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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상익 선생님 追悼辭
박기석('65학번,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이상익 선생님,
지금 이 자리에 선생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족, 친지, 동료, 후배, 
제자들이 선생님을 하늘나라로 보
내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선생님께서 건강하게 활동하실 
때는 연초 하례식 등 이러저러한 
행사 때 가끔 뵈었는데, 한참 뵙지 

못하다가 선생님의 추도사를 하게 되다니, 참으로 죄송하
기 그지없습니다.
 
 운정(耘亭) 이상익(李相翊)선생님은 생전에 덕망 있는 훌
륭한 학자이며 스승이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일찍이 중국 고전소설과 우리나라 고전소
설의 비교연구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
다. 1962년 <홍길동전>과 <수호전>의 비교문학적 연구를 
시작으로, <금오신화>와 <전등신화>, <삼국지연의>와 군
담류 소설, <금병매>와 염정류 소설 등 한·중소설의 비교
문학적 연구를 선구적으로 수행하셨고, 이후 "한·중소설
의 비교문학적 연구 -<서유기>의 영향을 중심으로-"로 서
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백운소설>, 
<파한집>, 익제와 최자의 문학이론 등 고려시대의 산문학
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하시어 이 분야에서도 큰 업적을 남
기셨습니다. 이밖에도 <춘향전> <흥부전> 등 고전 소설을 
비롯하여 설화문학, 수필문학 등 한국고전문학에 대한 전
반적인 연구와 고전문학교육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또한 학회활동도 적극적이시어 '국어교육연구회'(현 한국어
교육학회)회장을 역임하셨고, '동방문학비교연구회'를 발족
시켜 중국문학자 등 한·중·일 문학연구자들과 오랫동안 
교분을 맺으며 연구발표와 세미나 등 많은 활동을 하셨습
니다. 
  선생님은 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 항상 온화
한 미소와 열정으로 학생들을 애정을 가지고 가르치셨습니
다. 또한 서울대학교 기숙사사감과 학생처장등 학교행정에
도 적극 참여 봉사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성품이 온후하시
고 농담을 잘하시어 항상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셨습
니다. 
   선생님을 떠나보내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가 있
는 삶, 보람된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사람들
에게 오래 오래 기억에 남는 훌륭한 삶의 모습은 부와 명
예, 그리고 권력을 추구했던 모습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베풀며 살았던 모습이라는 어느 현자의 말이 떠올랐습니
다. 선생님은 생전에 교육자로서 지식전수와 함께 인성교
육을 강조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선생님은 많은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저도 선생님의 은혜
를 입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선생님을 처음 뵌 것은 학부 
4학년 마지막 학기였습니다. 당시 선생님은 충북대에 적을 
두고 계시면서 서울사대 국어과에 강의를 나오실 때였습니
다. 당시는 학부생도 졸업논문을 써야했었는데, 제가 쓰고
자 했던 논문내용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졸업 후 대학원 국문학과에 진학하였고, 잠
시 용두동에 있던 사범대학 故 난대(蘭臺) 이응백선생님 
연구실에서 난대 선생님 일을 돕고 있었을 때였는데, 마침 
선생님께서 충북대에서 서울사대 국어과 전임교수로 부임
하셨습니다. 당시 선생님 연구실이 난대 선생님 연구실과 
같은 건물에 있어서 자주 뵐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선생님
은 제가 대학에 취직하는데 추천서를 써주시는 등 여러모
로 저의 진로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와 같이 선생
님의 은덕을 입은 사람이 어찌 한 두 사람이겠습니까?
   선생님께서는 2000년 2월 정년퇴임 후에 대만 문화대학
에 교환교수로 가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건강하
신 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의 세계화 실천과 
한·중소설의 비교문학적 연구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수행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1997년 이후 오랫동안 투
병생활을 하시면서 수필과 서예에 힘을 쏟으셨고, 가족 수
필집을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시조에 관심을 두어 가
족 모두가 시조를 생활화하도록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강
한 의지력으로 뇌출혈을 극복하셨고, 암이라는 중환의 투
병 중에서도 늘 유우머를 잃지 않으셨고, 교육현실과 나라
의 앞날을 걱정하셨습니다. 또한 선생님은 자녀들이 올바
른 예법과 덕성을 지니도록 가정교육의 모범을 보이셨으
며, 2남1여 모두 서울대 동문으로 키우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선생님을 여의신 조연희 여사님(국어과 동문(15회))을 
비롯한 유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은 우리 곁을 떠나시지만, 선생님은 영원히 
우리의 스승으로 남으실 것입니다. 선생님, 이제 이승에서
의 못 다한 일들 모두 후학들에게 맡겨놓으시고, 하늘나라
에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십시오.  

                         2014. 4. 21.   박기석 재배



故이상익 선생님 追悼辭
박 삼 서(‘69학번)

존경하는 운정(耘亭) 이상익 선
생님!

이 세상이, 이 우주가 봄기운으
로 용동(聳動)하고 그 영원함을 한
껏 뽐내는데, 귀천(歸天)하시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1969년 3월 용두동 캠퍼스에서 
환하게 웃으시며, 다감하신 목소리

로 꿈과 기개를 말씀하시고, 대학 초년생을 맞아주신 모습
이 이 순간에도 영화의 한 장면처럼 다가오는데, 이제 더 
이상 그 모습과 목소리를 듣고 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우주적 인품’으로 학문적 경지를 이루
시고 제자를 가르치셨습니다. 가족이 엮은 『우주는 그대와 
나』 금혼 기념 문집에서 사모님에게 보내신 편지를 보면, 
젊은 시절부터 ‘우주적 인품’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셨습
니다.

① 선생님께서는 인간적인 배려와 사랑으로 제자들을 가
르치셨습니다.

정초(正初)나 평상시에 식사시간을 비껴 선생님을 찾아뵈
면 반드시 식사를 대접하고 보내셨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밥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외경(畏敬) 속에서도, 인간적
으로 대해주신 그 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꼭 바
둑을 두자고 하셨습니다. 바둑 한 알 한 알의 교차 속에서 
지혜를 터득하게 하시고, 학문의 지평을 어떻게 넓혀 가는 
지를 가르쳐 주신 것을 뒤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4년 내내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조달해야 하는 처지를 아시고, 저녁끼
니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친척을 소개해 주시
기도 하셨습니다. 이 고마움과 따뜻한 정을 어떻게 모두 말
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② 선생님께서는 올곧은 선비정신으로 학문의 경지를 이
루셨습니다.

서예 분야에서도 관심과 열정으로 많은 수적(手迹)을 남
기셨습니다. 이러한 명필을 남기신 배경에는 천부적 재능도 
지니셨지만 남다른 노력도 숨어 있습니다. 서재 한 쪽에 한 
일(一)자를 쓰신 습자지가 산더미처럼 쌓일 정도로, 실제 
글자를 쓰시면서 혼일(混一)과 몰아(沒我)의 경지를 탐닉하
셨습니다. 한 일자만 만 번 이상을 쓰신 것입니다. 한석봉
(韓石峯), 왕희지(王羲之) 등의 필세(筆勢)와 서법(書法)을 
두루 섭렵하시고 선생님만의 글씨체도 완성하셨습니다. 학
문의 경지도 이와 같으셔서, 한․중 소설 비교 및 한국 문학
사상 연구와 강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③ 선생님께서는 자애롭고 도량이 무량하신 큰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대만 초빙교수로서 한국어 세계화에 힘쓰다가 귀국하셔
서, ‘어리석기도 어렵다.’라는 뜻의 ‘난득호도(難得糊
塗)’라는 문구가 들어있는 벽걸이 족자를 주셨습니다. 
‘총명하기도 어렵지만 어리석기도 어렵다. 총명함에서 어
리석음으로 옮기기는 더욱 어렵다[聰明難 糊塗難 由聰明 
而轉入糊塗 更難]’는 풀이도 곁들여 있습니다. 선생님의 

깊은 교육철학, 인생철학이 이 한 문장에 담겨 있다고 하겠
습니다.

칠전팔기(七顚八起)도 아닌 구전십기(九顚十起)로 학위과
정에 들어가는 어리석음과 무모함에도, 선생님께서는 십년 
동안 한 말씀도 하시지 않고 제자의 합격을 기다리셨습니
다. 십년을 기다리신 선생님의 ‘우주적 인품’을, 이 족자
의 문구와 함께 느껴봅니다.

④ 선생님께서는 인간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수범(垂範))
하셨습니다.

학술 답사나 여행 시 남을 위에 봉사하는 제자가 있으면, 
강의 시간에 이를 거론하시고, 진정한 인간됨이 무엇인지를 
강조하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셨습니다. 시조의 생활화 운
동에 열정을 바치시면서 쓰신 시조에는 평범하고 쉬운 언
어로 여유로운 생활의 모습을 많이 담으셨습니다. 고전소
설, 김삿갓 시 등에 나오는 해학과 유머, 위트를 신명나게 
말씀하시고, 평상의 대화에도 이를 끌어드려 고결하신 성품
에 파격의 여유를 찾기도 하셨습니다.

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선생님께서는 ‘21세기 시대정
신’을 어느 분보다도 먼저 간파하고, 제시하셨습니다.

석사 논문 논제를 고민하던 시절에, 선생님께서는 한국 
문학사상을 좁혀 한국 고전문학에 습윤(濕潤)되어 있는 도
교사상을 천착(穿鑿)해 보라고 권유하시고, 중국이나 대만
에 갔다 오시면 도교나 도가 관련 서적을 꼭 주셨습니다. 
‘한국문학과 도교사상’ 시리즈 논문을 줄곧 쓸 수 있었
던 것도 이러한 도움과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학문적 경지를 넓혀가면서, 우리 대다수 고전문학
에는 유불도(儒彿道) 삼교가 습합(習合)되어 나타나고, 시
대에 따라 외적으로 표명하는 사상은 달랐지만 문학적으로 
흡인, 융합하여, 이러한 종교적 태도가 ‘관용(寬容)’이라
고 하는 우리 민족정신으로 승화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2007년 6월, 한국, 중국, 미국 3국 교육자 천여 명이 참
가하여,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교육자 대회[漢語橋]가 열렸
습니다. 한국 교육자 대표로 연설할 때, 호혜삼소(虎蹊三
笑) 고사를 원용하여 중국, 미국이 강대국이 된 이유로 다
인종 국가로서 ‘종교적 관용’을 들었고, 우리 한국도 이
러한 관용이 민족정신임을 밝혀서 공감의 박수를 받았습니
다.

이러한 민족정신의 발견은 선생님의 학문적 선견(先見)과 
요구가 없었다면 이뤄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선생님의 학문적 경지이시기도 합니다. 더구나 이러한 삼교 
융합과 같은 ‘관용’ 정신은 선종(善終)하신 김수환 추기
경님께서도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학문적 경지와 시대정신을 초
월하여, 고결하신 ‘우주적 인품’을 제자와 후학들에게 남
기시고, 가톨릭의 품에 영원히 안기어 하늘나라로 떠나셨습
니다.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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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이강호(‘73 본회 회장, 구현고 교장)

존경하는 국어교육과 
선후배 동문 여러분

지난 1월 3일 신년하례
식 및 총회에서 회장으
로 지명을 받고 밤잠을 
설치며 넉달을 고심하였
습니다. 아직도 수락해서
는 안될 일이었다는 자

책과 그래도 뭔가 해야할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
대가 혼존합니다.
동문회를 이끈다는 것이 얼마나 열정과 헌신과 재물
이 필요한 것인지 선배 회장님들의 업적을 보며 깨달
으니, 재물을 가벼이 여기고 살라는 부모님 가르침이 
지금처럼 한스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조그마한 비자
금이라도 있다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조금은 할 수 
있을텐데 하는 헛된 생각을 해보곤 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동문회의 활성화 내지 진화를 위한 바
램은 세 가지로 정리될 듯합니다.

첫째 참여율 제고입니다. 
연중 중요행사인 신년하례식 및 총회나 5월 사은의날 
행사, 가을 나들이 등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삼십명 
정도입니다. 우리 동문이 총 2,000여명인데 좀더 많
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며칠전 
이상익 선생님 조문시 반강제로 모시고 갔던 우리학
교 선생님이 뜻밖에 졸업 25년만에 처음 만난 동기를 
만나 어찌나 반갑게 얘기꽃을 피우는지, 동문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만남이 있어야하는구나 하
고 느꼈습니다.

둘째 소통의 적극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입
니다.
기별 모임과 등산이나 바둑 등 영역별 모임을 바탕으
로 세대를 아우르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 동문회보, 
인터넷 카페, 그리고 SNS를 통한 상호 소통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이 특히 선배님의 경륜이나 대
학의 연구물로써 현장의 후배들에게 유익한 자료였으
면 더욱 좋겠습니다. 특히 젊은 동문들과 소통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후배 없는 동문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번 가을 나
들이에는 30대부터 80대까지 세대를 넘나드는 만남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니 여러 동문
님들께서 도와 주십시오. 반드시 보람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 프로그램을 준비하겠습
니다.

셋째 동문회 운영 재정 확보입니다. 
동문 여러분께서 회비를 내도 아깝지 않을 동문회 운
영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120일의 고민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자
는 뜻으로 우리 학교의 박경미 후배님의 글을 부탁하
였습니다. 그리고 동문회비는 반대급부 이상의, 동문
으로서의 의무라는 선배 회장님 말씀에 정말 고무되
었습니다.
불편한 악역은 제가 맡겠습니다. 저의 진정성을 믿고, 
회비를 내어주시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주신다면 조금
씩 조금씩 따뜻한 혈기가 도는 동문회를 만들어 보겠
습니다. 현실에 관계 없이 가장 추억에 잠길 수 있는 
모임, 대한민국 국어교육의 발전적 모습이 논의되는 
동문회를 위해 기꺼이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하겠
다고 나대는 그 자(논어 헌문편)’가 되겠다고 다짐
드리며, 다음 글귀로 저를 이해하고 도와주시기를 엎
드려 당부드립니다. 

은자로 존경받는 미생무가 하루는 공자를 찾아왔다. 
그가 공자와 대작하다가 취기를 빌어 공자에게 말했
다.
　“이보시게, 구. 이제 그만 하시는 게 어떤가? 그
만큼 수모를 당했으면 됐지, 왜 여전히 여기저기 바
쁘게 돌아다니는가? 아니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러
고 다니는 건 말재주만 믿고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닌
가?” 
　공자가 그 말을 듣고 미생무에게 말했다.
　“존경하는 선배님, 아직도 저를 모르십니까? 저는 
다만 세상의 변화를 나 몰라라 하는 고루한 선비가 
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孔子曰 非敢爲佞也 疾固也. 논어 헌문편)

ssleekho@naver.com 이강호  
010-8976-4342



 방울토마토
                          박경미(‘84 구현고 교사)

  어느새 가까이 와 있
는 봄을 더 가까이 체험
한 것은 어제 점심시간
에 있었던 일 때문이기
도 하다. 텅 빈 위를 채
운 포만감에 봄볕을 잠
시라도 쬐고자 교무실로 
직행하지 아니하고 걸었
던 운동장 길모퉁이를 

막 도는 찰나, 기척에 놀랐던지 한 마리 봄새가 날아
오르면서 살구꽃잎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봄
꽃이 가여워 주워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실은 
교무실로 가져오기까지 했다.) 
  그랬던 그날 종례 시간 우리 교실에도, 새의 미동
만 없었던들 계속 봄의 기운을 피워 올렸을 그 꽃의 
운명과도 같은 31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고등학교 3
학년에 올라와 처음 치른 학평 결과를 한 장의 프린
트로 속속히 배부하고 바라본 아이들의 얼굴들. 고 
3이라는 처지만 아니었더라도 불금의 기쁨과 봄의 
시간을 한껏 만끽했을 아이들은 그 프린트 한 장에 
적혀 있는 자신의 현재 좌표를 가리키는 숫자들로 
인해 실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빛나는 젊음
들이…….
  성적이라는 결과물이 학생들을 옥죄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스스로와 경쟁한
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가 더 잘 
어울리는 사람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
스로 행복을 만들어나갈 줄 아는 자율성을 키워 나
가기보다 진학과 성적이라는 미명하에 타율성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노파심이 앞선다. 
이렇게 쓰고 있는 나 자신부터 잦은 지각을 하는 학
급 아이들의 지각 사유를 개인 면담을 통해 들어보
고 또 지각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아이들에게 격려하
는 등 개인적 이해를 동반한 자율적인 변화를 바랐
지만 여의치 않자 학급 회의라는 민주 절차에 의해 
결정된 규칙을 예외 없이 적용시키고 있는 중이다. 
민주라는 탈을 쓰고 규칙이라는 잣대로 아이들을 길
들여 나가면서 타율의 완전한 모양으로 찍어내는 셈
이다. 나부터가……. 이런 모든 나의 활동들이 진학
과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스스로 위
로하면서……. 그런데…….
 지난 3월 3주간의 사제동행 상담 주간은 학급 담임 

교사로 아이들과 면담하며 평소 볼 수 없었던 면면을 
조금이나마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 거의 모든 
아이들에게서 자신감 부족을 목격할 수 있었다. 지금
부터라도 공부하면 성적이 오를까요, 공부를 시작하기
에는 너무 늦었어요, 공부를 하고는 싶은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공부를 안 했던 자신이 바보 같아요. 누
구 말대로 “되돌아본 자신의 모습이 긍정적일 때에만 
우리는 기쁨을 느끼는” 것인데 되돌아본 공부와 자신
에 대해 부정적인 심리 상태에 놓여 있으니 기쁨을 느
낄 수는 없고 오히려 자신을 비하하는 치명적인 심리 
상태에 빠져 있는 이 아이들. 이 아이들을 어찌할 것
인지 한참을 막막해 하였다. 어느 정도의 공부가 성적 
상승을 반드시 보장해 주지 않는 현실 때문에 자신을 
비하하고 슬픔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고3을 지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이르니 더 그러하였다
  그러나 어떤 결과에 이르러도 담임교사로서든 인생 
선배로서든 나 자신이 어떤 자세로 아이들을 대해야 
할 것인지는 분명해지고 있었다. 매일매일 보아도 방
긋 웃는 예쁜 모습으로 인사말을 건네주는 아름다운 
아이들, 학업에 대한 무한도전을 감행해 나가는 노력
과 끈기가 보이는 녀석들, 체력 상승을 지상의 과제로 
삼아야 될 듯이 보이지만 욕심은 누구 못지않은 아이
들, 배려심이 커서 때론 나 자신도 본받아야 할 언니
인 듯 착각을 주는 아이들, 학급 담임 역할이 힘겨울 
때 학급 아이들을 다그쳐주어 고마움을 느끼게 해 주
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마냥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
었던 지난 25년간 학교 현장에서의 나의 삶에 감동과 
힘을 주었다. ‘학급문고’와, 다른 생각을 확인하고 
배우고 토론하며 함께 어울렸던 ‘주제로 함께 쓰는 
학급협력일기’라는 공동의 커뮤니티를, 긴 세월 꾸려 
올 수 있었던 것도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 때문이었
다. 
  이제는, 문고를 꾸리면서 나눴던 책 이야기도, 온라
인상의 학급커뮤니티라는 공동의 장도, 그 공동의 장
에서 풀어냈던 삶의 이야기도 내 곁에 없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나와 삶을 함께 하는 아이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힘을 얻고 나 또한 
작은 힘이나마 그들에게 주고 있다. 때론 위로의 말과 
유용한 정보로, 때론 과립 비타민 C로, 때론 싱싱한 
열매로……. 그래서 31명의 젊음에게 먹일, 장바구니
에 넣어 둔 방울토마토 7그루가 될 방울토마토 씨앗을 
결제하러 가기 위해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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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교육과 동문회 임원
회  장

이강호(‘73)
감  사

황귀연(‘72)
박경미(‘84)

총무분과 조직분과 섭외분과 사업분과   장학분과 출판분과
        
 

 부회장
  (48)

전영숙(‘74)
오건오(‘75) 
구자송(‘75)
이준순(‘76)
김영춘(‘79)
박윤우(‘79)
김창원(‘80)
빈중호(‘83)

이경우(‘73)
이삼형(‘74) 
김종철(‘75)
이희세(‘76) 
이승복(‘77)
경종록(‘79)  
박남기(‘80)
이수성(‘80)

민현식(‘73)
장광섭(‘73)
신원재(‘74)
허익배(‘74) 
이종문(‘76)
유창영(‘79)
장보성(‘80)
이성영(‘81)

이상요(‘74)
윤희원(‘75)
정운채(‘76)
박  택(‘76)
박혜경(‘77)
이재엽(‘79)
신재홍(‘80)
정재찬(‘81)

이숭원(‘73)
이근표(‘74) 
안재훈(‘74)
심규선(‘76)
이두환(‘77)
김영욱(‘79)
김동환(‘80)
정낙식(‘80) 

윤여탁(‘74)
박정규(‘75)
김상호(‘77)
이은숙(‘78)
김성룡(‘79)
김상욱(‘80)
최혜실(‘80)
황병숙(‘80)

 상  임
 이  사
  (56)

서  혁(‘82)
장윤희(‘84)  
이은희(’84) 
조상주(‘84) 
권순희(‘87)
이재홍(‘87)
박종훈(‘90) 
고정희(‘90)
박건호(‘91)
김선호(‘91)

정현태(‘81)
손건찬(‘82)
임경순(‘83)
이두희(‘84)
정혜승(‘85)
황동원(‘86)
김창동(‘87)
김나영(‘88)
정현선(‘89) 
황혜진(‘91)

오준식(‘82)
김주환(‘82)
이욱희(‘83)
심창만(‘84)
최영환(‘85)
박판수(‘86)
류규오(‘88) 
홍지연(‘89)
고영화(‘91)

설경수(‘81)
한만중(‘82)
심영택(‘82)
김영희(‘83)
최미숙(‘84)
양정순(‘84)
황석연(‘86)
이재진(‘87)
박형라(‘90)

최영환(‘81)
변기용(‘83)
김유중(‘83)
박수자(‘84)
김봉순(‘86)
송현정(‘87)
김영선(‘87)
양정실(‘90)
김진우(‘91)

이도영(‘82)
강영임(‘83)
최지현(‘84)
전영식(‘84) 
최귀묵(‘85)
민병곤(‘86)
염은열(‘87)
김성진(‘88) 
조희정(‘90)

간사
박준홍(’99)

자문위원단
 대표자문위원

(남) : 우한용(’68)
(여) : 이정숙(’69) 

   기별회장단

  1회(‘44) 구본혁
  2회(‘45) 이명자
  3회(‘46) 박영자
  4회(‘47) 우인섭, 김남조
  5회(‘48) 이병무, 김상준
  6회(‘49) 박붕배, 이명권
  7회(‘50) 이응호, 구인환
  8회(‘51) 김은숙
  9회(‘52) 임만영, 윤필희
 10회(‘53) 전영우
 11회(‘54) 최강문
 12회(‘55) 한정식
 13회(‘56) 장영익, 조윤숙
 14회(‘57) 신철수
 15회(‘58) 박찬도, 남기경

16회(‘59) 심영자
17회(‘60) 한상무
18회(‘61) 신난수
20회(‘63) 김경수
21회(‘64) 박경현
22회(‘65) 김홍식
23회(‘66) 신상철
24회(‘67) 형남규
25회(‘68) 송진섭
26회(‘69) 정명수
27회(‘70) 이성구
28회(‘71) 유상일
29회(‘72) 이강인
30회(‘73) 이대욱
31회(‘74) 윤기영

32회(‘75) 서인석
33회(‘76) 오학균
34회(‘77) 김중신
35회(‘78) 박기호
36회(‘79) 경종록
37회(‘80) 조용기
38회(‘81) 김춘성
39회(‘82) 박종호
40회(‘83) 정재훈
41회(‘84) 유철상
42회(‘85) 서창현
43회(‘86) 박관호
44회(‘87) 류수열
45회(‘88) 김정우
46회(‘89) 고광수

47회(‘90) 박종훈
48회(‘91) 박건호
49회(‘92) 안  혁
50회(‘93) 김호태
51회(‘94) 주재우
52회(‘95) 남가영
53회(‘96) 강성국
54회(‘97) 권민호
55회(‘98) 유성주
56회(‘99) 이상일
57회(‘00) 류신형
58회(‘01) 허재영
59회(‘02) 이성준
60회(‘03) 우신영

고 문 단
대표고문 최현섭(’56) 



국어교육과 동문회 임원
고문

구본혁(’44): 명지대 명예교수         이명자(’45)                         박영자(’46): 시낭송문학연구회장  
김남조(’47): 숙명여대 명예교수       우인섭(’47): 서경대 명예교수         김상준(’48): 前 서울시교육감        
이병무(’48): 前 도봉중 교장          박붕배(’49): 서울교대 명예교수       이명권(’49): 前 인일여고 교장       
한원영(’49): 前 주성전문대학장       구인환(’50): 서울대 명예교수         김은전(’50): 서울대 명예교수        
이응호(’50): 명지대 명예교수         하만천(’50): 前 광양고 교감          김은숙(’51): 前 선일여고            
윤필희(’52): 前 당곡고 교장          이창룡(’52): 건국대 명예교수         임만영(’52): 서울교대 명예교수      
전영우(’53): 수원대 명예교수          정동화(’53): 前 인천교대 총장        정우상(’53): 서울교대 명예교수       
박갑수(’54): 서울대 명예교수         최강문(’54): 前 福岡韓國綜合敎育院長 경동호(’55): 前 서울사대부고 교감   
유성규(’55): 시조생활사 대표         한정식(’55): 중앙대 명예교수         박찬구(’56): 前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장영익(’56): 前 등원중 교장          조윤숙(’56): 前 정의여중             김성식(’57): 前 서부교육청 교육장   
신철수(’57): 前 광남고               유민영(’57): 단국대 명예교수         이대규(’57): 부산대 명예교수        
주돈식(’57): 세종대 석좌교수         황재군(’57): 가천대 명예교수         김성렬(’58): 아주대 명예교수        
박찬도(’58): 前 송정중 교장          성기철(’58):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이현복(’58): 경인교대 명예교수     
이혜성(’58): 이화여대 명예교수       정귀생(’58): 前 전농여중 교장        권정순(’59): 前 숭인여중 교장         
김종민(’59): 前 성원중 교장          노재봉(’59): 前 자양고 교장          최방지(’59): 前 한국어문학회          
최현섭(’59): 경인교대 명예교수       김광휘(’60): 前 MBC 방송작가      김봉군(’60): 가톨릭대 명예교수      
이석주(’60): 한성대 명예교수         최래옥(’60): 한양대 명예교수         한상무(’60): 강원대 명예교수        
한연수(’60): 前 태능중 교장          홍태식(’67): 명지전문대 명예교수    박삼서(’69): 前 영등포여고 교장     
이창득(’71): 도서출판 다다 대표

자문위원

김대행(’61)       김수형(’61)       신난수(’61)       유학영(’61)       정준섭(’61)       탁은수(’61)
김경수(’63)       배상식(’63)       엄동일(’63)       이석규(’63)       이종찬(’63)       이주행(’63)
김장천(’64)       박경현(’64)       백종의(’64)       서한샘(’64)       정경섭(’64)       최전승(’64)
강사민(’65)       김일병(’65)       김진영(’65)       김희자(’65)       박기석(’65)       한태화(’65)
김희락(’66)       노명완(’66)       박영목(’66)       신상철(’66)       왕문용(’66)       이문규(’66)
천한신(’66)       강봉근(’67)       김균태(’67)       양창순(’67)       최재덕(’67)       한철우(’67)
허  규(’67)       형남규(’67)       홍태식(’67)       김한영(’68)       박인기(’68)       박종휘(’68)
손행규(’68)       송진섭(’68)       우한용(’68)       이녕복(’68)       이호균(’68)       김현중(’69)
정덕자(’69)       서덕현(’69)       이경복(’69)       이정숙(’69)       임학수(’69)      정명수(’69)
정병헌(’69)       김태식(’70)       송재욱(’70)       이성구(’70)       박호영(’70)      이진걸(’70)
장경희(’70)       이완섭(’70)       홍승직(’70)       이홍자(’70)       기세관(’71)      류상일(’71)
이원희(’71)      한점돌(’71)       황재순(’71)        하용이(’71)       이시우(’71)     윤동원(’71)
박영애(‘72)       심재홍(‘72)       김석회(‘72)       최옥수(‘72)       최병우(‘72)     강현재(‘72)
한만성(‘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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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 인사 이동
성명 기수 現職 前職

심재홍 72(29) 정년퇴임 　 서부신도중 교장
이정숙 73(30) 잠실고 교사 중화고 교사
전영숙 74(31) 상봉중 교장 성동성수중 교감
이근표 74(31) 잠실고 교장 연구정보원 연구관

이영식 74(31) 잠일고 교사 잠신고 교사
최홍기 75(32) 강명중 교사 방산중 교사
이준순 76(33)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수도여고 교장
맹용재 76(33) 수도여고 교사 선린  인터넷고 교사
유향란 78(35) 가재울중 교사 상암중 교사
정대영 78(35) 자양고 교사 방산고 교사
경종록 79(36) 상암고 초빙교장 은평고 교감
이계림 79(36) 서울체육고 초빙교사 오금고 교사
장대일 79(36) 등촌고 교사 용산고 교사
김영춘 79(36) 세일중 교장 혜화여고 교감
김은경 80(37) 성재중 교사 양동중 교사
백미경 80(37) 오금고 교사 덕수고 교사
황이수 82(39) 장승중 초빙교사 장승중 교사
김만호 82(39) 구로고 교사 삼성고 교사
이종헌 82(41) 관악고 초빙교사 중경고 교사
배성완 83(40) 수명고 초빙교사 금옥여고 교사
김영근 83(40) 노원고 교사 서울과고 교사
한지연 83(40) 상암중 교사 구산중 교사
박남순 83(40) 구산중 교사 용강중 교사
박미영 83(40) 용곡중 교사 둔촌중 교사
구자관 83(41) 자운고 교사 한성과고 교사
이기정 83(44) 미양고 교사 서울도시과기고 교사
이현주 84(41) 공항고 교사 구일고 교사
문성자 84(41) 중화중 교사 원묵중 교사
김경희 84(41) 창동고 교사 면목고 교사
장경미 84(41) 영서중 교사 영남중 교사
이명아 84(41) 서초고 교사 방산고 교사
강경구 84(42) 문정고 교사 경기고 교사
임양숙 85(42) 동작고 초빙교사 삼성고 교사
박미경 85(42) 오류중 교사 고척중 교사
양인순 85(42) 수명중 교사 등원중 교사
이점호 85(42) 양강중 교사 목동중 교사
조경희 85(42) 개포중 교사 언북중 교사
이희령 85(42) 덕수고 교사 잠실고 교사

성명 기수 現職 前職
박난영 85(44) 대영고 교사 수도여고 교사
황동원 86(43) 명일여고 교사 창덕여고 교사
박판수 86(43) 경기여고 교사 영신고 교사
이경희 86(43) 서울과고 교사 사대부고 교사
주은경 86(43) 창덕여고 교사 명일여고 교사
배경희 87(44) 경기고 교사 잠실고 교사
권순희 87(44) 이화여대 교수 전주교대 교수
김나영 88(45) 북부교육청 장학사 미양중 교사
최미애 88(45) 상원중 교사 창일중 교사
강민선 88(45) 대청중 교사 가원중 교사
이경희 89(46) 상계제일중 교사 한천중 교사
김유미 89(46) 세종과고 초빙교사 세종과고 교사
신연희 89(46) 삼성고 교사 사대부고 교사
안수진 90(47) 서울고 교사 세종과고 교사
고은주 90(47) 용마중 교사 태릉중 교사
박정해 90(47) 양동중 교사 공진중 교사
고은주 90(47) 대왕중 교사 월곡중 교사
김정희 91(48) 창덕여고 교사 둔촌고 교사
이은희 92(49) 광양중 교사 잠신중 교사
강윤진 93(50) 아주중 교사 광양중 교사
구본희 93(50) 관악중 교사 난우중 교사

길주연 95(52) 자운고 교사 도봉고 교사

김정원 95(52) 용강중 교사 장원중 교사

조혜영 96(53) 압구정중 교사 삼성중 교사
이정미 96(53) 등원중 교사 경서중 교사
한은정 96(53) 언주중 교사 서초중 교사
이영임 96(53) 상계고 교사 경동고 교사
강보선 98(55) 평가원 연구원 BK사업단 연수연구원

송지언 98(55) 홍익대 교수 SSK사업단 연수연구원

이참다운 00(56) 한성과고 교사 압구정고 교사

조진수 00(59) 세현고 SSK 
연구원 서울과고 교사

박수현 02(59) 동작관내 교사 사대부중 교사

박수현 02(59) 영등포고 교사 광양고 교사
박수현 02(59) 난우중 교사 사대부중 교사
전보영 03(60) 세곡중 교사 신방학중 교사
조현정 04(61) 잠일고 초빙교사 수락고 교사

김신원 04(62) 동마중 교사 수유중 교사



동문회 소식
▲ 2014년 신년하례식

 
 2014년 신년하례식이 지난 1월 3일 오후 3시에 서
울 코리아나 호텔 스테이트룸에서 개최되었다. 丘仁
煥(’50, 서울대 국어교육과 명예교수) 동문을 비롯
하여 32명의 동문들 및 10명의 재학생이 참여하였
다. 선후배 동문들의 새해 덕담을 들은 뒤 정기 총회
를 진행하였다. 이후 준비된 만찬을 즐기며 신년하례
식이 잘 마무리되었다.  
***************************************************
  ▲ 국어교육과 동문회 회장 인계인수 
  지난 3월 6일(목), 朴三緖 전 동문회장과 李康鎬 
신임 동문회장의 인계인수 모임이 호암교수회관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인계인수 모임에서는 신년하례식, 
사은의 날 행사, 가을 나들이, 신규 임용 교사 환영
회, 국어교육과 동문회 장학금 조성 등 지난 2년간 
전임 회장단의 사업 성과와 동문회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

▲ 2014년 1학기 동문장학금 수여식

 
 2014년 1학기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2014년 3월 4일
(화)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거행되었다. 故 李應百
(’45) 동문이 기탁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蘭臺獎學金
과 故 鄭英淑 동문(’54)의 유족이 기탁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蓮池獎學金, 故 金光海 동문(’69)의 유족이 
기탁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胡石獎學金, 李昌得 동문
(’71)이 기탁한 기금으로 교직을 희망하는 우수한 학
부생에게 수여되는 ‘다다 獎學金’이 수여된 이 자리
에는 李康鎬 동문 회장을 비롯하여 모과 교수들이 참
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2007년 60돌을 맞아 전 동문
들이 모금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국어교육과 60돌 동
문 장학금’의 수여식도 모과와 동문회 주관으로 함께 
이루어졌다. 모과 장학금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國語敎育科60돌同門獎學金(약 240만 원) 정안나(4학년)
김동섭(2학년)

同門獎學金(약 230만 원) 조혜지(4학년)

蘭臺獎學金(약 40만 원) 김민재(석사1년)
심미진(석사1년)

蓮池獎學金(약 40만 원) 노유경(석사1년)

다다 獎學金(약 240만 원) 최나은(4학년)
신선해(4학년)

胡石獎學金(약 270만 원) 김재홍(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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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 소식
▲ 2014년 동문회비 납부자 명단

(2013年 11月 - 2014年 4月)

※ 동문회비를 납부해 주신 동문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직 납부하지 못하신 동문들께서는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별회비

15회(기별회장: 박찬도(‘58)) 60만 원

찬    조

박삼서(‘69, 회장) 100만 원(‘14 신년하례식)

회장단 임원회비

윤기영(‘74, 기별회장) 30만 원   심규선(‘76, 부회장) 30만 원

자문회비․ 이사회비

박인기(‘68, 자문위원) 15만 원   김정우(’88, 기별회장) 10만 원  
김봉순(‘86, 장학이사) 10만 원   양정실(’90, 장학이사) 10만 원
김수형(‘61, 고문)     15만 원   고정희(’90, 총무이사) 20만 원  
이원희(‘71, 자문위원) 20만 원    

학과 및 모교 소식
▲ 2014년[201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201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2월 26일(수)에 
거행되었다. 학사 졸업자는 23명이고, 석사학위
는 11명, 박사학위는 6명이 취득하였다.

♕ 동문회 신입회원 명단
현정훈(‘04)
노승환, 이형빈, 홍옥의(‘06)
김진기, 이종선(‘07)
윤성현, 이누리, 정봉권(‘08)
김민재, 김올야, 방인환, 이소연,
이은정, 하미나, 송은주(‘09)
김소영, 송다은, 신유진, 심미진,
안소현, 이정민, 조미현(‘10)

(이상 2014년 2월 학사졸업자 총 23명)

오카무라카나, 김자영, 박기순, 
두르순, 김정은, 박종관, 박주형, 
황라영, 조은혜, 홍인영, 이지연

(이상 2014년 2월 석사학위 취득자 총 11명)

홍은실(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학문 목적 발표 교육 연구)
김유미(비판적 담화분석을 활용한 읽기 교육 연구)
이상일(고전소설의 인물 이해 교육 연구-인물정보소를 중심으로)
최영인(설득 화법의 청중 고려 양상과 교육적 적용)
김혜연(쓰기 과정에서 생성하기와 검토하기의 역동적 상호작용)
근보강(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력 신장을 위한 한자어 교육 연구)

(이상 2014년 2월 박사학위 취득자 총 6명)
*********************************************

▲ 제18회 海巖 學術賞 施賞式 개최 
 2013년 12월 13일 (금) 오후 4시, 서울대학교 사
범대학 교육정보관 308호에서 ‘제18회 해암학술
상 시상식’이 거행되었다. 해암 학술상은 母科 
명예교수인 海巖 金亨奎 교수 및 유족들이 조성한 
해암 장학기금을 바탕으로 시상하는 학술상으로, 
국어교육학 발전에 기여한 동문 소장 학자 중에서 
수상자를 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 학술상은 南
旼祐(‘90 교육과정평가원) 동문, 趙河衍(’92 아
주대) 동문이 공동 수상하였다.



회원 동정 및 공지 사항
◎ 弔事 (2013年 11月~ 2014年 4月) 
裵淨玹(‘11) 동문 모친상(13. 11. 6.)
鄭雲采(‘76) 동문 영면(13. 11. 10.)
鄭在瓚(‘81) 동문 빙부상(13. 11. 11.)
劉明恩(‘98) 동문 모친상(13. 11. 14.)
全瑛淑(‘74) 동문 부친상(13. 11. 22.)
林呂珍(‘97) 동문 영면(13. 12. 2.)
김경태(‘88) 동문 모친상(13. 12. 4.)
孔仁杓(‘76) 동문 빙부상(13. 12. 19.)
朴景賢(‘64) 동문 모친상(14. 1. 1.)
趙炯壹(박사‘03) 동문 부친상(14. 1. 19.)
金南希(‘91) 동문 부친상(14. 1. 20.)
林敬淳(‘83) 동문 모친상(14. 1. 23.)
金大幸(‘61) 동문 모친상(14. 4. 2.)
金鍾澈(‘75) 동문 모친상(14. 4. 11.)
李相翊(‘54) 동문 영면(14. 4. 18.)
閔賢植(‘73) 동문 모친상(14. 5. 2.)
鄭鉉璇(‘89) 동문 시모상(14. 5. 4.)

◎ 慶事 (2013年 11月~ 2014年 4月) 
李昌得(‘71) 동문 2남 중 차남 결혼(13. 11. 2.)
朴三緖(‘69) 동문 3남매 중 차남 결혼(13. 11. 24.)
金惠眞(석사‘10) 동문 결혼(13. 12. 7.)
韓台求(‘99) 동문 결혼(14. 3. 29.)
趙銀惠(석사‘12) 동문 결혼(14. 4. 13.)

동문회보 안내
. 2014년 9월 발행 예정인 동문회지 제55호에 
실릴 각종 公知 및 廣告를 받습니다. 

  동문회 이메일(ed705@snu.ac.kr)이나 
전화(02-880-7658)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회원들의 동정은 동문회 누리집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문회 누리집 : cafe.daum.net/snukoredualumni)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동문들의 健勝과 安寧
을 祈願합니다.

동문회 가을나들이 행사 안내
   
 국어교육과 동문들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기 위 
하여 가을나들이 행사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 
정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지방에 계시는 동 
문들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4년 10월 18일(토)~19일(일)[1박2일] 
(추후 변경 가능) 
. 회비 : 10만 원 이상 
※ 행사 장소와 자세한 일정은 추후 개별 통지 
드리겠습니다.

동문회 소모임 안내
   

선청 산악회와 선청 기우회가 각각 등반 모임과 바둑 
모임을 매월 개최합니다. 동문 간에 친목을 다지고 여가
를 선용할 수 있는 이들 모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선청 산악회: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선청 기우회: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동문회 연간 행사 계획 
 
5월  *5월 사은의 날 행사(5월 21일) 
7월  *동문회 하반기 계획 동문회 실무진 회의 
9월  *동문회 자문회의 

       *동문회보 55호 발행(20일)
10월 *동문회 나들이

2015년
1월  *신년하례식
2월  *동문회 회장단 회의

동문회비 및 장학기금 납부 안내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기다립니다. 작년부터 기별회장 회비와 개인 회비를 없애는 

대신, 기별로 동문들이 함께 모아 내는 ‘기별회비’를 신설하였습니다. 동문회비는 1년에 한 번만 아래 계
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회  비 : 농협 302-0755-5169-01 [예금주: 박준홍(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동문회)]
 장학기금 : 농협 302-0755-5219-21 [예금주: 박준홍(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동문회 장학기금)]

회비 내역

會    長 100만 원 이상
副 會 長  30만 원 이상
諮問委員  15만 원 이상
常任理事  10만 원 이상
期別會費  30만 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