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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전공학부 첫 졸업생 배출

2013년 2월 25일 제67회 서울대학교 학위수여식이 열렸

첫걸음을 내딛는 학생들에게 축하와 격려인사를 전했으며

다. 이날 자유전공학부는 설립 이후 4년 만에 24명의 1회 졸

자유전공학부 첫 졸업생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행동할 것을

업생을 배출했다. 2012년 김민석(생물공학) 학생이 3년 만에

강조했다.

조기졸업으로 학부과정을 마친 바 있으나 4년 정규과정을 이
수한 학생들로서는 첫 졸업식인 셈이다.
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제1회 자유전공학부 학위수여식에서

올해 졸업식에서는 정의진 학생(외교학·지리학)이 수석
졸업의 영광을 안았으며 그 외 7명의 최우등 졸업자와 9명의
우등 졸업자가 수상하였다.

서경호 학부장은 지난 4년간의 학교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한경구 교수 학부장 취임
자유전공학부 한경구 교수가 2013년 3월 1일자로

재직 중이다. 현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이며 한국

자유전공학부 학부장으로 취임했다. 한경구 교수는 1978년

국제이해교육학회, 한국이민학회, 재외한인학회 회장,

본교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인

한국문화인류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류학 박사를 취득했다. 2009년부터 자유전공학부 교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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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소식지 발간에 즈음하여
서울대 자유전공학부는

전공학부가 왜 하필이면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

창의적이고 자율적이며 인류

미래에 어떠한 모습으로 진화해야 하는지, 그러기 위해 필요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글

한 조건들은 무엇이고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지원과 합의의 도출이 필요한 것인지 등이 명확히 드러날 것

목표로 2009년 3월에 설립

이라 기대합니다.

되어 신입생을 맞은 이래, 서

자유전공학부장

한경구

경호 전 학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학생들은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하여 여러 전공을 선택

구성원들의 노력과 학교 당

하거나 만들어서 공부를 하며 자유전공학부 학생으로 졸업합

국의 지원에 힘입어 착실히

니다. 문과·이과 구별 없이 차이와 다양성으로부터 서로 배

발전해 왔습니다. 2012년 2

우고 도움을 주며 학부 시절부터 경계를 넘나들며 자신의 세

월에 조기졸업생 1명, 2013년 2월에 졸업생 24명을 배출하

계를 창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였고 현재 재적학생 774명, 전임교원 7명(외국인 교수 1명 포
함)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요즈음 많은 사람들이 창의성과 혁신을 강조하면서 경계를
넘는 학제적 공동연구와 융합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전공학부는 설립 초기부터 전임교수를 확보하고

만, 정작 이를 위한 학부 교육의 모델은 후퇴하고 있는 것처럼

고유한 교과과정을 운영하면서 능동학습(active learning)과

보이기도 합니다. 일부 대학의 경우 자유(자율)전공학부가 전

밀착지도를 통한 교육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학내외로

임교수도 고유한 교과과정도 없이 운영되다가 폐지되거나 고

부터“설립 목적에 따라 충실히 운영되고 있다”
는 긍정적인

시 및 전문대학원 준비반으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일도 일어나

평가와 함께“자유로운 영혼들을 키우는 곳”
이라는 따뜻한 격

고 있습니다. 한편 학부제 모집은 성공적 정착을 위한 노력과

려도 받고 있습니다.

준비 부족으로 진통을 겪다가 실질적으로는 학과별 모집으로
회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기학과 쏠림이 그 원인이라고는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는 지난 4년간의 정착 단계를 마

하지만 이는 처음부터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무리하면서 우리 학부 구성원들은 앞으로의 각오를 새로이
할 겸, 그동안 미루어왔던 소식지를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자유전공학부는 신입생 전원을 위한

립 초창기에는 내실을 다지기에 너무나 바쁜 나머지 대외홍

<전공설계 1> 수업의 신설, 전공박람회 행사의 확대, 멘토링

보 등 실상을 제대로 알리려는 노력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

프로그램, 각종 특강 및 방문 프로그램, 면담 지도 강화 등 다

니다.

양한 노력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자부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자유전공학부는 대한민국에서 고등교

하지만 자유전공학부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혁신적인 교육 모델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학내외의 많

육의 혁신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를 헤아리는 시금석이라 하
겠습니다.

은 분들과 학부의 비전과 사명을 공유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동안의 노력과 성취,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와 고민 등을 솔

자유전공학부 구성원들은 이러한 시도의 중요성을 깊이 인

직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한편, 학부가 당면한 과제 등을 같

식하면서 초기의 성공적 정착에 만족하지 않고 학내외의 관

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심을 가진 인사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학부의 발전을 위

통해 이론상 가능한 여러 다양한 제도와 형태, 교과 및 비교

해 노력하겠습니다. 엄정한 비판과 함께 따뜻한 충고와 격려

과 프로그램, 인적 구성과 조직의 모습 가운데 서울대 자유

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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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의 글

자유전공학부 소식지 발간을 축하하며
자유전공학부 학부장님의 요청에 못이겨 학생들의 무한하고도 건강한 지적 성장을 바라는
마음에서 조심스레 몇 마디 말씀을 드린다. 자유전공학부가 갖고 있는 독특한 자랑거리는 학생
들이 교수진 및 여러 선생님들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이
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유전공학부 교수님들은 상담과 대화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전
문가들 앞에 선뜻 조언의 말을 꺼내기란 쉽지 않아 무척 망설이다가 이 글을 쓴다.

프로이드(Sigmund Freud)는 보통 사람들의 경우 행동의 70%가 무의식에 의해 지배당한다
고 했다. 그러나 나는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에게 프로이드의 이야기와는 정반대로 행동할 것을
원한다. 나는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라면 자신이 하는 행동들의 70%가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

김성복

의식을 갖고 행동하기를 기대한다.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도적이고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초빙석좌교수,
뉴욕주립대 알바니대 역사학과 석좌교수

끊임없이 사고하기를 바란다.

이와 같은 삶의 태도가 몸에 배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적과 신문 혹은 음악, 영화, 공연 등의
문화적 활동을 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나는 평생을 학자로 살면서 다른 어떤 매체들보다 책
을 사랑했다. 때론 책들의 내용이 구질구질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변함없이 책을 가까이 했다.
자유전공학부 교수님들께는 우리 학생들이 그들이 천성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하는 능력을 최대
한 발전시켜 그들의 상상력을 높이 펼칠 수 있게 해 주기를 바란다. 글쓰기 역시 사고력을 키우
는 좋은 방법이다.

우리가 접하게 되는 정보란 유용하다. 하지만 그것이 저절로 지식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책과 공유하고 선생님과 친구들과 자유롭게 교류하면서 정보를 지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
다. 정보라는 것은 본래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집단적 성격이 있는 반면에 지식이라는 것은
극히 개인적이며 그래서 값지고 위대한 것이다. 지식이란 지적 활동의 소산이라 볼 수 있다.

비록 나는 고국과 떨어져 먼 곳에 있으나 항상 마음으로 자유전공학부와 우리 학생들이 무한
한 지적 성장과 창의적인 꿈을 펼치도록 응원하는 바이다.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
의식을 갖고 행동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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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소식

자유전공학부 발전기금으로 햇볕도서관 개관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자유전공학부는 후원자
여러분께서 출연해 주신 자유전공학부 발전기금을 재원으로
220동 3층에 햇볕도서관을 설치했다. 2013년 5월 15일 열린
개관식에는 한경구 학부장, 김범수 학생부학부장, 신의항
교수, 이상민 교수, 장대익 교수와 학생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햇볕도서관 개관을 축하해 주었다.
자유전공학부는 앞으로도 후원자 여러분께서 출연해 주신

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개
선, 확충 및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고자 한다.

2013년도 오리엔테이션 및 새내기 배움터
자유전공학부는 2013학년도 신입생들이 능동적으로 학교
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수시 합격
오리엔테이션은 2012년 12월 18일에, 정시 합격 오리엔테이
션은 2013년 2월 18일에 진행됐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신
입생들은 자유전공학부의 소개와 교과과정, 장학금, 수강신
청 방법 및 각 시설 이용 방법 등에 대해 안내받았다. 신입생
들은 또한 질의응답 등을 통해 대학생활 및 자유전공학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새내기 배움터는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충청북
도 보은 서당골에서 실시됐다. 신입생 160여명이 참여하였고
학생들의 멘토가 되어줄 재학생 대표들과 김범수 부학부장이
참석하여 환영인사를 전했다. 자유전공학부 소속 각 동아리

들이 축하 공연을 펼
쳤고 신입생들이 선
배들로부터 대학생활
에 필요한 정보들을
조언 받는 프로그램
이 진행됐다. 이밖에
도 페미니즘 및 양성
평등 안내, 다양한 대학 정보 안내 등을 통해 신입생들은 입학
전,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충분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 더
불어 선배들과의 돈독한 시간을 통해 자유전공학부 학생으로
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면서도 교우들 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했다.

2012년도 전공박람회 개최
자유전공학부는 모
든 학생이 2개의 전공
을 선택하도록 지도하
고 있다. 2회 이상의
정규학기를 이수한 후
수십 개의 전공 중 2개
의 전공을 선택하는 학
생들에게 세심한 전공 탐색 과정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자유
전공학부는 여러 전공에 대해 탐색할 기회가 많지 않은 학생

들에게 전공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1회 전공박람회
를 실시하고 있다. 2012년 10월 12일에 진행된 제 3회 전공박
람회에는 서울대학교 내 88개 전공학과 중 총 45개의 전공학
과에서 해당 전공 소속의 학생들을 멘토로 추천·파견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학생들은 여러 전공에 대한 교과과정을
비롯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전공 선배로부
터 직접 진솔한 체험담을 듣는 등 귀중한 기회로 활용했다. 총
538명의 학생들이 참여했고 타 단과대에서도 관심이 있는 학
생들이 많이 참여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2013년도 <전공설계1> 체험학습 및 명사초청 특강
자유전공학부
는 전공필수인
<전공설계1> 과
목을 통해 신입
생들에게 전공
선택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
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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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수
업의 일환으로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경북 안동에 위치
한 한국국학진흥원에서 1박 2
일 체험학습을 진행하였으며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 김
병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장, 김하중 前통일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초청하여 전공 선택 및 대학 생활과 관련한 조
언을 듣는“전공설계 Insight”프로그램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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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연구소 인턴십 협약
자유전공학부는 시
민환경연구소와 상호
협력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협약을 맺
었다. 협약식은 2013
년 3월 14일 프레스
센터에서 시민환경연
구소 윤준하 이사장과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한경구 학부
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은 2013

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진행되며 학생
들에게 환경과 관련된 각종 현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환경연구소는 4월 18일 학생들의 인턴십 활동에 앞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연구소 인턴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와 함께 시민환경연구소의 20년 발자취에 대한 내용으로 진
행됐다. 학생들은 환경관련 전문기관에서 환경 분야를 비롯
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팀이 되어 환경 운동의 전문성
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군 복학생 간담회 개최
2013학년도 1학기 군 복학생 간담회가 3월 21일 220동 회
의실에서 20여 명의 학생들과 한경구 학부장, 김범수 학생부
학부장, 양일모 교수, 신의항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
다. 천안함 사건으로 희생된 장병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된
간담회에서 교수들은 복학생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군복무 경험을 자신감과 긍지의 소중한 원천으로 삼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복학생들과 순조로운 학창생활 복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이은 저녁식사 자리에는 이전 학
기 복학생들까지 다수 합류하여 따뜻한 친목의 시간을 가졌
다. 군 복학생 간담회는 리더의 요건으로 특히 책임과 희생을
중시하는 자유전공학부의 교육 방침에 따라 2012년부터 시작
됐다.

멘토링 프로그램 우수 멘토 시상
자유전공학부는 2013년 2월 28일‘멘토링 프로그램’
에서
우수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인 멘토를 선정하여
‘우수 멘토’
로
시상했다. 이번 시상은 자유전공학부 발전에 이바지한 멘토를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김우영(경제학부), 전정민(통계학), 차
도형(경영학), 이유석(경영학), 박진우(컴퓨터공학) 총 5명의
학생이 선발됐고, 포상금과 상장이 수여됐다.

서울대 제5기 글로벌 봉사단 발대식 자유전공학부 가온 봉사단 참가
서울대학교는 제5기 글로벌 봉사단 발대식을 1월 29일 교
육정보관 대형강당(10-1동 101호)에서 개최했다. 학생들의
글로벌 리더십 함양 및 해외자원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일환
으로 각 단과대학이 주관하는 해외봉사팀을 종합하여 진행했
다. 자유전공학부에서는 지난 2013년 1월 캄보디아 씨엠립에
서 교육, 노력봉사 및 문화교류를 시행한 가온 봉사단이 참가
했다.

제5회 관악청년사회학포럼 김서경(09), 김보미(10) 공동 논문 대상 수상
2012년 11월 5일 제5회 사회학주간을 맞이하여 열린 관악
청년사회학포럼에서 자유전공학부 김서경(09), 김보미(10) 학
생의 공동논문 <신뢰가 인터넷 커뮤니티 조직의 존속에 미치

는 영향: 네이버 카페‘카페 파우더룸’
과 다음 카페‘닥터 윤
주의 화장품 나라’
비교 중심으로>이 총 여덟 개의 참가자(팀)
중에서 영광의 대상을 수상했다.

제54회 대학문화상 최지범(10) 시 우수상 수상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주최 제54회 대학문학상에서 자유전
공학부 최지범(10) 학생이 시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총 21
명이 응모한 80편의 시 중에서 우수작 1편, 가작 1편을 선정

했고, 최지범 학생은 '잡상할머니'라는 제목의 작품으로 우수
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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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자유전공학부 국제심포지엄

자유전공학부 국제심포지엄이 2012년 10월 19일
“Renaissance of Liberal Studies in Asian Universities”
라

학부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조됐으며 인문학부터 자연과
학을 아우르는 다각화된 접근이 행해져야 함을 역설했다.

는 주제로 행정대학원(57-1동,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자

Takane Ito 교수에 의하면 도쿄대의 경우 주니어 단계에서

유전공학부가 주최하고 아시아권 5개 대학 전문가가 참가하여

문학, 철학, 역사, 언어 등과 같은 기초학문들을 공부하고 시니

급변하는 미래사회에서 학부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어 단계에서 주전공 공부를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학

야 하는지에 대해‘학부교육의 새 모델(New Models of

문을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한다. Pericles Lewis

Undergraduate Education)’
과‘미래 리더십을 향한 도전

교수는 Yale-NUS 프로그램이 미국 예일대와 연합적 성격을

(Challenges of Future Leadership)’
이라는 두 주제로 나누어

지니고 있어 동서양 교차학문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

토론을 진행했다.

다. 유재준 교수는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유전공학부

회의는 자유전공학부 서경호 학부장의 환영사와 오연천 서울

학생들은 자유전공학부에 설계되어 있는 교과, 비교과 과목들

대학교 총장의 축사로 개회됐다. 서경호 학부장은 미래를 선도

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와 문제의식을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한국의 대학이 나아가야 할

다. 그러나 전공 선택에서 특정 전공으로의 쏠림 현상을 극복해

방향과 지침을 모색하는 자리로서의 의의를 설명했다. 오연천

야 하는 한계로 지적했다.

총장은“the younger, the better”라는 표현으로 자유전공학

2부에서는‘미래 리더십을 향한 도전’
이라는 주제로 김세화

부의 성격을 축약하면서, 자유전공학부가 2009년 설립 이후 4

교수(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부학장), Nori Morita 교수

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변화를 추구함으로

(Dean, School of International Liberal Studies, Waseda

써 앞으로 나아갈 학부교육의 새 계기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기

University), 도정일 교수(경희대, 후마니타스학부 대학장),

대감을 나타냈다.

Kit-Tai Hau 교수(Vice-President, the Chinese University

1부에서는‘학부교육의 새 모델’
이라는 주제로 Takane Ito

of Hong Kong) 발표가 진행됐다. 세계화와 함께 활발한 국제

교수(Vice-Dean, College of Arts and Sciences, University

교류가 이루어지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진정한 리더를 배출

of Tokyo), Pericles Lewis 교수(President, Yale-NUS

하기 위한 교육은 어떻게 시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방

Colleg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유재준 교수(서

안을 논의했으며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기초 교

울대, 자유전공학부 부학부장) 발표가 진행됐다. 과거와 달리

육의 바탕 위에 창의성과 탐구성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필요성

급변하는 사회에서 닫힌 학문이 아닌 열린 학문으로서의 역할

이 강조됐다.

과 필요성이 논의됐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새로운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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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생명 등 서로 다른 분야들을 융합한 7개의‘Honors

모든 학문의 출발점이므로 이와는 차별화된 Liberal Studies의

Program Track’
과‘Special Program’
을 운영함으로써 학부

인식과 교육과정이 존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문학으로

교육의 다양성을 증대시키고 있음을 설명했다. Nori Morita 교

편중된 교육구성이 아닌, 사회과학, 예술, 자연과학 등 모든 학

수는 일본에서의 인문학 교육의 발원과 현재 와세다 대학에서

문이 균형 있게 제시되는 학문간 융합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역

진행 중인 복수전공 프로그램, 소규모 수업, 자기주도적 연구

설했다. 김명환 교수는 서울대학교 자연대학의 교과과정 소개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도정일 교수는 진정한 학부교육은 학생

를 통해 자연과학의 역할과 비중이 교양학부에서 높아지기를

들 스스로의 자기성찰, 비판적 사고력, 인류에 대한 이해를 돌

기대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현실적인 선택에

아보는데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였고, 후마니타스 학부가 학습

치우치는 경향을 언급하며 학생들이 종합적인 교양교육보다는

과정의 핵심요소로 현대 세계와 문명에 대한 이해, 사회 참여와

전문화되고 실용적인 학문을 택하게 되는 현실을 한계로 지적

사회적 배움을 강조하고 있음을 역설했다. Kit-Tai Hau 교수

했다.

는 전통과 현대성의 결합으로 중국 고유의 가치와 서양의 인문

이밖에 학생평가를 비질량적인 방법으로 시도해 보는 동경대

교양(liberal) 교육 시스템을 접목시킨 홍콩중문대의 교육 시스

교육과정, Residential College를 경험해 보게 하는 싱가폴대

템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홍콩중문대가 창의적 인재를 성장시

교육과정, 동서양의 융합학문을 지향하는 경희대의 교육과정

키고자 하며 소규모 토론 중심의 강의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등이 소개되었고 학생들의 질의와 발표자 및 토론자들의 다양

3부 종합토론에서는 Wen Haiming 교수(Professor, School
of Philosophy, Renmin University of China), 김명환 교수

한 의견이 논의되었으며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참여한 질의
응답이 활발히 진행됐다.

(서울대, 자연과학대 학장), 김헌민 교수(이화여대, 스크랜튼학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부교육의

부 학장), 양승목 교수(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장)가 지정토론자

다양한 측면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특히 융합

로 참가하여 인문교양과 학문적 융합에 관해 토론했다.

교육과 교양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Wen Haiming 교수는 중국 정부 관료의 공자론 수업을 언급

서 학부교육의 현안, 주요 이슈, 문제점과 가능성을 재점검 해

하며 중국에서 강조되는 인문교양 교육을 설명했다. 더불어 현

보고 향후 진행될 학부교육의 유효성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

대사회에서는 인문학과 교양교육을 통해 자기성찰의 의미를

미가 있다고 하겠다. 나아가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찾을 수 있다며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김헌민 교수는

위해 한국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침을 모색해 보는 시간

Liberal Studies의 교과 과정과 교육 방식에 대해 특성화된 체

이었다.

계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판적이고 창의적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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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행사
베이징대 위안페이학원 한·중 학생 교류
서울대학교 자유전
공학부는 본 학부와 운
영방식이 비슷한 중국
의 베이징대학교 위안
페이학원과 3년여 동안
국제교류를 진행해 왔
다. 2011년 베이징대
위안페이학원에서 개원 10주년 맞이‘학부대학 교양교육’국제
심포지엄에 초청받아 30여 명의 교수진과 학생들이 참석, 주제
별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2012년에는 위안페이학원의 교수와
학생들이 서울대학교를 방문해 9월 7일 한·중 국제 학생학술
교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양국의 학생들은‘한국과 중국의
대중문화와 동아시아의 현재와 미래’
라는 주제로 4개의 팀으
로 나눠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Culture Issues about
China and Korea,’
‘East Asian Discourse Lessons from

위안페이학원
베이징대학은 2001년 5월 초대 총장 차이위안페이이(蔡元培)의 이름을 따 학부생의
교양교육에 중점을 두는 학부 중심 대학 운영을 시작했다. 2001년 9월 위안페이(元培)
계획 시행을 위한 위안페이계획관리위원회를 조직했다. 그 후 2002년부터 베이징대학
13개 학원에서, 2004년에는 외국어학과와 의학 전공을 제외한 모든 학원에서 입학 당
시의 엄격한 전공선택 제한을 완화하는 개혁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아울러 20022003년 학부교학계획을 수정해 졸업이수학점을 150학점에서 140학점으로 필수학점도
60% 정도로 줄였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수강교과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폭넓은 학
제간 교육을 실시했다. 위안페이학원은 6년간의‘실험’기간을 거친 후, 2007년 9월
베이징대학 내 정식 단과대학으로 신입생 선발을 시작했다.

History,’
‘Media and Reality,’
‘The Sino-Korean Film
Industry and its Potential Synergy’등의 팀별 세부 주제는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다. 심포지엄을 마친 후에는 교
수진과 참관 학생 모두 함께 저녁 늦게까지 다양한 대화를 나누
며 한·중 간 우애를 돈독히 했다. 다음날은 본격 교류행사의
일환으로 중국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서울 지역의 명소를 돌
며 하루를 보냈다. 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양국 학생 대표들이
주축이 되어 온라인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제5회 세계체험 프로그램
자유전공학부는 학생들이 동서 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
고 균형 잡힌 세계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세계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동아시아권 국가의 역사 및 문화를 체험하는 본
프로그램은 2011년에 기획되어 지금까지 총 5회 진행됐다.
2013년 학습 프로그램에는 중국에 남아있는 한국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학습프로그램을 기획해 상해, 소주, 양주,
남경을 돌아보고 남경대 학생들과 한·중 학술교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1월 4일부터 9일까지 5박 6일의 여정 동안 학생들은 중국의
경제적 허브로 발전한 상해,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멋을 간직
한 소주 등을 돌아보면서 중국의 발전상과 미래를 짐작해 보았
다. 무엇보다도 한국사, 특히 독립운동과 관련된 사적들을 돌아
보는 일정이 가장 큰 의미를 지녔다. 독립운동의 구심점이었던
상해의 임시정부청사와 윤봉길 의사가 거사를 일으킨 홍구공원
을 방문하여 역사 속에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 쓰러져간 독립 운
동가들의 숨결을 느끼고 그들의 정신을 되새겨보는 것은 학생
들에게 소중한 경험이었다.

학술교류 2012년도 심
포지엄에서는 남경대 한
국어대학원 교수 및 학생
들과 함께‘변화하는 중
국,’
‘독립운동과 한국
문화 유적,’
‘중국 속의 동아시아 역사의 현장’
이라는 세 주제
에 대해 깊이 사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남경 대학살 등의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
을 중국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통해 역사를
보는 새로운 안목을 가질 수 있었다.
세계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모든 학생들은 출발 전까지 3
회 이상의 사전모임에 참석하여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
해 조별로 진행한 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훈련과
정을 거쳤다. 모든 사전모임에는 교수진이 배석해 준비과정을
엄격하게 지도하였다. 귀국 후에는 사후모임을 통해 현지에서
공부한 내용을 총정리한 후, 학생들이 별도로 작성한 조별 보고
서와 개인별 보고서를 자료집으로 발간하였다.

2012년도 동계 해외자원활동: 캄보디아 씨엠립 자원활동 프로그램
자유전공학부에서는
학생들이 이타적 행동을
통해 도덕적 가치를 실현
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의 지원을 받아 방학동안
해외 빈곤지역을 체험하고 다양한 자원 활동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
이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동반자 사회'를 이끄는 리더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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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 겨울에는 1월 12일부터 19일까지 8박 9일 동안 16명의 자
유전공학부 학생들이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이루어진 해외자원
활동에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1월 12일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캄보디아 그라베일아리 초등학교에서 다양한 자원활동을 진행
했다. 캄보디아 초등학생들에게 올챙이송을 가르쳐주고 아이
들과 소통에 귀를 기울였으며 아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수업
받을 수 있도록 페인트칠, 벽화작업 등의 활동을 했다. 자원활
동 이후 진행된 앙코르와트 문화체험도 캄보디아 사회와 문화
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부 행사
2012년도 동계 글로벌현장학습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서는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
양과 국제적 경험을 높이기 위해 방학 중에 글로벌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미국, 유럽 등지의 외
국대학에서 계절학기 혹은 특별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수강하
고 서울대학교에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학
생들은 경제적인 지원을 받게 되며 해외 유수대학의 교육과정
과 현지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
● 베를린 자유대학(Freie Universitat Berlin)
2013년 1월 5일부터 1
월 25일까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생 4명 및
인문대, 경영대, 사회대
학부생 4명, 총 8명이 독
일 베를린 자유대학 글
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에 참가했다.
참가 학생들은 베를린 자유대학에 개설된 Ulrich Brueckner
교수의 <European Studies> 과목을 3주간 수강했다. 유럽연합
의 변천사와 조직구조, 현재 유럽이 당면한 각종 사안 등에 대
해 토론과 발제수업이 진행됐으며 오후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박물관과 주독 외국 대사관 방문 등의 현장
답사가 병행됐다.
참여 학생들은 유럽연합에 대한 학문적 접근과 현지의 각 분
야 전문가로부터 실사를 접함으로써 다각적 측면에서 유럽연합
을 이해할 수 있었다. 각국 대사로부터 유럽연합이 형성되는 과
정의 생생한 역사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고 다양
한 정책 전문가들을 만나 유럽국가들 간의 역학관계, 유럽연합
이 당면한 정치적 이슈를 조명해 봄으로써 유럽연합에 대한 통
찰력 있는 시각을 형성할 수 있었다. 더불어 영어 수업을 통한
국제적 인재로서의 자신감을 획득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베를린 자유대학의 교육과정을
마친 후, 유럽지역을 탐방하는 문화체험활동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인재로서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다.

● 하와이 대학(University of Hawaii)
자유전공학부는 하와
이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겨울방학 동안 하
와이에서 진행되는 특화
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하와이 대학 교수들의
강의와 서울대학교 교수
들의 영어 강의로 구성된다. 2012년 프로그램에서는 자유전공
학부 이상민 교수와 장대익 교수 지도하에 자유전공학부 학생 8
명을 포함 총 20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2013년 2월 1일부터 2월 24일까지 3주간 진행된 프로그램에
서는 US Environmental History, Hawa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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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미국 사회 전반에 대한 강의가 이루
어졌으며 학생들은 최종 수업에서 각자가 택한 주제에 대한 프
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또한‘한국 전쟁이 냉전에 미친
영향,’
‘하와이 전반의 경제와 관광이 제외된 하와이 경제 탐
구,’
‘하와이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정책’등을 주제로 발표하였
으며 수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현지 교수들에게 매우 좋은 인상
을 남겼다고 한다. 이외에도 학생들은 주말과 휴식시간을 이용
하여 하와이 사회와 문화를 탐방했다.

● SNU in Washington, D.C.
자유전공학부는 국제
협력본부와 공동으로
<SNU in Washington>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13년 1월 21일부터 2
월 4일까지 자유전공학
부 학생 16명을 비롯하
여 서울대학교 학생 총
41명이 참가했다. 참가 학생들은 2013년 1월 21일부터 1월 24
일까지 사전 학습 및 오리엔테이션을 이수한 후 김범수 교수(자
유전공학부)와 신성호 교수(국제대학원) 인솔 하에 1월 25일 미
국으로 건너가 10박 11일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주요기관 및 연구소를 방문하여 저명인사의 강
의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각 팀별 프로젝트를 발표
했다.
1월 25일에는 주미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외교관의 일과 생
활, 사명감 등을 체험했고, 26일에는 알링턴 국립묘지 방문하
여 미국이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에 대해 이해했다. 28일에는
경제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과 미국의 상호이해를 돕는 비영리
기관 KEI(Korea Economic Institute)를 방문하여 부소장인
Abraham Kim의 강의를 들었으며, <Foreign Affairs>를 발행
하는 CFR(Council on Foreign Relations)를 방문하여 Scott
Snyder 연구원과 강의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29일에는
Brookings Institution을 방문하여 Richard Bush 연구원의
강의를 들었고, CRS(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를 방
문하여 Victor Cha 교수의 강의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
다. 30일에는 World Bank를 방문하여 현직자 분들과의 대화
를 통해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고 국제기구
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2월 2일에는 국회의사당도 방문하였고
이밖에 팀별로 박물관과 기념관, 국무부, 백악관 등을 견학하였
다. 전체적으로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미국 사회의
힘에 대해서 숙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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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교수 동정
■ 서경호 교수 자유전공학부 학부장 퇴임

■ 양일모 교수 자유전공학부 교무부학부장 부임

서경호 교수는 2009년 3월 1일자로 서울대학교 자유전공

김청택 교수가 교무부학부장을 퇴임하고 2013년 6월 17일

학부에 학부장으로 부임하여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2013년

자로 양일모 교수가 자유전공학부 교무부학부장으로 선임됐

2월 28일자로 퇴임했다. 서경호 교수는 1987년부터 서울대

다. 양일모 교수는 한림대 철학과에서 재직했고 지난 2012년

학교 중어중문학과에 재직하였고 서울대 인문대학 교무부학

3월부터 자유전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장, 중앙도서관장,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 자문회의 위

■ 신의항 초빙교수『Asi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편집장으로 선임

원, 중국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 김범수 교수 자유전공학부 학생부학부장 부임

신의항 초빙 교수는 한국교양교육학회 영문 학술지『Asian

유재준 교수가 학생부학부장을 퇴임하고 2012년 11월 1일

Journal of General Education(2013년 9월 창간 예정)』편집

자로 김범수 교수가 자유전공학부 학생부학부장으로 선임됐

장으로 선임됐다. 신의항 교수는 또한 제27차 세계인구총회

다. 김범수 교수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자유전공학부 교수

(2013년 8월 26-31일, 부산 BEXCO) 아태지역 특별세션 준비

로 재직 중이다.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김성복 교수 자유전공학부 초빙 석좌교수 부임

■ 한경구 교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분과 위원 위촉

김성복 교수가 2013년 2월부터 석좌교수로 초빙됐다.

한경구 교수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분과 위원으로 위

1968년부터 뉴욕알바니대학(The University at Albany,

촉(임기 2012.3.15.-2015.3.14.)되었으며, 파리 UNESCO본

State University of New York)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부에서 개최된 <Intangible Heritage Intergovernmental

뉴욕알바니대학 역사학부 학장, 부총장, 연세대, 영남대 초빙

Committee>에 전문가로 참석했다.

교수를 역임했다.

언론에 비친 자유전공학부 사람들
■ 장대익 교수 한겨레 신문 <세상읽기> 기고

양일모 교수의 대담이 실렸다. 천라이 교수는 윤리가 무너진

장대익 교수가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한겨레

시장경제에 유교적 가치가 통합과 안정의 구심점 역할을 시

신문에 <세상읽기>를 연재했다.‘낡은 패러다임은 어떻게 교

행할 수 있으며 서구적 사유 한계에 대안으로 작동할 수 있다

체되는가?,’
‘행복해지는 법은 다양하다,’
‘아빠가 배우지 않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일모 교수는 최근 중국에서 일어난

는다면’등의 흥미롭고 다양한 주제로 칼럼을 채웠다.

중국문화 부흥에 대해 언급하며 유교문화가 중국이라는 특수

■ 양일모 교수 조선일보 석학 강좌 천라이 교수와 대담

한 지역과 시간 속에 전개됐음을 강조하였고 다원일체론이

2012년 11월 13일 조선일보에 중국 칭화대 천라이 교수와

갖는 모순에 대해 지적했다.

연구 소식
■ 김범수 교수는“외국인 증가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과

서 작성 작업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했다.

규정요인 분석: 2000~2008년 일본판 총합사회조사 자료 분

■ 김청택 교수는 2013년 국제 저명 학술지인『Multivariate

석을 중심으로”
를『일본비평』
(8호, 2013년 봄)에,“문화 간

Behavioral Research』에“Choosing the Optimal

커뮤니케이션과 세계정치”
를『세계정치』
(18호, 2013년 봄)에

Number of Factors i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

게재했다. 공저로 서울대 백창재, 임혜란 교수 등과 함께 쓴

Model Selection Perspective”
(공저)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근대 탈근대 정치의 이해』
가 <인간사랑>에서 출간됐다(2012

이 논문에서 김청택 교수는 요인분석에서 모형을 선택할 때

년 9월). 이밖에도『정치환경 변화에 따른 입법부와 행정부간

사용하는 적합도 지수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현재 김청택 교

새로운 협력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특임장관실),
『한국의 다

수는 조사연구학회의 편집위원장과 부회장, 인지과학회의 부

문화 사회통합 정책: 종합평가와 대안』
(사회통합위원회) 보고

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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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 서경호 교수는 2012년 10월에 개최된 한국교육철학회 국

식 융합과 STS”프로젝트와 Templeton Religion Trust가

제학술대회 Concept of Education in East Asia에서 기조

주관하는“Big Questions in Biology”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강연을 했으며,『글로벌 지식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표준 발전

있으며 서울대학교 브레인퓨전 지원사업인“인공물의 진화”

방안 연구개발』
(지식경제부) 정책연구과제에 공동연구원으로

를 담당하고 있다.

참여했다.

■ 한경구 교수는『인류학 민족지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공

■ 신의항 초빙교수는“오픈 온라인 고등교육 프로그램 개발

저)를 출간했고, 2012년 12월에 개최된 Korea Foundation

과정: MIT의 오픈코스웨어 (MITOpenCourseWare)와

Global Seminar: Challenges of Multicultural World and

MITx를 중심으로”
를『교양교육연구』
(제6권 제3호, 2012년

Global Approaches to Coexistance에서“Neither Shall

9월)에“중국 고등교육의 국제화”
를『교양교육연구』
(제7권

Thou Question Thy Neighbor’
s Transnational Wife”
를

제1호, 2013년 2월)에 발표했고 서울대학교 기획연구과제인

발표하고 사회를 맡았다. 또한 로스앤젤레스 폭동 20주년 기

“서울대학교의 외국인 학생을 위한 학사 및 생활지도 방안 연

념으로 개최된 <Hope out of Crisis: Lessons from Sa-I-

구”
에 연구원으로 참여했다.

Gu> 컨퍼런스, 한국문화인류학회 상반기 포럼, 무형유산보

■ 양일모 교수는“The Multi-layered Character of Modern

호국제회의 등에 참여했으며 한국이민학회 회장으로서『해외

Concepts in Korea”
를『Concepts and Context』
(2012년

각국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연구』
(법무부)의 연구책임을 맡아

12월)에,“韓國的槪念史硏究”
를『史學月刊』
(2012년 10월)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게재했다. 한국동양철학회 연합학술대회(2013년 2월)에서

■ Eli Park Sorensen 교수는“History, Memory, and

“중국철학사의 탄생”
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상하이 화동사범

Post-migrant Experience”
를『Yeungnam Journal of the

대학 ECNU-UBC가 주최한 <중화민족의 국족형성과 아이덴

Humanities』
(64, 2012)에,“Fragments of a Vessel:

티티> 국제학술대회(2013년 3월)에서“當代中國的天下主義

Aspects of Walter Benjamin’
s Translation Theory”
를

與其儒敎的命運”
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밖에『한

『Chungnam Institute Journal』
(87, 2012)에 실었다.

국사회에서 인문학의 역학제고를 위한 아젠다 개발 기초 연

“
‘Ibsen’
s John Gabriel Borkman and Time”
은『Modern

구』
(한국연구재단)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했다.

Drama』
(55/3, 2012)에,“Cultural Hybridity, Theory, and

■ 이상민 교수는 "Klebanov-Witten Flows in M-Theory''

Literary Realism”
은『Kyungsung University Institute

(공저)를『Journal of High Energy Physics)』
(1209/098,

Journal』
(30, 2012)에,“Post-Migrant Subjectivity and

2012)에, "Integral Formula for Supersymmetric Scattering

Secondary Loss: Amy Tan’
s The Joy Luck Club”
은

Amplitudes in Three Dimensions''를 『Physical Review

『Jungang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Association

Letters』
(109/191601, 2012)에 발표했다. 현재 이상민 교수는

of Korea』
(54/4, 2012)에 게재했다. 이외에도“Realism and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겸무교수와 한국고등교육재단 전공

Reification in the Postcolonial World”
를『Kangwon

연수 지도교수를 겸하고 있다.

Studies in Humanities』(35, 2012)에, “Ghostly

■ 장대익 교수는“왜 한국 개신교는 과학이 되려하는가?-교

Repetitions: Between Interpretive Violence and

진추의 과학교과서 파문을 중심으로”
를『종교문화연구』
(19

Hysteria”
를『Yeungnam Journal of the Humanities』
(66,

호, 2012년)에,“호모 리플리쿠스: 모방, 거울 뉴런, 그리고
밈을 한국 진화론 교육의 문제점: 과학철학, 진화학, 그리고

2012)에“A Pathological Core of Authenticity: Rereading
..
the Case of Binjamin Wilkomirski’
s Bruchstuke”
를

과학과 종교의 관점에서”
를『인지과학』
(23권 4호 2012)에

『Forum for Modern Language Studies』
(49/1, 2013)에

“창조론은 과학교과서의 내용을 변경시킬 수 있는가?”
를『철

“Postcolonialism and the Experience of Belatedness”
를

학과 현실』
(94호, 2012)에 게재했다. 공저로 홍성욱 교수와

『The Association of Modern British and American

함께 쓴『뇌과학, 경계를 넘다』
(바다출판사, 2012년 11월)와

Language and Literature』
(31/1, 2013)에,“
‘Like a

몸문화연구소와 함께 한『포르노 이슈』
(그린비, 2013년 5월)

Melancholy Burglar’
: On Larry Sultan’
s Pictures from

를 출간했다. 2013년 1월에 개최된 Neuro-Humanities

Home and the Myth of the Family”
(공저)를『Kyungsung

Research Group주최 Neuroethics Inter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Journal』
(31, 2013)에 발표했다. 또한

Conference에서“The Self and the Neuroscience of

현재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에서 진행하는“Adoption

Morality”
를 발표했다. 이밖에 한국창의재단이 주관하는“지

Literature”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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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기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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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출연 :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에 후원하신 기부금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세금 감면 혜
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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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비처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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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내용

감사패
기념품
대학간행물 우송
서울대 달력 증정
전시회·공연 초청
기부인 명패(대학본부)
기부인
명예 헌정 및 기금 명칭 부여
교내 주요 행사 초청
예우
근조기 배치
포스코스포츠센터 무료 이용
학교 시설
미술관, 박물관 무료 관람
이용 편의
중앙도서관 이용
호암교수회관 할인
무료주차태그 발급(관악)
SNUi 1년 무료 수강
평생교육원 수강 할인
진료 예약
서울대병원 의전 서비스
진료 편의
무료 주차
서비스
종합건강검진 주선

기념품 및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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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객실무료(연7일)
◦
◦
◦
◦
◦
◦
◦ 프리미엄 검진

◦
◦
◦
◦
◦
◦
◦

◦
◦
◦
◦
◦
◦
◦

◦
◦
◦
◦
◦
◦

감사장
◦
◦
◦
◦

◦
◦
◦
◦
◦ 객실무료(연7일)
◦
◦
◦
◦
10년
◦
◦

◦
◦ (기한)
◦
◦
◦
◦
◦
◦
◦ (기한)
◦ (기한)
◦ (기한)
◦ (기한)

◦
(유료)
◦
◦
◦

(유료)
1년
◦

◦
◦

자유전공학부 발전기금 출연 현황 (2009. 6. 1. ~ 2013. 4. 30.) (총액 50,700,000원)
천만원 이상

·강윤구 (학부모) ·정대련 (학부모)

천만원 미만

·안강현 (학부모) ·김흥연 (학부모) ·손수일 (학부모) ·김국진 (학부모)
·김미나 (학부모) ·김혜성 (학부모) ·한성희 (학부모) ·백종화 (학부모)

※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가 세계 일류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학발전기금 조성사업에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