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도 제68회 서울대학교 학위수여식이 2월 26일(수) 

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오연천 총장은 졸업생들에게 시야

를 세계로 넓히고 나눔과 배려의 정신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 갈 

주역이 되기를 당부했다. 특별 연사로 초청된 이홍구 명예교수

(전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이성과 도덕성에 대한 믿음을 강조

하면서 실천에 앞서 옳고 적절한 일인지 먼저 분명하게 판단해

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학사 2,591명과 석

사 1,917명 등 총 5,132명의 졸업생이 배출됐다. 

서울대 학위수여식 행사가 끝난 뒤, 자유전공학부는 서울대

학교 박물관 강당에서 제2회 졸업식을 열었다. 김범수 학생부

학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학위수여식에는 54명의 자유전공학부 

졸업생들을 위해 자유전공학부 교수, 재학생, 학부모와 많은 지

인들이 자리했다. 한경구 학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신생 학부인 

자유전공학부에 믿음과 애정을 갖고 학문 연마에 매진해 온 학

생들을 축하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졸업생들에게 아낌

없는 격려의 인사를 보냈다. 

이어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문과에 진학할 예정인 전기화(09)

는 졸업생 대표로 나와 자유전공학부가 설립되고 자리를 잡아

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겪었던 소회를 밝히면서 자유전공학부에

서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경험이 자신의 삶에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또한 학생 개개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따뜻하게 보살펴 준 자유전공학부에 깊은 감사를 표

하며 후배들에게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재학생 대표로 나온 

이현제 학생회장(12)은 선배들과의 헤어짐을 아쉬워하면서 대

학원, 기업, 공직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진출하는 선배들에게 앞

날을 기원하는 송사를 낭독했다. 

이 날 졸업생은 개개인의 전공을 소개받으며 학위증을 수여받

았다. 김범수 교수가 졸업생 각각의 학위증을 낭독했고 한경구 

학부장은 졸업생들에게 학위증을 수여하는 자유전공학부만의 

독특한 졸업식을 연출했다. 다른 단과대학의 졸업식에서는 졸업

생들의 전공이 모두 같기 때문에 졸업생 각자가 자신의 전공을 

밝힐 필요가 없지만, 자유전공학부 졸업생들은 서로 다른 전공

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여받은 학위기에 적힌 전공이 다르다. 

올해 졸업식에서는 화학생물공학을 전공한 이정효(10)가 수

석 졸업의 영광을 안았고 경제학을 전공한 김경하(10)는 총동

창회장상을 받았다. 최우등 졸업자 12명, 우등 졸업자 22명에 

이르러 자유전공학부가 명실상부하게 우등생의 산실임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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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전공학부는 2014년도 입학 예정인 신입생(147명)을 대

상으로 2013년 12월 26일(목)부터 27일(금)까지 여주중앙청소

년수련원에서 1박 2일의 멘토링 캠프를 실시했다. 2014년도 대

학 입시에서 자유전공학부는 전원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했기 

때문에 합격 예정자 전원을 대상으로 입학 전 캠프를 실시할 수 

있었다. 이번 캠프는 명사특강, 대학원생과 자유전공학부 재학

생으로 구성된 멘토들과의 대화, 신입생과 교수와의 대화, 신

입생들끼리의 친교 순으로 진행됐다. 

명사특강에 초청된 변창구 교육부총장은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의 한 장면인 ‘What will your verse be?’를 소개하며 신

입생들로서 대학생활에서 갖추어야 하는 열정적 자세와 진지

한 태도를 역설했다. 21세기를 위한 대학 개혁의 일환으로 서

울대학교에 자유전공학부를 설립하는 기획 과정에 참여한 변 

부총장은 자유전공학부의 설립 취지와 전망을 설명하면서 자

유전공학부의 장점과 학내외로부터 요청되는 책임을 언급했

다. 입학 후 1, 2년 뒤 신입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자유

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에는 항상 적지 않은 고민과 고통

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이성적 인간이 가진 최고의 장

점이 생각, 선택, 자유라고 한다면 자유전공학부 신입생들에게

는 다른 어떤 학부생도 누리지 못하는 일종의 특권을 부여받은 

것이다. 따라서 자유전공학부 신입생들은 자부심을 갖고 서울

대학교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

서 꿈과 희망을 추구하며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진행된 멘토링 프로그램에서는 구형찬(대학원 종교

학 전공), 최우석(학부 정치외교학 전공), 이민준(대학원 화학 

전공), 하정우(대학원 컴퓨터공학 전공), 이민섭(대학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 전공), 김상오(학부 설계전공) 등 6명의 멘토

가 각각 10여분 정도로 인문학, 사회과학, 생명과학, 공학, 설

계전공 등에 관해 포괄적으로 설명했다. 각각 다른 전공의 멘

토들이 각 분야에 대해 깊이와 흥미를 더해 소개하자 신입생들

은 다양한 학문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 날 행사에서는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인문대학, 사회과학

대학, 공과대학, 경영대학, 특수대학원 등에 재학 중인 33명의 

자유전공학부생 멘토들이 직접 신입생과 일대일로 학업과 대

학생활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입학 전에 시행

된 이번 캠프에서는 신입생들이 고등학생 신분으로 참가하여 

1박 2일을 보내면서 입학과 대학생활의 기쁨을 멘토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 이번 행사는 각자 다른 출신과 환경에서 성장한 

다양한 특성을 지닌 인재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융합을 창조하

는 레지덴셜 칼리지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자유전공학부

의 모임이었다.  

2014년 신입생 입학전 멘토링 캠프

서울대 전체 입학생 가운데 해외 고등학교 출신 학생이 해

마다 늘어나는 추세며 자유전공학부에서도 해외 고등학교 출

신 신입생의 비중이 현격히 증가하고 있다. 자유전공학부에서

는 지난 2월 3일(월)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문화

적 충격(culture shock)을 넘어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

록 종합교육연구동(220동 202호)에서 이들을 위한 멘토링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 한경구 학부장은 해외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

이 증가하는 것은 개인, 학부, 나아가서는 서울대 전체에 좋은 

자극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해외 고등학교 출신의 신입

생들이 낯선 환경과 문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겠

지만 해외에서 생활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내에서 긍정적인 

역활을 해내기를 희망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로 학부 

구성원이 다양해지면 상호간에 문화적 자극과 간접 경험을 제

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가 국제화하는 과정에 기

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해외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이

수한 학생들에게 문화매개자(cultural mediator) 역할을 담당

해 주기를 기대했다. 나아가 한국 사회에서 문화의 경계를 허

물고 융합하는 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학생 개

개인이 다양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선배와의 만남시간에는 박윤성(11, R.E.Mountain 

Secondary School 졸업), 심희영(13, Overseas Family School 

졸업), 정하은(13, Buchholz High School 졸업) 등 해외고 출신 

선배들이 참여하여 신입생들에게 학업과 여가의 조화, 공통필

수과목 대처법 등 해외고 출신 학생들에게 절실하게 다가오는 

문제들에 대한 조언이 이어졌다. 신입생 정진엽(Eton College)

은 선배들의 값진 조언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이와 같은 프

로그램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2014년 해외 고등학교 출신 신입생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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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행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는 수도권 외에 위치한 고등학교 출신 신입생
들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과 선·후배 간의 친목을 도모하
기 위해 멘토링을 실시했다. 2월 5일(수) 종합교육연구동(220
동 202호)에서 진행된 행사는 초청강연, 단체 멘토링, 신입생
과 재학생 간 개별 멘토링으로 이뤄졌다. 

초청강연에서는 환경대학원 이도원 교수가 특강을 진행했
다. 이 교수는 부산의 평범한 농가에서 태어나 홀로 상경하여 
당시 일반 사람들에게 생소했던 식물학과에 입학하고 대학원
에 진학하여 환경생태학 전공을 선택하기까지의 지적 이력을 
소개하면서, 신입생들에게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찾아서 추
구하라고 부탁했다. 

단체 멘토링은 신입생과 재학생 간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
행되었고 개별 멘토링은 자유전공학부 라운지로 장소를 옮겨 
간단한 점심을 곁들이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조성됐
다. 개별 멘토링은 멘토-멘티 매칭을 통한 소규모 그룹 활동으
로 구성되었는데, 09학번부터 13학번까지 다양한 전공의 재학
생들이 신입생들의 멘토 역할을 맡아 학업문제부터 숙식문제, 
아르바이트 등에 이르기까지 신입생들의 절실한 물음에 성실
하게 답해 주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선후배들로 이
루어진 멘토-멘티 매칭은 일반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함께 대
화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특별하고도 알찬 행사였다. 

2014년 수도권 외 고등학교 출신 신입생 멘토링

자유전공학부에서는 2013년도 겨울방학부터 상주 멘토실
(220동 312-1호)을 마련하여 멘토링을 원하는 학생들이 언제
든지 찾아갈 수 있는 상주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고학번 학부생 및 대학원생이 주축으로 구성된 멘토들은 전공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는 전공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
고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에게는 전공 공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수요를 사전에 조사, 
멘토와 멘티를 연결해주는 기존의 교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
선한 것으로 서울대학교의 모든 전공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
해 줄 수 있도록 기획됐다. 대다수의 멘토는 부전공, 복수전공, 
혹은 연계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공의 
선택과 적응 문제로 고민하는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에게 직접
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 상주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열 명의 멘토는 공개모집을 
통해 십대일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우수한 재원이다. 
2014년 1학기 멘토는 경영학, 경제학, 과학사 및 과학철학, 불
어불문학, 서양사학, 에너지자원공학, 전기공학, 컴퓨터공학, 
철학, 통계학, 화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로 구성되며 각 멘토는 
주당 네 시간씩을 맡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주 멘토
실에서 근무한다. 자유전공학부 학생은 언제든 예약 없이 상주 
멘토실 방문이 가능하며 이메일로 특정 멘토와 연락하여 별도
의 장소에서 상담할 수도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편리하게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된다. 학기 중에 학생들은 
진로와 적성을 탐구하기보다 강의나 전공 관련 학업에 바쁘기 
때문에 방학이 되어서야 비로소 전공과 진로를 탐색할 여유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학부에서는 방학 중에도 이 프로그램을 쉬
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 

자유전공학부에서 시행하기 시작한 상주 멘토링 프로그램은 국
외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선구적 제도이다. 미시간(Michigan) 
대학의 상주 멘토링 제도는 대학원생 대신 교직원이 멘토로 
활동하며 일반적인 진로 상담보다는 직업 교육을 위주로 진행
한다. 생활 멘토링을 도입한 여러 사례들도 통상적으로 기숙
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대상이다. 하지만 자유전공학부의 상
주 멘토링 프로그램은 기존의 어느 멘토링 제도보다도 접근성
이 높고 학생들을 교육한다기보다는 그들이 자율적으로 본인
이 원하는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이처럼 차별화된 장점을 지닌 상주 멘토링 프로그램은 자유
전공학부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으며 상주 멘토실을 방문
하는 학생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
키고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자유전공학부의 학생들도 함께 노
력해야 한다. 멘토가 멘티에게 단순히 전공에 대한 정보만 알려 
준다면 멘토링은 일회성 행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멘토링의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나가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본인의 
고민을 멘토들과 공유하고 함께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입학 후 1-2년 내에 본인에게 적합한 전공을 골라야 한다는 
것은 자유인 동시에 적지 않은 부담이다. 하지만 이런 고민을 
함께 해주는 멘토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혜택이다. 학생들이 어
떤 고민을 가져오더라도 다정하게 맞아주는 상주멘토와 함께 
자유전공학부의 학생들은 오늘도 나만의 전공을 찾기 위해 고
군분투하고 있다.

상주 멘토링 시행

2013년 연말부터 실시된 상주 멘토링 제도는 신입생과 재학
생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자유전공학부에서는 상주 멘토
링에 참여한 멘토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나아가 이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2월 19일(수) 교수회관에서 이주영(대
학원 환경기술학 전공), 이민준(대학원 화학 전공), 한민규(대
학원 통계학 전공), 장진경(대학원 서양사학 전공) 등 참여 멘
토들을 초대하여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에 직접 참여한 한경구 학부장은 상주 멘토링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애써 준 멘토들의 노력을 격려하
면서, 이 제도가 스스로 전공을 선택하는 자유전공학부의 취지
와 목표를 실현하는 데 매우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며 지난 몇 
달 시행된 프로그램 속에서 그 가능성을 확신했다고 언급했다. 
멘토들은 그 동안의 멘토링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과의 상담 
과정에서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방안, 개인 맨토링과 단체 멘
토링, 멘토의 자격과 역할, 멘토들의 시간 배정을 비롯한 전반
적인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멘토 간담회

3

학부 행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2013년 11

월 15일(금) 

오후 1시부

터 행정대학

원(57-1동 

113호)에서 

제1회 자유

전공학부 학

술제가 열렸다. 학술제는 섹션 1과 섹션 2로 나누어 진행됐

다. 학술제는 개인 혹은 팀별로 총 12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먼저 연구한 주제를 발표하고 지정토론자와 토론을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학술제에서는 참가자들의 발표가 

우열을 가리기 힘들만큼 우수했기 때문에 모든 참가자가 수

상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 대상

- 이향정, ‘SOCIAL COGNITION: A Key to Prosocial & Altuistic Choice’ 

- 전기화, ‘『강도몽유록』 연구: 비판, 공감 그리고 기억’  

- 박권희, ‘한국 주식시장 가치의 적정 valuation 측정: CAPE 주가 평가 모델을 바탕으로’ 

* 금상 

- 최정훈, ‘『임꺽정』의 고증- 세부묘사의 맥락과 의미’  

- 최지범, ‘The Evolutionary and Neuroscientific Analysis of Aesthetics in Art’  

- 구본효, ‘운동을 부정하는 제논의 논변과 그 해법: 원형으로서의 제논의 역설에 관하여’  

- 민경영, ‘정파성에 따른 국내 일간지 경제 뉴스 보도 프레임 연구: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 은상 

- 유지원, ‘A Dialogue: Kristeva and Lyotard, on the Thing, Art, and Meaning’ 

- 서승훈·채원재, ‘<개그콘서트>에 나타난 남성차별에 관한 고찰’ 

- 최석원·성은지·임희창, ‘시너지 효과를 고려한 전략적 조직구성 연구’ 

- 강윤석·송윤주, ‘한국의 난민 수용 문제: 제정된 난민법 중심으로’ 

- 박형근, ‘환경소송과 사법적극주의: 환경정의 실현에 있어 사법부의 역할’

제1회 자유전공학부 학부생 학술제

4

학부 행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2013년 11월 15일(금) 오후 4시부터 행정대학원(57-1동, 113

호)에서 ‘자유전공학부의 경험과 미래’라는 주제로 제5회 자유

전공학부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자유전공학

부 졸업생과 재학생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유전공학부는 2009년에 설립된 이래로 창의와 자율을 강

조하는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8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자유전공학부의 교육 과정에 참여한 학생들로부터 

지난 5년간의 경험과 성과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들어보면서 

자유전공학부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

됐다. 이번 행사의 기획을 총괄한 서경호 전 학부장은 “학부가 

설립된 지 4년이 지난 이 시점에, 학부의 특별한 교육시스템과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학부생들이 경험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진솔하게 들어보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졸업생과 재학

생들을 연사로 참여시키는 파격적인 시도를 해보았다”고 말했

다. 연사로 등장한 학생들은 이번 심포지엄에 매우 긍정적인 반

응을 보였으며, 특히 졸업생들은 후배들에게 자유전공학부 시

스템의 장단점에 대해 자유롭고도 신랄한 의견을 제기했다. 

제1부는 학부의 교육체제를 주제로 학부의 교과 운영과 관

련된 전반적 내용을 다루었다. 학생들은 학부에서 규정한 전공

이수학점 및 교양이수학점이 적절하였는지, 주제탐구세미나의 

내용과 형식은 어떠했는지 등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토로했다. 

김범수 학생부학부장은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학생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전공 탐색 기회를 제공하며 학생들 사이의 응

집력을 모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학부를 운

영하겠다.”고 밝혔다. 재학생들은 “학부의 주인으로서 우리 모

두가 학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함께 메워 나가자”고 다짐했다.

제2부는 자유전공학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의 밀

착지도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주제로 다루

었다. 그 중에서도 그동안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글로벌현

장학습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학생들은 글로벌현장학습

으로 국제적인 안목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동고

동락하면서 학우들 사이에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

가 되었다고 회상하면서 이 제도가 지속될 수 있기를 청했다. 

아울러 멘토링 프로그램이 학부의 지원 아래 시도되고 있지만 

참여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둘

러싸고 활발한 토론을 전개했다. 

자유전공학부는 지난 5년 동안 많은 지원과 배려 속에서 성

장해 왔고 이제는 그동안의 성장을 토대로 자립과 도약을 시도

할 때가 된 만큼, 이번 심포지엄은 자유전공학부의 현실을 인

식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 자유전공

학부의 교육 이념을 직접 체험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

고 있는 졸업생들이 실제로 행사에 대거 참여하여 자신들의 경

험을 바탕으로 재학생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소중한 자리

가 되었다.

□ 심포지엄 참가학생

- 세션 1: 교육체제 

  이민섭(서울대학교 과학사ㆍ과학철학 협동과정대학원), 오승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호겸(지구환경과학 전공ㆍ09), 김하영(외교학ㆍ물리학 전공ㆍ09)

 : 패널리스트

  김수진, 박예송(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성화(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주용(정치학 전공 09), 최정훈(설계전공 동아시아학, 외교학 전공 11)

- 세션 2: 학생생활

  나현주(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문기현(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박원경(삼성전자 글로벌운영팀), 박진하(물리학 전공ㆍ10)

: 패널리스트

  김유정, 김연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지범(수리과학, 생명과학 전공ㆍ10)

  나혜선(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제5회 자유전공학부 심포지엄



 2013년 11월 15일(금) 오후 7시부터 교수회관에서 제1회 자

유전공학부 홈커밍데이 행사가 개최됐다. 학생들의 아이디어

로 꾸며진 이번 행사의 주제는 학부의 번창과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비행’이었으며, 주제에 걸맞게 행사장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과 보딩패스 입장권, 비행기 소품 등은 참석자들의 눈길

을 끌었다. 2013년 2월까지 졸업한 스무명 남짓 되는 졸업생들

은 ‘친정 나들이’에서 과거의 추억을 곱씹기도 하고 교수와 후배

들과 한자리에 모여 학창시절의 감회를 떠올렸다. 

한경구 학부장의 축하인사로 시작된 행사는 축제의 장이었

다. 2009년부터 5년간 자유전공학부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

지 보여주는 프레젠테이션이 마련되었고 서울대 오케스트라 

스누포에 참여하고 있는 자유전공학부생들이 환영의 인사로 

음악을 선사했다. 1회 졸업생인 문기현 동창회장(서울대 의학

전문대학원)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준 재학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1회 

졸업생 박원경(삼성

전자 글로벌운영팀)

은 졸업 후, 회사에

서 바쁘게 일하면서 

잊고 지냈던 대학생

활을 다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데 감사하며 마치 고

향에 온 기분이라고 전했다. 

이번 홈커밍데이에는 케이터링으로 통해 캄보디아를 돕고 

있는 자유전공학부 동아리 캄보딜라이트가 빵을 제공해 주

었고 BYOB(Bring Your Own Booze)를 시행하여 저녁 만찬

에서 참가자들이 함께 여러 종류의 음료를 나누어 마셨다. 이밖

에도 BAB(Be a Butterfly)의 축하공연, 추첨을 통한 상품증정, 

장기자랑 타임 등으로 다채로운 행사를 마무리했다. 

제1회 홈커밍데이

2014년 1월 22일(수) 종합교육연구동(220동 202호)에서 ‘석

학과 함께 하는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인사이트 강연’이 열렸

다. 김성복 석좌교수(자유전공학부)는 “미국혁명과 민주주의 

문제: 건국지도자들의 교훈”이라는 주제로 2시간에 걸쳐 열정

적으로 강연했다. 이날 강연은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저명

한 학내·외 교수들과 수많은 학생들, 학부모들이 강연장을 가

득 메웠다.

김성복 석좌교수는 서울대 문리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미시

간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윌리엄앤메리 대학, 일

리노이 주립대학, 뉴욕 주립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의 연

구는 미국사학계로부터 미국 독립혁명 과정에서의 이면을 재

조명했다고 평가받는다. 미국 독립혁명 지도자와 독립전쟁 참

전 군인 직계 후손들의 모임인 ‘미국 혁명의 아들들’에서 미

국 독립혁명에 대해 특별 강연을 할 정도로 미국 독립혁명 연

구 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뉴욕주립대학의 부총장

을 역임한 김 석좌교수는 재미 한인 교수들 가운데 처음으로 

Distinguished Service Professor로 지명된 석학이기도 하다. 

뉴욕 주립대학을 퇴임한 후 그간의 학술 연구 업적을 집대성하

는 저술을 집필 중이며, 현재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김 교수는 미국의 혁명과 건국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과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이야기했다. 미국이 독립혁명 기간

동안 영국으로부터 독립과 헌법질서를 창조하기 위해 많은 노

력을 기울였지만 7여년에 걸친 전쟁으로 미국사회는 도덕적 타

락과 부패, 정서적 절망, 체념이 만연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

황에서 미국의 건국 지도자들이 교육과 종교의 역할을 강조하

며 자유, 행복, 도덕성을 정치운영에 연계하여 적용시킨 점을 

김 석좌교수는 주목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고

별연설을 예로 들면서 당시 미국사회의 정신적 기축을 마련했

던 이념과 정신들이 현재까지 이어져 미국사회의 기틀을 이루

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날 강연에서 김 석좌교수는 미국 건국지도자들의 지침은 

현대 한국의 민주주의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공자가 이야기한 왕정의 덕치(德治)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

이 맑다”는 신념을 기반으로 하지만 미국 독립혁명의 지도자들

은 “아랫물이 맑아야 윗물이 맑다”는 믿음으로 민주공화국을 

설립했다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이 진정한 선진

국으로 거듭나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의 공

공 도덕성 회복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석

좌교수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공동

체 의식의 미덕이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의 덕성을 가

다듬고 남을 아낄 수 있는 공덕(公德)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김 석좌교수는 전쟁으로 황폐화된 미국이 민주주

의의 최선봉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교육을 꼽았

으며 민주사회의 기틀로 공공의 미덕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교

육의 역할이 중시되어야 함을 피력했다. 

강연이 끝난 뒤 청중들의 활발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전 국사

편찬위원장 이태진 명예교수(국사학과)와는 미국 독립전쟁이 

발생하게 된 대내외적 배경과 당시 미국의 상황 등에 대해 이견

을 보이면서 학문적 토론을 주고받았다. 자유전공학부 재학생

뿐만 아니라 14학년도 입학 예정인 고등학생들도 이날 강연에 

참석하여 질의응답에 가담함으로써 강연회의 분위기를 고조시

켰다. 자유전공학부 인사이트 강연은 국내외의 석학 혹은 명사

를 초청하여 학생들의 지적 외연과 상상력을 확장하기 위해 마

련된 프로그램이다.  

인사이트 강연: 김성복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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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전공학부에서는 2014학년도에 입학한 신입생들이 능동

적으로 학교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새내기 배움터를 실시했다. 

2월 17일(월)부터 19일(수)까지 2박 3일간 충청북도 켄싱턴리

조트에서 실시된 새내기 매움터에는 신입생 150여명이 참가하

였으며 재학생 대표들이 멘토로서 함께 했다. 양일모 교무부학

부장의 환영사와 자유전공학부 소속 각 동아리들의 축하 공연

을 시작으로 펼쳐진 새내기 배움터에서 신입생들은 선배들을 

만나 대학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대학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기회를 가졌다. ‘촌극 발표’, ‘6종류의 게임을 통한 자

유전공학부 알아가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새내기들은 

자유전공학부 학생으로서 정체성을 높이고 선배와 함께 교우

들과 돈독한 시간을 보냈다. 

2014년 새내기 배움터

2013년 전공박람회

가 9월 27일(금) 종합

교육연구동(220동) 2

층 로비에서 열렸다. 

서울대학교 각 단과

대학소속의 43개 학

과에서 참여한 이번 

전공박람회에는 430

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각 전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

는 기회를 가졌다. 전공박람회는 자유전공학부에서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토대로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

해 매년 실시되는 행사이다. 학생들이 이미 전공을 하고 있는 

학내의 선배들로부터 전공에 관한 정보를 직접 들고 자문을 구

할 수 있다. 각 학과에서는 대학원생 혹은 학부 고 학년생을 파

견하여 전공박람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각 학과에서 

설치한 전공 부스를 찾아가면서 전공을 탐색한다.  

- 참여 학과 - (가나다순)

건설환경공학, 건축공학, 건축학, 경영학, 경제학, 계산과학, 미술사학, 고고학, 기계항공공학, 

노어노문학, 농림기상학, 농업자원경제학, 물리천문학, 미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산업공학, 

생명과학, 식품영양학, 심리학, 아동가족학, 아시아언어문명학, 언론정보학, 언어학, 

영어영문학, 외교학, 원자핵공학, 응용생명화학, 의류학, 인류학, 전기정보공학, 정보문화학, 

종교학, 중어중문학, 지구환경과학, 지리학, 지역시스템공학, 철학, 컴퓨터공학, 통계학, 

화학, 화학생물공학, 설계전공

2013년 전공박람회

학생들이 편안하게 휴식하고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공간

을 마련하고자 자유전공학부에서는 학생 라운지를 학생들의 

감각에 어울리는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입구 쪽에는 넓은 

마루를 깔아 앉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가운데에는 대형 

테이블, 소형 탁자, 개인용 좌식 안락의자 등을 설치하여 휴식

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유전공학부 강건우(13)가 직접 디자

인한 문양으로 유리문을 장식하고 의자마다 아기자기한 문양

을 수놓아 안락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학생 라운지 새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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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전공학부는 신입생들에게 전공을 선택하기 전에 다양

한 경험을 통해 자신을 숙고해 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학

년 필수교과목인 <전공설계1>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하고 있는 명사들을 초빙하여 특강을 개최하며 동시에 현장 

중심의 체험학습을 동반한다.  

올해는 수업의 일환으로 4월 4일(금)부터 5일(토)까지 경북 

안동에 위치한 한국국학진흥원에서 1박2일 체험학습을 진행

하였으며 도산서원, 퇴계종택, 유교박물관 등을 견학했다. 퇴

계종택에서는 퇴계 이황 선생의 16대 종손인 이근필 옹(84세)

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해주었으며, 젊은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을 권고했다. 김병길 한국국학진흥원장은 퇴계선생이 사

랑했던 매화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종택 뒷동산에 갓 피기 시작

한 매화나무 뜰까지 직접 학생들을 안내했다. 국학진흥원 내에 

위치한 유교박물관에서는 박경환 관장이 6만 5천장의 목판이 

소장된 장판각을 소개했으며 전통 기록문화유산에 대한 관심

으로 ‘유교목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특강에서는 안동이 지역구인 김광림 국

회의원이 ‘작은 관계가 큰 인연으로 이어진다’는 주제로 1시간

여 동안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대해 열띤 강의를 했으며 삶의 

자세와 태도, 한국과 중국의 유교 등에 관한 문제를 둘러싸고 

학생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이번 학기 <전공설계 1>에서는 정권택 삼성경제연구소 전

무, 박명규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소장, 정운찬 전국무총리 

등이 ‘전공설계 Insight’ 특강의 연사로 초청됐다.

2014년 <전공설계1> 안동 체험학습



2014년 1학기 군 복학생 간담회가 3월 21일(금) 종합교육연

구동(220동) 회의실에서 20여 명의 학생들과 한경구 학부장, 

김범수 학생부학부장, 양일모 교무부학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간담회에서 자유전공학부 학장단은 학생들의 복학

을 환영하면서 다시 학생이 된 설레임으로 학업에 힘써 줄 것

을 당부했다. 더불어 복학한 이후에 학업과 생활에서 어려운 

점, 건의 사항 등을 경청하면서 복학생들의 적응을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 이은 저녁식사 모임에

는 이전 학기 복학생들도 함께 합류하여 복학생 선후배들 사

이에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 복학생 간담회는 병

역의무를 마친 학생들이 학교에 복학하여 대학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생활 멘토링의 일종으로 매 학기 초에 개

최되고 있으며 복학생들만을 위한 특별한 모임이다. 

군 복학생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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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전공학부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동포와 관련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상호협력을 위해 재외동포재단과 MOU를 맺

었다. 2014년 4월 8일(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부장실

에서 한경구 학부장과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체결식

을 가졌고 뒤이어 조규형 이사장의 “재외동포 이해 교육”을 주

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 및 협력 프로그램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3월

까지 2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서

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외동포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관심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관련 강좌를 개설한다. 또

한 방학을 이용하여 중국, 일본 등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사회

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자유전공

학부는 글로벌 리더십과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교육 목표의 하

나로 표방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재외동포 관련 교과목 개발

과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재외동포재단과 MOU 협약 체결

자유전공학부에서는 명사초청특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3년 10월 22일(화) 교수회관에서 카카오 이석우 대표이사

의 강연회를 진행했다. 이석우 대표는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

업하고 미국 하와이 대학에서 중국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

후 중앙일보 기자로 활약하다가 다시 미국의 루이스 앤드 클

라크 로스쿨로 진학해 변호사가 되었다. IBM과 NHN 등 여러 

IT 관련 회사에서 법률 전문가로 활동하였으며 2011년 카카오

에 입사하여 현재는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이날 강연에서 이석우 대표는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라!’라

는 주제로 자신의 학창시절과 직장생활 초기에 경험했던 자신

의 에피소드를 곁들여 가면서 인생의 자세와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에 관해 언급했다. 사람이 살면서 겪는 다양한 경험을 점

(dot)에 비유했다. 살면서 점처럼 찍어왔던 경험들이 하나의 

선(line)으로 연결되고 연결된 다양한 선들이 모여 하나의 그

림(painting)이 된다고 설명하면서, 학생들에게 “자신만의 그

림을 그릴 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 

점들이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결

국 이러한 선들은 하나의 그림을 이루게 되므로 매순간 즐겁게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이석우 대표는 강연에 참석한 1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일이 

재미있기 때문에 열심히 했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평판

을 받을 수 있었으며 그러다보니 좋은 기회를 많이 만날 수 있

었다.”고 이야기하며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어떤 것에 관

심 있을까’ 고민하다보면 좋은 선택들로 이어질 것이라고 격려

했다. 강연 후에는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자유전공학

부 임환(13)이 학부에서 공부한 동양사학이 인생에서 어떤 도

움이 되었는가 하는 질문에 이 대표는 인문학과 역사학을 공

부함으로써 사람과 현상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이해와 해석

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나만의 독특한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

었다고 답했다. 살아가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두렵지 않

았냐는 질문에는 지루하고 재미없고 따분한 일을 하는 것보다 

불확실하더라도 가슴 설레는 도전하는 일을 즐긴다고 이야기

했다. 이날 특강은 3년(2011년) 전 명사초청특강에서 김영란 

대법관이 초빙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저녁 만찬과 함께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명사초청 특강: 카카오 이석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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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행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베이징대 위안페이대학(Yuanpei College)과의 한·중 학생 토론 대회

자유전공학부는 2013년 10월 31일(목)부터 11월 2일(토)까지 

베이징대 위안페이대학에서 제6회 세계체험 프로그램을 실시

했다. 이 행사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베이징대학교 위안

페이대학(Yuanpei College), 홍콩 중문대학교 선형대학(S. H. 

Ho College)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동아시아의 ‘문화 통합’과 

‘교육’이라는 주제로 토론대회가 진행됐다. 모든 행사는 영어로 

팀별 발표 및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행해졌으며 학생들은 2박 

3일 동안 서로의 견해를 이해하면서 친목을 도모하고 자국의 

문화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학술 교류대회에서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은 발표주제로 

<고교 과목으로의 동아시아사의 가능성>, <한국·중국·홍콩 

사회에서의 남녀관계의 비교>, <동아시아권 가족 문화의 특징>, 

<동아시아 국가들에서의 도넛현상> 등을 선정했다. 베이징대

와 홍콩 중문대에서도 자국의 교육 시스템과 관련한 주제를 발

표하였으며 각국의 학생들은 발표 후 소그룹으로 나누어 의견

을 교환했다. 학생들도 처음에는 발표된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

을 시작했으나 점차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센가쿠·댜오위다

오 문제, 중국 1자녀 정책 등 다양하고도 뜨거운 현안들에 대해

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 

학생들은 학술 심포지엄 외에도 천안문과 자금성, 중국 국가

박물관을 포함해 베이징의 역사문화 유적지를 둘러보았다. 이

전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베이징대학의 학생들이 

유적답사에 함께하여 중국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

는 소중한 자리가 마련됐다. 자유전공학부의 학생들은 동아시

아의 역사는 물론 세계사에서도 중요했던 현장들을 직접 몸으

로 체험하면서 진정한 대륙의 기상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회

를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의 백미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

는 기회와 시간이 많았다는 점이다. 지난 세계체험에서는 단체 

일정이 대부분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베이징대 위안페이 

대학생과 한인회 학생들, 홍콩 중문대의 학생들과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행사 주최 측의 배려와 인솔교수의 

탁월한 일정 조정으로 인해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그 어느 때보

다 높았던 행사였다. 

이번 행사의 대표를 맡은 이재혁(09)은 유창한 중국어 능력

을 충분히 발휘하여 모든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는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주제를 중심으

로 외국의 우수한 학생들과 교류할 좋은 기회였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학우들의 시야를 동아

시아로 넓힐 기회가 늘어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동아시아 문화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해마다 진행하는 자유전공학부의 세계체험 프로그램이 7

회를 맞이했다. 이번 행선지는 ‘아름다운 섬(Formosa)’ 타이완

으로 최근 TV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를 통해 유명해지기도 

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올 들어 방문 한국인의 수가 폭발

적으로 늘고 있는 곳이다. 2월 10일(월)부터 14일(금)까지 4박5

일간 교수와 행정직원, 학생 등 총 42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체

험단이 타이완을 돌아볼 기회를 가졌다. 학생 체험단은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발되었으며 6개월 전부터 4번 이상의 사전 

모임을 거치면서 인솔교수의 지도하에 타이완의 다양한 면모

를 연구하고 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했다. 체험단은 연구 주제

의 배경인 타이베이와 타이중, 그리고 화롄 지역을 견학하면서 

타이완의 과학기술부터 종교와 예술을 아울러 체험했고 주민

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타이완 현지인의 기분을 느껴보기도 

했다. 프로그램 참가 전 동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중국 정도의 

지식에 그쳤던 학생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아시아 발전의 주역 

중 하나로서 타이완의 존재를 여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참가학생들은 타이완의 과거와 현재를 객관적으로 접하기 위

해 노력하는 동시에 1992년 이후의 국교 단절 기간을 회복하려

는 듯이 매사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했다. 타이완 산업의 발전

을 선도하고 있는 신주(新竹) 과학단지를 방문해 타이완의 혁

신 기술과 주력산업을 가늠해보고  도교 사원인 용산사, 세계 3

대 종교사원 중대선사, 타이완에서 유일하게 공자를 모시고 있

다는 문무묘 등을 돌아보면서 대만인의 삶 속에 녹아들어 있는 

다양한 종교를 접해

보았다. 세계 4대 박

물관이라는 국립 고

궁 박물관은 학생들

이 가장 기대했던 장

소였지만 최근 부쩍 

늘어난 밀려드는 중

국 관광객의 인파로 

인해 못내 아쉬움 감추지 못하는 장소로 남았다. 

학생들은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에 미리 조별로 타이

완의 정치, 역사,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9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논문을 작성하고 발표와 토론을 준비했다. 타이완 체

험을 통해 더 깊어진 시각과 이해를 바탕으로 귀국 후 준비한 

논문을 보완, 수정하여 발간한 <세계체험 프로그램 타이완 편> 

단행본은 향후 타이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심도 있는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별 연구주제 

-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 타이완을 가다: 타이완의 5권 분립체제를 중심으로

- 21세기 양안관계 개선과 남북관계에의 적용가능성 탐구

- 타이완의 예비상장시장과 벤처생태계 연구

- 떠오르는 스마트시티, 타이완의 가오슝

- 음식문화로 본 타이완의 이미지

- 타이완 중소기업창업육성정책에 관한 연구

-  타이완 속 일본 기업을 통해 바라본 대만의 국가 정체성과 민족 간의 관계

- 타이완 도시화의 현재와 과거

-  타이완 프로야구의 승부조작 문제 해결방안 탐구: 긍정적 인센티브의 확대를 통해

제5회 세계체험 프로그램: 타이완 답사



2013년 하계 글로벌현장학습 프로그램은 자유전공학부생 

총 4명이 참여하여 예일대와 베를린자유대학에서 개별적으

로 계절 학기를 수학했다. 2013년 7월 8일(월)부터 8월 9일

(금)까지 5주간 진행된 예일대 계절학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심지원(13), 이상하(13) 는 “Introduction to Psychology”, 

“General Chemistry”, “Introduction to Microeconomics”, 

“Sociology of Crime and Deviance” 과목을 수강했다. 2013

년 7월 14일(일)부터 8월 10일(토)까지 4주간 진행된 베를린

자유대학 계절학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지원(10), 정진욱(11)

은 “From Ancient Sculpture to Action Painting: Art of the 

Western World”, “Law, Society and Politics in Comparative 

Perspective”, “Global Politics: How to Cope with a World 

in Disarray” 등을 수강했다.

2013년 동계에 진행된 글로벌현장학습은 자유전공학부생 

41명과 타대생 14명 총55명의 학생이 베를린자유대학, 하와

이대학, 서울대학교 ‘SNU in Washington’ 프로그램에서 강

의를 듣고 학점을 이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베를린자유대학(Freie Universität Berlin)의 경우, 2014년 

1월 4일(토)부터 1월 24일(금)까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생 19명 및 인문대, 경영대, 사회대 학부생 8명, 총 27명이 프

로그램에 참가했다. 

참가 학생들은 두 반으로 나누어 베를린자유대학에서 개설

된 Bruckner 교수와 Ancygier 교수가 진행하는 <European 

Studies>과목을 3주간 수강했다.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었고 

오전에는 유럽연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강의와 현재 유럽이 

당면한 각종 사안 등에 대해 토론과 발제수업이 진행됐으며 

오후에는 루마니아 대사관 방문 등과 같은 현장답사가 병행됐

다. 베를린자유대학의 강의 이외에도 학생들은 서울대학교 자

유전공학부 김범수 교수가 진행하는 두 번의 SNU 강의에 참

여했다. 서울대 강의에서는 베를린에 숨겨진 명소를 찾아서 탐

방하고 이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연합과 유럽문화에 대해 깊

은 이해를 얻었다. 유럽연합에 대해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동

시에 실제 유럽연합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각 분야 전문가와 

대화하면서 다각적 측면에서 유럽연합을 바라보게 되었다. 

베를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을 감상하고, 베를린 내 미

술관인 Berlinische Galerie, Martin-Gropius-Bau, Neuse 

Museum, Boros Collection 등을 견학하면서 문화생활도 즐

겼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개별적으로 유럽 각 지역을 탐방

하는 기회를 가졌다.  

하와이 대학(University of Hawaii)의 경우, 자유전공학부 

학생 16명, 사회대, 인문대 공대 학생 6명, 총 20명의 학생이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자유전공학부는 하와이 대학과 자체결

연을 맺어 겨울방학동안 하와이에서 진행되는 특화된 교육 프

로그램을 개발했다. 강의는 하와이 대학 교수들과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공동으로 맡았으며 모두 영어로 진행됐다.  

2014년 1월 25일(토)부터 2월 16일(일)까지 3주간 진행

된 프로그램에서는 US Environmental History, Hawaii: 

2013년 글로벌현장학습 프로그램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서는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국제적 경험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현장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이 미국, 유럽 등지의 

외국대학에서 계절학기 혹은 특별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서울대학교에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경제적인 지원을 받게 되며 해외 

명문대학의 교육과정과 현지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가진다. 

2013년 하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8월 18일(일)부터 8월 26

일(월)까지 8박 9일 동안 이향정(09)을 비롯한 16명의 자유전

공학부 학생들이 김범수 교수의 인솔 아래 라오스의 루앙프라

방, 방비엔, 비엔티엔을 방문하여 자원 활동을 전개했다. 학생

들은 나두앙 초등학교에서 교육활동, 종이접기, 색종이 모자이

크, 벽화그리기, 보물찾기. 운동회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서 지역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보냈다. 자원활동에 참

여한 학생들은 그 동안 낯설었던 라오스라는 국가를 더 잘 이해

할 수 있었고 라오스의 초등학생과 직접 만나면서 해외자원활

동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길 수 있었다.  

겨울방학을 이용해서는 2월 16일(일)부터 2월 24일(월)까

지 8박 9일 동안 인도에서 자원활동을 했다. 노시정(09)을 비롯

한 16명의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김범수 교수와 함께 델리, 

바라나시, 아그라를 방문하여 아쉬람 학교 학생들과 함께 벽화

작업, 노래교실, 미니 

운동회 등의 자원활동

을 진행했다. 참가 학

생들은 한국에서 알려

진 ‘올챙이 송’과 ‘빠빠

빠’ 5기통 춤공연을 준

비하기도 하고 무지개 

벽화를 칠하기도 하는 

등 체육 교육과 미술

교육 활동을 했다. 자

원활동 후에는 아그

라 성과 타즈마할 방

문 등 인도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답사에 

참가했다.

 2013년 해외자원활동 프로그램 

자유전공학부에서는 학생들이 이타적 행동을 통해 도덕적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받아 방학동안 해외 

빈곤지역을 체험하고 다양한 자원 활동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NGO 

단체인 아시안 브릿지와 함께 특별봉사활동에 집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동반자 

사회’를 이끄는 리더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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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글로벌 봉사단 해단식’이 2014년 4월 10일(목) 글로벌

사회공헌단 대강당(153동 210호)에서 개최됐다. 서울대 오연

천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해단식에서는 SNU 글

로벌 봉사단 단원 7개 팀이 방학동안 진행한 자원활동의 결과

를 발표했다. 자유전공학부에서는 지난 2014년 1월 인도에서 

교육, 노력봉사 및 문화교류를 시행한 가온 봉사단이 참가했

다. SNU 글로벌 봉사단은 학생들의 글로벌 리더십 함양 및 해

외자원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되었고 제7기 SNU 

글로벌 봉사단은 총 170여 명이 3개국 9지역에 파견되어 자원

활동을 진행했다. 이밖에도 4월 9일(수)부터 한 달간 참가자들

의 자원활동 내역이 담긴 사진전이 서울대 캠퍼스 내를 순회

하며 전시됐다. 

서울대 제7기 글로벌 봉사단 해단식, 자유전공학부 가온 봉사단 참가

자유전공학부 김광희(10) 학생이 참여한 논문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을 이용한 유기합성(Carbon Dioxide Capture 

and Use: Organic Synthesis Using Carbon Dioxide from 

Exhaust Gas)”이 과학논문색인(SCI) 등재 화학분야 저널인 

‘앙게반테 케미(Angewandte Chemie)’ 1월호에 실렸다. 앙게

반테 케미는 화학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 중의 하나

로 손꼽힌다. 서울대 화학부 홍순혁 교수 지도하에 인턴연구원

으로 참여했으며 이번 논문은 양초 등을 태워 만들어진 이산화

탄소를 유기화학물로 만들어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광희 학생은 문과 출신으

로 입학 전에는 로스쿨에 관심이 있었으나 입학 후, 수학, 물

리, 화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접하고 3학년 때, 화학으로 전

공을 선택했다. 

김광희(10학번), 화학분야 세계 권위 학술지 ‘앙게반테 케미’에 논문 게재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주최로 열린 제19회 우수리포

트 공모대회에서 자유전공학부 김보미(10)가 쓴 “천황에 대한 

일본인의 ‘무관심’이 갖는 성격과 기능에 대한 고찰: ‘포스트-

단카이 주니어 세대’를 중심으로”가 우수상에 선정됐다. 서혜

진(10), 곽청아(10), 김영주(10), 김아람(11) 등이 공동연구로 

참여한 “두껍아 두껍아 새 집 줄게, 헌 집 다오!: 2003-2004년 

한미 용산기지 이전 협상 사례 분석”은 장려상을 받았다.  

제19회 우수리포트 공모대회, 김보미(10학번) 우수상 수상

세계일보가 창간 25주년을 맞아 25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

로 실시한 ‘미래 한국을 빛낼 인물 13명’에 자유전공학부 권은

진(09)이 선정됐다. 권은진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관하

는 ‘2013년 대한민국 인재상’에도 선정된 바 있다.  

세계일보가 뽑은 ‘미래 한국을 빛낼 인물’ 13인에 자유전공학부 권은진(09학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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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of the Pacific, American Politics, Multiculturalism 

in Hawaii, The Economy of Hawaii, Race Relations in 

the Age of Obama, The US in the Pacific, Edward Hopper's 

America, American Orientalism 등의 미국사회에 대한 수

업이 개설됐으며 최종 수업에서 학생들은 각자가 택한 주제

를 발전시켜 프레젠테이션과 ‘미국의 하와이 병합과정’, ‘나

라별 인종차별의 정도와 인종구성의 상관성’, ‘하와이 인종문

제’, ‘하와이 훌라춤에 상징성’ 등의 소논문을 발표했다. 이외

에도 하와이의 다양한 모습과 이질적인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

를 가졌다. 

스누인워싱턴(SNU in Washington)의 경우, 국제협력본부

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2014년 1월 15일(수)부터 1

월 25일(토)까지 김민주(09) 등 자유전공학부 학생 11명을 비

롯하여 서울대학교 학생 총 49명이 참여했다. 참가 학생들은 

2013년 12월 23일(월)부터 1월 8일(수)까지 사전 학습 및 오리

엔테이션을 이수한 후, 신성호 교수(국제대학원) 인솔 하에 1

월 15일부터 10박 11일 동안 미국 현장학습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제관계에서의 미국의 역할, 한미 관계 

등을 이해하기 위해 기획됐다.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현

장학습에서는 미국외교협회(CFR: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와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백악관과 의회조사국(CR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등의 주요기관과 브루

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한미경제연구소(KEI: 

Korea Economic Institute) 등을 방문했다. 국제통화기구의 

윤종원, 브루킹스연구소의 Dr. Richard Bush, 국제전략문제

연구소의 Victor Cha, 상공회의소의 Tami Overby, 미국외교

협회의 Dr. Sheila Smith 등의 강의를 듣고 질의응답 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팀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사전 학습을 통해 발표 주제

를 선정하고 워싱턴 견학 후에는 이를 발전시키는 형식을 취

한다. 2월 27일(목) 국제대학원에서 진행된 최종발표에서 각 

팀들은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나아갈 길: 배심제에 대한 한국

인과 미국인의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미국 이민법 개혁안”, 

“한국과 미국의 박물관 비교” 등 미국 사회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한 다양한 결과물을 선보였다. 



■김범수 교수는 “Does Culture Determine Democrat-

ic Leadership in East Asia? The Case of South Korea 

during the Roh Moo-hyun Presidency”(공저)를 Asian 

Perspective (37. 3, 2013)에 게재했다. 

■서경호 교수는 “A View on the MOW Programme from 

the East Asia Region”을 Culture Memory Identities(2013)

에 게재했다. “한국 대학생의 기초교양 교과목에 관한 수강 

경향 분석: 서울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를 『교육컨설팅연

구』(2013년 2월)에,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실험: Yale-NUS 

College”를 『대학교육』(2013년 3월)에 게재했다. 

■신의항 초빙교수는 국제 교류재단 렉처시리즈 (Korea Foun-

dation Lecture Series) 강연자로 2014년 5월 7일과 8일에 우

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동방대학(Tashkent State University 

of Oriental Studies)과 니자미 국립사범대(Tashkent State 

Pedagogical University named after NIZAMI)에서 “The 

Advantages to Being An Outsider in Korean Studies” 주

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양일모 교수는 “Translating Darwins's Metaphors in 

East Asia”를 Trans-Humanities (6-3)에, “중국철학사의 

탄생 - 20세기 중국철학사 텍스트 성립을 중심으로”를 『동양

철학』(2013년 7월, 39호)에 게재했다. 공저로는 『동아시아, 

근대를 번역하다』(2013, 점필재), 『두 시점의 개념사』(2013, 

푸른역사), 『동아시아 개념연구 기초문헌 해제 Ⅱ』(2013, 선

인), 『좌우파에서 보수와 진보로』(2014, 푸른역사), 『중국 문

명의 다원성과 보편성』(2014, 아키넷)을 출간했다. 2013년 

11월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10주년 기념학술대회에서 “근대 

중국의 평화 개념”을, 2013년 10월 제5회 일송학술대회에서

는 “진보와 그 적들 - 근대 한국 진보 개념의 기원과 전개”를 

발표했다. 이외에도 2014년 2월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진행

하는 드림렉쳐 “Active Learning”에 참여했다. 

■ 이상민 교수는 “On Three-Algebra and Bi-Fundamental 

Matter Amplitudes and Integrability of Supergravity”(공

저)를 Journal of High Energy Physics (1311/050, 2013)에, 

“Superconformal Index and 3d-3d Correspondence for 

Mapping Cylinder/Torus”(공저)를 Journal of High Energy 

Physics (1401/063, 2014)에 발표했다.

■ 장대익 교수는 “A network perspective on unraveling the 

role of TRP channels in biology and disease”(공저)를 

Pfl
..
uers Archiv - European Journal of Physiology (2014 

Feb.)에 게재했다. 도서로는 『다윈의 서재: 이 시대의 새로운 

교양을 읽다』(2014, 바다출판사), 『생명은 왜 성을 진화시켰을

까』(2013, 와이스쿨)와 『인간에 대하여 과학이 말해준 것들』

(2013, ,바다출판사)을 출판했다. 공저로는 『현대 생물학의 분

류 방법과 지식의 문제: 진화론과 신경과학의 경우』(2014, 이

학사), 『사물의 분류와 지식의 탄생: 동서 사유의 교차와 수렴』

(2014, 이학사)와 『뇌로 통하다』(2013, 21세기북스)를 출간했

다. 2014년 1월에 진행된 Morality Workshop에서는 논문 “도

덕심리학의 규범 윤리학적 함의 - 이중 과정 이론을 중심으로”

를 발표했다. 이외에도 현재 SBS 서암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미디어 콘텐츠의 진화론”을 연구 중이다.  

■ 한경구 교수는 공저로 『인류학 민족지연구 어떻게 할 것인

가』(일조각, 2013)와 공역으로 『이주의 시대』(일조각, 2013)를 

출간했다. 2013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미래문화포럼에서

는 “다문화주의를 넘어 문화다양성으로”을 2013년 11월 한국

정신문화와 인문학의 미래 정책토론회에서는 “문화융성시대의 

세계화 전략과 미래가치-유교 선비 문화의 현대적 의미와 발

전 방향”을 2013년 12월 문화융성위원회 및 문화재청 공동주

최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김치와 김장문화’ 유네스코 등

재 및 ‘아리랑’ 대토론회에서 “우리의 다양한 음식문화와 세계

화: 문화인류학적 제언”을 발표했다. 2014년 2월 문화재청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주최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된 유

네스코 문화유산 개도국협력 전략세미나에서 “문화유산의 지

속가능한 보호를 위해 개발원조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

로 기조발표를 했다.

■ Eli Park Sorensen 교수는 “Korean Adoption Literature 

and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를 Partial Answers: 

Journal of Literature and The History of Ideas (12:1, 

2014)에 게재했다. 2013년 7월 영국 스코트랜드에 위치한 

애버딘 대학(University of Aberdeen)에서 열린 Global 

Medical Humanities Association for Medical Humani-

ties Annual Conference에서 논문 “Korean International 

Adoption and Biopolitics”과 2013년 10월 일본 오사카

(Osaka)에서 열린 ACE, ‘The Fifth Asian Conference on 

Education’에서 논문 “South Korean Education and the 

Danish Public School”을 발표했다.  

■  2013년 아태이론물리센터 올해의 과학책, 장대익 교수, 

『인간에 대하여 과학이 말해준 것들』 선정

아시아 태평양 이론물리센터(APCTP)는 과학도서 문화 활성

화를 위해 올해의 과학도서로 장대익 교수의 『인간에 대하여 

과학이 말해준 것들』(2013, 바다출판사)을 포함하여 10권을 

선정했다. 장대익 교수는 경향신문이 뽑은 ‘뉴파워라이터’ 20

인에도 선정된 바 있다.

■  21세기 인문가치포럼 조직위원, 한경구 교수, 양일모 교수

문화융성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정신문화재단은 2014년 안

동에서 7월 3일(목)부터 6일(일)까지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을 

개최한다. 사람과 윤리, 포용과 통합, 의로움을 중시하는 가치

가 경제를 살리는 데도 기여하고자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미

국과 유럽 등 각국 유학전문가 등 1만 5000여 명이 참가해 정

신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한다. 조직위원으로 한경구 교수와 양

일모 교수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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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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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은 본교의 교육활동 및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 등을 지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출연해 주시는 기부금은 자유전공학부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며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됩니다. 

현재까지 후원해 주신 발전기금은 자유전공학부의 시설 및 설비확충,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장학 및 복지 등에서 유익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출연을 부탁드립

니다. 기부금에 관해 문의사항이나 참여방법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자유전공학부 기금관련 문의처  ·Tel: 02-880-9537  ·E-mail: cls@snu.ac.kr

발전기금 기부 안내 

·개인 출연 :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에 후원하신 기부금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34조 2항, 소득세법 52조 6항) 

·법인 출연 :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에 후원하신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가 

인정됩니다. (법인세법 24조 2항) 

·상속재산 출연 :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및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기념품 및
간행물

기부인
명예 헌정 및
예우

학교 시설
이용 편의

서울대병원
진료 편의
서비스

감사패

기념품

대학간행물 우송

서울대 달력 증정

전시회·공연 초청

기부인 명패(대학본부)

기금 명칭 부여

교내 주요 행사 초청

근조기 배치

포스코스포츠센터 무료 이용

미술관, 박물관 무료 관람

중앙도서관 이용

호암교수회관 할인

무료주차태그 발급(관악)

SNUi 1년 무료 수강

평생교육원 수강 할인

진료 예약

의전  서비스

무료 주차

종합건강검진 주선

◦

◦

◦

◦

◦

◦

◦

◦

◦

◦

◦

◦

◦ 객실무료(연7일)

◦

◦

◦

◦

◦

◦

◦ 프리미엄 검진

◦

◦

◦

◦

◦

◦

◦

◦

◦

◦

◦

◦ 객실무료(연7일)

◦

◦

◦

◦

10년

◦

◦

◦

◦

◦

◦

◦

◦

◦

◦

◦ (기한)

◦ 

◦

◦

◦

◦

◦

◦ (기한)

◦ (기한)

◦ (기한)

◦ (기한)

◦

◦

◦

◦

◦

◦

◦

(유료)

◦

◦

◦

◦

◦

감사장

◦

◦

◦

◦

(유료)

1년

◦

구분 내용

President’s

Honor Club

50억 원 이상

Gold

Honor Club

10억 원 이상

SNU

Honor Club

1억 원 이상

SNU

Sponsor

1천만 원 이상

SNU

Sponsor

1백만 원 이상

천만원 이상 ·강윤구   (학부모) ·안강현   (학부모) ·정대련   (학부모)

천만원 미만 ·김국진   (학부모) ·김미나   (학부모) ·김혜성   (학부모) ·김흥연   (학부모)

 ·손수일   (학부모) ·안정균   (학부모) ·백종화   (학부모) ·한성희   (학부모)

자유전공학부 발전기금 출연 현황 (2009. 6. 1. ~ 2014. 4. 30.) (가나다 순, 존칭 생략)

※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가 세계 일류 대학으로 도약하도록 

대학발전기금 조성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