진란을 

계기로 ‘근대국어’의 시기로 접어들고, 고난과 시련의 역사가 시작되는 20세기 초 이후가 

‘현대국어’ 시기가 된다.

이것이 선생께서 개진하신 한국어의 역사이다. 한국어의 역사가 민족사적인 전개와 밀

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이 제시하신 한국어사의 시대 구분은 한국의 역사와 더

불어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것이다.

선생은 이 큰 틀을 세우신 것만으로도 우리 시대의 잊을 수 없는 스승의 자리에 임하

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생의 정년퇴임에 즈음하여 선생께 105세까지 사실 것을 충

언하신 분도 계시지만, 선생께서 그 수를 다하지 못하시고 타계하시니, 우리 제자와 후

학들은 그것을 슬퍼하며 통곡하는 것이다. 늦게나마 스승의 명복을 비오니, 부디 편히 

쉬십시오.

                                            2020년 12월

                                            불초  임홍빈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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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경수 교수의 서거에 즈음하여:  
추도사를 겸하여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고영근

본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차경수 명예교수가 지난 8월 15월에 별세

하였다는 소식을 서울대학교 동창회 회보 510(2020. 9. 15)를 통하여 

접하고 나는 그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지난 몇 년 동

안 우리는 춘추로 한 번씩 만나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서 환담을 나누었

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19’라는 괴질(怪疾)이 창궐하여 만나지 못

하고 있었는데 이런 청천벽력이 어디 있단 말인가! 

차 교수와의 인연은 1955년 3월 중순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는 당

시 경남 진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학기말을 맞아 마산으로 바람 쐬러 가던 통학 

열차 안에서 차 교수를 만났다. 나의 앞좌석에서 당시 유행하던 가수 남인수의 ‘이별의 

부산 정거장’을 부르는, 머리를 약간 기른 청소년 한 사람과 마주친 일이 있었다. 나와 

나이가 비슷해 보여 수인사를 청하였다. 순천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사범대

학에 합격이 되어 부산에 사시는 누님 댁에 들러서 서울로 가는 길이라고 하였다.

지금은 경전선 열차가 60년대 중반에 개통되어 전라남도 순천서 진주까지 오는 데 시

간이 얼마 걸리지 않으나 1950년대 중반 당시는 버스를 이용하였던 관계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가 탄 기차는 마산역이 종점이어서 숙소가 마련되어 있느

냐고 하자 여관에서 자고 다음날 부산으로 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나는 우리 숙부님댁이 

바로 북마산역 뒤에 있다고 하면서 같이 갈 것을 권하자 차 교수가 선뜻 응하여 우리는 

한 방에서 같은 이불을 덮고 하룻밤을 지내었다. 차 교수는 다음날 아침 북마산역에서 

부산행 열차를 탔다. 차창을 열고 손을 흔들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차 교수는 서울에 도착하여 이내 편지를 하였으며 나도 응신하여 그 편지가 셀 수 없

을 정도로 책상 서랍에 쌓이기 시작하였다. 철에 따라 이에 걸맞는 이를테면 ‘綠陰芳草

勝花時’와 같은 인사말로 시작하는 당시의 편지투를 원용해 가며 서울 생활을 전해 주곤 

하였었다. 차 교수는 사범학교 2학년 때 보통고시(4급 공무원)에 합격하였다는 이야기

를 들려주시곤 하셨다. 그만큼 차 교수는 청소년 시절부터 재화(才華)가 출중하여 뭇 사

람들로부터 장래를 촉망 받고 있었다. 여름 방학 때 귀성할 때는 나를 만나기 위하여 진

주를 들러서 순천으로 귀성하였다. 나는 그때 학교 운동장의 먼발치에서 나를 항하여 손

을 흔들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우리는 하룻밤을 하숙집에서 머물면서 밤새도

고(故) 차경수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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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차 교수는 일부러 나를 만나기 위하여 전라선을 이용하지 

않고 경부선과 경전남부선을 이용하였던 것이다.

내가 1956년 4월에 문리과대학에 입학하게 된 것은 차 교수를 비롯한 많은 선배, 동료

들의 성원의 덕택이었다. 나는 이 사실을 나의 정년퇴임 논문집(『문법과 텍스트』) 봉정 

식상(2002. 3. 15.)에서 밝히기도 하였다. 물론 차 교수는 나의 정년퇴임 식상에 참석하셔

서 축하의 말씀을 해 주시기도 하였다.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우리는 가끔  만나 

회포를 풀었으며 용돈이 궁할 때에는 찾아가서 신세를 지기도 하였다. 서울대학교에 부

임한 뒤에는 더러 만나 식사를 하면서 옛정을 되새기기도 하였다. 그렇게 지내던 차 교

수를 영별(永別)하고 나니 친동기를 잃은 것 이상으로 슬픔을 가눌 수 없다.

차 교수는 1936년 일본 구마모토에서 태어나셔서 일본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시었으며 

해방 후 귀국하여 전남 순천과 광양에서 성장하셨다. 순천사범학교를 마치고 본교 사범

대학 사회교육과에 입학하여 우리나라의 “사회교육학”을 학문으로서 자리 매김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하셨다. 본교 졸업 후 차 교수는 경복고등학교 등 중등 교육기관에서 교

편을 잡았으며 1968년에는 미국 하와이대학에서 교육학 석사를, 1972년에는 미국 시러

큐스 대학에서 기초 교육학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단국대, 서강대 등에서 

봉직하셨다. 1979년부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로 옮기셔서 후진 양성에 몰두

하면서 “사회교육학”을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정립시키는 데 헌신하셨다. 차 교수는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사 주간 등 교내의 중요 보직은 말할 것도 없고 대외적으로는 국무

총리 정책 자문 위원, 문교부 정책 자문 위원 등 수많은 기관의 자문 위원으로 활약할 만

큼 뛰어난 판단력과 감식력을 구비하고 계셨다.

차 교수는 가정적으로도 다복하시다. 사모님 박용옥 성신여대 명예교수는 사학자로서 

우리나라의 여성 운동사의 연구에 많은 업적을 쌓고 계시며 가정적으로는 자녀들을 잘 

기르신 것으로 소문이 나 있다.

명도(冥途)의 차형! 학문의 길은 무한하지마는 사람의 수명은 유한합니다. 형이 못다 

이룬 학문은 형의 손으로 길러 내신 제제(濟濟)한 총준(聰俊)들이 뒤를 이을 것이니 괘

념 마시고 명복을 누리시기 바라면서 추도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020. 10. 15.

서울대학교 개교기념일을 맞아

분향(焚香)을 대신하면서

우제(愚弟) 金山 高永根 再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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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소식

1) 인문대학, 7동 리모델링 준공식 개최

지난 2020년 7월 15일(수) 인문대학 7동 리모델링 공사의 완료를 축하하는 준공식이 개최되었

다. 준공식은 7동 1층 로비에서 진행됐으며 인문대학 학장단과 학과(부)장 및 공사 담당자가 참

인문대 준공식 기념사진

리모델링을 마친 7동 내부 사진



566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20, 제16호

석하여 준공 사항을 발표하고 변경된 시설을 함께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7동 리모델링 공사

는 2019년 9월 6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약 11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인문대학 7동의 내 ·외

부를 리모델링하고 외부 공간을 개선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효율성 높은 공간 배치 및 만남과 

공유의 공간을 조성한다는 목적 아래 7동과 8동 사이 터진 공간을 목재 재질로 개선하고 1층과 

2층에 샤워실을 설치하였으며 학생공간(동아리방, 남학생 휴게실)을 확충하였다.

2) 자연과학대학, 대형 강의동(28동) 재건축 사업

28동은 1976년 준공되어 2019년 2학기까지 40여 년 동안 교양과목과 전공과목 수업을 할 수 

있는 대형 강의동으로 사용되어왔다. 그런데 건물 노후로 인한 누수와 석면 같은 환경 유해 시

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28동의 재건축 시행이 결정되었고, 2020년 3월부터 건물 철거를 시작하였

다. 2022년 완공 예정인 28동은 대형 강의 시설 뿐만 아니라 학생 다목적 공간을 마련하고, 국내 

대학 유일의 천체투영관(돔 멀티미디어 홀)을 설치하는 등 자연과학대학의 랜드마크로 자리매

김 할 예정이다. 자연과학대학은 28동의 역사와 기록을 남기기 위해 ‘28동 업사이클링 사업’을 

추진 중이다.

3) 제14회 랜선 자연과학 체험캠프 개최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과 시민과학센터가 주관하는 제14회 자연과학 체험캠프가 2021년 1

월 5일(화)부터 8일(금)까지 4일간 비대면(Zoom, Youtube Live)으로 운영된다. 본 프로그램은 

서울대학교를 대표하는 과학 나눔 프로그램으로 전국의 일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자연

과학의 여러 전공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공계 대학 진학과 과학자로서의 진로 탐색에 도움

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2010년 시작하여 매년 여름 대면으로 진행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

해 겨울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5개 분야의 강연, 발송된 KIT 및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험 참여, 

보고서 작성 및 발표, 코로나 19 특별 강연, 랜선 천체 관측회, 입학관리본부 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과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철거 전 28동                                   28동 재건축 조감도                      업사이클링 수거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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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호대학, 관악캠퍼스 이전 확정

간호대학의 숙원 사업이었던 ‘간호대학 관악캠퍼스 이전 사업’이 2020년 10월 13일 서울대학

교 본부 기획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되었다. 관악캠퍼스 내의 간호대학 신축 부지는 현재 공과대

학이 있는 31동, 31-1, 32동의 재건축 부지 영역의 일부로, 2025년 신축건물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그림 참조).

간호대학은 2013년부터 다양한 학문 분야와의 소통 기회 확대와 학생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해 

연건캠퍼스에서 관악캠퍼스로 전면 이전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에 따라 2015년 관악캠퍼스 내 

간호대학 이전 가능 부지가 검토되기 시작하였으나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었다. 이번에 사업 추

진이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에는 코로나19가 있었다. 올해 3월 초, 서울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

부의 지원을 받아 병원에 있는 임상교수실을 음압격리병실과 중환자병실로 전환하기로 하고, 

간호대학의 관악이전 의사가 여전한가를 타진해왔다. 서울대병원에서 간호대 관악이전 후 현재

의 연건캠퍼스 간호대학 공간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본부에 내면, 그것을 간호대학 건축비로 활

용할 수 있는 안이었다.

간호대학에서는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하여 명예교수님들도 몇 그룹으로 나누어 다시 이전

의 필요성과 경과를 설명하였으며, 학생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도 진행하였다. 또한 관

악이전 설명회를 통해 학생과 동문들에게도 이전에 대한 상세 내용을 설명을 할 기회를 가졌다. 

서울대 본부와 병원뿐 아니라 학내 여러 기관과의 의견수렴과 협의과정을 통해 우여곡절 끝에 

관악캠퍼스 내에 간호대학 이전 부지도 마련이 되고, 드디어 이전이 확정된 것이다. 이번 안은 

서울대학교 본부와 서울대학교병원의 협의 하에 간호대학, 공과대학 등 관련 대학들이 서로 윈

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어 향후 관악캠퍼스, 연건캠퍼스 내의 단과대학들이 같이 더욱 발

2019년 대면 자연과학 체험캠프에 참여한 학생, 교수, 직원들의 기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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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 관악캠퍼스 내 신축 예정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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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연건캠퍼스 내 간호대학은 간호가 태동하고 발전해온 역사적인 공간이다. 그러나 관악캠퍼스 

이전을 통해 연건캠퍼스와 관악캠퍼스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제한적이었던 간호대학과 타 단과

대학과의 인적, 학술적 교류의 기회가 열리는 만큼, 간호대학이 지금까지 113년 동안 이루어 온 

간호교육의 모습을 뛰어넘는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5) 간호대학, 교육부 주관 4단계 BK21 사업 선정

간호대학이 국가 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시되는 ‘초대형 재정지원사업’인 4단계 BK21 

(Brain Korea 21) 사업에 선정되었다. BK21 사업은 미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우수 대학원의 

교육 ·연구역량 강화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추진하기 위한 7년 단위 정부재정지원 사업으로, 

올해 처음 간호분야가 신설되었다. 이에 간호대학은 방경숙 현재 간호대학 학장이 단장을 맡아 

‘미래 간호인재 양성사업단’을 결성하여 4단계 BK21 미래인재 양성사업(과학기술 분야)에 지원

하였으며 최종 선정되었다. 

간호대학의 ‘미래 간호인재 양성사업단’은 인간중심의 통합케어 능력과 연구능력을 함양한 글

로벌 간호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4단계 BK21 사업에서 간호대학 연구단은 대학원

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교육과정 개발 등으로 연간 약 4억 규모로 7년간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간호대학은 이번 사업 지원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 고도화된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보건의료 현장을 이해하고 대상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능한 실무 전문가

이면서 간호과학의 학문적 지식체를 발달시키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국제적인 리더를 양성

할 수 있을 것이다.

6)   공과대학/공학전문대학원, 아트센터 나비, 인공지능 문화예술 연구 MOU 협약 체결 - 1월 

28일 서울대에서 MOU 협약식 개최

서울대 공대와 공학전문대학원(학장 및 원장 차국헌 교수)은 국내 미디어 아트 전문 미술관인 

‘아트센터 나비(Art Center Nabi)’와 ‘인공지능(AI) 문화예술 융복합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MOU) 체결식을 진행했다. 체결식은 1월 28일(화) 오후 2시 서울대 공대 학장접견실에서 진행

아트센터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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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올해 개관 20주년을 맞이하는 아트센터 나비는 지난 2000년부터 운영 중인 국내 유일의 디지

털 아트 전문기관이다. 확장된 형태의 예술로서 인공지능, 로보틱스,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를 접목한 예술 창작과 공유를 위한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있다.

구체적인 업무 협약의 내용은 ▲인문, 예술, 사회 등 사회 전반 모든 분야에 관련된 창작, 기술 

및 발표대회 개최 지원 ▲분야별 전문가와 협업 통해 공동 강의 개발 및 교육 ▲예술과 기술이 

결합한 연구 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 환경 조성 및 지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연구내용

을 공유하는 학술대회 개최 ▲융합 분야의 창작물에 대한 전시 지원 등이 골자이다.

서울대 측은 “아트센터 나비와 MOU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문화, 예술, 과학, 기

술, 사회, 교육 등 다학제간 연구를 수행할 것”이며, “기술의 가능성과 예술의 감성을 결합해 인

류와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연구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인공지능 기술 중심의 다학제적 연구는 2019년 6월 서울대 자율로봇지능 김성우 교수팀의 ‘시

인 챗봇’ 프로젝트로부터 시작됐다. 다양한 전공의 연구진이 모여 자연어 처리 및 음성처리 기술

부터 로봇 하드웨어 디자인 연구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을 탑재한 챗봇 기술에 시인의 예술적 

감성과 재치를 더해 연구를 수행 중이다.

이번 MOU를 통해 최종 설립 예정인 인간과 인공지능 연구센터(가칭: Center for Humane AI)

는 인간과 기술 사회를 반영한 문화예술 연구 플랫폼이다. 이곳을 통해 국내외 각 분야 전문가, 

연구원,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 작가 등 다양한 창작자들과 서울대 공대 연구진들이 함께 인

공지능을 활용한 융복합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그 결과물은 학술대회, 전시, 공연, 쇼케이스 등

의 형태로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공학전문대학원 2019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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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문화, 예술, 과학 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인문, 사회, 교육 

등에 변혁을 끌어내는 도전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려고 한다.”며, “이를 통해 모든 것이 서

로 이음새 없이 연결되는 백남준의 작품 ‘무봉탑(無縫塔)’의 진리를 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7) 공과대학, 2020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최우수상 선정

- <서울공대> 웹진, 공과대학 연구성과의 Digital PR Transition 프로젝트 일환

- 서울대 공대의 연구성과 통합 PR 플랫폼으로 역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학장 차국헌 교수)은 2020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서울공대> 

웹진으로 창간사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2월 15일 밝혔다.

<서울공대> 웹진은 올해 10월 창간해 계간 발행하는 매체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연구성과 

및 공과대학의 최신 소식을 담는 종합 웹진이다. 공대 연구성과를 비롯한 소식을 하나로 엮어 

제공하는 허브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제작 기획을 담당한 한동신PM은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최우수상 수상은 서울대학교 

내에서 첫 사례이며, 서울대 공대의 분산된 연구성과 컨텐츠를 Digital로 통합 ·전환하여 ‘서울공

대’와 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간다는 의미에 집중하고 기획했다.’라고 프로젝트 의의를 

설명했다. 웹진에서는 최신 연구 소식과 수상 소식 뿐 아니라 공개강좌 과정, 산학협력/창업을 

비롯해 명예교수 칼럼과 같은 폭넓은 읽을거리와 수준 높은 정보들도 접할 수 있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독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으며 누구라도 구독 신

청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사)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2020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사진 중앙이 차국헌 학장, 이신형 

기획부학장(학장 왼쪽)과 나용수 서울공대지 편집장(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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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부 기관과 단체 등이 후원하는 행사로, 국가기관 및 공 ·사기업 등의 커뮤니케이션 제

작물을 평가하는 대회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주도한 공과대학 차국헌 학장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우수한 연구성과들

이 알려지고 사회와 소통하는 것은 공과대학의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번 플랫폼을 통해 공과

대학의 커뮤니케이션 허브로 자리매김해 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공식적인 시상식을 개최하지 않고 개별 

기관별 시상식으로 진행됐다.

8)   국제전기차엑스포 등 9개 전동자율주행 농업기계연구개발 관련 기관 ·단체 등과 공동협력 

MOU 체결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은 5월 27일 각급 기관 ·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제주도농업기술

원에서 전동(EV) 자율주행(AV) 농업기계 연구개발 및 현장 실증시험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 이날 MOU 체결에는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이사장 김대환), 제주특별자치

도 농축산식품국(국장 전병화) 및 농업기술원(원장 정대천),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원장 김숙철),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변대근), 한국농업인단체연합(상임대표 고문삼), KT 제주사업

단(단장 김용남), 중국자동차첨단기술산업연맹(TIAA, 이사장 우젠회), ㈜대동공업(대표이사 김

준식 ·원유현),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이사장 김대환) 등 전동자율주행 농업기계연구개발 

및 현장 실증시험 관련 10개 기관단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단체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전동자율주행 농업기계의 연구개발 및 현장

실증 시험, 시범보급 등 보급촉진 정책화에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전동자율주행 농업

기계의 개발 ·보급은 저 출산 고령화로 인한 농업 ·농촌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는 대안으로 

꼽힌다. 배출가스 등 환경문제가 전혀 없어 농민건강 보호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최적의 기술

적 발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MOU체결 기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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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흥캠퍼스 본부 이전 및 서울대학교-시흥시 교육협력사업 본격화

시흥캠퍼스 본부가 3월 25일(수) 

시흥캠퍼스로 이전하면서 업무를 본

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교육 사업과 

연구 활동 등의 업무를 시흥캠퍼스 

내 교육동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이외

에도 지능형 무인 이동체 연구동과 

미래모빌리티 연구동은 올해 안에 완

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대와 

시흥시의 2020년 교육협력사업도 시

작되어 총 9개의 과제(시흥영재교육원, 창의인재육성멘토링, 스누콤, 스누앱, 정서 ·생활지도 ·특

수교육 프로그램, 디딤돌학교, 종합성과관리연구, 미래핵심역량연구, 온라인플랫폼 구축 및 운

영)가 현재 활발하게 수행중이다. 서울대와 시흥시의 교육협력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교육의 질

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공교육 모델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0) 사범대학, 스터디카페 사유(思惟) 개관

사범대학 스터디카페 사유가 3월 18일(수)에 개관하였다. 사범대 10-1동 1층에 위치한 사유는 

사범대 구성원 누구나에게 열린 개방형 소통 공간으로 다양한 형태의 토론, 회의, 스터디 등이 

가능한 공간이다. 명칭 ‘사유’는 지난 1월 사범대 전 구성원(교수, 학생 등)을 대상으로 열린 공

모전 최우수상 당선작으로, 사유(思惟)에는 사범대학 구성원들이(師) 머물러(留) 사귀면서(遊) 

생각하고(惟) 깨우치는(喩) 공간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스터디카페 사유에서 자유롭게 토론과 

연구를 하며 사범대 구성원들의 연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범대학 스터디카페  

사유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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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미래 배움터(E ·Room) 및 창의 배움터(I ·Room) 구축

미래 배움터(E ·Room)와 창의 배움

터(I ·Room)가 각각 사범대학 9동 

201호와 202호에 새롭게 구축되었다. 

해당 공간은 블렌디드 러닝과 화상 

회의가 가능한 스마트 강의실로 실시

간 화상 회의 시스템, 강의 녹화, 전자

칠판을 갖추고 있다. 미래 배움터

(E ·Room)와 창의 배움터(I ·Room)

는 사범대 구성원들과 함께 만들어졌

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공간 조성에는 사범대 동문이신 ㈜천재교육 최용준 회장님이 도움을 주셨고 공간의 명칭은 사

범대 구성원(학생 및 교직원) 대상 공모전에서 선정되었다. 미래 배움터(E ·Room)는 이러닝

(e-learning)에 기반하여 미래를 열어가는 배움터, 창의 배움터(I ·Room)는 혁신(innovation)과 

아이디어(idea)를 창출하는 배움터를 뜻한다. 본 공간에서 사범대 구성원들의 활발한 학습이 펼

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12) 생활과학대학, 목련홀 제막식 거행

생활과학대학은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19로 인하여 2020년도 학내외 활동을 많이 

축소하였으나 내실을 기하기 위한 활동을 동창회와 함께 꾸준히 실행하였다.

목련홀 제막식 행사 사진

9동 201호의 미래 배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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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이기춘홀을 목련홀로 명칭 변경하여 동창회에서 모금한 출연금으로 내외부 인테리어 공

사를 실시하여 더욱 쾌적한 다목적실로 만들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목련홀 현판 및 발전기

금 출연자 명판 제막식을 6월 30일 최현자 학장을 비롯한 교직원 및 방남순 동창회회장을 비롯

한 동창회 임원들이 참석하여 거행하였다. 

13) 생활과학대학, 홈커밍 동문 희망 장학금 전달

생활대 주최 매년 실시하던 졸업 50주년 40주년 30주년 홈커밍대회를 코로나19로 인하여 내

년으로 순연하였으나 해당 동창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20일 ‘2020 홈커밍동문희망 장학

금’으로 58,400,000원을 모금하여 전달하였다. 이 기금은 오직 대학생 장학금으로만 사용된다.

14) 생활과학대학의 학문적 교류 및 BK 4단계 선발 현황

생활과학대학은 그동안 꾸준히 외국대학과 MOU를 체결해 왔다. 2020년 현재 미국의 6개 대

학, 일본의 4개 대학, 중국의 2개 대학 및 대만, 스페인, 인도네시아, 몽골의 대학과 폭넓은 교류

를 실시하여 생활과학대학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높이고 있다. 생활과학대학에서는 2020년 

BK 4단계에 2팀이 선발, 참여하게 되어 한층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식품영양학

과에서는 ‘지속가능 식품영양 교육연구’ 팀명으로 윤지현 교수(팀장) 외 7명의 교수가 참여하여 

미래인재(응용생명) 분야에서 지속가능 식품영양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육 및 연구의 글로벌 허

2020 홈커밍 동문 희망 장학금 전달식 기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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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 구축이라는 목표로 연구를 수행한다. 의류학과에서는 ‘의류패션혁신 융합인재 양성’ 팀명으

로 김성민 교수(팀장) 외 8명의 교수가 참여하여 미래인재(기타중점) 분야에서 세계 의류패션 

연구 분야를 선도하는 학문적 가치 창출이라는 목표로 앞으로 3년간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15) 과거와 현재가 대화하는 서울대 수의대 수의학박물관 개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 ‘프로탄바이오 수의학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서울대 생명공학연구

동 수의학도서관 로비에 마련된 수의학박물관에는 국내외 수의학의 역사와 서울대 수의대의 발

자취를 알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전시됐다. 10월 26일(월) 열린 수의학박물관 개관식에는 서강

문 학장을 비롯한 수의대 교수진과 이흥식, 이영순, 이문한, 신남식, 권오경 등 수의대 명예교수

들이 참석했다. 또한, 오세정 서울대 총장과 노동영 연구부총장, 이철수 평의원회 의장, 성제경 

교무부처장 등 서울대학교 관계자들도 참석해 축하를 보냈다.

서울대 수의대는 지난 2007년 1월 수의학 사료실을 설치하고 각종 유물과 자료들을 모아왔다. 

그러다 서강문 학장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수의학박물관 설립이 추진됐다. 올해 2월 설립 계획

을 마련하고, 3월 설계 및 시공업체를 선정한 뒤, 4월부터 기증 자료 점검이 시작됐다. 특히, 지

난 6월 15일 프로탄바이오 대표인 조제열 교수가 1억원을 기부하며 수의학박물관 조성이 가능

했다. 박물관은 7월에 착공해 지난달 완공됐다.

수의학박물관 개관식 기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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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약학대학, 동창회 사무실 제공을 위한 동창회 간 MOU 체결

지난 2020년 7월 27일, 약학대학과 

약학대학 동창회는 재건축 공사 중인 

20동(2021년 3월 완공 예정)에 동창

회 사무실의 입주 공간 확보 등을 주

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는 20동을 비롯한 목교 

건물 신축 및 재건축에 적극 협력해 

온 동창회에 사무 공간 등을 제공함

으로써 앞으로 약학대학과 동창회의 

유대를 더욱 긴밀하게 하기 위한 것이

다. MOU 체결 후에는 타교 및 타 학

과 출신 모교 교수들(신종헌, 변영로, 

이호영, 이정원, 송준명, 윤여준, 신영기, 오동찬, 한병우, 이승희 교수의 10명)을 동창회 특별회

원으로 위촉하는 행사가 있었다.

17) 약학대학, 코로나-19 장학금 지급

약학대학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코로나 장학금(가칭)을 지급

하였다. 장학금은 약학교육재단(2천만 원), 이창기 ·윤정혜 동문(3천만 원), 임낙균 동문

(12,041,263원) 등이 출연한 총 62,041,263원 규모이다. 약대에서는 이 외에도 학생들에게 마스

크와 손 소독제를 지급하는 등 초유의 코로나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양해각서 체결 후의 최규팔 전 동창회장, 심창구 동창회장, 박

형근 학장, 이봉진 전 학장(왼쪽부터)

약학대학 부설 제약공장에서 

손 소독제를 만드는 모습. 약

학대학은 장학금 지급, 손 소

독제 제조 ·배포 등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

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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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서울의대 COVID-19 과학위원회’ 발족 및 주간 뉴스레터 제작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COVID-19 사태에 대응

하기 위해 과학위원회를 구축하고 웹사이트를 통

해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 빠르게 국내 주요 활동 

사례를 공유하며 정확한 정보로 국제 보건 커뮤니

티를 지원함으로써 세계 안전을 지키고자 2020년 

4월 1일 ‘서울의대 COVID-19 과학위원회’를 발족

하였다.

서울의대 COVID-19 과학위원은 강대희(서울의

대 예방의학교실), 김윤(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

실), 한서경(서울의대 의학과), 신애선(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김홍빈(서울의대 내과학교실), 임

재준(서울의대 내과학교실), 이진용(보라매병원 

공공의학), 박완범(서울대학교병원 감염내과), 정

재용(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임상약리학), 최지엽(서

울의대 의과학과), 박경운(서울의대 검사의학교

실), 오주연(서울의대 안과학교실) 교수이고, 이종서울의대 COVID-19 과학위원회 뉴스레터 1호

서울의대 홈페이지 COVID-19 사이트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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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서울의대 가정의학교실), 오명돈(서울의대 내과학교실) 교수가 고문위원으로 참여한다.

또한 서울의대 코로나19 과학위원회는 6월 8일부터 주간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서울대학교 전 

구성원 5만여 명과 언론 기자단에게 발송하기 시작했다. 뉴스레터는 ‘전문가 기고, 코로나19 역

학, 코로나19 연구동향’으로 구성된다. 특히 국내 최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서울의대 코로나

19 과학위원회의 전문가 기고는 서울대학교 본부 홈페이지 ‘SNU Responds to COVID-19’ 섹션

에도 소개되고 있다. 서울의대 코로나19 과학위원회 뉴스레터를 포함하여 업데이트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의대 홈페이지 COVID-19 사이트 http://medicine.snu.ac.kr/en/node/25377를 방문

하면 확인할 수 있다.

19)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Nature 지’에 소개

서울대학교 암연구소(Seoul National 

University Cancer Research Institute)의 

연구와 비전이 국제적 학술지인 Nature 

지 4월호 Nature Index 2020 Cancer에 

게재되었다. Nature에서는 전 세계 Top 

82개 저널에 게재된 논문의 저자와 소속

기관을 분석한 Nature Index 데이터베이

스를 기반으로 전 세계 연구기관의 연구 

순위를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에서 처음으로 cancer research 관련 

academic institution의 global top 70에 

서울대학교가 등재된 것을 계기로 진행

되었다.

발암기전, 표적 항암제 작용기전 및 바이오마커 발굴, 치료내성 기전, 종양면역연구, 분자 핵의

학 영상기법을 통한 바이오마커 연구 등 기초와 임상연구자들을 아우르는 다학제간 협동연구를 

통해 임상시험과 연계하여 표준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종양의 치료법을 찾기 위해 암연

구 분야의 선두에 선 활약상이 소개되었다(https://www.nature.com/articles/d42473-020-

00061-8).

20) 의과대학,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도서관 후원자 감사 행사’ 개최 

의학도서관 착공 전, 기존 후원자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도서관 후원자 감사 행사’가 7월 9일(목) 17:00에 의학도서관 1층 단행본자료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COVID-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행사장 내 좌석은 충

Nature 지 서울의대 배너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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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준비되었으며 모든 참석자에 대하여 체온 측정 및 문진 확인 등의 절차

가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이마리아 발전후원회 담당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신찬수 서울의대 학장, 

정진호 발전후원회장, 최민호 의학도서관장을 비롯하여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도서관 캠페인’에 

참여한 후원자들이 다수 참석하여 철거 전 의학도서관에서의 마지막 추억을 함께 공유하였

다. 본 행사는 신찬수 서울의대 학장의 환영사로 시작을 열었으며, 정진호 발전후원회장과 권준

수 의학도서관 건립위원장이 후원자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였다. 이어 최민호 의학도서관장이 

의학도서관의 역사와 현황을 소개하고, 강병철 기획부학장이 신축되는 의학도서관의 착공 개요 

및 모금결과를 보고하는 순서로 이루어졌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도서관’ 캠페인은 총 260억 원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6월까

지 220억 5천만 원이 모금되었다. 캠페인을 통해 신축될 의학도서관이 첨단 교육환경과 창의적 

협업의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완공 시점까지 계속해서 모금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21) 100주년 앞둔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세계 10위권 진입할 것”

   - 본교 ‘SNU 10-10 프로젝트’ 선정, 6년간 총 18억 지원

     원내생 ‘디지털 존’ 구축 임상 경험↑… 산자부 사업도 수주

개학 100주년(2022년)을 앞둔 치의학대학원(원장 한중석 ·이하 치의학대학원)이 세계 10위권 

도서관 건립 기념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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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을 목표로 발걸음을 내딛으며. 2020년 5월 11일, 그간 성과와 100주년 준비상황을 (치과언

론) 기자간담회 자리를 통해 밝혔다.

먼저 치의학대학원은, 서울대 본교에서 추진하는 중점 사업으로 우수한 연구 역량과 잠재력을 

지닌 학문 분야를 선정해 지원 육성하자는 뜻에서 출범한 ‘SNU 10-10 프로젝트’에 선정되었다. 

총 38개 학부 경합을 뚫고, 우수 학문 분야 7개 중 하나로 선정돼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향

후 6년간 3억 원씩 총 18억 원을 지원받으며, 6년 안에 세계 10위권 내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치과병원 1층에 위치한 원내생 진료실에 ‘디지털 존’을 구축하였

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학생들의 디지털 치료 임상 경험을 극대화하고, 2030

년까지 임상 교육 인프라를 크게 발전시켜 세계 최고 치과 교육기관으로 입지를 다지겠다는 포

부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의료기기 사업화 촉진 사업’에 참여, 세부사업으로 치과 

의료기기와 의료교육 패키지화를 주관하며 산학연병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치

의학교육 수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밖에 본부로부터 본관 건물 증개축 사업 승인을 받아, 학문 후속세대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힘쓰는 중이다.

한중석 원장은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은 오는 2022년 백주년을 맞이해 교수, 학생, 동문, 교직

원이 혼연일체가 돼 대한민국 치의학교육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22) 서울대치과병원, ‘시흥서울대학교치과병원(가칭)’ 설립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

  -   시흥시와 경기 서남부 권역 구강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치과병원과 대학, 지

역의 상생모델 구축 목적

서울대치과병원(원장 구영)과 시흥시-서울대학교가 2020년 9월 28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치의학대학원 성과 및 100주년 준비상황 기자간담회. 왼쪽부터 이성중 연구부원

장, 설양조 교무부원장, 한중석 원장, 박영석 학생부원장, 윤형인 보철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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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협력동에서 ‘시흥서울대학교치과병원(가칭)’ 설립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구영 서울대치과병원장과 임병택 시흥시장,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조정식 국회의원과 박춘

호 시흥시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한 협약은 시흥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립과 관련하여 

시흥시와 경기 서남부 권역 구강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치과병원과 대학, 지역의 

상생모델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행정적 지원을 상호 제공하고, 추

진위원회의 구성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과 관련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관계기관의 협력을 

위한 주요 사항들을 협의하게 된다. 

이 날 구영 서울대치과병원장은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시흥시와 경기 서남부 권역의 주민 및 

서울대학교 구성원에게 양질의 치과서비스를 제공할 ‘시흥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개원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특히 부가가치와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의료기기 산업분야에서, 4차 산

업혁명과 미래 치과의료기기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최첨단 연구 ·교육시설의 마련과 우수한 연

구인력 확보를 통해 그 성과가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고 말했다.

협약식 단체사진(왼쪽에서부터 구영 서울대치과병원장,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임병택 시흥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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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기록

1) 경과 보고

2020년도

   1월    3일 회장추천위원회 개최(호암교수회관 오크룸, 11시 30분

   1월 14일 2019~2020년 겨울방학 교사직무연수 회의(호암교수회관 메이플룸, 11시)

   1월 15일 명예교수회보 2019 편집위원회 개최(호암교수회관 오크룸, 11시)

   1월 22일 의료 ·복지위원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샹그리아홀, 11시)

   1월 28일~ 2019~2020 겨울방학 교사직무연수 개최(사범대학 10-1동 101호)

   1월 31일

 

   1월 29일 총동창회 미팅: 2019 연구보고(호암교수회관 파인룸, 12시)

   1월 30일 기획위원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플럼룸, 12시)

   2월   4일 운영위원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오크룸, 11시)

   2월   6일  2020년도 (사)서울대학명예교수협의회 이사회 개최(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 

11시)

  2020년도 (사)서울대명예교수협의회 정기총회 개최(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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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2일 명예교수회보 2019 편집위원회 개최(호암교수회관 오크룸, 11시)

   4월   1일 명예교수회보 2020(제16호) 원고청탁서 1차 발송

   4월 28일 『나의 학문, 나의 삶 1』 회의(호암교수회관 라일락룸, 12시)

   5월 14일 기획위원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메이플룸, 12시)

   5월 28일 사회봉사위원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파인룸, 11시)

   6월   4일 『나의 학문, 나의 삶 1』 회의(호암교수회관 라일락룸, 12시)

   6월 23일 운영위원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체리룸, 11시)

   5월 27일 운영위원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오크룸, 11시)

   6월 30일 명예교수회보 2020 편집위원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체리룸, 11시)

   7월   6일 협의회 소식지 2020편집위원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메이플룸, 12시)

   7월 14일 『나의 학문, 나의 삶 1』 회의(호암교수회관 라일락룸, 12시)

   7월 16일 『나의 학문, 나의 삶 2』 회의(호암교수회관 체리룸, 11시 30분)

   7월 27일 명예교수회보 2020(제16호) 원고청탁서 2차 발송

   7월 28일 명예교수협의회 소식지 2020 복간 안내문 1차 발송

   8월 10일 명예교수협의회 소식지 2020 안내문 2차 발송

   8월 20일 협의회 소식지 2020편집위원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파인룸, 12시)

   8월 25일 기획위원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체리룸, 12시)

   9월   1일 명예교수협의회 소식지 2020 가을(복간호, 통권 제3호) 발송

   9월   7일 명예교수회보 2020(제16호) 원고청탁서 3차 발송

10월 12일 명예교수협의회 소식지 2020 겨울호 투고안내문 1차 발송

10월 13일 명예교수회보 2020(제16호) 원고청탁서 4차 발송

 명예교수회보 2020 편집위원회 개최(호암교수회관 체리룸, 11시)

10월 14일 2020년도 신임명예교수초청 간담회 개최(호암교수회관 릴리룸, 11시 30분)

 

11월   2일 명예교수협의회 소식지 2020 겨울호 투고안내문 2차 발송

11월   6일 명예교수회보 2020(제16호) 학술 및 봉사활동 원고청탁서 1차 발송

11월   9일 협의회 소식지 2020 편집위원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파인룸,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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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 명예교수회보 2020 편집위원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파인룸, 11시)

11월 11일 2020년도 산업시찰

11월 17일 기획위원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파인룸, 12시)

12월   1일 명예교수협의회 소식지 2020 겨울(제4호) 발송

12월   7일 명예교수회보 2020(제16호) 학술 및 봉사활동 원고청탁서 2차 발송

12월   8일 명예교수회보 2020 편집위원회의 개최(zoom 화상회의, 11시)

12월 29일 명예교수회보 2020 편집위원회의 개최(zoom 화상회의, 11시)

12월 30일 운영위원회의 개최(zoom 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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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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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광식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심창구 약학대학 제약학과

임홍빈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전효택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채종일 의과대학 의학과

최명애 간호대학 간호학과

최종고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허승일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황인경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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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없이 의사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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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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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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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산업시찰: 서울대시흥캠퍼스 및 대우조선해양중앙연구원

2020년도 산업시찰이 11월 11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거행되었다. 지난 해 말부터 세계

적으로 창궐한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되질 않아 금년도에 산업시찰을 기획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

문이 있었지만, 회원들의 관심이 높은 사업이라 어렵더라도 가능한 시행하는 쪽으로 기본방향을 

잡았다.

몇 사업체와 접촉했지만 코로나사태로 확정짓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 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시흥캠퍼스가 후보지로 부각되었는데, 이장무 회장님의 사전접촉의 영향으로 오헌석 본부장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 이곳으로 확정하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원의 안전이므로 버스를 3대 동원하고, 대당 탑승인원을 15명으로 제

한하여 전체 참석인원을 지난해보다 줄어든 45명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신청을 늦게 하여 참여

치 못한 회원님께 미안하기 그지없다. 게다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44인승 버스를 2대 운행하기로 

계획이 바뀌었다.

버스탑승 전 체온을 측정하고, 한 줄에 2인만 착석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시흥캠퍼스

로 이동하였다. 본교 정문을 출발하여 30분 만에 시흥캠퍼스에 도착하였다. 시흥캠퍼스에 도착

하여 다시 한번 체온을 측정하였지만 참석인원 모두 37도 이하의 정상체온을 보여 다행이었다. 

교육협력관의 세미나실에서 오헌석 본부장이 그 사이의 경과와 현재 상황 그리고 2단계 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는 시흥캠퍼스 사업이 당시 총장이었던 이장무회장의 결단으로 시

작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이 전 총장님의 높은 안목에 감사를 표하였다. 이장무 회장께서 오본부

장께 감사패를 증정한 다음 오본부장의 안내로 교육협력관의 교육과 숙박시설 구석구석을 견학

하였다. 그 과정에서 실험강의실에 들려 이장무회장이 서울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미래지향형 

국제캠퍼스를 구상했던 당시의 상황과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끝에 이 곳 시흥을 택한 사유 

등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장호완 명예교수가 이 총장의 위촉을 받아 80여 명의 교수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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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캠퍼스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던 때를 회상하면서, 그 계획의 일부가 구현된 캠퍼스를 방문한 

오늘의 감회를 피력하였다.

이 날 점심은 컨퍼런스홀에서 시흥캠퍼스가 제공한 격조 높은 한정식을 와인과 함께 즐기며 

담소를 나누었다. 점심을 마치고 미래모빌리티연구동을 방문하였다. 공대 이경수 교수가 이곳에

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인자율운항자동차에 대한 연구 상황을 설명한 다음, 자율주행버스를 직

접 탑승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어서 시흥캠퍼스부지에 처음 입주한 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의 중앙연구원을 방문하였다. 최

<사진 1>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 계단에서 찍은 단체사진

<사진 2> 자율주행버스를 탑승하는 모습                        <사진 3> 대우예인수조전차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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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규 중앙연구원장의 환영인사에 이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청취한 다음 길이 

300미터의 예인수조와 세계 최대 규모의 캐비네이션터널을 견학하였다.

이번 산업시찰을 통하여 학생들의 격렬한 저항 등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여곡절을 겪으며 추

진된 시흥캠퍼스가 이제는 미래 서울대학교의 도약을 위하여 웅장한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어 참가자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최항순(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기획위원장)

2) 소식지 발간

명예교수협의회의 소식지가 금년에 계간지로 복간되어 2회 발간되었다. 회원과의 소통을 보

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식지 발간의 필요성이 기획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왔

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져 여건이 어렵지만 소식지를 계간지

로 복간하여 회원께 이메일로 보내드리기로 하였다.

명예교수협의회의 소식지는 2008년 10월에 창간되었고, 2010년 1월에 제2호를 발간한 다음 

지금까지 10년간 중단된 상태였다. 우선 편집진을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 안삼환(인문대학), 

이형주(농업생명과학대학), 임현진(사회과학대학), 채종일(의과대학), 최명애(간호대학), 최종고

(법학전문대학원), 최항순(공과대학). 그리고 사무국의 박혜진 씨가 실무간사 역을 맡기로 하였

다.

복간을 기하여 박병호 명예교수님께 제호를 부탁하였고, 박 교수님은 제호는 물론 멋진 기념

작품을 표구까지 하여 명예교수협의회에 선물로 주셨다.

소식지 제3호와 제4호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소식지 제3호(2020년 9월 발간, 17쪽)

   ① 권두언(이장무 회장)

   ② 복간기념작품(박병호 명예교수)

   ③ 기획기사(아산병원 김민재 교수)

   ④ 학교소식*

   ⑤ 협의회소식

   ⑥ 언론에 보도된 회원 활동*

   ⑦ 회원동정

   ⑧ 공지사항

     * 본교 홍보팀에서 발간하는 “뉴스클리핑”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소식지 제4호(2020년 12월 발간, 21쪽)

   ① 권두언(이인규 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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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시화; 관악산 자추지교(紫秋之交)(최종고 명예교수)

   ③ 『나의 학문, 나의 삶』 첫 호 발간(이흥식 명예교수)

   ④ 한국선비문화원 소개(조창섭 명예교수)

   ⑤ MAHA 프로젝트 탐험기(김정은 명예교수)

   ⑥ 학교소식*

   ⑦ 협의회소식

   ⑧ 시흥캠퍼스탐방

   ⑨ 언론에 보도된 회원활동*

   ⑩ 회원부고

   ⑪ 회원동정

   ⑫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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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액화 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재능기부를 희망하시는 명예교수님께서는 예년과 같이 명예교수협의회에서 의뢰하는 양식

에 따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명예교수협의회 사무국 880-9019, 이메일 emer@

snu.ac.kr 

사회봉사위원회에서는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발간한 연구보고서 「학문 

후속 세대를 위한 나의 학문 나의 삶(철학, 생물학, 경영학, 수의학, 법학)」 첫 권을 지난 10월 30

일 단행본(452쪽)으로 출간하였습니다. 「연구보고서」를 단행본으로 출판한 이유는 학문연구와 

후학 양성에 헌신한 명예교수의 삶에서 자신은 왜 그리고 어떻게 이 분야의 학문을 선택하게 되

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연구하고 교육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겪은 많은 난관과 역경은 

과연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소상히 밝혀 그 학문을 계승하고자하는 후학이나 진로를 정하려는 

젊은이 등 대중에게 널리 알려 참고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만일 연구보고서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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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보고서」 제출로 끝나게 된다면 이는 영원히 「기록물」로서 가치만 지닐 뿐 학문 후속 세대에

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당초 기획한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

의 학문 나의 삶」은 학문 분야에 따라 연속간행물로 계속 출간할 예정입니다. 「나의 학문 나의 

삶」 2권은 공학, 문학, 윤리학, 의학 분야를 담아 12월 30일 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발행될 「나

의 학문 나의 삶」 3권과 4권에도 많은 명예교수님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나의 학문 나의 

삶」 1권이나 2권이 필요하신 명예교수님은 명예교수협의회(전화 02-880-9019)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고교생의 꿈을 위한 석학 가이드」를 서울대 총동창회 지원으로 발행하였습

니다. 지난해까지는 당해 연도 또는 연전에 행한 특강내용을 정리하여 「고교생의 꿈을 위한 석

학 가이드」 I권과 II권을 꾸몄으나 금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특강을 계획대로 시행할 수 없

어 부득이 2018년과 2019년에 행한 특강 중에서 9편의 원고를 마련하여 「고교생을 위한 석학 가

이드 III」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고등학교를 비롯한 많은 기관이 초청특강을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취소한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 시흥 함현고등학교

와 서울시 약수노인복지관에 9명의 명예교수님이 초청되어 재능기부사업으로 13번 특강을 하였

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통제가 풀려 많은 기관에서 많은 명예교수님을 초청하는 기

회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금년에 9명의 명예교수님이 행하신 재능기부사업 특강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흥식(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사회봉사위원장)

2020년도 재능기부사업 목록(강사명 가나다 순)

강사명 소속(대학/학부(과)) 특강 제목 대상 기관

1 김성준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인공지능사회의 이해(AI) 약수노인종합복지관

2 서유헌
의과대학

의학과
중년기 이후 건강 변화와 대책 약수노인종합복지관

3 우한용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문학과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함현고등학교

4 이승욱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통계학, 그 합리적 사고방식 함현고등학교

5 이연숙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중년기 이후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맞춤 영

양: 면역(방어)영양을 중심으로
약수노인종합복지관

6 이인규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명체의 창조와 진화, 생명공학의 발전은 어

디까지인가?
함현고등학교

중년기 이후 삶과 영적 생활 약수노인종합복지관



6부  소식 및 기타   601

강사명 소속(대학/학부(과)) 특강 제목 대상 기관

7 최성재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고령화 사회와 이해

약수노인종합복지관
100세 행복은 노후설계 아닌 생애설계로

생애설계의 절차와 방법

노화와 학습

8 최종고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한국인의 전기자서전 쓰기 약수노인종합복지관

9 허승일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마키아벨리의 눈을 통해 본 오늘날 리더의 필

요충분조건
함현고등학교

출강 강사: 총 9명 출강기관: 총 2개/ 총 13회

4) 명예교수회보 2019(제15호) 발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9(제15호)를 2020년 2월 28일자로 발간하였다. 4×6배판으로 총

528쪽의 이 회보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에서 1,250부가 제작되어 배포되었다.

5) 간행물 발간

(1)  이인규, 이흥식, 최대권, 최종태, 황경식: 학문 후속세대를 위한 『나의 학문, 나의 삶 1』 총 

454쪽,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후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사회봉사위원회 엮음(ISBN 

978-89-961213-1-2), 2020. 10. 30.

(2)  우한용, 전효택, 정수진, 정준기, 진교훈: 학문 후속세대를 위한 『나의 학문, 나의 삶 2』 총 

468쪽,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후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사회봉사위원회 엮음

(ISBN 978-89-961213-2-9), 2020. 12. 30.

6) 연구보고서 발간

(1)  강위생, 권오량, 노화준, 박성현, 손봉호, 이흥식 정홍익, 조창섭, 최명옥, 허승일: 고교생의 

꿈을 위한 석학가이드(III). 총 139쪽,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후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

의회, 2020. 12. 31.



602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20,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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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emer@snu.ac.kr

2) 명예교수 노래 모임 “명락회(名樂會)”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노래 동아리인 “명락회”가 2014년 10월에 창립되었다. 음악을 통하여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노년기의 건강과 인생의 기쁨을 추구하자는 취지로 결성된 명락회

는 이은방(약학대학), 이현복(인문대학) 두 교수가 수년 전부터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드디어 

결실을 본 것이다. 명예교수협의회 안의 사회봉사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두 교수는 명락

회 역시 중요한 사회봉사 활동 내지는 사회 공헌의 한 가지 방법이라는 의미를 새기고 있다. 

명락회는 현재 이은방 교수가 회장을, 최명옥(인문대학) 교수가 총무를 맡고 있으며, 2014년 

10월부터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서울대 입구역 에그 옐로우 건물 15층에 있는 O2 노

래방에서 모임을 갖는다. 현재 명락회에는 회장, 총무 외에 이현복(인문대학), 진교훈(사범대학), 

김병동(농업생명과학대학), 김영수(치의학대학원), 최병두(자연과학대학), 허승일(사범대학) 교

수 등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명예교수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연락처: 010-3802-5676 최명옥 총무, 010-2389-0624 이은방 회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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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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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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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명예교수연구동(150동) 연구실 사용 신청 안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연구동(150동)에 입실을 원하시는 교수님께서는 명예교수연구실 담당 직

원(전화 02-880-1364)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명예교수님을 위한 시설물 등 이용 안내

(1)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신청 등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신분증 발급 명예교수 신분증 발급
명예교수 신분증 발급 

신청서 제출

교무과

(담당자: 임성규)

880-5025

주차권 발급 정기주차권 발급(무료)
신청서(차량등록증 첨부) 

제출(매년 갱신)

통합주차관제센터 

880-5568

정보광장 이용
퇴직 후 계속 이용, E-mail은 

10GB가능
별도신청 없음

정보화본부 IT서비스센터 

880-8282

증명서 발급
경력증명서 및 명예교수증명서 

발급 (국,영문가능)

민원우편(우체국), Fax민원

(동사무소), 방문신청

교무과

(담당자: 임성규)

880-1395

도서관 이용
열람실(명예교수용) 이용, 도서

대출
명예교수 신분증 지참 도서관 880-8001

명예교수연구동 

이용

책상, 의자 및 컴퓨터 등 사무

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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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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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처: 전 소속 대학(원) 행정실

4. 제출서류

   ①서울대병원 및 서울대치과병원 지원 신청서

   ② 가족관계 증빙서류(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③ 진료비 계산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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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진료 시 

진찰료 항목 제외)

선택진료료 이외

(지원항목: 입원료, MRI판독료,  

PET판독료, 초음파진단료)

명예교수 및 배우자 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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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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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진료 시 진찰료 항목 제외)

선택진료료 이외

(지원항목: 입원료, 초음파진단료)

명예교수 및 배우자 20   50 20

※ 임플란트의 경우 ‘진료비 계산서’와 진료 내역서(Proof Data List) 각각 원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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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원 신청 및 지급 절차

구  분 내 용 비고

① 개     인
• 병원 진료 - 진료비 전액 결제

수시
• 소속 기관 행정실에 진료비 지원 신청

▼

② 소속 기관
• 대상자 확인 및 지원 금액 산정 •상반기: 6월 30일까지

•하반기: 12월 28일까지• 장학복지과에 공문으로 진료비 신청 

▼

③ 장학복지과 • 지급(계좌 입금) 기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 문의처: 소속 기관 행정실 또는 장학복지과(담당자 김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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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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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연회비 납부 안내

명예교수협의회 회원님께

우리 명예교수협의회에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하여 (사단법인)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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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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  이장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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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21 투고 안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21(제17호)가 2022년 2월 하순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명예교수님들의 글과 2021년도 학술활동(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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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9월 30일까지, 2021년도 학술활동 보고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명예교수협의회 사무실로 보내주십시오. 매우 바쁘시겠지만 좋은 글을 투고하시

어, 2021년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를 더욱 알차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

니다. 또한 번거로우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2021년도 활동기록을 남기셔서, 지금도 재

임 시절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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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도문 등)

     투고는 1인 1편에 한하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원고 마감: 2021년 9월 30일

(2) 2021년도 학술활동 보고(기간: 2021. 1. 1~2021. 12. 31.)

     원고 마감: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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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지 

65장 이내입니다. 

(2)   모든 원고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여 국립국어원의 어문규정에 따라 작성하시되, 꼭 필요한 

한자나 외국어는 괄호 안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접수는 등기우편도 가능합니다만, 가

급적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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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서, 역서, 편저> 

저자(들)명: 서명. 총 쪽수, 출판사명, (출판)연. 월. 일.

(예시 1) 이무근, 김재식, 김판욱: 실기교육방법론. 총 484쪽, 교육과학사, 201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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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박환덕, 박열 역: 임마누엘 칸트 저,  영구 평화론(Zum ewigen Frieden). 총 156쪽, 범

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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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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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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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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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대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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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연구자(들)명: 연구주제명. 연구지원기관명, 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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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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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원 출연. 2012.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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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교수회보 편집 일지

2020.  4.   1 투고안내문 1차 발송

         6. 30 제1차 편집위원회 개최

   1) 회보 제16호(2020) 원고 모집 및 편집, 발간 계획

         7. 27 투고안내문 2차 발송 및 편집위원께 주변 교수님께 원고청탁 독려

         9.   7 투고안내문 3차 발송 및 편집위원께 주변 교수님께 원고청탁 독려

         9. 30 일반원고 투고 1차 마감

        10. 13 투고안내문 4차 발송

        10. 13 제2차 편집위원회 개최

   1) 원고 추가모집 논의

   2) 접수된 원고의 심의와 분류

   3) 채택된 원고의 교열

   4) 학교소식 작성 의뢰

   5) 발간사와 축사 집필 의뢰

제4차 편집위원회(줌화상회의,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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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31 일반원고 투고 마감

        11.   6 학술 및 봉사활동 원고투고 안내문 1차 발송

        11. 10 제3차 편집위원회 개최

        11. 30 일반원고 투고 최종 마감

        12.   1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과 출판 계약 및 송고

        12.   7 학술 및 봉사활동 원고투고 안내문 2차 발송

        12.   8 초교본 교열

        12.   8 제4차 편집위원회 개최

   1) 추가 접수된 원고의 심의, 분류 및 교열

   2) 채택된 원고의 재교열

   3) 회보의 게재 순서 조정

   4) 학교소식 작성 의뢰

   6) 편집후기 작성 의뢰

        12. 21 일반원고 재고 및 제4, 5부 초교 조판 의뢰

        12. 29 제5차 편집위원회 개최

   1) 일반원고 재교본 검토

   2) 학술 및 봉사활동 초교 검토

   3) 명예교수 현황 검토

   4) 회보 표지 색깔 선정

        12. 29 재교본을 해당 집필자에게 발송

        12. 31 학술 및 봉사활동 원고 마감

2021.  1. 21 제6차 편집위원회 개최

   1) 일반원고 삼교본 검토

   2) 학술 및 봉사활동 재교 검토

   3) 명예교수현황 및 소식 등 검토

         2.   9 제7차 편집위원회 개최

         2. 28 인쇄 및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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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 집 / 후 / 기

▶ 2020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편집위원회도 예정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여러 번 연기

해야 해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위원님들의 도움덕분에 화상회의로 무난히 진행할 수 있어서 다

행이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최종고 교수님과 의과대학 채종일 교수님께서 새로 편집위원으로 수

고하여 주시게 되어 편집위원이 더 다양하게 되었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투고요청으로 작년에 

비하여 원고가 더 많이 들어와 위원님들과 옥고를 투고해 주신 명예교수님들께 감사할 따름이

다. 전 호들에 비하여 간호대학과 의과대학 교수님들의 원고가 각각 3편으로 늘어난 것이 눈에 

띈다. 결과적으로 투고해 주신 분야도 더 다양해져서 회보의 내용이 알차게 된 것 같다. 615쪽이

나 되는 두툼한 회보가 될 것이고 이러한 회보를 편집하여 출판할 수 있음에 감사와 뿌듯한 마

음이 가득하다(농업생명과학대학 현정오).

▶ 정년퇴임하기 5~6년 전의 일이다. 먼저 퇴임하신 선배 교수님께서 ‘지금부터 퇴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아요’라고 조언을 하셨다. 하지만 퇴임 5∼6년 전 당시에는 아직 연구할 거리도 많

이 남아있었고 지도해야 할 대학원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배 교수님의 말씀을 그다지 진지하

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몰랐다는 것이 솔직한 표현이리

라! 이제 퇴임한지 어느덧 6년이 지났고, 명예교수 회보의 편집위원으로 참여한지도 3년이 되었

다. 그동안 회보에 투고된 원고들을 읽는 과정에서 다른 명예교수님들의 퇴임 후 활동을 간접적

으로 들여다보게 되었다. 재미있는 원고도 많고, 배울 점도 많다. 특히, 이번 16호에 실린 명예교

수들을 위한 프로그램 MAHA에 관한 원고를 읽으면서 퇴임 후 활동에 관한 새로운 방향을 생각

하게 되었다(자연과학대학 최덕근).

▶ 이번 16호에 간호대학승격 전후의 발전사가 게재되기를 기대했었는데 이소우 명예교수님

께서 옥고를 주셔서 감사하였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간호

사들의 노력과 헌신을 알리고자 이명선 명예교수와 공동으로 쓴 글이 실리게 되어 뿌듯하다. 김

정은 명예교수의 은퇴 후 시간을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만드는 법, MAHA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글도 게재됨으로써 여성 명예교수님들의 옥고가 증가된 것에 마음이 놓이며 앞으로 여성 명예

교수님들의 옥고가 더 많이 실리기를 기원한다. 명예교수님들의 원고를 통해 다른 분야에 대해 

무지했음을 느끼면서 배우고 있고 편집위원교수님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

게 된 것에 감사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회의에 참여하는 색다른 경험도 하였으나 

코로나19의 위험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만나서 얼굴 보면서 회의하기를 기대한다(간호대학 최명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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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덧 2020년이 저물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과 매일 매일의 방역으로 매우 지난한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독서와 글쓰기를 통하여 공감

을 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준다. 이번 명예교수회보에는 명예교수님들이 논설, 칼럼, 시-수

필-단편소설 등의 수상에 무려 42건이나 되는 많은 원고를 보내 주었다. 지적이고 서정적인 글

을 투고하여 우리 회보의 수준을 확고하게 높여 주시는 명예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공

과대학 전효택).

▶ 이번 호부터 추도사 항목을 새로 넣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선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작고하

면 난리가 난다. 자살했을 경우는 더하다. 그런데 위대한 학자의 경우는 대체로 언론에 간단히 

소개된 뒤에는 그만이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모두가 국보급 학자이다. 별세하면 추도사로 삶과 학문을 기리는 것

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누가 쓰는가가 문제이다. 프랑스 혁명 전에 꽁도르세(Condorcet)는 

한림원 회원이 작고하면 조사를 도맡아 썼는데, 하도 잘 써서 볼테르는 회원이 한 달마다 죽으

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다음 호부터는 유익하고도 심금을 울리는 좋은 글들이 많이 실리

면 하는 소이이다(사범대학 허승일).

▶ 또 한 해가 지나간다. 코로나19로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힘들었던 2020년

이 지나간다. 우리 모두 너무 힘들어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한해이기도 하였지만 힘든 

시절은 힘든 대로 즐거운 시절은 즐거운 대로 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여 시도한 Zoom 을 통한 화상 편집위원회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현정오 편집위원장님의 성실함과 모든 편집위원 교수님들의 책임감에 더

해  많은 명예교수님들께서 수고와 행복의 흔적 등이 오롯이 담긴 훌륭한 옥고를 보내 주셔서 

올해도 더욱 내실 있는 명예교수회보가 출판되는 것 같다. 앞으로 명예교수회보가 많은 명예교

수님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 더욱 빛나게 발전하기를 기원한다(생활과학대학 황인경).

▶ 한글 맞춤법이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맞춤법의 기본 원리는 아주 간단하다. 단어는 

띄어 쓰되 토는 윗말에 붙여 쓴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어려워진다. 무엇이 단어인가 하

는 것이다. ‘띄어쓰기’는 붙여 써서 단어로 취급되는데, ‘띄어 쓰다’는 띄어 쓰고 붙이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붙여 쓰다’는 항상 띄어 쓴다. ‘그가 가는데 나는 그대로 있다’에서 ‘-는데’는 어미로 

붙이고, ‘그가 가는 데가 어디냐?’에서 ‘데’는 의존 명사로 띄어 쓴다. ‘가야 한다, 가고 싶다’에서 

‘한다, 싶다’는 보조 동사로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항상 띄어 써야 한다. 반면, ‘돌이켜보다’는 

전체가 하나의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아래아한글’의 ‘맞춤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엉

뚱한 해답을 주는 일도 있다. ‘편집 후기’는 단어인가? 붙여 쓸 수도 있다. 사전을 참조해야 한다

(인문대학 임홍빈).

▶ 연말연시 7박 8일을 충남 태안의 묘금륜원(수련원)에서 지내며, 비대면 편집회의(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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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석하였다. 새로 산 노트북에는 랜선 연결포트가 없다. 와이파이가 불안할 경우를 대비해, 

연결 젠더(USB Type C to LAN)도 구입해간 터였다. 그런데 편집회의 이틀 앞두고 묘금륜원 인

터넷선 자체가 불통이 되었다. 고장신고를 하니, 편집회의날 오후 늦게야 수리기사를 보낼 수 있

단다. 휴대폰을 모뎀 삼아 테더링(tethering)해 줌을 시험구동해보니 너무 느려서 불가이다. 우

여곡절 끝에 긴급사태임을 주지시켜 수리기사가 회의 전날 와 인터넷 불통을 해소해주었다.

설전에 때마침 서설이 함빡 내려, 눈 내리는 신두리 해변 풍경을 가보니, 만조라 초승달만큼 

남은 백사장에 하얗게 눈이 쌓이고, 파도가 쫓아와 눈을 핥고 있었다. 회보원고 교정을 보다가, 

묘금륜원 앞뜰에 나가 어린 시절을 상기하며 눈사람을 만들었다. 생솔가지를 다듬어 양팔을 대

신하고, 오리엔탈-라르고-백합의 초승달 모양 마른 가지를 적당히 잘라 눈과 입을 살려내니, 마

음씨 좋게 만세 부르며 웃고 있는 눈사람이 되었다.

유난히 추운 겨울에 교정보느라 명예교수님들의 주옥같은 글을 읽으며, 솔바람소리 듣는 유익

한 나날을 지내는 요즈음이다(치의학대학원 배광식).

▶ 금년에 <명예교수회 소식지>와 <명예교수회보>의 편집위원으로 지명되어 몇 번 편집회의

에 참석하고 화상회의도 하면서 만만치 않은 일거리다 생각되었다. <회보> 쪽은 그래도 16년의 

전통이 축적되어 틀이 잡히고 원고들도 많이 들어와 편집과 교정에만 신경 쓰면 되는 것 같았다. 

그런데도 위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원고를 독려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한 가지 작고회원들의 

추모사를 제대로 원고를 받아 수록하자는 제의를 했는데, 금년에도 스무 분 가까이 작고하셨는

데 이번호에 세분에 대해서만 실렸다. 대학사의 중요한 부분은 학자사(Gelehrtengeschichte)임

은 알려져 있다. 필요하다면 소위원회라도 만들어 학자가 학자를 아끼는 서울대 아카데미즘이 

형성되었으면 싶다(법학전문대학원 최종고).

▶ 명예교수회보의 편집위원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별로 기여한 바도 없는데 편집후기를 

쓰려니 다소 민망한 마음이다. 막상 편집위원이 되고 보니 그동안 발간된 명예교수회보의 글 한 

편 한 편에 대해 정독한 일이 거의 없었던 것이 후회되기도 한다. 이번에는 논설, 칼럼, 수상(시, 

시극, 수필, 단편소설) 등 게재 내용 전반에 대해 제법 꼼꼼히 읽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감동적인 

글이 한두 편이 아니었다. 특히, 의학 논문 작성에만 40년 교수 생활의 대부분을 보냈고 최근에 

와서야 의사수필동우회에서 수필 몇 편을 쓰고 있는 정도인 나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전문분야

의 명예교수님들이 쓰신 글들이 정말 멋지고, 깊이 있고,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명예교

수회보가 점점 더 발전하여 많은 명예교수님들과 현역 교수님들이 즐겁게 읽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의과대학 채종일).

▶ 해가 갈수록 명예교수회보의 내용과 두께가 충실해짐을 실감한다. 투고를 해주신 명예교수

님들과 편집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편집위원회를 부득이 

영상으로 개최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이 영상회의가 기억에만 남아있기를 

기원한다(약학대학 심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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