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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무엇
보다도 새로운 학부를 만들어 가는 고난의 행군에 즐겁게 
동행했던 자유전공학부생들의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에 지
금의 자유전공학부가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 2월 자유전공학부의 제 4기 학장단이 출범하였습니
다. 지난 10년 동안 쌓아온 학부교육의 성과를 발판으로 삼
아 새로운 10년, 새로운 100년의 교육을 구상할 때입니다. 
대학이 시대를 진단하고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인재를 양
성해야 한다는 당위적 주장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들려오
고 있습니다. 학부 교육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지 근본적인 물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유전공학부는 이
러한 시대적 조건 속에서 학부 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각성
하면서 서울대학교 학부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미래지향적 교육을 몸소 체험한 641명의 졸업생이 앞에서 
끌어주고 꿈을 안고 매진하는 969명의 재학생들이 함께 어
울려 학문과 품성을 닦는 여택(麗澤)의 길을 가는 한 자유전
공학부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양일모

    지난 10년 전 한국의 대학에 처음
으로 자유전공학부 제도가 도입되
었습니다. 학부 교육 과정에서 전공
의 경계와 학과의 장벽을 넘어 융합
적인 교육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자
유전공학부는 사회적으로 많은 관
심을 받으면서 출발하였습니다. 현
재 한국의 대학에서 이러한 교육 방
식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아직 
안착되지 못하였다는 것이 일반적
인 평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는 유일한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는 교원과 학생수 등의 방면에서 양적으로 성장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문을 횡단하는 교과와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비교과과정을 운영하면서 학부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는 장기발전 계획에 따른 학교 당국의 배려와 자유전공학부를 이끌어 온 

신임 학부장 인사

2017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2019년 2월 26일(화) 오후 4시, 2018학년도 전기 자유전공학부 학위수
여식이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는 자유전공학부 
설립 1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이며, 역사상 최대 규모인 총 120명의 졸
업생이 배출되었다. 이상민 학생 부학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졸업식에서 양
일모 자유전공학부 학부장은 자유전공학부만의 특색 있는 교육을 통해 타
인과 소통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운 졸업생들이 앞으로 사회에서 빛과 소
금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축사로 졸업생들의 밝은 미래를 기원
했다. 박유진(’15) 학생이 총동창회장상을, 남형욱(’12), 강춘영(‘14), 윤지윤
(’14) 학생이 자유전공학부장상을 수상하였다. 자유전공학부장상 수상자 
연설에서 남형욱(’12) 학생은 전공선택 과정에서 겪었던 방황과 고민은 보
는 사람에 따라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인생의 진
로 설정에서 확고한 동기를 부여해 주는 불가결의 단계였음을 알게 되었다
고 소감을 남겼다. 강춘영(’14) 학생은 그동안 사회로부터 받은 것들을 환
원할 방법과 사회에서 본인이 수행할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볼 것이라고 밝
혔다. 윤지윤(’14) 학생은 미술대학에서 자유전공학부로 전과하여 만든 학
생설계전공을 통해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고 자아를 성찰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다음 순서에서는 자유전공학
부 10대 학생회장 김찬협(’17)이 재학생 대표로 연설을 하였
다. 김찬협 학생은 불확실한 길을 걷고 탐색해 나가는 자유
전공학부생들의 ‘자유’의 무게를 언급하며, 그 선구자의 역
할을 해준 졸업생들에게 존경을 표했다. 이날 이상민 학생 
부학부장의 호명 아래 양일모 학부장이 120 명의 졸업생 한 
명 한 명에게 각기 다른 전공명과 학위명이 적힌 학위기를 
수여하며 자유전공학부 특유의 졸업식을 연출하였다. 

  2018년 8월 29일(수) 12시, 2017학년도 후기 자유전공학부 학위수여식
이 221동 113호에서 거행되어 총 33명의 졸업생이 참여하였다. 김청택 학
부장은 자유전공학부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활약

2018학년도 전기 자유전공학부 졸업자 전공 | 건축학, 경영학, 경제학, 공공발전
학, 국어국문학, 동남아시아언어문명, 물리학, 불어불문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생명과학, 서아시아언어문명, 수리과학, 시각디자인, 심리학, 언론정보학,  외교
학, 의류학, 전기정보공학, 정치학, 중어중문학, 철학, 컴퓨터공학, 통계학, 화학, 
화학생물공학, 정보문화학(연합), 기계공학(부전공), 물리학(부전공), 시각디자인
(부전공)

학생설계전공 | 놀이문화학, 데이터과학, 미래학, 범죄학, 법규범진화학, 생물공
학, 인권학, 인터랙션디자인, 문화커뮤니케이션

2017학년도 후기 자유전공학부 졸업자 전공 | 경영학, 경제학, 기계항공공학, 물리
학, 미학, 사회학, 심리학, 언론정보학, 언어학,  외교학, 의류학, 재료공학, 전기정보
공학, 정치학, 컴퓨터공학, 계산과학(연합), 글로벌환경경영(연합), 정보문화학(연
합), 금융경제(연계), 노어노문(부전공), 미술사학(부전공), 서양사(부전공)

학생설계전공 | 사회소통학, 인지종교학

하는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며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본 졸
업식에서는 김수(’11), 김진영(’11) 학생이 자유전공학부장상
을 수상하였다. 이날 이상민 학생부학부장이 각 졸업생의 
이름과 학위명을 호명하고, 김청택 학부장이 학위증을 수여
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졸업식이 마무리 되었다.



3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신임 학장단 취임
2019년 2월 8일자로 신임 학부장에 양일모 교수, 3월 1일자로 신임 교무
부학부장에 이상민 교수와 신임 학생부학부장에 강성훈 교수가 취임하였
다. 

 양일모 학부장은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 졸업, 박
사과정을 수료한 뒤, 도쿄대학 인문사회대학 대학원 동아시아사상문
화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사이타마 대학 강사, 도쿄대
학 문학부 조수, 한국고등교육재단 한학장학생 지도교수, University 
of Washington 방문연구원,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부원장, 한림
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교수를 거쳤고, 2013년 6월부터 2017년 2
월까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무부학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상민 교무부학부장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프린스턴대학

교에서 물리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등과학원 연구
원, CERN(European Organization for Nuclear Research) 
Fellow, Imperial College London의 Research Associate, 서
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기금조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물리
학과 조교수를 거쳐 2011년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로 부
임하여 물리천문학부 겸무교수 및 이론물리연구소 정회원
을 겸하고 있다.

 강성훈 학생부학부장은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학사와 석
사를 마치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서양고전철학회 총무이사, 서양고전학회 편집이사, 인제대
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연구교수, 정암학당 연구원 등을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철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2019
년 3월부터 자유전공학부 겸무교수 및 학생부학부장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구성원 소식

자유전공학부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수요자 중심 대학교육을 일관
되게 구축해 왔다.   

 3월 22일(금) 오후 1시에는 “Liberal Arts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라는 주제로 국제컨퍼런스가 행정대학원 SK컨
퍼런스홀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는 오세정 서울대 총장의 
축사로 시작되어, 이장무 전 서울대 총장과 자유전공학부 설
립추진단 위원들이 참석하여 자유전공학부의 설립 정신과 초
기 역사를 논하였다. 또 미국 앰허스트대 부총장, 도쿄대 교양
학부 학장, 북경대 위안페이칼리지 부학장, 싱가포르대 USP 
학장이 21세기 학부 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
였다. 현재 우리나라 여러 대학은 4차 산업혁명과 인구감소 
시대를 맞아 다시금 자유전공학부 교육 모델에 주목하고 있
다.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는 설립 10주년을 맞아 3월 22일-23일에 국제컨
퍼런스와 모교 방문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자유전공학부는 서울대 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지난 2009년에 출범한 이래,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할 

1부 개회식 
(사회: 이상민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교무부학부장)

2부 국제 심포지엄 
(사회: 조준희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3부 라운드테이블 
(사회: 장대익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4부 만찬

환영인사
양일모(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학부장)

기조연설 
캐서린 앱스타인(앰허스트대 부총장)

축사 
오세정(서울대 총장), 이장무(전 서울대 총장), 서
경호(서울대 명예교수, 전 자유전공학부 학부장)

주제발표 
이시다 아츠시(도쿄대 교양학부 학장), 쑨 페이위(북
경대 원배학원 부학장), 캉 화이촨(싱가포르대 USP 
학장), 김범수(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캠퍼스아시
아 사업단장)10주년 보고 

이상민(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교무부학부장)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강성훈(서울대 철학과 교수, 자유전공학부 학생부학부
장), 시미즈 다카시(도쿄대 캠퍼스아시아 사업 단장)

토론 
김명환(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 전 서울대 교무처장), 유재준(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기초교육원장), 한경구(서울
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전 학부장), 차주항(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최필준(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졸업생, 플링
크 대표), 김찬협(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재학생, 학생회장)

CAMPUS Asia 인증서 수여 
양일모(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학부장)

유화종 신임교수 부임
 2018년 9월 1일자로 유화종 교수가 조교수로 부임하였다. 유화종 교수는 본교 수리과학부를 졸업하고, UC 
Berkeley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University of Luxembourg에서 Research Associate, IBS-CGP에서 
Research Fellow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은 정수론과 산술기하이며 
앞으로 연구와 자유전공학부의 발전에 중책을 담당해주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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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전공학부 창립 1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2018학년도 2학기 전공박람회 개최

 자유전공학부 창립 10주년 홈커밍데이가 지난 3월 23일(토) 오후 3시부
터 8시까지 개최되었다. 이번 홈커밍데이는 예년과 달리 1부 진로멘토링과 
2부 리셉션 및 본 행사로 이루어졌다. 다채로운 전공을 이수한 자유전공학
부 졸업생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해 왔다. 이들이 자신의 사회진
출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하겠다고 발 벗고 나선 진로멘토링에
는 졸업생 20여명과 재학생 60여명이 참석했다. 졸업생과 재학생 모두 만

를 상징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되고, 동문간ㆍ선후배간 
유대 관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구나 이 프
로그램은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고민하는 타 단과대 학생
은 물론, 각 전공에 대한 실질적 정보에 목마른 지역 고교생
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췄다는 
내ㆍ외의 평가도 받고 있어, 향후 그 발전의 귀추가 주목된다. 

족감을 표한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정례화될 것으로 보이
며, 직업별ㆍ전공별 동문회 설립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자유전공학부 학생회(회장: 김찬협 학생)와 
동아리 ‘다붓다붓’이 자유전공학부 10년 역사를 되돌아보게 
하는 사진전을 220동 3층에서 개최했고, 본 행사장 입구에
는 기념촬영 부스를 설치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7시에 시
작한 본 행사는 학생회장 김찬협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학
부장 양일모 교수의 환영사와 교무부학부장 이상민 교수
의 학부현황 보고에 이어, 자전이 배출한 교내 굴지의 밴드 
BAB가 축하공연을 펼쳤으며, 토크콘서트 ‘나 때는 말이야’
에는 김하영ㆍ남형욱 동문과 박순영 학생이 출연하여 자유
전공학부의 학창생활 변화상에 대해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
었다. 

 자유전공학부는 2018년 9월 7일(금) 오후 3시에 전공박람회를 개최하였
다. 자유전공학부 학생은 특정 전공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입학하여 1-2년 
간 치열한 전공탐색을 거쳐 비로소 두 개의 전공을 선택한다. 따라서 학생
들은 타 단과대 학생에 비해 전공 공부를 늦게 시작하지만, 해당 전공의 이
수에 대한 동기부여는 잘 되어 있다는 비공식적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자
유전공학부는 학생의 전공 탐색을 돕기 위해 학부 설립 초창기부터 전공
박람회를 개최해 왔다. 서울대의 여러 학과는 본 행사의 취지에 적극 공감
하여, 석ㆍ박사과정의 학생을 멘토로서 파견해 주어 38개 전공 46명의 멘
토단이 꾸려졌다. 자유전공학부 학생은 연인원 약 100명이 참여하여 궁금
했던 사항에 대해 전문적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 회가 거듭될 수록 멘토단
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을 뿐더러, 자유전공학부 출신 대학원생 멘토의 숫
자도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있어, 전공박람회는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는 2018년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중국의 만주 지역에
서 세계체험학습을 시행하였다. 재외동포재단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으
로부터 지원을 받은 이 프로그램은 자유전공학부의 ‘해외현장학습’ 교과목
과 연계되어 진행되었다. 참가학생 26명은 계절학기 기간에 조별로 주제를 
설정하여 사전 조사를 진행하고, 만주 현지 조사를 통해 사전 조사 내용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연구 논문을 작성했다. 팀별 연구 주제는 아래와 같다. 

Team 1. 만주지역 독립운동과 신흥무관학교
Team 2. 광개토왕릉비 논쟁
Team 3. 고분벽화 파헤치기
Team 4. 단둥시 지역조사

2018학년도 하계 자유전공학부 
제10회 세계체험학습 : 만주 일대

Team 5. 다민족 국가로서의 만주국
Team 6. 백두산 자연식생 가이드
Team 7. 북ㆍ중 경계선, 경계의 모호함
Team 8. 만주의 관광현황

Team 9. 조선족의 일상
Team 10. 북한과 중국의 교역
Team 11. 중국 유적지 안내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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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동계 자유전공학부  
제11회 세계체험학습 : 홍콩, 마카오, 선전 탐방
  자유전공학부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학문적 호기심을 지닌 만큼, 여러 
학술적 관점을 풍부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세계체험학습을 기획하고 있다. 
이번 동계 세계체험학습은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도 각자 독창적 모습을 
띠고 있는 홍콩, 마카오, 선전의 세 도시를 둘러보며 경영, 경제, 국제정치, 
역사, 컴퓨터공학, 기초과학, 식품영양학, 인류학 등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
하며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2019년 1월 12일에서 19일까지
의 일정으로 20명의 학생이 참석하였다. 

 홍콩에서는 5대 가문 중 하나인 등씨 가문의 집성촌과 Koon Chun Sauce 
Factory를 둘러보며 광동지역의 음식문화도 체험하였다. 이어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Betatron을 방문하고, 인도 국적의 JP Morgan 인사담당자
를 만나 외국인으로서 홍콩에서 근무하는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수 있었
다. 또 학생들과 같은 고민을 안고서 학부 때 전공을 여러 번 바꾸고 현재 
홍콩과학기술대학교에 재직 중인 최낙준 교수의 특강을 듣고, 한국사회와 
비정규직 문제에 관하여 토론하였다. 
학생들은 해상대교인 강주아오 대교를 건너 마카오로 이동하여 몬테 요새, 
성바오로 성당 유적지, 역사박물관, 타이파 마을을 둘러보면서, 식민지 경
험을 하였지만 전혀 다른 발전 양상을 보인 홍콩과 마카오, 그리고 한국의 
모습을 비교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중국본토와 홍콩을 잇는 고속철도를 타고 선전으로 이동하여 

서울대학교 미래인재학교, 
2018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미리 가 보는 대학”
  서울대학교가 후원하고 자유전공학부가 주관하는 고교지원프로그램 ‘미
래인재학교-미리 가보는 대학’(교장: 자유전공학부 유화종 교수)이 2019
년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서 강원도 지역 고교
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자유전공학부는 교수 3명, 전문위원 1명, 조교 
1명, 멘토 대학생 17명이 참가했고, 강원도 전역에서 고교생 50명이 이 프
로그램에 지원했다. 유화종 교수의 지도하에, 총괄 멘토 이진우 학생과 부
총괄 멘토 백경림 학생의 주도로 모든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직접 기획했

다. 프로그램은 교수 강의, 적성 발견, 대학생-고교생간 인
적 관계 구축, 대학생활 사전 체험이라는 네 가지 축을 중심
으로 구성되었다. 유화종 교수가 “수포자를 위한 수학– 수학
의 기원과 현재” “이과 계열 대학에서의 공부 및 그 이후의 
삶”, 조준희 교수가 “대학의 발견1- 교양(Liberal Arts), 문리
(Arts&Science)와 자유전공(Liberal Studies)의 탄생”, “대
학의 발견2– 문사철(文史哲), 인문사회과학과 미래의 진로”
를 강연했다. 멘토 기획 프로그램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대1 멘토링” “자기이해 워크샵” “자기 소개서 작성” 등은 
고교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특히 자유전공학부만의 
특성을 발휘하여 진행한 “전공박람회”는 고교생에게 실질
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고교생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모든 영역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얻은 이 프로그램은 고교
생 사이에 만연한 왜곡된 입시 정보를 바로 잡고, 고교생으
로 하여금 올바른 학습과 학창생활을 할 수 있게끔 안내하
는 소기의 성과를 충분히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프로그램
에 참여한 멘토 대학생들은 준비 과정이나 행사 진행에 있
어서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뿌듯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세계 1위 드론 기업인 DJI, 로봇 공학 및 스마트 하드웨어 분
야 창업 보육 전문기업 Songshan Lake xbotpark, 고급시
계 제조 공장 Dailywin Watch Group, 스타트업 Beeplus 
공동 창업자 Dave Tai와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총 8일 동안 주강 삼각주에서 초월적 생산성을 과시하는 
제조공장들, 한국과는 다른 양상으로 식민지화를 겪은 홍콩
과 마카오, 북한 경제개방의 모델이 되는 선전, 홍콩의 부동
산 시장, 금융 산업, 그리고 수많은 다국적 기업과 스타트업
을 탐방하여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의 글로벌한 안목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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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구, 김청택 교수의 기획 
하에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남도의 맛과 멋’ 캠프는 남도의 전통 문화를 
전문가와 현지인들의 도움으로 배우고 즐긴다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서울
대 국악과 힐러리 핀첨-성 교수님 및 국악과 재학생 4명과 함께 총 40여
명의 인원이 진도와 전주를 방문하면서 국악의 본향 남도의 소리와 가락에 
입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도 남도국악원에서 3시간에 걸쳐 무형문화재 김종심 선생으로부터 강
강술래를 직접 전수받았고, 진도 소포리 마을회관에서는 마을 주민들의 노
랫가락으로 시작하여 강강술래로 마무리되는 공연에서 국립국악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소포리 주민들과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강강술래 
마당을 펼치는 특별한 경험을 하였다. 

 다음 날 고창을 들러 고인돌 박물관과 고창 읍성을 둘러보았고,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전주에서 사단법인 유네스코 전주 음식창의 시민네트워크
의 도움으로 김민영 명창과 유경수 고수의 공연을 감상하며 한식의 진수를 

2019 <전공설계1> 철원 현장 학습
  지난 4월 5일에서 6일 사이 <전공설계1> 현장학습이 철원에서 진행되었
다. <전공설계1>은 자유전공학부 신입생들의 적성 발견과 진로 모색을 위
해 개설된 교과목이다. 이 교과목은 학기 초에 1박 2일 간 현장학습을 실시
하여, 신입생들로 하여금 전공과 진로에 대해 관념이 아니라 실체적 사실
에 입각해 설계하는 태도를 갖출 것을 유도한다. 첫날에는 철원평화전망
대, 월정리역, 제2땅굴, 노동당사로 이어지는 유적을 답사하였고, 저녁식
사 후 철원역사문화연구소 김영규 소장의 강연을 청취하고, 이어서 분반 
별로 지도교수와 대화를 하는 시간을 보냈다. 둘째 날은 철원군 DMZ 생태

평화공원을 답사하였다. 동시에 통일과 평화를 주제로 하여 
UCC제작 경진대회를 실시하였고, 8개의 분반별로 1등, 2
등, 3등의 수상작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2018 하계 벼리캠프
 ‘벼리’는 자유전공학부 구성원 전체가 함께 ‘학문 생활 공동체’를 체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 2010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
져왔다. 그러나 학부 재학생 규모가 총 10개 학번, 약 1000명까지 늘어나면서, 초창기에 설계된 2박3일 프로그램은 여러 모로 한계를 드
러내게 되었다. 이에 학부 교수진은  담당 교수별로 캠프 주제와 일정을 달리하여 소규모로 벼리캠프를 진행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고, 
학생들과 교수진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019년에는 보다 많은 학생이 참가할 수 있는 포맷으로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남도의 맛과 멋 캠프

벼리×갈다 과학독서 캠프 2018 벼리캠프 4개
의 팀 중 유일하게 

서울을 캠프지역으로 선정하고,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과 과학책방 갈다에
서 8월 27일부터 29일까지의 일정으로 2박3일간 진행되었다. 장대익 교

맛보았다. 세 번째 날에는 한옥마을, 경기전, 오목대 등을 문
화해설사와 함께 관람하였으며, 남도 음식의 미래와 비빔밥
과 한옥마을로 대표되는 전주 관광산업의 현실에 대해 전주
시 문화관광 담당자 선생님과 함께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졌
다. 2박3일간의 일정을 통해 남도의 전통 음악과 음식에 대
해 밀도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수가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총 18명의 학생이 참석하였다. 
첫날은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을 자유롭게 관람 후 팀별로 
새로운 전시관을 기획하여 발표하고, 서울시립과학관 이정
모 관장을 초빙하여 ‘티라노가 털복숭이라고?- 공룡과 자연
사’ 라는 주제로 특강을 들었다. 또 박물관 내에 텐트를 설치
하고 아크로칸토사우루스의 발 밑에서 특별한 밤을 보낼 수 
있었다. 다음날은 과학책방 갈다로 이동하여 각자 읽을 책
들을 고르고, 일상에서 스쳐지나갔던 길가의 식물들을 유심
히 관찰하여 그려보기도 하였다. 또 천문학자 이명현 대표
와 장대익 교수의 강연을 듣고 토론한 뒤, 과학도서를 읽으
며 밤을 지새우고 한자리에 모여 각자 읽은 책을 소개하고 
감상을 공유하였다. 본 캠프를 통해 학생들은 과학이 문화
로 자리 잡고 있는 현장을 탐방하고 과학을 문화로 체험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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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마시며 만들어가는 전통 캠프
 자유전공학부 차주항 교수의 기획으로 진행된 이번 벼리캠프는 홍천 일대
에서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2일간 진행되었다. 본 캠프에는 학부생 
15명이 참여하였다. 주제는 한식과 한주(韓酒)의 변화와 다양성 탐구, 21세
기 한국에서 ‘전통’의 재발견, 식(食), 주(酒), 약(藥)의 구분이었다. 이러한 
주제를 바탕으로 차민욱 셰프를 초빙하여 요리 수업을 받아서 한식에 대해 
배우고 한식 요리 대결을 펼쳤다. 또한 유명 양조장 <예술>에서 전통주를 
빚는 과정에 직접 참여해 보기도 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상민 교수가 담당한 ‘피
지컬, 아스트랄’ 캠프는 

‘두뇌 활동과 신체 활동의 조화, 과학과 비과학을 넘나드는 현실과 초현실
의 대화’를 주제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20여명이 
소백산 천문대와 단양 일대를 방문하였다.  첫날에는 죽령휴게소에서 소
백산 천문대까지 등산을 했고, 소백산 천문대를 견학한 뒤, 별, 우주, 시공
간에 대한 이상민 교수의 강연을 들었다. 야간에는 직접 망원경을 이용하
여 관측을 할 계획이었으나 계속 되는 비와 안개로 아쉽게도 다른 일정으

로 대체해야 했다. 관측이 예정되어 있던 시간에 초현실적 
영화 ‘매직 인 더 문라이트’를 함께 감상하고, 박재승 학생이 
준비한 프로그램인 Surreal Phototime 활동을 확장하여 조
별로 초현실 사진 찍기 콘테스트를 열었다. 조별로 재기발
랄한 사진들이 출품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튿날에는 래프팅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폭우로 래프팅이 
불가능하여 유람선을 타고 단양팔경을 관람하는 것으로 일
정을 대체하였다. 이날 저녁 시간은 학생들이 이끌어가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는데 황운중 학생이 준비한 ‘환상문
학 워크숍’, 최수빈 학생이 준비한 ‘미스터 노바디’ 상영회, 
장하은, 정원준, 김슬기 학생이 준비한 ‘핸드폰을 이용한 천
체 촬영’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마지막 날에는 박성호 학
생의 가이드 하에 천동 동굴과 단양구경시장을 등을 관광하
며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장마로 인해 야간관측과 래프팅
이라는 두 가지 메인활동을 할 수 없었음에도 참여 학생들
의 알찬 준비와 담당 교수의 순발력 있는 대처로 전혀 부족
함이 없이 캠프 주제에 충실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
었다. 

The BeST Summer Program in Tokyo 초청되어 동아시아의 문화와 법제사에 대해 각각 강의를 진
행하였다. 이외에도 현장학습 2회와 다양한 팀별활동 그리
고 발표회를 진행했다.  2018 The BeST Summer Program in Tokyo는 2018년 7월 29일부

터 8월 11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되었다. 서울대학교 학생 10명, 북경대학
교 학생 8명, 그리고 동경대학교 학생 13명으로 총 31명이 프로그램에 참
여하였다. 3개국 교수진의 협의에 따라, ‘동아시아의 근대와 전근대’를 전
체 주제로 선정하였고, 동아시아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주제를 역사적 관
점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이번 동경대 하계 프로그램에서는 각국 교수진
이 총 6번의 강의를 제공하여, 학술적 차원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진
행했다. 자유전공학부에서는 김범수 교수와 이하경 전문위원이 강의자로 

피지컬 아스트랄 캠프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The BeST Summer Program in Seoul
 2018 The BeST Summer Program in Seoul은 서울에서 2018년 8월 13
일부터 8월 27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되었다. 서울대학교 학생 4명, 동경대
학교 학생 5명으로 총 9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양국 교수진의 협의
에 따라, 이번 서울 프로그램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전체 주제로 선정하였
고, 동아시아의 평화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주제를 살펴보기로 하였



8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The BeST Winter Program in Seoul

Pan Asia 프로그램 : 2018년 싱가포르국립대 편

  2019년 2월 10일부터 2월 23일까지 총 15일 간의 일정으로 서울대 학생 
15명, 북경대 학생 18명, 그리고 동경대 학생 20명으로 총 53명이 프로그
램에 참여하였다. CAMPUS Asia 단기 프로그램으로는 가장 많은 인원의 
학생이 참여하여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그 어느 때 보다도 열기가 더해졌
다. 3개 대학 교수진의 협의에 따라 겨울 단기 프로그램의 주제는 ‘동아시
아의 변화와 연속성’으로 정하였다. 

 오전에는 주로 어학강의를 통해 학생들이 지역전문가로서 외국어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동아시아의 변화와 연속성을 보
여줄 수 있는 두 번의 강의를 제공하였는데, 통일평화연구원의 천경효 박
사와 자유전공학부의 조준희 교수가 강의자로 참여하였다. 특히 ‘동아시
아의 변화와 연속’이라는 주제에 맞게, 한국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장소와 
한국의 연속을 느낄 수 있는 장소를 방문하였다. 한국의 변화와 관련하여
서는, 그동안 급속하게 발전해온 한국의 대기업을 견학하고, 최근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롯데 타워를 견학하였다. 한국의 연속에 관

 Pan-Asia 프로그램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와 유사한 개념으로 운영
되고 있는 학부 중심 단과대학인 북경대 원배학원, 동경대 교양학부, 홍콩
중문대 선형학원, 싱가포르국립대의 5개 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부생 중심의 학술교류 프로그램이다. 이 교류는 2010년 자유전공학부 
학장단이 북경대 원배학원을 방문하면서 그 단초가 마련되었고, 2011년부
터 실질적 학술교류제의 면모를 갖추었다. 2018 제8회 국제 학생학술교류
대회(Pan-Asia Students Conference 2018)는 싱가포르국립대에서 개최
되었다. CAMPUS Asia 사업과 연계하여 동아시아의 현안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모여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자
유전공학부 학생들이 전체 발표 1등을 수상하였으며, 하위 세부 주제 별 최고 
참가자 상을 이제준, 임태윤, 고승환 학생이 수상하였다. 오는 2019년에는 
서울대에서 행사를 주최할 계획이다.

련하여서는, 한국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엿볼 수 있는 용인 
민속촌을 탐방지로 선정하였다. 3개국의 학생들이 이 장소
들을 방문하여 한국의 역사, 전통 문화와 함께 한국의 새로
운 변화 가능성을 모두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외에
도 다양한 팀별 활동을 통해서 3개국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관심 분야에 따라 세부 연구 주제를 발전시켜, 최종 발표회
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8회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 강좌 개최
 자유전공학부는 2018년 11월 28일 5시, 교수회관에서 제8회 우당 강좌를 
개최하였다. 우당 강좌는 민족의 자주와 억압 없는 세계를 위해 모든 특권
을 버리고 자신을 희생했던 우당 이회영 선생의 유지를 되새기기 위해 지
난 2015년부터 시작하여 제8회 강좌를 개최하기에 이른 것이다. 강연자 힐
러리 바네사 핀첨-성 교수(서울대 국악과)는 “남도의 흥글소리, 정신적 외
상을 치유하다”라는 주제로, 남도 소리에 대한 음악인류학ㆍ여성학적 접근
을 통해, 오늘날 진도 소포리에 전래되는 전통적 민중 음악의 유래와 공동
체내 문화적 기능을 설명했다. 핀첨-성 교수는 2018년 8월에 시행된 자유
전공학부 벼리캠프의 “남도의 맛과 멋” 팀에 합류하여 진도 소포리 현장 학
습을 지도한 바 있다.

다. 특히 이번 서울대 하계 프로그램에서는 서울대 언어교육원과 연계하여 
동경대 학생들과 서울대 학생들 간의 언어교환 활동 및 언어 습득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이처럼 어학에 집중한 활동은 학생들의 언어적 역량을 

배양하여 이들이 향후 아시아 지역 전문가로 거듭나는 데에 
일조하기 위함이다. 또한 현장학습 2회와 다양한 팀별활동 
그리고 발표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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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어바인 분교의 중문
과 마이클 풀러 교수의 해외저명학자 초청 

강연이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2018년 11월 2일 개최되었다. 강연
자의 명망 덕택에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많은 서울대 구성원들
이 관심을 보이고 참석하였다. 강연의 주제는 풀러 교수가 지난 몇 년간 개
척하기 시작한 뇌과학과 중국문학의 학제간 융합 연구였으며, 이는 공개된 

 2019년 5월 22일(수) 5시 멀티미디어 강의동에서 자유전공학부 명사초
청특강이 개최되었다. 이번에는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이 특강자로 나섰
다. 홍석현 회장은 “대한민국 100년, 2048”이라는 주제로, 건전한 세계시
민과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에게 주문하였으며, 한편
으로 개인으로서 꿈을 반드시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꿈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 상상력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홍 회장은 확고한 미래
의 비전을 지닐 때 현대 사회의 극단적 보수와 극단적 진보를 넘어설 전망
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사실만이 변하
지 않는 진리라는 생각으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철학이 요구되며, 
이런 철학과 비전은 시련과 반성을 통해 획득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시종

Matthew Connelly

Michael A. Fuller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매튜 코넬리 교수를 
초빙하여 2018년 12월 19일 220동 202호

에서 해외저명학자 초청 강연을 진행 하였다. 코넬리 교수는 맥아더 재단
의 지원을 받아 컴퓨터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냉전시기 미국의 기밀문서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강연은 코넬리 교수의 바쁜 일
정 때문에 방학 기간으로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220동 202호 강의실이 
만석이 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참석자 중에는 서울대 구
성원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먼 지방 대학에서 참가한 연구자들이 상당수 

해외저명학자 초청 강연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디지털인문학 국제학술회의
 2018년 11월 2일에서 3일까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및 220동 강의실
에서 디지털인문학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디지털 동아
시아학에서 권위 있는 연구자로 인정받는 해외 교수들을 서울대로 초청하
여 국내 연구자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모임의 테마는 텍스트 분
석을 통해 한,중,일 텍스트와 여러 종류의 문체로 존재하는 한문의 전산 분
석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유니코드 문제부터 한시(漢詩)의 분류까지 다양한 

군복학생간담회

명사초청특강 –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지난 1년 간 군복학생 간담회가 두 차례 개최되었다. 2018학년도 제2학기
에는 9월 20일(목) 오후 5시에 열렸고, 2019학년도 제1학기에는 3월 29
일(목) 오후 5시에 개최되었다. 군복학생 간담회는 리더의 책임과 희생을 
중시하는 자유전공학부 교육방침에 따라 2012년부터 시작되어, 병역 의
무를 마친 학생들이 학교에 복학하여 대학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매학
기 개최되고 있는, 전국 단과대학 단위 중 유일의 군복학생 간담회이다. 간
담회를 마친 후 이어진 저녁식사 모임에서는 학부장, 학생부학부장과 학생 

자리에서는 처음으로 진행되는 발표였다. 영어로 강의가 진
행되었고 난해한 내용이 다루어졌지만 다수의 자유전공학
부 학생들과 타 단과대학 대학원생 및 교수들이 경청하였고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토론은 자유전공학부의 명
예교수이자 중문학 전공자인 서경호 교수가 담당하였다.

일관 화기애애하게 진행된 특강에 이어진 기념촬영에서는, 
학생들이 거리낌 없이 홍석현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려는 여
느 특강과 다른 광경이 연출되어 관계자들을 흐뭇하게 했다. 

간에 격의 없는 따스한 대화가 오고 갔다. 특히 3월 29일 개
최된 간담회에는 군 복학생뿐만 아니라 동료학생들도 참석
하여 이들을 따뜻이 환영하고 격려해 주었다. 

있었다. 강연이 예상보다 20분 정도 길어졌음에도 모두들 
열중했고 질의응답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번 강연은 서
울대는 물론 한국 학계에서 ‘디지털 인문학’ 분야에 대한 관
심을 촉진 시키는데 일조 했다고 평가된다.

발표와 원탁회의가 이루어졌고 해커톤을 진행하여 코딩을 
서로 가르쳐 주고 배우는 자리를 만들었다. 국내에서는 서울
대, 서강대, 울산과기대, 그리고 한양대에서 온 참가자들이 
함께 했으며, 해외에서는 미국 시카고대학,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 홍콩 침례대학, 중국 베이징 대학 등 여러 기관을 대표
하는 연구자들이 서울대를 방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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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

동아리 소식

 자유전공학부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찾아 구체화할 수 있
도록 각계의 명사를 만나고, 강연을 듣고 궁금한 점을 직접 질문하고 해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특강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2018년 2학기
와 2019년 1학기에도 20여명의 명사들을 비롯한 자유전공학부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강연과 질의응
답 시간을 가졌다.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이문영 교수는 2018년 10월 16
일에 개최된 특강에서  약학대학 출신으로 러시아 지역전문가이자 평화인
문학 연구자가 된 경험을 들려주면서 두 가지 이상의 전공을 준비하는 자
유전공학부학생들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2018년 11월 13일에는 
열정에 기름 붓기 크리에이터 클럽의 이재선 대표가 스타트업 업계에서 지
금까지 살아남기 위해 했던 많은 노력들과 경험담을 들려주었고, 창업을 
시작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마음가짐과 미디어콘텐츠 시장의 현황에 대

창업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기업 운영을 위한 경영대부터, 기술 개발을 위한 공대까지 다양한 전공
의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술이나 비즈니스보다도,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팀을 
잘 꾸리는 것이 스타트업의 핵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전공의 사람들을 만날 기회는 많지 
않기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인적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표합니다. 

 자유전공학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공은 물론, 관심사와 취미까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
는 곳, 그리고 동시에 끈끈한 유대감으로 뭉쳐있는 곳. 그곳이 바로 자유전공학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전공학부
가 창업의 메카가 될 잠재력이 아주 충분하다고 보고 있으며, 그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유전공학부 내 창업동아리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현재는 창업에 관해 정보를 모으고, 지식을 공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각자 모의 투자를 해 
그 결과에 따라 팀빌딩을 하는 피칭&티밍 데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초창기라 활동이 단조롭고 체계적이지 못하지만, 2학기에는 보
다 체계적이고 재밌는 활동을 해보려고 기획 중입니다.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이 한 데로 어우러져 끈끈한 유대감을 자랑하고 있는 곳, 실전 창업동아리 멜팅팟은 여러 가지 재밌는 활동을 통해 
자유전공학부의 용광로가 되어 많은 스타트업을 배출할 것입니다.

2018.10.23 | 지례예술촌 김수형 대표

콘텐츠의 저주, 
도시재생과 관광산업 이래서 실패한다

2018.09.18 |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차주항 교수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기
2019.03.19 | H&Company 강연희 컨설턴트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그리고 핵심 역량

2019.04.02 | 연합뉴스 임화섭 기자(탐사보도 팀장)

언론, 또 어떻게 변할까?

2019.04.05 | 철원역사문화연구소 김영규 소장

수복지구 철원 사람들의 삶과 애환

2019.04.09 | 롯데홈쇼핑 강현구 전 대표이사 
(현 상근고문)

전공은 이력서에 쓸 수가 없다

2019.04.16 | 한국개발연구원 최정표 원장

20대에 인생의 8할이 정해진다

2019.05.07 | 기획재정부 예산실 박재홍 사무관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김세연

자유전공학부와 공직(公職) / 지상파 광
고 시장의 생태계

2019.05.21 |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재학생
(김은형, 김근호, 박지수, 조재환)

설계전공설명회

2019.05.22 | 중앙홀딩스 홍석현 회장

대한민국 100년, 2048

2019.05.28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한성구 교수

그림으로 보는 전쟁의 편린

2019.05.14 | CJ E&M 최영은 / 삼성전자 홍건희

낭만적 대학 생활과 그 후의 일상/
문과생이 이야기하는 "반도체 산업과 마
케팅"

2019.04.30 | 법무법인 율촌 김하영 변호사 /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이주헌 석사과정생

이공계 출신의 '문송'입문 - 1년차 변호사
의 관점에서 본 전공과 진로 / 음악으로 
공학하는 대학원 가기

2018.11.27 | 한양대 공과대학 김창경 교수 
(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기계와의 전쟁시대에 살아남으려면

2018.11.28 | 서울대 국악과 힐러리 핀첨 성 교수 

남도의 흥글소리, 정신적 외상을 치유하다
2018.10.30 |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졸업생 이규빈

충동이 이끄는 삶

2018.10.16 |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이문영 교수

경계에서 길 찾기 : 러시아와 평화인문학

2018.10.02 |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서경호 명예교수

직업으로서의 교수

2018.11.06 |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이융남 교수

고생물학의 즐거움

2018.11.13 | 열정에 기름 붓기 크리에이터 클럽 
이재선 대표

스타트업을 한다는 것과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 대하여

2018.11.20 |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전기화 박사과정생

인문대 대학원생, 어떻게 사는가?

2018학년도 2학기 2019학년도 1학기

멜팅팟

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궁금
증을 해결해주었다. 2019년 4월 9일 특강에서는 롯데홈쇼
핑 강현구 전 대표이사가 학부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마케
팅 분야로 입사하여 인터넷 쇼핑과 홈쇼핑 분야의 선구자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공유해주었다. 전공보다는 삶의 태도가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며, 전공은 학과의 장벽 안에 정
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길잡이이고, 살
아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전공을 찾아갈 수도 있으며, 내가 
스스로 남들에게 말할 수 있을 때 진짜 내 전공이 되는 것이
라는 내용으로 연륜 있는 시각을 제시해주었다. 그밖에 자
유전공학부에서 특강을 해 준 명사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11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 유일의 베이킹 동아리 캄보딜라이트입니다. 저희는 대략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진행되는 빵 판매를 통해 수익금을 내고, 그 수익금을 캄보디아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디저트 탐방을 통해 동아리원들의 친목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4월 15일, 캄보딜라이트의 1학기 빵 판매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캄보딜라
이트의 빵을 사랑해주시고, 캄보디아의 아이들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기부해주신 모
든 교수님들과 학우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판매를 포함하
여, 지난 몇 차례의 빵 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은 전액 목적에 맞게 기부될 수 
있도록 현재 가장 적합한 기부채널(NGO 단체 등)을 조사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에 조사를 완료해 기부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판매되었던 슈가볼 쿠키, 얼그레이 스콘, 오레오 머핀, 카야잼 토스트 모두 인
기가 많았지만, 구매 후 주변에서 주신 여러 피드백과 총 판매 수량 등을 참고하여 다
음 판매 때 더욱 맛있는 빵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에 재정비한 페이스북페이

지(@cambodelight)와 새롭게 개설한 인스타그램 계정(@cambo_delight)에서의 설문 등을 통해 모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다음 베이
킹에 활용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해주실 피드백이 있는 분들은 캄딜 동아리부원, SNS 등의 방법뿐만 아니라 편
하신 모든 방법으로 전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판매 때는 더욱 발전되어 있을 캄보딜라이트를 지켜봐 주시고, 계속해
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소속의 통일법학회입니다. 통일법학회
는 2018년 2학기에 만들어진 신생학회로, 현재는 자유전공학부 가등록 동아리 상태
로 정식 동아리 등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통일법학회라는 이름만 들었을 때는 무
엇을 하는 곳인지 느낌이 안 오실 거 같은데요. 말 그대로 통일법을 함께 공부하는 동
아리입니다. 이번 학기의 경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효원 교수님이 저술하
신 통일법 개론서를 읽고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남북교류와 통일에 이슈가 되는 법률
을 공부하고, 통일 한반도의 헌법은 어떻게 제정되어야 할지 공부하고 토론합니다.
 법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하니 법적 지식이 있어야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드실 수
도 있는데요. 모르는 법률용어가 나오면 모두 합심하여 찾아보곤 합니다. 통일법학회
는 개론서와 연구논문 등을 바탕으로 위에 말씀드린 이슈를 공부하고 생각을 나누는 
공간이니 관심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학회활동은 매주 수요일 19시 30
분부터 21시까지 통일법 개론서를 바탕으로 발제하고 토론하는 형태로 이뤄지는데

요. 발제 외에도 연사 초청, 견학, 대회 참가 등 다양한 형태로 학회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학회 중간에 뒤풀이 자리도 마련하여 학회원들 
끼리의 친목도모 역시 가능합니다. 통일, 평화, 남북교류 혹은 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통일법학회에 들어오셔서 함께 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유전공학부 소속 서울대 유일의 남성댄스동아리 사자후입니다. 사자후
는 K-POP, 어반, 창작 안무 등 다양한 장르의 춤을 추는 댄스 동아리입니다. 저희 사자
후는 매 학기 동아리 정기공연, 서울대학교 봄, 가을 축제의 폐막제 공연, 서울대 춤동
아리 연합공연, 단과대 새내기 배움터 공연 등 다양한 공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엠티와 여름, 겨울 여행, 뒷풀이 등의 친목 활동을 통해 아주 끈끈한 정을 가지
고 있는 동아리이기도 합니다.

사자후는 이번 19년도 1학기 역시 많은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3월에 신
입 6기 부원 리크루팅을 진행하여 20명 정도의 부원을 새로 모집하였습니다. 또한 
총 3번의 공연을 하였는데, 우선 3월 5일 서울대학교 9개의 춤 동아리가 참여한 연합
공연에 참여하여, 학생회관 앞에서 버스킹 공연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5월 
2일 서울대학교 봄축제 폐막제에서 15분 가량의 K-POP 방송댄스를 선보였고요. 가
장 최근인 5월 21일에 사자후 제 5회 정기공연 ‘Love Letter form HOO’에서 38명의 

부원이 모두 참여하여 14곡의 멋진 공연을 관객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저희 사자후는 이번 여름 방학에 7기 신입 부원 리크루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남자 부원만을 뽑는 춤돌이와 남녀불문의 멋진 공연을 만
들어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는 공연기획팀 모두 모집합니다. 자세한 리크루팅 일정은 사자후 페이스북 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캄보딜라이트

통일법학회

사자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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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전공학부 보드게임 동아리 BGM입니다. 저희는 2018년 겨울 몇 명의 보드게임 번개에서 출발
해 2019년 만들어진 신생 동아리입니다. 언제나 원할 때 누구든지 부담 없이 놀 수 있는 편한 동아리를 지향하
여 상시로 220동에서 보드게임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로드 ZERO!! 저희는 이번에 자유전공학부 학우들의 소소한 즐거움을 위하여 보드게임 대여 사업
을 시작했는데요. 보드게임을 즐기고 싶은 누구에게나! 6시간 동안(조정 가능)! 3개를! 대여료 2천원에 빌려드

리고 있습니다. (보드게임 관리와 구입을 위해 약간의 사용료를 받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려요...^^) 많은 이용 부탁드려요!! 

BAB 안녕하세요. 자유전공학부 어쿠스틱밴드 BAB입니다. 올해 9기째 신입을 맞이했습니
다. 명불허전(?)의 실력을 바탕으로 매년 꾸준히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
도 서울대학교 신입생 전체 오티 무대에서도 공연하고 규모가 어마어마한 공대 새터
에 가서도 공연했답니다. 매학기 정기공연과 버스킹 행사를 갖고 있어요! 음악을 좋
아하고 공연을 사랑하는, 문화를 즐길 줄 아는 당신! BAB에 지원하세요! 

Q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현재는 흔히 ‘스타트업’이라고 불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졸업 학기 때 자유전공학
부 친구들하고 창업을 한 번 하였었는데 여러 
미숙한 점들이 있어서 1년 정도 후에 정리하게 
되었고, 현재 회사는 다른 팀을 구성해 4년 전
에 창업을 하였습니다. 
 혹시 서울대 학생들이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
들에게 온라인으로 과외 수업을 할 수 있는 ‘수
파자’라는 서비스를 들어본 적 있나요? 그 서비

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상교육 소프트웨어를 현재 경영하고 있는 회사에
서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수파자와 같은 교육서비스 외에도 원격 의료 상
담, 경영 자문, 법률 자문 등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올해는 회사가 기술 개발의 시기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출하는 시

기입니다. 특별히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기업으로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현재 하는 회사가 무사히 미국 시장에 정착하고, 그 
시장 내에서 사랑받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기업으로서 성과가 좋아서 미국에서 상장
까지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후회 없는 모습일 것 같
습니다.

Q 후배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려요!

 실패의 중요성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학교 다니면서 수도 없는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렇지
만 대학생이었기에 실패를 하더라도 크게 다치지 않고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회사 경영
을 하면서 많은 실패를 합니다. 하지만 대학교 때 경험들을 
통해서 비교적 빠르게 실패했을 때 회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졸업생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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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뷸러스 밴드
 반갑습니다! 저희는 자유전공학부 소속 락밴드 패뷸러스 밴드(Fabulous band)입니
다. 유일한 자전 순혈 밴드인 패뷸러스 밴드는 자전인들 사이에서 ‘패배’라는 약칭으
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유전공학부 설립과 그 역사를 같이하는 패뷸러스 밴드는 매 
학기 정기 공연을 통해 동아리 구성원에게는 음악 분야에서 자아 성취의 기회를, 관
객들에게는 무료로 수준 높은 공연을 즐길 기회를 제공합니다.

 패-배만의 고유한 특징은 자유전공학부 순혈이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패배가 
흥 많고 열정 넘치는 구성원들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1,2 학년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매 봄 학기에 한 번, 자전 새내기 12명만을 선발하며 3학기 정규 활동이 
원칙이기에 패배는 젊고 에너지 넘치는 동아리원들이 이끌어 나갑니다. 패뷸러스 밴
드는 봄 학기에 한 번, 가을 학기에 한 번 정기 공연을 엽니다. 특히나 봄 학기는 사
비를 들여 신촌 또는 홍대 공연장에서 엄청난(패뷸러스한) 공연을 올리는데요, 이번 
2019년 봄 학기에는 6월 4일 화요일 7시, 신촌 퀸라이브홀에서 패배를 만나실 수 있
으니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B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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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유전공학부를 통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
었나요?

 저는 자유전공학부를 통해 여러 전공을 접해
보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크게 ‘지능을 이해하고 
구현하는 것’을 저의 핵심 지향으로 삼았으며,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전공을 선택하든 나만의 
공부 관점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학부 과정에서 인공지
능에 초점을 두고 제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
었습니다.

Q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저는 석사과정을 마친 이후 온라인 게임 기업인 NCSOFT의 AI Center에

Q 자유전공학부에서 설계전공을 선택하기까지 
어떤 고민을 했나요?

 대학생활에서 가장 큰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
오는 선택은 전공과 진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외교학이랑 학생설계전공 ‘사회소통학’을 전공
했습니다. 외교학은 선택하기 비교적 수월했으
나, 좀 더 고민이 되었던 부분은 설계전공을 신
청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
께 ‘한배’라는 동아리를 설립해서 정치/사회 이
슈에 대한 공론장을 만들고 지역 정치인들, 시

민 단체와 연계활동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제 나름대로의 질문들이 
몇 가지 생겼고, 궁극적으로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사회 구성원들이 
공존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변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
회소통’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공부하기 위해, 언론정보학과, 심리학과, 정치

학과, 인류학과, 경제학과, 철학과, 종교학과 등의 관련 수업
을 듣기 위해 ‘사회소통학’ 전공을 설계했습니다. 

Q 전공에 대한 많은 고민을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
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저는 저에게 주어진 선택지들을 직접 경험해봄으로써 하나
씩 지워가는 방식으로 대학원에 진학했고, 현재 서울대 언
론정보학과 석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석사를 마친 후에는 
박사 유학을 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Closing a door opens 
so many other doors. 선택 하나를 하고 나면, 또 수만 가
지 선택지가 눈앞에 나타나더라고요. 대학원 오기 전보다 
온 후에 내린 결정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 선택
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서 전문연구요원 신분으로 대체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
는 AI Center 산하의 다양한 연구실 중에서도 게임 인공지
능 연구실의 강화학습 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강화학습팀
은 심층 신경망과 강화학습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법을 활용
하여 NCSOFT의 게임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연구를 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자사 게임 중 하나인 Blade & Soul에서 1
대 1 전투 컨텐츠를 학습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기도 했습
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팀에서 구현한 인공지
능이 프로게이머와 대등한 경기를 펼칠 정도로 실력을 키우
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고, 올해도 작년과 같이 흥미로우
면서도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
고 있습니다.

학부생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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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형욱(’12) | AAAI 학회지 논문 게재  남형욱 학생은 2019년 전미인공지
능학회(AAAI) 학회지에 “Number Sequence Prediction Problems for 
Evaluation Computational Powers of Neural Networks”라는 제목의 논
문을 게재하였으며, 자유전공학부 졸업생 김세광(’12)이 제2저자로 참여하
였다. 해당 연구는 2017년 자유전공학부 자율연구 1&2에서 수행한 “인공
신경망을 이용한 숫자 수열 예측” 연구를 심화시킨 것이다.

* 박지수(’15), 윤정찬(’17), 김근호(’17) | 2018 전국 대학생 통일토론대회 최우
수상 수상 자유전공학부 박지수(’15), 윤정찬(’17), 김근호(’17) 학생은 2018 
전국 대학생 통일토론대회 수도권대회에 ‘스누유니피스’ 팀의 일원으로 참
가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대학 사회 내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
고하기 위해 개최된 해당 대회의 결선에서는 “한반도 평화, 종전선언이 우
선이다”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우승자에게는 통일부장관상 및 
상금 100만원이 수여되었다.

* 김대연(’11) | 제18회 국제법 논문경시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외교부와 대한
국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8회 국제법 논문경시대회에서, ‘4.27 판
문점 선언의 국제법적 성격’을 주제로 연구한 김대연 학생에게 최우수상이 
주어졌다. 1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정평 있는 학술대회인 해당 대회는 새

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등용하는 장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
으며, 역대 수상자들 상당수가 관련 분야로 진출한 바 있다.

* 박재인(’15) | ‘학부생 연구지원사업’ 우수 연구과제 수상  2018
년 학부생 연구지원사업에서 박재인 학생의 연구주제인 '한
국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제의 평의절차 합리성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가 우수과제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우수과제
에는 총장상이 수여되며,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비 및 연
구수행확인서 발급 등의 지원이 주어진다.

* 여창준(’17), 윤정찬(’17) | 제5회 통일모의국무회의 최우수상 
수상
  여창준(’17), 윤정찬(’17) 학생이 타학부 학생들과 함께 제
5회 통일모의국무회의에 참가하여 최우수상(1위, 통일부장
관상)을 수상하였다. 두 학생이 속한 팀(팀장:윤정찬)은 통
일 이후 에너지전력 생산과 공급 구조를 구상한 “통일한국 
스마트 E 정책”을 제시하여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
다. 본 대회는 (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가 주최하
고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후원하였다.

10학번 손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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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교수는 “혈육에서 경계인으로: 1980년대와 1990년대 재일동

포의 표상과 한국 민족주의”라는 제목의 논문을 『정치사상연구』 제24집 2
호(2018년 11월)에 게재하였고, “Are North Korean Compatriots ‘Korean’? 
The Trifurcation of Ethnic Nationalism in South Korea during the 
Syngman Rhee Era (1948~60)”라는 제목의 논문을 미국 콜럼비아 대학에
서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Journal of Korean Studies v. 24, no. 1 (2019년 
3월호)에 게재하였다. 김범수 교수는 현재 자유전공학부 캠퍼스아시아 사업
단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센터장, 시흥캠퍼스운영기획단 교
육분과 위원, 기초교육위원회 위원, SNU in the World Program 운영위원 등
을 맡고 있으며 한국정치사상학회 총무이사, 한국국제정치학회 연구이사 등
을 맡고 있다. 

* 양일모 교수는 『40 주제로 이해하는 윤리와 사상 개념 사전』(공저), 『윤

리와 사상』(교과서, 공저), 『한국 인문학 정책 연구: 성찰과 대안』(정책보고, 
공저)을 간행했다. 논문으로는 『한학에서 철학으로–20세기 전환기 일본의 
유교 연구』(한국학연구 49, 2018)를 게재했다. 중국 니산신유학논단에서 『행
동하는 군자』,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학술대회에서 『사회주의 시민사회론』, 
The Berggruen China Center 워크숍에서 Review: “Tianxia is universal?”를 발
표하는 등 국내외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 6회 참여하였다.
 연구과제로서 통일연구원의 『일본의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인식조사와 
연구동향』(용역 책임), 서울대학교 일본학연구소의 『근대 일본의 학지와 한학
의 재편』(책임), 일본 학습원대학의 『천연론 일본어 역주』(공동)에 참여하였
다. 외부 봉사활동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특별위
원장, 한국동양철학회 부회장, 국제퇴계학회 이사 등을 맡고 있다.

* 유화종 교수는 2018년 9월 1일에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에 임용되었

다. 2018년 10월에 서울에서 열린 대한수학회-독일수학회 공동주최 학회
에서 발표하였고, 2019년 6월엔 북경에서 7월엔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국제
학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2건의 국내 초청강연(포항공대, 유니스트)
과 2건의 국내 초청 강연시리즈(서울대 4시간, 포항공대 8시간)를 하였다. 
연구과제로는 “보형곡선의 산술에 대해” (서울대 산학협력단, 2018~2019
년)와 “보형곡선의 자코비 다양체의 꼬임 유리수점에 관해” (한국연구재단, 
2019~2022년)가 있다. 논문으로는 “The action of the Hecke operators on 
the component groups of modular Jacobian varieties”가 SCI 저널(Pacific 
Journal of Mathematics)에 실렸고(2018년 10월), “Non-optimal levels 
of a reducible mod l modular representation”이 SCI 저널(Transactions 
of the American mathematical society)에 실렸다(2019년 3월).

* 이상민 교수는 교내 보직으로 자유전공학부 교무부학부장(2018년 3월 

1일부터 2년간)과 서울대학교 연구운영위원회 위원(2018년 2월 12일부터 2
년간)을, 학외 활동으로 한국물리학회 IUPAP 소위원회 간사(2019년 1월 1일
부터 2년간)와 한국-CERN 이론물리 협력사업 운영위원(2019년 5월 8일부
터 3년간)을 맡고 있다. 
 논문으로는 “The Simplest Massive S-Matrix: from Minimal Coupling 
to Black Holes”(공저)를 고에너지물리학저널(JHEP)에 게재하였다(2019
년 1월). 또한 2018년 12월, 중국 북경 칭화대 Yau Mathematical Sciences 
Center에서 초청 강연을 하였고, 2019년 7월에는 아일랜드 Trinity College 
Dublin 개최 예정인 “Amplitudes 2019” 학회에서 초청강연을 할 예정이다.   

* 장대익 교수는 2018년에 “Desires of Future: Android, Cyborg, and 

Network”를 5 Designing Media Ecology에 발표했고, 「역겨움의 도덕적 
지위에 관하여」(공저)를 『철학연구』에 게재했으며, “Mate value at a glace: 

Facial attractiveness reveals women’s waist-to-hip ratio and men’s 
household income”(공저)를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5호에 발표했다. 2018년 7월 “Human Behavior and Evolution Society” 
학술대회(네덜란드)에 참석하여 “Women with competitive partner 
cooperative with other fertile woman under male-threat context”를 발
표했고, 제72차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누가 왜 피해자를 비난하
는가?: 개인의 생아사 전략이 피해자 책임 전가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으
며, 「마음은 기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신 기술의 심리학을 위한 제언」 초
청강연을 했다. 2019년 1월부터 한국인지과학회 회장을, 3월부터 서울대 인
지과학연구소 소장을 맡았다. 『공존과 지속』(공저)과 『아이가 사라지는 세상』
(공저)를 출간했다.

* 조준희 교수는 2018년 9월 1일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부임하

고, 새롭게 관악과 서울과 한국에서 가르치고 연구하는 생활에 적응 중이
다. 지난 가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주최하는 국제학술대회 “세계사 속의 
왕실문화를 다시보다”에서 15세기 부르고뉴 궁정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어
서 미국 16세기 학회 학술대회(Sixteenth Century Society Conference)에
서 “Foreign Prince, Native Court, and the Ruptures of Commerce in the 
Burgundian Netherlands, 1477-1506”를 발표했다. 올 여름에는 네덜란드 암
스테르담 대학출판부에서 호이징하(Johan Huizinga)의 고전 『중세의 가을』
(Herfsttij der Middeleeuwen) 출간 100주년에 맞춰 출판하는 Rereading 
Huizinga: Autumn of the Middle Ages, a Century Later (2019)에 
“The Forms behind the Vormen: Huizinga, New Cultural History, and the 
Culture of Commerce”라는 제목의 논문을 실었다.

* Javier Cha 교수는 2018년 6월에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DH2018 디

지털인문학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했고 Digital Library Perspectives 
저널에 논문을 출간 하였다. 11월에는 디지털 동아시아학 분야에서 각광 받는 
해외 학자들을 초청하여 국내 인문학자들과 교류하는 디지털인문학 국제학
술대회를 기획하였다. 또한 학제간 연구로 유명한 해외저명학자 두 분을 초
청하여 자유전공학부에서 강연을 개최하였다. 연말에는 서울대 빅데이터연
구원 데이터사이언스진흥 사업의 후원을 받아 자유전공학부 학생 두 명과 조
선시대 과거 급제자 명단을 10만개의 노드로 구성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전환하여 다단계로 관계중심의 쿼리가 가능하게 하는 작업을 추진
하였다. 자유전공학부 <창의융합세미나> 교과목을 디지털인문학 수업으로 
시도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고, 홍콩, 마카오, 선전 지역을 답사하는 <세계체
험학습> 프로그램을 주관하여 학생들과 함께 해당 지역을 다양한 학문 분야
의 관점에서 조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 한경구 교수는 부천시로부터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가입에 기여

한 공로로 명예시민증을 받았으며 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의 지원으
로 <주제탐구세미나4 세계시민, 애국시민, 민족주의> 강의를 개발하였고 한
국문화인류학회 연례대회(6.9)에서 “유네스코창의도시와 발전의 문화인류
학”을 발표하였다.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워크숍(6.13)에서 “The 2005 
Convention and its impact on the Republic of Korea” 기조강연을 하였으
며, 제주포럼(6.28)에서 유네스코 비전 세션 사회 및 발표를 맡았다. 8월에는 
진도와 전주를 방문하는 ‘남도의 멋과 맛’ 벼리 캠프를 운영하였고, 포항공대 
총동창회에서 창의성 교육 특강(9.1)을 했으며, 류큐-오키나와 국제학술대회
(9.14) 종합토론에 참가하였다. UCLA에서 개최된 재미한인 심포지엄(11.9)에
서 “Mainstreaming Transnationalism”를 발표하였고, 외교부의 유네스코 협
력비전 포럼(11.13)에서 기조발표를 맡았다. 재외동포 이해제고를 위한 전문
가 간담회(12.19)에도 참석하였다.

교수 동정 및 연구소식



발전기금 약정과 동시에 서울대학교발전후원회의 회원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참여신청서

해당되는 항목에 □∨ 표시 및 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본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팩스, 이메일, 문자로 전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1. 기본정보 ☐ 기부 내역 공개를 원하지 않음

성명 [회사(단체)명/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양력 □ 음력
년 월 일

우편수령주소 □ 자택 □ 직장 연락처 직장정보
주소: 휴 대 폰:

이 메 일:
자택번호:
직장번호:

직장명:
부 서:
직 위:

□ 동문 □ 학부모 □ 교직원
학과(특별과정):
입학년도(기수):

학생성명:
학부(과):
입학년도:

부서:
직위:

3. 납부방법 (택 1)
무통장 입금 □ 자동이체(CMS) □ 신용카드 □ 체크카드 기타

예금주: 서울대발전기금
□ 농협 079-17-000136
□ 신한 100-014-328209
□ 우리 1006-601-280134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이 체 일: ( )일

※이체일미기재시 임의설정

카드 명:
카드번호:
유효기간: 년 월
결 제 일: □ 10일 □ 20일

□ 교직원 급여공제
□ 지로입금
용지를 보내드립니다.
(지로번호 7514340,
www.giro.or.kr)

4.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고지사항 고시

필수 정보
회원 확인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 정보 수집 및 제공 :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성명, 필수연락처, 필수주소, 약정금액, 납부방식(일시납, 분할납), 기금용도 지정, 기부금 원금 보존 여부, 무통장입금,
자동이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이체일), 신용카드(카드명, 카드번호, 유효기간), 지로입금, 교직원 급여공제

선택 정보
회원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 정보 수집 및 제공 :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동문(학부(과), 입학년도), 학부모(학생성명, 학생학부(과), 학생 입학년도), 교직원(부서), 기타, 우편물 수령주소(자택, 직장),
생년월일, 이메일, 자택 전화번호, 직장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직장명, 부서, 직위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기부영수증 발급 및 예우목적) 정보 수집 및 제공 :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정보제공 기부금 납부 및 예우·모금통계를 위한 제3자 정보제공 정보 제공 및 공개 :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자동이체, 신용카드 결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구성하는 각 기관의 별도 기부자 예우 및 모금 통계

※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근거 : [필수정보, 선택정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고유식별정보] 소득세법 제160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208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법인세법 제112조의2 등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의 작
성․보관 의무 준수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수증 및 예우품 발송 등 기부자 관리 서비스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서울대학교연구공원본관

(940동) 2층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Tel: 02-880-8004, 02-871-8146 Fax: 02-872-4149

문자: 1666-2930 *작성한 참여신청서를 휴대폰으로 찍어

문자로 보내주세요

E-mail: snuf@snu.ac.kr Homepage: www.snu.or.kr

서울대학교발전기금조성에참여하고자위와같이출연할것을약정합니다.

년 월 일

약정인 (서명)

2. 약정정보

희망사용처 □ 자유전공학부 미래인재양성 발전기금(자유전공학부 위임)

약정금액
□ 정액후원 일금₩ 원

□ 일시납 년 월 일
□ 분할납 년 월 ~ 년 월( 회 분납)

□ 정기후원 매월₩ 원씩 년 월부터 정기자동이체
※기부금 원금을 보존하여 발생하는 이자(과실금)로 지원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 네 (원금보존) □ 아니오 (원금사용)

기금명칭 ※약정액이 일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기부동기
(남기고픈 말)



발전기금 기부 안내

예우 프로그램

나눔의 가치

헌신의 가치

“경계를 넘어 미래로”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가 세계 일류 대학으로 도약하도록 대학발전기금 조성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실천의 가치

여러분께서 출연해 주시는 기부금은 자유전공학부의 교육활동 및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 등에 사용되며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됩니다. 
현재까지 후원해 주신 발전기금은 자유전공학부의 시설 및 설비확충, 새로
운 교육프로그램 개발, 장학 및 복지 등에서 유익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세제 혜택

개인: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 또는 종
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내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0만원 이하는 기부금의 15%, 초과
분은 기부금의 30% 세액 공제) 

법인: 법인세법에 따라 연간 이익 금액의 
50% 범위 내 손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다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이 마련한 혜택입니다.

자유전공학부 기금관련 문의처 
ㆍTel: 02-880-9537  

ㆍE-mail: cls@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