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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가 회보 제11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
다.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회보이니만큼 편집 체재나 내용을 새롭게
시도해 보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지난 10년 동안 틀이 이미 잘 다져진

발간사

만큼 당분간은 내용을 충실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현 체재의 전
통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정치·경제·사회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불안과 변혁
의 요소가 점증하면서 사회 지도층의 역할 부재와 시민사회의 인성

명예교수협의회 회장

이수성

부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는 동원문화재단의 도움을 받아 금년 한 해와 내년 초
에 걸쳐서 “동원인성교육집담회”를 개최하여, 한국 인성교육 현장의
실제, 필요성, 교육의 내용과 방향 설정 등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이를 명예교수협의회의 회보 특집으로 정리하여 우리 명예교수 집단
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특집을 활용하여 한국이 선진과학문명국가로 도
약하기 위한 현실 진단과 창조적 혁신을 논하는 장, 명예교수 개개인
이 인생 황금기를 맞아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하는 지혜와 방안 등을 모
색하는 장 등을 마련하면 좋을 것입니다. 평소에 이러한 방향으로 생
각을 발전시키신 명예교수님들이 자발적으로 집필에 참여하시는 풍
토가 성숙되면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번 호에도 명예교수님들이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주옥같은 글을 써 주셨으므로 읽는 재미도 많고 유익하며 새로이 생
각할 여지도 제공하는 듯합니다. 특히 정년퇴임 후에도 학술 및 봉사
활동 등으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모습을 알려주셔서 보람되게 생각
합니다. 명예교수님들의 이러한 활동 기록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 사회의 공적 업적으로서도 매우 귀중한 자료로 남을 것이기 때
문입니다. 혹시 금년에는 그 활동 결과들을 알려주지 않으셨을지라도
다음 기회에는 반드시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회보 제11호를 발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총장님을
비롯한 학교 당국의 관계관 여러분과 편집위원회 여러분께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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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의 열한 번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
다.
2006년 창간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는 선배 교수님들의 경륜
과 식견을 배우고 접하는 귀한 통로이자 지적 광장으로 발전해왔습니

축사

다. 명예교수님들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지속적인 사회공헌의 모습을
접하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올해는 서울대학교 개교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서울대학교는 국
가 발전을 선도하며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주요 인재들을 양성해왔
고, 위기의 순간에는 중요 싱크탱크의 역할을 자임해왔습니다. 이제는

서울대학교 총장

대한민국의 학문을 세계로 내 보이는 종합적 관문, 즉 포털(portal)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국립대학에서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
는 국립대학법인 체제로 전환된 지 4년이 지난 지금, 서울대학교는 운
영의 자율성 못지않게 학문적 가치를 자율적으로 추구하고 이를 한국
사회의 발전과 미래의 번영에 기여하게 하는데 매진해야 할 책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명예교수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기대로 서울대학교의 변화와 발
전을 지켜보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는 명예교수님들
의 전통과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사회의 번영과 행복에 기여하는 지
성의 전당이자 지혜의 원천으로서 ‘국민의 신뢰와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대학’으로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명예교수님들께서 축적하신 학문적 지혜와 경륜을 되
새기고 빌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서울대학
교의 창조적 도약을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는 명예교수
님들께서 이룩해낸 수많은 가치와 성과를 발판으로 새로운 희망의 길
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명예교수회보 발간을 축하드리고, 댁내 사랑과 행복이
늘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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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 명예교수님들의 열한 번째 회보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
니다.
서울대학교는 민족의 희망과 기대를 안고 1895년 개학한 이래, 사
회의 중추에서 국가의 미래를 견인하는 지도자를 배출해 왔습니다.

축사

그렇기에 모교의 교수님들은 우리의 존경하는 은사님들인 동시에 학
문으로써 국가의 앞길을 이끌어 온 지성의 모범이셨습니다. 특히 평
생을 모교를 위해 봉직하시고 학계의 태두가 되신 명예교수님들께서
회보를 통해 사회를 향한 제언과 학문적인 성과를 나눠주시니, 이는
후배들의 기쁨이며 우리 모두의 행운입니다. 35만 서울대인들의 마음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을 모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대학교를 위시한 고등교육기관들이 배출한 우수 인재들의 노

서정화

력으로 대한민국은 세계를 놀라게 한 번영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이전의 활력을 상실하고 전방위적인 침체를 모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는 청년들은 시대를
앞서 국가를 개혁하려는 의기를 발하지 못하고 도리어 위축되는 사회
에 매달려 일말의 안전을 보장받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발전 동력인 인재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
인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는 더 발전해야 합니다. 충분한 기금을 조성하여 국가발
전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지식을 창출해야 합니다. 또한 서울대인들이
계승해야 할 가치를 확립하여 덕성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들을 양성해
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는 2015년에만 1,038명에
게 40억 원의 장학금과 연구기금을 지급하는 한편, ‘서울대학교 120년
사’ 간행과 서울대학교역사연구기록관 건립을 추진하여 모교를 물심
양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명예교수님들께서도 이 사업에 함
께 힘을 모으고 계십니다.
작금과 같은 위기일수록 역사를 몸소 헤쳐온 지혜와 깊은 학식을 갖
고 사회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원로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교의 명예교수님들이야말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고 또 감
당하셔야 할 분들입니다. 이번에 발간된 명예교수회보를 통해 다시 한
번 사회에 혜안을 보여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제11회 회보
발간을 축하드리며 명예교수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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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주최

동원인성교육집담회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문
동원인성교육집담회 간사

이상준

동원인성교육집담회의 의의: 우리 사회 인성에 대한 원로 지식인들의 진
지한 성찰과 지혜를 모으는 계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는 동원육영재단의 후원으로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CTL)의 지원을 받아 ‘국가발전을 위한 규범과 인성교육’이란 주제로 2015년과 2016년에 걸
쳐 총 여섯 번의 집담회를 진행하였다.
본 인성교육집담회는 특정한 하나의 주제에 대해 모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들이 함께 모
여 머리를 맞댄 유례가 없는 사례로서, 그만큼 인성문제가 이 시대 우리 사회의 중차대한 사
안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본 인성교육집담회는 무너져가는 우리 사회 인성에 대한 우리나라 대표 원로 지식인들의
우려 섞인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인성회복을 위한 방향과 지혜를 모으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2015~2016년도 동원인성교육집담회 추진 내용
제1회 인성교육집담회는 2015년 5월 18일 서울대학교 관정도서관에서 열렸다. ‘인성교육
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진교훈 명예교수가 학문적 차
원에서의 인성교육에 대해 발표하였다. 인성교육에 대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들의 내발성을
우선 갖추기 위해 외부에 적극 홍보하지 않고 명예교수들이 인성에 대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견을 집중적으로 나누는 시간이었다.
제2회는 6월 2일 본 집담회에 기술지원을 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강의실
에서 열렸다. 학교, 군부대 등의 실제 현장에서 10여 년간 인성교육을 펴 온 퇴계학연구원 이
용태 회장이 ‘도덕사회 구현 이렇게 하면 된다’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인성교육이 실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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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를 생생하게 접한 신선한 시간이었다.
제3회는 9월 22일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이후 개최 장소 동일). 때마침 정부 차원에서 인성
교육진흥법이 제정·시행된 상황이었으므로, 동법을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서울
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정창우 교수가 인성교육진흥법의 주요 내용과 동법 시행 이후
제기된 이슈들에 대해 ‘인성교육진흥법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하였고, 동법의
해당 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 임용빈 서기관이 보충 설명하였다. 인성교육을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던 명예교수들이 식견을 넓혀준 의미있는 회의였다.
제4회 동원인성교육집담회는 10월 27일 열렸다. 본 인성교육집담회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
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최종태 명예교수가 ‘새로운 사태, 새질서, 그리고 인성교
육’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과거 전통사회에서의 인성교육과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개인
주의 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은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회의였다. 이
회의에서는 서울대학교 재학생 네 명을 초청하여 젊은 세대들이 바라보는 인성과 인성교육
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도 가졌다.
제5회는 12월 1일 개최되었다. ‘인성교육 고양이 목에 어떻게 방울을 달 것인가’라는 주제
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최대권 명예교수가 인성교육에 있어서 준법정신 교육의 필
요성과 의미에 대해 발표하였다.
마지막 제6회는 해를 바꿔 2016년 1월 26일 개최되었다. ‘세월호 이후의 인성교육: 바르고
즐거운 삶의 기술로서의 덕’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황경식 명예교수가
<동원인성교육집담회 개최 일지>
일시

발표주제

발표자

진교훈 명예교수
(서울대 사범대)

의미

참석자

학문적 차원의 인성교
육

25명

제1회 2015. 5. 18

인성교육이란 무엇인가

제2회 2015. 6. 2

도덕사회 구현 이렇게 하면 이용태 회장
된다
(퇴계학연구원)

실제적인 인성교육

30명

제3회 2015. 9. 22

인성교육진흥법 어디로 가 정창우 교수
야 하는가
(서울대 사범대)

정부 차원의 인성교육

31명

제4회 2015. 10. 27

새로운 사태, 새질서, 그리 최종태 명예교수
고 인성교육
(서울대 경영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의 인성교육

33명

제5회 2015. 12. 1

인성교육 고양이 목에 어떻 최대권 명예교수
게 방울을 달 것인가
(서울대 법대)

준법정신(시민교육)과
인성교육

19명

제6회 2016. 1. 26

세월호 이후의 인성교육:
황경식 명예교수
바르고 즐거운 삶의 기술로
(서울대 인문대)
서의 덕

바른 인성을 습관으로
체화시키는 인성교육

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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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인성이 습관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했으며 아
울러 그동안의 본 인성교육집담회를 종합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이 모임에는 조완규
전 서울대학교 총장께서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격려의 말씀
을 해주셨다.

제1회 인성교육집담회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
집담회를 시작하면서 사회를 맡은 이인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수석부회장(자연과
학대학 생명과학부)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인성교육집담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전통적인 가치관이 심각하게 붕괴되어가는 현 상황에서 신구세대가 기존 가치관과 새로운
가치관을 어떻게 조화롭게 재정립해 나가야 하는지에 관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차원에서
할 일을 찾아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담회를 처음 제안한 최종태 명예교수는 “명예교수
들의 사회 기여와 인성회복을 위해 할 일이 없을까 모색해보기 위해서” 이 인성교육 콜로퀴
엄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인성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진교훈 명예교수는 먼저 우리사회가 지
금 윤리의식이 상실되고 인간 존엄성이 무시되는 심각한 상황이라 진단하고 그 근본 원인이
공동선(共同善)을 추구할 줄 아는 인간을 만드는 교육을 외면하는 교육현실에 있다고 말했
다. 사람다운 사람을 육성하는 인성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이다. ‘인성’은 한 마디로 마
음의 바탕이나 사람의 됨됨이라 정의할 수 있다면서 ‘인성교육’의 가장 적절한 정의로 ‘자신
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
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이라는 인성교육진흥법상의 것을 제시했다. 인성교육의 구체
적 방법론들은 배금주의의 극복, 기술문명에서의 인간 소외 극복, 공동선의 추구, 지식교육
위주에서 벗어나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학교교육, 타인에 대한 배려가 기본이 되는 사회윤리
교육, 생명윤리의 이해, 준법정신 함양 등 다양하지만 무엇보다도 올바른 가치관 교육이 인
성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 지었다.
이어 집담회에 참석한 각 분야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들이 각자의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
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차례로 피력했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허승일 교수(사범대학 역사교육과)는 인성교육은 인문학 교육이
라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서양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은 키케로이며 동양철학과 서양
철학 모두 인간이 인간다워지려면 덕을 쌓아야 함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다음 마이크를 잡은 최대권 명예교수는 인성교육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라면서 이를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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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전관예우 문제처럼 불법이 아닌 애매한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인성교육을 시킬지 난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현복 명예교수(인문대학 언어학과)는 자신의 전공이 언어학인데 인성교육의 핵심
은 언어교육이라고 말했다.
오병남 명예교수(인문대학 미학과)는 자신의 소속 대학이 인문대학인데 인성교육의 일환
으로서의 인문교육의 효용성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상 명예교수(미술대학 동양화과)는 제자들에게 연구비를 줄 때 자신이 그린 화폐인물
이 새겨진 5천원권과 5만원권으로만 준 사례를 들면서 젊은 세대들이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인성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동양화 교육에서도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동 명예교수(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는 그동안 서양의 자연과학 지식만
뒤쫓아가느라 인성과 관련된 가치관 정립을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정인 명예교수(공과대학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체험적인 인성교
육을 예로 들면서 인성교육은 이론이나 분석이 아니고 체험과 경험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마이크를 이어받은 전효택 명예교수(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는 대학생들이 기
본 인성을 많이 갖추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받아들일 자세는 되어 있다면서, 우리 기성세
대가 부와 사회적 지위 같은 겉모양만 갖추지 말고 내면적으로 훌륭한 교양과 인품을 겸비
한 모습으로 본보기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창우 명예교수는 인성교육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 왔음을 밝히며 그동안 인성교육에
대해 고민해 왔던 부분들에 대해 이 집담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진교훈 명예교수님을 비롯
많은 명예교수님들의 의견에 도움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인성교육은 미성년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성인들도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최차용 명예교수(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는 우리 학자의 힘만으로는 이 거대한 국가사
회를 변혁시키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환경과 국제환경을 형성하는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상 명예교수(의과대학 의학과)는 과거 임상의 시절의 경험과 에피소드들을 예로 들면
서 인성을 결정하는 전두엽은 25세까지 성숙되어 가므로 성인들의 인성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인성의 수준은 학력 수준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마지막으로 발언 기회를 얻은 이상준 인성교육집담회 간사(오피니언리더 대표)는 지난 7
년 동안 인간존중 판타지를 홀로 고독하게 써오며 인성문제를 고민해 왔는데 훌륭한 서울대
학교 명예교수님들과 협력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무척 감사하다는 소회를 밝힌 후 제2회
인성집담회를 기약하며 첫 집담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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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인성교육집담회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
사회를 맡은 이인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수석부회장은 제1회 인성교육집담회는
인성교육에 대한 이론적이고 총론적인 주제를 다루었고 오늘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인성교
육에 대해 토론해 보자는 말로 집담회의 문을 열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용태 회장(퇴계학연구원)은 ‘인성은 습관’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발표
를 시작했다. 현재 학교에서 이뤄지는 인성교육은 도덕지식의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지 못하
고 있다고 지적하며 군대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직접 시행한 바 있는 인성교육을 소개했다.
먼저 군대에서는 병사들에게 처음 3개월 동안 경례할 때, 행군할 때, 체조할 때 등 틈나는 대
로 “행복하다”만 반복해서 외치게 했다. 그랬더니 ‘처음엔 뭘 이런 걸 시키나 귀찮아하던 병
사들이 진짜로 행복해진 것 같다’며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학교에서는 일 년 동안 한
가지 습관을 기를 것을 목표로 하여 가정에서 매달 한 시간씩 가족들이 모여 앉아 교훈이 되
는 이야기를 하나씩 읽은 후 한 달 동안 그 교훈을 몸으로 실천하도록 시켰다. 그렇게 1년을
지속했더니 효과가 나타나서 어머니들의 감동적인 수기를 모은 책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농촌에서는 1주일에 2일은 유행가 가르칠 때 행복하다 행복하다 가사로 바꿔서 부르고 또
며칠은 에어로빅 강사를 불러다가 에어로빅 하면서 행복하다 행복하다 가사로 바꿔 부르게
했다. 지금 한 2개월 정도 됐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행복해진 것 같다고도 하고 몸이 말
을 잘 듣기 시작한다고 좋아한다며 주제 발표를 마쳤다.
곧바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들의 의견 피력시간이 이어졌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황경식
명예교수는 인성은 몸에 체화되어야 실행할 수 있다고 본다는 자신의 이론과 이용태 회장의
인성교육이 일맥상통한다며 이 회장의 인성교육에 적극 지지를 표한 후, 인성교육의 한 가지
방법으로 가정에서 한 달에 한 가지 덕목을 가훈으로 정해 집중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
했다.
조창섭 명예교수(사범대학 독어교육과) 또한 이용태 회장의 실천적 인성교육은 마음뿐 아
니라 몸도 바르게 해야 한다는 우리의 전통적인 선비정신과도 맥이 닿는다며 적극 찬성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광억 명예교수(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는 그동안의 교육들이 비정상
적인 사교육 열풍으로 왜곡되었음을 지적하며 인성교육 또한 일그러진 사교육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의견을 제시했다. 최차용 명예교수는 지금 우리 사회 인성이 심각하게
추락한 원인 분석이 먼저 되어야 한다면서, 조상들의 훌륭한 전통을 가진 우리가 왜 지금 이
런 상황에 처했는지 따져 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정지웅 명예교수(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는 이용태 회장의 실제적인 인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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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좋지만 할아버지까지 3대가 함께하는 유대인의 쉐마 교육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
다. 최대권 명예교수는 우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들이 사회를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없지만 인성교육이 실제로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용태
회장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서울대학교 입시와 대기업 입사에 인성 점수를 객관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면 인성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단언한 후, 자신이 실시한 이 인성교육 프로그램
대로 나도 행복하다고 쉼 없이 반복했더니 자신이 행복해졌다는 체험담을 전했다.
이정인 명예교수는 자신의 수준에서 편하게 실행할 수 있는 인성교육 두 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전세계 대학의 교훈을 서예로 써서 선물하는 것과 또 하나는 자신의 전공분야인 공
과분야서 인성교육을 접목하는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황경식 명예교수는
훌륭한 전통을 가진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인성이 추락했는가 하고 제기된 의문에 대해 조
선조 5백년을 선비들이 지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만큼이라도 된 것이라 생각한
다고 답변했다. 이어 설사 다소간의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인성교육은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불행 신드롬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 이용태 회장님의 행복 메시지를 강조하는 인
성교육은 의미가 있다며 이 회장의 실제적인 인성교육에 대해 적극 지지의사를 표했다. 9월
로 예정되어 있는 제3회를 기약하며 제2회 인성교육집담회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제3회 인성교육집담회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
주제 발표를 맡은 정창우 명예교수는 인성교육진흥법의 초안을 만든 장본인으로 인성교
육법 시행 이후 제기되는 주요 쟁점들을 소개한 후 각 쟁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쟁점 1) 개인의 인성에 국가가 법을 만들어 개입할 수 있는가?
답변) 인성교육을 법으로 제정하면 학교 인성교육을 위한 지지와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질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쟁점 2) 법을 만든다고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겠는가?
답변) 우리보다 먼저 인성교육 관련 법률을 만든 미국의 경우 정부, 기업 등의 지원과 예산
을 이끌어 냈으며 좋은 인성교육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다.
쟁점 3) 핵심 가치덕목들이 보수편향적이다. 시민성 덕목 등이 더 중요하다.
답변) 전통가치덕목은 여전히 중요한 것이라 빼선 안 되고, 앞으로 인권존중, 준법정신 등
시민적 덕목을 추가하는 것은 맞다.
쟁점 4) 인성교육보다는 시민교육이 더 시급하지 않은가?
답변) 인성교육과 시민교육 중 양자택일해선 안 되고 둘 다 필요하다. 특히 핵심적 시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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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인 ‘배려’와 ‘평화적 문제해결방식’ 이 두 가지를 교육하면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을 동시
에 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쟁점 5) 유·초·중·고등학생만 대상이고 성인은 왜 빠졌는가?
답변) 성인들에 대한 인성교육도 물론 필요하다. 다만 인성교육진흥법은 학교의 인성교육
을 지원하는 법이므로 성인 대상 인성교육은 평생교육지원법에서 다뤄져야 한다.
쟁점 6) 인성교육은 학교교육만으론 안 되고 범국민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그것은 어
떻게 할 것인가?
답변) 가장 어려운 문제고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쟁점 7) 교사들이 인성교육관련 교과목 한 가지만 배운다고 해서 인성교육 역량이 길러질
까?
답변) 인성교육 교사가 갖춰야 할 자질들로는 학생 배려 능력, 문제학생을 돕는 조력자 능
력, 촉진자 능력 등이 가장 필요하며 공감 능력, 의사소통 능력, 자기 인성계발 노력 등의 자
질들도 필요한데 교사들로 하여금 이런 능력들을 어떻게 갖추게 할 수 있는지 고민 중이다.
쟁점 8) 인성과 인성교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답변) 어렵기는 하겠지만 교사들이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것을 입시점수화해선
곤란하며 인성함양이라는 목적으로만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 발표가 끝난 후 명예교수들의 질의와 의견 개진이 시작되었다.
황경식 명예교수, “인성교육을 입법화할 때에는 예와 효와 같은 광범위한 덕목은 배제하고
구체적인 사안으로 해야 할 것이다.”
최대권 명예교수, “인성교육진흥법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있는 법이 되려면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행위자가 누구고 어떤 제재나 인센티브가 있고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강
제화하는지 명확해야 한다. 아울러 예체능교육과 준법정신을 핵심으로 하는 시민교육도 필
요하다.”
이흥식 명예교수(수의과대학 수의학과), “과거 뜨거웠다가 사라진 국민윤리교육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인성교육이 사교육 돈벌이로 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창섭 명예교수, “인성교육의 범위가 너무 방대해서 실현 가능성이 의심된다. 실현 가능
한 범위로 대폭 축소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최병두 명예교수(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인성은 개인의 긍정적 사고방식과 자기성
찰을 통해 자발적으로 함양되는 것이라고 본다.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
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박성익 명예교수(사범대학 교육학과), “인성교육 추진 시스템은 잘 구축한 것 같은데 구체
적인 방법이 잘 안 보인다.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내면화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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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인 부분이 뒷받침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상의 명예교수들의 우려와 질의 및 의견에 대해 발표자인 정창우 명예교수는 다음과 같
이 답변했다. “대부분의 명예교수님들 의견 잘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방법론이 안 보
인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현재 인성교육종합계획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구
체적인 방법과 실천내용이 담긴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 인성교육진흥법 소관 부
서인 임성빈 서기관(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은 “현재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
으며 이것에 근거하여 시도교육청은 세부시행계획을 만들고 그에 따라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시행하게 된다. 인성점수가 입시에 반영되진 않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후 계속해서 명
예교수들의 의견 개진이 이어졌다.
한송엽 명예교수(공과대학 전기컴퓨터공학부), “삼강오륜을 배우는 방식의 고전적 인성교
육보다는 크리티컬 싱킹 훈련과 같은 사고능력을 키우면 예와 같은 인성은 자연스럽게 습득
되지 않을까 싶다.”
최병두 명예교수, “과거 철학자들의 전통가치를 배우는 인성교육보다는 심리학자, 사회학
자들이 참여하는 과학적인 심리연구를 통해서 근본적인 사고방식을 교육하는 방식의 인성교
육이 필요할 것 같다.”
김병동 명예교수, “유초중고생들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문제아 부모 등 성인들에
대한 전국민적인 인성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정하우 명예교수(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가정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태교 단계의 인성교육도 필요한 것 같다.”
이흥식 명예교수, “인성교육을 돈벌이로 전략시키는 사교육에 대한 규제가 꼭 필요하다.”
황경식 명예교수, “인성교육진흥법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가
정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건 더 어렵다. 앞으로 부모될 학생들부
터 제대로 교육시켜 보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다.”
김병동 명예교수, “건전한 시민의식을 키우기 위한 TV 프로그램들이 많이 방영되었으면
한다.”
최대권 명예교수, “대학 차원에서 책임있는 리더를 기르기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
하다.”
정하우 명예교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가정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
다.”
한편 사회를 맡은 이인규 명예교수는 “우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들이 이 인성교육집담회
를 통해서 지혜를 모아 인성교육의 길을 제시하면 그것이 전국으로 파급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성교육으로 돈벌이 하려는 문제에 대해 교육부 임성빈 서기관은 “인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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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공표되어 사교육 열풍은 좀 진정되고 있다. 민간자격증을 받
으면 학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다는 식의 허위 과장 광고는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성교
육진흥법이 제정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임성빈 서기관은 “인성교육진흥법은 교육부와의 협
의를 통해 국회에서 직접 만든 법이다.”라고 밝혔다. 조창섭 명예교수는 “인성교육진흥법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들이 인성교육관련 제안내용들을 20분짜리 컨텐츠로 만
들어 보급하자”고 제안했고, 사회자 이인규 명예교수는 훌륭한 제안이므로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밝히고, 다음 집담회에서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초청해서 젊은 세대의 생각을 들
어보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집담회를 마무리했다.

제4회 인성교육집담회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
<새로운 사태, 새질서, 인성교육>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맡은 최종태 명예교수는 ‘새로운
사태’란 용어가 19세기 말에 교황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서를 발표한 사건에서 힌트를 얻
은 것이라 밝히면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제 발표를 했다.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전통적인 가족, 지역공동체가 붕괴되고 개인주의 사회로 급격하게
변화됨에 따라 기존 전통적인 가치관은 더 이상 시대 흐름에 맞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인성
교육도 기존의 전통가치를 제시하는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에 적합한 패러다임으로 바
뀌어야 한다. 서구사회에서 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이론적 틀이 뒤르켕(Durkheim,
E.)의 ‘도덕적 개인주의(individualisme moral)’다. 도덕적 개인주의는 공동체에 대한 이타주
의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한다. 이것에는 다음과 같은 3대 기본원리가 있다. 첫째 개
인의 인격을 존중함과 동시에 의무와 책임을 지는 ‘자기책임의 원리(인성교육덕목으로서 ‘인
격존중’)’, 둘째 개인들을 사회에 통합시키고 결속시키는 ‘연대의 원리(인성교육덕목으로서
‘배려’)’ 셋째, 개인의 성과(자기책임의 원리)와 연대의 원리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조
정과 개입하게 되는 ‘보충의 원리’가 그것이다. 이같이 서구사회에서 잘 발전된 형이상학적인
분석틀과 동양의 유교적인 내용을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
에 인성교육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아이들보다는 성인교육, 시민교육을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 일환으로 다양한 직업군별 인성교육에 각 분야 전문가인 우리 명
예교수들의 역할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어 젊은 세대의 인성교육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기 위해 초청된 네 명의 대학생이 의견을
개진했다.
손현명 학생(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우리 사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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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끼치고 쉽게 규칙을 어기는 ‘천박한 개인주의’가 만연해 있다. 이렇게 너도나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이 무뎌져서 사이코 패스와 같은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최혜리 학생(약학대학 약학과), “첫째, 부모로부터 정상적인 인성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아이들은 옳고그름과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결여된 경우가 많아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
다. 둘째, 청소년의 경우 학업과 성적에 쫓겨서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다. 셋
째, 대학생들도 시간에 쫓겨 인성교육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얼마 전 논어수업
을 들으면서 인성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가진 바 있다. 이런 기회를 많이 접할 수 있으면 좋
겠다.”
임진효 학생(사범대학 윤리교육과), “세월호를 비롯 최근 몇몇 사건들의 원인은 도덕성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생의 경우 그들의 도덕성 내지 인성이 무너진 이유는 우
리 사회가 대학생들을 학점과 취업경쟁으로 너무 내몰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유교적인 덕
목들이 오늘날 대학생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지만 ‘수신’ 덕목의 경우 자신의 삶의 목
적과 방향을 성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김민석 학생(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우리 사회는 조선시대부터 위에서 누르는 가
부장적 사회였다.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스스로 사고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
다.”
학생들의 의견 발표가 끝난 후 명예교수들의 의견 개진이 이어졌다. 황경식 명예교수는 요
즘의 인성교육 전문가들은 구시대적 가치에 매몰되어 있지 않으니 발표자인 최종태 교수님
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후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새로운 사회에 걸맞는 인성
교육의 새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발표 내용에 동감한다. 개인화 사회에서 가장 큰 숙제는
이기심인데 이것을 어느 선까지만 허용하자는 사회적 약속이 바로 법이다. 따라서 준법이 되
지 않으면 사회 기본이 무너진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회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인성교육은
준법정신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교육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한 후 ‘배려’와 ‘관용’의 덕목도 중
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욱현 명예교수(공과대학 전기컴퓨터공학부)가 “준법정신은 좋은데
입법과정과 국회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문했고 황경식 교
수가 “일단 만들어진 법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한다. 하지만 법 자체도 끊임없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최대권 명예교수는 “준법을 저해하는 2대 요인은 인맥과 부정부패다. 아
는 사람이 봐달라고 하면 판사도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 입법도 로비 때문에 왜곡되는 경우
가 있다”며 로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동 명예교수는 “사실 요즘은 서양도 한계에
부딪혀서 혹시 동양에 해답이 있나 기웃거리는 점도 있다”면서 서양의 것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환기시켰으며 이어 “오늘 학생들 의견을 들어보니 사회가 자신들을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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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여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젊은 사람들의 의사도 수용될 수 있는 사
회적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인 명예교수는 자신이 중국과 일본에 체류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유교적 예절문화를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교
통질서나 서로 모르는 사람간의 에티켓은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못하다”고 한 후 우리 사회
의 위에서 누르는 가부장적 분위기가 있다고 말한 학생 의견에 대해 “가부장적인 것이 효과
적이고 의미 있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김성수 명예교수(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
부)는 “우리 사회를 법질서가 지켜지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 초등
학교부터 대학까지 전체 교육시스템이 인성교육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으며, 최병두 명예교
수는 “서울대학교 전체 학생 대상으로 심리정서를 조사하고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연구기관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이어 발표자인 최종태 명예교수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 발표 내용을 다시 한번 다음과 같
이 정리했다. “오늘 발표 내용은 문제 제기다. 첫째, 개인화 사회에 걸맞는 인성교육이 되려면
서양의 발전된 구조적 틀을 빌려 와서 동양의 유교적 전통과 잘 결합시켜야 한다. 둘째,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셋째, 인성교육에서
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우선 성인대상의 시민교육과 직업교육부터 시작해 보자. 직업교
육의 경우 다양한 분야의 직업에 각각 어떤 인성교육이 필요한 지는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가진 우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들이 참여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발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를 맡은 이인규 명예교수는 최근 중학교 교사에게 들은 이야기라고 전제한 후 “지금 우
리 주위에는 부모들의 방치 속에 인성교육을 받지 못해 문제학생으로 전락하는 가정이 수두
룩하다. 그에 대한 실천적인 과제들을 앞으로 마련해야 하는데, 이 인성교육집담회가 회를
거듭하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와 해법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아 고무적”이라는 희망 섞
인 멘트로 집담회의 막을 내렸다.

제5회 인성교육집담회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
<인성교육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라는 제목의 발표를 맡은 최대권 명예교수
는 다음과 같은 요지로 발표했다.
“유교적 전통을 중심으로 하는 인성교육만으로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윤리교육이
충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적 덕목을 가르치는 시민교육도 필요하다. 공화국 시민
의 자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준법정신이다. 그런데 판사가 아는 사람의 부탁을 받고
형량을 감해 주는 사례 같은 경우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이와 같이 분명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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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룰로 인해 주관적인 판단과 재량에 맡겨지는 경우가 현실에선 적지 않은데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한다. ‘관계’를 중시하는 전통문화와 ‘규칙’을 중시하는 법
문화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법문화가 제대로 안 되면 도둑국가가 되기 쉽
다. 각종 정부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해 가는 경우가 그런 예다.
인성교육을 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어떻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는가? 두 가지 제안을
하는 바이다. 첫째, 대학 인성교육 특히 우리 서울대학교의 인성교육에 집중하자. 둘째, 변호
사, 의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정의, 공정, 형평, 균형감, 자제, 정직, 성실 등을
갖추게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수치문화(셰임컬처)의 일본은 자신들의 나라와 공동체가 합의한 규범이라면 비록 보편적
인 도덕과 윤리에 벗어나는 것이라 하더라도 따르지만, 우리나라는 홍익인간, 윤동주의 서시
처럼 보편적인 도덕과 윤리에 부합하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 인성교육에 참고할 필요가 있
다.”
이어 명예교수들의 질의와 의견 개진이 시작되었다. 조창섭 명예교수가 “인권을 기초로 하
는 법치국가에서 초중고 학생들 교육에서 인격적 대우보다는 강요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딜레마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라고 질문했고, 발표자인 최대권 명예교수는 “원
칙적으로 학생들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 아울러 선생님들도 전문가 대상 인성교육, 시민교
육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정정길 명예교수(행정대학원), “전통윤리는 젊은이들에게 먹히지 않을 수 있다. 정의라는
법정신을 각 직업별 특성에 맞게 어떻게 교육시킬까 연구해서 서울대학교만이라도 각 학과
마다 한 과목씩 넣었으면 한다.”
홍성목 명예교수(공과대학 건축학과),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문화지체
현상을 가진 아주 리지드한 나라인 반면 한 번 받아들이면 어느 나라보다도 화끈하게 성과
를 보여주는 특성이 있다. 이런 특성을 인성교육 연구에 활용하면 좋겠다.”
장호완 명예교수(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인간은 자기 명예를 소중히 여길 줄 아
는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이 강할 때 인성수준이 가장 높아진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서울대
학교에서 인성관련 과목을 독창적으로 개발하면 좋겠다.”
정하우 명예교수, “유태인은 아이들의 인격이 거의 다 완성되는 시기인 12세까지 모세 5경
을 다 외우게 한다. 모세 5경의 주된 내용은 ‘법을 지켜라’이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법
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목적성이다. 우선 서울대 학생들한테만이라도 목적성을 심어줘서
버스에서 자리도 양보할 줄 알라고 가르치자. 법은 지켜야 하겠지만 법을 지킨다고 인성교육
이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랑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인성교육이 되는 것이다.”
이인규 명예교수(사회자), “우리 명예교수들이 이렇게 6개월 동안 계속 얘기를 나누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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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인성교육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느낌이다.”
최종태 명예교수, “지금 우리 사회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시민교육과 같은 치유의학적 측
면에서의 인성교육이 가장 시급하다.”
김병동 명예교수, “병은 치료보다는 처음부터 안 걸리는 것이 더 좋은 것처럼 인성이 발달
되면 병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인성교육이 잘 되는 예방의학적인 인성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인성교육이 준법정신 쪽으로 치우친다고 느낀 이상준 인성교육집담회 간사는 인성교육집
담회에서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고 준법정신이 인성교육의 전부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오늘 최대권 교수님 발표하신 준법정신은 주로 경범죄 관련 말씀이다. 하지만 진짜 문
제는 살인과 같은 중범죄다. 적지 않은 경우 나쁜 인성이 범죄의 잠재적 요인 내지 결정적 계
기로 작동하여 큰 범죄를 일으킨다. 따라서 사전에 인성교육을 잘 시키면 훌륭한 인성으로
인해 중범죄 발생율이 감소할 것이다.”
김성수 명예교수는 “인성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통폐합, 입시제도, 대학 학부
제, 교수평가제도, 도농간 격차, 공교육 정상화, 부모 교육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교육
혁명에 가까운 거대한 소망을 피력했다.
정하우 명예교수는 며칠 후 이메일로 “사회지도층을 비롯한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면
적인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장문의 의견을 보내 왔다.
마지막으로 사회를 맡은 이인규 명예교수는 2016년 1월 26일 마지막으로 열리는 제6회 인
성집담회는 황경식 명예교수가 그동안의 논의를 정리하는 종합 결론 형태의 주제 발표가 예
정되었음을 알리고, 그후 본 인성교육집담회를 발전시킬 방향 관련 좌담회를 계획하고 있음
을 밝히면서 집담회의 막을 내렸다.

제6회 인성교육집담회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
<세월호 이후의 인성교육: 바르고 즐거운 삶의 기술로서의 덕>을 주제로 황경식 명예교수
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발표를 했다.
“배가 침몰하자 혼자 빠져나온 세월호 선장처럼 우리 사회에 도덕적 실패가 벌어지는 원
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역량을 실행할 수 있는 습관이 배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덕
이 이론적 지식에 그치지 않고 실천적 지혜가 되려면 아는 것을 반복해서 행하는 연습을 통
해 습관화되어야 한다. 어릴 때 가정에서부터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 바른 인성이 습관으로
형성되도록 인성교육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는 가정과 학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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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정직, 배려 등의 덕목을 하나씩 정해서 실생활에서 적용하기를 반복하
는 것이다.”
90세에 가까운 조완규 전 총장(자연과학대학)이 집담회 처음으로 참석하셔서 “우리 사회
는 윤리와 도덕이 오래 전에 사라졌다. 초중고생들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만 학교에 다니고,
대학에 들어오면 전공 공부만 했지 정작 중요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교육은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우리 모두 반성하고 이 인성교육집담회를 계기로 초중고 교사들이 인성교
육을 제대로 시키는 환경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의 격려말씀을 먼저 해 주셨다.
허승일 명예교수는 “고대 서양에선 사주덕(인의예지)을 훈련을 통해서 쌓는 것이라 했다.
그런데 선천적으로 덕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주제 발표내용은 후천적으로 덕을 쌓는 내용만
언급했다. 그리고 세월호 선장은 비뚤어진 종교적 광신으로 그런 짓을 한 것인데 그걸 일반
적인 인성교육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고 두 가지 질문을 발표자에게 던졌
다. 이어 이정인 명예교수는 “중국대학들은 인성 형성에 도움이 되는 대학 교훈을 학생들에
게 주입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요즘 우리 사회에 ‘和’라는 글자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발표
내용 중엔 빠져 있다”고 말했다.

- 2 -

최대권 명예교수는 “국회의원 등 지도자들의 인성과 자질에 문제가 많다. 어떻게 하면 훌
륭한 자질을 갖춘 지도자를 국민들이 뽑을 수 있을지 고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한용 명
예교수(사범대학 국어교육과)가 자신은 30년간 소설을 써 왔는데 “예술교육이 인성 함양에
중요한데 문학은 인성교육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발표자에게 질문했다.
안청시 명예교수(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는 “오늘날의 인성문제의 책임은 국가와 사회
전체가 져야 하는데 그 책임의 중심엔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여론을 조작하는 왜곡된 민
주주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승재 명예교수(사범대학 물리교육과)는 “과학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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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과학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도 함께 시키게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른다. 이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때 허승일 명예교수가 “이 집담회가 의견만 일방적으로 받고 끝나는데 쌍방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이종흔 명예교수(치의학대학원 치
의학과)는 “대중매체를 비롯한 사회환경이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 돈에 대한 욕망과 본능만
부추기는 것이 작금의 인성문제를 야기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동녕 명예교수(공과
대학 재료공학부)는 “인성교육이 가장 효과를 발휘할 시기는 초등학교 때이다. 따라서 초등
학교 교사들의 대우를 확 높여주면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아
이들의 인성을 훌륭하게 길러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광식 명예교수(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는 “후덕보다는 재승을 목표로 살고 있는 이 시
대 젊은이들의 인성을 자연스럽게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상준 인성교
육집담회 간사는 “습관을 들이는 인성교육은 훌륭한 것이지만 그 전에 왜 인성교육을 받아
야 하는지, 특히 고교생 이상 대학생과 성인들에게 그 동기를 만들어주는 것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답변에 나선 황경식 명예교수(발표자)는 몇 질문들에 대해
대답한 뒤 “가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봉사단을 만들어 우리가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우리 서
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티-멘토 제도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인성교육 매뉴얼을 개발 공유
하여 외부 인성교육도 신중하게 추진해 보자. 그러려면 조직과 자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종갑 명예교수(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는 서면으로 “학생들이 좋은 인생관을 가
질 수 있도록 대학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최종태 명예교수(경영대)는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후 반성 차원에서 인성교육을 계획하면서 성인들 대상 정치교육부
터 시작한 것을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인규 명예교수(사회자)
가 “백지 상태로 출발한 인성교육집담회는 많은 유익한 방향 설정과 실행방안들에 대한 과
제를 만들고 오늘 총 6회로서 마무리된다. 이 집담회를 종합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
하기 위해 별도의 좌담회를 갖고자 한다.”라는 말로 총 6회의 인성교육집담회의 대단원의 막
을 내렸다.

동원인성교육집담회 향후 계획: 인성교육집담회는 끝나지 않아
“보다 큰 인성교육 토론과 구체적인 인성교육 대안 마련의 場으로 발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가 추진해 온 인성교육집담회는 2016년 1월 26일 제6회로 공
식적인 회의는 마쳤다. 하지만 ‘국가발전을 위한 규범과 인성교육’이라는 주제가 시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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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실적인 무게와 그 중대성을 절감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들은 이 담론이 우리 명예교수
들을 뛰어넘어 현직 교수 사회와 재학생들에게,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에서 공론화되어 새로
운 도전의 기회로 승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인성교육집담회에서 논의되고 제시되었
던 내용을 토대로 향후 중·고등학교 교사나 대학 교수들에게 인성교육의 개념과 교육 내용
과 전략 등을 훈련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서울대학교 명
예교수회가 동원육영재단의 후원과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의 기술지원으로 추진하는
이 집담회가 작은 불씨가 되어 우리나라의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번져나가는 큰
횃불로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본 인성교육집담회를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김재철 회장님과 동원육영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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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인성교육 좌담회
•주제: 총 6회의 동원인성교육집담회를 마무리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 제시
•일시: 2016년 2월 2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호암교수회관 파인룸
•참석자: 이인규 명예교수(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참석자: 정하우 명예교수(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참석자: 진교훈 명예교수(사범대학 윤리교육과)
•참석자: 최종태 명예교수(경영대학 경영학과)
•참석자: 최대권 명예교수(법과대학 법학부)
•참석자: 황경식 명예교수(인문대학 철학과)
•참석자: 이정인 명예교수(공과대학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참석자: 우한용 명예교수(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참석자: 이종흔 명예교수(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참석자: 박승재 명예교수(사범대학 물리교육과)
•참석자: 김병동 명예교수(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
•참석자: 이상준 동원인성교육집담회 간사

총 12명

이인규 [이제 우리의 긴 집담회를 마무리 하려 합니다. 녹음만 하기로
했고 촬영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녹음을 했다가 간사가 타이핑하여 돌
리기로 했으니 각자 스스로 한 이야기들을 첨삭하여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담회 1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전부 녹음 및 녹화가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녹취하여 회보에 넣을지의 여부를 편집위원장님
과 상의할 것입니다. 활용이 될 것인지 차치하고서라도 기록적인 면에 있
어서 필요한 것을 취하려 합니다.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 자기 성함을 말씀해
주셔야 간사가 녹취 시 참고가 되므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전제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골을 목표
로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닌 최종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발성과 자기 성찰과 자기
첨삭을 하는 것으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섯 번의 집담회를 하고 나니 의외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동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으
로 끝나는 게 아닌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문적인 배경 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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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를 많이 연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승일 명예교수
“이 집담회가
의견만인성문제가
일방적으로
받고 실천이므로
끝나는데 쌍방토론을
결론을
도 실질적으로
다는 결국은
교육이고
우리가 이것을통해
어떻게
접근하여
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현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1회 집담회에 참석했고 그동안 참석 안했다가 마지막 여섯번째죠.
마지막 집담회 때 황경식 교수가 명예교수 인성교육 봉사단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며 실천
여기 참석해서 느낀 건대 1회때도 그렇고 6회때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돌아
적 과제 몇 가지를 꼽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론과 실제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하는 점, 두
가면서 의견만 발표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토론을 해야하거든요. 토른을
번째는 법제나 정책 제안 및 자문의 역할, 세 번째는 중고교 일반 및 대학에 대한 교육봉사,
할 시간을 한 번 가져야 하지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개인적 상담이나 멘티-멘토링, 다섯 번째는 기본 매뉴얼을 개발하여 교육의 기초
자료로 공유하자는 것, 여섯 번째는 이를 위한 지원시스템을 이루어서 활동 가능한 조직 및
이종흔 명예교수(치의학)
지원의 확보, 이런 여섯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라
“대중매체를 비롯한 사회환경이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 돈에 대한 욕망과 본
는 생각이 듭니다.
능만 부추기는 것이 작금의 인성문제를 야기했다고 생각한다.”
그럼 지금부터 전제 없는 자유로운 토론을 시작할 테니 어느 분이든 먼저 말씀 부탁합니다.
이종흔 치과대학 명예교수 이종흔입니다. 인성에 영향을 주는 뇌과학
지식이 인성 교육 개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은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며, 그 본능행동(instinctive behavior)은
개체 보존과 종족 보존인데, 개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섭식 행동, 음수
행동 등 살아가기 위한 행동이 필수적이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투쟁을
하게 됩니다. 좋은 예로 신생아는 배가 고플 때 울음으로 의사 표시를 합
니다. 우리가
종족 보존은
성 행동과
행동으로
자기를
닮은 사람을
세상에 남기려는
근본적으로
인성이
덕을 집단
타고났다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훈련 행위를 끊
임없이
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인성이 과거보다 요즘 나빠졌다
에 의해서
많이하게
변합니다.
관장하는
변연계(limbic생각합니다.
system)인데, 왜
이 구조물은
신 피질
밑에서 뇌간 사이
한다면 그 이를
이유는
환경 영역은
변화 때문이라고
그러냐 하면
인간의
에 광범위하게
편도체가
개체 -보존과
종족뇌의
보존에
관여하며, 부위에 따
본능 - 개체
유지와 분포하며,
종족본능 그그중에서
다음에
정서표현
이것이
변연계가
라 corticomedial
amygdala와
basolateral
amygdala로
나뉩니다.
전자(corticomedial
중심이 되어
이걸 조절하는데
요즘 인성이
나빠지는
것은 매체가
굉장히
중
amygdala)는
미각 및 장기
감각을 받아서
생리적인 기능인
내분비를 조절
요한 역할을
한다고후각,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시상하부의
본능을 충족하기
위해선
합니다.
후자(basolateral
amygdala)는
대뇌피질에서
잘 처리된 시각,
청각 우리
그리고 체성 감각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쪽으로
애들 생각을
자꾸 주입시키기
때문에
을 받아서,
시상하부의
기능인
생식사회가
행위, 섭식
행위,것이
음수 행위,
위장관과
심혈관계
가 교육하는데
정말
어렵죠. 행동적인
근본적으로
우리
변하는
인성에
많
기능에
관여하고,
특히 인간의제가
덕목인뇌과학을
지성적이고
사회적사람으로서
행동과 감정 표현에
관여합니다.
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강의한
보면 변
정서 행동은
인간의 본능이
만족인지
불만족인지에
따라 나타나는
반응인데,
연계라는 것이
모든 신경계와
연결되고
인격으로도
연결되고
호르몬과
같이 만족일 경우
에는
나타냅니다.
이러한 불쾌감이
공포로
느껴질 경우 그
모든 조절
- 쾌감을,
잠자는불만족일
거, 먹는때는
거 불쾌감을
모든 것을
여기서 관리하는데
이것이
본능
상황으로부터의
도피 반응을
분노로 느껴질
경우에는 공격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과 연결되는데
우리 사회가
자꾸 보이고,
그런 본능만
주입시키지않느냐
하는 생각
이처럼
정서어디가서
행동을 관장하는
영역은
형성체(hippocampal
입니다.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변연계
질서가중에서
가장 해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formation)
여러수없는
차례 처리된
시각,이뤄져있는데
청각 및 체성 감각의
정보를 후두엽,
및 두정엽의 연합피
다. 우리로,
몸은
세포로
그 세포들의
질서가측두엽
디스오더가
질을 경유하여, 동기 유발의 기본이 되는 학습, 기억, 각성과 정서 행동에 관여합니다.
인간의 삶은 외부 환경 변화에 맞춰 내부 환경을 끊임없이 조절하여, 내부 환경을 항정상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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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를 항상성(homeostasis)이라고 합니다. 환경의 변화를 자극
이라 하고, 인체에 유익하게 작용할 때는 유익한 자극(eustress), 해롭게 작용할 때는 해로운
자극(distress)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해로운 자극일 때 스트레스란 용어를 쓰고, 주로 정신적이거나 정서적
인 자극일 경우에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소리지만, 좋은 연주나 노래 소리는 뇌 속에
존재하는 내측 전내속, 중격핵, 시상하부의 후부, 중뇌의 피개 등과 같은 구조물의 활성화로
기쁨을 주는 유익한 자극이 되지만, 자동차의 경적이나 공장에서 나는 소음은 복측 시상과
시상하부의 복내측 등의 구조물의 활성화로 불쾌감을 일으키는 스트레스(해로운 자극)가 됩
니다.
인간은 본능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권력과 돈과 같은 힘이 있어야 한다는 욕망이 지나치
면 가정, 사회, 문화, 경제 등 각 분야의 질서를 파괴하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자신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급속도로 변하는 사회 구조는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모든 면에서 우선 순위가 되어 전통적
인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 질서로 재편되었고 모든 분야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
니다. 인성교육도 고전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새로운 질서에 맞는 교육을 더하여 개발할 필
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어린이들의 장래 희망 직업 설문조사에서, 고소득자인 예체능인, 요리사 같은
직업이 인기입니다. 이는 방송 매체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도덕성, 사회성과 집단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는 실험에서 변연계의 양측 편도체를 절제한 동물에서는 성행위가 암수와 대상의 구
별 없이 지나치게 증가함을 보이고, 편도체, 해마 및 이상엽을 절제한 동물의 암컷에서는 모
성 본능이 없어져 새끼를 돌보지 않으며, 집단행동이 결여됨이 관찰됩니다.
큰 사회 문제인 성추행이나 성폭행 그리고 아동 학대 등도 변연계의 비정상이 큰 원인 중
의 하나임을 인지하고, 인성 교육의 강화와 더불어 대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인규 네, 말씀 감사합니다. 토론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 안배 부탁합
니다.
황경식 선생님의 말씀은 기초자료를 만들 때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은 결론부 토론이므로 지금까지 논의된 것들을 가
지고 실행계획을 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단의 이름
을 걸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를 맡아주신 이인규 선생님의 의견과 연결하여 말씀드리자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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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의무적으로 혹은 억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수행하는 행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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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종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현실은 인성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야말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와 있습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들은 비록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회에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라는 존대가 있습니다. 또한 명예라는
말도 붙어 있으므로 명예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성교육과 쉽게 연계가 되고 저희가 어떤
행동을 취한다면 뉴스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선생님들의 발표 내용을 요약해서 여섯 가지 실행계획을 짰습니다. 그 후에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어서 제 생각을 보태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마지막 집담회에
서 중요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우리가 바깥에서 활동을 먼저 하
기 보다도 우선 서울대학교 내의 많은 문제에 대해 힘들어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서울대
학교 내에서 우리 도움을 절실히 요구하는, 그러나 현직 교수들이 시간상 도움을 주지 못하
는 학생들을 위한 일들을 찾아서 하는게 어떨까요? 교내에 이런 일들을 관리하는 부서나 학
습개발센터와 협조하여 위와 같은 학생들과 멘토-멘티 인성 개인지도 실행계획을 생각해 보
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쉽게 먼저 접근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인성교육이라는 것을 학교에서 하기 힘들게 되었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과 부모는
누가 가르칠 것이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전 명예교수의 이름을 걸고 학부모 교육을 할 수 있
다고 봅니다. 우리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행해도 좋겠지만, 인성 어머니교실, 인성 아버지교
실을 연다면 어떨까요? 그런 것들이 매스컴에 나오면 틀림없이 부모님들이 큰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아이들의 국영수 점수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자
식의 인성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프로그램으로 어머니 아버
지들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
서는 선행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공유해야 합니다. 콘텐츠를 공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
고 자신만의 배경하에서만 이야기를 하면 자칫 아니한 것만 못하게 되겠죠. 사전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철저히 짜야 합니다.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어떤 덕목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공유하는 워크숍 과정을 철저히 거친 뒤, 합의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능하면 기본적
인 것을 위주로 하고 거기에 각자 자기전공을 양념으로 첨가하는 식으로 붙여서 하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인 매뉴얼은 공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일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령탑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느 정도 비용도 필요하고, 인성교육 위원회를 위한 실질적인 직원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멤버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고, 비용은 초창기에는 자발적인 갹출이나 찬조
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후 대응자금이 생기면 사회 곳곳에서 관심을 갖는 분들의 지원도
생길 것입니다. 그런 희사를 끌어내기 위한 우리 나름의 마중물, 즉 찬조가 처음에는 필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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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이인규 좋은 의견입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정하우 농업생명과학대학 명예교수 정하우입니다. 인성교육의 내용
을 좀 더 구체화하여 연령별로 구분하고, 우리가 대상을 젊은이들만이 아
닌 학부모와 어린아이까지 가르칠 수 있도록 내용을 집약해야 합니다. 각
각의 동떨어진 내용을 서로가 이야기하면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
다. 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얘기
했지만, 13살 이전에 인간사고의 형태가 거의 다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그 이전부터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은 가정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부모의 교육이 엄청
나게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의 교육을 개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황경식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삼강오륜, 신언서판 등이 있습니다. 신언서판의 말
씀에 한 가지를 더 보태어 행동(skill) 정도를 추가한다면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행동으
로 실천될 수 있기에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전통적 가치가 희미해졌다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전통, 족보에 대한 전통, 한국인이라는 전통이 전부 희미해졌기 때문에 이런 전
통적인 가치관을 세워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내 것을 세계화하여 문화적 접근을 해
야지 남의 것을 종속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또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순화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키워 줘야 하겠지요. 그 속에는 언어교육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유태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3개 국어를, 네덜란드는 5개 국어를 가르친다고 합니
다. 우리도 세계화되었을 때, 이런 언어 교육도 포함해 주면 좋겠다고 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질서가 흐트러진 원인을 저는 올바른 법질서나 올바른 국가관의 인식
이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국가보다 민족을 우선시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먼저입니다. 민족을 앞세우면 남북이 함께 상정되어 혼동을 일으키게 되지요. 그리고 요즘은
사회가 다문화적인 상태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속하는 사람들도 포함하여 교육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우리의 커리큘럼 안에 포함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가정 단계, 대학까지
포함한 학교 단계, 청년과 노인층까지 포함한 사회 단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알차게 준비하여 총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시면 일을 추진하는데 빠른
접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인규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최대권 법과대학 최대권입니다. 우선 우리는 전부 서울대학교 출신입니다. 다들 서울대
학교에서 교수생활을 오래 했지요. 우리가 사회 전체를 놓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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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권 명예교수(법대)
“국회의원 등 지도자들의 인성과 자질이 문제가 많다. 어떻게 하면 훌륭한
자질을 갖춘 지도자를 국민들이 뽑을 수 있을지 고민이다.”
중요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서울대학
교를 놓고 다른 곳을 먼저 이야기한다는 것은 조금 허황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모
색하는게 가장 빠르고 타당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요. 왜냐하면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고급공무원이 되는 비율이 압도적이
기 때문이지요. 공무원뿐만이 아니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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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배우지않았거든요.
아이들을 잘못 가르친그런데
부분 또한
있기지도자들이
때문입니다. 19대 국회에서 하
는 거 보면
(다수실망만
동의함)주고 그러는데 첫째는 인의예지 이런 걸 몸에 배게 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참여나
가르쳐주느냐
그리고듯우리
사회가
일이제쳐놓고
이
하지만이걸
그분들께서
협조에 회의적인
싶습니다.
그런해야할
선생님들을
우리
걸 체득한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줘야
이런 전통사회
덕목을회의적인
갖추는 생각도 듭
가 직접적으로
학생들을 대할
때 어떤하는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조금은
것이 현대사회에
맞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바탕에 그런 게 깔려야하겠지만
니다.
지도자들을
이쪽으로
이끌어갈 기존의
장치가유교적인
되어있어야지
이걸 개인한테
그리고
우리는 인성교육을
가치관, 전통적으로
익숙한알아서
질서의식과 결부
익히라고
안되지않느냐
하는
겁니다.
권모술수
잘 하고
개인적으
시켜내버려두면
얘기합니다. 허나
우리는 동시에
백여
년 전에는
없었던 커다란
국가,
기업, 단체 속에서
로 고백하자면
많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활동합니다.법대출신들이
그렇다면 집단 지도자로
간의 이해관계가
걸렸을 때 이것을
조절하는
문제를 우리가 잘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전 이것들이 개발이 잘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았을
때, 아무리 부패한 공무원도 개인적으로
- 22 - 만나면 좋은 사람입니다. 그들의 인성이 그렇게 나
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즉, 자기 소집단에 대해서는 좋은 인성을 발휘하여 잘 하지만, 더 큰
집단 안에서는 자기가 속한 소집단의 이익을 위해 더 큰 집단에 대해 그렇지 못하고 부패를
저지르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집단의 이익과 더 큰 집단의 이익 사이의 충돌의 문
제는 어느 집단에나 자주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인성교육 + 공과 사
를 구분하는 교육 그리고 국가에 대한 충성과 자기가 속한 소집단에 대한 충성이 충동하는
경우에 어떻게 조화하느냐의 문제, 즉 국가에 대한 생각, 개인이 국가로서 생존하는 것, 이것
들을 교육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선진국으로 이민하면 편
하게 잘 살 수 있겠지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곳에서 살고 여기에서 나의 정체
성을 지키며 사는 것 나와 대한민국이 함께 사는 것이라는 의식을 키워 주는 것 이게 중요하
지 않느냐는 생각을 강하게 했습니다. 즉 소집단의 인성교육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도자
의 그것 또한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지도자가 잘 한다면 아랫사람들도 따르겠지요. 그래서 지도자

38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5, 제11호

교육에 대한 것을 인성교육과 결부시켜 모색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공과 사, 자신
이 속한 큰 집단에 대한 충성, 소집단에 대한 충성,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공자님의
이야기에도 이런 것과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양을 훔쳤을 때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느냐 마느냐의 일화이지요. 나라마다 그 생각이 다르다고 합니다. 중국도 다르고 일본
도 다르지요. 하지만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일본은 얄밉기도 하지만 개인이 국가를 생각하
고 희생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배울 것이 정말 많습니다. 아마 일본은 위의 일화를 들으면 아
버지라고 하더라도 정직하게 고발해야 한다고 할 것이라고 제 어느 은사는 그렇게 이야기하
실 것입니다. (웃음) 우리는 살며 이런 가치충돌의 문제에 항상 부딪칩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위해서도 우리가 지도자 교육에 대한 매뉴얼을 가져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우리가 교육 대상을 누구로 하든지간에, 위와 같은 생각을 늘 한 것이죠. 지도자의
솔선수범과 책임감, 자기희생정신 이런 것들이죠. 솔직히 지도자가 자기희생도 안 하고 어찌
공을 위해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희생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매뉴얼을 만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서양에서 말하는 시민의식입니다. 이것을 리더십과 결부시
켜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지도자의 덕목이 나오겠지요. 솔선수범,
정직, 책임, 성실, 희생정신, 공과 사의 구별… 등이지요. 이런 매뉴얼을 갖고 기회가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외부에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처한 나쁜 조건이, 사회구조가 상당히 변했다는 겁니다. 대가족 제도에
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소위 말하는 집안(또는 밥상머리) 교육이 불가능해진 것이지요.
그렇게 배우지 못한 부모들 또한 밥상머리 교육을 하기 힘들겠지요. 즉 여건이 너무 나쁜 겁
니다. 또한 부부는 모두 바삐 일하고 아이들은 학원에, 학교에 그래서 서로 집에 함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적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밥상머리 교육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기가 힘
들지요. 이게 가능한 가정은 아마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고 부모 중 한 분이 집에 계신 그런
가정일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차라리 장차 지도자가 될 대상군을 상대로 하여 프
로그램을 짜야 하지 않나 싶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범죄자에게 법률 지식을 가르쳐 주면
범죄에 활용할 것입니다. 심지어 헌법도 나쁜 목적으로 얼마든지 지식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러므로 자기 학문과 관련해서도 인성과 결부시켜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재판을 생각할 때,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각자의 변호사는 각
자의 고객을 위해 가장 유리한 변론을 해야 하겠지요. 그렇다면 이 관계를 대한민국과 국민
의 관계로 치환했을 때, 대한민국에 가장 유리한 법률을 개발하고 가장 유리하게 법을 활용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까지는 못하더라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
은 이론, 학설, 판례를 법조인 스스로 개발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책무가 있지 않느냐 생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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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나라를 위한 더 큰 공동체를 위해 솔선수범하여 학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도
인성과 관련된 일이라고 봅니다. 최근 통진당 문제 등의 정치문제만 보아도 솔선수범하는 것
이 쉽지 않지만요. 학문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것 또한 인성교육과 연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황경식 최대권 선생님께서 좋은 논점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각자 의견 개진도 중요
하지만 토론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서울대학교 교수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이야기를 시작하면 교수들의 협조를
받기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교훈 그것은 사실입니다.
황경식 왜냐하면 단과대학 내에서도 정년퇴직한 교수들의 이야기를 현직 교수들이 그다
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최대권 안 듣지요.
황경식 그러니 서울대학교 교수들의 인성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협조를 받기 어려울 것입
니다. 일단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학생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문제학생들과 멘토-멘티를 맺겠
다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현직 교수가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거나 동참해
주거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직 교수들을 목표로 하면 처음부터 무산될 것입니다.
최대권 그래서 제가 학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인규 좋습니다.
황경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성교육은 뭐니뭐니 해도 결국은 가정에서 시작해야 한다
는 것입니다. 지도자 교육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 성장하여 서울대학교에 온 학생들, 즉
미래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킨다고 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어머니가 밥
상머리에서 아이 때부터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처럼 말입
니다. 유아원도 가지 않은 기어다니는 어린 아이를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교육시키느냐,
컨트롤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저는 인성교육 어머니교실이 가장 중요하
다고 봅니다. 아버지는 좀 추상적인 존재입니다. 초중고를 힘들게 다니는 아이들을 굳이 밥
상머리에 불러서 꾸짖고 교육시키는 것이 아닌, 어머니를 어떻게 키우느냐 이것에 인성교육
의 성패가 죄우된다고 봅니다. 그런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대학에 와서는 그 인간 안에 이미 그려진 데생을 지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학
교수들이 겉에 아무리 다른 색을 칠해도 그 속의 데생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물론 대학 교수
들이 하는 인성교육, 어머니들이 하는 인성교육이 서로 대치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허나
가장 중요한, 기본은 부모교육입니다.
이인규 네, 좋습니다. 가능하면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 또한 메모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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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제가 늘 고민하는 화두입니다.

우한용 명예교수(인문대)
고 있고 인성함양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며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의
“예술교육이
중요한데
문학은
인성교육에
어떤 의견에
역할을반론이나
할 수 토론하고
있
싶은 부분들을 메모하여 의견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당장 대학 교수 교육은 어떻게 해야
는지 궁금하다.”
하는가에 대한 의견이 있지만 일단 말씀 안 하신 분들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한용 2013년에 사범대학에서 정년을 한 우한용이라고 합니다. 소
설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대학교 그리고 명예교수 이쪽에서 해야
될 일 중에는 학교와 무언가 연관을 지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중
학문 영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연구윤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수 동의함)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의견들 다 좋습니다. 그런데 대학과 관련된다
면, 그리고 서울대학교 안에서 시작하여 전국 대학으로 번질 수 있다면, 인성교육과 연구윤

올해로리를
30년
쓰고
있습니다.
제가 것을
쓴 말씀드리고
소설을 황교수께서
연계 소설을
짓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싶습니다. 읽고 참
좋더라
앞으로
들고서

칭찬도
바 있습니다. 불교의 사천왕문에 가보면 맨 끝에 악기
이인규 하신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음악과
미술 등의 인성
우한용 정화시켜주는
또한 저번 박승재존재가
선생님께서
고충을 말씀하셨습니다.
각각의 학문영역에서

예술교육이
인간의
정화시키는데
굉장히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는 분
과 연관된
내용을덕성을
모색하고
실천방법을 강구한다는
좀 어렵습니다.
생명과학을
을 하셨는데
문학도
거기에
버금가는
그 보다
앞서가는
어떤
기능이
이 생각하는
인성문제,
문학을
하는 분이또는
생각하는
인성문제,
자연과학을
하는
분이 고민스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삶의
기술로서의
덕을 여유가
함양하는데
문학이 영역별로
어떤 기여
러운 인성문제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된다면 내부에서
나누어서
박승재 명예교수(사범대)
를 할 수
있는지
생각하신
바가문제점을
있으면가지고
답변영역
부탁드립니다.
논의를
해 보고,
거기서 나온
간에 토론을 하고 어떤 실천 가능한 결과
“과학교사들이
과학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도
함께 시키게 하고
들을 얻어내는 것이 한 방법론으로 제시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싶은데 방법을
모른다.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인규
(이후 서면
제출좋습니다.
의견)
박승재
2002년
퇴직한 박승재입니다.
1.그동안 이뤄진 집담회의
성과 저는
반성을
위한사범대학
토론회물리교육과를
있어야 하겠슴
우선 소통을
그동안 인성교육집담회에
개인적인
강의있음
일정 때문에 처음부터 활
2.명예교수의 학문 영역간
위한 간담회 지속할
필요
발히 참여를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
3.집담회 결과 처리에 대한
내용 하지
공지못한
필요
탁하여 집담회 발제자 여섯 분의 원고를 받아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청수 명예교수(사회대)
첫째, 제가 원고들을 읽어보니 우선 아주 읽기 쉽게 쓰여져 있고, 전부

“오늘날의 인성문제의 책임은 국가사회전체가 져야하는데 그 책임의 중심엔

인문사회적인 오리엔테이션의 말씀인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자연과학을 가르쳤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여론을 조작하는 왜곡된 민주주의가 있다고 생각
는데, 학생이나
사람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본
학문의 연계에
대해 항상
했습니다.
그러다 이
이공대학
과학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고민을
하는가가
중요
계기로 본격적으로 고민을
구체화하게 경험을
된 것이죠.
지금도 강의를 해
하다고 인성교육집담회를
생각합니다. 인문사회학생들은
과학현장에서
좀저는
해야한다고
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은
것은한아닙니다만
이런 좋은
계기가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제
-학기
23 - 보내든가
생각하고
이공계 학생들은
절을
교회에서
좀 공부를
하든
가 것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즉흥적으로
이런 모임을 할생각납니다.
때 다양한 방면의
전공을
하신 분들을
가 하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오늘
발표하신
부 모아
서 하면 몰라서
좋겠다는 현대의
것입니다.인성이
음악, 미술,
체육, 된
자연과학,
공학 생각하지않습니다.
등 말이지요. 그런 분들께 잘
분을 그동안
문제가
것이라고
말씀드려
그 분들의어떻게
인성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접할 것인가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연구되
주시면 좋겠습
그보다는
과학기술을
인성문제와
연계시킬
하는 것이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과학기술과 인성교육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
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성과 믿음은 연결이
안되는 건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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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현대의 덕은 현대 나름대로의 특성으로 이성을 추구해야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철학과에서 연구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연구를 해주셔야
우리가 교사들에게 과학을 가르칠 때에 어떻게 의미있게 현대의 과학을 연

니다.
두 번째는 저 또한 가까운 우리 대학생들에게부터 도움을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
머니교실 같은 것들도 찬성이고요. 그리고 비단 명예교수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출신 중 사
회에서 인성교육에 모범이 될 만한 분들을 초청하여 자리를 갖는 것 또한 제안하고 싶습니
다. 예를 들어, 정진석 대주교님께서는 본교 공과대학 출신입니다. 진 교수님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진교훈 네, 맞습니다. 졸업은 하지 않으셨지만….
박승재 정 주교님을 모시고 그 과의 교수님들을 모시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공과대
학 학생들과 함께라도 인생과 인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에서도 공과대학 졸업 후 신부가 되신 분이 있기도 하고요.
즉 다른 분야에서 훌륭하게 일하지만 알고 보니 서울대학교 출신인, 그런 분들을 모셔 와서
서울대학교 학생에게 인성교육에 대해 강의를 하면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인규 두 번째 집담회 발제자인 이용태 회장님이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출신입니다. 좋
은 아이디어입니다.
김병동 인성을 옛날에는 자연스럽게 촌락 및 집단사회에서 대가족으
로서 접하고 교육이 됐습니다. 허나 지금은 핵가족 사회이며, 입시위주
효율위주의 사회 생활로 인성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오히려 피폐하
게 만들기까지 한다고 봅니다. 문제의 출발점을 인식하며 그것을 개선하
거나 극복하는 방안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강의도 좋지만
그 문제의 극복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할
때 수업이나 강의 위주의 인성 발전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인성은 체험되고 체득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방안으로 몇 가지를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나이를 불문하고 특정한 인성이 사
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모의실험을 통해 알아보는 것입니다. 좋은 인성이 사회에 영향을
어떻게 끼치는지, 나쁜 인성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집단 내의 활동을 통
해 체험하여 체득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결과물들을 과학적으로 분류 및
자료화, 계열화하여 정리하는 것입니다.
박승재 역할 놀이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병동 그런 것도 되겠지요. 또한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또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인성을 공동문화적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집단활동을 통하는 것이지
요. 스포츠, 합창반, 오케스트라 이런 집단 활동을 통해 그 안에서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나

42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5, 제11호

협동, 선의의 경쟁 등 인성과 관련된 활동을 자연스레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활동들이 많
이 생겨서 그 안에서 인성에 대해 체험하고 각자의 느낌을 나누는 문화가 서울대학교 안에서
부터 이루어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 같이 꽃을 기른다든가 하는 공동체적 활동인 거죠. 이
런 것들이 문화로 정착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도자는 참 중요합니다. 그 교육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그 훌륭한 지도자가 왜 어이없는 잘못들을 저지르는지, 그런 원인을 공개적 목록 등
을 통해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들을 심층분석하여
교육자료화하고 그 극복하는 방안을 내놓는 것이지요. 나아가 이런 것들을 사회운동화하는
자료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진교훈 사범대학 진교훈 교수입니다. 전 처음 이 인성교육집담회가
생겨서 최초의 발제 강의를 맡았습니다. 그 당시에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 하지는 못했고 단지 지금 이 시점의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
성, 인성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다의성, 인성교육이란 무엇인가 등의 개
념적인 이야기에 그쳤었습니다. 그 당시에 집담회를 하며 사회자와 제가
동의한 바는 많은 이들의 의견을 모아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특정
개인의 특정한 견해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공유했습니다. 왜냐하면 특
정한 학자의 자기 견해만을 강조하면 듣는 사람에게 외면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년 후 수십 년 동안 인성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바로 이 근처
낙성대 성당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전통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전국적으로 활동하
는 초등학교 가톨릭 교사단과 연계한 프로그램, 젊은 가톨릭 신부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는
단체 등이 그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합하여 지금은 가톨릭의 양어문화원 교육이라는 기구
에서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을 통해 인성교육과 관련 약 50회가 넘는 강좌를
했고요. 허나 최근에 절실히 느끼는 것이, 사람들을 모아 강좌를 열고 하는 등의 이런 교육
스타일에 한계가 온 것 같다는 것입니다. 홍보를 하고 여러 유인책을 강구하여도 사람들이
참석하는 것이 줄어듭니다.
인성교육에는 여러 방향이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잠깐 들면, 독일에서는 인간성의 상실
에 대해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하나의 학문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츠쿠바
대학에서도 대학 1학년 때 가장 중요시하는 교육이 인간교육입니다. 독일의 철학 신학과에
서도 인간교육이 아주 기초 중의 기초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성교육에 있어서는 인성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접근이 있습니다. 모두 연관이 됩니다마는 말이죠. 이걸 잘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간은 서로 배타적이거나 이질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상호보완적이어야 하지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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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 문제가 되는 비인간화 현상을 타파하고 웰빙, 건강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론
적으로 파고 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경제활동이 우리 인성에 미치는 영
향이 엄청나다고 봅니다. 우리는 역사 이래로 가장 심각한 배금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
다. 양극화 현상도 매우 심각하고요. 경제는 중요하지만, 경제 발전이 사람을 소외시키고 인
성을 파괴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생각으로 경제학에서 경제윤리라고 하는 과목을
좀 더 강화하여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밥상머리그리고
교육 서울대학교에는
같은 걸 말씀하셨는데
그런 구체적인
방법론을
앞으로
연구 각 단
음악대학, 미술대학
등 다양한 예술
단과대학들이
있습니다.
를 해가지고
젊은 전문
애들에게
적용되도록
힘써
좋겠다는 예술치료에
생각입니다.
과대학에서는
기능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주시면
인성적 측면에서의
대해서도
두번째는
처음에
딱 보니 것을
제목이
세월호였어요.
인성교육을
어떻 건의
관심을
갖고 가르치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월호하고
제가 해당 학과
교수들에게 실제로
게 연결시키느냐
의문이
들었습니다.
세월호
비롯한 선원들이
하기도 했고요.하는
우리가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선장을
점 또한 고려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박승재
인성교육의
관계 또한그런
무척 중요
열 일곱명인가
그런데선생님께서도
자기들만 고민하셨듯이,
빠져나오고 과학기술과
애들 다 죽게
만들었는데
합니다. 저는 이런
개인적으로
지금의면으로
과학기술은
비인간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봅니다.
걸 지행합일이나
윤리적인
접근하는
게 맞는
거냐?
하는
생각기술이
사람을왜냐하면
지배하는 테크노크라시는
이런 유병언의
문제들을 관련
학자분들이
이
이 듭니다.
세월호 선장을인간성을
비롯한파괴합니다.
그 사람들은
독특한
기
야기하셔야 합니다.이
또한
정치문제도
심각한데
해당 학자분들은
정치철학은
논의하지만
정
독교 광신도들이예요.
세상엔
자기들만
구원받을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학
대해서는
거의 논의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
생들을 치윤리에
비롯해서
다 지옥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네들만
살면
된다고
생

각해서 각합니다.
나온 것인데 이런 종교적 광신 하고 지행합일설 같은 소크라테스나
즉 학교교육의 과정이 인지교육이 중심이 되어 버려 인성교육이 실종된 것입니다. 교육철

다산이나 이런 윤리적 철학과 연결시키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 물론 인성교

학이 없는 것입니다. 교육사와 교육철학을 속성으로 가르치기만 하고 그 내용은 실종된 상태

육을 잘 받았으면 나쁜 사이비 광신교에 빠지지않게 할 수 있지않았겠느냐

입니다. 학교교육의 요체가 인성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교사들이 교육철학과 교육

하는 원초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
윤리를 먼저 가져야 합니다.

습니다.

그리고 전통에 대한 긍지와 올바른 역사관 또한 중요합니다. 생명과 죽음에 대한 이해 또

한 그렇고요. 생명과 죽음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걸 생각할 기회를

이정인 명예교수(공대)

우리 학생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법이 우리 사회에서 주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대권 교수님

“중국대학들은 인성 형성에 도움이 되는 대학교훈들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

께서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허나 우리는 아직도 준법정신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을 법을

려 노력하고 있다. 요즘 우리 사회에 ‘和’라는 글자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전공하시는 분들께서 준법정신과 인성교육과 연결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중엔 빠져있다.”
발표내용이인규
고맙습니다. 다음 분.

이정인 공과대학 명예교수 이정인입니다. 저는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대학의 설립이념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제
가 『대학 교훈』이라는 이 자료를 한 권 가져왔습니다. 중국의 동북대학교
명예교수가 쓴 책입니다. 중국 대학들이 개방 후, 전문 단과대들이 전부
종합대학으로 재편성되었습니다. 그 후 사회주의 이념이 자본주의 유입
으로 붕괴되자 대학이 철학적인 교육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껴 중국

지금 황경식
교수님 글을 보고 너무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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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을 이렇게 글로 잘 표현한 것을 보고 야 철학과 교수는 다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 읽어가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서예를 공부하고 중국을 자주 왔다갔다하면서 제가 자주 가는 중국대학을

대학들이 모두 대학 교훈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대학의 인성교육 자료로서 활용하게 된 것입
니다. 이 안에는 중국의 오래된 교훈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교훈의 기원을 찾아 보니 서양의 대학 교훈은 16~17세기부터 시작되어
왔습니다. 인재양성 어떤 인간을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영국의 옥스포드 캠브리지부터
미국의 하버드까지 흘러가서 학교의 모토가 된 것이지요. 주로 기독교 사상에 근거하여 만들
어진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대학의 자율화에 따라 진리, 자유, 정의 등이 추가된 것입니다.
하버드의 ‘베리타스’, 존스홉킨스대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등이지요. 즉 종교적인
색채의 교훈들이 대학 교훈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한국은 배재학당의 경우를 찾을 수 있습
니다. ‘네가 큰 일을 하고 싶다면 남을 섬겨라’가 그것입니다. 성균관대학은 ‘인의예지’ 이런
것들이지요. 그 안에는 인성교육이 다 깃들어 있습니다. 이화여대는 ‘진선미’이지요. 우리가
어떤 인간을 양성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 있는 것이지요.
육사는 ‘지인용’입니다. 전 인성교육이 우선 대학의 모토와 동떨어진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교육이념 속에 교훈이라는 형태로 다 들어 있고 농축되어 있다고 봅
니다. 이것을 발췌하여 풀이해도 인성교육 자료로 활용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
요한 것은 실천이겠지요. 중국은 대학 교훈을 캠퍼스의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크게 붙여 놓
습니다. 인성교육의 실천적 행동으로써 행하는 것이죠.
최대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듀크대와 연세대의 교훈이지요.
이정인 펜실베니아대학은 법학과 관계가 많아서 ‘도덕없는 관념은 소용없다’이지요.
최대권 한동 로스쿨은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라’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사회교육을 일생동안 받으면서
최종태 이종흔
명예교수(경영학)
연령에
따라 가정에서의
학교에서의
교육이 병행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독일이
2차대전
후 반성 교육,
차원에서
인성교육을
계획하면서
성인들 대상
정 대학의
인성교육은
전문성에
할 것으로
치교육부터
시작한
것을 초점을
우리도맞춰야
참고할
필요가생각됩니다.
있다.”
최종태 전 이 분위기를 이어나가 인성교육집담회를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동 차원에서 공유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오늘 또한 좋은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왔다고 생각
합니다. 소수의 뜻있는 분들을 모아 공유 프로그램 위원회를 만들어 1년
정도 해야 실행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연구 및 조사하는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또 운용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액션 측면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멘토-멘티 프로그램, 어머니교실 같은 것은 아주
현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동기가 중요한데 이 인성교육집담회 개
좋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활발한 여성들의 에너지를 참여에 이용하는 것이지요. 서울대
최는 제가 했다기 보단 이정인 교수가 인성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이용태 회
학교의 이름으로 공유 프로그램을 만들면 여성들은 분명 반응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님 얘기를 하면서 그게 큰 동기가 됐습니다. 촉매 역할을 한 것은 동원 김

재철 회장님한테 돈 많이 필요한 건 아니고 자극제가 있어야 한다 해서 그
특집: 동원인성교육집담회/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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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이번에 이 모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발성 중

심으로 하자. 명예교수들이 자꾸 고립화되고 무기력화 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모여서 한 번 해보자. 내발성 중심으로. 앞으로 이 내발성
이 사라지면 아까 제안되었듯이 앞으로 나아가야겠죠.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

평생교육원과 연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요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질서와 자유주의입니다. 그쪽 방향으로 접근을 하
지 않으면 어려울 것입니다. 새로운 사태, 새 질서에 맞는 방향으로 인성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방향도 전략적으로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대권 전 시골 출신입니다. 시골 출신이 서울대학교 교수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인맥과 출신을 떠나 실력만 가지고 평가하는 분위기가 서울대학교 내에 있는
가? 이런 것들은 연구 윤리와 함께 인성교육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만합니다. 개인적으로 연
구윤리와 관련된 표절 사건을 관찰한 것도 있었고요. 즉 서울대학교 내에서 교수의 연구윤리
를 먼저 세우지 못하면 외부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교수들의 용역 및 프
로젝트 문제 또한 윤리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윤리 자체를 우리가 세워 봅시다. 이게 가능하다면 한국 대학의 질서를 세우는 데 좀
획기적인 일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정인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공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실사구시의 정신을 반영
합니다. 산학에 스스로의 연구를 반영시키지 않으면 힘든 것이지요.
최대권 연구비와 용역을 잘 관리해야 겠지요.
이정인 그렇습니다. 다만 돈과 관계되어 있다고 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최대권 윤리가 전제되면 괜찮은 것이지요. 그렇지 않다면 문제이겠고요.
황경식 최 교수님의 제안과 관련하여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는 인성교
육의 이론적인 연구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리고 두 번
째는, 우리 행동의 공유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천적이고 응용적인 작업인 것
이지요. 이와 관련해 인성교육을 먼저 선행하신 분들이나 집단의 성공사례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용태 회장님께서 많은 학생, 선생님, 교장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성공한
사례를 들 수 있죠. 이런 것들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최대권 한국의 부정적 인맥 추구 현상과 인성은 서로 융합이 되는 개념이라고 봅니다. 인
성이 좋은 사람이 인맥도 좋습니다. 하지만 때론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지요.
황경식 지금 한국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곳이 200여 단체가 됩니다.
정부에서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입시에도 반영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된 것이지
요. 지금 한국에서 인성교육에 있어서 성공하고 있는 단체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그것은
버츄프로젝트, 즉 덕목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개발된 것이고 전 세계 30여 개
국에 퍼져 있고 한국에도 지부가 있습니다. 도구가 있는데, 버츄와 그 버츄를 지켜야 하는 이
유, 그 버츄를 개발하기 위한 행동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즉 What, Why, How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약 50여 개의 버츄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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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처럼 이런 도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버츄프로젝트는 아주 성공적이
고, 공군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육군과 해군이 도입 중입니다. 이용태 회장님께서 하
시는 프로젝트와도 거의 동일하기도 하고요. 여러 버츄들을 계속 체득하는 것이죠. 우리 또
한 가르치려 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체험을 말하게 해서 스스로 느끼게 해야 하는
것이죠. 즉 성공사례를 샘플링해서 우리의 매뉴얼에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인규 마지막에 간사 이야기를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준 인성교육집담회 간사 이상준입니다. 제가 작년 5월부터 약 9
개월 동안 지켜보고 정리도 하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초창기
여서 적응이 잘 안 된 분위기였지만, 5회 때부터는 감을 잡고 포텐셜이
폭발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6회 때는 아주 집약이 충분하였고 사유가
무르익은 분위기를 보았습니다. 내발성 강화의 측면에서 우리의 집담회
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집중을 해 보면, 이 그림(<그림 1> 참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저는
서울대학교
한국 해봤습니다.
전체로 나누는 이런
측면, 그리고
이게 가능하지않다는
거죠.
이런 내와
생각을
습관을촉진자와
들인 교습
자로 가장
나누는좋은
측면입니다.
인성교육이
필요한
분위기를 진작해야
합니다. 가장수먼저
서울대학
다는 것이
방법이라는
것은
공감하는데
이것을 실행시킬
있겠

느냐?

교 내의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1:1 멘토-멘티입니다. 그리고 SNU 측면에서 우리가 촉

국영수 같은 경우에는 왜 해야되는지 다 알잖아요. 해야지 좋은 대학

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연구윤리 분위기 강화, 대학 교훈 강화 등입니다. 그리고

들어가고 돈을 버니까. 다들 그것에 대해선 이론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도자의 자질 교육 또한 서울대학교 학생들 대상으로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눌 수

인성에 대해서는 너 이거 해야돼 하면 이걸 왜 해야하지? 이걸 하면 돈을
있는 것 같습니다.

벌어요? 돈?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한테 또는 우리 성인-

그리고 촉진자로서 정부를 대상으로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외부전문가 예

부모들조차도 습관 만들기에 대해서 동기가 부족하단 말입니다. 돈을 많이

를 들어 정진석 추기경 같은 분을 초청하여 하는 초청강의,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밥상머리 교

번 부자들을 보면 인성이 안좋은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인성을 가
지려고 노력할 동기가 없습니다. 돈 벌고자하는 사람들이야 좋은 인성을 가

지고 사람들한테 잘 대해줘야 나중에 도움된다는 생각으로 노력을 하지만.
이런 부자들에게 좋은 인성을 가지기 위해서 습관을 가져야 하니 이렇게 하
시요 하는게 과연 되겠느냐? 그런데 이런 풍조가 굉장히 강합니다. 요즘 아
이들은 돈만 많이 벌면 인생 게임 끝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래서 국영수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반감이 없는데 인성교육 받아야된다
하면 그거 왜 받아야 되는데? 이러니까 갑질이 나오는 거예요. 자신은 부족
한 게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다른 사람 상처 줘도 된다. 요약하자
면 습관을 가지기 이전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당신이 좋은 인성을 가져야
1> 서울대학교인성교육포럼의
된다는 동기를 가지게 만드는 <그림
것 이것
또한 중요하다고 위치
생각합니다.

황경식(발표자)

특집: 동원인성교육집담회/좌담회

“가칭 서울대명예교수 봉사단을 만들어 우리가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우리
서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티멘토 제도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인성교육 매
뉴얼을 개발 공유하여 외부 인성교육도 신중하게 추진해보자. 그러려면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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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으로 연결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생명윤리 교육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교습자로서 정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준법정신 그리고 직업윤리는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신 교수
님들께 각 직업윤리에 대해 사회를 대상으로 강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대학교 내에서
만 듣기엔 너무 아까우니까요. 전국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고 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 시작입
니다. 제가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것은, 첫째로 인성교육집담회의 문호를 개방하자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첫째 외부전문가도 데려오는 것, 둘째 청중도 명예교수뿐만이 아니라 현직교수 학
생, 서울대학교 바깥에 있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지요. 지금 집담회의 이름이 서울
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인성교육집담회입니다. 이것을 ‘서울대학교인성교육포럼’으로 바꾸
어 전국적인 포럼으로 한 번 발족시켜 보자는 것이지요. 이런 생각입니다. 이 서울대학교인성
교육포럼의 위치는 그림과 같습니다(<그림 1> 참조). 전체를 아우르는 차원이 되는 것이지
요. 이 강의를 유튜브로도 올리고 실시간으로도 생중계하는 것이지요. 전국민적으로 인성교
육 분위기를 진작시켜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의 안으로 말씀드리자면, 인성교육포럼은
몇 억에서 몇 십 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하려면 말이지요. 그러니 명예교수
님들께서 갹출하여 종잣돈을 오천~일억 원 정도 만들어 서울대학교인성교육포럼을 출범시
키고, 기업들에게서 후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
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집담회는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내발성은 충분합니다. 그
래서 이 인성교육집담회를 마감하고 결실을 맺고 그리고 서울대학교인성교육포럼을 발족시
키는 시점에서 ‘인성회복선언’을 하자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들의 이름으로 전국
적인 인성회복선언문을 만들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자는 것입니다.
이인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으니 이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도록 합
시다. 제가 몇 가지 요점을 정리했습니다.
일단 집담회를 계속할 것인가의 문제, 커뮤니티를 만들자는 것,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공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실행계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무엇이냐는 것
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부각된 것이 학내의 학생들을 위한 멘토-멘티와 어머니들을 위한 공
개강좌입니다. 멘토-멘티는 저와 이정인 교수가 CTL의 부탁을 받고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
다. 이것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CTL 또한 금년에 예산을 추렴하여 이것을 어떻게 실
행화할 것인가를 논의 중에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조언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명예교수들이 앞으로 중요하게 해야 할 액
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할 것이고 여기 계신
분들께서 핵심 멤버가 돼서 노력하기로 합시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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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이제까지 저희가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몇 가지 요점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모두
공감하는 바이므로 연구위원회를 만들기로 합시다. 연구위원회 안에는 공유할 수 있는 공유
프로그램 개발문제, 이론적 배경 정립 문제, 매뉴얼 개발, 작년의 집담회 성과 정리 이것을 연
구위원회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첫 번째 안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봅시다. 제일 가능한 것은 학내 문제로 초점을 맞
추었을 때, 서울대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멘토-멘티의 일을 당장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교수협의회의 이름으로 학부모 공개강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
론 프로그램도 위원회에서 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작년에 했던 집담회를 계속할 것인가 아닌가를 논의해야 할 것 같
습니다. 이걸 논의에 부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기타로 우리가 큰 틀에서 할 수 있는 실행계획이 무엇인가를 논의해 봅시다. 지
금까지는 교수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했지만 이젠 또다른 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
다. 이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펀딩 문제를 해결해야 겠지요.
황경식 당연히 커뮤니티가 있어야 합니다. 그 멤버십은 광범위하게 선별해야 합니다.
이종흔 전 찬성합니다.
이상준 일단 준비위원회 개념으로 하나 만드는 건 어떨까요?
황경식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계승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인규 좋습니다. 거기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
간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준에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멘토-멘티 문제는 총장과 협의해야 할 것입
니다. 이 문제는 CTL에서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총장이나 학교 스탭들의 협조
가 필요합니다.
황경식 총장님께 보고할 기회를 갖는 게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일을 하는 데
학교가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다수 동의함)
이인규 일차적으로는 이걸 정리하여 보여 줄 수 있는 결과로 만들어서 총장과 스태프에
게 보여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말이죠. 안 되면 우리끼리 해 보는
방법도 있고요. 동원에도 설명을 잘 하면 다시 제대로 지원해 줄 수 있을 듯도 합니다. 자신
들의 업적으로도 올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건 다음에 그때 그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
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준비위원회가 빨리 만들어져 작년의 성과를 정리하는 일을 빨리 하고 프로
그램을 서둘러 마련하여 금년 중반 쯤에는 멘토-멘티 등의 일을 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집: 동원인성교육집담회/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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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식 발표를 잘 해야 합니다. (이상준 간사에게)
이상준 네, 잘 할 수 있습니다. 저의 복안이 있습니다.
이인규 좋습니다. 일단은 의견이 다 취합되었다고 보고, 간사께서 초안으로 만들면 우리
가 보고 의견도 제시하고 수정하겠습니다. 그게 끝나면 총장님에게 설명하는 절차를 거치면
되겠습니다. 신학기 전에…. 그동안 우리가 준비위원회를 만듭시다.
이상준 학교 차원은 너무 기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항이 강할 테니까요.
총장님께 큰 기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실망을 안 할 테니까요.
진교훈 그런 이야기는 위원회가 기획되면 신중하게 얘기할 것입니다. 중지를 모아야 합
니다.
최종태 간사의 생각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이상준 서울대학교라는 엄청난 달란트를 받으셨는데 학교에만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
습니다.
이정인 인성교육이 제일 어려운 게 자기 과 안에서 자기 가정 안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최종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명예교수회의 이름입니다. 거기 문제가 생기면 될 일도 되지
않으니 천천히 가야 합니다. 다만 롱텀 목표는 정해 놓아야 하는 의미에서는 찬성한다는 것
입니다.
황경식 멘토-멘티 상담, 어머니교실도 완벽한 매뉴얼 공유는 아니지만 사전 토론은 꼭 필
요합니다. 상담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잘못하면 상담자가 문제가 생길 정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아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종흔 통일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하겠지요.
최종태 그 과정에서 우리 협의회 안에서 내발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황경식 우리 이인규 부회장님께서 리더로서 위원회를 구성하셔야 합니다.
이인규 학문 영역에 따라서 관점과 실행방식 정말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다릅니
다. 양쪽을 잇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승재 다른 사업들을 다 진행하면서도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초정하여 토론회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이인규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최종태 통합이 가장 중요하고 큰 목표지요.
김병동 많은 분들께서 자기 관심영역 밖에도 다양한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인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여기 계신 분들 꼭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경식 여기 와 보니 우한용 교수님과 제가 제일 젊은 측에 속합니다. 여기 오시지 않은
분들 중 젊고 역량 있는 분들을 찾아내서 추천하면 좋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라도 말

50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5, 제11호

이죠.
황경식 준비위원회는 약 10여 명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한용 문학, 예술 일반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제가 도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인규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집: 동원인성교육집담회/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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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한국, 무엇이 문제인가?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

김병동

서울대명예교수회보는 2014년 제10호를 맞이하여 “21세기 한국의 미래를 조망한다”를 주
제로 기획특집을 다루었다. 이를 연계 발전시키고자 편집위원회는 제11호에서는 “선진한국,
무엇이 문제인가?”를 특집 주제로 정하였으나 집필진을 기한 내에 확보하지 못하여 다음 기
회로 넘기게 되었다. 지속 가능한 과학문화선진국의 입지를 확보하기에 필요한 자격 요건들
을 우선 정의한 후, 한국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진단하고 한국 고유의 강점을 발굴하여 근
본적 체질개선책을 모색하고자 함이었다. 현직에 있지 않은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명
예교수이기 때문에 현실적 제약이나 이해관계를 벗어나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근본 해결
책을 제시할 수 있는 자유스러움과 학문적 원숙함과 명철함을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을 기대
하고자 함이었다. 주제의 광범위함과 지면의 한계가 있으나 기획특집을 매년 지속함으로써
준비된 주제에 적절한 집필진을 확보하여 명실 공히 한국의 지성을 대변하고 선진한국의 지
향점을 제시하는 전통을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선진국이라 함은 근현대 산업혁명 이후 정치, 경제, 문화, 과학기술에서 자립을 이루고 국
제적 영향력을 구사해 온 소위 G7 국가들을 상정한다. 이들 나라들은 모든 면에서 다른 개발
도상국들에 비해 앞서 있어 모범이 되어 왔으며 그 격차도 계속 커지는 듯하다. 그러나 400
여 년에 걸친 서구열강의 독점적 지배 시대는 종언을 고했으며 오늘날 세계는 대규모 질서개
편의 시대에 이미 진입했다고 서구 지도자들은 스스로 진단하면서 그들 나름의 대안을 제시
하기에 고심하고 있다. 이렇듯 인류사는 흥망성쇠의 역사이기도 하다.
세계 대변혁의 이 시대에 한국은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 서서 상승이냐 하락이냐의 기로에
직면해 있다.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그 산업구조와 열정적 사고방식이 이제는 선진국의 전철
을 따라 기득권적 제도와 관행으로 경직되면서, 창조적 혁신에는 디딤돌보다는 도리어 걸림
돌이 되는 단계에 와 있다. 열심히 따라하면 되던 일들이 독점의 장벽에 부딪치는 정도가 아
니라 극심한 국제경쟁과 변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면서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새로운
시대정신을 제시할 지도력의 공백이 심각하고 정부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시민사회의 자발
적 참여가 절실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다.
가파른 비탈길과 두터운 진입장벽으로 인식되는 선진국의 조건은 무엇인가? 국운도 개인
의 일생과 마찬가지로 문제의 핵심은 자신과의 싸움이다. 외부 여건이 순탄해도 내부가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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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무너진다. 환경과 주변국의 여건이 험난해도 내부가 튼실하고 역경을 이겨낼 능력과 공
동목표와 집단의지가 확고하면 역사에 길이 남을 문명을 이룩할 수 있다. 선진국으로 존속하
기 위해서는 식량 확보, 군사안보, 경제자립, 정치 안정, 국민도덕, 과학문화 창달 등이 균형
을 갖추면서 변화무쌍한 세계정세에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적응할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무력도발은 전쟁패망으로, 생업 없는 종교는 빈곤으로, 타락한 국민도덕은 국력쇠락으로 종
말을 맞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교훈으로 잘 알고 있다. 국토와 인구와 자원은 중요하다. 그러
나 국가 구성원 모두의 정치사회 의식구조, 역사경험의 집단적 반성과 승화, 그리고 고등한
문명국가를 건설하여 인류사회에 이바지하겠다는 각오와 환골탈태의 집단노력이 더욱 중요
함은 기미독립선언문에서도 잘 천명되어 있다.
한국은 경제성장과 민주정치도 정착되었으며 과학기술도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고, 한류로
대변되는 문화도 세계로 뻗어 나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당 GDP가 2만 달러 진
입 후 10년째 제자리인데 비해 일본과 독일은 5년만에 3만 달러를 성취했다고 한다. 일본과
독일은 패전국들이지만 전쟁을 도발할 정도의 국력이 축적되어 있었고 그만큼 회복도 빨랐
다고 역설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일본에 대해 피해를 보상하라는 도덕적 우
월감으로 만족하는 한 결코 그들을 실력으로 극복하는 과학문화선진국으로 비상할 수는 없
을 것이다.
즉, 선진국으로 진입하고자 할 때에는 선진 시민사회의 집단지성이 필요하고 자생적 원천
과학기술과 인문철학을 꽃피워서 세계로 번져 나아갈 정도가 되어야 한다. 어느 세월에 그것
이 가능할 것인가?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불가능을 이야기하
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각 분야에 수많은 보물이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
치를 발굴하여 발전시키고 국가 경제와 국력에 연결시키는 능력이 매우 취약한 것이다. 외세
가 정해놓은 경기규칙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나머지 내재해 있는 무궁한 창조적이고 원천적
인 능력을 무시해왔다.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세대는 어느덧 기존 질서와 경제의 제도권으로
굳게 자리 잡았다. 성공신화에 취한 세대는 기존의 틀과 기득권을 위협하는 어떠한 움직임도
지도층의 조직적 통제로 봉쇄하는 구세력으로 굳어졌음을 깨달아야 한다. 새 시대에 맞춰 솟
아나는 시대적 변화의 조짐을 신속하게 깨닫고 발상의 전환, 체질의 개선을 통해 “깨달은 백
성”, “준비된 세계시민”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존 세계 경
제질서는 G7 국가들 위주로 발전되어 온 많은 국제조약과 동맹, 금융체제와 교육문화 전통,
과학기술개발의 협력 등 오랜 기간 그들 위주로 발전시켜 온 역사가 축적되어 있는데, 이 수
준에 진입하는 일은 위정자나 과학기술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시민시회를 포함하는
총체적 수준의 향상이 절실한 단계에 다다랐음을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국민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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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한국은 K-POP, K-드라마, 한식,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는 수준
으로 성장했을 뿐 아니라 과학기술계에서도 선도적 발전의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다. 이들 한
국 고유의 발전의 싹들이 진정 세계로 뻗어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자신의 한계점
에 노예가 되어 그 자신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즉,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야기 하고 피원조국을 졸업하여 원조국이 되었음을 스스로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에 대해서는 식민시대로 회귀하여 독도, 위안부 문제 등 피해의식 때문에 대등한 문화와
진정한 인류애 차원의 교류에 입각한 동북아지역 평화를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에
서의 외교와 문화교류도 남북교착의 긴장상태에 묶여 한 발짝도 자유로이 움직이지 못한다.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와 압력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거미줄에 걸린 잠자리처럼 자유스
럽지 못하다. 금융도 강대국들의 환율 조작과 관행에 속수무책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 과학
기술도 절대적 모방으로 시작한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여, 원천과학의 새싹이 돋아나도 그 평
가는 선진국에 의존하여 평가받는 동안에 주도권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있어도 이를 의식하
지 못하거나 속수무책이다. 즉 진정한 선진국 시민의 역할을 할 소양과 조건이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인 것이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현실 인식과 함께 선진국 역할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의연한 집단노력이 필요하다. 이에는 온 국민이 공감하고 기꺼이 따를 수 있는 가치관의 정
립과 실천운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어른 노릇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 나라에 기미독립선언문
에 담긴 문화대국의 꿈과 비폭력저항운동 정신과 종파를 초월하여 뭉친 선조들의 홍익정신
을 이 시대에 되살려 구체적 실천운동으로 전개하면 세계에 빛날 한국의 삼일정신문화운동
으로 꽃피울 것이다. 풍요로운 삶은 누구나의 희망이지만 그것이 어떠한 인생과 국가관을 위
한 것인지 목표와 가치관의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잘 살기 위하여 효율성을 따지고 경쟁
을 유발하고 통계수치를 강조하는 결과 어느 정도 경제성장은 이루었으나 그 결과 모두가
더 행복해졌다기보다는 그 부작용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커졌고 회복에 드는 비용이 더욱 막
대하다 할 것이다. 특히 선진 경제질서에 편입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각종 규제와 압력을 따
르는 과정에서 소외계층 발생과 가치관 괴리 현상이 확대되고 이는 빈부격차와 사회병리 현
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서구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도 피로 현상과 한계성을
노출하는 것이 보이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동양적 사고와 윤리와 생활방식이 새로운 돌파구
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우리가 바쁜 걸음을 잠시 멈추고 생각을 가다듬고 전열을 정비하여
우리에게 올바른 목표와 길을 찾아 나아가야 한다.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의 끊임없는 발달에 의해 변화를 계속해 왔다. 그 변화의 진원은 주
로 서구문명국이었다. 과학기술과 함께 그들이 개발한 상품과 제도까지도 그대로 도입하여
따라가면 되었으나 이는 영원한 추종자의 길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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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우리에게도 전인미답의 새로운 발견과 가치의 창출의 조짐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기
존 질서와 규칙의 틀을 벗어나는 일이므로 불가불 혁신을 초래하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의
희망과 한계가 부딪치는 것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선진국들은 불굴의 개척자 정신과 직업에 대한 기독교적 소명의식으로
무장되어 과학기술과 정치사회에 커다란 변혁의 물결을 일으켜 온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이
를 바탕으로 세계를 경영해 온 지식과 권력의지가 체질적으로 시민사회에 배어 있다. 그들에
게는 혁신의 사고방식이 생활 속에 녹아 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일천하다. 그뿐
아니라 남북분단의 아픔, 한일 관계의 불편함, 미국과 중국의 대국에 당당히 맞설 수 없는 무
력감 등에 짓눌려 항상 세계 질서에 충실히 따라가야 하는 입장에서만 세상을 보아왔다. 우
리가 우리 고유의 과학기술, 경제체제, 정신문화를 고양시켜 그에 근거하여 융성하면서 세계
를 선도한다는 일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세계에게 우리에 대한 평가를 내어 맡기
는 과정에서 독창성과 독점적 지도력을 포기해 온 것이다. 국민의 의식구조 자체의 혁신이
필요한 것이다. 소수가 정의감에 불타고, 비판정신이 투철하고 혁신적인 원천 과학기술과 정
신문화를 발전시킨다 하더라도 그 잠재력과 가치를 알아보고 키워 국가발전에 연결시키는
장치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미국은 창조와 혁신과 실용화에 있어서 탁월한 정책적, 제도
적, 시민문화적 장치가 발달되어 있다. 이것이 미국을 영원한 선도국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
이다. 한국인은 영리하고 눈썰미가 있어서 올바른 지도를 받고 목표가 명확히 주어지면 성취
해낸다. 개인 차원에서는 열심이나 집단 차원에서 결집력이 심히 부족하다. 국가 차원이나 국
제사회 차원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정치사회제도와 집단의식구조에서 미국이 초고층 마천루
의 숲을 이루었다면 한국은 초가집은 면했으나 잡다하게 난립한 중저층 건물들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지도력을 배양하고 구사할 시대적 사명을 받았다고 온 국민이
인식한다면 이를 감당하고자 하는 국민결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혁신적 발전을 위한 지도체
제의 정비, 사회적 불합리성을 제도적으로 극복할 의식적이고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국민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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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월성교육’과 ‘교육의 평등성’의 실천적 함의
사범대학 교육학과

박성익

I. 머리말
오늘날 세계 각국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우수
한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자 ‘수월성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그 이유는 지식기반
사회로 진전되면서 국가경쟁력은 우수한 인적 자원 확보에 따라 결정되는데, 창의적 역량을
지닌 우수한 인적 자원의 개발은 학교의 교육철학과 교육실천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우수한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자 국가 차원에서 수월성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미국 수월성교육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Excellence in Education)에서 1983년에 발간한 ‘A Nation at Risk’ 보고서에
서는 수월성교육과 교육의 평등성을 조화롭게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magnet school,
charter school, gifted school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영국에서도 1997년에 학교교육의 수월성 추구를 위한 교육백서를
발표하였고, 학교에서의 수월성교육 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수준별 선택학습 실시 및 400여
중·고교에서 상위 5~10%의 학생을 선발하여 수월성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초반에 시행한 중학교 무시험진학과 고교평준화 정책에 따른
평등주의 교육의 여파로 인해 우수인재 양성이 소홀하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면서 수월
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재
교육 및 일반학교에서의 수월성교육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을 절실
히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 12월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2010년 경부터 전체 초·중·고생의 약 5% 수준인 약 40만 명
에게 영재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월성교육 종합대책을 보면 수월성
교육의 개념, 대상, 범위, 방향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나, 단지 소수 영재학생들을 대상
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월성교육은 소극적이고 미흡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소고에서는 수월성교육과 교육의 평등성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수월성교육과 교육의 평등성을 위한 실천적 함의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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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수월성교육’과 ‘교육의 평등성’의 개념적 정의와 특성
Gardner(1961)는 수월성이란 개인의 잠재능력과 적성, 소질 등을 최대한 계발시킨 상태라
고 정의하면서, 적성, 소질, 잠재능력 면에서 개인차가 있으므로 학생들이 똑같은 수준의 수
월성을 성취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수월성교육이란 학생 개개인의 적
성, 소질, 잠재능력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최적의 맞춤식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제공해 줌
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적성·소질·잠재능력을 최대로 계발·신장시켜주려는 교육이라고 정
의할 수 있다(박성익, 1994, 2005). 이 정의에 비추어 보면, 수월성교육은 소수의 영재나 엘리
트들에게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교육적 특혜를 주려는 영재교육이나 엘
리트 교육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학생들에게 자신의 능력에 부합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의 평등성도 실현 가능함을 시사해준다.
미국 수월성교육위원회에서는 수월성에 대한 정의를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Timar & Kirp, 1988). 첫째, 학습자 측면의 수월성으로, 최적의 교육내용과 교수-학습방법을
제공하여 학습동기를 유발함으로써 개별 학생의 잠재능력과 적성을 최대로 신장시켜주는 것
을 의미한다. 둘째, 제도적 측면의 수월성으로, 학교들 간에 경쟁적으로 학교교육 프로그램
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고 최적의 학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사회적 측면의 수월성으로, 교육의 평등성을 지양하고 각자 또는 조직
의 상대적 능력과 업적에 따른 보상체제의 강구로 교육의 질적 고도화를 도모하려는 것을 의
미한다. 특히 이 위원회에서 제시한 수월성교육은 모든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시켜
주기 위해 교원, 교육과정, 평가, 시설설비, 학생선발 등 교육의 제 측면에서 수월성을 추구하
는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편 교육의 평등성과 보편성은 일반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의 적성, 재능, 잠재능력을 조기
에 발굴·계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각 학습자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시
키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교육의 평등성이란 교육받
을 기회가 모든 학생에게 평등하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모든 학생이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만일에 평등교육의 개념을
같은 종류의 교육적 경험을 양적으로 똑같이,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학습내용을 동일한 학
습기간에 같은 수준으로 제공하는 교육으로 이해하거나, 학습의 평등한 기회를 다양한 능력
과 심리적 특성을 지닌 학습자들에게 ‘획일적인’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
는 평등성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월성교육이란 개별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적성, 재능,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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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최대로 계발될 수 있도록 교수-학습 환경과 교수-학습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적성·
재능·잠재능력을 최대로 계발시켜주는데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수월성교육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교육원리를 전
제로 하고 있다(Renzulli, 1996). 첫째, 학습자는 제각기 독특한 성향을 지닌 존재이므로, 학
습 경험은 개별 학습자의 잠재능력, 흥미, 학습양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둘째, 학
생들은 자기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학습활동을 즐기고 있을 때 학습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학생이 느끼게 되는 즐거움의 정도에 따라 학습경험을 구성하고 평가해야 한
다. 셋째, 학습의 내용(지식)이나 과정(사고기술, 탐구방법)을 실제적이고 현재적인 문제의
맥락에서 학습하게 될 때, 그 학습이 의미있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며, 그 문제가 학생들에게 적합한 것으로 인지되어야 한
다.

III. ‘수월성교육’과 ‘교육의 평등성’ 실천과 관련된 세 가지 쟁점
수월성교육 정책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이 타고난 잠재적
능력 수준에 상응하는 최상의 수준을 성취할 수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면서 교육의 평등성의
시각에서 모든 학생들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수월성교육(excellence education for all)이
며, 다른 하나는 탁월한 영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재교육(excellence education for the
gifted and talented)에 중점을 두고 있는 수월성교육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수월성교육정
책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정책이
다. 즉, 교육실천에서 수월성과 평등성을 분리하기 보다는 상호보완적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동시에 추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수월성교육과 교육의 평등성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
가 있다. 2001년 독일의 연방-주 교육연구발전위원회는 수월성교육을 위한 보고서를 발간하
면서 독일의 수월성교육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수월성교육은 영재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기회균등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둘째, 수월
성교육을 위하여 관련 교육제도를 정비하고, 적절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다양한 제도의 운
영을 통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능력을 최대한 발현시켜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특수한 영재성을 지닌 학생들에게는 조기입학과 월반 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적절한 수준의
교육기회 부여 및 심화·수준별 학습을 통하여 지적·사회적 능력을 촉진시켜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독일에서 강조하고 있는 수월성교육은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1부 논설

61

제공하면서 잠재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는 그들의 잠재능력을 극대화시켜주는 교육을 말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재교육에 보다 많은 관심과 행·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일부 탁월한 학생들만을 위한 수월성교육에 초점을 두고,
일반학생들은 교육적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교육계나 사회 각
계에서도 ‘수월성’ 교육에 대해 긍정적 입장에서의 ‘능력주의적 교육관’과 부정적인 입장에서
의 ‘평등주의적 교육관’의 두 가지 상반된 입장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수월성교육과 교육
의 평등성은 실천적 측면에서 항상 갈등 관계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갈등과 관련된 세 가지
쟁점들을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수월성교육’과 ‘교육의 평등성’의 동시적 실천 방안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은 인간의 수월성을 계발시키려는데 있으며, 수월성교육은 모든 학
습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각기 최고의 성취를 이루도록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
들이 성취하게 되는 궁극적인 도달점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평등교육의 사상’이나 교육기회
균등의 원칙‘은 근대 시민사회적 민주주의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대두된 평등사상의 교육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헌법 제31조에 교육의 기회균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의 평등성이란
성별, 계층별, 인종별 차등 제도를 타파하고 인간의 가치를 동등하게 존중하려는 교육적 이
념이자 사상이다. 그러나 문제는 평등교육의 개념을 같은 종류의 교육적 경험을 양적으로 똑
같이, 즉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학습내용을 동일한 학습기간에 같은 수준으로 제공하는 교
육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있다.
교육의 평등성은 무엇보다도 기회의 평등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의 기회평등이 교
육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교육의 기회평등을 극히 제한적으로 해
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평등 논의는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 관점에서 이
해하고자 시도한다. 특히 교육기회의 평등 문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요한, 1989). 첫째, 보수주의적 관점으로 인간은 누구나 태어난 사회계층이나 계급에
상응하는 능력이 부여되었음으로 그에 만족하고 능력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
라서 사람들은 각각의 천부적 재능이 상이하므로 능력에 따라 직업과 신분이 달라져야 한다
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기회균등이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부여함을 의미하지
는 않는다. 둘째, 자유주의적 관점으로, 모든 사람은 상대적으로 평등한 능력과 지성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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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태어나며, 교육을 통하여 그의 주어진 능력을 발현하고 이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보장
받는다. 여기서는 일정한 조건의 자유경쟁을 우선적으로 고무하여야 한다. 셋째, 급진주의적
관점으로 교육기회의 평등뿐만 아니라 교육결과의 평등까지도 동시에 강조하는 관점이다.
교육은 언제나 부당한 처우를 정당화함으로써 부당한 처우를 감수해야만 하는 집단을 포함
하는데, 이러한 불리한 집단에 대하여 공정한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조적인 불평등을 극
복할 것을 주장한다.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교육받을 기회만 평등하게 허용된다면 능력에 따라 주어진 교
육기회를 이용하게 될 것이므로, 교육의 기회균등은 교육의 내용적 측면에서 볼 때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교육을 동시에 실천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수월성
과 평등성은 양립 가능하며, 오히려 이 두 가지 모두를 동시에 추구할 때 가장 이상적인 교육
정책이 될 수 있다. 특히 미국 수월성교육위원회 보고서(1983)에는 교육은 평등성과 수월성
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며, 평등성과 수월성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한 가지 목표를 위해
다른 목표를 희생시킬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국가 교육
에 대한 기본 입장을 보면 탁월한 능력을 타고나는 자연적인 귀족은 그들의 역량을 최대로
신장시킬 수 있도록 국가교육체제에서 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Bowen, et al,
2005). “A Nation at Risk”(1983)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적인 학교교육은 획일주의적이고
도구주의적인 교수-학습관을 수용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학습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을 사회정의로 받아들여 왔다. 그 결과,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면 학
습의 질적 수준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게 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의 수월성은 성취되
기 어렵게 된다.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든 학생들에게 타고난 잠
재능력을 계발시켜 주는데 초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교사의 역량기반 전문성 신장,
학교교육의 리더십 강화, 교육과정 혁신과 학업성취 수준의 고도화, 학습환경의 최적화가 이
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의 수월성 추구는 다분히 단위학교 중심의 교육혁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학습자들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수-학습접근이 가능토록
해야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Timar & Kirp, 1988). Timar와 Kirp는 우수한 능력을 지닌 학생
들에게는 그들에게 적합한 교수-학습방법을 처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생들마다 타고난
능력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 수준에 적합한 교수-학습방법을 제공해 주면 교육
의 평등성과 수월성교육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
진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학생 개개인의 학습 속도에 알맞은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
의 책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기초로 교육기회의 평등성을 보장하는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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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학생 개개인의 능력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수월성교육을 강화한다고 하면, 교육의 평등성을
도외시하는 것처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교육현실은 영재
학생이나 일반학생이나 그들의 잠재능력과 재능을 최대로 개발시켜주기 위한 수월성교육방
안을 모색하려는 노력보다는 교육기회의 평등성이라는 관점에서 교육적 논쟁만 심화시키면
서 참다운 수월성교육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교육의 평등
성과 수월성 중 어느 사상이 우선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보다는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최
대로 신장시켜주기 위해서 집단 편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
해야 유익한지 등 교육의 본질적 접근을 위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 수월성교육은 엘리트주의 교육인가?
수월성교육은 엘리트 집단을 발굴하고 양성하고 공급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엘리트의 개념 자체가 수월성을 암시하고 있고 사회적 특전과 특혜를 받을 수 있
게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특히 사회적 상황이 능률주의를 강조하게 될
때, 엘리트 집단의 높은 사명감과 주도적 역할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고조된다. 엘리트라고
일컬어지는 집단이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잠재적 능력은 계발시킬 필요가 있고, 그것은 분
명히 사회적 효용성도 크게 지니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능력 기준의 일원성이다. 전통적
으로 ‘엘리트’라는 말은 고도의 지적 능력을 지닌 탁월한 지도력의 소유자에게 적용하여 왔
다. 그러나 엘리트가 인간의 다양한 능력과 관련시켜 폭넓게 이해되지 않는다면, 엘리트주의
는 평등교육의 실현에 심한 제약을 주는 요인이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미상 차등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편협한 능력주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능력주의적 차등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월성교육과 교육의 평등성을 병행시켜
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고 불평등의 요소가 제거되는 것은 아니며, 능력주
의적 차등주의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는 대상은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엘리트의 설명에서 능력주의적 관점보다는 평등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고 타당할 것이다. 엘리트주의에 따른 교육방식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다
(이돈희, 1994). 첫째, ‘절대적 엘리트주의’로 교육제도가 엘리트의 발굴과 훈련을 위주로 하
고, 선발될 후보 집단의 기준과 성격이 미리 결정되어 있으며, 부적격자는 항상 탈락되는 제
도이다. 사법고시제도가 이것에 속한다. 이는 전적 또는 부분적으로 차등주의를 수용한다.
둘째, ‘경쟁적 엘리트주의‘로 엘리트는 개방적인 경쟁에 의해서 선발되며 선발과 탈락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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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교적 융통성있게 운영되는 제도이다. 흔히 특권계급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
으면서 사회적 공헌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능력자에게 혜택을 더 많이 주는 제도이다.
이는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차등주의를 수용한다. 셋째, ‘보편적 엘리트주의’로 엘리트를
어느 특정한 집단의 성원으로 규정하지 않고 교육의 모든 대상을 잠재적 엘리트로 전제하며
각기 지니고 있는 수월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켜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평등주의와 병행
될 수 있다.
모든 학생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시키려는 수월성교육은 어느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보편적 엘리트주의 교육이다. 즉, 수월성교육은 모든 사람을 그 사람의
수준에서 최고의 엘리트로 키우려는 교육이다. 요컨대, 일반 학생들을 위한 교육관점에서 수
월성교육은 영재교육이나 엘리트교육과는 다르다. 수월성교육도 교육의 평등성과 보편성을
유지하면서 일반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의 적성, 재능, 소질, 잠재력을 조기에 발굴·계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각 학습자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시키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소수의 영재나 엘리트에게 교육적 특혜를 주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엘리트의
개념에 충실하면서 학생들 각자의 성장에 평등하게 기여하는 방식은 개별 학생의 수월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제도권 교육에서 주요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3. ‘학생 선발’ 과정에서 수월성교육과 교육의 평등성은 상충적 관계인가?
엘리트의 개념에 충실하면서 학생들 각자의 성장에 평등하게 기여하는 방식은 학생들의
수월성을 극대화하는 일을 제도권 교육의 주요한 목표로 삼는 일이다. 인간의 사회적, 개인
적 활동의 부문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므로 개별 학생들에게 자신의 잠재능력과 가능성을 최
대한으로 실현시켜 줄 수 있는 활동의 세계를 발견하게 하고, 이에 요구되는 최선의 능력과
자질을 개발하는 일은 엘리트주의와 평등주의의 양면적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이다.
오늘날 우리 교육은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보편적 엘리트주의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으
나, 우리의 교육문화에는 아직도 경쟁적 엘리트주의 교육관이 강하게 남아 있다고 볼 수 있
다. 특히 대학 입시를 중심으로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은 곧 경쟁적 엘리트주의의 관점
이 지배적임을 시사해준다. 학교 교육의 평준화 틀 속에서 ‘우수학생 차별화’ 시도가 가능한
가? 학생들 간의 학력격차를 고려하여 엘리트 교육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수월성
교육의 실천과 정책수립에 있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들이다. 여기서 한 가지 문
제는 부모나 학생들이 교육성취가 곧 출세의 수단이라는 강한 인식과 함께 과도하게 교육열
이 높아져서 인지적 능력에 기초한 선발 방식에 경쟁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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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선발은 두 가지 기능에 기초하여 정당화되면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다. 첫째
는 학습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잠재능력을 계발시켜 줄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한
다는 불가피성이며, 둘째는 일반 학생들이 대부분이라는 인구구성에 따른 불가피성이다. 전
자에 따른 불가피성은 탁월한 잠재능력에 대한 공정한 인정과 이를 보장해주려는 입장이지
만, 후자에 따른 불가피성은 전체 교육인구의 규모에 따른 인구학적 측면에서의 의미가 더
강하다. 95%의 교육의 평등성과 5%의 수월성교육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수월성과
평등성의 교육적 적용의 한계는 후자의 불가피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제도교육에서의 선발의 과정은 대개 입학시험 방식에 의존하는데, 입학시험 방식
은 객관성과 공정성의 사회적 용인과 관련되며 그 타당성을 인정받는다. 즉 제도교육이 교육
수요의 절대수요에 못 미치게 됨으로써 선발이 불가피하다고 믿는다. ‘선발’을 정당화하는 입
학시험 제도는 잠재능력의 구현에 대한 고려보다는 단계적 성취에 한정시키게 되는데, 인간
의 수월성은 정지되거나 단계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비결정적인 ‘수행’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이론에 비추어 볼 때, 선발의 불가피성은 다소 문제시될 수 있다(고요한, 1989). 현행
대학 입학제도와 같은 선발에 대한 인식은 참된 수월성교육의 방향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때
로는 필요 이상의 과도한 경쟁을 초래함으로써 수월성교육의 본질을 왜곡시키기도 한다.
Van Tassel Baska(1997)는 수월성과 평등성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모든 학생들에게 수월성
을 추구하게 하려면 학생 선발 방식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전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①
다양성을 추구한다. 즉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다양한 영역에서 찾아야 한다. ② 다양
한 측정 도구를 사용한다. 즉,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영역에서 재능있는 학생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도구를 사용한다. ③ 편견이 없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배경이 다양한
학생들에게 적절한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다. ④ 잠재력을 측정해야 한다. 이를 테면,
분명히 드러나는 재능뿐만 아니라 잘 드러나지 않는 재능도 발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동기를 측정해야 한다. 즉 성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기와 열정을 고려해야 한다.
⑥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를 테면, 발달 속도가 서로 다른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숙해 감
에 따라 취미가 달라지는 학생들을 수용할 있는 측정 방법과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

IV. 맺는 말
지식기반사회로 진전되면서 모든 분야에서 무한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 각국은 국
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수인재 개발을 위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
고 있다. 수월성교육은 특정 분야의 탁월한 능력을 지닌 인재를 개발하는 것이지만, 모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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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에게 자신의 잠재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평등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탁
월한 잠재능력을 지닌 학생들의 수월성을 계발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모든 학생들
이 저마다 타고난 잠재능력을 최대로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 전반의 수월성 추구를 위한 교
육정책과 탁월한 재능을 지닌 영재들의 수월성 추구를 위한 교육정책을 차별화하여 실행하
되, 두 정책이 연계성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의 평등성을 유지하면서 학생들의 수
월성을 극대화하려는 교육관에 기초를 두어야 하는 이유는 탁월한 능력을 지닌 영재는 일반
학생들 중에서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영재로 발굴되거나 점진적으로 그들의 잠재능력을 발현
하면서 영재로 성장하여 발굴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재성을 지닌 학생들의 수월성 추구를 위한 교육과 대다수 일반 학생들의 수월성 추구를
위한 교육은 교육프로그램 면에서 서로 분리되어 있는 비연속적인 학생집단을 대상으로 하
기보다는, 학생들의 잠재능력과 재능이 연속선상에 분포되어 있으며, 다만 그 수준에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과 영재학생을 대상으
로 한 교육프로그램의 둘 중에서 한 가지만으로 두 집단의 수월성교육을 결코 성취할 수 없
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두 가지의 교육프로그램은 서로 분리된 관계에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연계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유기적 보완관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생들 누구든지
잠재능력 계발의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학생들에게 질적 수준에 차별성이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선택권이 주어져야만 할 것이다.
수월성교육과 교육의 평등성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육과
정 운영을 혁신하여야 한다. 학생들마다 타고난 잠재능력을 계발시켜주기 위한 교육의 수월
성 추구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학교 현장의 핵심적 과제는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일 것이다.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라는 말 속에는 학생 개개인의 인지적 능력, 적성, 소
질, 흥미, 욕구, 포부 등의 심리적 성향들을 최대로 계발시켜 주고 신장시켜 주려는데 그 목적
이 있음을 주지해야만 한다. 또한 수월성교육과 교육의 평등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교
육과정 운영의 제 측면이나 요소가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교육과정 운영체제의 취약점 가운데 하나는 모든 학생들에게 거의 획일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고,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수준의 교육내용을 제공받고 있다는 점이
다.
또한 수월성교육과 교육의 평등성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키는데 있어서 핵심적 성공 요인
중의 하나는 교사의 전문성이므로,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능력을 함양시켜야 한다. 교사가
교수과정을 여하히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학습이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학습자들
이 흥미롭게 수업에 참여하게도 된다. 그러므로 일반학교에서 수월성교육을 실현하고자 한
다면, 교사들이 수월성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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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교육에서 평등성과 수월성의 문제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수월성교육이 성공하고 능력주의 사회가 정착하려면 반드시 평등적
사회 기반이 형성되고 평등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되어
서도 안 되지만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어서도 안 된다. 교육은 백년대계로 점점 더 치열
해지는 세계화 시대에 경쟁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수월성교육과 우수한 영재교육이 필수
적임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학교교육에서 수월성교육과 교육의 평등성을 동
시에 실현시키는 학교교육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개인의 잠재능력과 재능을 최대한 계발시
킬 수 있는 수월성교육의 정착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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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면에서 본 대학 교훈의 특성
공학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이정인

1. 학교 교훈의 정의와 인성교육에의 필요성
학교 교훈에 대한 정의를 백과사전에서 찿아보면 “학교의 전체 학생에게 주요한 행동양
식·태도·가치관 등을 습득하게 할 목적으로 내세우는 각급 학교의 핵심적 덕목으로 대학
에서는 이를 교시(校是)라고도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헌법」 및 「교육법」에 명시된 교육이념·교육 목적을 바탕으로 하고 각 학교의
설립 취지 및 목적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훈이 정해지므로, 교훈을 통하여 그 학교의 교육
방침을 알 수 있다. 또한, 교훈의 내용은 도덕적 인격 형성과 관련된 덕목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생활·사회생활·국가생활 등 교육활동의 각 영역에서 추출된다.
대학 교훈은 일반 중·고등학교와 달리, 대학 인문 정신을 고도로 세련화시킨 농축물로서
대학설립 사상, 이념, 그리고 특색을 핵심어(key word)로 구현한 것이며, 내포하고 있는 특
유한 대학문화에 대한 간결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대학 교훈은 그 대학의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여 제정한 지도성(指導性),
격려성(激勵性)을 가지고 있는 말로서 대학에서 전문성을 가진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수준
높은 지식과 학문을 탐구하며, 사회 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요구사항 이며 준칙
이다.
한편 인성교육은 “인간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
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인성교육진흥
법)”이다. 이렇게 볼 때 결국 인성교육은 앞서 대학 교훈이 내포하는 대학의 인재양성의 교육
이념과 대학의 정신문화, 도덕적 인격 형성과 관련된 덕목을 강조하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
다. 따라서 이 논고에서는 국내외 대학들, 특히 동·서양의 지명대학의 교훈을 인성교육의 관
점에서 조사하고, 그 특징 및 기능, 실천에 대하여 논의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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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 교훈·교시의 기원과 특성
2-1. 서구의 대학 교훈의 기원과 사상 내용의 변천
서구 최초의 교훈은 중세대학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1088년 이탈리아에서 볼로냐대
학(University of Bologna)이 창립되어 서구 세계에서의 첫 번째 대학이라고 할 수 있다. 뒤
를 이어 프랑스에서는 1208년에 파리대학이 창립되었으며 영국에서는 1186년 옥스퍼드대학,
1209년 캠브리지대학이 각각 설립되었다. 이런 초기에 창립된 대학은 모두 명확한 교훈
(school motto)이 없었으며, 15, 16세기에 이르러서야 캠브리지대학과 옥스퍼드대학이 교훈
을 갖게 되었다. 1636년 미국의 하버드대학이 창립되었고, 1701년에 예일대학, 1746년에 프
린스턴대학이 설립되었다. 이와 같은 서구 대학들은 중세의 서양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기독
교 종교문화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기독교는 실제로 중세 유럽의 정신세계를 독점하였다.
따라서 기독교 종교문화는 초기 서구 대학문화의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신앙과 하느님 숭배
의 종교문화로 차 있었다. 서구에서는 거의 모든 오래된 유명한 학교는 모두 교회가 운영하
는 학교이거나 혹은 교회재단 학교에서 발전하였다. 종교는 말할 필요도 없이 인간의 도덕적
행위에 대해서 아주 강한 규범 및 구속력이 있어서 문화교육에 대해서 지속적인 침투력을 가
지고 있다.
대학의 모든 활동은 종교의 의지를 반영하여야 하고 교훈을 만드는 것도 예외가 아니다.
예를 들면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의 교훈은 “성경”의 찬송가에서 온 것으로 라틴어 “Dominus
Illuminatio Mea”, 영어의 “The Lord is my light”이다. 캠브리지대학교의 교훈인 “Hinc
lucem et pocula sacra(From here, light and sacred draughts)”, 즉 “이곳에서, 빛과 성스러운
잔을 얻도다”이며 이 두 대학 교훈이 서구에서 가장 일찍 나온 것으로 본다. 하버드대학의 초
기 교훈은 “영광을 그리스도에 돌리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와 같이 종교의
독선적 모습이 반영되었으나, 그 뒤 “Veritas(Truth)”, 즉 “진리탐구”로 바뀌었다. 듀크대학
(Duke University)의 교훈은 “Eruditio et Religio(Knowledge and Faith)”, 즉 “지식을 추구하
고 신념(신앙심)을 가져라”이다. 1754년에 설립된 콜롬비아대학의 교훈은 “In lumine Tuo
videbimus lumen(그대의 빛으로 우리가 빛을 보리라, 즉 하느님의 성령 속에서 우리는 지식
을 추구한다)”이다. 예일대학교의 교훈은 “Lux et veritas(Light and truth; 빛과 진리)”, 프린
스톤대학교의 교훈은 “Dei sub numine viget(Under god’s power, she flourishes; 하나님의
가호아래 번창하리라)”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서구의 대학 교훈들은 초기 종교적 색채를 띠
고 있으며 대학의 이념이나 문화에 대한 기독교의 영향이 매우 큰 작용을 하였음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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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로 영국의 옥스퍼드대학과 캠브리지대학은 19세기 후반까지 종교 선서식 및 종교 교
리시험의 형식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편, 서구의 대학들이 창립하는 과정에서부터 강한 종교적 색채를 띠고 있었지만 이와 동
시에 또한 학문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전통도 존재하고 있었다. 중세 대학은 창립과 동시에
자치권 및 자유권을 얻었다. 르네상스 후기에 대학에서는 학술적 자치 및 자유를 요구하였으
며, 시대의 발전에 따라 점차 종교문화의 영향에서 벗어나 진리탐구와 과학중시의 사상을 주
장하고, 이를 위한 자치 및 자유사상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서구 대학들의 교훈의 내용도
점차 과학과 진리, 민주와 자유의 이념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천하였다.
종교사상이 서구 대학을 주도하고 있을 때에도 “자율과 자유”의 사상은 이미 나타나기 시
작하였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탈리아 파도바대학이다. 파도바대학은 볼로나대학에서
분리해 나온 것이다. 볼로나대학은 학술적인 자유를 제한하고 사생의 기본적인 공민권을 보
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교수와 학생은 볼로나대학에서 나와 1222년에 새로운 대학인 파
도바대학을 창립하고 라틴어로 “Univerva Universis Patavina Libertas(Liberty of Padua, universally and for all)”, 즉 “세계 모든이들을 위한 파도바의 자유”를 교훈으로 하였다. 파리 대
학은 13세기 창립할 때부터 줄곧 교회로부터 자치권 획득을 위하여 투쟁하여 로마 교황과
프랑스 국왕으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한 “프랑스 정신의 가장 활약적인 발상지”로 세계에 널
리 알려진다.
시대의 발전에 따라 점차 더 많은 서구의 대학 교훈이 “자치”, “자유”의 사상을 담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의 교훈은 “‘Die Luft der Freiheit weht(The wind of freedom blows; 자
유의 바람이 불어온다”이고 존스홉킨스대학의 교훈 “Veritas vos liberabit(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진리는 너희들을 자유롭게 한다” 등이 모두 두드러지게 이런 사상을 전달하
고 있다.
하버드대학의 역사 속에서 역대 총장은 학술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학 교육
의 “3A원칙”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3A원칙”은 학문의 자유, 학문의 자율 및 학문의 중립
(Academic freedom, academic autonomy and academic neutrality)을 말한다.
교훈을 통하여 나타나는 서구의 대학사상은 초기 종교신앙 사상으로부터 점차 “자율”과
“자유”사상에 의해 대체되면서 독립성 및 자주성을 얻게 되었다.
대학의 교훈을 통한 이념은 역사적 시대 및 사회문화와 결합하였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그
어떤 문화현상이나 정치체제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대학 본연의 사상과 이념, 즉 지식을 배
우고, 진리를 탐구하며 사회에 봉사하는 대학 정신을 형성하였다.
“University(대학)”이라는 단어는 원래 과학지식 및 정신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서 서로 토론하고 연구한다는 뜻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지식을 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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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였다. 서양문화는 동양에 비하여 도덕보다 진리가 우선적이고 진
리 앞에 사람은 동등하다는 평등사상을 보편적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서구대학의 교훈은
자유롭게 끊임없이 이런 지식을 배우고 전달하며, 진리를 탐구하는 정신을 계승하였다. 17세
기 미국의 하버드대학의 학교의 휘장 및 교훈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하버드대학의 학교
휘장은 “VE”, “RI”, “TAS” 3부분으로 구성되었고, 라틴어 VERITAS는 영어로 “Truth(진리)”로
하버드대학의 교훈이다. 이 교훈은 처음에는 라틴어로 “Amicus Plato, Amicus Aristotle, Sed
Magis Amicus VERITAS”, 영어는 “Let Plato be your friend, and Aristotle, but more let your
friend be Truth”(플라톤을 친구로, 아리스토텔레스를 친구로, 더욱 나아가서 진리를 친구로
삼아야 한다)이었다. 이 말은 윌리엄스 에임스(Williams Ames)의 명언에서 나온 것이다. 그
후 이 교훈은 “VERITAS”(진리)로 줄여서 널리 사용하게 되었다. 흔히 하버드대학의 정신은
진리를 추구하는 학생들의 영혼 속에 있다고 한다. 개교 370년 이래, 하버드대학은 이 교훈
하에서 7명의 미국 대통령, 41명의 노벨상의 수상자, 몇 십 명의 국제적 대기업 총수 등 많은
인재를 길러내었다. 시카고 대학(University of Chicago)의 교훈은 “Crescat scientia; vita
excolatur(Let knowledge grow from more to more; and so be human life enriched; 지식
을 기를수록 인간의 삶은 부유해진다)”이며, 그 외에도 “지식 향상”과 “진리”를 주제로 한 교
훈을 갖고 있는 대학들이 있다.
19세기 생산력의 급속한 발전, 자본주의의 발달 및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고등교육기관
에서 사회를 위하여 새로운 인재를 양성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독일의 훔볼트대학
(Humboldt University of Berlin)은 독일 현대문명의 발상지이다. 중세 대학의 전통지식만 중
시하는 형식을 뒤엎고 “학문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설립이념으로 삼았다(1810년). 훔볼트
대학의 교훈은 “Die Philosophen haben die Welt nur verschieden interpretiert; es kommt
aber darauf an, sie zu verändern; 철학자들은 세계를 단지 다양하게 해석했을 뿐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세계를 바꾸는 것이다.)”이다. 이 교훈은 마르크스의 명언을 교훈으로 하고 있지
만, 학생들로 하여금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연구를 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용기를
고무시키고 있다. 동시에 최종적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대학 개혁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 시기에 미국에서도 대학의 역할이 문화나 학문보다는 사회공헌, 다시 말하여 사회봉사
가 더 많이 강조되었다. 지식 연마와 학문 연구가 각 분야의 사회봉사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실사구시의 정신이 드러났다. 시카고대학교의 교육이념 속에는 대학이 독창성 연구를 통하
여 사회에 봉사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 사상은 당시에 만든 교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시
카고대학의 라틴어 교훈(Crescat Scientia, Vita Excolatur)은 “지식을 향상시켜 생활을 풍부
하게 한다”는 뜻이다. 이 교훈은 미국의 프라그마티즘의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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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le Polytechnique의 교훈은 “Pour la Patrie, les Sciences et la Gloire（For the Homeland,
Science and Glory; 조국, 과학, 그리고 영광을 위하여)”이다. 미국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
트의 교훈은 “책임, 영예, 국가”, 매사추세츠공과대학의 교훈은 “Mind and Hand”는 “머리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만들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실사구시의 정신이 내포되어 있다. 대학의
“봉사” 정신은 대학 이념이 도덕적 인문주의 정신보다 사회, 국가, 세계에 대한 기여를 보다
중요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0세기에 들어선 후 대학문화는 이러한 봉사정신에 의하여 사
회의 발전을 이끄는 선도적 문화가 되었다.
“지식”, “진리”, “봉사”의 사상은 현대 대학의 주요 사상과 이념이 되었다. 즉, 대학은 지식
을 전승(교육)하고 지식을 창조하며 진리를 탐구(연구)하는 곳이며 인류를 위하여 봉사하고
세계를 위하여 봉사하는 곳이다. 이와 같은 이념은 현재 세계 대학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서구 대학 교훈의 변천과정은 초기 기독교 종교 사상에 의한 신앙숭배 정
신으로부터 자유와 자치, 자율의 사상을 거쳐 지식 추구, 진리 탐구, 사회 봉사의 변화과정을
겪었다. 대학 교훈은 이념상으로 항상 “진리 탐구”를 중요시하고 과학, 자유, 자치의 사상을
존중하기 때문에 교훈이 확립되면 쉽게 고치지 않았고 오히려 시대의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내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런 교훈들은 상대적으로 세대를 초월하는 안정성을 보여
주었다. 근대 대학의 역사가 짧은 동양의 대학들의 교훈에 비하여 소위 따라하기 식 뇌동 현
상이 적고 개성적인 색채를 띠고 대학마다 자신의 대학정신과 이념을 안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2-2. 국내 및 중화권 대학의 교훈과 그 특성
우리나라에서 교훈이 정해지기 시작한 것은 개화기 이후 근대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한 때
부터이다. 유럽의 오래된 대학들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몇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대학 교훈을 갖게 된것도 5~6백년의 역사가 있는데 비하여 동아시아의 경우 가장 먼저 설립
된 일본의 도쿄대학(University of Tokyo)이 1877년에 개교, 불과 150년의 역사에 불과하고,
그 외 오래된 대학들도 100여 년 안팎의 역사밖에 안 된다. 그러나 서구의 대학들의 교훈이
주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신앙정신과 진리 지상, 자유이념을 추구하는데 비하여 우리나라
및 동양 유교권 국가의 대학 교훈은 비록 역사는 짧지만 천 년 이상의 전통 유교문화와 교육
제도의 영향을 받아 서양과 다른 사상과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조선왕조의
520년간 유교를 국시로 하였으므로 근대 대학의 교훈의 역사는 짧지만 그 기원은 유교교육
제도의 가훈(家訓)이나 서원(書院)의 원훈에 해당하는 교훈에 그 기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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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교육을 중시한 유교 교육에서는 가훈은 주로 훈계(訓戒)와 교육(敎育) 두 측면에 중점
을 두고 있으며, 가족을 대상으로 훈시하는 동시에 가훈을 통해 집안을 다스리고 자녀들을
가르치며, 인품 양성과 처세를 지도하였다. 직접적이지는 아닐지라도 형식상으로든지 내용
상으로 가훈(家訓)은 교훈(校訓)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조선왕조나 중국에서 서
원은 사학(私學)제도로서 관학에 비하여 자유스러운 학교 설립 사상, 주장을 쉽게 드러낼 수
있었다. 서원을 자유롭고 다양한 이념과 사상으로 설립하는 것은 교훈의 원형을 이루는데 좋
은 환경을 마련해 주었다. 예를 들면 도산서원의 강론실 건물중 박약재(博約齊)라는 현판이
걸린 건물이 있는데 이는 박문약례(博文約禮; 지식은 넓게 가지고 행동은 예의에 맞게 하라)
의 공자의 가르침을 일종의 교훈 형태로 내건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서원(書院)은 당(唐)나라 말기부터 시작되어 송(宋)나라 때 크게 번성하였다.
남송(南宋)시기에 주희(朱熹)는 「白鹿洞書院揭示(백록동서원게시)」라는 글에서 서원 설립 목
표 및 취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비록 이 글은 400자가 되어 교훈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지만 고대 교훈의 초기 형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일찍 설립된 근대 대학의 시작은 구한말 주로 종교재단(기독교)의 학
교가 많다. 국립대학들은 비록 그 기원은 20세기 초 대한제국의 근대 학교에 두고 있을 지라
도 실제 개교는 일제로부터 광복된 이후에 설립 되었다. 이들 대학은 다음에 소개하지만 주
로 서구대학의 교훈(motto)을 많이 참조하였다.
1885년에 설립된 배재학당의 교훈을 예로 들면, “욕위대자 당위인역(欲爲大者當爲人役, 크
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으로, 이는 기독교 정신(마태복음 20:26-27)에서 나온 것이다. 이
교훈은 현재 배재대학교 교훈으로 계승되고 있다. 1904년 미국인 사업가 세브란스의 기부금
으로 설립한 세브란스병원과 1915년 연희전문의 출범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초기 근대교육
기관인 연세대학교, 1887년 이화학당으로 출범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여성고등교육기관인
이화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등이 기독교재단 대학들이다.
연세대학교의 교훈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성경말씀(요한복음 8:31-32)을 바
탕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에 따라 사회에 이바지할 지도자를 기르는 것을 건학정신과 이념
으로 하고 있다.
기독교재단 대학들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대학이나 중고등학교의 교훈들은 ‘덕(德)’과 ‘선
(善)’을 근원으로 삼는 한국의 전통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국의 전통문화는 유교문화를 원류로 하여, 가정을 위주로, 인륜(人倫)을 기초로 삼는 윤
리 문화다. 혈연관계인 가정과 가문을 기초로 윤리도덕을 통하여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다시 말하면 ‘선(善)’을 지향하는 도덕적 문화라고 본다. 이것을 ‘덕성문화(德性文化)’라고 칭
한다. ‘따라서 덕을 주체로(主德)’, 선을 ‘추구(求善)’하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며 주로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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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교육을 통한 이상적 인격 형성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수신(修身)을 근본으로 삼고,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를 목적으로
여기며, 자발적으로 도덕규범에 따라 사회 질서를 유지해 왔다. 이와 같은 ‘덕성문화(德性文
化)’는 사람을 성실히 대하는 전통, 근면하고 절약하는 전통, 연장자를 존중하고 어린이를 사
랑하는 전통 등을 이루며, 이런 특성 때문에 학교 교훈은 도덕을 우선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다음으로 한국의 전통문화에 의한 교훈은 ‘화합(和合)’과 ‘안정’을 근원으로 삼는다. 유교
는 천(天), 지(地), 인(人)을 통일된 체계로 보고 ‘인여천지만물위일체(人與天地萬物爲一體)’,
‘천인합일(天人合一)’을 최고의 경지로 여긴다. 이로 인하여 화목하고 통일된 ‘화합문화(和合
文化)'가 형성된다. 화합문화에 따르면, 화해가 충만해야 만물이 생겨난다. 같으면 지속될 수
없다. 서로 이질적인 사물들이 어우러져 평형을 이루는 것을 화합이라 한다. 그렇게 되면 만
물이 풍부하게 성장할 수 있고, 만약 같은 것끼리 자꾸 보태어지면 결국은 다 버려지게 된다
(和實生物, 同則不繼, 以他平他爲之和, 故能豊長而物歸之, 若以同裨同, 盡乃弃矣). 말하자면
다른 사물들이 어우러져 통일하게 이루어져야 화합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중용
(中庸)』에 따르면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치중화, 천지위언, 만물육언)”이라고 하는데
즉, ‘중(中)과 화(和)를 지극히 이루면,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편안히 잡고 만물이 제대로 생
육될 것이다’고 한다. 민간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는데, 즉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 ‘화기치상[和氣致祥, 서로 화합(和合)하면 그 기운(氣運)이
서로 어우러져 상서(祥瑞)를 낸다]’이라고 한 것이다. 이와같이 화합은 인간관계와 행동 규범
의 도덕적 신조가 될 뿐만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와 정치제도의 이상적 모델이 될 수
있다.
화합사상을 중요시하는 것은 때로는 애국주의와 집단주의를 역설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유교 윤리는 개인은 사회에 복종해야 되며, 의무는 권리보다 더 중요하다는 관념을 강조해
왔다. 이런 관념의 영향을 받아 유교권 사람들은 때로는 민족과 국가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갖게 된다. 유교의 집단이익을 추구하는 윤리 덕분에 나라를 위해 근심 하고 국가를 위해 목
숨을 바치며, 정의를 위해 헌신하는 용감한 인재가 양성되기도 한다.
유교정신을 건학이념으로 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교훈 “인의예지(仁義禮智)”가 전통문화
의 대표적 교훈이다. 인의예지는 유교의 근본정신을 말해 주고 있는 기본개념이며,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지는 마음과 행동과 옳음과 슬기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는 4가지 덕목이다. 이
것은 모두 인간의 마음은 착하다는 성선적 본질을 말해 주고 있는 것으로 교육은 결국 이 성
선적 마음의 본질을 열고 싹트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균관대학교는 교훈 “인의예
지”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인은 사랑이다. 마음의 바탕이요, 본질이다. 인간은 이 본질이 있음으로 해서 모든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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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 형성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의는 옳음이다. 모든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요, 표준이다. 또 마땅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륜 도덕의 당위성을 부여하는 인간의 사명적 소재를 분명히 해주고 있는 덕목이라
고 할 수 있다.
예는 실천이다. 사랑을 실천하고 옳음을 실천하고 윤리도덕의 인간질서를 생활로서 실천
하는 실천력이다. 그러므로 예는 가장 인간적인 삶의 구체적 표현이요, 양상이라고 할 수 있
다. 인간의 모든 가치덕목은 바로 예의 실천을 통해 실제화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는 슬기이다. 옳고 그름을 판별할 줄 아는 슬기, 곧 지적 능력을 말한다. 진리탐구도 이
지적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가능한 것이요, 올바른 가치관의 통찰력도 이 지적능력이 있음으
로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은 곧 이 지적 능력의 계발로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인
간의 길을 열어줌에 있다고 하겠다.
이화여자대학교의 교훈은 “진(眞), 선(善), 미(美)”로 간결하게 표현된다. 이 교훈은 1930년
무렵 당시 문과 교수이던 김상용 선생이 이를 제안하여 교수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받아들임
으로써 제정되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교훈에 대한 해석을 보면,
“진은 지(知), 즉 학문의 전당으로서 이화가 추구해야 할 구체적인 가치를 나타낸다”.
“대학이 지식의 탐구를 게을리하면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하고 만다. 더구나 지혜의 원천
이며 지식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한 이화여자대학교는 지식에 대한 인간
의 갈망을 최대한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학문 연구의 전당이 되어야 한다”.
“선은 덕(德)이다”. “지식은 인간에게 선하게 사용될 때 비로소 가치를 지닌다. 인간만
이 유일하게 지니고 있는 지고지순(至高至純)의 아름다운 덕성, 그것은 사랑의 정신이
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데서 그 진가를 발휘한다. 소외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이웃과 하나 되는 것이며, 공동체 사회와 인류사회의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고자 하
는 염원이다”. “이화인들은 이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자신을 지혜롭게 갈고 닦으며, 나아
가서 책임 있는 지식인으로서 사회에 헌신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
“미는 조화(調和)를 의미한다”. “그것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예술적
정서이다. 모든 인간에게 내재하는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하고,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자
유와 독특한 개성을 최대한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이화가 추구하는 미(美)의 참된 개념
이다”.
이와 같이 이화의 교육이념은 <기독교와 진선미의 정신에 바탕을 둔 여성의 인간화>라고
밝히고 있다.

76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5, 제11호

육군사관학교의 교훈 “지(智), 인(仁), 용(勇)”도 유교정신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中庸 제
20장, 智仁勇三者天下之達德也所以行之者一也). 1949년 육군사관학교의 교훈은 충(忠), 용
(勇)으로 시작되었으나 1951년 좀 더 구체화된 개년인 “지·인·용”으로 개정되었다.
이 교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한 내용을 인용하면 “지”는 긴박하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도 확고한 가치관을 토대로 핵심을 꿰뚫는 통찰력과 판단력을 발휘하는 지적·인식적 역량
이다. “인”은 참된 인성과 엄격한 자기절제를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구성원과 원활하게
소통함으로써 조직의 단결력과 전투력을 고양시키는 인격적·사회적 품성이다. “용”은 투철
한 사명감과 명예심, 강인한 의지와 체력을 바탕으로 생명의 위험과 불의의 유혹을 극복하고
군인다운 가치와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는 정신적·신체적 역량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양대학교의 건학정신 “사랑의 실천”은 “학생들로 하여금 사랑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
도록 교육하여 근면, 정직, 겸손, 봉사할 수 있는 인간 형성을 도모하고, 숭고한 학문정신을
드높여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 나라와 겨레, 나아가 인류를 위해 이바지하는 위
대한 사랑의 실천자를 기르는 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교훈 “의에 죽고 참에 살자”, 건국대학교의 교시 “성(誠)·신(信)·의(義)”는 서
로 비슷하다. 건국대학교의 교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의”는 정의와 용기를 가르
키며 청사에 길이 빛나는 인물의 업적은 “의”의 기록이다. “성”은 진실과 지성을 말함이니 모
든 일의 비롯과 끝이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신”은 사회생활의 근간이니 모든 단결과 협동이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동국대학교 교훈은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섭심(攝心) 마음을 다잡아 가다듬는다. 자애(慈
愛) 대중을 자비심으로 대한다. 신실(信實) 참되고 미더운 행실을 한다. 도세(度世) 중생을
괴로움에서 건진다”이며, 연꽃을 학교의 상징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문 국립서울대학교는 공식적으로 교훈·교시를 명시하지 않고 있
으나 상징인 서울대학교 정장(배지)은 월계관에 펜과 햇불을 놓고, 그 위에 책과 교문심볼을
배치한 짙은 파란색의 문장이다. 월계관은 으뜸가는 학문적 영예의 전당을 의미하며 펜과 횃
불은 지식 탐구를 통해 겨레의 길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이러한 바탕 위에 펼쳐진
책에는 라틴어 “VERITAS LUX MEA”가 적혀 있고 이는 “진리는 나의 빛”을 의미한다. 이
구절이 서울대학교 교훈을 나타내고 국립서울대학교 머리글자로 만든 열쇠 모양의 정문은
그 진리를 찾기 위한 열쇠를 상징한다. 서울대학교 교훈은 앞절 서구의 대학 교훈에서 설명
한 하버드대학교 교훈과 예일대학의 교훈을 결합한 이념으로 서울대학교 교훈 제정 시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905년 대한제국의 고종황제의 하사금을 받아 이용익 선생이 교육구국의 이념으로 설립
한 보성전문학교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고려대학교의 교훈은 “자유, 정의, 진리”이다. 방패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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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속에 호랑이 심볼은 교육구국으로 인재를 길러 나라를 구하겠다는 건학정신이 담겨 있다.
서강대학교와 가톨릭대학교는 교훈·교시는 내걸고 있지 않으나 가톨릭 신앙과 예수회 교
육이념을 토대로 가톨릭대학교가 “진리, 사랑, 봉사”의 정신을, 서강대학교가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면서 정의를 실천하고 인간을 존중하는 전인교육을 지향한다”라고 교육이념을 밝히
고 있다.
역사는 짧으나 과학기술의 명문 포항공과대학의 교훈은 “창의, 성실, 진취”이며 한국과학
기술원(KAIST)은 교훈을 내걸고 있지는 않으나 “세계의 중심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최고의
과학기술대학”을 설립이념으로 하고 있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회장이 설립한 울산대학교는 교훈으로 “진리, 자주, 봉사”로 하고 있으
나 교육이념에 앞서 “무슨 일이든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내는 법이다. 젊은 시절 어
느 학교 공사장에서 돌을 지고 나르면서 바라본 대학생들은 나에게 한없는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이었다. 젊은이들이여! 이 배움의 터전에서 열심히 학문을 익혀 드높은 이상으로 꾸준히
정진하기 바란다”는 설립자의 어록을 교시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한편 중국의 대학들의 교훈에 대하여 살펴보면, 중국어와 중국문화가 갖고 있는 특징, 예
를 들면 고대 경전에 실려 있는 격언의 문장구조와 한문의 뜻글자가 갖고 있는 함축성 있는
넓은 의미를 간결하게 표현하는 대구(對句) 형식의 장점 등으로 각 대학마다 교훈을 갖고, 이
를 대학의 상징 조형물이나 주요 건물에 게시하거나, 대학 구성원들이 주지 할 수 있도록 하
여 대학문화와 인성교육을 위하여 많이 활용하고 있다.
칭화(淸華)대학교의 교훈 “自强不息 厚德載物(스스로 끊임없이 굳건하게 만들고 덕을 쌓
은 후에 물질적 발달을 꾀한다)”은 주역(周易)의 두 구절, “天行健, 君子以自强不息(천체의
운행은 굳건하니, 군자는 하늘 위 천체의 질서 있는 움직임을 본받아 스스로 쉬지 않고 굳세
게 행하라)”. “地勢坤, 君子以厚德載物(넓은 땅에 두텁게 흙이 쌓여 만물을 포용하듯이 군자
는 이를 본 받아 자신의 덕을 깊고 넓게 쌓아, 온 세상 만물을 자애롭게 포용해서 이끌어 나
가라.”에서 유래하였다. 중화민국 시기(1914년), 중국의 근대 사상개혁가이자 문학, 사학, 언
론 및 교육자인 량치차오(梁啓超, 1873~1929)는 칭화대학교를 방문하여 군자를 주제 <論君
子>로 한 강연에서 이 구절을 강조하고 학생과 학자들에게 진취적 기상과 면학정신을 격려
하고, 중국의 전통 미덕을 계승할 것을 희망하였다. 그 후 이 여덟 자구는 칭화대학 교규(校
規)로 기록되었고 1917년에 칭화대학 교훈이 되었다.
베이징(北京)대학교의 교훈은 1919년 항일 오사(五四)운동 후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
5·4운동 시기의 교훈은 “兼容幷包, 思想自由”, 30년대에는 “博學, 審問, 愼思, 明辨”, 50년대
에는 “自由平等、 民主科学”, 그 후 “勤奮, 嚴謹, 求實, 創新”으로 바뀌었다가 개교 백년 기념식
때 장쩌민(江澤民) 주석이 “愛國 進步 民主 科學”이란 제목으로 경축사를 한 것이 오늘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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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이 되었다.
푸단(復旦)대학교 교훈 “博學而篤志 切問而近思”은 1915년 만들어진 것으로 논어의 구절
“子夏曰 博學而篤志 切問而近思 仁在其中矣(자하가 말하길, 광범위하게 배우고 그 의지를
돈독하게 하며, 간절하게 묻고 비근하게 생각한다면 仁은 그 가운데 있다)에서 유래된 것이다.
저장(浙江)대학교의 교훈은 “求是創新(옳음을 구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라)”이며 중난
(中南)대학교 교훈 “經世致用”은 “학문의 목적은 세상에 도움이 되도록 쓰여지는데 있음”이
라는 뜻이며 중국인민대학교 교훈 “實事求是”도 비슷한 뜻이다.
상하이자오퉁(上海交通)대학의 교훈 “飮水思源, 愛國榮校(물을 마실 때에는 근원을 생각
하고, 애국하는 마음으로 학교를 빛내자)”는 대학 구성원에 대한 애교심을 강조하고 있다.
타이완(臺灣)대학의 교훈은 “敦品 勵學 愛國 愛人(성실한 인품을 연마하고 학문에 열중하
며, 나라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자)”이며 홍콩대학교 교훈 “明德格物(밝은 덕으로 사물의
이치를 추구한다)”은 고전 사서의 하나인 대학에 나오는 구절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民 在
止于至善(대학의 길은 밝은덕을 밝히고 백성과 친밀하며 지극히 선한 곳에 머무름에 있다는
뜻)”에서 유래하였다. 선양(瀋陽)시 소재 베이징대학교는 1924년 동북지방(구 만주국)의 부
호 출신으로 항일운동의 명장으로 알려진 장쉐량(張學良)에 의하여 설립된 베이징공학원이
개방 후 종합대학으로 개편하면서 2003년 개교 80주년을 맞이하여 교훈을 “自强不息 知行合
一”로 제정하여 이를 켐퍼스 상징 건물 등에 새겨 대학 구성원에 주지시키고 있다.
끝으로 교훈은 대학이념과 대학정신의 집중적 표현으로서 대학문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한 부분이다. 동시에 교훈은 대학 구성원의 덕성을 기르는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다. 교훈을
이용하여 덕성을 기르는 방법을 강구하여 학생들에게 덕성교육을 시킨다면 효과적일 수 있
다. 그러나 교훈은 그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형식화되기 쉽고, 그것이
표방하는 이념이 한갓 구호에 그치게 되고 마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이념을 적절하게 해석하고, 그 특성을 살려 부단히 실천하고 생활화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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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역사상 가장 잘 알려진 한국의 지역사회개발
성공사례:
새마을운동의 시작과 존속에 관련된 이야기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전 서울대학교 새마을종합연구소 소장)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정지웅
정하우

우리 역사 속의 지역사회개발과 새마을운동
1948년 평화로운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자 국제연합이 결성되었다. 그에 앞서 같은 해 두
작은 나라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신생독립국으로 태어났다. 이스라엘은 CE 70년에 로마제
국에게 멸망된 후 거의 1900년에 가깝도록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 국가 없는 민족으로 살아
오다 드디어 1948년 오늘의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의 작은 땅에 정착하여 기적의 강소국을
이루고 있다.
일본의 강점으로 국가를 잃고 36년간의 처절한 식민지배에 시달려 오던 한국 국민도 1948
년 미국의 영향으로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비록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나마 남한만의
민주공화국을 세우고 놀라운 국가 발전의 표본을 이루게 되어 이스라엘과 한국은 여러 측면
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때 유대인을 크게 학살했던 독일이 미소연합군에 의하여 패전국이 되었으나 다
시 나라를 일으키고 발전시키는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과거 학살의 잘못을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며 상호 평화와 협력을 유지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유사하게 패전과 발
전을 이룩해가고 있는 일본은, 우리 국민에 대한 학대와 위안부 및 강제 노력 동원 등 잔혹상
에 대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죄를 거부하고 있어 어색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유엔과 한국에서의 농촌지도사업과 지역사회개발사업의 시작
세계 평화와 균형발전을 위하여 세계정상들이 세운 국제연합은 전문국제기구를 주요국에
배정, 출범시키며 활동을 전개하였다. 예를 들면 세계안전보장이사회는 그 본부를 미국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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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리고 교육, 과학, 문화를 하나로 다루며 발전시키고자 하는 유네스코는 그 본부를 프랑
스 파리에 두었다. 세계안전보장이사회는 불법남침으로 멸망해가는 남쪽의 대한민국을 지켜
주고자 유엔군을 파견해 주었고, 유네스코는 세계의 많은 신생국들의 도약과 발전을 돕기 위
한 다양한 지역사회개발사업과 문화교육에 큰 역점을 두고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벌리었
다. 이러한 사업의 하나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결성되었고, 당시 문교부와 협력하여 1956
년에 서울대학교 수원 캠퍼스인 농과대학 내에 신생활교육원(korfec)을 세우고, 남녀 농촌지
역사회개발 전문요원을 양성하여 젊은 개척자들을 범국가적으로 끌어 모아 큰 주목을 받기
도 하였다. 이 농촌개발요원들은 1958년 말 부흥부 소관의 한국지역사회개발사업(NACOM)
에 동원되어 시범지역의 홍수방제를 위한 뚝방 건설 등을 지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감당하
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에 앞서 미국의 영향으로 설립되었던 농사원 중심의 범국가
적 농촌지도사업(당시 농업교도사업)과의 심한 급여 격차로 인한 갈등을 겪기도 하였다. 그
후 이들은 농림부 산하의 농촌지도사업으로 통합되었고, 농업기술혁신 주도의 농촌발전을
주도하는 현재의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기초를 이루게 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개발과 농촌운동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농촌은 물론, 전후 한국 전체의
가난은 좀처럼 헤어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는 당시 북한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이었고, 이러한 어려움을 이기고 반세기만에 세계 선진 대열에 서게 된 오늘날의 현실은 실
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을 뿐이라 하겠다. 그토록 기적 같은 놀라운 한국의 고속 발전의 역사
가운데 1961년부터 이룩한 군부 혁명정부 시대의 초고속 산업화와 도시화의 정책은 한때 도
시와 농촌간의 극심한 격차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으나, 계속된 여러 종류의 지역
사회개발운동을 이끌어내게 함으로써 역사적 기록에 남길 만하다.
혁명정부는 농촌의 빈곤퇴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도하였다. 그 중에
는 채무자의 부채를 경감하기 위하여 ‘농어촌고리채정리령’(1961.5.25)을 공포하여 시행하기
도 하였고, 전 국민에게 청신한 기풍과 신생활체계를 가지며 반공이념을 확고히 하는 정신
계몽을 목적으로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법률’(1961.6.12)을 공포하고 이어 재건국민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농어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결합하여 농촌개발을 촉진하도록 새로운
‘농업협동조합법’(1961.7.29)을 제정·공포하여 종합농업협동조합을 발족시켰다. 특히 재건
국민운동본부를 세우고, 유진오 박사를 초대 본부장으로, 그 후 농촌개발운동의 선각자로 추
앙을 받던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의 류달영 교수를 차기 본부장으로 초빙하여 범국민향토개
발사업을 벌이게 하였으나 이는 3년이 못되어 선거의 소용돌이 속에서 변신하였다가, 1970
년대 새마을 운동의 한 부분인 새마을 금고운동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3개의 조치들은 단편
적인 정책으로 추진되어 복합적인 사회 환경에 잘 적응되지 않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성과가 별로 크지 않았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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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의 시작과 체험담
새마을운동은 이후에 지방행정을 주관하는 내무부 주도로 이루어졌지만, 시작은 농촌 개
발을 중점적으로 다루던 농림부 행정 업무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이루어졌기에 여기에 그 뒷
이야기를 밝혀보고자 한다.
근로, 봉사, 희생의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황무지의 농촌을 옥토로 개척하고자 하는 실천
사업의 시범을 보인 김용기 장로의 가나안농군학교를 방문했던 혁명정부의 박정희 최고위원
은 가나안농군학교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들의 개척정신을 한국 농민들에게 전파할 것을 독
려하고, 그동안 다원화되어 있던 농촌지도체제의 일원화를 시도하는 노력을 보이기로 약속
하기도 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의 시작이 공식적으로 선포된 것은 1970년 4월 22일 한해(旱
害)대책 지방장관회의에서 였다. 그는 가뭄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언급하던 중,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을은 우리 손으로 가꾸어 나간다는 자조 자립정신으로 불러 일으켜
땀 흘려 일한다면 모든 마을이 멀지 않아 잘살고 아담한 마을로 그 모습이 바꾸어지리라고
확신한다. 이 운동을 ‘새마을가꾸기운동’이라 해도 좋고…”라고 언급하였는데, 이후 ‘새마을
운동’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초기 새마을사업 업무는 농림부 농지국 지정과에서 ‘농촌 근대화 촉진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을 계획하면서 태동되었다 할 수 있다. 그
배경을 보면, 1967년 2월 28일에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이 공포되면서 농림부 주도 아래 초
가지붕을 기와나 슬레이트나 함석으로 개량하도록 추진하였고, 필요한 자금은 융자로 지원
하도록 했다. 또한 1967년 4월에는 정부의 농업종합계획의 기본방향을 식량자급체제의 정비
와 농업근대화에 두었다. 이 농업근대화의 요건은 농업기반 조성을 통한 소득증대와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문화적 근대화에 역점을 두었다. 그렇지만 국가의 재정은 넉넉지 않아
서 식량자급체제의 정비와 농촌근대화의 사업에 투자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관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차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국내 법률의 정비와 제정 그리고 차
관계약의 주체기관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포괄한 ‘농촌근대화촉진법안’을
1969년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국회에 넘겼고, 국회는 동년 12월 18일 ‘농촌근대
화촉진법’을 제정·공포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이 법을 추진하는 농림부 농지국에서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담
고 있는 ‘근대화된 농촌상’을 보여주기 위해 1969년 12월 10일에 경부고속도로 천안 인터체
인지 인근 지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위시하여 국회의원, 경제과학심의의원, 농업계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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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50여 명, 언론기관, USAID(미국국제개발처) 농업경제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
성·천원지구 농촌근대화 계획”에 관련한 시찰 업무를 농림부 농지국 김승엽 국장이 직접 보
고하였다(사진 1 참조).1⁾ 이때 보고된 내용들은, 향후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해 설립될 ‘농
업진흥공사’로 하여금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할 내용은 (1) 농업용수개발을 조
속히 완료하여 가뭄 상습지 20만ha를 해소하고, (2) 경지정리사업은 1976년까지 45만ha를
완료하며, (3) 산지개발을 통해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4) 농업기계화를 추진하여 농외소득
향상을 촉진하도록 하는 것들이었다. 그리고 (5) 농촌 환경개선사업(새마을사업)으로는 주택
건설, 농가지붕 개량, 마을 안길 확장, 생활용수, 농촌 전화, 농로 건설, 하천 개수, 공판장 건
설, 새로운 농촌부락(마을) 조성 등 농촌근대화계획에 관한 것들이었다. 특히, 새로운 농촌마
을 조성에 대해서는 농가의 배열, 공동정원과 공동작업장 설치, 관상수 및 숲 등 문화적 환경
조성, 마을 중앙에 공공시설(각종 회의실, 목욕탕, 지하저장고 등) 배치, 마을 옆에 공동창고,
공동 도정공장 설치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농가주택의 건축에 대해서는 그 규모를 가구 수
와 경영규모에 따라 정하고, 보다 값싸고 튼튼하게, 보다 편리하고 문화적이며, 보다 위생적
으로 선호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연계하겠다는 것 등을 자세히 보고했다. 그리고 추진
방침으로는 지역 농민들이 선두에 서서 스스로 적극적인 자세에서 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함
으로서 ① 물질적인 개발뿐 아니라 ② 생산기술과 생산물의 유통구조의 개선 및 ③ 농촌의
생활양식과 농민의 사고방식을 개선하는 이상의 세 가지가 삼위일체적으로 이루게 하여 본
농촌근대화 계획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는 것과, 또한 지구의 사업을 계획단계부터 작업
과정과 완성에 이르기까지 농촌근대화는 이렇게 하며 또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전국 농민
들과 기타 관계자들에게 교육하는 사전적인 장소로 삼겠다는 각오의 보고를 하였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농촌근대화의 목표인 “농촌근대화의 마스터 플랜”을 보고
한 자리이었음과 동시에 정부의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농민들과 관계자들에게 각
자의 자세와 역할을 제시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곳은 정부 차원의
최초 “농촌새마을운동을 주도한 발상지”
로 기록될 만한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
본 추진계획에 관하여 박정희 대통령
은 “농림부의 계획은 대체로 좋은 것으
로 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보니까 지
역의 선정이라든지 농림부가 구상하고
있는 구상이 대단히 좋다고 보고 또 적
절하다고 본다”고 하였다. 그러나 “문제

사진 1. 안성·천원지구 농촌근대화 계획 보고 현장(1969.
12. 10)

1부 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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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기에 살고 있는 농민들이 얼마나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분연히 호응하고 동조하며 협조
해서 이 기회에 한 번 우리 고장을 완전히 서구 근대농촌과 같은 농촌으로 바꾸어 보겠다는
사명감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그것만 있다면 지금 농림부가 생각하
고 있는 계획은 작은 것이지만 그 보다도 적은 재원을 투자하더라도 반드시 성공한다고 본
다”라고 자립·협동정신을 강조하였다. 또 “‘구체적인 계획은 투자 결정하기 전에 자세히 검
토해서 그 계획을 농민들에게 설명하여 주고, 지역 농민들은 자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정부
가 할 것과 농민들이 자력으로 해야 할 것을 가려내서 농민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흔연히
협조하겠다는 동의를 얻은 연후에 정부가 지역을 선정해서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농촌개발에 참여하는 공무원, 농촌지도자, 모든 사람들이 혼연일체로 달라붙어야 성공
할 수 있다.’ 그리고 ‘후보지를 선정할 때 농민의 의욕이 왕성한 지구부터 1차로 선정해 반드
시 성공해 보자. 우리나라 농촌도 정부가 지원하고 농민이 노력하고 정부와 농민이 같이 힘
을 쓰면 근대농촌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보여주자’”고 지시하였다.2), 10) 즉
이 사업의 주도는 정부에서 통합적 농촌개발사업의 결정과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지만 범정
부적 공무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고, 소득증대를 힘껏 노력하면서 지역주민들은 자주
정신이 강하고 협동단결력이 높으며 뛰어난 지도자가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사업을 착수하
도록 강조하였다. 이는 새마을운동의 기본 정신과 같은 맥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당시 농촌근대화 계획안을 직접 기획, 준비했던 농림부 농지국 지정과 이관범 기획계장은
그 후 새마을소득과장직을 거쳐 농어촌개발국장에 이르기까지 새마을사업의 진흥에 관련된
부서에서 열정을 쏟았고, 내무부의 새마을운동과 별도로 농림부에서 추진한 대단위 농산어
촌지역의 소득증대사업과 생활환경개선사업을 통합한 정주권개발사업 업무까지 발전시켜
가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래서 이런 여러 사업에 관련했던 몇 분들이 정부 차원의 최초
‘농촌근대화 계획’을 보고했던 천안시 성거읍 정촌리의 잊혀져가는 현장을 46년만인 2015년
12월 28일에 함께 방문하여 당시 고 박정희 대통령의 좌석 위치(사진 2)와 현장의 전시용 시
범 개량농가주택들(사진 3)의 현황과 오늘날 농촌의 발전모습을 돌아보았다. 그러면서 그 때
의 감격적인 현장에 기념물 하나를 세워두는 것도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아쉬움을 나누
었다.
마을 단위의 새마을운동 사례를 보면, 1970년 4월 22일 한해(旱害)대책 지방장관회의에서
성공사례로 언급한 청도읍 신도 1리 마을은 1969년 8월 4일 박정희 대통령이 경상남도 일원
의 혹심한 수해지역을 시찰하러 가던 중에 경부선 철도변에 위치한 청도군 신도 1리 마을의
환경이 잘 정비된 모습과 마을주민들이 협동하여 일하는 것을 보시고, 수행하던 비서관을 시
켜 마을주민들이 함께 이룩한 마을의 울창한 산림조성, 말끔한 지붕 개량, 잘 정비된 마을 안
길 등 마을의 생활개선사업의 상황을 돌아보게 하였고, 그에 대한 보고를 받은 데서 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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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 후 이 마을은 새마을운동 발상지라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당시 청도군 내에서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협동하여 마을가꾸기
를 시작한 곳은 ‘청도군 청도읍 신도 1리
(1957)’ 외에 ‘청도군 화양읍 합천리(1955)’
에서는 신도 1리보다 2년 앞서 마을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9)
도 단위의 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 박 대
통령께서 언급하신 내용 중에는 1962년 8월
농협에서 주관하는 업적경진대회에서 “전라
북도의 ‘보고 가는 마을운동’의 성공사례”를

사진 2. 농촌근대화계획 보고 시의 고 박정희 대통령
좌석 위치(왼쪽부터 정지웅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
관범 전 농림부 농어촌개발국장, 조범호 전 농어촌진
흥공사 이사, 2015. 12. 28)

들어 설명하기도 하였다.
초기의 새마을운동에 따른 사업추진은 다
양하게 이루어졌다.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
해 설립된 농업진흥공사는 새로운 농촌마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고, 각 마을단
위의 사업은 일부 기술과 재정을 지원을 하
였다. 여기서 새마을사업 자체는 농촌마을
단위에서 집행하고 또 사업의 결과보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보고 계통을 따라 농림
부 농정국 새마을소득과(구 농정과)에서 농

사진 3. 농촌근대화계획 보고시 건축된 시범개량농가
주택 현황(2015. 12. 28)

업과 관련된 자료를 집계하여 상부로 보고
하였다. 한편 농촌새마을운동이 활발히 전개됨에 따라 도시새마을운동에 대한 필요성이 부
각되었다. 도시마을 단위의 보고는 내무부에서 집계하여 상부로 보고하고 있었다. 한동안 농
림부의 사업적인 업무와 내무부의 사회적인 업무가 함께 병립된 환경에서 추진되던 새마을
운동을 1972년부터 내무부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행정적 추진 면에서 능률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 그래서 1972년 12월 26일에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을 개정하여 업무를 내무
부에서 관할하도록 했으며, 1973년 1월 16일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령 6458호(내무부직제
중개정령)로 농촌새마을운동 업무의 소관을 농림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받아 새마을 담당관
실을 설치하고 그 산하에 4개의 과를 두었으며, 동년 3월 7일 대통령 비서실에 새마을담당관
실을 설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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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지도자 연수원
한편 새마을운동의 성공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새마을지도자
정예 양성기관인 새마을지도자 연수원의 설립은 1972년에 이루어졌다. 새마을운동이 실시
된지 1년간의 새마을가꾸기사업으로 전국 3만 5천여 개의 행정 리 동 마을 단위에 상당한 양
의 시멘트와 철근을 배분하고 마을 별로 원하는 가꾸기사업을 추진하게 하고는 이를 마을
별로 평가하고 그 성과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무엇보다 그 사업을 주
도하는 지도자의 역량이었다는 점을 밝혀낸 것이었다. 이 사실에 입각하여 전국적으로 새마
을지도자를 선발, 양성할 것을 결의하고 중앙에 중앙연수원, 그리고 각 도의 지방행정연수원
을 비롯한 민관사회교육기관들이 자발적이거나 위탁받아 유사한 새마을교육을 실시하게 되
었다.
그 대표적인 기관이 농협대학의 부설기관인 독농가연수원으로 그 연수 방법이 한국 농촌
발전에 널리 영향을 주어온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전개하여 온 방식이었다. 이 연수원의 원장
인 고 김준선생은 가나안농군학교 교육을 받은 바 있고 농촌운동의 실천적 뜻을 품고 한 지
방 국립대학교의 교수직을 버리고 이 독농가연수원을 세우고 원장이 되었던 것이다. 가나안
농군학교 측과 정부 당국의 소식으로는 가나안농군학교의 교장 고 김용기 장로에게 새마을
교육의 주관을 맡아달라는 제안이 있었으나, 종교적 이념을 버려달라는 요청을 수용하지 못
하여, 결국 그 주관은 농협으로 넘어갔다는 소문이 있다. 어찌되었던 농협의 독농가연수원이
새마을지도자 연수의 위탁을 받아 선발된 지도자에 대한 교육을 몇 차례 시험적으로 실시하
였고, 1972년 수원 서둔동 농촌진흥청 곁에 세운 농민회관 10층 건물을 개조하여 농협 인력
의 교관으로 파견된 강사진을 중심으로 중앙새마을지도자연수원이 독립적으로 설립 운영되
기 시작하였고, 12년 후인 1984년에 성남시 율동에 새로운 대규모의 시설을 갖춘 연수원을
갖추게 된 것이었다. 이 성남의 새 연수원이 세워진 첫 행사로 서울대학교 새마을운동 종합
연구소 당시 소장 고 이질현 명예교수가 벨기에에 본부를 두었던 EU 산하 국제지역사회개발
협회와 공동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하면서 새마을운동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새마을운동의 지속성
새마을운동이 전개된지 45년이 지나면서 국제연합과 국내외 농촌개발활동을 통하여 새마
을운동은 전 세계로 전파되며 세계평화를 이룩하는 지속과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새마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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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집념을 가지고 제안하고 총 지휘하던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는 고난을 거쳐 오며, 여
러 차례 이념과 색깔을 달리하는 정권들이 다양한 민주화과정을 거치며 나라를 통치해 왔음
에도 새마을운동을 중단하자는 목소리는 거의 없었고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을 보면 그 지속
성은 확인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군부독재의 종식을 염원하는 학생들의 민주화 항쟁에
서 새마을운동의 타당성과 추진을 주장하던 위정자와 교수들 일부를 비난하는 사례가 없지
는 않았으나, 새마을운동의 공적을 부정하거나 유신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허상이라는 등의
주장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전 국민이 인정하는 바이다. 오히려 해방을 맞은 한반도에
통일을 이루지 못한 남북의 분단 상태에서, 한국은 국제연합 결성 이후 그 첫 중점 사업인 지
역사회개발을 시범적으로 이루어, 사반세기 만에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발전을 겨
루는 나라가 되게 만든 사업이 곧 새마을운동이었음이 인정되고 있다. 그리하여 새마을운동
을 본보기로 삼고자 하는 세계사의 한 흐름이 전 세계로 번져가고 있으며 그 진원지의 언어
인 한글까지도 배우고자 하는 움직임이 세계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기에 이 새마
을운동을 세계로 확대하여 특히 어렵게 사는 나라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자유, 평등, 평화,
행복을 누리게 됨으로써 민주 한국과 같은 발전을 이룩해 낼 수 있으리라고 바라는 바이다.

참고문헌
1.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사진자료 CET0028938_0001_0001, 안성·천원지구농촌근대화 보고
현장, 1969. 12. 10.
2.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음성자료 WA_CEA0000418_안성·천원지구농촌근대화보고, 1969.
12. 10.
3. 내무부,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중개정법률, 1972. 12. 26.
4. 농림부,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 법률 제1891호, 1967. 2. 28.
5. 농림부, 한국농정50년사, 1권, 153-165, 1999.
6. 농림부, 한국농정50년사, 별책(농정반세기 증언), 266-289, 1999.
7. 노화준, 사회적 혁신을 위한 트리풀 힐릭스, 4-5, 2014.
8. 총무처, 내무부직제중개정령, 대통령령 제6458호, 1973. 1. 16.
9. 청도군, 새마을운동42년 발자취, 82-85, 2012.
10. 한국농촌연구원(재), 녹취자료 WA_CEA0000418_안성·천원지구농촌근대화보고, 2015. 12. 21.

1부 논설

87

‘國漢混用(국한혼용)의 表記法體系(표기법체계)’와
‘한글 專用(전용)의 表記法體系’의 比較硏究(비교연구):
“漢字(한자)와 한글을 손잡게 하자!”를 中心으로*
인문대학 언어학과

박형달

1. 한글 專用化 政策(전용화 정책)으로 漢字가 初等敎育(초등교육)에서 빠진 지 半世紀(반
세기)만에 初等學校 公敎育에서 漢字敎育이 되살아날 可能性(가능성)이 엿보인다고 한다. 問
題(문제)의 重大性(중대성)에 비추어 너무 늦은 감은 있으나 “아예 안 오는 것 보다는 늦게라
도 오는 것이 낫다(mieux vaut tard que jamais)”는 프랑스의 俗談(속담)과 같이 얼마나 다행
스럽고 올바른 敎育部의 決定(결정)인가.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字幕(자막)을 볼 때마다
그 뜻을 얼른 把握(파악)하지 못할 때, 그리고 筆者(필자)의 誤解(오해)인지는 몰라도 텔레비
전에 나오는 젊은이들의 “~좋은 것/맛있는 것 같습니다”와 같은 말씨에서 자기만이 잘 아는
主觀動詞(주관동사)(좋/맛있-)文을 ‘너/나’-文이 아닌 ‘그’-文으로 客觀化(객관화)시켜서 自信
(자신)이 없거나 不分明(불분명)하게 表現(표현)함을 볼 때 ― (혹시 그것이 한글로만 表記
(표기)된 漢字語를, 漢字를 가르치지도 쓰지도 않는 狀況(상황)에서, 文脈(문맥)을 통해서 어
렴풋이 把握하는 데서 생긴 習慣(습관)이 아닐까 생각되지만) ― ‘한글 專用’의 盲點(맹점)을
새삼 느낄 때가 많은 것이 事實(사실)이다.
2. 여기서 우리는 한글 專用이 안고 있는 根本的(근본적)인 矛盾(모순)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낼 必要(필요)를 느낀다. 우리는 그것을 言語自體(언어자체)의 本質(본질)이 무엇인가를
묻는 데에서, 달리 말하면 화이트헤드(Whitehead)의 有機體的哲學(유기체적철학)의 中心槪
念(중심개념)으로서의 “實現過程的觀點(실현과정적 관점/process of realization)”에서 보는
바와 같은 言語觀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그 言語觀의 具體的(구체적)이고 가장 가까운
보기로서 화이트헤드 이전에 “音讀/訓讀(음독/훈독)”이라는 文字表記法上(문자표기법상)의
實現過程的 二分法的(이분법적) 짝(*아래 註 3 參照 참조)의 形式(형식)으로 이미 존재하여
이웃 일본의 오늘날의 表記法體系(표기법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新羅時代(신라시대)
* 이 글은 2015年 7月 6日 ‘교수신문’ 11面 ‘원로칼럼’의 內容(내용)을 大幅(대폭) 補完-修訂(보완-수
정)한 것이며,이 글의 論旨(논지)에 따라 漢字를 ‘먼저’/한글을 ‘나중’으로 表記했음을 밝혀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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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國漢混用表記法(국한혼용표기법)으로서의 吏讀表記法體系(이두표기법체계), 즉 漢字를 소리(音), 즉 春을 ‘춘’으로 읽는 - ‘音讀(음독)’ 과 - 뜻(意) 즉, 春을 ‘봄’으로 읽는 - ‘訓讀(훈
독)을 통하여 表記하는 表記法體系를 들 수 있다. 이 音讀과 訓讀은 각각 漢字의 소리(音=음
독)와 뜻(意=훈독)이 密着(밀착)된(x 또는 → 로 표시) 段階(단계)로서의 ‘潛在段階(잠재단
계)’ ‘春(춘)’과 그렇지 않고 弛緩(이완)된(+ 또는 ← 로 표시) 段階로서의 ‘具體段階(봄)’에 該
當(해당)된다. 즉 音讀의 ‘소리/뜻’은 ‘1音/音2’로, 訓讀의 ‘소리/뜻’은 ‘{1訓/訓2}’ 로 표시하면
“潛在段階: 音讀(소리=1音 → 뜻=音2: 春 춘)/具體段階: 訓讀(소리=1訓 → 뜻=訓2: 春 봄)”와
같이 된다.
3. 이 ‘言語의 本質에 符合하는 音讀-訓讀(=潛在-具體/模糊性모호성ambiguité-換言환언
paraphrase)0)의 ‘짝’이 곧 부버(Buber)의 對話原理(대화원리)(das dialogische Prinzip)0)에 바
탕을 둔, ‘對話의 直接的-完全合致的-相對(직접적 상대)(너/나) 中心의 間接的-不完全合致的
客體(간접적-불완전합치적 객체)(1그2)’로서의 ‘對話行爲(대화행위)의 (力學的/對稱的 역학
적/대칭적) 實現過程的 먼저/나중의 順序(순서)의 組織(조직)’의 ‘基本的(기본적) 짝０）’이라
말할 수 있다. 이 ‘潛在 → 具體’의 ‘實現過程의 짝’은 言語의 本質을 벗어난 ‘恣意的/絶對的/
物理的(자의적-절대적-물리적) 먼저-나중의 順序의 짝’이 아니라 언제나 “言語의 本質에 符合
(부합)하는 實現過程上의 位置(위치)”로서의 ‘必然-相對-自然-脫物理的(필연-상대-자연-탈물
리적-(均衡균형)的 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 普遍的(보편적) 特徵(특징)으로 삼기 때문에,
이 짝을 對稱의 화살표시(→ / ←)와 ‘(괄호)의 無(무)/有(유)=潛在/具體’로써 公式(공식)으로
表示(표시)하면:“潛在: 1音 → (音2)/具體: {(訓2)←1訓}”이 되고 부버式(식) 人稱(인칭)의 짝0)
즉 ‘潛在=너/나’ ; ‘具體=2그1’로 表示하면 “潛在: 너→(나)/具體: {(2그)←그1}”과 같이 된다. 다
시 말해서 이것은 (아래의 “吏讀 2”에 비해서) “나중(=具體/그)”의 “먼저(=潛在 너/나)化(즉
同形/同一化)過程(1)”이라는 內容(내용)을 갖는다. 이 公式을 吏讀(1) 의 公式*이라고 부르기
로 한다. 그리고 이 公式의 對稱的 짝이 되는 公式은 그와 對稱的 逆方向(역방향)의 公式, 즉:
“具體: {그2→(1그)}/潛在: (너)←나”가 된다. 이것은 앞의 吏讀(1)과는 “對稱的”으로 “나중(=
具體/그)”의 “먼저(=나너)化(즉 同形/同一化)過程(2)”라는 內容을 갖는다. 이것을 吏讀(2)의
公式 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게 整理(정리)하면(*對角線의 同形化

의 順序는: 너  → 나 ⥂ → 그 ↓↑임):

吏讀(1), 즉 “나중(=具體/그)”의 “먼저(=潛在:너/나)化過程(1)”은:
“潛在=音讀(먼저): 너→(나)/具體=訓讀(나중): {(그2)←1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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吏讀(2), 즉 “나중(=具體/그)” 의 “먼저(=潛在: 나-너)化過程(2)”는:
“具體=訓讀((나중): {그2→(1그)}/潛在=音讀(먼저): (너)←나”

와 같이 된다.
이 ‘너-나’ 中心의 吏讀(1)과 吏讀(2)의 짝은 다시 그 짝의 ‘그-化’된 짝으로서의 ‘1그-그2’ 中
心의 吏讀(3-1)과 吏讀(3-2)의 짝과 짝을 이룬다. 이 ‘그-化’된 짝은 ‘너-나’ 中心의 吏讀(1)/吏
讀(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즉 ‘對稱的/實現過程的’으로, 즉 :

吏讀(3-1), 즉 “먼저(=潛在:너나)”의 “나중(=具體=그)化過程(3-1)”은:
“潛在=音讀(나중): {너→(나)}/ 具體=訓讀(먼저): (그2) ←1그”;

吏讀(3-2), 즉 “먼저(=潛在:나/너)”의 “나중(=具體=그)化過程(3-2)”는:
“具體=訓讀(먼저): 그2 →(1그)/潛在=音讀(나중): {(너)←나}”, 즉: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이 新羅의 吏讀式 國漢混用表記法으로서의 ‘너/나’ 中心의 對稱的 짝이 그대로 日本(일
본)으로 건너가 오늘날까지 日本의 文通行爲(문통 행위)의 主軸(주축)이 돼 있음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다.1） 이 新羅傳統의 너/나적 音讀(潛在/먼저)과 2그1적 訓讀(具體/나중)의 짝
으로서의 吏讀表記法體系 즉 新羅式 表記法體系2）와 對立(대립)되는 表記法體系가 곧 西歐
式(서구식) 希臘(희랍)-라틴 傳統(전통)의 非(비)-吏讀的, 表音 알파벳專用의 表記法體系이
다. 즉 바로 위의 ‘너/나’ 中心의 짝, 즉 너/나와 1그2의 짝의, “그化 된 表記法體系”이다. 이것
이 곧 ‘2그1 中心의 訓讀(具體/먼저)과 ‘나/너’ 中心의 音讀(잠재/나중)의 짝’으로 이루어지는
‘脫(탈)-吏讀(너/나)的’, 즉 ‘訓讀(具體/2그1) 中心的 表記法體系’3）이다. 그리고 ‘한글 專用’은
(不當-부당-하게도) 그 範疇(범주)에 속하게 된다.
이 ““脫-(潛在/너-나/音讀) 中心의 吏讀的 즉 訓讀(具體/2그1) 中心的 表記法體系”는 ‘그(=
具體/訓讀)化된’ 너/나 中心의 表記法體系,즉 위에서 整理한 “吏讀(1)/吏讀(2)”와 “吏讀(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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吏讀(3-1)”이 만드는 “實現過程的-力學的-對稱的 먼저/나중의 順序의 짝의 組織"을 더 “그(=
具體/訓讀)化”, 즉 音節化시킨 表記法體系를 말한다. 즉 그렇게 人爲的(인위적)으로 “그(=具
體/訓讀)化”시킴으로써 이미 ‘꽉 찬 狀態에 있는 너/나 中心의 潛在=音讀=文法的 表記法體
系'를 “脫皮(탈피)한 體系”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 “脫皮한 體系”는 吏讀(1)/吏讀(2)와 “吏讀
(3-2)/吏讀(3-1)” 각각의 “나중(=具體/그)"의 順序項을 對稱的(=對角線的)으로 서로 連結(짝
짓기)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앞 “3” 參照) 즉:

*첫째로 吏讀(3-2)와 吏讀(2)의 “나중(=具體)項”을 連結함으로써
生成(생성)되는 “脫-吏讀(3-2)/(2)項:” 나중=音聲: {그2→ (1그)}”
나중=文字: {(너)←나}”, 즉 對角線으로:

과 같이 되고, 그 다음의 둘째, 즉 “脫-吏讀(1)/(3-1)項은 다음과 같다:

*둘째로, “첫째”와 對稱되는 “脫-吏讀(1)/(3-1)項”:
“潛在=音讀=文字 =나중: {너→(나)” →”具體=訓讀
=音聲=나중: {(그2)←1그)}”, 즉 對角線으로:

5. *아래에 지금까지 살핀 “言語의 本質에 符合하는 吏讀(1)/(2)=먼저=文字와 吏讀(3-1)/
(3-2=나중 =소리/말)”, 그리고 “그 本質을 벗어난 脫-吏讀段階”를 綜合하면:

言語自體의 本質에 符合하는 ‘너→ 나
＝1實辭→2實辭의 짝을 中心으로 하는 組織:

言語自體의 本質에 符合하는 ‘(너)←나＝（1虛）←虛2’
의 짝을 中心으로 한 바로 옆 左와 逆方向的으로 對
稱되는 組織:

*吏讀(1)
1

中國語: 먼저＝文字/｛나중＝소리／말｝
너→（나） / {（2그）←2그｝＝
音→（音2）/ ｛（2訓）←1訓｝＝
1
書→（讀） / ｛（聽）←話｝＝
實→（實2）/ ｛（虛2）←1虛｝
1

＊＊吏讀(2)
日本語:
｛（너）←나｝ /
{나중 = 文字}/
音 (1音)
/
2
實 (1實)
/
2
讀 (書)
/

그2→(1그)=
먼저=소리/말
(1訓) 2訓=
（1虛） 2虛＝
(話) 2聽

1부 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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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吏讀（3-2）

＊＊＊吏讀（3-1）

新羅語: 言語의 本質에 符合하는
그 ← 1그 = (2虛辭) ← 1虛辭의 짝을 中心으로 하는 中國語2: ｛나중＝소리/말｝/ 먼저＝文字
2
{ 그2→（１그} / (너）←나 =
吏讀(1)의 對稱組織:
{너 → (나)} / (2그)← 1그 =
｛ 訓2→（１訓）} / （1音）←音2＝
{ 나중=문자 }/ 먼저=소리/말
{聽→（話）｝
/ （書）←讀 ＝
{ 虛2→（1虛）｝ / （1實）←實2
音 (2音) / (2訓)
訓=
1
1
實
(
實)
/
(
虛)
虛
＝
1
2
2
1
書 （讀)
/ （聽）
話

* 윗그림의 1中國語/日本語와 新羅語/中國語2의 關係는 7-1의 왼편 그림 參照).
言語의 本質을 벗어난, 아래 左/右欄의 公式의 左/右項을 각각 中心으로 하는 組織:
脫－吏讀(2)/（3-2)

脫－吏讀(1)/（3-1）

脫－日本語: “吏讀（3－2） 日本語”의 ｛나중＝文字｝ 즉
｛（너）← 나｝와 그 右上의 “吏讀（2）＝2中國語”의 {나중
＝소리｝ 즉 {2그 →（1그）｝｛을 連結하는 對角線의 짝:
｛2그→ （1그) /｛（너）← 나｝

脫－新羅語: “吏讀（3－1） 新羅語”의 ｛나중＝文字} 즉
｛너→(나)}와 그 左上의 “吏讀(1) = 1中國語”의 {나중
= 소리/말} 즉 {(2그) ← 1그}을 連結하는 對角線의
짝: {너 → (나)} / {(2그) ← 1그}.

6.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言語의 本質에 符合하는) 國漢混用表記法體系”로서의 “漢
字”{즉 音讀-/書-讀-//너-나的 吏讀(1)/(2)}의 對稱的 짝의 組織으로서의 “한글”{즉 訓讀-/話聽-/‘그’ 的 “吏讀(3-2)/(3-1)}”은, “{(言語의 本質을 벗어난) 한글專用表記法體系”로서의
“한글”{즉 訓讀-/話聽-/그-的”脫-吏讀(2)/(3-2) 및 (1)/(3-1)”}과 그 外形이 같음을 發見할
수 있다. 이 “外形의 同一性”이 담고 있는 참 內容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곧 그들의 “實現過
程上의 位置”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7-1. *아래에서 우리는 “敎科書的(교과서적)인 보기”로서 ‘한글’ 로 “학교”로 표기하는 것과
“漢字”로 “學校”라고 表記하는 것이 ‘같으냐/안같으냐’ 하는 問題와, 語幹과 語尾를 “너/나
中心의 吏讀式 表記法體系”와 같이 “너/나적 音讀=潛在(語幹) → 그적 訓讀=具體(語尾)”로
分析表記할 때,그것과 “2그1 中心의 脫-吏讀式 表記法體系”와의 사이에 나타나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外形上의 同一性”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問題를”, (言語의 本質에 符合하는)
實現過程上의 順序”라는 總體的 觀點에서 살펴 보기로 한다.
*위 圖表에서 “吏讀(1)/吏讀(2)” 각각의 公式의 “맨끝 左/右 中心項: 너 → (나)/(너)←나”와
“가운데 右/左 中心項: “{그2 → (1그)}/{(그2←1그}”가 만드는 아래와 같은 “너-나 中心의 吏讀
(1)/(2)表記法體系”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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吏讀 (1)너/(2)나 中心의 表記法體系

에서 虛辭로서의 “한글/かな”는 實辭로서의 “漢字”와 完全히 合致된 “너-나”段階로서 渾然一
體(혼연일체)가 되어 있다. 바꿔 말하면 “한글 표기” “학교”는 “漢字 表記” “學校”를 “念頭(염
두)에 둔 表記”이다. 즉 다시 말하자면 “言語의 本質에 符合하는 實現過程의 順序”에서, 그
發音上의 外形의 같음에도 불구하고, “나중” 位置를 차지하는 表記이다. 그것은 “語幹(값-,
몫-) + 語尾(-이/-을)”로 代表되는 (한글 專用上의) 現行의 文法的 表記法도 吏讀式國漢混用
段階와 關聯(관련)지어지기 때문이다.
즉, “語幹(값/짧) + 語尾(-이/-아)”와 같은 “(한글 專用의) 文法的 分析表記”도 “(吏讀式 國
漢混用의) 音讀 → 訓讀的/實現過程的 分析表記(語幹=音讀: 法 + 語尾=訓讀: -이/-을)”와 “完
全合致"되는 表記로서, 그 外形上의 同一性과는 달리, 實現過程의 順序上 “나중”에 속한다.
그와 反對의 順序일 경우, ”모아 쓰기”로 代表되는 “吏讀的 分析表記”와의 紐帶(유대)는 허
물어지고 “(西歐式 表音文字 專用의) 풀어 쓰기로 치닫게 되어 文通行爲(문통행위)는 겉잡을
수 없는 一大混亂(일대혼란)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모아쓰기/풀어쓰기/音節的 表記”는 “參
考資料: 10” 參照).
7-2. 끝으로, 지금까지 본 “國漢混用的/吏讀(1)너-(2)나/實辭=漢字 中心의 表記法體系”와
“한글專用的/脫-吏讀的/(3-2)-(3-1)=2그1=虛辭=한글-かな 中心의 表記法體系”의 差異
(차이)를 “그림”으로 對比시켜서 識別(식별)하기로 한다. 그 “外形의 同一性”의 對比는 곧
“너-나 中心 表記法體系”의 “나중=具體 한글” 段階와 “2그1 中心 表記法體系”, 즉 “한글 專
用段階”의 “먼저=具體” 사이의 對比가 될 것이다{*右欄의 그림에 대해서는 앞 “4”를 參照; 두
對角線(대각선) 그림에서 굵은 邊(변)이 한글/가는 邊이 漢字; 左邊⤡=먼저/右邊⤢= 나중임;
“漢字/한글”은 너-나/1그2, 潛在/具體, 音讀/訓讀, 文法/音節에 該當해당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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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나 中心의 國漢混用表記法體系

2그1 中心의 한글專用 表記法體系

左/右欄의 對角線 그림에서 첫눈에 띄는 굵은 線(선)의 邊(변) (⤢과 ⤡)이 國漢混用과 한
글 專用의 두 表記法體系의 對比(대비)의 對象(대상)이 되는 “具體=訓讀=한글= 1그2/2그1”段
階이다. 보는 바와 같이 左欄의 “訓讀=한글=1그2” 段階(⤢)”는 ‘가는 邊=音讀=漢字=너-나
(⤡)’와, 그 “完全合致的 ‘너-나’性(성)” 때문에, “完全合致”를 이루고 있는 짝임에 比해서, 右
欄의 “굵은 邊=訓讀=한글(2그1)(⤡)”은 ‘가는 邊=音讀=漢字=나-너(⤢) 段階’와, 그 不完全合
致的 ‘2그1性’ 때문에, “不完全合致”를 이루고 있는 짝이다. 그런데 右欄의 “굵은 訓讀”은 左欄
의 “完全合致的 짝 “너-나→2그1”을 “脫皮”한, 즉 “完全合致的 너-나”와는 無關(무관)한 2그1이
다. 따라서 그 位置가 “먼저”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段階는 “訓讀中心”이면서 그것을 “音
讀中心”으로 “誤認-錯覺 또는 主張”하고 있는 “恣意的 表記法體系”로서의 “한글 專用의 表
記法體系”의 實狀(실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左欄의 “漢字→한글”의 짝에는 오직 “音讀→訓讀”이라는 “順理的-普遍的-完全合致的(密着
的= 너-나 中心的) 順序”가 있을 뿐, “支配(지배)→被支配(피지배)”란 內容은 決코 끼어들 수
없다. 그 反面에 順理와 反對의 右欄의 “訓讀→音讀”의 짝에서는 오직 “恣意的-差異中心的
-不完全合致的(分離的분리적=差別的차별적/2그1 中心的) 順序”가 있을 뿐이다.
“學校/학교”의 表記法上의 ‘같고 다름’이든, “한글맞춤법 통일안”의 “모아쓰기 綴字法(철자
법)(몫, 닮, 등)”과 “吏讀式表記法(法이, 法을, 등)”과의 關聯性의 ‘있음과 없음’이든, 漢字를
國語와 함께 가르치는 “(國漢混用的)漢字敎育”이든, 그와 反對로 漢字를 外國語 처럼 國語와
는 따로 가르치는 “(한글專用的) 漢字敎育”이든, 左/右欄의 對比에서 明確(명확)히 識別(식
별)돼야함은 새삼 되풀이할 必要가 없을 것이다.
8. 吏讀式表記가 潛在로서의 너/나 中心의 音讀과 具體로서의 2그1 中心의 訓讀의 對稱的
짝이라는 말은 言語의 本質 즉 쓰(書)고 읽(讀)는 데 쓰이는 文字(문자)가 말(話)하고 듣(聽)
는 데 쓰이는 音聲(음성)에 비해 ‘實現過程의 順序(=力學的/對稱的 順序/“順理上의 順序”5)에
서 앞선다는 重要(중요)한 內容(내용)을 담고 있다. 그와 거꾸로의 지금까지의 通說(통설),
즉 “소리(먼저)-글자(나중)”의 順序(=“恣意的-主張的 順序5)”를 뒤집는 자끄 데리다( Jac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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Ｄerrida)의 “解體主義 哲學” 즉 “文字學/그라마톨로지”의 理論(이론)을 이 吏讀表記는 ― 그
스스로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言語의 本質을 담고 있다는 事實 때문에 ― 이미 지니고 있
었던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한글 專用化政策’의 盲點이 있었던 것이다. 言語의 本質에
符合(부합)하는 (新羅傳統의 너/나적 音讀中心의 “表記法體系”로서의) 吏讀式表記와 그 本
質을 벗어난 反-吏讀式表記, 즉 (希-羅 傳統의) 西歐式 ‘表音알파벳 表記’의 對比(대비)는 ‘등
잔 밑이 어둡다’는 眞理(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9. 日本의 鈴木 孝夫(스즈끼 다까오)6） 교수가 指摘(지적)한 바와 같이 “同音異義語(동음이
의어)의 氾濫(범람)과 日本서도 失敗(실패)한 (訓讀의 漢字를 없애는) 漢字 廢止運動(폐지운
동)7)을 부추기는 그릇된 ‘그’-/表面-中心의 西歐式 言語學 理論을 盲目的(맹목적)으로 追從
(추종)”하는 대신, 中國의 漢字의 實辭(실사)/虛辭(허사)의 짝7)을 音讀/訓讀의 짝으로 하는
表記法體系를 頂點(정점)(너/나)으로, 新羅-日本의 吏讀表記法體系를 그 頂點의 짝(2그1)으로
하는 ‘力學的(역학적)-對稱的-漢字文化圈的(문화권적) 表記法體系’(*앞 “7-1”의 왼편그림 參
照)는, 表意文字가 없는 西歐式 表記法體系와 함께, 그것이 낳는 ‘그’–中心의 (그레코-라틴 즉
希-羅 傳統의) 理論을 고침으로써, 統一(통일)된 理論을 세우는 데에 有益(유익)한 同伴者關
係 (동반자 관계)에 서게 될 것으로 展望된다.
10. 이로써 日本의 小倉 眞平(오구라 신뻬이)의 “鄕歌及び吏讀の硏究(향가 및 이두의 연
구)”8)와 그에 뒤질세라 그를 猛追擊(맹추격)한 우리의 梁柱東(양주동)의 “古歌硏究(고가연
구)”9)를 비롯한 나라 안팎의 眞正(진정)한 言語學者(언어학자)로서의 ‘吏讀硏究家(이두연구
가)’10)들의 그 동안의 勞苦(노고)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다시 한번 “漢字와 한글을 손잡게 하자!”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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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기로 든 ERDMANN의 독일어 알파벳의 “目讀에 관한 硏究”는 “希-羅 傳統의 (2그1中心의) 表音 알파벳 表記法體系”와 “新羅傳統의 力學的－對稱的－漢字文化圈的 韓－中－日의
表意文字中心(=너/나-中心)의 表記法體系”와의 差異(차이)를 드러내고, 그로써 表記法體系의 差
異가 낳는 諸理論(제이론)의 統一化(통일화)에 관한 問題를 提起(제기)했다는 점에서 示唆(시
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4） 李翊燮, “思考面에서 본 文字言語의 機能”(討論會: 國語와 文字-言語學的考察), 語學硏究(第13卷

96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5, 제11호

/第2號), 1977, p.193, 서울대학교 語學硏究所.
5） JACQUES DERRIDA, DE LA GRAMMATOLOGIE, LES EDITIONS DE MINUIT, PARIS, 1967/韓
譯版, 김성도 옮김, 2013, 서울 민음사; 文字가 音聲에 앞선다는 말은 곧 表意文字와 表音文字 사
이에도 適用된다. 즉 “表意文字＝너나－/深層－/音讀－中心的/必然的／完全合致的”이라면 “表
音文字＝2그1－/表面－/訓讀－中心的/恣意的－主張的/不完全合致的”이라는 公式이 適用된다는
뜻에서의 “앞선다”는 말이 된다.
6） 鈴木孝夫, 閉された言語－日本語の世界, 新潮社, 東京, 昭和 59年/TAKAO SUZUKI, WRITING
IS NOT A LANGUAGE’ OR IS IT?, Journal of Pragmatics I, 1977, 407-420, North Holland
Publishing Company/허웅, 한자는 폐지되어야 한다, 한글 제143호, 1969, pp.22-49, 한글학회.
7) 藤堂明保, 中國文法の硏究, 1956, pp.129-135, 東京, 江南書院/張志公 著(香坂順一 譯), 中國文法
基礎(漢語語法常識), 1955, pp.209-280/pp. 361-372, 東京 江南書院.
8) 小倉進平, 鄕歌及び吏讀の硏究, 1974, 서울, 亞細亞文化社.
9) 梁柱東, 古歌硏究(增補版), 1960, 서울, 博文書館.
10) 李熙昇, 한글 맞춤법 통일안 강의(綴字法 統一案 講義), 1959, 서울, 新丘文化社/李基文, 國語表
記法의 歷史的硏究, 韓國硏究叢書 第18輯－言語－, 1963, 韓國硏究院/漢字의 釋에 관한 硏究,
東亞文化 第11輯, 1972, pp.231-269, 서울, 東亞文化硏究所/安秉禧, “造語-統辭的 측면에서”(討
論會: 國語와 文字 ― 言語學的 考察), 語學硏究(第13卷 第2號), 1977, pp.199-200; 中世國語口訣
의 硏究, 1978, 서울, 一志社/許雄,” 李朝初期文獻의 表記法에 나타난 文法意識”, 국어국문학,
no.3; 국어국문학회, 서울, 1953, pp.6-9/南豊鉉, 國語史를 위한 口訣硏究, 1991, 서울, 太學社/朴
亨達, 表記法과 言語의 問題 ― 15世紀 國語文獻에 나타나는 特異表記法을 中心으로 ―, 亞細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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異表記法, 즉: 語幹末 “ㅁ,ㄴ,ㄹ,ㅿ,ᅌ+ㅇ-助詞(몸이, 눈에, 놀이, 빗이, 스승을)”를 物理的事實로
서의 音節의 分界記號(-ㅁㅇ, -ㄴㅇ-, -ㄹㅇ-, -ㅿㅇ-, -ᅌㅇ-)로 보지 않고 現行(모아쓰기)國語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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體系” 또는 *앞 “7－2”의 1中←中2（↗）를 나중(=나-너)으로 하는 짝이 이루는 한글=訓讀=먼저/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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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 1中 →中2（↘） 및 그와 完全合致되는 한글(나중=訓讀=2그1=몸, 값-이, 을) 또는 *앞 “7－2”의
日 ←羅（↗）（짝이 이루는 吏讀表記法體系로 誤認錯覺 내지 主張하는 恣意的/脫-實現過程的 表
記法體系의 事例(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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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는, 가”의 이해
음악대학 작곡과

서우석

시작
이 글은 “-는, -가”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기 위해 쓴 글이다. 현재 학교 국어 문법이나 문
장 지도에서 “-는”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은 거의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
닐 것이다. 그 이유는 “-는”이 무엇인가를 규명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
리의 언어 감각에는 “-는”이 개입된 경우, 그 말의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판단 기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준이 감추어져 있을 따름일 것이다. 이 글은 그 판단의 근거를 밝히려고 하
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는”과 “-가”를 구별해 사용해야 함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무심코 지
나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지하철의 안내 방송에서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
다”를 들으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내리실 문이 왼쪽입니다”를 듣는다면 불편함
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문장이든 구어이든, “저기 해가 떠오른다”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저기 해는 떠오른다”에 대해서는 고개를 젓는 사람이 많을 것이
다.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신문의 제목을 읽을 경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모였다”를 읽게 된다면 의아해 하는 사람이 없지 않을 것이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
자. “사람은 죽는다”와 “사람이 죽는다” 둘은, 그 뜻을 잠시 생각해보면 의미하는 바가 다르
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전자는 만고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후자는 지금 여기서 일어
나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이 글의 후반에 이르러 밝히게 될 바이지만 글을 편하게 읽기 위해 이에 대한 설명을 먼저
간단히 요약한다. “저기, 해는 떠오른다”는 잘못된 문장이지만, “해는 저기서 떠오른다”는 바
른 문장이다. “저기”는 안 되고 “저기서”는 된다는 뜻이다. 왜 그럴까? “저기, 해가 떠오른다”
에서 “저기”는 해가 저쪽에 “있음”을 뜻하지만, “해는 저기서 떠오른다”에서 “저기서”는 장소
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곳에 지금 해가 “없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저기서”는 비어 있는 공간이다. 여기서 우리는 “해가”는 “해”라는 “실체”를 지칭하는 것이고
“해는”은 “해”라는 “개념”을 지칭하는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는
성립하지만 “내리실 문이 왼쪽입니다”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문이 왼쪽입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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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적으로 틀렸기 때문이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에서도 “문”은 실체가 아닌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존의 이론은 이 경우를 “-는 사용”의 “화제 기능”으로 설명하였다. 다른
말로 하자면 “문”이 이야기의 주제, 즉 토픽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가정할 수 있다. “문, 해, 사람”에 “-가”가 첨가될 때에는 “실체”
를 지칭하고 “-는”이 첨가될 때에는 “개념”을 지칭한다. “-가”는 실체-지칭 조사이고, “-는”은
개념-지칭 조사라는 뜻이다. 따라서 “저기, 해는 떠오른다”가 잘못된 문장인 이유는 “저기”로
인해 “해”가 지칭하는 바가 실체임을 확정했기 때문이고, “해는 저기서 떠오른다"가 바른 문
장인 이유는 “저기서”가 “해”를 개념으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는다/사람은 죽는
다"의 뜻 차이 역시 앞의 사람은 실체이고 뒤의 사람은 개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문이 왼쪽입니다”가 불편한 이유 역시 이 문장에서 문이 “실체”이므로 바른 문장이 되려면
“문이 왼쪽에 있습니다”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고, “문은 왼쪽입니다”가 바른 문장이 되는 이
유는 “내리실 문”이 곧 실현될 토픽으로서의 문을 지칭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은 모였다”
가 바른 문장이 아닌 이유는 뒤에 밝히기로 한다.

논의
조사: 조사는 문장에서 피접어의 문법적 기능을 결정한다. “그곳에”라고 말할 때에 “~에”
자리에 “-이/-을/-에서” 등의 조사가 들어갈 수 있고 그에 따라 피접어인 “그곳”의 문법적 기
능이 다르다. 현 국어 문법은 “-이/-을/-에서”를 주격/목적격/처소격으로 명명한다. 여기서 주
격, 목적격은 어느 정도 문법적 기능을 바탕으로 명명한 것이지만, 처소격은 전적으로 의미
론적 기능을 바탕으로 하고 명명한 것이다. 우리는 문법적/의미론적 기능에 근거하는 대신,
피접어 집합의 성격을 규명함으로서 조사의 기능을 살피려고 한다. 피접어의 집합의 성격을
규명한다는 것은 넓게 보자면, 위상공간의 개념을 원용한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 언어가 들
어내는 바를 하나의 공간으로 전제하고, 그 전제하에서 언어의 공간구조를 위상의 개념으로
분석하려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위상 공간을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위
상공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보다는, 개념적 이해를 도모하려고 한다.
위상공간: 위상공간은 우리가 실제 체험하는 외부의 공간을 정의하고 서술하기 위해 만들
어진 수학 이론이다. 위상수학은 공간을 “점과 점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정의한다. 공간을
이렇게 정의고 나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점의 모임인 집합을 정의해야 하고 그 집합 간의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공간을 점과 점의 연결로 정의했으므로 다음에 필요한 일은 “연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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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를 정의해야 할 것이다.
점의 수는 유한개일 수도 있고 무한개일 수도 있다. 유한이건 무한이건 그 점들이 모두 연
결되어 있는 상태도 설정 가능하고 하나도 연결되지 않은 상태도 설정 가능하다. 두 경우의
중간 상태도 설정해야 한다. 중간 상태인 경우, 연결된 점들끼리의 모임을 부분집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체집합은 부분집합이 모인 집합족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집합족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좋은 예가 전철의 공간이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
283개의 전철역이 있다고 한다. 이중 1호선, 2호선 등이 부분집합이다. 수도권 전철은 9개의
번호가 붙은 노선과 분당선, 신분당선, 경춘선 등 모두 15개 정도의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노선의 역들이 부분집합이다. 이들 부분집합 간에는 환승역이라고 불리는 교집합이 있다.
서울 지하철 공간을 위상수학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교집합까지 포함해서 그 연결 상태
를 정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 위상공간은 “연결”이란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어떤 점 옆에 하나의 다른 점
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 연결의 정의다. 이 말은 연결되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바로 옆의 점을 근방이라는 개념으로 지칭함으로서 정의가 보다 구체적이게 된다. 선의 끝
점에 근방이 있는 경우 개집합이고, 근방이 없는 경우 폐집합이다. 따라서 두 점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한 점은 폐집합이 되어야 하고 다른 한 점은 개집합이 되어야 한다. 폐집합 쪽을 X
집합으로 명명하고 개집합 쪽을 T집합이라고 명명한다. 물론 X와 T는 같은 집합이다. 한 점
은, 연결 당하는 경우 X집합에 속하게 하고, 연결하러 가는 경우 T집합에 속하게 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바는 위상공간 이론은 우리의 외부에 있는 실제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의 관심사인 언어공간은 외부에는 존재하지 않은 공간이
다. 우리의 의식, 다르게 말해 우리의 뇌 안에 만들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상공
간 이론의 도움을 받는 데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바는
“집합”과 “연결”이라는 두 개념일 것이다. 조사의 피접어가 어떤 성격인가를 살필 때에 “집
합” 개념의 도움을 받자는 것이며, 조사의 피접어가 문장 내에서 어떤 관계인가를 살필 때에
“연결”개념의 도움을 받자는 것이다. 위상이라는 말은 “집합”과 “연결”이 정의되었을 때에 성
립되는 상태를 지칭한다. 따라서 언어의 공간도 “집합”과 “연결”을 정의함으로서 공간의 성
립을 확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성립이 완성될 때에 위상 수학은 “T가 X의 위상을 이루고 있
다”라고, 또는 “T가 X의 위상이다”라고 표현한다.
집합의 성격: 이제 조사의 피접어 집합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야” 조사를 보기로 한다.
“철수야 가겠지”라는 말은 일상적인 표현이다. 여기서 “-야” 피접어 집합의 성격은 무엇일까?
“철수야 가겠지”는 “영희는 못 가도”를 함축하는 말이다. 발화자의 언어의식 내의 피접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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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에 “영희”가 원소로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 “-야”의 집합 안에 제 3자인 “수진이”
도 포함될 수 있을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된다. “영희는 못가지만, 철수야 가
겠지”는 편안한 문장이다. 그러나 “영희도 못가고 수진이도 못가지만 철수야 가겠지”는 편안
한 문장이 아니다. “철수야”의 피접어 집합은 “철수”와 “다른 한 사람”만을 원소로 지니고 있
어야 한다. 이에 대해 기존의 이론은 “-야”의 피접어에는 자매항이 하나 있다고 설명한다. 집
합론의 명명법을 따르자면, “-야”의 피접어 집합은 “대립항집합”이라고 표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위상공간이론의 집합개념을 원용한 바이다.
“-야”의 피접어 집합은 대립이 되는 하나의 원소를 담고 있는 반면, “-가”는 피접어 집합에
자신 외에는 다른 원소를 담지 않는다. “철수가 가겠지”가 그 예이다. “-가”의 피접어 집합에
는 다른 원소가 없다. 다른 원소는 관심사가 아니다. “철수가 가겠지”에 대해 “명희는요?”하
고 묻는다면, 문법적 관점의 태도는 의아함일 테고 의미론적 관점의 답변은 “명희는 안가도
됩니다”일 것이다.
피접어 집합의 대립항/유일항과는 달리 여러 원소를 골고루 지칭하는 조사는 무엇일까?
“-마다”가 그 조사일 것이다. “철수마다 가겠지”는 성립되지 않은 표현이다. 이 표현은 “너희
들마다 가겠지”로 바뀌어야 한다. “-마다”의 피접어는 대상 “하나”만을 지칭하는 단어를 허용
하지 않는다. 복수의 것을 지칭하는 단어만이 그 피접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집마다 들러
보았다"보다는 “집집마다 들러보았다”가 더 편한 문장이다. 여기서 “집집”은 “집”의 복수형태
일 것이다. “花”의 복수를 “花花”로 표현하는 중국어를 닮은 모습이다. “오늘마다”는 불가능
하지만, “수요일마다”가 가능한 이유 역시 “오늘”은 하나뿐이지만, “수요일”은 매주 있기 때
문이다.
피접어 집합에 대해 한 가지만 더 살핀다. “부터/까지”의 두 조사는 피접어 집합의 원소들
을 순서대로 정렬시킨다. 이를 집합론에서는 순서집합 또는 정렬집합이라고 칭한다. 따라서
정렬이 될 수 없는 집합은 피접어집합의 원소가 될 수 없다. “부터/까지”의 예는 “하나부터
열까지 세어보라”, “밥부터 먹어라”, “목포까지 간다” 등일 것이다. “일찍부터 간다”는 말은
이 관점에서 보자면 잘못된 문장이다. “일찍”이 순서집합에 속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처음부터 간다”가 바른 문장이듯, “끝까지 간다” 역시 바른 문장이다. “처음”과 “끝”이 모두
순서집합에 속하기 때문이다. “끝부터 처음까지”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끝부터 처음까지 거
꾸로 세어보세요”에서 가능함을 볼 수 있다. 역순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나 -나”는 교집합, “-와 -”는 합집합, “-도”는 부분집합, “-만”은 여집합을 만드
는 조사로 보인다. 이들 조사 중 “-도/-만”은 “-는”과 같은 속으로 보아야 한다. “-는, -도, -만”
의 세 조사는 서로 바꾸어 사용해도 문장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합집합인 “-와”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기로 하고, 교집합인 “-나 -나”에 대해서 짐시 생각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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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나”가 만드는 교집합은 서술부가 그 교집합의 내용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너나 나
나 키가 크다”는 서술은 너와 나의 공통점인 “키”가 교집합의 단서다. “밥이나 떡이나 먹는
다”는 말은 “밥과 떡”의 “먹을 수 있음”에 기초한 교집합 설정 하에 가능한 말이다. 여기서 발
화자가 명령문으로 “밥이나 먹어라”라고 말할 때에는, 교집합의 한 항목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지만 표현에서 생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명령문에서 자연스럽다.
명령문이 아닌 “나는 밥이나 먹는다”는 말은 생략된 “-나”의 피접어 항목을 먹을 수 없음 즉,
선택할 수 없음을 함축한다. 그래서 “나는 떡이나 먹겠다”가 더 자연스럽다. 전자보다 후자의
문장이 자연스러운 것은 후자의 생략된 한 항목이 마음속에 있음을 “먹겠다"가 암시하고 있
기 때문이다. “먹는다”는 외부 상황의 설명이고 “먹겠다”는 내부 상황의 설명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는 밥이나 먹는다”는 가능하지만 “내가 밥이나 먹는다”는 불가능하다. 그 이유 역
시 “-나”가 “-는”을 강제화하는 연결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집합의 연결: 이제 연결의 개념을 살펴보자. “철수야 가겠지”는 편한 말이지만 “철수야 갔
다”는 어딘가 불편한 표현이다. 이 말이 불편한 이유는 “철수야”가 “갔다”를 기피하기 때문일
것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철수야”는 “갔다”를 배척하고 “가겠지”를 선택한다. 연결을 결정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 문장의 위상이다. 집합의 한 단위가 다른 단위를 결정하는 것이 공간
의 위상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를 더 찾아볼 수 있다. “이런들 어떠하리”는 “이런들 좋다/
나쁘다”를 허용하지 않고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는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
다/없다”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연결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무엇/어디” 등이 나
타나면 멀리 떨어진 서술부가 의문형이 되고. “가지 않는다”에서 보듯 “않는다”는 바로 앞의
동사에 “-지”를 첨가해야 하는 경우가 그러한 예일 것이다.
통격조사: 앞서 살핀 조사들 중 한 문장의 모든 문법적 단위에 첨가될 수 있는 조사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조사가 있다. 여러 문법적 단위에 첨가될 수 있는 조사를 통격조사/특수조
사로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통격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
“내가 월요일에 일찍 출발한다”를 예문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야”를 첨가해보면,
“나야 월요일에 일찍 출발한다/내가 월요일이야 일찍 출발한다/내가 월요일에 일찍이야 출
발한다/내가 월요일에 일찍 출발이야 한다” 등이 모두 가능하다. 한편 “-가”는 “내가” 외에는
다른 단위에 첨가될 수 없다. “-마다”는 어떨까? “내가 월요일마다 일찍 출발한다” 외에는 첨
가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내가”를 “학생들”로 바꾸면 “학생들마다 월요일에 일찍이 출발한
다"가 가능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가”는 아예 통격조사가 아니고, “-마다”의 통격성은 제한
적임을 알 수 있다. “-부터, -까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나(부터/까지) 월요일에 일찍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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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내가 월요일(부터/까지) 일찍 출발한다/내가 월요일에 일찍 출발(부터/까지) 한다”에서
보듯 “일찍”에만 첨가가 불가능하다. 역시 제한적 통격조사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의 문법은 “-는, -도, -만, -야, -나, -마다, -부터, -까지…” 등 모두 열개가 넘은 조사를
통격조사 또는 특수조사라는 명칭으로 부른다. “-는” 역시 통격/특수조사의 범주에 넣고 있
다. 통격성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는/-도/-만”이 진정한 의미의 통격조사일 것이다.
“-는”과, “-도, -만”: “-는, -도, -만”의 피접어집합의 성격부터 살펴본다. “-는”의 피접어 집
합에 다른 원소가 포함되지 않는다. “철수는 간다”에서 “-는”의 피접어집합에는 “철수” 외에
는 그 무엇도 포함될 수가 없다. 피접어 하나만이 그가 속한 집합의 원소로 인정된다는 뜻이
다. 유일-항 집합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겠으나, 전칭 집합이라는 명칭이 나은 것으로 보인
다. 반면, “-도”는 피접어가 그가 속한 집합의 여러 원소 중 하나임을 알려주는 조사다. 명명
하자면, “-도”는 부분집합 조사다. “-만”은 피접어가 그가 속한 집합의 여러 원소 중 여집합
원소임을 알려준다. 명명하자면, “-만”은 여집합조사일 것이다.
전칭/부분/여집합의 의미를 설명한다. “내가 오늘은 버스를 탈 것이다”는 말은 “오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일”이나 “모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
는 것이다. 따라서 “-는”의 피접어 집합에는 “내일/모래”가 끼어들 틈이 전혀 없다. 한편 “내
가 오늘도 버스를 탈 것이다”는 어제도 탔고 내일도 탈 것임을 암시한다. “어제/내일/모래”
등이 “-도”의 피접어 집합에 속하고 “오늘”은 그 집합의 한 원소이며 다른 원소들도 술어부와
연결되는 위상을 만들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내가 오늘만 버스를 탈 것이다”에서 “-만”은
“오늘” 외의 다른 원소는 술어부와 연결되지 않는다. 즉 술어부의 부정적 서술과 연결되는 위
상을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일” 등 다른 날은 “버스를 타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작 부분에서 “많은 사람은 모였다”가 잘못된 문장임을 지적하였다. “무수한 별은 보였
다” 역시 잘못된 문장이다. 잘못된 이유가 바로 “-는” 피접어의 전칭성 때문이다. 전칭성으로
결정된 피접어에 “많은/무수한”이 수식어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다르게 설명하자면, “많은 전
부/전체”가 잘못된 수식인 것과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는” 피접어의 전칭성을 부
정하는 수식어를 사용할 수 없음을 뜻한다. “모든”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모든 사
람은 모였다/모든 별들은 보였다”가 잘못된 문장이라는 뜻이다.
“-는”은 주어인가?: “나는 오늘 버스를 탔다”에서 “나는”이 주어인 듯이 보인다. 그러나
“내가 오늘은 버스를 탔다”에서 “오늘은”은 주어일 수가 없다. “내가 오늘 버스는 탔다”든지
“내가 밥은 먹었다”에서 들어나듯 “-는”의 피접어가 주어가 될 수 없다. “나는 간다”에서 주어
는 있어야 하고 “나” 외에 달리 찾을 단어가 없으므로 “나”를 주어로 보는 것은 잘못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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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오늘은 내가 간다”에서 주어가 따로 있듯이 “나는 간다”에서도 주어가 따로 있어야 할
것이다. 억지라고 비판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간다”가 원형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할 “S-1”이 “S-2”의 주어와 일치할 경우 “S-2”의 주어를 생략한다는 법칙을 설정해도 좋
을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자면 “나는 간다”와 “비가 오면, 간다”는 같은 구조의 문장이다.
“나는”과 “비가 오면”을 똑 같은 문법적 단위로 보는 것이다.
“내가 오늘은 버스를 탔다”의 문장 구성을, “오늘은”과 “내가 버스를 탔다”의 두 문법적 단
위가 서로 맞대응하는 구조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두 단위를 “S-1”, “S-2”로 칭하면,
“S-1”은 “의미장-1”이고 “S-2”는 “의미장-2”이며, 둘의 결합은 상위의 의미공간을 만들게 된
다. 이 상위의 의미공간이 이 문장의 최종적 의미다. “오늘은”이 “내가 버스를 탔다”와 대응
하는 단위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문장의 다른 단위에 “-는”을 첨가해 보면 된다. “내
가 오늘 밥은 먹었다”에서 “밥은”이 “S-1”이고 “내가 오늘 먹었다”가 “S-2”이다. 정리하자면
“-는”이 존재하는 문장은 “S-1”과 “S-2”가 결합한 문장이다. “S-1”은 하나의 단어(피접어)일 수
도 있지만 하나의 구(피접구)일 수도 있다. “나는 간다”에서는 피접어이지만, “비가 온다면,
내가 간다”에서는 피접구이다. 피접구일 경우, “-는”이 “-며는”으로 형태가 달라질 뿐이다.
앞서 “-는/-도/-만”을 같은 속으로 본다고 말했듯이, 앞서 예문들의 “-는” 자리에 “-도/-만”
을 대신해 넣어도 모든 문장이 성립된다. 역시 피접어가 아닌 피접구일 경우에도 성립한다.
피접구에서는 “-도/-지만”의 형태로 사용된다. “비가 와도, 내가 간다”와 “비가 오지만, 내가
간다”가 그 예문일 것이다. 한 가지 더 첨가하자면, “나는 오늘은 간다”처럼 한 문장 안에
“-는”이 두 번 나타나는 것이 잘못된 문장이듯, 피접구의 경우에도 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
다. “비가 오면, 나는 간다/비가 와도, 나도 간다/비가 오지만, 나만 간다”는 모두 잘못된 문
장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서로 엇갈리게 사용하면 바른 문장이 될 것이다. “비가 오면, 나
(도/만) 간다/ 비가 와도, 나(는/만) 간다/ 비가 오지만, 나(는/도) 간다”는 모두 바른 문장이
라는 뜻이다. 이를 집합논리로 설명할 수 있으나 옆길로 들어서는 일이므로 여기서는 그 설
명을 생략한다.
“-는”과 “-가”의 지칭성: 글 시작에서 밝혔듯이, “-가”와 “-는”은 지시하는 대상이 다르
다.이 점에서 두 조사의 차이가 가장 잘 들어난다. “-가”는 실체를 지칭하고 “-는”은 개념을
지칭한다. 기호학에서 기표(signifié)가 기의(signifiant)를 대신한다고 설명할 때에, “기의”는
“개념”을 뜻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기의를 분리해 실체와 개념 두 갈래로
지시한다는 점이 분명하다면, 이는 기호학의 뒤통수를 치는 가히 놀라운 사실이라고 하지 않
을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제시한 설명을 좀 더 부연한다. “나무는 있다/많다”는 말은 그 뜻이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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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여기서 “나무는”이 개념이고 “있다/많다”는 실체에 적용되는 서술이기 때문이다.
둘이 모순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념 세계의 서술이 분명한 “나무는 식물이다”는 그 뜻이 뚜렷
하다. “나무가 있다” 역시 그 의미가 불분명하다. 그러나 장소를 명시해 실체임을 분명히 하
면 뜻이 뚜렷해진다. “저기 나무가 있다”든지 “뒷산에 나무가 많다”가 그 예일 것이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본다. “구름이 많다” 역시 불분명한 말이다. 그러나 “오늘 하늘에 구름이 많다”
는 분명한 뜻을 지닌다. 물론 친구와 하늘을 쳐다보며 “구름이 많다”라는 말을 했다면 그 의
미는 분명하다. 실체를 지칭함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오늘 하늘에 구름이 많다”를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많다”로 바꾸면 어떤 성격의
문장이 되는 것일까? 이 문장은 “오늘 하늘에는”이라는 “S-1”과 “구름이 많다”라는 “S-2”가
대응하는 구조가 된다. 즉, “오늘 하늘”이 토픽이 되고 “구름 많다”가 그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하늘에 구름은 많다”는 불편한 토픽 문장이 된다. “구름은”이 “S-1”이고
“오늘 하늘에 많다”가 “S-2”인데, “S-2”가 설명문으로서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많다/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많다”는 토픽으로 성립되는 편안한 문장이지만,
“구름은 오늘 하늘에 많다”는 불편한 문장이다.
“오늘 하늘에 구름이 많다”를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많다”로 바꾼 것은 “-는”을 사용한 개
념 서술 문장에 실세계의 설명을 도입한 것이다. 거꾸로 표현하자면, 실세계의 서술에 “-는”
을 개입시킨 것으로서, 토픽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이것을 토픽의 정의로 감
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그래도 소풍을 취소할 수 없었다”를 “그래도 소풍은
취소할 수 없었다”로 바꾸면 “소풍”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다는 것이고 “그래도 소풍을 취소
할 수는 없었다”는 “취소할 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것이다. 둘 다 토픽을 설정한 것이
다. 물론 이 경우에도 오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늘 조금 덥습니다”를 “오늘 조금은 덥습
니다”고 말하는 것은 토픽으로서 적절치 않은 “조금”을 토픽으로 삼는 것이다.
“-는”이 개념을 지칭하고 “-가”가 실체를 지칭한다면 “-는”의 피접어가 아예 개념어인 경우
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자유/통일”와 같은 개념어의 경우, “-는, -가”가 어떻게 적용되는
가를 살펴보자. 결론을 말하면, 개념어는 비-개념어와 다를 바 없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가 필요하다”와 “자유를 달라”는 말은 개념을 실체처럼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문
장이다. 한편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이다"라든지 “동물에게도 자유는 권리다”에서 “자유”는
개념일 것이다. 정리하자면, 실체가 없는 개념적 단어도 “-가”의 피접어가 될 때에는 실체로
간주되고, “-는”의 피접어가 될 때에는 개념으로 간주된다. “우리에게 자유(는/가) 없다”에서
“-는”과 “-가” 둘 다 불편함 없이 사용된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통일(은/이) 우리의 소원
이다” 역시 둘 다 불편 없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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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는”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한다.
1. “-는”은 개념을 지칭하고, “-가”는 실체를 지칭한다.
따라서 “-는” 문장은 개념 세계의 서술이고, “-가” 문장은 실세계의 서술이다. “-는” 문장
에 실세계의 설명이 도입될 경우, 그 문장은 토픽 문장이 된다.
2. “-는”은 피접어를 전칭-집합화 하고 “-도/-만”은 피접어를 부분집합화/여집합화한다.
3. “-는”의 피접어는 나머지 서술과 1:1로 대응-연결되어 상위의 의미공간을 만든다.
“-는”에 대한 위의 설명은 “-는”의 성격을 “개념-지칭”, “전칭-집합”, “상위-의미”로 개념
화한 것이다. 이 셋을 염두에 두면 “-는” 사용의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저기 해는 떠오른다/마포에 홍수는 났다”는 개념-지칭을 어긴 오류이다. “여기”
가 “해”를 실체로 결정했으며, “마포에”가 “홍수”를 실체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 두 문장은
개념어 문장에 실세계의 서술을 도입한 토픽 문장이지만, 서술의 불완전성 때문에 토픽이 될
수 없는 모습이다. 따라서 잘못된 문장이다. 설명하자면, “저기 해는 떠오른다”에서 “저기 해
는"이 토픽이고 “떠오른다”가 서술이어야 하는데 후자가 실체에 대한 서술이 되지 못한다. 토
픽이 되려면 “저기 해는 어제처럼 오늘도 떠오른다”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마포에 홍수는 났
다” 역시 “마포에 홍수는 해마다 나고 있다”가 되면 토픽 문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은 모였다/무수한 별은 보였다”는 전칭을 어긴 오류이다. “많은”이 “사람은”이
라는 전칭집합을 수식하거나, “무수한”이 “별은”이라는 전칭집합을 수식할 수 없기 때문이
다. 쉽게 이해하려면, “많은 전부”나 “무수한 전체”가 잘못된 수식이듯 “많은 사람은/무수한
별은” 역시 수식어 사용의 오류로 보아야 한다.
“나는 오늘은 쉬었다/비가 그치면 내가 오늘은 간다”는 상위-의미의 오류다. “-는”을 두 번
사용한 잘못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S-1”이 하나의 “S-2”와 연결되는 원칙을 어
긴 경우다. 이런 오류는 구어와 문어에서 흔히 나타난다. 너무 흔해서 자연스럽게 보일 정도
다. “비가 오면 나는 우산은 가지고 나간다”가 그 대표적인 표현일 것이다. 이 문장을 구태여
변명한다면, “비가 오면”이 가장 큰 토픽이고 “나는”이 그 다음 토픽이며, “우산은”이 최종의
작은 토픽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구어에서 보자면, “비가 오면” 다음에 짧은 쉼을 주
고, “나는” 다음에 다시 쉼을 주고 그리고 난 후 끝의 “우산은 가지고”를 쉼 없이 발음하는 모
습을 불 수 있다. 이는, 이미 말한 큰 토픽(조건화)을 접어두고 다시 새로운 토픽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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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언어 심리를 들어내는 것이기도 하다. 즉, 쉼을, 오류임을 알지만 양해해 달라는 또는 덮으
려는 의도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 문장을 쉼 없는 발음으로 읽어보면 그러한 심리를 느
낄 수 있다.
이런 변명을 받아들이더라도 최소한 구어가 아닌, 글에서는 “-는”의 두 번 사용은 삼가야
할 것이다. 토픽의 “-는”은 서술부를 조건화하는 것인데, 한 문장 안에서 서술부를 두세 번 조
건화하는 것은 논리적인 의미전달에 방해가 된다. 화두(토픽)가 둘이 되기 때문이다. 명료한
의미라는 입장에서 보자면, “-는”의 한 번 사용이 바른 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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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징에 대한 철학적 성찰
인문대학 철학과

황경식

1. 人生은 여행처럼! - 시간선호의 문제
한때 인간은 이승의 삶이 덧없는 순례(pilgrimage)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내생의 귀향에
서 누릴 영원한 至福(blessedness)을 꿈꾸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승에서의 장수
(longevity)가 시대의 이데올로기가 되어 버린 오늘 날에는 건강을 챙기는 웰빙(well-being)
이 우리 모두의 화두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나이들어 늙어감(aging)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
면서 각종 항노화(anti-aging, deaging) 방도들의 모색에 혈안이 되어 있다. Aging은 일반적
으로 ‘나이듦’ 을 의미하겠으나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인생의 전반기가 아니라 쇠약해가는 인
생의 황혼기에는 ‘늙어감’에 대한 의식이 관심의 대상이기에 aging은 ‘나이들어 늙어감’이라
는 두가지 의미를 모두 함축한다 하겠다.
미국 pragmatism 철학자 John Dewey는 인생을 여행(journey)에 비유한 적이 있다. 그가
의미한 바에 따르면 여행이란 별다른 하나의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시작에서 끝이
날 때까지 모든 과정이 목적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행은 준비과정서부터 행선
지 모두, 그리고 뒷마무리 단계까지 전부가 여행의 목적에 부합되고 즐거운 놀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생도 마치 여행처럼 따로이 목적지가 없으며, aging의 각 시기마다 다시 돌
아올 수 없는 소중한 시간으로서 그 시기의 고유성과 독특한 가치를 모두 향유할 필요가 있
다고 한다. 이렇게 볼 때 anti-aging이나 deaging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으
며 순리에 따라 나이와 더불어 with aging이 가장 합당하다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 보면 인생에 있어, 청, 장년기만이 목적이고 유소년
기나 청소년기는 그 같은 목적에 이르기 위한 한갓 도구적이고 수단적인 단계가 아닌 것이
다. 또한 장년기나 노년기 역시 굳이 인생의 사양길이 아니고 청년기와 다를 바 없이 나름의
고유성과 저마다의 가치를 지닌 시기라 할 수 있다. 유소년기는 그 나름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의미와 가치를 지니며, 사춘기나 청년기는 물론이고 장년기와 노년기 또한 모두가 다시
는 돌아올 수 없는 나름의 가치와 의미를 지닌 소중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인생의 모든 시기
들이, 어느 시기만 우월한 가치를 지님이 없이 시간선호(time-preference)상 동등한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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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다 할 것이다.1)
그런데 사람들, 특히 한국인들은 이같이 인생의 모든 시기들에 대해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
지 않고 미래시기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삶의 방식에 길들여져 있다. 우리는 우리의 유소
년 시기와 청소년 시기를 명문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수단이요, 도구인 것처럼 희생하고 허송
하지 않았던가? 우리의 학교시절이 어떠했길래 오죽하면 입시지옥에다 비유했을까? 우리는
황금같은 청소년시절을 지옥과도 같은 어둡고 긴 터널을 통과해온 시기로 기억하고 있다. 우
리는 대학에 가서도 우리의 젊음과 열정을 누리기 보다는 좋은 직장을 향한 취업전선에 골몰
하게 된다.
우리는 조선시대부터 급제를 해서 영달하기 위해 전심전력으로 시험공부에 올인하는 관행
의 노예가 되어 있다. 하지만 대학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직장이 또한 무엇이길래 우리는 자
신의 모든 삶을 시험에 희생해도 좋단 말인가. 사실상 대학은 우리의 모든 어린시절을 희생
해도 좋을만큼 대단한 것이 아니며, 직장 역시 우리의 젊은 시절을 포기할만큼 가치있는 것
인지 의심스럽다. 직장생활 또한 우리의 삶에 여유를 주지 못한다. 우리는 자식들을 위해 그
리고 우리의 노후를 위해 대부분의 장년시절을 부대끼며 살게 된다. 그리고 곧장 우리는 직
장에서 물러나 길고도 쓸쓸한 노년을 보내면서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회한과 실망으로 세월
을 보내다 어느날 문득 생의 마지막 날에 다다르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aging의 각 단계들을 누리지도 못한 채 지금 여기(here and now)의 소중함
을 향유하지도 못한 채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우리는 어느 틈엔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된
다. 마치 우리의 인생 목표가 죽음인 듯 우리는 평생, 바로 이 죽음을 향해 질주해온 느낌이
다. 앞서 언급한 듀이의 말처럼 인생은 결코 미래의 어떤 시점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
생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목표에 이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틱낫한 베트남 스님의 말처럼
우리는 언제나 목표에 도달하고 있으며(We’ve arrived), 따라서 앞을 향해 질주할 것이 아니
라 언제나 바로 서있는 지금 그 자리에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Peace is every
step) 것이 아닐까?
이미 지적했 듯 이상에서 논의해온 것은 결국 인생의 각 시기에 대한 시간선호의 문제라
할 수 있다. 한국인들은 언제나 미래의 어떤 시점에 목표를 두고 현재는 그 목표를 위해 희생
하는 미래지향적 선호체계를 지닌다. 그러나 과연 이같은 시간선호가 합리적이고 합당한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지향적 사고도 나름의 의미가 있고 발전적이며 생산적인 삶의 방
식이기는 하나 또한 우리는 언제나 지금 여기 현재의 시간에서만 살 뿐 미래는 언제나 아직
오지 않은(not yet) 추상적 시간은 아닌지? 그래서 인생의 모든 시기가 나름의 고유한 가치를
1)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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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다고 생각하는 공평한 시간선호를 대안으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각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생각된다.

2. 道德運과 인생의 成敗 - 公正社會와 運의 中化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생을 마감할 때 까지 오랜 에이징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일
생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하나의 경기를 치루는 듯 하다. 우리의 인생을 100m 경주에 비유
할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모두 원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지 못하는 불공정 경기를 하
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이는 50m 전방에서 시작하고 심지어 90m, 95m 전방에서 출발하는
자도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점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신체에 장애
가 있어 경기에서 결정적인 불리함을 감수해야 하는 불운한 자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같은
불평등과 불이익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운명으로 감수해야할 사람들은 불공정하고
가혹한 운명에 대한 울분과 억울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마련이다.
물론 이같은 태생적이고 원초적인 불평등은 그 자체가 정의롭거나 부정의한 것이라 할 수
가 없다. 그것은 단지 자연적 사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의와 부정의의 문제는 우리가 그
같은 사실을 인간적으로 처리하는 태도나 방식과 관련된다. 우리가 모든 이의 행운과 불운에
동참하고 서로를 운명 공동체의 일원으로 간주할 경우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한걸음
다가서게 된다 할 것이다. 서로의 행운과 불운을 공유하고 운명공동체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타고난 천부적 재능과 사회적 지위가 도덕적 관점에서 볼때 정당한 근거가 없으며
(arbitrary from moral point of view), 그 같은 자원을 사회의 공유자산으로 보는 데서 정의
문제의 해법이 있다는 정의론자 J. 롤즈의 입장과도 상통한다고 생각된다.2)
우리는 가끔 運七技三이라는 말을 듣는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여부는 70%의 운과 30%의
기술, 즉 능력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의 능력 또한 상당한 정도로 행운과
불운 등 운명적인 요인들에 의존한다고 생각할 때, 인생의 성패에 있어 우리 자신의 기여분
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우리의 능력은 날 때부터 타고나는 태생운(constitutive luck)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유전적 소인을 위시해서 우리의 성품, 기질 등도 이에 속
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같은 태생적 소인이 환경적 여건이나 부모 및 교사 등 갖가지 조건
들과 만나 발달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 같은 후천적 요인들을 개발운(developmental luck)이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같이 개발된 능력을 갖는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요인들의 그물
2) John Rawls, 앞의 책 §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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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을 통해 그것이 성공 혹은 실패로 귀결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를 결과운(resultant luck)이
라 할 수가 있다.3)
우리의 인생은 이같은 운들을 잘 만나 성공가도를 달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해 실패의 고
초를 맛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같은 우연적이고 운명적인 운의 요소들에만 의거해서 모든
것이 좌우되는 사회는 이른 바 ‘복불복’의 사회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러한 사회는 결
코 정의롭거나 공정한 사회라 하기 어렵다.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정당한 근거가 없는 그같
이 우연적이고 임의적인 요인들이 좌우하는 사회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회라 하기는 어렵
다 하겠다. 우리가 진정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한다면 그같은 운의 위력을
약화시키거나 최소화하는 그야말로 운의 중립화 내지 中化(neutralizing luck) 전략을 채택하
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4)
운의 지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른바 형식적인 기회균등의 원칙 만으로는 충분하지
가 않다. 타고난 원천적 불평등의 위력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빈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공적 의무
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의 모든 직책과 직위가 모든 이에게 개방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차세대가 이같은 혜택을 향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법제 및 구
조개혁이 단행되어야 할 것이고 최소수혜자를 위시해서 서로를 운명공동체의 일원으로 용납
할 수 있는 의식개혁 또한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3. 생로병사와 자아실현 - 立志에서 知天命까지
우리 선현들은 인생의 에이징(나이듦)을 생로병사로 요약했다. 사실상 생과 노 사이에 성
장을 의미하는 長을 넣어 生長老病死로 서술함이 더 적합할런지 모른다. 하지만 달리 보면
長은 生의 한 과정으로서 탄생의 연장선상에 있는 단계로 볼 수도 있고 또한 생명은 태어나
자마자 노화가 진행된다 할 수 있으니 長은 노의 한 과정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니 長의 단
계를 따로이 설정하지 않아도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
그런데 옛사람들은 탄생과 성장 이후 노병사의 문제로 고심했고 어떻게 하면 노병사의 고
통을 회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골몰한 듯하다. 그래서 진시황은 不老草나 不死藥을 구

3) Nafsika Athanassoulis, “Common-Sense Virtue Ethics and Moral Luck,” Ethical Theory and
Practice, p.266 참조.
4) S. L. Hurley, Justice, Luck and Knowle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pp.13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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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했고, 사람이면 누구나 불로장생을 노래했으며, 노인들의 장수를 축원했다. 화원의
그림 뿐만 아니라 민화에도 十長生(해, 물, 돌, 사슴, 거북, 소나무, 대나무, 학, 불노초 등)은
흔히 나오는 화제였다. 10장생 문양은 관복 등 궁중문양을 위시해서 베갯잇, 수저집 등 갖가
지 생활용품에서도 가장 흔한 문양이고 보면 불로장생이 얼마나 절실한 삶의 목표였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불로장생은 단지 허망한 꿈일 뿐 진시왕 같이 천하를 통일한 황제 또한 죽음에는
예외일 수 없었다. 따라서 사람들은 불사, 불노, 장생과 같은 물질적인 것 보다는 정신적인
측면에서 진정한 자아실현의 목표를 설정, 추구하고자 했다. 이같은 자아의 실현 내지 본성
의 구현을 위해 사람들은 목표를 설정 즉 立志를 하고 그 목표를 향해 성실하게 수양과 수행
을 하고자 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목표는 성인이 되는 것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목표는 성인에 이르지는 못할지라도 현실사회에 유용한 지도자로서 君子가 되는 목표를 세
우기도 했다. 그래서 배우고 공부하는 자들은 보통사람들인 소인배로부터 벗어나 성인 군자
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일(學)과 반성하는 일(思) 그리고 이를 익히고 실행하는 일(習)을 게
을리하지 않았다.
인생행로가 단지 생로병사로 이루어진 생물학적이고 평면적 진행이 아니라 뜻을 세워서
그 것을 성취하는 바 인간으로서의 자아실현을 위한 입체적인 전개가 되기 위해서는 목표를
설정하고 뜻을 세우는(立志) 출발점이 지극히 중요하다. 뜻을 세운다는 것은 인생이 어떤 가
치와 의미를 지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志向性(intentionality)를 갖는다는 것이다. 공자도
평범한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15세에 이르러 학문(學)에 뜻을 두었다고 말한다.
물론 공자에 따르면 타인들이 성취한 바를 배우는(學) 일과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반성하
는(思) 일이 공부의 두가지 수레바퀴로서 이중 어느 하나만 결여되어도 균형있는 학문의 길
을 갈 수 가 없다.5) 뿐만 아니라 공자의 학은 단지 이론적인 학이 아니고 인격형성과 관련된
실천적인 학이기에 생활 속에서 배운 것을 익히고 습관화(習)하여 지식의 생활화, 내면화, 내
재화 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學과 習도 상호 보완적 두 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6)
學과 思, 學과 習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성실하게 수행되는 가운데 공자는 30에 이르러
立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立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으나 우선 인간으로서 독립
적 인격이 되었음을 의미하고 학자로서 자립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섰으며, 자신이 나아갈 길
에 대해 대체로나마 그 윤곽이 정립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직 목표가 대체적으로 정해
졌을 뿐 디테일은 더욱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갖가지 유혹으로 인해 흔들릴 위험이 배제될

5) 「論語」 爲政 十五.
6) 위의 책 學而 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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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학과 습, 그리고 사를 통해 이같은 목표가 자신의 것으로 정착되는 데
에는 더욱 시간이 필요하다. 공자는 40세에 이르러서야 갖가지 유혹으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
될 수 있었다고 했다. 孟子 역시 40세가 되어서야 不動心을 성취할 수 있었다고 하니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7)
이같이 지천명하고 부동심을 성취함으로써 우리는 결국 인간으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안심
입명하는 가운데 행복한 인생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인간다운 고귀한 삶과
유덕한 인생을 향유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는 지혜와 행복과 유덕함을 두루 갖춘 知福德 합
일의 인생이라 할 수 있고, 동서를 두루 선현들이 꿈꾸던 삶의 방식이라 생각된다. 인생은 정
답이 없는 프로젝트이지만 어떤 그물을 드리우느냐에 따라 거두는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는
사업으로 보인다. 단지 생로병사의 평면적 전개일 수도 있지만 보다 높고 귀한 자아실현의
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4. 원숙과 노욕의 갈림길 - 道를 닦고 德을 쌓자
孔子는 나이 60에 耳順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한다. 물론 이는 공자와 같은 성인급의 인생
행로를 말해주는 것이긴 하나 이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공자의 진의는 보통 사람들도 누구
나 성실히 修養하고 修行하면 60 정도에 이르러 귀가 순해질 수 있다는 修道의 목표를 일러
주는데 있지 않을까 한다. 50의 지천명을 지나 환갑이 넘은 어른이 되면 남들이 아부하고 아
첨하는 말에도 솔깃하지 않겠지만 비방하고 비난하는 말에도 흥분하지 않을 것이며, 말의 시
비곡직을 가리고 새겨서 들을 줄 아는 good listener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말하
는 상대방의 숨겨진 본심을 잘 이해하고 소화하여 들음으로써 마음의 동요가 없다는 것이다.
누구나 젊은 시절에는 듣기 좋은 소리에 들뜨고, 싫은 소리에 발끈 하지만 60이 넘어서도
이런저런 소리에 부화뇌동하고 신경질적 반응을 보인다면 그것은 인생을 잘 못 살아온 증좌
의 하나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60이 넘어서도 사소한 일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마에 내천
자(川)를 그리고 다닐 정도로 옹졸하다면 이는 일대 반성이 요구되는 경우이다. 나이 들어서
의 얼굴 모습은 본인의 책임이라는 말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된다. 70이 넘게 되면 인품은 더
욱 원숙하고 원만한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공자는 70에는 하고 싶은 대로 행해도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 없다(從心所欲 不踰矩)고 했다.8) 젊은시절에는 많은 경우에 하고 싶을

7) 「孟子」 公孫丑章句上 二.
8) 「論語」 爲政 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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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 하게되면 법도에 어긋나게 된다. 그러나 원숙한 인격에 이르게 되면 하고 싶은 것이 대
체로 법도에 맞는 경지에 이른다는 것이다. 사실상 젊은 시절과 달리 하고 싶은 일도 적어질
것이니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 적을 수 밖에 없기도 하다.
Aristotle은 有德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덕스런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그런 행위가 습관화
되어 행위자의 지속적인 성향으로 내면화, 내재화되어야 한다고 했다.9) 우리의 행위는 행위
자의 의도를 현실에 구현하는 수행적(performative) 기능도 갖지만 다른 한편 행위의 결과는
그 행위자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재구성하는 바 형성적 (formative) 기능도 갖는다. 다시 말하
면 행위는 그 결과가 피드백하여 돌아와 다시 그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같은 수행과 형성의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그와 관련된 인지적 능력 즉 실천적 지혜
(practical wisdom)가 생겨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는 행위를 통해 터득한 지혜이
기에 무언가를 ‘할 줄 아는’ 실천적 지혜라 함이 합당할 것이며, 지식과 행위의 결합물 즉 지
행합일의 산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유덕한 행위는 단지 습관에 의한 기계
적인 행위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신축적이고 유기적인 반성적 행위라 할 것이다.10)
수행과 관련된 불교문헌에는 거거, 거중지, 행행, 행리각(去去, 去中知, 行行, 行裏覺)이라
는 말이 있다고 들었다. 가고 가고 가다 보면 알게 되고, 행하고 행하다 보면 행하는 가운데
깨치게 된다고 한다. 이말 역시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론과 상통한다고 생각된다. 불교에서 말
하는 마음공부법으로서 돈오점수(頓悟漸修) 또한, 일순간 깨달음을 얻더라도 그것이 진정
자기의 것이 되려면 오래 훈습된 습관들을 다시 지워내고 그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점진적인
수행의 기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문득 깨치는 일 역시 은총처럼 저절로 오는 것이 아
니고 오랜 수행의 공이 쌓여 그 누적된 성과로서 주어진다 할 것이다. 그래서 필자가 생각하
기에 돈오와 점수는 선후를 따지기 보다 진리를 깨치는 지성적인 작업과 그에 적합하게 정서
와 의지를 조율하고 연마하는 수행적 작업의 공동작품으로서 인격의 원만한 형성이 이루어
진다 하겠다.
유학의 가르침 중 하나는 마땅히 머무를 때와 장소를 알아차리는 지혜를 갖는 일이다.11)
이같이 멈출 때와 장소를 놓치게 되면, 즉 失機를 하게 되면 결례를 범하게 되고 잘못되면 화
를 자초하게 된다. 주역에도 때이른 잠룡은 쓰지 말라고 경고하고 실기한 항용은 후회함이
있다고 일러주고 있다.12) 역시 상황에 적절하게 진퇴가 이루어져야 하니 상황 파악이 중요함

9) Aristotle, Nicomaachean Ethics BK III ch.3 참조.
10) 越智貢, 「德倫理學の現代的意義」, 日本論理學會編 참조.
11) 「大學」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民 在止於至善.
12) 「周易」 乾卦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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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해준다.
아무리 욕심이 날지라도 적절한 시기에 물러날줄 알아야 하고 그렇지 못할 때 과욕을 부리
게 되며 늙은이의 경우 노욕으로 지탄받게 된다. 인생이 덧없고 무상하기에 갖가지 욕심이
생기겠지만 많은 사람의 박수 속에 물러남이 현명하다. 노욕만큼 추한 일이 없으니 이는 인
생을 제대로 살지못해 마무리를 그르친 것이다.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자신의 수명을 다하는
일에 못지않게 사회학적으로도 자신의 소명을 다한 즉시 물러날 필요가 있다. 때늦은 주책은
집착을 낳고 집착은 노욕의 화를 자초할 수 밖에 없다.

5. 죽음의 성찰과 웰 다잉 - 위대한 평균자, 죽음!
에이징에 있어서 마지막 장은 죽음과의 대면이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이쪽 편에서만 대
면할 뿐 저쪽 편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무하다. 그래서 막연히 두려워하고 불안해 하기만
한다. 실존 철학자들은 인간의 잠재의식 저변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정서중 하나를 불안
(angst)이라 한다. 공포는 대상이 분명할 때 느끼는 정서라면 불안은 대상이 막연하고 불확실
할 때 느끼는 정서라고 한다. 그리고 인간의 기본정조가 불안인 까닭은 인간이 ‘죽음에 이르
는 존재’로서 죽음이라는 정체불명의 상황을 앞둔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다. 일부 학자들이
임사체험을 말하고 죽음의 세계를 증언하고자 하나 소위 임사경험이 이승의 경험인지 저승
의 경험인지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터이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적어도 경험상으로 우리는 결코 죽음의 전모를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까닭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 그다지 할 말이 많지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삶도 잘 모르거늘
죽음을 어찌 알겠는가?’ 라고 응답한 공자는 정직한 경험론자라 할만하다. 우리는 죽음의 정
체에 대해서 단지 근거가 불충분한 추정을 할 수 있을 뿐이고 그저 가설에 의거한 상상만으
로 만족할 뿐이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성찰을 위해 화두로 이용할 수 있는 가설은 크게 두가
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죽음을, 우리가 부딪혀 사멸하는 벽(wall)에 비유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후(after life)에는 더 이상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 허무라는 가설이다. 다른 하
나는 죽음이 문(door)과도 같아서 우리의 삶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다른 삶이 기다리
고 있어 죽음은 이승의 삶에서 다른 삶으로 나아가는 통과의례에 불과하다는 가설이다.13)
벽의 가설은 우리가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으로서 일종의 허무주의를 함축한
다. 인생은 덧없이 지나가는 일장춘몽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
13) 생명의료윤리에서 자주 쓰이는, 죽음에 대한 두 가설 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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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할 아무 것도 없으며, 단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만 고민해야 한다. 이는
탈종교적 성향을 갖는 현대사회에 지배적인 죽음관으로서 현세의 쾌락추구를 구가하는 사
상과도 일맥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문의 가설은 대부분의 종교가 공유하고 있는 죽음관으로서 이승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지 않고 현세의 삶과 행적에 의거해서 내세에 누리게될 삶의 형태가 결정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기독교는 현세의 행적으로 인해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저주의 삶으로 이분화 된다
고 보며, 가톨릭은 이에 대하여 중간지대인 연옥을 설정함으로써 양자택일에 제3의 여지를
두고자 한다. 다소 다르긴 하나 불교에 있어서도 이승의 행적에 따라 6도전생으로 윤회의 삶
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 보상이 끝나는 대로 다시 인간세로 태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시험하는
바, 인간세는 6도전생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해방되는 부처의 가능성까지도 열려 있는 수행
의 도장이라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죽음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듯하다. 물론 인간은 죽음에 이를 수밖
에 없는 존재이며, 그러기에 막연한 불안의 정서를 삼키면서도 불안 저 너머에 있는 죽음에
대한 직시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우리는 잡담, 호기심, 유행에 몰두하면서 애써 죽음을 외면
하고자한다. 그런데 이같은 성향이 특히 우리네 한국인의 생활문화 속에 두드러지게 반영되
고 있는 듯함은 평자만의 소견은 아닐 것이다. 이는 우리의 전통이 지극히 현세중심적인 점
과도 무관하지 않는 듯하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더 낫다”는 말로 대변되듯 한국인들은
다소 힘겹고 고통스럽더라도 죽는 것보다 살아 있는 것을 선호해왔다. 만일 내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믿음이 절실했다면 죽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다소 달랐을 터이고, 그
에 따라 삶의 태도 또한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죽음의 불가피성을 직시하고 그에 대한 성찰의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죽음에 대한 성찰이 깊을수록 우리의 삶 또한 보다 진지해지고 진실해
질 것으로 생각된다. 잘 죽는 것(well dying)을 소중히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결국 잘 사는
것(well being)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며,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는 삶의 여유를 주기 때
문이다. 그래서 철학자들은(M. Heidegger) ‘죽음에의 선구적 결단’을 말하기도 한다. 자신의
죽음을 미리 성찰함으로써 진실 된 삶을 결단하라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죽음을 미리 직면해보고 깊이 성찰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지나치게 삶에 소
아병적으로 집착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의료제도 또한 일반적으로 치유치료나 연
명치료에 편향적으로 의존하고 완화치료나 호스피스 치료에 무관심하다. 이는 우리의 생사
관이 그대로 현행 의료관이나 국가적인 의료정책에도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할 것이다. 고래
로 철학은 죽음의 연습이라 했다. 역설적이게도 이는 죽음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 잘 살기 위
한 필수적 선결요건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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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대학과 알프레드 크로프츠 총장*
법과대학 법학부

최종고

머리말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서울대학교 역사에
두 미국인 총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
태반이다. 1946년 10월에 개교한 오늘날의 서울대학
교만 생각하고, 그 초대 총장이 안스테드(Harr y
Ansted) 군목이었다는 사실만 알려져왔다. 근년 들어
서울대학교의 원년 바로잡기가 시작되면서, 그 이전
의 근대적 국립대학의 역사까지 포함하게되니 자연

알프레드 크로프츠(1903~1992)

경성제국대학은 물론 폐지 후 서울대학교의 개교 이
전까지 있었던 경성대학의 짧은 역사에도 관심두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알다시피 경성대학
이란 일제하 경성제국대학 식의 이름이기 때문에,1)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경성대학교이고 그
책임자는 ‘총장(President)’이었다.2) 여기에 총장직을 맡은 이가 알프레드 크로프츠(Alfred
Crofts)이다. 그러고 보면 크로프츠가 안스테드보다 빠른 선임자 총장이었다.
이 사실이 그동안 별로 주목되지 못하다가 최근 서울대학교 120년사 편찬을 위한 연구과
정에서 드러나고, 지난(2015년) 10월 14일부터 11월 11일까지 문화관에서 개최된 <고등교육
의 새 요람 서울대학교(1945~1953)> 전시회에 ‘크로프츠 기록’이 공개되어 주목을 받게 되었
다. 필자도 크로프츠의 학자로서의 모습을 새로 알게 되었고, 기록관장 김태웅 교수를 초청
해 제15회 <대학사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3) 이런 체험을 하면서 이 방면이 제대로 정리가
* Choi, Chong Ko, Alfred Crofts: The President of Kyongsung University. Annu. Ret. Prof.
Emeriti, SNU(205) 11: 117-131.
1) 해방이 되자 ‘경성제국대학’이란 교문간판에 종이로 ‘제국’이란 두 글자를 가렸다.
2) 김기석 교수는 학장이라 부르는데, 크로프츠 자신이 Dean이 아닌 President라고 썼기 때문에
총장이라 부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2015년 10월 서울대학교 기록관 전시회에서도 경성대학
초대 총장이라 표기되었다.
3) 제14회 대학사 포럼, 2015년 11월 19일, 법대 유기천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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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할 것으로 느껴졌다.
필자는 교육사가 전공이 아니지만, 30여 년 서울대학교 교수직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계기
에 서울대사 편찬에 관여하였고, 지금도 대학원동창회장의 책임을 맡아 서울대학교사와 학
술사를 생각하는 시간이 비교적 많다. 교육사가들의 선학연구를 기초로 하여,4) 새로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서울대학교 초기사 내지 전사인 경성대학과 미국인 총장에 대하여 살펴보고
자 한다. 치밀한 학술논문이라기보다 특히 서울대인들이 알아야 할 사실을 종합적으로 자유
롭고 평이하게 서술하려 한다. 후임자 안스테드(Harry Ansted, 1893-1955) 총장에 대하여는
다음으로 미룬다.

1. 크로프츠의 출신
알프레드 크로프츠(Alfred Crofts)는 1903년 8월 2일 미국 캘리포니아의 오클랜드
(Oakland)에서 태어났다. 유대인 가계로 부친 다니엘 크로프츠(Daniel Webster Crofts)는
1908년부터 1920년까지 중국내지선교(China Inland Mission) 선교사로 가서 지푸(芝罘)에
살았다.5) 1920년부터 1925년까지는 미국 일리노이주의 휘튼대학(Wheaton College)에서 공
부하여 문학사가 되었다. 1929년부터 이듬해까지 시카고대학으로 옮겨 문학석사 학위를 받
았고, 1933년부터 1935년까지 스탠
포드대학에서 역사학 전공으로 박
사학위(Ph.D)를 받았다.
1937년부터 1942년까지 뉴멕시
코주의 동뉴멕시코대학(Easter n
New Mexico College) 교수로 부임
하여 사회과학부의 학부장(chairman)을 지냈다. 그는 종신교수직
동경 맥아더 사령부의 스탭에서의 크로프츠(뒷줄 우측에서 넷
째)(1945)

(tenure)을 받았으나 제2차 세계대
전이 발발하자 39세인 1942년부터

4) 특히 김기석, <일란성 쌍생아의 탄생,1946: 국립서울대학교와 김일성종합대학의 탄생>, 교육과
학사, 2001 참조.
5) 그때 찍은 사진들이 앨범에 비교적 많고 그 때 핸리 루스(Henry Luce, 후일 TIME 잡지 발행인)
과 특별한 인연이 맺어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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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해군에 입대하여 중위로 일본에서 미해군정보국(Naval Intelligence Military
Government)에 근무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1943년부터 이듬해까지 뉴욕의 콜럼비아대학에
등록하여 다시 정치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40세까지 학구적 배움의 삶이었다.

2. 한국에서의 활동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자 바로 다음날 경성제대 조선인 직원, 강사, 경성제대 동문 및
재학생들이 대학자치위원회(위원장 백남운)를 조직하고 학교를 접수하였다.6) 한편, 일본 동
경의 맥아더사령부의 일부 미군들이 남한지역에 미군정(American Military Government)을
실시하고, 거기에는 학무국(Bureau of Education)도 있었다. 크로프츠의 직책은 학무국의 학
교분과 책임자(Director of the Division of Schools)이었다. 학무국장은 락커드(Lockard) 대
위였다. 크로프츠는 미국에서 명문대학을 나오고 교수 경력을 가졌기 때문에 주한 미군정 당
국에서는 가장 학력이 높은 인물이었다. 그래서 그는 1945년 8월 15일부터 폐쇄된 경성제국
대학의 자리에 새로 대학을 건설하는 책임을 맡아 10월 8일에 경성대학 총장으로 임명되었
다.
당시 임명장이라고 할 수 있는 문서에는 크로프츠 자신이 ‘군정에서의 나의 임명’(My
Appointment in Military Government)이라고 자필로 기록하고 있다. 오늘날 생각하는 정식
임명장 같은 모양이 아님을 볼 수 있다.
다행히 이 문서가 그의 앨범 속에 남아 있기에 원문을 보며 번역하여 본다.
Capt. Earl N. Lockard, Director of the Bureau of Education, today announced five new
appointments to positions in Seoul University.
Lt. Alfred Crofts, USNR, Director of the Division of Schools in the Bureau of Education,
has been appointed President of Seoul University. Lt. Crofts is well qualified for the
position having a Ph.D. from Stanford University. He has wide experience in China. Capt.
Lockard said that when a qualified Korean is found, he will be appointed to the position

6) 자세히는 森田芳夫, <終戰の記錄>, 東京, 巖南堂, 1964, 81, 402-403쪽. 1947년 3월 6일 과도입
법원에서 장 면 의원은 이렇게 보고하였다. “학생들이 그야말로 자치적으로 봉사적으로 학원을
지켰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혹 왜놈들이 물러갈 때 시설들을 파괴하고 간다든지 또는 가지고 간
다든지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서 학생이 밤을 새워가면서 자치제를 조직해서 지켜온 것은 사실
이고 또 감탄할 일입니다.”(<남조선과도입법원속기록> 제30호, 1947년 3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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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resident of Seoul University.
The other four appointments all went to Koreans: Mr. Lark Geoun Paik to Dean of the
College of Law and Literature: Dr. Il-Sun Yun to the College of the Medicine; Mr. KyuNam Choy to acting Dean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Mr. Sang-Youn Hyun to Dean
of the Preparatory School.
(교육국장 락커드 소령은 오늘 서울대학교에 5인의 임명을 발표하였다. 교육국의 학교분과
책임자 알프레드 크로프츠 대위는 서울대학교의 총장으로 임명되었다. 크로프츠 대위는 스
탠포드 대학교의 박사학위를 가진 이로 이 직위에 자격을 잘 갖추었다. 그는 중국에서 광범
한 경험을 갖고 있다. 락커드 소령은 자격을 가진 한국인이 발견되는 때에 서울대학교의 총
장으로 임명될 것이라 하였다. 다른 네 직책은 모두 한국인에게 돌아갔다. 백락준 씨는 법문
학대학 학장, 윤일선 박사는 의과대학 학장, 최규남 씨는 이공대학 학장, 현상윤 씨는 예과대
학 학장: 필자 번역.)

당시 일본의 맥아더사령부와 한국의 미군
정청에는 적지않은 유대인들이 참여하고 있
었다. 대거 미국으로 건너간 유대인들은 어
차피 방랑하는 운명으로 새로운 극동에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다. 서울에서 활
미군정청의 총장임명문서(1945. 10. 8)

동한 유대인 법률가만 보아도 로빙기어
(C.Lobingier), 퍼글러(C. Pergler), 프랭클(E.
Fraenkel) 등이 있었다.7) 교육관계에도 유대
인인 크로프츠가 참여하였다는 사실은 뜻있
다 하겠다.
크로프츠는 당시에 한국의 사정이 중요하
고 흥미있었던지, 천성적인 학자 성향 때문
인지 팸플릿 한 장 사진 한 장을 버리지 않
고 모아 보관하였다. 이것이 후일 그의 동아

해군대위로서의 크로프트와 가족(1945)

시아사 교수로서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하

7) 자세히는 Chongko Choi, Jewish Contribution to Korean Law and Legal Academism, 2009년
1월 12일 Tel Aviv University Law School 에서의 강연, 그리고 Chongko Choi, Law and Justice
in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7, p. 24. E. Fraenkel은 유진오의 헌법 초안을 영
어로 번역하였는데, 그의 문집 Gesammelte Schriften, Bd.3(1999)에는 한국에서의 기록인데 크
로프츠에 대한 언급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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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서울대학교 역사에도 귀중한 사료가 된다. 특
히 앨범을 만들어 사진들과 스크랩에 친필로 정교
하게 기록을 달아 놓았다. 당시 사용하던 그의 명함
은 ‘앨후랱 크로후쯔, 조선군정청 외무과, 미국 해
군 소위’라 고 박혀 있다. 그리고 친필로 L t Commander, U.S. Navy라고 적었다.

크로프츠가 사용한 명함(1946)

숨가쁘게 변천한 당시 서울대학교 초기사를 보
면, 1945년 10월 16일 경성제국대학이 경성대학으로 개칭되어 크로프츠 총장 책임 아래 운영
하였다. 크로프츠는 우선 미군의 경성제대 이공학부 무단 주둔에 관한 증언을 들었다.8) 그는
시설은 철저하게 유린되어 도저히 복구 불가능하며 이러한 무분별한 파괴로 한국에서의 진
정한 과학교육은 최소한 10년간 지체될 것이라 하였다.9) 그 외에는 아직 그가 어떤 일을 경
성대학을 위해 했는지 알 수 없다.
이듬해 1946년 7월 3일 경성대학 제1회 졸업식이 거행되었다.10) 그 때 찍은 사진에 그의 모
습도 있다.
이렇게 지나는 가운데 1946년 7월 13일 국립대설립안이 발표되었다. 다음달인 8월 22일
서울대학교 설치령(군정 법령 제102호)을 발표하고, 초대 총장으로 안스테드를 임명하였다.
교무처장은 언더우드(Underwood), 학생처장은 김성덕이 임명되었다. 이에 대해 경성대학은
물론 전국적인 국대안 반대운동이 일어나자 1947년 5월 6일 과도입법원은 서울대학교 설치
수정법안을 공포하여 한국인 총장을 규정하였다.11) 서울대학교가 안정을 찾는 데는 근1년이
걸렸다. 이런 혼란상을 크로프츠 총장은 몸소 체험하였다.
크로프츠가 국대안 구상에 얼마나 참여(혹은 반대)하였는가에 대하여는 분명치 않다.12) 크
로프츠는 1945년 12월 7일까지 학무국에 근무하였고, 국대안의 발표일인 이듬해 7월 13일에

8) Interview with Lt. CDR., A. Crofts, U.S.N.R., Foreign Affairs Section, MG, 21 January,
1946. 김기석, 위의 책, 93쪽에서 재인용.
9) 출처는 위와 같음.
10) 경성대학 졸업생에는 문학과에 서명원, 여석기, 장하구, 조성식, 종교학과에 김철손, 이공학부에
강명순, 신병우,이재성, 법학과에 김명윤, 서돈각, 정희철 등이 포함되어있다. <서울대 인명록>
I, 2012, 220-222쪽.
11) 제2대 총장으로 한국인 이춘호 총장이 임명된 것은 1947년 10월 25일이었고, 1948년 4월 4일
문리대-법대연구실분쟁이 일어나 5월 2일 장이욱총장이 3대 총장으로 임명되었다.
12) “Under his guidance plans were drawn for a professional staff of 465 members to care for a
future prospective enrollment of 8000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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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미 거기 없었다. 공식적으로 보면 1946년 10월 10월 15일 국립서울대학교의 개교일까지
이지만, 이해 7월 13일 국립서울대학교안(국대안)이 발표되고 8월 22일 서울대학교 설치령
(군정법법령 제102호)이 발표되면서 총장 직위를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경성대학이 국립서
울대학안으로 자동(?) 폐교되니 경황없이 출국한 것처럼 보인다.

3. 귀국 후의 활동
그는 1946년 후반에 미국 콜로라도주의
덴버대학교(University of Denver)의 동아시
아사 교수로 부임하여 1972년까지 재직하였
다. 1947년에는 중국에 공산주의 정부가 들
어선 이후 첫 서양인 교육자의 하나로 체류
하기도 하였다. 중국어를 잘해 닉슨이 대동
한 미국교수단의 인솔자로 주은래 등과 함
께 찍은 사진도 남아 있다. 이렇게 그는 일본
의 고등교육 개혁과 한국, 중국의 교육에 참
여하였고, 동아시아 전문가가 되어 저술과
함께 수시로 언론에 한중일에 대한 논평을
하기도 하였다. “The Start of the Korean
War Reconsidered”란 논문을 보면, 그가

<경성일보>에 보도된 경성대학 총장 임명 기사와 총
장실이 있던 건물(1946), 아래는 니혼대학으로 옮긴
후 찍은 광경(1946): 여기에는 크로프츠 대위라고 적
혀있다.

1969년 5월 2~3일 록키 마운틴 사회과학회
에서 발표한 논문이다. 그는 한국 문제에 대
해 계속 학문적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 덴버대학교에서의 활동상은 쉽게
알 수 있지만, 그 동안 한국을 다시 방문하였
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1992년 7월 1일 88세로 작고하였다. 그는
1934년에 게르트루드 징크(Gertrude Zink)
와 결혼하였는데, 부인은 1978년에 사망하였
다. 두 아들, 조지(George)와 알(Al), 딸 트루
디(Trudy)를 두었고, 두 누이 사이마 타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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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버대학 동아시아사 교수로서의 크로프츠(뒷줄 좌에
서 셋째), 앞줄 좌에서 둘째는 토인비(A r n o l d
Tonbee, 1960)

(Saima Taken)과 베르나 크로프츠(Verna
Crofts)가 유족으로 있다.13)

4. 남긴 저서와 문서
젊은 시절의 중국, 일본, 한국에서의 경험
을 토대로 동아시아사 역사가로 일생을 보낸
학자인 크로프츠교수의 저술로는 다음과 같
은 것들이 있다.
Journeys Behind the News. Denver:
Social Science Foundation, University
of Denver, 1947-1950. 4 vols.
History of the Far East. New York:

크로프츠 부인과 영친왕, 이방자(李方子) 부부와의
교우관계를 보여주는 사진들(1946)

Longmans Green, 1958.
Chapter in The Unforgettable Americans. Manhasset, New York: Channel Press, 1961.
Our Falling Ramparts, Nation, 190 ( June 25, 1960).
The Americanization of Japan, 1945-1964, Journal of the Rocky Mountain Social Science
Association, 2 (March, 1965).
One Formosa, One China, Journal of the Rocky Mountain Social Science Association, 3
(April, 1966).
The Situation in Vietnam Discussed, Denver Post, May 24,1967
Alternatives in Africa, The Chicago Jewish Forum, Winter, 1962-1963
Communist Chinese Foreign Policy, Manual published by the U.S. Air Force Staff College,
1967
The Start of the Korean War Reconsidered, Journal of the Rocky Mountain Social Science
Association, 1969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는 그의 대표적 저서 A History of the Far East(Longmans,
Green and Co., New York 1958)이 소장되어 있는데, ‘행정대학원 최종기(崔鍾起) 명예교수
기증도서’라고 찍혀 있다. 이 책은 뷰캐넌(Percy Buchanan)과의 공저인데, 뷰캐넌도 유대인
13) Denver Post, July 17, 1992,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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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전문 학자이다.

5. 서울대학교 기록관의 크로프츠 문서
김기석 교수가 미국에서 크로프츠의 딸을 만나 그의 앨범과 일기 등을 기증받아 서울대학
교 기록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분류기록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26종이다.14)
일련
번호

기록물명

생산자

생산연도

1

Crofts 일기(1945-46)

Crofts, Alfred

19450814

2

A Syllabus of the history of Chinese civilization and culture

Goodrich, L.C.

19500601

3

The Start of the Korean War reconsidered: The Rocky
Crofts, Alfred
Mountain Social Science Journal, v.7 no.1

4

Chefoo: A microcosm of China, old and new

5

Alfred Crofts 출판물 목록

19710101

6

Alfred Crofts 부고기사: The Cronicle of higher education,
July 29 1992

19920729

7

Crofts one of scholars invited to tour China

8

Alfred Crofts professor emeritus, 88: Denver post, 1992. 7.
17. 기사

19920717

9

Alfred Crofts 약력

19921003

10

U. S. blunders responsible for creating Korean war situation,
believes Dr.Crofts

19600223

11

Alfred Crofts photograph, 1957-1960

12

History professor chosen to visit mainland China

13

Save us from softness - Sugar-coated progressive education
in U.S. has allowed Russian to catch up scientifically: Crofts, Alfred
Denver Post, 1957. 12. 8. 기사

14

DWCg5: New chapter five - Alone

15

DWCg3: This is the draft third chapter - Together

16

DWCg2: This is the draft of new chapter Two - Verna

19700401

Crofts, Alfred

Wood, Chris

19720215
19571208

14) 분류의 표기는 서울대 기록관의 작성 그대로이다. 제공해 준 김태웅 관장, 김봉은 연구사에게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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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기록물명

생산자

생산연도

17

DWCg1: This is the draft of new chapter one - Roots

18

Fifty years in China: An American odyssey, 1895-1944

19

日本文化史 全 10集

20

슬라이드 필름 1통

21

앨범1

22

앨범2

23

聖戰(사진집)

24

The social science
Journey behind the news Radio Scripts(A Weekly Radio
foundation of the
Program 1949-1950)
University of Denver

25

回顧八十年史(사진집)

26

Crofts 사진

문화재보호위원회

19550101

19401020

동양문화협회

우리에게는 특히 두 권의 앨범과 일기가
관심이 가는데, 일기는 서울대학교 기록관
홈페이지(e-archives@snu.ac.kr)에서 ‘크로
프츠 기록’이라 하여 전부를 볼 수 있다. 그
러나 내용은 하루하루의 일기가 아니라 메
모를 자유롭게 적은 것이라 읽기도 힘들고
내용도 잡다한 것으로 보인다. 앨범은 1권
은 98쪽이고, 2권은 70쪽이다. 아무튼 어릴

서울대학교 기록관에 있는 크로프츠 앨범

적부터의 사진을 순서대로 꼼꼼히 정리하
였고, 친필로 자세히 설명을 붙이고 있어 그의 성격을 짐작케 한다.

6. 한국인이 본 크로프츠
1) 오천석
당시 한국교육의 신건설과 국립서울대학교안(국대안)에 대하여 가장 중심인물은 오천석
(1901~1987)이었다. 그는 자서전 <외로운 성주>(1975)에서 당시의 사정을 비교적 자세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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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해 놓았다. 그는 미군이 인천에 상륙하여 군정기관을 조직하기 시작한 1945년 9월 10일 다
음날 이묘묵(1902~1957)이 하지( J.W. Hodge) 사령관에게 추천하여 중앙청 2층의 ‘민간보도
및 교육과’ 사무실에서 책임자 락커드(E.L. Lockard) 대위와 함께 교육관계 업무를 담당하였
다. 락카드에게 교육계 인사들을 소개하고, 7인으로 구성된 된 한국교육위원회(The Korean
Committee on Education)를 조직하였다. 위원은 김성달, 현상윤, 유억겸, 백낙준, 김활란, 김
성수, 최규동이었다. 이 위원회는 매주 두 번 회의를 하였고, 총독부 학무국도 락카드와 오천
석이 접수하였다. 당시 학무국장이던 엄상섭은 그대로 두었는데 십여일 만에 물러났다. 오천
석은 이런 일을 적었다.
하루는 내 사무실에 키가 작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한 노인이 나타났다. 나는 어떤 사환 같
은 자가 들어오는가 하고 의아한 생각으로 그가 내미는 명함을 보니, 의외에도 그는 당시 경
성제국대학 총장 山家이었다. 그도 역시 출국승낙서를 받으러 온 것이었다. 나는 그 때 새삼
나라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함을 느꼈다. 당시 경성제국대학 총장 하면 소위 친임관으로
서 총독이나 정무총감에 비할 만한 당당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고보매 그에게는
위엄도 품위도 찾아볼 수 없었다. 더구나 나와 같이 이제 40세를 넘은지 얼마 안되는 전의
‘요보상’에게 최경례를 하는 데는 실로 감개무량하였다. 이 날에 이르기까지 그날의 광경은
눈에 선하며 독립의 고마움을 거듭거듭 느끼게 된다.15)

오천석은 미군측과 한국인 교육자들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던 사실도 지적하면서, 그러
나 임기응변적 미군은 한국교육의 기초를 놓는 일의 중요성을 이해하여 납득했다고 서술하
고있다.16) 그는 락커드와의 대화에 대하여는 언급하면서도 크로프츠의 이름은 언급하고 있
지 않다. 크로프츠가 어떤 경위로 경성대학 총장직을 맡게되었는지 서술한 것도 없다. 경성
제국대학의 후신인 경성대학을 제쳐두고 새로운 국립서울대학교안을 구상하면서 경성대학
책임자인 크로프츠와는 의견이 맞지 않았거나 불편하여 외면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적어도
크로프츠가 외부적으로 반대를 표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 경성대학을 제치고 새
로운 국립서울대학교를 구상했는지에 대하여 오천석의 증언은 이러하다.
‘국대안’이란 물론 국립서울대학교 창설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교육의 당면문제인 각급
기존학교들을 재개하는 일과 우리 교육의 장기적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교욱심의회의 일이
15) 오천석, <외로운 성주>, 광명출판사, 1975, 87쪽.
16) “교육심의회에 대하여 한 가지 특히 유의할 점은 이것의 발상으로부터 논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시종 한국측에 의하여 주도되고, 미국측은 조언자의 역할 밖에 하지못하였다는 점이다”(오천석,
같은책, 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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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 일단 숨을 돌리게 된 문교부로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문제였
다. 일정시대로부터 상속받은 각종 고등교육기관의 현상을 살펴볼 때, 거기에는 경영상, 체제
상 불합리한 점이 적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일본인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설립
한 것들이었다. 따라서 거기에는 일정한 체계도 계획도 없었다. (중략) 이러한 현상은 제아무
리 좋게 보아도 합리적인 상태는 아니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첫째로 같은 국가의 재원으
로 동일한 성질의 교육을 하는 기관이 이중 삼중으로 있을 필요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었
다. (중략) 이에 더하여 우리에게는 극심한 인적 자원의 부족이 있었다. 일본인에게 독점되다
시피 했던 이들 기관을 위하여 단시일 내에 유능한 교수를 발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
었다. (중략) 종합대학 구상에 있어 또하나의 동기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를 대표할만한 최
고학부를 세우고싶은 욕망이었다. 프랑스의 파리대학, 독일의 베를린대학, 중국 북경대학에
비견할만한 명망 높은 대학을 가지고싶은 생각이었다. 이것을 성취하는 빠른 길은 경성대학
을 확충하는 것보다는 기존기관을 통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실천시기
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되었다. 왜냐하면 기존기관의 뿌리가 길어지면 그만큼 통합이 곤란
하겠기 때문이었다.17)

오천석은 이 문제를 마음에 두고 몇 주일 구상을 가다듬다 마침내 발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상관인 유억겸 부장에게 제의하였더니 즉각 찬동하였다. 이에 용기를 얻어 락커드
대위에게 설명하니 그도 주저없이 동의하였다. 오천석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아마도 그도 현상의 불합리성을 느끼고 있었던 모양이다. 일의 중대성에 비추어 우리는 군
정장관인 러치 장군을 찾아 그의 동의를 요청하였다. 그 역시 찬동하여 주었다. 나는 그 실현
까지는 상당한 반대와 난관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군정장관은 우리를
끝까지 지지하여 주겠는가고 다짐했다. 그는 적극적 지원을 약속하였다. 우리는 신중히 작전
계획을 짜고 우선 부분적 설득공작을 시작하였다. 하루는 경성대학 의학부와 경성의학전문
학교 책임자를 불러 두 기관의 통합을 종용하여 보았다. 그들은 교수들과 상의한 뒤에 결과
를 알려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들이 가져온 대답은 똑 같이 부정적이었다. 대학측은 최고엘리
트를 양성하는 의학부를 전문학교와 통합할 수 없다는 반론을 펴고, 전문학교측은 오랜 전통
을 자랑하는 학교를 타학교와 합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 회합에서 우리는 하나의 교훈
을 배웠다. 그것은 곧 이 계획은 학교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는 도저히 실현할 수 없
다는 것이었다. 각교의 몬로사상은 아직도 사라지지않았고 전통의 뿌리가 이미 박히기 시작
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비록 비민주적 수단이기는 하지마는 문교부가 독자적으로 이
를 결행하는 도리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국대안의 조직에 관한 설계는 발의자인
나에게 맡겨졌다. 나에게는 이미 복안이 있었던지라 서울 시내와 근교에 있던 관공립 고등교
육기관을 통합하여 8개 대학을 만들고, 새로 음악과 미술전공을 위한 예술대학을 신설키로
17) 오천석, 같은 책, 99-100쪽.

1부 논설

127

하는 동시에, 그 위에 대학원을 두기로 하였다. 음악부문은 해방직후 현재명씨가 남산의 조선
신궁 건물을 빌어 사립기관으로 발족하였던 음악학교를 흡수하기로 하고, 설립자와 교섭하
여 그의 동의를 얻었다. 그리고 대학의 자주성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후의 정
책결정기관으로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두기로 하였다. 동시에 종합대학을 설치하여
할 필요성과 취지를 밝히는 성명서를 준비하였다. 이에 앞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결정을
지어야 하였다. 그것은 이 종합대학을 기존기관들을 통합하는 형식을 취할 것인가, 그렇지않
으면 이들을 일단 전부 폐지하고 새로운 학교로 출발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기존기관을 통합
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얼핏 보면 쉬운 방법 같기도 하지마는 그 경우에 이에 관련되는 기
관들이 과거의 전통과 기득권을 내세워 통합을 곤란케 할 가능성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었
다. 그보다는 차라리 기존기관들을 일응 폐지하여 모든 것을 백지로 돌린 뒤에 새 기관을 만
드는 것이 나으리라는 의견이 있었다. 여러 차례의 숙의를 거쳐 우리는 후자를 택하였다. 당
시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강하였던 우리는 새 나라를 재건하는 마당에 있어 모든 일본적인
유물과 전통을 깨뜨리고 새로운 구상과 신선한 이상으로 출발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장래를
위하여 취할 길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준비공작이 끝난 뒤 우리는 1946년 첫여름
문교부 출입기자들을 불러 이 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언론기관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호의적인 것이었다. 일정(日政)의 유물을 그대로 인계하는 것보다는 참신
한 새 대학을 세우는 것이 좋고, 국가를 대표할만한 최고학부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관련된 학교들로부터 반발이 쏟아져나았다. 이 점에 있어서는 교직원측
과 학생들이 보조를 같이 하였다. 각 학교에는 투쟁위원회가 조직되고 이 안의 철회를 요구
하는 반대성명이 속출하였으며, 그 해 가을에 가서는 등록 거부와 동맹휴학으로 반대운동이
번져갔다.18)

이것은 서울대학교의 개교에
중요한 증언인데, 여러 모로 생
각하게한다. 지금 뭐라고 평가
하기보다 당시의 사정과 경과
를 수긍하게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크로프츠가 경성대학
총장으로 어떤 태도를 보였는
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개인적
경성대학 이공학부 1회 졸업식(크로프트 총장은 좌에서 5번째, 두 사
람 건너 피팅거, 하지, 안스테드, 락커드로 추정, 1946. 7. 3)

18) 오천석, 같은 책, 101-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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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 안에 반대하였다 하더
라도 자기의 상관인 락커드 교

육국장, 러치 장관이 모두 지지하니 반대할 수도 없는 처지였을 것이다. 이런 사면초가의 상
태에서 그는 빨리 한국을 떠나고 싶었을 것이 아닐까?

2) 유진오
유진오(1906~1987)는 원래 법학자이지만 교육행정가이기도 하였다. 유진오는 교육심의위
원회의 같은 분과에서 크로프츠와 함께 위원으로 있었는데, 이렇게 적고 있다.
경성대학 문제에 관해서는 백낙준씨가 나를 찾아왔던 다음 다음날인 (1945년) 10월 3일에
주재황, 이명선, 김수경 등 해방 당시 연구실에 있던 사람들로 조직된 「대학자치위원회」 사람
들이 보전(普專)으로 나를 찾아와서 내가 본격적으로 관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경성대학의
재건도 우선 교수진을 편성하는 일부터 착수하였음은 물론인데, 보전과 달라서 경성대학의
일은 주인 없는 학교에 새로 주인을 만들어내는 일이라서 처음부터 용이치 않을 것이 예상은
되었지만, 백남운씨의 거취 문제로 한층 복잡해졌던 것이다. 백남운씨는 그때 재빠르게 좌익
계 사람들을 규합해서 ‘학술원’과 ‘신민당’의 두 단체(두 단체가 다 현재의 학술원, 신민당과
는 무관)를 결성해 가지고 한쪽의 지도자로 군림하고 있었지만, 박극채씨가 주도하는 공산당
계의 「과학자동맹」과는 달리 미군정과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그런 까닭에 나
는 신생 경성대학 법문학부에는 반드시 그를 참가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수차 그
를 만나 절충한 결과 그도 참가할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학자치」를 관철할 것을 조건
으로 그의 협력을 약속받았던 것인데, 그러한 내용을 모르는 미국인(크로프츠 소령)은 뜬 소
문만 듣고 백씨를 과대평가하여 경성대학 법문학부 교수진 편성의 전권을 그에게 맡길 것 같
은 말을 흘림으로써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저러나 11월 중순까지 백낙
준, 백남운, 이병도, 조윤제, 유진오 5인의 손으로 법문학부 교수 인선을 하는 데까지 끌어간
것은 일단 성공이었다. 인선의 기준을 과거의 실적에 두다가보니 일정하 보전 교수로서 경성
대학 법문학부로 옮기게 된 사람이, 유진오, 서재원, 윤행중, 박극채, 안호상, 손진태의 6인이
나 되었다. 6인 중 나는 임시겸임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오랜 동안 경험을 쌓은 교수를
일시에 다수 잃는다는 것은 보전으로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나와 같이 인촌
께 특별한 부탁을 받고 보전에 머무르는 사람을 빼놓고는 교수들이 경성대학으로 옮겨가는
것을 막거나 나무랄 수는 없는 것이 그때의 실정이었다. 보전은 사립이요 전문학교인데 대하
여 경성대학은 국립이요 당시 우리나라 유일의 대학이었으니 규모에 있어서나 권위에 있어
서나 피차 비교가 안 되도록 큰 격차가 있었기 때문이다.19)

19) 유진오, 「양호기」, 고려대출판부, 1977, 170-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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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서울대학교가 설립됨으로써 타대학에 미친 영향을 잘 증언해주고 있다. 고려대학교
전신 보전의 교수 유진오, 서재원, 윤행중, 박극채, 안호상, 손진태가 경성대학으로 옮겨온 것
이다. 어쨌건 2개월이나 걸쳐 11월 말에서야 겨우 교수진의 편성을 끝마친 경성대학은 이번
에는 총장임명 문제로 더 큰 파동을 겪어야 했다. 유진오의 증언에 따르면, 크로프츠가 백남
운을 과대평가하여 경성대학 법문학부 교수진 편성의 전권을 맡길 것 같은 말을 흘렸고 그것
이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서울대학교 교사(校史)에도 반영되지
않은 이면(裏面)의 이야기가 있고, 그것이 뜻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유진오의 회고를 좀더 자
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경성대학 총장임명 문제가 당시 사회의 이목을 크게 끌게된 까닭은 경성대학은 그때 국내
유일의 대학이어서 경성대학 총장을 누구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바로 이 나라 학문과 교육의
최고상징을 누구로 하느냐 하는 것이 될 뿐 아니라 그 임명절차의 여하는 바로 이른바 대학
자치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때 군정 학무국장 고문이던 인촌(仁村)은 어
느날 교육심의회 고등교육 분과위원회의 회의가 끝난후 경성대학 총장에는 누구를 임명하였
으면 좋겠느냐고 나의 의견을 물었다. 학무국장 고문으로서 적임자 한 사람을 추천하여야 할
입장에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최남선씨가 가장 적임인데 이일저일로 시비가 많아 추천
할 수 없으니 아깝다”는 뜻의 말을 하였다. 그 말을 받아 나는 홍명희씨가 어떻겠느냐고 대답
하였다. 홍명희씨는 본래 좌익계이고 그후 결국 월북한 사람이지만 성격상 공정한 학자 타이
프의 인물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홍명희씨의 이름을 들먹이면서도 나는 인
촌의 반응이 어떨른지 확신을 가질 수 없었는데, 뜻밖에 인촌은 무릎을 치면서 “아 그거 좋구
먼. 그러기에 일은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아야 하는거야” 하고 찬성하였다. 인촌의 이러한 사
고방식이 통하는 세상이었더라면 이 나라의 좌우투쟁은 좀더 양상이 달라졌을 것이다. 홍씨
의 경성대학 총장을 저지한 것은 우익이나 군정이 아니라 당시의 좌익이었던 것이다. 홍명희
안에 인촌의 찬성을 얻은 나는 ‘대학자치’ 문제에도 비교적 낙관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것도 저
것도 다 깨고만 것은 소아병적으로 날뛰던 당시의 급진좌익들이었다. 그들은 일을 순리로 해
결하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당장에 자기들 일파의 수중에 넣으려고 날뛰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군을 따라 한국에 왔던 일개 미군 군목(軍牧)을 경성대학 총장의 자리에 앉히는 결과를 가
져왔던 것이다.20)

유진오의 회고에 따르면, 홍명희를 총장으로 앉힌다는 안은 유진오, 백낙준, 백남운, 조윤
제가 모인 자리에서도 합의되었고 법문학부 교수회에서도 별다른 이의가 없이 채택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총장은 경성대학의 「대학총회」에서 추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튀어나왔다. 그
20) 유진오, 「양호기」, 1997, 174-1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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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물론 외부의 지령을 받은 급진파 학생들이 들고 나온 주장이었으나 문제가 심각하게
된 것은 의학부 교수들의 대부분과 이공학부 교수의 거의 전원이 뭣도 모르고 그 주장에 동
조하고 나섰기 때문이었다. 학생들의 주장은 교수(조교수 포함), 학생(조수 포함), 졸업생의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대학총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곳에서 총장 추천뿐만 아니라 대학의
모든 중요문제를 의결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군정청은 1946년 10월 7일에 또 다른 미국인 안스테드를 초대 국립서
울대학교 총장으로 임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크로프츠는 유쾌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되며,
그가 정확히 언제 한국을 떠났는지 알 수 없다. 두 총장이 어떻게 업무인계를 하였는지도 모
른다. 크로프츠에게는 일단 같은 미국인 군인에게 넘기고 가는 것이 편하고 다행이었을 것이
다.

맺는말
크로프츠는 동아시아사 전공의 학자가 되기 전 한국에서 잠시 경성대학 총장직을 맡았지
만 국립서울대학교가 개교되는 과도기에 잠시 머무르는 인물이 되었다. 이제 보면 후일 훌륭
한 학자가 된 이런 인물을 잠시나마 총장으로 가졌다는 것은 서울대학교의 역사에 부끄러
운 일은 아니었다. 다만 해방 후 혼란기에 교육계도 탈일본정책으로 새 국립서울대학교를 건
설하려는 강한 의욕 속에서 크로프츠는 경성제대의 마무리작업만 하고 떠난 처지가 되었다.
그렇지만 오늘날 서울대학교의 원년 재조정과 함께 긴 서울대학교의 역사에서 경성대학과
크로프츠 총장은 잊을 수 없는 존재임을 부정할 수 없다. 경성대학의 존재는 서울대학교의
역사에서 주목되지 않아 왔으나 역사는 공백이 있어서는 아니되고 긴 역사에서 보면 모두 의
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망각이나 외면으로 덮어버리지 말고 긴 안목에서 끌어안고 우리의 역
사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크로프츠 총장에 관한 연구도 더욱 깊이 있고 다면적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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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원 이광수의 셰익스피어 원작 『율리우스 카이사르』
(3막 2장) 번역문에 대하여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허승일

I.
셰익스피어(Shakespeare)의 작품이 4대 비극을 포함해 상당수가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번역된 것은, 전문이 아니고 일부이긴 하지만,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Julius Caesar)』이다. 1914년에 정노식은 최초로 3막 2장 중 브루투스 연설문을 번
역했다. 그러나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대문호 이광수가 1926년 1월 1일자 동아일보에 3막
2장 전문 [https://drive.google.com/file/d/0B7V3ledcTYw3OUEyTVBBRkFZSjQ/view]을 번
역했다는 사실이다. 작년에 나는 영남대 역사학과 통합 기념 강연에서 ‘ 『율리우스 카이사르』
암살: 얻은 것과 잃은 것’이라는 특강(상세한 강연 내용은 https://www.youtube.com/
watch?v=nzsJKQ1LaFk 참조 바람)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때에는 시간 관계상 동아일보의
번역문을 일일이 검토해보지 못했다. 여기서 두세 군데 작은 오역을 지적해보는 시도를 하는
것도 유익하리라고 본다.

II.
우선, 약간 길지만, 1599년에 초연되고 1623년에 출간된 셰익스피어의 『율리우스 카이사
르』, 3막 2장의 원문은 http://internetshakespeare.uvic.ca/doc/JC_M/scene/3.2/에서 참조하
기 바란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영국의 대문호는 당시 영어로 번역된 플루타코스(Plutarchos)의 <영웅
전>에 나오는 이야기들로 드라마를 썼다고 알려지고 있는 만큼, 그의 텍스트를 완벽하게 이
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료를 참작할 필요가 있다.
카이사르(Caesar) 암살과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 가장 오래된 고전 문헌인 수에토
니우스(Suetonius, 서기 69~122년)의 <12 카이사르 열전> 『카이사르의 생애(De Vita
Caesarum)』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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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자들이 경의를 표하듯이 앉아 있는 카이사르를 둘러싸고 섰다. 그러자 앞장서기로 한 킴
베르 틸리우스가 뭔가 청원할 것이 있는 양 카이사르에게 좀더 다가갔다. 카이사르가 이것을
막고 몸짓으로 다음으로 미루는 순간, 토가 위로 양 어깨를 눌러 꼼짝 못하게 했다. 그러자 카
이사르가 외쳤다. “폭력을 쓰려는 것이냐?” 카스카 형제 중 한 명이 얼굴을 돌린 카이사르의
목구멍 밑에 상처를 냈다. 카이사르는 카스카의 팔을 잡고 철필로 푹 찔렀다. 그리고 의자에
서 벌떡 일어나려 하다가 또 한 번 칼에 찔리는 바람에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칼집에서 빠져나온 칼들이 사방팔방에서 자신을 노리고 달려드는 것을 보자, 카이사르는
토가로 머리를 덮어 감추고, 동시에 왼 손으로 옷의 주름을 발끝까지 늘려 하반신도 감싸버
렸다. 최소한 죽을 때 체면만은 지키고 싶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23군데나 칼에 찔렸지만, 맨 처음 찔릴 때 딱 한 번 신음 소리를 냈을 뿐, 그 후에
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다만 어느 전언에 따르면 자신을 덮치는 마르쿠스 브루투스에
게 “너마저, 내 아들아(καὶ σύ, τέκνον)”라고 말했다고 한다.
카이사르는 모두 도망쳐버린 뒤에 잠시 숨이 끊어진 상태로 쓰러져 있다가 겨우 가마에 눕
혀졌다. 그리고 한쪽 팔을 축 늘어뜨린 채 세 명의 노예에 의해 운반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의사 안티스티우스의 진단에 따르면 그렇게 많은 자상 가운데 치명적인 것은 두 번째로 가
슴을 찔린 것뿐이라고 했다.
음모자들은 처음에는 카이사르의 시신을 옮겨 티베리스 강에 던져 버린 뒤 재산을 몰수하
고 그의 법률을 무효화시킬 예정이었지만, 콘술 안토니우스와 기병대장 레피두스가 두려워
계획을 단념했다. …
로마 인민들에게 그는 공공 이용을 위한 공원 부지로 티베리스 강변의 그의 정원들과 시민
각자에게는 300 세스케르케스(sesterces)를 유증했다(Populo hortos circa Tiberim publice
et viritim trecenos sestertios legavit).

여기에 몇 가지 첨언할 것이 있다. ① 유트로피우스(Eutropius)에 의하면, 암살에 60여 명
이상의 원로원 의원이 참가했다고 한다. ② 카이사르의 마지막 말인 헬라스어 “καὶ σύ, τέκν
ον”은 대문호에 의해 라틴어 “Et tu, Brute?”(너마저, 브루투스!)로 바뀐다. ③ 암살 직후 킨나
는 “자유다! 해방이다! 참주는 죽었다!”고 웨치면서 거리를 달렸다. ④ 유언장의 내용은 오직
수에토니우스의 기록에만 나오는데, 셰익스피어는 카이사르의 유언장 공개 때 로마 평민 각
자에게 75드라크마씩 주기로 했다면서 작품의 클라이막스로 사용하지만, 드라크마는 헬라스
화폐 단위이므로, 로마 화폐 단위인 300세스테르케스로 해야 맞다. ⑤ 맨 마지막에 안토니우
스가 자기를 옥타비우스에게 안내해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때 옥타
비우스는 저 멀리 마케도니아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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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그러면 이번에는 춘원 이광수의 번역문을 보기로 하자.
詩劇
줄어어쓰 씨서
쉑스피어 原作
李光洙 飜譯
=第二幕第三場=
處所 로마市의 公會所
人物 부루터쓰, 카시어쓰, 市民의 一團
◇-一
(市民)말하오 알고야 가겟소!
(부르터쓰)그러면 이리 오시오. 내 말을 들으시오. 카이어쓰, 그대는 저 병문으로 가시오
사람을 난홉시다.
내 말을 들을 이는 이곳에 머므시오.
카이어쓰의 말을 들을 이는 그를 따라 가시오. 씨서가 죽은 연유를
이제 발표하오리다.
(市民第一)나는 부루터쓰의 말을 들으랴네.
(市民第二)나는 카시어쓰의 말을 들으랴네.
두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 따로 갈라 듯고 그 연유를 비교해 보세.
(카이어쓰와 市民의 一部分은 退場하고 부루터쓰가 登場한다)
(市民第三)우리 갸륵한 부르터쓰가 올라 섯네, 종용히 하시오.
(부루터쓰)끗까지 참고 들으시오.
로마ㅅ 사람이어, 동포여, 사랑하는 이들이어! 나의 말을 들으시오, 정숙히 들으시오. 나를
미드시오, 내 명예를 보아 미드시고 내 명예를 존경하야 나를 미드시오. 여러분의 지혜로 내
말을 비평하시고 정신을 가다듬어 바로 판단하시오. 만일 여러분 중에 씨서를 사랑하는 친구
가 잇다하면 나는 단언하오, 나의 씨서를 사랑함이 그에게 지지 아니함을. 그럼으로 만일 그
가 뭇기를 엇지하야 부루터쓰가 씨서를 죽엿나냐 할진댄 나는 이러케 다답하랴오 내가 씨서
를 덜 사랑함이 아니오 내가 로마를 더 사랑함이라고. 여러분은 씨서가 살고 여러분이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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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죽기를 바라시오? 씨서가 죽고 자유로 살기를 바라시오? 씨서가 나를 사랑한지라, 나는 씨
서를 위하야 울고 그가 성공할 때에 내가 위하야 깃버하고 그가 용맹할 때에 내가 위하야 칭
찬하엿소. 그러나 그가 야심을가질 때에 나는 그를 죽엿소. 그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눈물이
잇섯고 그의 성공을위하여서는 깃붐이 잇섯고 그의 용맹을 위하여서는 칭찬이 잇섯고 그리
하고 그의 야심을 위하여서는 죽임이 잇슨 것이오. 여러분 중에 노예되기를 원하는 비루한
이가 누구요? 잇거든 말하시오 그 사람에게는 내가 죄를 지엇소. 여러분 중에 로마국민되기
를 원치 아니하는 야매한 이가 누구요? 잇거든 말하시오, 그 사람에게는 내가 죄를 지엇소.
여러분 중에 나라를 사랑하지 안는 흉악한 이가 누구요? 잇거든 말하시오. 나는 그에게는 죄
를 지엇소. 대답을 기다리고 말을수이오
(一同)업소. 업소.
부루터쓰. 그러면 나는 아모에게도 죄를 짓지 아니 하였소. 여러분이 나에게 하실 일을 내
가 씨서에게 하얏슬 뿐이오 씨서의 죽은 일은 이믜 하늘에 긔록이 되엿소. 그의 공적에 대하
얀 영광을 덜지도 아니하엿고 그가 죽은 허물에 대하얀 죄를 더으지도 아니 하엿소.
(안토니어쓰와 여러 사람들이 씨서의 시톄를 가지고 들어온다)
여긔 씨서의 신톄가 왓소. 슬퍼하는 안토니어쓰가 가지고 왓소. 안토니어쓰는 씨서를 죽일
때에 손을 대이지 아니 하엿스나 씨서가 죽은 복은 우리 국민의 하날가치 바들 것이오! 여러
분 중에 누구는 아니 그러하겟소? 한 마듸만 더하고 나는 말을 그치겟소! 내가 로마의 복을
위하야 나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죽엿스니 나도 만일 나의 나라가 나 죽기를 요구할 때에
는 씨서를 죽이던 칼을 바드려 하오.
(全市民) 살아라, 부르터쓰 살아라 살아라!
(市民第一) 부르터쓰를 개선(凱旋)하는 모양으로 집에 보내자
(市民第二) 부르터쓰와 그 조상의 비를 세우자.
(市民第三) 부르터쓰로 씨서를 삼자.
(市民第四) 씨서의 밧던 영광을 모조리 부르터쓰에게 주자.
(市民第一) 만세를 부르며 부르터쓰를 집으로 옹위하자.
(부루터쓰) 나의 동포여!
(市民第二) 쉬! 말 업시 부르터쓰 말 듯자.
(市民第一) 쉬!
(부루터쓰) 사랑하는 동포여 나를 혼자 가게 하시오.
나를 보아 안토니의 말을 들으시오. 씨서의 시톄에 경의를 표하고 안토니의 말에 경의를
표하시오. 이제 안토니가 씨서의 공적을 말하기로 하엿스니 원컨댄 나만 먼저 가게 하시고
여러분은 한 분도 가지 말고 안토니의 말이 끗나기까지 머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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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市民第一) 가지 마라. 안토니 말을 듯자.
(市民第二) 안토니. 교의 우에로 오르시오. 자 듯자. 안토니 나오시오.
(안토니) 부르터쓰를 위하야 여러분께 감사하오
(하고 올라선다)
(市民第三) 부루터쓰를 위하야 우리에게 감사한단 말이야.
(市民第四) 부르터쓰를 험담하는 말이나 말앗스면.
(市民第一) 씨서 놈 흉악한 놈.
(市民第三) 암. 두 말인가. 그 놈이 잘 죽엇지 로마에 다행이지.
(市民第三) 쉬 안토니가 무슨 소리 하나 들어요.
(안토니) 순량하신 로마 국민이시어!
(市民) 아.가만들 잇서!저 말 듯게
(안토니) 친구들이시어, 로마ㅅ 사람들이시어, 동포시어 내 말을 들이시오.
나는 씨서를 조상하러 왓소. 칭찬하러 온 것이 아니오.
사람의 허물을 사후에도 남건마는 잘 한 일은 흔히 해골과 가치 무처버리는 것이오 씨서도
그러하오. 저 존경할 부루터쓰는 여러분께 씨서가 야심이 잇섯다고 하엿소.
진실로 그러할진댄 악착한 허물이오! 그러기에로 씨서는 악착한 보응(報應) 바닷소.
나는 부루터쓰와 여러분의 허락으로! 대개 부루터쓰는 명예잇는 사람이오 여러분도 그와
가치 명예잇는 사람들이시니! 나는 씨서를 조상하는 말을 하려 하오.
그는 나의 친구엿소! 진실하고 공정하고 그러나 부루터쓰는 그를 야심 잇다 하엿소.
그런데 부루터쓰는 명예로온 사람이오.
씨서는 무수한 포로를 로마로 잡아왓소 그 갑스로 로마의 국고는 충만하엿소.
이것이 씨서의 야심이릿가?
불상한 백성이 우지질 때에 씨서는 울엇소 야심이란 무정하고야 가지는 것이오 그러건마
는 부루터쓰는 그를 야심잇다 하엿소,
그런데 부루터쓰는 명예로은 사람이오. 류퍼칼리아 명절날이 내가 세 번 왕관을 밧들어 올
릴 때 씨서는 세 번 다 사양 하엿소 여러분도 다 보앗스니 그것이 야심일가?, 그러컨마는 부
루터쓰는 그를 야심가라 하엿소. 그런데 분명 그는 명예로운 사람이오. 부루터쓰의 말한 바
를 반박하려 아니하오 나는 오직 내가 아는 바를 말할 따름이오.
여러분은 일즉 그를 사랑한 적이 잇섯소 사랑할 리유가 잇섯슴으로 그런데 무슨 연유로
그를 슬퍼하지 아니하게 되엇소?
아아 판단(判斷)아 너는 다라나 금수(禽獸)에게로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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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저희 리성(理性)을 일허버렷고나! 엇지할가나.
나의 맘은 씨서를 따라 관 ㅅ속에 들어 갓스니 돌아오기까지 나는 말을 못하겟소.
(市民第一) 그말이 무슨 깊흔 뜻 잇슨것가틔.
(市民第二) 제가 생각을 바라만할진대 씨서의 큰 죄를 저도 알것이지.
(市民第三) 그럴가 이 사람들? 나 보기에는 씨서말고 정말 한놈이 나설 것가틔.
(市民第四) 여보게들 그말 들엇나? 씨서가 왕되기를 사양햇다네.
그러고 보면 어듸 야심잇다 할수 잇나
(市民第一) 진즛 그러할진댄 엇던 놈이 톡톡히 경츨 놈이 잇슬걸
(市民第二) 가엽서라 안토니의 눈을 보게 울어서 불가치 붉여그려.
(市民第三) 우리 로마에 안토니 이상은 업네.
(市民第四) 자 듯세. 말하랴네.
(안토니) 그러나 어제까지 전세게를 흔들던 씨서가
지금 여긔 누엇건마는 엇지하야 한 사람도 사모할 이가 업는고.
오 여러분! 만일 내가 여러분의 맘을 격동하야 반란을 니르킨다 하면
이는 부루터쓰에게 미안할 일이오 카시어쓰에게 미안할 일이오
명예로운 그 두분께 미안한 일이 되니
나는 이 두분께 미안하게 하는 것보다 찰하리 죽은 이에게 미안하게 하려 하오 나와 여러
분에게 미안하게 하려 하오
그러케 명예로은 그네들께 미안하게 하는 것보다
그러나 여긔 씨서의 인마는 조희가 잇소!
나는 그것을 그의 문갑에서 차잣소! 그것은 그의 유언이오
(나는 이것을 참아 닑으려 아니 하거니와)
만일 초동 목수가 이 유언을 한 번 듯기만 한다 하면
그들은 반다시 씨서의 칼ㅅ자리에 입을 마초리라
그들의 수건을 씨서의 거륵한 피에 적시리라
그러치오 그들은 씨서의 머리카락 하나를 긔념으로 빌어다가
죽을 때에 유언으로 이 귀한 유산을
그들의 자손 대대에 전하리다.
(市民第四) 그 유언 들읍시다 안토니 그 유언 닑으시오.
(市民들) 그 유언! 그 유언! 씨서의 유언을 닑어 주오!
(안토니) 참으시오, 친구들이어, 나는 닑을 수 업소.
씨서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엿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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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여러분은 아니 아시는 것이 좃소 여러분은 목석이 아니오 사람이시니 사람으로 만
일 씨서의 이 유언을 들으시면 여러분의 맘에는 불ㅅ길이 닐어나리다 여러분은 미치시리다.
씨서가 자긔의 모든 것을 여러분께 물려준 줄을 여러분은 모르시는 것이 조흐리다.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아신다 하면 무슨 일이 날는지 모르리다.
(市民第四) 닑으시오. 그 유언을 들어야 하겟소 안토니 닑으시오, 씨서의 유언을.
(안토니) 여러분은 참으시랴오? 잠간만 참으시랴오?
내가 지나처 말하엿소! 안할 말을 하엿소 저 명예로운 두 분에게 미안하게가 되면 엇지하
오?
씨서를 칼로 찌른 두 분에게 해가 될가 근심이오
(市民第四) 역적놈들이다! 명예가 무슨 명예!
(市民들) 유언! 유언!
(市民第二) 그놈들은 악한이다! 살인한 놈들이다! 유언 닑으시오! 유언!
(안토니) 그여코 날더러 닑으라 하시오?
그러커든 씨서의 시체에 둘러서시오.
그 유언을 쓴 사람부터 보여드리리다,
내가 나려가릿가 여러분 허락하시오?
(市民들) 내러오시오.
(市民第三) 허락하오
(市民第四) 둘러서자 둘러서.
(市民第一) 상여에서 비켜라! 신톄에서 비커라!
(市民第二) 안토니 들어가실 길 비켜라! 아 갸륵한 안토니!
(안토니) 그러케 내 겻흐로 다그어오지 말고 멀즈시 서시오.
(멧市民) 물러서라! 자리내라! 물러서!
(안토니) 여러분 눈물이 잇거든 자금 뿌리실 준비를 하시오 여러분은 이 갑옷을 아시리다
나는 씨서가 처음 이것을 닙든 날을 긔억하오. 그것은 엇던 녀름날 그의 진중(陣中)에서 네르
비 ㅅ군사를 이긘 날이오. 보이소 카이어쓰의 칼이 여긔를 뚤헛소 그의 싀긔의 칼이 엇더케
여긔를 쯔즌 것을 보시오!
그러케 씨서의 사랑을 밧든 부루터쓰가 찌른 곳은 여긔요.
그가 가증한 칼을 찔럿다 뺄때에 씨서의 피가 이러케 그 칼을 따라 나왓소 마치 부루터쓰
야 설마 그러케 찔럿스랴 하고 문 밧게 뛰여 나와 자세히 보랴는드시 웨? 여러분도 아시거니
와 부루터쓰는 씨서의 천사엿섯소.
오, 신명(神明)아 보라. 엇더케 씨서가 부루터쓰를 사랑하엿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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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세상에 뎨일 무정한 칼질이엇섯소.
그러매로 갸륵한 씨서가 부루터쓰에게 찔림을 볼 때에
이 반역자(反逆者)의 칼날보다도 배은(背恩)이 더 압허서
그의 위대한 가슴이 터젓소 그는 이 갑옷으로 낫을 가리우고 바로 저 아즉도 피를 뜩뜩 흘
리는 폼페이의 석상(石像) 밋헤서 위대한 씨서는 죽엇소.
오오 동포여 이 엇더한 죽엄인고! 그때에 내나 여러분이나 모든 우리가 다 죽고 오직 피무
든 반역자만 의긔가 양양하엿소. 아 여러분아 이제는 우시오 여러분의 맘은 비감한 모양이오
이것이 다 사랑하는그이의 피ㅅ방울이오.
사랑하는 이들아, 여러분은 씨서의 상한 옷을 보고 웨 우시오? 이것을 보시오,
여긔 정말 씨서가 잇소 ! 반역자의 손에 찔린 씨서가 잇소.
(市民第一) 아 가엽서라!
(市民第二) 오 갸륵하신 씨서!
(市民第三) 아아 슬픈 날이여!
(市民第四) 응 역적놈들, 악한들!
(市民第一) 어 참 참혹한 일이로군!
(市民第二) 내 이 원수를 갑고야.
(市民들) 원수 갑하라! 가자! 차자내자! 태워버랴라! 불이야! 죽여라! 효수를 하여라 한 놈도
살려 두지 말아라!
(안토니) 동포여 기다리시오.
(市民第一) 가만 잇소! 안토니 말슴하신다.
(市民第二) 저 어른의 말 듯세. 저이 말대로 하세. 저이와 함께 죽세.
(안토니)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착하신 친구들이여.
내말에 그러케 갑작이 소동하지들 마시오. 이 일을 한 이는 명예잇는 이들이오 무슨 사혐
이 잇서 그들이 이러케 하엿는지 아아 나는 모르거니와 두 분은 다 현명하시고 명예잇는 이
들이시니 반드시 여러분께 그 연유를 말하실 줄 밋소 친구들아 나는 여러분의 맘을 흠처내려
온 사람이 아니오.
나는 부루터쓰와 가치 웅변가가 아니오.
아시는 바와 가치 나는 다만 나의 친구를 사랑하는 평범하고 우둔한 사람이오 내가 씨서
를 사랑하는 줄을 잘 아는지라 두 분이 나에게 그를 위하야 말하기를 허락한 것이오.
나는 재조도 업고 배혼 것도 업고 하여 노흔 일도 업꼬 세워 노흔 말도 업고 말하는 재조
도 업는 사람이오.
나는 사람의 피를 끌게할 줄을 모르고 오직 내가 아는 대로 말할 뿐이오 여러분이 다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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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를 말할 뿐이오 사랑하는 씨서의 칼ㅅ자리를 보여들일 뿐이니 그 불상한 불상한 말못
하는 입들로 하여금 내가 못다하는 말을 말하게 하지오.
내가 만일 부르터쓰가 되고 부루터쓰가 안토니가 되엿든들.
만일 여러분의 정신을 흔들고 씨서의 칼자리마다 말할 혀를 주는 안토니가 잇섯든듥.
로마의 모든 돌이 소리를 치고 닐어나게 하련마는.
(市民들)우리가 닐어나오.
(市民第一) 부르터쓰 놈의 집에 불을 노하라.
(市民第三) 자 가자 오너라 이 음흉한 놈들을 차자내자.
(안토니) 잠간만 들으시오 동포여 잠간만 내 말을 들으시오.
(市民들) 쉬! 말듯자 갸륵하신 안토니.
(안토니)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실 일을 니즈섯소.
씨서가 여러분의 사랑을 바들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모르시오.
내 말하리다 여러분은 내가 말한 그의 유언을 니즈섯소.
(市民들) 과연 올소 유언 오! 자 다들 서서 유언들읍시다.
(안토니) 이것이 그 유언이오 씨서의 인마즌 유언이오.
모든 로마시민에게 그가
한 사람 안 빼노코 칠십오 드라크마씩을 준다고 하엿소.
(市民第二) 아아 갸륵한 씨서시여! 우리가 이 원수를 갑흐리다.
(市民第三) 오 놉흐신 씨서시어!
(안토니) 참으시고 내 말을 드르시오.
(一同) 쉬!
(안토니) 그뿐 아니라 씨서는 여러분에게 그의 모든 동산과 정자와 티벨강 이편에 새로 식
목한 과수원을 물렷소.
모든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자손에게 영원히 다 가치 즐기라고 거긔서 그닐고 거긔서 쉬
이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씨서가 잇섯것만은! 그러나 어느 때에 이와 가튼 씨서가 또 오겟는가?
(市民第一) 다시는 업소! 다시는 업소! 오 나라! 가자! 가자!
씨서의 신테를 거륵한 곳에서 태우자 그리고 그 불로 역적의 집을 살우자 신테를 메여라.
(市民第二) 불 가저 오너라.
(市民第三) 그 교의를 끌어내여라.
(市民第四) 그 걸상을 끌어내여라 문ㅅ작이나아 모게나.
(시민들이 시톄를 가지고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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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 내버려두어라 재변(災變)아 닐어 낫스니.
오 너가고 십흔 길로 가거라!(幕)
【譯者附言】 이것은 쉑스피어의 詩劇中에 하나인 “줄리어쓰 씨서”의 둘재ㅅ 막을 번역한 것
이다 무론 나의 번역은 散文詩으로 되엿스나 될 수 잇는 데로 元詩의 리듬을 옴겨보려 하야
句節 떼는 것도 原文에 忠實하도록 하엿다 나의 이 拙劣한 번역이 존경하는 독자에게 조곰이
라도 흥미를 들이고 또 행복되는 희망 만흔 신년 벽두에 이 英國의 大天才의 精神의 一端에
觸하신다 하면 실로 이만 다행이 업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아주 사소한 것들이긴 하지만 이광수의 번역문에서 몇 가지 오역을 지적해 보
자.
① 제2막 3장이라 했는데, 제3막 2장이다.
② 시민이라 했는데, 평민이라 해야 맞다. 시민에는 엘리트층인 귀족과 기사들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③ 초등 목수라 했는데, 이는 보통 사람, 즉 평민을 뜻한다.
④ 하늘이라 했는데, 카피톨리움 언덕이라 해야 맞다.
⑤ 갑옷이라 했는데, 이는 토가라 해야 맞다.

IV.
원작의 클라이막스는 카이사르의 장례식에서 행한 브루투스(Brutus)와 안토니우스
(Antonius)의 연설의 대조(https://www.youtube.com/watch?v=aS39kAcGTDc)이다. 이 부문
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다수의 번역서가 나왔지만, 아마 춘원만큼 그 원문의 뜻을 여실히
살린 명번역은 아직껏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부록에서 첨언하듯이, 어쩌면 그가 그렇게
원작자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려고 했는지 오직 감탄, 또 감탄할 뿐이다. 춘원은 가히 한국의
셰익스피어라 극찬해도 손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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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학파와 朴龍喆:
그 문학사적 의의를 중심으로

인문대 국어국문학과

김용직

1. 오만한 선언: 살로 색이고 피로 쓰는 시
여기서 문제되는 시문학파란 순수시 전문지 『詩文學』을 통해 작품활동을 한 일군의 시인
들을 아우르는 명칭이다. 시문학파의 구성원은 정지용, 김영랑을 비롯하여 신석정, 김현구,
정인보, 허보, 변영로 등이 었으며 그 구심점이 된 것이 龍兒 朴龍喆이었다. 박용철은 그 자신
이 시를 쓰는 시인이면서 『시문학』을 기획, 발간한 다음 그에 이어 『문예월간』, 『문학』과 우리
예술계 초유의 연극전문지 『극예술』도 발행했다. 『시문학』 창간호에는 그가 쓴 오기까지를
느끼게 하는 선언 문투의 편집후기가 있다.
우리는 詩를 살로 색이고 피로 쓰듯 쓰고야 만다. 우리의 시는 우리 살과 피의 맺힘이다.
그럼으로 우리의 시는 지나는 걸음에 슬쩍 읽어치워지기를 바라지 못하고 우리의 시는 열 번
스무 번 되씹어 읽고 외여지기를 바랄뿐 가슴에 느낌이 있을 때 절로 읊어나오고 읊으면 느
낌이 일어나야만 한다.

2. 『詩文學』 이전의 한국 현대시와 국민문학파
박용철이 『시문학』 창간호를 발간한 것은 1930년대의 벽두 첫해의 일이었다. 그 문학사적
인 의의를 살피기 위해서 우리는 당시까지 우리 근대시, 또는 현대시가 형성전개된 과정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시문학파가 우리 시단에서 한자리를 차지하기 전에 우리 시단을 주도한
것은 창조, 폐허, 백조파에 속한 시인들이었다. 주요한, 김억 등이 그들을 대표했는데 그 문학
적 경향은 한마디로 탈현실, 탐미적인 세계를 지향한 것이었다. 그 결과로 우리 시단에 근대
화가 촉진된 반면 부작용도 일어났다. 그 부분 현상으로 역사를 방관하는 경향이 빚어진 것
이다. 1920년 전반기 시의 형???소의 경향에 대한 반동으로 신경향파로 대표되는 계급주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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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집단이 형성되었다. 카프로 이어진 계급주의 문학은 민족을 망각하고 일체의 시와 소설을
사회 혁명의 선전판으로 전락시켰다. 1920년대 후반기에 카프의 일방적인 이데올로기 우선
주의를 극복하려는 일군의 시인들이 나타났다. 그들이 최남선, 이광수, 박종화, 양주동, 李秉
岐, 李殷相 등으로 대표된 국민문학파이다.
우선 그들은 우리 문학이 외래 사조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문화전통을 계
승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문화적 토대가 되는 국어국자를
재정비해야 하며 그와 아울러 민족의 역사도 기능적으로 이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
다. 이런 인식과 함께 국민문학파는 우리 문학의 고유양식과 전통적인 문체에 대해서도 남다
른 관심을 가가지기 시작했다. 한 마디로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을 뼈대로 하고 형성된 국민
문학파는 그 실천 과정에서 우리 문학사에 나타난 고유 서가양식으로서의 시조에 대해 각별
한 관심을 가졌다. 그들은 시조를 새롭게 개혁함으로써 새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예
술양식으로 탈바꿈시키기를 기했다. 이것이 <새 술은 새 푸대에>로 집약된 국민문학파의 시
조부흥운동이다.
국민문학파의 시조부흥운동에서 단연 타의 추종을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뚜렷한 발자취
를 남기고 있는 것이 가람 李秉岐와 鷺山 李殷相이다. 1920년대 후반기에 가람은 「새 술은
새 푸대에」의 실천 문제를 논의한 글로 「시조는 혁신하자」를 썼다. 이 글은 국민문학파가 제
출한 거의 유일한 본격 시조창작론이었다.
원론적인 시조창작론과 함께 가람은 시조를 혁신하기 위해 몇 가지 구체적 전략도 피력했
다. 그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이 고전문학기 시조가 갖는 관념성과 도식적 단면을 지양, 극
복하고자 한 점이다. 그는 고전시조에 나타나는 구태의연한 창작 방법을 극복하기 위해 시조
가 구체적인 정경을 노래하기를 지향했으며 그 실천 전략으로 寫景이 이루어지는 말을 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경우의 좋은 보기가 되는 것이 그의 작품 「봄」이다.
봄날 궁궐 안은 고요도 고요하다
御苑 넓은 언덕 버들은 푸르르고
소복한 宮人은 홀로 하염없이 거닐어라
석은 고목 아래 殿閣은 비어 있고
파란 못물 우에 비오리 한 雌雄이
온종일 서로 따르며 한가로히 떠돈다
- 「봄 2」, 전문.

鷺山 李殷相은 가람 이병기와 함께 국민문학파의 시조부흥 운동에서 하나의 중심 축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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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 시인이다. 본격적으로 시조를 쓰기 전 그는 자유시를 습작했다. 無涯 梁柱東의 회고에 따
르면 이 시기의 그가 지은 시에는 발상과 기법 양면에서 별로 볼만한 것이 없었다(양주동,
『文酒半生記』). 그런 일로 하여 한때 그는 시 쓰기를 단념하고 전공인 史學에 전념할까도 생
각한 것 같다. 그러나 타고난 문인 기질은 어이할 길이 없었던 듯 그는 그 후 자유시를 버리
고 시조 쓰기로 방향을 바꾸었다.
노산의 시조가 본격화된 것은 1930년대 초두부터로 파악된다. 이 무렵에 이르자 『新民』,
『朝鮮文壇』, 『東光』 등을 통해서 그는 잇달아 그 나름의 개성을 가진 창작 시조를 발표했다.
이 무렵에 그가 쓴 대표작의 하나가 금강산을 제재로 한 작품이다.
金剛이 무엇이뇨 그리운 님이로다
만날 제 눈물이러니 떠날 제도 눈물일러라
萬二千 눈물에 어리어 뵌동만동 하여라
金剛이 어떻드뇨 돌이요 물이로다
돌이요 물일러니 안개요 구름일러라
안개요 구름이어니 있고 없고 하더라
― 「금강귀로」.

노산의 이 작품은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국민문학파의 창작시조에 한 새 국면을 열어 낸
작품이다. 두루 알려진 것처럼 금강산은 우리나라 제일의 명산이다. 형식 논리로 보면 그런
산이 있고 없다는 것은 헛소리다. 그것을 참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산은 먼저 그가 본 금강을
돌과 물이라고 표현했다.
돌로 된 산을 헤집고 흐르는 물은 때에 따라 안개로 피어나고 구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구름과 안개는 수시로 변화하여 골짜기를 휘덮게 되고 봉우리에 오른다. 그 단계에서 그것들
은 기체가 되어 허공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 이것을 노산은 그다운 말솜씨로 「있고 없고 하더
라」라고 썼다. 이것으로 이 시조는 금강=명산식으로 도식화될 수 있는 관념을 직접적으로 토
로하는데 그치지 않고 감각적 실체로 바꾸어 내었으며 다시 그것을 눈앞에 나타났다가 사라
지게 하는 有無相生의 자연으로 탈바꿈시켰다.

3. 순수시 집단 시문학파의 형성
박용철이 주재한 『시문학』은 국민문학파의 예술성 확보라는 면에 있어 긍정적인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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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한 측면을 가진다. 그러나 그와 함께 전통에 安住하려는 의식의 단면을 지양하려는 시도
도 가졌다. 우선 1933년에 발간된 창간호의 내용 목차에서 그런 자취가 뚜렷이 드러난다.
김영랑 … 동백 닢에 빛나는 마음, 어덕에 바로누어
누이의 마음아 나를 보아라, 4행 소곡 7수, 除夜.
쓸쓸한 이마, 원망,
정지용 … 이른 봄 마침, Dahlia, 京都鴨川, 船醉,
이하윤 … 물레방아, 老狗의 回想曲
박용철 … 떠나가는 배, 이대로 가랴마는, 싸늘한 이마, 비내리는 날,
밤기차에 그대를 보내고
<외국시집>
정인보 … 木蘭詩
이하윤 … 폴폴 - 원무, 새벽,
박용철 … 실레르 - 헥토르 - 이별, 괴테 - 미논의 노래

(1) 金永郞
『시문학』의 창간호 목차에서 드러나는 바 그 동인 구성에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름이 金永郞과 함께 鄭芝溶이다. 우선 김영랑은 『시문학』이 나오기 직전까지 우리 시단에
서 전혀 작품 발표가 실적을 가지지 않은 신인에 속했다. 그런 그가 정지용을 뒷전에 돌린 채
로 『시문학』 창간호 허두에 「동백 닢에 빛나는 마음」 이하 열세 편의 작품을 수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이례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작품 수록 순서에 대해서는 우선 김영랑과 정지용
의 작품이 갖는 내용, 또는 질적인 수준이 문제되어야 한다. 거듭 언급된 바와 같이 「동백 닢
에 빛나는 마음」 이하 열세 편의 김영랑 시는 『시문학』 창간호에 수록되기 전 그 어느 발표매
체를 통해서는 활자화된 적이 없었다. 그에 반해서 정지용의 몇몇 작품, 가령 「甲板우」는 『문
예시대』에 Dahlia가 『新生』에 실렸으며 「바다」는 『近代風景』(일문시전문지), 「船醉」는 경도유
학생 회지인 『學潮』 등에 발표된 작품들이다.
『시문학』을 창간하면서 박용철은 그가 발간하는 시전문지를 말할 것도 없이 일급 시인들
의 신작들로 메우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 의식의 결과 당시 우리 시단에서 혹성으로 평가된
정지용의 시까지가 명백히 신인에 지나지 않은 김영랑의 작품 뒷자리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와 아울러 우리가 고려에 넣어야 할 것이 김영랑의 시가 지닌 말솜씨와 그 독특한 가락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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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음의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돋혀오르는 아침 날빛이 빤질한 은결을 도도네
가슴엔 듯 눈엔 듯 또 핏줄엔 듯
마음이 도른 도른 숨어 있는 곳
내 마음의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 「동백 닢에 빛나는 마음」, 전문.

김영랑의 이 작품에서 특징적 단면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그 하나가 말씨가
부드럽고 감미로운 가운데 내밀스러운 마음의 波長을 느끼게 하는 점이다. 얼핏 보아도 나타
나는 바와 같이 여기에는 경음이나 격음의 사용이 의식적으로 회피되어 있다. <내 마음의 어
딘 듯 한편에>로 시작하는 이 시는 행 전체가 거의 모두 유성음과 유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으로 이 시의 말들이 호음조를 이루게 되었으며 그 가락 또한 부드러운 가운데 감미로운
느낌을 준다. 그에 힘입어 이 시의 주조가 되어 있는 시인의 감정이 매우 고즈넉한 가운데 부
드럽고 따뜻한 마음의 상태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박용철은 김영랑의 작품에 나타나는 이런
단면을 크게 주목한 것 같다. 또한 김영랑의 4행 소곡을 <미시형>으로 보고 상당한 호감을
가졌다. 다음은 시문학 2호를 낸 다음 그가 김영랑에게 보낸 편짓글의 한 부분이다.
『시문학』 탈났네 지용은 사기 못나오네. 어떻든 3호는 쉽게 내놔 버리고 명년부터나 진용
을 달리하지. 玄鳩兄 어떻게 지내시는가. 佳作이 많이 밀렸을 듯싶네. 나 같은 말라붙은 뇌와
달라 정말 나는 봄 이후 한편 없네. 묵은 것도 하나 내고 싶지 않네. 三日詩人이라는 말도 있
을까. Poetic Talent의 문젤세. 3호를 얽을 셈을 잡으니 두루 빠지네 자네 四行을 두엇 더 보
내게. 다른 것과 바꾸더라도 (……) 자네 옛적 같은 四行이나 八行이 아니 나오나 그런 美詩
形을 완성할 사람이 조선안서 자네 내놓고 누구 있나

여기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박용철은 김영랑의 『시문학』 2호에 수록된 시에 대해 각별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로 추가된 『시문학』 3호의 四行詩에 대해서 그
는 어느 정도 아쉽다는 생각은 가진 듯하다. 이에 대해서는 김영랑이 『시문학』 다음에 참가한
『문학』을 통해 발표한 작품들이 좋은 증거자료가 된다. 다음은 『문학』 3호를 통해 발표한 「모
란이 피기까지는」의 전문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즉 나의 봄을 기둘니고 있을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흰 서름에 잠길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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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月 어느 날 그 하로 무덥든날
떠러져 누은 꽃잎마져 시드러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최도 없어지고
뻐쳐오르든 내보람 서운케 문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해는 다가고 말아
三百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옵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즉도 기둘니고 있을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 작품도 그 이전의 永郞 詩와 비슷하게 시인이 마음속에 갖게 된 감정을 표출한 시에 속
한다. 그러나 그 짜임새는 그 직전의 작품들과 적지 않게 다른 측면을 드러낸다. 이 작품의
성공은 시인이 지닌 마음속의 열정을 그 나름의 말씨 또는 구문을 통해 빚어내기에 성공한데
에 말미암는다. 그런데 이때 문제되는 가락, 또는 음악성이 金永郞의 앞선 작품과 어떻게 다
른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이에 앞서 발표된 영랑의 시에 뚜렷한 줄기로 지
적될 의미 내용이 없는 점이다. 말을 바꾸면 이 이전의 영랑시는 단순 감정을 표출할 것일 뿐
그와는 성격을 달리한 체험내용의 줄거리 같은 것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모란이 피기까지
는>에 이르러 그런 사정은 상당히 달라진다. 여기에는 최소한 전자와 성격을 달리하는 서정
적 자아의 심지 같은 것이 느껴진다. 그에 따라 이 시에는 일종의 의미내용에 해당되는 줄기
가 바닥에 깔린 듯 생각된다. 이것은 이 작품에 이르러 김영랑의 시가 현대 서정시의 두 개
요건인 음성구조와 의미구조를 한 작품 속에 교직시키고 있음을 뜻한다.
여기서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의문이 제기된다. 『시문학』 창간호에 등단할 때 문자 그대로
우리 시단에서 초년병으로 출발한 김영랑의 시가 이 단계에서 이렇게 고조된 가락을 얻게 된
그 힘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물론 그 근본적인 힘은 김영랑 자신이 간직한 열정이나 재능에
말미암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계기를 만들어 내는데 기여한 힘의 얼마에는 박용철의 역할도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30년대의 우리 시단의 활성화에 박용철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실
감하지 않을 수 없다.

(2) 鄭芝溶의 경우
정지용은 김영랑과 달리 『시문학』을 통해 한국시단에 처음 등장한 시인은 아니었다. 그럼
에도 그가 우리 시단에서 차지한 위상이 확고부동하게 된 것은 『시문학』 창간호와 2, 3호 및
『문예월간』 등을 통해서 「이른 봄」, 「京都鴨川」, 「피리」, 「甲板우」, 「湖水」, 「石榴」 등의 시를 발
표하고 나서부터다. 이 무렵 정지용의 시에 대해서는 양주동이 가한 한 평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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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용씨는 현 시단의 한 경이적인 존재다. 나는 왕년 『詩文學』에 발표된 「이른봄 아침」 이
하 逐號詩篇을 보고 예술적 수법과 감각에 경도한 적이 있거니와 今年間 발표한 것으로도
『카톨닠 청년』 소재 「해협 오전 2시」, 「임종」 등 어느 것이나 unique한 세계, unique한 감각,
unique한 수법이다. 아마 현 시단의 작품으로 불어나 영어로 번역하여 저들의 초현실적 예술
경향, 그 귀족적 수준에 並駕하려면 이 시인을 제하고는 달리 없을 듯하다.
양주동, ― 「1933년도 시단연평」, 『신동아』 1933년 12월호.

이런 발언에 이어 양주동은 정지용의 시를 두고 묘한 <시경>이라는 평을 가했다. 김억의
번역시에 대해 개똥번역이라고 몰아붙인 그의 전력에 비추어 보면 이때 양주동은 정지용의
시에 대해 최고의 찬사를 보낸 것이다.
『시문학』에 이어 이 무렵에 발표된 정지용의 작품에는 한때 그가 신봉한 가톨릭에 바탕을
둔, 종교시 「다른 한울」, 「또 하나의 太陽」, 「나무」 등이 있다. 이들 작품들을 초기의 지용시에
속하는 「갑판우」, 「호수」 등에 대비시켜보기로 한다.
고래가 이제 橫斷한 뒤
海峽이 天幕처럼 퍼덕이오
― 흰 물결 피어오르는 아래로 바둑돌 자꾸자꾸 내려가고
은방울 날리듯 떠오르는 바다 종달새 ―
한나절 노려보오 훔켜 잡어 고 빨간 살 뺏으려고
정지용, ― 「바다」, 1부
一.
얼골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폭 가리지만
보고 싶은 맘
湖水 만 하니
눈 감을 밖에
二.
오리 모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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湖水를 감는다
오리 모가지는
작고 간지러워
정지용, ― 「호수」, 1, 2연

정지용 이전의 우리 시는 대체로 작자가 그 나름의 생각을 독자들에 전달하려는 의도를
바탕으로 쓰여진 것이었다. 시인은 그가 가진 생각, 또는 감정을 그 나름의 말솜씨로 포장하
고 그것을 시적인 가락에 실으면 한 편의 시가 되었다. 우리 개화기 시단을 대표한 六堂과 孤
舟의 창가, 신체시들이 그런 수법으로 문명개화를 지향하는 내용을 노래한 것이다. 폐허와
백조파들도 그에 준하는 내용들을 세기말 사조에 영향된 시어로 바꾸어 발표했다. 특히 신경
향파와 KAPF가 그들이 신봉한 계급의식을 선전문구투로 포장하는 시를 양산해낸 것은 앞에
서 이미 밝혀진 일이다. 정지용은 일단 시를 그런 의식이나 감정의 피사체일 수 없다는 의식
으로 시를 썼다. 초기의 정지용의 시 가운데 하나인 「이른 봄 아침」이나 「갑판 우」는 시인이
사물을 대한 다음 거기서 얻어낸 감정을 직설적으로 토로한 시가 아니다. 이들 작품에서 봄
날의 아침이나 갑판 위의 정경, 또는 바다의 빛과 물결들은 일단 시인의 그런 자아가 배제된
상태에서 여러 현상과 사물들을 시인 나름의 독특한 감각으로 포착, 제시한 시다.
우리는 흔히 순수시의 기본 요건을 시 아닌 것에서 시를 분리시켜 그것만을 노래한 시라고
정의한다. 이때 문제되는 시와 시 아닌 것의 경계선으로 하여 시는 두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
다. 제재에서부터 시 아닌 것을 배제해 버린 시가 그 하나다. 이것을 I.A. 리챠즈는 이질적인
것의 문맥화를 거치지 못한 시라고 보고 배제의 시(Exclusive poetry)라고 명명했다. 리챠즈
는 이런 유형의 시와 달리 시인의 시 가운데는 시적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요소들까지를 수용
한 시가 있다고 보았다. 리챠즈에 따르면 시인들이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는 시적이 아닌 여
러 요소들을 배제하지 않고 포괄해야 한다. 非詩的인 것을 작품 속에 수용하여 내면세계에
깊이와 넓이를 가진 시를 만들어내어야 한다. 그리하여 시의 짜임새가 더욱 든든하게 된다고
보며 그런 시를 리챠즈는 포괄적 시(Inclusive poetry)라고 정의했다.
리챠즈의 기준에 입각하면 1930년대 초기에 이르기까지의 정지용이 시는 다분히 배제시의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속하는 그의 시가 거의 모두 그 자체에 한계를 지
나고 있었던 것인가. 이렇게 제기되는 질문에 대해 반성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지용의
종교시편이다. 이미 제목이 제시된 「또 하나의 다른 太陽」에서 태양은 지용이 한 때 귀의한
가톨릭의 성모마리아를 가리킨다. 「不死鳥」와 「나무」에도 그와 유형을 같이하는 종교의식이
바닥에 깔려있다. 이것은 지용이 그가 초기시에서 배제한 사상, 철학, 종교, 신앙 등의 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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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에 수용된 것임을 뜻한다. 그렇다면 이 단계에서 정지용 시는 우리 시사에서 어떤 위
상을 차지하게 되는 것인가.
실상 나는 또 하나의 太陽으로 살았다
사랑을 위하얀 입맛도 잃는다
외로운 사슴처럼 범어리가 되어
山人 길에 설지라도
오오! 나의 幸福은 聖母마리아

여기서 태양은 말할 것도 없이 시인이 귀의하고자 한 기독교의 하느님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신앙은 완전하게 심상화되었다기 보다 시인이 가진 신앙의 테두리에 한 발을 걸치고 있
는 느낌이 있다. 그렇다면 정지용에게는 사상관념을 기능적으로 장미의 향기처럼 느끼게 하
는 시가 없는 것인가. 이렇게 제기되는 의문에 대해 우리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시로 「향
수」가 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즐대는 실개천이 회돌아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 우는곳
ㅡ 그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뷔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조름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짚벼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ㅡ 그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아란 하늘 빛이 그립어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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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섶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든 곳
ㅡ 그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 「향수」, 1, 2, 3연

여기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이 작품의 전체 주지 내지,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은 화자의 고향
을 그리는 마음, 곧 향수다. 향수는 心意現象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단순 사물이 아닌 관념
의 한 유형이다.
구체적으로 「향수」에서 정지용은 그가 그리는 고향을 ‘그곳’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향수」
의 정신적 기조는 고향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그치지 않고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다. 이 자품
의 첫 연에서 정지용은 그런 향수의 정을 얼룩백이 황소나 짚벼개를 돋아 고이는 노인의 심
상으로 대체시키고자 했다. 그런데 이때에 제시된 심상은 시인의 고향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곧 향수라는 심의현상과 등가물이 되지는 않는다. 단적으로 말하여 여기서 고향이 지닌 심상
과 향수 사이에는 약간의 등차가 생긴다. 이 결극을 메우기 위해 지용은 각 연의 마지막에
“ㅡ 참하 그곳이 꿈엔들 잊힐리야”라는 진술 형태의 문장을 되풀이시켰다. 다시 확인하면 이
시의 제 1연에서 시인의 고향은 <얼룩백이 황소>가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으로 표현
되었다. 이어 2연에서는 그것이 ‘뷔인 밭에’ 말을 달리는 양 소란스레 들린 ‘밤바람 소리’, 또
는 “늙으신 아버지가/짚벼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으로 제시되었으며 3연에서는 “화살을 찾
으러/풀섶 이슬을 함추름 휘적시든 곳”으로 대체된 것이다.
이것으로 정지용이 가진 고향이 선명한 그림, 또는 소리로 탈바꿈하여 감각적 실체가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것으로 시인이 그의 고향에 대해 품은 정 자체가 객체화되고 감각
적 실체로 탈바꿈한 것은 아니다. 이 시를 쓰면서 정지용도 이에 대한 의식을 가졌던 것 같
다. 그러니까 이 시에 후렴구를 만들어 <그곳이 참아 꿈엔들 잊힐리야>를 붙인 것이다.

4. 徐廷柱와 시문학파
몇 편의 종교시편에서 정지용이 그의 시가 갖는 사유공간 부재를 보완하고자 한 시도를
가진 것은 이미 살핀 바와 같다. 그러나 그것이 사상, 관념을 기능적으로 정서화시키기에 성
공한 것인가. 이런 의문에 대해 우리는 자신있게 그렇다는 단언을 할 수가 없다. 그의 성공작
의 하나인 「향수」에 관념을 그 자체로 객체화시키지 못한 자취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렇다면 정지용의 다음 세대에 속하는 시인 가운데 그의 한계를 극복해낸 예는 없었던 것인
가. 이렇게 제기되는 의문에 대해 좋은 응답자의 자격을 띠고 나타나는 것이 徐廷柱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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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史여 歷史여 韓國歷史여.
흙 속에 파묻힌 李朝白磁 빛깔의
새벽 두 시 흙 속의 李朝白磁 빛깔의
歷史여 歷史여 韓國歷史여.
새벽 비가 개이어 아침 해가 뜨거든
가야금 소리로 걸어 나와서
춘향이 걸음으로 걸어 나와서
全羅道 石榴꽃이라도 한번 돼 바라.
시집을 가든지, 안 上客을 가든지,
해 뜨건 꽃가마나 한번 타 봐라.
내 이제는 차라리 네 婚行 뒤를 따르는
한 마리 나무 기러기가 되려 하노니.
歷史여 歷史여 韓國歷史여
외씨버선 신고
다홍치마 입고 나와서
울타리가 石榴가 꽃이라도 한번 돼 바라.
- 「歷史여 韓國歷史여」, 전문.

발표 당시 이 작품의 제목은 <한국역사여>가 아니라 <조선역사여>였다. 한국 역사든, 조선
역사든 이들 말이 갖는 내포의 성격은 「향수」의 경우와 아주 비슷하다. 향수가 물질적 차원의
제재가 아닌 것과 꼭 같이 한국 역사 또한 그런 유형에 속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양자는 다
같이 사유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의미내용이 파악될 수 있는 관념어에 속한다.
선이나 한국의 역사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까마득한 상고시대로 생각을 소급시킨다. 거기
에는 神市라든가 태백산, 개천의 심상을 떠올리게 만드는 여러 사실들이 있다. 그런가하면
고려와 조선왕조를 거치는 가운데 치른 외침과 정치, 사회적 문제, 문화적 성과가 떠오르며
또한 민족사의 갈피에서 겪은 외침의 소용돌이 속에서 겪은 수난과 희생의 기억도 거기에는
섞여들어 있다. 그런데 그들 사실과 사건들은 소재상태의 단계에서는 단순 기록으로 남아 전
할 뿐이다. 그렇다면 이들 소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야 시가 된 것인가!
위의 보기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서정주는 정지용과 달리 관념성이 짙은 한국 역사를 제재
로 택한 가운데 그것을 테두리가 선명한 감각적 실체로 제시해 내었다. 이 시의 첫 연에서 추
상적인 제재인 우리 역사가 <흙 속에 파묻힌 李朝白磁>와 일체화되었다. 그런가 하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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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에서 그것은 춘향이의 심상을 곁들인 전라도의 울타리가 석류꽃이 되어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3연에서 다시 한국 역사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어엿한 女人의 모습을 하고 나
타난다. 화자인 시인은 그 자신을 그 여인의 혼행길을 따르는 “한 마리 나무 기러기”로 만들
어버렸다. 이것은 서정주의 작품이 보여준 관계설정이며 기상천외의 심상 제시다. 그럼에도
이 시는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엉뚱함이나 그 터무니없음이 도무지 그렇게 느껴지지 않도록
말들을 쓰고 있다. 다시 되풀이하면 우리에게 국어사전에나 나오는 개념적 사실들이 이 시에
서는 천연색 동영상의 한 부분이 되어 선명한 심상을 지닌 감각적 실체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서 서정주가 빚어낸 가락 또한 일품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시가 우리 역사를 바탕으
로 하면서 거기서 유래한 그리우며 애틋하게 생각되는 민족사의 흐름에 그 제작 동기를 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그것은 남도와 그 하늘을 배경으로 떠오르는
성춘향의 심상, 그에 겹친 신행길의 여인, 그 변신으로 생각되는 석류꽃 등으로 탈바꿈이 되
어 있는 것이다.
문학사의 기술에서 이제까지 우리는 흔히 작품 자체가 아니라 그 주변 여건인 외재적 연구
를 시도해왔다. 거기서는 시인과 시인의 교류관계도 적지 않게 검토되었는데 그러나 그것은
작품 자체의 조직이나 구조를 파헤치는 각도에서가 아니라 주변, 여건만을 문제삼은 느낌과
함께 시도되었다. 이때의 시 읽기가 치밀한 사실검토를 통해서 구체화되지 못한 것이다. 정지
용의 시문학파 시대를 말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 뜻이 다른 데 있지 않다. 이제
까지 우리 주변에서는 서정주와 정지용은 문단활동을 통해서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
어 왔다. 그러나 뜻밖에도 두 시인은 어느 시점에서 상당히 진하게 교유의 실적을 가진 자취
를 드러낸다.
서정주가 그의 처녀시집 『花蛇集』을 발간했을 때 정지용이 「窮髮居士 花蛇集」이란 제자를
써주었다. 이런 사실을 未堂은 『화사집』 복각판을 낼 때 그 권말에 써서 밝혔다.
… 『花蛇集』의 초판 발행 반세기가 되는 해를 맞이하여 (……) 1938년에 오장환군의 남만서
고에서 발행 예정이었다가 그곳의 不振으로 1941년 봄에야 나오게 된 이 책 100부 한정판 중
의 특제본 들에는 등때기에만 누군가가 붉은 실로 화사집 세글자를 자수했었고 표지에는 아
4 4 4 4 4 4 4 4 44 4 4 4 4 4 4 4 44

4 4 4 4

무것도 표현하지 않았으며 나머지의 並製本에만 정지용 선배께서 「窮髮居士 花蛇集」이라고
4 4 4 4 44 4 4 4 44 4 4 44 4 4 4

멋드러진 붓글씨로 휘호해 주셨기에 이걸 이 복간본들의 안 표지에 넣기로 했다. (방점 필자)

여기서 또 하나 밝혀둘 것은 서정주 이전에 정지용이 우리 문단 초유의 반항아인 李箱과도
각별한 인간관계를 가진 점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李箱의 우리말 시가 李泰俊의 소개로 조선
중앙일보에 발표된 「오감도」에서 시발된 것으로 알아왔다. 그러나 그 이전 李箱에게는 「꽃나
무」, 「이런 詩」, 「1933」과 「正式」 등 대표작들을 「카톨맄 청년」을 통해 발표한 경력이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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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카톨맄 청년」의 문예란을 주재한 것이 정지용이었다. 그러니까 조선중앙일보를 통한 등
단 이전에 李箱은 정지용의 추천으로 이미 우리 시단에 등록을 마친 것이다.
「가톨맄 청년」은 말할 것도 없이 보수 종교단체의 기관기격인 잡지였다. 거기에 정통신학
과는 거리가 있는 이단의 시인 李箱의 작품이 실리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
은 서정주의 경우 못지않게 정지용과 이상 사이에 굵은 선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교유 관계
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여기서는 『正式』 발표가 『시문학』과 『문예월간』, 『문학』이 발간된 다음
인 1933년도에 이루어진 점도 주목되어야 한다. 정지용을 중간항으로 잡아보면 우리 현대시
단에 끼친 시문학파의 영향은 이와 같이 뚜렷하게 굵은 선으로 나타난다.

5. 박용철과 한국 현대시사 ― 끝자리 요약을 대신하여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리 문학사에 끼친 박용철의 위상을 「떠나가는 배」, 「고향」 등
창작시 활동과, 해외시 번역, 『시문학』, 『문학』 등 문예지 발행을 통한 순수시인들의 세력화
활동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서른다섯 해에 그친 그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이와 같은 박
용철 문학의 자리매김이 사실에 크게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좀 더 기능적으로 그의
문단활동을 조감하려면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시문학』, 『문예월간』, 『문학』을 발행해
가면서 그는 잇달아 그 주변에 시인들을 결집시켜 그들을 우리 문단의 순수문학자 집단으로
세력화시켰다. 그와 함께 그는 실제 문단활동을 통하여 비순수의 범주에 든 시인과 소설, 희
곡, 평론가들과도 끊임없이 교우관계를 가졌다. 『문예월간』 창간호에는 이은상, 유진오와 함
께 김진섭, 장기제, 조희순, 함대훈 등의 이름이 올라있다. 그 2호에는 유치진의 『토막』이 발
표되었으며 유치환의 「정적」도 실려 있다. 그 3호에는 정인섭, 심훈이 등록되어 있고 이어 4
호에는 서항석, 주요한, 이광수, 최정우의 이름이 추가되어 나타난다.
『문학』 창간호를 보면 거기에는 김진섭, 김광섭의 수필과 평론이 허두를 차지했으며 2호에
는 김영랑, 신석정, 김현구, 허보 등 시문학 동인들의 작품과 함께 김상용, 임학수 등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박용철의 문단활동에서 또 하나 특기할 것은 그가 비평활동을 하는 가운데 시문학파에 속
한 시인들을 끊임없이 옹호, 고무한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박용철 전집』 2권에 수록된 「辛未
詩壇의 회고와 비판」이 그 좋은 증거가 될 수 있다. 1931년 12월 조선중앙일보 학예면에 실린
이 글에서 박용철은 김영랑, 정지용, 신석정, 김현구의 작품을 차례로 거론했다. 거기서 그는
김영랑의 4행시를 〈天下의 一品〉이라고 평가했으며 그에 이어 <美란 우리의 가슴에 자릿자
릿한 기쁨을 일으키는 것>, <그의 시는(김영랑을 가리킴―필자주) 한 개의 표준으로 우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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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설 것>이라는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같은 자리에서 박용철은 지용을 가리켜 <시인의 시
인>이라고 칭예했으며, 신석정에게는 <이 시인의 고요한 명상을 나는 사랑합니다>라고 호평
을 아끼지 않았다.
박용철의 여러 시론 가운데 이색적으로 생각되는 것이 그가 김기림의 『氣象圖』에 대해 비
판적인 발언을 한 점이다. 1932년 우리 시단의 성과를 총평하는 자리에서 박용철은 김기림의
장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이 시의 인상은 (여기 이 시는 『기상도』를 가리킴―필자주) 한 개의 모티브에 완전히 통일
된 樂曲이기보다 필름의 다수한 단편을 몽타주한 것 같은 것이다. (……) 시인의 敬服할만한
노력과 계획에도 불구하고 시인의 정신의 연소가 이 거대한 소재를 화합시키는 高熱에 달하
지 못하고 이것을 겨우 접합시키는 데 그쳤든 것 같다. 이중에서도 필자의 가장 불만인 점은
이 詩가 명랑한 아침 폭풍경보에서 시작해서 다시 명랑한 아침 폭풍경보 해제에 끝나는 이
완전한 左右同形的 구성이다.

여기서 우리가 지나쳐 볼 수 없는 것이 박용철 시론의 근본 전제다. 다른 자리에서 그는
‘詩가 감정의 자연스러운 발로’라는 워즈워스류의 소박한 낭만주의 시론을 비판했다. 그러나
그 다음 자리에서 박용철이 그대로 곧바로 신고전주의나 주지주의의 입장을 취한 것은 아니
다. 일찍 그는 그가 생각하는 좋은 시를 <절정의 순간이나 그 상태의 확보>로 보았다. 어느
의미에서 이것은 감정의 방류=좋은 시라는 낭만파와 비슷한 생각으로 시를 여전히 시인의
몫으로 돌리고 있음을 뜻한다. 박용철은 여기에서 빚어지는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다
른 시론에서 시=절정의 순간을 포착하여 완전연소시키는 것이란 중간항을 가졌다. 그런데
시를 소박한 감정의 표출 이상의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 그는 <시=생리적 필연>이라는 개념
을 내세웠다. 여기서 문제되는 생리를 박용철은 다시 全生理라고 재해석한 다음, 그 뜻이 “육
체·지성·감정·감각·기타의 총합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박용철이 「기상도」
를 호되게 비판한 까닭도 바로 이런 그의 시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박용철이 金起林이 주장하는 주지주의 또는 지성의 시를 비판한 것은 거기에 육체, 지성,
감정을 통합하고 그것을 연소시킨 열정이 잘 나타나지 않은 채 기교 또는 기법에만 의거하려
는 경향이 포착되기 때문이었다. 박용철의 생각에 따르면 『기상도』는 내용 또는 주제가 되는
의미나 감정이 뒷전으로 물러서고 새로우려는 考案만이 문제가 된 시다. 박용철의 판단에 따
르면 그것은 유행에 편승하는 디자이너의 길일뿐이다. “先人과 같은 시를 쓸 우려가 있으니
우리는 새로운 고안을 해야 한다는 데서 출발하면 거기는 衣裳師에로의 길이 있을 뿐이다.”
물론 이와 같은 박용철의 김기림 비판은 그대로 전면적 진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김기림은 신고전주의계에 속한 비평가로 T. E. 흄이나 I. A. 리챠즈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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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였다. 그런 그는 낭만주의 미학의 중심개념에 속하는 시인의 의도나 사상·관념을 지양·
극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에 대체하는 개념으로 지성과 기법에 의거하는 시를 지
향했던 것이다. 그것을 박용철은 그 나름의 지론으로 재해석하여 『기상도』를 손끝으로 쓴 시
로 판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박용철의 김기림 비판은 처음부터 갈래를 달리하는, 곧 낭만파
의 시각에서 이루어진 느낌이 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시인하더라도 박용철의 『기상도』 분
석은 당시 우리 평단의 수준으로 보아 주목에 값하는 작품론이었다. 이 역시 박용철이 우리
문학사에 끼친 중요한 성과로 등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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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칼럼
미국에서 기형아 출생을 막아 낸 켈시 박사의 업적
약학대학 제약학과

김병각

1. 머리말
독일의 한 제약회사가 만들어 판매한 임신 초기의 구역질과 구토 및 불면증을 고치는 약을
복용한 후, 팔다리가 짧은 기형아를 낳게 하는 약화 사고가 발생하였다. 1957년부터 1961년
까지 5년간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 48개국에서 1만 2천여 명의 기형
아가 출생되었다.
드디어 1960년 미국의 Merrel 제약회사가 이 약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미국 식약처
(FDA)에 허가 신청을 제출하였는데, 그 심사 담당자는 FDA에 갓들어온 신참자 켈시
(Frances Kelsey) 박사였다. 켈시 박사는 이 약의 자료가 미비하여 허가를 끝까지 불허하였
고, 1961년 11월에 유럽 각국에서 기형아가 출생하기 시작하자, Merrel사는 허가신청서를 자
진하여 취소하였다.
1906년에 설립된 FDA는 2006년 백주년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벌였는데, 그 중의 하나는
백년 동안의 10대 업적을 선정하였는 바, 켈시 박사의 업적도 물론 그 중의 하나로 선정되었
다. 미국에서 기형아 출생을 막아 내어 국민의 건강을 지켜 낸 커다란 공로를 세운 켈시 박사
의 업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탈리도마이드의 개발과정
1954년 스위스의 한 제약회사가 안정제 신약을 개발하고자 탈리도마이드(Thalidomide)를
처음 합성해서 실험동물에 대한 실험 결과 아무런 약효를 나타내지 않아 폐기하였다.
그런데 서독의 Gruenenthal사는 이 화합물이 안정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추측하여 간질의
항경련제로 계속 실험했는데, 경련은 막지 못했지만 신속하고 쉽게 숙면을 가져오는 수면효
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1957년 Contergan이라는 상품명으로 서독 정부가 아스피린처럼 처방전 없이 판매
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고 판정하고 허가함에 따라, 가정이나 병원, 정신병원에서 널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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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었고 가장 좋은 수면제로 판매되었다.
이 콘테르간은 자살을 기도하여 대량 먹은 사람이 아무 해를 안 받고 살아 남았다는 사례
들이 생기면서 동물에서는 물론 사람에서도 안전한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뤼넨탈 회사는 탈리도마이드와 아스피린, 그 외 다른 약과 배합한 제품도 출시하여 감
기. 기침, 유행성 독감, 신경통, 편두통, 두통, 천식 약으로도 판매하였다. 이 약은 임신 중의
구역질, 구토를 해결해 주었고 숙면을 초래하여 잠을 잘 수 있게 하여 주었다. 이 회사는 이
약을 톤 단위로 대량 제조하면서 대단한 판매 실적을 올렸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품이 되었
다.
다른 나라의 제약회사들은 그뤼넨탈사와 제조 계약을 맺어 이 약을 생산·판매했는데, 영
국의 Distill사는 Distaval이라는 상품명으로 제조하여 영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판매하였으
며, 또한 다른 약물과의 복합제제도 만들어 Valgis, Tensival, Valgraine이란 상품명으로 판매
하였다.
탈리도마이드 제제는 그 외에도 벨기에, 네덜란드 등에서도 판매되었으며, 일본은 다이닛
뽕(大日本)제약에서 ‘이소민’이라는 상품명으로 제조, 판매했는데 그 결과 일본에서 9백여명
의 기형아가 출생되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탈리도마이드가 상륙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캐나다의
F.W. Horner 회사도 이 제품을 판매하였고, 미국의 Merrel 회사의 캐나다 지사도 Kevadon이
란 이름으로 판매하였다. 드디어 1960년 Merrel 회사는 미국에서 Kevadon을 판매하기 위하
여 허가신청서를 FDA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3. 미국 FDA의 허가 심사과정
미국 Merrel 사는 탈리도마이드 제제인 Kevadon을 허가받기 위하여, 대도시의 전화번호
부 두께의 4배나 될 정도로 막대한 분량의 안전성 연구보고서를 FDA에 제출하였다.
1960년 9월 FDA는 켈시 박사가 Kevadon의 허가 심사를 맡게 되었는데, 약리학을 전공한
여의사로, 학생시절인 1937년 Sulfanylamide 엘릭서제의 중독 약화 사고로 107명의 어린이
가 사망한 사건을 조사한 경험이 있을 뿐, 신약허가 심사에는 신참이었다.
켈시 박사는 탈리도마이드가 실험동물에서는 수면효과가 없는데도 사람에게는 수면작용
을 나타낸다는 것은 정상적이 아닌 것으로 생각했으며, 다른 화학, 약리학 전공의 심사관들
도 자료의 결함을 인정하고 Merrel사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였다.
그런 후에 켈시 박사는 도서관에 가서 유럽에서 발행되는 의학 잡지들을 뒤지기 시작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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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2월 『영국의학회지』의 기사에서 탈리도마이드를 장기간 복용한 환자의 손가락이 신
경염을 일으켰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견하여 성인의 사지통증이 태아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4. 약화 사고 발생 상황
1961년 11월 초 서독 함부르크의 소아과 의사 Lenz 박사는 기형아들의 산모가 임신 중에
탈리도마이드 함유 제품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11월 말에 탈리도마이드 제
제를 회수하기 시작하였고 다른 나라에서도 회수하게 되었다.
1962년 1월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의대 소아과 교수인 Helen Taussig 박사가 기형아 출
생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유럽의 병원들을 직접 방문하여 기형아 출생을 확인하고, 1962년
4월 미국 의학회 총회에서 이를 발표하였다.
『뉴욕 타임즈』는 이 사실을 대서특필하였으며, 『워싱턴 포스트』는 “정부에 근무하는 한 사
람의 의사의 주의와 완고함이 소름끼치는 비극, 즉 팔·다리가 없는 수천 명 어린이의 탄생
을 어떻게 미국에서 막았던 것일까? 그 여의사는 간단한 사무를 의무적으로 신중히 처리한
결과, 자기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다. 그 당시 독일에서만도 약 5천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야만 했다. 영국에서도 수백 명의 희생자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기사가 통신사들을 통하여 전국에 퍼져 나갔고, 드디어 Merrel사는 팔다리 기형아
(Phocomelia) 사고를 인정하고, 허가신청서를 자진 취하하였다.

5. Kefauver-Harris 개정법의 제정
탈리도마이드 약화사고를 계기로, 1961년 보건교육복지부 Arthur Fleming 장관은 「의약품
법」의 강화를 의회에 요구했으며, 상원의 보건분과 위원장인 Kefauver 의원과 하원의 Harris
의원이 발의한 「식품·의약품·화장품법 개정안」은 1962년 미국 의회를 통과하였다.
이것을 「키포버-해리스 개정법(Kefauver-Harris Amendment)」이라고 하는데, 그 중요 내용
을 보면 ① 신약의 임상실험을 할 때 안전성 요건을 강화하고 환자에게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투여 사실을 알릴 것, ② 제약회사는 임상시험 중 및 시판 후의 부작용을 보고할 것, ③ 의약
품의 표시는 상품명과 함께, 제품의 성분명도 기재할 것, ④ 광고에서는 전문의약품의 효능
과 동시에 부작용도 기재할 것, ⑤ 초기형성시험은 원숭이에서 10대에 걸쳐 실험할 것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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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어 있다.
이 외에 이 개정법에서는 FDA에게 제약공장의 검열권을 부여하고, 제조업자에게 특정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
의약품 제조법)라는 용어도 이 개정법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또 FDA는 임신부와 수유부가 사용할 수 있는 약을 구분하기 위하여, 의약품을 Category
A, B, C, D 및 X로 구분하고, D와 X급은 임신부에게 투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케네디 대통령은 1962년 「키포버-해리스 개정법」의 역사적 서명식에서, 출입기자단이 보는
앞에서 켈시 박사에게 「연방시민훈장」을 수여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심사업무를 탁
월한 능력과 확고한 신념으로 처리함으로써, 미국 시민의 보건을 위하여 현저하게 공헌하였
다”고 그의 공로를 치하하였다.

6. 켈시 박사의 교육 및 경력
캐나다의 British Columbia 주의 Vancouver 섬의 Cobble Hill에서 Frank와 Katherine
Stuart Oldham 부부의 3자녀 중 한명으로, 1914년 7월 24일에 태어나서 Frances Oldham이
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Victoria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후, Montreal에 있는
McGill 대학교에서 1934년 이학사와 1935년 이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1936년 미국의 시카고
대학교에 입학하여 1938년 약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해 약리학 조교수가 되었다.
약리학교실의 Fremont E. Kelsey 교수와 1943년 결혼하였으므로 Kelsey라는 성으로 부르
게 되었다. 그녀의 부군은 1962년 보건부 공중보건청장의 특별보좌관이 되었다.
1950년에 시카고대학교에서 의학사 학위를 받아 의사가 되었고, 미국의학회지의 부편집인
으로 2년간 근무하였다. 1952년 그녀의 부군은 South Dakota 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약리
학 주임교수가 되었다.
그녀도 1954년부터 1957년까지 그 대학에서 약리학을 강의하였다. 그녀는 1956년에 미국
시민권을 받았고 1957~1960년까지 병원을 개업하였다. 그녀의 부군이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로 직장을 옮기게 되어 1960년에 Washington, DC로 이사하였다. 그녀는 FDA의 신약
판매 허가신청을 심사하는 업무를 맡아보게 되었고, Merrell 회사의 허가신청은 그녀의 업무
에서 첫 번째 신청서였다.
켈시 박사는 언론계에서 ‘영웅’으로 인정받아 유명 인사가 되었으나, 화장도 하지 않는 겸
손한 인물이었다. 의회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고, 여성단체 및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
다. 명예박사학위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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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FDA는 새로운 사무처 Office of Scientific Investigations를 설립하였는데, 켈시 박
사를 수장으로 임명하였다. 미국 여성 명예의 전당(the National Women’s Hall of Fame)에
는 Helen Keller, Eleanor Roosevelt, Margaret Mead 여사가 모셔져 있는 바, 2000년 드디어
켈시 박사도 모시게 되었다.
FDA에 45년간 근무한 후, 드디어 2005년에 퇴직하였다. 2010년 당시 FDA 청장인 M.
Hamburg 박사는 「Kelsey 공로상」을 신설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으며, 첫 상은 켈시 박사에게
수여하였다.
은퇴 후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살고 있는 딸 Christine 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Canada 정
부가 켈시 박사에게 “The Order of Canada” 훈장을 2015년 8월 초순에 수여하였다. 켈시 박
사는 2015년 8월 7일(금요일), 101세로 별세하셨다. 참으로 축복받은 생애이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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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후 과학기술이 바꾸어 놓을 우리 사회의 모습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박성현

I. 서론
우리나라는 1948년에 대한민국이 수립된 직후인 1950년에 참혹한 6·25 전쟁이 일어나 수
백만 명이 죽고 국토가 황폐화되었으며, 그 후 10년간 매우 어려운 시기를 거쳤다. 그러나
1962년에 의욕적으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제1차 과학기술진흥 5개년계획을 동시에
시작하면서, 국민 1인당 GDP가 $87에 불과하던 나라를 52년 후인 2014년에 1인당 GDP가
$28,180로 300배 이상의 신장을 가져온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이는 어려운 정부 살림에
서도 과학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산업화에 성공하고, 민주화를 거치면서 응집된 국
민의 힘으로 나라의 발전을 주도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이 조만간 1인당 GDP를 3만 불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한국은 30-50클럽(1인당 GDP 3만 불 이상, 국민 5천만 명
이상인 나라)에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에 이어 7번째로 가입하는 나라가 되
어, 당당히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 성장세가 매우 둔화되어 있고, 제반 사회적 갈등들(보수·진보 갈등,
청년 일자리 부족, 빈부 갈등, 경색된 남북관계 등)이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을
보면,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21세기에 과연 한국이 계속 발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게 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지구촌 전체로 볼 때에도 기후 변화로 인한 재앙, 에너지 고갈,
식량 부족, 물 부족, 각종 질병의 발생 등 극복해야 할 도전들이 우리 주위에 산적해 있다.
이러한 국내외의 사회적 갈등과 지구촌의 도전과제들을 극복하고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는 우리 정부는 10년 후를 내다보는 국가발전 계획을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 국민과 함
께 계속 정진해 나가야 하며, 이때 과학기술 진흥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250년
전에 발생한 산업혁명은 과학기술 문명을 급속히 발전시켰으며, 오늘날 우리는 상당히 풍요
한 삶을 누리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을 중심으로 한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
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 놓고 있다. 눈부시게 빠른 발전을 하고 있는 인터넷, 핸드폰, 자동
차 등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고 있으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우리 사회의 모습이 바뀔지 예
측하기도 어렵다.
우리나라도 ICT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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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며, 향후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중심지로, 그리
고 지구촌을 선도하는 중심국가로 부상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계무대에서
계속 발전하여 나갈 경우에, 10년 후에는 우리 사회에서 과학기술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을 것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 변화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예
측해 보고자 한다. 과학기술 분야가 매우 다양하여 다 다룰 수는 없으나 대표적으로 특징적
인 분야의 모습을 12가지로 나누어 기술하기로 한다.

II. 10년 후 과학기술 분야의 우리 사회의 모습
1.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홈 사회가 도래한다
지난 2012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2013년 가장 주목해야 할 과학기술’ 1위로 ‘빅데이
터(big data) 처리기술’을 꼽았다. 또한 유엔미래보고서도 ‘2030년 10대 메가트렌드’의 하나
로 ‘진정한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를 선정하였다.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멕킨지는 “빅데이터는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통해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큰 규모의 데이터와 그 처리기술”이라고 말한다. 21세기는
데이터 홍수의 시대이며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서 10년 후에는 확실히 빅
데이터 사회가 될 것이다. 즉, 모든 상황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사용하여 최적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활용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간단한 빅데이터 사례를 들어 보자. 이미 오래 전인 2008년에 네덜란드에서 창업한 스파크
드(Sparked) 회사는 소에 센서를 부착해 소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였다. 이렇게
축적한 연간 약 200MB의 정보를 이용하여 축산업자가 소에 대한 움직임, 건강 등을 수시로
확인 가능하게 해 주며, 기후 변화 등 외부 빅 데이터와 결합하여 소의 사육 방식을 정밀화하
여 더 많은 소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런 시스템 덕분에 스파크드는 소 한
마리당 세계 최고 수준의 우유 생산량을 기록할 수 있도록 축산업자들을 도와 주었다.
사물 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은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
에 연결하는 기술을 말한다. 여기서 사물이란 가전제품, 모바일 장비, 인체 등이 모두 해당된
다. 사물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들은 자신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아이피(IP)를 가지고 인
터넷에 연결되어 상호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많은 사물들이 상호 연결되면 인터넷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가 모이게 되고, 빅데이터 기술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구하고 활용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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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물 인터넷 용도가 스마트홈(smart home)이다. 집안에 있는 가전기기, 냉난방
기기 등의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면 외부에서도 집안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귀가하기 이전에 미리 에어컨을 켜 놓을 수도 있고, 밥솥을 가동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10년
후에는 대부분의 집들이 스마트홈의 형태를 가지게 될 것이다.

2. 기술과 금용이 결합하여 새로운 핀테크 시대가 도래한다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이 결합된 서비스를
말한다.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등의 온라인 금융활동이 고도화되고 데이터화되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다. 핀테크는 4가지 영역으로
나뉘어 발전할 것이다. 지급 결제, 금융데이터 서비스, 금융 소프트웨어, 플렛폼 등이다. 우선
지급결제 서비스를 사용자가 쓰기 쉽게 만들면서 은행보다 훨씬 낮은 수수료를 받게 될 것이
다. 둘째, 금융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의 금융 거래를 바탕으로 신용도를 투명하게 파악하
여 적절한 이자율을 계산하게 될 것이다. 셋째, 금융 소프트웨어는 금용 업무를 더 효율적으
로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서 리스크 관리나 회계업무 등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 것
이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은 금융기관을 중간에 끼지 않고도 전 세계 고객이 자유롭게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미래에는 인터넷과 정보 기술이 금융 산업에 광범위하게 도입되면서 증권거래소나 은행이
대폭 줄어들 것이며, 금융서비스의 모든 분야를 합쳐 종합적으로 서비스하는 기능이 발전되
고,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이 하던 일들을 차츰 대신하는 금융서비스 업무가 새로이 등장할
것이다. 금융거래가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현금의 용도가 대폭적으로 줄어들
것이며, 화폐의 효용가치가 줄어들어 화폐를 직접 보기 어려워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3. 대규모 온라인 공개강좌(MOOCs)가 대학의 존재를 위협한다
수천 명, 수만 명의 학생이 동시에 무료로 인터넷을 통하여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대규모 온
라인 공개강좌(MOOCs: massive open online courses) 시스템이 상당히 일반화될 것이며,
상당수의 대학들이 수업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 공개강좌는 유럽보다 상대적으로
고등교육 지원이 적은 미국에서 공개대학 수업의 형태로 발달하였으나, 10년 후에는 오픈소
스 플랫폼 기반의 사용자 참여와 개인 학습 형태로 진화하여, 소셜 미디어 등 혁신적인 의사
소통 기술과 결합하여 고등교육 부문에 지대한 변혁을 주게 될 것이다. 이 공개강좌는 교육
비의 감소, 교육 접근성의 제고, 학생 및 근로자의 취업 능력 상승 및 국가 경쟁력에 기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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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반면에 이러한 온라인 방식 교육은 교육의 질 확보 문제, 물품 판매 등의 상업적 이용과 부
정 행위, 수동적 학습 가능성 등의 염려가 부각될 수 있다. 또한 공개강좌 자료의 법적 소유
권 문제, 최초 플랫폼을 벗어난 자료의 신빙성 확보, 학습자 개인정보의 보호 등의 고려사항
들이 대두될 것이다.

4. ‘치료’가 아닌 ‘예방’ 의료산업이 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질병을 치료하는 식 케어(sick care) 대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헬스
케어(health care)가 의료산업의 주종을 이룰 것이다. 아픈 사람들을 위한 식 케어를 주로 하
는 기존의 의료기관은 더욱 효율적인 헬스 케어, 질병 모니터링, 예방의학 및 환자 관리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면서 그 업무영역이 축소될 것이다.
생체인식 센서, 즉 웨어러블 헬스 모니터링 및 인공지능 센서가 상용화되면 우리는 각자
건강을 스스로 알아서 관리하게 된다. 인공지능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건강 데이터를 모니터링해서 미래에 걸릴 질병을 예측하고, 우리가 아프기 전에 미리 경고를
해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약물을 섭취해야 하는지, 우리의 생활 방식과 습관이 어떻
게 개선돼야 할지 알려 주게 된다.

5. 지능형 로봇이 인간을 돕는다
그동안 세계 로봇산업의 중심축은 제조용, 산업용 로봇이었으나, 최근 ICT 융합을 통해 다
양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지능형 로봇이 발전하고 있다. 터미네이터, 트랜스포
머, 또봇과 같은 미래로봇이 지금까지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지만 로봇에 인공지능이 입혀지
면서 10년 후에는 우리 일상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로봇 청소기도 현재보다 훨씬 똑똑해
질 것이며, 인간을 돕는 분야의 로봇의 역할은 엄청나게 증대될 것이다. 예를 들면, 상·하지
재활가능 로봇, 홍보안내 로봇, 무인방제 로봇, 농작물 헬리콥터 로봇, 장애인 돕는 로봇 등
다양한 로봇이 출현할 것이다.
로봇의 진화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예를 들면, 최근 캘리포니아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의
료원은 자동화된 로봇에 의해 컨트롤되는 약국을 도입했다. 이 약국에서는 의사가 발행한 처
방전을 전산망을 통해 로봇이 약을 고르고 포장해 개인의 복용량에 따라 조제한다. 이런 약
국을 운영해 본 결과 한 건의 오류도 없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즉, 오류 없이 처방하는 지능
형 약사 로봇이 탄생한 셈이다. 이 외에도 지치지 않고 법률 서류를 검토하는 소프트웨어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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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 공기 없는 우주에서 작업하는 로봇, 고객이 직접 계산하도록 돕는 셀프서비스 로봇, 위험
한 전투를 수행하는 전투 로봇, 부모 대신에 아이를 돌보는 로봇, 재난 재해 시에 부상자를
구조하는 로봇 등 인간을 돕는 지능형 로봇이 엄청나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6.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autonomous vehicles)는 차가 알아서 방향을 전환하고 위기에 대처하며
길을 찾아가는 시스템을 가진 자동차를 말한다. 과학기술계는 10년 후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가 양산되어 도로 위를 질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자율주행에 관련된 기술
과 장비들이 연구 개발되고 있다. 국내 최대 자동차 부품회사인 현대모비스에서는 ‘적응형
순항제어장치’, ‘차선이탈방지 및 제어장치’,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 ‘지능형 주차보조 시스
템’, ‘후측방 경보시스템’, ‘앞 차와의 간격유지 주행 시스템’ 등의 자율주행시스템 기술 개발
에 이미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자율주행 시스템이란 일반적인 주행상황에서 목적지까지의 경로 상 부분 자동화 또는 완
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시스템을 의미한다. 무인자동차는 운전자가 없는 상태이나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가 있다. 10년 후에는 무인자동차가 일정 구간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흔하게
발견할 것이다. 예를 들면, 차고에서 차를 불러 집 앞에 대기시키는 작동은 무인자동차 출현
으로 가능할 것이다.

7. 3D 프린팅의 무한한 가능성이 모든 산업의 기반을 바꾼다
3D 프린팅의 역사는 20년이 넘는다. 처음에는 첨삭가공(additive manufacturing)이라고
불러 부서진 곳을 고치는 기술이었다. 그 후 직접 디지털가공(direct digital manufacturing)
혹은 쾌속 조형(rapid prototyping)이라고 불리다가, 최근에 3D 프린팅이라는 명칭으로 통합
되었다. 10년 전부터 이 기술을 이용해 액세서리, 신발 등이 먼저 만들어지고, 최근에는 산업
디자인 제품, 건축물이나 정교한 제품으로 확산되고 있다.
3D 프린터는 플라스틱을 녹여서 한층씩 단계적으로 얇게 뿌리고 덧붙여 뿌려서 물건의 형
상을 만드는 원리로 작동한다. 작은 통에 플라스틱 가루나 송진을 녹여서 뿌리는데, 이 플라
스틱이나 송진을 열로 녹이는 작업을 LED로 처리해 주는 시스템이 등장했다. 이 새로운 방
법으로 0.02mm 두께의 플라스틱 물질을 뿌려 주면 아주 정밀한 제품뿐만 아니라 해상도 높
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 또 복잡한 내부 구조를 가진 제품도 안에서부터 먼저 프린트한 뒤
밖을 만들어 완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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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터는 바이오 프린터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고령화, 수명연장을 위하여 피부를 프
린트하는 것은 물론, 심장이나 방광 등의 장기를 프린트하는 기술로도 발전할 것이다. 또한
3D 프린터는 시제품 제작에서 총기산업, 우주항공산업, 컴퓨터, 태양광 패널까지 그 활용 분
야가 빠르게 진행되어 18세기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변혁이 올 수도 있으며, 모든 산업의 기
반을 흔드는 변화가 올 수도 있다.

8. 웨어러블 기술이 상용화된다
구글 글라스, 애플 워치 등으로 대표되는 웨어러블 기술(wearable technologies) 개발은
더욱 진전되어 가볍고 유연하며 내열성을 지닌 기능성 직물 등에도 웨어러블 기술이 확장될
것이며, 상용화될 것이다. 웨어러블 기기는 사용자가 쉽고 부담없이 착용할 수 있도록 지속
적으로 소형화될 것이며, 특정 신체징후를 모니터링하는 팔찌 개발(마이크로소프트), 신체의
혈액응고 탐지력 향상 기기(구글) 등도 등장한다.
웨어러블 기기는 헬스케어 분야에 활용되어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동으로 분석하
여 통보함으로써 건강관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웨어러블 기기는 의상, 예술, 문화
등을 새로운 형태로 변화시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것이다. 그러나 수집된 개인정보가 자동
으로 사회관계망 계정에 공유될 때 정보침해 발생 가능성이 있고,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새로운 대책도 필요할 전망이다.

9. 스마트 공장이 생산현장을 획기적으로 바꾼다
우선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의 사례를 들어 보자. 충북 청주시에 있는 LS 산전 전력기
기 생산 공장의 불량률은 0.01%이다(한국경제신문 2015년 5월 1일자 보도). 9만m2이 넘는
넓은 공장이지만 정작 일하는 직원들은 눈에 잘 뜨이지 않는다. 현장에 사람 대신 포장과 운
반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로봇과 생산 진행 상황에 맞춰 자동으로 자재나 제품을 운반하
는 무인차가 조용히 지나다닐 뿐이다. 2010년 전력기기 제품을 하루 7,500개 생산하던 이 공
장은 최근 비슷한 제품을 동일한 장소에서 하루에 2만 개까지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도입한 뒤의 변화다.
스마트 공장이 생산현장을 획기적으로 바꿔 놓고 있다. 스마트 공장은 자재조달, 생산, 배
송 등 모든 과정에 빅데이터와 센서 등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공장이다. 근로자의 수작
업이 아니라 생산설비 곳곳에 부착된 센서의 상호작용으로 공정이 자동화된 만큼 생산성은
올라가고 불량률은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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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5년을 시작하면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제조업 혁신 3.0’이다.
이는 “IT·SW 융합으로 융합 신산업을 창출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고, 선진국 추격형
전략에서 선도형 전략으로 전환하여 우리 제조업만의 경쟁우위를 확보해 나가는 혁신 계획”
이다. 이 혁신 계획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스마트 공장이다. 스마트 공장은 제품 기획,
설계, 제조 공정, 유통과 판매 등 제조 기반 전 과정을 첨단 IT로 통합하여 에너지 효율과 자
동화 비중을 높여 고객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주로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기반
생산공정 자동화, 지능형 초정밀가공, 공정 시뮬레이션 기법 등 첨단 제조기술 노하우를 사
용한다. 정부는 2020년까지 스마트 공장을 1만 개로 확대한다는 목표 하에 개별기업과 업종,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1조 원의 예산으로 주요 공장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있다. 10년 후
에는 대부분의 공장들이 스마트 공장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10. 드론의 사용이 확대된다
드론(drone)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상에서 원격
조종하는 비행체로 무인 항공기라고 흔히 부른다. 드론이라는 용어는 ‘벌이 윙윙거린다’는 의
미에서 나온 말이다. 드론은 활용 분야에 따라 다양한 장비(광학, 적외선, 레이더 센서 등)를
탑재하여 감시, 정찰, 정밀 공격무기의 유도, 통신/정보중계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폭약을 장
전시켜 정밀무기 자체로도 실용화되어 주요 군사적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드론은 10년 후에는 배터리, 탑재컴퓨터, 가벼운 소재 등 구성 부품의 혁신과 기술발전으
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군사목적 이외에도 민간분야 활용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예를 들면,
지도 제작, 물류 배송, 위험지역 사진 촬영 등에도 사용되고, 안전·보안·치안분야에서 사람
을 대신하여 산불 진화와 같은 위험한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반면에 드론에 의한 사진·동영상 촬영 등 사생활 침해 문제가 대두될 전망이며, 드론과
군용기·민항기 간 충돌 등 항공사고 발생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드론의 사진 촬영, 정
찰, 공격 목적 사용을 위한 행동규범 등을 마련할 필요가 대두될 것이다.

11. 대체 에너지 발굴에 획기적 진보가 있을 것이다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은 매장량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체에
너지의 개발이 시급하다. 그러나 대체에너지의 대표격인 태양광 에너지, 풍력 에너지, 바이오
연료, 수소연료전지, 핵융합 발전 등은 그 기술개발이 충분치 못하여 10년 후에도 대체 에너
지를 찾기 위한 인류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원자력이 현재의 가장 중요한 대체 에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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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자연재해 시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안전한 원자력 발전을 위한 연구는 더욱 활발히
진전될 것이며, 소형 스마트 원자로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선두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암모니아가 에너지원으로서 화석연료인 석유만큼 중요해질 수도 있다. 수소는 너무 가벼
워서 연료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나, 이 수소를 질소와 결합시킨 암모니아는 무거
워져서 사용이 가능해진다. 땅을 깊게 파서 땅속의 지열을 사용하는 지열 발전은 아직 개발
단계지만 지구는 깊이 팔수록 뜨거워지기 때문에, 노르웨이의 몇몇 기업과 엑손모빌은 지하
로 5,500∼1만m 이상 파내려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정도의 깊이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전
세계의 에너지 수요를 충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12. 가상현실이 현실로 다가오는 시대가 도래한다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은 컴퓨터 등을 사용한 인공적인 기술로 만들어낸 실제와 유
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 혹은 그 기술 자체를 의미한다. 이때 만들
어진 가상의 환경이나 상황 등은 사용자의 오감을 자극하여 실제와 유사한 공간적, 시간적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자유롭게 드나들게 한다. 또한 사용자는 가상현
실에 단순히 몰입할 뿐만 아니라 실재하는 디바이스를 이용해 조작이나 명령을 가하는 등 가
상현실 속에 구현된 것들과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군부대의 훈련에서 가상훈련을 통한 낙하산 훈련, 적진지 침투훈련 등이 가능하다. 의료분
야에서 가상현실은 뇌졸중 환자의 재활훈련에 사용되어 게임처럼 즐기면서 신체 기능을 회
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로봇이나 무인기(드론)를 이용하여 먼 거리에 있는 공간에 사용
자가 현존하는 효과를 주는 가상현실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다. 가상현실의 응용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며, 향후 엄청난 발전을 보일 것이다. 삼성전자, 페이스북, 구글, 소니 등 IT 업
체들은 이미 가상현실 기기 사업에 뛰어들었고, 가상현실 헤드셋을 출시한 기업만 해도 수십
개가 된다. 삼성전자는 2014년에 ‘기어 VR’을 선보였고, 2015년에 갤럭시 S6를 출시하면서 스
마트폰으로 가상현실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게 하였다. 페이스북은 2015년에 ‘오큘러스 리프
트’ 헤드셋을 출시하면서, 이를 머리에 쓰면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게 하였다. 가상현실의
대중화 시대가 차츰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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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끝맺으며
지금까지 10년 후인 2025년에 대표적인 과학기술의 변화 모습 12건을 살펴보았다. 이 외
에도 그래핀 활용기술, 수경재배 기술, 전력저장 기술, 지능형 반도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복원기술, 유전자 변형식품, 심해저 해양플랜트, 5G 이동통신기술 등의 신기술이 활발히 연
구되고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미래사회에서 인류의 삶의 질은 과학기술이 좌
우할 것이다. 신기술의 등장은 경제·사회 전반에 대규모로 복합적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미
래를 전망하고 이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기술 활용
제품·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고려한 산업 활성화 및 예기치 못한 안전·환경·윤리 등의 역
기능 방지를 위하여 법·규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에 보면, 신
기술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술영향
평가 제도가 있다. 이를 충분히 활용하여 신기술 발전이 국민의 삶의 질에 역기능을 하지 않
도록 충분히 대처하여야 한다.
끝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은 그 바탕에 과학교육이 있다. 특별히 초·중·고등학교에서 과
학교육이 현재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에 과학기술이 깊숙이 자리잡
고 있으므로, 국민의 과학에 대한 이해와 과학문화 확산도 중요하다. 10년 후에는 대한민국
이 지구촌의 과학기술 강국으로 우뚝 서기를 기원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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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하기 어려운 나라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오석홍

우리는 지금 통치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나라에 살고 있다. 예전에 익숙했던 통치라는 것이
있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오늘날 국가의 통치를 어렵게 하는 조건들은 수없이
많지만, 우리나라의 형편에 관심을 모아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예를 몇 가지 들어 보려 한
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특징은 격동성이다. 격동하는 사회는 체제의 구성요소가 매우 복잡
하고 초고속의 변화를 겪고 있는 사회이다. 이런 사회를 평온하고 안정적인 시대의 방법으로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 사회가 억압적 통치로부터 풀려난 것은 오래 된 일이 아니다. 억압 해제 이후 신질서
가 형성되려면 상당한 조정기간을 거쳐야 한다. 조정기간을 거쳐 새로운 자유의 질서가 구축
되기까지는 자유의 과잉분출과 방종의 상태가 빚어진다. 자유의 과용과 악용이 광범할 때 이
를 절제시키는 일은 쉽지 않다. 자유-방종-탄압이 되풀이되었던 지난날의 악몽은 우리에게
아직도 생생하다. 방종사회에 또다시 억압이 불어 닥치지 않을까 불안하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상(갈망)과 현실의 괴리는 점점 더 커진다. 국민의 갈망이 커지는 속
도는 현실의 발전속도를 훨씬 능가하게 된다. 지나치게 분출되는 국민의 갈망은 정부의 응대
를 강요한다. 정부더러 무언가 해 달라는 요구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
소리는 나라 안에 그득하다. 국민의 마음속에 정부의 책임은 무한대인 것 같다. 공공부문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커져만 간다.
우리 사회의 분화와 다양화가 급속히 심화되고 이익대립이 첨예화되면서 사회적 구심력은
현저히 약화되고 원심력은 커져 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사회세력 간의 조정역을 맡아야 하
는 정부에 과부하를 안겨 준다. 부문별, 개인별 이익표출이 폭증하면서 이익충돌과 그로 인
한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자유와 평등 사이의 갈등, 생산과 소비 사이의 갈등, 성장과 분배
사이의 갈등, 자본의 집중화에 대한 요청과 분산화에 대한 요청 사이의 갈등, 개발요청과 보
존요청 사이의 갈등,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요청과 맞춤형 복지에 대한 요청 사이의 갈등은 날
로 첨예화되어 가고 있다. 거기에다 심각한 지역 간 갈등, 세대 간 갈등이 있다. 가장 가시적
이고 격렬한 갈등은 노·사·정의 갈등이다. 정치세력화된 거대노조들은 정부를 주된 투쟁
대상으로 삼는다. 그들의 대규모 시위는 흔히 폭력적이다. 정부나 국가체제를 전복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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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호까지도 서슴없이 외치고 있다.
국민의 언로(言路)는 폭발적으로 팽창되었다. 국민의 말문은 크게 열렸다. 말하는 사람들
에게는 사회를 시끄럽게 할 수 있는 손쉬운 수단과 통로가 공급되고 있다. 그것은 정보통신
기술 발전의 혜택이기도 하고 재난이기도 하다. 자기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정치와 정부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세력으로 결집하기가 쉽다. 많이 시끄러워진 중구난방은 어느 장단에 춤
을 춰야 할지 모르게 하는 상황을 자주 조성한다. 사람들은 자기 말을 널리 퍼뜨릴 수 있는
정보통신도구를 써서 여론을 형성한다. 여론을 조작할 때도 많다. 이른바 ‘악플'은 개인을 파
멸시키기도 하고, 사회혼란을 조성하기도 하고, 정치와 정부에 손상을 입히기도 한다. 각종
악성시위와 집단행동이 끊이지 않는다. 악성시위대는 거의가 대통령을 겨냥한다. 대통령 나
와라, 대통령 만나겠다, 대통령이 책임져라, 대통령이 사죄하라, 대통령 물러나라는 등의 구
호는 시위자들의 다반사이다. 그런 구호를 일상 들어야 하는 국민은 피곤하다. 정부는 더 피
곤할 것이다.
적성국가의 이념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공개적인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이적단체들도 등
장하고 있다. 비뚤어진 ‘사상가’, ‘소영웅주의자‘들의 과격시위와 테러 위험도 커질 조짐을 보
이고 있다. 그들에 대한 치안·안보차원의 대응은 쉽지 않다. 민주국가의 자유천지이기 때문
이다. 민주국가에서 국가질서에 대한 불법적 공격을 막는 합법적 방법은 미온적일 수밖에 없
다. 처벌이 유야무야되거나 가벼운 처벌로 끝날 수밖에 없다.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도 법적
제재를 면하거나 가벼운 징벌을 마친 사회적 이단자들은 스스로 지사(志士)의 반열에 올랐
다고 생각해 우쭐대고 국가기강을 업신여긴다.
우리 사회는 고도성장의 뒤끝으로, 정보화사회 진행의 진통으로, 산적한 난제를 안게 되었
다. 우리 사회는 산업화의 그늘과 후유증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경제의 양적 성장과 물질
소비의 증가는 인간생활의 질적 황폐화를 초래한다. 경제적 갈등, 사회적 갈등과 모순, 인간
의 심리적 소외를 악화시킨다. 고도성장기에 이어지는 성장조정기 내지 정체기는 국민의 고
통과 불만을 키운다. 정부에 대한 원망도 커진다. 정보화사회의 그늘도 다가와 있다. 정보화
의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인간성의 상실과 가치혼란이 우려된다. 변동에 대한 부적응, 사
회계층 간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보과다, 정보공해, 정보스트레스가 우려스럽다. 정보
오용으로 인한 사고, 컴퓨터 범죄의 증가, 프라이버시 침해, 기술변동으로 인한 대량실업도
걱정거리이다. 급속한 발전의 과정에서 저질러 놓은 사회적·공학적 ‘부실공사‘는 대형참사
의 위험을 늘려 놓았다. 대통령이 직면해야 하는 대형참사는 그에게 큰 부담을 주고 국정에
차질을 빚는다.
체제화되어 왔다고도 말하는 정치·행정적 부패는 대통령에게 지뢰밭만큼이나 위험한 장
애이다. 부패라는 지뢰의 폭발 위험은 도처에 널려 있다.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이 연루된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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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사건, 불법정치자금사건이 폭로될 때마다 심각한 국정차질은 불가피해진다. 국정의 다른
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대통령은 부패스켄들을 헤쳐 나가느라 큰 곤욕을 치른다.
대통령의 마음을 짓누르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지금 대통령에게 안겨진 국책현안들은
조만간 해결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사회발전의 결과로 만들어진 저출산문제를 정
부가 해결할 수는 없다. 정부가 부지런히 내놓고 있는 출산장려정책들은 고작해야 지엽적인
것들이다. 정부는 출산장려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고 있지만 그 성과는 보이지 않는
다. 인구의 고령화는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급속히
늘어나는 고령자들이 무슨 일을 하고 무얼 먹고 살게 해야 할지 실로 막막하다. 실업문제의
해결도 앞이 안 보인다. 산업화시대에 팽창했던 제조업분야에서는 이제 인력감축이 생존전
략일 수밖에 없다. 정보화로 생겨나는 일터는 노동집약적인 것이 아니다. 정보산업분야의 기
술집약화 경쟁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런데 무슨 수로 일자리를 크게 늘린다는 말인가. 재래
시장 살리기, 농촌 살리기, 지역감정 해소, 남북통일 등등 어느 하나도 정부 마음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학자들은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해결 안 될 것이라는 말
을 할 수 없다. 대통령은 실낱 같거나 의심스러운 희망을 걸고라도 해결하겠다는 말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니 대통령들은 모두 약속을 어긴 대통령이 되고 실패한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역대정권에서 저질러 놓은 ‘먹튀정책’들의 뒷감당 때문에 시달리고
진퇴양난의 정책딜레마에 빠지는 일이 잦다. 선거에서 얻어야 하는 표를 의식해 나눠먹기, 선
심쓰기에 몰두하고 포퓰리즘에 빠져 허우적거린 정치권은 뒤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양
산한다. 뒤따를 부담은 책임지지 않으면서 선심 쓰고 빠져나가는 정책을 나는 먹튀정책이라
부른다. 근래에 만들어진 먹튀라는 속어는 음식이나 이끗을 취하고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달아나는 행동을 지칭한다. 정치권이 저질러 놓은 먹튀시책들은 고스란히 신임 대통령과 국
민의 부채가 된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무력 대치하는 위기상황 속에 우
리가 살고 있다. 북측은 막무가내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북핵개발’을 억지할 효과적인
방도는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을 막는다고 기약 없이 동분
서주할 수밖에 없다. 북측에서는 남쪽을 쳐부수겠다느니 불바다를 만들겠다느니 하는 위협
을 되풀이하고 있다. 간간이 실제의 무력도발로 인명살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남북관계 관리
는 통치중추의 에너지를 막대하게 소모한다. 남북문제에 대한 국론의 분열도 심하기 때문에
통치중추의 부담은 가중된다. 나라 밖의 외교상황도 만만찮다.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
으려면 비상한 책략이 필요하다.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해야 한다. 남북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열강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일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울 것이다. 주변국들이 우리의
통일에 협조할 거라는 생각은 거의 백일몽(白日夢)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남북통일의 과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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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말하고 무언가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한다. 달성의 가능성이 희박한 목표를 계속 추구하는
데 따르는 좌절감은 형언하기 어려울 것이다.
과다하고 과중한 과제를 떠맡아야 하는 대통령직의 수단은 부실하고 업무환경은 우호적
이지 않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 할까, 대통령의 정치적 위상은 가히 사면초가라 해야 할 것이
다. 걸핏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많다는 공격을 받는다. 개헌 논의가 있을 때마다 대
통령의 권한을 감축해야 한다는 주제가 논의의 중심을 차지한다.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방
법으로 이원집정제가 제안되고 책임총리제가 제안된다. 요컨대 행정부를 둘로 갈라 대통령
의 권한을 반 토막 내자는 이야기이다. 양대 정당이 행정부를 분할 지배하자는 말로 들린다.
아예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자는 주장도 강력하다. 그것은 국회에서 정치세력들이 행정권력을
나누어 지배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현재의 정치적 지형이나 행태로 보아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다.
국회는 예전처럼 녹록하지 않다. 여당도 대통령에게 썩 협조적인 것 같지 않고 야당은 극
렬하게 대통령을 공격한다. 여야의 극단적 양극화로 인해 국정의 발목이 잡히는 일은 우리
정치의 예외가 아니라, 원칙으로 되어 있다. 이상한 법률이 소수야당에게 확실한 비토의 권
한까지 쥐어 주는 수도 있으니 ‘입법 발목잡기’는 수월하게 되어 있다. 대통령은 ‘식물국회’를
비난하고 개탄하지만 개탄은 개탄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여소야대(divided
government)가 빚어질 때도 있다. 여소야대는 대통령에게 실로 비극적인 상황이다.
오늘날 행정관리의 개혁원리로 널리 지지받고 있는 것은 분권화와 중립화의 확대이다. 집
권화의 이점을 말하는 사람들은 끼어들 자리가 없다. 국정개혁의 한 기조는 지방분권화의 촉
진이다. 지방분권화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범절이 정착되지 않으면 통치구조에 해독을 끼
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의 정당한 시책 집행에 반기를 들어 국정차
질과 낭비를 빚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행정기구 개혁에서도 으레 분권화가 처방된다. 대통
령이 만기친람(萬機親覽)하려 하고 권한위임에 인색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다. 언론매
체들에서는 만기친람을 대통령의 별명처럼 부른다. 공직자들의 중립을 미화하는 풍조가 있
다. 중립이 불편부당함을 뜻하고 공평무사함을 뜻할 때 그것은 좋은 말이다. 그러나 중립을
말하는 사람들의 의중을 짚어 보면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고 대통령의 의도를 거역하는 것을
중립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중립을 주장하는 의도가 옳다고만 하기는 어렵
다. 대통령의 측근 보좌진이나 각료에게 ‘아니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훌륭한 공직자라고
훈수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경우 ‘아니오’는 대통령의 지시에 반대하는 행동을 지칭한다. 공
직사회의 분권화와 중립화는 공직자들이 자율과 협동에 능할 때 그 빛을 발할 수 있다. 상명
하복에만 능한 사람들에게는 분권화가 재앙일 수 있다. 상명하복의 타성을 버리지 못하는 체
제하에서 분권화는 대통령의 정부장악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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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그를 보좌할 유능한 막료(幕僚)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 법질서가 느슨하던 어두
운 시절에 출세했던 사람들 다수는 불법·탈법의 행적을 지녔기 때문이다. 정부의 고위직으
로 갈수록 임용후보자들의 불법행위와 처벌 모면의 전력이 더 많아지는 듯하다. 고위공직 후
보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보면 위장전입, 탈세,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병역 면탈 등은 공직
후보자 선정의 비공식적 자격요건이 아닌가 하는 비아냥거림을 들을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국회의 청문회 행태는 다분히 인신공격적이며 임용후보자 망신주기처럼 보일 때가 많다. 이
또한 인재영입의 장애이다. 후보자를 고르고, 청문회를 거치고 하는 시간, 특히 후보자의 낙
마로 인해 낭비하는 시간 때문에 공직의 결원이 장기화되는 일이 잦다. 그리 되면 국정공백
을 비난하는 목소리, 대통령의 인사난맥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그로 인해 무능하고
실책을 되풀이하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부각된다. 정부는 유능하고 윤리적인 공직 후보
자를 구하기 위해 인사담당기구를 증설하고 인사검증을 강화한다고 온갖 소리를 하지만 크
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인재모집망을 넓힐 의욕이 없고 인재풀의 원료에 문제가
있는 걸 어쩌겠는가. 능력이 알려진 사람은 비윤리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의 능력은 검증되지
않았다는 조건이 설정하는 딜레마는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대통령이 관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동기유발의 유인(인센티브)도 신통치 않다. 사명감의
강조 이외에 일을 열심히 하도록 제공하는 대가의 효용은 약화되어 있다. 경제의 고도성장기
를 설명하는 학자들 가운데는 부패가 발전의 윤활유였다고 설명하는 이른바 수정주의자들
도 있다. 개발연대의 개발이익 분배에 부패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관료들은 타락한
동기이기는 하지만 일할 맛이 있었을 것이다. 통치자들도 비자금을 수월하게 만들어 사람을
움직이는 데 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뛰도록 만들기 위해 부패를 적당히 눈
감아 주자는 책략을 지금 내놓을 수는 없다. 퇴직하는 공직자들에게 ‘감투’를 나누어 주는 방
법도 예전처럼 수월하지가 않다. 부패만큼 강력하지만 그와는 성격이 다른 윤리적 인센티브
를 개발하고 그것이 실효를 발휘하게 만드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과제이다.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국민대중의 사고방식은 어느 면에서 이중적이다. 한편으로
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통령이 책임지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주기 바란다. 그것도 강력
한 추진력을 가지고 말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난에 동의한다. 대
통령의 권한 축소에 동의한다. 대통령의 책임은 극대화하고 권력은 최소화하자는 심리이다.
그것은 권한과 책임은 부합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거부하는 심리이다. 다수의 인구가 대통령
에 대한 공격과 견제에 동조하는 심정, 잠재의식을 가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옛날 전제군
주 시절, 개발독재 시절의 지배자에 대한 기억 때문이기도 하고 만신창이가 되었던 대통령들
의 행적 때문에도 그럴 것이다. 은연중에 지탄받는 대통령, 비난 대상으로서의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국민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듯하다. 이런 이미지 인식은 불신을 낳는다. 국민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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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불신, 정부 불신은 심각한 고질이다.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불신으로도 연결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통치환경은 ‘매우 나쁨'의 수준에 있다. 우리나라는 범용(凡庸)한 사
람들이 탈 없이 통치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범용한 대통령에게는 통치실패의 악몽이 기
다린다. 이는 과거의 경험이 입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자들은 늘
넘쳐난다. 그들을 잠룡(潛龍)이라 부르기도 한다. 대중매체들은 쉴 사이 없이 잠룡들에 관
한 이야기를 쏟아낸다. 잠룡들은 과연 지극히 통치하기 어려운 나라를 잘 통치할 자신이 있
는지 모르겠다. 잠룡의 자리에 밀려들어간 사람들이나 잠룡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통치의 거대한 장애들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한 다음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
다. 수많은 장애들에 최적의 대응을 할 수 있는 초인적 능력을 갖춘 국가적 리더의 출현이 기
다려진다. 초인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대통령후보를 만나는 것은 국운에 달려 있다. 영
웅을 뒷받침해 줄 집단지성의 구축, 대통령을 신뢰하고 지지하려는 민심의 형성도 국운에 달
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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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행문
제14차 남북 농업과학 심포지엄 참가기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

이병일

1. 멀고도 먼 평양
우리 한반도 지도를 펴놓고 자로 재어 보니 서울에서 평양까지의 거리는 서울에서 경북 구
미까지의 거리와 비슷하다. 따라서 경의선이 고속철화되어 있고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다면
평양까지는 서울을 출발하여 약 2시간 정도면 너끈히 도달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이다. 그러
나 휴전선이 가로막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이 평양이다. 평양에는 항공편으로 제3국을
거쳐 갈 수밖에 없는 멀고도 먼 도시이다. 누가 남과 북을 가르는 휴전선을 만들어 놓았는가?
서해에서 동해에 이르는 휴전선을 따라 남과 북의 정예 병사들이 총부리를 겨누고 24시간 철
통같이 경비하면서 적대시해야만 하는 민족적 비극을 겪게 하였는가? 이렇게 허리가 끊겨 인
적 및 물적 교류가 되지 않아 같은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살아왔고 같은 말과 문자를 쓰는
단일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려서 철천지원수지간으로 살게 되었는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다. 언제 남북통일이 되어 자유롭게 남북을 오갈 수 있게 될는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하다.
남한의 월드비전과 북한의 민족경제연합이 공동 주최한 제14차 남북농업과학 심포지엄이
평양에서 2015년 12월 8~12일 동안에 개최되었는데, 필자는 월드비전의 자문역으로 참가하
게 되었다. 이번 평양 심포지엄에는 월드비전 양호승 회장, 월드비전 북한농업연구소 이용범
소장을 비롯하여 대학의 현직 교수 또는 명예교수 10명, 원예 관련 산업체 종사자, 국가 연구
소의 연구원, 언론사 기자, 월드비전 관리직원 등 34명이 참가하였다.
김포공항에서 오전 9시 20분에 대한항공 KE 2851 편으로 출발하여 중국 베이징에 현지시
간 오전 10시 35분에 도착하였고, 베이징 공항에서 북한 고려항공으로 환승 수속을 마친 후
오후 1시 35분에 베이징 공항을 출발하여 북한 현지 시간 오후 3시 35분에 평양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2007년에 항공편으로 북한에 왔을 때에는 순안공항으로 공항의 규모도 작았을
뿐만 아니고 시설이 대단히 낙후된 모습이었는데 새로 건설한 평양국제공항은 현대적인 시
설을 갖추고 있었고, 규모도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컸다.
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수속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엄한 검
사를 받아야만 했다. 다른 외국이었다면 무사통과되었을 것인데, 신문, 잡지, 기타 서적 특히
종교서적 등의 반입은 엄격히 금지되었고, 카메라도 휴대하지 말 것을 당부받았다. 노트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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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각도국제호텔 도착 직후 로비에서

usb는 무엇이 저장되어 있는지 열어서 일일이 확인하느라고 시간이 꽤 걸렸다. 이러한 불필
요한 규제를 하루빨리 풀어 버려야 북한이 자유롭고 풍요로운 나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평양국제공항에서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측에서 제공한 미니버스로 평양 시내
의 양각도국제호텔에 도착하여 여장을 풀었다. 양각도국제호텔은 47층의 대형 호텔로 규모
가 꽤 컸으며, 크고 작은 회의장을 갖춘 고급 국제호텔이었다. 우리 일행은 월드비전 양호승
회장이 호텔 47층 스카이라운지에서 베푼 환영 리셉션에 참석하여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담소를 나누면서 평양의 요리를 즐겼다.

2. 심포지엄
심포지엄은 12월 9, 10 및 11일에 남과 북이 교호로 발표하였고, 첫째 날의 좌장은 북측에
서, 둘째와 셋째 날에는 남측에서 각각 맡아서 진행하였다. 심포지엄의 분야별 주제와 발표
자는 표 1과 같다. 심포지엄은 매일 오전 아니면 오후에 반나절씩 발표되었고, 나머지 반나절
에는 유적지를 돌아보든가 농업과학원, 시험장, 협동농장 등을 방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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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심포지엄(총화) 발표 주제와 발표자
순서

분야

1

감자

2

공통

3
4

감자

발표제목
수경 재배 과정에 발생하는 감자병의 종합적 예방구
제

발표자

소속

최정숙 농업과학원

기타
감자원종공장 기
사

기조연설

박효근 월드비전

자문

감자의 주요 품종 특성과 생리장해

정진철 농업진흥청

소장

감자 세균성 줄기 시듬병(dickeya spp.)에 대한 종합
적 고찰

정철

농업과학원

실장

5

감자 바이러스 검사방법과 최근연구

이영규 농업진흥청

박사

6

다수확 벼품종 육성과 재배에 의한 식량생산

리은철 농업과학원

벼연구소 실장

7

벼 품종개발 현황과 금후전망

이점호 농업진흥청

박사

벼의 품질개량과 쌀 가공제품개발에 대한 연구

김계화 농업과학원

벼연구소 실장

9

벼 병해충의 효과적인 예찰 및 방제

허성기 농업진흥청

과장

10

농업 생산에서 농작물 병해충 구제의 역할

리강남 농업과학원

소장

유럽 및 국내 시설원예 현황 및 온실내 생산시스템

이정현 전남대학교

교수

딸기 수출과 생산기술 현황

이용범 시립대학교

교수

13

남새 종자 연구와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대책

리명식 농업과학원

남새연구소 소장

14

고위도 지방에서의 허브 재배

박권우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15 남새

배추 유전자원들의 특성과 리용

김천일 농업과학원

남새연구소 실장

16

채소 작물의 분자육종 현황

강병철 서울대학교

교수

17

무우 유전자원의 리용과 전망

송경철 농업과학원

남새연구소 실장

18 남새(품종 채소 F1종자 생산사업 준비사항

윤진영 월드비전

자문

19 육성)

이광식 코레곤종묘

연구소장

8

11
12

작물(벼)

온실

20
21

SI를 이용한 무 고순도 F1 채종기술
조직배양에 의한 무비루스 사과나무 육성에 대한 연
구
최근 과수 품종 개발 현황과 사과 개원 초기 재배 관

과수

22

리

리태남 과수학연구소 소장
신용억 과수협회

조직배양을 이용한 과수 묘목의 대량생산 및 산업화 윤여중 유니플랜택
사과, 배, 복숭아, 추리나무의 년도별 과일품질변화에

23

대한 연구

박사
박사

박원식 과수학연구소 실장
가금공학연구소

24 가금

가금 생산의 다양성과 유전자원보전에 관한 연구

김광진 농업과학원

25

부침땅의 조사분석

신기용 농업과학원

토양학 연구소장

김길용 전남대학교

교수

26

토양

Bacillus amyloliquefaciens Y1의 특성과 병 방제 및
작물성장 효과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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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분야

발표제목

발표자

소속

27

유일침출용매에 의한 토양분석방법의 개선

김혜옥 농업과학원

28

세계 토양학계 동향 - 토양 안보를 중심으로

김계훈 시립대학교

질소고정균을 미생물 비료로 리용하기 위한 연구

홍종칠 농업과학원

29
30

토양

GIS 기술과 농작물생물모형화기술에 기초한 토지평
가와 감자 생육 진단 및 병해충 예찰 예보 체계 수립
종합토론 발표내용에 대한 총합적인 토론

김시천 농업과학원
이용범

북한농업연구
소

기타
토양학 연구소
실장
교수
토양학연구소
실장
농업정보연구소
실장
소장

심포지엄 발표장에서
남한측 참가자들

첫째 날에는 조식 후 유적지를 관람하고 민족식당으로 이동하여 불고기, 낙지(북한에서는
문어) 볶음 등으로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민족식당 옆에는 윤이상음악당이라는 간판을 단 아
담한 건물이 있어 우리 일행의 눈길을 끌었다. 주식 후 호텔로 돌아와 간단한 심포지엄 개막
행사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심포지엄 발표를 시작하였다. 개막행사에서는 남북의 대표가 인
사말을 하였고, 박효근 서울대 명예교수가 “급변하는 세계식량사정과 엘리뇨로 인한 가뭄 지
속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각 주제의 발표시간은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20분으로 제한되었으며, 각 주제 발표 뒤에는
발표내용에 대하여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주제 발표가 다 끝난 다음에는 분야별로 발표자
와 참가자들이 각 분야별로 발표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여 몇 가지씩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과
수분과의 토론 과정에서는 유니플랜택의 윤여중 박사가 발표한 블루베리의 조직배양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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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증식법에 관하여 북한 측이 특별한 관심을 보였고, 북한 과수학연구소 리태남 소장은 평
안남도 숙천에 약 5ha 규모의 블루베리 시범농장을 만들 예정이므로 남한에서 블루베리 재
배기술과 품종별 묘목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만일 남북 관계가 호전되어 왕래가 어
느 정도 자유로워지면 북측의 블루베리 프로젝트에 지원할 수가 있을 것이다.
분야별 토론이 끝난 뒤에는 이용범 소장의 주관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종합토론에
서는 분야별로 도출한 결론들에 대한 검토와 향후 남과 북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활
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농업분야에서의 남과 북의 소통은 통일을 이룩하는 과정
에서 큰 몫을 할 것으로 믿어진다. 2001년에 첫발을 내디딘 이 농업과학 심포지엄은 어떠한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계속 이어져 나아가야 될 것이다.

3. Vaccinium(정금나무속)속 식물의 원예적 이용
필자는 구두발표는 안 하였지만 “Vaccinium속 식물의 원예적 이용”이라는 4페이지의 유인
물을 만들어 배포하였다. 필자는 이 유인물에서 한반도에 자생하는 Vaccinium속 식물 가운
데 백두산 산록에 자생하는 들쭉과 남한 서남해안 지대에 자생하는 정금나무의 원예적 이용
에 관하여 공동연구할 것을 북측에 제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북측의 응답은 없었지만 필자
단독으로라도 연구에 착수할 생각을 하고 있다.
진달래과(Ericaceae)에 속하는 정금나무속에는 400여 종이 알려지고 있으며, 한반도에 자
생하는 정금나무속 식물은 현재까지 5종이 알려지고 있다.
정금나무속은 23개의 절(節, section)로 분류되며, 이 가운데 원예적으로 이용되는 절은
Cyanococcus, Myrtillus, Oxycoccus, Vaccinium 및 Vitis-Idaea의 5개의 절이다.
Cyanococcus 절에는 V. angustifolium, V. corymbosum, V. darrrowi, V. myrtillodes 및 V.
virgatum과 같은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종(種)들이 존재한다.

Cyanococcus 절
① V. angustifolium Aiton: Lowbush blueberry의 일종으로 캐나다와 미국의 동북부에 분
포되어 있으며, sweet lowbush blueberry 또는 wild blueberry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수고
(樹高)는 10~60cm, 열매의 크기는 3~12mm로 주로 가공원료로 이용된다.
② V. corymbosum L.: Highbush blueberry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으며, 미국의 동북부
에 분포되어 있고, American blueberry, swamp blueberry라고도 부른다. 수고는 1~5m, 열매
의 크기는 4~12mm로 생식 또는 가공원료로 이용된다.

2부 칼럼

183

Vaccinium속 식물의 식물학적 분류에 의한
절(節) 및 주요 종(種)

③ V. darrowi Camp.: Darrow’s evergreen blueberry로 미국 조지아주에서 플로리다주에 이르는 지
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열매를 이용하기도 하나 관
상용 또는 블루베리의 육종 소재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상록성으로 수고는 10~150cm, 열매의 크기는
8~10mm 정도이다.
④ V. myrtilloides Michx.: Lowbush blueberrry의
일종으로 캐나다의 브리티쉬콜롬비아에서 동부까지
와 미국의 북동부 습지대와 산악 초원지대에 자생하
고 있다. 낙엽성으로 수고는 20~40cm, 열매의 크기
는 4~7mm이다.
⑤ V. virgatum Aiton.: Rabbiteye blueberry로 미
국 남부와 멕시코만 해안의 호수, 하천 주변의 저습
지 또는 낮은 충적지대에 자생한다. 낙엽성으로 수
고는 1.5~6.0m이고, 열매의 크기는 8~18mm이다. 저

온 요구도가 적고, 내건성이며, 토양 pH에 대한 적응폭이 크다. 내한성은 약하기 때문에 기
온이 영하 10℃ 이하로 내려가는 지대에서는 재배하기 어렵다.

Myrtillus 절
V. myrtillus L.은 Bilberry로서 Finland 등 발틱연안의 늡지에 자생하고 있다. 낙엽성 저목
으로 집약적으로 재배되지는 않으나 건강 기능성이 뛰어나 다량으로 채취되어 가공식품 또
는 제약원료로 이용된다.

Oxycoccus 절
V. oxycoccus L.은 Cranberry로 미국의 중부 이북의 습지대에 자생하고 있으며, 상록성으
로 포복경이 길게 자란다. 주로 미국에서 대량으로 재배되고 있다. 열매는 적색이며, 주로 소
스나 주스로 가공하여 이용한다.

Vaccinium 절
V. uliginosum L.은 Bog blueberry(Bilberry, Tundra bilberry, 들쭉나무)로 표고가 높은 지
대 또는 냉량한 지대에 자생하며, 우리 반도에서는 백두산 산록과 지리산 상층부에 자생하고
있다. 진보라색의 열매는 기능성이 뛰어나 식품가공 또는 제약 원료로 이용되고 있다.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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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야생 들쭉나무 열매를 다량으로 채취하여 들쭉술, 들쭉잼 등으로 가공하여 외국에 수
출하고 있다.

Vitis-Idaea 절
V. Vitis-idaea L.은 Lingonberry로 Cowberry, Foxberry, Mountain cranberry 등으로도 부
른다. 비교적 냉량한 온대 이북 지역에 자생하는데, 설악산 이북과 금강산에도 자생하고 있
다. 상록의 왜성 소저목이며, 열매는 적색이고, 그 크기는 8~10mm이며, 쥬스 등으로 가공하
여 이용한다.
그 밖의 정금나무속 야생 종(種)
V. oldhamii Miq.는 정금나무로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의 해안 야산에 자생하고
있다. 낙엽성 관목으로 수고는 2~3mdllau, 개량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V. bracteatum Thunb.는 모세나무로 흑산도 이남의 섬에 자생하고 있다. 상록성 관목이며,
수고는3m에 달한다. 열매는 흑색으로 익고, 그 지름은 6mm 정도이다.
V. koreanum Nakai는 산앵도나무로 소백산 등 산지의 중턱 이상에 자생하고 있다. 낙엽성
관목으로 수고는 1m, 열매는 9월에 적색으로 익는다.

4. 제언
지금까지 추진하여온 공동 연구과제는 앞으로도 계속 수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정금나무속
식물에 대한 연구를 남과 북이 공동으로 수행하면 경제적인 이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1) 들쭉나무에 대한 연구
① 들쭉나무 자생지의 생태환경, 들쭉나무의 생육 특성 등을 조사
② 들쭉나무의 재배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③ 들쭉 열매의 기능성 물질의 정량분석과 기능성 물질들의 건강 증진 효과 규명
④ 들쭉 열매의 가공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2) 정금나무에 대한 연구
① 정금나무 자생지의 생태환경, 정금나무의 생육특성 등을 조사
② 정금나무 재배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③ 블루베리 접목재배의 대목으로 이용 가능성 탐색
(3) 월귤나무에 대한 연구

2부 칼럼

185

월귤나무의 재배와 이용에 관한 연구
이상과 같은 과제들을 남북이 공동으로 연구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들이 성사될지는 예
측할 수가 없다.

5. 유적지, 시험연구기관 돌아보기
(1) 만경대 고향집: 12월 9일 아침 7시에 조식을 하고 심포지엄을 개최할 회의장 준비관계로
오전 중에는 북측 관계자의 안내로 만경대고향집(김일성 생가)을 방문하였다. 고향집은 초가
집으로 일자형의 아담한 안채와 베틀, 물래, 작두, 멍석 등을 수납한 별채 그리고 장독, 김칫
독 등을 수납한 원두막 같은 2층짜리 작은 건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고향집 주변은 상당히
넓었으며, 성지로 군데군데 경비병이 경비를 하였고, 여성 안내원이 고향집의 역사를 자상하
게 설명하여 주었다. 필자는 2007년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시설, 주변 환경 등은 변함이 없
었고, 휴대전화로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도 있었다.
(2) 국가선물관: 12월 10일 대성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다음 국가선물관을 관람하였다.
2007년에 묘향산에 있는 대규모 선물관을 관람하였는데, 여기에는 동포들이 보내 온 선물뿐
아니고 세계 각국에서 보내온 선물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평양 미림지구에 건설한 국가선물
관은 2006년에 착공하여 2012년에 준공한 석조건물로서 아담하나 웅장한 느낌을 주는 건물
로 내부는 대리석으로 마감되었다. 이 선물관에는 묘향산 선물관에 보관되어 온 선물 가운데
국내외 동포들이 보내온 선물들을 옮겨 전시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는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과 현대그룹에서 보낸 고급 승용차도 전시되어 있었다.
(3) 미림승마구락부: 평양 미림지구에 건설한 것으로 2013년 5월에 착공하여 동년 12월에 준
공하였다 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큰 시설을 7개월 동안에 완성할 수 있었을가 하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이 자랑하는 속도전의 결과물일 것이다. 승마구락부는 통나무로 지은
목조건물로 실내승마장과 노천승마장 그리고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승마장 내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승마를 즐기는 거대한 사진들과 마구 등이 진열되어 있었다. 이 승마구락부
에는 120여 두의 말이 사육되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도 마부들의 도움을 받아 가며 승마를
즐길 수 있다고 한다.
(4) 평양남새연구소: 규모가 대단히 큰 연구소로 유리온실(Venlo-type) 3만 평과 플라스틱하
우스(북한에서는 박막온실) 13만 평의 시설을 갖추고 오이, 토마토 등의 과채류와 엽채류 등
을 생산(연간 7,500톤)하고, 아울러 새로운 재배기술의 연구개발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
다고 한다. 우리 일행이 방문하였을 때에는 근로자들(주로 젊은 여자들)이 수확이 끝난 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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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잔재를 구슬땀을 흘려 가며 걷어치우고 있었다. 12월에서 2월까지의 혹한기에는 연료
부족으로 난방이 어려워 작물 재배가 중단된다.
(5)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평양 변두리에 있는, 최근에 최고위층의 지시에 의하여 건설한 협
동농장으로 주택, 공연시설, 체육시설 등의 부지면적이 24정보이고, 온실 부지면적이 45정보
로 대단히 큰 규모이다. 주택은 다층 주택 54동 324세대, 단층 주택 83동 98세대로 총 422세
대가 입주하여 있다. 온실의 실면적은 30정보(665동)로 평양 시민들이 소비할 토마토, 오이,
호박, 가지, 배추, 무, 부추 등의 채소를 전문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한다고 한다. 협동농장 내
부에는 컴퓨터 교육실. 병해충을 감별하고 토양을 분석하는 등의 실험실을 갖추고 있었으며,
강당 등의 공연시설, 체육시설 등도 잘되어 있었다. 주택의 지붕에는 태양광 온수기와 소형
태양광전지 모듈이 설치되어 있었고, 나이가 많은 농장원은 1층에 거주하도록 배려한다고
하였다.
(6) 농업과학원: 다른 곳에서 시간이 늦어져 어두워진 다음에 도착하여 인공 씨감자생산시설,
바이러스검정실험실, 조직배양실 등을 돌아보았다. 2007년도에도 방문하였는데 그때와 별로
바뀐 것이 없는 듯하였다.
(7) 개선문: 마지막 날에 개선문을 돌아보았다. 평양에 건설된 개선문은 필자가 본 파리의 개
선문에 비하여 더 웅장한 것 같았다.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에 의하여 건설된 것으로 황해도
와 평안남도에서 생산된 화강암을 가공하여 건설하였다고 한다.
(8) 평양의 거리 표정: 2007년에 방문하였을 때와 비교해 보면 여러 면에서 좋아졌다는 느낌
을 받았다. 외관적으로 화려한 고층 아파트가 눈에 띄게 많이 건설되었고, 도로에는 자동차
가 많아졌으며, 특히 과거에는 불 수 없었던 중대형 택시가 거리에 나다니고 있었다.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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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문에서

이들 택시를 어떠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지는 알 길이 없었다. 마음 같아서는 택시를 불
러 타고 시내 번화가에 가서 돌아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싶었지만 불가능한 일이었다. 간선도
로에는 궤도 또는 무궤도 전차(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인
듯하였다.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은 자전거로, 출퇴근 시간대의 자전거 행렬은 볼 만하였다.
시민들의 옷차림은 거의 대부분이 회색에서 검정색의 스타일이 비슷한 방한복(털깃이 달
린)이어서 거리가 우중충하게 보였다. 각자 개성에 맞게 색상과 스타일이 다른 복식을 한다
면 거리가 한층 밝아지고 생기가 돌게 될 것이다.
심포지엄 마지막 날(11일)에는 북측의 안내로 옥류관 북쪽의 대동강에 떠 있는 유람선식
당(무지개식당)에서 돼지족찜, 생선회 등으로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요리가 정갈하였고, 맛
도 꽤 좋았다. 당초에는 옥류관에서 평양냉면으로 점심식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연말이라 예
약이 폭주하여 근처에 정박 중인 유람선식당에서 점심을 하게 된 것이었다. 대동강의 북쪽
강변에는 주체사상탑이 대단한 높이로 우뚝 서 있었고, 강물은 비교적 깨끗하였으며, 유람선
과 몇 척의 모래 준설선이 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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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강 무지개 유람선식당에서

6. 끝맺음
북한에서 치러진 제14차 남북농업과학 심포지엄에 관련된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는 차에
북한이 수소폭탄실험을 성공리에 수행하였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발표되었다. 평양에서의 여
러 분위기로 보아 그동안 교착되어 왔던 남북관계가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의
핵실험으로 다시 냉각될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앞으로는 남북 관계를 경색시키는 이러한 걸
림돌들이 돌출되지 않고 각 분야의 남북교류 사업이 꾸준하고도 활발하게 이어져 통일로 가
는 길이 활짝 열리기만을 두 손 모아 빌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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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제언
한국과 아시아의 문화와 문명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허브
인문대학 언어학과

이정민

서양의 문화와 문명이 세계와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진 데 반해 상대적으로 한국과 아시아
의 문화와 문명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 대체로 서양이 동양보다 앞서 선진화
가 된 데 원인이 있겠으나 점차 태평양시대가 열리면서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전보다 높아지
고 있다고 보겠고, 매체의 발달로 바깥 나라의 소식이 전세계적으로 퍼지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만 해도 다문화사회로 아시아 여러 나라의 인구가 흘러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도 실
상 우리는 극동 3국 중의 중국과 일본의 문화와 문명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다른 여러 아시
아 나라의 문화와 문명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아시아가 문화와 문명을
서로 이해하고 가까워지고 또 서양과도 그리 되면 모두의 정신세계가 넓어지고 자유, 평화와
번영이 찾아 올 것이라 보고, 한국이 한국과 아시아의 문화와 문명을 전세계에 알리는 허브
노릇을 할 것을 제안한다.
역사적 배경 탓이겠지만, 우리 세대는 이웃나라 역사에서 일본의 역사를 배운 기억이 없다.
그래도 월남전 파병, 공병대 등의 진출을 계기로 해외 진출 가능성을 엿보고 중동에 건설 진
출을 오래도록 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중동의 문화와 문명을 배우고 연구할 마음과 여력을
갖지 못했다. 영국 등은 달라 이슬람을 이해하고 ‘할랄’ 음식과 제품의 큰 시장을 이루고 있
다. 우리나라는 겨우 작년에 18억 이슬람 교도를 향한 새 수출유망품목으로 부상한다면서 식
품업계가 이슬람 율법을 열공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대입 편의상 아랍어를 택하는 경우에도
피상적이다. 3년 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학회에 참가하면서 현지인들한테 ‘사랑해(요)’
를 아느냐고 물으니까 여자는 거의 다 웃으며 안다고 하고 남자는 열 명 중 6, 7명 정도가 안
다고 하는 것을 보았다. 젊은이들의 재능을 잘 묶는 K-팝, 드라마 덕이다. 홍길동전 영역본
(미국대학에서 유럽사 가르치는 강민수 교수가 번역)이 얼마 전 스토리 텔링의 왕국인 영국
의 유명한 Penguin Classics series의 한 권으로 출판되었고, 한국의 예술(부드럽고 자연스러
운 조선 백자가 영국에서 높이 평가되고, 그림, 웹툰, 게임과 고전음악의 연주, 성악, 국악, 무
용, 뮤지컬이 주목 받고), 한국의 음식, 복식, 디자인도 큰 나라들에서 차츰 알려지고 있다. 한
글창제의 세종은 고대 인도 산스크리트 문법을 쓴 파니니와 아랍어 문법가 하나와 더불어 언
어에 관한 동양의 세 공로자로 꼽히기도 했고, 미국의 고교에서는 한글이 혁명(revolution)이
냐 진화(evolution)냐를 놓고 토론하는 수업을 하기도 한다. 손기정과 8월 같은 날 올림픽 마

190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5, 제11호

라톤에서 우승해 몬주익 공원에 달리는 황영조의 동상이 서 있는 바르셀로나 시의 인기 있는
골목 음식점 메뉴 겉장에 BOSSAM이 제일 비싼 음식으로 소개되어 있다. 중국과 이란 인구
를 감동시킨 ‘대장금’이 승정원 일기의 번역된 아주 작은 부분의 이야기가 발전한 것이라니
그 번역사업도 앞으로 6, 70년 부지하세월로 놓아 둘 것이 아니라 더 서둘러야 할 것이다.
작년 하반기에 한국과 일본의 관계증진 단체의 일본 대표가 퇴계의 서간 문집을 400년이
지난 이제야 비로소 일본어로 번역해 나오게 되었다면서 한일우호는 이러한 것을 같이 논의
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일본에서의 윤동주시인
추모모임 보도도 최근 있었다. 몇 년 전에는 대만에서 주자학을 연구하겠다고 서울대 철학과
박사과정에 온 여학생을 만났다. 인도의 철학과 불교, 중국의 공자와 노자, 장자의 철학 등도
한국에서 연구하고 일본과 여타 아시아 문화도 한국에서 연구해 아시아와 세계로 내보내는
역할을 우리가 담당해야 한다. 중국과 미-일은 힘겨루기에 바쁘고, 한국은 아시아 여러 나라
와 관계가 좋다.
서울대만 해도 동양사가 강하고(중앙아시아사도 있고) 규장각을 중심으로 한국학이 좋고
중국학도 좋으며 이미 중앙아시아/알타이 문명/문화를 연구하고 있는 인문학연구원, 신설
아시아 언어문명학부(인도네시아 전공자도 있음), 건물이 준수한 아시아연구소 등을 갖추고
있으니, 이 사업의 운동에 서울대가 앞장 서주면 좋을 것이다. 한국학 중앙연구원과 다른 대
학들도 연구와 전파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획/설계를 잘 하고 전략
을 잘 짤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사업에는 연구에 뒤따르는 번역사업에 교육부 고전번역위,
문화부 한국문학번역원, 국사편찬위 등이 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최근 뉴요커 문학
잡지에 한국정부가 노벨문학상을 겨냥해 엄청난 예산을 한국문학번역원에 쏟아 붓는다는,
책도 안 읽으면서 노벨상을, 그것도 정부 주도로 밀어 부쳐 타겠다는, 발상에 대해 진지하게
냉소적인 글을 실었다(노벨상 타기가 지연돼야 지원이 계속될 거라는 말도 인용하고)(link:
http://www.newyorker.com/books/page-turner/can-a-big-government-push-bring-thenobel-prize-in-literature-to-south-korea). 출판도 미국 어디에 뭘 지어 하겠다는 둥, 남에게
근시안적으로 보여 빈축을 사는 방향으로 되어 가는 듯하다. 좀 더 중심을 잡고 균형있게 목
표와 방향을 거시적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고전은 이미 가치가 증명된 것이다. 『징비록』
영문 번역(최병현 박사 번역, 목민심서, 태조실록도 번역)이 2002년 미국 버클리대 출판부에
서 나와 꾸준히 잘 나가고 있다. 조선의 두 사신이 히데요시에게 찾아가 계산된 푸대접을 받
는 장면이 생생하게 나와 있다. 일본과 달리 한국대학에서는 번역은 업적에 전혀 쳐주지 않
는 풍토도 다소간 바뀌는 게 좋을 것이다. 능력 있는 이가 안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
하기 어려운 또는 부자연스러운 번역이 허다하다. 외국인의 한국학연구도 지원해 외국인의
일본학, 중국학 연구와 균형이 맞게 노력해야 한다. 번역언어도 우선 한국과 중국의 한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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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로, 영어로, 그리고 한국, 아시아 것을 해당 아시아 나라 말로도, 또 중국어로도 번역케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번역 출판도 국내 대학 출판부 한두 군데, 시중 출판부 한두 군데 정
도를 엄선해 이 일에 종사하고 국제화할 수 있게 키워야 한다. 우리의 출판이 국제화면에서
너무 약하다. 색채 인쇄비가 선진국의 일류출판사보다 10배 싸니 활용해야 한다.
허브로서의 한국이 이 일을 한시 바삐 시작해 꾸준히 추진해나가면 한국은 만국이 사랑하
고 존경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러한 숭고한 목표를 향해 성실하게 연구하고 전파해 나아
갈 때 모두가 탐내는 문학과 과학의 노벨상도 자연스럽게 돌아올 것이다. 자연계 학자의 말
을 들어 보면 대학에 연구비가 지원되기 시작한지 몇 년이나 됐느냐고 묻는다. 조급증을 보
일수록 당장 결과가 보이는 얄팍한 과제에만 매달리게 될 것이다. 4년 전부터 이 허브 제의
를 주변 보직자들에게 하고 있으나 여력들이 없는지 별 무반응이다.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
고 가꾸면서 기다려야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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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및 대일 외교에 대한 제언과 고언(苦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이상억

1. 북한: 이산가족 상봉 상시화와 금강산 시설 활용 및 철원의 역사생태
공원화
“좌파 우파 정치를 떠나, 화약고를 불섶에 지고 들어가려는 위험천만한 전쟁 상대가 지척
에 있음을 심히 불안해하고, 만약 내 가족이 그 피해자가 된다면 어쩌냐는 걱정을 하는 가족
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곧 70을 바라보는 평범한 시민일 뿐이다.” ― 이런 글을 써서 돌리는
사람들의 걱정을 접하고 새삼 현재 한반도 상황을 숙고해 보게 되었다.
사실 현실적으로 전쟁이 나면 한미 공군력으로 사흘 안에 북한은 완전 초토화된다는 모
신문 논설위원의 주장이 있다. 먼저 EC130, EA6B 같은 전자전 항공기가 북한의 레이더와 통
신망을 교란시키고, F16의 레이더 파괴 미사일이 전파 추적으로 폭격, 성능이 두 배인 F15K
가 고공 정밀유도폭탄 공습을 한단다. 북한은 이에 상응하는 전투기종이 남한의 10분의 1도
안 되며 전자전 항공기, 공중 조기 경보기, 레이더 파괴 미사일도 없다. 미군의 F22도 가담하
여, 개전 초 ‘하루 2천 회 출격’으로 사흘이면 평양 이남 제공권을 확보하고 장사정포의 7할
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장사정포는 스텔스 드론 무인기로도 타격할 계획이라니 더욱 다행이
다. 물론 B52와 스텔스 B2 폭격기는 평양 심장부의 벙커까지 초토화할 수 있을 공포의 무기
다. 미국의 핵항모도 뒤이어 들어올 것이다.
수소탄까지 개발한 것처럼 공갈치는 북한의 핵무기는 현 단계로서는 운반체의 개발이 아
직 미흡하지만, 포기시키지 않는 한 머지않은 장래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중국의 미온적
제재로 쉬운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지만,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도 배치하
고 전세계적 압박으로 경거망동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제어를 해야 한다. 또 생화학무기나
특수부대의 침투는 일반인들이 대처를 잘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평소 실질적 훈련이
필요하다.
여기서 잠시 중국의 ‘사드’에 대한 태도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제멋대로 까불지 말라”는
관영 환구시보의 한국에 대한 경고는 결국 과거에 한반도를 제후국으로 간주하던 전통적 중
국 황제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미국에 유학시 하버드대의 지도실에서 CIA 편찬 역사지
도를 보다가 한반도가 1897년부터 1910년까지만 중국과 다른 색으로 칠해져 있는 사실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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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아연실색했다. 이는 중국이 대한제국 기간만 독립을 인정하고 그전 몇 천 년을 viceroy(황
제를 대리한 섭정 또는 태수)가 다스리던 속지로 보아 같은 황색을 깐 것이다. CIA는 이런 중
국의 태도를 그냥 받아들여 한국의 역사를 왜곡했던 것이다. 이런 속지(!)의 골칫거리인 핵문
제가 대화로는 해결되기 어려울 텐데 그냥 두둔하는 이유는 중국이 자기와 같은 사회주의 국
가 북한을 무너뜨리는 변화를 결코 일으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차라리 북한 핵무장을 방
조하면서 한국 통일을 안 시키는 것이 자국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을 것이다. 이런 태
도는 러시아도 기회가 있으면 북한 지역을 크림 반도처럼 삼키고 싶을 것이다. 극동에 부동
항이 없어 38선 이북을 얼른 점령했고 곧 이어 남침 지원까지 했던 전과가 있지 않은가?
벽두에 언급한 것들 외에, 북한이 최후에 달해 자폭할 생각을 가지지 않은 한, 남한을 쉽게
전면 공격할 수 없는 이유는 더 있다. 이미 서울을 비롯해 남한에는 중국인과 다른 외국인이
많이 있어서 공격은 바로 국제전을 도발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국내총생산이 북한의 40배
인 남한을 상대로 장기간 전쟁할 경제력이 없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게 도발 가
능성은 낮겠지만, 만의 하나라도 단기간 기습공격을 해 올 경우 첫 사흘간 입을 남한의 피해
는 여전히 막대할 것이다. 아무리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남하시켜도, 이미 부산까지 도달할
수 있는 유도탄을 개발해 놓은 그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욱 무력대응이 아닌 방향으로
점진적 유도를 해 나가는 연착륙 정책을 우선적으로 강구해 봐야 하겠다.
지난 2015년 10월 20회째의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모처럼 성사되어 무난히 끝났다. 그
런 뒤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해 12월 중순 8년 만에 회담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성과 없이 결렬
되고 말았다. 달포 지난 1월 말 현재 아직 구체적인 회담 계획이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다. 더
구나 그 사이 소위 수소탄 실험을 자행했으니, 차제에 모든 상황을 재검토하여 어쨌든 남북
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만들어 놓아야겠다.
흔히 IT의 도움을 받아 화면 상봉을 수시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내고 있는데, 북
한의 체제에서 이런 창구를 열어 놓는 일은 특별히 눈에 띄는 선전효과를 내기에는 미흡한
것 같다. 처음에는 매스콤의 주목을 좀 받겠지만 상설되어 버린 후에는 지금의 극적 상봉 행
사 같은 이벤트성이 별로 없다. 더구나 이동 거리가 짧아지도록 화면의 수를 늘려 여러 곳에
상면 창구를 열어 달라고 해야 할 텐데, 북쪽에서 사전교육을 하기가 번거롭고 남한의 모습
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 북한의 보안 체제상 불안하고 예민한 문제가 될 것이다.
현시점에서 북한이 원하는 바는 눈에 띄는 이벤트성만이 아니라 외화 획득의 수입원으로
이 사업을 끌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남한 관광객 총격사건 사과의 해결책을 내지 않
고 있는 북한에게 금강산 시설을 활용하여 상봉행사를 상설화하는 조건하에 저순위의 사과
로 마무리하자고 하면, 뒤따를 관광사업 재개로 외화 획득이 긴급하니 협상 후 점차 타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금강산 한 곳에서 개최하므로 통제가 손쉽고 상설 이벤트 명소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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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초점이 될 터이므로 수용가능한 안이라고 본다.
이 때 불법 차압된 금강산 시설의 소유 관리권 복구가 관광 재개에 앞서 선결되어야 한다.
또 항간에 떠도는 바에 따르면 조 단위 자금 지원이 과거에 있었다는데, 이런 음성적 외화 획
득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면 이번에 성사가 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다시는 햇
볕정책 따위의 퍼 주기로 핵개발비를 대주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된다. 차라리 상봉의 모
든 비용을 우리 측이 부담하는 양성적 조건을 붙여서라도 상봉행사와 일반 관광에서 발생한
수입을 다 가져가게 해서 상호 윈윈하는 방향으로 이끌면 결국 접근의 길은 열릴 것이다. 다
만 금강산 방문 중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받는 방안을 강구하여 앞으로 피살 재발
이나 관광객이 인질로 잡히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편 검열 통제가 가능해도 서신 왕래를 북한이 응하지 않는 것은 역시 수입원이 되지 않
기 때문이니 이것도 큰 배달료를 붙여 주어 서로 좋도록 접근해야 성사될 것이다. 가능한 한
음성적으로 자금 지원하는 관행은 없애고, 좀 비합리적인 계산법이라도 양성화된 자금 지원
또는 비군사용 물자 지원으로 유도해서 상봉행사를 정례화, 상설화하는 것만이 노령화로 남
은 시간이 많지 않은 적체된 상봉 희망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전쟁을 피
하며 사는 길이 될 것이다.
차제에 한 가지 더 제안하자면, 철원 일대를 역사생태공원화하자는 것이다. 이미 서쪽에
개성공단이 있고 동쪽에 금강산 지역이 있으므로 중부전선의 격전지였던 철원 일대에 역사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북한과 협의하기 시작해 보자는 것이다. 동독과 접경을 이뤘던
지역을 그린벨트로 지정해 그 속의 옛 군사도로를 산책로로 운영하는 독일의 예를 보아도,
철책을 거둔 뒤 서독에서 사라져 가는 동물들이 이 지대로 많이 이동해 있다는 보고다. 우선
철의 삼각지대와 백마고지 등의 근처에 흩어져 있을 지뢰들을 제거하고 생태공원의 시발지
역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자. 이 일대는 철새 도래지로서 관광사업의 전망도 밝다. 훗날 가능
하면 비무장지대 전역을 생태공원으로 해야 하겠지만 상징적 출발점으로 이 지역을 주목하
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즉 궁예의 태봉국이 십여 년(905~918) 수도로 삼았던 터전이
바로 그 철원 북쪽 비무장지대(DMZ) 속이니 앞으로 평화적 사업으로 남북합동 발굴조사를
거쳐 역사공원으로 현장을 보존하면 좋을 것이다.

2. 일본: 위안부 문제 현안 해결을 위한 상응조처, 즉 소녀상 이전과 야스
쿠니 신사 정리 및 일본 극좌파의 국내외 활동 단속
근래에 중국은 동북공정, 미세먼지, 항공구역, 영해 확장, 불법어로 등의 문제를 일으켜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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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중국은 한사군 및 몽골족과 만
주족의 침략을 빼고는, 고래로 한반도에
문화적 수준을 높여 주는 입력도 많이 해
왔다. 그에 비해 일본은 야요이 시대에 한
반도에서 도래인이 가서 벼농사를, 백제
멸망 후 유민이 축성술을, 조선에서 납치
되어 간 도공이 백자 기술을 가르치는 등,
수많은 은혜를 받고도; 삼국시대엔 해적
들이 칼로, 임진왜란 땐 조총으로, 식민통
치 때는 남자의 노동과 목숨, 여자의 정조
와 또 곡물을 수탈하는 폐만 끼쳤다. 지금도 극우주의자는 정한론자들과 다름없는 침략 근성
을 보이고 있다.
그 동안 모든 한일 간 이슈가 한국에 대해 공세적으로 피해를 주어 온 것들이고, 해결이 된
다 해도 한국은 원상 복귀를 하기(본전 찾기)도 다 어려운 경우들이다. 그러나 진정한 반성과
합당한 변상을 하지 않고도 일본은 계속 한국이 어렵게 한다고 트집을 잡아 왔다. 입장을 바
꿔 일본이 그렇게 당했다면 어찌 해 왔을까? 2015년이 끝나기 직전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대
한 해결을 하겠다고 사죄와 반성의 표시를 하였으나 여전히 개운치 않은 앙금이 서려 있다.
위 그림은 ‘필천벌 불회자(必天罰 不悔者)’라는 제목으로 몇 년 전에 그렸던 것이다. 원래
일본 신도 사원 앞의 도리이(鳥居) 모양이 丹자 비슷하다. 이 丹자와 닮은 天자는 애초에는
써 넣지 않았으나 신사 문 기둥과 비슷한 모양으로 그들의 神도 벌을 줄 것이란 의미로 그려
넣었다. 그 옆의 욱일승천기(旭日昇天旗)는 군국주의 기치 아래 흘린 피를 상징하는 데 제격
이다. 바다 속에서 일어난 지진은 쓰나미를 몰고 일본 동해안을 덮치며, 화산에서 솟아나온
용암은 열도를 붉게 덮는다. 이 물로 Mitsubishi 중공업과 Aso 가문의 아카사카(赤坂) 탄광
등에서 저지른 강제 노동의 죄가 씻기고, 이 불로 성노예로서 강제 당했던 여성의 혼이 위안
받기를 기원한 그림이었다. 그래서 한반도의 위치에 평화의 상징인 비들기와 함께 위안부 소
녀상을 앉혀 그렸다.
비행기 #731호를 타는 사진을 찍어 인체실험 731부대를 상기시켰던 아베, 마치 그의 죄수
번호 같은 숫자도 써 넣었다. Abe, learn real RIGHT(正, 右) from Germany!는 정말 바른 길
이 무엇이고, 진정한 우익의 사상과 행동이 어찌해야 하는 것인지 독일의 태도를 보며 생각
좀 해 보기 바란다는 말이다. 아베가 국제적 여론을 의식해 서둘러 타결한 이번 사과 협정을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이라고 못 박고 싶어하는 데는 역사 자체를 부인하여
서 지울 수 없는 사실을 외면하려는 심리가 깔려 있다. 독일은 역대 수상들이 기회 있을 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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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거듭 사과하며 후속 세대에게도 과거 사실을 유념하도록 일깨우고 있다. 최근 1월 27일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일에도 하원 본회의장에서 독일 대통령과 총리가 유대인 대학살 생
존자를 초청해 박수를 쳐 주고 있었다. 반면 위안부 희생자 추모일도 없을 뿐더러 일본 국회
에 초청받아 간 할머니들도 안 계시다. 그런데 아베는 협정 직후 도쿄에 앉아서 기자회견(언
론 플레이의 일환)을 하면서 “미래 세대의 아이들이 (위안부 관련) 사죄를 계속하는 숙명을
지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나 되려는 야심에 사로잡힌 아베가 과연
사죄의 진성성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한일 관계에서의 어려운 이슈들이 한국에 대해 일본이 공세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들이었
지 거꾸로 한국이 일본을 괴롭히고 침략했다는 사실은 없다. 강점기에 한국 땅에서는 물론,
일본 땅에서조차 관동대지진 때의 한국인 학살 이래 현재 극우 혐한 시위에서도 위협적 작태
로 인종 차별과 학대를 일삼고 있다. 독도 문제도 공연히 긁어 부스럼으로 우리 국토를 물고
늘어져 그 대가를 항상 챙기려는 술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전국토를 유린한 뒤에도 또 두 점
같은 독도 땅을 넘보는 그 속셈은 선제공격이 최고라는 해적근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일본인들은 잘못을 인정하면 하라키리를 해서 배를 갈라야 하니까 웬만해선 잘못했다고
못한다는데, 그러지 않고도 현대 독일인들처럼 쿨하게 반성하고 진심으로 보상적 행동을 하
는 방향도 있음을 배워야 한다. 독일인들은 그럴 때마다 오히려 남들이 우러러보게 만드는
감흥을 일으킨다는 점을 터득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런 관점은 왜소한 섬나라 사람의 근
성에는 자리 잡기 어려운 것인가? 한국과 가까이 있지 않다면 국민성이 어떤들 큰 상관이 없
겠지만 바로 옆에서 이렇게 폐를 끼치는 일본이 있음은 불행이다.
더구나 대사관 앞의 소녀상 철거를 한국 측이 표명하도록 강요했다니, 정말 법적 책임을
지고 배상하려는 태도보다는 눈엣가시부터 제거하려는 데에 본심이 있음을 뚜렷이 알 수 있
다. 좋다. 그렇다면 주한 일본 대사관의 바로 앞에서 공관의 안녕 및 위엄의 유지를 우려하게
한다니 세종로 네거리 충무공 동상 곁으로 옮겨 이순신 장군이 돌보시도록 하자. 왜적에 대
해 소녀를 지켜 주실 분으로 누가 더 좋으랴! 차제에 소녀상 이전에 대한 상응조처로 일본 내
에서도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전범과 한국인 희생자 신위를 정리해야 한다. 또 일본 극좌
파의 국내외 활동을 철저히 단속하여야 하고, 따라서 앞으로는 소녀상에 와서 말뚝 꽂는 짓
거리도 엄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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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3년 남기고 조기 퇴직한 도쿄대학 교수
약학대학 제약학과

이은방

2014년 7월 15일 발행 약우(도쿄대학 약학부 동창회회보)라는 뉴스레터에 약학부 교수가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나는 금년 3월 말로서 도쿄대학을 퇴직하였습니다. 도쿄대학이 정하고 있는 정년보다 3년
조기 퇴직입니다. 2년 전까지의 나로서는 “도쿄대학의 교수는 사회적인 책임이 있어서, 정년
까지 근무하여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사회에 공헌하여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조기퇴직은 생각하지 않았었지요」라고 쓴 글이다. 그가 바로 약학부 약품작용학 교실의 마쓰
끼 노리오(松木則夫) 교수이다.
그가 기술한 그의 집안사정은 복잡하였다. 부인이 2년 전에 소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긴급
수술을 하여 생명은 구하였으나,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것이다. 전년도 3월의 제133회 일본약
학회 조직위원장의 업무도 분주하였지만, 부인의 치료, 빙모의 사망, 처가 상속 후견인 등의
일로서, 가사에 매여서 연구에 치중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기의 적극 지원자
였던 부인의 병실에서의 고충도 털어 놓아 그의 속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다.
약 28년 전의 일이다. 그가 조수로 근무하고 있을 때에 사이토 히로시(齊藤 洋) 교수가 두
조수와 함께 10여 명의 교실원을 데리고 세미나를 위하여 서울에 온 적이 있다. 그때, 교실원
전원의 저녁 파티를 한다고 나를 초청하였다. 사이토 교수는 그 옛날에 나와 같이 공부하던
동창생이다. 그런데 나에게 커다란 케이크를 사 가지고 오라는 것이었다. 이야기한 대로, 10
여 명이나 되니 큰 케이크를 준비하여 참석하게 되었다. 나는 같은 연구실 출신으로서, 오래
간 만에 그 후배들을 만나니 매우 반가운 마음이었다. 이때에 사이토 교수의 식사 전의 한마
디가 이어졌다. “… 오늘 약학부 교수회의에서 조교수의 승진은 마쓰끼 조수로 결정되었다”
는 것이다. 박수와 함께 케이크 상자를 열어 보니 “축하 마쓰끼 조교수”라는 글씨가 빛나고
있었다. 다른 한 조수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분한 표정을 엿볼 수 있었고, 마쓰끼 조수는 매우
영광스러웠지만, 기쁨을 억누르는 표정이었으니,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사이토 교수는 나와
동 연배이기도 하고, 매우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그보다 1년 전에는 3명의 조수 중에서 하
나를 승진시키는 고민을 이야기하기에, 나는 우선 일을 많이 하는 조수이어야 하고, 연구 성
과가 비슷하면 연장자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일반적인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마쓰끼 조교가
바로 연장자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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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쓰끼 교수는 사이토 교수가 정년퇴직한 뒤에 그 후계자로 교수로 승진하게 되어, 한때에
는 일본약리학회의 최우수 논문상도 수상한 적이 있을 정도로 연구에 매진하여 왔다. 예리한
말솜씨와 깔끔한 성격을 가진 그가 자신의 위치와 처지를 냉철하게 투시하고 자퇴한 것이 아
닌가 생각하게 된다.
마쓰끼 교수는 “앞으로의 살아 갈 인생이 교수직 기간보다도 많으니 인류와 사회를 위하
여 공헌할 수 있는 어떤 일을 찾고자 생각하고 있으니, 이후에도 잘 부탁 드립니다”라는 끝맺
음 말을 하고, 퇴직 인사를 마무리하였다.
정년퇴직 제도에서 그 어느 나라의 교수가 자기가 연구수행을 할 수 없다고 자퇴하고 후배
에게 교수직을 물려준 적이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든다. 더 젊은 후배가 승진하여 연구하도록
하고 본인은 조기 퇴직한 그의 용기를 높이 평가하며, 도쿄대학의 명성을 높이는 하나의 표
징이 되기도 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게 된다.

2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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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보기에 좋았더라!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김안제

성경의 구약전서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한다. “하나님(하느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
조하시니라(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그리고 1장 31절
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
섯째 날이니라(God saw all that he made, and it was very good. The Sixth day).”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우주천체와 삼라만상이 일정한 법칙에 따라 질서있게 운행하고 모든 생물의
성장과 신진대사가 올바로 진행되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 의한 다스림이 제대로 이루어지
고 있음을 보면서 매우 흡족해 마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확실히 세상의 초기에는 충분히 그
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다. 지구가 출현한 지 45억 년이 지났고 두 발로 선 인류가 나타
난 지 400만 년이 경과했으며 창세기 연륜으로도 6,000여 년이 되었다. 그동안 천체의 운행
은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지만 우리 지구상의 자연과 생태계는 많은 변천을 거듭해 왔
고, 특히 인류사회는 숱한 변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천상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지구의
실상, 특히 인류사회의 현재 모습을 굽어보신다면 어떤 감회를 가지실까? 여전히 흡족해하시
고 보기에 심히 좋다고 하실까? 지상에 일어나고 있는 숱한 자연재해와 인간비극의 현실을
보면서 당초 창조시에 희망했던 것과 너무 동떨어진 모습에 얼굴을 찡그리고 괴로워하지 않
을까 한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우리의 속담이 있고,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百聞不如一見)’라는 문자도 있다. 사람은 두 눈으로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보고, 다음에
마음으로 느끼고 머리로 생각하며 좋고 나쁨을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녀와 노소
를 불구하고 얼굴 화장을 하고 옷치장을 하여 남들이 보기에 좋도록 하기 위해 많은 애를 쓰
고 있다. 동물과 조류와 곤충들까지도 생존을 위해 몸을 보호색으로 바꾸는 진화과정을 밟
아 왔던 것이다. 우리는 밥상 위의 음식을 보기 좋게 차려서 남의 구미를 당기게 하고, 상품
을 진열대에 보기 좋게 배치하여 구매자의 흥미를 돋우며, 운동경기를 보기 좋게 진행하여
관람자들의 관심을 높이도록 한다.
인간사회의 체제와 운영을 보기 좋게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한 가정
에서의 가족관계, 모임과 조직의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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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및 세계적 상호관계 등의 모든 영역에 있어 안정과 평화가 이루어지면 보기에 좋고
질서와 조화가 확보되면 더 보기가 좋으며 화목과 단합의 기풍이 조성되면 더없이 보기 좋
다. 이렇게 되면 소속된 곳이 보기 싫어 떠나는 사람이 없고 인간사회가 보기 싫어 생을 마감
하는 사람이 없으며 세상이 보기 싫어 지구를 떠나는 사람도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삶 자체를 싫어하는 염세자, 세상현상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반항아, 인생살이를 고해(苦
海)로만 느끼는 체념가가 많아지는 것은 주변의 모든 것이 보기 싫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의 몸치장이나 행동거지에서부터 단체와 사회, 국가와 세계의 품격에 이르기까
지 보기에 좋은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써야 한다. 그리하여 살아 있는 동안 우
리 눈에 보기 좋은 것만 보이게 하고, 그래서 이승은 참으로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이
라고 모두가 느끼게 해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도 좋고, 나아가 우리를 만
들어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보답의 길도 되지 않을까 한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
라!

2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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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연필의 수수께끼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김효철

중학교를 다닐 때부터 특별히 애정을 느껴온 연필이 있다. 지금도 미국에서 매년 5억 자루
를 생산하고 있는 Dixson사의 Ticonderoga라는 노란색 연필로 뒤쪽에 금빛 알루미늄 밴드
로 황토색 지우개가 고정시켜져 있었다. 고운 색상은 물론이고 나무의 질도 좋아 부드러울
뿐 아니라 깎을 때 풍기는 향기조차도 음미하고 싶은 연필이었다. 어느 성탄절에 한 타스를
선물로 받아 책상머리에 놓고 공부가 저절로 될 것 같아 즐거워하던 생각이 60년이 지난 지
금도 되살아난다.
조선항공학과에서 조선공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나 광산에서 배가 아니라
광산기계류를 설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다 모교로 돌아와 조교 발령을 기다렸던 것이 1968년
여름이었다. 1968년 초 조선공학과와 항공공학과가 분리 독립되었는데 가을 학기에 조교로
임용되었다. 발령 이후 광탄성실험으로 구조부재 내부의 응력을 조사하는 논문을 발표하였
으며, 구조부재의 내부에 작용하는 응력분포를 급수해석법으로 해석한 탄성학 논문을 발표
하고 1970년 전임강사로 발령받았다.
그 후 용접역학 과목을 담당하기로 하고 공릉동 캠퍼스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던 시
기이었다. 조선공학과는 1968년에 독립된 학과여서 1972년에 석사학위 과정, 그리고 1974년
에 비로소 박사학위과정이 개설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나에게는 연구경력을 쌓고 논문만을
제출하여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따라서 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주어
져 있었다. 한 번의 기회를 살리려고 강의를 마친 후 밤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 논문준비
에 힘을 기울이곤 하였다.
어느 날 통근 버스가 나가고 학교 안이 조용해진 시간에 복도로 다가오는 여인의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다. 뜻밖에도 연구실 앞에 멎는가 하였더니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왔다. 웬일로 미리 연락도 없이 안사람이 찾아 왔나 보다 생각하고 문을 열었는데 문 밖에는
뜻 밖에도 처음 보는 여학생이 서 있었다. 방안에 맞아들여 찾아 온 연유를 물으니 지도하고
있던 학생 중 한 학생의 거취를 알고 싶어 찾아 왔다고 하였다. 자주 만나는 사이였는데 돌연
히 연락이 닿지 않아 지도교수 이야기를 자주하였던 것이 생각나 나를 찾아 왔다고 하였다.
지도학생은 얼마 전 집에서 보내오던 학비가 끊어져 어렵다며 찾아 왔던 학생을 찾는다는
것이었다. 그 학생은 강의가 없었던 오전에 방을 찾아 왔었는데 차림새가 어수선하여 물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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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몹시 괴로운 빛으로 답을 하였었다. 집에서 오던 학비가 끊어졌고 가정교사 자리를 잡지
못하여 친구 하숙집을 전전하였는데 하숙집 주인 눈치가 보여 학교 수영장 옆 벤치에서 노숙
을 했다고 하였다. 누울 때는 별을 보며 누웠는데 새벽녘 비가 내려 옷이 젖어 수위실을 찾아
들어 옷을 말려 입었다는 이야기이었다. 간단한 점심을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집안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꺼리는 듯하여 자세히 묻지 아니하고 기회가 되면 장학금이나 배정하
리라 마음에 치부하였던 학생이었다.
찾아온 여학생에게 학생의 근황을 이야기하고 출석부를 조사한 후 눈여겨 살피지 못하였
으나 최근 여러 시간 결석하였음을 알려 주었다. 학생이 교실에 다시 나타나면 찾아 왔음을
알려 주리라 하였다. 여학생은 다시 찾아뵙겠다며 일어서다 말고 갑작스럽게 책상 옆 작업대
에 어수선하게 널려 있는 자료들을 정돈하기 시작하였다. 예상치 못한 돌발 사태가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말릴 수도 없고 웃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모나미 볼펜 자루에 끼워 놓은 몽
당연필을 살피더니 선생님 이거 쓰시지요! 하며 손가방에서 꺼내 놓는 것이 나의 어린 시절
을 상기시키는 Ticonderoga 연필이었다.
옛 생각을 떠올리며 노란색 Ticonderoga 연필을 고맙다며 손에 받아 쥐었다. 엉클어진 자
료를 걱정하고 있는 내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지 학생은 내게 “선생님 이따금 찾아뵙
고 선생님 말씀도 듣고 책상도 정리해 드릴게요.”라고 하였다. 뜻밖의 제안에 “자료정돈은 작
업대 위가 아니라 나의 머릿속에 정리하는 것이라서 겉보기 정리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찾아오더라도 사례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또 다시 서슴없이 제안을
하였다. “선생님 걱정 안하셔도 되요. 이따금 옷이나 한 벌씩 사주시면 되니까요.” 당돌한 제
안의 의미를 바르게 깨우치기도 전에 학생은 다시 들리겠다며 방을 나갔다.
노란색 연필을 쥐어 주던 여학생, 노숙하다 비를 맞았다는 지도학생 그리고 이따금 옷을
사달라던 말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한동안 맴돌았다. 얼마 후 학생이 교실에 다시 나
타나 강의를 듣기 시작하였다. 학생을 방에 불러 여학생이 찾아 왔었으니 연락해 보라 하였
으나 여학생이 연구실을 나서며 한 말은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전하지 않았다. 방
을 나가기 전에 갑작스럽게 제안한 뜻이 무엇인지 머릿속에 맴돌던 의문도 학위 준비를 하며
잊게 되었는데 학생은 다시 교실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여학생도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
가을에 들어서며 학생이 운동권 소속이고 수배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리고
학비의 상당 부분이 학생활동비로 쓰일 수밖에 없었고 자기 하숙집에서 마음 놓고 잘 수 없
는 사정이었을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학생을 찾아 왔던 여학생이 순수하다고 생각되기
보다는 성숙하게 느껴졌던 것이 새삼 되새겨졌다. 아마 여학생도 운동권에서 함께 활동하던
학생이었으리라 가정할 수도 있었다. 후일 옷을 사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을 듣고 운동
권의 포섭 대상이 되었던 것이었으리라고 해석하는 동료 교수의 농이 담긴 이야기를 듣기도

2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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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학생은 결국 졸업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났고 연락이 닿지 않으니 노란색 연필에서 연상되
는 마지막 말의 수수께끼는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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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에 대한 첫 기억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전효택

나는 지난 광복 70주년을 맞는 휴일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 중인 ‘폴란드, 천년의 예
술’ 전시회에 다녀왔다. 이 전시회에서는 11~15세기의 중세예술부터 시작하여 16~17세기의
전성기, 20세기의 젊은 예술까지 1,000여 년에 걸친 폴란드의 예술 흐름을 보여 주었다. 폴란
드의 회화, 조각, 드로잉, 공예, 포스터 등 250여 점의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보여 주는 국내
에서는 최초 최대의 폴란드 예술 전시라 하였다.
폴란드는 966년 기독교의 공인과 함께 국가로서의 역사를 시작하여 18세기 후반 주변의
러시아, 프로이센(독일), 오스트리아에 의해 영토가 분할된 후 120년간 국가 자체가 유럽에
서 사라졌다가 1918년 독립하였음에도 폴란드의 정체성과 격동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었다.
‘폴란드’ 하면 떠오르는 첫 기억이 있다. 지난 1994년 9월에 폴란드의 크라쿠프(Krakow)
자원개발대학에서 개최된 국제학술회의에 일주일간 참석하며 내 생애 처음으로 동구권을 방
문한 적이 있었다. 크라쿠프는 현재 수도인 바르샤바(Warsaw) 이전의 옛 수도인 역사 깊은
도시이다. 동유럽의 대표적 국가인 폴란드에서의 국제학회 개최는 매우 이례적이었고, 폴란
드가 소련의 지배로부터 1990년에 자유화되면서 가능해졌다.
김포공항에서 프랑크푸르트-바르샤바를 거쳐 크라쿠프에 도착하였는데 바르샤바 공항에
서 환승할 때 공항의 카트 전체에 ㈜대우 로고가 부착되어 있어 이 시기에 이미 동구권까지
미친 ㈜대우의 저력에 놀란 적이 있다. 크라쿠프는 히틀러 나치 지배 시절 많은 유대인을 탈
출시킨 내용의 영화 ‘쉰들러리스트’의 촬영지이기도 하며, 악명 높았던 아우슈비츠 유태인 수
용소가 가까이에 있다.
이미 21년 전의 출장이어서 남은 기억이 많지 않으나, 출장 기간 중 바르샤바 구시가지에
서와 크라쿠프 시내 성당 옆 광장에서 한국 사람들뿐 아니라 아시아계 여행객들은 거의 볼
수 없었다. 바르샤바 시내의 한 작은 상점에 삼성이라는 영어 간판과 폴란드 사람들의 무표
정, 가게에 가도 살 만한 생활용품이 별로 없고 쓸쓸한 거리가 아직도 생생하다. 크라쿠프 자
원개발대학의 소개 자료를 얻으려 하였더니 예산 부족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대학 시설
도 낙후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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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가 자유화되기 이전에는 북한 유학생이 너댓 명 있었다 하며, 자유화되면서 모두 본
국으로 송환되어 갔다는 얘기를 듣기도 하였다. 학회장에서 영국의 한 대학에 박사과정 유학
중인 제자를 만나 크라쿠프 시내 중국음식점(당시 한국 음식점은 없었음)에서 저녁을 사 주
던 기억과 바벨 고성이나 박물관 등 전시 시설은 잘해 놓은 공산주의의 전형적 전시 행정이
생각나기도 한다.
폴란드 하면 쉽게 떠오르는 인물은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 피아노의 시인 쇼팽,
노벨상을 두 번 수상한 퀴리 부인일 것이다. 폴란드는 동쪽의 러시아와 서쪽의 프로이센(독
일) 두 강대국 사이에 위치하며 동부나 서부 국경지대가 모두 평지여서 쉽게 침공당할 수 있
는 지형이다. 폴란드는 오랜 기간 나라도 없이 살아온 역사를 지니고 있어 우리와 동병상련
의 느낌이 드는 나라이기도 하다.
나는 지난 30여 년 동안 동유럽 국가 중 폴란드, 동독(베를린과 드레스덴, 프라이베르그 도
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의 도시들을 학회 참석차 또는 초청강연
차 방문하며 대학과 연구소에 단기간 체류한 적이 있다. 이 나라들은 모두 1990년대에 들어
와 소련으로부터 해방된 국가들이다. 내가 방문한 시기는 이 나라들이 소련에서 벗어난 지
10여 년 정도밖에 안 되어 개발도상국가 수준이었고, 소련 지배의 영향이 채 가시지 않은 때
였다.
이들 동유럽 국가의 공통점은 시내 지하철이나 버스의 승차권 검사가 입구뿐 아니라 출구
에서도 철저하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헝가리 부다페스트까지 기차로 약 3시간 정도 걸리
는데, 헝가리 국경에 들어서면 반드시 기차 승차권을 검사하며 반대로 오스트리아에서는 검
사하지 않는다. 서부 유럽 국가에서는 버스나 지하철, 전차 기차 등 승차권 검사를 거의 하지
않는다.
대학의 학과를 소개하는 안내 책자가 없었고 모두 예산 부족이라 하였다. 미술관이나 박물
관 전시와 같은 전시행정은 아주 잘 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점이 전시행정의 특징인지도 모른
다. 일반적으로 식당이나 상점에서는 대부분 현금 거래였고 신용카드 사용은 거의 보지 못하
였다. 초청강의나 강연을 하여도 강연료를 지불할 여유는 없었으며 보통 초청자가 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 정도로 예산이 빈약하다.
학구열이나 연구열은 매우 높아서 시설은 노후화되어 있어도 인터넷 지식 습득이 강하고
익숙하다. 연구자나 교수들이 영어에 미숙하고 러시아어에 강한 반면 젊은 대학생이나 대학
원생들은 영어 공부에 열심이던 기억이 난다. 영어 참고문헌이 빈약하고 오로지 노트북에 의
존하여 인터넷에 열심이던 모습들이 떠오른다.
지난 2008년 10월 루마니아의 크루지-나포카(Cluj-Napoca)에서 개최된 국제학회에서 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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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대표와 대학원 학생들을 만나며 그들의 수준 있는 발표논문 내용과 질문 답변에서 지난
15년 사이 많이 달라지고 세련되어졌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2014년 4월 개최된 대규모의 지구과학연합학회(EGU)에는 우리
한국과 같이 참석자수가 16위(186명 참석)이었다. 이제는 폴란드, 헝가리, 슬로베니아 등 동
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EU)에 가입하여 경제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요즈음에는 중
부유럽이나 동부유럽 관광에 폴란드의 바르샤바나 크라쿠프는 빠짐없이 포함되는 인기 여행
코스 중의 하나가 되어 있다.
폴란드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3.7%로서 OECD 34개국 중 4위로서 유럽에
서 가장 안정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다 한다. 폴란드는 유구한 역사와 함께 과거 냉전시대에
불행하였던 개발도상국가에서 선진국으로 빠르게 진입하리라 기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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可山 심종섭 선생님을 숭모하며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신 동 소

1. 경력과 사회봉사
가산(可山) 심종섭(沈鍾燮) 선생님은 1917년 8월 26일 예로부터 곡창
지대이자 사금으로도 유명한 김제의 명문 가문에서 탄신하셨고, 2012년
11월 4일 향년 95세로 선종(善終)하였다. 삼가 영전에 위업을 기립니다.
가산선생님은 일생 동안 교육계에는 교수로서 후진양성과, 임업계에
는 혁혁한 연구업적과 진정 사회봉사로 진력하였다.

可山 沈鍾燮 선생님

가산선생님은 수원고등농림학교(1941)를 거쳐 일본 규슈대학(九州大學) 농학부 임학과
(1945)를 졸업하였으며, 1949년 교수재임 중에 정부 파견 유학생에 선발되어 미국 예일대학
교 임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1952)을 수료한 다음 6·25전쟁의 와중에 귀국, 서울대학교에
서 대한민국 제1호 농학박사(1955)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 후 자유중국 중흥대학(中興大學)
에서 명예박사(1982) 학위를 받았다.
가산선생님은 대학과정부터 일관하여 임학과 산림이용학에 한 우물을 파서 임업과 산림행
정분야의 발전에 공헌하였다.
가산선생님은 광복 초창기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의 대학접수위원으로 일본인으로부터
학교를 접수받아 대학을 새롭게 시작하는 데 선도적 역할과 기초를 다졌으며, 1954년에는 미
네소타 대학 재건계획(UNKRA) 위원으로 대학신축과 시설개선, 대학운영 개혁에 전념하였
으며, 1957년 교무과정에 새로운 학사제도의 도입 등 지대한 공헌을 세웠다.
가산선생님은 재직 중 임시 정부의 추천으로 산림국장(1961~1965)에 임용되어 산림녹화
에 전념하고, 특히 재임 중 산림법의 우리말 개정과 산림경영계획제도 및 산림조합법을 도입
하는 등 산림행정에 기여하고 각별히 도벌방지에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오늘날 산림녹화에
기여하였다.
다시 대학으로 복귀하여 1966년 서울대학교 학생처장에 부임하여 학생지도체제를 확립
함과 동시에 대학의 안정화에 기여하였다.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학장(1974)에 임명되어 교권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당시
대학행정의 능력을 인정받아 전북대학교 총장(1976~1982)으로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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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선생님은 1957년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으로 활약 중 학술원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대학행정과 산림행정 수행에 바쁜 틈새에도 교수로서 목재이용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한국
산 목재의 기계적 및 물리적 성질에 관한 연구’ 등 4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목재방부
론’ 등 8권의 저서를 출간하였다.
행정분야 및 사회봉사로서 FAO 아시아 태평양 임업회의 부회장, 국무총리실 시책평가위
원회 위원 외에 많은 단체의 위원으로 활약한 바 있다.
가산선생님은 종합한국농학회(1954)를 설립하여 농학발전의 개척자로서 공헌하였으며,
한국임학회장(1972~1976), 한국목재공학회장(1972~1980)을 역임하였다.
국제 속성수 증식과 보급을 위한 FAO 산하 국제 포플러 위원회(IPC) 한국회장의 역임 및
FAO 임업대회(1960), FAO 총회(1963), 국제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1972), 태평양과학대회
(PSC, 1973) 등 국제대회에 한국대표로 30여 회 참석하여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국위선양에
기여하였다.
소호문화재단(蘇湖文化財團)은 1996년에 광진목재(光進木材) 오상필(吳商弼, 초대이사장)
대표께서 설립하여 일반 사회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그 목적을 구현하고
자 산하에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였다. 가산 선생님은 생애에 마지막 봉사로서 제2대 이사
장(2010~2012)에 취임하여 중책을 맡았다. 선생님의 학덕을 기리고자 가산상(可山賞)을 시
행하는 바, 산림문화의 학술, 교육, 행정, 환경, 문화 및 보급·진흥에 탁월한 자에게 상을 수
여하고 있다.

2. 학장 시절
가산 선생님은 그동안 국내외에서 많은 활동을, 특히 교육에 지대한 공적을 인정받아 황조
소성훈장(1962), 국민훈장 동백장(1972), 국민훈장 무궁화장(1982), 대한민국학술원상
(1982), 미국예일대학 동창상(1997) 등을 수상하였다.
선생님은 25년간의 대학교육과 일시적인 산림행정에 큰 족적을 남긴 교육의 전문가이며
행정의 달인으로 인정받았다.
학술분야에 있어서 한국임학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목재공학회의 창설자로서 회원으
로부터 추앙을 받았던 큰 별이었다. 특히 선진 목재이용학, 목재보존론을 국내에 처음 도입
하여 후진양성에 진력하였으며 기라성 같은 많은 인재를 양성하였다.
선생님은 광복 후 교과서이며, 실험기자재도 빈약하며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여건에서
도 충실한 강의를 하고 정연한 이론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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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임산공업의 기반도 변변찮았으나, 선생님의 제자들이 생산시설을 갖추게 되어 공업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목재산업에 있어서 1955년 후반기에 손으로 목질보드를 만든
기술의 불모지, 점착제는 콩풀 위주의 시기였다. 인천지역에 있는 동화기업은 중밀도 섬유판
(MDF) 생산의 초현대적인 소위 Siempel Kamp의 성형기, Sunds Defibrater사의 해섬기, Flak
사의 건조기, 그리고 대성목재에서 독일의 Bison과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게 된 현대적 임산
공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한 주역을 배출하였다.
해방을 맞이한 이후 서울대학교가 창건되는 과정에 소위 국대안(國大案) 반대, 1960년 3월
15일 자유당 정권은 민주주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는 정·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의와 부정
의 극치를 저질러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였으며, 자유당 정권의 종말, 사회의 혼란이 야기되
어 5·16 쿠데타로 계엄령이 선포되고, 민주주의 질서는 모두 정지되어 정부는 강력한 통제
를 실시하였다. 그 와중, 사회개혁의 주체세력인 이념서클의 출현과 학생들의 의식화 운동으
로 전국 대학에 유신헌법 반대 데모가 끊이지 않고 학내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가산 선생님이 학장으로 취임하던 1975년 신학기에도 예외 없이 학생소요가 심하였고, 교
수들도 학생 데모 방지에 전력을 쏟던 시기에 설상가상으로 수원 캠퍼스의 축산과 4학년 김
상진 군이 할복 기도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가산선생님은 신속히 일을 마무리하였다.
특히 교무행정의 정상화, 교권의 확립, 교칙준수를 강력히 추진하였다. 매 사건마다 리더십을
발휘하여 높은 경륜과 혜안의 지혜를 발휘하였다.

3. 산림국장 시절
가산선생님은 녹화운동과 국가 경제발전은 일심동체라는 소신을 가지고 산림녹화사업에
도 헌신하였다. 그 지론을 펼쳐 볼 시기가 왔다.
민주당 정부에서 스카우트되어 만 4년 동안 산림국장(1961~1965)으로 선출되어 일시 대학
을 떠났다. 가산께서 산림국장에 취임한 지 16일 만에 군사쿠데타가 일어나 정치적으로나 사
회적으로나 대혼란이 계속되었다. 혁명정부로부터 산림국장에 두 가지 업무가 내려졌다. 즉,
80만 정보의 남한의 황폐지를 3년 내 완전 복구, 국내 목재공급의 원활한 조절이 주어진 과
제였다.
모두 벅찬 일이다. 먼저 녹화를 위한 임시조치법 제정과 후자에 대해 갱목 가격을 놓고 상
공부 안은 시세보다 싼 가격을 제시하여 심 국장의 인상안과 난상 토론이 벌어져, 당시 박정
희 의장의 결단으로 심 국장의 안이 받아들여졌다. 또한 산림 황폐의 주범인 도벌 방지가 큰
이슈가 되어 박정희 의장이 직접 대책을 강구하는 상황 하에 산림국의 근절대책이 시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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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심 국장이 직접 잠복근무도 하였다. 특히 녹화사업은 박 의장의 중요한 국정의 하나
였으므로 심 국장을 직접 불러 어려운 시기에 산림 녹화에 수고가 많았다고 치하하며 술잔을
나누었던 일화가 있다.
우리나라 산림녹화는 세계가 칭송하며 이 사업은 박 대통령의 치산녹화에 대한 집념의 발
로인 동시에 심 국장의 공적이요 영광이 아닐 수 없다.

4. 전북대학교 총장 재직
가산 선생님은 전북대학교 제7·8대 총장(1976. 1~1982. 8)으로 재임하였다. 그 당시는 정
치적으로 혼돈이 계속되었다. 1972년 10월 유신헌법 공포에 대한 철폐운동, 계엄령 선포,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으며 한편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이 격렬하였다. 이
런 상황에서 정부를 상대로 인권과 자유를 외치면서 경향 각지에서 대학이 데모의 공간이 되
었다. 대학 내 공안 요원이 상주하고 시위대와 경찰과의 대결이 벌어진 곳이 대학 캠퍼스였
다. 그 당시 전북대학교에서도 데모가 연일 일어났다. 가산 선생께서 대학을 진리탐구의 전
당으로 조성하는 데 본연의 임무를 다하며 경륜과 리더십을 발휘하여 학내 안전을 도모하였
다. 이를 바탕으로 전북대학교는 대학 중에서도 중추적 대학으로 발전하였다.
오늘날 전북대학교는 학문의 전당으로 성장과 인재양성의 요람으로서 주도적 역할뿐만
아니라 새 역사를 펼쳐 나가는 초석을 다져 진리탐구의 등불을 켜 왔다.
재임 중 5개 단과대학 16개 학과 2,700명 정원에서 3개 대학원, 7개 단과대학 47개 학과에
총 학생 정원 7,000여 명의 종합대학으로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전북대학교가 국
내외에 유능한 인재를 배출하는 데 가산 선생님의 교육철학이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대학의
내실화, 특히 교육시설 확충, 지역 국립대의 최대 도서관 신축, 장학재단 설립 등 과감한 교
육기구의 개편과 능률적 행정체계의 운영으로 세계적인 대학으로 손색없을 면모를 갖추는
데 역량을 발휘하였다.

5. 인품
사람의 생은 유한하지만 가산 선생님은 구순을 훨씬 넘겨 삶을 향수(享壽)하면서 큰 족적
을 남겨 우리들에게 항상 모든 면에서 사표가 되고 귀감이 되었다. 선생님은 학술논문 외에
도 해박한 지식으로 ‘흘러간 편상(片想)’(국내편, 해외편)을 저술하며, 후학들에게 많은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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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남겼다.
선생님은 일상생활을 통해 우리들에게 좌우명이 될 가르침에 있어 참 스승으로 추앙을 받
았다. 그는 이리농림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줄곧 임학을 공부하고, 해방
이후 극심한 황폐지에 녹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산림이야말로 인류생존의 근본이요 의
식주의 근간인 동시에 미래의 환경을 지배한다는 지론을 펴며 오늘날 국내 녹화사업에 선봉
장 역할을 하였다.
가산 선생은 학자로서 외유내강하며 품성이 고결하고 도량이 넓고 덕망이 높으시고 매사
에 일처리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났다. 대학 학사행정과 산림행정 분야도 예
외가 아니었다.
학원에 소요가 극심하고 학사운영에 큰 곤혹을 치룬 시기에서 학사행정의 정상화, 문제의
학생 처벌에도 관용과 희생을 극소화하는 데 매듭을 지었다. 아마도 평소 선생님의 좌우명은
스포츠맨십에 바탕을 둔 것으로 짐작된다.
일제시대 수원고등농립학교 시절 축구부에서 활약할 때나, 일본 규슈대학 재학 시절에도
일본인과의 대결에서도 조국의 명예와 긍지로써 처신하였다.
가산 선생님의 긴 생애의 여정은 비범한 혜안과 명철한 사리 판단을 바탕으로 일관된 것이
었다고 내 나름의 소회(素懷)를 밝힌다.
가산 선생님의 베푸신 은총 감사하며 공의로운 은사가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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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교수실의 지킴이:
이병건 교수의 1주기에 즈음하여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고영근

오는 4월 18일은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명예교수 이병건(李秉
建) 선생이 타계하신 지 1주기(周忌)가 되는 날이다. 이 선생은 경남
진양군(현재 진주시) 진성면에서 태어나셨으며, 향리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해방 직후에는 경남의 수재들이 모인다는 진주사범학교를 거
쳐 본교 영어과에서 수학하셨다. 경기고등학교에서 수년간 봉직하시
다가 미국 인디아나대학에 유학하시어 언어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
다. 9년 전에 돌아가신 국문학과의 안병희 교수와는 초등학교 동기 동
창으로서 한 평생 문경(刎頸)의 교분을 나누셨다. 본인은 두 분 선배

고 이병건 명예교수

의 향리에서 20여리 떨어진 같은 군의 다른 면에서 생장하였으며 같
이 서울대학교에 봉직하는 동안 친동기 이상의 사랑을 받아 왔다.
이 선생의 전공은 음운론이었다. 인디애나대학의 학위 논문은 <한국어 음운론에 있어서
기저 분절음(Underlying Segments in Korean Phonology)>이었으며, 이는 1976년 일지사에
서 『현대한국어의 생성음운론』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다. 이 선생은 그 이후 표준 생성음
운론에 기반을 두고 당대의 우리말의 음운 현상과 음운사, 이를테면 모음조화, 구개음화, 음
소배열 제약 등 한국어 음운론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루셨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는 자립
분절 음운론에 관심을 기울이셨으며 정년 후에는 15년 동안 “자연성 이론(natural phonology)”에 근거를 둔 <Natural Derivational Phonology>의 집필에 착수하시었다. 선생은 먼저 8
권의 원고 형태(mimeo)의 책자를 내고 이를 묶어서 2013년에는 Natural Derivational
Phonology(약칭 NDP)를 서울대학교출판부에서 내시었으며 이는 이내 2014년도 문화관광부
우수도서로 선정되기까지 하였다.
이 선생은 위의 책을 원래 2권으로 낼 계획이었는데 1권으로 축약하는 과정에서 지병을 얻
으셔서 작년 4월에 유명을 달리하셨다. 이 선생의 NDP는 규칙 기반 이론의 순차적 파생과
최적성 이론(Optimality, 약칭 OP)의 제약 및 최적화의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순차적 파생에
있어 유한수의 “보편 위계 원칙(Universal Ranking Principle)”을 제안하여 자의적 부분을 최
소화하셨다. 이 선생은 해외의 이론을 다른 외국 어문학자들과 같이 보세가공식으로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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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독자적 이론을 제안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선생의 저술은 조혜선 교수
(단국대)의 서평(어학전문 국제학술지 『형태론』, 2013, 15권 2호, 284-300)을 통하여 그 가치
가 평가되었음을 덧붙여 둔다.
이 선생은 자신의 이론을 우리의 언어생활을 개선하는 방향에 응용하기도 하였다. 『확실히
와 학실이』(한줄기, 1993)라는 조그만 책자가 그것이다. 지난해 작고하신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상도 발음과 억양이 재임 중에 화제가 되어 폭소를 터뜨린 일이 많았다. ‘확실히’를 ‘학실
이’로 발음한다든지 ‘관통, 관광’을 ‘간통, 강간’으로 발음하는 것이 그 한 예였다. 이 선생은
위와 같은 발음이 경상도 사투리의 음운체계와 관련된 것이지 결코 한 개인의 부주의한 발음
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쌓아온 음운 이론에 의하여 분석하셨다. 경상도 사투리는 결코 이
상한 나라의 괴상한 언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우리 나라의 어문학도들은 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면 거기에서 배운 이론을 우리말과 우
리문학에 적용하는 논문을 써서 학위를 받아 오는 경우가 많다. 외국 어문학도의 이런 수학
태도에 대하여 비판의 눈초리로 보는 일이 없지 않다. 사실 외국 유학을 하면 지도교수가 우
리의 어문학 자료를 잘 모르니 자신들의 연구를 위하여 우리 것을 소재로 하여 논문을 쓰기
를 권유하는 일이 많다. 우리 나라에 유학 오는 사람들에 대하여도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로부터 외국 어문학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국 어문학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란 사실이 불문율처럼 인식되어 있었다. 번역을 해도 그렇고 이론을 수용해도 결국 우리
의 어문학을 새로운 안목으로 통찰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도록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선
생의 우리 민족어를 대상으로 한 외래 이론의 적용은 외국 어문학도의 진로를 제시하는 한
모범 사례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병건 교수는 명예교수동이 들어선 2000년부터 10여 년을 아침 8시가 되면 어김 없이 출
근하시어 저술에 몰두하셨으며, 오후 3시만 되면 시계 추와 같이 퇴근하시어 주위 분들로부
터 명예교수실의 지킴이라는 별칭을 들으셨다. 점심 시간에는 나종일, 김완진, 김용직, 진교
훈 등 여러 명예교수들과 환담을 나누는 데 있어서 늘 화제를 이끌어 나가곤 하시었다.
이 선생의 저술을 보면 우리말을 비롯한 개별 언어의 음운 현상을 통찰할 수 있는 이론 개
발의 주춧돌을 놓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선생이 쌓아 놓은 이론적 정초는 이재영(서울
대), 한은주(서울여대) 교수를 비롯한 많은 문하생들과 그 후계 제자들이 계승·발전시켜 나
가리라 믿으면서 1주기를 맞는 정표(旌表)로 갈음할까 한다. 참고를 위하여 <부록>으로 이
선생의 논저 목록을 제시하였다.

214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5, 제11호

부록: 이병건 논저 목록
논문
1973, Underlying Segments In Korean Phonology, 미국 Indiana 대학 박사학위논문.
1974, 「음운론에 있어서의 추상성 조건 (1) - 현대 한국어의 모음을 증거로 하여」, 『어학연구』 10-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976, 『현대 한국어의 생성 음운론』, 일지사.
1976, 「음운론의 전체 규칙 - 중세 한국어에서의 증거」, 『한불연구』 3, 연세대학교 한불문화연구소
[이병건 1994 소수].
1978, 「한국어의 음운 변천」 , 『언어학』 3, 한국 언어학회(사) [이병건 1994 소수].
1979, 「이른바 거꾸로 먹이기 순서」 , 『언어』 4-1, 한국 언어학회 [이병건 1994 소수].
1980, 「현대 한국어의 구개음화 규칙과 그 이론적 함축」, 『성곡 논총』 15 [이병건 1994 소수].
1981, 「중세 한국어에 있어서의 하나의 음소배열 제약」, 『어학교육』 12, 전남대학교 어학연구소 [이
병건 1994 소수].
1985, 「모음 조화의 특성, 『인문논총』 15, 서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이병건 1994 소수].
1986, 「한국어의 성조-자립분절음 음운론-, 『어학연구』 22-3,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이병건 1994
소수].
1990, 「한국어의 모음 조화 - 자립 분절음 음운론의 수정이론을 위해서」, 『신익성 교수 정년퇴임 기
념 논문집』 [이병건 1994 소수].

저서
1993, 『확실히와 학실이 - 이병건 교수의 말소리 이야기』, 도서출판 한줄기.
1995. 『음운론 논문집』, 한신문화사.
2008, Natural Derivational Phonology, mimeo.
2008, Augmentation Of Prosodic Words In Natural Derivational Phonology, mimeo.
2008, Phase Alternation In Rotuman In Natural Derivational Phonology, mimeo.
2008, Dealing With Recalcitrant Cases In Natural Derivational Phonology, mimeo.
2008, Stress Assignment In Mohawk In Natural Derivational Phonology, mimeo.
2008, Compensatory Lengthening In Natural Derivational Phonology, mimeo.
2008, Natural Derivational Phonology and Phonological Opacity, mimeo.
2008, Natural Derivational Phonology and The Elsewhere Condition,mimeo.
2013, Natural Derivational Phonology,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서평, 조혜선, 『형태론』 15(2)]

2부 칼럼

215

목욕탕의 군상들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임창윤

나는 10여 년 전부터 집 근처 호텔에 목욕탕이 붙어 있는 헬스장에 다니고 있다. 그런데 여
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탕 안에서와 밖의 분장실에서 우리 이용객들의 모습을 보면 각양각색
이다. 대부분의 이용객들은 보편적인 이용 준칙을 지키지만 어떤 사람들은 상식 이하의 매너
로 타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몇 가지 면에서 우리가 숙고해 보아야 할 것들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1.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
탕을 이용할 때에 기본적으로 샤워를 해서 몸을 씻고 탕 속에 들어오는 것이 일반 상식인
데, 그냥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샤워도 안하고 욕탕 속에 텀벙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 사실
상 탕에 들어오려면 최소한도 치부는 닦고 들어오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되는데 정말 밑도 안
닦고 욕탕 물에 텀벙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20 내지 30대에 사람들 중에서 종종 본다. 물론 초등학교 어린아이도
그런 경우가 있다. 초등학교 어린이는 그래도 철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어른들이 그러한
행동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의 자라난 환경이나 신분을 의심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최소한의 예의이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행위라고 생각된다. 밑도 안 닦
고 들어오면 그 밑에 묻어 있는 오물은 탕 물을 오염시킬 뿐 아니라 다른 이용객들에게도 불
쾌감을 준다.
다행히도 탕에 먼저 들어와 있던 다른 손님이 보다 못해 이를 지적하고 점잖게 “샤워를 하
고 들어오시죠”라고 이야기를 해서 탕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요즘 세상엔 그런 충고를 했다가 잘못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탕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 광경을 감수해야 한다.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하는 충고가 잘못하면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거친 항의와 봉변을 당
하는 경우를 종종 보기 때문이다.
이것 뿐인가 탕 안에서 큰소리로 시조를 읊는 것 또한 꼴불견이다. 다른 사람들도 같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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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중목욕탕인데 자기 혼자 큰 소리로 시조가락을 읊는데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자기 혼자 큰소리로 가락을 읊는데 그 근처에 다른 사람들의 사정은 생각지도 않는
다. 참 뻔뻔하다. 그렇다고 인상도 좋지 않다. 얼굴에는 주름이 주룩주룩 져 있는 6, 70대 후
반의 얼굴이다. 같이 탕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귀에 거슬린다.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읊어
댄다. 안타깝다. 나도 나이를 먹었지만 이런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겠다. 시조를 읊는 것이 무
슨 자기의 유식함을 표현하려는 것인지 왜 다른 사람들에게 시끄럽게 소리를 내며 노래를 하
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샤워꼭지로 뒷물을 하면서 뒷사람에게 뒷물이
튕겨 뒤에 있는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경우를 본다. 우리가 공동생활을 할 때에는 항상 남을
배려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터인데 어쩐 일인지 주위의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아침 헬스는 고정적으로 참여하는 회원이 많기 때문에 늘 같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회원 간의 친목도 도모하고 서로들 매일 만나기 때문에 서로 잘 알고 농담도 하는 격의 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이들이 헬스를 끝내고 탕에 들어와서도 서로들 희희낙락하며
목욕을 즐긴다. 그런데 이들이 다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것은 좋은데 가끔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있다.
샤워를 하든가 칫솔질을 하면서 서로 요란하게 떠드는 것이다. 목욕탕이 크고 물 쓰는 소
리, 샤워소리가 요란하니까 이들의 나누는 목소리도 커진다. 옆의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눈살
을 찌푸릴 정도이다. 또 이들이 가끔 서로 농들을 하면서 손뼉을 치던가 물을 뿌리면서 장난
을 치는 경우가 있다. 이 사람들의 나이는 보통 60 내지 70대가 넘는 사람들이다. 주책이다.
이들의 직업을 보면 의료인도 있고, 회사 사장님도 있고 심지어 모 은행의 총재를 지내신 분
도 있다. 참 딱하다. 사회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태이다.
돈이 있어 헬스에 다니기는 하지만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어디 가
서는 큰소리를 치고 점잔을 빼는 지도자를 자임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탕에는 젊은 사람도 많다. 이들은 나이든 어른들이 농담을 하고 희희낙락하니 감히 끼어
들 수도 없고 눈치만 본다. 이들이 아무 소리도 않고 그냥 목욕탕을 나가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쾌감을 가질 것이다.
또 건식 사우나나 습식 사우나에서 땀을 많이 빼고 나와서 땀이 철철 흐르는 몸을 물로 딱
지도 않고 그대로 탕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 탕 속에 들어오려면 사우나에서 흘린 땀
은 샤워로 씻고 들어와야 하는데, 온 몸에 땀으로 범벅이 된 몸을 탕 속에 텀벙하고 들어오니
그 땀이 탕을 혼탁하게 만들게 된다.
샤워를 하고 면도를 하면서도 가래침을 캑하고 탕 바닥에 내뱉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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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쓴 물수건을 그냥 탕 바닥이나 샤워기에 올려놓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탕 가장자리에 앉아서 발가락 사이의 때를 밀고 그 발을 탕 속에 집어넣어 헹
구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그 발가락 사이 때가 탕 속에 흘러 들어가 탕 물을 흐려놓으면 그
탕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남의 발가락 때를 닦은 물에 자기 몸을 담
그게 되니 이런 흉측한 꼴이 어디 있는가? 대한민국 최고 공직의 장으로 봉직한 분이 이런 행
동을 하니 참 한심하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수준을 의심케 하는 행동이다. 참 별놈의 군상
들이 다 있다.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뒤돌아
볼 줄을 모르는 일차원적인 행동을 하는 우리 사회인들이 안타깝다.
물을 쓰는 모습도 각양각색이다. 어떤 사람은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양치질을 하는 사람들
이 있다. 양치질을 할 때에는 수도꼭지나 샤워꼭지를 잠그고 양치질을 할 것이지 샤워기를
계속 틀어 놓고 칫솔질을 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물을 썼으면 일어서 나갈 때 수도꼭지나 샤
워꼭지를 잠그고 나가야 할 터인데 이를 잠그지 않고 그냥 자리를 떠서, 사람이 없는데도 샤
워꼭지나 수도꼭지에서 계속 물이 흘러나오는 경우를 가끔 본다.
가끔 뉴스에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다. 특히 금년에는 비가 적게 와
서 중부 이남 지역에 물 가뭄 현상이 심각하여 농작물 생산에 차질이 올까 염려되어 하천관
리 문제가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우리가 물을 풍족하게 쓰고 있지만 언젠가는 물이 부족할 때가 올 것이라는 뉴스가
나온다. 1993년 유엔 산하기관인 인구행동연구소(PAI: Population Action International)에서
우리나라도 물 부족국가로 분류하고, 2025년에는 물 기근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물이 풍부하여 금수강산이라 하여 우리는 항상 깨끗한 물을 어디
서나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물을 공짜로 여겨 왔으나 지금은 물 관리에 어마어마
한 비용이 들여진 물이 우리 각 가정에 공급되고 있다. 예전에는 물건을 아껴 쓰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물 쓰듯이 한다”는 속담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에서 배울 때 선생님으로부터 항상 물을 아껴 쓰고 전기도 아껴 쓰
라는 교육을 받았다. “물을 다 쓰고 나면 수도꼭지를 잠그고 일어서라”, “어디 나갈 때는 전
기 스위치를 끄고 나가라”는 등의 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런 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를 졸업하는 모양이다.
특히 늘 다니는 일반 회원들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지만 가끔 어떤 단체에서 입장
할 때 특히 젊은 사람들이 워크숍, 또는 하루 이틀 단체로 투숙한 어떤 모임의 사람들이 입장
했을 때에 특히 자주 보는 광경이다.
욕탕에 들어오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 다 고등교육은 받은 사람들이라고 여겨진다. 하층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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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어엿한 지식계급에 있는 사람들이다. 서로들 이야기
를 하는 것을 보면 어엿한 직장인들이다.

2. 마무리 정돈을 못한다
분장실에 나와서 머리를 말리고 선풍기를 틀어 놓고 몸을 말리다가 자리를 뜰 때는 선풍
기를 끄고 돌아서야 할 터인데, 선풍기를 그대로 켜 논 채로 자리를 떠 사람이 없는데도 선풍
기가 그대로 돌아가고 있다. 또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을 쓰고는 본래 놓여 있던 자리에 갖다
놓지 않고 그대로 돌아서는 사람, 병뚜껑을 열어 놓은 채로 자리를 뜨는 사람, 하여튼 뒷정리
를 전혀 안 하고 자리를 뜨니 다음 사람의 배려는 조그만큼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수건도 자기 몸의 물기를 닦고 난 물수건을 물수건 모으는 통에 넣지 않고 화장대 위에
그대로 아무렇게나 올려놓고 자리를 뜨는 사람, 몸의 물기를 닦고 그 물수건에 코를 흥 하고
풀어 제치는 사람, 참 별의별 인간들이 다 많다.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그리
고 물과 전기를 절약할 줄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우리 공중도덕이 그만큼 해이
해지고 나태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든 것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모자라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가 불과 4,
50년 전만 해도 전기나 물이 부족하던 나라였다. 그러던 것이 오늘날 국력이 팽창하면서 국
민들의 생활이 과거에 비하여 풍족하게 되었다. 불과 4, 50년 만이다.
국민생활이 윤택해졌다고 해서 국민의 의식수준도 함께 발전한 것이 아니다. 가끔 뉴스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에 들어섰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국민 의식수준은 선진
국 수준에 들어서 있을까?
사실상 우리가 이 정도 생활수준이 향상되었으면 국민의식수준도 같이 향상되었어야 할
터인데, 국민의 의식수준은 그와 반대로 가는 것 같다. 오히려 개인주의만 발달되고 오로지
“나만”이라는 타인을 의식하기 않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환경에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
는다.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놓일지 모르는데 우리 국민의식이 이런 상태로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3. 이 모든 것이 초등교육에서 이루어진다
교육계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미래가 걱정이 된다. 이런 문제들이 다 교육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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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본다. 특히 유소년기에 인격형성이 시작되는 시기에 교육이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어딘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으로부터라도 유소년들의 교육을 담
당하는 교육계에 있는 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인성교육에 더욱 힘을 기울이어야 할 부분이 아
닌가 사료된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한다. 유소년기에 기틀을 잡아 주지 못하면 영구히 개선될
기회가 적어진다. 어린 학생들에게 장차 이 나라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주역이 되는 주체가
될 사람들이라는 긍지를 심어 주고,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 주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학문에 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년기에 사회 도덕이나 예의범절, 사회질서에 대하여
철저히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가정교육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요즘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과거와 같이 대가족제
도가 아니라 핵가족으로 이행되면서 내 자식만을, 내 식구만을 위하는 시대가 되면서 자녀들
의 이기적인 성격만을 키워 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과거의 대가족제도 하에서 웃어른들이 자녀들의 행동거지와 도덕심을 키워 주고 지도해주
던 그런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형태의 도덕교육이 요구되면서 유년기 교육에 임하는 분들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남을 배려하는 마음, 주변을 청결하게 하는 습
관을 키우고, 사후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여 깨끗한 우리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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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 것을 기뻐하는 노래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김학주

북송(北宋) 때의 도학자(道學者)로 유명한 소옹(邵雍, 1011~1077)에게는 ‘늙은 것을 기뻐
하며 읊음’이라는 제목의 「희로음(喜老吟)」이라는 시가 있다. 누구나 늙는 것을 기뻐하며 살
수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먼저 그 시를 번역하여 본문과 함께 소개한다.
귀밑머리 실처럼 희어지도록 사는 이 몇이나 있는가?
어찌하여 구차하게 흰 털 뽑겠는가?
세상에서 높은 벼슬 못한다 해도
이 세상 벗어난 일도 알 수가 있다네.
봄의 따스하고 가을의 시원한 날씨 되면
바로 내가 동쪽으로 가서 놀고 서쪽으로 가서 뱃놀이 하는 떼라네.
넓고 평평한 좋은 밭뙈기도 있어서
촌 늙은이 언제나 기쁜 얼굴이라네.
幾何能得鬢如絲? 安用區區鑷白髭?
在世上官雖不做, 出人間事却能知.
待天春暖秋凉日, 是我東遊西泛時.
多少寬平好田地, 山翁方始會開眉.

시인은 하북(河北)의 범양(范陽) 사람인데, 30여 세에 하남(河南)으로 여행을 하다가 낙양
(洛陽)이란 고장에 마음이 끌리어 그 곳 교외의 이수(伊水) 가에 자리를 잡고 눌러 살았다.
그는 엉성한 집에 소박한 살림이었지만 늘 즐겁게 지내면서, 자기가 사는 곳을 ‘편안하고 즐
거운 움막’이란 뜻의 안락와(安樂窩)라 이름 짓고 자신의 호를 안락선생(安樂先生)이라 하였
다. 그의 시집인 『이천격양집(伊川擊壤集)』을 펴 보면 ‘안락와’에서의 즐거운 생활을 읊은 시
들이 무척 많다. 그는 평생을 즐겁게 산 것이다. 자신이 늙고 있어도 기쁘기만 하였다. 매일
향불을 피워 놓고 앉아 세상이 생겨나 돌아가고 있는 원리를 생각하다가 때가 되면 술 서너
잔을 따라 마시고 얼큰한 기분을 즐겼다. 그리고 때때로 가슴에 서리는 정과 생각을 시로 읊
었다. 위 시에서는 “봄의 따스하고 가을의 시원한 날씨 되면, 바로 내가 동쪽으로 가서 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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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쪽으로 가서 뱃놀이 하는 때라네.” 하고 노래하고 있지만, 실은 봄 가을 같은 좋은 날씨에
는 흔히 작은 수레(小車)를 홀로 타고 낙양 성 쪽으로 가서 마음 내키는 대로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어 놀았다 한다. 성 안팎의 사대부(士大夫)들은 집안에 앉아 있다가도
그의 작은 수레의 독특한 바퀴 소리가 들리면 곧 알아듣고 서로 앞 다투어 밖으로 나가서 그
를 맞아들여 함께 즐겼다 한다. 그에게는 그가 늘 타고 다니던 독특한 ‘작은 수레’를 읊은 「작
은 수레의 노래(小車行)」라는 다음과 같은 시도 있다.
술 취하는 것 좋아하는데 어찌 천 날 취하게 하는 술이 없겠느냐?
봄날을 아끼고 보니 사철 꽃이 주변에 피어 있네.
작은 수레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반겨 주니
낙양성 가득한 모두가 우리 집만 같네.
喜醉豈無千日酒? 惜春還有四時花.
小車行處人歡喜, 滿洛城中都似家.

그는 자기가 사는 고장, 자기가 태어난 송(宋)나라가 가장 평화로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여기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잘 읽는 송강(宋江)을 우두머리로 하는 호걸(豪傑)들의
얘기를 쓴 명(明)대의 소설 『수호전(水滸傳)』을 펴 보면 얘기를 시작하기 전의 서문이라 할
수 있는 설자(楔子) 맨 앞머리에 소옹의 시를 한 편 인용하고 있다. 북송이란 나라가 이루어
지고 다시 나라의 황제들이 백성을 위하여 나라를 잘 다스리어 태평스런 세상을 이끈 정치를
칭송한 시이다. 그 시를 아래에 소개한다.
어지러운 오대(五代)의 난리가 이어지더니,
하루 아침에 구름 걷히고 다시 하늘이 드러났네.
풀과 나무는 백년을 두고 새로운 비와 이슬 맞게 되었고,
책 실은 수레는 옛 강산에 만리(萬里)나 늘어서 있네.
백성들 사는 마을에도 비단 옷이 널려 있고,
이곳저곳 누각에선 풍악 소리 들려오네.
온 세상 태평하고 별 일 없는 세월이라
어디에나 꾀꼬리 울고 꽃 피어 있으니 해가 높이 뜨도록 잠을 자네.
紛紛五代亂離間, 一旦雲開復見天.
草木百年新雨露, 車書萬里舊江山.
尋常巷陌陳羅綺, 幾處樓臺奏管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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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下太平無事日, 鶯花無限日高眠.

이 시는 소옹의 문집인 『이천격양집(伊川擊壤集)』 권15에 실려 있는 「성대한 교화(敎化)를
보면서 읊음(觀盛化吟)」이란 작품이다. 문집의 시와 몇 글자 다른 구절이 있으나 대의를 파악
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어서 그대로 옮겨 놓았다. 오대(五代)의 어지러운 세상을 뒤이은 송
나라의 백성들이 평화롭고 풍성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소옹은 자기 생활
주변이 화평하고 즐거움은 물론 그가 살고 있는 나라의 정치도 잘 되어 온 사회가 풍유하고
즐거운 속에 태평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시인 소옹은 “매일 향불을 피워 놓고 앉아 세상 원리를 생각한다”고 하였는데, 특히 수리
(數理)를 응용하여 우주 만물의 기본 원리를 추구하여 유명하다. 그는 연구결과를 62편(篇)
의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와 『외편(外篇)』 상(上)·하(下)로 남기고 있다. 그의 수리(數理)
의 바탕은 『주역(周易)』의 태극(太極)(1)·음양(陰陽)(2)·사상(四象)·팔괘(八卦) 및 육십사
괘(六十四卦)에 두고 있다. 곧 만물은 ‘태극(1)’에서 시작하여 ‘음양(2)’으로 발전하고, 다시
‘사상(4)’·‘팔괘(8)’·‘육십사괘(64)’로 발전하면서 생성(生成)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중 시간
의 흐름을 따진 일부분을 소개하면, 12신(辰)이 1일(日), 30일이 1개월(個月), 12개월이 1세
(歲)이다. 따라서 1세는 12개월이고, 360일이며, 4,320신이다. 소옹은 이 수를 바탕으로 원
(元)·회(會)·운(運)·세(世)의 수를 산출하고 있다. 곧 30세(歲)가 1세(世)이고, 12세(世)가
1운(運)이며, 30운이 1회(會)이고, 12회가 1원(元)이다. 그러므로 1원은 12회이고, 360운이며,
4,320세인데,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 천지(天地)가 다시 새로워진다는 것이다. 시간과 역사는
이러한 방법으로 되풀이되며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소옹은 이러한 수리로 만물의 생성(生
成)과 천지(天地)의 존속(存續) 및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다스려지는 원리와 인생론 등을 풀
이해 나가고 있다. 그의 이러한 수리철학(數理哲學)은 중국 학술사상에도 크게 공헌하고 있
다. 그의 철학이 송대 이학(理學) 곧 신유학(新儒學)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언제나 향을 피워 놓고 앉아서 수리를 바탕으로 우주만물의 원리를 연구하다가 지
치면 쉬면서 술을 한 잔 마시고 시를 읊고, 혹 날씨가 좋으면 작은 수레를 손수 몰고 나가 마
음 내키는 대로 낙양 땅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즐긴다.
그가 사는 곳은 ‘안락한 움막’이고, 나라의 정치도 잘 되어 온 세상이 화평하고 온 백성들이
잘 살고 있으니 그 스스로가 ‘안락선생’이다. 그러니 이 세상은 안락세(安樂世)이다. 모든 세
상 일이 즐거우니 자신이 늙어 가고 있는 것도 기쁠 수밖에 없다. 그의 주변에는 기쁘지 않
은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를 만나 함께하던 사람들도 기뻤을 것이다.
우리에게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잘 일러 주는 것이 소옹의 시이다. 특히 나이 많
은 사람들이 읽어볼 만한 시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의 생활철학을 배워야 한다. 소옹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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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자기 주위의 여건과 일들은 공사를 막론하고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세상도 속세(俗世)가 아니라 ‘아름다운’ 세상이다. 세상 사람들도 모두 속인(俗人)이 아니라
따스한 마음을 지닌 즐겁게 사귈 수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언제나 세상 사람들과 늘 즐겁
게 어울리게 된다. 그리고 자기가 할 일에 몰두하여 기쁘게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만 한다면
자기가 늙어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자체가 기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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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봉 명
사예
활교
동수
학
술
및

인문대학
고영근

(국어국문학과)

<논문>
1. 고영근(2015) 한자어 형성에 있어서의 구성서와 형성소-언어 유형론 노트 (6). 한글, 308
호.
2. 고영근(2015) 민족어에는 정말 능격 구문이 없을까-언어 유형론 노트 (7). 형태론, 17-1호.
3. 고영근(2015) Lexicon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언어 유형론 노트 (8). 형태론, 17-1호.

<기고문>
1. 수상-고루와 한글 노래. 고루 소식 8, 이극로박사기념사업회, 2015. 12.

김용직

(국어국문학과)

<저서, 역서, 편저>
1. 김용직: 김용직 평론선집. 총 304쪽,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5. 7. 6.
「서정과 역사적 상황 ― 김소월론」, 「님의 침묵의 원천과 실제 ― 한용운론」, 「순수와 기
법― 정지용론」, 「화사와 마그마 미학 ― 서정주론」, 「시와 역사 ― 이육사론」, 「이념과 시
― 조기천론」 등 논문 여섯 편 수록.

<논문>
1. 김용직(2015) 한국 현대시 연구의 동향과 쟁점. 학문연구의 동향과 쟁점(대한민국학술
원), 277-308.
2. 김용직(2015) 한중록 ― 재해석 시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10호, 161-1693.
3. 김용직(2015) 신체시와 육당 최남선. 최남선과 근대지식의 기획(육당학회), 40.
4. 김용직(2015) 정월 나혜석의 자아추구와 예술. 나혜석의 삶과 역사(푸른사상, 28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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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1. 지름길이 없는 길: 인문학을 중심으로 한 눈문쓰기에 대하여. 대학원에서의 논문쓰기, 서
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2015. 1. 30.
2. 시와 역사적 상황. 학술원 통신(262), 2015. 5. 1.
3. 후기 모더니즘의 미학과 위상. 문학의 집, 서울(2015. 8), 2015. 7. 30.
4. 우리세대의 이상문학 읽기. 문학사상(2015. 10), 2015. 10. 1.
5. 한시, 방송극과 형이상의 차원. 산문동인지 『숙맥』, 2015. 12. 20.

<학술회의>
1. 김용직: 초기 한국근대시의 형태변화와 전통계승의 문제. 북경 중국사회과학원 문학연구
소, 연토회, 2015. 11. 10.
2. 김용직: 한국현대시와 전통문화의 관련양상, 한시와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조선(한국)
어문계 학술발표회, 북경대학 외국어문학부, 2015. 11. 11.

<강의 및 특강>
1. 우리와 동시대 시조의 창작과 전략. Kaist경영대학원, supex, 경원관 101호, 2015. 2. 24.
2. 시문학파의 형성, 전개. 박용철 문학기념 심포지엄, 광주, 광산문화원, 2015. 5. 30.

최명옥

(국어국문학과)

<저서, 역서, 편저>
1. 최명옥: 한국어의 방언. 총 327쪽, 세창출판사, 2015. 4. 15.

<논문>
1. 최명옥(2015) 국어학 연구의 동향과 쟁점. 현대국어 3 방언학, 학문연구의 동향과 쟁점
4(대한민국학술원), 199~227.
2. 최명옥(2015) 16세기 한국어의 동사어간에 대한 공시 형태론: 『순천 김씨묘 출토언간』을
중심으로. 언어와 정보사회(서강대), 1~38.

<강의 및 특강>
1. 한국어학과 한국어 방언학. 2015년 국어학회 겨울학술대회 석좌강의, 한국방송통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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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18.
2. 현상과 실재와 언어. 중앙민족대학(중국 북경) 조선어문학과 대학원, 중앙민족대학,
2015. 6. 17.
3. 현상과 실재와 언어. 북경 어언대학 조선어문학과 대학원, 북경 어언대학, 2015. 6. 17.
4. 현상과 실재와 언어. 북경대학 조선어문학과 대학원, 북경대학, 2015. 6. 18.
5. 현상과 실재와 언어. 청도대학 및 청도해양대학(중국) 조선어문학과 대학원, 청도해양대
학, 2015. 9. 14.

<기타 근황>
1. 객원교수. 남경대학(중국) 외국어학부 조선어문학과, 2015. 3. 1~8. 31.

송동준 (독어독문학과)
<저서, 역서, 편저>
1. 송동준 번역: 베르톨트 브레히트(Bertolt Brecht) 저. 희곡선집 1. 446쪽, 도서출판 연극과
인간, 2015. 3. 20.
2. 송동준 번역: 베르톨트 브레히트(Bertolt Brecht) 저. 희곡선집 2. 459쪽, 도서출판 연극과
인간, 2015. 3. 20.

이현복

(언어학과)

<학술회의-국제>
1. 일본 영어음성학회(English Phonetic Society of Japan) 창립 20주년 기념 전국 대회에서
“DOS and DON’TS in the Japanese Speakers’ Pronunciations of English”를 주제로 기
조 강연함. 일본 히로시마 대학. 2015. 11. 8.
2. 한-일 비교언어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Japanese)의 제9차 국제 한일 비교언어학회 학술대회를 주관하고 이사회 및 총회 개최
함, 한국 광주대학. 2015. 9. 26.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매년 열리는 이 대회가 내년 2016
년에는 일본에서 열릴 예정임.
“기초 에스페란토어(Essential Esperanto)” 공동 편찬. 프랑스의 에스페란토어 전문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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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Jean Doublet 씨와 공동으로 “기초 에스페란토어(Essential Esperanto”의 공동 편찬
작업을 수행함. 이미 두 필자의 공동 논문인 “Essential Esperanto - A New Way to Teach
Esperanto”란 논문이 2013년에 출간된 일본 영어음성학회의 “이현복 교수 희수 기념 논
문집”(Festschrift for Professor Hyun Bok Lee’s 77th Birthday: 英語音聲學 學術論文集
Vol. 18, The English phonetic Society of Japan.)이 실려 있는 바, 이를 토대로 학습하기
쉬운 에스페란토어 입문서를 펴내기 위함이다. 에스페란토어는 자연어에 비해 문법과 어
휘 및 발음이 쉬운 인공 국제어긴 하나, 아직도 라틴어를 비롯한 서구어의 불필요한 요소
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제거하여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논거하에 이 편찬 작업
을 진행한다. 종래에 16개에 달하던 에스페란토어의 규칙을 두 편찬자는 8개로 축소함.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한글재단 이사로 재추대 됨. 2015. 12.

<기고문>
1. 고루 이극로 선생의 삶을 재조명하며. 고루 소식, 2015. 12.
2. 고루 이극로 선생의 삶을 재조명하며. 한글학회, ‘한글 새소식’에 전재, 2015. 12.

<기타 근황>
1. 호우머 헐벗(Homer Hulbert) 박사의 업적을 기리는 가사를 지어 “3·1 운동의 노래”(해
방전 중국 동포가 작곡한 노래) 곡조에 맞추어 “헐벗 박사 찬가”라는 제목으로 노래하였
고, 이는 유튜브(Youtube)에 올려 있다. <헐벗 박사 찬가. 이현복>을 유튜브 창에 치면
들을 수 있다. 2015. 7. 헐벗 박사는 1886년 선교사로 이 땅에 왔으나 육영공원 영어 교사,
고종황제의 외교자문, 조선의 언어, 역사, 민속, 음악 등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 “사민필
지”라는 이 나라 최초의 한글 교과서를 저술하였을 뿐 아니라 “아리랑” 노래를 우리 나라
최초로 서양의 악보로 채보하였고, 『한국의 역사(History of Korea)』라는 책을 펴냈다. 또
한 『드라비다 어와 조선어(Dravidian Languages and Korean)』란 책을 펴내며, 조선의
언어가 인도의 드라비다어와 같은 계통의 언어라는 주장을 펴기도 하였다. 또한 서재필,
주시경 선생 등과 독립신문 제작에도 관여하였다. 헐벗 박사는 이준 열사의 헤이그 밀사
파견에도 깊이 관여하였고, 결국 일본의 핍박으로 조선을 떠난 그는 미국의 대통령과 정
치인을 상대로 일본의 조선 침탈이 부당함을 역설하는 등, 조선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였
다. 1949년, 이승만 대통령의 초청으로 8·15 경축 행사 참가차 서울에 도착한 직후에 서
거하여 마포의 외국인 묘지에 잠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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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의 헐벗 박사찬가를 영문가사로도 노래하여 유튜브에 올려 있다. A Tribute to Dr.
Hulbert Hansli로 검색가능하다. 2015. 8.
3. 일본영어음성학회 노래 작사: 창립 20주년을 맞은 일본영어음성학회의 회가를 영문으로
작사하여 18세기 유럽 대학가에 널리 불리던 Gaudeamus Igitur 곡에 맞추어 유튜브에
올리고 11월 일본 음성학회의 창립 기념식에서 직접 불러 소개함.
4. 주례세미나-국제한글음성문자(IKPA)의 이론과 활용에 관한 세미나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개최하고 교수와 대학원생 등이 참여함. 국제한글음성문자를 이용한 프랑스어, 독일
어, 러시아어, 몽고어, 버마어, 터기어, 페르시아어, 등의 외국어 표기 방법에 관한 토론과
분석 및 훈련에 집중함. 명예교수연구동, 2015. 3~12.
5. 작사, 작곡 등의 음악 활동-2014년에 한국어 가사를 이태리의 Caro Mio Ben 곡에 부쳐서
노래한 “세종 한글찬가” 에 이어서 2015에는 영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이태리어, 에스페란토어, 중국어, 페르시아어, 등 총 10개 국어의 가사를 완성하여 노래하
고 유튜브에 올림. 검색은 해당 언어명과 + hansli를 입력하면 된다. 가령 프랑스어 판은
French hansli를 입력하면 검색 가능함.
6. 작사, 작곡 등의 음악 활동-“한글 노래” 를 노래 함. 6·25 전 남북협상 차 평양에 간 김구
선생과 동행한 한글학회장 이극로 선생이 작사하고 채동선 선생이 작곡한 “한글 노
래”(1945년)를 이극로 선생 기념사업회의 요청으로 노래하여 유튜브에 올림. 이 노래는
해방 후 수년간 한글날에 널리 불리다가 한국전쟁 후 사라졌으니 무려 65년 만에 다시
빛을 보게 된 것이다.
7. 작사, 작곡 등의 음악 활동-그 밖의 음악 활동. 미국, 영국, 독일, 이태리, 등 서양의 유명
가곡과 한국의 가곡 등 총 40여 곡울 노래하였고 이들 모두가 유튜브에 올려 있다. 국내
가곡으로는 홍란파 곡 이은상 가사의 “고향생각”, “장안사”, 현제명의 “니나”, “진달래
꽃”(서양의 기타 곡 Lagrima 곡에 김소월의 시를 얹어 노래함), “3·1 운동의 노래” 등이
있고, 외국 가곡으로는 “When I grow too old to dream”, “Because”, “Massa’s in the
cold, cold ground”, “Believe me if all those endearing young charms...”, “Ay Ay Ay”,
“Dreaming of home and mother”, “Swanee River”, “Der Lindenbaum”, “Clementine”,
“Home, Sweet Home” 등이 포함되어 있다. “young hansli”를 유튜브 입력창에 치면 모
든 노래를 한꺼번에 불러낼 수 있다. 이 같은 작사, 작곡, 노래 등의 음악 활동은 어디까
지나 비전공자의 취미 활동임을 밝혀 둔다.
8. 명예교수협의회 사회봉사위원회 활동-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위
원장으로써 명예교수의 사회적인 봉사와 공헌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원회 차원의 활발한 논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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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활동: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분야별 전문성과 특성을 살려 강연, 강의를 희망하는
명예교수님들의 명단과 강의 주제를 파악하고 이를 정부기관, 전국 시, 도, 지자체, 연수
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초청강연의 가능성을 타진함.
전화 및 인터넷 상담: 방문 강연 이외에 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한 상담을 추진키로 함. 상
담 대상은 일반인과 학생 등 모든 계층을 포함함.
해외 활동: 사회봉사 활동을 해외로 확대하기로 하고 점진적으로 기획, 조사하기로 함. 특
히 동남아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의 각급 학교와 대학
당국과 가능성을 협의한 바 있다. 2014년에 1차적으로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한국과도 역
사적인 관계가 깊은 대마도를 우선 대상으로 정하여 추진한 바 있으나 최종 단계에서 재
정적인 어려움으로 보류한 바 있다. 2016년도에는 베트남의 대학과 특강 지원 활동을 협
의 중임.

이정민

(언어학과)

<저서, 역서, 편저>
1. Lee, Chungmin (series editor). 2015. Negation and Polarity: Experimental
Perspectives, ed by Pierre Larrivee and Chungmin Lee, [Language, Cogntion and Mind]
vol. 1. Cham: Springer.
2. Lee, Chungmin (series editor). 2015. Bayesian Natural Language Semantics &
Pragmatics, ed by Henk Zeevat and Hans-Christian Schmitz, [Language, Cogntion and
Mind] vol. 2.

<연구논문>
1. 이정민. 2015. 否定의 모습: 상위언어적 부정은 실험상 어떻게 다른가? 언어와 정보
(Language and Information) 19.2, 127-153.
2. 이정민. 상위언어적 부정과 記述的 否定. 第42回 大韓民國學術院 國際學術大會 논문집:
“우리 時代의 言語의 學際的 探究” 277-305.

<발표논문>
1. 이정민. 상위언어적 부정과 記述的 否定. 第42回 大韓民國學術院 國際學術大會: “우
리 時代의 言語의 學際的 探究”(201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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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ee, Chungmin. Wh-indefinites as PPIs and wh-indefinites plus –to ‘even’ as
NPIs: In Korean and other languages. 독일 Leipzig에서 열린 독일언어학회(DGfS)
PPIWorkshop(2015. 3. 4-6)에서 발표.
3. Im, Seohyun and Chungmin Lee. A Developed Analysis of Type Coercion. Type
Theory and Lexical Semantics Workshop 발표. European Summer School of Language,
Logic and Information (ESSLLI), Barcelona, Aug. 3-7, 2015.
4. Lee, Chungmin. 2015. How Metalinguistical Negation Differs from Descriptive
Negation. EuroCog-ICCS(EAP) 2015.8.27. 발표.
5. Lee, Chungmin. Contrastive Topic by shi and ne. The 23rd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nese Linguistics (IACL) 발표. 서울 한양대, Aug. 26-28, 2015.

<국제회의 참가>
1. Semantics and Linguistic Theory (SALT) 25차 학술대회 2015. 5/15-17, Stanford U, 참가.
2. The 26th European Summer School in Logic, Language and Information (ESSLLI 2015)
at the University of Pompeu Fabra, Barcelona, August 3-14, 전체 세미나 강좌 및 워크
숍 참가.

<국제 학술지 등 편집(자문)위원>
1. 국제지 Journal of Pragmatics, Board of Editors, Elsevier.
2. 국제지 Lingua, Editorial Board. Glossa a new journal from 2016.
3. 국제 총서 단독 editor. Springer book series [Language, Cogntion and Mind]
4. 국제 총서 Current Research in the Semantics/Pragmatics Interface (CRiSPI),
Editorial board, Brill.
5. 국제지 Editor-in-Chief. Journal of Cognitive Science, 서울대 인지과학 연구소 및
Int’l Association for Cognitive Science 발행.
6. 국제 온라인 학술지 Scientific Journals International (SJI), Advisory Editorial Board.
7. 국제 온라인 학술지 International Review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IRSSH), an editor.

<국제지 등 논문 심사>
1. 국제지 Language;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Lingua; Journal of
Pragmatics; Studies in Language; Language Sciences,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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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SALT(Semantics and Linguistic Theory) 26차 대회 논문 abstracts 심사; Japanese/
Korean Linguistics Conference( JK27, 2016, NINJAL-Keio). 호주 국립대 박사논문. 홍콩
정부의 Research Grant Council(RGC) 연구비 신청 연구과제 심사.

<봉사 활동>
1. 이정민. 고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교과서 저작권 보상금 중 작자 미상 미지급액
200여억 원을 부당히 소모하지 말고 선진국처럼 저작자들의 저작활동에 돌리라는 주장
을 수년째 줄기차게 펼침.

안휘준

(고고미술사학과)

<저서, 역서, 편저>
1. 안휘준: 조선시대 산수화 특강. 총 522쪽, 사회평론, 2015. 9. 15.

<논문>
1. 안휘준(2015) Development of Goguryeo Tomb Murals. Journal of Korean
Art&Archaeology, Vol. 9(National Museum of Korea, 2015), 9~31.

<강의 및 특강>
1. 한국 고대의 미술(1). 제8회 박물관대학, 허준박물관 시청각실, 2015. 4. 7.
2. 한국 고대의 미술(2). 제8회 박물관대학, 허준박물관 시청각실, 2015. 4. 9.
3. 안견/<몽유도원도> 제2기 국외문화재아카데미: 일본소재 한국문화재 이야기. 국립고궁
박물관 강당, 2015. 4. 23.
4. 우리문화재의 수난과 극복. 광복70주년 기념 국립춘천박물관 초중등교원문화연수 국립
춘천박물관 강당, 2015. 8. 7.
5. 조선회화사-흐름과 특징. 2015년 박물관대학, 국립전주박물관 강당, 2015. 9. 5.
6. 한국미술의 시원. 경주대학교 명사 특강, 경주대학교 공학관 강당, 2015. 9. 30.
7. 한국 선사시대의 미술. 고양의 역사와 문화 인문학강좌, 고양시농업기술센터 2층 대강당,
2015. 11. 20.
8. 조선왕조 시대의 회화. 가회민화아카데미, 가회민화박물관 3층, 2015. 12. 18.
9. 학술총평: 경주민화포럼 2015: 민화란 무엇인가 Ⅱ, 같으면서도 다른 세계, 궁중회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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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화. 현대호텔, 경주 보문단지, 2015. 3. 21.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이사장. 문화재청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12. 9~현재.
2. 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위원회, 1994~현재.
3. 위원. 위의 위원회, 1984~현재.
4. 위원. 한성백제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2012~현재.
5. 위원. 국립중앙박물관 영문학술지 편집위원회, 2007~현재.
6. 위원. 아리랑 세계화 포럼 자문위원회, 2013. 11~현재.
7. 위원장. 우현 고유섭상 운영위원회, 2010. 1. 26~2015. 12.

<기고문>
1.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여섯 가지 제언. 문학사상 507호, 507, 82~85쪽, 2015. 1.
2. 한국근대미술시장사자료집 발간을 기뻐하며. 한국근대미술시장사 자료집-일제강점기 경
매도록(경인문화사) 제1권, iii~v쪽, 2015. 1.
3. 덕종어보(德宗御寶) 환수, 문화재 반환 시작으로. 조선일보 제29308호, A29면, 2015. 3.
31.
4. 정치에 치우친 국사 교과서는 이제 그만. 조선일보 제29481호, A23면, 2015. 10. 21.
5. 『서예로 담아낸 아리랑 일만수』의 완성을 축하하며. 문경시·한국서학회편, 『서예로 담아
낸 아리랑 일만수』 별권(민속원), 12~13쪽.
Congratulations on Completion of 10,000 Pieces of Arirang Lyrics through Han’gŭl
Calligraphy. Ibid., pp. 14~15쪽, 2015. 12. 5.
6. 발간사: 미국 클레어몬트대학도서관 소장 맥코믹컬렉션 한국문화재. 국외소재문화재재
단, 4쪽.
Forwards: Frederick McCormick Collection of the Special Collections in the Claremont
Colleges Library, 5쪽, 2015. 7.
7. 발간사: 러시아와 영국에 있는 한국전적 1-3. 국외소재문화재재단, 5~7쪽, 2015. 8. 25.
8. 발간사: 일본민예관 한국문화재 명품선: 조선시대의 공예. 국외소재문화재재단, 6쪽. 「發
刊のことば」, 같은 책, 7쪽, 2015. 11.
9. 발간사: 일본민예관 소장 한국문화재 I: 공예편. 국외소재문화재재단, 4쪽. 「發刊のこと
ば」, 같은 책, 5쪽, 2015. 11.
10. 발간사: 중국 푸단대학교 도서관 소장 한국문화재. 국외소재문화재재단, 6~7쪽. 發刊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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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復旦大學圖書館所藏 韓國文物, 同書, 8~9쪽, 2015. 11.
11. 발간사: 중국 상하이 도서관 소장 한국문화재. 국외소재문화재재단, 6~7쪽. 發刊詞: 中國
上海圖書館所藏 韓國文物』 同書, 8~9쪽, 2015. 11.
12. 발간사: 돌아온 와전 이우치컬렉션. 돌아온문화재 총서3, 국외소재문화재재단, 6~7쪽,
2015. 11.

<기타 근황>
1. 환영사: 2015 교사직무연수 국외한국문화재 바로 알기(하계).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주최,
덕수궁 중명전, 2015. 8. 3.
2. 개회사: 한일 문화재 반환 문제의 과거와 미래를 말하다(韓日文化財返還問題の過去と未
來を語る).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주최 학술대회,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2015. 9. 12.
3. 개회사: 유럽 소재 한국문화재(Korean Art Collections in Europe).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주최 학술대회,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덕수궁 중명전, 2015. 10. 26.
4. 인사말: 돌아온 와전 이우치컬렉션 출판기념회/전시개막식.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주최,
유금와당박물관, 2015. 11. 9.
5. 인사말: 돌아온 와전 이우치컬렉션 학술대회.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주최,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 2015. 11. 13.
6. 축사: 조선의 왕비와 후궁 특별전, 국립고궁박물관 주최, 국립고궁박물관 2층 로비,
2015. 7. 6.
7. 축사: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이전 개관. 국립중앙박물관 10주년 기념행사, 대강당, 2015.
10. 28.
8. 축사: 백제 사리장엄과 동아시아 불교문화.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주최 국제학술심포지
엄,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로비, 2015. 10. 16.
9. 축사: 조선왕실의 어진과 진전. 국립고궁박물관 주최 특별전, 본관 로비, 2015. 12. 7.
10. 축사: 『서예로 담아낸 아리랑 일만수』 도록 출판 기념식 및 아리랑도시 선포식. 문경시 주
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2015. 12. 13.
11. 축사: 우현 고유섭상 시상식. 인천문화재단 강당, 2015. 8. 13.
12. 축사: 제6회 꿈-몽유도원 무계정사 문화축제, 안견기념사업회 주최, 서울 부암동 무계정
사지, 2015. 8. 27.
13. 인터뷰: 문화재 환수, 성과 집착보다 실태 파악 우선. 경향신문 제21614호, 22면, 2015. 1.
23.
14. 인터뷰: 일본 내 한국문화재 67000점…환수 위해 실태파악 급선무. 광복대한민국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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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세계일보, 8면, 2015. 6. 24.
15. 인터뷰: 지하 수장고 유물 꺼내려면 세제혜택 줘야-갈길 먼 문화재독립⑤, 이데일리,
2015. 8. 13.

최몽룡

(고고미술사학과)

<저서, 역서, 편저>
1. 최몽룡: 인류문명발달사. 총 441쪽, 서울: 주류성, 2015. 8. 31.

<학술대회 기조강연>
1. 중국 동북지구 文明의 발생 - 神話에서 歷史로,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부설 한국고대
사·고고학연구소, 고조선사 연구회, 제 1회 국제학술회의 「고조선의 여명」 기조강연,
1-47쪽, 2015. 10. 2.
2. 안성 죽주산성 - 최근 경기도에서 발굴·조사된 산성들의 역사적 맥락, 한국고대학회·
국립교통대학주최·안성시 안성 죽산면 동안성 시민복지센터, 「안성죽주산성 사적지정
을 위한 학술세미나」, 7-24쪽, 2015. 11. 13.
3. 용인 할미산성 내 馬韓과 百濟의 宗敎·祭祀遺蹟 - 2012~2015년 발굴된 소위 할미산 “공
유성벽” 북쪽 내성의 역사·문화적 맥락, 한국성곽학회·용인시 용인시청 문화예술원 3
층 국제회의실, 「용인 할미산성 발굴조사 성과와 보존활용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7-30
쪽, 2015. 11. 14.

<강의 및 특강>
1. 문명의 기원과 동서양의 대화 - 유럽문명의 발생과 전개. 동북아역사재단, 2015. 2. 11.
2. 중국의 청동기·철기시대. 원주시립박물관 토요시민강좌, 원주시립박물관, 2015. 4. 11.
3. 고고학으로 본 불교 - 七十年前我是嬰孩 七十年后亦如赤子 涅槃寂靜(希正 偈頌)의 해설.
세종특별자치시 연기군 전동면 고산리 92 운주산 高山寺, 2015. 5. 25.
4. 인류문명발달사. 창원문화원, 창원문화원 강당, 2015. 6. 4.
5. 강남구 역삼동 청동기유적 지표조사에 대한 촌평. 강남문화원, 강남문화원 강당 2015. 6. 5.
6. 한성시대 백제와 고대사. 서울시인재개발원, 서울시인재개발교육원, 2기 서울 이해,
29-53쪽, 2015.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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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석

(철학과)

<저서, 역서, 편저>
1. 차인석: 우리 집의 세계화. 총 184쪽, 문학과지성사, 2015. 9. 11.

오병남

(미학과)

<강의 및 특강>
1. 서양문화와 미학. 1, 2학기 한국외국어대학 용인캠퍼스, 공학관 5206호, 2015. 3~2015.
12.
2. 서양 인문학의 전통과 예술.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 106호,
2015. 3. 25.
3. 대학의 구조와 인문학의 위상과 이념. 융합명품 강좌, 차세대융합기술원, 판교 경기창조
경제개혁센터 101호, 2015. 10. 28.
4. 인문학의 위상과 이념. 북경대 외국어대학 조선(한국) 언어문화학부 조선문화연구소 신
관 301호, 2015. 11. 11
5. 동·서양 예술체제의 비교를 위한 시론. 중국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미학연구실, 2015.
11. 12

<기고문>
1. “서울대 미학과 東岩 박의현 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창회보, 제21호.

사회과학대학
김종현

(경제학부)

<저서, 역서, 편저>
1. 김종현: 경영사 –근대기업발전의 국제비교, 총 869쪽,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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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동

(사회학과)

<저서, 역서, 편저>
1. 김경동: “사회과학 공부하기와 글쓰기: 인문학적 향취와 비전이 있는 열린 사회과학을 위
하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들이 대학원생들에게 들려주는 논문쓰기에 대한 조언』,
58~73쪽(총 156쪽),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편(총 10인 공저), 2015. 1.
30.

<학술회의>
1. 김경동: 기조강연-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시민교육. 성남자원봉사포럼 창립 특별포럼 『마
을만들기 활성화와 자원봉사』, 성남시청, 2015. 3. 20.
2. 김경동: 기조강연-지속가능사회: ‘욕망’의 사회에서 ‘공존’의 사회로. 한국자원봉사포럼,
안산시자원봉사포럼, 한국자원봉사학회 공동주최, 『4·16 세월호참사가 우리나라 시민
사회·자원봉사에 던지는 질문과 성찰: 위기에 처한 공동체, 그리고 시민의 안전』, 안산시
아도르웨딩홀, 2015. 4. 17.
3. 김경동: 발제-교회와 사회의 의미있는 관계: 기독교 공동체운동의 사회학. 2015년 한국기
독사회복지학회 춘계 특별 세미나, 가평 필그림 하우스, 2015. 5. 30~5. 31.
4. 김경동: 기조발제-미래세대의 행복을 위한 기본구상. KAIST 미래세대행복위원회 제1회
포럼, KAIST 도곡캠퍼스, 2015. 7. 10.
5. 김경동: 초청발제-지속가능사회를 위한 미래세대의 권익보호와 세대 간 형평성 실현 방
안. 국회 미래세대포럼 제1차 포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2015. 7. 15.
6. 김경동: 기조강연-자원봉사의 학문적 가치와 의의. 2015년 한국자원봉사학회 추계학술세
미나,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세미나실, 2015. 10. 16.
7. KIM Kyong-Dong: Keynote Speech-Formation and Development of Capitalism in the
Modernization of East Asia: An Alternative Theoretical Explicatio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pitalism and Capitalisms in Asia: Origin, Commonality and
Diversity>, organiz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 Korea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held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2015. 10. 22.

<강의 및 특강>
1. 특강-자원봉사의 철학과 가치, 문명사적 의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2015 자원봉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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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 특별과정 「철학과 가치로 돌아보는 자원봉사 운동」 제1강, (주)자원봉사 세미나실,
2015. 9. 9.
2. 특강-근대화 과정과 시민사회의 의미, 자원봉사의 위치 매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2015 자원봉사지도자 특별과정 「철학과 가치로 돌아보는 자원봉사 운동」 제2강, (주)자
원봉사 세미나실, 2015. 9. 23.
3. 특강-자발적 사회, 시민사회의 자발적 부문 그리고 자원봉사의 중요성. 한국중앙자원봉
사센터, 2015 자원봉사지도자 특별과정 「철학과 가치로 돌아보는 자원봉사 운동」 제3강,
(주)자원봉사 세미나실, 2015. 10. 7.
4. 특강-사회변동의 특성 이해, 그 맥락에서 자원봉사.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2015 자원봉
사지도자 특별과정 「철학과 가치로 돌아보는 자원봉사 운동」 제4강, (주)자원봉사 세미나
실, 2015. 10. 21.
5. 특강-인문학적 미래학과 예측의 한계를 초월한 세상의 역학. KAIST 미래전략프로그램,
미래연구 정책화 실습, KAIST, 2015. 10. 23.
6. 기조강연-청소년과 재능나눔 활동: 철학적 기초. 한국자원봉사포럼, 한국청소년활동진흥
원 공동주최, 2015년 청소년자원봉사 지도자 직무연수, 『청소년재능나눔 코치 양성 교
육』, 2015. 10. 28.
7. 특강-미래를 향한 주요 변동의 성격과 인문학적 함의. KAIST 미래전략프로그램, 미래연
구 정책화 실습, KAIST, 2015. 10. 30.
8. 특강-공동체 운동과 자원봉사.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2015 자원봉사지도자 특별과정
「철학과 가치로 돌아보는 자원봉사 운동」 제5강, (주)자원봉사 세미나실, 2015. 11. 4.
9. 특강-안동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한국국학진흥원 주최, 『2015 국학아카데미』, 경북도립
안동도서관 시청각실. 2015. 11. 10.
10. 특강-미래사회의 비전과 자원봉사.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2015 자원봉사지도자 특별과
정 「철학과 가치로 돌아보는 자원봉사 운동」 제6강, (주)자원봉사 세미나실, 2015. 11. 18.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심사위원장. 국회 미래세대포럼 주최 『청소년 아이디어 발굴대회』,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2015. 8. 22.
2. 심사위원장.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미래세대상』, 미래창조과학부, 광복70주년기념
사업추진위원회 주최,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주관, 「광복70주년 미래세대 열린광장
2045」, 6회, ‘청년정상회담,’ 충무아트홀, 2015.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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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1. 미래세대 행복 증진을 위한 철학과 전략. 커버스토리 - 미래세대 청년 특집, See Futures,
the Quarterly Magazine. 08: pp. 4~7, 2015. 9. 4.

<기타 근황>
1. 인터뷰-자발적 실천의 시대 공동체 사회의 복원에 거는 희망, 그리고 시민사회. bbb
magazine heart and communication 35: 10-13쪽. 2015. 4. 24 발행.
2. 인터뷰-경제개발의 결과 발생한 한국사회의 부적응 문제. 프랑스 파리에서 발간하는
Korea Analysis: En direct de Corée. 2015. 5월호, 3~7쪽.
3. 인터뷰-선진국, 미래세대 권리 헌법 보장, 한국도 기본법 만들어야. 커버스토리, 『주간조
선』, 14~15쪽. 2015. 6. 8~6. 14.
4. 인터뷰-소설가 데뷔 10년차 김경동. 커버스토리-신중년·꽃중년 나만의 성공 데뷔,
BRAVO My Life, 6월호, 18~19쪽, 2015. 6. 1.
5. 인터뷰-우리는 기득권을 내려놓을 용기가 있는가?. 『노사공포럼』 36호(2015년 4호) 「원로
에게 듣는다」, 200~244쪽, 2015. 12. 28.

신용하

(사회학과)

<저서, 역서, 편저>
1. 신용하(공저): 한·일 양국의 독도정책과 그 비교. pp. 9~52, 도서출판 지성인, 2015. 3. 1.
(독도에 대한 과거 60년간의 한국정부 독도수호정책의 효율성을 검토한 6인의 공동저서.
경상북도 독도연구기관통합협의체 연구총서 제3집으로 간행됨)

<논문>
1. 신용하(2015) 고조선문명 형성에 들어간 貊족의 紅山文化의 특징. 『고조선 단군학』(고조
선단군학회) 제32집, 2015. 6, 163~272.
2. 신용하(2015) 대한제국의 독도수호정책과 일제의 독도침탈정책. 『독도연구』(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제18호, 2015. 6, 7~76.

<학술회의>
1. 신용하: 고조선문명 형성에 들어간 濊족의 新樂文化와 신석기문화의 특징. 『고조선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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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제적 연구』 6월 월례발표회, 상명대학교, 주제논문 발표, 2015. 6. 27.
2. 신용하: 고조선문명과 터어키 원민족 ‘아사나’의 관계. 『고조선문명의 학제적 연구』 8월
답사팀 특별주제 발표, 터어키 이스탄불 답사지, 2015. 8. 26.
3. 신용하: 일제 식민주의 사관의 동기와 형성과정. 광복 70주년 기념 일제 식민사관 극복 학
술대회 주제논문 발표, 겨레얼살리기 국민운동본부,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2015. 9. 16.
4. 신용하: 한국민족 최초 나라이름·겨레이름에 대한 사회사적 고찰: ‘밝’·‘밝
달’·‘한’·‘맥’·‘예’·‘아사달’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학연구센터 주최
『한국사 속의 나라이름과 겨레이름』 학술회의 기조논문 발표,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12. 21.

<강의 및 특강>
1. 대한민국의 자주독립과 영토주권의 상징, 독도. 플라톤 아카데미 인문학특강, 연세대학
교 대강당, 2015. 11. 3.

<기타 근황>
1. 「3·1운동과 광복 70주년의 의미」, 동영상 제작 방송(평통자문회의·현대경제연구원),
2015. 2. 27.
2. 「일본 아베총리의 ‘일본군 위안부 망언’ 비판」, 동아TV, 정용관 PD 시사해설 생방송대담,
2015. 3. 28.
3. 「일본 아베정권은 독도침략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조선일보』 평론, 2015. 4. 9.

전경수

(인류학과)

<저서, 역서, 편저>
1. 전경수. 이즈미 세이이치와 군속인류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3. 20.
2. 전경수. “平壤政權이 肅淸한 人類學者 韓興洙(1909-?)”, 近代書誌 11: 390-465., 2015. 6. 30a.
3. 전경수. “宗敎民族學者 金孝敬의 學問訓練과 帝國背景”, 民俗學硏究 36: 5-58., 2015. 6. 30b.
4. 전경수. “직업으로서의 인류학: 실천에서 실천으로”, 사람, 그리고 실천. 김한곤·김기호
편, 경산: 영남대학교출판부. 93-121쪽, 2015. 7. 20
5. 전경수. “行動하는 良心, 泉 靖一의 災難人類學”, 季刊 民族學 154: 44-49., 2015. 10. 25.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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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회장. 근대서지학회, 2007. 1~현재
2. 객원연구원. 카나가와대학 상민문화연구소, 2015. 10~현재
3. 특빙교수. 귀주대학 동맹연구원, 2014. 11~현재

허우긍

(지리학과)

<편저>
1. 허우긍, 손정렬, 박배균 편: 네트워크의 지리학. 총 336쪽, 푸른길, 2015. 4. 30.

자연과학대학
박세희

(수리과학부)

<논문>
1. S. Park (2015) Remarks on fixed point and generalized vector equilibrium problems,
Nonlinear Anal. Forum 20, 1-9.
2. S. Park (2015) Comments on “Some remarks on Park’s abstract convex spaces”,
Nonlinear Anal. Forum 20, 161-166.
3. S. Park (2015) Recent studies on the KKM theory ― A review, J. Nat. Acad. Sci., ROK,
Nat. Sci. Ser. 54(1), 1-30.
4. S. Park (2015) Existence theorems for generalized Nash equilibrium problems,
Bangmod Int. J. Math. Comp. Sci. 1(1), 1-9.
5. S. Park (2015) Remarks on the concept of abstract convex spaces, Nonlinear Analysis
and Convex Analysis, RIMS Kokyuroku, Kyoto Univ. 1963, 87-99.
6. S. Park (2015) On the KKM theory of hyperconvex spaces, J. Nat. Acad. Sci., ROK, Nat.
Sci. Ser. 54(2), 1-28.
7. S. Park (2015) Making new KKM spaces from old, Nonlinear Funct. Anal. Appl. 20(4),
56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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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회의>
1. 박세희: 기조강연 Recent applications of some analytical fixed point theorems. 제9회
비선형 및 볼록해석학 국제회의, 학술위원, 분과좌장, 태국 치앙라이 림콕 리조트 호텔,
2015 1. 21~1. 25.
2. 박세희: Existence theorems for generalized Nash equilibrium problems. 비선형해석학
과 최적화 국제심퍼지엄(ISNAO2015), 부경대학교 주최, 개회 인사, 첫 번째 초청 발표,
분과좌장, 2015. 2. 11~2. 13.
3. 박세희: On some function spaces in the KKM theory . 한국, 일본, 대만의 4개 자매 대
학 주관 제4차 자연과학 국제대회, 대만 국립창화사범대학 주최, 기조강연 및 환영회 답
례연설, 2015. 9. 10~9. 12.
4. 박세희: 부동점 방법으로부터 KKM 방법으로. 경북대학교 실 및 복소다양체 연구소 개소
기념 학술대회, 초청강연, 2015. 11. 12.
5. 박세희: On the KKM theory of locally p-convex spaces. 비선형해석학과 볼록해석학에
관한 국제 워크샵, 일본 교토 대학 수리해석연구소(RIMS), 2015. 9. 7.

<강의 및 특강>
1. Fixed point method and KKM method. 태국 Chulalongkorn 대학교 수학과, 초청강연,
2015. 1. 27.
2. The fixed point method versus the KKM method. 중국과학원 수학연구소, 중국, 2015.
10. 27.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Member, Editorial Board, Bangmod International Journal of Mathematics and
Computational Science, Thailand. 2015. 2. 5.
2. 편찬위원장. 사단법인 대한수학회, 대한수학회 70년사 편찬위원회, 2015. 3. 3.
3. 심사위원.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분과, 2015. 4. 1~4. 21.
4. 편집위원. 국내외 14개 학술지, 외국 논문 심사

<기고문>
1. 고송 윤갑병 회원님을 추모함. 대한민국학술원통신 268호(2015. 11. 1), 17-19.
2. 논문비평. 미국수학회의 Mathematical Reviews(수학비평) 2015년판, (MR 번호 순)
MR3247295, MR3270928, MR3289406, MR3301857의 4편(1981년부터 총계 286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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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근황>
1. According to MathSciNet of the American Mathematical Society, Sehie Park has 288
publications and is cited 1376 times by 349 authors ( July 2015).
2. 학술원 회원과의 만남 토크쇼 및 75개의 질의응답. 강남구 중학생들 초청 대한민국학술
원 주최, 2015. 8. 28.
3. 미국수학회의 Mathematical Reviews(수학비평) 2015년판에 본인의 논문에 대한 비평
MR3243878, MR3288516의 2편 (1970년부터 총계 288편)이 게재, 대응되는 것들이 독일
의 Zentralblatt MATH에 실림.
4. 잉글랜드, 아일랜드, 북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북 노르망디 문화탐방. 2015. 6. 1~6. 15.
5. EBS 시대와의 대화 - 제3회 수학자 박세희 출연. EBS TV, 2015. 11. 21(11:10~12:00)
6. 대한민국학술원의 교환 방문 프로그램으로 중국과학원(CAS) 방문. 2015. 10. 26~10. 30.
7. 베이징 자오통(교통) 대학교(Beijing Jiaotong University) 수학과 방문 연구. 2015. 10.
30~11. 6.
8. 베이징 자오통(교통) 대학교 에너지개발대학(학장 곽진호 교수) 창립식전에 비공식 내빈
으로 참석. 2015. 11. 2(9:00).

박성현

(통계학과)

<저서, 역서, 편저>
1. 박성현: 한국의 과학기술과 지속가능발전. 『전환기 한국, 지속가능발전 종합전략』 제7장,
205-220쪽, 한울, 2015. 5.
2. 박성현: 제2의 과학입국 기술자립을 선언하자. 『국가발전 리더들이 토론하다 I』 제3장,
92-103쪽,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15. 12.

<학술회의>
1. 박성현: 남북한 국가통계 체계 비교와 통일에 대비한 통계통합 전략. 한국통계학회 2015
년 춘계학술논문발표회 발표문집, 기조강연, 충북대학교, 청주, 2015. 5. 29.
2. Park SH: The roles of quality management for ‘creative economy’, Keynote speech at
the 14th Korea-China Quality Symposium, Jeju Grand Hotel, Jeju-si, Jeju-do, 2015. 8.
21.
3. Park SH: Cooperation plans through quality and sustainability among Asia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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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ary keynote speech at the 18th QMOD-ICQSS & KSQM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Quality and Service Sciences, Yonsei University, Seoul, 2015. 10. 12.
4. Park SH: Asian Cooperation Strategy for Official Statistics and Regional Development.
Keynote speech at the 24th KA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Asian Statistics Forum:
Improving Standardization and Reliability of Official Statistics in Asian Countries, Lotte
Hotel, Seoul, 2015. 11. 5.
5. 박성현: 미래사회, 이제 통계적 소양이다. 2015년 국가통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컨퍼런스
문집, 3-23쪽, 주제 발표, 대전 통계센터 국제회의실, 통계청 주최,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한국통계진흥원 공동 주관, 대전 통계센터 국제회의실, 2015. 11. 19.
6. Park SH: Experiences of the development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in
Korea, and its future prospect. Invited speech at Mongolian Academy of Sciences
Conferences, Ulaanbaatar, Mongolia, 2015. 11. 30.
7. 박성현: 이 시대 의학학회에 바란다. 제14회 대한의학회 임원 아카데미 프로그램 문집,
7-32쪽, 기조강연, 양평 불룸비스타 호텔, 대학의학회 주최, 2015. 12. 3.

<강의 및 특강>
1. 남북통일에 대비한 과학기술분야의 준비와 대응 방안. KIST 임원간담회 초청강연, KIST,
2015. 1. 26.
2. 과학기술의 발전과 글로벌 시대의 미래비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월례 특별강
연회 초청강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군포, 경기도, 2015. 1. 27.
3. 과학기술의 발전과 글로벌 시대의 미래비전. KFQ CEO 경영아카데미, 한국품질재단 제
100회 CEO 조찬세미나 강연, 서울프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2015. 2. 5.
4. 과학기술의 발전과 글로벌 시대의 미래비전. 세종연구소 강연, 세종연구소, 성남시,
2015. 3. 20.
5. 사회적 갈등해소와 국가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국정운영 방안. 과총국가발전포럼 강연,
과총회관, 서울, 2015. 4. 14.
6. 과학기술의 발전과 글로벌 시대의 미래비전. 원광대학교 강연, 원광대학교, 익산, 2015. 4.
20.
7. The roles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for ‘Creative Economy’. 2015 KoreaSweden Excellence Seminar, 한양대학교, 서울, 2015. 4. 22.
8. 과학기술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비전. 한국서부발전(주) 강연, 한국서부발전(주) 강
당, 서울, 2015.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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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과학기술의 발전 트렌드와 우리나라의 글로벌 미래 비전. 정우회 초청강연, 힐튼호텔, 서
울, 2015. 5. 12.
10.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의학한림원 임원 워크숍 초청강연, 양평 불
룸비스터, 2015. 7. 3.
11. 과학기술의 발전과 글로벌시대의 미래비전. 연평중고등학교, 한림석학강연 프로그램으로
강연, 연평고등학교, 2015. 7. 14.
12. 과학기술의 발전과 우리나라의 글로벌 미래 비전. 한국한의학연구원 초청강연, 한의학연
구원, 2015. 7. 20.
13. 과학기술의 발전과 우리의 글로벌 미래비전. 광주과학기술원 초청강연, 광주과학기술원,
2015. 9. 8.
14. 통일 준비를 위한 과학기술협력방안과 독일 통일과정이 주는 교훈. 과총국가발전포럼 초
청강연, 과총회관 12층 아나이스 홀, 2015. 9. 24.
15. 멀고 먼 도전의 길; 노벨 과학상과 우리의 과학기술 기초연구지원. (사)출연(연)연구발전
협의회 총연합회 2015년 제4회 콜로키엄, 주제 발표, KIST 국제협력관, 2015. 10. 21.
16. 과학기술의 발전과 우리의 글로벌 미래비전. 금오공과대학교 초청강연, 금오공과대학교,
2015. 11. 6.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원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13. 3~2016. 2.
2. 분과 의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기반분과, 2013. 9~2015. 10.
3.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13. 6~현재
4. 이사, 한국품질재단, 2010. 3~현재
5. SASPAR(SAS 통계패키지 교수연구단체) 회장, 2011. 5~2015. 12.
6. 편집위원, 미래한국신문, 2005. 3~현재
7. 수석부회장, 사회적책임경영품질원, 2013. 3~현재

<기고문>
1. 창의적 인재 양성 막는 하향 평준화 정책. 조선일보. A29면, 2015. 1. 21.
2. 과기 글로벌 리더십 필요하다. 한국경제. A34면, 2015. 1. 21.
3. 과학기술은 경제혁신의 동력. 문화일보. 37면 오피니언, 2015. 1. 30.
4. 기초과학연구 3년 지원해 노벨상 나올까. 중앙일보. 29면 사설/칼럼, 2015. 2. 6.
5. 과기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해야. 한국경제신문. A38면, 201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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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달라도 너무 다른 남북한 통계. 미래한국 미래길. 74-75쪽, 2015. 4. 1(495호).
7. 과학기술 중심 국정, 과기혁신부·ICT 창업부 설치해야. 전자신문. 2015. 4. 15.
8. 평양과학기술대학에 거는 기대와 소망. 연변·과기대사람들 특별기고. 제75호 2015년 봄
호, (사)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발행.
9. 제조업의 경쟁력 확보 위해 사활 건 글로벌 강국. 품질경영. 12-15쪽, 2015년 5월호.
10. 다가온 미래, 250년 걸린 변화 30년 내에 겪을 것. 조선일보. 조선비즈 특집, 과기자문회
의 위원 좌담, 2015. 5. 6.
11. ‘제조업 혁신 3.0’으로 글로벌 경쟁력 높여라. 품질경영. 12-15쪽, 2015년 6월호.
12. 미래 식량자원으로서 곤충식품의 활용을 적극 추진하여야 합니다. 과학문학. 8쪽, 2015년
6월호. 과학문화통섭포럼 발행.
13. 막중한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임. 과학과 기술. 2-3쪽, 2015년 6월호, 553호.
14. 공상과학영화가 현실이 된다. 미래한국. 84-88쪽, 500호 특집 10년 후 한국의과학기술,
2015. 6. 10(500호).
15. 기업맞춤형 제조엔지니어링 구축, 스마트공장의 출발점. 품질경영. 18-21쪽, 2015년 7월
호.
16. 과학기술혁명이 한국을 키웠다. 미래한국. 502호. 58-60쪽, 2015. 7. 8.
17. 과학기술인 책임 막중하다. 대덕넷. 2015. 7. 21.
18. 국가 R&D 예산 줄여서 복지를?. 미래한국. 504호. 64-66쪽, 2015. 8. 5.
19. 성공적인 제조업 혁신 3.0을 위한 4가지 접근방법. 품질경영. 16-19쪽, 2015년 8월호.
20. 제조현장 선진화의 필수조건 ‘제조업 혁신 3.0’ 품질경영. 16-19쪽, 2015년 9월호.
21. 광복 70주년 맞이하여 남북관계, 과학기술협력으로부터 물꼬 트자. Leader’s Column, 과
학기술정책. Vol. 25, Issue 8, 2015년 8월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2. 정부 R&D 예산 감축 소식을 듣고. 기고글, 조선일보. 2015. 9. 30.
23. 노벨상 받으려면 30년 이상 기초과학 투자해야. 세계일보. 차 한잔을 나누며, 2015. 10.
24.
24. 국가성장동력 R&D 투자, ‘5%-5%’ 전략이 필요하다. 과학과 기술. 2-3쪽, 2015년 11월호,
Vol. 558 호,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발행.
25.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모색으로부터 남북통일을 준비하자. 감격사회. 동북아공동체연구
재단 발행, 감격사회 011호, 2015. 11. 13.
26. ‘아시아 통계처’ 설립이 필요한 까닭, 매일경제신문. 201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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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대

(생명과학부)

<학술회의>
1. 한국과총 Ultra Program 주관, 과총회의실, 2015 1. 13.
2. 한국과총 Ultra Program 주관, 과총회의실, 2015. 2. 23.
3. 대한민국학술원 학술세미나 참석, 학술원 회의장, 2015. 5. 15.
4. 제50회 한국과총 Ultra Program 라운드테이블 주관, 르네상스 호텔, 2015. 5. 27.
5. UNIST Genomic Integrity IBS, DNA Repair 국제심포지엄 축사, UNIST, 2015. 5. 28.
6. 2015 한국과총 총회 및 학술대회 참석, 과총국제회의장, 2015. 7. 2.
7. 국제학술행사-UKC-2015, 한국과총 Ultra Program 라운드테이블 주관, Atlanta Hyatt 호
텔, 2015. 7. 29~8. 4.
8. 한국생물과학협회 총회 및 학술대회, 한국유전학회 심포지엄 참석, 서울대학교, 2015. 8.
12.
9. IVI 주관 Mers-International Symposium 참석, Novotel 호텔, 2015. 9. 10.
10.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총회 및 학술대회 참석, 코엑스, 2015. 9. 21.
11. “학문의동향과 쟁점(생물학)” 집필진/감수자 회의, 학술원 회의실, 2015. 10. 27.
12. “학문동향과 쟁점(생물학)” 집필위원 및 감수자 회의, 학술원 회의실, 2015. 12. 3.
13. 한국과총 Ultra Program 2016년도 계획 협의회 주관, 과총회의실, 2015. 12. 9.

<강의 및 특강>
1. 특별강연-한국유전학회 국제심포지엄, “한국유전학 70년 회고”, 한양대학교, 2015. 11. 30.
2. 기조강연-미래부/생명연 주최 미래바이오혁신포럼, “한국바이오 35년, 전망과 육성전략”.
과총 국제회의장, 2015. 12. 4.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교육부 대학특성화사업 평가관리위원회 주관, 교육부, 2015. 1. 14.
2. IVI한국후원회 총회 참석, 호암교수회관, 2015. 2. 12.
3. 대한민국학술원상위원회 참석, 회장실, 2015. 2. 13.
4. 대한민국학술원 자연제2분과회의 주관, 학술원 분과회의 3실, 2015. 2. 24.
5. 제56회 3·1문화상 시상식 수상자심사보고, 가든 호텔, 2015. 3. 1.
6. 대한민국학술원 임원회 참석, 학술원 중회의실, 201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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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한민국학술원 부회 및 임시총회 참석, 학술원 회의실, 2015. 3. 13.
8.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선정위원회 참석, 학술원 도서실, 2015. 4. 1.
9. 한국유전학회 학술상위원회 참석, 동보성, 2015. 4. 2.
10.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선정위원회 참석, 학술원 도서실, 2015. 4. 17.
11. 과학/정보통신의 날 훈장수여식 참석, 과천과학관, 2015. 4. 21.
12.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일반대학)평가관리위원회 평가작업 주관, 오크빌리지, 2015. 4.
24~4. 30.
13.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전문대학) 평가관리위원회 평가작업 주관, 오크빌리지, 2015. 5.
29~6. 5.
14. 제3대 IVI사무총장 취임식 참석, IVI 강당, 2015. 6. 22.
15. 2015년 대한민국학술원상 시상식 참석, 학술원 강당, 2015. 9. 17.
16. 제10회 한일학술포럼 참석, 호암교수회관, 2015. 10. 7.
17. IVI 정례이사회 참석, IVI 세미나실, 2015. 10. 15.
18. 대한민국학술원 국제학술대회 참석, 학술원강당, 2015. 10. 29.
19. 교육부 지역특성화사업관리위원회 주관, 프레스센터, 2015. 10. 29.
20. 제17회 삼일문화상 자연과학 부문심사회의 주관, 롯데호텔 모모야마, 2015. 11. 5.
21. 대한민국학술원 정책토론회 참석, 학술원 강당 2015. 11. 13.
22. 제8회 대한민국학술원상위원회 참석, 학술원 자연제3회의실, 2015. 12. 7.
23. 교육부 대학특성화사업관리위원회 주관, STX 남산타워 만복림, 2015. 12. 9.
24. 제57회 삼일문화상 제3차 자연부문위원회 주관, Garden 호텔, 2015. 12. 10.
25. 오송첨복단지 신약개발지원센터 제6차 신약개발전략위원회 주관, 롯데호텔 36층, 2015.
12. 11.

<기타 근황>
1. 대통령 초청 과학기술/정보·통신인 신년인사회 참석(롯데호텔 명동본점) 2015. 1. 14.
2. 박근혜정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기위원회 간담회, 리샨.
3. 대한민국학술원상 위원회 참석, 학술원 자연제3회의실, 2015. 4. 10.
4.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창립 제25주년 기념회 참석, 과총아나시스홀, 2015. 4. 15.
5. 한국과총 제17대회장단 UNIST 방문, 현황청취, 시설견학, 울산과기원, 2015. 4. 16.
6.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간담회 참석,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2015. 5. 19.
7. 대한산업안전협회 IVI후원금 전달식 참석, IVI, 2015. 6. 11.
8.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임 부의장단 간담회, 롯데호텔 도림, 2015. 6. 30.

250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5, 제11호

9. 한국뇌과학연구소 제2대소장 취임식 참석, DGIST, 2015. 7. 23.
10. 일본총리 정책자문의원 Hara 박사 초청 IVI후원회 간담회, IVI세미나실, 2015. 9. 23.
11. 한국유전학회학술상위원회 참석, 선릉역 동보성, 2015. 10. 6.
12. 서울대개교기념식,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발표식 참석, 서울대문화관 중강당, 2015. 10. 4.
13.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선정위원회 위원 피촉, 학술원 회장, 학술원 회의실, 2015. 4. 1.
14. 한국유전학회 학술상 위원회 위원 피촉, 한국유전학회, 동보성, 2015. 4. 2.
15.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관리위원회 위원장 피촉, 한국교육개발원, 서울스퀘어, 2015. 4. 14.
16. 과학기술인명예의전당 인물선정위원회 위원장 피촉 및 위원회 주관, 미래부/한국과학기
술한림원, 르네상스 호텔, 2015. 6. 17.
17. 제57회 삼일문화상 심사위원장 겸 자연과학부부장 피촉, 삼일문화재단, 가든 호텔, 2015.
10. 29.

이인규

(생명과학부)

<저서, 역서, 편저>
1. 이인규: 자연과학 분야, 학위논문 준비와 그 뒷이야기.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편
(10인 공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들이 대학원생들에게 들려주는 논문 쓰기에 대한 조
언』, 111-124쪽(총 156쪽), 2015. 1. 30.
2. 이인규: 자연유산, 그 문화재적인 가치. 한국학중앙연구원 편(정진석 외 8인 공저), 『한국
의 문화유산 70년』, 169~211쪽(총 496쪽), 2015. 11. 30.

<학술회의>
1. 국립생물자원관 원로교수자문단 회의. 단장으로 피선, 국립생물자원관 주관, 인천, 2015.
4. 22~11. 30.
2. 경상북도 문화재 자문위원회 회의. 제2별관 세미나실, 경상북도 주관, 대구. 2015. 5. 7.

<강의 및 특강>
1.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특강. 서울대학교,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2015. 3. 4.
2. 진화와 창조, 그리고 생명관의 발전. 한림원석학강연, 보영여자고등학교, 경기도. 2015. 5.
8.
3. 하은생물상 수상식 축사. 성균관대학교 의학관 대강의실, 수원, 2015.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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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istory and Present Status of Research on Marine Algal Biodiversity in Korea –
Specially referred to taxonomy and ecology of marine algae. 해양생물자원관 개관기념
국제심포지엄 기조강연, 해양생물자원관, 충남, 2015. 11. 3.
5. 광복 70주년 한국학 분야별 발전 현황 개관, 전 6권 출판 집담회 [한국의 문화 70년] 요약
보고. 한국학중앙연구원, 경기도, 2015. 12. 24.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자문위원.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천연기념물 보존실태조사 보고회, 문화재위원회
주관, 제주도, 2015. 8. 27 / 11. 27.
2. 자문위원. 설악산-금강산 세계자연유산 등재준비협의회, ICOMOS 한국위원회 주관, 경
복궁, 2015. 8. 30. / 11. 10. / 12. 9.
3. 자문위원.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국가문화유산 홍보 심포지엄, 한국학중앙연구원 주관,
경기도, 2015. 7. 15.
4. 동원 인성교육집담회 사회. 서울대 명예교수협의회,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공동주관,
서울대, 2015. 5. 18. / 6. 2. / 9. 22. / 10. 27. / 12. 1.

<기고문>
1. 국가발전을 위한 규범과 인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가르침과 배움, 31: 18-20. 서울대학
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전종갑

(지구환경과학부)

<저서, 역서, 편저>
1. 전종갑 외 8인: 대기환경과학(3판), 동화기술, 총 350쪽, 2015. 9. 10.
2. 전종갑 외 12인: 한국기상학회 50년사, 총 357쪽, 한국기상학회, 2015. 12. 21(편찬위원장).

<학술회의>
1. 전종갑, 2015: Variability of East Asian Winter Monsoon, 세미나 발표, 2015. 4. 3, 수도권
기상청, 수원.
2. 한국기상학회 봄학술대회 참석. 경주 교원드림센터, 2015. 4. 19~4. 21.
3. 장기예보 향상 로드맵 워크숍 참석. 서울 공군회관, 201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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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Jong-Ghap Jhun, Sun-Seon Lee, Seon-Hwa Kim, Kyung-Ja Ha, and Ye-Won Seo, 2015:
Robust warming over East Asia during boreal winter monsoon and its possible causes,
12th Annual Meeting of 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 Singapore, 2015. 8. 2~8. 7.
5. 한국기상학회 기을학술대회 참석,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2015. 10. 12~10. 14.
6. 수도권 기상기후 서비스 핵심과제 융합포럼, 수원 IBIS엠버서더호텔(토론 좌장), 2015.
10. 23.

<강의>
1. 대기과학 및 실험. 서울대학교 학부, 2015. 3. 2~6. 12.
2. 대기지구과학 및 실험 1. 서울대학교 학부, 2015. 3. 2~6. 12.
3. 대기과학 및 실험. 서울대학교 학부, 2015. 9. 1~12. 14.
4. 대기지구과학 및 실험 2. 서울대학교 학부, 2015. 9. 1~12. 14.

<특강>
1. 동아시아 여름몬순과 겨울몬순의 특성, 부산대학교, 2015. 2. 10.
2. 영문논문 작성법, 부산대학교, 2015. 7. 21.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위원. 기상청 자문위원회, 2008. 3~현재
2. 위원장.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2000. 3~현재
3. 위원장, 항공기상청 운영심의회, 2007. 1~현재
4. 이사장. 기상기술개발원, 2012. 9~2015. 8.
5. 이사. 고려대기환경연구소, 2010. 1~현재
6. 이사. 서울대학교총동창회, 2014. 3~현재

<연구>
1. 위성자료 예보 및 분석지원 기술개발 체계 연구. 연구책임자, 기상청 기상위성센터 과제.
2014. 11. 1~201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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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근

(지구환경과학부)

<저서, 역서, 편저>
1. 최덕근: 내가 사랑한 지구. 총 243쪽, 휴먼사이언스, 2015. 4. 20.

<논문>
1. Hong PS, Choi DK. (2015) Cambrian series 3 agnostoid trilobites Ptychagnostus sinicus
and Ptychagnostus atavus from the Machari Formation, Yeongwol Group, Taebaeksan
Basin, Korea. Journal of Paleontology, 89(3), 377-384.

<학술회의>
1. 최덕근: 지질시대의 현대적 개념과 지질학에서 인류세의 위상. 2015년 문학과환경학회
가을학술대회, 동국대학교, 2015. 10. 31.

<강의 및 특강>
1. 지구의 이해.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2015. 3. 2~6. 10.
2. 판구조론.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2015. 9. 15~12. 20.
3. 지구의 기원. K.A.O.S., 베어홀, 2015. 4. 8.
4. 한반도 형성사에서 풀어야할 숙제 몇 가지.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런천세미나, 서
울대학교, 2015. 5. 13.
5. 삼엽충을 요리하는 사람들. 휴머니스트, 휴머니스트 강당, 2015. 5. 21.
6. 신원생대 눈덩어리 지구. 용산고등학교, 용산고등학교 과학관, 2015. 6. 3.
7. 내가 사랑한 지구. 과학독서아카데미, 교보문고 이벤트홀, 2015. 7. 21.
8. 판구조론의 탄생과정. 서울시과학전시관, 서울시과학전시관, 2015. 8. 10.
9. 10억 년 전으로의 시간여행. 용산고등학교, 용산고등학교 과학관, 2015. 11. 21.

<연구>
1. 최덕근: 태백산분지 고생대 고지리와 지구조진화. 한국연구재단, 2015. 5. 1~2016. 4. 30.

254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5, 제11호

간호대학
이소우

(간호학과)

<학술회의>
1. So Woo Lee: Global Leadership of Korean Nursing. International Nursing Conference
2015(한국간호학회 제10차 국제학술대회), The K Hotel Seoul,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
2015. 10. 22.
2. The 16th 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College of Psychosomatic Medicine 학회참석.
ChungAng University Hospital Auditorium, 2015. 11. 1.
3.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정기총회 참석.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
원 2층 대강당, 2015. 12. 5.
4. 전국여교수연합회 2015년 추계세미나. 여성인재 리더쉽과 글로벌 역량강화 세미나 참석.
뉴국제호텔 세미나룸, 2015. 11. 27.

<강의 및 특강>
1. 호스피스 완화의료 개요 및 최신동향. 성바오로가정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교육생 교육,
2015. 9. 10~9. 11.
2. Nursing Theory for Graduate Students. 일본 오이타현립 간호대 대학원생 특강, 오이타
간호대, 일본, 오이타현, 2015. 2. 12.
3. Understand of Nursing Theory for Freshman. 일본 오이타현립 간호대 1학년생 특강, 오
이타 간호대, 일본, 오이타현, 2015. 2. 10.

<기고문>
1.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최근동향. 성바오로가정호스피스센터 발간 성바오로 “가정호스피
스”지, 총권 11: 9-11,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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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최종태

(경영학과)

<논문>
1. 최종태(2015) 노사관계와 유기적 사회연대, 노사관계연구 26: 1-46, 서울대 노사관계연구
소, 2015. 12.
2. 최종태(2015) 유기적 사회연대와 일자리창출, 정책연구원 총서 5, 14-42, 함께 일하는 재
단, 2015. 12.

<학술회의>
1. 국제학술회의 - 제8차 사회적기업세계포럼 대회 한국대표. 이탈리아 밀라노, 2015. 7.
1~7. 3.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공익단체 활동]
1. 사회적기업 세계 포럼(SEWF) 이사
2. 함께일하는 재단 이사 및 정책연구원장
3. 동원장학재단 이사
4. 신라장학재단 이사
5.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원로 자문위원
6. 노사공포럼 위원
[학회활동]
1. 한국경영학회 고문
2 한국인사관리학회 고문
3. 한국노사관계학회 고문
4. 한국경영사학회 고문
5. 한국질서경제학회 고문

<연구>
1. Prof. Dr. Jong Tae Choi, Seeking for New Axil Age of Industrial Relation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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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Economy, Poltics and Law, Humboldt Colloquium- Research Beyond
Borders, Ecc B219, Seoul Korea, 2015. 11. 27~11. 29.
2. 최종태: 새로운 사태, 새 질서, 그리고 인성교육. 제4회 동원인성교육집담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서울대교수학습개발센터, 2015. 10. 27.

<기타 근황>
1. 인터뷰-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대 타협시한’ 10일 노사정 막판 협상결과
는? 18:10~20:00(FM.94.5), 2015. 9. 10.
2. 인터뷰-KBS 1TV, 박상범의 시사진단, ‘대타협 나올까?’. 17:20, 2015. 9. 11.

공과대학
이동녕

(재료공학부)

<저서, 역서, 편저>
1. Dong Nyung Lee and Sung Bo Lee: Solid-phase crystallization of amorphous silicon
films. 205-234, Chapter 9, Advanced Topics in Crystallization, ISBN 978-953-52-2125,
edited by Yitzak Mastai, InTech (Open Access Publisher), Zaneza Trdine 9, 51000
Rijeka, Croatia, 2015. 5. (http://www.intechopen.com/articles/show/title/solid-phasecrystallization-of-amorphous-silicon-films.) DOI:10.5772/59723.
2. Dong Nyung Lee and Sung Bo Lee: Abnormal grain growth texture, pp. 1-50, Chapter
1, Recrystallization in Materials Processing (http://dx.doi.org/10.5772.58713), edited
by Vadim Glebovsky, InTech (Open Access Publisher), 2015. 2. (http://www.
intechopen.com/articles/show/title/abnormal-grain-growth-texture.)

<논문>
1. Jin-Hyuk Lee, Gwang-Hee Kim, Su Kwon Nam, Insoo Kim, Dong Nyung Lee:
Calculation of plastic strain ratio of AA1050 Al alloy sheet processed by heavy
asymmetric rolling-annealing followed by light rolling-annealing. Computational
Materials Science, 100, 45-51 (2015) Doi:10.1016/j.commatsci. 2014.09.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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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yu Hwan Oh (POSTEC), Jae Suk Jeong, Yang Mo Koo, Dong Nyung Lee: The
evolution of the rolling and recrystallization textures in cold-rolled Al containing high
Mn austenitic steel. Materials Chemistry and Physics, 161, 9-18 (2015). DOI:10.1016/j/
matchemphys. 2015.04.019.
3. Hyun-Sik Choi, Heung Nam han, Dong Nyung Lee; Evolution of Recrystallization
Textures in Plane-Strain Compressed (001)[110] Aluminum Single Crystals, Key
Engineering Materials, 626, 489-494 (2015). DOI:10.4028/www.scientific.net/
KEM.626.489.
4. Sung Bo Lee, Dong-Ik Kim, Yanghoo Kim, Seung Jo Yoo, Ji Young Byun, Heung Nam
Han, Dong Nyung Lee: Effects of film stress and geometry on texture evolution before
and after the martensitic transformation in a nanocrystalline Co thin film, Metallurgical
and Materials Transactions A, 46A, 1888-1899 (May 2015). DOI: 10.10007/s11661-0152778-7.
5. Dong Nyung Lee, Heung Nam Han: Texture related unusual phenomena in
electrodeposition and vapor deposition, IOP Conference Series: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82 (2015) 012082. Doi:10.1088/1757-899X/82/1/012082.
6. Sung Bo Lee, Jin-woo Ju, Young-Min Kim, Seung Jo Yoo, Jin-Gyu Kim, Heung Nam
Han, Dong Nyung Lee, Change in equilibrium position of misfit dislocations at the
GaN/sapphire interface by Si- ion implantation into sapphire – I. microstructural
characterization, AIP ADVANCES 5,077180 (2015) 077180-1-10.

<학술회의 발표논문>
1. The Oriented Nucleation and Oriented Growth Theories in Terms of the Strainenergy-release Maximization Theory for the Recrystallization Texture Evolution, 2015
년도 대한금속·재료학회 춘계학술대회, 집합조직, 2015. 4. 22, 창원컨벤션센터.
2. The evolution of the {236}<385> and {110}<001> recrystallization textures in Planestrain rolled alloys of the {110}<112> texture, 2015년도 대한금속·재료학회 추계학술대
회, 2015. 10. 28~30, 대전컨벤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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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욱현

(전기정보공학부)

<저서, 역서, 편저>
1. 권욱현, 권오규: 최신 자동제어공학(개정판). 총504쪽, 청문각, 2015. 2.

<학술회의>
1. 2015 Asian Control Conference 및 Asian Control Association(ACA) 이사회, Kota
Kinabalu, Malaysia 2015. 5. 31~6. 3, 자문위원으로 참석
2. 2015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utomatic Control(IFAC) 이사회 및 2015 American
Control Conference, Chicago, 2015. 7. 1~7. 4. 자문위원으로 참석
3. 2015 Kailath Lecture and Colloquium, Stanford University, 2015.9. 17~9. 19, 80주년 생
신기념 학술회의에 동료교수로 참석
4. 2015 The World Academy of Sciences(TWAS) General Meeting and Conference,
Vienna, 2015. 11. 17~11. 21, Fellow 회원으로 참석

<강의 및 특강>
1. 꿈, 기술 그리고 창업. 수지고등학교, 2015. 3. 31.
2. IT 융합시대의 바른 연구자의 자세. 부산대학교, 2015. 8. 11.

<사회봉사 및 공공 활동>
1. 초빙석좌교수.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2014. 4~현재
2. 이사. 대구경북과학기술원( DGIST), 2014~현재
3. 사외이사. LS(지주회사), 2011~현재
4. 개방이사. 포항공대 재단, 2007~2015. 8.
5. 이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13. 3~현재
6. 이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2012~현재
7. 이사. IFAC (국제자동제어연맹)재단, 2007~현재
8. 이사. 서울대 공대 교육연구재단, 2015. 2~현재
9. 위원. TWAS (세계과학한림원) 공학분과 회원자문(선정)위원회, 2013~2015.
10. 위원. IFAC 석학회원(Fellow)선정위원회, 2011~현재
11. 과학자문위원. 기초과학연구원(IBS), 2015. 2~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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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문평가위원. KAIST 유연열전반도체기술센터, 2015. 10. 1~현재
13. 고문위원장. 제어로봇시스템 학회, 2010~현재
14. 고문. IFAC (국제자동제어연맹), 2011~현재
15. 고문. Asian Control Association(아세아제어협회), 2006~현재.
16. 편집자문위원. Asian Journal of Control, 1999~현재.
17. 편집자문위원.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rol, Automation and Systems, 2003~현재.
18. 자문위원. 철학과 현실(계간), 2013~현재

<기고문>
1. 21세기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사명과 역할. 서울대 명예교수협의회 회보 2015년 제11호.
2. 학회 20주년을 회고하면서.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년사, 2015. 10.

<기타 근황>
1. TWAS(세계과학한림원) 20,000 USD 기부. 2015. 9.
2.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공간기금 300만원 기부. 2015. 12.
3. 제어로봇시스템학회 공간기금 2000만원 기부. 2015. 12.

<동정>
1. 수상: 발전공로상,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2015. 4. 29.

한송엽

(전기정보공학부)

<강의 및 특강>
1. 지구를 살리자 - 태양광발전과 초전도응용. 서령고등학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주관하
는 석학과의 만남 프로그램, 2015. 6. 20.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제6대 원장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 한국공학교육인증원, 2015. 1. 26.
2. 우수도서 선정위원. 대한민국학술원, 2015. 5. 10.
3. 조직위원. 대한민국학술원 주관 제43회 국제학술대회 “우리 時代의 言語의 學際的 探究”,
201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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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 한송엽: 배전반용 누전 경보 및 차단장치 개발. (주)서정전기 지원, 2015. 1~2015. 12.
2. 한송엽: 태양광발전설비용 누전차단기 개발. (주)대원시엔아이 지원, 2014. 8~2016. 8.

<기타 근황>
1. 특허등록: 한송엽, 감전보호 3상 누전차단기, 2015. 4. 16.
2. 신기술등록: 한송엽 외 2인, Igr 누전경보장치 NEP 획득, 2015. 4. 20.
3. 특허출원: 한송엽 외 1인, 태양광발전 시스템용 누전차단기 및 누전차단 방법 제10-20150142862호, 2015. 10. 13.
4. 시상: 한송엽 공학교육상 시상. 한국공학교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라마다호텔, 제주도,
2015. 9. 17.

이정인

(에너지시스템공학부)

<논문>
1. 이정인, 민기복, 김광일(2015) 에너지개발기술에 있어 유체주입에 따른 유발지진 발생 사
례분석. 한국암반공학회지“터널과 지하공간” 24(6), 418-429.

<학술회의>
1. Lee C.-I, Jeon S., Song J.-J., Lee Y.-K.: Rock mechanics for the stability of underground
oil and gas storage caverns-Mechanical and hydrological aspect, Vietrock 2015 an
ISRM specilized conference 2015, International Symposium “Rock Mechanic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arch 12-13, 2015, Hanoi, Vietnam, Proceedings pp. 342348.
2. Jeon S., Lee C.-I.: Underground Storage Projectunderneath an Artificial Island, Vietrock
2015 an ISRM specilized conference 2015, International Symposium “Rock Mechanic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arch 12-13, 2015, Hanoi,Vietnam, Proceedings pp.
336-341.
3. Lee, Chung-In: Case study on induced seismicity during the injection of fluid related
to energy development technology, The 3rd NEU-SNU Joint Workshop on Rock
Mechanics for Mining & Intership Program for SNU Students at Mines, October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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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Northeastern University, Shenyang, China.
4. 이정인: 한국 고대 광업사 연구 - 고려시대의 광업, 2015 추계 자원공학 연합학술대회, 발
표논문(ME-7), 2015. 10. 28~31,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강의 및 특강>
1. Hydraulic fracturing rock stress measurements and stress induced rock failure, State
Key Laboratory for Geomechanics and Deep Underground Engineering, China
University of Mining & Technology, Beijing, 2015 4. 21~4. 22.
2. Rock Mechanics for stability of underground oil & gas storage caverns, 2nd NEU
Forum on Frontier of Rock Mechanics, College of Resources and Civil Engineering,
Northeastern University, Shenyang, China, 2015. 4. 19.
3. Mechanical and hydrological stability of underground oil & gas storage caverns,
Department of Engineering Mchanics, Qingdao Technological University, 2015. 5. 19.
4. Development of automated design program for tunnel blasting: TunDesign4, College
of Mining Engineering & Safety, Shand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015. 5. 21.
5. Design and construction of underground oil and gas storges in Korea,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Zhongyuan University of Technology, Zhengzhou, Henan Province,
China. 2015. 5. 22.
6. Rock mechanics design for underground oil and gas storage cavern, college of Civil
Engineering, Tongji University, Shanghai, China, 2015. 6. 16.
7. Mechanical and hydrological stability of underground oil & gas storage caverns,
Institute of Geotechnical Engineering, Shanhai Jiaotong University, China 2015. 6. 18.
8. Hydraulic fracturing rock stress measurements and brittle failure of rock, Institute of
Mining Engineering, Inner Mongolia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Baotou,
China.
9. Drilling and Blasting of Rocks, College of Resources and Civil Engineering,
Northeastern University, China, 2015. 6. 28.
10. Rock mechanics issues for shale gas development, College of Resources and Civil
Engineering, Northeastern University, China, 2015. 7. 7.
11. 터널발파 설계 자동화 프로그램 TunDesign4의 소개 및 활용,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
학과 암반공학연구실 대학원생, 2015.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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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명예교수. 중국 東北大學(Northeastern University, China) 및 中原工學院(Zhongyuan
University of Technology, Zhengzhou).
2. 중국 교육부 “2015 고위 해외전문가 초빙프로그램”에 의한 중국 동북대학 및 각 대학 순
회 특별강의.
3. 중국 本溪鑛業 南芬 노천철광산 시찰 및 사면안정 기술지도.
4. 심의위원. 한국광물자원공사 광량확보 국고지원사업.

전효택

(에너지시스템공학부)

<논문>
1. Manfred Sager, Hyo-Taek Chon*, Laszlo Marton, 2015, Spatial variation of contaminant
elements of roadside dust samples from Budapest (Hungary) and Seoul (Republic of
Korea), including Pt, Pd and Ir. Environmental Geochemistry and Health(SCI), 37(1):
181-193.

<논문 발표>
1. Hyo-Taek Chon, 2015, Some case studies on metal-microbe interactions to remediate
heavy metals- contaminated soils in Korea. 2015 EGU (European Geosciences Union),
Vienna, Austria, 2015. 4. 12~4. 17.
2. Hyo-Taek Chon (Invited speaker), 2015, Biogeochemical orientation studies in some
mineral ore deposits in Korea: recent case histories. Joint Symposium of Mineral
Resources in Japan and Korea. Tokyo, Japan(Society of Resource Geology), 2015. 6.
24.
3. Shimizu, M, Cook, N. J., Chon, H.T., 2015, Indium mineralization in magmatichydrothermal system Joint Symposium of Mineral Resources in Japan and Korea.
Tokyo, Japan(Society of Resource Geology), 2015. 6. 24.
4. Hyo-Taek Chon(Invited lecture), 2015, Emission Level and Pollution Characteristics of
Platinum Group Elements (Pt, Pd and Ir) and Related Heavy Metals in Road Dusts
from Seoul Area in Korea. Toyama University, Toyama, Japan, 201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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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기후변화센터 아시아녹화기구 추진위원. 기후변화센터, 2014. 5~현재
2. 서울대학교 개학 반세기 편찬위원회 공대 편찬위원. 서울대학교, 2014. 1~현재
3.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편집위원. 서울대학교, 2014. 11~현재
4. 후원회 목련회원, 예술의 전당, 2015. 1~현재
5. (주)다산티앤씨 상임고문
6. 여행작가 이사, 현대수필 이사
7. 한국공학한림원 원로회원
8. IAAG(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pplied Geochemists) 석학회원(Fellow member).
9. 서초수필문학회, 현대수필문인회, 한국수필학회, 한국산문작가협회, (사)한국수필가협회
회원.
10. 한국문인협회(수필 분과) 회원. 2015. 12.
11. 세계여행작가협회 회원/자문위원. 2015. 9.

<기고문>
1. “새벽의 전화” 현대수필(계간, 봄호, 통권 93호), 77-80쪽, 2015.
2. “암석기행(1) - 화강암” 여행작가 1~2월호(통권 8호), 164-165쪽, 2015.
3. “충견 똘이의 죽음(개정 원고)” 서울대 총동창회 소식 3월호(통권 444호), 23쪽, 2015.
4. “공학계 대학원생의 논문 쓰기와 예비 학자로서의 인성 훈련에 대한 경험적 에세이” 서
울대학교 명예교수님들이 대학원생들에게 들려주는 논문 쓰기에 대한 조언,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 교실, 125-136쪽, 2015.
5. “암석기행(2) - 응회암” 여행작가 3-4월호(통권 9호), 172-175쪽, 2015.
6. “암석기행(3) - 사암” 여행작가 5-6월호(통권 10호), 188-191쪽, 2015.
7. “결혼식 주례 경험에 대한 단상”, 한국산문 4월호(통권 108호), 146-150쪽, 2015.
8. “나의 서재와 많은 책들”, 서초수필문학회 14집(왜 그랬을까), 문학관, 241-244쪽, 2015.
9. “나의 불안 이력서” 서초수필문학회 14집(왜 그랬을까), 문학관, 13-17쪽, 2015.
10. “정년 전후에 달라진 일들” 조선문학 4월호(통권 288호), 217-221쪽, 2015.
11. “나의 첫 해외 유학” 서울공대 2015 봄호(통권 97호), 48-50쪽, 2015.
12. “아쉬운 순간들, 고마운 사람들” 월간에세이 5월호(통권 337호), 38-39쪽, 2015.
13. “백두산 천지 등정기” 에세이스트 5-6월호(통권 61호), 132-139쪽, 2015.
14. “세 가지 무엇인가(Three whats?)에 대한 단상” 현대수필문인회 청색시대 21집(블랙 박
스를 열어라), 문학관, 48-52쪽, 2015.

264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5, 제11호

15. “터너(Turner)의 그림 속으로” 인간과 문학 가을호(통권 11호), 354-357쪽, 2015.
16. “암석 기행(4) - 대리석” 여행작가 7-8월호(통권 11호), 172-175쪽, 2015.
17. “소위 정치교수들의 일반적 특징” 현대수필 가을호(통권 95호), 93-98쪽, 2015.
18. “나에 대한 단상” 좋은수필 11월호(통권 52호), 121-125쪽, 2015.
19. “BMW 인생”, 한국수필 12월호(통권 250호), 170-172쪽, 2015.
20. “암석 기행(5) - 점판암(슬레이트)” 여행작가 9-10월호(통권 12호), 170-173쪽, 2015.
21. “암석 기행(6) - 편마암(나이스)” 여행작가 11-12월호(통권 13호), 158-161쪽, 2015.

<기타 근황>
1. SCI 국제학술지 Guest Editor 수행: CATENA(Elsevier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Soil
Science- Hydrology- Geomorphology, 5-Year I.F.=3.074)의 특별호(v.136, pp. 1-96,
January 2016) “광산지역 토양의 복원(Reclamation of mining site soils, Part 1)”의
Guest-editor.

강석호

(산업공학과)

<저서, 역서, 편저>
1. 강석호: 공학기술과 경영. 총 533쪽, 박영사, 2015. 6. 1.

김효철

(조선해양공학과)

<저서, 역서, 편저>
1. 신동식, 김효철 외: 진수회 70년, 남기고 싶은 이야기. 조선해양공학과 동창회 70년사, 편
집 간사위원, 지성사, 2015. 5. 22.
2. 김효철 외: Shipbuilding Technology(영역). 대한조선학회, 편집위원장, 지성사, 2015. 6.

<논문>
1. 류재문, 김효철(2015) 수동형 감요수조 설계를 위한 벤치테스터 개발. 대한조선학회논문
집, 52(6), 452-459,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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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회의>
1. 김효철: KTTC 모형시험법 국내 표준화 방안 연구. KTTC 2015 춘계워크숍, 삼성중공업
대덕연구센터 컨퍼런스룸, 2015. 4. 18.
2. 김상현, 이승희, 이영길, 김재성, 김효철: 인하대학교 예인수조시스템 설계 및 구축. KTTC
2015 하계워크숍, 인하대학교 정석학술정보관 6층, 국제회의장, 2015. 8. 27.

<기타 근황>
1. 거제대학교 저항측정용 분력계 설계. ㈜KH 시스텍, 2015. 1. 7.
2. Singapore 국립대학 심해해양공학수조 설계개념 자문. ㈜동현씨스텍, 2015. 2. 4.
3. 선저청소용 로봇 제작과 기본 시방에 관한 자문. ㈜동현씨스텍, 2015. 3. 24.
4. 수조활용성증대를 위한 자문회의. 수중건설로봇 사업단, 2015. 4. 14.
5. 인하대학교 무인전차 설계 자문. ㈜KH 시스텍, 2015. 4. 20.
6. 인하대학교 선형시험수조용 소파장치 개념설계 자문. ㈜KH 시스텍, 2015. 5. 24.
7. 외팔보형 고속예인전차의 트러스 구조설계 자문. ㈜KH 시스텍, 2015. 6. 22.
8. 빙해수조의 결빙 촉진장치 설계자문. KRISO, 2015. 7. 13.
9. 선박모형시험 KTTC 표준시험법 제정 회의. 인하대학교, 2015. 8. 27.
10. 지능형 다분력 검력계의 설계개념 자문. ㈜프로컴, 2015. 9. 2.
11. 수동형 벤치테스터의 계측신호 및 자료처리에 관한 자문. ㈜수퍼센츄리, 2015. 10. 19.
12. 생산기술연구소 조파장치 설계에 관한 자문. ㈜동현씨스텍, 2015. 10. 20.
13. Iowa 대학 고속예인전차 시스템 설계 제안서. ㈜KH 시스텍, 2015. 11. 3.
14. 기계식 고속전차 급제동 브레이크 시스템 설계자문. ㈜동현시스텍, 2015. 11. 17.
15. 해군사관학교 선형시험수조 기본계획 자문. 해군사관학교, 2015. 12. 8.

농업생명과학대학
김병동

(식물생산과학부)

<저서, 역서, 편저>
1. 김병동. 대학원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생명과학논문쓰기.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
터 글쓰기교실 편(10인 공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들이 대학원생들에게 들려주는 논

266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5, 제11호

문쓰기에 대한 조언』, 137-147쪽(총 156쪽). 2015. 1. 30.

<논문>
1. 김병동: 21세기 선진문명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 조망: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4,
제10호, 19-29쪽, 2015. 4. 23.

<학술회의>
1. Global Economic Leaders Summit (GELS 2015). 초청연사로 참석 및 발표. Changchun
City, Jilin Province, China. 2015. 8. 30~9. 1.

<강의 및 특강>
1. “생명과학자로 살아가기” 안성가온고등학교. 2015. 5. 29.
2. “FBI DNA로 다시 읽는 생명과학” 분당낙생고등학교 2015. 7. 8.
3. “FBI DNA로 다시 읽는 생명과학” 서울고등학교. 2015. 7. 10.
4. “생명공학 한류를 준비하자” 분당중앙고등학교. 2015. 7. 13.
5. “Foldback Intercoil DNA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분당지
구교류회. 2015. 12. 9.

<기타 근황>
1. 제6회 “참행복 나눔 포럼” 및 여수시 문예탐방 프로그램 참여. 여수 진남문예회관. 2015.
4. 22-23.
2.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과학대중화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3.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편집위원장으로 제11호(2015년) 편집회의 및 제작 참여
4.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운영위원회 및 동원교육집담회 참여.

이병일

(식물생산과학부)

<논문>
1. 이병일, 손정익(2015) 식물공장 실용화 기술 - 과거, 현재, 미래. 학술원논문집 제54집 1
호, 28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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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회의>
1. 원광대학 숭산기념관에서 개최된 2015년도 제1회 채소포럼에 참석, 2015. 1. 15~16.
2. aT센터에서 개최된 한국원예학회 주최 제9회 원예산업 정책토론회(주제: 남북한 원예 교
류 및 발전 전략)에 참석, 2015. 2. 26.
3. 학술원 세미나에서 “식물공장 실용화 기술 -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 2015. 5.
15.
4. 국립원예특작과학원(완주)에서 개최된 (사)한국원예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에 참
석, 2015. 5. 21~5. 22.
5. 완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개최된 (사)한국블루베리협회 하반기 세미나에 참석,
2015. 10. 2.
6. 대한민국학술원이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한 한일학술포럼에 참석, 2015. 10. 8.
7. 대한민국학술원 국제학술대회에 참석. 주제: “우리 時代의 言語의 學際的 探究
(Interdisciplinary exploration of language in our age)” 2015. 10. 23.
8. 여수 엑스포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사)한국원예학회 추계학술발표회에 참석, 2015. 10.
29~10. 30.

<기타 근황>
1. 화농연학재단 이사회에 참석하여 2014년도 결산 및 2015년도 예산 심의, 2015. 2. 4.
2. 수안보파크호텔에서 개최된 (사)한국블루베리협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주제: 블루베리의
6차산업화)에 참석하여 축사, 2015. 2. 6~7.
3. 2월 13일: 화성시 서신면 해운초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하여 백거장학회 2014년도 장학금
을 수여, 2015. 2. 13.
4. (사)한국블루베리협회 이사회에 참석, 2015. 2. 28.
5. 여주 영릉에서 세종대왕 제565회 기신제 참반, 2015. 4. 8.
6. 원우회가 완주 원예특작과학원에서 주최한 우장춘 박사 추도식에 참석, 2015. 5. 20.
7. 대한민국학술원 총회에 참석, 2015. 7. 10.
8. (사)한국블루베리협회 이사회에 참석, 2015. 8. 20.
9.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된 2015년도 제2차 채소포럼에 참석하고 익일에는 채소재배
현장을 견학, 2015. 8. 27~8. 28.
10. 학술원 자연 제5분과 발전방향에 관한 워크숍 참가(전남 광주), 2015. 10. 13~10. 14.
11. TAMAS 2015 대전국제농업기술전(대전무역전시관) 참관, 2015. 11. 4.
12. 대한민국학술원 정책토론회에 참석, 2015.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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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재단법인 화농연학재단의 2015 화농상 수상 후보자 심사에 참여, 2015. 11. 17.
14. 북한 평양 양각도국제호텔에서 남한의 월드비전 북한농업연구소와 북한의 민경련이 공
동으로 개최한 제14차 남북 농업과학 심포지엄에 자문역으로 참석, 만경대고향집 등 유
적지와 농업과학원, 남새(채소)연구소, 협동농장, 승마구락부, 개선문 등을 시찰, 2015.
12. 8~12. 12.
15. 대전 유성에서 개최된 (사)한국블루베리협회 이사회에 참석, 2015. 12. 22
16. 기타: 대학, 농업단체,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행한 블루베리의 생리 및 생태 그리고 재배기
술에 관한 강의: 파주군(1/19), 충북자치연수원(1/27, 11/3), 수원시(2/5, 9/22), 화성시 해
운초교(2/9), (사)한국블루베리협회(2/27), 한국유기농블루베리연구회(3/4, 5/6, 9/1~2,
11/18), 전북마이스터대학(3/5, 3/19, 4/2), 충북영동마이스터대학(3/11, 4/7), 농협안성교
육원(4/14~15), 경기광주군(4/22), 제주유기농블루베리연구회 회원농가(4/29~30), 농협
대학(6/20), 화성시(8/25), 서익산 농협(9/8), 안산시(10/1)

이돈구

(산림과학부)

<논문>
1. Budiman B, Sudrajat DJ, Lee DK, Kim YS. (2015) Effect of initial morphology on field
performance in white jabon seedlings at Bogor, Indonesia. Forest Science and
Technology, 11(4): 206-211.

<Book Chapter>
1. Lee DK, Park PS, Park YD. 2015. Forest restoration and rehabilit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Chapter 10). Pages 217-231 in Stanturf JA (ed). Restoration of Boreal and
Temperate Forests. 2nd Edition. CRC Press, New York.

<학술회의>
1. 2015 Global Saemaul Undong Forum “Global Collaboration for a Safer and Happier
World”, Session 4 좌장. 경상북도, 영남대학교, 글로벌새마을포럼 및 지구촌발전재단, K호텔, 경주시. 201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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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및 특강>
1. 조림학. 영남대학교 박정희새마을대학원, 2015. 3. 2~6. 19.
2. 산림과 단기소득. 영남대학교 박정희새마을대학원, 2015. 7. 13~9. 18.
3. 사방 및 복원생태학. 영남대학교 박정희새마을대학원, 2015. 10. 19~2016. 2. 5.
4. Restoration of degraded forests through social movements: The Korean experience of
accomplishing forest transition. FAO 8th Executive Forest Policy Course “People, Land
Use and Forests in the ASEAN: Policy Challenges in the 21st Century”에 초청특강. Nay
Pyi Taw, Myanmar, 2015. 3. 27.
5. 산림분야의 글로벌 리더(Global Leader in Forestry Sectors).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
학 임학동문회 초청특강, 2015. 9. 10.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특임석좌교수. 영남대학교 박정희새마을대학원. 2013. 4~현재.
2. 위원장.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자문위원회. 2013. 7~현재.
3. 위원. YTN Science 시청자위원회. 2014. 10~현재.
4. 부원장 (학술담당).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15. 1~현재.
5. 이사장. 생명의 숲 국민운동. 2015. 3~현재.

<기고문>
1. 우리의 과학기술,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림원소식. 103호 권두언.
2015년 3월호.

정희석

(산림과학부)

<저서, 역서, 편저>
1. 정희석(산림과학부): 목재사전, 총 536쪽,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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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준

(농생명공학부)

<보고서 및 자료집>
1. 나용준[공동연구자]: 서울대학교 칠보산 학술림 조경수 병해충 조사(2014년도). 107쪽, 서
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병원, 2015. 2.
2. 나용준: 소나무 디플로디아 순마름병. 8쪽, 서울대학교 수목진단센터, 2015. 11.
3. 나용준: 벚나무 갈색무늬구멍병. 8쪽, 서울대학교 수목진단센터, 2015. 11.
4. 나용준: 벚나무 빗자루병. 8쪽, 서울대학교 수목진단센터, 2015. 11.
5. 나용준: 아까시재목버섯에 의한 줄기밑둥썩음병. 8쪽, 서울대학교 수목진단센터, 2015. 11.

<학술회의>
1. 나용준: 한국의 수목의학교육-현황과 전망. 한·일 수목의학 공동 심포지엄, 한국나무병
원협회, 국립산림과학원 국제회의실, 2015. 9. 10.
2. 나용준: 조경수의 올바른 가지치기. 조경수의 건강관리 학술 세미나, 경북대학교 수목진
단센터,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2015. 10. 16.
3. 나용준: 조경수의 올바른 가지치기. 생활권 조경수의 건강관리 심포지엄, 순천대학교 수
목진단센터, 순천대학교 박물관 시청각실, 2015. 11. 10.

<강의 및 특강>
1. 수목병 관리, 수목외과수술, 올바른 가지치기, 수목의 상처치료 등 4개 과목 강의. 서울대
학교 식물병원 주최 제29회 조경수관리교육과정, 2015. 1. 26~1. 30.
2. 올바른 가지치기와 수목의 상처치료. 제1회 안산시 도시숲 관리인 직무강화교육, 안산시
공원과, 안산시 상록 시민홀, 2015. 2. 26.
3. 조경수 가지치기 이론과 실제. 제5기 산주·임업인 교육, 산림조합 중앙회 임업인 종합연
수원, 경북 청송, 2015. 7. 8.
4. Forest Pathology. 아시아 산림협력기구 주최 AFoCo Landmark Program Training
Course on Forest Pest Management, Braintree Biotechnology Institute, 서울, 2015. 7.
20~7. 25.
5. 수목병 관리, 수목외과수술, 올바른 가지치기, 수목의 상처치료 등 4개 과목 강의. 서울대
학교 식물병원 주최 제30회 조경수관리교육과정, 2015. 8. 24~8. 28.
6. 조경수 병해 관리. 서울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주최, 경기도 산하 수목관리 담당 공무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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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수목관리기술교육, 2015. 10. 19(1차), 10. 26(2차).
7. 수목병 진단 워크숍. 서울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주최, 경기도 산하 수목관리 담당 공무원
대상 수목관리기술교육, 2015. 10. 20(1차), 10. 27(2차).
8. 가지치기와 상처도포제. ㈜유원에코사이언스 간담회, 천안 휴러클 리조트, 2015. 12. 4.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개성공단 수목관리 자문. 2015. 10. 30~10. 31.

<기타 근황>
1. “수목 외과수술 방법” 특허 등록 제10-1549958호. 2015. 8. 28.

우건석

(농생명공학부)

<학술회의>
1. 우건석: 대륙 간 이용 현황, 꿀벌에 미치는 위해 문제, 양봉 생산물의 품질. 꿀벌의 인공사
료에 관한 워크숍, Apimondia 집행위 주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 2015. 5. 17.
2. 우건석: History, Current State, Problems and Prospects Apitherapy Development in
South Korea. 제 5차 Maha Chakri Sirindhorn 공주의 지속가능한 연구와 개발에 관한 국
제 대회, IMPACT Forum, IMPACT, Muang Thong Thani, Thailand, 2015. 6. 3~6. 4.
3. 우건석: 제44차 세계양봉대회의 추진 과정을 보고. 아시아 양봉협회의 회장단 평의회,
IMPACT Forum, IMPACT, Muang Thong Thani, Thailand, 2015. 6. 4.
4. 우건석: Innovated Natural Beekeeping Program 주관. 세계 양봉 연맹 집행위원회, 우리
나라 DMZ 근교 양봉장, 2015. 7. 9~7. 10.
5. 우건석: An Overview for The Implication of Natural Beekeepers Profits. 제44차 세계양
봉대회, 대전 컨벤션 센터, 2015. 9. 17.

<강의 및 특강>
1. 프로폴리스. Global standard로 가는 길. 한국 프로폴리스 연구회, 대전 벤처회관, 2015.
1. 30.
2. 조경수해충의 발생 예찰 및 진단. 제일모직(주)가 주관한 조경건설교육, 건국대학교 산학
협력관, 201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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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0차 학술발표회 참석. 한국양봉학회, 대전 컨벤션센터, 2015. 3. 17.
4. 조경수해충의 발생 예찰·생태.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주최 제30회 조경수관리교육과정,
서울대학교 75-1동, 2015. 8. 26~8. 27.

<기고문 - 보고서 및 자료집>
1. 우건석[공동연구자]: 서울대학교 칠보산 학술림 조경수 병해충 조사(2014년도). 107쪽, 서
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병원, 2015. 2.
2. 우건석: 미국선녀벌레. 서울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기술자료 2015-5. 8쪽, 서울대학교 수목
진단센터, 2015. 11.
3. 우건석: 전나무잎응애. 서울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기술자료 2015-6. 8쪽, 서울대학교 수목
진단센터, 2015. 11.

<기타 근황 - 국외활동>
1. 태국산 벌꿀이 Home-made Market, 일반 마트의 Honey Stand에서 종류, 가격을 비교한
유통정보를 알아봄. BangKok, 2015. 6. 7.
2. 양봉 산물의 품질 관리와 등록에 관한 컨설팅. 태국 Chiang Mai의 Phatthanakit Bee
Farm, 2015. 6. 10.
3. Stingless Bee에 관한 공동 연구 과제를 검토. Chiang Mai의 Maejo 대학 대학원, 2015. 6.
10.
4. 병·해충 발생 생태 공동 조사. Maejo 대학교 농과대학의 Mango 농장을 방문, 2015. 6. 11.
5. 양봉 경영 현황과 양봉 생산물의 유통 시스템을 알아봄. 미국 워싱턴주 Tonasket 소재 양
봉장을 방문, 2015. 10. 15~10. 17.
6. 식물상과 느릅나무좀 방제용 페로몬 유인 트랩 운영과 효과 조사. Boston Common과
Public Garden을 방문, 2015. 11. 8~11. 9.
7. 농업 해충·Back Yard Beekeeping 관련 자료 열람. Boston Public Library, www.bpl.
org, 2015. 11. 9~12.
8. 벼과 식물, Honeysuckle, 산림해충관련 표본을 비교함. Harvard 대학 자연사박물관을 방
문, 2015. 11. 10~11. 12.
9. Mesoamerican, Andean과 동남아 열대림의 식생과 밀원 식물 종류를 확인. 샌프란시스
코 식물원(SFBG), www.sfbotanicalgarden.org, 2015. 11. 25~11. 28.
10. 캘리포니아주 Oakland시의 가로수 Benjamin Tree, Indian banyan에 가해하는 Cuban
laurel thrips의 발생 생태를 조사. 2015. 11. 27~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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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미국 Florida 주 Homestead 군지역 아보카도 농장, 호박 재배지에서 화분매개용 꿀벌의
임대 현황·시세 등을 파악. 2015. 12. 12~12. 13.
12. 미국 Florida 주 포터로더데일 Weston 시의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벌꿀의 종류·가격 등
을 조사. 2015. 12. 14~12. 28.

<기타 근황 - 국내활동>
1. CCTV를 이용하여 솔수염하늘소의 교미·산란습성 행동 조사.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2015. 2. 9.
2. 소나무 재선충병을 매개하는 북방수염하늘소·솔수염하늘소에 대한 방사능 동위원소처
리에 의한 방제 사업 협의.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2015. 2. 24.
3. 양봉산업육성포럼에 초청받아 토론 참여. 농립수산식품부, 경남 삼천포 Alinus 호텔, 205.
3. 19.
4. 미국 오리건주립대학교 Michael Burgett 교수와 세계 양봉 산업의 연구 개발에 관해 협
의. 경기 파주출판단지, 2015. 3. 22.
5. 서울 호텔신라의 조경수 관리 실태와 해충 발생 현황을 현장 조사. 제일모직(주), 2015. 4.
20.
6. 양봉 경제 분과 활동 현황을 보고. 세계 양봉 연맹 집행 위원회,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2015. 5. 16~5. 18.
7. 잠실 Lotte World Mall, 신세계 백화점, Lotte 백화점에서 아까시아, 유카맆투스, 해바라
기, 레몬, 밤, 오렌지 꿀 등 6종의 수입꿀의 판매 전략을 조사. 2015. 5. 20~25.
8. 서울대학교 칠보학술림에서 수목해충의 발생 생태를 조사. 서울대학교 칠보학술림,
2015. 6. 22.
9. 김천 구미 삼성전자 1, 2 캠퍼스의 조경수 관리·조경수목 해충 발생 실태 조사에 참여.
제일모직(주), 2015. 6. 24.
10. 제일모직(주)의 수지 레미안 아파트·서울 우면동 삼성 Design R&D 단지의 조경수 해충
발생 예찰과 진단을 실시. 제일모직(주), 2015. 7. 24.
11. 서울대학교 칠보학술림 일대의 병·해충 발생상 조사. 서울대학교 칠보학술림 2015.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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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근

(농산업교육과)

<학술회의>
1. 이무근: 평생학습사회에서의 진로교육,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제41차 한국진로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조강연,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 컨벤션센터(본관 7층). 2015. 11.
18.

<강의 및 특강>
1. 미래 변화가 요구하는 인재상과 전문대학 교육방향. 경복대학교 대강당. 2015.1.02.
2. 꿈꾸는 진로여행.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2015.1. 12~1. 15, 2015. 8. 5~8. 6.
3. 미래변화가 요구하는 특성화 전문대학 교육방향. 특성화 전문대학 발전협의회 동계세미
나, 청주 라마다플라자호텔. 2015.1.14.
4. 한국 전문대학 교육과정의 역사와 미래, 그리고 NCS 교육과정. 2015 한국전문대학 교
무·입학처장협의회 상반기 연수, 대전 호탤 인터시티 리벤다홀. 2015. 4. 23
5. NCS 기반 교육과정의 의미와 목적. 교육부 주최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고교 직업교육
과정 1차 포럼, 충남대학교 정심화 국제문회관. 2015. 4. 29.
6. 내일의 전문대학이 나아갈 길. 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 동계연찬회 기조강연, 메
종글래드제주호텔. 2015. 12. 17.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위원장.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연차 평가위원회, 2015. 5. 12~5. 15.
2. 위장.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연차평가 결과 확정 및 재정 배분위원회, 2015. 6. 3.
3. 위원장.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학 통합교육 육성 사업(Uni-Tech) 선정 평가위원회,
2015. 7. 29.
4. 위원장. 한국연구재단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제2기 사업관리위원회. 2015. 6. 25~
2016. 6. 24.
5. 좌장. 제2회 한국형 일학습병행제 정착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세션 2, 2015. 10. 22.
6. 위원장.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제6차 사업관리위원회, 2015. 12. 22.

<기타 근황>
1. 서울대학교 상록문화재단 발전기금 1천만 원 기부. 2015.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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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대학·법학전문대학원
김철수

(법학부)

<저서, 역서, 편저>
1. 김철수: 헌법개설 제14판. 총 512쪽. 박영사, 2015. 8. 30.
2. 김철수: 한반도 통일관련 평론집. 총 188쪽. 한국헌법연구소, 2015.
3. 김철수: 법과 사회. 총 188쪽. 한국헌법연구소, 2015.

<논문>
1. 김철수(2015) 신 냉전기 주변강국의 한반도 정책. 현대 공법의 이론과 판례의 동향. 119150.
2. 김철수(2015) 통일헌법 제정에 의한 통일 가능할까. 명지법학 제13호. 1-27.
3. 김철수(2015) 남북한의 통일정책. 한반도 통일관련 평론집. 1-41.
4. 김철수(2015) 한반도의 통일을 생각한다. 서울대명예교수회보제10호. 175-183.
5. 김철수(2015) 박근혜 정부 후반기의 국가개혁과제. 법과 사회 평론집」 38-49.
6. 김철수(2015) 독일통일 25년 되짚기 ① 통일 독일을 가다. 문학사상 통권 513호(2015. 7).
7. 김철수(2015) 독일통일을 향한 경제·외교적 협상. 문학사상 통권 514호(2015. 8).
8. 김철수(2015)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 세계시민 창간호(2015 여름). 40-55.
9. 김철수(2015) 독일통일 25년의 결산과 교훈. 문학사상 통권 515호(2015. 9).
10. 김철수(2015) 독일통일 25년의 결산과 교훈(2). 문학사상 통권 517호(2015. 11).
11. 김철수(2015) 통일헌법안에 관한 연구 – 통일헌법안과 제정이유. 대한민국학술원 정책토
론회, 5-164.
12. 김철수(2015) 통일헌법안에 관한 연구 – 통일헌법안과 제정이유(요약). 대한민국학술원
논집 인문·사회과학 편.

<학술회의>
1. 2015 세계사회과학포럼 참가. 남아공 더반(9. 11~10. 4), 윤기중 회원과 함께 참여(참가
기: 학술원회보. 2015. 11. 참조).
2. 대한민국학술원 제10회 한일학술포럼 참가(2015. 10. 7).
3.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원로와의 대화 참가(2015.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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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1.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은 국민적 지상명령. 데일리한국, 2015. 1. 22.
2. 개헌, 정치인에게 맡기면 위험. 대한언론인회, 2015. 2. 27.
3. 이완구 총리, ‘4월 위기설’ 퇴치하고 ‘연립정권’ 기반 만들어야. 데일리한국, 2015. 2. 24.
4. 김영란법 대상에서 국회의원 뺀 것은 꼼수 시민단체도 포함해야. 데일리한국, 2015. 3. 13.
5. 김영란법에 대한 7가지 비판. 주간한국 제2568호. 47면. 2015. 3. 16.
6. 모교 장기발전의 인프라 구축. 관악춘추, 2015. 3. 23.
7. 헌재에 회부된 ‘김영란법’, 논란 없도록 시행 전에 개정·보완해야. 데일리한국, 2015. 4. 5.
8. ‘검은 돈 정치’ 벗어나려면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그쳐선 안돼. 데일리한국, 2015. 4. 22.
9. 국회 박상옥 표결 더 늦출 명분 없다. 문화일보, 2015. 4. 22.
10. 성완종 비밀 사면 되풀이 막으려면. 조선일보, 2015. 5. 2.
11. 법조인 출신 총리의 직무는 국가기강 확립과 법치질서 보장. 데일리한국, 2015. 5. 28.
12. 국회법 논란과 정계개편… 야당은 이념에 따라 분당하고 여당도 분당 검토해야. 데일리
한국, 2015. 6. 10.
13. 소위 ‘국회선진화법’은 폐지해야 한다. 조선일보, 2015. 6. 10.
14. 대통령제 유지하면서 비례대표제 확대하면 국정 혼란 가능성도. 데일리한국. 2015. 8. 12.
15. 이탈리아 의원 줄이는데… 우리는 3~10석 늘리는 야합 우려도. 데일리한국, 2015. 10. 19
16. 이탈리아 의원 줄이는데… 우리는 3~10석 늘리는 야합 우려도. 주간한국 제2599호. 2015.
10. 27.
17. 국회선진화법 헌재결정 시급하다. 문화일보, 2015. 11. 2.
18. 선거구 획정 시한 못지키면 위헌 비상사태 우려. 데일리한국, 2015. 11. 11.
19. 헌법과 법치에서 본 문민정부의 공과 과. 문화일보 2015. 11. 25.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회원. 대한민국학술원, 2015. 1~12.
2. 이사. 유기천출판문화재단, 2015. 1~12.
3. 이사장. 한국헌법연구소, 2015. 1~12.
4. 회원. 공법이론과 판례연구회 월례발표회, 2015. 1~12.

<연구논문발표>
1. “통일헌법안에 관한 연구” 정책토론회 발표. 대한민국학술원, 2015.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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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고

(법학부)

<저서, 역서, 편저>
1. 최종고: 법학통론 제4개정판. 총 587쪽, 박영사, 2015. 6. 25.
2. 최종고: 법과 생활 제3개정판. 총 668쪽, 박영사, 2015. 6. 30.
3. 최종고: 사도법관 김홍섭평전. 총 252쪽, 나비꿈, 2015. 10. 30.

<강의 및 특강>
1. 바람직한 법관상. 사법연수원, 2015. 2. 6.
2. 우리 시대의 사도법관 김홍섭. 서울고등법원, 2015. 3. 16.
3. 동아시아인의 전기. 동북아역사재단, 2015. 5. 6.
4. 춘원 다시보기. 인간개발연구원, 2015. 6. 25.
5. 민족의 지도자 애산 이 인. 국회의사당, 한글학회, 2015. 9. 4.
6. 이항녕의 생애. 이항녕기념강좌, 경북대학교 법대, 2015. 9. 15.
7. 유기천의 생애. 유기천탄생100주년심포지엄, 프래스센터, 2015. 10. 6.
8. 김홍섭의 생애와 사상. 한국인물전기학회, 2015. 10. 29.
9. 미술 속의 법과 정의. 서울법대 인권법센터, 2015. 11. 18.
10. 정광현의 생애. 민사법학회, 고려대학교, 2015. 12. 12.
11. 김홍섭의 법사상. 형사정책연구원, 2015. 12. 30.

<기고문>
1. 법조전기(法曹傳記)의 의의 - 한국 사법을 지킨 양심(김병로, 최대교, 김홍섭), 일조각,
13~19쪽, 2015. 4. 30.
2. 가시는 수연 박희진 선생님께. 다시올문학 2015 여름호, 30~31쪽.
3. 프리덴탈의 한국인상기, 세계한글작가대회기념문집, 국제펜클럽한국본부, 446~448쪽,
2015. 9. 7.
4. 평화시장에서. 법동네 시동네, 서정시학 66, 2015년 여름호, 212~214쪽.
5. 나의 서울대 도서관 회고. 圖友會報 18, 26~40쪽, 2015. 11. 23.
6. 내 마음 속의 미술: 괴테의 ‘달빛 속의 브로켄’. Seoul Art Guide 163, 70쪽, 2015.
7. 서울대학교와 6·25기념비. 서울대 총동창회보 6월호, 2쪽, 2015. 6.
8. 탈속의 성자를 그리며(김홍섭), 생활성서, 11월호, 84~88쪽, 20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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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방준경(필명 김화산)의 삶과 문학. Fides 4호, 50~62쪽, 2015. 12.
10. 서울법대와 전태일사건: 나의 체험과 시. Fides 4호, 150~157쪽, 2015. 12.
11. 아모스 오즈와의 대화. Fides 4호, 205~211쪽, 2015. 12.
12. 월송 유기천(1915~1998)의 삶. 유기천의 생애와 사상, 유기천교수 탄신 100주년 심포지
엄, 3~26쪽, 2015. 10. 5.
13. 세계한글작가대회 참관기: 세계화시대의 글쓰기. PEN문학 128호, 18~20쪽, 2015. 11. 12.
14. 월송 유기천(1915~1998)의 생애. <다시 유기천을 생각한다> 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
단 편, 법문사, 161~178쪽, 2015. 12.
15. 프라이부르그에서 맞은 월송 10주기. <다시 유기천을 생각한다> 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
판재단 편, 법문사, 412~414쪽, 2015. 12.
16. 월송의 발자취를 따라서: 몇 가지 장면. <다시 유기천을 생각한다> 유기천교수기념사업
출판재단 편, 법문사, 450~461쪽, 2015. 12.
17. 월송 유기천의 생애: 발표문요약. 월송회보 11호, 2015. 12.
18. 100년의 월송: 유기천 총장 묘소에서(시). 월송회보 11호, 2015. 12.
19. 민족의 지도자 애산 이인. 한글새소식 518호, 한글학회, 2~13쪽, 2015. 10.

사범대학
김신일

(교육학과)

<저서, 역서, 편저>
1. 김신일: 교육사회학 제5판. 총 554쪽, 교육과학사, 2015. 2. 25.

<논문>
1. Kim Shinil (2015) Education policy towards lifelong learning in Korea.
Gartenschlaeger, Uwe and Esther Hirsch (ed), Adult Education in an Interconnected
World, DVV International, 126-133.

<학술회의>
1. Kim Shinil.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Korean Education. A keynote speech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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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ifelong Learining, Chulalongkorn University,
Thailand. 2015. 1. 22.
2. Kim Shinil. The Korean Approach to RVA on Lifelong Learning. A keynote speech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ifelong Educa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National Taiwan Normal University, 2015. 11. 27.
3. 김신일. 5.31교육개혁의 교육사적 의미와 성과.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대회 기조강연. 성
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2015. 5. 9.
4. 김신일. 한국평생교육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평생교육학회 연차대회 기조강연. 제주대
학교 국제교류회관, 2015. 10. 16.
5. 김신일. 교육연구에서 학부모의 재발견. 한국학부모학회 연차대회, 기조강연. 서울대학교
교육정보관, 2015. 11. 21

<강의 및 특강>
1. 특강-한국평생교육제도의 발전과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5. 9. 8.
2. 특강-평생학습시대 인적자원개발정책. 충청남도 인적자원위원회 세미나, 2015. 9. 23.
3. 특강-평생학습시대 인적자원정책의 방향. 부산인적자원위원회, 2015. 10. 28.
4. 기조강연-지역평생학습운동의 시대적 요청.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연차대회, 순천 에코
그라드호텔. 2015. 11. 13.

<기타 근황>
1. 특집근황-원로에게 길을 묻다: 김신일 전 교육부총리. 중앙 SUNDAY, 2015. 2. 8.
2. 특집근황-전직 교육장관들이 말하는 교육 해법: 김신일 장관. 한겨레신문. 2015. 3. 16.

박성익

(교육학과)

<저서, 역서, 편저>
1. 박성익 외 3인: 교육방법의 교육공학적 이해(제5판). 총 392쪽, 교육과학사, 2015. 8.

<강의 및 특강>
1. 자신의 꿈: 잠재능력 발견과 성공적 학업성취전략. 강원도 철원군 철원중·고등학교초청
강연(철원고, 철원여고, 김화고, 철원중, 철원여중, 김화중, 김화여중), 강원도 철원군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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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읍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대강당, 2015. 8. 13.
2. 성공적 대학생활을 위한 학습마인드 형성의 비결.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초청강연, 가톨릭관동대학교 마리아관 대강당, 2015. 11. 4.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심사위원. 2014 대한민국학술원 기초학문육성 사회과학분야 우수학술도서 선정 심사위
원, 2015. 4. 1~4. 17.
2. 위원. 2015학년도 국정도서 발행자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위원 선정위원회 위원, 한국교
과서연구재단, 2015. 10. 2~10. 16.
3. 자문위원.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ICT 활용 지원 서비스 구축방안 자문위원(울산과학기
술원, (주)스퀘어네트 컨설팅 영업본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동주관), 2015. 10. 30.
4. 심의위원. 교과서 표지화에 대한 인식수준과 국제비교연구. 연구과제심의위원, 2015. 11.
27.
5. 심사위원. 자랑스러운 창덕인 심사위원(서울창덕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 2015. 9. 14~
10. 10.
6. 감사. (사)천원 오천석 기념회 감사, 2011. 11. 1~현재
7. 이사. (사)한국행동과학연구소 이사, 2013. 5. 1~현재
8. 이사. 평안남도 순천군 군민회 이사, 2014. 5. 25~현재
9. 상임위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심의위원회 상임위원, 2014. 10. 15~현재
10. 연구위원. (재)한국교과서연구재단 비상임연구위원, 2015. 9. 21~현재

<기고문>
1. 박성익(2015) 교육의 본질 구현을 위한 교육공학의 연구방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제10호, 134~142쪽.

박갑수

(국어교육과)

<저서, 역서, 편저>
1. 박갑수: 재미있는 속담과 인생. 총 456쪽, 역락, 2015. 9. 17.
2. 박갑수: 교양인을 위한 언어, 문학, 문화, 그리고 교육 이야기. 총 516쪽, 역락 2015.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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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 박갑수(2015) 人事와 커뮤니케이션 文化,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회보(제10호), 10: 209~
218,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2015. 4.
2. 박갑수(2015) 환경언어와 한국어권 커뮤니케이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2015.
10), 19: 1~3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도자과정.
3. 박갑수(2015) 국어교육의 현황과 반성, 국학연구논총(2015. 12), 16: 127~147, 택민국학연
구원.

<학술회의>
1. 국어교육의 현황과 반성. 제59회 국어교육학회 전국학술대회, 고려대학교, 2015. 8. 29.
2. 환경언어와 한국어권 커뮤니케이션. 연변대학 과기학원 한국학연구소 개소 15주년 기념
학술회의, 중국 연변대 과기학원, 2015. 10. 30.

<기고문>
1. 내 언제 공경해 달랬소?. 한글+漢字문화, 제186호, 30~35쪽, (사)전국한자교육추진협의
회, 2015. 1. 1.
2. 길짐승은 족제비를 사랑하고… 한글+漢字문화, 제187호, 26~31쪽, (사)전국한자교육추
진협의회, 2015. 2. 1.
3. 어디 열쇠 좀 맞추어 봅시다. 한글+漢字문화, 제188호, 26~31쪽, (사)전국한자교육추진협
의회, 2015. 3. 1.
4. 한·중·일의 ‘설’ 문화. 한국문화교류 소식, 제15호, 1~3쪽,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
부, 2015. 3.15.
5.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총회와 창립 4주년 기념 포럼에 부쳐. (사)한국 언어문화교
육, 그 새로운 방향,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2015. 3. 30.
6. 조 포수 일약 중진에 오르다. 한글+漢字문화, 제189호, 52~57쪽, (사)전국한자교육추진협
의회, 2015. 4. 1.
7. 오줌 찔끔 지린내 장. 한글+漢字문화, 제190호, 55~59쪽, (사)전국한자교육추진협의회,
2015. 5. 1.
8. ‘뺑덕어멈 같다’는 어떻게 생겼다는 말인가?. 한글+漢字문화, 제191호, 64~69쪽, (사)전국
한자교육추진협의회, 2015. 6. 1.
9. 헌 누더기 이(李) 첨지(僉知). 한글+漢字문화, 제192호, 62~67쪽, (사)전국한자교육추진
협의회, 201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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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오매지상(烏梅之上)이오, 초병 마개오. 한글+漢字문화, 제193호, 40~45쪽, (사)전국한자
교육추진협의회, 2015. 8. 1.
11. 서초에 말똥을 싸서 붙여오니. 한글+漢字문화, 제194호, 56~61쪽, (사)전국한자교육추진
협의회, 2015. 9. 1.
12. 성자를 헐어 판 성(姓). 한글+漢字문화, 제195호, 66~71쪽, (사)전국한자교육추진협의회,
2015. 10. 1.
13. 국어교육의 목표 시비. 語文生活, 제215호, 3쪽, (사)한국어문회, 2015. 10. 1.
14. 헌 망건을 물렛줄로 얽어 쓰고… 한글+漢字문화, 제196호, 60~65쪽, (사)전국한자교육추
진협의회, 2015. 11. 1.
15. 오자서는 동문 상에 눈을 걸고. 한글+漢字문화, 제197호, ?~?쪽, (사)전국한자교육추진협
의회, 2015. 12. 1.

<수상>
1. 세종문화상 학술상 및 대통령 표창을 받음, 국립국악원 우면당, 2015. 5. 14.

이형식

(불어교육과)

<저서, 역서, 편저>
1. 이형식: 마르셀 프루스트 원작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À la recherche du temps perdu).
전 7권 중 3. 게르망뜨 쪽, 총 1020쪽, 펭귄클래식 코리아, 2015. 11. 20.
2. 이형식: 마르셀 프루스트 원작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À la recherche du temps perdu).
전 7권 중 4. 소돔과 고모라, 총 937쪽, 펭귄클래식 코리아, 2015. 11. 20.

허승일

(역사교육과)

<강의 및 특강>
1. 아테네 민주정. 서울대 고전학 콜로키움, 2015. 1. 9.
2. 로마사 강의(1~8강) 인천 연수 도서관, 2015. 3. 19~4. 30.
제1강 초기 로마 역사인가, 시 전설인가 (2015. 3. 12.)
제2강 로마 공화정-정치이념과 실제(201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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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강 신분 투쟁과 12표법 제정(2015. 3. 26.)
제4강 로마의 이탈리아 조직과 지중해 정복 (2015. 4. 2.)
제5강 로마의 시민 윤리-키케로의 의무론(2015. 4. 9.)
제6강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배경(2015. 4. 16.)
제7강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실제(2015. 4. 23.)
제8강 로마 공화정은 왜, 어떻게 쇠락하는가? - Caesar의 암살 이후 제2차 삼두정치까지
(2015. 4. 30.)
3. 다시, 역사란 무엇인가? - 역사를 아는 자, 미래를 얻는다. 한솔고등학교, 2015. 5. 7.
4. 로마사 강의 특강 Julius Caesar 암살: 얻은 것과 잃은 것. 영남대학교, 대구 범어 도서관,
2015. 10. 6.
5. 어떻게 하면 말(연설)을 잘 할 것인가. 백영고등학교, 2015. 12. 18.

<기고문>
1. 서평-Saskia Hin, The Demography of Roman Italy: Population Dynamics in an Ancient
Conquest Society, 201 b.c.e.–14 c.e.,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서양사론』 125(서울, 한국서양사학회, 2015), 251~255쪽.
2. 서평-Luuk De Ligt. 2012. Peasants, Citizens and Soldiers: Studies in the Demographic
History of Roman Italy 225 BC–AD 100.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지중해지역연구』 17(부산, 지중해지역원, 2015), 89~94쪽.
3. 서평-Public Land in the Roman Republic. A Social and Economic History of Ager
Publicus in Italy, 396-89 BC(Saskia T. Roselaar,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역사
학보』 228(서울, 역사학회, 2015), 495~501쪽.

진교훈

(윤리교육과)

<저서, 역서, 편저>
1. 진교훈: 대학원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철학논문쓰기.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글
쓰기교실 편(10인 공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들이 대학원생들에게 들려주는 논문쓰
기에 대한 조언』, 47~57쪽(총 156쪽), 2015. 1. 30.
2. 진교훈: 서장 - 순교의 철학적 고찰. 한국순교복자수도회 편(공저), 『순교의 철학적 고찰』,
12~26쪽(총339쪽), 2015.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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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교훈: 자기결정권의 한계와 연명의료중단. 한림대학교 생사학연구소 엮음(공저), 『생과
사의 인문학』, 15~36쪽(본문), 356-358쪽(참고문헌)(총 456쪽), 2015. 1. 31.
4. Chin Kyohun: Inaugural Address, “Philosophical Studies on Martyrdom”, in F.
Bousquet & others, Philosophical Studies on Martyrdom, The Brotherhood Publishing
House, 12~25쪽(총 339쪽), 2015. 12. 1.

<논문>
1. 진교훈(2015) 19세기의 자연법사상의 하강 - 서양근세 자연법사상 II. 이성과 신앙, 제57
호 (2014, 겨울호), 201-242쪽.
2. 진교훈(2015) 서양고대의 자연법사상. 이성과 신앙, 제57호(2015, 여름호).

<학술회의>
1. 진교훈, 강신익, 이병훈외 2명: 내러티브와 의학. 전주 우석대학교후원 한국 의철학회 춘
계학술대회, 전주한옥마을체험관, 2015. 5. 16.
2. 진교훈 외 2명: 한국사회의 인성교육이 나아갈 길. 한국철학적 인간학회 춘계 학술발표
회, 서울대 사범대 신교육관, 2015. 6. 22.
3. 진교훈 외 3명: 생명의 복음』 반포2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2015년 정기학술세미나, 한국
천주교주교회 생명윤리위원회와 천주교 서울 대교구 생명위원회 공동주최, 논평, 한국천
주교중앙협의회 대강당, 2015. 5. 30.
4. 진교훈, 장승희, 김연숙: 인간이해 - 레비나스의 인간관, 다산의 인간애. 한국철학적인간
학회 추계학술대회, 서울대 사범대학술정보관, 2015. 12. 19.

<강의 및 특강>
1. “바른 세상”. 서울대 해양정책 최고과정 특강, 해군호텔, 2015. 4. 14.
2. “사람다움이란 무엇인가?”. 서울신학대학 100주년기념 인문학강좌 특강, 2015. 5. 13.
3. “인성교육이란 무엇인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주최 제1회 인성교육집담회 특강,
서울대학교 관정도서관, 2015. 5. 18.
4. “사람다움”. 『인문학 세상을 만나다, 직무연수2기』, 충청남도 교육연수원(공주), 2015. 8. 14.
5. “순교의 철학적 의미”, 견진성사 특강, 서울 포이동성당, 2015. 9. 24.
6. “사람다움에 대한 이해”.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2015. 11. 16.
7. “웰비잉-웰다잉”. 서울 대교구 시니어아카데미, 서울 명동성당 교육관, 2015.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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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생명윤리위원회 위원. 한국천주교 주교회, “2014 한국사목연구소 생명과 가정에 관한 설
문 조사”에 관한 분석과 검토 수행, 제주도 엠마호 사제관, 2015. 1. 26~1. 28.
2. 신앙교리위원회 위원. 한국천주교 주교회, “신흥종교의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 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석, 포항 갈평 피정의 집, 2015. 2. 9~2. 11.
3. 생명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 천주교 서울 대교구, “생명의 신비상” 규정 수정 및보완에
대한 검토와 의결, 서울대교구교구청 별관, 2015. 3. 5.
4. 신앙교리위원회 위원. 한국천주교 주교회, “종말론의 문제점”에 관한 집담회 참석, 중곡
동 한국주교회의 중앙협의회, 2015. 4. 24~4. 25.
5. 생명의 신비상 추천위원회 위원장. 한국천주교 서울 대교구, 생명의 신비상 추천위원회
참석, 2015. 6. 4~6. 24.
6. 생명윤리위원회 위원. 한국천주교 주교회, “응급 피임약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 참석”,
2015. 6. 27.
7. 신앙교리위원회 회의 위원, 한국천주교 주교회, “종말론”에 관한 토의, 한국천주교주교회
의 중곡동, 2015. 7. 6~7. 7.

<기고문>
1. “생활 속의 명상”. 신풍, 2015년 봄호, 34-37쪽, 2015. 3. 5.
2. “사랑은 죽음이다 -인생, 행복, 진리, 죽음, 진리의 의미”. 가톨릭 비타 꼰, “놀이와 인생”.
신풍, 2015년 여름호, 2015. 7. 1.

<기타 근황>
1. 강성위 교수 추도식에서 추모사 발표. 한국가톨릭철학회와 가톨릭신학대학 공동 주최,
한국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2015. 7. 11.

임번장

(체육교육과)

<강의 및 특강>
1. 환영사: 국회의원 안민석 출간기념회. 중앙대학교, 유니버시티클럽, 2015. 2. 13.
2. 발표: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한국체육의 전망. 대한민국 스포츠, 새 좌표를 말하다. 21세
기 스포츠포럼 토론회, 손기정기념관, 55-75쪽. 201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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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표: 체육단체통합을 위한 2016년도 인건비 조정(안). 체육예산 현실과 확충 방안. pp.
3-13. 제4회 체육단체통합포럼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2015. 10. 14.
4. 대회사: 제96회 전국체육대회 에어로빅체조대회 대회사. 춘천 한림대학교체육관, 2015.
10. 18.
5. 축사: 2015 치어리딩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대한치어리딩협회, 용인대학교 종합체육관.
2015. 11. 14.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취임: 대한에어로빅협회 고문. 올림픽파크텔 런던홀. 2015. 3. 19.
2. 선임: 대한에어로빅학회 회장. 대한에어로빅협회, 2015. 3. 28.
3. 위촉: 국민생활체육회 지도위원. 국민생활체육회, 올림픽파크텔 런던홀, 2015. 4. 1.
4. 위촉: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심사위원. 대한민국학술원, 2015. 4. 1.
5. 위촉: 국민생활체육회 통합추진위원회 위원. 국민생활체육회, 2015. 4. 14.
6. 선임: 국민생활체육회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 통합추진위원회, 2015. 4. 14.

<기고문>
1. 2018 평창동계올림픽,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민국학술원통신, 제267호, 10-15쪽, 2015.
10. 1.
2. 스포츠로서 에어로빅운동의 특성(1). 한국에어로빅학회 웹진 2호. 학술자료. 2015. 11.

생활과학대학
이연숙

(식품영양학과)

<강의 및 특강>
1. 100세 시대, 중년기의 생리변화와 맞춤영양 및 건강관리(총 10회 강의). 서울대학교 평생
교육원 시민교양과정, 2015년 1학기 (매주 수요일 3-5시).
2. 노화에 따른 생리기능 변화 및 노년기의 영양과 건강(총 3회 강의). 서울대학교 은퇴설계
전문가과정, 2015. 3. 24, 6. 26, 6. 27.
3. 중년기 이후의 건강과 맞춤영양. 가톨릭 영시니어 아카데미, 특강, 201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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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체생리-신장생리.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학부 특강, 2015. 4. 28.
5. 생애주기별 맞춤형 식품영양산업. 서울대학교 식품영양산업 CEO과정, 특강, 2015. 5. 14.
6. 현대인의 건강과 맞춤영양 강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리더쉽과정, 2015. 5. 14.
7. 계란의 영양적 가치와 활용. 양계협회, 계란 소비촉진 심포지엄, 2015. 5. 15.
8. 만성질환의 예방과 식생활 관리 강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리더쉽과정, 2015. 5. 21.
9. 중년 이후의 맞춤영양과 식생활(총 2회 강의). 서울대학교, 100세 인생대학, 2015. 6. 15,
11. 2.
10. 노화에 따른 생리기능 변화 및 노년기의 영양과 건강 강의. 서울대학교 은퇴설계전문가
과정, 2015. 9. 19.
11. Epidemiology and Nutritional Guideline of Osteoporosis in Korea, 일본영양개선학회,
일본정형외과학회 및 일본골다공증학회 공동심포지엄, Fukuoka Inter national
Convention Center, JAPAN, 2015. 9. 25.
12. 영양, 식품, 그리고 건강의 이해.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 순창센터, 노후설계교육-골
드쿡 과정, 2015. 10. 20.
13. 녹색식생활과 건강, 현대인의 식생활과 건강 / 녹색식생활지침. 서울대학교 녹색지도자
최고위과정(SNU-ELP CEO), 2015. 10. 27.
14. 중년기 이후의 생리적 특성과 맞춤영양. 부산대학교 노인생활환경연구소 심포지엄, 2015.
11. 12.

수의과대학
이영순

(수의학과)

<강의 및 특강>
1. 분자생물학특론. 상명대학교 자연과학대학원 석좌교수 강의, 상명대학교, 2015. 3~2015. 6.
2. 환경독성학특론. 상명대학교 자연과학대학원 석좌교수 강의, 상명대학교, 2015. 9~2015.
12.
3. 한국과 일본의 실험동물학계의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한국실험동물학회 창립 30주년 기
념 특별강연, Round Table Discussion, Songdo,Incheon, 2015. 8. 12.
4. 한국독성병리학회 창립배경과 앞으로의 과제. 2015 한국독성병리학회(KSTP) 17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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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특별강연, 서울대 수의대 스코필드 홀, 2015. 9. 17.
5. 구제역, AI의 상재화: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과학기술한림원 원탁토론회 주제 발
표, 프레스센터19층, 2015. 2. 24.
6. 몇 가지 산업첨가물의 내분비계 장애성에 관한 연구. 대한민국학술원 특별강연, 2015. 5.
28.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부회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KOFST) 관련, 회장단회의(5회), 이사회참석(2회), 울
트라프로그램 추천연사 선정위원회(2회), 과총제도개선 TFT위원회(3번) 활동, 2015.
1~2015. 12.
2. 이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산업자원부 산하), 이사회 참석(7회), 2015. 1~2015.
12.
3. 이사. 축산물안전관리원(HACCP, 식약처), 이사회 참석(9회), 2015. 1~2015. 12.
4. 심의위원. 오송 첨단의료산업재단 실험동물센터, 의료제품개발을 위한 이미징평가 기술
개발회의 참석, 2015. 12. 19.
5. 위원(고문).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대책위원회, 보건복지부및 농림축산식품부 합동 회
의 참여, 2015. 10. 30.
6. 위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명예의 전당 인물선정위원회 활동, 2015. 7. 16.
7. 위원장. 식약처, 국가 실험동물자원발전협의회, 2015. 8. 17.
8. 분과위원장.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KOFST), 과총창립 50주년 기념사업회 기념행사 분
과위 위원장으로 활동, 2015. 2.

<기타 근황>
1. 사회복지법인 미래우학재단의 고문으로 추대됨. 2015. 3.
2. 바른사회운동연합 이사로 활동함. 2015. 8. 17.
3.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종신회원으로 추대됨. 2015. 1. 15.

이흥식

(수의학과)

<저서, 역서, 편저>
1. 이흥식 외 9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들이 대학원생들에게 들려주는 논문쓰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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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총 156쪽,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2015. 1. 30.

<보고서>
1. 이흥식, 우연철, 박성오: 정책연구-수의학교육 인증제도의 미래전략. 총 94쪽, 국회예산결
산특별위원회, 2015. 6. 30.
2. 이흥식, 박전홍, 박인철, 손창호, 이중복: 역량중심의 평가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총 270
쪽, 농림축산식품부, 2015. 12. 31.
3. 이흥식, 원청길, 김재홍, 최윤주, 이중복, 윤영민, 백종철: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의 관리체
계 개선방안 연구. 총 350쪽, 문화재청, 2015. 12. 31.

<학술회의>
1. 이흥식: Veterinary Education and Accreditation System in Korea. The European
Association of Establishments for Veterinary Education (EAEVE) 제28차 총회, Istanbul,
Turkey. 2015. 5. 21~5. 22.
2. 이흥식: Evaluation and Accreditation System for Veterinary Education in Korea. 32th
World Veterinary Congress, World Veterinary Association, Istanbul, Turkey. 2015. 9.
14~9. 17.
3. 이흥식: 수의학교육인증의 의미와 기대효과. 임원 워크숍, 대한수의사회, 대전 유성 인터
시티호텔 회의실, 2015. 6. 26.
4. 이흥식: 천연기념물 축견의 보존 관리 및 국제화 방안. 천연기념물 국견 학술대회, 한국경
주개동경이보존협회. 경주 현대호텔 회의실, 2015. 12. 17.
5. 이흥식: 수의대 졸업생의 수의사역량. 심포지엄. 농림축산식품부, 유성 인터시티호텔 회
의실, 2015. 12. 3.
6. 이흥식: 수의학교육 인증 전문 인력 양성 심화교육,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분당 수의과
학회관 회의실, 2015. 12. 18.

<강의 및 특강>
1. 인증이란 무엇인가?. 전국수의학도협의회 임원회의, 경북대 수의대 부속병원 회의실,
2015. 1. 31.
2. 한국 수의학교육의 미래. 건국대 수의대 인증 기념 심포지엄, 서울 더클래식 500 그랜드
볼룸, 2015. 5. 11.
3. 수의학 교육 인증 제도와 대학발전 방안. 전북대 수의대 교수 워크숍, 전북대 수의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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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2015. 7. 22.
4. 수의학교육 인증의 의미와 효과. 전국수의학도축전, 전국수의학도협의회, 원주 치악산드
림유스호스텔, 2015. 8. 15.
5. 수의학교육 인증과 수의학의 미래. 충북대 성봉학술제, 충북대 수의대 강당, 2015. 11. 4.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원장.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2010. 11. 29~현재
2. 회장. 자연유산보존협회, 2010. 10. 1~2015. 11. 30.
3. 위원.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청, 2013. 5. 1~2015. 4. 30.
4. 위원장. 수의학회 60년사 편찬위원회. 대한수의학회, 2014. 7. 1~현재
5. 편집고문.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 2012. 4. 1~현재
6. 편집위원. Journal of Agricultural and Veterinary Sciences, 2008. 1. 1~현재
7. 자문위원. 천연기념물 동물유산 모니터링 매뉴얼 작성, 문화재청, 2015. 4. 20~현재

<기고문>
1. 언제나 만나 볼 수 있을까-북한의 천연기념물 동물. 월간 문화재 1월호, 20~21쪽.
2. 전국 각지에 자손 퍼트린 남북한의 천연기념물-진도개와 풍산개. 월간 문화재 2월호,
20~21쪽.
3. 추위와 질병에 강한 북한의 천연기념물-누렁이 조선소. 월간 문화재 3월호, 20~21쪽.
4. 살아있는 화석-남과 북의 천연기념물 산양. 월간 문화재 4월호, 20~21쪽.
5. 155마일 전선을 맘대로 넘나드는 수달, 물범 그리고 귀신고래. 월간 문화재 5월호, 24~25
쪽.
6. 남북을 마음대로 오가는 천연기념물 새들 이야기. 월간 문화재 6월호, 22~23쪽.

<연구>
1. 이흥식, 우연철, 박성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연구-수의학교육 인증제도의 미래
전략. 2015. 3. 1~6. 30.
2. 이흥식, 박전홍, 박인철, 손창호, 이중복: 역량중심의 평가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농림축
산식품부, 2015. 1. 1~12. 31.
3. 이흥식, 원청길, 김재홍, 최윤주, 이중복, 윤영민, 백종철: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의 관리체
계 개선방안 연구. 2015. 5. 1~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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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근황>
1. 진도개 보호육성법 일부 개정에 대한 검토. 문화재청, 2015. 1. 20.
2. 양구 산양보호구역 추가 지정 현지조사. 문화재청, 2015. 2. 6.
3. 미호종개 서식지 인근 한우사 증축 현지조사. 문화재청, 2015. 2. 13.
4. 천연기념물 제주 흑돼지 괸리지침 검토. 2015. 2. 16.
5. 천연기념물 붉은박쥐 현상변경허가신청 검토. 문화재청, 2015. 4. 2.
6. 천연기념물 산양 현상변경허가신청 검토. 문화재청, 2015. 4. 17.
7. 천연기념물 진도개의 모색에 관한 검토. 문화재청. 2015. 5. 4.
8. 천연기념물 동물유산 체계적 관리 방안 심의. 문화재청, 2015. 6. 18.
9. 양구산양증식센터 전신주 신설 검토. 문화재청, 2015. 7. 12.
10.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토왕성폭포 탐방로 개설 검토. 문화재청, 2015. 8. 4.
11. 천연기념물 산양 현상변경허가신청 검토. 문화재청, 2015. 8. 10.
12. 양구산양보호구역 내 통신 중계시설 신설 현지조사. 문화재청, 2015. 11. 16.
13. 문화재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방안 워크숍 참석. 영천 은해사. 문화재청, 2015. 10. 30.
14.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월례회의 참석 4회. 문화재청 2015. 1. 28~4. 22.

약학대학
심창구

(제약학과)

<저서, 역서, 편저>
1. 심창구 역: 정말 무서운 약물의존. 니시가츠히데 원저, 총 223쪽, 신일서적㈜, 2015. 4. 15.
2. 심창구 외 14인 공역: 바이오 의약품. 니시지마 마사히로, 가와사키 나나 공저, 268쪽, 신
일서적㈜, 2016. 6. 30.

<논문>
1. C.K. Shim and J.E. Chang(2015) Potential of nano carriers as cancer cell-specific drug
delivery systems in photodynamic therapy, Asian J. of Pharmaceutical Sciences,
http://dx.doi.org/10.1016/j.ajps.2015.1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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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회의>
1. 제3회 약학사 분과 심포지엄(한국 약학의 역사 III) 개최, 충북 오송 C&V센터, 2015. 4.
23.
2. 근대약학교육기관 설립 100주년 기념 심포지엄 주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신약개발센
터, 2015. 6. 12.
3. 제4회 약학사 분과 심포지엄(한국약학의 역사 IV) 개최, 대구 인터불고 호텔, 2015. 10.
22.
4. KASBP(재미한인생명과학자회) 심포지엄 참석, 미국 뉴저지주 에디슨시, 쉐라톤 에디슨
호텔, 2015. 10. 30~11. 5.
5. 국제인삼심포지엄 공동좌장, 일본약사학회, 일본 나라, 2015. 11. 21.

<강의 및 특강>
1. 특강: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일본인, 일본어, 재한국동경대학 동창회, 과총회관 12층
아나이스홀, 2015. 2. 11.
2. 강의: 생물약제학 및 약물동태학, 대웅제약 연구소 및 본사 직원 대상, 2014~2015. 7. 27.
3. 특강: 21세기는 맞춤약학시대,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신입생 대상, 2015. 2. 25.
4. 강의: 우루사 다시 보기(11회 강의), 인천시 약사 대상(2015 .3. 7), 의왕시 약사 대상
(2015. 3. 14), 부산여약사 임원 대상(2015.3.24), 대웅제약 연구소 연구원 대상(2015. 3.
26). 서울약사 대상(2015. 3. 28), 대웅 본사 직원 대상(2015. 4. 1), 부산 해운대구 약사 대
상(2015. 4. 2), 광주시 약사 대상(2015. 4. 19), 경기도 약사회 학술대회장, 일산 킨텍스
(2015. 5. 17), 부산 약사회(2015. 5. 21), 광주시 약사회(2015. 10. 19.)
5. 특강: 21세기의 약학과 약학도, 서울대 약대 신입생 대상, 2015. 3. 2.
6. 초청강연: 조선약학교와 3.1 운동, 제3회 약학사 분과 심포지엄, 충북 오송, 2015. 4. 23.
7. 초청강연: 근대약학교육사 I: 조선약학강습소에서 경성약학전문학교까지, 근대약학교육
기관 설립 10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5. 6. 12.
8. 특강: Evaluation of Targeting Efficiency of Nanomedicine, 인도네시아 Sumatera 약대생
대상, 2015. 9. 19.
9. 특강: 한국의 약학사,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학생 대상, 2015. 10. 15.
10. 초청강연: 21세기는 맞춤약학시대,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팜엑스포, 2015. 11. 8.
11. 구두발표: 한국약학 백년사, 일본약사학회 학술대회, 나라, 2015. 11. 21.
12. 초청강연: Potential of nano carriers as cancer cell-specific drug delivery systems in
photodynamic therapy, AFPS(아시아약제학자학술대회), Bangkok, 2015.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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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특강: 한국약학100년사, 서울약대여동문회, 호암교수회관(2015. 11. 28, 12시) 및 병원약
사동우회, 더케이 호텔(2015. 11. 28, 오후 3시).

<사회 봉사 및 공공활동>
1. 의약사평론가회, 부회장 취임, 서울대병원 구내 함춘회관, 2015. 7. 1.
2. 온누리교회 아웃리치, 영주 지동교회, 2015. 7. 19.
3. 동성제약 제정 ‘동성의약학상” 수상자 심사위원장, 인터컨티넨탈 호텔, 2015. 10. 26.
4. 온누리 요양센터 봉사, 2015. 12. 20.

<기고문>
1. 수필: ‘약창춘추’ 23회(167-189회) 약업신문에 연재, 약업신문사. 2015.1~2015. 12.
2. 서울대학교 편입 이전 약학대학 학제 변천사,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동창회 명부, 38-40
쪽, 2015.
3. 우리나라 약학 100년의 발자취 (1), 팜텍, Vol. 8(4), 25-31쪽, 2015.
4. 권두언: 협회 창립 70주년, 제약산업의 나아갈 길-신약 강국 도약을 위한 5대 제언-,
KPMA Brief(한국제약협회 정책보고서), Vol 6, 6-8쪽, 2015. 10.
5. 권두언: 모교의 ‘약학역사관’ 개설에 동참하자, 서울대 약대 동창회보, 2015. 봄호.

<기타 근황>
1. 현 대웅제약 연구 고문 겸 사외 이사(2013년부터)
2. 현 서울대학교 가산약학역사관 고문.
3. 현 ‘서울대학교 개학반세기’ 편찬 모임 약대 대표.
4. 현 대한약학회 약학사 분과학회장(2014년부터).
5. 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백년사 편찬위원장
6. 공로패 수상, 대한약학회 총회 및 학술대회, 오송, 2015. 10. 22.
7. 제1회 법제발전상 수상, FDC법제학회 총회 및 학술대회 서울 더케이호텔, 2015. 11. 13.
8. 인터뷰, 꿈을 향해 오르는 사다리 한 칸, 서울대 커리어 기자단과 함께하는 Career Story
2014. 25-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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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방

(제약학과)

<역서>
1. 강영숙, 심창구, 이은방 등 역: 바이오의약품(니시지마 마사히로, 가와사키 나나 편저), 총
268쪽, 바이오의약품, 신일상사(주), 2016. 6. 30.

<학술회의>
1. Ryu JM, Cho IH, Lee EB et al.: Therapeutic efficacy and pharmacological mechanism
of SP-8203 for treatment of cerebral ischemia. International Stroke Conference
(poster), Nashville, TN, USA, 2015. 2. 14.
2. Rhu, JM, Cho IH, Lee EB et al.: Pharmacokinetic properties and toxicity/safety profiles
of SP-8203, a novel neuroprotectant of cerebral ischemic stroke. International Stroke
Conference (poster), Nashville, TN, USA, 2015. 2. 14.
3. Kim WK, Ryu JM, Lee EB, et al.: Extention of the thrombolytic time window by
SP-8203; a therapeutic strategy for treatment of cerebral ischemic stroke. European
Stroke Conference (oral), Vienna, Austria, 2015. 5. 14.

<기타 근황>
1. 학술상 제정 및 시상 – 환당(이은방)학술상 제정, 한국생약학회 총회에서 시상함, The-K
호텔, 2015. 12. 3(수상자: 가천대 약대 김선녀).
2. 학술상 제정 및 시상 - 환당(이은방)학술상 제정, 한국응용약물학회 총회에서 시상함, 호
암 회의장, 2015. 10. 8(수상자: 충북대 약대 오기환).

김영중

(제약학과)

<SCI급 국제학술지에 연구논문 게재>
1. Kim, JW, Yang, H, Cho, N, Kim, B, Kim, YC, Sung, SH (2015) Hepatoptotective
constituents of Firmiana simplex stem bark against ethanol insult to primary rat
hepatocytes, Phatmacognosy magazine 11(41), 55-60.
2. Jeong, EJ, Kim, NH, Heo, ID, Lee, KY, Rho, JR, Kim, YC, Sung, SH (2015) Antifibro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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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unds from Liriodendron tulipifera attenuating HSC-T6 proiferation and TNF-a
production in Raw 264.7 cells, Biology and Pharmaceutical Bulletin, 38(2): 228-234.
3. Yang, H, Sung, SH, Kim, TC (2015) The ethanolic extract of Juglands sinensis leaves
and twigs attenuates CCl44-induced hepatic oxidative stress in rats, Phamacognosy
magazine, 11(43): 533-539.
4. Lee, KY, Jeong, EJ, Sung, SH, Kim, YC (2015) Stemona alkaloids isolated from Stemona
tuberosa roots and their inhibitory activity on lipopolysaccaride-induced nitric oxide
production, Records of Natural Products, 10(1): 109-112.

<강의 및 특강>
1.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개발”, 서울 인창고등학교 이공계 진로교육을 위한 진로 및 탐구
교육 프로그램, 2015. 2. 2.
2.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개발”, 과천 국립과학관 이공계 창의과학캠프 봄 학기, 2015. 5. 10.
3.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개발”, 과천 국립과학관 이공계 창의과학캠프 가을 학기, 2015. 8. 16.

음악대학
백병동

(작곡과)

<작품 또는 연주>
1. 백병동: “목관 5중주곡 제2번. 한국 페스티벌 앙상블”, 제25회 현대음악제,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 2015. 3. 17.
2. 백병동: “뒤틀림에서 초연의 피안으로. 김유진 해금 독주회”, 우정 아트홀, 2015. 4. 15.
3. 백병동: “3개의 바가텔. 피아노 투어 콘서트 in 서귀포, pf. 이혜경”, 서귀포 예술의 전당
소극장, 2015. 4. 29.
4. 백병동: “담·즙. 가야금 앙상블 케이”, 제4회 정기연주회, 북촌 창우극장, 2015. 5. 22.
5. 백병동: 매스터 시리즈 백병동”, 서울대학교 스튜디오 2021,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
홀, 2015. 10. 7.
6. 백병동: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다섯 개의 소품”,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동문 연주회, 서울
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 2015.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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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의학대학원
강순범

(의학과)

<논문>
1. Lee JY, Kim TH, Kang SB 외 6명 (2015) Impact of guideline adherence on patient
outcomes in early-stage epithelial ovarian cancer. European Journal of Surgical
Oncology (EJSO), 41(4), 585-591.
2. Lee SJ, Shim SH, Kang SB 외 5명 (2015) Semi-quantitative HPV viral load in patients
with ASC-US cytology: viral load correlates strongly with the presence of CIN but only
weakly with its severity. Cytopathology, 26(1) 19-25.
3. Kim MH, Kim MS, Kang SB 외 5명 (2015) Suppressor of Cytokine Signaling (SOCS)
Genes Are Silenced by DNA Hypermethylation and Histone Deacetylation and
Regulate Response to Radiotherapy in Cervical Cancer Cells. PLoS One, 10(4),
e0123133.
4. Yoon SH, Kim SN, Kang SB 외 5명 (2015) The impact of positive peritoneal cytology
on prognosis in patients with cervical cancer: a meta-analysis. British Journal of
Cancer, 113(4) 595-602.
5. Kim J, Shim SH, Kang SB 외 4명 (2015) Preoperative hypoalbuminemia is a risk factor
for 30-day morbidity after gynecological malignancy surgery.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58(5) 359-367.

박명희

(의학과)

<논문>
1. Roh EY, Yoon JH, Shin S, Song EY, Park MH (2015) Association of TAP1 and TAP2
genes with susceptibility to pulmonary tuberculosis in Koreans. APMIS, 123(6), 457464.

<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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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rk MH, Min SI, Park DD, Kim SM, Ha J, Kim SJ, Kim DH, Lee SM, Kim YS, Lee YJ,
Park H, Song EY, Seong MW: Long-term post-transplant microchimerism in renal
transplant recipients and its relationship with pre-transplant microchimerism (구연).
14th Congress of the Asian Society of Transplantation (CAST 2015), Singapore, 2015. 8.
23~26.
2. Kang H, Park J, Ju Y, Kwon J, Noh E, Ryu Y, Kang M, Kim S, Park MH, Ha J: The
application of the Donor Action Program markedly increased donor recognition rate
regardless of hospital size (구연). 17th Congress of the European Society for Organ
Transplantation (ESOT 2015), Brussels, Belgium, 2015. 9. 13~16.
3. Park MH, Yu S, Kang ES, Oh EJ: Evaluation of the CDC and flow cytometry
crossmatch: Results from the KSLM proficiency test program in Korea (구연). 2015년도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추계학술대회,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015. 10. 15~16.
4. Park H, Song EY, Park MH: Diversity of serologic HLA haplotypes at the allelic level in
Koreans(구연). 2015년도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추계학술대회,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015. 10. 15~16.
5. Park MH, Kim S, Hwang H, Park H, Kwak J, Kwon EK. Sung HY, Han B: Positive rates
of preliminary crossmatches among transplant candidates waitlisted for different
organs in the 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 (구연). 13th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Organ Donation & Procurement (2015 Organ Donation
Congress), Seoul Conrad Hotel, 2015. 10. 17~20.

<강의 및 특강>
1. KODA LAB 소개 및 이식면역학과 HLA. 한국장기기증원 신규 코디네이터 교육. 한국장
기기증원, 2015. 8. 10.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영문편집인.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국문학술지 Laboratory Medicine Online, 2011~현재.
2. 이사. 서남재단(재단법인), 2011. 11~2015. 11.
3. 이사.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사단법인), 2014. 3~현재.

<기타 근황>
1.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진단면역분과 HLA 검사 표준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49개 HLA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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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대상으로 총 15차에 걸쳐 ‘HLA 교차시험 워크숍’ 개최. 2015. 9. 10~11. 24.

서유헌

(의학과)

<논문>
1. Jeong a Kim, Sungji Ha, Ki Young Shin, Sujin Kim, Kea Joo Lee, Young Hae Chong,
Keun-A Chang, Yoo-Hun Suh (2015) Neural stem cell transplantation at critical period
improves learning & memory through restoring synaptic impairment in Alzheimer’s
disease mouse model. Cell Death & Disease, 6,e1789 DOI: 10.1038/cddis.2015.138.
2. Ki Young Shin, Su-Jin Noh, Cheol Hyoung Park, Yun Ha Jeong, Keun-A Chang,
Jakyung Yoo, Hee Jin Kim, Sungji Ha, Hye-Sun Kim, Hyun-Ju Park, Jun-Ho Lee, Cheil
Moon, Yoo-Hun Suh (2015) Dehydroevodiamine·HCl protects against memory
impairment and cerebral amyloid-β production in Tg2576 mice by acting as a βsecretase inhibitor. CNS & Neurological Disorders, (Accepted) (IF.2.702).
3. Liew H., Kim Y.M., Choi H.S., Jang A., Churchill D., Lee S., Suh Y.H. (2015) Soluble
neuregulin-1 from Microglia Enhances Amyloid Beta Induced Neuronal Death. CNS &
Neurological Disorders-Drug Targets, In press (IF.2.702).
4. Na YR, Jung D, Gu GJ, Jang AR, Suh Y.H, Seok SH. (2015) The early synthesis of p35
and activation of CDK5 in LPS-stimulated macrophages suppresses interleukin-10
production. Sci Signal, 8(404):ra121, DOI: 10.1126/scisignal.aab3156.
5. Choi H.S., Kim H.J., Oh J.H., Park H.G., Ra J.C., Chang K.A., Suh Y.H. (2015)
Therapeutic potentials of human adipose-derived stem cells on the mouse model of
Parkinson’s disease. Neurobiology of aging, 36(10), 28852892. DOI: 10.1016/j.
neurobiolaging.
6. Joo Y, Schumacher B, Landrieu I, Bartel M, Smet-Nocca C, Jang A, Choi HS, Jeon NL,
Chang KA, Kim HS, Ottmann C, Suh Y.H. (2015) Involvement of 14-3-3 in tubulin
instability and impaired axon development is mediated by Tau. FASEB J, 29(10),
41334144. DOI: 10.1096/fj.14265009.

<학술회의>
1. Brain research of Korea, IBRO APRC Global Advocacy Meeting, 인도 뭄바이, 201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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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athogenesis, Potential drug and stem cell therapy for Alzheimer’s and Parkinson’s
Diseases, 인도 뭄바이, 2015. 2. 4.
3. Preventive and Therapeutic effects of Intravenous Stem Cell against AD & PD, 국제 치
매 파킨슨 학회, 프랑스 니스, 2015. 3. 19.
4. 선진국에서의 뇌연구, 국제휴먼프런티어과학기구 이사회,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2015. 3.
23.
5. Pathogenesis and Stem Cell therapy of AD & PD, 뉴잉글랜드 생명과학학회, 미국 보스
턴, 2015.05.16.
6. Pathogenesis, Potential Drug, Gene and Cell therapy for AD & PD, SNUCC 연례학회,
미국 뉴저지, 2015.06.05.
7. 한국 뇌은행 설립, 퇴행질환학회, 대구 가톨릭대, 2015. 6. 10.
8. α-synuclein, Drug and Stem Cell therapy in PD, 국제 Autophagy Biology & Disease 국
제 심포지엄, 중국 베이징, 2015. 6. 17.
9. IBRO 2019 대구유치 설명, IBRO 2015 총회,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2015. 7. 6~11
10. 재생의료산업발전위한 공청회, 국회, 2015. 10. 7.
11. 공공의료 활성화, Future Life Forum, 국회, 2015. 10. 15.
12. A Personalized medicine for AD & PD, 미래부 OECD 과학정상회의포럼, 2015. 10. 19.
13. 알수록 재미있는 뇌의 신비, 대전시, 2015. 10. 19.
14. 뇌를 알고 가르치자, 유아교육 심포지엄, 서남재단, 2015. 10. 24.
15. 숲과 인성교육, 생태인성교육학회 특강, 2015. 11. 21.
16. 재생의료활성화 대책, 재생의료 간담회, 국회, 2015. 12. 1.

<강의 및 특강>
1. 뇌적기 유아교육, 한국보육진흥원, 2015. 1. 15.
2. 뇌발달 영재교육, 부산시 영재교육진흥원, 부산시 영재교육 진흥원 대강당, 2015. 1. 21.
3. 치매예방 7가지 생활습관, 국민건강보험 대구 지역 본부, 2015. 2. 26.
4. 뇌와 심리, 사랑의 교회, 2015. 3. 9.
5. 나이보다 젊어지는 행복한 뇌, 삼성전기 임원, 양재동 엘타워, 2015. 3. 12.
6. Pathogenesis, Potential drug and stem cell therapy for Alzheimer’s and Parkinson’s
Diseases, 서울의대, 2015. 3. 13.
7. 뇌주간행사 특강: 뇌의 신비와 미래, 연구기획팀, 뇌연구 강당, 2015. 3. 14.
8. 뇌적기 교육, 운현 유치원,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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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영유아기 뇌 발달 및 적기교육, 한국보육진흥원, 하이서울유스호스텔, 2015.03.27.
10. 뇌의 미래, BCC, 2015.03.27.
11. 뇌의 신비와 미래, 을지대, 2015.04.10.
12. 치매예방 10계명, 미래사회교육개발원, 2015.04.14.
13. 나이보다 젊어지는 행복한 뇌, 한국교육삼락회 총연합회, 2015.04.21.
14. 두뇌장수학, 이화여대 평생교육원, 양재동 남서울 농협 4층, 2015.04.22.
15. 치매예방 10계명, 경북김천농협, 경북김천 농협 4층 강당, 2015.04.23.
16. 뇌 건강 자녀교육, 부천 참 좋은 교회, 2015.04.29.
17. 나이보다 젊어지는 뇌: 치매예방 7가지 비책, 중앙공무원교육원, 2015.04.30.
18. 숲과 뇌교육, 동원과학기술대학교, 2015.05.06.
19. 나이보다 젊어지는 행복한 뇌, 도산 아카데미, 2015.05.20.
20. 마음, 정신, 뇌의 연구: 사이코패스와 뇌, 서울영상위원회, 2015.05.26.
21. 새로운 뇌 연구분야와 나이보다 젊어지는 행복한 뇌, 치매예방 7가지 비책, NSI 수요포럼,
2015.05.27.
22. 나이보다 젊어지는 뇌: 치매예방 7가지 비책, 한국뇌연구원, 2015.05.28.
23. 중년기 이후의 건강한 뇌활력을 위한 교육, 나이보다 젊어지는 행복한 뇌, 한국생애설계
협회, 매경미디어센터 별관 11층, 2015.05.31.
24. 나이보다 젊어지는 행복한 뇌, 서울서남노회훈련원, 고척교회, 2015.06.09.
25. 행복한 뇌, 충남도청, 2015.06.10.
26. 뇌의 미래, 행복한 뇌, 국회 헌정회, 2015.06.12.
27. 뇌기반 창의성, 창의공학연구회, 2015.06.26.
28. 치매예방 10계명, 평택시민자치대학, 2015.07.03.
29. 행복한 뇌, KB 국민카드, 평창알펜시아, 2015.07.03.
30. 뇌기반 교육, 세종시유아연합회, 세종시교육청, 2015.07.16.
31. 나이보다 젊어지는 행복한 뇌, 충남여성자치대학, 2015.07.21.
32. 뇌교육,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 2015.09.02.
33. 치매예방, 소망교회, 2015.09.14.
34. 뇌의 현재와 미래, 창덕여중, 2015.09.16.
35. 뇌건강, 창덕여중, 2015.09.17.
36. 우리아이 영재로 키우는 뇌적기 교육, 경상남도 유아교육원, 2015.10.28.
37. 중년 이후 학습과 뇌과학, 생애설계사 교육, 2015.10.29.
38. 행복한 뇌 , 토지주택공사,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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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행복한 뇌, 노원구청, 2015.11.05.
40. 뇌, 삼성경제연구원, 2015.11.05.
41. 잠자는 뇌를 깨우는 특별한 방법, 강남학부모 교육, 2015.11.06.
42. 나이보다 젊게 사는 뇌 건강법, 수원상공회의소, 2015.11.12.
43. 뇌의 신비, 울산수요일 과학터치, 2015.11.25.
44. 뇌의 미래, 가천대학 세미나, 2015.11.26

<기고문>
1. 1화 진시황이 찾던 불로초, 누구나 갖고 있다. <서유헌 원장의 행복한 뇌, 행복한 인생>,
영남일보, 2015.01.24.
2. 치매를 막는 습관 7가지 <건강365>, 건강다이제스트, 2015.03
3. 2화 나이가 들어도 뇌세포는 생성된다. <서유헌 원장의 행복한 뇌, 행복한 인생>, 영남일
보, 2015.02.27.
4. 3화 뇌를 깨우는 마법, 손을 사용하라 <서유헌 원장의 행복한 뇌, 행복한 인생>, 영남일
보, 2015.03.27.
5. 4화 아침을 거르면 뇌 활동이 둔해진다. <서유헌 원장의 행복한 뇌, 행복한 인생>, 영남
일보, 2015.04.24.
6. 5화 스트레스와 건강 <서유헌 원장의 행복한 뇌, 행복한 인생>, 영남일보, 2015.05.22.
7. 6화 치매 없이 젊게 사는 뇌 건강 습관 <서유헌 원장의 행복한 뇌, 행복한 인생>, 영남일
보, 2015.06.19.
8. 7화 긍정적 사고 가져야 <서유헌 원장의 행복한 뇌, 행복한 인생>, 영남일보, 2015.07.17.
9. 8화 치매 없이 젊게 사는 뇌 건강습관_움직여라 <서유헌 원장의 행복한 뇌, 행복한 인생
>, 영남일보, 2015.08.14.
10. 9화 치매 없이 젊게 사는 뇌 건강습관_먹어라 <서유헌 원장의 행복한 뇌, 행복한 인생>,
영남일보, 2015.09.11.
11. 10화 치매 없이 젊게 사는 뇌 건강습관_표현하라 <서유헌 원장의 행복한 뇌, 행복한 인
생>, 영남일보, 2015.10.09.
12. 11화 잘쉬고 잘자라 <서유헌 원장의 행복한 뇌, 행복한 인생>, 영남일보, 2015.11.06.
13. 12화 치매 없이 젊게 사는 뇌건강 습관_줄여라 <서유헌 원장의 행복한 뇌, 행복한 인생>,
영남일보,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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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근황>
(방송)
1. 뇌의 노화를 막는 법, 아리랑 국제방송-코리아투데이(7-8시)中 Health Check, 2015.01.20.
2. 두뇌장수학, 치매예방 1부~2부, EBS, 2015.01.26~01.27.
3. 인터뷰, SBS 해피투데이, 2015.02.01.
4. 적성교육 대토론 1부~2부, EBS, 2015.04.03. , 04.24.
51. 인터뷰, SBS 이슈인사이드, 2015.07.16.
6. 장수와 뇌의 상관성, KBS 특집다큐_생로병사의 비밀, 2015.08
7. 월요일을 깨우는 뇌(주1회 총15회 방송), YTN 라디오, 2015.07.20~2015.10.26
(인터뷰)
1. 뇌교육 및 치매예방, 국민일보, 2015.01.2.
2. 치매를 막는 뇌건강 습관, 건강다이제스트–건강365, 2015.02
3. 창조경제의 핵심은 뇌연구, 중앙일보, 2015.02.05.
4. 아이진로, 일찍 결정해야 하지 않나요, 베이비뉴스, 2015.02.06.
5. 가천대 뇌과학연구원장 서유헌, 중앙일보, 2015.11.02

안효섭

(의학과)

<논문>
1. Lee JW, Kang HJ, Kim S, et al. (2015) Favorable outcome of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using a targeted once-daily intravenous busulfan-fludarabine-etoposide
regimen in pediatric and infant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patients. Biol Blood
Marrow Transplant. 21(1):190-5. doi: 10.1016/j.bbmt.2014.09.013.
2. Park M, Lee YH, Lee SH, et al. (2015) Cord Blood Transplantation Working Party of
the Korean Society of Hematology. Cytomegalovirus infection in seropositive
unrelated cord blood recipients: a study of 349 Korean patients. Ann Hematol.
94(3):481-9. doi: 10.1007/s00277-014-2222-x.
3. Hong CR, Kang HJ, Kim MS, et al. (2015) High-dose chemotherapy and autologous
stem cell transplantation with melphalan, etoposide and carboplatin for high-risk
osteosarcoma. Bone Marrow Transplant. 50(10):1375-8. doi: 10.1038/bmt.2015.145.
Epub 2015 Jun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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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im H, Shin D, Kang HJ, et al. (2015) Successful Empirical Antifungal Therapy of
Intravenous Itraconazole with Pharmacokinetic Evidence in Pediatric Cancer Patients
Undergoing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Clin Drug Investig. 35(7):437-46.
doi: 10.1007/s40261-015-0297-3.
5. Ju HY, Hong CR, Kim SJ, et al. (2015). Hemophagocytic lymphohistiocytosis diagnosed
by brain biopsy. Korean J Pediatr. 58(9):358-61. doi: 10.3345/kjp.2015.58.9.358. Epub
2015 Sep 21.
6. Lee HJ, Lee B, Park JD, et al. (2015) Association of systolic blood pressure drop with
intravenous administration of itraconazole in children with hemato-oncologic disease.
Drug Des Devel Ther See comment in PubMed Commons below Dec 17;9:6489-95.
doi: 10.2147/DDDT.S95218. eCollection 2015.

<강의 및 특강>
1. Treatment history of leukemia in Korea. 2015 네팔 의료교육 세미나, 네팔 카트만두대학
둘리켈 병원, 2015. 2. 20~2. 21.
2.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in Children: Past, Present and Future. 북미주서울의대
동창회 제32차 학술대회, 미국 뉴저지 Glenpointe Marriott Hotel, 2015. 6. 5.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상임이사. 소아암 부모 무료상담 진행,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2015. 1. 5~12. 31.
2. 2015 네팔의료캠프 의료진. 라파엘 인터내셔날, 2015. 2. 20~2. 23.
3. 심사위원.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학술상,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2015. 7. 16.
4. 심사위원. 대한소아과학회 석천학술상, 대한소아과학회, 2015. 10. 7.

윤재일

(의학과)

<논문>
1. 김경호, 서현이, 전재욱 ,정혜정, 안지영, 윤재일, 박미연(2015). ‘여드름 신호등’의 임상적
유용성과 의의. 여드름학회지, 3(1), 10-14.
2. 전재욱, 김경호, 서현이, 안지영, 박미연, 윤재일(2015). Recurrence of Zumbusch Type
Generalized Pustular Psoriasis after Recovering from Impetigo Herpetiformis. 대한건선

304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5, 제11호

학회지, 12(1), 13-16.

<학술회의>
1. 윤재일: A case of photosensitive psoriasis. 2015 제19차 대한건선학회 학술대회, 대웅제
약 별관 베어홀, 2015. 9. 12.
2. 윤재일: Psoriasis developed after tattooing. 2015 제19차 대한건선학회 학술대회, 대웅제
약 별관 베어홀, 2015. 9. 12.
3. 윤재일: Paradoxical psoriasis induced by biologic therapies. 2015 제19차 대한건선학회
학술대회, 대웅제약 별관 베어홀, 2015. 9. 12.
4. 윤재일: Association of hepatitis B virus infection in psoriasis. 2015 제19차 대한건선학
회 학술대회, 대웅제약 별관 베어홀, 2015. 9. 12.

<연구>
1. A Muticenter, Randomized, Double-Blind Study Comparing the Efficacy and Safety of
Biologics Dosing Regimens in Patients with Moderate-to-Severe Plaque Psoriasis. 2015.
10. 1~현재.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대한건선학회 고문. 2015. 1. 1~12. 31.
2. 대한화장품의학회 고문. 2015. 1. 1~12. 31.
3. 대한광의학회 평의원. 2015. 1. 1~12. 31.
4. 의학한림원 평의원. 2015. 1. 1~12. 31.

이부영

(의학과)

<논문>
1. Rhi Bou-Yong (2015) The Red Book: the East and West Issues, with special reference
to Lao Zi, Dao De Jing, Sim-Song Yon-Gu Vol. 32, No 1. 2015: 1-29

<학술회의>
1. Rhi, Bou-Yong: Some Considerations to the Concepts of Psychopatholog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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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ion and Art Therapy - From my Personal and Professional Life. Experiences
SIPE-AT(국제표현정신병리학 및 예술요법학회), Belgrade, Serbia, 2015.7.16~19.
2. Rhi, Bou-Yong: Neo-Confucian Concepts of 4 Beginnings and 7 Feelings A
consideration from Jungian Psychology. The Sev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nalytical Psychology and Chinese Culture, Macao, 2015. 10. 21~23.

<강의 및 특강>
1. 한국융연구원 상임연구원의 교육분석 및 지도분석. 한국융연구원, 2015. 1~2015. 12. 31.
2. 분석심리학 기초강좌 ‘C.G 융의 생애와 사상, 분석심리학의 기본입장’ . 한국융연구원 기
획, 한국분석심리학회 주관,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강당 2015. 1. 17.
3. 정신치료의 이론과 실제 강의 2회(1. 비정신과 전문인, 2. 정신과 의사). 한국융연구원 기
획 정신치료 강좌, 한국융연구원 세미나실 2015. 4. 18, 2015. 5. 9.
4. 한국융연구원 기획, 한국분석심리학회 주관 공개강좌, 민담의 심리학적 해석. 한국융연구
원 세미나실, 2015. 9. 6

<연구>
1. 한국융연구원 <재난심리> 연구모임(이부영 지도, 이주현, 김지연, 정찬승 연구원): 재난
심리에 관하여. 한국융연구원, 2015. 3. 5, 5. 17, 7. 5, 10. 11(총 4회).

<기타 근황>
1.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심포지엄 <C.G. 융의 정신의학적 연구> 좌장, 2015. 3. 5.
2. 한국융연구원 집단사례토의 주재, 2015. 6. 5, 12
3.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와 한국융연구원 임상정신의학 교육 협력을 위한 협약서
체결, 2015. 7. 10
4. 한국융연구원 출판사 등록 2015. 8.4.

이순형

(의학과)

<저서, 역서, 편저>
1. 이순형: 아순형에세이집-미완성의 눈길로 찾는 무지개. 총396쪽. 엠엘커뮤니케이션. 2015.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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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1. 건강과 식품이 매개하는 기생충질환. 관악아카데미평생교육원. 2015.4.9.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심사위원, 우수도서선정위원회. 대한민국학술원. 2015.4.1~4.15.
2. 자문위원, 대한보건협회. 노보텔앰배서더호텔. 2015.11.30.
3. 운영위원, 경기고등학교 총동창회 운영위원회. 힐튼호텔. 2015.12.3.

<기고문>
1. 의료인들이여, 세계를 치료하라. 세계시민 제2호. 60~65쪽. 2015.11.20.

<기타 근황>
1. 한국건강관리협회 창립 51주년기념식. 기념축사. 2015.11.6.

이윤호

(의학과)

<논문>
1. Kim BJ, Choi JH, Lee Y (2015) Development of Facial Rejuvenation Procedures: Thirty
Years of Clinical Experience with Face Lifts. Archives of Plastic surgery, 42(5), 521-531.
2. Lee Y, Choi JH, Hwang K, Choi JH (2015) Rib Bone Graft Adjusted to Fit the Facial
Asymmetry: A Frame Structure Graft. The Journal of Craniofacial Surgery, 26(7), 21602162.

최병인

(의학과)

<저서, 역서, 편저>
1. 최병인 편저: 복부초음파진단학(제3판). 총 646쪽, 일조각, 2015. 2. 27.
2. 최병인 편저: Radiology Illustrated: Gastrointestinal Tract, 총 602쪽, Springer
Heidelberg New York Dordrecht Londo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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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 Park HS, Han JK, Choi BI et al (2015) Dynamic Contrast-Enhanced MRI Using a
Macromolecular MR Contrast Agent (P792): Evaluation of Antivascular Drug Effect in a
Rabbit VX2 Liver Tumor Model. Korean Journal of Radiology, 16(5), 1029-1037.
2. Kim H, Lee JM, Choi BI et al (2015) Reduced Field-of-View Diffusion-Weighted
Magnetic Resonance Imaging of the Pancreas: Comparison with Conventional SingleShot Echo-Planar Imaging. Korean J Radiology, 16(6), 1216-1225.
3. Hur BY, Lee JY, Choi BI et al (2015) UltraFast Doppler ultrasonography for hepatic
vessels of liver recipients: preliminary experiences. Ultrasonography, 34(1), 58-65
4. Lee DH, Lee JM, Choi BI et al (2015) Diagnostic performance of gadoxetic acidenhanced liver MR imaging in the detection of HCCs and allocation of transplant
recipients on the basis of the Milan criteria and UNOS guidelines: correlation with
histopathologic findings. Radiology, 274(1), 149-160
5. Kim SJ, Lee JM, Lee ES, Han JK, Choi BI (2015) Preoperative staging of gallbladder
carcinoma using biliary MR imaging. Journal of Magnetic Resonance Imaging, 41(2),
314-321
6. Jeong S, Kim SH, Choi BI et al (2015) Usefulness of a metal artifact reduction
algorithm for orthopedic implants in abdominal CT: phantom and clinical study
results. American Journal of Roentgenology, 204(2), 307-317
7. Kim JH, Lee JY, Choi BI et al (2015) High-resolution sonography for distinguishing
neoplastic gallbladder polyps and staging gallbladder cancer. American Journal of
Roentgenology, 204(2), W150-159
8. Yoon JH, Lee JM, Choi BI et al (2015) Navigated three-dimensional T1-weighted
gradient-echo sequence for gadoxetic acid liver magnetic resonance imaging in
patients with limited breath-holding capacity. Abdominal Imaging, 40(2), 278-288
9. Kim SH, Lee JM, Choi BI et al (2015) Intraductal papillary mucinous neoplasms of the
pancreas: evaluation of malignant potential and surgical resectability by using MR
imaging with MR cholangiography. Radiology, 274(3), 723-733
10. Joo I, Lee JM, Choi BI et al (2015) Prospective comparison of 3T MRI with diffusionweighted imaging and MDCT for the preoperative TNM staging of gastric cancer.
Journal of Magnetic Resonance Imaging, 41(3), 814-821
11. Yoon JH, Lee JM, Choi BI et al (2015) Feasibility of three-dimensional virtual sur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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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ing in living liver donors. Abdominal Imaging, 40(3), 510-520
12. Kim R, Lee JM, Choi BI et al (2015) Differentiation of lipid poor angiomyolipoma from
hepatocellular carcinoma on gadoxetic acid-enhanced liver MR imaging. Abdominal
Imaging, 40(3), 531-541
13. Lee YJ, Lee JM, Choi BI et al (2015) Hepatocellular carcinoma: diagnostic performance
of multidetector CT and MR imaging-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Radiology,
275(1), 97-109
14. Yoon JH, Lee JM, Choi BI et al (2015) Estimation of hepatic extracellular volume
fraction using multiphasic liver computed tomography for hepatic fibrosis grading.
Investigative Radiology, 50(4), 290-296
15. Lee ES, Kim SH, Choi BI et al (2015) Effect of different reconstruction algorithms on
computer-aided diagnosis (CAD) performance in ultra-low dose CT colonography.
European Journal of Radiology, 84(4), 547-554
16. Ahn SY, Lee JM, Choi BI et al (2015) Prediction of microvascular invasion of
hepatocellular carcinoma using gadoxetic acid-enhanced MR and (18)F-FDG PET/CT.
Abdominal Imaging, 40(4), 843-851
17. Barr RG, Nakashima K, Choi BI et al (2015) WFUMB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for clinical use of ultrasound elastography: Part 2: breast. Ultrasound in Medicine &
Biology, 41(5), 1148-1160
18. Ferraioli G, Filice C, Choi BI et al (2015) WFUMB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for
clinical use of ultrasound elastography: Part 3: liver. Ultrasound in Medicine & Biology,
41(5), 1161-1179
19. Shiina T, Nightingale KR, Choi BI et al (2015) WFUMB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for clinical use of ultrasound elastography: Part 1: basic principles
and terminology. Ultrasound in Medicine & Biology, 41(5), 1126-1147
20. Lee DH, Lee JM, Choi BI et al (2015) Non-hypervascular hepatobiliary phase
hypointense nodules on gadoxetic acid-enhanced MRI: risk of HCC recurrence after
radiofrequency ablation. Journal of Hepatology, 62(5), 1122-1130
21. Joo I, Lee JM, Choi BI et al (2015) Dynamic contrast-enhanced MRI of gastric cancer:
Correlation of the perfusion parameters with pathological prognostic factors. Journal
of Magnetic Resonance Imaging, 41(6), 1608-1614
22. Yoon JH, Lee JM, Choi BI et al (2015) Switching bipolar hepatic radio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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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ation using internally cooled wet electrodes: comparison with consecutive
monopolar and switching monopolar modes. The British Journal of Radiology,
88(1050)
23. Joo I, Lee JM, Choi BI et al (2015) Dynamic contrast-enhanced MRI of gastric cancer:
Correlation of the perfusion parameters with pathological prognostic factors. Journal
of Magnetic Resonance Imaging, 41(6), 1608-1614.
24. Kim TH, Kim JH, Choi BI et al (2015) CT findings suggesting anastomotic leak and
predicting the recovery period following gastric surgery. European Radiology, 25(7),
1958-1966.
25. Kim SH, Kim SH, Choi BI et al (2015) CT differentiation of poorly-differentiated gastric
neuroendocrine tumours from well-differentiated neuroendocrine tumours and gastric
adenocarcinomas. European Radiology, 25(7), 1946-1957
26. Choi BI, Lee JM, Kim TK et al (2015) Diagnosing Borderline Hepatic Nodules in
Hepatocarcinogenesis: Imaging Performance. American Journal of Roentgenology,
205(1), 10-21.
27. Yoon JH, Lee JM, Choi BI et al (2015) Combined Use of MR Fat Quantification and MR
Elastography in Living Liver Donors: Can It Reduce the Need for Preoperative Liver
Biopsy? Radiology, 276(2), 453-464.
28. Yu MH, Lee JM, Choi BI et al (2015) Gadoxetic acid-enhanced MRI and diffusionweighted imaging for the detection of colorectal liver metastases after neoadjuvant
chemotherapy. European Radiology, 25(8), 2428-2436.
29. Choi TW, Kim SH, Choi BI et al (2015) MDCT findings of pancreatic metastases
according to primary tumors. Abdominal Imaging, 40(6), 1595-1607.
30. Yoon JH, Lee JM, Choi BI et al (2015) Influence of the adaptive iterative dose
reduction 3D algorithm on the detectability of low-contrast lesions and radiation dose
repeatability in abdominal computed tomography: a phantom study. Abdominal
Imaging, 40(6), 1843-1852.
31. Joo I, Lee JM, Choi BI et al (2015) Noninvasive diagnosis of hepatocellular carcinoma
on gadoxetic acid-enhanced MRI: can hypointensity on the hepatobiliary phase be
used as an alternative to washout? European Radiology, 25(10), 2859-2868.
32. Jang SK, Kim JH, Choi BI et al (2015) Differential diagnosis of pancreatic cancer from
other solid tumours arising from the periampullary area on MDCT. Europ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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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logy, 25(10), 2880-2888.
33. Choi KS, Lee JM, Choi BI et al (2015) Evaluation of Perihilar Biliary Strictures: Does
DWI Provide Additional Value to Conventional MRI? American Journal of
Roentgenology, 205(4), 789-796.
34. Lee ES, Kim JH, Choi BI et al (2015) Xanthogranulomatous cholecystitis: diagnostic
performance of US, CT, and MRI for differentiation from gallbladder carcinoma.
Abdominal Imaging, 40(7), 2281-2292.
35. Kim J, Kim JH, Choi BI et al (2015) Feasibility of Using Volumetric Contrast-Enhanced
Ultrasound with a 3-D Transducer to Evaluate Therapeutic Response after Targeted
Therapy in Rabbit Hepatic VX2 Carcinoma. Ultrasound in Medicine & Biology, 41(12),
3131-3139.
36. Woo H, Lee JY, Choi BI et al (2015) Comparison of the Reliability of Acoustic
Radiation Force Impulse Imaging and Supersonic Shear Imaging in Measurement of
Liver Stiffness. Radiology, 277(3), 881-886.
37. Gillams A, Goldberg N, Choi BI et al(2015) Thermal ablation of colorectal liver
metastases: a position paper by an international panel of ablation experts, the
interventional oncology sans fronti?res meeting 2013. European Radiology, 25(12),
3438-3454.
38. Yoon JH, Lee JM, Choi BI et al(2015) Fat-suppressed, three-dimensional T1-weighted
imaging using high-acceleration parallel acquisition and a dual-echo Dixon technique
for gadoxetic acid-enhanced liver MRI at 3?T. Acta Radiologica, 56(12), 1454-1462

<학술회의>
1. Chang Un Lee, Sung Bin Park, Byung Ihn Choi et al.: Case Based Review - MR
Imaging of Gynecologic Cancers. 101th Scientific Assembly and Annual Meeting
(RSNA 2015), McCormick Place, Chicago, U.S.A., 2015. 11. 29~12. 4.

<강의 및 특강>
1. Liver Imaging: Past, Present & Future. “Liver Imaging Day” 대한복부영상의학회, JW
Marriott 동대문 스퀘어, 그랜드볼룸, 2015. 4. 11.
2. Report of Education Committee, Report of WFUMB COE. WFUMB Executive Bureau
Meeting, Mauritius, 2015. 1. 14~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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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port of Education Committee, Report of WFUMB COE. WFUMB Administrative
Council Meeting, Orlando, FL, USA, 2015. 3. 21~3. 25.
4. Overview of WFUMB COE. WFUMB Education Session, Orlando, FL, USA, 2015. 3. 23.
5. Role of Advanced US on Hepatobiliary Disease. WFUMB SS: Hepatobiliary US,
Orlando, FL, USA, 2015. 3. 23.
6. Report of Asian Oceanian School of Radiology (AOSOR). Executive Council Meeting
of AOSR, JRC 2015, Princess Room, Yokohama Bay Hotel Tokyu, 2015. 4. 17.
7. Report of Education Committee, Report of WFUMB COE. WFUMB Administrative
Council Meeting, Grand Hyatt Taipei, Taiwan, 2015. 5. 12~5. 13.
8. HCC & Mimickers, Imaging Diagnosis. APPLE 2015, Hyatt Regency Osaka, Japan, 2015.
7. 3~7. 5.
9. Report of Asian Oceanian School of Radiology (AOSOR). Executive Council Meeting
of AOSOR, Beijing, China, 2015. 8. 22.
10. Overview Recent Advances of US Technology. Asian Symposium on Advanced US
Technology (ASAUT), Taiwan, 2015. 10. 18.
11. General Roles of President & Secretary In Asian Radiological Society. AOSOR Youth
Club, Taiwan, 2015. 11. 14.
12. Overview Recent Advances of US Technology. Asian Conference on Ultrasound
Contrast Imaging (ACUCI), China, 2015. 11. 15.
13. Imaging of HCC A Korean Perspective. RSNA 2015, Chicago, U.S.A., 2015. 12. 4.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국제자문위원. European Society of Radiology, 2005. 10. 1~현재
2. 이사 및 교육위원장. 세계초음파의학회 교육위원회, 2011. 8. 1~현재
3. 고문. 한국초음파의료기기학회, 2012. 1. 1~현재
4. 국제자문위원장. 북미영상의학회, 2012. 11. 1~현재
5. 학술위원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학술위원회, 2010. 2. 1~현재
6. 위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화이자의학상 운영위원회, 2013. 3. 1~현재
7. 자문위원장. ACAR 2017 조직위원회, 2014. 6. 1~현재

<기타 근황>
1. 정년 기념 문집(최병인 교수 정년기념집) 헌정 받음. 201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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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대학원
정경균

(보건학과)

<저서, 역서, 편저>
1. 정경균: 여호와 하나님의 범죄(Crimes of the Christian God). 총 392쪽. (주)휴먼컬쳐아
리랑. 2015.4.1.

백남원

(환경보건학과)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위원. 석면안전관리위원회, 환경부, 2015. 6. 1~2018. 5. 31.
2. Member, International Advisory Board, “The Annals of Occupational Hygiene”(SCI),
British Occupational Hygiene Society. 1992~Present.
3. Member, Editorial Board,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SCI(E)>, Japan Society for
Occupational Health. 1992~Present.

<기타 근황>
1. 자문. 작업환경측정의 정도관리제도에 관한 연구(책임연구자 신용철).
2. 고문. “공기 중 미생물에 대한 저온플라스마의 살균작용”, (주)신영에어택 2015. 1. 1
~2015. 12. 31.

행정대학원
노화준

(행정학과)

<저서, 역서, 편저>
1. 노화준: 정책평가론(제5전정판), 총 538쪽, 법문사, 2015.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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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회의>
1. 경상북도, 영남대학교, 글로벌 새마을포럼, 지구촌 발전재단 주최, 2015 Global Saemaul
Undong Forum: Global Collaboration for a safer and happier world. 14 (mon)-16
(wed), September 2015, Session 2: Asia Session II. (19:30~21:30) Moderator Rho WhaJoon.
2. 행정자치부 주최, 새마을운동 중앙회, 대구광역시 주관, Global Saemaul Leadership
Forum, 2015 세계 새마을지도자 대회, 2015. 11. 23~25. ① 고위급 라운드 테이블 사회
2015. 11. 24(화), 13: 30~15: 00. 주제: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역
할”, 참석 대상: 행자부 장관, 개도국 장차관 및 지방정부 인사 등 총 18명. ② 세계 새마
을지도자대회 대구 선언문 발표대회 사회와 선언문 발표 후 마무리 발언. 2015, 11.
25(수), 14:00~16:00.

<강의 및 특강>
1. Saemaul Community Development Planning. 2015년 봄학기, 영남대학교 박정희 정책새
마을대학원.
2. International Development Project Management 1. 2015년 여름학기, 영남대학교 박정
희 정책새마을대학원.
3. International Development Project Management 2. 2015년 가을학기, 영남대학교 박정
희 정책새마을대학원.
4. 정책평가론. 2015년 가을학기, 서울사이버대학교
5. 정부조직의 평가역량구축방안: 미국 EPA의 사례를 중심으로. 환경정책평가원, 2015. 7. 6.
6. 사회의 변화와 정책의 역할. 한솔고등학교, 2015. 10. 15.

<기고문>
1. 정책개발과 정책혁신역량: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The KAPS(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2015, 12. pp. 14-19.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석좌교수. 영남대학교 박정희 정책새마을대학원, 2015. 3. 1~2016. 2. 29.
2. 석좌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 기간: 2015. 3. 1~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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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대학원
김안제

(환경계획학과)

<저서, 역서, 편저>
1. 노융희, 최창호, 김안제, 정세욱, 강형기 등: 지역리더를 위한 지방자치사용설명서. 787쪽,
조선뉴스프레스, 2015. 10. 7.

<논문>
1. 김안제 (2015) 임시행정수도 백지계획, 우리나라 국토·도시 이야기. 2015. 2. 10, 193207.
2. 김안제 (2015) 조화로운 발전의 한 해가 되소서. 자치발전. 21(1), 8-9.
3. 김안제 (2015) 자치삼립(自治三立) 이십년. 자치발전. 21(5), 8-9.
4. 김안제 (2015) 지곡(知谷)의 참 모습과 가치로움. 지곡문학. 제8호, 26-34.

<학술회의>
1. ‘지방자치 20년의 회고와 평가’ 토론, 한국지방자치학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대강당,
2015. 8. 19.
2. ‘메가시티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상생 발전방안 모색’ 주제 발표, 창원시, 국회의원회관,
2015. 11. 12.
3. ‘지방재정위기 극복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사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부종합청사
별관 회의실, 2015. 11. 13.

<특강>
1. 세종시의 이상과 현실, 세종시, 세종시청 대회의실, 2015. 7. 14.
2. 희생과 보람, 문경대학 여성대학원, 문경시 여성회관, 2015. 7. 28.
3. 남북통일의 소망,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총동창회, 동 대학원 강당, 2015. 9. 19.
4. 세종과 나, 대동강 포럼, 식당 하호커, 2015. 11. 12.
5.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 창원시 8·9급 공직자 연수, 창원 KBS홀, 2015. 12. 1.
6.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 창원시 6·7급 공직자 연수, 창원 KBS홀, 2015. 12. 1.
7. 광역시 승격의 과제와 추진전략, 창원광역시승격범시민추진위원회, 창원시 실내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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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15.

<봉사활동>
1. 원장, 한국자치발전연구원, 2015. 1. 1~12. 31.
2. 상임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15. 1. 1~12. 31.
3. 고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5. 1. 1~12. 31.
4. 고문, 한국지방자치학회, 2015. 1. 1~12. 31.
5. 고문, 문경문화원, 2015. 1. 1~12. 31.
6. 고문, 밝은사회실천전국연합, 2015. 1. 1~12. 31.
7. 고문, 한국서화작가협회, 2015. 1. 1~12. 31.
8. 고문, 문경시정책자문단, 2015. 1. 1~12. 31.
9. 고문, 새재포럼, 2015. 1. 1~12. 31.
10. 상임고문, 통일교육개발연구원, 2015. 1. 1~12. 31.
11. 명예도민, 제주특별자치도, 2015. 1. 1~12. 31.
12. 명예시민, 세종특별자치시, 2015. 1. 1~12. 31.
13. 명예시민, 미국 라스베이거스시, 2015. 1. 1~12. 31.
14. 선출직위원,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2015. 2. 4~10. 31.
15. 자문위원, 국학원, 2015. 8. 11~12. 31.

<기고문>
1. 사자성어, 자치발전, 월간지, 2015년 1월호~12월호, 총12편
2. 고사성어, 통일어린이마당, 월간지, 2015년 1월호~12월호, 총12편
3. 수상문, 대한뉴스, 월간지, 2015년 1월호~12월호, 총12편
4. 수상문, 주간문경, 순간신문, 2015년 1월 1일~12월 31일, 총36편
5. 수상, 사후의 소망,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59~261쪽, 제10호, 2015. 4. 23
6. 대담: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대담, 자치발전, 2015년 1월호~12월호, 총5회
7. 대담: 지방자치 20년, 주간경향, 2015. 12. 15.
8. 좌담: 지방자치 20년의 평가와 향후과제, 지방행정연구, 제6호, 2015. 12. 28.

<동정>
(수상)
1. 김안제 (환경계획학과): 문경대상, 문경시, 201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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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안제 (환경계획학과): 지방자치대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015. 10. 26.
3. 김안제 (환경계획학과): 민선자치 20주년 기념공로상, 행정자치부장관, 2015. 10. 29.
(인사)
1. 김안제 (환경계획학과): 고문, 정책자문단, 2015. 1. 31~2017. 1. 30.
2. 김안제 (환경계획학과): 선출직위원, 국방부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2015. 2. 4~2015. 10. 31.
3. 김안제 (환경계획학과): 상임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15. 7. 1~2017. 6. 30.
4. 김안제 (환경계획학과): 자문위원, 국학원, 2015. 8. 11~2017. 8. 10.

<기타 근황>
1. 인사말, 2015. 1. 1~12. 31, 12회.
2. 축사, 2015. 1. 1~12. 31, 10회.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 ‘광복 70주년 기념 통일세미나’ 참석, 프레스센터, 2015. 3.
12.
4. 국방부·문경시 주최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다짐 결의대회’ 참석, 문경시민회관,
2015. 3. 27.
5. 제16기 민주평통자문회의 경제과학분과위원들과 함께 ‘대동강 포럼’ 결성, 기와골, 2015.
5. 28.
6.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최 ‘도시계획 국제회의’ 참석, 세종시 컨벤션센터, 2015. 8. 21.
7. 국방부·문경시 주관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개막식 참석, 문경시 국군체육부대 운동
장, 2015. 10. 2.
8. MBC TV에서 ‘창원시 승격에 대하여’를 방영, 2015. 11. 12, 21:30 (5분).
9. 창원방송국 CBS 라디오에서 ‘창원시 승격에 대하여’를 방송, 2015. 11. 13, 17:05 (25분).
10. 광주방송국 KBC TV에서 ‘지방자치 20년 지역을 말한다’라는 토론좌담을 방영, 2015. 12.
6, 7:00 (60분) 및 2015. 12. 7, 13:00 (60분).
11. 문경시 주최의 ‘아리랑도시 선포식’에 참석하여 축배의 인사말을 함, 서울 세종문화회관,
2015. 12. 13.
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관의 ‘지방자치 2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한 좌담회 가짐, 본
연구원 회의실, 2015.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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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철

(환경계획학과)

<편저>
1. 최상철 이원종 외 13인: “우리나라 역대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평가개관”, 지역발전정책론:
이론과 실제. pp.62∼89, 율곡출판사, 2015.

<논문>
1. 최상철 (2015) “서울-한강의 기적을 낳다”, 건설시대의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8-25.
2. 최상철 (2015)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개발 패러다임”, “수도권인구집중억제
정책과 대학의 이전, 지방분교 및 서울대관악캠퍼스”, 우리나라의 국토·도시이야기, 서
울대학교 환경대학원 40주년 역사서 발간위원회, 보성각, 17-34, 177-192.

<강의 및 특강>
1. 외씨버선길의 재조명과 지역발전방향. 외씨버선길 지속가능화를 위한 세미나, 경북연구
원, 기조연설, 경북 영양군청, 2015. 8. 7
2. 우리나라 지역개발의 회고와 농촌의 앞날: 우리나라 농어촌이 놓인 도전과 기회, 미래의
선택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4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기조연설, 대전인터씨티호텔,
2015. 11. 19.
3. 이제 수도권이라는 족쇄를 풀어주어야 한다. 대도시권 미래발전과 법안제정을 위한 공청
회, 경기도 주최 기조연설, SETEC 국제회의장, 2014. 6. 11.

<기고문>
1. 광복 70년 우리나라도시계획의 역사와 의의. 도시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쪽,
20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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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대학원
김명국

(치의학과)

<학술회의-국제>
1. 제110회 독일해부학회 학술대회 참석, 뷔르츠부르크,독일, 2015. 9. 23~25.

<학술회의 - 국내>
1. 제38차 대한구강해부학회 학술대회 참석, 전남대학교 치의학대학원, 2015. 4. 24.
2. 제58회 대한체질인류학회 학술대회 참석, 강원도 홍천 비발디파크, 2015. 5. 28.
3. 제46차 한국현미경학회 춘계학술대회 참석,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 2015. 5. 29.
4. 제65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참석,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2015. 10. 14~16.
5. 제22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국제심포지엄 참석,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 서울 플라
자호텔, 2015.4.10.
6. 제2회 한·프랑스 한림원 공동심포지엄 “발효식품과 건강” 참석, 서울 플라자호텔, 2015.
5. 21.
7. Gender Summit 6 – Asia Pacific 2015, “Enhancing Societal Impact through Gendered
Innovations in Research, Development and Business” 참석, 서울 플라자호텔, 2015. 8.
26~28.
8. 제23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국제심포지엄 참석, “미세먼지: 원인과 영향 및 저감 대책”,
서울 플라자호텔, 2015. 9. 17.
9. 아시아과학한림원 국제심포지엄, “Global Health Issues in Asia” 참석, 충남, 대전
Interciti Hotel, 2015. 10. 19~21.
10. 제24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국제심포지엄, “아시아 국가들의 국가 통계 표준화 및 신뢰
성 제고” 참석, 서울 롯데호텔, 2015.11.5.
11. 제96회 한림원탁토론회 “유전자 가위기술의 명과 암” 참석, 서울 프레스센터, 2015. 11. 9.
12. 2015 세계과학한림원 서울포럼 “Global Coope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참석,
서울 Intercontinental Seoul Coex, 2015. 11. 11~12.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평의원, 한국현미경학회, 2015. 1. 1~201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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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1. 2015년도 제110회 독일해부학회 학술대회 참관기, 치과임상 제35권 제10호, 737~740쪽,
2015. 10. 30.

김영수

(치의학과)

<학술회의>
[국내]
1. 대한 골유착성 임플랜트학회 학술대회 좌장, 가톨릭 성모병원, 2015. 10. 1.
2. 대한치과보철학회 총회 및 학술대회, 포스타 논문 심사위원, 세종대학교, 2015. 11. 21.
[국외]
1. 제34회 유우럽 임플랜트학회, 2015. 9. 24~25 및 Prof. P. I. Branemark Memorial
Symposium, Carolinska Institute, Stockholm, Sweden, 2015. 9. 25~26.

<기고문>
1. 을미년의 역사, 치의신보 1285호, 2015. 1. 5.
2. 브로네마르크 교수 영전에, 치의신보 2288호, 2015. 1. 19.
3. 브로네마르크 교수 조사, 내 마음의 편지, 해돛이 출판사, 통권 42호, 3-6쪽, 2015, 2월호.
4. 인공치아 임플랜트의 선택, 대한국인 안중근 News Letter, 안중근숭모회, 2015. 3. 24.
5. To the memory of the Late Professor Branemark, the highly respected teacher of the
World, Journal of Advanced Prosthodontics(English Edi), Vol. 7, No. 6, Korean
Academy of Prosthodontics, 2015. 12. 31.

<기타 근황>
1. 특허등록. Fractured Implant Resque kit, 특허 제10-1480446호, 2015. 1. 2.
2. Carina Johanson (Gothenburg Univ.)연구협약 체결, 201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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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식

(치의학과)

<논문>
1. Seok Woo Chang, Young-Kyu Lee, Qiang Zhu, Won Jun Shon, Woo Cheol Lee, Kee
Yeon Kum, Seung Ho Baek, In Bog Lee, Bum-Soon Lim and Kwang Shik Bae(교신저
자) (2015) Comparison of the rheological properties of four root canal sealers.
International Journal of Oral Science (2015) 7, 56–61.

<강의 및 특강>
1. 정토삼부경. 금강강독회,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 903호 승우당, 2015. 1. 13. -9.8 매월
2째 화요일 오후 7:00-10:00. 총 9회.
2. 법화경. 금강강독회,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 903호 승우당, 2015. 10. 13. -12.8 매월 2
째 화요일 오후 7:00-10:00. 총 3회.
3. 금강심론. 금강강독회,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 903호 승우당, 2015. 1. 9. -12.18 매월
첫째 및 세째 금요일 오후 7:00-9:30. 총 22회.
4. 영어 능엄경. 금강강독회,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 903호 승우당, 2015. 7. 8. -12.2 매
주 수요일 오후 7:00-9:00. 총 20회 중 10회.
5. 영어 대승기신론. 금강강독회,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 903호 승우당, 2015. 12. 16.
-12.30 매주 수요일 오후 7:00-9:00. 총 3회 중 2회.
6. 기초불교영어강좌. 국제포교사회. 전법회관 지하1층 강의실. 2015.1.24, 3.21. 5.9, 9.5,
11.21, 토 오전 10:00-12:00 총 5회.
7. 국제포교사 양성과정 강좌. 국제포교사회. 전법회관 3층 회의실. 2015.03.05., 05.06. 오후
7:00-9:00 총 2회.
8. 정기법회 법문. 국제포교사회. 템플스테이관 3층 보현실. 2015.01.03. 오후 3시-5시.
9. 수릉엄삼매도 해설; 매월 넷째주 토 오후 8:00-9:00. 충남 태안 묘금륜원. 총 12회

<기고문>
1. <물질이 아닌 정신적인 삶을 추구하자> 삶의 지향점을 어디로 향할 것인가? 현대불교신
문 1026호 23면 2015.01.08.
2. <축사> 가은 강경애님의 사경개인전을 축하드리며, 모두 부처 이루기를 발원. 가은 강경
애 사경전 화보. 2015.10. 월간 미술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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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1. 인사: 배광식(치의학과): 사단법인 참수레 이사장. 사단법인 참수레, 2014. 5. 28~현재.
2. 인사: 배광식(치의학과): 포털 다음 카페:금강불교입문에서 성불까지(회원 약 7,100 여명)
카페지기. 2002. 7. 30~현재.
3. 인사: 배광식(치의학과): 포털 네이버 카페:금강불교입문에서 성불까지(회원 약 5,500 여
명) 카페지기. 2004. 4. 2~현재.
4. 행사: 배광식(치의학과):사단법인 참수레 수련원 묘금륜원 개원1주년 기념식. 2015. 10.
25.

<기타 근황>
1. 철야참선정진 지도; 매월 넷째주 토 오후 9:00~일 오전 04:00. 충남 태안 묘금륜원. 총 12
회.

양재호

(치의학과)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1. 심사위원. 대한치과보철학회 추계학회 구연 심사위원, 서울세종대, 2015. 11. 21.

<기타근황>
1. 국제치과보철학회(International College of Prosthodontists)에서 Board Meeting의 심사
를 거쳐 국내 최초로 종신회원(LIFE MEMBER)으로 추대됨. 2015. 10. 20.
2. 대한치과보철학회 춘계학회 심포지엄 좌장. 서울세종대, 2015. 4. 18.
3.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추계학회 좌장. 서울대학교치과병원, 2015. 10. 4.
4. International College of Prosthodontists 16th Biennial Meeting 참석. 서울COEX, 2015.
10. 16~10. 20.
5. 파리 소르본느 대학 등 방문. 2015. 3. 17~3. 25.
6. 미국 USC 치과대학 등 방문. 2015. 5. 13~5. 19.

4부 명
예
교
수
현
황

1. 명예교수 동정
명예교수 동정란은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보(2015. 3~2016. 3월호), 서울대 소식 등에서 발췌하
여 이를 여기에 수록하였으며, 이미 본 회보의 명예교수 학술활동란에 보고된 내용도 이곳에 옮
겨 가급적 중복 게재를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새로운 ‘동정란 자료’를 본 협의회 사무실(전화
02-880-9019 또는 이메일 emer@snu.ac.kr)로 수시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수상
• 이병일(농대 식물생산과학부): 재한동경대총동문회로부터 자랑스러운 동경대인상 수상, 2015.
2. 11.
• 오병남(인문대 미학과): 재단법인 3·1문화재단으로부터 제56회 3·1문화상 학술상(인문·사
회과학 부문) 수상, 2015. 3. 1.
• 최병인(의대 의학과): 미국복부영상의학회(SAR: Society of Abdominal Radiology) 학술대회
에서 탁월한 국제회원상(SAR Distinguished International member award) 수상, 2015. 3. 23.
• 서대석(인문대 국어국문학과): 수당재단으로부터 제24회 수당상(인문사회 부문) 수상, 2015.
5. 7.
• 박성현(자연대 통계학과): 과학의 날 및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혁신장 수
훈, 2015. 4. 21.
• 최덕근(자연대 지구환경과학부): 제33회 한국과학기술도서상 저술상 수상, 2015. 4. 28.
• 권욱현(공대 전기정보공학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발전공로상 수상, 2015. 4. 29.
• 박갑수(사범대 국어교육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세종문화상(학술 부문) 수상 및 대통령 표
창, 2015. 5. 14.
• 안휘준(인문대 고고미술사학과): 제60회 대한민국학술원상(인문학 부문) 수상, 2015. 9. 17.
• 한인규(농업생명과학대학 축산학과): 제25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 수상, 2015. 10. 13.
• 이경준(농대 산림과학부): 한국임학회 추계총회에서 제3회 현신규 학술상 수상, 2015. 10. 22.
• 정성창(치의대 치의학과): 아시아 두개하악장애학회(AACMD)에서 공로상 수상. 2015. 10.
24~10. 25.
• 이돈구(농대 산림과학부): 미국 아이오와 대학(Iowa State University,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에서 조지 워싱턴 카버 공로상(2015 George Washington Carver
Distinguished Service Award) 을 수상, 2015. 10. 30.
• 이재숙(음대 국악과): 문화예술 발전유공자로 선정되어 보관문화훈장 수훈, 2015. 11. 12.
• 김 민(음대 기악과): 문화예술 발전유공자로 선정되어 보관문화훈장 수훈, 2015. 11. 12.
• 구인환(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발전공로상 수상, 2015.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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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성(경영대 경영학과): 한-핀란드의 우호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로 핀란드정부가 수여하는
‘백장미 1급 기사 훈장’ 수훈, 2015. 12. 17.
• 이홍규(의대 의학과): 교육부 선정 제1회 당뇨병 교육자 대상자에 선정되어 부총리 표창 수상,
2016. 1. 21.

2) 인사
• 정명희(의대 의학과): 가천대 이길여 암·당뇨연구원장 겸 의무부총장에 선임됨, 2015. 2. 12.
• 최병인(의대 의학과): 중앙대학교병원의 임상석좌교수로 임명됨(영상의학과), 2015. 3. 1.
• 이돈구(농대 산림과학부): (사)생명의 숲 국민운동이사장에 취임됨, 2015. 3. 18.
• 김경동(사회대 사회학과):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미래세대행복위원회 총회에서 위원장
에 선임됨, 2015. 5. 22.
• 이승훈(사회대 경제학부): 한국가스공사 주주총회에서 사장에 선임됨, 2015. 6. 19.
• 박명진(사회대 언론정보학과): 임기 3년의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됨, 2015. 6. 4.
• 임현진(사회대 사회학과): 대한민국학술원 총회에서 신입 회원에 선출됨, 2015. 7. 10.
• 양재호(치대 치의학과): 국내 최초로 국제치과보철학회 종신회원으로 추대됨, 2015. 11.
• 최병인(의대 의학과): 대한소화기학회의 상임고문으로 임명됨, 2015. 11.
• 이무근(농대 농산업교육과): 경동대학교 메디컬캠퍼스(원주 문막 소재)의 총장으로 임명됨,
2015. 3. 1~12. 31.
• 최성재(사회대 사회복지학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에 임명됨, 2015. 12. 23.
• 전효택(공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국제학술지 CATENA의 특별호(v.136, pp. 1~196, 2016. 1.)에
서 ‘광산지역 토양의 복원’ 부문의 객원 편집인으로 활동함, 2015. 12.
• 이지순(사회대 경제학부):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임명됨, 2015. 12. 22.
• 호문혁(법대 법학과): 제2대 사법정책연구원장에 임명됨, 2016. 2. 1.

3) 행사
• 윤명로(미대 서양화과): 제주시 아라리오 뮤지엄에서 개인전 개최, 2015. 4. 1~ 9. 3.
• 전효택(공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일본 도쿄대에서 열린 일본자원지질학회 ‘한국과 일본에서의
광물자원 조인트 심포지엄’에서 특별초청연사로 초빙되어 수차례 발표함. ‘한국에서의 광물자
원 식물지구화학탐사- 최근 연구사례’ 특강 및, 일본 교수와 공동으로 ‘마그마성-열수성 시스
템에서의 인듐(In) 광화작용’ 발표, 도야마 대학에서 ‘한국 서울 지역에서의 백금족 원소 및 교
통 관련 중금속원소들의 방출과 오염특성’ 발표, 2015. 6. 24~6. 26.
• 안형일(음대 성악과):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제자들과 함께 제11회 골든보이스 콘서
트 개최, 2015.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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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훈(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기천 교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제3회
유기천 법률문화상을 시상하고, ‘유기천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제11회 월송학술심포지엄
개최, 2015. 10. 6.
• 신용하(사회대 사회학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일본 아베정권의 독도 침탈정책 강화 추세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의 명증’을 주제로 학술대회 개최, 2015. 10. 8.
• 장윤석(의대 의학과): 대만 타이페이에서 개최된 제54회 대만산부인과학회 (TAOG)에 명예회
원 자격으로 초청되어 회장초연에서 축사, 2015. 3. 13~3. 17
• 장윤석(의대 의학과): 일본의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제67회 일본산부인과학회 및 제14차 한일
산부인과학회에 초청되어 축사, 2015. 4. 9~4. 12.
• 장윤석(의대 의학과): 말레이시아의 쿠친에서 개최된 제24차 아세아·오세아니아 산부인과연
맹(AOFOG) 학술대회에 전직회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동연맹에서 제정한 제3회 장윤석 상(YS
Chang Award)을 개회식에서 시상, 2015. 6. 2~6. 7.
• 장윤석(의대 의학과): 일본 가고시마에서 개최된 나가타 유키히로(Prof. Yukihiro Nagata) 전
가고시마대학총장의 훈장서훈축하회(勳章敍勳祝賀會)에 초청되어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대표
로 축사, 2015. 6. 27~6. 28.
• 김철수(법대 법학과): 지난 10년간 서울대학교총동창신문을 비롯 문화일보, 데일리한국, 조선
일보 등 언론지에 개제한 글을 모아 평론집 ‘법과 사회’ 출간, 2015. 11.

4) 출판
• 정희석(산림과학부): 목재사전, 총 536쪽,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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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교 강의 담당 명예교수 현황
1) 2015학년도 1학기 담당 교과목 및 학점
강의 기간: 2015. 3. 1~2015. 8. 31
성명

강정혁

대학

자연과학대학

학과

담당 교과목

학점

수리과학부

복소변수함수론

3

김우철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수리통계1

3

김

관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화학1

3

안태인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

3

전종갑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대기과학

3

권오량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영어교육과정

1

황준연

음악대학

국악과

전공이론(국악)

2

백청심

음악대학

현악전공

현악실기(악기명)

2

엄융의

의과대학

의학과

의학에서의 위대한 발견

3

허성도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경서연구

3

김세균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정치와 정치이념

3

장호익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디자인전공

디자인윤리

3

정홍익

기초교육원

기초교육원

현대한국사회론

3

이승훈

기초교육원

기초교육원

한국경제: 역사와 최근의 변화

3

전종우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확률의 개념 및 응용

3

이

은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유기합성화학

3

김상구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

3

이동규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수치모델링및예측1

3

민상기

경영대학

경영학과

국제금융관리론

3

우한용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문예미학교육연구

3

김정욱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대기관리모형연구

3

박종화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조경식물소재

3

노태돈

인문대학

국사학과

한국고대사연구

3

허우긍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교통과 정보통신의 지리학

3

최덕근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지구의 이해

3

호문혁

법과대학

법학부

비교민사소송법연구

3

김신복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인적자원관리

3

이정빈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법의학

3

이덕헌

경영대학

경영학과

국제금융관리론

3

전효택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응용자원지질

3

최인수

미술대학

조소과

시간×공간×질서연구1

4

장수홍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공예전공

현대도예세미나1

4

이광숙

사범대학

독어교육과

독어교재연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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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학

학과

담당 교과목

학점

정용덕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거버넌스와 공공리더십

3

방석현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산업정책

3

정운찬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산업경제세미나

2

이지순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북한경제론

3

김희준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자연과학의 세계

3

안정선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명의 이해

3

표학길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시장경제의 이해

3

이준구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경제원론 1

3

서정헌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기초유기화학

3

김명수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화학 1

3

조동성

경영대학

경영학과

디자인과 경영전략

1

김명모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토질역학

3

윤현주

음악대학

성악과

전공실기(성악)

1

김형배

음악대학

피아노전공

실내앙상블(중주)

8

오생근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

현대프랑스 문화현상과 이론

3

권태억

인문대학

국사학과

한국근대사특강

3

한종규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선형대수학

3

이지화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양자역학의 기초

3

안건혁

공과대학

협동과정 도시설계학 전공

도시설계스튜디오 3

2

이길성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수자원시스템공학

3

최종고

법과대학

법학부

법사상특수연구

3

권오승

법과대학

법학부

독점규제법연구

3

김전

의과대학

의학과

우리 몸의 이해

3
165

학점 합계

2) 2015학년도 2학기 담당 교과목 및 학점
강의 기간: 2015. 9. 1~2016. 2. 28.
성명

대학

학과

담당 교과목

학점

박세원

음악대학

성악과

성악실기

2

우한용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한국문학교육론연구

3

황준연

음악대학

국악과

전공이론(국악)

2

권오승

법과대학

법학부

비교경제법연구

3

장수홍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공예전공

현대도예세미나2

4

윤현주

음악대학

성악과

성악실기

2

강정혁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복소변수함수론

3

장호익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디자인전공

디자인스튜디오 12

4

김도한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미분방정식 및 연습

3

4부 명예교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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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학

학과

담당 교과목

학점

양병이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문화와 공간행태

3

김신복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기획론

3

정운찬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금융경제세미나

2

민상기

경영대학

경영학과

국제재무관리연구

3

조동성

경영대학

경영학과

경영전략사례연구

3

김

의과대학

의학과

우리 몸의 이해

3

박종화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환경원격탐사

3

정용덕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이론과 철학

3

안건혁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도시공간구조론

3

전종갑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대기과학

3

안태인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

3

이길성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통계수문학

3

노태돈

인문대학

국사학과

한국고대국가의형성

3

권태억

인문대학

국사학과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

김

전

관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화학 2

3

민경환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

주제탐구세미나 2

3

김영진

경영대학

경영학과

금융기관경영론연구

3

김정욱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대기관리

3

표학길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국제무역론

3

이광숙

사범대학

독어교육과

독어번역연습

3

이

은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분자설계및합성

3

김상구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

3

김세균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정치와 정치이념

3

최종고

법과대학

법학부

법사상사특수연구

3

권오량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영어교재 및 교과과정

3

호문혁

법과대학

법학부

민사소송법특수연구

3

강석호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공학기술과경영

3

전종우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표본설계 및 조사실습

3

김명수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화학 2

3

김희준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자연과학의 세계

3

백청심

음악대학

기악과

현악실기(악기명)

3

김우철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수리통계 2

3

최덕근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판구조론 및 실험

3

이준구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경제원론 2

3

이지순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경제성장론

3

이정빈

법과대학

법학부

법의학

3

임한순

인문대학

협동과정 공연예술학 전공

비교공연예술학연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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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학

학과

담당 교과목

학점

안정선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명의 이해

3

한종규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다변수복소해석학

3

은희철

의과대학

의학과

우리말 의학 전문용어 만들기

2
144

학점 합계

3. 신규 명예교수 추대자 명단
1) 2015. 9. 1. 명예교수 추대
대 학(원)

학 과(부)

직급

성명

인문대학

철학과

교수

백종현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교수

왕한석

물리·천문학부

교수

유인석

수리과학부

교수

김도한

화학과

교수

신환철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김화용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김승조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황기웅

교수

안동만

교수

이정재

교수

신인식

교수

김성연

교수

김정구

교수

이광우

교수

임정기

교수

정 흠

교수

조맹제

교수

최정연

교수

한정호

前교수

강위생

前교수

윤여규

교수

정해원

대학원(자연과학대학)

대학원(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계

의학과

보건학과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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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 3. 1. 명예교수 추대 및 회복
대 학(원)

학 과(부)

직급

성명

비고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교수

윤영관

2016. 2. 29.
정년퇴직 예정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수

윤순녕

〃

경제학부

교수

이준구

재료공학부

교수

조원호

〃

산업공학과

교수

오형식

〃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

백희영

〃

약학대학

제약학과

교수

한관섭

1974.03.04. 의원면직

교수

박선양

2016.02.29.
정년퇴직 예정

교수

최중환

〃

교수

황용승

〃

교수

박용현

*명예교수 회복

교수

김관식

2016.02.29.
정년퇴직예정

교수

홍삼표

〃

교수

안상형

〃

교수

안중호

〃

대학원(공과대학)

의과대학

치의학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의학과

치의학과

경영학과

15명

계

※ 의과대학 박용현 교수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규정」 제11조 제3항에 의거하여 명예교수직을 회복함.
(2006. 2. 28. 명예퇴직 ⇒ 2009. 3. 1. 명예교수 추대 ⇒ 2011. 12. 22. 명예교수 사직 ⇒ 2016. 3. 1. 명예교
수 회복)

4. 전체 명예교수 명단(1962년 7월 20일~2016년 3월 1일)
1962년 7월 20일부터 2016년 3월 1일 이전까지 총 1,256분이 서울대학교의 명예교수로 추대
되었다. 여기에는 대학별로 추대된 순서에 따라 그 명단을 배열, 기재하였고, 이미 작고(1962. 7.
20~2016. 2. 29)하신 355분은 성명 앞에 ( * )표로 표기하며 삼가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혹시라
도 오기나 누락으로 착오가 있으시면 본 회보편집위원회(02-880-9019 혹은 emer@snu.ac.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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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리과대학
*이병도(1962.07.20)

*이희승(1962.07.20)

*김상기(1962.07.20)

*박충집(1963.04.23)

*박종홍(1968.09.01)

*이숭녕(1974.07.08)

*권영대(197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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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렬(1991.11.16)

나종일(1992.04.15)

*강두식(1992.11.03)

*한전숙(1992.11.03)

*이민호(1992.11.03)

문우상(1993.11.01)

*김광호(1993.11.01)

*이병찬(1994.04.11)

장석진(1994.10.25)

*김종운(1995.05.06)

이 환(1995.05.06)

이기문(1996.06.05)

김진세(1996.06.05)

김완진(1996.10.14)

최완식(1996.10.14)

조병태(1996.10.14)

*송낙헌(1997.05.26)

김인숙(1997.11.18)

김용직(1998.05.27)

*안병희(1998.05.27)

홍승오(1998.05.27)

*민두기(1998.05.27)

이병한(1998.11.13)

*이병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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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달(2000.05.02)

김석도(2000.11.17)

이경식(2001.05.09)

신태호(2001.05.09)

석경징(2001.05.09)

김시준(2001.05.09)

원윤수(2001.05.09)

김현창(2001.07.18)

성백인(2001.07.18)

김윤식(2001.10.18)

*민병수(2001.10.18)

이상옥(2001.10.18)

고영근(2002.03.01)

박희진(2002.03.01)

정지영(2002.03.01)

*최순봉(2002.03.01)

이현복(2002.03.01)

오인석(2002.03.01)

이인호(2002.03.01)

최승희(2002.09.01)

*고병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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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이흠(2005.09.01)

황윤석(2006.03.01)

문양수(2006.03.01)

오병남(2006.03.01)

안휘준(2006.03.01)

천승걸(2006.09.01)

임효재(2006.09.01)

홍기창(2007.03.01)

신수송(2007.03.01)

오금성(2007.03.01)

오세영(2007.09.01)

유평근(2007.09.01)

정옥자(2007.09.01)

이명현(2007.09.01)

서대석(2008.03.01)

*이정호(200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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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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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환(2010.03.01)

*김효명(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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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진(2013.03.01)

김여수(2013.03.01)

나학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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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철(1979.11.01)

*배복석(1980.12.23)

*김두희(1983.12.01)

*김상호(1984.07.10)

*이만갑(1987.04.18)

*임원택(1988.07.01)

*정병휴(1988.12.10)

*오만식(1988.12.10)

*정양은(1988.12.10)

장인협(1990.10.12)

*동덕모(1991.04.15)

최홍기(1991.04.15)

차병권(1991.11.16)

변형윤(1992.04.15)

박봉식(1994.04.11)

*이상희(1994.10.25)

*김영국(1995.11.29)

*이용희(1995.11.29)

이현재(1995.11.29)

*이 찬(1995.11.29)

*장병림(1996.06.05)

*여정동(1996.10.14)

김종현(1996.10.14)

*김채윤(1996.10.14)

조대경(1997.05.26)

임종철(1998.05.27)

*이광규(1998.05.27)

*강명규(1998.11.13)

*서봉연(1998.11.13)

차재호(1999.10.12)

김일철(1999.10.12)

*구영록(1999.10.12)

한상복(2000.11.17)

*남세진(2000.11.17)

박우희(2001.05.09)

원호택(2001.07.18)

안병직(2001.10.18)

*이장호(2001.10.18)

김경동(2002.03.01)

김용구(2002.09.01)

조 순(2002.09.01)

강현두(2002.09.01)

*김진균(2003.03.01)

신용하(2003.03.01)

이관용(2003.03.01)

조명한(2003.03.01)

김세원(2004.09.01)

송병락(2004.09.01)

박영한(2005.03.01)

*홍원탁(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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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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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현(2015.09.01)

사회과학대학

윤영관(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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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대학
*손치무(1979.11.01)

*홍순복(1984.07.10)

*이주식(1986.05.12)

*지창열(1987.10.18)

정창희(1987.04.18)

*김봉균(1987.04.18)

*최규원(1987.05.07)

*구정회(1988.07.01)

*김훈수(1988.12.10)

*김성삼(1988.12.10)

장세헌(1989.04.15)

*성백능(1989.04.15)

*민호기(1989.04.15)

*정영호(1989.10.13)

*정창희(1989.10.13)

*김정수(1990.04.16)

*박을용(1990.04.16)

이상만(1991.04.15)

*박봉열(1991.11.16)

조완규(1992.04.15)

고윤석(1992.04.15)

이수호(1992.04.15)

현정준(1992.04.15)

이일해(1992.11.03)

*장세희(1992.11.03)

윤옥경(1994.10.25)

*박홍래(1994.10.25)

김준호(1995.05.06)

*이우영(1995.05.06)

김제필(1995.11.29)

김호징(1995.11.29)

*강영선(1995.11.29)

하두봉(1996.10.14)

김제완(1997.11.18)

*박희인(1997.11.18)

최병두(1998.11.13)

강만식(1999.04.20)

고영소(1999.10.12)

윤재한(2000.05.02)

박인원(2000.05.02)

권숙일(2000.11.17)

하영칠(2000.11.17)

이정주(2001.05.09)

이구철(2001.05.09)

박세희(2001.05.09)

박형석(2001.10.18)

이윤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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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희성(200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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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웅(2005.03.01)

김정환(2005.03.01)

정해문(2005.09.01)

김종찬(2006.03.01)

양철학(2006.03.01)

박순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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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승수(2009.09.01)

박성현(2010.03.01)

김하석(2010.09.01)

이동규(2010.09.01)

이재형(2010.09.01)

방형찬(2011.03.01)

소광섭(2011.03.01)

전종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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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영(2012.09.01)

김정구(2013.03.01)

이상각(2013.03.01)

김희준(2013.03.01)

임정빈(2013.03.01)

김 혁(2013.09.01)

서정헌(2013.09.01)

김경렬(2013.09.01)

오임상(2013.09.01)

김두철(2013.09.01)

강정혁(2014.03.01.

전종우(2014.03.01)

김명수(2014.03.01)

백명현(2014.03.01)

이창복(2014.03.01)

김우철(2014.09.01)

안정선(2014.09.01)

윤순창(2014.09.01)

최덕근(2014.09.01)

이준규(2015.03.01)

홍종배(2015.03.01)

김 관(2015.03.01)

유인석(2015.09.01)

김도한(2015.09.01)

신환철(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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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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이용준(1987.08.13)

한희영(1993.04.26)

*오상락(1993.04.26)

*심병구(1994.04.11)

김정년(1997.11.18)

*김원수(199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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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식(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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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과대학
*이균상(1969.12.01)

*정봉협(1974.07.08)

*박상조(1974.07.08)

*김문상(1979.11.01)

*홍준기(1979.11.01)

*우형주(1980.12.23)

*이 량(1980.12.23)

*우범식(1980.12.23)

*김희춘(1981.07.18)

*신윤경(1984.07.10)

*염영하(1984.12.17)

*박평주(1986.05.12)

*김재근(1986.05.12)

*정선모(1987.04.18)

임응극(1987.04.18)

*신영기(1987.04.18)

*김재극(1987.05.07)

*김준용(1988.03.01)

*이종각(1988.03.01)

*이문득(1988.07.01)

김효경(1988.12.10)

이승원(1988.12.10)

*이정한(1988.12.10)

양흥석(1989.04.15)

*이택식(1989.10.13)

이재성(1989.10.13)

윤장섭(1990.04.16)

*박민호(1990.04.16)

*최계근(1990.04.16)

*최 웅(1990.04.16)

*김동훈(1990.10.12)

*정인준(1990.10.12)

*안수한(1990.10.12)

*심정섭(1991.04.15)

*이영배(1991.04.15)

*이낙주(1991.04.15)

*위상규(1991.04.15)

*한봉희(1991.11.16)

김노수(1991.11.16)

안철호(1991.11.16)

김동원(1992.04.15)

지철근(1992.11.03)

*임상전(1992.11.03)

박천경(1993.04.26)

*조선휘(1993.04.26)

고명삼(1993.04.26)

이광노(1993.11.01)

*원종수(1993.11.01)

*황종흘(1993.11.01)

황희융(1993.11.01)

*이해경(1994.10.25)

현병구(1995.05.06)

*윤정섭(1995.05.06)

김연식(1995.11.29)

*박혜일(1995.11.29)

안수길(1995.11.29)

김상주(1996.06.05)

김문한(1996.06.05)

김극천(1996.06.05)

*김봉우(1996.10.14)

*김형걸(1997.05.26)

전용원(1997.05.26)

정일영(1997.11.18)

안태완(1997.11.18)

박영문(1998.05.27)

박순자(1998.05.27)

*주종원(1998.05.27)

박중현(1998.11.13)

*김응서(199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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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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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상(2003.03.01)

정기형(200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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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균(20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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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호(2011.09.01)

이장규(2011.09.01)

문상흡(2011.09.01)

심우갑(2011.09.01)

유정열(2012.03.01)

성굉모(2012.03.01)

우치수(2012.03.01)

이창훈(2012.03.01)

오수익(2012.09.01)

강석호(2012.09.01)

최하순(2012.09.01)

이호인(2012.09.01)

전효택(2012.09.01)

신효철(2013.03.01)

이규열(2013.03.01)

이기표(2013.03.01)

정성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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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건(2014.03.01)

이상욱(2014.09.01)

김명모(2014.09.01)

조유근(2014.09.01)

이지화(2014.09.01)

*강신형(2015.03.01)

김화용(2015.09.01)

김승조(2015.09.01)

황기웅(2015.09.01)

조원호(2016.03.01)

오형식(2016.03.01)

양영순(2016.03.01)

농업생명과학대학(농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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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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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계원(1988.07.01)

*이양후(1989.04.15)

*이은웅(1989.10.13)

*박태식(1991.04.15)

현재선(1991.04.15)

오봉국(1991.04.15)

김재욱(1991.11.16)

*허문회(1992.04.15)

*김갑덕(1992.04.15)

*반성환(1994.04.11)

심영근(1994.04.11)

*고재군(1994.04.11)

*정후섭(1995.11.29)

*주봉규(1996.06.05)

신동소(1996.06.05)

*심종섭(1996.06.05)

*왕인근(1996.10.14)

정창주(1997.11.18)

이홍석(1998.05.27)

*임선욱(1998.05.27)

나용준(1999.04.20)

*조용섭(1999.04.20)

이계호(1999.04.20)

안건용(1999.04.20)

*송해균(1999.04.20)

고광출(1999.10.12)

심재욱(1999.10.12)

류순호(2000.05.02)

한인규(2000.05.02)

*김동암(2000.05.02)

*이필우(2000.05.02)

*임경빈(2000.07.06)

*박명규(2000.07.06)

*이질현(2000.11.17)

임경순(2001.07.18)

*안원영(2001.10.18)

박영일(2002.03.01)

우건석(2002.03.01)

이병일(2002.09.01)

남중희(2002.09.01)

김호탁(2004.03.01)

우보명(200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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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유(2004.03.01)

정지웅(2005.03.01)

김현욱(2005.03.01)

*고학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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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경생(2006.03.01)

권용웅(200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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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환(2009.03.01)

이호진(2010.03.01)

김귀곤(2010.03.01)

장병욱(2010.03.01)

이경준(2010.09.01)

김성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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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대학
*노수현(1962.10.23)

*김종영(1980.12.23)

*정창섭(1993.04.26)

서세옥(1994.04.11)

*김교만(1994.04.11)

권순형(1994.10.25)

김정자(1994.10.25)

*박세원(1995.11.29)

*유경채(1995.11.29)

문학진(1995.11.29)

김 태(1996.10.14)

최종태(1998.05.27)

민철홍(1998.11.13)

최의순(1999.04.20)

유근준(1999.10.12)

조영제(2000.11.17)

신영상(2001.05.09)

최만린(2001.05.09)

윤명로(2002.03.01)

강찬균(2003.09.01)

이종상(2003.09.01)

부수언(2004.03.01)

엄태정(2004.03.01)

양승춘(2006.03.01)

전 준(2008.03.01)

*임영방(2009.09.01)

신광석(2010.09.01)

*유리지(2010.09.01)

최인수(2011.09.01)

한운성(2012.03.01)

*정탁영(2012.03.01)

*박노수(2012.09.01)

장수홍(2013.03.01)

장호익(2014.09.01)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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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호(1996.10.14)

이태로(1997.11.18)

김철수(1998.11.13)

양승규(1999.10.12)

*권영성(1999.10.12)

*서돈각(2000.07.06)

심헌섭(2001.05.09)

이호정(2002.03.01)

최기원(2002.03.01)

최대권(2002.09.01)

*백충현(2004.09.01)

이수성(2004.09.01)

김동희(2005.03.01)

김유성(2006.03.01)

최송화(2006.09.01)

송상현(2007.03.01)

이흥재(2012.03.01)

최종고(2013.03.01)

안경환(2013.09.01)

호문혁(2013.09.01)

*김계숙(1970.10.08)

*이종수(1972.05.01)

*채의순(1974.07.08)

*김형규(1979.11.01)

*최기철(1979.11.01)

*김준민(1979.11.01)

*윤인호(1980.12.23)

*라현성(1981.12.16)

권오승(2015.03.01)

사범대학

338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5,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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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녕(1989.04.15)

*김응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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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식(1995.11.29)

*신희명(1995.11.29)

*피천득(1996.06.05)

문 용(1996.06.05)

이동승(1996.06.05)

*김성근(1996.06.05)

김은전(1996.10.14)

이계순(1996.10.14)

박용헌(1997.05.26)

전상범(1997.05.26)

윤용탁(1997.11.18)

*강길수(199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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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익(2000.05.02)

이범제(2000.05.02)

황재기(2000.05.02)

심명호(2000.11.17)

황적륜(2000.11.17)

윤세철(2001.10.18)

차경수(2001.10.18)

*이용필(2001.10.18)

황정규(2001.10.18)

임승권(2002.03.01)

박승재(2002.03.01)

*장남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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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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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수(2006.09.01)

전인영(2007.03.01)

윤정일(2008.03.01)

우정호(2008.03.01)

김대행(2008.09.01)

강신복(2008.09.01)

이종재(2009.03.01)

한기상(2009.03.01)

김동진(2009.03.01)

정청희(2009.03.01)

정응근(20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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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학대학(가정대학)
*장명욱(1981.12.16)

모수미(1992.04.15)

이혜수(1992.11.03)

김성련(1993.04.26)

*임원자(1997.05.26)

안승요(1997.11.18)

*현기순(199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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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낙(1991.04.15)

*한수남(1993.04.26)

수의과대학
*정창국(1988.07.01)

이창업(199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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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두환(1993.11.01)

권종국(1995.05.06)

*임창형(1995.05.06)

*이영소(1995.11.29)

*옥종화(1995.11.29)

*전윤성(1997.05.26)

*최희인(1997.05.26)

서익수(1997.05.26)

성재기(1999.04.20)

이준섭(1999.04.20)

박응복(2001.07.18)

*마점술(2001.07.18)

조충호(200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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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학대학(천연물과학연구소)
*한구동(1974.07.08)

*이선주(1979.11.01)

*우인근(1979.11.01)

*우종학(1981.07.18)

*홍문화(1981.12.16)

*채동규(1983.06.30)

*심길순(1983.12.01)

*김영은(1983.12.01)

*국채호(1988.07.01)

*조윤성(1988.12.10)

*김제훈(1988.12.10)

*한대석(1989.04.15)

우원식(1994.04.11)

*나운용(1994.10.25)

*김신근(1995.05.06)

*정원근(1995.11.29)

이상섭(1996.06.05)

조윤상(1996.10.14)

*이왕규(1996.10.14)

김낙두(1999.04.20)

지형준(1999.04.20)

한병훈(1999.04.20)

김병각(2000.05.02)

이민화(2001.05.09)

이은방(2002.03.01)

*신국현(2002.09.01)

박만기(2003.09.01)

문창규(2005.03.01)

김양배(2005.03.01)

김박광(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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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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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형일(1992.04.15)

*이정희(1992.11.03)

정진우(1993.04.26)

이인영(1994.10.25)

*백낙호(1994.10.25)

*이남수(1995.05.06)

*강운경(1995.05.06)

이기원(1995.05.06)

*김용진(1995.11.29)

이명학(1996.06.05)

김혜경(1996.10.14)

이경숙(1997.05.26)

유태열(1998.05.27)

*이성균(199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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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자(2007.09.01)

강사준(2009.09.01)

박인수(2012.03.01)

*장정익(2012.03.01)

강석희(2012.03.01)

*김정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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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관섭(2016.03.01)

음악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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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김두종(1962.07.20)

*윤일선(1962.07.20)

*김동익(1962.07.20)

*김석환(1962.07.20)

*김성환(1970.10.08)

*기용숙(1970.12.01)

*오진섭(1974.07.08)

*나세진(1974.07.08)

*이국주(1979.11.01)

*김경식(1979.11.01)

*이제구(1979.11.01)

*강승호(1979.11.01)

*한심석(1979.11.01)

*이명복(1979.11.01)

*이성호(1979.11.01)

*박길수(1980.02.21)

*이기영(1980.02.21)

*주동운(1980.12.23)

*김인달(1980.12.23)

*노병호(1980.12.23)

*김응진(1981.07.18)

*임정순(1981.12.16)

*남기용(1983.02.01)

*주근원(1983.06.30)

*장신요(1984.07.10)

*한문식(1984.07.10)

*강석영(1984.12.17)

*김홍기(1986.05.12)

*이승훈(1987.04.18)

*허인목(1987.04.18)

*이영택(1987.05.07)

*이영균(1987.05.07)

*이희영(1987.08.13)

백만기(1988.03.01)

*이문호(1988.07.01)

홍창의(1988.12.10)

*신면우(1989.04.15)

*심보성(1990.04.16)

*고광욱(1991.11.16)

김영균(1991.11.16)

이유신(1992.11.03)

*김상인(1993.11.01)

*문형노(1994.04.11)

민헌기(1994.04.11)

이정균(1994.04.11)

이상국(1994.04.11)

*한용철(1994.10.25)

*김주완(1995.05.06)

김수태(1995.05.06)

*김승원(1995.05.06)

김우겸(1995.05.06)

김진영(1995.11.29)

노관택(1995.11.29)

윤동호(1995.11.29)

김승욱(1995.11.29)

권이혁(1995.11.29)

*곽일용(1996.06.05)

이덕용(1996.06.05)

장윤석(1996.06.05)

김종환(1996.10.14)

*명호진(1996.10.14)

*이한구(1996.10.14)

장우현(1996.10.14)

석세일(1997.05.26)

*고창순(1997.11.18)

이부영(1997.11.18)

*김진복(1998.11.13)

*서경필(1998.11.13)

*성호경(1998.11.13)

*윤덕노(1998.11.13)

윤종구(1998.11.13)

함의근(1998.11.13)

이상복(1999.10.12)

한만청(2000.05.02)

김시황(2000.05.02)

김진환(2000.05.02)

백상호(2000.05.02)

김용일(2000.11.17)

김정용(2000.11.17)

김진호(2000.11.17)

*박찬웅(2000.11.17)

최길수(2000.11.17)

*최성배(2001.05.09)

*장가용(2001.05.09)

이영우(2001.10.18)

이재흥(2001.10.18)

이순형(2002.03.01)

*이진용(2002.09.01)

조두영(2002.09.01)

*김영민(2003.03.01)

*김중술(2003.03.01)

*지제근(2003.03.01)

최규완(2003.03.01)

장봉린(2004.03.01)

이종욱(2004.09.01)

김노경(2005.09.01)

최국진(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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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선(2007.09.01)

이효표(2007.09.01)

허봉렬(2007.09.01)

민병구(2008.03.01)

박철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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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1)

이홍규(2009.09.01)

최윤식(2009.09.01)

김유영(2010.03.01)

조병규(2010.03.01)

최 용(2010.03.01)

심영수(2010.09.01)

정문상(2010.09.01)

최 황(2010.09.01)

연경모(2011.03.01)

이건욱(2011.03.01)

이진학(2011.03.01)

정명희(2011.03.01)

김성덕(2011.09.01)

송인성(2011.09.01)

이정빈(2011.09.01)

김병국(2012.03.01)

김용식(201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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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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호(2014.09.01)

장선오(2014.09.01)

조수철(2014.09.01)

신상구(2015.03.01)

이효석(2015.03.01)

최병인(2015.03.01)

하성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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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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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균(200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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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운태(1987.08.13)

*최종기(1994.04.11)

*김해동(1994.04.11)

*안해균(1994.04.11)

*박동서(1994.10.25)

유 훈(1994.10.25)

조석준(1994.10.25)

강신택(1998.11.13)

오석홍(2001.10.18)

김광웅(2007.03.01)

노화준(2007.03.01)

김동건(2009.03.01)

방석현(2010.09.01)

정홍익(2010.09.01)

정정길(2010.09.01)

김신복(2012.09.01)

노융희(199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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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대학원

정용덕(2014.03.01)

환경대학원

박종화(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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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학원
박세일(2013.09.01)

치의학대학원
*이춘근(1983.06.30)

*유종덕(1984.12.17)

*안형규(1989.04.15)

*차문호(1989.10.13)

장완식(1988.07.01)

*김영해(1991.04.15)

*황성명(1994.10.25)

이명종(1995.11.29)

민병일(1995.11.29)

*이영옥(1995.11.29)

*김동순(1995.11.29)

*김수철(1995.11.29)

*선우양국(1995.11.29) 김진태(1996.06.05)

이정식(1996.06.05)

김규식(1997.05.26)

서정훈(1999.04.20)

유동수(1999.04.20)

김명국(2001.05.09)

손동수(2001.07.18)

*양원식(2001.10.18)

윤수한(2001.10.18)

이종흔(2002.03.01)

김철위(2003.09.01)

임창윤(2003.09.01)

최상문(2003.09.01)

*손성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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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익태(2004.09.01)

*임성삼(2005.09.01)

*최선진(2006.03.01)

남동석(2006.09.01)

정성창(2006.09.01)

고재승(2007.03.01)

엄정문(2007.09.07)

김창회(2008.09.01)

염광원(2008.09.01)

한수부(2008.09.01)

백기석(2008.09.01)

양재호(2011.03.01)

장영일(2011.03.01)

정종평(2011.03.01)

한세현(2011.09.01)

*김주환(2012.09.01)

김중수(2012.09.01)

김영구(2012.09.01)

배광식(2014.03.01)

김관식(2016.03.01)

홍삼표(2016.03.01)

5. 지난 1년간 작고하신 명예교수(2015년 3월 1일~2016년 2월 29일)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 사이에 작고하신 명예교수님들은 모두 14분이다. 이들
명예교수님들의 명복을 삼가 기원하는 바입니다.
1. 2015. 03. 06. 민병수(인문대 국어국문학과)
2. 2015. 04. 09. 김주완(의대 의학과)
3. 2015. 04. 11. 이병건(인문대 영어영문학과)
4. 2015. 04. 21. 조용섭(농생대 농생명공학부)
5. 2015. 04. 22. 김훈수(자연대 생명과학부)
6. 2015. 04. 28. 김동암(농생대 농생명공학부)
7. 2015. 06. 04. 이장호(사회대 심리학과)
8. 2015. 07. 31. 김수행(사회대 경제학부)
9. 2015. 08. 28. 김주환(치대원 치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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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15. 09. 17. 최선진(치대원 치의학과)
11. 2015. 10. 12. 강신형(공대 기계항공공학부)
12. 2015. 10. 13. 주봉규(농생대 농경제사회학부)
13. 2015. 11. 14. 최순봉(인문대 독어독문학과)
14. 2015. 12. 03. 반성환(농생대 농경제사회학부)
15. 2016. 02. 11. 김영민(의대 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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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소
식
및
기
타

1. 학교소식
1) 노벨상 수상자 서울대 교수팀 『셀』지에 논문 게재
2014년 노벨상 수상자인 아론 시카노버(Aaron Ciechanover) 박사는 공동센터장인 권용태 박
사와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만성염증, 악성종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NF-kB(엔에프 카파
B) 전사인자의 대사과정을 밝히는 동시에, 이 대사과정을 담당하는 KPC1 유비퀴틴 리가제
(ubiquitin ligase)가 강력한 종양억제 단백질임을 밝힌 논문을 세계 최고 수준의 저널인 셀
(Cell)지에 2015년 4월 10일(금) 게재하였다. 이 논문은 시카노버 박사가 노벨상수상자 초청사업
으로 서울대 석좌교수로 임용된 후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공동연구들 중의 하나로, 이 연구
는 향후 해외학자초청사업의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서울대학교는 2014년 노벨상 수상자 초청사업을 통하여 이스라엘 테크니온 공과대학의 시카
노버 박사와 아브람 허쉬코(Avram Hershko) 박사를 의과대학 소속의 석좌교수로 임용하였다.
이 둘은 단백질 대사의 기전을 밝힌 공로로 2004년 노벨화학상을 공동 수상한 바 있다. 수상자
들의 연구는 유비퀴틴-프로테아좀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새로운 생물분야가 탄생케 했으며, 최초
의 항암 치료제 개발 등 인류의 건강 증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이들 수상자들을 주축으로 서울의대 교수진 및 국내외 관련 연구자들의 융합연구를 위하여 단
백질대사의학연구센터를 2014년 4월에 설립하였다.

2) 자연과학대학 해외석학평가 실시
자연과학대학은 2015년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에 거쳐 해외 전문가에 의해 정성적 평가를 받
았다. 2005년 시행되었던 해외석학평가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지난 10년간 달라진
자연과학대학의 모습을 확인하고 세계 속의 자연과학대학의 위치를 자리매김하는데 취지를 두
었다. 팀 헌트 경의 대학 종합 평가와 해당 분야 전문가들에 의한 각 학부(과)의 개별 평가로 2
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대학과 각 학부(과)의 자료, 학부(과)장과의 면담에 이어 개별 연구
실 방문 등 3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각 학부(과) 개별 평가는 서면 자료와 더불어 각 전문가들
의 현장 방문을 통해 각 학부(과)의 교육, 연구, 행정체제 등의 발전 상황과 잔존해 있는 문제점
을 확인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평가 종료 후, 해외 평가단은 이구동성으로 지난 10년간 자연과학대학이 우수한 교원 및 학생
의 확보, 강의와 연구를 위한 첨단 시설과 장비 구축 등 많은 면에서 발전을 이루어, 연구력에 있
어서 세계 10~20위권 대학의 반열에 올라왔음을 칭찬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우
수한 박사후연구원(postdoc)의 부족, 교수당 학생수 과다 등 자연과학대학에 아직 잔존해 있는
문제들에 대한 시급한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평가 결과는 보고서로 제작되어 대학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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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유되었다.

3) 사범대 제10동 리모델링 개관 및 백암 박은식 선생 흉상 제막
사범대학은 제10동을 리모델링하여 개관식을 열었다. 한편, 2015년 10월 30일(금)에는 광복
70주년 및 백암 박은식 선생 타계 90주년을 맞아 박은식 선생의 흉상을 제12동 앞에 설치하였
다. 이번 제막식에는 박은식 선생의 손자인 박유철 광복회장, 이수성 전 국무총리, 성낙인 총장,
각 학과 교수들이 참석했다. 박은식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을 역임하였으며,
서울대 사범대의 전신인 한성사범학교 교관으로 재직하였다.

4) 공학전문대학원 설립
공과대학은 지난 5월 교육부에 제출한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설립안’이 9월에 승인되었고
학칙 개정이 마무리 되는 대로 내년 1학기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공학전문대학원은 기존
연구 중심의 공과대학 일반대학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전문대학원(MBA)처럼 기업에 필요
한 ‘맞춤형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공학전문대학원의 내년 신입생 정원은 80명이다. 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학사학위 소지
자가 지원할 수 있다. 공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려면 소속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추천과 함께
학비 지원을 받아야 한다. 입학 후 2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소속 기업의 현장 문제해결 프
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공학전문석사(Master of Engineering Practice) 학위를 받을 수
있다. 등록금은 1년에 2,000만 원 정도로 서울대는 중소기업 소속 학생에게는 심사를 거쳐 장학
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공대 대학원이 11개 학과로 나뉘어 학과 간 장벽이 높았던 것에 비해 공학전문대학원은
‘융합공학과’ 하나로 구성된다. 공학전문대학원생은 입학 직후 소속 기업의 연구 프로젝트를 학
교에 제출해 교수 3명과 팀을 이뤄 2년간 함께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1학년 때는 공학 기본기
강화를 위한 ‘공학 기초’와 ‘융복합 기술심화 과정’ 등을 수강하며, 2학년 때는 기업 현장에서 직
접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공학전문대학원 신설로 향후 기업들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우
수인재들이 육성·배출될 것을 기대해 본다.

5) 서울 공대 통렬한 자기반성 “홈런 대신 번트만 노렸다”
공과대학은 통렬한 자기 반성을 담은 ‘2015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백서(부제-좋은 대학을 넘어
탁월한 대학으로)’를 최근 발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대 공대가 백서를 발간한 것은 1991
년 이후 24년 만이다. 이번 백서에는 이건우 공대 학장 요청으로 성원용(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등 교수 6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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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진은 “근래 대한민국은 성장 정체와 청년실업, 저출산 등 문제로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
보다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한 나라가 됐다”면서 “안정지대(cozy zone)에 머무르고 있는 교수와
학교 시스템 개혁을 희망하며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백서는 서울공대뿐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 위기상황에 대한 염려와 고민도 담았
다. 백서는 우리나라의 위기상황 진단으로 시작했다. 산업화 후발국인 중국이 철강·조선 등 분야
에서 우리나라를 바짝 추격했고 IT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는 우리를 앞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백서 집필진은 “나라 전체적으로 저성장, 빈부격차 증대, 저출산·저투자 등 고속성장 시대와는
다른 문제에 직면했다”면서 “우리의 주력산업은 이제 성숙되어 가고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
굴이 절실하다. 서울공대는 연구는 물론 새로운 산업 혁신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있
다”고 진단했다.
현행 교수 임용제도의 문제점으로 세계 최고 역량을 가진 교수라도 해당 전공에서 자리가 나
지 않으면 임용되기 어려운 점과 정년보장 심사에는 교수들 간 '온정주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
는 것을 지적했다. 국내외 대학과의 비교에서 서울대 공대는 MIT 등 외국 유명 대학뿐만 아니라
1991년 설립된 홍콩과기대에 비해서도 뒤떨어졌다고 평가했다.
백서 발간을 주도한 성원용 교수는 “우수한 학생들이 안정적인 대기업에 입사하거나 공무원
이 되기 위해 스펙 경쟁에 뛰어든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서울대 공대생에 대해)창업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6) 약학대학 개교 100주년 기념 가산약학역사관 개관 및 근대 약학교육기관 설립 백주년 기념
비 제막
약학대학 개교 100주년 기념 가산약학역사관 개관식이 2015년 6월 12일(금) 성황리에 개최되
었다. 가산약학역사관은 광동제약이 건립기금을 지원하고 서울대 약대 교수들로 구성된 건립위
원회를 중심으로 2014년부터 추진해왔으며, 광동제약 창업주 고 최수부(崔秀夫) 회장의 아호인
‘가산(岢山)’을 따서 이름 붙었다. 약대 21동 1층에 177.17m2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약학계 원로
57명이 기증한 유물 수백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약학대학 개교 100주년 기념식을 겸한 가산약
학역사관 개관식은 성낙인 총장, 평의원회 정근식 의장, 교수협의회 조흥식 회장을 비롯해 학내
외 주요인사와 광동제약 최성원 부회장, 약학대학 동창회 이예식 명예회장 등 관계자 200여 명
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우리나라 약학 교육사를 집대성한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는 가산약학역사관에는 최초의 정식
약학교육기관이자 서울대 약대의 전신인 조선약학교에서 사용한 연고판(연고제조기구), 1930년
대 경성약학전문학교(서울대 약대 전신)의 교재 ‘선한약물학’ 초판본 등 한국 약학교육사 100년
을 망라하는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근대 약학교육기관 설립 백주년 기념비 제막식이 2015년 7월 9일(목) 오후 4시 중구구민회관
에서 개최되었다. 백주년 기념비는 한국 최초의 근대약학교육 기관인 조선약학강습소(朝鮮藥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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講習所)의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고, 일제강점기 조선약학교(朝鮮藥學敎), 경성약학전문학교(京
城藥學專門學校), 8·15 광복 이후 사립 서울약학대학 그리고 국립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이 위치
했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캠퍼스의 역사적인 장소를 약학인과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
해 제작되었다.

7)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사회과학대학 소속 아시아연구소로 이전, 개관
아시아연구소는 2015년 6월 12일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과 자료원 사업 이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의 데이터 수집과 사료(史料) 보관, 수집된 자료를 활용한
교육, 연구, 국제교류 사업을 넘겨받았다. 이어 2016년 1월 22일에는 개원식을 아시아연구소에
서 개최하고, ‘사회과학 연구자료의 수집, 사료(史料) 보관, 확산 경험’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
를 열어 한국 사회과학계의 자료생산 규범과 자료공유 문화를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한
국사회과학자료원은 구두업체 에스콰이아의 고 이인표(李仁杓) 회장(1922~2002)이 설립한 비
영리공익재단이다. 아시아연구소는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의 개원을 계기로 아시아의 주요 대학과
협력체를 구성해 아시아 사회과학 공적기록보관소를 구축하고, 개발도상국이 통계자료를 축적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 SNU in Washington D.C. 및 Geneva 시행
글로벌 리더 양성 프로그램인 「SNU in World Program」의 일환인 ‘SNU in Washington D.C.’
및 ‘SNU in Geneva’을 2016년 1월과 2월 각각 워싱턴 D.C.와 스위스 제네바 현지에서 실시한다.
국제화 및 미래의 글로벌 리더양성을 목표로 시행중인 「SNU in World Program」은 서울대 학
생들이 세계 주요 국가에서 방학 중에 수학하는 프로그램이다. 2012년 중국 베이징(SNU in
Beijing)을 시작한데 이어 도쿄, 워싱턴, 모스크바, 파리, 베를린, 마드리드, 제네바까지 확대하여
8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SNU in Washington D.C.’(1.18~30, 58명) 및 ‘SNU in Geneva’(1.31~2.12, 20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발대식은 2016년 1월 12일(화) 국제대학원에서 개최되었다. ‘SNU in Washington
D.C.’ 및 ‘SNU in Geneva’ 참여 학생들은 각각 현지 국제기구, 정부기관, NGO, 싱크탱크 등을
방문하고 세미나 등의 학술활동을 가질 예정이다.

9) 뛰어난 성과로 격자게이지 이론 연구
최근 격자게이지이론 연구단(LGTRC)은 자연에 존재하는 중성 kaon 입자의 특성 중 특별히
자연의 대칭성중 하나인 CP 대칭성을 위반하는 정도인 εK를 정밀하게 계산하여 발표하였다
[Physical Review D92 (2015) 034510 논문 참고]. 그 결과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론인 표준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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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격자게이지이론을 사용하여 직접 계산한 이론치와 입자가속기 실험에서 매우 정밀하
게 측정된 실험치가 표준편차의 3.4배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표준모형의 기본가설
중의 하나 또는 다수가 붕괴되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초표준모형의 존재에 대한 중요한 하나
의 단서가 된다.
2015년 여름 일본 고베에서 개최된 Lattice 2015 학회에서 RBC-UKQCD Collaboration은 새로
운 더욱 개선된 방법으로 BSM B-parameters를 계산한 결과를 대대적으로 발표하였으며 그 결
과는 2014년에 LGTRC의 주도하에 계산된 SWME Collaboration의 결과와 완전히 일치하였다.
이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서 세계 최대 연구단인 RBC-UKQCD Collaboration이 2012년에 자
신들이 발표한 연구결과를 부인하고 SWME 2014 결과가 맞는다고 LGTRC 연구단의 손을 들어
준 매우 극적인 그리고 감격적인 사건이다.
이러한 사건의 의미는 순수한 국내 기술로 격자게이지이론 연구단(LGTRC)이 자체 개발하고
구축한 DAVID GPU Cluster 슈퍼컴퓨터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는 점이며, 일부의 계산은 대전
의 KISTI 슈퍼컴퓨터를 사용하여 계산되었다. 이 사건은 국내 이론물리연구단인 서울대학교 연
구단이 주도하여 이루어낸 매우 귀중한 국제무대에서의 대승리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한국 물
리학계의 쾌거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격자게이지이론 연구단이 국제적인 주목을 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LGTRC 연구단의 최종 결과는 SWME Collaboration을 대표해서 2015년 9월 2일 미국
Physical Review D에 제출되었고 2016년 1월 29일에 발표되었다.

10) 모기 흡혈행동 메커니즘 규명 및 모기 흡혈행동 억제 응용
농업생명과학대학 안용준/권형욱 교수 연구팀은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모기의 흡혈행동
중, 모기가 사람이나 동물의 혈액 냄새를 감지해서 신속히 흡혈을 하는 후각행동 메커니즘을 처
음으로 검증하여 Nature 자매지이며 권위있는 학술지인 Scientific Reports 최근호(2015년 8월
26일 온라인 게재, http://www.nature.com/articles/srep13444)를 통해 발표하였다.
(논문제목: A novel olfactory pathway is essential for fast and efficient blood-feeding in
mosquitoes).
동물에서 후각수용체를 발견한 과학적 업적으로, 2003년 노벨의학상을 수상한 Richard Axel
과 Rinda Buck 박사의 성과 이후, 후각수용체의 기능연구를 통한 동물의 후각인지에 관한 연구
가 분자수준에서 신경행동 수준까지 융복합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동물의 피부 속으로 들어가는 모기의 바늘과 같은 구기구조인 침 구조의 맨 앞쪽
에 후각감각구조를 가진 감각모를 발견하였고, 그 속에 두가지의 후각수용체가 존재한다는 것
을 최초로 발견하였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모기는 원거리, 근거리 그리고 피부에 안착한 후 흡혈까지 생존에 관
련된 모든 일련의 흡혈행동에서 후각정보를 다르게 인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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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졌고, 이러한 과학적인 근거는 모기의 흡혈에 관련된 후각행동을 단계적으로 제어할 수 있
는 과학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례로, 현재 아프리카에서는 모기의 이산화탄소
감각수용체나 후각수용체에 대한 억제물질을, 분자수준에서 스크리닝을 통하여 천연물 등에서
발굴해서 패치 형태로 몸에 붙이는 등의 연구를 하고 있다. 이번 연구 또한 모기의 후각수용체
를 통해서 모기의 흡혈행동을 저해하는 물질을 찾아내는데 중요한 연구결과가 될 것으로 전망
된다.

2.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기록
1) 경과보고
2015년도
3월 10일

운영위원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라일락룸 11시30분)

3월 13일

의료복지위원회 개최(호암교수회관 라일락룸 12시)

3월 19일

제4차 회보편집위원회 개최(호암교수회관 오크룸, 11시30분)

3월 30일

기획·학술위원회-동원 인성교육 관련(호암교수회관 파인룸, 12시)

4월 2일

제5차 회보편집위원회 개최(호암교수회관 플럼룸, 11시30분)

4월 7일

기획위원회 개최-동원인성교육 관련(호암교수회관 오크룸 12시)

4월 8일

사회봉사위원회 개최(호암교수회관 라일락룸, 오전 8시)

4월 17일

동원 인성교육관련 회의(호암교수회관 르네상스-12시)

4월 22일

동원 인성교육 집담회에 관한 CTL과 협의(교수학습개발센테 11시)

4월 22일

명예교수협의회 운영위원과 교수협의회 회장 및 기획, 대외협력이사와 오찬(호암
교수회관 파인룸, 12시)

4월 23일

제6차 회보편집위원회 개최(호암교수회관 라일락룸 11시30분)

4월 29일

운영위원회 개최(호암교수회관 라일락룸 8시30분)

5월 15일

2014 명예교수회보(제10호) 우편발송

5월 18일

제1회 동원인성교육 집담회 개최-진교훈 명예교수
(중앙도서관 관정관. 4층패컬티라운지.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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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

총장초청 간담회 개최(교수회관 11시30분)

5월 22일

2015년도 명예교수협의회 이사회 개최(sk경영관 331호 12시30분)
2015년도 명예교수협의회 정기총회 개최(sk경영관 331호 12시30분)

5월 27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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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제2회 동원인성교육 집담회개최-이용태회장
(교수학습개발센터 61동. 121호. 14시)

6월 8일

운영위원회 개최(호암교수회관 라일락룸. 8시)

6월 23일

서울대본부로부터 지원금 3천만원 수령

8월 25일

운영위원회 개최(호암교수회관 오크룸. 8시30분)

9월 14일

제1차 회보편집위원회 개최(호암교수회관 오크룸. 8시30분)

9월 22일

제3회 동원인성교육 집담회개최-정창우 교수
(교수학습개발센터61동. 121호. 13시30분)

10월 6일

운영위원회 개최(호암교수회관 오크룸. 8시30분)

10월 8일

서울대본부로부터 지원금 2천만원 수령

10월 12일

서울대본부로부터 지원금 1천만원 수령-150동 기기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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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제4회 동원인성교육 집담회개최-최종태 교수
(교수학습개발센터61동. 121호. 14시)

11월 5일

명예교수회보 제11호 원고청탁서 1차 발송

11월 17일

운영위원회 개최(호암교수회관 라일락룸. 8시)

11월 20일

제2차 회보편집위원회 개최(호암교수회관 라일락룸. 8시)

12월 1일

제5회 동원인성교육 집담회개최-최대권 교수
(교수학습개발센터61동. 121호. 14시)

12월 8일

운영위원회 개최(호암교수회관 플럼룸. 11시)

12월 17일

하반기 진료비지원 신청안내

12월 23일

사회봉사위원회 개최 (호암교수회관 라일락룸. 8시)

12월 31일

명예교수회보 제11호 원고 1차 마감

2016년도
1월 11일

학술위원회 개최(자하연 12시)

1월 12일

운영위원회 개최(호암교수회관 오크룸 8시)

1월 26일

제6회 동원인성교육 집담회개최-황경식 교수
(교수학습개발센터61동. 121호. 14시)

2월 2일

인성교육 좌담회 (호암교수회관 플럼룸 10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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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

제3차 회보편집위원회 개최(호암교수회관 라일락룸. 10시반)

2월 19일

2016년도 명예교수협의회 이사회 개최(호암교수회관 릴리룸 12시)

2) 협의회 주요 사업
(1) 명예교수회보 2014, 제10호 발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2014) 제10호를 2015년 4월 23일자로 발간하였는데, 4×6배판으로
총419쪽의 이 회보는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모두 3,100부가 제작되어 배포되었다.

(2) 사단법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발전진흥회

3)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임원 명단
회 장: 이수성(법대 1명)
부회장: 이인규(수석, 자연대), 이현복(인문대), 김 인(사회대), 최종태(경영대),
한송엽(공 대), 정하우(농생대), 진교훈(사범대), 문창규(약 대),
이종흔(치대원), 정정길(행대원) (이상 10명)
감 사: 이동녕(공 대), 양병이(환대원) (이상 2명)
이 사: 오병남(인문대), 이정민(인문대), 안청시(사회대), 이정복(사회대),
양철학(자연대), 박성현(자연대), 이광웅(자연대), 박정호(간호대),
이정인(공 대), 권욱현(공 대), 나용준(농생대), 최대권(법 대),
이종상(미 대), 이기춘(생활대), 구인환(사범대), 조창섭(사범대),
이흥식(수의대), 이재숙(음 대), 김유영(의 대), 정명희(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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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일(치대원), 백남원(보대원), 노화준(행대원) (이상 23명)
총무이사: 류관희(농생대) (1명)

4) 각 위원회 업무 및 구성
• 기획위원회: 법인체 추진, 대외협력, 홍보 등
위원장 – 최종태(경영대)
위 원 – 이현복(인문대), 이인규(자연대), 정하우(농생대), 진교훈(사범대),
문창규(약대), 류관희(농생대), 김병동(농생대)
• 학술위원회: 모교지원, 연구/저술지원, 세미나 등
위원장 – 진교훈(사범대)
위 원 – 이정민(인문대), 양철학(자연대), 이정인(공대), 이무근(농생대)
• 의료복지위원회: 의료, 경조사, 회원친목, 회원관리 등
위원장- 정하우(농생대)
위 원 – 김 인(사회대), 이기춘(생활대), 문창규(약대), 장영일(치대원), 박정호(간호대)
• 사회봉사위원회: 대외봉사, 자문 등
위원장 – 이현복(인문대)
위 원 – 나용준(농생대), 이은방(약대), 이재숙(음대), 최병두(자연대),
김영수(치대원), 노화준(행대원)
• 편집위원회: 회보, 뉴스레터, 기타 발간 등
위원장 – 김병동(농생대)
부위원장 – 임홍빈(인문대)
위 원 – 배광식(치대원), 김영중(약대), 전종갑(자연대), 전효택(공대),
허승일(사범대), 허우긍(사회대).

5)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정관
제1조 (명칭) 본회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Association of Professors Emeriti, Seoul National
University)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명예교수의 공적 활동 및 권익을
보호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연구동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명예교수회보 및 필요한 간행물의 발간
(2) 연구 및 저술 등 공적 활동의 지원

5부 소식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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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학술 활동 지원
(4) 기타 목적에 부합되는 필요한 사항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한다.
제6조 (임원)
1.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15인 이내
(4) 이사: 임원 포함 50인 이내
(5) 감사: 2인
(6) 총무이사: 1인
2. 본회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7조 (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하고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유고시에는 연장자의 순에 따라 그 직무
를 수행한다.
(4) 총무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또한 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선출)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의 선출은 회장에게 위임한
다.
제9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원유고에 따른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
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보수) 본회의 임원은 원칙적으로 무보수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써 실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본회는 제2조와 제4조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
원회의 운영은 따로 규정하는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2조 (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5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
회의 결의 또는 회원 30인 이상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총회는 회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는 임원의
선임, 정관개정 및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3) 이사회는 회장 또는 5인 이상 이사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는 총회의 소집 및 부의 사항, 사업 및 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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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의결한다.
(4) 경미한 회무는 회장, 부회장 및 총무이사로 구성되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하거나, 이사의
서면 결의로써 할 수 있다.
제13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비의 종류와 금액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2) 본회는 목적사업의 수행하기 위하여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3) 본 회의 회계 연도는 서울대학교의 회계 연도에 준한다.
제14조 (사무원)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사무원에게는 이사회의 결
의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정관 개정) 이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 의결된 날(200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은 제정 시에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편집위원회는 이
정관 제9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간주한다.
3. 본회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4. 이 정관은 2009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정관은 2010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6. 이 정관은 2011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6) 명예교수회보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Annual Report of Professors Emeriti, Seoul
National University)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명예교수회보와
기타 관련 간행물 발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협의회 회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주재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제5조 (부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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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장과 위원회에 출석한 부위원장 및 위원, 그리고 원고를 제출
하여 게재한 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협의회의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2008. 5. 21)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 이 규정은 협의회의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2011. 5. 19)로부터 시행한다.

3. 공지사항
1) 주소록 게재 변경 및 주소(도로명주소) 변경 통보 요망
명예교수회보 제9호까지는 모든 명예교수님의 주소록을 게재하였으나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주소록 게재를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소록이나 연락처가 필
요하신 교수님께서는 개별로 명예교수협의회 사무실로 연락해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주소나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이 바뀐 회원은 수시로 명예교수협의회에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전화, 02-880-9019(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팩스, 02-871-8443;
Email: emer@snu.ac.kr

2) 재능기부사업 안내
재능기부사업의 하나로 명예교수협의회 회원이 각종 사회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초청 특강을
하는 경우 강사료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1인당 10만원씩 20명 이내에서 재정지원을 결정하였다.
특강이 결정된 회원은 명예교수협의회 사회봉사위원회(위원장 이현복 명예교수)에 초청기관의
공문이나 초청의뢰서를 제출하면 된다.

3) 명예교수 노래 모임 ‘명락회(名樂會)’ 창립
서울대 명예 교수의 노래 동아리인 ‘명락회’가 2014년 10월에 창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음악을
통하여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노년기의 건강과 인생의 기쁨을 추구하자는 취지로 결성된
명락회는 이은방(약학), 이현복(언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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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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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락회는 현재 이은방 교수가 회장을, 최명옥(국문과) 교수가 총무를 맡고 있으며, 2014년 10
월부터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서울대입구역 에그옐로우 건물 15층에 있는 O2 노래방
에서 모임을 갖는다. 현재 명락회에는 회장, 총무 외에 이현복(인문대), 진교훈(사대), 김병동(농
생대), 이남영(인문대), 최차용(공대), 허승일(사대) 교수 등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명예교수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2015년 1월 26일 이현복 씀>
(연락처: 010-3802-5676 최명옥 총무/010-2389-0624 이은방 회장)

4) 애경사 연락
제3차 정기총회(2010. 5. 20)의 결정에 따라, 명예교수협의회에서는 회원 및 배우자와 직계존
속(양가부모)의 조사 시에 근조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명예교수협의
회 사무실(02-880-9019)이나, 간사 류지혜(010-6259-7557)에게 신속하게 연락을 주셔서 정중한
예를 갖출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5) Email의 활용
명예교수 회보는 연간으로 발간되기 때문에 신속한 정보 전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긴급한
사항은 email로 알려드릴 계획이오니, 각 명예교수님께서는 매일 email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mail 주소가 없으신 분은 대학(전화: 02-880-8282)에 신청하여 개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6) 명예교수연구동(150동) 연구실 사용 신청 안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연구동(150동)에 입실을 원하시는 교수님께서는 명예교수연구실 담당 직
원, 이지연(전화 02-880-1364)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명예교수님을 위한 시설물 등 이용 안내
•주요내용
구분

신분증 발급

내용

명예교수 신분증 발급

신청 등

명예교수 신분증 발급 신청
서 제출

담당부서 및 연락처

인사교육과
(담당자: 허상은)
880-5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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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신청 등

담당부서 및 연락처

캠퍼스관리과
(담당자: 신연희)
880-5132

신청서(차량등록증 첨부)
제출(매년갱신)

주차권 발급

정기주차권 발급(무료)

정보광장 이용

퇴직 후 계속 이용, E-mail은
별도신청 없음
10GB 가능

증명서 발급

경력증명서 및 명예교수증
명서 발급
(국, 영문 가능)

교무과
민원우편(우체국), Fax 민원
(담당자: 연진희)
(동사무소), 방문신청
880-1395

도서관 이용

열람실(명예교수용) 이용,
도서대출

명예교수 신분증 지참

도서관 880-8001

명예교수 연구동 직원에게
신청

명예교수연구동
(담당자: 이지연)
880-1364

명예교수연구동 책상, 의자 및 컴퓨터 등 사
이용
무용품, 세미나실

정보화본부 IT서비스센터
880-8282

•명예교수 의료기관별 진료비 지원
1) 서울대학교 본원, 분당, 강남센터
(본원 진료예약: 2072-1311, 분당: 031-787-2030, 강남센터: 2112-5500)
지원 범위 및 지원율(%)
지원대상

명예교수 및 배우자

선택진료비
(외래진찰료 제외)

종합건강검진비

30

비급여 진료비

연간지원한도액
(만원)

40

300

50

※ 선택진료 이외 항목: 상급병실료, MRI진단·판독료, PET진단·판독료, 초음파진단료

2)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진료예약: 870-2177)
지원대상

명예교수

지원 범위 및 지원율(%)
종합건강검진비

선택진료비(입원진료 시)

연간지원한도액
(만원)

30

100

300

※ 보라매병원 종합건강검진은 병원에서 직접 감면(신청 불필요).

3) 서울대학교치과병원(진료안내: 2072-3114)
지원 범위 및 지원율(%)
지원대상

명예교수 및 배우자

임플란트 시술비

선택진료비
(외래진찰료 제외)

비급여 행위료

연간지원한도액
(만원)

20

50

20

300

※ 임플란트의 경우 치료재료대 제외, ‘진료비계산서’와 ‘진료 내역서’ 각각 원본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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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행위료: 상급병실료, 초음파진단료
※ 위 사항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진료비 지원에 대한 신청 방법은 추후 복지과에 공문을 통해
소속기관으로 안내 예정.

•지원 신청 및 지급 절차
내용

구 분

①개

인

• 병원 진료 - 진료비 전액 결제
• 소속 기관 행정실에 진료비 지원 신청

비고

수시

▼
② 소속 기관

• 대상자 확인 및 지원 금액 산정
• 장학복지과에 공문으로 진료비 신청

- 상반기 : 7월 5일까지
- 하반기 : 1월 5일까지

▼
③ 장학복지과

• 지급(계좌 입금)

기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 문의처: 소속 기관 행정실 또는 장학복지과(전화: 880-5088)

•기타
○ 셔틀버스 경로석 마련
○ 연구비 관리: 서울대학교 기관을 통하여 받는 연구비는 산학협력단에서 관리·지원
○ 본교 홈페이지와 명예교수 홈페이지 링크

8) 서울대학교 포스코스포츠센터 이용 안내
서울대학교 포스코스포츠센타는 연중 회원 모집을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경우 이
용요금은 75% 할인으로, 수영과 헬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1년 회비는 328,250
원, 수영만 하는 자유수영 222,000원, 헬스만하는 헬스 프로그램은 247,000원이다.

명예교수회보의 온라인 열람 안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는 온라인 상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명예교수 홈페이지, http://emeritus.snu.ac.kr/publication.htm이나 서울대학교 중앙도
서관, http://lib.snu.ac.kr/index.ax 단행본란에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에 접속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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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고 안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2016) 제12호를 발간하기 위하여 명예교수 여러분의 투고를 부탁
드립니다. 우리 명예교수님들의 논설문, 일반칼럼 및 제언과 2016년도(2016년 1월~2016년 12
월)에 이룩하신 학술활동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회보 제12호는 2017년도 상반기에 발간될 예정
입니다. 여러 가지로 번거로우시겠지만 보다 알찬 2016년도 명예교수회보의 발간을 위하여 모
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투고 내용
(1) 논설, 일반칼럼, 나의 제언, 국제학회참가기, 문학 칼럼 등의 원고분량은 활자 11포인트, 행
간 160%, 자간 100%, 좌우여백 3센티로 하여 A4 용지 9면 이내(회보 인쇄본 10쪽 이내),
또는 글자수 13,000자(자간 포함)나 200자 원고지 65매 이내. 1인 1편에 한하며, 소정의 원
고료를 드립니다.
(2) 2015년도 학술활동 보고(아래 투고 요령 참조)
• 1차 원고마감: 2016년 12월 31일
• 보내실 곳: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연구동(150동) 313-2호
명예교수회보 편집담당 간사 박혜진
이메일: hyejin81@snu.ac.kr 전화: 02-880-9019

투고요령
※ 원고 작성 시에는 아래 투고요령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모든 원고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여 국립국어원의 어문규정에 따라 작성하시되, 꼭 필요한 한
자나 외국어는 괄호 안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접수는 등기 우편도 가능합니다만 가급
적이면 이메일(hyejin81@snu. ac.kr)에 첨부파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논설이나 칼럼, 나의 제언 등은 그 원고에 저자 성명과 아울러 전 소속 단과대학명과 학과
(부)명을 반드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학술활동보고에서 저서, 연구논문, 보고서, 강연,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등은 아래 양식을 기
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보고 기록항의 맨 끝에 기간이나 연.월.일.을 달되 그
표기는 ‘yyyy. mm. dd.’ 방식(예 2012. 3. 2.)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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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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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2) 박환덕, 박열 역: 임마누엘 칸트 저, 영구 평화론(Zum ewigen Frieden). 총 156쪽, 범
우사, 2012. 10. 5.
(예시 3) 진교훈: 대학원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철학논문 쓰기.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편(10인 공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들이 대학원생들에게 들려주는 논
문쓰기에 대한 조언』, 47~57쪽(총 156쪽), 2015.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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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박삼옥, 남기범, 구양미 외 1명: 경기도 미래형 혁신클러스터 구축방향에 대한 연구
(CSTEP 정책연구 2012-1). 총 117쪽, 경기과학기술진흥원, 2012.12. 3.
(단, 저자가 세 명 이상일 때는 000, 000, 000 외 0명)

<논문>
저자(들)명 (연도)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 (게재쪽) oo~oo쪽. 다만 온라인 학술지일 경우
doi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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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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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편, 51(1), 1-25.
(단, 저자가 세 명 이상일 때는 000, 000, 000 외 0명, 또는 Yeo SR, Jhun JG, Kim Y et al.)

<학술회의>
발표자(들)명: 발표제목. 행사명, 주관기관명, 장소, 연.월.일(단, 단순 참석은 제외함).
(예시 1) 이동녕, 한흥남, 최현식: Deformation and annealing textures of surface layer of
copper sheet cold-rolled under unlubricated condition. 2012년도 대한금속·재료학
회 추계학술대회, 창원켄밴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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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저자가 세 명 이상일 때는 000, 000, 000 외 0명, 또는 Yeo SR, Jhun JG, Kim Y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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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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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3)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우리의 교육의 방향. 교육정책포럼 234호, 8-13쪽, 2012. 12. 10.

<연구>
연구자(들)명: 연구주제명. 연구지원기관명, 연구기간
(예시) 홍길동: 전기자동차 급전선 보호회로 개발. KAIST. 2012. 3.1~2013. 2.28.

<동정>
시상: 시상 명칭, 시상기관, 연.월.일.
(예시) 이희근(자원공학과): 2012년도 암반공학회 총회에서 ‘일암 논문상 시상. 2012. 10. 17.
수상: 수상 명칭, 수여기관, 연.월.일.
(예시) 이정전(환경계획학과): 제30회 정진기언론문화상(경제경영도서부문) 대상 수상, 2012. 7.
12.
인사: 성명(소속학부/과): 직책명. 인사기관명, 임기 또는 (발령) 연.월.일.
(예시) 고광호(약학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포상위원회 위원장에 선임. 2012. 3. 1.
행사: 성명(소속학과): 행사명. 행사주체 및 직책. 장소, 연.월.일.
(예시) 윤계섭(경영학과) 서울르네상스호텔에서 한국개발연구원 현오석원장을 초청해 최고경영
자조찬회 개최. 2012. 1. 25.

<기타 근황>
방송 및 신문 대담, 워크숍, 현장답사, 국제협력, 기술자문, 특허, 공로패, 출판기념회, 공적인 교
육지도, 장학금 및 발전기금 희사, 후원행사 등(단, 행사나 학술대회의 단순 참석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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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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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6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기념축사. 2012. 10. 9.
(예시 8) 졸업 최우수 학생 장학 기금 1억원 출연. 2012.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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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보/편/집/일/지
2015. 6. 1.

제11호 명예교수회보 편집위원장에 김병동 명예교수 피임

6. 25

이명철 편집위원 사임, 김영중 편집위원 영입

9. 14

제1차 편집위원회 개최
1) 제11호 편집방향에 관한 회의(협의회 운영위원과 함께함)
2) 제11호 기획 특집 및 대담에 관한 논의

10. 23

원고 투고안내문 1차 이메일 발송

11. 5

원고 투고 안내문 우편 발송 (593통)

11. 16

한기상 편집위원 사임, 허승일 편집위원 영입

11. 20

제2차 편집위원회 개최
1) 기획 특집 및 대담 주제 선정
2) 특집의 각 소주제에 대한 필자 추천

12. 31
2016. 1. 31

원고 1차 마감
원고 2차 마감

2. 12.

제3차 편집위원회 개최1) 원고분류 작업2) 원고 채택 여부 결정

2. 22

초보 교열 작업 의뢰 (회보 11호의 1~4부)

3. 18

제4차 편집위원회 개최
1) 초교본 교열
2) 학교소식 기사 선정 협의
3) 편집후기 작성 의뢰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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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후/기

▶ 정년퇴임 후 재직시절의 삶과 전혀 다른 분야에 몰두하며 노년을 두 번째 삶으로 엮어나가
거나, 인생 2모작까지는 아니더라도 버킷 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분을 주위에서
가끔 본다. 명예교수회보에 제출된 원고에서도 글쓴이의 전공 분야와 아주 달라 보이는 소재를
다룬 글을 만나게 된다. 이런 글은 교수생활 동안 익숙해진 투의 글보다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이런 글을 대할 때면, 일종의 대리체험의 기회이기 때문일까 시야를 넓혀주기 때문일까, 마치 신
나는 일을 만난 것처럼 빠져들게 된다. <사회과학대학 허우긍>
▶ 서양 고대에서는 지/의/용/인(忍)을 4추덕이라 하고, 여기서 유일의 최고선인 명예
(honestum)가 나온다고 하였다. 동양에서는 인의(仁義)를 중시하는 공맹사상에 예지신을 첨가
한 조선조의 정도전의 생각도 이와 마찬가지였다고 생각된다. 작년부터 매년 논설 한 편씩은 꼭
우리대학 명예교수 회보에 실리겠다고 맹서한 터라, 한기상 선생의 후임으로 기꺼이 편집위원의
중임을 맡게 되었다. 특히 김용직 선생의 문예비평을 위시하여 모든 주옥같은 글들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우리 대학 명예교수님들의 활기차고도 경이적인 활동에 경탄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
는 계기도 되었다. <사범대학 허승일>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편집위원장이신 김병동 명예교수님의 권유로 명예교수회보 11호
(2015)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편집위원으로 편집회의에 참석하면서 현직
에 있을 때는 별로 교류가 없었던 다른 단과대학의 교수님들과 함께 일하며 편집일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기뻤다. 편집회의를 하면서 명예교수회보를
알차게 만들기 위해 꼼꼼하게 제목은 물론 본문까지 하나하나 짚어가며 심도 있고 진지하게 토
론하시는 명예교수님들의 일에 대한 식지 않은 열정과 철저한 면모를 엿볼 수 있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라는 명구가 새삼 떠오른다. <약학대학 김영중>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들의 소통 공간인 명예교수회보 출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
면 하는 마음으로 편집을 시작한지 벌써 4년이 흘렀다. 특히 본인의 성격상 원고 교정을 꼼꼼하
게 할 수 있다 싶어 편집에 참여하였으나 도중에 눈 수술을 받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 어려
움을 겪기도 하였다. 아직도 완전하지 못한 눈이지만 명예교수님들이 보내 주신 옥고를 읽으며
편집 일을 하는데 보람을 느낀다. 내년에는 더 멋있고 알찬 명예교수회보가 출판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 <자연과학대학 전종갑>

5부 소식 및 기타

369

▶ 명예교수 회보 제10호(2014) 편집에 편집위원으로 처음 참여한 후 어느덧 일년이 지나 제
11호(2015)의 편집 후기를 작성하니 세월이 빠름을 느낀다. 간절히 기다리는 날이 있어야 시간
이 더디 간다는데 별로 기다리는 간절함이 없는 모양이다. 최근에는 수필과 여행기 쓰기에 취미
를 부치고 있고 세계문학 고전 읽기에 시간을 할당하고 있다. 정년 이후에도 연구활동과 사회
봉사를 계속하시는 명예교수님을 뵐 때마다 존경심을 갖는다. 이번 제11호에도 많은 교수님들
이 논설이나 칼럼, 나의 제언과 수상 등의 원고를 보내 주심에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기를 빈다. <
공과대학 전효택>
▶ 작년 2월쯤일 것으로 생각된다. 오른쪽 볼 아래쪽에 뾰루지와 같은 것이 자그마하게 솟아
올랐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는 나도 얼굴에 여드름 같은 것이 조금 났었지만, 뾰루지가 났던
것은 초등학교 때였기 때문에, 설마 뾰루지가 날까 의심하였다. 뽀루지가 점점 단단해지고 커지
는 것 같아, 토요일 오전에 피부과를 찾기로 하였다. 단골 피부과는 토요일 휴무라서 집에서 가
까운 다른 피부과에 들렀다. 그 피부과 의사는 내 볼을 검사해 보더니, 입속말로 “대상포진은 아
니구….” 하면서 일반 염증약을 처방해 주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내 얼굴 여기저기에는 울긋
불긋한 것이 돋기 시작하였다. 이번 것도 틀림없이 대상포진이었다. 대상포진은 2번이나 앓았다.
“대상포진은 아니구….”하던 피부과 의사의 진단이 안타깝게 느껴졌다. 그때는 명예교수회보의
편집 책임을 맡고 있었다. 남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그동안 밤에는 잠도 잘 오지 않았다.
지금은 편집 책임을 맡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대상포진이 나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다. <인문
대학 임홍빈>
▶ 노란 산수유꽃이 한창인 가로수길을 지나 주읍산이 반원으로 보이는 마을길로 접어든다.
개나리 진달래가 기지개를 켜고, 목련이 막 터지려 한다. 초보 농사꾼이 밭을 한참 힘들여 갈아
놓았더니 계분거름을 빼 놓았단다. 이제 씨 뿌릴 시기는 놓치고, 채소 모종을 사다 심으면 된다
고 한다. 터 넓은 지인의 집에서 이것저것 화초를 캐 와서 꽃밭에 옮겨 심었다. 얼마 전 나무시장
에서 사다 심은 천리향 향기가 그윽하다. 중학교 때 농업점수 100점 언저리로 맞은 것이 효험이
있는지 옮겨 심은 나무들이 제법 싱싱하다. 올해도 편집회의를 하면서 좋은 분들을 만나고, 원
고 교정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는 유익함이 있었다. <치의학대학원 배광식>
▶ 전임 임홍빈 명예교수에게서 편집위원장직을 얼떨결에 대물림 받았다. 많은 도움이 필요하
다고 재차 당부했다. 그런데 막상 2015년 12월부터 박혜진 간사가 출산휴가를 시작했다. 후임간
사가 일을 받아하는 듯 하더니 영구직으로 옮기기 위하여 떠났다. 편집 집중기간에 공백이 생기
는 일대 위기가 도래했다. 다행이 현재 이지영 간사가 아주 착실하게 일을 감당해 주어서 제11호
가 제대로 햇빛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매우 고맙고 다행한 일이다. 박혜진 간사의 득남을 축하한
다. <농업생명과학대학 김병동>
(원고 접수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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