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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학술대회 개최
1. 제1차 국제학술대회
“Confucianism, Buddhism, and Kantian Moral Theory”

2. 제2차 국제학술대회
“Confucianism, Rituals, and Modern Life”

성균유학·동양철학연구원은 “Confucianism, Buddhism, and Kantian

성균유학·동양철학연구원은 2019년 11월 17~18일 2일에 걸쳐

Moral Theory(유교, 불교 그리고 칸트 도덕론)”을 주제로 첫 국제학술

‘Confucianism, Rituals, and Modern Life(유학과 예, 현대적 삶)’을

대회를 9월 6일, 7일 6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하였다. 본 학술대회

주제로 제 2차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본 국제학술대회는 세계적

는 유교와 불교, 칸트 도덕론의 상호연관 관계를 연구하는 미국, 영국, 대

석학인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푸엣(Michael Puett) 교수와 미국, 아이

만 등 동·서양의 저명한 학자와 소장학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현대 사

슬란드, 아랍에미레이트 등 각국의 석학들을 성균관대에 초청하여 세계

회를 위한 도덕 이론을 탐색하였다. 성균관대 유학 연구의 국제적 수준

사상의 의례(儀禮) 이론과 실천 담론과 그 현대적 의미를 연구하고 현대

을 알리고, 향후 지속적인 학문적·인적 교류를 위한 토대를 다지는 계기

사회를 위한 유학의 예(禮)에 대해 탐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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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대학 순성놀이는 한양도성의 성곽(총 18.6㎞)을 네 구간으로 나누어 연 2회(봄/가
을) 성곽을 따라 걷는 행사이다. 2019년 11월 2일(토), 유학대학에서는 순성놀이의 범위
를 한양도성을 넘어 수원화성에까지 넓히는 한편, 외국 학생들과의 교류와 소통을 증진
하고자 ‘외국 학생과 함께 하는 글로벌 유학대학’이란 제목으로 제10회 순성놀이를 수
원화성에서 개최하였다. 수원화성과 융건릉, 지지대고개로 이어지는 구간을 완주하며
새로운 조선을 꿈꾸었던 정조대왕의 숨결과 접촉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현재 동계 임간수업

11

글로벌 유학대학

12

퇴임 교원 인터뷰

13

전보 직원 인터뷰

14

가 되었다. 또한 본 학회는 대만의 Chiang Ching-kuo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Scholarly Exchange(蔣經國國際學術交流基金會)이 지
원하고, 미국의 ACLS(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ies)가 주
관하는 Comparative Perspectives on Chinese Culture and Society
Program Grant(중국문화와 사회에 대한 비교연구프로그램 지원) 2019년
2019년 12월 21일(토)~23일(월) 총 3일에 걸쳐 유학대학 양현재(전재: 신정근, 재감: 강
교희) 동계 임간수업을 진행하였다. 모든 양현재 재생 및 청강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학구열 가운데 양현재의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양현재는 매 학기
유학대학 소속 학부생과 일반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중국어, 영어(일본어)로 구성된 외국
어 강좌와 사서를 비롯한 여러 고전 강좌를 진행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과제로 선정되어, 총$25,000의 지원금을 받아 진행되었다.

발행일 2020년 10월 1일
발행처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주 소 030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발행인 신정근
편집인 백영선
편 집 한진오/김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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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철학과 BK21PLUS

书院이 개최하는“유학 근원의 탐구—선진제자 시기의 사상해독”이

해외 저명학자 초청강연
1. Janusz Salamon(체코 찰스대학교)

동양철학과 |

BK21PLUS

라는 제목의 국제학술회의에 초청되었다. 진함 학우는: 『易』解
『论语』“不亦说乎”——以丁若镛『论语古今注』为例, 정향원

체코 찰스대학교 Institute Of Political Studies(정치학연구소)

학우는:『国语』中“仁”观念与孔子
“仁”思想的关系라는 주제로 각각

의 참여교수님이자, The European Journal for Philosophy

논문을 발표하였다.

of Religion(유럽 종교철학 저널)과 Bloomsbury Studies

사업단명

in Global Ethics(블룸스버리 세계윤리)』 시리즈의 편집장
을 역임하시고, the Journal of Confucian Philosophy and

유학 교육 연구의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 통합 랩(LAB)

Culture(국제판 유교문화연구)의 고문인 Janusz Salamon 교
수님을 모시고 “Agathological Ethics: An Ethics of Global

사업단장

Solidarity in Pursuit of Greater Good” 주제로 6월 3일 초

신 정 근 교수

청강연을 진행하였다. 본 강연은 세계 윤리 분야의 최신연구
를 소개하고 국제적 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
하였다.

2. Bryan W. Van Norden(Yale-NUS College, Singapore)

3. Michael Lackner (Friedrich-Alexander-Universität

1
국내 학술대회 개최

Erlangen-Nürnberg, Germany)

동양철학과 BK21PLUS 사업단은 유교문화연구소와 함께 2019년 07월

3
국제학술회의 초청 논문발표

05일(금) 〈문명전환과 유학의 창의적 성찰(Ⅱ)이라는 제목으로 학술대
회를 개최하였다.

동양철학과 BK21PLUS사업단 참여대학원생 중 진함(박사3기)학우가
2019년 9월 27일 山东大学哲学与社会发展学院, 山东大学中国诠
释学研究中心, 成均馆大学儒学学院, 东日本国际大学이 개최하는
“2019 第八届中日韩国际学术研讨会”
의 국제학술회의에 초청되었다.
진함 학우는: 공자의 '군자': 최선의 마음 상태를 가진 자 - 논어1.1의
해석을 중심으로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미국 배써컬리지(Vassar College)와 싱가포르 Yale-NUS College의 교
수이신Bryan W. Van Norden 교수님을 모시고 “How NOT to Rectify
Names: Confucius on the Philosophy of Language”(명을 바로 세우
지 않는 법: 공자의 언어철학)이라는 주제로 6월 5일 초청강연을 진행하
였다. 밴 노든 교수는 영미권 중국철학과 비교철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
위자로 Taking Back Philosophy: A Multicultural Manifesto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7) Readings in Later Chinese Philosophy: Han
to the 20th, Century (Hackett Pub., 2014), Introduction to Classical
Chinese Philosophy (Hackett Pub., 2011) 등의 9권의 서적을 저술, 편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에를랑겐-뉘른베르크 대학교의 중동-극동
언어문화학과 교수이자 학과장이며, “인문학연구 국제컨소시엄: 운명과
자유, 예측 – 동아시아와 유럽의 미래를 위한 전략”의 의장을 맡고 있
는 Michael Lackner 교수님을 모시고 “Can Fate Be Changed: Views
on Fate and Fate-calculation in Traditional China”(운명은 바뀔 수 있
는가?: 전통 중국의 명命과 산명算命)이라는 주제로 9월 9일 초청 강연
을 진행하였다. 본 강연은 중국철학과 비교철학 분야의 최신 연구를 소
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
국제학술회의 초청 논문발표

집, 번역했으며, Fulbright,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Mellon Fellowships에서 수상하시고 Princeton Review에서 선정하는

동양철학과 BK21PLUS사업단 참여대학원생 중 진함(박사3기), 정향원

미국 최고의 교수 300인으로 뽑힌 바 있다.

(석사3기) 학우가 2019년 8월 17일~19일 中国山东省曲阜市尼山圣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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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철학과 BK21PLUS

4

6

8

10

“2019년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BK21PLUS 사업단
-산동대학 문예미학연구센터 공동 국제학술대회”개최

2019년 百家爭鳴 학술대회 공동개최

중국칭화대와의 국제학술교류회 개최

생태미학과 동양철학 총서 출간(Ⅰ)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BK21PLUS 사업단은 사업단 출범 이후 산동

동양철학과 BK21PLUS 사업단은 유교문화연구소와 공동으로 2019년 11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BK21PLUS 사업단은 유교문화연구소, 중국

동양철학과 BK21PLUS 사업단장 신정근, 참여교수 최일범, 전임교수 조

대학 문예미학연구센터와 함께 “동아시아 철학과 미학의 현대적 가치”

월 29일~30일 百家爭鳴이라는 제목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국

청화대 철학과와 함께 2020년 01월 09일 중국 청화대에서 2020年韩国

민환, 연구교수 정석도, 한성구와 중국 산동대학 문예미학연구소 교수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인 학술교류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학술교

내의 원로, 중진, 소장학자들이 참여하는 규모가 큰 학술회의에 사업단

成均馆大学与中国清华大学学生国际学术交流会를 공동 개최하였

5분이 함께 유학대학 총서 1권 “생태 미학과 동양철학”을 05월31일자로

류의 일환으로 매년 장소를 번갈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중국 산동

참여대학원생인 박사생 김가람, 하 나, 석사생 신나영, 김월희가 논문발

다. 2016년 01월 04일 학술교류 협력에 관한 협정서 체결이후 매년 실

출간하였다. 이번 총서는 2014년 01월 05일 본사업단이 산동대학교 문

대학에서 2019년 10월 18일~20일 공동학술대회를 개최 하였다. 총 발

표를 하였고 이번 학술회의를 통하여 유학자들의 다양한 삶을 들여다

시하고 있다.

예미학연구소와 학술교류 협정서를 체결한 이후에 매년 함께 학술대회

표자 중 참여대학원생인 강순남(박사생), 김정희(박사생) 학우가 각각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를 개최하고 지속적으로 해온 학술교류의 첫 번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여 소속 대학원생들에게 많은 혜택

우수 논문상의 영예를 안았다.

과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5

7

9

2019년 제3회 동아유학
“동아시아 유학 박사생 국제논단” 개최

국내 학술대회 개최

동경대학 중국사상문화학연구실과
공동 학문후속세대 청년학자 국제교류 워크샵 개최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BK21PLUS 사업단이 주최하는 “제3회 동아

동양철학과 BK21PLUS 사업단은 유교문화연구소와 함께 2019년 12월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BK21PLUS 사업단은 2020년 02월 02일 유

시아 유학 박사생 국제논단”이 2019년도 11월 09일~10일 중국 중산대

06일 〈문명전환과 유학의 창의적 성찰(Ⅲ)>이라는 제목으로 학술대회를

학교육 연구의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동경

학교에서 개최하였다. 참가 대학은 성균관대학을 비롯해서 복단대학,

개최하였다. 연속기획으로 마련된 행사이고, 학술회의에서 진행된 융복

대학교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지난 2016년 1월부터 매년

북경대학, 중산대학, 대만대학, 홍콩중문대학, 동경대학이다. 이상 대학

합 학술행사를 종합적으로 복기, 검토하여 2차년도 행사를 준비할 것

대학원생 연구과제 발표 등의 학술교류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외에도

에서 각각 2명씩 논문발표를 통해 학술교류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동아

이며, 특히 기획단계에서부터 타 학문과의 융복합 공동연구 등 다양한

저자와의 만남, 동경대학교 도서관 자료열람, 칸다 지역 자료 수집 등

시아 지역의 유학연구를 활성화시켰다.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앞으로도 동경대학교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한ㆍ일 간의 유학교육 및 연구를 선도하고, 나아가 유학교육의 국제적
거점 학과로 성장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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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빈(The University of Iowa)

동양철학과 BK21PLUS

최도빈 교수는 맹자와 흄의 비교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다. 이번 강연도
그 연장선상에서 흄의 철학과의 비교를 통해 유교의 차별애가 내적 덕
의 수양과 어떻게 관계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05월 24일에 "유가

조선 유학과 노자 사상에 관한 탁월한 연구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본
사업단에서는 김홍경 교수를 초청하여 “다산의 논어 읽기(Dasan’s
Reading of the Analects)”라는 주제로 06월 13일 초청강연을 진행
하였다.

차별애는 어떻게 내적인 덕의 수양으로 이어지는가?"(Confucian Care
with Distinctions and Internal Moral Cultivation)라는 주제로 초청

11

강연을 진행하였다.

해외 저명학자 초청강연

Winnie Sung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Francois Julien (파리 7대학)

Winnie Sung 교수의 주요 관심분야는 순자의 사상, 선진시대 유교

프랑수아줄리앙 교수는 프랑스 중국학연구회 회장, 파리 국제철학대학

윤리, 도덕심리학, 자기인식 등이며, 최근의 연구 분야도 주로 순자의

원 원장을 역임하였고, 파리 7대학 현대사상연구소 소장으로 재임 중이

윤리관과 위선, 충성심, 동정, 원망 등 초기 유교적 개념에 관한 이론을
연구하고 있다.

다. 동서비교철학의 권위자이며 서구 최고의 중국학 연구자로 손꼽힌

高海波 (中國 淸華大)

"『순자荀子』의 화성(化性): ‘되돌아가기’의 문제 Huaxing(化性)in the

대한 새로운 철학적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고해파 교수는 송명리학(宋明理学)과 근현대 중국철학의 권위자로 해

Xunzi: The Problem of Backsliding”라는 주제로 2019년 12월 09일

아울러 『운행과 창조』, 『사물의 성향』, 『맹자와 계몽철학자의 대화』, 『무

당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업적을 쌓고 있다. 특히 명나라 말기의 刘蕺

초청강연을 진행하였다.

다. 특히 서양의 기준으로 동양을 재단하는 것을 경계하고 자연과 세계에

미 예찬』, 『장자, 삶의 도를 묻다』, 『존재로부터 삶으로』, 『풍경에 대하
여』, 『전략』 등 교수님이 쓰신 30여 권의 저서는 20개국 이상의 언어
로 번역되었고, 국내에도 다수가 출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큰 형상은 형체가 없다 : 극동아시아 사유와 유럽 사유 사이, 사유들
의 마주봄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La Grande image n'a pas
de forme, ou comment concevoir le vis-à-vis entre pensées
extrême-orientale et européenne.)”라는 제목으로 05월23일 초청
강연을 진행하였다.
또한 문학뉴스, 연합뉴스, 한국일보, 한겨례신문 등 여러 매체에서 이번
강연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표명하며 보도 자료를 내기도 했다.

Franklin Perkins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퍼킨스 교수는 중국철학과 동서비교철학 분야의 권위자로서 해당분
야에 대한 깊이 있고 혁신적인 해석을 통해 훌륭한 연구 성과를 쌓고
있다. 교수님의 대표저서 “Heaven and Earth Are Not Humane: The
Problem of Evil in Classical Chinese Philosophy, Leibniz and

山에 대한 연구 성과를 담은 저서 『刘蕺山哲学思想研究』는 학계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본 사업단에서는 고해파 교수를 초청하
여 “도덕실천의 동력 문제: 동아시아 성리학을 예로 (道德实践的动力
问题：以东亚的性理学为例)”라는 주제로 11월 23일 초청강연을 진행
하였다.

China: A Commerce of Light”는 이와 같은 교수님의 학문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맹자에서 도덕적 가치와 비도덕적 가치는 구별되는가?”(Is there
a distinction between moral and non-moral values in the
Mengzi?)라는 주제로 06월 07일 초청강연을 진행하였다.

陳立勝 (中山大學)
뉴욕대학과 하버드 옌칭연구소, 대만대학 인문사회고등연구원 및 대만
중앙연구원 중국문철소, 홍콩중문대학의 방문 학자를 역임하셨고 현
중산대학교 철학과 교수로서 북경대학교 인문고등연구소 연구원을 겸
임하고 계신 진립승 교수를 모시고 유가 수신지도의 여정과 그 현대적

李心文(University of Delaware)
Sin-wen Lee 교수의 전문분야는 영미 분석철학으로 민족주의에

운명(儒家修身之道的歷程及其現代命運) 주제로 2019년 12월 18일 초
청강연을 진행하였다.

대해 주로 연구해 오셨고 최근에는 형벌에 관한 법철학 이론을 연구
하고 있다.

김홍경 (University of New York)

이번 초청강연에선 "형벌 억제이론과 유교(The Deep Deterrence
Theory of Punishment: Insights from Early Confucianism)”라는

김홍경 교수는 저서 조선 초기 관학파의 유학사상을 통해 당시 미개척

주제와 유교 쪽으로 연구영역을 확장하여 유교가 현재 영미권 형벌 이

상태였던 조선 초기 사상사 연구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노자 – 삶의

론 및 형사처벌정책 등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2019

기술, 늙은이의 노래에서는 노자의 사상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보

년 11월 18일 초청강연을 진행하였다.

여주었다. 도미(渡美)한 후에는 뉴욕주립대에서 한국학 연구를 이끌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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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사업

글로벌 유학대학

유학대학에서는 2019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속될 코딩교육의 질을 관리하고자 학생들이 배우고자 희망하는 프로그

유학대학에서는 중국 칭화대 단기파견연수,

일환으로 기존 유학사업단에서 진행하였던

램에 대해 조사하였다. “유교의 수양과 자기실현” 교과목 운영팀은 조사

겨울방학 해외영어연수 등의 국제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된 내용을 바탕으로 코딩교육의 내용을 개선할 예정이다.

임간수업 및 코딩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해당 유학대학 학생들에게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준

심주현(동양철학과 석사과정)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 역량의 함양, 임간수업
임간수업은 글로벌유

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학창의인재양성사업단

1. 지원동기 본 프로그램은 작년에 처음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프로

지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고 언어적 한계도 분명 있었으나

그램을 마치고 나서 1년여 동안 그 동안 공부한 효과가 있는지 궁금했습

서로 좋은 감정들을 주고받으며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뿐만 아

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주로 읽는 데 치중하여 공부했는데 이 기회를

니라 자주가는 카페, 식당, 숙소 등에서도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

통해 쓰기, 듣기, 말하기 역량을 기르고 싶었습니다.

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된 것도 좋았으며 또 외

식을 체험하고, 합숙을

2. 프로그램 내용(프로그램 진행 과정) 및 소감(인상 깊었던 내용) 프로

국인과 교류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기분

통해 공동체 속에서의

그램은 매일 중국어 수업 3시간, 중국철학은 평균적으로 이틀에 한 번 3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모습을 구축해 나가며 유학의 현대적 의미를 찾는 기회를 갖는다. 2019년

시간씩 진행됐습니다. 중국어 수업은 그날 배운 어법, 표현을 이용해 담당

4. 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우들에게 바라는 점(노하우 등) 공

임간수업은 강릉 선교장에서 진행되었다. 선교장은 효령대군의 11대손인

교수님과 직접 예문을 만들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교수님

부할 때는 최대한 질문을 많이 하려고 하고 수업 중 녹음하는 것이

가선대부 무경 이내번에 의해 건축되어 현재까지 보존되어 온 고택이다.

의 말이 조금 빠른 느낌도 있었지만 쉽게 잘 설명해주셔서 말하는 속도가

좋습니다. 처음에는 안 들리는데 어떻게 질문하고 안 들리는데 무엇

1965년 국가지정 중요 민속자료 제5호로 지정되어 개인소유 국가 문화재

빠름에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철학 수업보다는 수업을 듣는 부

하러 녹음을 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못들은 내용을 질문하

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다.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가옥이 일반인에

담이 덜 하면서도 언어를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업 중

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내용을 이해하고 더 깊은

게 공개되고 있으며 한옥 스테이도 가능하다. 학생들은 6월 24일부터 27

중국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생활하기에 편리한 정보들도 많이 물

질문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녹음내용은 처

일까지 3박 4일 간 선교장에 머무르며 최일범 교수와 함께 大學』과 성

어보고 많이 알려주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국철학 수업은 공자부

음에는 정말 잘 안 들립니다. 하지만 핸드폰에는 녹음내용을 느리게

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바탕으로 유학과 현대적 가치에 대해 학

터 장태염까지 중국철학사의 중요한 인물들이 제창했던 철학사상의 핵심

듣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 듣다 보면 놓친 내용을 좀

습하였다. 아울러 한옥 전문가인 차장섭 교수에게 전통 문화의 가치에 대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그중 신유학 부분에서 교수님이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녹음해두면 프로그램 이후에 귀국하

해 배우고 한국철학과 박소정 교수에게 한국철학에 대해 배우는 등 인성

세세히 설명해주었던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주자학에서는 미발수양과

여 놓친 수업내용을 들으면서 중국어 듣기공부와 철학공부를 할 수

역량을 함양했다. 학생들은 임간수업을 통해 전공이 현대에 어떠한 방식

이발수양을 구분하는 것이 불명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에 참여하기 전에는 중국어와 중국철학에 대

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전

주신 것이 좋았습니다. 그동안 미발상태라는 것이 어떤 상태인가 와 닿지

한 준비가 되어 있을수록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통문화의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않기에 이해가 잘 안 됐는데, 명쾌히 답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중국어로 수

적으로는 중국어로 된 중국철학 논문이나 중국철학 원서를 읽으면서

업을 하다 보면 교수님의 말을 전부 다 알아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읽을 때는 소리 내서 읽으면서 연습

만큼 질문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화를 따로 연습하지 않아도 읽

이 발족한 2014년부터

유학동양학과의 융복합 인재양성을 꿈꾸다

시작된 교육 프로그램
이다. 학생들은 임간수

유학동양학과의 글로벌유학창의인재양성사업단은 2018년을 마지막으

업을 통해 전통 교육방

로 사업기간이 끝났다.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사업단의 프로그램을 승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바로 대학혁신지원사업이다. 글로벌유학창의
인재양성사업단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을 기반으로 “유교의 수양과
자기실현”에서 했던 임간수업 프로그램을 지속하고자 했다. 프로그램이
일부 수정된 부분도 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이름으로 새롭게 나아가
는 프로그램은 해당 교과목에 코딩교육을 더하였다. 이는 유학동양학과
학생들이 코딩수업과 임간수업이라는 두 가지 활동을 병행하며 21세기
에 적합한 융복한 인재로 성장할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본지에서는
2019년 첫 해, 두 가지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IT 역량의 함양, 코딩교육
스마트폰은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었다. 이에
따라 IT 역량도 21세기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필
수적인 능력이 되었다.

본지에서는 2020년 1월 칭화대 단기파견연수에 다녀온

최일범 교수는 “유교
의 수양과 자기실현”

많지 않아서 질문을 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고 또 중국어라서 못

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고 정확하다면 듣고 말하는 부분도 훨씬 편해

글을 마치며

알아 듣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하니 질문을 하는 일이 부끄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양

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IT 역량까지 기르도록 장려하고자 했다. 이에 수강

이번 “유교의 수양과 자기실현” 교과목 프로그램은 지난 5개년

럽게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질문과 답변을 통해 수업이 진

현재에서 진행하는 중국어수업과 중국어원전강독수업을 꾸준히 듣

생 24명은 6월 1-2주차의 주말 간 경영관 컴퓨터실에서 코딩수업을 받았

간 글로벌유학창의인재양성사업단에서 진행했던 것과 달리 코딩

행되었고 이런 점 때문에 더 흥미롭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는 것이 매우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중국철학사 전반에 대한

다. 교육을 운영했던 최일범 교수 및 조교들은 이른 더운 날씨와 주말, 그

수업을 포함하게 되면서, 학생들의 반응과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학생들의 적극

3.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부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회화, 독해, 작문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익히고 가니 확실히 처음 갔을 때보다 두 번째

리고 10시부터 17시까지 오랜 기간 이어지는 수업으로 학생들이 지칠까
걱정했다.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 모든 학생들이 흥미로운 표정으로 수

적인 참여로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 본 프로그램은 향후 2년

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교육은 엔트리라는 기초 코딩 프로그램 실

간 학생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보완하여 실제 산업현장에서 역

습으로 구성되었다. 실습은 프로그래밍의 기초적인 개념과 지식을 함양

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의 교육을 통해 인문학

하고 Home Iot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교육이 끝난
후 학생들은 대체로 코딩교육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엔트리를 활용한 교육이 다소 쉬웠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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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영역에서 중국어가 확실히 친숙해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

참여했을 때 편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리 철학과 관련된

만 이보다도 자신감을 얻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프로그램

논문을 하나 준비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2주 즈음 지날

을 진행하면서 직접 중국어로 글을 써서 발표를 하고 시험을 보게 되었습

때 칭화대학생들과 학술교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발표를 하게 되는

니다. 처음에는 이런 일이 저에게는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는데 막상 해

데 발표를 위해 논문을 제출하고 중국어로 발표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고 나니 하면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또 다른 점은 외국

대부분 중국에 가서 번역작업을 했지만 학기 중에 과제로 썼던 글을

인과 소통하는 데 부담을 덜 느끼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프로그램을 진행

바탕으로 글을 다듬고 번역을 미리 준비해간다면 현지에서 진행되는

하다 국제학술교류에도 참여했는데, 이때 만났던 칭화대 학생들과 친해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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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교원 인터뷰

전보 직원 인터뷰

유학대학 소식지 ‘유대(紐帶) 6호’에서는 올해
2월에 퇴임하신 박상환 교수님을 인터뷰하였습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연구 및 수업을 하시고
여러 일들을 겪으시면서 느끼셨던 점들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인 대학교에서 30년 가까이 생활하면서 매일 접하는 학생들의 순수함, 열
정과 젊음은 나에게 즐거움과 희망이었지요. 그러나 IMF 이후의 대학은,
사회 전반적 현상으로, 인문적 지향보다는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꿈꾸기
를 회피하는 시대로 전환된 듯 합니다. 불행하게도 의식이 존재를 배반하
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요. 사회적 비판의식이 철학의 출발점이
라면 이것은 결국 타자성 이해와 공감능력과 연결되겠지요.

2020년 1월 1일부로 유학/문과대학 행정실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심양면으로 교수님, 학생들을 지원해주던 두 분의 직원분이 다른 부서에서 일하게 되고
새 얼굴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본지에서는 유학/문과대학 행정실에서의 근무를 마치게 된 두 분의 직원 선생님들에게
행정실을 떠나는 소감에 대하여 간단하게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직 교수생활을 접으면서 가장 보람이 있는 일을 꼽으라면, 나는 단연코
주장합니다. 한국의 보수적 대학 풍토에서 특히 동양철학 분야, 그것도 다
름 아닌 성대 유학대학에서 여자 교수 2명을 신규채용하는 과정에 나도

2020년이 시작되면서 다른 부서로 옮겨왔지만 지금도 종종 유학대학과

동참했다는 사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우리 같은 경우의 대학이 있는지.

문과대학의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제게 안부도 물으시고 학교일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배타적 성격 특히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의 모순을 우

문의도 하실 때면 반가운 마음과 더불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학/

리는 일상적으로 체험하고 있지요. 일상적 삶만이 아니라 전통철학인 동

문과대학은 제게는 단순한 일터가 아닌 추억과 정감이 가득한 제인생의

양철학, 유학 공부에서도 현재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다양한 관점에 대

여정(旅程) 속에 있습니다.

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생각만이 또는 나의 관심분야만이 올바르
고 정당하다고 절대화시키지 말고, 남의 생각도 나만큼 동등하게 존중하

박 상 환 교수님

Q. 현재 근무하는 부서와 맡으신 업무에 대하여 소개 부탁드립니다.

는 그러한 겸손함이 공부할 때나 또는 일상의 삶에서 필요하겠지요. 의례

A. 우리대학에는 외국인들의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 성균어학원이라

적 대화나 행동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겸손함이 아니라, 자유를 추구하는

는 부서가 있습니다. 학부나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들 뿐

한 인간으로서의 겸손함은 타자에 대한 진정한 공감 없이는 어려울 것입

아니라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관심이 있는 일반 외국인들도 이곳에서 공

니다. 나는 우리 유학대 학생들이 이러한 겸손함의 소유자이길 바랍니다.
지난 학기로 정년하고 한 학기가 지나가지만,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아 퇴
임 소감을 말하기가 썩 자연스럽지 못하군요. 어쩌면 이런 이유에서 이
글쓰기가 차일피일 늦어진 듯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큰 변화 중 하나는

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래 한국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현재, 대학에서의 공부만큼은 내가 하고
싶은 분야를 찾아 후회없이 노력하면 이미 그것으로 의미가 충분히 있다
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멋진 활약을 기대하며 안녕!

높아지면서 저희 부서의 역할 또한 중요시 되고 학교에서도 관심이 많이

박 재 흠 과장님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외국인들에게 성균관대학교를 알리고 또 이들이 성균어학

일상의 바쁨에서 다소 벗어난 일종의 해방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퇴임 후

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생을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 계획은 조금 나중 생각하기로 하였고, 일단은 이런 여유와 해방감

렇게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서 우

을 조금 더 향유하고 싶은 심정이지요.

리대학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유학/문과대학 행정실에서 맡으셨던 소감에 대하여 말씀 부탁
1993년 성대에서 교수생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연구하고 교육한 주된
내용과 지향점은 한국사회의 문제와 대면하려고 노력하였고, 이런 맥락
에서 내가 줄곧 추구한 비교철학이라는 학문 방법은 일종의 사회적 앙가
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에서 10여년 유학하면서, 그리고 귀국 후 지
금까지 철학적 문제의식은 이러한 역사/사회의식에 기반하고 있지요. 80
년대 유학과정에서 선택한 동서철학비교연구는 서양에서 살면서 공부하
던 동양인으로서의 내 문제의식의 반영이었습니다. 비교철학, 문화철학
(특히 상호문화철학)으로 이어지는 나의 주제는 나의 삶의 흔적으로 볼
때 어쩌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겠지요. 한국의 갖가지 거대한 집단(정
치/경제/사회 만이 아니라 대학, 학문 사회)의 권력행사는 어찌보면 우스
꽝스럽기도 하지만, 실질적 영향은 막강합니다. 집단주의에 내재한 동물
적 배타성은 나에게 늘 불편하였고, 그러나 그 모순을 회피하지 않고 대

드립니다.

A. 2018년 7월 유학/문과대학 행정실에 발령을 받아‘대학인문역량강화
사업(CORE)’행정주무관으로서 연구재단과의 업무채널과 우리대학 코어
사업 인력 및 예산관리를 담당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전에 국제처에서 외
국인 입학 및 학생관리 업무를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학/문과대학에
서 발생하는 다양한 국제화 관련 업무기획 및 행정지원을 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2월부로 코어사업이 종료되면서 새롭게 특수대학원 업무를
담당하여 유학대학원과 번역·테솔대학원의 입학/홍보부터 교무/수업,
학생지원 및 장학업무 등 제반 행정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지나와서 생
각하면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다양하게 일도 많이 하였고, 그만큼 좋은
추억들도 제 기억 속에 가득합니다.

Q. 유학/문과대학 행정실에서 근무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
인가요?

A. 크게 두 가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는 대학인문역량강화 사업
을 하면서 우리대학의 인문학도들 중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배정하여 도움을 줄 수 있었고, 또 이들이 우리대학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보람을 느낀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유학대학원에서 대학원 학생들과 국내외 학술답사를 준
비하여 이분들과 함께 교실 밖 현지에서 원장님으로부터 유학에 대한
생생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또한 유학대학원 학생분들과 교류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는 제겐 머리와 가슴을 채울 수 있었던 좋은
기억들입니다.

면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겠지요. 이 아수라장에서 그나마 해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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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대학 소식

紐
帶
Q. 유학대학에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직원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학대학에서 배운 점을 활용하고,

A. 우리대학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일하게 유학대학이라는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우리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紐帶 생활장학금 모금

학문단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저 또한 그 기대

College of Confucian Studies
and Eastern Philosophy

에 부응하기 위해 행정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임해왔습니다. 또한 전통과

Q. 현재 근무하는 부서와 맡으신 업무에 대하여 소개 부탁드립니다.

첨단의 조화라는 성균관대학교의 슬로건과 걸맞게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A. 2020년 1월 1일자로 교무처 교무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무팀

열심히 가르치시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다 밝은 미래를 꿈꿔봅니

은 각종 교육 관련 정책을 기획하는 부서입니다. 이 부서에서 코로나19 대

다. 성균관대학교의 선임단과대학인 유학대학에서 근무한 한사람으로서

처 등 온라인강의 및 교육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CONTENTS

Q. 유학/문과대학 행정실에서 근무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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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지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유학대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열렬한
응원과 지지를 합니다.

01

학 순성놀이>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紐帶 생활장학금 모금
·유학동양한국철학과 4단계 BK(두뇌한국)
사업 선정
·양현재 하계 임간수업
·제11회 유학대학 순성놀이
·국내 학술대회 개최

유학대학의 성과를 지표로 느낄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중앙일보

퇴임 교원 인터뷰

무엇인가요?

A. 2017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우리 대학 유학.동양학과가 철학분야
최상위 학과에 선정된 것과 2019년 수원 화성에서 진행한 <글로벌 유학대

03

대학평가에서 교수님들의 연구 성과와 학생들의 취업률 덕분에 좋은 성
과를 거뒀습니다. 이런 성과에 자그마하게 제가 도울 수 있었다는 점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유대 장학기금 인터뷰
유학대학 학생자치활동

04
05

2019년 수원 화성에서 20여 명의 유학대학 외국 학생과 함께 <글로벌 유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에서는 재학생들의 기초생활 장학기금(식비 등) 마련을 위하
여 ‘유대(紐帶) 생활장학기금을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유학대학 김동민 교수(유학
87), ㈜미래에너지 장동일 대표이사(유학 87), 유학/문과대학 행정실 백인욱 과장(유
학 88) 등 유학대학을 졸업한 선배들이 십시일반 모금에 참여하였으며 2020년 8월
말 현재 14명의 동문이 149,000,000원의 모금을 완료하였다. 유학대학에서는 유대(紐
帶) 생활장학기금 모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지속적으로 모금을 진행할 예정
이다.

학대학 순성놀이>에 참여했습니다. 자칫 소홀할 수 있는 외국 학생이 유
학대학에 어우러지고, 한국 학생들과 함께 대학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유학동양한국철학과 4단계 BK(두뇌한국) 사업 선정

되었던 것 같습니다.

Q. 새롭게 구성된 행정실 선생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

이 준 호 선생님

립니다.

A. 유학대학 국제화 프로그램 기획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새로운 부서
로 배치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하루 빨리 해소되어 유학대학 단기

4단계 BK21(두뇌한국) 사업 예비 선정 결과 유학동양한국철학과(단장: 김도일 교수)가
선정되었다. 올해 9월부터 7년간 진행되는 4단계 BK21 사업은 학문후속세대가 학업
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
하는 사업으로, 연간 4,090억 원씩 총 약 2조9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유학대학
은 4단계 BK21(두뇌한국) 최종 선정 시 기존 3개의 학과(유학과, 동양철학과, 한국철
학과)가 1개의 학과(유학동양한국철학과)로 통합된다.

어학연수 프로그램,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 등 새로운 글로벌 프로그램
을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Q. 유학/문과대학 행정실에서 맡으셨던 직무와 떠나신 소감에
대하여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유학/문과대학행정실에서 교원, 연구, 대학원, 국제화,
졸업, 교직 등을 담당했던 이준호 직원입니다. 2017년 <유대> 창간호에서
신입직원으로서 인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부서로 이동할
때 인터뷰를 하게 되니 아쉬운 마음입니다.
지난 3년간 행정실 가장 앞자리에서 앉아 있던 제일 젊은 직원이었는데
요, 가장 앞에서, 가장 학생과 가까운 자리에서 학생의 입장을 이해하는

발행일 2020년 10월 1일
발행처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주 소 030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발행인 신정근
편집인 백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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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재 하계 임간수업

퇴임 교원 인터뷰

국내 학술대회 개최

유학대학 소식지 ‘유대(紐帶) 7호’에서는 2020년
8월에 퇴임하신 최일범 교수님을 인터뷰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본교에서 봉직하시며
느끼셨던 점들을 간추려 담았습니다.

전통을 계승하게 될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Q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수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무엇

인가요?
모든 수업이 다 소중하고 기억에 남습니다만, 제가 양현재 전재가 되어
처음 임간수업을 시행했던 일이 특히 기억됩니다. 그 중에서 지리산 아래
위치한 덕천서원에 일주일간 머물면서 학생들과 대학을 성독하며 외웠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또 최근에 마무리한 특성화 사업을 통해서 학부 학생
들과 순창의 훈몽재에서 서당 수업을 체험한 것도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2020년 6월 20일(토)~22일(월) 총 3일에 걸쳐 유학대학 양현재(전재: 신
정근, 재감: 정빈나) 하계 임간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번 하계 임간수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과 교내 간담회 행사로 대체되었지만, 모든
양현재 재생 및 청강생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가
운데 무사히 종료되었다. 양현재는 매 학기 유학대학 소속 학부생과 일
반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중국어, 영어(일본어)로 구성된 외국어 강좌와
사서를 비롯한 여러 고전 강좌를 진행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남습니다. 심리학 이론을 유학 사상에 융합하여 시도했던 동양의 심학 수
업도 기억에 남는 수업 중 하나입니다.

Q 유학의 길로 들어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 자신의 실존에 대한 철학적 고민, 동양철학과 한국철학에 대한 학문적

최 일 범 교수님

Q 오랜 기간 몸담았던 성균관대학교를 떠나신 소감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짧지 않은 교직 생활을 이끌어주신 유학대학의 은사님들, 도움을 주신 동
료 교수님들, 함께해준 학생 여러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공부와 인격에도 불구하고 퇴직까지 교단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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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부와 대학원에서 만난 교수님들의 가르침이 모
두 소중하지만, 특히 은사님이신 도원 류승국 교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저

제11회 유학대학 순성놀이

유학대학 순성놀이는 한양도성의 성곽(총 18.6㎞)을 네 구간으로 나누어
연 2회(봄/가을) 성곽을 따라 걷는 행사이다. 2020년 6월 22일(월), 유학
대학에서는 코로나19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유학대학 구성원들이 함
께 만나 회포를 풀고 소통을 도모하는 마당을 만들고자 제11회 유학대학
순성놀이를 개최하였다. 학교 뒷산 와룡공원에서 출발해 혜화문과 낙산
공원, 이화마을을 거쳐 흥인지문으로 이어지는 구간을 완주하며 한양도
성 성곽 일대에 담긴 조상들의 삶과 그 흔적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관심 그리고 은사님들과의 만남이 저를 이 길로 이끌어 준 직접적 동력이

동양철학과 BK21PLUS 사업단은 유교문화연구소와 함께 2020년 06월
02일 〈문명전환과 유학의 창의적 성찰(Ⅳ)〉이라는 제목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연속기획으로 마련된 행사이고,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코로
나19의 여파로 첨단기법(Webex)을 활용하여 동영상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원거리에 계신 분들이나 여건상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
앞으로의 진행될 행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셨고, 학산 이정호 선생님의 인도는 지금도 저를
이끌어주시는 지남이 되고 있습니다. 은사님들의 훌륭한 가르침이야말로
저를 이 길로 이끌어 주신 계기가 되었습니다.

Q 유학대학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과 당부의 말씀을 부탁
드립니다.

모두 여러분들의 지도와 협력의 때문입니다. 퇴직 후에도 유학대학과 사

유학대학의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자랑스럽고 사랑합니다. 저는 교수로

학의 발전을 위해 연구 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철학과 동양철

서, 또한 여러분의 선배로서 퇴직한 후에도 여러분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학을 심리학 및 자기개발 이론과 연결해서 해석하고, 실천적이고 창조적

사랑은 항상 저의 가슴속에 있을 것입니다. 학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입

으로 발전시키는 연구에 몰두할 생각입니다.

지(立志)가 중요합니다. 왜 공부를 하며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가 분명

Q 성균관대학교에서

해야 자율적으로 학문에 집중할 수 있고 성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봉직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

인가요?

렇듯이 유학대학의 학생 여러분이 모두 가슴에 담을 의지는 유학대학의
역사적 토대와 의미입니다. 성균관대학교는 동아시아의 문화와 역사의

한국철학과 교수로 임용된 일, 학생들과 수업하고 생활한 모든 것들이 소

주체인 유학, 유교를 계승한 학교요, 역사에서 한국의 국립대학 전통을 계

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다만 학부제 시행으로 인해 학부의 유학

승한 학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은

과, 한국철학과, 동양철학과가 지금 유학·동양학과라는 명칭으로 통합하

것입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역사적 주체성을 망각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여 위축된 것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지금 대학원도 BK사업으로

학생 여러분이 유학, 한국철학, 동양철학을 전공하는 학자로 성장하든 또

인해 방편적으로 통합된 상황이지만 각 학과의 전통과 학문적 의미가 변

는 사회로 진출해서 직업을 선택하든 스스로 유학을 공부한 지식인으로

함없이 계승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성균관의 전통을 계승하여 동

서 의미를 발견하고 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인생의 의미와 인격의

재와 서재에서 기숙했던 양현재의 학생들이 성균관의 불미스런 사건으로

원리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자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대학 교육은 단지

퇴재 되었던 일이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하루빨리 유학대

직업교육이나 기술 교육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공부에

학의 학생들이 실질적인 성균관의 주인공으로서 동, 서재에서 선현들의

매진한다면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은 빛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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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 인터뷰

유학대학 학생자치활동

유대 장학기금 인터뷰 이세희 선생님
유학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하주형(유학·동양학과 3학년)
A. 당
 시 성균관대학교는 80년도의 치열한 학생운동 영향이 남아 있

학생은 COVID-19 유행으로 인하여 이전과는 다른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었습니다. 특히 91년도에 김귀정 선배가 거리시위 중 돌아가셔서

이로 인하여 변화된 학교생활과 COVID-19에 대응하는

그해 1학기는 거리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새 지친 몸을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끌고 대성로를 걸어가는데 은행나무를 휘감은 검은 색 천을
보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
랍니다.

Q. C
 OVID-19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하여 이전과는 다르게 보낸 한 학기
입니다. 저번 학기와 비교하여 많이 달라진 점을 한 가지만 말해줄 수

Q. 다시 대학생 시절로 돌아가신다면 꼭 해 보고 싶었던 일이 있으
신가요?

A.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학교생활을 했고 공부도 연애도 열심히 해서

‘유대(紐帶)’에서는 생활장학금 모금에
참여하신 분 중 유학과 90학번 이세희 선생님을
인터뷰하였습니다.

A. 사
 실 학교를 못 오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동기 얼굴, 선배 얼굴을 한

A. 저
 번 학기와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온라인 수업이라고

번도 보지 못한 20학번 신입생들이 제일 아쉬움이 클 거라고 생각합

생각합니다. COVID-19 바이러스로 인해 비대면 수업으로 한 학기가

니다. 20학번 새내기 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행사나 이벤트가 많은데

진행되었는데,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학생뿐만 아

온라인으로밖에 진행할 수 없어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코로나가 종식

藝)를 기초부터 배우고 싶습니다. 글씨에 대한 동경(憧憬)은 언젠

니라 교수님들께서도 학생들의 반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강의를 진

되면 새내기 새로 배움터나 유학대 MT, 전공답사와 같은 큰 행사들을

가는 꼭 이루고 싶네요

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 이해되지 않는 내

기획하여 재미있는 추억을 남겨주고 싶습니다.

용을 직접 질문하는 것이 아닌 Q&A를 통해 질문을 하고 대답을 받는

Q. 2 020년 현재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주변 환경이나 고민하
는 것들이 예전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유학대학 학생들에

과정 또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이 또한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
합니다.

게 대학 선배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제
 가 대학생활을 하던 90년대에도 유학대학 학생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취업이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사서오경(四書五經) 등 경

Q. 마
 지막으로 유학대학 모든 구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
롭게 기고 부탁드립니다.

A. 2 0학번 새내기 신입생들뿐만 아니라 COVID-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Q. C
 OVID-19 바이러스 유행이 종식되고 학교가 대면수업으로 진행된다
면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은 어떤 것인가요?

불편을 겪고 있는 유학대학 학우들을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해 비상대책
위원회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SNS

전과 철학, 영어, 중국어 등 어학은 열심히 공부했지만 취업에 유

A. C
 OVID-19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전에, 20학번 신입생들을 위한 새내기

를 이용한 여러 온라인 행사들과 시험 기간 간식 배부와 같은 프로그

리하다는 법학,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등의 수업은 한 번도 수

새로 배움터 그리고 1년 동안의 여러 가지 행사들을 기획했었습니다.

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학기에 열심히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유

강한 적이 없었습니다. 후배님들도 지금 배우는 전공이 과연 사

A. 유
 (儒)학과 90학번으로 입학하여 96년도에 졸업하였습니다. 졸

COVID-19 바이러스 유행이 심각해지면서 학교가 온라인 수업으로 바

학대학 학우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유학대학 학우

회에서 쓸 곳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으시겠지만 지나고 보

뀌고 오프라인 단체 행사를 아예 못하게 되면서 신입생들이 학교를 못

들에게 더 나은 학교생활을 위해 힘쓰는 유학대학 비상대책위원회가

업과 동시에 제일은행(第一銀行)(현 SC제일은행) 입행(入行)하여

면 유학철학 공부 잘 했다고 생각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

가게 되었습니다. 만약 COVID-19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대면수업이 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20년간 근무하고 현재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일산농협에서 상

다. 물론 열심히 공부한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행될 수 있다면, 기획했던 새내기 새로 배움터 같은 단체 오프라인 행

Q. 간
 단하게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임감사(常任監事)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Q. 유
 대(紐帶) 생활장학금 모금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Q. 비
 대면 수업이 처음이라 어색했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대면수업 복귀

커밍데이(Home Coming Day)를 준비하고 있던 중 유대(紐帶) 생

A. 비
 대면 수업이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단점만 있었던 것은 아

A. 올
 해가 90학번의 입학 30주년으로 다른 과 90학번들과 함께 홈
활장학금을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장에서 근무하

이후에도 유지했으면 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프라인 수업으로 진행되었을 때, 모든 수업을

면서 성균관대학교 유학과를 졸업한 것이 많이 도움이 되어서

한 번도 결석하지 않는 학생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학기 중에 아플

항상 고맙게 생각했는데 좋은 취지의 장학금이 있다고 해서 참

수도 있고, 외부 행사가 있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수업을 빠질 수도

여하게 되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수업을 듣지 못하게 되는데, 온라인 수업으

Q. 지
 금으로부터 약 30여년 전에 대학생활을 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일 한가지, 후회되는 일 한가지씩 이야기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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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20학번 신입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별 후회는 없습니다만 다시 대학생 시절로 돌아간다면 서예(書

유학대학에서는 선배들의 십시일반 모금을 통하여
유대(紐帶) 생활장학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있을까요?

Q. COVID-19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하여 답답한 새내기 생활을 보내고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소식지

로 진행되었을 때, 교수님께서 하신 강의가 녹화되어 시간이 지나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오프라인과 비교하였을 때 좋은 시스
템이라고 생각되어 유지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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