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학년도 전기 자유전공학부 학위수여식이 2017년 2월 

24일(금) 4시, 서울대학교 박물관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장

대익 학생부학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학위수여식에서 한경구 

학부장은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는 용기’야말로 훌륭한 사회

인이 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재학생 

대표 서동근 학생(’16)은, 정해진 길이 없는 신설 학부에서 자

신만의 색깔을 찾아나감으로써 후배들의 길을 열어 준 졸업

생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번 졸업식에서 ‘자랑스러운 자전

인상’을 수상한 졸업생 대표 한수빈(’11), 김도연(’11), 이은솔

(’12)은 자신의 길을 찾는 과정에서 겪었던 고충과 그것을 극

복하고 난 후 맛보았던 자유의 느낌을 전했고, 자유전공학부

에서 보낸 생활이 진정 행복했노라고 하면서 가슴 뭉클한 답

사를 마무리 지었다. 이 날 행사에서 장대익 학생부학부장은 

99명 졸업생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각자가 이수한 

전공과 취득한 학위 명칭을 읽어주었으며 한경구 학부장은 

졸업생 한 명 한 명에게 학위증을 수여하면서 자유전공학부 

고유의 졸업식을 연출했다. 한편 식에 앞서 조건희(’16)학생

의 피아노 연주와 주성연(’15)학생의 노래로 이어진 축하 무

대는 자유전공학부 졸업식에 특별함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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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학부장 인사

자유전공학부가 설립된 지 9년차

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학부의 정립

과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시고 노력

을 아끼지 않은 분들에게 존경을 표

합니다. 자유전공학부에 관심을 가

져주시고 걱정과 격려를 해주신 여

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자유전공학부는 서울대학교 교

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미

래교육을 위한 이정표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자유전공학부는 미래를 위한 대학입니다. 축적된 지식을 

전수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과 같은 

키워드가 유행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응하는 교육시스템

은 제대로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학부는 기존의 학

문경계를 넘어서서 여러 분야를 통합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와 지식을 창출해내는 방법을 교육하여 미래에 요구되는 인

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레터에 이러한 노력들이 일부 드러날 것으로 생

각합니다. 미래의 교육을 위한 저희 노력을 지원하고 격려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부장 김청택

자유전공학부 초대 학부장, 서경호 교수 정년 퇴임

금년 8월에 나는 37년간의 교수 

생활을 마감한다. 제법 길다고 할 수 

있는 세월을 거쳐 오면서 많은 경험

을 했지만 자유전공학부에서의 8년

이 가장 중요한 기억으로 남을 것으

로 생각한다. 인문대학에서 자유전

공학부로 옮길 때 만류하는 동료교

수들이 많았고, 어째서 제 발로 유배

생활을 떠나려 하는지 이해 못하겠

다고 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내게 자유전공학부는 결코 

유배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신천지였으며, 나는 자유로운 

영혼의 활보를 경험했다. 관심을 달리하는 교수들과의 대

화, 다양한 주제에 호기심을 보이는 학생들과의 만남, 그리

고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제도와 이념 등이 

나를 흥분시켰다.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큰 행운이

었고, 그래서 누구도 맛볼 수 없는 짜릿함을 경험하기도 했

다. 퇴임을 앞두고 학생들에게는 이런 당부를 남기고 싶다. 

“학부가 제공하는 기회는 거저 얻는 것이 아니며, 놓친 기

회는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기회를 

마음껏 즐기기 바란다.”

201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자유전공학부에서는 2016년 8월 29일(월) 12시, 220동 

202호에서 2015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을 거행하였다. 한

경구 학부장은 자유전공학부에서 겪은 경험은 다변하는 사

회에 잘 대응해나갈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학

생들을 격려하였으며, 이어서 자유전공학부의 취지에 가장 

걸맞은 학교생활을 한 학생에게 수여되는 ‘자유전공학부 학

부장상’을 수여하였다. 자유전공학부 학부장상 수상자이자 

졸업생 대표 연설의 주인공인 김나희 학생(’10)은 자유전공

학부에서 주어지는 ‘자유’와, 함께 해준 사람들 덕분에 자유

롭게 도전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 이에 사회

를 맡은 장대익 학생부학부장은 자유에 대한 학생들의 진지

하고 열정적인 추구와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환경의 구축으

로 인해 자유전공학부의 학생 만족도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

될 수 있었다는 교수로서의 소감을 피력하였다. 이다솔(’12) 

학생과 원은재(’15) 학생이 축하공연을 통해 졸업생들의 앞

길을 축복하였다. 마지막으로 졸업생 한명 한명의 전공을 

낭독과 함께 학위증을 수여하며 자유전공학부 고유의 졸업

식 전통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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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회 자유전공학부 심포지엄 “Global Cooperation for Undergraduate Education” 

제 4회 홈커밍데이

자유전공학부는 “Global Cooperation for Undergraduate 

Education”을 주제로, 지난 2016년 10월 7일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양일모 교무부학

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는 한경구 학부장의 환영사와 박

찬욱 서울대 교육부총장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이어지는 기

조연설에서 김도연 포항공대 총장은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인재육성>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하면서, 새로운 시대로의 

도약 앞에서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의 역할이 막중함을 

강조하여 교수들과 학생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주제발표는 도쿄대학교의 교양학부, 베이징대학교의 위

안페이 칼리지, 서울대학교의 자유전공학부 교수들의 학부 

교육에 대한 주제 및 현황 발표로 구성되었다. 오가와 케이

치로 동경대도쿄대 교양학부장은 <도쿄대 교양학부의 현황

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오가와 학부장

의 발표를 통해 세 대학 중 가장 먼저 단과대로서 교양학부

를 출범시킨 도쿄대학의 바람직한 점과 문제점이 소개되었

다. 츠카아시 타츠히코 도쿄대 교양학부 교수는 한국인 청

중들을 위해 한국어로 <도쿄대 교양학부의 국제적 양상>의 

주제발표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도쿄대 교양학부가 학생

들의 국제적 안목을 높이기 위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러 

시도가 소개되었다. 수옌제 베이징대 위안페이 칼리지 부

학장은 <베이징대 위안페이 칼리지 소개>를 통해 베이징대 

학생들의 전공 선택 및 사회 진출 현황 등에 대해 발표하였

다. 치리핑 베이징대 국제부 담당관은 <위안페이 칼리지의 

국제교류 보고>를 통해 위안페이 칼리지와 단과대학 학생

들이 국제적인 협력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발표

하였다. 김범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

부의 현황을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을 통한 학부교육의 

혁명>이라는 주제 발표로 정리하였다. 이중식 서울대 융합

과학기술대학원 교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과 함께 적정

기술을 이용한 해외봉사를 기획·실천하는 단계를 <글로벌 

사회공헌과 학부교육>이라는 주제발표에 담았다.

2부 토론에서는 장대익 자유전공학부 학생부학부장의 사

회로 강명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소장, 박명규 서울대 사

회학과 교수, 김청택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이상혁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기획부학부장, 타카하시 히데미 도쿄대 교양

학부 교수 등이 패널로 참가하였다. 청중들과 패널들의 활

발한 의사소통으로 토론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김청택 서울

대 심리학과 교수는 서울대 자유전공학부가 전인적 교육을 

최우선적 교육 목표로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이상혁 기

획부학부장은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아시아 3국 간 교류가 

활발하지 않다는 지적은 피상적인 이유에만 집중한 것이라

고 지적하면서, 언어적 장벽을 넘어서기 위한 다양한 프로

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자유전공학부 졸업생들의 학부 사랑은 뜨겁고 진지하며 

헌신적이기로 유명하다. 이들의 학부에 대한 애정을 확인

할 수 있었던 제 4회 홈커밍데이가 2016년 11월 4일 글로벌

공학관 다목적홀에서 개최되었다. 김희진(’11) 학생과 조동

호(’13) 학생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한경구 학부장과 문기현 

동창회장(’09)의 축사로 1부 행사가 시작되었다. 이어서 행

사에 참가한 모든 졸업생들이 학위복을 입고 다시 한 번 학

부생으로 돌아가 재학생 시절의 느낌을 떠올리는 흥미로운 

시간을 가졌다.

 저녁식사가 마무리된 후에는 조재환(’13) 학생의 사회로 

2부가 시작되었다.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졸업생 

대표 3명과 대담을 진행함으로써,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활

발히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대담 후에는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핑거푸드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스탠딩 파티가 진행되었다. 학위복 행사, 졸업생 대

담, 추억의 자전 사진전, 경품 추첨 등 새로 도입된 행사들

이 좋은 호응을 얻음에 따라 다가오는 제 5회 홈커밍데이에

서는 더욱 풍성한 행사들로 졸업생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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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학부모 설명회와 전공박람회

2017 <전공설계 1> 철원 현장 학습

자유전공학부에서는 2017년 2월 14일에 17학번 신입생

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과 전공탐색을 위한 전공박람회, 그

리고 신입생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들은 자

전의 새로운 멤버로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학부에 대해 

알아보고 관심 있는 전공에 대한 정보를 얻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전공박람회는 자유전공학부 재학생과 졸

업생들이 70여개 전공의 멘토가 되어 새내기들에게 해당 

전공의 특성을 미리 알려주고, 해당 전공에 적응하는 공식

적, 비공식적 전략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전공에 대해 막연

한 호기심으로 접근했던 신입생들은 선배들이 들려주는 전

공 체험담을 들으면서 다가올 대학생활을 구체적으로 그려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자유전공학부에 대

해 많은 정보가 없는 학부모님들에게 학부의 교육취지를 설

명하고 학생들이 처한 현실 및 전공 선택에 대해 더 잘 이

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신입생들의 적성 발견과 진로 모색을 위해 개설된 <전공

설계 1> 수업의 현장 체험 학습이 3월 31일~4월 1일 이틀 동

안 강원도 철원군 일원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날, 학생들은 

금강산 철교, 월정리역, 철원평화전망대, 백마고지 전적지로 

이어지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였다. 저녁에는 서울대 통일평

화연구원의 정근식 원장과 철원역사문화연구소 김영규 소장

이 철원의 과거의 기억과 현재적 의미 사이의 연관성을 주제

로 강연을 하였다. 이튿날은 노동당사를 참관하고 인근의 소

이산에 올라 통일된 한국을 상상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2016 독서벼리캠프

자유전공학부는 2017년 2월 9일~10일 이틀간 파주 출판 

단지 내 ‘지혜의 숲’ 도서관 그리고 ‘지지향’ 게스트하우스에

서 1박 2일 일정으로 겨울 독서벼리캠프를 개최하였다. 이

번 캠프의 지정도서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들의 공동 

집필 작인 <축적의 시간: 서울공대 26명의 석학이 던지는 

한국 산업의 미래를 위한 제언 – Made in Korea,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자>(지식노마드, 2015)였다. 첫째 날 ‘지혜의 

숲’ 도서관에서 지정 도서에 대한 조별 토론을 진행하였다. 

저녁식사 이후에는 “책을 통한 인생 스토리텔링”을 통해 서

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튿날 아침에는 대표저자

이신 이정동 교수와 함께 한국 산업과 대학 교육의 미래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였다. 이날 토론의 사회를 맡은 임정원 

학생(’13)은 “자신이 공부하는 분야의 시각을 넘어서서 보다 

자유로운 사유를 연습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으며 

다양한 관점에서 지식과 학문의 경험, 나아가 이의 적용과 

사회발전 등에 관하여 여러 선후배들과 토론할 수 있어 좋

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주요 언론사에서도 취재를 나와 

학생들과 인터뷰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으며, 이 행사는 출

판도시문화재단(이사장 김언호)의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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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 및 독도 방문을 통한 학부생 통일교육 프로그램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은 2016년 8월 12일~14일, 2016

년 11월 2일~3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독도와 백령도를 답

사하였다. 본 프로그램이 단순한 현장 체험 학습에 그치

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계 강연회(신용하 교수 강연회, 송

승철 총장 강연회 등)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학생들이 참고 

자료를 숙독하게 하여, 분단 현실과 조국의 대외적 여건을 

체계적으로 경험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해군 제1함대 사

령부의 적극적 지원을 얻어 사령부를 방문하여 광개토대왕

함에 직접 승선

하여 그 내부 구

조 및 전투 체계

에 대해 이해했

고, 울릉도 주둔 

해군부대를 방

문하여 동해 최

전선 기지의 군

사적 역할을 직

접 확인하였다. 

또한 11월 행사에서는 백령도 해병대 여단의 전폭적 지원 

하에 백령도의 군사시설을 직접 돌아볼 수 있었다. 해군과 

함께 하는 독도, 백령도 방문 프로그램은 신비롭고 장엄한 

국토의 실체와 그 위에 가로 놓인 첨예한 분단 현실을 직접 

체험하는 동시에, 조국의 방위를 위한 해군의 역할을 인식

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통일시민의식을 고취하고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서

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2016년 하계, 동계 해외자원활동

자유전공학부는 학생들로 하여금 이

타적 행동을 통해 도덕적 가치를 실현하

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그동안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

공헌단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

원을 받아 해외 빈곤지역에서 자원활동

을 벌여왔다. 2012년 이래 매년 동계와 

하계 방학기간 동안 인도, 필리핀, 라오

스 등 해외 빈곤지역을 방문하여 자원활

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5년 동계부터는 장기적 지역개발

을 목표로 캄보디아 프레야비헤르 지역을 지속적으로 방문

하고 있다. 

2016년 하계에는 2015년 동계 방문에서 취합한 현지의 

요구를 바탕으로 『주제탐구세미나4 : 국제개발협력』 강의

에서 이론적 기초를 닦고 실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화장실, 전력, 교육시설 등의 구축이 특히 시급한 과제였

기에 한 학기동안 관련 인사 초청 및 특강, 현장 방문 등

을 통해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그 결과 화장실이 없어 

어려움이 많던 오춘초등학교에 3단 정화조 화장실을 설치

했고, 물탱크, 책상 및 의자, 교실바닥콘크리트 등을 설치

하여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하였다. 특히 엄청난 양의 교

육용 컨텐츠를 담은 10개의 노트북과 기자재를 통해 수업 

시연을 하고 교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현지 교육의 질을 

향상시켰다. 

2016년 동계에는 하계에서 실시하여 성과를 거뒀던 교육

용 컨텐츠 보급을 태블릿 컴퓨터로 개선하였으며 그 외에도 

놀이문화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 미끄럼

틀, 그네, 시소 등의 놀이시설을 설치하였고 햇빛으로 충전

하여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는 햇빛영화관 프로젝트도 추

진하였다. 

자유전공학부의 해외자원활동은 출국 전 2달 동안 학생 

주도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귀국 후 사진집, 영상, 보고서, 소논문을 제작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 적성, 진로계획에 따

라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자유전공

학부가 추구하는 Active Learner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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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세계체험 프로그램: 대마도 탐방

자유전공학부에서는 학생들의 동아시아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세계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제 

7회를 맞이한 본 프로그램은 일본, 중국, 만주, 오키나와에 

이어 올해는 일본 대마도에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동아

시아의 인적 물적 교류’라는 주제로 총 2회의 사전 교육과 

해당지역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현지에서 조별로 활동하

였다. 우선 대마도와 교류가 많은 부산 지역을 방문하여 대

마도의 연구현황에 대한 동아대학교 이훈상 교수의 특강을 

들었다. 다음 날 대마도에 도착하여 한국 전망대, 에보시타

케 전망대, 와타즈미 신사 및 일본해군함대를 위해 만든 만

관교를 탐방하였다. 셋째 날에는 조선통신사 기념비와 팔번

궁신사, 수선사의 최익현 선생 기념비, 덕혜옹주 결혼기념

비 등 한국과 관련된 역사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과거 대마

도와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귀국 후에는 각 조별로 사

후 모임을 갖

고 사전 조사 

자료와 체험적 

정보를 종합하

여 최종보고서

를 작성했다.

조별 연구주제는 다음과 같다.

1조  한국과 일본의 권력의 변화에 따른 관계 조사 

2조  역사적 문화교류를 통해 본 한일관계의 현대적 의미

3조  대마도 내 한국사 관련 유적지 관리 현황 분석 및 제언

4조  한일 역사와 외교의 근원지, 대마도

5조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통한의 다리, 만관교

6조  조선 후기 무역을 통해 본 쓰시마섬과 조선의 상호의존관계

The BeST Winter Program

자유전공학부는 2016년부터 5년 동안 The BeST(BEijing-

Seoul-Tokyo) 지역 전문가 양성 사업 사업을 운영한다. 

<The BeST(BEijing-Seoul-Tokyo) 지역 전문가 양성 사업>

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원하는 ‘캠퍼스 아시아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도쿄대학교 교양

학부, 베이징대학교 위안페이칼리지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학부과정에서 동아시아학 전공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는 사

업이다. 본 사업은 차세대 아시아 지역전문가와 학문 후속 세

대를 양성을 목표로 하며 우수한 자질과 문화적 역량, 그리고 

세계시민의식을 가진 한중일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동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번 The BeST Winter Program은 <The BeST 지역 전

문가 양성 사업>의 시작으로 2017년 2월 1일(수) 부터 15일

(수)까지는 서울대학교에서, 2월 16일(목) 부터 23일(목)까지

는 동경대학교에서 진행되었다. 서울 프로그램에서는 서울대

학교 학생 13명, 베이징대학교 학생 14명, 도쿄대학교 학생 9

명 총 36명이 참여하였으며 세 학교의 학생들은 서로의 언어

를 배우는 한편 자유전공학부 교수들이 진행하는 주제탐구강

의를 들으며 팀 별 발표의 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였다. 2월 

10일(금) ~2월 11일(토)에는 1박 2일 간 파주 지혜의 숲 도서

관에서 독서캠프를 진행했다. 각국의 언어로 번역된 김구 선

생의 『백범일지』를 읽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며 서로 생

각의 차이를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고 DMZ 방문을 통

해 한국의 분단 현실에 대해 몸으로 느끼기도 했다. 2월 13일

(월)에는 서울에서의 마지막 공식 프로그램인 학생 팀 별 발

표회를 진행하였다. 발표회를 통해 아홉 팀이 각각의 문제의

식과 관심사, 조사 분석 내용을 발표했으며 토의를 끝으로 서

울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도쿄 프로그램에서는 일본의 경

영 및 종교에 

관한 강의를 수

강하고 야스쿠

니 신사와 일

본 국회, 일본 

황궁 탐방, 오다이바 지역 등을 방문하여 역사와 문화에 관

한 고민을 이어갔다. 삼국 학생들은 첫 만남부터 마지막 헤

어지는 날까지 함께 하며 학문적, 문화적, 인적 교류의 측면

에서 서로의 경험을 다양화하고 극대화하였으며 The BeST 

Winter Program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다.

학생 발표 주제는 팀별로 다음과 같다.

Team 1.   Comparative Study on East Asian Idol Culture  

- 박이현, Yamada Kyohei, Lu Wanqin, Shi Jiali

Team 2.   Various Countries, Various Love  

- 이제준, Ryota Watanabe, Zhou Zhou, Liu Dijia

Team 3.   6 Things We Should Know about BeST  

- 정소영, Hamada Tomotaka, Zhong Guojie, Zhao Yiman

Team 4.   3 Major Territorial Disputes in East Asia  

- 이승규, Ejima Norimasa, Xie Yun, Wang Ruikun

Team 5.   Gender Inequality – Comparison of 3 Universities  

- 서유지, 조수빈, Baba Yusuke, Liu Xun

Team 6.   Demonstration in East Asia  

- 조시현, Ryota Kobayashi, Tian Huilin, Zhang Yuying

Team 7.   Regional Conflict in East Asia  

- 공지원, 김수민, Shibata Takumi, Luo Yanzhen

Team 8.   East Asian Contemporary Art and Social Issues  

- 이윤서, 구정모, Aliaksandra Arbuzava, Cao Linjing

Team 9.   Population Ageing in East Asia  

- 강현지, 송은지, Yagimoto Akihiko, Jin 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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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5, 6회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 강좌 개최

제 4, 5, 6회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 강좌가 2016년 6월 

29일, 12월 1일, 2017년 5월 17일에 개최되었다. <우당 강

좌>는 우당 이회영 선생의 민족정신과 세계 시민 의식을 계

승하기 위해 개설된 강좌로서 2015년 11월 11일 제 1회 강

좌를 시작으로, 일방적 교양 강좌를 넘어 대학 구성원들과 

시민들이 최신의 학술 연구와 문화적 성취를 향유하는 장이

다. 우당 강좌는 자유전공학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

제이해교육원 (사) 동북아 평화 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우당 장학회의 후원을 받고 있다.

1)   제 4회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 강좌 

: 아나키스트 자유주의 문명 전환론  

  – 잡종 사회와 그 친구들

 2016년 6월 29일(수) 오후 2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영

원홀에서 김성국 부산대 명예교수가 강연을 하였다. 그동안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 아나키즘이 창조적으로 발전되어 참

신하고 바람직한 사회 모델의 산실이 되었던 것에 비해 우

리나라에서는 그간의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탄압을 당한 시기도 있었다. 우리나

라의 대표적 아나키스트 중 한 사람이자 또 평생 주체적 학

문 방법론을 모색해 온 김성국 교수는 아나키즘의 자유주의

적 요소를 부각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동아시아적 개인주의

와 결합하여 동양과 서양을 넘어서는 대안적 사회 이론의 

가능성을 본 강연에서 제시하였다. 특히 한국 아나키즘의 

산 증인인 이문창 선생께서 참석하여 더욱 뜻 깊은 강연이 

되었다.

2)   제 5회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 강좌 

: 동아시아 유가전통 속에서의 인문학과 과학기술

 2016년 12월 1일(목) 오후 5시 서울대학교 글로벌 공학 

교육 센터 다목적홀에서 김영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강연을 

하였다. 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의 주역

이자 동아시아 과학사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김영식 교수는 

이 강연에서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융합되어 있던 근대 이전

의 동아시아 학문 전통을 소상하게 설명하면서, 오늘날 대

학이 지나친 전문화로 인해 분과학에 매몰된 지식인을 양산

해 내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될 때라고 강조하였다. 강연 

주제가 매우 학술적인 것이었고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었으

며 게다가 날씨가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연인원 100여명의 

학생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어서 행사 관계자가 매우 놀라

기도 하였다는 후문이다.

3)   제 6회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강좌  

: 디지털 시대의 정체성 

  – 국민, 민족, 시민 되기와 내적 긴장

 2017년 5월 17일(수) 오후 5시 20분 서울대 아시아연구

소 삼익홀에서 사회학과 박명규 교수가 ‘디지털 시대의 정

체성-국민, 민족, 시민 되기와 내적 긴장’이라는 주제로 강

연하였다. 최근의 세계는 감정적 결집과 이성의 약화를 양

대 축으로 하는 자존감과 혐오감의 정치가 득세하고 있다고 

박명규 교수는 분석하면서 이러한 추세는 정체성의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는 바, 개인과 네이션을 근간으로 하던 근대

의 해법은 이제 재검토의 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대

신 지역, 종교, 인종, 신분, 성, 가족의 영역에서 형성되는 

중간집단이 부상하고 있고, 각 개인은 기존의 ‘국민’이나 ‘개

인’보다 새로운 정체성을 지닐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

다. 이에 대한 세계시민주의, 아이덴티티 정치, 국가의 재

구성 등 세 가지 대응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 어

느 것이 주된 것이 될지 여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그는 덧

붙였다. 박명규 교수는 이러한 보편적 분석을 한국에 적용

하여, 최근의 ‘촛불 시민’들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1) 제4회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 강좌 

“아나키스트 자유주의 문명전환론  

- 잡종사회와 그 친구들”

•강연자 : 김성국 부산대학교 명예교수

•일  시 : 2016년 6월 29일 오후 2시

•장  소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2) 제5회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 강좌 

“동아시아 유가전통 속에서 

인문학과 과학기술”

•강연자 : 김영식 서울대 명예교수

•일  시 : 2016년 12월 1일 오후 5시 

•장  소 : 글로벌공학교육센터 다목적홀

3) 제6회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 강좌 

“디지털 시대의 정체성 

- 국민, 민족, 시민 되기와 내적 긴장”

•강연자 : 박명규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일  시 : 2017년 5월 17일 오후 5시 20분 

•장  소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삼익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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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강

자유전공학부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찾

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각계의 명사를 만나고, 강연을 듣

고 궁금한 점을 직접 질문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

태의 특강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2016년 2학기와 2017

년 1학기에도 20명이 넘는 명사들이 자유전공학부 학생들

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경험을 전수했다. 연세대 문화인

류학과의 조한혜정 명예교수는 2016년 10월 11일에 개최된 

특강에서 “‘노오력’의 배신”을 주제로, 취업난에 시름하는 

학생들과 함께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

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6년 11월 22일에는 WWF(세계자

연기금) 한국본부 윤세웅 대표가 내방하여 “Panda Talks 

Tour”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윤세웅 대표는 20여 년간 

야후코리아, 오버추어 코리아 등에서 다양한 글로벌 비즈니

스 분야의 경영을 담당하다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새로

운 분야에 도전하게 된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NGO 활

동에는 더욱 많은 전문 분야의 인재와 융합적 사유가 필요

하리라는 전망을 제시하였다.

그밖에 자유전공학부에서 특강을 해 준 명사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2016학년도 2학기

2016.09.27 환경대학원 윤순진 부원장
환경 분야에서 무엇을 공부하며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2016.10.04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곽노준, 이교구 교수

지능형 융합시스템 소개

2016.10.11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조한혜정 명예교수

‘노오력'의 배신

2016.10.25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이정동 교수

‘창조적 축적'-한국 산업의 미래를 열
어가는 키워드

2016.11.01 서울대학교 김성근 자연대학장 자연대 및 각 학부(과)별 전공 소개

2016.11.08 미식사전 백웅재 대표 한주(韓酒) INDUSTRY BUILDING

2016.11.15 서울대학교 이주형 인문대학장 동과 서가 만나는 자리 - 역사, 사상, 예술

2016.11.22
WWF(세계자연기금) 한국본
부 윤세웅 대표

Panda Talks Tour

2016.12.09 공과대학 이건우 학장 축적의 시간

2016.12.10 산업공학과 이정동 ‘축적의 시간’ 저자와의 대화

2017학년도 1학기

2017.03.21 화인컨설팅그룹 강연희 상무 직업에 있어서 메가 트랜드

2017.03.28 자유전공학부 이원석 전문위원 직업으로서의 동양철학

2017.03.31
통일평화연구원 정근식 원장,
철원역사문화연구소 김영규 소장

철원의 과거의 기억과 현재적 의미 사
이의 연관성

2017.04.04 자유전공학부 서경호 교수 직업으로서의 교수

2017.04.11 SBS 장경수 PD TV 스토리텔링 시크릿

2017.04.18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나호연,
MBN 아나운서 최무늬

자전 선배들의 이야기

2017.04.25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이교구 
부원장

Real-Time Position Tracking for 
Immersive Virtual Reality Experience

2017.05.02
‘9와 숫자들’ 보컬/포스코건
설 송재경 과장

용기(Courage)

2017.05.10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 정해진 미래, 정해질 미래

2017.05.16 푸르덴셜 증권 허의도 전 부사장 한국 자본 시장의 이해

2017.05.23 자유전공학부 김청택 학부장
미래의 인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
비해야 하나?

군복학생 간담회

2016학년도 2학기 군복학생 간담회가 9월 28일(수) 220동 

311호에서, 2017학년도 1학기 간담회가 4월 7일(금) 220동 

310호에서 개최되었다. 각각 10여 명의 군 복학생과 학장단, 

전문위원, 조교가 참석한 가운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군 

복학생들은 군 생활의 에피소드를 나누었다. 한편, 학생들은 

학부에 대해 건의사항을 개진하기도 하였는데, 군 복학생의 

외로움을 타개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또는 서로 어우

러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처럼 단과대 

차원에서 군 복학생 간담회를 개최하는 사례는 매우 희귀한 

것으로서 국가 보훈처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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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회 “인문계열 학생을 위한 이공계 전공 설명회”

PAN Asia 프로그램: 2016년 도쿄대학교 편

나라사랑 특성화 대학 현판식 및 업무 협약 체결

지난 세 차례에 걸쳐 개최된 이과전공 설명회가 성황리

에 마무리됨에 따라 2016년 9월 20일 11시~2시에 걸쳐 제 

4회 “인문계열 고등학교 졸업생을 위한 이과 전공 선택 설

명회”가 개최되었다. 이 날 행사는 학생들의 수업시간을 고

려하여 2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1부에서는 재료공학의 이

재성(’14), 건축학의 홍수화(’14), 물리학의 한수빈(’11), 에

너지자원공학의 김태연(’11)이 연사로 활동해주었다. 2부에

서는 수학의 이석원(’12), 생명과학의 김승연(’14), 건설환경

공학의 이설하(’14), 기계공학의 양민지(’11), 컴퓨터공학의 

최현석(’14), 조선해양공학의 박수진(’14), 원자핵공학의 유

동협(’12), 통계학의 심형섭(’12)이 참석하여, 자신들이 전공

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후배들과 공유하고 성공적인 이과전

공적응을 위한 노하우도 들려주었다.

PAN Asia 프로그램은 2011년에 한국과 중국에서 처음 

시작, 홍콩, 일본, 싱가폴이 합류하여 5개국 학생 간의 국제

학술교류프로그램으로 성장하였다. 이번에는 2016년 10월 

27일부터 4일간 일본 도쿄대학 교양학부에 5개국 학생들이 

모여서 학부 교양교육 및 그 해 포럼의 주제에 대해 발표하

였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The City in Asia’로, 다섯 학교

에서 2명씩 10명이 한 팀을 이루어 총 3팀이 활동했다. 학

생들은 아시아 지역 내의 교통안전과 보안 문제에 대해 지

하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 신세대와 구세대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일본의 아사쿠사를 예로 

들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공동의 관심사인 ‘어떻

게 소프트파워를 이용해 관광산업을 증진할 것인가’에 대해

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다른 국가의 학생들과 적

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교류를 통해 5개국 학생들

은 미래의 아시아를 만들어가기 위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

우리 학부와 국가 보훈처 간 ‘나라사랑 특성화 대학 현판식 

및 업무 협약’ 체결식이 2017년 4월 11일(화) 오후 3시 자유전

공학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자유전공학부는 국가 보훈처 

주관 나라사랑 특성화 대학에 선정되어 2017년 한 해 동안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 스토리 발굴 사업’, ‘재외 한인 청소년 

및 독립 운동가 후손을 위한 역사 탐방 사업’, ‘독립 운동사 

독서 캠프’를 운영하게 된다. 이 날 체결식에는 국가 보훈처 

측에서 이경근 서울지방 보훈청장 이하 4명의 인사가 참석하

였고 서울대학교 측은 박찬욱 교무부총장, 김청택 학부장 이

하 10여 명이 참석하여 이를 기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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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백 세미나 3회 ‘게임’ & 4회 ‘창업’

자유전공학부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연사들과 가벼운 점심

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브라운백 세미나를 기획하여 운영

하고 있다. 2016년에 개최된 1회는 환경 보건, 2회는 뇌과학, 

인공지능, 가상현실이 주제였다. 2017년에 개최된 3회는 게

임, 4회는 창업을 주제로 해당 분야의 선배들이 연사로 참여

하여 후배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1) 3회 ‘게임’ 

3월 24일의 브라운백 세미나에는 학내 랩에서 인공지능과 

인지심리를 연구하는 재학생들과 현장에서 e-sports를 중계

하는 재학생, 게임을 개발하고 딥러닝 관련 회사에서 일하는 

재학생 등 다양한 배경의 연사들이 모였다. 이들은 ‘인공지능

이 게임 및 e-sports에 미치는 영향’, ‘보드게임을 제작하기 

위한 아이디어 구상’, ‘플랫폼 사업으로 보는 게임시장’, ‘인디

게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조성방안’ 등의 주제에 대

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한편 연사들은 학교생활과 

‘게임’ 업계 종사 혹은 게임 제작 등을 병행하는 과정의 어려

움을 토로하였는데 참가자 대부분이 이에 대해 공감하고 대

안을 제시하며 열정적으로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었다.

2) 4회 ‘창업’ 

4월 27일의 브라운백 세미나는 창업 관련 첫 공식행사로

서, 자전에서 창업했거나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는 20명의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참석해주었고 신청 인원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참석하였다. 국제대학원의 국제회의실을 가득 메

운 참석자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세미나에 집중하였다. 

SNU공학컨설팅센터 박철우 교수의 오프닝을 시작으로, 각 

패널들은 창업을 하게 된 동기와 창업을 준비할 때 우선적으

로 고려했던 점들, 그리고 스타트업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

업 초기에 투자를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 등을 했는지 등의 

경험을 공유하며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민식(’12), 이길현(’12) 국세행정 발전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국세청의 50주년 기념 논문 공모전에서 ‘신용카드 조세지원 

제도를 위한 소득 단계별 세액공제 제도’라는 주제로 조세이론

을 연구한 김민식, 이길현 학생에게 최우수상이 주어졌다. 학

부생 뿐 아니라 대학원생까지 참여하는 본 공모전에서 두 학생

은 매우 높은 경쟁률을 뚫고 수상하였는데 국세청은 이번 논문 

수상작을 정책 아이디어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최지범(’10) 대학신문 제58회 대학문학상 영화평론 부문 가작 수상

졸업생 최지범(10)이 대학신문 제58회 대학문학상 영화평론 

부문 가작을 수상하였다. 수상작의 제목은 ‘그래비티: 생명의 

기본원리를 담아낸 검은 화폭’으로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SF 

영화 ‘그래비티’를 생명학적 관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평해 낸 

작품이다. 최지범 학생은 앞으로도 사람들의 철학과 사고와 믿

음과 지식에 도움이 될 만한 글을 꾸준히 써 나갈 것이며 동시

에 자신이 몸담고 있는 ‘생명과학’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선구적

인 연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수상소감을 남겼다.

이명우(’11) 『한국항공운항학회지』에 논문게재

이명우 학생이 세계 항공 시장에서 커다란 시장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중국을 대상으로 권역별 이용만족도를 조사하

여 ‘권역차이에 따른 중국인 승객의 인천공항 이용 만족도’를 

주제로 한 논문을 한국항공운항학회지에 게재하였다.

신승민(’13) 『한국 SCM 학회지』에 논문 게재

신승민 학생(’13)은 자율연구1에서 연구했던 주제를 계속 

진행하여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라는 고급브랜드를 분화시

킬 때 나타날 수 있는 생산관리적 도전요소들을 일본자동차 

(도요타, 혼다, 닛산)의 선례에서 분석했다. 이 연구는 경영

대학의 김창희 박사와 함께 진행하였으며, 신승민 학생이 1

저자, 김창희 박사가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한국 SCM 

학회지에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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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동정 및 연구 소식

■김범수 교수는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박

정희 정권 시기 ‘국민’의 경계와 재일교포: 5·16 쿠데타 이후 

10월 유신 이전까지 신문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국제정치논총』(제56집 2호 2016)에 게재하였다. 또한 2016

년 10월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언론을 통해 드러난 이후 사태

의 원인을 진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모색한 「카리스마 리

더십의 시대는 갔다 이성과 합리로 시스템 혁신하자」라는 제

목의 글을 『동아비지니스리뷰』(2016년 11월 2호통권 213권)

에 게재하였으며 2017년 1월에는 서울대학교 교수 20인이 공

동 저자로 참여하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주요 문제의 원인

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출판한 『코리아 아젠다 

2017』(나녹출판사)에 「길거리 싸움과 공익 추구 정치」라는 제

목의 글을 기고하였다. 김범수 교수는 또한 2016년 9월 한국

정당학회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거버넌스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회의에서 「정당 정책연구소 간 협치 방

안: 시민 참여형 공유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통한 협치」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2016년 12월 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

회의에서는 「한국 국제정치학 연구 현황, 평가, 발전방향: 이

민」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또한 2017년 3월 조선호텔에

서 열린 제105회 코리아리더스포럼에서 「선언적 민주공화국

에서 실질적 민주공화국으로: ‘광장 민주주의’의 정치사상적 

의미와 한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기조 발제하였다. 현

재 자유전공학부 교무부학부장과 캠퍼스아시아 사업단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국인’의 경계: 

1980년대 이후 2000년대까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 중이다. 2016년 1월

부터 2016년 12월까지 거버넌스연구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양일모 교수는 『처음 읽는 중국현대철학』(공저, 동녘, 

2016), 『1905년 러시아혁명과 3국의 반응』(공저, 서울대출

판부, 2016), 『음빙실자유서』(공역, 푸른역사, 2017)를 출간

했다. 논문으로는 「엄복: 서양에서 새로운 학문을 구하다」

(동서인문 6, 2016), 「Fusion of Horizon in the Korean 

Enlightenment Movement: 1880~1900」(Orientaliska 

Studier, 2016)를 게재했다.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에서 「윤리 개념의 한국적 정초」

(2016년 6월), International Confucian Forum에서 「近代韓

國文明話語與儒敎」(2016년 7월, 북경), 퇴계학국제학술대회

에서 「계몽기 한국 잡지의 퇴계 담론과 일본의 지식인」(2016

년 11월, 큐슈), 유학·주역과 현대 국제학술대회에서 「유학 

현대화의 몇 가지 방향」(2016년 12월), 10th Conference of 

the Nordic Association of Japanese and Korean Studies

에서 「Assimilation between Confucianism and Western 

Thought: 1800~1900 in Korean」를 발표했다. 

■이상민 교수는 2017년 3월 1일부터 2년간 교내 보직으

로 자유전공학부 학생부학부장직을 맡고 있다. 학외에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2년 임기로 한국물리학회 섭외이사로 활

동 중이다. S. Franco, R. Seong, C. Vafa와 함께 「Brane 

Brick Models in the Mirror」(JHEP 1702 (2017) 106.), 

「Orbifold Reduction and 2d (0,2) Gauge Theories」(JHEP 

1703 (2017) 016.)라는 제목의 논문을 출간하였다. 또한 한국

연구재단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에서 ‘초끈이론의 산

란진폭과 재규격화’ 과제(연구기간: 2016.11~2019.10)에 대

한 연구비(5000만원/년 x 3년)를 수주하였다. 

■장대익 교수는 연구책임자로서 소셜 네트워크와 추론 

특성의 관계를 탐구하여 「Social networks and inference 

about unknown events: A case of the match between 

Google’s AlphaGo and Sedol Lee」(PLoS ONE, 2017년 2

월)를 출판했다.  2017년 3월에는 「형질집단 선택론의 관점 

다원주의에 대한 비판」를 『과학철학』(18권 1호)에 출판했다. 

2017년 1월에는 다윈 시리즈 3부작의 마지막 저서인 『다윈의 

정원』(바다출판사)를 출간했다. 학술대회 발표로는 Society 

f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8th Annual 

Convention에 참석하여 공동연구(연구책임자)의 결과인 

「Self-Compartmentalization Matters: The Underlying 

Process of Social Creativity」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미국 

샌안토니오, 2017년 2월).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을 받

은 ‘문화-뇌 다이나믹스 초학제 연구센터’의 공동연구원 자

격으로 연구 활동을 마쳤으며(2016년 6월~2017년 2월), 기

초과학연구원(IBS)의 지원을 받아 ‘유전자 교정 기술의 인문

사회적 함의에 관한 융합 연구’를 연구책임자로서 수행중이

다(2017년 3월 ~2017년 12월).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국

무총리실 산하)의 지원을 받아,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가치 

다양성 증진 정책 연구’를 여러 대학의 교수들과 함께 시작하

였다(연구책임자, 2017년 5월 ~ 2017년 11월).  

■한경구 교수는 학부장 임기를 마치고 2017년 3월1일부

터 안식년에 들어갔으며 7월부터는 영국 캠브리지대 인문사

회연구소 Distinguished Visiting Fellow로 연구 예정으로

서, 그간 ASEM 문화장관 회의 <문화재와 창조산업> 분과 

좌장(6.23), 「문화재와 창의도시」 발표(아시아학회, 2017년 6

월), 「인문교육의 문제와 인문학의 과제」 발표(세계인문포럼, 

2017년 10월), 「통일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접근」 발표(통일연

구원 2017년 11월), 동아시아출판인회의 종합토론 좌장(오키

나와, 2017년 11월), 「치아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접근」 특강

(치의학전문대학원, 2017년 11월), 「재일한인」 특강(독립기념

관, 2017년 1월)을 했다. 유네스코의 지원으로 세계시민 강

좌를 개발했으며 「재미한인 차세대의 다양성 및 초국가적 관

계와 활동에 대한 연구」를 위해 LA에서 현지조사(3.11-20), 

유네스코 초청으로 창의도시 전문가 회의 참석(파리, 3.29-

4.6), 문학창의도시 관련 조사 및 협력 방문(에딘버러와 더블

린, 12.19-24, 크라카우와 프라하(4.15-23) 등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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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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전공학부 발전기금 출연 현황 (2009. 6. 1. ~ 2017. 6. 1.) (가나다 순, 존칭 생략)

※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가 세계 일류 대학으로 도약하도록 

대학발전기금 조성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강윤구 

·김국진

·김미나

·김민석

·김민영

·김부겸

·김혜성

·김흥연

·민일영

·백종화

·손수일

·송현종

·안강현

·안정균

·이승호

·정권택

·정대련

·최병희

·한경구

·한성희

·허의도

·(사)동북아평화연대

·(주)사이언스북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