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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문회장 인사말 -가을山을 바라보며
禹漢鎔(‘68학번, 동문회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동문회 가을나들이를 다녀오면서 
산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일렁
이는 바다의 리듬에 실려 생의 율
동을 느낄 수도 있었다. 가을산을 
바라보면서 동문회 일을 생각한 단
상을 간단히 적어둘까 한다.  
  가을산은 계절의 잔치 가운데 가

장 성대한 장관을 펼쳐 보여준다. 하늘이 푸르게 개어 
올라가, 그 아래 단풍이 기절할 듯이 곱다. 단풍과 섞인 
소나무들이 만들어내는 배색은 단풍이 혼자 붉지 않는
다는 조화를 환기한다. 나무가 펼치는 색채의 향연을 
뒤로하고 흘립한 바위들은 아득한 세월을 반추하게 한
다. 산록으로는 아직 꽃들이 이울지 않고 해맑은 얼굴
로 청초하게 피어 있다. 그 곁에 과수원이 있어 사과가 
붉게 익으면 우리는 발을 멈추고 모든 계절이 원융하게 
휘돌아가는 역동적 화해 속으로 빠져든다. 동문회 또한 
가을 산처럼 다채로운 삶의 양태를 보여준다. 참으로 
풍성한 잔치다.  
  가을산은 모든 계절을 한꺼번에 품어 안고 있다. 봄
꽃과 닮은 가을꽃이 있고, 청청한 솔빛깔은 여름 갈매
빛 산을 떠올리게 한다. 푸른 하늘 아래 수직으로 선 
바위들은 겨울 산의 위용을 상기시킨다. 가을산이 산의 
모든 계절을 품어 안듯이 동문회는 동문들의 찬란한 색
채와 문양을 품어 안는다. 동문들이 만나면 연령의 고
하를 막론하고 임의롭고 정겹다. 동문들 사이에는 남녀
가 따로 없어 오누이 같은 정으로 교감이 이루어진다. 
멀리 나가 지내는 동문, 다른 길로 들어서서 부지런히 
자기 길을 닦아가는 동문들이 한결같이 자랑스럽고 우
정은 돈독하다. 때로는 세상의 사표가 되어 바위처럼 
위엄을 보이는 이도 있다. 
  가을산이 한 계절을 배경으로 하듯이 동문회는 전문
성을 바탕으로 모인 사람들이다. 우리 국어교육과 동문
회는 우리나라 국어교육은 물론 언어문화 전반을 이끌
어가는 사령탑이다. 언어문화 진척의 선구자로서, 현재 
우리 언어문화 실천의 주역으로서, 그리고 우리 언어문
화의 미래를 담당한 역량을 기른 이들이 같은 자리에 
모여 잔치를 펼치는 것이 동문회다. 가을산의 풍요로움
이 동문회의 이미지와 혹사하게 닮았다.
  가을산은 가히 성인의 모습이다. <莊子> ‘齊物論’
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공자의 제자 구작자가 공자의 
도에 대해 자랑한다. 성인은, 세상 잡스런 일에서 벗어

나 세속의 티끌 밖에서 노닌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장오자라는 이가 발끈한다. 도란 황제도 알기 어려운 
것인데 어찌 공자가 그걸 안단 말인가, 하면서 자기 생
각을 들이댄다. 

 “세상은 모두가 안달인데 성인은 우둔하며, 삼만 세
를 한결같이 순수를 이루어 만물은 모두 자연 그대로 
감싸고 덮어둔다면 어떻겠나?”(衆人役役 聖人愚芚 參
萬歲而一成純, 萬物蓋然 而以是相蘊) (기세춘 역, <장
자>, 98쪽) 

  사대동창회에서 주관한 역사문화탐방에 국어과 몫으
로 따라나섰다. 마침 그 일정에 大芚山 이 포함되어 있
었다. 그런데 대둔산의 그 芚 자가 낯설었다. 해남에 있
는 頭崙山 大芚寺가 떠오르기는 했지만 여전히 낯설었
다. 자전을 찾아보았다. 나무에 처음으로 싹이 나오는 
모양, 어리석음이라는 두 가지 뜻이 실려 있었다. 그리
고 어리석다는 뜻으로 쓰인 예로 <莊子>에 나오는 
‘聖人愚芚’이라는 구절을 들었다. 서가에 꽂아 두었
던 <장자>를 찾아든 연유가 거기 있었다. 우리 동문회
는 세상일을 하더라도 순일한 정신을 지켜왔고, 실리에 
밝지 못해도 자연의 이법에 대한 믿음으로 ‘우둔’하
게 지내왔다.     
  가을산은 미래형이다. 금년이 학과창설 70주년이 되
는 해다. 70년이 흘렀다기보다 미래를 향해 70년을 달
려왔다는 뜻이다. 삼만 세를 순일한 정신으로 나아갈 
동문회가 아니겠는가.   

- 大芚山에서 禹漢鎔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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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科 創設 70週年 紀念 母校 訪問의 날 스케치

  2017년 10월 19일 목요일 오후 1시 서울대학교 사범
대학 교육정보관에서 학과 창설 70주년 기념 모교 방문
의 날 행사가 개최되었다. 朴英子(‘46) 동문을 비롯한 
총 102명의 동문이 참석하여 학과의 전통을 되새기고 
미래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는 리위(박사‘16, 중국) 동문을 비롯한 
20명의 외국인 동문이 참석하여, 동문회의 외연이 국내
를 넘어 국외로까지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
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행사의 1부는 본회 부회장인 姜賢在(‘72, 前 시흥교
육지원청 교육장) 동문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국민의례
에 이어 禹漢鎔(‘68) 동문회장, 尹大石 학과장, 김찬종 
사범대학장의 축사가 있었고, 동문회의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봉사 정신으로 많은 기여를 해 온 李惠星(‘58,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총장), 崔芳枝(‘59, 前 명일여고 
교사) 동문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이어서 국어교육과 70주년 기념 영상이 金昶元(‘80, 
경인교대 교수) 동문의 진행에 따라 상영되었다. 이번 
영상의 1부에는 학과의 추억이 머물렀던 장소들, 학과와 
인연을 맺었던 문사들 및 학과 교수들, 학과에서 발간된 
주요 저서들, 학과의 주요 행사들의 사진이 연대순으로 
담겼으며, 2부에는 金恩典(‘50, 母科 명예교수) 외 6명
의 내국인 동문 및 어트겅체첵(박사‘01, 한국외대 교
수) 외 3명의 외국인 동문 그리고 尹大石 학과장의 축
사가 담겨 동문들에게 학과가 갖는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해주었다.

  金商俊(‘48, 前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감) 동문은 
회고 강연을 통해 교육자로서의 삶에 대한 진중한 성찰
을 들려주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1부 행사는 奇世官
(‘71, 순천대 명예교수) 동문의 축가 공연과 金光輝
(‘60) 동문의 축시 낭송으로 성대하게 마무리 되었다.
  행사의 2부는 본회 고문인 洪泰植(‘67, 명지전문대학
교 명예교수) 동문의 사회로 “언어인성포럼”이 진행되
었다. 沈揆先(‘76, 동아일보 고문) 동문은 “신문 언어 
를 결정하는 5가지 강적들”이라는 주제로 언론계에서 
통용되는 언어 관습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였으며, 鄭鶴燮(‘73, 전북대 교수), 徐赫
(‘82, 이화여대 교수), 柳奎吾(‘88, EBS PD) 동문의 
토론은 논의의 깊이를 더해주었다.

  행사의 3부는 朴勝俊(‘63, 배화여대 명예교수), 李淑
京(‘69, 前 미림여고 교사) 동문 내외의 춤 공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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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시작되었다. 이어서 본회 이사인 權純熙(‘87, 
이화여대 교수) 동문의 사회로 학과 창설 70주년 기념
으로 출간된 동문문집 “인연”의 출판 기념회가 진행
되었다. 李大郁(‘73, 前 정신여고 교사) 동문은 문집이 
출간되기까지의 과정을 동문들에게 소개하였고, 대표 필
자로 선정된 韓碩洙(‘67, 충북대 명예교수), 河龍二
(‘71, 前 한국은행), 孫泰度(‘79, 한국예술종합학교) 
동문이 각자의 글을 동문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
다. 이어서 金鍾澈(‘75, 母科 교수) 동문은 총 85편의 
다채로운 사연으로 구성된 이번 동문문집이 국어교육과
의 微視生活史로서 갖는 의의를 설명하였다. 
  동문문집 학과 증정식 및 기념 촬영을 끝으로 행사는 
마무리 되었다. 각계의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고, 볼거리 
와 들을 거리 또한 풍성하였던 이번 행사의 여운은 이
후의 만찬장까지 이어졌다. 행사 내내 학과에 대한 동문
들의 애정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으며, 母科의 향후 
70년 또한 더욱 아름다운 인연과 밝은 미래로 가득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정리: 朴株亨(‘05, 母科 조교, 본회 간사)

----------------------------------------

※ 동문문집 因緣 교정 안내
동문문집 발간 후 오류가 발견되어 알려 드립니다.
1) 앞날개: 製字 → 題字
2) 뒷날개: 선민 → 의민 
3) 201쪽 정병헌 동문 약력: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 前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4) 270쪽 김지영 동문 약력: 1988년 입학, 신동중 교사
                        → 1991년 입학, 동아일보 기자
5) 391쪽 명사명 → 명가명

2018年 新年賀禮式 案內

 시간 : 2018. 1. 3(수) 오후 5시
 장소 : 코리아나호텔 2층 다이아몬드 홀
         (☏ 02-2171-7825)
 회비 : 5만 원
 문의처 : 동문회 간사 朴株亨
            ☏ 02-880-7658 / 010-9254-5607
            ✉ evapan05@snu.ac.kr

** 모임 시간을 5시로 조정하였습니다. 교직, 장학직, 
그 밖에 현장에서 일하는 동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
도록 배려한 시간입니다. 6시에 오셔도 좋습니다.   

** 신년하례식에서 사무적인 일은 최소화하고, 선배 동
문들의 덕담도 듣고, 모교 소식, 해외 동문 소식, 대학
원 학부 동문들의 인사도 교환하는 자리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 여흥에서는 가곡 감상, 경품 추첨, 동문 개인들의 
가창력을 자랑하는 등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 참석 여부를 동문회 간사에게 12월 26일(화)까지 
알려 주시면, 행사 준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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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因緣’의 自傳   
 - 國語敎育科 70週年 紀念 同門文集 發刊을 祝賀하며 

金鍾澈(‘75학번, 부회장, 母科 교수)

 우리 국어교육과 동문회장이신 우
한용 선생님께서 70주년 기념 동문
문집 발간의 의의에 대해 학과 창
설 70주년 기념행사장에서 한 마디 
하라고 주문하셨다. 이에 동문회 간
사로부터 미리 동문문집을 받아보
고는 바로 행사장에서 한 마디 하

는 것보다 문집에 내 글을 실었어야 했다는 후회가 먼
저 들었다. 원고 요청이 왔지만 글 쓰는 것에 대한 두
려움이 있는데다 남들과 소통할만한 이렇다 할 화제도 
찾지 못한 터라 거듭된 원고 요청을 모른 체 하고 지
나친 결과이다.
  동문문집을 보니 ‘因緣’이라는, 불교계의 단어를 
제목을 달았다. 인연이라 하니, 내 자신과 국어과와의 
인연이 먼저 떠오른다. 75년 3월 5일 관악캠퍼스 제1
기로 입학하였으니 지금 우리 학과가 있는 11동의 역
사와, 학과와 나의 인연의 역사가 같다. 게다가 지금 
우리 학과 1학년인 17학번, 즉 42년 후배의 지도교수
이기도 하니 끊을 수 없는 인연이다.
  이 동문문집을 일별해보니 입학의 인연과 학창 시절 
이야기, 학부 졸업 후 국어교육학이나 국어국문학을 계
속하게 된 인연, 졸업하고 국어교사의 길을 걷지 않고 
이른바 외도 인생으로 나아가게 된 인연 등을 중심으
로 하고, 여기에 일상의 사건과 체험에 대한  사유를 
기술한 수필들이 함께 묶였다. 모두 네 개의 장으로 편
집된 글들이 마치 네 개의 사단으로 구성된 군단처럼, 
다양한 사연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다. 70년 
동안 얽히고설킨, 그러면서도 개개인이 밤하늘의 별 하
나하나처럼 빛나는 인연의 실타래는 부처님께서도 풀
지 말고 그냥 계속 이어가라고 하실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 동문회에서는 동문문집은 여러 번 낸 바 있고, 
앞으로도 낼 것이다. 나는 이 동문문집내기를 역사 쓰
기라 생각한다. 동문 각자가 각자의 국어교육과의 역사
를 쓰는 것이라고 본다. 입학과 학창 시절을 회고한 것
은 그대로 그 시기 국어과의 위상과 그 내부 운영에 

대한 기록이고, 졸업 이후의 진로에 대한 회고와 기록
은 국어교육과라는 요람에서 무언가를 다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뛰어들어 제 나름의 삶을 살아 낸 역사 쓰
기이다. 다시 말해 국어과가 학생을 길러내어서 이 세
계 속에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생생한 自傳이자 證
言이다. 그런가 하면 동문들이 세상을 살면서 체험하고 
사유한 바를 기록한 수필들은 국어교육과라는 고등교
육 기관이 배출한 인물들이 살아가면서 형성한 내면세
계, 또는 정신세계의 역사라 할 수 있다.
  학과, 단과대학, 대학교 단위에서 공식적으로 편찬하
는 60년사, 70년사 등은 제도에 대한 기록에 불과하다. 
교과목이 어떠했는가, 졸업생 수가 얼마인가, 학교 기
구와 시설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그런 것일 뿐이다. 
반면 학과와 인연을 맺음으로써 시작된 실제의 삶, 기
록되지 않고 기억되기만 하는 수많은 사연들, 인식과 
감각의 형태로 존재할 뿐 문서화되지 않은 역사는 담
지 못한다. 이런 역사는 동문문집 형태로 기록될 수밖
에 없다. 강의실 안팎으로 울리고 파동 치던 수많은 말
과 느낌, 사진이나 비디오로 촬영되지 않은 청춘들의 
온갖 몸짓과 모색, 학교 공동체의 말없는 일원으로 지
금도 묵묵히 자연 그대로의 몸짓과 표정으로 진리 탐
구의 메아리에 응수하고 있는 교정의 나무와 꽃과 나
비, 관악산의 사시사철 등등 기록되어야 마땅한 수많은 
인연들은 이런 자유로운 동문문집만이 포착하여 역사
의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이번 70주년을 기념하여 나온 동문문집은 그러한 무
형의 역사를 충실히 담아내었고, 이 전통은 앞으로 80
주년, 90주년, 100주년 때에도 지속될 것임에 틀림없
다. 살아온 힘이 살아갈 힘이 된다고 한다면 숫자로서
의 역사가 아닌, 삶의 실상과 경륜으로서의 역사를 보
여주는 동문문집은 우리 학과가 살아갈 힘이 될 것임
에 틀림없다. 나도 다음 동문문집 편찬 때에는 꼭 우리 
학과 역사의 숨결 하나라도 글로 붙들어보는 시도를  
하기로 약속하면서 70년 이어온 인연의 따뜻함과 정겨
움과 책임감을 다시 느껴본다. (2017.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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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하시면 됩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회  비 : 농협 302-1212-2732-41 [예금주: 박주형(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동문회)]
 장학기금 : 농협 302-1227-0344-41  [예금주: 박주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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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 般 會 員   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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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 가을나들이, 高城을 다녀오다
洪泰植(‘67학번, 고문, 명지전문대학교 명예교수)

  
 어디로든 나들이를 떠나는 날 아
침은 언제나 마음이 설레고 기분
이 상쾌해진다. 오늘처럼 하늘이 
맑고 푸른 가을 아침이라면 그 청
량함이 前程에 대한 기대감과 어
울려 우리의 마음은 가벼운 전율
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동행

들과 나누는 인사의 톤은 경쾌하여 우리로 하여금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예감케 한다. 그 동행이 우리 
동문들이라면 그것은 예감이 아니라 확신이 된다.
  이번 가을나들이는 강원도 高城의 건봉사, 화진
포, 청간정을 돌아보는 것으로 여정이 짜였다. 산과 
바다를 같이 볼 수 있어 좋고, 산과 바다의 음식을 
고루 먹어볼 수 있어 더욱 좋을 것 같아 코스를 이
렇게 잡았다고 하는 우한용 회장님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하면서, 예정보다 늦은 시간에 도착한 식당에서 
우선 긴 시간 달려온 목마름을 그 지역 탁주 한 잔
으로 달랬는데, 그 이름이 ‘달홀’이었다. 나도 강
원도 사람이긴 하지만 과문인 탓에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 주인에게 물었더니 고성의 옛 고구려 때의 
지명이라고 한다. 高는 달, 城은 홀이라고 설명을 
덧붙여 주었다. 이름으로 만이라도 옛 고구려의 술
을 마신다는 감흥에 우리는 여러 순배 잔을 기울이
지 않을 수 없었다.
  中火 후 먼저 들른, 석가모니 齒牙 진신 사리를 
모신 乾鳳寺는 송광사, 해인사, 통도사 등과 함께 
우리나라 4대 사찰로서 크게 이름을 떨친 절이기도 
하지만 우리 역사의 간난신고를 증언하는 사찰이기
도 하다. 임진왜란 때는 서산대사의 명을 받은 사명
대사의 승병이 분기하여 국난의 한 가운데 서 있었
고, 한국전쟁 시에는 남북이 피아간에 전략적 요충
지를 서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여든 아홉 차례 주인
을 바꾸는 격전을 치른 바로 그 현장 <향로봉>에 
자리 잡고 있었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
었으며, 끝내 전쟁의 포화에 山門인 不二門만 유일
하게 살아남고 766칸에 이르던 거찰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한 때 신흥사, 백담사, 낙산사 등
을 末寺로 거느렸던 옛 영화, 그 과거의 영광에 대
한 아쉬움 때문인가, 전쟁 후 어렵게 복원을 해 오
고 있는 건봉사의 새로 지은 대웅전과 몇 채의 법당
들이 오히려 쓸쓸해 보여 마음이 아파 왔다. 
  화진포의 이승만 별장과 김일성 별장은, 지금은 
花津浦의 아름다운 潟湖와 해변의 명성에 힘입어 유
명한 관광지가 되었지만 이 역시 우리 분단의 역사

를 아프게 말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남북 분단 
시 38 이북이었던 관계로 김일성이, 이미 일제강점
기에 외국인 선교사들의 휴양 시설로 해변에 지어놓
았던 건물을 별장으로 잠시 이용했다고 해서 김일성 
별장으로 불리는‘화진포의 城’과 석호 안쪽으로 
지어 놓은 이승만 별장의 공존이 우리 역사의 비극
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우리는 그 앞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갈증을 느껴야 했다.
  길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고 해도 짧아진 늦가을이
라 淸澗亭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둑어둑해지
고 있었다. 아쉽게도 입구에 있는 작은 빈대떡 집은 
문을 닫아 아까 화진포에서 느낀 갈증을 풀어보려고 
했던 기대는 깨어졌으나, 그래도 이름 그대로 맑고 
깨끗하고 예쁜 청간정을 볼 수 있었으니 그리 서운
해 할 일은 아니다. 
  설악산에서 흘러내리는 청간천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의 작은 모래톱 위에 자리 잡은 이 정자는 주변
의 입지나 亭의 규모가 모두 작아, 아담하고 귀엽기
는 하지만, 왜소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여타 관동팔
경에 비해 그 명성이 덜한 것도 아마 이런 연유에서
일 것이다. 그러나 그 주변 老松의 탈속한 모습과 
작은 것의 아름다움을 눈여겨본다면 단연 이곳이 팔
경 중 제 일경이 될지도 모른다. 李植의 시 ‘청간
정’은 이런 사정을 잘 그려내고 있다. 원래의 현판
은 송시열이 썼다고 하나 유실되었고, 지금 현판은 
이승만이 쓴 것이며 최규하의 감상문도 걸려 있다는 
해설사의 설명에 옛 사람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는 
그 아득한 인연을 생각하면서 어두워지는 청간정을 
뒤로 하였다.
  李惠星, 趙蓮姬, 高玉芬, 崔芳枝 네 분 여성 동문
께서 出捐하신 속초 바닷가 횟집에서의 저녁식사는 
바다음식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우 회장님이 
의도했던 소기의 목적을 훌륭하게 달성한 성찬이었
다. 여기에 朴燦久 동문의 뛰어난 가요 열창과 金光
輝 동문의 구수한 입담에 朴寅基 동문의 깔끔한 가
곡까지 가세하였으니 이보다 즐겁고 신나는 가을나
들이가 어디 있겠는가. 
 눈과 입이 즐거웠고 만추의 서정으로 정신까지 고
양되는 유익한 시간을 누리다 보니 자정이 다 되어
서야 서울에 도착하게 되었다. 지하철도 끊어진 뒤
라 집으로 들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더 좋은 
하나를 얻었으니 다른 하나를 잃은들 어떠랴. 즐거
운 마음으로 귀갓길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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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동문회 소식
▲ 김남조 동문, 제29회 정지용 문학상 수상

 金南祚 동문(‘47, 숙명여대 명예교수)
이 제29회 정지용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
되었다. 정지용 문학상은 시인 정지용의 
문학적 성과와 문학사적 위치를 기리기 
위해 1989년 시와 시학사에서 제정한 문
학상이다. 정지용 문학상을 주관하는 지

용회는 김남조 동문의 “시계”를 올해의 수상작으로 
선정하였으며, 심사에 참여한 김재홍 경희대 명예교수는 
“원로시인의 인생 또는 생명에 대한 깊은 사유와 고뇌
를 잘 형상화했다”고 평했다. 시상식은 5월 12일(금)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거행되었다.

▲ 유라시아문화포럼 하계 국제문학인대회 개최
  洪泰植 동문(‘67)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유라시아문
화포럼에서는 지난 2월 22일(수)-23일(목) 네팔 카트만
두에서 네팔 예술인연합회와 공동 주최로‘한국/네팔 국
제 문화인대회’를 개최하였고, 그 후속 행사로, 7월 15
일(토)에 서울에서 한국, 네팔,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이 
참여한 ‘유라시아문화포럼 하계 국제문학인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사)유라시아문화포럼이 15번째
로 개최한 국제문화교류 행사이다.

▲ 2017년 2학기 동문장학금 수여식

  

  2학기 동문회 장학금 수여식이 9월 5일(화) 서울대학
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거행되었다. 故 李應百 동문이 기
탁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蘭臺獎學金과 故 鄭英淑 동문
의 유족이 기탁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蓮池獎學金, 母科 
명예교수인 丘仁煥 동문과 禹漢鎔 동문이 각각 기탁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雲堂 獎學金과 于空 獎學金, 李昌得 
동문과 李永洛 동문이 각각 기탁한 기금으로 교직을 희
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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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금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국어교육과 60돌 
同門獎學金’이 수여된 이 자리에는 수상자와 禹漢鎔 
동문회장, 李昌得 동문, 母科 교수들이 참석하였다.

▲ 김창원 동문, 한국어교육학회 회장 선출
 金昶元 동문(‘80, 경인교대 교수)이 7
월 1일(토) 제35대 한국어교육학회 회장
으로 선출되었다. 金昶元 동문은 한국어
교육학회 32대 및 34대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회장 임기는 2017년 7월 1일부
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이다.

▲ 2017년 제4차 언어인성포럼 개최
  2017년도 제4차 언어인성포럼이 9월 14일(목) 16시에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이 날 포럼은 “다문화 시
대의 다양한 한국어 사용 양상과 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金祜廷(석사‘93, 母科 교수) 동문
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포럼에서는 權純熙(‘82, 이화
여대) 동문의 주제 발표와 吉浩玹(‘94, 서원대), 朴義
勇(‘91, 계성고), 양수경(서울대), 홍은실(박사‘05, 성
균관대) 동문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 박성종 동문, 제62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
 朴盛鍾 동문(‘71, 가톨릭관동대 명예
교수)이 9월 18일(월) 제62회 대한민국
학술원상 인문학 부분 수상자로 선정되
었다. 수상작은 <朝鮮前期 吏讀 硏究> 
(도서출판 역락, 2016)이다. 대한민국학
술원상은 대한민국학술원이 국내 학술연

구 진흥을 위해 세계 정상 수준의 우수하고 독창적인 
연구업적을 이룬 학자에게 매년 수여하는 상으로, 朴盛
鍾 동문은 吏讀 연구에서 독보적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
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 심규선 동문, 일한문화교류기금상 수상

  沈揆先 동문(동아일보 고문)이 9월 19일(화)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제18회 일한문화교류기금상을 수상하
였다. 沈揆先 동문은 동아일보 공채 기자로 입사, 도쿄
특파원 도쿄지국장을 역임하고 논설위원 시절에는 한일
관계에 관한 많은 칼럼을 집필하였다. 沈揆先 동문은 언
론인으로서 한일 양국 간의 입장 존중을 통한 과제 극
복을 호소하는 등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공헌한 공로
를 인정받아 일한문화교류기금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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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기선 동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선임
 成基善 동문(‘82)이 10월 31일 제10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성기선 동문은 가톨릭대 교수, 한국교육
연구네트워크 정책연구소장, 경기도중앙
교육연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
다. 원장 임기는 3년이다.

▲ 2017년 국어교육과 동문회 가을 나들이

  2017년 국어교육과 동문회 가을나들이 행사가 10월 
28일(토)에 강원도 高城 일대에서 진행되었다. 23명의 
동문들은 금강산 건봉사, 화진포, 청간정 등을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함께 시간을 보낸 동문들은 오랜
만에 만나 그간의 소식과 안부를 주고받았으며, 고적지
와 명승지를 둘러보며 동문의 정을 나누었다.

▲ 박진태 동문, 제14회 월산민속학술상 수상
 朴鎭泰 동문(‘68, 대구대 명예교수)이 
11월 6일 제14회 월산민속학술상을 수상
하였다. 월산민속학술상은 月山 任東權 
박사의 뜻을 받들어 민속학 발전에 기여
한 저서를 집필한 학자에게 수여하는 것
으로, 朴鎭泰 동문의 “한국 탈놀이의 

미학”(태학사, 2014)은 역사적・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탈춤의 정체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박남기 동문,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 선출
 朴南基 동문(‘80, 광주교대 교수)이 11
월 18일(토) 제29대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박남기 동문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광주교대 5대 총
장을 역임한 바 있다. 회장 임기는 2018
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近間의 동문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哀慶事를 
비롯하여, 昇進, 著書 發刊 등 소식을 동문회 간사
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2017년 제6차 언어인성포럼 개최
  2017년도 제6차 언어인성포럼이 11월 23일(목) 16시
에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이 날 포럼은 “가족해
체의 위험 현상과 친밀성의 언어”라는 주제로 진행되
었다. 禹漢鎔 동문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포럼은 
鄭鶴燮(‘73, 전북대) 동문의 주제 발표와 金碩會(‘72, 
인하대), 李昱熙(‘83, 서울사대부여중), 李恩羲(‘84, 
한성대) 동문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임경순 동문, 한중인문학회 회장 선출
 林敬淳 동문(‘83, 한국외대 교수)이 
11월 25일(토) 제11대 한중인문학회 회
장으로 선출되었다. 1000여 명의 국내외 
학자들로 구성된 한중인문학회는 매년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등재학술지와 중
국 1급 학술지를 연 4회 간행하고 있다.

▲ 동문 도서 출간 소식
김남조, <충만한 사랑>, 열화당
2017년 4월 정지용문학상을 받게 된 수상작 '시계'를 
비롯하여 신작 63편이 수록되어 있다.
박갑수, <언어, 문화, 그리고 한국어교육>, 역락
바람직한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어, 한국의 비언어행
동 및 문화적 배경을 고찰한 저서이다. 
서유경 외, <깊고 넓게 읽는 고전문학 교육론>, 창비
고전문학 교육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
는 방법에 대해 모색하였다.
심규선, <지점에 사는 사람들>, 연극과인간
      , <조선통신사, 한국 속 오늘>, 월인
      , <일본을 쓰다>, 동아E&D
      , <정치를 읽다, 교육을 묻다>, 동아E&D
언론인으로서 저자의 폭넓은 관심사와 예리한 사유를 
보여주는 인터뷰집, 역사서, 칼럼집들이다.
우한용, <붉은 열매>(단편 소설집), 푸른사상
      , <사랑의 고고학>(중편 소설집), 문학나무
      , <떠돌며, 사랑하며>(픽션 에세이집), 수필과비평사
삶의 현장, 허구적 상상력의 세계, 역사와 미래에 대한 
통찰을 담은 창작집들이다.
윤대석 역, 이시다 히데타카 지음, <디지털 미디어의 
이해>, 사회평론아카데미
미디어의 기원과 특성, 철학적 원리 등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를 깊이 있게 파고든 저서이다.
정재찬, <그대를 듣는다>, 휴머니스트
위로와 소통의 키워드를 토대로 시와 삶에 관한 따뜻한 
이야기들을 담아낸 시 에세이집이다.
정재찬 외, <현대시 교육론>, 역락
시 교육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능동
적, 주체적인 시 향유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방향을 
탐색하였다.

주세형 외, <국어 선생님을 위한 문법 교육론>, 창비교육
문법과 표현·이해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문법 교육 방법론을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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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학과 및 모교 소식
▲ 2017학년도 국어교육과 정기 학술답사

  지난 5월 17일(수)부터 19일(금)까지 3일 간 충청
북도 옥천, 영동 일대에서 학부 3학년 및 대학원 1학
년 학생을 중심으로 정기 학술답사가 진행되었다. 정
지용 생가, 영동국악체험촌 등을 돌아보았고, 옥천중
학교, 영동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현황, 언
어실태, 생활문화에 관한 조사 활동을 실시하였다. 
특히 지방 중고등학교를 찾아 해당 지역의 학생들에
게 조사 활동뿐 아니라 학습 멘토링 참여 기회를 부
여한 것은, 지식의 공유와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학교
와 학생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또한 영동국악체
험촌에 방문하여 난계 박연의 음악 세계를 체험하며 
전통 문화의 국어교육적 계승 방안도 모색하였다. 이
번 답사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비롯하여 많은 외국
인 유학생들이 참가하여 국어교육의 현실과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 2017학년도 한글날 기념 학술제

  국어교육과에서는 한글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학
술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7년 학술발표회는 ‘다
문화 시대의 국어교육’을 주제로 10월 12일(목)에 사
범대학 교육정보관 101호에서 개최되었다. 학생들은 
‘다문화시대 KSL 한국어문법교육’과 ‘한국문학을 
통한 다문화 문식성 신장 방안’을 주제로 열띤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서 진행된 金永郁 동문
(‘79, 서울시립대 교수)의 한글날 특강은 “한글, 뜻
에서 소리로”라는 주제로 한글에 대한 인식을 심화,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 윤여탁 교수, 제7회 김준오시학상 수상
 尹汝卓 母科 교수(‘74)가 제7회 김
준오시학상을 수상하였다. 수상작은
“한국 근현대시와 문학교육”이다. 
계간지 <신생>과 김준오시학상 운영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김준오시학상은 
한국 현대시학의 권위자였던 故 김준
오 선생의 시학 정신을 기리고 현대
시학의 발전을 위해 2011년 제정됐

다. 김준오시학상 심사위원회는 “문학 감상 과정에서 창
작자와 수용자의 경험 및 정서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조명하고, 특히 시 교육에서 학습 독자의 경험과 정서가 
텍스트의 감상에 미치는 영향을 정치하게 분석했다"고 
수상의 이유를 밝혔다. 시상식은 12월 2일(토), 오후 6
시, 부산일보 10층 소강당에서 개최된다.

▲ 2017학년도 해암학술상 시상식 
  2017년 12월 15일(금),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정
보관 103호에서 ‘제23회 해암학술상 시상식’이 거행
된다. 해암 학술상은 母科 명예교수인 海巖 金亨奎 교
수 및 유족들이 조성한 해암 장학기금을 바탕으로 시
상하는 학술상으로, 국어교육학 발전에 기여한 동문 소
장 학자 중에서 수상자를 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 학
술상은 민재원 동문(박사‘08, 전북대 교수)이 수상한
다.

▲ 2017학년도 제71회 후기 학위수여식
  2017년 제71회 후기 학위수여식이 8월 29일(화)에 
거행되었다. 학사 졸업자는 11명이고, 석사학위는 6명, 
박사학위는 7명이 취득하였다. 졸업자 및 학위 수여자
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동문회 신입회원 명단>
김예찬(‘10), 박종요(‘11), 주기우(‘11), 최윤성(‘11), 
유종현(‘12), 정덕현(‘12), 김빛솔(‘13), 이선율(‘13),
배송희(‘14), 신혜민(‘14), 이어진(‘14)

(이상 2017년 8월 학사졸업자 총 11명)

강가혜, 김영, 밍휘, 유나, 이지원, 솜밋두왕띠
(이상 2017년 8월 석사학위 취득자 총 6명)

김혜진(한국어 학습자의 문화적 문식력 신장을 위한 고전소
설 교육 연구)

벌러러(몽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조사 교육 연구)
이상아(아이러니를 통한 반성적 시 읽기 교육 연구)
신필여(한국어 학습자 담화의 시제 사용 양상 연구)
최주희(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학위 논문 작성 과정 연구)
폴리롱(홍콩 한국어 학습자의 요청과 거절 화행 양상 연구)
황윤정(신화소 중심의 설화 이해 교육 연구)
(이상 2017년 8월 박사학위 취득자 총 7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