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9회 서울대학교 전기 학위수여식이 2015년 2월 26일(목) 

오후 2시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위수

여식에서 학사 2,541명, 석사 1,714명, 박사 592명 등 총 4,847

명이 학위를 받았다. 성낙인 총장은 졸업생들에게 공동체를 위

한 책임감과 겸손함을 갖는 인재가 될 것을 당부했다. 학위수

여식 축사 연사로 초청된 이기형 인터파크 대표(천문학과 1987

년 졸업)는 성공의 바탕이 되는 특징으로 도전, 주인의식, 그리

고 이타심을 강조했다. 대학의 지식을 창업활동으로 연계하여 

창조적 지식을 실현한 바 있는 경영학과 김도진 학생이 졸업생 

대표 연설을 맡았다.

서울대 학위수여식 행사가 끝난 뒤, 자유전공학부는 서울대

학교 박물관 강당에서 제3회 졸업식을 열었다. 장대익 학생부

학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학위수여식에는 58명의 자유전공학부 

졸업생들을 위해 자유전공학부 교수, 재학생, 학부모와 많은 지

인들이 참석했다. 한경구 학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유전공학

부에 들어올 때 품었던 꿈 이상으로 더 대담하고 독특한 경험”

을 쌓았을 자유전공학부 졸업생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고 신뢰

하며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스스로에 대한 용기”를 가질 것을 당부하면서, “프라이드

를 갖고 스스로를 신뢰하며 힘차게 살아갈 것”을 역설했다. 

이어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학과로 진학할 예정인 유지원 학

생(10)이 졸업생 대표로 나와, ‘선택의 자유’로 인해 초래된 불

안 및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

서 행복했다는 소회를 전했다. ‘반드시 이 선택이어야 하는가?’, 

‘나는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자문하는 그 과정이 바로 진정한 

자유임을 깨달았으며, 불안을 성찰로 곱씹어내는 방법을 가르

치는 것이 바로 자유전공학부라고 말하면서 감동적으로 연설을 

마무리 지었다. 재학생 대표로 나온 김재휘 학생(14)은 선배들

이 이룬 과감한 도전과 시행착오, 무수한 고민의 흔적과 따뜻한 

조언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만큼 선배들과의 헤어

짐을 아쉬워했고,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선배들의 앞날을 

기원하며 그 빈자리를 대신해 자유전공학부의 발전을 위해 더

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을 전했다. 

이날 졸업생은 개개인의 전공을 소개받으며 한 명 한 명 학위

증을 수여받았다. 장대익 교수가 졸업생 각자의 학위증을 낭독

하고 한경구 학부장은 졸업생들에게 학위증을 수여하는 자유전

공학부만의 독특한 졸업식을 연출했다. 다른 단과대학은 졸업

생들의 전공이 모두 같지만, 자유전공학부는 서로 다른 전공으

로 졸업하기 때문에 학위증에 적힌 전공들이 매우 다양하다.

올해 졸업식에서는 화학생물공학을 전공한 정근우 학생이 수

석 졸업의 영광을 안았고 경제학을 전공한 김민경 학생은 동창

회장 상을 받았다. 최우등 졸업자 12명, 우등 졸업자 22명에 이

르러 자유전공학부가 명실상부하게 우등생의 산실임을 보여주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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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8일(목) 제68회 서울대학교 후기 학위수여식이 

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자유전공학부 권은

진 학생이 전체 졸업생 2,359명을 대표해 졸업 연설을 했다. 권

은진 학생은 신생학부인 자유전공학부에 입학하여 느꼈던 막막

함을 회고하면서, “정해지고 약속된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실

제로 권은진 학생은 학생설계전공 인문소통학을 전공하고, 다

양한 기관에서 인턴 활동을 했으며, 500여 시간이 넘는 봉사활

동을 한 결과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하고 ‘미래 한국을 빛낼 

13인’에 선정된 바 있다. 학위수여식이 끝난 후 자유전공학부는 

햇볕도서관에서 자유전공학부 졸업식을 개최했다. 양일모 교무

부학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졸업식에서 6명의 졸업생에게 학

사 학위를 수여하였다. 

이날 졸업생 명단과 전공 학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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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23일(금) 행정대학원 SK컨퍼런스홀에서 제6회 

자유전공학부 심포지엄이 열렸다. ‘창의 인재양성을 위한 고등

교육 혁신: 문·이과 통합교육’ 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

엄은 교육부 관계자와 교내·외의 교수, 고등학교 교사 등 다양

한 전문가들과 학생들이 모여 문·이과 통합 교육을 통한 창의 

인재양성 방안에 관해 머리를 맞댔다. 정부는 2021년 대학수학

능력시험에서의 문·이과 통합을 목표로 문·이과 통합 교과과

정 구성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이과 통합이 최

근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인 만큼 이날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

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안병만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축사에서 문·이과 통합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창의 인재양성의 산실로서 자유전

공학부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일모 부학부장(서

울대 자유전공학부)의 사회로 시작된 제1부에서, △배성근 교육

부 대학지원과 국장의 “창조경제 시대의 융·복합 교육정책” △

강홍준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문·이과 통합교육 방법론 논의

와 문제점: 정부 주도 국가교육과정 개편을 중심으로”, △이승

희 서울대 의학과 교수의 “인문사회학적 역량과 사고능력 함양

을 위한 의예과 교육”, △김범수 자유전공학부 부학부장의 “창

의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의 문·이과 통합교육: 서울대학교 자

유전공학부의 사례”가 발표되었다. 

강홍준 논설위원은 교육과정 개편의 비현장성과 졸속 진행을 

지적하면서, 집단 지성을 통한 현장의 자발성을 끌어낼 수 있어

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성근 국장은 지금까지 교육부의 정책 기

조상 융·복합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시인하

면서도, 특성화 사업(CK) 등을 통해 꾸준히 진행되어 왔음을 잊

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의학과 이승희 교수는 서울대

학교 의예과 학생들의 인문사회학적 역량과 사고능력 함양을 위

한 교육과정을 제안했고, 자유전공학부 김범수 부학부장은 서

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가 진행하고 있는 문·이과 통합 교육 프

로그램의 운영방식을 소개했다.

서경호 교수(서울대 자유전공학부)의 사회로 시작된 제2부 종

합토론은 성경륭 교수(한림대 사회학과), 김동일 교수(서울대 

교육학과), 김청택 교수(서울대 심리학과), 유재준 교수(서울대 

물리·천문학부), 허병두 교사(숭문고)를 패널로 하여 진행되었

다. 1부에서 논의되었던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에 이어 문·이

과 통합 교육, 융합·창의 인재양성, 고등교육 혁신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의 질문이 활발해 정

해진 시간을 넘어서까지 심포지움이 진행되었다.

한경구 학부장(서울대 자유전공학부)은 초대의 말에서 제6회 

자유전공학부 심포지엄은 “우리의 고등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창

의 인재양성’이라는 과제를 문·이과 통합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는 장(場)”이며 “고등교육 혁신의 뜻 깊은 논의의 장(場)”

이라고 그 의미를 밝힌 바 있다. 이날 심포지엄은 한국 고등교육

의 문제점을 짚어봄과 동시에 서울대 자유전공학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6회 자유전공학부 심포지움 “창의 인재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혁신: 문·이과 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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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전공학부는 2014년 9월 25일(목)부터 9월 28일(일)까지 

본교에서 제4회 국제학술교류제를 개최했다. 서울대학교 자유

전공학부, 베이징대학교 위안페이대학, 동경대학교, 홍콩 중문

대학교 선형대학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One East Asia(함께 가

는 동아시아)”라는 주제로 대회를 진행했다. 영어로 팀별 발표 

및 토론을 하는 방식이 채택되었고, 학생들은 3박4일 동안 서로

의 견해를 이해하면서 친목을 도모하고 문화를 교류하는 시간

을 가졌다.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은 <동아시아 기상협력 - 새로

운 지역기구를 위한 제안>, <한중일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에 대한 논쟁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제도에 대한 재고>, <동

아시아 영토분쟁의 성격 분석>을 주제로 선정했다. 북경대학과 

동경대학 그리고 홍콩 중문대도 동아시아 국가 간의 협력체계에 

대한 제안과 문화에 대해 발표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발표된 

주제에 대해서만 토론하였으나, 점차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다양하고 뜨거운 현안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을 마친 후 학생들은 이번 학술교류제의 대망의 젓가락 

올림픽 게임과 동아시아 퀴즈에 참여했다. 젓가락 올림픽은 다

양한 젓가락으로 다양한 크기, 무게, 모양의 물체들을 옮기는 

게임으로 학생들과 교수진들이 모두 함께 참여해 경쟁하는 형

식으로 이루어졌다. 다양한 크기의 콩을 비롯하여 돌, 인형, 장

난감등 예상치 못한 물체들을 들어 옮기면서 서로 응원하고 격

려하는 모습을 통해 의를 다졌다. 

참가 학생들은 학술 

심포지엄 외에도 경복

궁, 시청광장, 역사박

물관을 포함해 서울의 

역사문화 유적지를 둘

러보고 동대문, 명동, 

홍대와 같은 명소도 방

문했다. 이전 프로그램

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방문 학생들과 

함께 답사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

는 소중한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의 특징은 학생들 간에 친목을 다질 기회가 많

았다는 점이다. 지난 학술교류제보다도 더 다양한 프로그램과 

재미요소들을 넣어 4개국 학생들이 더 많이 대화하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학생들은 공식 일정 이후에도 밤늦게

까지 담소를 나누며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회

를 전했다. 이번 행사의 대표를 맡은 심희영 학생(13)은 유창한 

영어와 일본어 실력은 물론이고 투철한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행

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다른 학우들과 함께 힘을 모았다. 그

녀는 “멀고도 가까운 나라의 친구들과 생각을 교류하고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뜻 깊

은 행사를 맡게 되어 정말 기뻤다”고 덧붙였다.

제 4회 국제 학생 학술교류대회(+젓가락 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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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행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는 2015학년도 입학예정인 신입생 108명을 대

상으로 2014년 12월 22일~23일 이틀간 인천 두손스카이 리조

트에서 자유전공학부 새내기대학을 개최했다. 이번 새내기대학

은 전공 선택을 위한 단과대학별 전공 관련 정보 교육 및 소규

모 주제별 교육, 명사특강, 자유전공학부 선배 및 각 학과 대학

원생으로 구성된 멘토들과의 대화 등 자유전공학부 신입생으로

서 갖춰야 할 소양의 사전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명

사 특강에 초청된 김종서 교육부총장은 통과의례(the rites of 

passage)와 성년식(initiation)의 종교적 의미를 설명하면서, 자

유 교육 이념에 부합하는 능동적 대학 생활을 실천함으로써 기

존의 관성과 관습을 깨고 진보할 것을 학생들에게 당부하였다. 

이어서 신입생들은 자유전공학부 선배들과 각 학과 대학원생으

로 구성된 24명의 멘

토단과 함께 소규모 전

공 멘토링 시간을 가졌

다. 저녁식사 후 장대

익 자유전공학부 학생

부학부장은 “자전스타

일”이라는 강연에서, 문턱을 넘고 나서 모든 호기심이 사라지는 

문턱 증후군을 경계하면서 배움을 즐기고(호기심), 두루 배우며

(융합),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사는(창의) 자전인이 되기를 

당부했다. 이후 “자전 1대 100”이라는 퀴즈게임을 통해 자전에 

대해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학과 선배들과의 만남을 

통해 친목을 다지기도 했다.

2015학년도 신입생 새내기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주최 “인문계열 학생을 위한 이공계 전공 설

명회”가 2015년 5월 11일 12시, 자유전공학부 학생 라운지에

서 개최되었다. 최근 이공 계열에 대한 문과 출신 학생들의 관

심은 높아진 반면, 해당 전공에 대한 정보는 잘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행사가 기획되었다. 한경구 학부장

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 단계에 올라선 만큼 

이전과는 다른 취업 준비가 요구되는데 특히 소통 능력의 함양

이 가장 필요하고, 이를 위해 문과와 이과 두 분야의 전공에 대

한 지식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문과 출신으로서 이공계 

전공을 택하여 성공리에 적응 중인 자유전공학부 선배들, 구본

석(09, 에너지자원공학), 유승재(11, 건축학), 김범진(11, 기계

공학), 정현식(10, 컴퓨터공학), 김정민(14, 물리학, 기계공학) 

등의 학생이 경험담을 들려주었고, 후배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

을 했다. 60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성황을 이룬 이날 행사에서 

학생들은 선배들의 얘기에 시종여일 진지하게 집중했는데, 이

는 이공계 지망자가 증가하는 현재 대학 추세와 상응하는 것

이지만, 문·이과의 통합 교육을 강조하는 자유전공학부로서

는 긍정적 현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자유전공학부는 9월 중순

에 더 확대된 제2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1회 “인문계열 학생을 위한 이공계 전공 설명회” 개최



자유전공학부는 학생들의 다양한 교과/비교과 활동 지원을 

위하여 미디어랩을 개장했다. 미디어랩은 기존의 강의실, 도서

관, 전산실에서 충족하기 어려웠던 학생들의 창의 욕구와 편의

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마련한 공간이다. 미디어랩은 그동안 준

비위원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

렴하여 다양한 설비를 구비해 놓았다. 미디어랩의 완전 개방에 

앞서 수차례 시범운영을 거치며 운영방식을 개선해 나갈 예정인

데, 1차 시범운영 기간은 5월 11일~29일까지 3주간이었다. 지

금까지 구비된 주요 장비들은 다음과 같다. 

1. 다목적 회로 제작 – 아두이노(Arduino) 세트 
2. 컴퓨터 – Mac Pro (Mac OS), Mac Mini (Windows OS) 
3. 소프트웨어 – Final Cut Pro X, Logic Pro X (Mac Pro) 
4. 음향 – Keystation61, Ableton Push
5. 카메라 – Nikon D750
6. 3D 프린터

자유전공학부 미디어랩 개장 

자유전공학부에서는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경

력개발센터를 개소했다. 경력개발센터는 학생의 적성 및 관심

분야와 어울리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하고,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특강을 진행하는 등 학

생들의 경력 개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향후 멘토

링, 박람회, 워크샵 등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풍성

하게 마련할 예정이다.

자유전공학부 경력개발센터 개소

2014년 8월 26일~27일 이틀간 을왕리 두손스카이 리조트에

서 자유전공학부 벼리캠프가 개최되었다. 벼리캠프는 자유전

공학부의 전체모임으로, 자유전공학부 교수진과 직원, 학생 등 

구성원 모두가 모여 학부 내 제반 상황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자

리이다. 또한 학부 운영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가감 없는 평가

와 건의 역시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그간 2박3일로 진행됐던 

일정을 1박2일로 줄이는 대신 프로그램은 더욱 알차게 구성됐

다. 학번, 성별, 남녀, 반이 골고루 섞이도록 배정된 조끼리 함

께 게임을 하는 “바다이야기” 프로그램, 학부 구성원들의 허심

탄회한 대화를 위한 “JTBC: Jajeon Talk Broadcasting”, 제

68회 후기 학위수여식 졸업생 대표 연설을 맡은 권은진 학생

(09)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선배와의 대화 “코”, 그동안 학생

들끼리 못다 나눈 이야기를 풀어내는 “나랑 얘기 좀 해” 프로그

램이 첫날인 26일 진행됐다. 둘째 날인 27일에는 학생들 모두

가 CPR(심폐소생술), 왈츠, 호신술 중에서 각자가 평소 관심 

있던 종목에 참가해 직접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2014 벼리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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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행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의 1학년 필수교과목인 <전공설계 1>은 신입생

들의 적성 발견과 진로 모색에 도움이 되도록 매년 현장체험학

습을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해왔다. 올해는 4월 3일(금)부터 5

일(토)까지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체험

학습을 했고, 농암 종택, 퇴계 녀던길, 청량산을 견학했다. 농

암 종택에서는 김병길 한국국학진흥원장과 농암 이현보의 종

손 이성원 어른이 강연을 하였는데, 학생들은 전통 예법과 현

대적 삶 사이의 긴장 관계 등을 질문하는 등 농암 종손의 삶과, 

베풂을 중시하는 유가적 가치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에 

앞서 열린 특강에서 안동이 지역구인 김광림 국회의원은 조화

로운 인간관계와 자기 수양이라는 유가적 가치에 대해 매우 흥

미로운 강연을 해 주어 학생들에게 깊은 감명을 선사했다. 참가 

교직원과 학생들은 첫날 저녁 한 데 어우러져 솔직한 대화를 하

는 정겨운 시간을 가졌고, 이튿날에는 퇴계 선생이 즐겨 찾았던 

청량산에서 가벼운 산행을 하면서 초봄의 절경이 선사하는 멋

진 풍광을 만끽하고 호연지기를 배양할 수 있었다. 

<전공설계 1> 안동 현장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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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행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2014년 12월 19일(금) 글로벌공학관 연회실에서 제2회 자유전

공학부 홈커밍데이 행사가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학생들이 기획하고 진행한 이번 행사의 주제는 “나비”

였는데, 학부 졸업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도약을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참석자들은 “반전”이라는 드레스 코드에 맞추어 

식장에 입장했고, 자유전공학부 어쿠스틱 밴드 동아리인 Be A 

Butterfly는 세련된 무대 매너로 흥을 돋우었다. 이후 졸업생과 

재학생 사이의 교류를 위해 토크쇼 형태로 자유전공학부의 삶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재학생들은 졸업생에게 학

부 때 전공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전공을 선택할 것인지, 

학부 시절에 가장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진로 결정에 결정적 영

향을 준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묻고 졸업생들은 각자 자유

전공학부의 삶을 회고하며 진지하게 답했다. 참석한 졸업생들은 

그동안 잊고 지냈던 학부 시절을 되돌아보며 감회에 젖었고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준 재학생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 행사를 

위해 수고해 준 학생들은 다음과 같다.

제2회 홈커밍데이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서는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

양과 국제적 경험을 높이기 위해 하계와 동계 두 차례에 걸쳐 

글로벌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은 미국, 유럽 등지

의 외국대학에서 계절학기 혹은 특별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서울대학교에서 학점을 인정받고 경제적 지원을 받

게 된다. 2014년 하계에는 학생 7명이 각각 베를린 자유대학, 

예일대, UCLA에서 계절 학기를 수강했다. 2014년 7월 19일

부터 8월 16일까지 4주간 진행된 베를린 자유대학 계절학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수(11), 정수린(13), 홍지혜(13), 이지환

(14)은 “Islam & the West – The Pitfall of Mapping the 

World”, “Urban Places and Space: Analyzing and Explor-

ing Berlin”, “Seduction and Terror: Hitler's Germany”, 

“Architecture in Berlin” 등의 과목을 수강하였다. 이종현(12)

은 UCLA에서 “Economics of Los Angeles”를 오서정(12), 김

희영(12)은 예일대에서 “Intro to Philosophy of Law”,  “The 

Logic of Dreams”, “Intro Interactive Design: WWW”, “Art 

and Myth in Ancient Greece” 등을 수강하고 돌아왔다. 

동계 프로그램은 박성민(12), 황현정(13), 구교은(12), 박건우

(14), 심홍민(10), 김창겸(14) 총 6명의 학생이 베를린 자유대학

에서 “Berlin and the Digital Music Era”, “European Stud-

ies”, “Berlin an the Digital Music Era”, “Law, Society and 

Politics in Comparative Perspective”, “European studies” 

등의 과목을 수강하고 돌아왔다. 

학생들은 글로벌 현장학습을 통해 해외 유수대학에서 강의

를 들으며 대학 문화의 차이, 수업방식의 차이를 경험했고, 다

른 나라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고 진로와 적성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계절학기 특성 상 수업 내에 현장 체험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현지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생생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

다. 참가 학생들은 글로벌 캠프를 통해 단순히 지식을 얻은 것

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으며 학부의 비전인 글로벌 

인재, 도전적 액티브 러너에 한걸음 다가선 듯한 뿌듯함이 들

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2014 글로벌 현장학습

자유전공학부는 2015년 1월 5일부터 30일까지 미국 로스

엔젤러스 한인청소년회관(KYCC: Koreatown Youth and 

Community Center, INC)에 학생 4명을 인턴으로 파견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NGO 활동에 대한 체험적 이해와 더불어 한

인 기관을 위한 자원 활동을 하도록 했다. “다양성”, “공동체”, 

“정체성”을 주제로 실시된 이 프로그램에서 자유전공학부 학생

들은 LA 지역의 여러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재외동포 커뮤니티

의 실제를 접했고, 나무 심기 등의 봉사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

다. 학생들은 매주 reflection paper를 작성하면서 보다 효과적

인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마지막 주에는 final project

를 발표하여 활동에 내실을 기했다. 이 프로그램은 2015년 하

계부터 더 확대되어 파견 학생 수를 늘리고 봉사 활동을 더욱 

다양하게 할 예정이다. 

미국 로스앤젤러스 한인청소년회관(KYCC) 인턴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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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전공학부는 2014년 8월 4일부터 9일까지 일본 오사카에

서 재외한인 현장학습을 진행하였다. 이 현장학습은 2014년 4

월 재외동포재단과 협약을 맺고 개설된 교과목인 “주제탐구세

미나 4”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일본 오사카 방문에 앞서 

학생들은 조별로 “재일한인의 교육과 민족 정체성”, “한류에 따

른 Ethnic community의 정체성 강화 : 한식업 상권 분석을 중

심으로”, “재일한인사회의 통합 : 올드커머와 뉴커머”라는 주제

를 선정해 사전 조사를 진행하였다. 양일모 교수와 김영지 전문

위원의 인솔 하에 자유전공학부 학생 7명은 먼저 일본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한인 커뮤니티가 있는 오사카를 방문하여 오사카 총

영사관, 민단, 관서 한인회, 건국학교를 방문했고, 재외동포 관

련 NGO에서 근무하는 김광민 사무국장과 인터뷰를 했으며, 재

일동포 노인을 돕는 NPO 단체인 “에루화”를 찾아가 재일동포 

1, 2세대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오사카 최대 

규모의 한인 시장인 쓰루하시 시장에서 한식업에 종사하는 재일

동포 상인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재외한인 현장학습의 성

과는 『재외동포사회연구 - 재일동포의 현황과 미래』라는 제목

의 결과보고서로 발간되었다. 이 보고서는 올드커머와 뉴커머 

간의 관계와 지속가능성, 재일동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현황 

및 미흡한 점, 재일동포 정체성 확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한

일관계가 재일동포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담고 있다.

동아시아 문화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해 

해마다 진행하는 자유전공학부의 세계체험 프로그램이 제5회

를 맞아 중국의 북만주 지방에서 진행되었다. 2015년 2월 8일부

터 13일까지 5박6일간 교수와 학생 등 18명으로 구성된 체험단

은 “독립군의 발자취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북만주 곳곳에 산재

한 항일 독립군의 유적지를 답사하여 그 뜻을 기리는 시간을 가

졌다. 학생 체험단은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선발되었고 출발 

전까지 4회 이상의 사전 모임을 거치면서 인솔 교수의 지도하에 

관련 주제를 사전 탐구했다. 특히 12월 30일 우당(이회영) 기념

관을 방문하여 이종찬 우당 장학회 이사장(전 국가정보원장)의 

강연을 들었는데, 이종찬 이사장은 독립운동사 내 아나키스트

들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과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어지

는 단절 없는 역사인식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주었다. 또한 1월 28일에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를 초빙하여 “

만주와 항일 독립운동”이라는 제목의 특강을 들었다. 

체험단은 이와 같은 사전 연구와 특강을 통해 해당 지역에 깊

은 지식과 관심을 갖고서, 첫째 날은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 

유적지에서 보잘 것 없는 장비로써 일본군은 물론 엄동설한과 맞

서야 했던 독립군들의 고충을 직접 체험했고, 도문시의 중국-북

한 국경 지역에서는 분단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연변 조

선족자치주의 수도인 연길시내의 중심 상업 지구를 둘러보면서 

한국과 조선족 자치주 사이의 관계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

간을 보냈다. 둘째 날은 용정 시내 대성중학교의 윤동주 시비 및 

박물관을 참관하였고, 명동촌의 윤동주 생가 및 3·13 항일의사

재외한인 현장학습: 일본 오사카

제5회 세계체험 프로그램: 북만주 항일투쟁지역 답사

자유전공학부에서는 학생들이 이타적 행동을 통해 도덕적 가

치를 실현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

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받아 방학동안 해외 빈곤지역을 

체험하고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2014년 하계에는 라오스에서, 동계에는 인도에서 활동이 이

루어졌다. 하계 해외자원활동에 참가한 김진우 학생(09) 외 19

명의 학생들은 라오스의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모자이

크 놀이, 탱탱볼 만들기, 미니 운동회 등 음악·미술·과학·체

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교육 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라

오스의 사회·문화·종교를 체험하고 라오스 사람들과 직접 교

류하는 값진 경험을 함으로써 해외 자원 활동의 의미와 지속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특히 전공과 관련하여 라오스의 급수시설 

개선에 관한 대안을 고민하기도 했다. 

동계 자원활동에 참가한 이주헌 학생(13) 외 15명의 학생들은 

인도 빈곤층 어린이들을 위해 만화경 만들기, 종이비행기 날리

기, 스크래치 등의 교육 봉사활동을 했고 벽화를 그려 마을의 미

관 개선에 기여했다. 학생들은 인도 해외자원활동을 통해 그동

안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사회 공헌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해외자원활동은 출국 전 학생들의 주도로 프

로그램을 기획하고 귀국 후 현지 자료를 분석하여 영상을 제작

하고 보고서를 출판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2014년 해외자원활동



릉, 15만원 탈취 기념비를 답사함으로써, 북간도 지역 항일운동의 

중심지였던 명동촌의 위상을 인식하고 그곳에서 자라난 윤동주 

시인의 숨결을 느꼈다. 또한 화룡의 오지에 있는 청산리 전투 기

념비를 방문해서는 봉오동 전투로부터 청산리 전투로 이어졌던 

과거 항일 전투의 대규모성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다. 

사흘째에는 연길 박물관을 참관하고 연길 지역의 고대 유적 및 

조선족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고, 그 후 흑룡강성 목단

강시에 있는 발해의 동경성 유적 및 흥륭사의 발해 석등을 관람하

였다. 나흘째에는 해림의 한중우의 공원을 방문하여 김좌진 의사

가 만년을 보냈던 집과 순국 장소인 금정별미소를 참관하면서 식

민지 해방 운동 진영 내부에서 일어났던 안타까운 투쟁의 역사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닷새째에는 하얼빈 시 하얼빈 역의 안중근 기

념관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장소를 유리

창 너머로 직접 볼 수 있었고, 이 날 저녁에는 하얼빈 태양도에서 

개최되는 빙등제에 가서 중국 당국의 관광자원 개발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엿새째에는 일본 731부대 유적

지를 답사하여 일본의 광신적 군국주의자들이 저지른 만행의 참

상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었으나, 시설 증축 공사로 인해 모든 전

시물을 다 관람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학생들은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에 미리 조별로 북만

주 항일 독립 운동 및 관련 주제에 대해 9개의 주제를 선정하

여 논문을 작성하고 발표와 토론을 준비했다. 북만주 체험을 통

해 더 깊어진 시각과 이해를 바탕으로, 귀국 후에는 논문을 보

완·수정하여 <세계체험 프로그램 북만주편>을 출간할 예정이

다. 이 단행본은 향후 아나키스트를 중심으로 한 잊혀진 독립운

동가들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기초 자료가 될 것으

로 기대된다. 

조별 연구주제

- 한국계 중국인(조선족)과 만주지역 한국 독립운동

-  중국 고유의 역사 유적과 중국 소재 한국 역사 유적 간의 보존 상태 및 인기도에 대한 비교 

분석

- 만주 지역의 독립군과 정착민들의 생활 및 문화 연구

-  만주 독립 학교의 발자취를 따라: 신채호 중심의 독립학교와 안창호 중심의 독립학교, 어느 

것이 진정한 교육기관인가?

- 자유시 참변에 대한 연구

- 근대 만주 도시에 대한 역사·문화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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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전공학부 명사초청특강: 정의화 국회의장 “청년의 꿈이 나라의 미래를 바꾼다”

공개특강: 동해병기법안 통과와 한인정치력 신장

2015년 6월 3일 

관정관 양두석홀

에서, 정의화 국회

의장이 자유전공

학부 학생들을 위

해 “청년의 꿈이 

나라의 미래를 바

꾼다”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 강연은 전공설계 1 수업의 일

환으로 기획된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 강연에서 “정직”

과 “준비”라는 핵심 가치를 제시하고, 정직을 삶의 강력한 도구

로 삼아 살아가고 신념을 지키면서 죽음에 대비할 것을 학생들

에게 당부했다. 특히 정 의장은 가정이 행복해야 국가가 행복하

다는 평소의 소신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에게 가정이 갖는 가치

에 대해 재삼 숙고해 볼 것을 권했다. 

2014년 9월 18일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서울대학교 자유

전공학부 재학생 및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미주 한인의 목소리

(VoKA)’ 피터 김 회장의 강연회가 열렸다. 이 특강은 자유전공

학부 강연회만의 특색을 살려 일반적 대중 강연과는 달리 강연 

후 질의응답을 통한 연사와 청중 간의 소통을 중점으로 진행되

었다. 피터 김 회장은 미 버지니아주에서 2014년 3월 동해 병기 

법안이 통과되기까지의 여정을 청중들에게 세세히 전하면서 미

국의 민주주의가 이민자들에 의해 다져졌다는 논리로 미국 정

치계를 설득한 것이 주효했음을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은 이와 

아울러 재미한인들의 “이슈를 통한 결집력”이 중요했음을 주장

하면서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들을 포용하고 그들과 같이 단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꿈꾸지 않으면 시

작조차 없다”며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이는 일에 대해서도 꿈을 꿔

야 한다고 말하면서, 꿈을 향해 끝까지 노력해보면 예상치 못했

던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2015년 4월 7일 종합교육연구동(220동 202호)에서 <전공설

계 2> 특강이 열렸다. 강연자로 초대된 이욱정 PD는 “요리한다, 

고로 인간이다”라는 제목으로 그의 대표작 “누들로드”의 탄생 

배경과 과정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욱정 PD는 연세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인류학) 및 노스웨스턴대(방송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르 코르동 블루 요리학교 최고급과정을 수

료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이다. 그의 대표작 “누들로드”는 제

36회 한국방송대상을 수상했고 국제방송상인 피버디 상을 받기

도 했다. 이욱정 PD는 다른 음식들이 시공에 의해 제한을 받는 

반면, 국수는 보존성(preservation), 속도(speed), 물(water), 

적응성(adaptability), 감수성(sensibility), 소리(sound), 이동

성(portability), 서사(more stories), 상징(more symbols)의 8

가지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시공을 넘어 생존했다고 설명하며, 

이런 특성은 최근의 스마트 기기가 갖는 것과 동일하다고 지적

했다. 더 나아가 스마트 기기는 국수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의 서

사와 상징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예술이 필요하다고 설파했

다. 이욱정 PD는 마지막으로 이미지와 음악을 통해 자기를 표현

함으로써 타인을 감동시키고 자신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예술

적 경험을 해 볼 것을 학생들에게 조언했다. 강연 후 한 학생은 

하고 싶은 전공과 해야 하는 전공에 대한 하나의 길을 안내받은 

것 같다는 소감을 표했다. 이날 특강에는 타 전공학생들도 많이 

참석하여 이욱정 PD의 명성을 실감케 했다.

자유전공학부 경력개발센터 전공설계 특강: 이욱정 KBS PD “나는 요리한다, 고로 인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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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에서는 전공 탐색 프로그램의 하나인 명사초청

특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4년 10월 27일(화) 교수회관에서 

민일영 대법관의 강연회를 진행했다. 민 대법관은 1978년 서울

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같은 해 제20회 사법시헙에 합격했고, 

이후 대구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도서관

장, 청주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2009년 대법관이 되었다. 이날 

강연에서 민일영 대법관은 “나는 왜 한층 더 올라가는가?”라는 

주제로 자신의 학창시절과 대법관이 되기까지 경험했던 에피소

드를 곁들여 꿈을 이루는 자세에 관해 언급했다. 대학생의 눈높

이에서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인 민 대법관은, 학생들과 비슷한 

나이의 빅뱅이라는 그룹이 연습생 시절부터 가수로서 최정상의 

커리어를 쌓기까지 들였던 노력의 과정을 흥미롭게 보여주면서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로 일컬어지는 유명 인사들이 어떻게 자

신의 한계를 넘어섰는지 설명했다. 이어 민일영 대법관은 꿈을 

이루는 데는 시간제한이 없으니 언제든 원할 때 시작하고, 거기

에 규칙은 없으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자랑스

러운 인생을 사는 것임을 당부했다. 강연 후에는 활발한 질의응

답이 이어졌다. 학생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고 나서 대법관은 

틈틈이 익힌 판소리 실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서울대학교 국악

과 학생이 치는 북 장단 위에 얹어지는 대법관의 가락은 학부생

들과 교수님들의 흥을 돋우었다. 이날 특강은 2013년 명사초청

특강에서 카카오 이석우 대표이사가 초빙되었을 때와 마찬가지

로 저녁 만찬과 함께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유전공학부 명사초청특강: 민일영 대법관 “나는 왜 한층 더 올라가는가?”

자유전공학부 

경력개발센터는 

개소 이후의 첫걸

음으로 학부 교과

목인 <전공설계 

2>와 연계하여, 여

신금융협회의 김

근수 회장을 초청

하여 2015년 3월 31일 종합교육연구동에서 강연회를 열었다. 김

근수 회장은 서울대 경영학과 재학 중 제23회 행정고시에 합격

했고, 이후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김회장은 기

획재정부 국고국장,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사업지원단

장,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으로 활약하다가 

2013년부터 제10대 여신금융협회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날 김근수 회장은 “공직의 길 - 이상과 현실”이라는 주제로 자

신이 고시를 준비하게 된 계기와 실제 공직생활의 에피소드를 

진솔하게 소개하면서 취업 고민이 많은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더불어 공직자 뿐 아니라 모든 직업인을 

위한 성공 매뉴얼로서 열정(passion), 소통(network manage-

ment), 자기관리(self-management)를 강조하였고 공직은 특

성상 의사결정의 파급이 큰 중요한 직업이므로 보수나 조건을 

떠나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고 싶은 학생들이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냈다.

자유전공학부 경력개발센터 전공설계 특강: 김근수 여신금융협회 회장 “공직의 길 - 이상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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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는 전공 탐색 교과목 중 하나인 <전공설계 1> 

수업과 경력개발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5년 4월 8일(

수) 83동 505호에서 박웅현 크레이티브 대표의 특강을 진행

했다. 박웅현 CCO(Chief Creative Officer)는 다수의 히트 카

피와 성공적인 캠페인을 이끌어낸 한국의 대표적인 광고인이

다. 현재는 제일기획을 거쳐 TBWA Korea에서 크레이티브 디

렉터로서 광고제작을 선두지휘 중이며 칸 국제광고회, 아시

아퍼시픽 광고제 심사위원 역임을 하고 있고, 그의 저서 『여

덟 단어』, 『책은 도끼다』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박 대표는 이

번 강연에서 삶의 즐거움인 “!”를 위해서는 반드시 “?”가 있어

야 함을 강조하고, 나는 누구이고, 내가 무엇인지, 그리고 권위

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것을 학생들에게 당부했

다. 이런 물음에 대답하는 과

정 속에서 삶의 균형을 보증

하는 이른바 “평형수”를 채울 

수 있다는 박 대표의 역설에 

학생들은 깊은 호응을 보이면

서, 직업 선택과 삶의 가치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

는 등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특강이 진행되었다. 

자유전공학부 경력개발센터 전공설계 특강: 박웅현 TBWA Korea 크리에이티브 대표 “왜는 왜 필요한가”

자유전공학부는 지난 2015년 4월 7일 국내 비수도권 지역 및 

해외 소재 고등학교 출신 신입생 모임을 열었다. 이 모임은 가

족과 떨어져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고 선후배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신입생들에게 정서적·실질

적 지원을 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양일모 교무부학부장, 

장대익 학생부학부장, 이상민 교수, 소렌슨 교수 및 전문위원과 

조교가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이 모임에서, 학생들은 기숙사, 

학업, 영어, 동아리, 아르바이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민들을 

털어놓고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 교수진은 낯선 환경과 다른 문

화가 주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의 경

계를 허물고 융합하는 데 노력해 줄 것과 학생 각자의 무한한 잠

재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수도권 외 고등학교 출신 신입생 모임

2015년 5월 13일, 데니스 홍(Dennis Hong, UCLA 기계

항공공학과) 교수의 특강이 열렸다. 미국의 과학지 Popular 

Science에 의해 “과학을 뒤흔들 젊은 천재 10인” 중 한명으로 

선정되었을 뿐 아니라, TED에서 행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

동차 제작” 강연을 통해 일약 세계적 명성을 얻은 홍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소장으로 재직 중인 UCLA 로멜라(RoMeLa, 

Robotics & Mechanism Laboratory)의 교육 시스템과 로봇 

연구의 철학적 의미를 먼저 얘기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

신의 로봇 연구사를 흥미롭고 유머있게 얘기하여 장내를 가득 

채운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특히 잘 하는 것과 좋아

하는 것 사이의 선택으로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좋아하는 것과 

잘 하는 것 사이에는 긍정적 상호 관계가 있으며, 무엇보다 좋

아하는 것, 잘 하는 것, 그리고 가치 있는 것 사이의 교집합을 

잘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유전공학부 경력개발센터 전공설계 특강: 로봇공학자 데니스 홍 교수 “로봇 다빈치, 꿈을 설계하다”

2015 군 복학생 간담회

2015학년도 1학기 군 복학생 간담회가 3월 24일(화) 종합연

구동에서 20여 명의 군 복학생과 한경구 학부장, 장대익 학생

부학부장, 이원석 전문위원, 김용욱 조교가 참석한 가운데 개

최되었다. 국기에 대한 경례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등 애국

의례로 시작된 간담회에서 한경구 학부장은 군 복무경험이 역

경을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소중한 자산임을 강조했고, 제

대 후의 힘겨운 적응 속에서도 자부심을 갖고 학창 생활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군 복학생들은 각자 신상이력과 군 

복무경험을 간략히 소개했고, 행정 및 정보 서비스 상의 군 복

학생 배려, 군 복학생과 재학생 간의 친목 모임 활성화, 열람실 

시설 개선 등 자유전공학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개진했다. 이어

진 저녁식사 모임에서는 간담회에서 미처 말하지 못한 얘기를 

격의 없이 나누었다. 군 복학생 간담회는, 리더의 요건으로 책

임과 희생을 중시하는 자유전공학부의 교육 방침에 따라 2012

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학생들이 학교에 복

학하여 대학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생활 멘토링의 

일종으로서 매 학기 초에 개최되고 있다. 



자유전공학부 최석원 학생(12)이 서울대 음식 배달 앱 “샤달”

을 개발하여 국민일보와 SBS 뉴스에서 소개되었다. 신림동의 

한 중식당 사장으로부터 배달 앱 주문의 수수료가 높다는 푸념

을 듣고, 2013년 9월부터 경영학과 이장원 학생과 함께 앱 개

발에 착수, 2014년 10월 샤달을 출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샤

달은 ‘샤’자와 유사한 서울대 정문 모습과 ‘배달’을 합친 단어다. 

이 앱은 등재 수수료도, 주문 수수료도 모두 ‘0원’인만큼 영리

의 추구가 아니라 사회적 기여를 지향한다. 이 소식을 들은 연

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최석원 학생에게 도움을 요

청했다고 한다.

최석원 학생, 배달 애플리케이션 “샤달” 개발

제21회 글쓰기교실 우수리포트 공모대회에서 이수지 학생

(10)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수지  학생이 “도시문화와 보전” 

수업에 제출한 보고서 “등록문화재를 둘러싼 현재적 갈등: 네

거티브 문화재를 중심으로”가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

던 것이다. 이수지 학생은 생명과학과 시각문화학(학생설계전

공)을 전공했고, 현재는 본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석사과정

에 재학 중이다. 이 대회에는 총 157편의 리포트가 접수되었

고, 예심과 본심을 통해 우수상 4편, 장려상 6편이 최종적으

로 선정되었다. 

이수지 학생, 제21회 우수리포트 공모대회 장려상 수상

제56회 대학문학상에서 자유전공학부 최지범 학생(10)의 단

편소설 “장미와 돌멩이”가 소설 부문 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최지범 학생은 사당역에서 물건을 파는 할머니를 보고 쓴 시 

“잡상 할머니”로 2년 전 시 부문에서도 수상을 한 이력이 있다. 

이번 상금은 이런 분들을 위해 모두 기부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지범 학생은 생명과학과 수학을 전공하고, 철학을 부전공한 

후 현재 본교 생명과학부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학생의 수

상작은 다음 주소에서 읽어볼 수 있다. 

•소설 수상작 "장미와 돌멩이" (2014) http://pdf.snunews.com/1891/189117.pdf

•시 수상작 “잡상 할머니” (2012)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92

최지범 학생, 대학문학상 소설부문 우수상 수상

제46회 사법시험에서 자유전공학부 조연수 학생(11)이 21살

의 나이로 최연소 합격의 영광을 누렸다. 조연수 학생은 한성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2학년 1학기부터 사법시험 공부

를 시작, 28개월 만에 최종 합격했다. 

조연수 학생, 제46회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

2014년 5월~9월까지 진행된 글로벌사회공헌단 주최 “2014 

SNU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회”에서 자유전공학부 배수현 

학생(11)이 참여한 “말·툭·튀” 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말·

툭·튀”는 “말이 툭 튀어나오다”의 약자로, “Talk to me SNU”

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참여했다. 이들은 “Talk to me Lon-

don”이라는 영국 런던시의 캠페인에서 힌트를 얻어, “Talk to 

me SNU”가 새겨진 500여개의 뱃지를 무작위로 학생들에게 

배포한 후, 뱃지를 단 사람들끼리는 비록 낯선 사이라도 간단

한 인사에서 깊은 이야기까지 하게끔 유도하는 사업을 진행했

다. “말·툭·튀” 팀은 대상을 수상한 후 사업을 더 확대하기 

위해 “소동”(소통 동아리의 약자)을 결성했고, 이 단체는 글

로벌사회공헌단의 사회공헌-사회적 경제 학생자치단체로 선

정되었다. 앞으로 소동은 “ Humans of SNU”, “Talk to Me 

SNU 스탠딩 파티”, “Open Mic Festival”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자유전공학부 배수현 외 9명, 사회적 경제 아이디어대회 대상 수상 및 사회공헌-사회적 경제 학생자치단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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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소식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 홍보동영상 제작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는 평생교육원의 도움을 받아 학부

를 소개하는 홍보동영상 촬영을 마쳤다. 이번 자유전공학부 홍

보동영상은 영상의 기획과 촬영 과정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학생의 눈높이에서 자유전공학부의 자랑거리와 장점

을 부각시켰다. 촬영을 기획하고 진행한 손성호 학생(10)은 “학

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이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모

습 등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자유전공학부의 개성과 장점을 잘 

전달하기 위해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장면도 많이 담고, 자유전

공학부에서 제공하는 학생활동이나 자유전공학부 전공수업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한경구 교수는 “문화수용전략에 관한 융합적 연구: 화혼양재

와 위정척사의 과거와 미래”의 연구책임자로 SNU 2014 브

레인퓨전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4년 10월 4일 국제일본문화

연구센터 초청으로 “21세기 10년대 일본의 궤도 수정” 연구

팀 세미나에 참석했고, 11월 28일에는 한국이민학회와 우당 

이회영 기념사업회가 공동주최한 “국경을 넘는 저항: 민족주

의, 초국가적 연대, 국제이주의 정치적 동학”에서 기조연설

을 했다.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무형유산회의에 참

석했고,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글로벌시

민교육 정책연구에 참여했으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집행위

원으로 선출되었다. 「문화 융성의 가능성과 문제들」을 『지식

의 지평』(16호, 2014)에, 「재미한인 시민단체의 다문화주의적 

변신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를 『재외한인연구』(34호, 2015)

에 게재했으며, 공저서 Seoul, Seoul, Seoul: A Dynamic 

Approach to Korea를 책임 편집하여 Hollym International

에서 출간했다. 또한, 공저서 Re-orienting Cuisine: East 

Asian Foodways in the Twenty-First Century (김광억 편)

를  Berghahn에서 출간했다. 

■서경호 교수는 2015년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중국 쑤조우의 

중국역사당안관에서 개최된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워크

숍”에 참가하여 ‘세계적 가치의 도출과 중요성’이라는 제목으

로 강연하였다. 이 회의에는 중국과 북한을 비롯해서 8개국

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또 4월 1일에는 일본 도쿄의 히또스바

시 대학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출판인회의”에 참석해서 ‘디지

털 시대의 가능성’이란 제목으로 강연하였다.

■양일모 교수는 「20세기 초 중국의 근대국가 구상과 러시아 

1차 혁명」을 『인문논총』(72-1, 2015)에 게재했다. 공저로

는 『중국문명의 다원성과 보편성』(아카넷, 2014), 『좌우파에서 

보수와 진보로』(푸른역사, 2014), 『동아시아 근대 지식과 번역

의 지형』(소명출판, 2015)를 출간했다. 또한, 한국교양교육학

회 춘계전국학술대회(2014년 6월)에서 “동아시아 고전의 형성

과 그 역할”, 서울대 인문연구원 HK문명사업단 문명연구 국

제심포지엄에서 “상상의 제국 - 20세기 전환기 청의 러시아 

인식”(2014년 7월), 유교문화연구소 추계학술대회에서 “유가

와 유가철학: 1920년대 량치차오의 저작을 중심으로”(2014년 

9월), 아산정책연구원과 KAIST가 공동주최한 동아시아의 근

대화와 유교 세미나에서 “근대 중국과 유교의 곤경”(2014년 11

월), 한중인문학술포럼에서 “근대 전환기 중국의 담론과 한국 

지식인”(2014년 12월)을 각각 발표했다. 또한, 2015년 4월 한

국고등교육재단에서 진행하는 드림렉쳐(관악중학교)에 참여

하였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근현대 한국의 동

서철학사상 접변양상 연구-교착 지평과 보편 개념 분석” 프로

젝트를 3년간(2014~2017년) 진행하고 있다.

■이상민 교수는 「Holography of 3d-3d correspondence at 

large N」를 JHEP(2015)에 게재했다. 2015년 3월에 서강대 물

리학과 콜로퀴움 “산란진폭 연구의 최신 동향”을 발표하였으며 

2015년 4월에 한국 물리학회 학술대회에서 “Scattering am-

plitudes without Feynman diagrams” 를 발표하였다. 삼성

미래기술육성재단의 지원을 받아 "양자장론/초끈이론의 기하

학/조합수학적 재구성" 과제를  (2014~2019년) 진행 중이다.

■장대익 교수는 「라투르, 데닛을 만나다: 행위자 연결망과 지

향계 이론」을 『과학철학』(17:2, 2014)에, 「포괄적합도 이론 논

쟁과 의미론적 문제」(공저)를 『과학철학』(18:1, 2015)에 게재

했다. 공저로는 『생명』(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과 『과학

적 사유와 인간 이해』(민음사, 2014)를 출간했다. 2014년 5-6

월에 KBS1 <인문강단 樂>에서 “인간 독특성: 소셜 마인드의 

진화”라는 주제로 총 4회(27~30회) 연속 강연을 했다. 2014

년 11월에 진행된 DGIF2014에서 “If Alien Scientists were 

to write a Report on Homo sapiens”으로 초청 강연을 했

고, 2015년 4월에 진행된  2015 International Congress of 

Korean Society of Otorhinolaryngology - Head & Neck 

Surgery에서 “Evolution of the Social Mind : What Made 

Us Human” 으로 기조 강연을 했다. 2015년 5월에 진행된 한

국인지과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인간의 도덕성과 정서의 기

능적 연결성: 철학적 쟁점들과 그 전망”(공동)과 “진화와 도덕 

실재론”(공동)을 발표했다. 2015년 한국인지과학 연차학술대

회의 조직위원장을 맡아 2015년 5월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APCTP)는 과학도서 문화 활

성화를 위해 올해의 과학도서로 장대익 교수의 『다윈의 서재』

(바다출판사, 2014)을 포함하여 10권을 선정했다. 또한 동아일

보가 출판사 대표, 출판평론가, 서점 관계자 등 30명에게 ‘누

가 추천사를 써야 책의 영향력과 판매가 높아지나’라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장대익 교수가 과학서 부문에서 3위를 차

지했다(2015년 4월 29일자 동아일보).

■김범수 교수는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교환교수로 연구년을 

보내고 있다.

■Eli Park Soresen 교수는 “Korean Adoption Literature and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을 Journal of Literature and 

The History of Ideas (12:1, 2014)에, “Postcolonial Literary 

History and the Concealed Totality of Life”를 A Journal 

of Modern Critical Thought (37:2, 2014)에, ““Everything 

has been written”: Literary Space and Borges “The Li-

brary of Babel””을 Chungnam Institute Journal (96, 2014)

에, 그리고 “The Globalization of Clichés and the Search for 

Pure Language: Lost in Translation”을 Kangwon Stud-

ies in Humanities (41, 2014)에 게재했으며, 일본 오사카에

서 열린 제4회 문화학 아시아 컨퍼런스에서 “Korean Adop-

tion Literature and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을 발표

했고, 캐나다 토론토의 Humber Institute of Technology & 

Advanced Learning이 주최한 제1회 국제심포지움에서 “Au-

tobiography, History, and Fraudulent Selves: The Case of 

Binjamin Wilkomirski’s Fragments”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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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동정 및 연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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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윤구 ·김국진 ·김미나 ·김혜성 ·김흥연 ·민일영 ·백종화

·손수일 ·송현종 ·안강현 ·안정균 ·정권택 ·정대련 ·한성희

자유전공학부 발전기금 출연 현황 (2009. 6. 1. ~ 2015. 4. 30.) (가나다 순, 존칭 생략)

※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가 세계 일류 대학으로 도약하도록 

대학발전기금 조성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