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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2018년 2월 26일(월) 오후 4시, 2017학년도 전기 자유전공
학부 학위수여식이 서울대학교 박물관 강당에서 거행되었다.
이상민 학생부학부장이 사회를 맡은 본 졸업식은 2013년 2월
이래 자유전공학부 역사상 최대 규모로 총 10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김청택 자유전공학부 학부장은 “자신을 사랑하
고, 사회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행복하게 살라”는
따뜻한 조언으로 축사를 시작하였다. 자유전공학부는 단순
히 지식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어떤 미래가 오더라도 적응할
수 있는 학생을 양성하는 곳이라며, 학교에서의 배움과 부모
님의 보살핌을 바탕으로 졸업생들이 사회에 보답하는 인재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본 졸업식에서는 신승민(’13)
학생이 동창회장상을 수상하였으며, 김동현(’11), 임주광(’11),
강민주(’13)가 자유전공학부장상을 수상하였다. 자유전공학
부장상 수상자 연설에서 김동현(’11)은 대학생활을 회상하며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는 항상 여러분을 도
와줄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임주광(’11)은 자유전공학부에 자유를 찾아왔다며, 험난했던
진로 선택의 과정을 뚫고 예술가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도와준
자유전공학부에 감사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강민주(’13)는 학

부생활의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과거의 선택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정할 수 있었다는 소감으로 연설을 맺었다. 다음 순서에서는
자유전공학부 9대 학생회장 차우형(’16)이 재학생 대표 연설
을 맡아주었다. 선배들의 고민의 흔적이 쌓이고 쌓여 지금의
자유전공학부를 이뤄냈다며 전공 선택을 위해, 나아가 자신
의 삶을 위해 ‘분투’했던 선배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이날 이상민 학생부학부장과 김청택 학부장은 100여 명 졸업
생의 이름과 각기 다른 전공명과 학위 명칭을 호명하고, 학위
기를 수여하여 자유전공학부 고유의 졸업식을 연출하였다.
2017학년도 전기 자유전공학부 졸업자 전공
고고미술사학, 국어국문학, 건축학, 경영학, 경제학, 기계공학, 기계항공공학, 물리학,
미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생명과학, 서아시아언어문명학, 서양사학, 수리과학, 시각
디자인, 심리학, 언론정보학, 언어학, 에너지자원공학, 외교학, 인류학, 작곡, 전기정
보공학, 정치학, 조선해양공학, 종교학, 중어중문학, 지구환경과학, 지리학, 철학, 컴
퓨터공학, 통계학, 화학생물공학, 글로벌환경경영학(연합), 정보문화학(연합), 기술경
영(연합), 금융경제(연계), 아동가족학(부전공), 통합창의디자인(연계)

학생설계전공
문화콘텐츠마케팅학, 문화서사학, 메카트로닉스디자인, 국제환경학, 공공거버넌스학,
인공지능인터랙션공학, 인간행동생태학, 인적자원개발학, 미적가치경영

1. 학부 행사 및 소식 11. 교수동정 및 연구소식 12. 발전기금 기부 안내

2016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2016학년도 후기 자유전공학부 학위수여식이 2017년 8
월 29일(화) 12시, 서울대학교 221동 113호에서 개최되었
다. 이상민 학생부학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학위수여식은 총
27명의 졸업생이 참석하여 전기 졸업식보다 규모는 작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김청택 학부장은 ‘졸업
이란 또 하나의 시작’이기에 스스로 개척해나가는 능동적인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졸업식에서 자
유전공학부장상을 수상한 졸업생 대표 오서정(‘12)은 자유
전공학부에서의 ‘DIY(Do It Yourself) 대학생활’을 회고하
며, 이 경험을 토대로 ‘자신만의 색채로 만들어나가는 인생’
에 대한 기대로 인사를 마무리했다. 이 날 행사에서 이상민
학생부학부장은 27명 졸업생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각자
가 이수한 전공과 학위 명칭을 읽어주었고 김청택 학부장은
졸업생 한 명 한 명에게 학위증을 수여하며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2016학년도 후기 자유전공학부 졸업자 전공
경영학, 경제학, 기계항공공학, 동양사학, 미학, 생명과학, 서양사학, 수리과학, 심리학, 언어학, 영어영문학, 외교학, 컴퓨터공학, 글로벌환경경영학(연합), 정보문화학(연합),
산업공학(부전공), 서어서문(부전공), 식물생산과학부 산업인력개발학(부전공), 독어독문학(부전공)

학생설계전공

동아시아인문학

구성원 소식
Javier Cha (하비에르 차; 차주항)
신임교수 부임
2017년 9월 1일자로 Javier Cha 교
수가 조교수로 발령을 받았다. 차 교
수는 캐나다 브리티쉬 컬럼비아 대학
에서 아시아학으로 학사, 석사를 마치

고 하버드 대학의 동아시아언어문명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
았다. 홍콩대학교에서 박사후연구원을 거쳐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에서 디지털 인문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전공은 고려시
대의 유학사(儒學史)이며 신종 융합 학문인 디지털 인문학 연
구에도 몰두하고 있다. 앞으로 교육과 연구에서 큰 업적을 이
루고 자유전공학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준희 신임교수 부임 예정
2018년 9월 1일자로 조준희 교수가
조교수로 부임할 예정이다. 조준희 교
수는 본교 서양사학과(주전공) 및 동
양사학과(복수전공)를 졸업하고, 동대
학원 서양사학과에서 석사를 마친 후,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미국 애머스트 대학에서 유럽 중근세사 조교수로 근무 중이
며, 앞으로 자유전공학부의 일원으로 참여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하경 전문위원 부임

학과에서 정치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하바드 옌칭 연
구소에서 방문연구원으로 3학기 동안 수학한 바 있다. 자유
전공학부에서 캠퍼스아시아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교류활동
을 지원하고, 학과의 홍보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
다. 또한 주기적으로 학생 면담을 통해서 전공 선택과정과 학
교생활 전반에 있어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안지연 전문위원의 후임으로 2018
년 2월 1일자로 이하경 전문위원이 새
로 임용되었다. 이하경 전문위원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에
서 학사를 마치고, 사회과학대학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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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학부모 초청간담회 개최
자유전공학부는 2018년 2월 13일(화) 오전 10시 신입생
학부모 초청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자유전공학부
교과과정 및 비교과활동, 학부생의 전공 선택 경향, 진로
등 학부모가 궁금히 여길 만한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 기획
되었다. 학부장의 환영사에 이어 연단에 오른 교무부학부
장 김범수 교수는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열정 있게
소개하여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학부모 100
여명이 참석하였고, 간담회가 끝난 후 교내 소담마루 식당
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단과대학 차원에서 학부모 초청간

담회를 개최하는 일은 드문 일로서, 학부모들 역시 자유전
공학부의 이러한 소통 노력에 좋은 평가를 내렸다.

신입생을 위한 전공박람회 개최
자유전공학부는 2018년 2월 13일(화) 오후 3시 신입생을
위한 전공박람회를 개최하였다. 자유전공학부 신입생은 전
공을 선택하지 않은 채 입학하기 때문에 개별 전공에 대한
소상한 안내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각 대학 및 학과의 조
교, 대학원생, 그리고 전공을 이미 선택한 자유전공학부 고
학년 학생들이 멘토로 참여하여 해당 전공을 올바로 알려주
기 위해 노력하였고, 신입생들은 한 사람당 약 5~6개의 전
공 코너를 돌면서 살아있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분주
하였다. 이번 전공박람회는 학생 준비위원회가 큰 역할을
담당하여 70여개 전공의 멘토를 모집했고, 행사장을 준비

하며 진행을 주관하였다. 학생부학부장 이상민 교수는 행사
내내 자리를 지키며 프로그램 전반을 관장하면서 전공박람
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제2회 학부생 학술제 개최
지난 2017년 11월 17일, 4년 만에 개최된 제2회 자유전공
학부 학부생 학술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17일 진행된
본선에서는 2개월의 예선 기간을 거쳐 논문을 완성하고 본
선에 진출한 4명의 학생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우수상을 수상한 학생은 한준엽(17) 학생과 김학유(13)
학생이다. 한준엽 학생은 <프랑수아 케네와 정약용의 중농
주의 비교 고찰: 토지를 바라보는 관점을 중심으로>라는 주
제로 발표를 진행하여, 비슷한 시기에 지구의 반대편에 살
아가던 두 사람의 ‘중농주의’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짚어냈
다. 김학유 학생은 <일부일처제적 혼인 규범의 형성과 등
장: 한국 사회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
여, 여러 이론들을 엮어 일부일처제가 세계적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이유를 풀어냈다.
최우수상의 영광은 이동현(13) 학생과 김주현(14) 학생에
게 돌아갔다. 이동현 학생은 <해방 직후 38선 이남에서 대
학자치 패러다임의 형성과 충돌: 관립고등교육기관의 학내
구성원과 미군정 교육당국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를 주제
로 발표를 진행하여, 과거 대학자치를 둘러싸고 가장 격렬
히 갈등한 두 패러다임 주체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대학 자

치 패러다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김주현(14) 학생
은 <Real-time photo-realistic rendering of large 3d
natural scenes>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여 가상세계에
서 자연환경을 실시간으로 랜더링하는 알고리즘을 소개했
다. 또한 현장에서 연구한 기술을 응용해 제작한 게임 영상
을 직접 보이기도 했다.
발표가 진행된 후에는 수상식과 포토타임이 이어졌다.
또한 학술대회에서 수준 높은 논문들이 많이 등장함에 따라
다음 학술대회에 대한 기대치가 제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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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계 해외자원활동
자유전공학부는 학생들이 전지구 차원의 사회적 책임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서울대 글로벌사회공헌단 및 한국국제협
력단 등의 지원을 받아 2012년 이래 매년 해외 빈곤지역에서
자원활동을 벌여왔다.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방문해 왔던
캄보디아의 프레야비헤르 지역 내 초암 크산 마을을 2017년
하계에도 찾았다. 이 활동은 “컴포캄(Com4Cam; Comfort
for Cambodia) 프로젝트”라는 공식 명칭을 갖고서, 캄보디
아의 관련 행정당국의 협조 아래 진행되었다.
『주제탐구세미나4 : 국제개발협력』 강의를 통해 학생들
이 제안한 우수 프로젝트인 ‘샤로등(태양광 조명기구 제공
및 설치) 프로젝트’와 ‘Look 4 Two(도수 조절이 가능하면
서도 비용이 저렴한 렌즈의 안경을 시력검사를 통해 제공)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과학, 체육, 음악, 미술 교육 활동과
‘생리대 제작 교육’을 포함한 위생보건 교육 등의 다양한 교
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했다. 특히 위생보건 교육의
경우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원활한 내용 전달을
위해 UCC를 사전 제작하여 상영하였는데 현지 아이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내서 호평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 동계방문에서 취합된 현지의 요구를 바탕으
로 시설이 열악한 학교 주변의 울타리가 될 만한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통해 500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정수되지 않은
지하수를 직접 식수로 사용하는 현지 사정을 개선하기 위해
로번 초등학교 지하수 펌프 옆에 정수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
보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현지 공무원에게 전달하였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이전 방문보다 많은 수의 통역사
를 섭외하여 샤로등 프로젝트와 함께 가정방문과 인터뷰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마을 이장을 통한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학생들이 조별로 통역사를 대동하여 형편이

2018 <전공설계1> 철원 현장 학습
지난 3월 30일에서 31일 사이 <전공설계1> 철원 현장학
습이 시행되었다. <전공설계1>은 자유전공학부 신입생들의
적성 발견과 진로 모색을 위해 개설된 수업이다. 이 수업은
학기 초에 1박 2일 간 현장학습을 실시하여 신입생들이 전
공 선택 시에 역사적 현실의 지평을 고려하도록 꾀하고 있
다. 첫날에는 철원평화전망대, 월정리역, 제2땅굴, 노동당
사로 이어지는 유적을 답사하였고, 저녁식사 후 지도교수
들과 대화를 하는 시간을 보냈다. 둘째 날은 산정호수 둘레
길을 답사하였다. 동시에 시행한 백일장에는 윤자현 학생이
“봄”이라는 노래를 작곡하여 응모하여 최우수상을 받았고
김여경 학생이 “새가 우는 마을”이라는 시를 응모하여 우수
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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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어려운 가정부터 직접 방문을 할 수 있었고 현지인들
의 생활 방식과 생계유지 방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
엇인지를 직접 묻고 들을 수 있었다.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어려움은 전기(조명), 물 등의 생활 기반 시설 미
비로 인한 불편함이었다. 그런 점에서 배터리가 아닌 태양
광 충전 방식 조명인 샤로등은 마을 주민들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

제8회 세계체험 프로그램 : 군함도·나가사키
자유전공학부에서는 학생들이 동아시아권 국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보다 심화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
련하기 위해 세계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이번 제
8회 세계체험프로그램은 2017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주제
탐구세미나4: 일본의 전쟁과 평화’와 연계하여 근대 일본
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전쟁과 평화의 의미를 살펴보고 학
생들의 평화감수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
다. 이를 위하여 일본 나가사키에 위치한 평화공원, 오카
마사하루기념관, 한국인원폭피해자추모비, 군함도 등을
답사하고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어떻게 기억하고 이를
표상하는지 알아보았다. 답사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의 근
대화와 산업화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일본이 제국주의와
태평양전쟁으로 나아가게 된 배경과 경과, 그리고 패전이
후 현대일본의 성립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특히 이 과정에
서 일본에 병합되어 식민지로 전락한 조선과 조선인들이

경험한 전쟁과 평화의 역사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이번 세계체험프로그램에서는 자유전공학부 학생 26명
이외에도 2017학년도 2학기 교환교류 초청학생 3명과 현
지에서 합류한 동경대 학생 2명이 함께 답사를 진행하였
다. 이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전쟁
과 평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토론하고, 그 함의를 공유해보
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2017 하계 벼리캠프
자유전공학부 제8회 벼리캠프가 충청남도 태안군 리솜리
조트에서 8월 24~26일 간 열렸다. 벼리캠프는 자유전공학
부 교수진, 직원, 그리고 학생이 모두 모여, 자전인이 각 영
역에서 거둔 다양한 성과와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을 다지는
행사이다. 학생 벼리캠프준비위원회(위원장: 유동협)이 주도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무려 학생 스물 세 명이
준비위원회에 합류하여 화제를 모았다. 학생들은 선배와 후
배, 그리고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섞이게끔 조를 배정하여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했고, 학부는 첫째 날 저녁 “학부와의
대화 -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를 진행하여 교수와 학생이 허
물없이 대화를 나누었다. 둘째 날 오후에는 안면도 모래사장
에서 조별 대항 피구 게임을 벌였는데 교수진과 학생이 어우
러져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게임 말미에는 학생부학부장이

학생들에 의해 바닷물 속에 던져지는 흐뭇한 광경도 연출되
었다. 특히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유전공학부
에 교환학생으로 와 있는 도쿄대학 학생 4명이 참석하여 큰
환영을 받았고, 캄보디아 해외자원활동을 마치자마자 안면도
로 달려온 교직원과 학생들은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학생 벼리캠프준비위원회 명단 : 유동협(위원장), 황운중, 박소정, 양찬혁, 오
준형, 김혜원, 김덕훈, 김소은, 신현성, 나혜주, 차우형, 정형선, 구민성, 김솔, 김
찬협, 임현아, 정서영, 제갈유나, 최장혁, 윤재석, 염예슬, 이재우, 임민선.

2017 독서벼리캠프
자유전공학부는 2017년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독서벼리캠프를 개최하였다. 이번 독서벼리캠프는
2018학년도 신입생을 주 대상으로 삼았고, 재학생들 15여 명
이 멘토로 참여하여 조별로 신입생들의 독서 및 토론을 도왔
다. 포항 지진으로 수학능력시험이 1주일 연기되어 이 행사
도 1주일 연기된 결과, 참여 신입생이 약 80명에 그쳐 아쉬움
을 남겼지만, 멘토와 신입생들은 약 5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의 토론에 열성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신입생들의
뛰어난 이해와 토론 능력에 재학생 멘토들이 당황했다는 후
문이다. 학생들은 공통으로 『백범일지』를 읽었고, 『지능의 탄
생』과 『빅뱅의 메아리』 두 권 중 한 권을 선택하여 읽고 토론

하였다. 호암교수회관에서 단체로 숙박한 후, 둘째 날 오전
에는 조별 발표 대회를 개최하였다.
재학생 멘토 명단 : 이관엽, 이세호, 김해수, 김진원, 김민균, 여민수, 이지예,
박순영, 차우형, 양찬혁, 조재환, 고민정, 김찬협, 모진우,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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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 특성화 대학 사업
자유전공학부는 국가보훈처 주관 나라사랑특성화대학에
선정되어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나라사랑 스토리텔러
양성 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서울대 6ㆍ25순국동문
스토리텔링 사업”, “조국의 의미를 다시 묻는 역사탐방”(만주
현지답사), “재외한인청소년을 위한 한국 바로알기 교재 제
작”, “독립운동 사 독서캠프”를 진행하여, 서울대생으로 하여
금 국가ㆍ공동체ㆍ보편가치에 대한 자각적 의식을 갖도록 하
고 장기적으로 이들을 나라사랑 스토리텔러로 양성하기 위
해 기획되었다. “서울대 6ㆍ25순국동문 스토리텔링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그 동안 역
사에서 잊혀졌던 6ㆍ25순국동문 관련 자료들을 찾아내고 동
문의 친인척과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이들의 활동은 각종 언
론 매체의 주목을 받았다. “조국의 의미를 다시 묻는 역사탐
방”은 자유전공학부 해외현장학습 수업과 연계되어 진행되었
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각 주제를 깊이 있게 조사하였고 8
월 15일에서 20일 사이 실제 만주 답사를 통해 조사 내용을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또한 12월 28일~29일에 개
최된 독립운동사 독서캠프는 자유전공학부 신입생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었는데, 학생들은 재학생 멘토의 안내
에 따라 『백범일지』 등을 읽었고 조별로 발표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유전공학부의 나라사랑특성화대학 사업은 2017년
연말에 열린 국가보훈처 평가회에서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되
어 서울대학교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다.

The BeST Summer Program
방학기간 동안 운영되는 단기교류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2017 The BeST Summer Program은 3국을 순환하며 하나
의 주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2017년 8월 2일부터 8
월 23일까지 총 22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8월 2일부터
8월 9일까지는 북경대, 8월 10일부터 8월 16일까지는 서울대,
그리고 8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는 동경대에서 호스트 하
였으며 서울대 학생 8명, 북경대 학생 6명, 그리고 동경대 학
생 3명으로 총 17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교수진의 협의
에 따라 2017 The BeST Summer Program은 ‘일상생활의 문
화’를 전체 주제로 선정하였고, 접근하기 쉬운 하위 주제부터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까지 다루기로 하였다. 또한 주관하는
대학에서의 강의 2회, 현장학습 2회, 발표 1회를 기본 틀로 구
성하기로 합의하였다.
3주 동안 북경대, 동경대, 서울대 학생들은 총 4개 팀으로
나뉘어 조사하고 토론하며 발표를 준비하였다. 모든 팀에는
각 학교의 학생들이 최소 1명 이상씩 포함되도록 구성되었다.
각 팀은 상호 국가 간에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서로 다른 다양
한 주제를 선택하였다.
팀별 주제에 대해 3주 동안 총 세 차례의 발표를 진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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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나라에
서 1주일 동안
각종 문화교류
및 토의 시간을
가진 후 마무리
하는 시간에 발표회가 준비되었다. 매 발표회마다 교수님과
학생들의 피드백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학생들은 연구 내용을
단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학생 발표 주제는 팀별로 다음과 같다.
Team 1. Food Culture of East Asia- Eating alone Culture
- Deng Wei, Li Jian, Suzuki Keita, 고은민, 최정운
Team 2. Fact Check: Personality, Political Situation, Sexual Education
- Zhao Yiman, Watanabe Ryota, 윤성제, 정혜선
Team 3. Comparison among Three Countries’ College Culture
- Moon Eunjung, Jing Xiuman, Miyazeki Takaomi, 전수민, 최희원
Team 4. Reaching

Interregional Harmony: Regional Development in
China, Japan and South Korea
- Ma Xiaojun, Yamamoto Nozomu, 윤건희, 이수민

The BeST Winter Program in Seoul
캠퍼스 아시아 사업의 두 번째 겨울 프로그램인 ‘2017 The
BeST Winter Program’ 이 서울대학교에서 진행되었다. 2018
년 1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총 15일 간의 일정으로 서울대
학생 10명, 북경대 학생 15명, 그리고 동경대 학생 14명(기존
교환교류 초청학생 1명 포함)으로 총 39명이 프로그램에 참여
하였다. 3개 대학 교수진의 협의에 따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도
록 하였다. 프로그램은 크게 어학강의와 현장학습, 토론학습
및 연구 최종발표회로 구성되었다.
어학강의는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강사진을 섭외하
여 구성하였다. 북경대와 동경대 학생은 한국어 수업을, 서울
대 자유전공학부 학생은 일본어나 중국어를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주간의 프로그램 기간 중에 대부분의 오
전 시간을 어학 강의에 할애하여 지역전문가로서 외국어 역량
을 증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현장학습은 1일 현장학습과 단시간 현장학습으로 구성되었
다. 1일 현장학습의 경우,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도시이
자 한국 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지인 전주를 선정
하여 1일 답사를 진행하였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계획한 일
정에 따라 3국의 학생들이 다도, 한옥, 한복, 한식 등의 전통
의식주를 체험하고, 소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단시간
현장학습은 조별 주제에 따라 서울, 인천 및 근교의 장소를 반
나절 정도 방문하여, 한국의 문화를 학생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겨울 프로그램에서는 서울대학교 자유
전공학부 학생들이 3국 학생이 함께 하는 미니 올림픽, 골든
벨 퀴즈대회를 진행하여 친목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인 ‘크로싱’을 관람
하고, 전쟁, 인권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고
영화에 대한 소감 등을 공유하였다.

연구 활동으
로는 호스트 대
학으로서 서울
대 학생 10명이
8가지 주제를
선정하고 초청 대학 학생들이 전공 및 흥미에 따라 주제를 선
택하여 팀을 이루어, 2주간 연구를 진행하였다. 마지막 날 해
당 연구내용으로 팀별 발표회를 가졌으며, 발표 이후 담당교
수의 주재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팀별 주제는 다음과 같다.
Team 1.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Environmental Issues
- Liu Zhou, 김예일, Ogawa Tatsuya, Tamura Julie
Team 2. Beauty and Healing in Korea
- He Shanshan, Wang Qian, 정형선, Nasukawa Misato
Team 3. Typography
- Deng Zhecheng, 이지예, Iso Ryutaro
Team 4. Upcycling
- Mo yao, Yu Enshuai, 오세리, Motegi Reina
Team 5. Tradition in Present-Day Society
- Chen Yanfei, 조재환, Nonaka Takaharu, Shimamura Aya
Team 6. Politics
- Mu Honggyu, Lin Zhongwang, 김연주, Watanabe Ryota,
Tokuyama Miku
Team 7. Food Creator
- Lai Qianting, Luo Linshan, Liu Jialin, Li Yan, 이예빈, 이명진,
Takase Hayato
Team 8. Animation Films & Comics
- Deng Xiaoyue, Tian Shuihui, Xu Jingjing, 박형서, 장원희, Aoki
Masatsune, Hashimoto Masanao, Shigemasa Hidehiko

피우진 국가보훈처 장관 특강 – 제14차 명사초청특강
2017년 11월 3일 5시, 제14차 명사초청특강이 행정대학원
SK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 이번에 초청된 피우진 국가보훈
처 장관은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피우진 장관은 여군 중 두 번째로 헬기 조종사가 된 분
이다. 특히 개인의 신병으로 이유로 내려진 육군의 부당한 전
역 명령에 대해 전역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여군의 인
권 문제를 사회에 제기한 바 있다. 군대라는 특수한 사회 내에
서 여성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겪게 된 여러 가지 갈등
과 갖가지 모순, 그리고 이를 극복한 피우진 장관 개인의 신
념과 삶을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승화하여 설명함으로써, 강
연에 참석했던 70여 명의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
편, 피우진 장관은 자유전공학부에서 수행하는 나라사랑 특성

화대학 사업의 “서울대 6·25 순국동문 스토리텔링 사업”을
모범적 사례로 거론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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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 Asia 프로그램 : 2017년 북경대학교 편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와 유사한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부 중심 단과대학인 북경대 원배학원, 동경
대 교양학부, 홍콩중문대 선형학원, 싱가포르국립대와 함께
5개 대학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부생 중심의 학술교류 프로
그램이다. 2010년 자유전공학부 학장단이 북경대 원배학원
을 방문하면서 그 단초가 마련되었고, 2011년부터 실질적 학
술교류제의 면모를 갖추었다.

2017 제7회 국제 학생학술교류대회(Pan-Asia Students
Conference 2017)는 2017년 10월 12일부터 16일간 4박 5일의 일
정으로 중국 북경대 원배학원에서 개최되었다. 서울대 자유전공
학부에서는 김동훈, 김수민, 이웅렬, 송지원, 배한들, 김해수 6
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CAMPUS Asia 사업과 연계하여 동아
시아의 현안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3가지 주제, ‘메갈로폴리
스, 환경보호, 교육’에 대하여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였다.

제7회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 강좌 개최
지난 2017년 11월 23일(목) 4시 제7회 우당 강좌가 서울
대 박물관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강좌는 서울대 이태
진 명예교수가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 ‘국민’ 탄생의 역
사 읽기”를 주제로 강연을 해주었다. 『고종 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을 출간하여 학계의 고종 시대 연구를 촉발
했던 이태진 교수는 이번 강연에서 “대한민국”의 “민국(民
國)” 개념이 지닌 연원을 18세기 정조 임금에게서 찾았다.
그에 따르면 “민국”의 이념은 소민(小民)을 보호해야 한다
는 정조의 정치관을 뒷받침했는데, 개명군주였던 고종은
“민국”의 정치를 추구했다고 한다. 이 교수는 “국민(國民)”
이 1907년의 국채보상운동에서 1909년의 고종에 의한 국민
국가 선언 사이에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이태진 교수의 이
번 강연은 유교정치의 근대적 지향 하에 국민국가가 탄생했
다는 시각을 제시한 것으로서, 한국 현대의 민주주의가 단

순히 서구로부터 이식된 것이 아니라 자생적 근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017년은 우당 이회영 선생이 태
어난 지 150주년이 되는 해였다. 이태진 교수의 강연 내용
은 우당 선생이 유년 및 청년 시절을 보냈던 대한제국 시기
의 역사적 중요성을 돌아보았기 때문에, 청년기 우당 선생
의 정치적·사회적 활동이 지녔던 시대적 의미와 지평을 선
명하게 부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에 충분했다.

자유전공학부 출신 서울대 대학원생 초청 간담회
자유전공학부에서는 자유전공학부를 졸업하고 교내 대학
원 각 분야로 진학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자유전공학부
를 빛내주고 있는 대학원생을 초청하여, 5월 16일(수) 점심에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모두 20여명의 졸업생과 자
유전공학부 교수진들이 참석하였다.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공
부하고 있는 우리 자유전공학부 졸업생들이 서로의 학문적인
지평을 공유하고 인적 교류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동시에 자유전공학부 출신 대학원생으로서 겪는 애로사항은
없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군복학생 간담회
지난 1년 간 군 복학생 간담회가 두 차례 개최되었다. 2017
학년도 제2학기에는 9월 27일(수) 오후 5시에, 2018학년도
제1학기에는 3월 29일(목) 5시에 열렸다. 군복학생 간담회는
리더의 책임과 희생을 중시하는 자유전공학부 교육방침에 따
라 2012년부터 시작되어, 병역 의무를 마친 학생들이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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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하여 대학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매학기 개최되고 있
는 전국 단과대학 단위 중 유일의 군복학생 간담회이다. 간담
회를 마친 후 이어진 저녁식사 모임에서는 학부장, 학생부학
부장과 학생 간에 격의 없는 따스한 대화가 오고 갔다.

특강
자유전공학부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찾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각계의 명사를 만나고, 강연을 듣고 궁금
한 점을 직접 질문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특강
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2017년 2학기와 2018년 1학기에도
20여명의 명사들이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강연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삼성경제연구소 채승병
수석연구원은 2017년 9월 26일에 개최된 특강에서 “데이터 테
크놀로지의 시대”를 주제로, 미래상을 예측하기가 점점 어려워
지는 오늘날에 의미 있는 대학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고 싶은 분야와 관련된 전공명의 벽에 갇히지 말고, 사회에
나가서 단기간에 익히기 쉽지 않은 기초학문을 탄탄히 해두는
것이 문제해결 능력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2018년 4월 10일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양현아 교수
가 내방하여 가정관리학 학사로 시작하여 현재 법학전문대학
원에서 여성주의 법사회학자이자 교육자로서의 오늘에 이르기
까지의 여정을 공유해주었다. 남들이 쉽게 선택하지 않는 길을
걸어 온 강한 의지와 열정이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자유전공
학부의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2018년 5월 8일에는 자유
전공학부의 졸업생인 구글 코리아 권은진 매니저가 “Are You
Googley?”라는 제목의 강연으로 자유전공학부를 찾아주었다.
자유전공학부의 선배로서 전공 선택에서부터 취업, 그리고 회
사생활에 이르기까지 자유전공학부 학생들만이 가질 수 있는
고민과 장단점에 대한 솔직한 경험담을 나누었다.
그밖에 자유전공학부에서 특강을 해 준 명사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2017학년도 2학기
2017.09.19

가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 『불확실성-효과성 매트릭스』기반의
콘텐츠학과 이상국 교수 R&BD전략, 기획 및 관리

2017.09.26

삼성경제연구소 채승병
수석연구원

2017.10.17 김상준 변호사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2017.10.24
김청택 학부장
주식회사 ab180 남성필
2017.10.30
대표이사
2017.11.07 삼성전자 오창환 상무
Credit Suisse 증권
2017.11.14
임병일 한국지점장
2017.11.21 MBC 사회부 김연국 기자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2017.11.28
조항만 교수

데이터 테크놀로지(DT)의 시대, 기업
현장에서 본 빅데이터의 의미와 데
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할
법률가, 법학자, 그리고 심리학자의 만남
미래형 인재
왜 나는 4년간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가
삼성의 현재와 미래
Investment Banker는 무슨 일을
하는가
전문가(professional)로 사는 법
인간<건축<도시 + 미래

2018학년도 1학기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안태식 교수
2018.03.27 김시현 변호사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2018.04.03
김청택 학부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2018.04.10
양현아 교수
2018.03.20

회계학과 삶
법조인의 생활과 전망
심리학의 이해와 현실에의 적용
내가 걸어온 길을 나눈다

2018.04.24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이상훈 교수

A New Paradigm for Stud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ehavior and Brain

2018.05.01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서경호 명예교수

전공 선택 - 무엇을 할 것인가?

2018.05.02

서울대 경제학부 김진우,
김세직 교수

대학입학과 전공선택에 있어 평판
(reputation)이 가지는 경제학적 효
과와 함의

구글 코리아 마케팅 솔루션
본부 권은진 매니저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2018.05.15
박지현 교수
서울대학교 국악과
2018.05.29
힐러리 핀첨 성 교수

2018.05.08

Are You Googley?
중국전문가, G2시대 차이나 리터러
시의 중요성
국악을 연구하는 인류음악학자

이상훈(‘14), 제14회 회장배 전국 학생 스쿼시선수권대회 대학부 우승
이상훈 학생(’14)이 제14회 회장배 전국 학생 스쿼시선수권
대회에서 남자 대학부 우승을 차지하였다. 체육 전공자가 아
님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노력하여 우승이라는 좋은 결과까지
이룸으로써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모범적인 선수라는 평가

를 받았다. 이상훈 학생은 자신의 우승이 ‘운동선수=체육전
공’ 이라는 고정관념을 바꾸는데 작은 밀알이 되었으면 한다
는 수상소감을 남겼다.

김연주, 차유림(‘16), 제14회 전국 청년 사회학도상 공모 학부 부문 최우수상 수상
김연주, 차유림 학생(‘16)이 중앙대 사회학과와 중앙사회학
연구소에서 주최하고 오마이스쿨에서 후원하는 제 14회 전국
청년 사회학도상 공모 <학부>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
다. 김연주, 차유림 학생은 ‘19대 대선 기간 트위터 상에서 확

산된 ‘진짜뉴스’와 ‘가짜뉴스’ 확산 네트워크 연구’라는 논문으
로 학부 부문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여 상금 150만원을 받았
고, 해당 논문은 우수논문 및 수상작 모음 논집에 실렸다.

9

윤정찬(‘17), 제23회 전국 대학생 모의유엔회의에서 대상 수상
전북대학교 주관, 외교부 후원으로 개최한 모의유엔회의에
서 4위원회(대표국가:케냐)의 일원으로 참여한 윤정찬 학생
(‘17)이 대상(외교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윤정찬 학생에

게는 부상으로 11월 뉴욕 및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 본부
참관단에 참여할 기회 또한 주어졌다.

김종석(‘12), 컴퓨터공학부 김건희 교수 연구팀의 일원으로 2017 LSMDC에서 우승
김종석 학생(’12)이 속한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김건희
교수 연구팀이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개최된 2017 국제컴퓨
터비전학회의 워크샵인 영화 질의응답 인공지능 챌린지(The
Large Scale Movie Description Challenge, LSMDC)에서

우승했다. 뿐만 아니라 영화 줄거리 이해에 대한 질의응답 대
회인 MovieQA에도 참가하여 1% 미만의 근소한 차이로 2위
를 기록했다. 본 대회에서 사용된 딥러닝 알고리즘은 2017
ICCV에서 논문으로 발표되었다.

윤정찬(‘17), 제59회 대학문학상 영화·문학 평론 우수작 수상
윤정찬 학생(’17)이 대학신문 제59회 대학문학상 영화평론
부문 우수작을 수상하였다. 수상작의 제목은 ‘일상 속 웅크린
비극의 숨결’ 으로 구스 반 산트 감독의 영화 ‘엘리펀트’를 숏
의 결합과 배열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비평해 낸 작품이다. 윤

정찬 학생은 영화의 껍질들을 벗겨내며 감춰진 현실을 찾으
려는 시도에서 평론을 하게 되었으며, 글을 통해 자신과 독자
들이 영화 속 역설적 현실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기를 바
란다는 수상소감을 남겼다.

오석(‘12), 강병현(‘14) / 이건희(‘17) 제26회 글쓰기교실 우수리포트 공모대회 최우수상 / 장려상 수상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에서 주관하는
‘제26회 글쓰기교실 우수리포트 공모대회’에서 오석(‘12), 강
병현 학생(‘14)이 공동저자로 작성한 ‘월남민 특별선거구 문
제: 건국이념으로서의 ‘민족통일국가의 완성’과 ‘민주공화제

의 실현’을 중심으로’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이건희
학생(‘17)은 ‘대통령선거 당시의 맥락적 상황이 후보자들의 네
거티브 정치광고 전략에 미치는 영향 -15~19대 대선의 사례
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황운중(‘14), 제59회 대학문학상 소설 부문 우수작 수상
황운중 학생(’14)이 대학신문 제59회 대학문학상 소설부문
우수작을 수상하였다. 수상작의 제목은 「KID A」로 낡았지만
늙지는 않은, 성장소설의 틀과 대중문화에 기대어 젊음(맹목)
이 성숙(통찰)이 되는 과정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황운중

학생은 이 작품은 자신의 친구들, 동지들, 그리고 더 이상 동
지라 부를 수 없는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이며, 초라한 이야
기에 말을 보태주신 분들에게 모두 감사드린다는 수상소감을
남겼다.

안재서(‘16), 김재민(’17), 2017 인권 공모전 논문 부문 최우수상 수상
안재서(‘16), 김재민 학생(’17)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최
하는 2017 인권공모전 논문부문에서 「노인 노동권 개선방안」
이라는 논문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고령화 사회 속에
서 심화되는 노인 빈곤문제를 범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

해 의결된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이 우리나라에 실질
적으로 이행되는 정도를 양적, 질적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국내 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강민식(‘13), 서울대팀의 일원으로 2017 국가 암호공모전 대상 수상
강민식 학생(’13)을 포함한 서울대팀이 ‘동형암호에 대한
안정성 분석’ 논문으로 2017 국가암호공모전에서 대상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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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였다. 그동안 국가암호공모전 주요 수상작은 유로크립트
(Eurocrypt) 등 국제 암호학회에 채택되어왔다.

교수 동정 및 연구 소식
■김범수 교수는 “1970년대 신문에 나타난 재일교포의 표
상: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의 논문을 『일본비평』 제17호(2017년 8월)에 게재하
였다. 김범수 교수는 또한 2017년 6월 홍콩대학교에서 열린 국
제학회(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연례학술회의에
서 “Whether North Korean Compatriots ‘Korean’?”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 11월 독일 베를린의 자유
베를린대학(Free University of Berlin)이 주최한 학술대회에
서 “Market Economy Education Program for North Korea:
Present and Development”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현
재 자유전공학부 교무부학부장과 캠퍼스아시아 사업단장을 맡
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국인’의 경계: 1980
년대 이후 2000년대까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 중이다. 2018년 6월부터 1년간
한국정치사상학회 총무이사로 봉사할 예정이다.

■양일모 교수는 공저로 『민본과 민주의 개념적 통섭』(성균
관대출판부), 『제4차 혁명시대 인문정책방향』(경제인문사회연구
회), 공역으로 『음빙실자유서』(푸른역사), 논문으로 『근대 중국의
민주개념』(『중국지식네트워크』 9), 『유교적 윤리 개념의 근대적
의미 전환』(『철학사상』 64), 번역으로 『기상천회- 최근 대륙신유
학의 정치적 요구』(『동양철학』 48)를 출간했다.
성균관대 동양철학문화연구소 학술대회에서 『무위자연론에서
인간의 위치』(6월),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학술대회에서 『한학에
서 철학으로』(8월), 연변대학에서 개최된 두만강포럼에서 『번역
과 동아시아의 근대』(10월), 타이완 중앙연구원 명청학술대회에
서 『자유지권에 대한 두 가지 해석』(12월)을 발표하였다.
2018년 3월1일부터 안식년에 들어갔으며, 외부 봉사활동으로 한
국동양철학회 부회장, 한국유교학회 부회장, 국제퇴계학회 이사, 경
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 인문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상민 교수는 2017년 7월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에
서 열린 “Geometry of String and Gauge Theories” 학회에서
“2d (0,2) Brane Gauge Theories”을 발표했다. 10월에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국제순수및응용물리연맹(IUPAP) 정기총회에
한국물리학회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다. 12월에는 한국공학
한림원 “융합 포럼”에 초청되어 융합 교육의 관점에서 서울대학
교 자유전공학부 현황을 소개했다. 물리천문학부 대학원에서 지
도해 온 학생들 중 1인이 2018년 2월에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8
월에 또 다른 1인이 박사학위를 취득할 예정이다. 현재 수행 중인
연구 과제로는 “양자장론/초끈이론의 기하학/조합수학적 재구
성”과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2014~2019년) “초끈이론의 산란
진폭과 재규격화” (한국연구재단, 2016~2019년)이 있다.
■장대익 교수는 연구책임자로서 What Can Cultural
Psychology Give to Twenty-First-Century Biology, East
Asian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An International

Journal ,11:405-409(9월)과 The Limit of Gene-Culture
Co-evolutionary Theory, Korean Journal of Cognitive
Science 28(3):173-191(12월)을 출간했다. 학술대회 발표로는 대
표적으로 Human Behavior and Evolution Society 연례 학술
대회에서의 “The Effect of Women Competition Motivation
on Empathy across the Ovulation Cycle” 외 1편이 있고
(2017.7), EASTS 국제 학회에서 “Public Risk Perception
and Attitudes towards Genome Editing and Psychological
Antecedents” 외 1편이 있으며(2017.12), 2018년 춘계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에서의 “인간-기계 간 집단 비교로 인한 인간 독특
성 위협과 보상 전략”이 있다(2018년 5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무총리실 산하)의 지원을 받은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가치
다양성 증진 정책 연구>를 종료했다. 저서로는 단행본으로 <울
트라 소셜>을 출간했다.

■Javier Cha 교수는 2017년 9월 1일에 서울대 자유전공학
부에 임용되어 자유전공학부에 알맞은 수업 주제와 진행 방식을
탐구 중이다. 연구는 대체로 조선시대의 지성사와 디지털 인문
학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약 3천
만 원을 그리고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신임교수 연구정착금 3
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네트워크 사회학자들과 15억 자에 달하
는 한국문집총간 데이터의 유사성 분석, 토픽 모델링, 의미망 구
축 등을 시도 중이다. 진행 중인 연구의 중간발표를 “전산지성
사” (Intellectual History and Computing)라는 제목으로 막스
플랑크 연구소, 하버드 대학, 스탠포드 대학 등 해외 여러 곳에
서 발표 하였다. 또한, 하버드 도서관에서 해외 한국학의 시조로
인정받는 에드워드 와그너 교수의 아카이브를 2018년 3월에 조
사할 기회를 얻어서 1960년대에 시작된 ‘디지털 한국학’의 기원
에 대한 연구에도 착수하였다. 와그너 아카이브에 관한 내용은
2018년 4월에 서울대의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모임에서
잠시 소개했고 그 내용을 정리한 논문은 SCI급 디지털 인문학
저널에 투고되어 현재 심사 중에 있다.
■한경구 교수는 2017년 연구년을 맞이하여 7월부터 12월까
지 6개월 간 영국 캠브리지대 CRASSH(예술, 사회과학, 인문학
연구소)에서 캠브리지대 트니니티 컬리지의 권헌익 교수와 함
께 유네스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출국 전 4월 3-4일에
는 유네스코 본부의 요청으로 파리 근교 Enghien-les-Bains에
서 개최된 유네스코 창의도시 전문가 워크숍에 참석했으며, 6월
19일에는 World Federation of United Nations Associations
(WFUNA)와 한국 유엔대표부의 요청으로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세계시민교육세미나에 발표자로 참석하였다. 6월28-29
일에는 유네스코 본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요청으로 세계
시민교육과 민족주의에 관한 전문가 세미나에 참석했으며 재외
동포재단 창립 20주년 기념 2017 세계한인학술대회의 사회 및
북미 지역 세션을 조직하였다. 7월에는 부천시의 유네스코 창의
도시 네트워크(문학 부문) 가입신청서 작성을 주도하여 10월31
일에 유네스코 본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11월에는 파리 유네스코
총회에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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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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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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내용

President’s
Honor Club
50억 원 이상

기념품 및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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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인
명예 헌정 및
예우
학교 시설
이용 편의

서울대병원
진료 편의
서비스

Gold
Honor Club
10억 원 이상

SNU
Honor Club
1억 원 이상

SNU
Sponsor
1천만 원 이상

SNU
Sponsor
1백만 원 이상

◦
◦
◦
◦
◦
◦
◦

◦
◦
◦
◦
◦
◦
◦

◦
◦
◦
◦
◦
◦

감사장
◦
◦
◦
◦

◦
◦
◦
◦
◦ 객실무료(연7일)
◦
◦
◦
◦
1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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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료)
◦
◦
◦

(유료)
1년
◦

◦
◦

자유전공학부 발전기금 출연 현황 (2009. 6. 1. ~ 2018. 6. 1.) (가나다 순, 존칭 생략)
·강윤구

·김부겸

·손수일

·임양이

·한성희

·김국진

·김혜성

·송현종

·정권택

·허의도

·김미나

·김흥연

·안강현

·정대련

·(사)동북아평화연대

·김민석

·민일영

·안정균

·최병희

·(주)사이언스북스

·김민영

·백종화

·이승호

·한경구

·변호사 김시현 법률사무소

※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가 세계 일류 대학으로 도약하도록
대학발전기금 조성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