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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 일에 참여하면서
姜賢在(‘72학번, 부회장, 화성시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센터장)

  존경하는 동문 선배님들, 
친애하는 동문 후배님들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내시리
라 믿고 있습니다.
  유난히 덥고 길게만 느껴졌
던 여름이 엊그제 같은데 가
을을 훌쩍 넘어 찬바람이 몸

을 움츠리게 합니다. 가슴까지 허해지는 스산함이 올해
는 유난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바른 삶을 살도록 일
깨워 주고자 어려움 속에서도 올곧은 교육을 세우기 위
해 쏟아 오신 고뇌어린 애정과 열정들이 안타깝도록 절
실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몇 개월 사이 동문들의 경사스럽고 축하드릴 일도 많
았고 함께 토론하거나 우의를 다지는 행사들도 있었습
니다. 보다 많은 선후배 동문들이 자긍심과 애정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며 열정적으로 사업을 계
획하고 이끌어 가시는 회장님을 비롯하여 계획했던 여
러 일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함께 참여하며 조력을 아
끼지 않는 동문들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동시에  
바쁘다는 핑계로 돌려대며 동문회 일을 제대로 돕지 못
하는 스스로가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금년에 진행한 여러 일들 중에서도 <언어인성 포럼>
은 여러 면에서 의미있고 인상깊은 행사였습니다. 전체
적인 개략의 틀을 세운 작은 규모로 시작하되 멀리 보
고 가자는 회장님의 말씀만 믿고 운영비도 없이 시작하
는 일이라 과연 가능할까 걱정스러웠었는데 한국상담대
학원대학교 총장 이혜성 동문께서 선뜻 장소를 제공해 
주셨고, 여러 선후배 동문들께서 기꺼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참여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언어 폭력’에 대한 주제로 홍태식 선배님이 주재하
셨던 10월의 1회 포럼에서 박경현 선배님께서 ‘언어폭
력에 대한 관견’이란는 제목으로 발제해 주셨고 박인
기 선배님을 비롯한 여러 토론자들이 토론해 주셨는데 
다양한 관점에서의 심도있는 탐색, 진지하면서도 유쾌한 
논의 등 우리 동문들의 도량과 예지가 빛나는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포럼 후 이혜성 동문께서 베풀어주신 풍
성한 저녁 식사는 선후배간의 도타운 우의가 넘치는 정
겨운 자리였습니다. 제2회 <언어인성 포럼>은 ‘AI 시
대의 문학 문식성’이란 주제로 수원대 김중신 동문이 
발표해주셨고, 서원대 최지현 동문의 사회로 활발한 논
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내년에도 교육 현장의 언어, 인성교육과 상담, 문학 
보급자의 언어, 다문화시대의 언어, 언론의 언어를 읽는 
방법, 사회현상으로서의 언어 등 다양한 주제로 계속될 
예정입니다. 우리 동문들이 그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연
구하고 활동하면서 역량을 축적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
지만, 국어와 언어를 공부하던 때의 초심을 마음깊이 간
직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언어현실에 대한 고찰과 논의는 아직은 작은 
규모의 활동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켜 
우리 사회와 문화를 성찰하는 한 흐름을 만들어갈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동문들이 함께 참여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학생교육
에 애쓰고 계신 후배 동문들이 많이 참여하여 청소년 
언어생활의 생생한 현실을 함께 담아낸다면 논의가 풍
성해짐은 물론 학교현장의 국어교육에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남 일원의 문화유적지를 돌아 본 가을 나들이도 선
후배간의 도타운 정을 쌓는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
습니다. 동시에 보다 더 많은 동문들 특히 젊은 동문들
이 참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했습니다.
 학과 설립 7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선후배 동문들이 
모두 참여하여 함께 축하하고 모교와 모과의 발전을 도
모하는 의미있는 일들을 이루어냈으면 합니다.
 금년도 이제 한 달 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문 선배님들, 친애하는 동문 후배님들, 늘 강녕하시고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는 밝은 새해 맞이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2016년 11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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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사랑 이정표 따라 가을로 가는 행로
朴寅基(‘68학번, 경인교대 교수)

  동문회 가을나들이 일정을 전해 
받을 때면, 그 소식만으로도 가을이 
한껏 깊어 간다는 생각에 든다. 해마
다 동문 가을나들이를 10월의 끝자
락이거나 11월 문턱 어디쯤서 해 왔
던 것을 이제는 몸과 마음이 잘 학
습하여 익어진 때문이리라. 아! 가을
도 깊었구나 하는 생각은 상투적이
지만은 않다. 단순히 시절을 지각하

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이 있다. 가을의 뒷모습을 보는듯
한 마음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는 것인 양, 어떤 애틋함을 불러 온다. ‘섭
리에 대한 감수성’이 다가온다고나 할까. 흘러가는 만
상(萬象)의 시간 속에서 도타운 인연의 고리들이 돌아 
보인다. 동문의 인연 또한 이 가을 우리들 마음자리에 
오붓하게 떠오른다. 그것을 싣고 나들이 행로가 이어지
는지도 모르겠다.  
  10월 29일 아침 6시 30분, 교대역 9번 출구에 가을나
들이 전세 버스가 대기한다. 우한용회장님이 일찍부터 
나와 밝은 웃음으로 동문들을 맞이한다. 출발 시각은 7
시 정각. 서산의 해미 읍성과 천주교 순교 성지를 거쳐
서 가야산 수덕사를 다녀오는 행로이다. 서울로 돌아오
는 예정 시간은 21시. 올해는 좀 단출하게 하루 일정으
로 가을나들이를 기획했단다. 너무 빠듯하다고 지적하는 
분도 있고, 운신하기에 부담이 없어서 좋다고 하는 분들
도 있다. 그래서인지 올해는 여자 동문들이 많이 오셨
다. 김성옥(’56) 조연희(’58) 동문을 비롯해서 심영자
(’59), 고옥분(’59), 권정순(’59), 김종민(’59), 이경
남(’59), 황옥연(’59), 박윤주(’68), 김소영(’73) 동
문 등 모두 열 분의 여자 동문들이 참여했다. 
  하나 둘 동문들이 버스에 오르고 반가이 악수를 나눈
다. 부천 근교에 사시는 이우식(’56) 동문은, 이 나들
이를 위해서 어제 밤 미리 교대역 근처에 와서 주무셨다
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듣는 동문들이 경이롭다는 듯 감
탄을 한다. 가을나들이에 대한 애착과 열정으로는 이우
식 동문이 단연 으뜸이다. 서울을 떠나 죽전 휴게소 부
근에서 정우상(’53) 동문과 김경수(’63) 동문이 버스
에 승차하고, 우리는 해미 읍성을 향해서 달린다. 해미 
읍성에서는 대전에서 오시기로 한 한원영(’49) 동문이 
합류하시기로 되어 있다. 49학번 원로 동문에서부터 13
학번 재학생 동문까지 모두 27명이다. 
  해미로 가는 동안, 해미에서 가까운 홍성이 고향이신 
정우상(’53) 동문의 옛날 추억담이 차 안에 전해진다. 
청년 시절 씨름대회에 나가서 황소를 타 오셨다는 선배
님, 그 ‘살아있는 신화’를 우리는 즐겁게 공유한다. 
차 안의 분위기를 재미있고 따뜻하게 만들어 가는 데는 
김광휘(’60) 동문의 탁월한 진행 솜씨가 필수적이다. 
김광휘동문은 작가로서의 필력이 더욱 강해진 듯하다. 
이광수와 그의 부인 허영숙의 소설화를 통해 이광수를 
다시 조명하는, 그의 역작 ‘태양의 천사’(전 2권)가 
장안의 화제이다. 그는 김성옥(‘56) 동문으로부터 조연
희(’58) 동문을 거쳐 학번 순서대로 각 동문들을 우리 
모두의 관심 주제가 되도록 오늘의 차중 토크쇼를 이끌

어 간다. 각 동문들의 근황과 특기를 재미있게 엮어서 
그것을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59학번 여덟 분의 여자 동문들을 ‘팔선녀’로 호명하
며(오늘은 그 중 여섯 분이 오셨다) 그 면면을 재미있게 
소개한다. 우리는 동문 우애의 화목한 기운에 감염된다.  
 
  해미 읍성에 왔다.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읍성이다. 
태종 때 왜구를 막기 위해 축성하여 세종 3년(1421)에 
완성했단다. 1866년 병인년 박해 때는 천주교 신자 
1,000명을 처형시킨 장소이기도 하다. 우리 일행은 천주
교인을 처형했다는 회화나무 처형대 앞에서 고통의 실체
를 떠올리며 새삼 ‘순교(殉敎)’의 경지를 우러른다. 
역사의 시간들을 거슬러 반추해 보다가, 문득 ‘지금 우
리들의 시간’을 소중히 보듬어 본다. 같은 생각이었을
까. 이강호(’73) 동문이 기념사진을 제안한다. 우리는 
성 남쪽의 진남루 문 앞으로 모이고, 젊은 동문들이 셔
터를 누르고, 우리는 기념사진 안으로 들어간다.
  한원영(’49) 동문이 해미 읍성으로 오셨다. 대전에서 
따님 차로 오셨단다. 지팡이를 짚으셨지만 건강하신 모
습이다. 후배들 인사에 온화한 미소로 응대해 주신다. 
일행은 읍성을 나와 해미 순교 성지를 둘러본다. 해미 
순교성지는 병인년 천주교 박해 이후 이곳에서 각양의 
형태로 순교한 179명 이상의 순교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서 2001년 이후 마련된 곳이다. 천주교 신앙을 가진 동
문들의 감회는 자못 깊었으리라. 성지 기념관 건물은 외
양으로나 내부나 거룩함이 묻어난다. 경건이 깃든다. 기
념관 건물 주변, 가을 나무들 정갈하게 물들고, 마른 풀
들 향기조차도 고즈넉한 자리 사이로 동문들은 조용히 
거닐거나, 두셋씩 서로가 서로에게 배경이 되어 이야기
를 나누거나 사진을 찍었다. 보기에 참 좋다.
  수덕사로 간다. 버스에서 한원영(’49) 동문이 덕담을 
곁들인 국어과 회고담을 하신다. 기억의 보배로움이 값
있게 느껴진다. 곁들여 연세 높으신 선배님들의 근황도 
전해주신다. 일행은 따뜻한 박수로 화답을 드린다. 수덕
사 입구 <덕숭식당>에서 더덕한정식으로 점심 식사를 
한다. 푸짐하고 맛있다. 내 옆에 앉은 김소영(’73) 동
문은 원래 단짝 친구 동문이 같이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못 오게 되어서 혼자 왔단다. 내가 어렴풋 옛날 기억을 
연결하여 아는 기척을 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이런 자리
가 아니면 언제 대화를 나누리. 한쪽에서는 조상주
(’84) 동문의 마라톤 완주 이야기가 한창이다. 춘천마
라톤대회에 참가한단다. 밥상머리에서 조동문의 마라톤 
사랑 이야기를 듣는다. 부럽다. 그 무렵 마침 우한용 동
문회장의 사촌동생 우진용 시인(당진 고대중 교장)이 이
곳 토산 막걸리 한 통을 가지고 왔다. 김경수(’63) 동
문이 품평을 했다. 나와 홍태식(’67) 동문은 이 막걸리 
맛을 오래 즐겼다.
  수덕사는 관광객 행렬이 부산스러웠지만, 우리들 마음
속에서는 항상 조용하고 정갈한 곳으로 남아 있다. 김광휘
(’60) 동문이 일엽스님과 연관된 숨은 이야기들을 알려
준다. 인생사 애틋하고 기구한 인연의 이야기들이, 잠시 
스쳐 지나는 우리들 마음에 단풍 빛깔의 처연함을 보태
준다. 이전에 와 본 곳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동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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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온 맥락이 특별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수덕사’를 기억 속에 따로 저장해 둘 것이다. 사진이 
기억을 충실히 보좌하여 오늘 우리들 행로의 그림자로 
남기를 바라는 것일까. 수덕사 모모한 장소에서 삼삼오
오 기념사진을 찍는다. 동문 사랑도 사진으로 강화된다. 
  삽교천으로 가는 길, 김광휘 동문의 버스 안 토크쇼는 
흥미를 더한다. 박찬도(’58) 동문은 뛰어난 기억력과 
더불어 다양한 재능을 유머 있게 보여 주신다. 김경수
(’63) 동문은 한자교육의 제도적 강화를 역설하고, 홍
태식(’67) 동문, 박삼서(’69) 동문, 그리고 이강호
(’73) 동문은 모두 전임 회장으로서 한결같은 동문 사
랑의 진한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박윤주(’68) 동문은 

자신이 정성을 쏟고 있는 독서운동(책따세운동,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들기)에 대해서 좋은 정보와 아름다운 열
정을 우리에게 전한다.
  저녁 식사는 삽교천 <대명수산횟집>에서 한다. 회는 
회대로 맛을 내고 게장 요리가 일품이다. 원래도 잘 마
련한 음식이지만 시장기가 더해져서 맛있게 저녁을 먹는
다. 저녁을 먹고 나오니 이미 날은 어둡다. 서울로 돌아
가는 길, 우리들의 토크쇼는 이어지고, 기분 좋은 고단
함이 곱게 배어든다. 수고를 해 준 젊은 동문들 장성민
(’05) 간사와, 최동석(’07), 정경석(’12), 채용욱
(’12), 권민성(’13) 동문에게 감사의 마음을 품는다. 

대팽(大烹)고회(高會)
李康鎬(‘73학번, 세현고 교장)

  정년 퇴임을 앞두고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영광스런 날보다는 
부끄러운 날들이 많습니다. 실력도 
안목도 부족하면서, 아이들에게 
잘난 체를 얼마나 하였던가. 말도 
안되는 생활지도를 했고, 인생에 
대한 큰그림도 없이 내 생각만 
주입하려 하지 않았는지.......
  처가에 오가며 식구들과 교과

서에 나오는 국보 185호 ‘세한도’를 기대하며 예산 
추사고택과 아산 외암마을을 들르곤 했습니다.  엉성한 
영인본 외 볼 것도 들을 것도 없는 썰랑한 곳에 지나
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권오석의 지긋지긋한 박물지 같은 소설 ‘추
사 김정희’ 10권을 읽고, 또 한참 뒤 유홍준의 완당평
전 3권을 읽고서야 추사가 왜 교과서에 실려야 하는지
를 알게 되었습니다. 
  10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우리들의 가을나들이는 
참 좋은 계절과 귀한 동문들과 만나는 즐거움이 있습
니다. 
  재작년 문경은 관음리와 미륵리의 여행이었다면, 작
년 삼척 강릉은 제왕운기와 동명일기를 되새기는 나들
이였습니다. 이번 해미, 수덕사, 추사고택은 유불천을 
아우르는 여정이라 그 규모가 어마어마함에도 당일치
기라 씹고 음미할 여유가 적은 고로, 혹 나중에라도 무
료한 시간에 읽으면 이번 나들이가 새삼 추억되는 자
료를 만들 생각에 미쳤습니다. 특히 추사만큼 잘 알지
만 실제로 알고 있는 것이 없는 분도 없다는 생각에, 
많은 전문가들의 글을 찾는 가운데 특히 추사에 미친 
빈섬이란 분의 글이 발칙하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추사
를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방대한 자료들이
라 간단히 편집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소스를 막아
놓아 이를 풀어내고 편집하는 시간이 많이 들어 세련
된 자료집이 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첫단추가 중요합니다.
  거대한 빙산과 같은 추사에 접근하기 위해, 문장과 
서화에서의 놀라운 자기엄격성 같은 것보다, 우선 그의 
내면에 숨겨진 보드러운 사랑의 떨림으로 시작할 필요

를 느껴, 옹방강이 좋아한 소동파의 ‘꿈에 본 아내’
와 추사의 ‘도망(悼亡)’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세요 – 꿈에 본 아내, 悼亡
 版殿 - 不計工拙도 뛰어넘은 무심의 대작,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 쓴 봉은사 현판
 箴傲 - 모든 불화와 궁지의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구하는 
냉철함
 竹爐 - 좋은 화로에 차를 끓여 한 잔 마시고 싶은 마음
 하필 - 흉중에 5천자가 있어야 비로소 下筆할 수 있다
 주련의 집 – 추사고택, ‘방에 들면 자꾸, 밖에 비가 오
나 하고 갸웃거리니’
 茗禪 - 초의의 우정, ‘차의 어린 싹이 곧 선의 마음이다’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지 – 3년상의 연속인 어린시절 13년
 酉堂 - 연경의 아이돌 스타가 원했던 선물
 石年 - 추사고택의 유일한 진품 해시계. 
 歲寒圖 - 세한도가 거쳐온 손들. 날씨가 추워서야 송백
이 늦게 시듦을 안다
 香象과 文豹 - 향상과 문표가 지묵 사이에 분주하여 은
은히 비추이니 

  추사를 한 마디로 어떻게 귀결지을까 
고민고민하다가, 결국 타이틀을 달지 못
하고, 71세 과천, 가장 원숙한 추사체, 
인생을 달관한 마음이 담긴 ‘대팽고
회’ 대련으로 대신하였습니다.    

 大烹豆腐瓜薑菜 (대팽두부과강채) 
 高會夫妻兒女孫 (고회부처아녀손)
 좋은 반찬은 두부 오이 생강나물, 
 훌륭한 모임은 부부(夫婦)와 아들딸 손자

  우측 대련의 작은 글씨로 쓰여 있는 글은 이런 뜻입
니다.
 “이것은 촌 늙은이의 제일 가는 즐거움이다. 비록 허리
춤에 한 말(斗)이나 되는 큰 황금인(黃金印)을 차고, 음식
이 사방 한길이나 차려지고 시중을 드는 첩들이 수백 명 
있다 하더라도 능히 이런 맛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
나 될까. 행농을 위해 쓴다. 칠십일과(七十一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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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 소식
▲ 柳聖圭(‘55) 동문, 세계전통시인협회 중국총회 개최

柳聖圭(‘55) 동문이 회장을 맡고 있는 세계전통시인협
회의 중국총회가 지난 6월 2일부터 4일까지, 중국 산동
성 곡부 공자문화학원에서 “현대 사회의 전통시에 새 
생명을”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본 협회는 한국의 
시조를 비롯해 중국의 율시, 일본의 하이쿠, 유럽의 소
네트 등 세계 전통시를 전승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창
립되었다. 이번 총회에는 15개국 400여명의 시인들이 참
가했으며, 2019년에는 영국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유
성규 동문은 시조잡지 <시조생활>을 창간하고 20여 년
간 시조생활화운동을 펼쳐오는 등 시조의 계승과 발전에 
힘써오고 있다. 

▲ 金大幸(‘61) 동문, 석학인문강좌 강연

母科 명예교수이신 金大幸(‘61) 동문이 6월 4일(토)부
터 6월 25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세 시부터 다섯 
시까지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에서 ‘시와 언어문
화: 우리 시가 들려주는 삶의 방식 몇 가지’를 주제로 
<석학인문강좌>에서 강연하였다. 석학인문강좌는 국내
ㆍ외 최고 인문학자들의 연속 공개강좌를 통해 인문학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연
구재단에서 주최한 것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 2016년 2학기 동문장학금 수여식

2학기 동문회 장학금 수여식이 9월 6일(화)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거행되었다. 故 李應百(’45) 동문이 
기탁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蘭臺獎學金과 故 鄭英淑
(’54) 동문의 유족이 기탁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蓮池獎
學金, 母科 명예교수이신 丘仁煥(‘50) 동문과 禹漢鎔
(’68) 동문이 각각 기탁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雲堂 獎
學金과 于空 獎學金, 李昌得 동문(’71)과 李永洛 동문
(‘06)이 각각 기탁한 기금으로 교직을 희망하는 우수한 
학부생에게 수여되는 다다 獎學金과 李永洛 獎學金, 
‘同門獎學金’ 및 母科 60돌을 맞아 전 동문들이 모금
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 국어교육과 60돌 同門獎學
金’이 수여된 이 자리에는 수상자와 禹漢鎔 동문회장, 
李昌得 동문, 丘仁煥 명예교수의 장녀 구재옥 한국방송
통신대학교 명예교수를 비롯한 母科 교수들이 참석하였다. 

▲ 金恩典(’50) 동문, 사범대학 70주년 회고강연회

母科 명예교수이신 金恩典(‘50) 동문이 10월 6일(목) 
16:00-17:30에 사범대학 12동 401호에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과 나의 인생, 그리고 시’라는 주제로 강연하
였다. 이 날 강연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7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母科 교수 및 학부생, 
대학원생이 모두 참석하여 재직 당시의 생생한 일화와 
교육에 대한 관점을 경청하였다.

▲ 제1회 언어인성포럼 개최

동문회에서 주관하는 언어인성포럼이 10월 12일(수) 16:00에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에서 첫 발걸음을 디뎠다. 이 날 포럼
은 ‘언어폭력에 대한 管見’이라는 주제로 한국상담대학원
대학교 총장이신 李惠星(‘58) 동문의 지원을 받아 성대하게 
치러졌다. 洪泰植(’67, 유라시아 문화포럼 이사장) 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포럼에서는 朴景賢(‘64, 경찰대 명예
교수) 동문의 발표와 朴寅基(’68), 朴三緖(‘69) 동문을 비
롯한 여섯 명의 토론자, 오랜 경륜을 가진 청중들과의 자유
로운 의견 교환을 통해 언어폭력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의 공
유와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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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南祚(‘47) 동문, 시와 음악의 밤 개최

동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김남조 시인과 함께 하는 
시와 음악의 밤’ 행사가 10월 8일(토) 17:00에 예술의 기쁨
(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진행되었다. 이 날 행사에는 金恩典
(’50) 동문을 포함한 여러 동문 후배들이 참석해 뜻깊은 시
간을 가졌다. 행사를 주관한 金南祚 동문(‘47)은 9월 23일
부터 11월 12일까지 평창동 영인문학관에서 데뷔 이후 써 
온 17권의 시집 육필원고, 애장품, 편지, 원로 인터뷰 스크랩
북 등을 한 자리에 모아‘시와 더불어 70년’이라는 전시회
를 개최한 바 있다.

▲ 金允植(‘55) 동문, 제26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 수상

金允植 동문(‘55, 서울대 명예교수)이 제26회 자랑스러
운 서울대인상을 수상하였다. 金允植 동문은 33년 간 서
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 현대문학을 선도한 후학
들을 양성하였으며, 250여 권이 넘는 방대한 저서 집필
을 통해 한국학 인식의 지평을 심화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시상식은 10월 14일(금) 서울대학교 70주년 
개교기념식에서 이루어졌다.

▲ 金慶洙(‘63) 동문, 한국언어문화정상화추진회 선언문 발표

金慶洙(‘63, 중앙대 명예교수) 동문이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한국언어문화정상화추진회가 10월 20일(목) 국회의
원회관에서 한자교육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천명한‘나라
사랑 국어사랑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앞서 김경수 동
문은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 실행을 주장하며 지난 1
월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한 바 있다. 
본 추진회는 초등학교의 교과서 한자병기 및 한자교육 
건의를 비롯하여 우리 문자정책의 바른 방향에 대하여 
논의·연구하고 있다.

▲ 2016년 가을 나들이

2016년 가을나들이 행사가 10월 29일(토)에 충청남도 
일대에서 진행되었다. 29명의 동문들은 서산 해미읍성, 
덕산 수덕사, 예산 추사고택 등을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
을 보냈다. 함께 시간을 보냈던 동문들을 실로 오랜만에 
만나 그간의 소식과 안부를 주고받았다. 잊지 못할 정겨
운 시간이었다.

▲ 李碩珪(‘63) 동문, 한국시조협회 ‘시조문학 진흥을 
위한 공청회’주최

李碩珪(‘63) 동문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
시조협회(前한국시조사랑시인협회)가 11월 17일(목)에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시조문학 진흥을 위한 공청회’
를 주최하였다. 본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
은 유일한 시조 문학 단체로서 시조 문학의 보급과 세계
화 운동에 힘쓰고 있다. 본 협회는 대은시조문학상을 주
관하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에 기관지인 <시조사
랑>을 발행하고 있다. 

▲ 李賢馥(‘58) 동문, 2016년 가을호 <수필춘추> 발행
 李賢馥(‘58, 경인교대 명예교수) 
동문이 발행인을 맡고 있는 <수필춘
추>의 2016년 가을호(제75호)가 발
간되었다. 수필춘추는 계간 수필 전
문지로서 1998년 창간 이래 수필문학
의 저변 확대와 수필가 발굴에 꾸준
히 힘쓰고 있다. 이번 호 <수필춘
추>는 이현복 동문의 ‘발행인 권두

에세이’를 비롯하여 ‘초대수필의 장’, ‘연재수필의 
장’, ‘1,000강 기념수필’, ‘평론의 장’, ‘본지 추
천작가 신작시리즈1,2’, ‘중앙수필문우회원 신작선’, 
‘2016년 가을호 추천작가’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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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盧柚燮(‘72) 동문, 시집 <원으로 가는 길> 발간
盧柚燮(‘72) 동문이 올 6월 시집 <원
으로 가는 길>을 출간하였다. 본 시집
은 제1회 계간문예문학상 수상작품집으
로, ‘파랑새와 무지개’, ‘크리스마스
는 와야 한다’, ‘무등산’등의 작품
이 수록되어 있다. 저자는 <햇빛 피리
소리에 어깨 겯고>, <눈꽃으로 내리는 

소리> 등의 시집을 발간한 바 있다. 

▲ 金光輝(‘60) 동문 소설 <태양의 천사> 발간
金光輝(‘60) 동문이 올 8월 장편소
설 <태양의 천사>(전2권)를 출간하
였다. ‘허영숙·이광수 실록소설’
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소설은 춘원 
이광수와 조선 최초의 여성 개업의
였던 신여성 허영숙의 사랑 이야기
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소설 <호
지명의 딸>과 <귀인> 등을 발간하

였으며, 방송작가로서 MBC 라디오 ‘여성시대’, TV 드
라마 ‘제4공화국’등을 집필한 바 있다.

▲ 扈源淑(‘72) 동문, 산문집 <그리운 곳이 생겼다> 발간
扈源淑(‘72) 동문이 올 8월에 산문집 
<그리운 곳이 생겼다>를 출간하였다. 
저자는 2004년 어머니 박완서 작가와 
떠난 네팔 여행을 시작으로 하여, 어
머니를 잃고 다녀온 이베리아, 발틱해 
여행까지 지난 십여 년의 여행 기록을 
묶었다. 저자는 <큰 나무 사이로 걸어
가니 내 키가 커졌다>, <엄마는 아직도 
여전히> 등의 책을 출간한 바 있다.

▲ 孫光成(‘57) 동문, 세 번째 개인전 개최 

孫光成(‘57) 동문의 세 번째 개인전인 ‘뒷모습, 그리
고 이야기 그림’이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열렸다. 전시회 소책자에서 작가
는 “억새는 한 계절의 뒷모습이자 한 해의 뒷모습이다. 
아니, 지상에 머물다 가는 모든 존재들의 뒷모습이라 해
도 좋으리라.”라고 밝히고 있다. 손광성 동문은 화가 
겸 수필가로서, <달팽이>, <하늘잠자리> 등의 수필집을 
출판한 바 있다.

동문회비 납부
▲ 2016년 동문회비 납부자 명단

(2016年 5月 - 2016年 10月)
회장단 임원회비

강현재(‘72, 부회장) 10만 원     민현식(‘73, 부회장) 15만 원
이대욱(‘73, 부회장) 15만 원     이숭원(‘73, 부회장) 15만 원
오건오(‘75, 부회장) 15만 원     이종문(‘76, 부회장) 15만 원
이준순(‘76, 부회장) 15만 원     이은숙(‘78, 부회장) 15만 원
김성룡(‘79, 부회장) 15만 원     김창원(‘80, 부회장) 15만 원
이성영(‘81, 부회장) 15만 원     임경순(‘83, 부회장) 15만 원

고문비․ 자문회비․ 이사회비․  기별회장비
김상준(‘48, 기별회장) 10만 원   박찬도(‘58, 기별회장) 10만 원
심영자(‘59, 기별회장) 10만 원   김광휘(‘60, 고문) 10만 원
김대행(‘61, 자문위원) 10만 원   신난수(‘61, 기별회장) 10만 원
유학영(‘61, 자문위원) 10만 원   정준섭(‘61, 자문위원) 10만 원
김경수(‘63, 자문위원) 10만 원   이주행(‘63, 자문위원) 10만 원
김일병(‘65, 자문위원) 10만 원   박기석(‘65, 자문위원) 10만 원
박영목(‘66, 자문위원) 10만 원   왕문용(’66, 자문위원) 10만 원
강봉근(‘67, 자문위원) 10만 원   한철우(‘67, 자문위원) 10만 원
박윤주(‘68, 기별회장) 10만 원   박인기(‘68, 자문위원) 10만 원
이영복(‘68, 자문위원) 10만 원   김현중(‘69, 자문위원) 10만 원
정명수(‘69, 기별회장) 10만 원   정병헌(‘69, 자문위원) 10만 원
이성구(‘70, 기별회장) 10만 원   기세관(‘71, 자문위원) 10만 원
이시우(‘71, 자문위원) 10만 원   하용이(‘71, 자문위원) 10만 원

윤기영(‘74, 기별회장) 10만 원   오학균(‘76, 기별회장) 10만 원
최영환(‘81, 이사) 10만 원       박종호(‘82, 기별회장) 10만 원
김유중(‘83, 이사) 10만 원       이욱희(‘83, 이사) 10만 원 
김봉순(‘86, 이사) 10만 원       김나영(‘88, 이사) 10만 원
김성진(‘88, 이사) 10만 원       김정우(‘88, 기별회장) 10만 원
고정희(‘90, 이사) 10만 원

기별분담금
13기(기별회장: 장영익, 조윤숙(‘56)) 30만 원

16기(기별회장: 심영자(‘59)) 30만 원
25기(기별회장: 박윤주(‘68)) 30만 원
27기(기별회장: 이성구(‘70)) 30만 원
28기(기별회장: 허인일(‘71)) 30만 원
31회(기별회장: 윤기영(‘74)) 30만 원
33회(기별회장: 오학균(‘76)) 30만 원
53기(기별회장: 강남욱(‘96)) 30만 원

일반
정혁조(‘71) 15만 원             차준영(’72) 10만 원

장학기금
 이혜성(‘58) 1,000만 원           최방지(‘59)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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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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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및 모교 소식
▲ 2016년 한글날 기념 학술제

국어교육과에서는 한글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학술발표
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6년 학술발표회는 ‘국어교육과 매
체’를 주제로 10월 6일(목)에 교육정보관 101호에서 개최
되었다. 학생들은 ‘영상 매체를 통한 문학교육’과 ‘국
어교육에서의 매체언어 교육 방향 탐색: 매체언어 사용 
전략 분석을 통하여’를 주제로 열띤 발표와 토론의 시
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교수와 학부생, 대학원생이 함께 관악산 연주
대에 오르는 행사를 통해 학과 구성원들 간의 친목을 다
지며 호연지기를 길렀고, 등산 후에는 ‘서울대학교 사
범대학과 나의 인생, 그리고 시’를 주제로 한 金恩典
(‘50) 명예교수의 회고강연을 듣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동문문집 원고 접수
동문들 사이의 우의를 다지고 소통을 도모하자는 뜻

에서 <동문문집>을 발간합니다. 글을 한 편씩 장만해 
주시면 예쁜 책으로 만들어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 보내실 곳
  - 우편 : (우)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

대학교 사범대학 11동 217호 국어교육과 동문회 사무실
  - 이메일 : ed705@snu.ac.kr 
 • 분량 : 원고지 20매 정도(A4용지 2장 정도)

▲ 2학기 대학원생-학부생 친선 축구경기

11월 11일(금), 관악사 운동장에서 대학원생과 학부생
들의 친선 축구경기가 열렸다. 그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던 대학원생과 학부생들에게 친목을 도모하고 선
후배간의 정을 나누는 기회가 되었다.

▲ 2016년 제71회 후기 학위수여식
2016년 제71회 후기 학위수여식이 8월 29일(월)에 거
행되었다. 학사 졸업자는 10명이고, 석사학위는 5명, 
박사학위는 8명이 취득하였다. 졸업자 및 학위 수여자
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동문회 신입회원 명단>
김명하, 박장범(‘10)
김범진, 김영조(‘11)
박광은, 정다솜(‘12)
김하연, 이소영, 장해경, 황혜지(‘13)

(이상 2016년 8월 학사졸업자 총 10명)

임학혜, 김민재, 김현아, 이수잔소명, 알리나
(이상 2016년 8월 석사학위 취득자 총 5명)

푸옹마이(베트남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교육 연구)
유나(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구어 담화표지 
교육 연구)

마릉연(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말뭉치 기반 한국어 동
사 유의어 교육 내용 연구)

박준홍(뉴스 이해 능력 신장을 위한 국어교육 내용 연구)
이슬비(한국어 학술 텍스트의 필자 태도 표현 교육 연구)
이지수(문법 교육을 위한 교수학적 내용 지식 연구)
강미함(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평서문 간접 화
행의 교육 방안 연구)

이민형(가치 논제 토론 수업을 위한 설계 기반 연구)
(이상 2016년 8월 박사학위 취득자 총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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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동정 및 공지 사항
◎ 弔事 (2016年 6月~ 2016年 10月) 
 李鍾文(‘76) 동문 빙부상(2016.06.02.)
 金太鎭(‘56) 동문 본인상(2016.06.16.)
 金成龍(‘79) 동문 모친상(2016.07.26.)
 朴南基(‘80) 동문 부친상(2016.07.26.)
 尹基煥(‘74) 동문 본인상(2016.07.27.)
 金顯中(‘69) 동문 모친상(2016.08.06.)
 朴觀浩(‘86) 동문 부친상(2016.08.06.)
 李國源(‘72) 동문 빙모상(2016.10.05.)
 張源錫(‘82) 동문 모친상(2016.11.12.)

◎ 慶事 (2016年 6月~ 2016年 10月) 
 朴株亨, 陳佳姸(‘05) 동문 결혼(2016.09.11.)

2017년 언어인성포럼 계획

3월 - 소통, 도덕성과 기술 사이(박인기, 경인교대 교수) 
4월 - 인성 교육과 상담(정덕자, 前 경수중학교 교장)
6월 - 문학 보급자의 언어(정재찬, 한양대 교수) 
9월 - 다문화 시대의 언어(권순희, 이화여대 교수) 
10월 - 언론의 언어를 읽는 방법(심규선, 동아일보 대기자) 
11월 - 사회 현상으로서의 언어(정학섭,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국어과 창설 70주년 행사
2017년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가 창설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학과 70년사 발간, 동문문집 발간, 국어교육대토론회,
母科 방문의 날 등 다양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7년 신년하례식 안내
 2017년을 맞이하는 新年賀禮 모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우리 모두의 親誼를 다지는 뜻 
깊은 자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 2017. 1. 3(화) 오후 3시
 장소 : 코리아나호텔 스테이트룸(호텔 7층)
 회비 : 5만 원

동문회 소모임 안내
  

   선청 기우회가 바둑 모임을 매월 개최합니다. 동문 간에 친
목을 다지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이들 모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선청 기우회: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연락: 黃利秀(‘82, nasary1@hanmail.net)

“先淸語文”第44集 原稿 募集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國語敎育科에서 매년 발간하는 학술지 
『先淸語文』44集의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논문 주제: 국어교육, 한국어교육, 국문학, 국어학 분야  
 • 원고 분량: 200자 원고지 80-100매 내외(A4로 20매 내외)
 • 원고 마감: 2016년 12월 31일
 • 보내실 곳: 
  - 우편 : (우)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

교 사범대학 11동 217호 국어교육과 선청어문 간행위원회
  - 이메일 : ed705@snu.ac.kr 

동문회보 안내
2017년 5월 발행 예정인 동문회지 제60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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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문회비 및 장학기금 납부 안내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기다립니다. 동문회비는 1년에 한 번만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

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회  비 : 농협 301-0196-5113-11 [예금주: 장성민(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동문회)]
 장학기금 : 농협 301-0196-5118-01  [예금주: 장성민(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동문회 장학기금)]

회비 내역

會      長 100만 원 
副  會  長  15만 원
諮 問 委 員  10만 원
理      事  10만 원
期 別 會 長  10만 원
期別分擔金  3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