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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 그러나 아쉬운 모교 체육대회
노재봉 ('59 학번, 수필가, 前 자양고 교장)

 
   맑은 가을 하늘 아래 모교 동문
들의 체육대회가 펼쳐졌다.‘제21회 
금관초등학교 총동문 한마음축      
제’가 열리는 날이다. 매년 추석    
다음날 열리는 이 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서울 상봉 버스터미널에서   
6시 10분에 떠나는 중앙고속버스    
를 타고 청주에 도착하니 7시 40   

분이다. 미원에서 후배의 승용차로 학교에 도착하니 10시다.  
운동장 가에는 많은 천막이 빼곡히 쳐 있다. 운동장 앞쪽에  
는 네 그루의 전나무가 높이 서 있고  조그맣던 느티나무는  
고목이 되어 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62년, 그때는 전교생이 300여 명이
었고, 많을 때는 500명도 넘었는데 지금은 전교생이 18명이
며 병설 유치원생까지 합하여 25명이다. 2001년 미원초등학
교 금관분교로 통합될 때는 50명이 넘었는데 해마다 학생 
수가 줄고 있다. 1960, 70년대부터 산업화에 따른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시골 학교가 많이 폐교되었는데, 학교가 없어
진다는 것은 그 지역의 문화센터가 없어지는 것이어서 아쉽
다.
  10시 반 개회식에 이어 동문회장의 대회선언으로 총동문 
한마음축제가 시작되었다. 졸업기수별로 27개의 천막에는 
300여 명의 동창들이 참석하여 풍성한 대회가 진행되었다. 
운동장에는 동창회의 후원으로 천연잔디가 심어졌고 점심은 
출장뷔페로 부족함이 없다. 대회가 끝나고 며칠 후 주최기 
회장이 고맙다는 인사 전화를 하였기에 비용은 얼마나 들었
느냐고 물으니 이번 대회에는 2,380만 원이 들었다고 한다. 
동문회 기금이 현재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졸업생 
수가 적은 기는 2,3기가 합하여 대회를 치러야 할 것 같다
고 한다. 미원초등학교 이상애 교감은 매년 이 행사에 참석
하는데, 시골, 그것도 분교에서 이렇게 성대하게 체육대회를 
여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한다.
  학교 시설도 잘 정비되어 있고 운동장도 1억 원이나 들여 
천연잔디를 깔았는데 학교의 주인인 학생 수가 적어 아쉽다. 
총동문회에서는 학교 발전을 위하여 많이 애쓰고 있다. 현재 
김병우 교육감은 아토피 치료학교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다
고 한다. 그러려면 교실과 복도를 편백나무로 리모델링하고 
학교 주변에도 편백나무를 많아 심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폐교는 면할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
  

  시골 학교지만 사회에서 자기역할을 훌륭히 해낸 사람도 
많은 편이다. 동기생 아들인 윤갑근은 현재 대검찰청 반부패
부장으로 있고, 14회 후배인 박근희는 전에 삼성생명 회장
을 지냈고 지금은 삼성그룹 부회장으로 삼성사회공헌위원회
장이다. 행정고시로 성공한 사람도 있고, 나는 이 학교 출신
으로는 처음으로 서울대학교에 진학하여 38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다 2001년 8월 31일일자로 서울 자양고등학교 교장으
로 정년퇴임했다.
  전에는 선배들도 참석하였는데 오늘은 선배가 한 사람도 
없고 박기동, 윤태한과 나 세 사람이 가장 최고(最古) 동문
이다. 술잔을 기울이며 정담을 나누다 보니 몸은 늙었으나 
마음은 이곳에서 공부하던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 
  초등학교에 입학하였을 때 학교는 처음 보는 훌륭한 시설
이었다. 운동장 가에 우뚝 선 풀라터너스 거목도 처음 보는 
나무였고, 현대식 건물과 깨끗한 화장실-모든 것이 새롭고 
경이로웠다. 
  여름철에 소나기가 오면 아침부터 금관 숲에 있는 도랑을 
건널 수 있을까 궁금했다. 물이 불어 건널 수 없으면 선생님
들이 업어서 건너 주고 어른도 건널 수 없으면 선생님들이 
손을 흔들며 오늘은 출석한 것이니 돌아가라고 했다. 제일 
기분 좋은 날이었다. 사제 간의 정이 깊던 시절이다. 시멘트 
다리가 놓인 것은 한참 후이고 지금은 왕복 2차선 포장도로
다. 
  여름철 등하교 길에서 뱀에게 놀라기도 하고 지천으로 열
린 산딸기를 따 먹으며 학교에 다녔다. 아이들은 시골의 대
자연 속에서 자라야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데, 나는 네 아
이들을 서울에서 키운 것이 아쉽다.
  봄철의 학예회와 가을의 운동회는 지역 주민들의 축제였
다. 운동회 때는 부모님들이 떡과 과일, 삶은 달걀을 준비해 
오고 기다리던 점심시간에는 가족과 이웃이 모여 즐겁게 담
소를 나누며 식사를 했다. 군것질 거리가 별로 없던 시절이
어서 운동회가 기다려졌다. 지역 주민들의 축제였던 가을 운
동회가 지금은 전교생 18명의 분교장이 되었고, 그것을 아
쉬워하는 동문들의 한마음축제만 성대하게 열려 ‘풍성한, 
그러나 아쉬운 모교 체육대회’라고 제목을 붙였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모교 체육대회에 참가할 생각이다.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참석할 수 있을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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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 스승의 날 有感
이강호 ('73 학번, 동문회장, 現 세현고 교장)

  오월은 참 벅찬 달이다.
  1일은 근로자의 날이고, 3일은    
결혼기념일,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15일은 스승의 날, 18일은 
큰놈 생일이다. 거기에다 12일은 우
리 동창회 사은의 날 행사가 있다. 
다 의미 있고 가슴 깊이 느끼고 즐기
고 축복해야 할 날들이다. 
  그런데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이지만,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휴
일이 아니다. 그날이 억울한 선생님도 많고, 단기방학이라는 
이름으로 쉬는 학교도 많다. 결혼기념일은 최고로 축복해야
할 날인데, 공부 열심히 해서 교수가 되라고 당부하신 주례 
선생님 말씀을 이루지 못해, 선생님을 뵙기가 죄송스러울 따
름이다. 
  어린이날, 나는 어른인가? 머리만 허옇다고 어른은 아니
다. 지혜가 없으면 단지 늙은이일 뿐(숫타니빠다에서). 우리 
집에 어린이가 있나? 로 고민하다 하루를 보낸다. 다행히 올
해는 배드민턴 서초클럽에서 한마음 자체대회를 다채롭게 꾸
며 어린이처럼 즐겁게 보냈다. 어버이날, 너무 큰 바다에 던
져놓고 빨리 떠나버리신 아버지, 사는 게 뭔지 자식들 근심
만 하다 가신 어머니 생각에, 새벽에 운동하러 가는 우리에
게 아이들이 식탁에 나란히 놓아준 카네이션을 달며 이게 나
에게 가당한 것인지를 생각했다. 
  큰놈 생일은 우리 집의 PW가 되어 있고, 아이의 일기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게 되어 가문을 영광케 하였으니 더
욱 경축할 일이나, 大作을 쓰겠다고 밤낮을 바꾸어가며 애쓰
는 백수에게 小作부터 부지런히 쓰라고 충고하며 내가 더 실
없다는 생각을 한다.
  학교에서 스승의 날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은 큰 숙제
이다. 한때는 전교생이 운동장에 도열하여 대표 학생들이 선
생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스승의 은혜를 노래하
고, 교장선생님의 훈화를 들었는데, 공교육의 새물결을 일으
키고자 했던 자율형 공립고에서도 논의에 논의를 거듭한 끝
에, 그냥 정규 교육과정대로 수업이나 열심히 하여 스스로 
스승임을 확인하며 자축하자고 결론 내렸었다. 새로 옮겨온 
학교에서는 수업 없이 간단한 담임선생님의 훈화와 주의 사
항을 듣고 은사님을 찾아 감사를 표하도록 지도하였었다고 
하나 올해는 정규 5교시 수업을 하되, 단축하여 점심만 먹이
고 은사님을 찾도록 학생들에게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몇 년 
전에는 학교에서 꽃을 사 주면 학생회에서 부케를 만들어 선
생님들께 달아 주었다고 하는데 그나마 최근에는 없어졌다고 
한다. 
  학부모회에서 진심으로 스승의 날을 축하해 드리고 싶다고 
한다. 선생님께 부담드리지 않게 작지만 정성이 담긴 선물을 
준비하겠노라고 했지만, 김영란법보다 더한 서울시교육청의 
방침 – 주스 한 병도 안 된다 – 에 거절을 하는 마음이 시렸
다. 내가 희생양이 되어 선생님들께 작은 위안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더구나 요즘 안방극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엄마가 딸의 
학교에 위장 전입하여 학교폭력을 직접 해결한다는‘앵그리

맘’과 자기를 퇴학시킨 선생님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는 내
용이 담긴 ‘착하지 않은 여자들’을 보노라면 내가 교사였
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지. 또  누군가 나에게 반성문
을 쓰라고 어디선가 고함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현실에 충실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아, 학교를 다닌다는 것이 특별한 은총이고, 선망의 대상
이었던 시대의 선생님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교육이 의무인 
아니 교육이 권리인 시대의 선생님은 얼마나 초라한가. 전산
화가 이루어지면서 왜 그리도 업무가 늘어나는지, 대학 입시
가 다양화되면서 진학지도는 왜 그리도 밑도 끝도 없는지, 
20만분의 1로 일어나는 일이 왜 그리도 빠르고 쉽게 여론이 
되는지. 학교의 평가를 하늘(SKY)로 올라간 학생 숫자로 대
체하는 시대, 그런데도 수많은 학생들의 꿈이 교사인 이 시
대는 온당한 것인지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잇는, 계절의 여
왕 번뇌의 오월이다.
  이러한 시대에 교사임이 많이 자랑스러운, 아니 덜 초라해
지는 길은 없을까? 세상에 갈 수 없는 길은 없을 것이다. 남
들이 다 안 된다고 해도 꼭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 아
닐까? 길이란 만들어 가는 것이지 길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성현은 일찍이 말씀하셨다(子曰人能弘道非道弘人, 
논어 위령공편).
  지난 2월에는 구인환 선생님께서 서울대 발전기금으로 1
억 원을 ‘학문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는 
국어교육과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조건으로 출연
하셔서 우리 과의 아홉 번째 운정 장학금이 되었다. 
  지난 3월에는 사대동창회 총회에서 우리 과 박붕배 선배
께서 청관대상 사도상을 수상하시고, 사대 동창회에 장학금
을 기탁하셨다. 내년 1월에는 결혼 70주년을 맞이하신다고 
하는데 4월에 있었던 사대동문 등산대회에 최고령으로 참석
하셔 가장 우렁찬 목소리로 “늘 걸어라.”는 건강 비결을 
말씀하셔 동문들의 격려의 박수가 길게 이어졌었다.
  그리고 5월에는 박갑수 선생님께서 제34회 세종문화상 수
상식에서‘국어학과 국어교육, 한국어교육 분야의 연구를 통
해 60권의 저서와 200여 편의 논문, 400여 편의 논설을 발
표하고 재외동포의 민족어 교육과 활발한 국어순화운동 및 
한국어 세계화에 기여한 공’으로 학술부문 대통령상을 수상
하셨다. 
  올해는 다른 과 동문들이 진심으로 국어교육과를 부러워했
고, 국어교육과를 졸업한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고, 국어교육
과의 융성이 기대되는 오월이다. 10월 24일 ~ 25일 가을이 
무르익는 좋은 계절에 있을 가을나들이에 많은 동문들이 참
석하여 동해안 송강 선생님의 발자취를 따라 국어교육과별곡
을 목 놓아 불러보면 얼마나 좋을까!
 ‘......나날이 푸르러 가는 이 산 저 산, 나날이 새로운 경
이(警異)를 가져오는 이 언덕 저 언덕, 그리고 하늘을 달리
고 녹음을 스쳐 오는 맑고 향기로운 바람 ― 우리가 비록 빈
한하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때 모든 것
을 가진 듯하고, 우리의 마음이 비록 가난하여 바라는 바, 
기대하는 바가 없다 할지라도, 하늘을 달리어 녹음을 스쳐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오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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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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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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문 단
대표고문 최현섭(’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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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위원단
 대표자문위원

(남) : 우한용(’68)
(여) : 이정숙(’69) 

간사
정보미(’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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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교육과 동문회 임원
고문

구본혁(’44): 명지대 명예교수         이명자(’45)         박영자(’46): WCPPRR 회장, "World Literature"지 발행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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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영(’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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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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 소식
▲ 2015년 신년하례식

 2015년 신년하례식이 지난 1월 3일 오후 3시에 서울 코
리아나 호텔 스테이트룸에서 개최되었다. 丘仁煥(’50, 서
울대 국어교육과 명예교수) 동문을 비롯하여 39명의 동문
들 및 11명의 재학생이 참여하였다. 선후배 동문들의 새해 
덕담을 들은 뒤 정기 총회를 진행하였다. 2014년을 마무리
하고 2015년을 향해 나아간 소중한 시간이었다. 

***************************************************
 ▲ 2015년 1학기 동문장학금 수여식

 [수상자 명단]
 2015년 1학기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2015년 3월 3일(화)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거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故 李
應百 동문(’45)이 기탁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蘭臺獎學金, 
故 鄭英淑 동문(’54)의 유족이 기탁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蓮池獎學金, 故 金光海 교수(’69)의 유족이 기탁한 기금
으로 운영되는 胡石獎學金, 李昌得 동문(’71)이 기탁한 
기금으로 교직을 희망하는 우수한 학부생에게 수여되는  

선정 성명 학년
다다 獎學金(200만 원) 윤이나 4

강지영 4
60돌 同門獎學金(200만 원) 이정호 4

김재홍 4
同門獎學金(150만 원) 배송희 2
胡石獎學金(240만 원) 김하연 3
蘭臺獎學金(30만 원) 최나은 석사1

이지원 석사1
蓮池獎學金(30만 원) 윤드레 석사1
耘亭獎學金(90만 원) 동두오 석사1

‘다다 獎學金’, 2007년 60돌을 맞아 전 동문들이 모금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국어교육과 60돌 동문 장학금’이 수
여되었다. 이번 학기부터는 故 李相翊 명예교수(’54)가 
기탁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耘亭獎學金도 수여되기 시작하
여 더욱 의미를 더했다. 이 자리에는 수상자를 비롯하여 
故 李相翊 명예교수의 유족인 趙蓮姬 동문(’58)과 李康鎬 
동문 회장, 母科 교수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 

▲ 丘仁煥(’50) 동문 ‘雲堂 丘仁煥 奬學金’1억 원 기탁

  

 서울대 국어교육과 명예교수이신 丘仁煥(’50) 동문이 
‘운당 구인환 장학금(雲堂 丘仁煥 奬學金)’으로 발전기
금 1억 원을 기탁하였다. 이에 2015년 3월 12일(목) 오후 
2시 30분에 총장실에서 성낙인 총장, 구인환 명예교수와 
장녀 구재옥 방송통신대 명예교수, 국어교육과 고정희 학
과장과 김종철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협약식이 
개최되었다. 성낙인 총장은 “우리나라의 대표 국문학자이
자 문인이신 구인환 교수님은 한국 현대문학의 발전과 국
어교육 위상 확립에 공헌하신 분”이라며 “이번 기금은 
서울대 학생들이 지성과 품성을 겸비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중히 활용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
▲ 朴鵬培(’49) 동문, 제7회 청관대상 사도상 수상

 서울교대 명예교수이신 朴鵬培(’49) 동문이 제7회 청관
대상에서 사도상을 수상하였다. 청관대상은 서울대학교 사
범대학 동창회(회장 이규택)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제7회 
청관대상 수상식은 2015년 3월 13일(금) 오후 6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어 3월 18일(수)에는 
박붕배 동문이 후배들을 위한 청관장학회 장학금으로 300
만 원을 기탁하며 사대 동창회의 번창을 기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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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사은의 날

 지난 5월 12일(화) 저녁 6시, 2015년 국어교육과 謝恩의 
날 행사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렸다. 李康鎬 
동문회장을 비롯한 여러 동문들과 학과 교수, 학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이 함께 자리한 가운데, 선후배가 함께 스승
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나누었다. 

▲ 朴甲洙(’54) 동문, 제34회 세종문화상 학술 부문(대
통령상) 수상

 서울대 명예교수이신 朴甲洙(’54) 동문이 제34회 세종문
화상 학술 부문(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가 주관하는 세종문화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문화융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이번 수상식은 2015년 5월 14일(목) 오전 11시 서울 서초
구 국립국악원 우면관에서 개최되었다.

동문회비 납부
 

▲ 2015년 동문회비 납부자 명단
(2014年 11月 - 2015年 5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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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하겠습니다.

기별회비
 31기(기별회장: 윤기영(’74)) 30만 원

일반
 정성배(’74) 10만 원               유은희(’83) 3만 원
 서효현(’94) 2만 원                김시열(’88) 2만 원
 곽충구(’70) 2만 원      

장학기금
 김진영(’65) 100만 원

 졸업 20주년(’88) 장학기금  73만 원 (2012년부터 580만 원 모금)

찬    조
 박삼서(‘69, 고문) 10만 원        윤대석(모과 교수) 20만 원

2015 신년하례식 찬조
 정상박(’54) 10만 원              서한샘(’64) 7만 원

2015 사은의 날 찬조
 박찬구(’56) 10만 원              우한용(’68) 5만 원    
 이창득(’71) 5만 원

회장단 임원회비

이숭원(’73, 부회장) 15만 원     심규선(’76, 부회장) 30만 원
허익배(’74, 부회장) 30만 원     오건오(’75, 부회장) 30만 원
전영숙(’74, 부회장) 30만 원     민현식(’73, 부회장) 30만 원
윤여탁(’74, 부회장) 30만 원     박정규(’75, 부회장) 30만 원
이근표(’74, 부회장) 30만 원     이강호(’73, 회  장) 100만 원
박경미(’84, 감  사) 20만 원     신원재(’74, 부회장) 10만 원

자문회비․ 이사회비

신난수(’61, 자문위원) 15만 원   이두희(’84, 조직이사) 10만 원  
강현재(’72, 자문위원) 15만 원   정현선(’89, 조직이사) 10만 원
서덕현(’69, 자문위원) 15만 원   서  혁(’82, 총무이사) 10만 원  
김경수(’63, 자문위원) 15만 원   민병곤(’86, 출판이사) 10만 원
정명수(’69, 자문위원) 15만 원   이주행(’63, 자문위원) 20만 원
한철우(’67, 자문위원) 15만 원   이홍자(’70, 자문위원) 15만 원
서덕현(’69, 자문위원) 18만 원   김희자(’65, 자문위원) 15만 원
김수형(’61, 자문위원) 15만 원   고정희(’90, 총무이사)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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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및 모교 소식
▲ 2015년 제69회 전기 학위수여식 
 2015학년도 제69회 전기 학위수여식이 2월 26일(목)
에 거행되었다. 학사 졸업자는 18명이고, 석사학위는 
8명, 박사학위는 5명이 취득하였다.

♕ 동문회 신입회원 명단
신준헌(’06)
조준호, 황민호(’07)
이성결, 전승훈, 현유석(’08)
김민정, 김재민, 박가연, 이소연, 정기하(’09)
박원정, 조혜지, 최은혜, 호창수(’10)
배정현, 정안나, 추연숙(’11)

(이상 2015년 2월 학사졸업자 총 18명)
진희릉, 당홍반, 후 지아루, 권오경, 최해령, 하설, 박정하, 유서영

(이상 2015년 2월 석사학위 취득자 총 8명)
김용(개념적 은유 기반의 한국어 동사 의미 교육 연구)
신현단(한국어 문법 교수 지식 교육 연구-보조용언 구성을 중심으로)
종장지(한국어 문법교육을 위한 표현문형 연구)
우신영(현대소설 해석교육 연구-독자군별 해석텍스트의 분석을 중심으로)
전홍(상호연관성 기반의 한국 현대시 이해 교육 연구-한․중 현대시를 중심으로)

(이상 2015년 2월 박사학위 취득자 총 5명)

 *************************************************** 

▲ 제20회 海巖 學術賞 施賞式 개최 

 

2014년 12월 12일(금) 오후 4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정보관 507호에서 ‘제20회 해암학술상 시상식’
이 거행되었다. 해암 학술상은 母科 명예교수인 海巖 
金亨奎 교수 및 유족들이 조성한 해암 장학기금을 바
탕으로 시상하는 학술상으로, 국어교육학 발전에 기여
한 동문 소장 학자 중에서 수상자를 정해 시상하고 있
다. 이번 학술상은 金恩星(석사’97, 이화여대) 동문, 
金坪源(석사’01 인천대) 동문이 공동 수상하였다.

▲ 2015년 국어과 정기 학술 답사

 지난 5월 6일(수)부터 8일(금)까지 3일간 전라남도 영광 
일대에서 국어교육과 학부 3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정기 學術踏査가 진행되었다. 불갑사, 내산서원, 백수해안
길,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숲쟁이공원 등을 돌아보고, 인근
의 고창 선운사와 미당시문학관에도 방문하여 우리의 아
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경험하였다. 또한 국어교육 및 한국
어교육 현장을 체험하기 위해 법성중학교, 백수중학교 학
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현황, 언어실태와 관련된 설문 및 면
담을 실시하고, 영광다문화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생활문화
와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영광우도농악전수관에 방
문하여 전통문화와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비롯하여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참석한 이
번 답사는 국어교육 및 한국어교육의 현실과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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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동정 및 공지 사항
◎ 弔事 (2014年 11月~ 2015年 5月) 
申明善(석사 ’96) 동문 부친상(14. 11. 2.) 
金昶元(’80) 동문 부친상(14. 12. 2.)
康豪哲(’89) 동문 부친상(14. 12. 18.)
李信煥(’69) 동문 별세(15. 1. 3.)
金長川(’64) 동문 빙모상(15. 1. 11.)
金銀淑(’51) 동문 부군상(15. 1. 22.)
李明子(’45) 동문 별세(15. 3. 7.)
姜聖哲(’75) 동문 모친상(15. 3. 26.)
李鍾喆(’76) 동문 부친상(15. 3. 29.)
禹在泳(’98) 동문 부친상(15. 4. 11.)
全信宰(’59) 동문 별세(15. 4. 18.)
朴井圭(’75) 동문 모친상(15. 4. 20.)
金慈瑩(’98) 동문 시부상(15. 5. 21.)

◎ 慶事 (2014年 11月~ 2015年 5月) 
鄭德子(’69) 동문 장녀 결혼(15. 1. 24.)
金志暎(’06) 동문 결혼(15. 2. 8.)
金膝奇(’10) 동문 결혼(15. 3. 1.)
禹漢鎔(’68) 동문 차남 결혼(15. 3. 28.)
盧紫淵(’03) 동문 결혼(15. 4. 12.)
金眞兒(석사 ’14) 동문 결혼(15. 5. 2.)
禹漢鎔(’68) 동문 장녀 결혼(15. 5. 17.)
梁昌熙(’06) 동문 결혼(15. 5. 30.)
林敬淳(’83) 한국외대 교육대학원장 취임/‘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문화교육론(역락, 2015.2)’출간

동문회보 안내
2015년 9월 발행 예정인 동문회지 제57호에 실릴 

각종 公知 및 廣告를 받습니다. 
  동문회 이메일(ed705@snu.ac.kr)이나 

전화(02-880-7657)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회원들의 동정은 동문회 누리집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문회 누리집 : cafe.daum.net/snukoredualumni)

“先淸語文”第42․43集 原稿 募集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國語敎育科에서 매년 발간하는 학술
지 『先淸語文』의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이번 
『先淸語文』은 42․43집 합본 발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논문 주제: 국어교육, 한국어교육, 국문학, 국어학 분야  
 • 원고 분량: 200자 원고지 80-100매 내외(A4로 20매 내외)
 • 원고 마감: 2015년 8월 31일(월)
 • 보내실 곳: 
  - 우편 : (우) 151-748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

대학교 사범대학 11동 217호 국어교육과 선청어문 간행위
원회

  - 이메일 : ed705@snu.ac.kr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동문들의 健勝과 安寧을 祈
願합니다.

동문회 가을나들이 행사 안내
   
 국어교육과 동문들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기 위하여 가

을나들이 행사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방에 
계시는 동문들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5년 10월 24일(토)~25일(일)[1박2일] 

. 장소 : 강원 삼척 일원

. 회비 : 10만 원 이상 
※ 자세한 일정은 추후 개별 통지드리겠습니다. 

동문회 소모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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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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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로 입금하
시면 됩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회  비 : 농협 302-0879-0746-81 [예금주: 정보미(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동문회)]
 장학기금 : 농협 302-0879-0777-51 [예금주: 정보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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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