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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선발

2013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이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다.

4월 4일 <축하와 발전을 위한 서울대 사회학과 동문회 축하연>을 끝내고



김인수  “일제하 조선의 농정 입법과 통계에 대한 지식국가론적 해석: 제국 지식체계의 이식과 변용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정진성)

유성희  “한국 YMCA 운동의  실천적 기독교 여성주의에 관한 연구: 정체성, 조직, 리더십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정진성)

윤여령  “북한 ‘인텔리’정책 연구” (지도교수: 임현진)

김란  “중국의 사이버 공공지식인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韓寒 현상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서이종)

김이선  “사회적 지원 연결망에 따른 한국인 연령구간의 재구성” (지도교수: 한신갑)

로버트 해밀튼  “Queer Identity and Sexuality in South Korea: A Critical Analysis via Male Bisexuality” (지도교수: 정근식)

박영대  “한국의 1980년대 초반 외채위기 극복요인에 관한 연구: ‘신냉전’의 영향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임현진)

서형준  “사회자본과 정치참여 간 상관관계 연구: 국가별 경제수준·불평등 정도와 정치발전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이재열)

손준우  “정보 사회에 있어 재귀적 지식의 생산에 관한 연구: 

‘빅데이터’ 프레임과 한국 IT 정책지식 재구성 사례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서이종)

양보람  “한국사회의 우울증 담론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의료화와 정책화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정근식)

정원희  “한국 개신교의 동성애 논쟁과 사회적 실천: 감정 동학과 종교적 의례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홍중)

조빙연  “체제개혁기 중국 대졸자의 사회자본과  취업문제에 관한 연구: 

베이징, 창춘, 하얼빈 대학생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장경섭)

201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8월 29일(목) 오후 2시 사회대 신양학술관 407호에서 열렸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13명, 석사 9명, 박사 3명 등 총 25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학사 졸업생 중 성적 우수자에게 주어지는 상백우등상은 박주현(학부·08), 우수논문제출자에게 주어지는 

상백논문상은 문상호(학부·06)가 수여받았다. 동문회장상은 사회봉사 및 대외활동에 두각을 나타낸 점이 

인정되어 임대환(학부·03)에게 수여되었다. 

201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박사 3명 등 25명의 졸업생 배출

2012학년도 후기 대학원 졸업생 명단과 논문제목은 다음과 같다.

박사학위 논문

석사학위 논문

언젠가 밤샘 과제로 심신이 지쳐 버

스에 널브러진 채 등교하던 날이 생각납

니다.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된 노신사 한 

분이 이상하리만치 제게 관심을 보이셨

습니다. 학교에 가고 있느냐, 어느 대학에 

다니느냐, 무슨 공부를 하느냐 등등. 대학

생을 향하는 흔한 질문들로 대화는 순조

롭게 이어졌습니다. 딱 하나, 사회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

까지는 말입니다. 몇 초의 공백도 없이 바로 이어진 질문은 다름 

아닌 ‘사회학은 대체 무엇을 공부하는 학문인가?’이었습니다. 순

간 수많은 단어들이 머릿속을 스쳐지나갔습니다. 시민사회, 계

급계층, 권력, 구조 등등. 별생각 없이 지난 밤 써내려가던 글자

들이었음에도 그것들은 마치 저를 놀리듯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

되기를 거부한 채 눈앞에서 떠돌아다녔습니다. 결국 저는 속 시

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한 채 그분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 저에게 같은 질문을 한다고 해도 저는 

별반 나아진 대답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을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 감히 제 나름대로 이런 답을 내보고 싶

습니다. 사회학이라는 것은 제가 두발 딛고 서 있는 이 세상과, 

그것을 살아내고 있는 제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해주는 ‘언어’와 같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단지 사상가들의 화려

한 책을 읽고 어렵고도 복잡한 개념들을 알게 되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세상을 사고하는 방법과 그것을 스스로의 삶에 관철

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 이 두 가지를 배워나감으로써 저는 비로

소 단순한 소리의 울림을 넘어선 진정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

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서 학부 생활은 쉽게 4년을 넘어섭니다. 그 

긴 시간동안 우리는 같은 수업을 듣고, 비슷한 종류의 값싼 술을 

마시고,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괴로워하고, 심지어 일탈삼아 저 

멀리 타국으로 여행을 떠날 때에도 비슷비슷한 동네에 가서 별

반 다를 것 없는 사진들을 찍어옵니다. 그렇지만 각자의 언어를 

고민하는, 그리고 끝내 그 언어를 배워가는 이들은 유사한 경험 

속에서도 너무도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일궈낼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짧고도 길었던 이 학부시절에 마

주한 사회학과의 동학들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귀감으로 남을 것

입니다. 물론 사회학이라는 세 글자가 모두에게 같은 의미로 자

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학력 란을 채우기 위해 마

련된 누군가로부터 만들어진 분류항,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각

자의 사회학을 놓치지 않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이곳에서의 삶

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신 모든 교수님들과 선후배님들, 그리고 

동학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어느 여름 날 정오 즈음, 도심 속의 한 

카페. 점심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들이

닥치기 전, 저 멀리 이어폰을 꽂고 잠든 

사람,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일에 열중하

는 사람, 간헐적으로 1층을 왕복하는 사

람들로 이루어진 카페의 2층은 고요하지

만 어딘가 위태로워 보입니다.

대학원에서의 지난 3년은 그렇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겠습니

다. 후텁지근한 바깥의 공기와 1층의 시끌벅적함, 2층의 어수선

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짐작은 하면서도 2층에 일찍이 자리

를 잡고 부동 하는 사람들처럼, 나 역시 책상 너머를 간간히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살펴야 하는지’를 비롯해 

여러 가지 고민으로 좌불안석하는 사이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습

니다. 누군가는 금세 자리를 잡아 좀 전까지 나누던 담소를 이어

갔지만, 머뭇거림 끝에 계단 아래로 사라지는 이들도 있었습니

다. 이제 와서는 앉아 있었던 대부분의 시간이 위태로웠던 것은 

주로 바라보기만 했던 탓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위태로웠던 시간이 정지하는 순간이 있었다면, 이는 1층을 

지나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화장실로 향할 때였습니다. 참을 수 

없는 마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리를 떠났다가도 반드시 그 

자리로 돌아와야만 마칠 수 있는 여정. 풍경에는 이렇다 할 큰 변

화가 없었지만, 연구라는 이름으로 1층의 사람들, 바깥의 소음과 

부대끼고 돌아온 이후의 마음만은 조금은 더 가벼웠던 것을 부

인할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대학원은 나의 갈급함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믿음을 더욱 굳힐 수 있게 해 준 공간이었습니다. 아울러 그 믿

음을 가지고 ‘나의 문제’에 끝없이 천착할 때에야, 그것이 모두

의 문제였음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얼마간 해소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준 곳이기도 했습니다. 동일한 믿음과 끈기를 가지고 바

깥과 1, 2층을 끊임없이 우회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졸업

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안팎의 각자의 자리에서 분투하

며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

니다. 여전히 위태롭지만, 빚을 갚아나가는 마음으로 이후를 살

아내야겠습니다.

홍지수(학사·08)

정원희(석사·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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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무제한으로 주어졌던, 연구의 

자유를 만끽할 시간이 이제 종결되었습

니다. 매듭짓기에 무심한 채 몰입만이 능

사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저만치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사회학과 대학원이라는 

울타리의 보호도 이제는 끝입니다. 그러

니 여간 아쉽고 두렵지 않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식의 축적과 평가를 거친 이후, 전

문성의 높다란 첫 문턱을 가까스로 넘어 학계의 입회자격을 얻

어냈다는 점에서 잠시 기쁨과 희열을 맛보아도 좋지 않을까 생

각합니다. 

박사학위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가장 

난감했고 또 그래서 늘 저를 괴롭혀왔던 질문은 “So What?”이라

는 질문이었습니다. 논문이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할 ‘전문성’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너의 논문이 지닌 

함의(inspiration)는 뭐냐”는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늘 쩔쩔매었

고 고민해왔습니다. 박사학위논문은 거기에 대한 제 나름의 답

변을 찾아간 끝에 얻어낸 산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우연히도 저에게 던져졌지만, 그 질문을 받을 ‘행

운’이 꼭 저만의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내부에서 연구와 공부가 서로 다른 것이고, 전문성과 대중성이 

타협할 수 없는 두 길인 것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런 

구분이 적실한 것인지 저로서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사회와 공

동체에 대한 충실한 관찰과 깊은 성찰이 함께 잘 어우러져 깊은 

식견이 담긴 글을 생산해내는 것에 늘 목말라하게 됩니다. 전문

성과 대중성, 신뢰성과 타당성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지식

의 곡예’는 어쩌면 사회과학의 숙명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어느 한쪽만을 부여잡은 글이 갖는 의미의 앙상함 또는 과잉

은 너무도 아찔하고 또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 ‘지식의 곡

예’를 두려워하지 않는 연구자가 될 것임을 감히 이 자리에서 다

짐 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고민이 단지 고민으로만 머물지 않게끔 늘 

곁에서 가르침과 격려를 베풀어주신 사회학과의 여러 선생님들, 

대학원의 동료들, 그리고 사회에 나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러 벗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가장으로서의 역할

에 충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곁에서 격려와 응원을 아끼

지 않은 저의 가족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

니다. 

김인수(박사·00)

“정치란 악마적 힘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막스 베버(Max Weber)는 1919년 1월, 독일 뮌헨대

학의 진보적 학생단체인 <자유학생연합>이 초청한 강연

회에서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제목의 강연을 하였다. 

막스 베버가 1920년 6월에 죽었으니까 그가 직접 손을 

본 가장 마지막 유작이 되었던 이 강연에서 그는 정치가

란 합법적 폭력이라는 ‘악마적’ 수단을 손아귀에 쥐고 있

으면서 끊임없이 ‘천사적’ 대의의 실현을 목표로 삼을 수

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일갈했다. 실로 역설적 표현이다. 

악마와 천사의 조우가 정치가의 손에서 이루어진다는.

지난 4월 4일 저녁,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뜻 깊은 사

회학과동문회 행사가 열렸다. 바로 이 ‘악마’와 손잡은 사

람들에게 동문회에서 축하패를 전달하는 행사였다. 사회

학과 동문 4명을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시킨 

총선이 작년 4월이니 벌써 1년이 흘렀지만 염치 불구, 행

사를 기획했다. 축하에 무슨 시기가 중요하랴! 때마침 안

창호 동문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고, 이경

재 동문이 방통위원장에 내정된 터였기에 시기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 날 축하패를 받은 동문은 모두 6명이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60학번), 유인태 국회의원(68

학번), 신경민 국회의원(71학번), 이해찬 국회의원(72학

번), 안창호 헌법재판소 재판관(75학번), 은수미 국회의

원(82학번)이 그들이다. 안창호 재판관을 정치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논란이 있겠지만,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

정치적 사법기관’으로 본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버

의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본다면 헌법재판소 역시 ‘폭

력적’ 국가기관임은 분명하다.

이해찬 동문은 축하패를 받으며 인사하길, 전에 국

무총리 시절에도 축하패 하나 없었는데 이런 행사를 하

는 걸 보니 사회학과 동문회가 이제 정신을 차렸다고 하

며 좌중의 폭소를 이끌어 냈다. 신경민 국회의원은 축하

패의 문구가 너무나 좋아서 동문회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정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

다. 안창호 재판관은 검사 생활을 하면서도 사회학 공부

의 이력이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며 과거 노동관련 

수사 때 거의 처음으로 사업주에 대한 구속조치를 취했

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은수미 국회의원은 너무 바

쁘게 일정이 돌아가서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판이라며 

초선의원으로서의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이경재 방통위

원장은 아직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라 방통위원장을 

실제 맡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축하패를 받

는 것은 동문회에서 청문회 통과를 적극적으로 책임져 

주겠다는 고마운 의사표시로 알겠다면서 동문 국회의원

들의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유인태 동문은 평소 

회의 때 틈틈이 쪽잠을 아주 편안하게 잘 자는 걸로 유명

하지만(?) 이 날 행사에서는 전혀 피곤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장태평 현 동문회장은 현직 ‘마사회 회장’답게 축

하패를 받은 6명의 동문들에게 말의 편자로 만든 액자를 

선물했다. 그동안 경마장의 경주마 중에서 ‘전설’에 가까

운 성적을 낸 말들의 편자들이기에 앞으로의 공직활동이 

잘 풀려나갈 것이라고 낙관적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

렇게 행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막스 베버는 정치인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로 열정, 책

임감, 균형감각을 꼽았다. 그가 말하는 열정은 대의를 명

령하는 주체인 신 또는 데몬(Demon)에 대한 열정적 헌

신을 의미한다. 국민에 대한 헌신이라고 해도 무방할 듯

싶다. 책임감은 폭력적 국가기관을 통제하는 위험한 일

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고, 균형감각은 사람

과 사물에 대해 거리를 두면서 ‘내적 집중과 평정 속에서 

현실을 관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날 패를 받은 

동문들이 이러한 자질과 능력을 기반으로 아름다운 대한

민국에 헌신해주시길 기대해본다. 이러한 기대는 패에 

새겨진 문구에도 잘 서려있었다.

“귀하의 국회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서울

대 사회학과 동문들은 생명과 평화, 정의와 민주주의가 

넘실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귀하를 언제

나 뜨겁게 응원합니다.”

이선태(83학번, 동문회 사무국장)

사회학과 
동문회 축하연

2013년 4월 4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축하와 발전을 위한 서울대 사회학과 동문회 

축하연>이라는 제목의 사회학과 동문회 축하연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동문회는 작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신경민, 유인태, 은수미, 이해찬 의원과 작년 

9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안창호 동문, 올해 

4월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이경재 동문에게 

축하패를 전달하였다. 이번 동문회 축하연은 

사회학과 출신으로 국가에 공헌한 동문들을 

격려하고 사회 각계에 진출한 동문들이 모여 

동문회의 소속감과 결속을 다질 수 있는 자리로, 

과거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던 동문회 축하연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 뜻 깊은 자리였다. 

아래는 본 축하연을 기획한 이선태 동문회 

사무국장의 후기이다. 

악마에게 손을 내민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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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연수회 후기  |  조선경(학부·11)

나는 솔직히 이번 전공연수회에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 

전공연수회를 강력히 추천하는 선배도 없었고, 학과생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이 행사에 그다지 열정적이지 않았기 때

문이다. 물론 전공연수회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

질 수 있는 기회는 있었다. 올해는 어디로 갈지 궁금해 하던 

차에 전공연수회 장소가 백제 문화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

다. 그러나 이 당시 나는 전공연수회 장소가 엉뚱하다고만 생

각했다. 부여·공주 백제 문화권은 역사유적지라는 생각이 

있었을 뿐, 사회학의 연구 대상으로 접근해 본 경험이 없었

기 때문이다. 

하지만 첫날 저녁부터 나는 언젠가 전공연수회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를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알게 되었

다. 그것은 바로 공주대 사학과 이해준 선생님께서 들   려주

신 공주 ‘곰나루’의 지명에 얽힌 전설이다. 옛날에 곰나루 근

처 연미산이라는 곳에 암곰 한 마리가 살았는데, 어느 날 지

나가던 잘생긴 어부를 동굴에 잡아다가 같이 살았다. 그러다

가 세월이 흐르고 자식을 둘이나 두게 되면서 암곰이 방심하

였는데, 어부는 이때를 틈타 그만 도망을 쳤다. 슬퍼하던 암

곰은 그 새끼들과 함께 물에 빠져 죽었고, 사람들은 어부가 

도망쳐 온 나루터 자리를 ‘곰나루’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

이다. 또 곰나루뿐만 아니라, 곰주, 웅진, 공주 등의 지역 명칭

은 모두 이 지역 사람들이 곰을 숭배하는 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흔적이었다고 한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로 우리가 백제 시대의 공

주와 멀지 않은 곳에 와 있다는 재미있는 착각을 했다. 실제

로 1000여 년 전의 공주 지역민들과 현재의 공주 지역민들은 

공유된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동일한 지역에서, 공간

에 대한 동일한 의미 부여를 해왔고, 그 전설의 전승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했다. 결국 2013년의 공주는 몇 천 

년의 세월이 누적된 결정체이며, 이러한 정체성은 ‘백제문화

제’라는 지역축제를 통해 재확인되고 있었다. 즉, 지역사회

의 역사적 사실들은 현재의 ‘사실’들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

것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사회학의 연구 대상으로서 현재

의 부여와 공주를 바라보게 되었다. 

또 이러한 생각은 사회학은 필연적으로 인문학, 또 그 너

머의 학문까지 아울러야 한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졌다. 그래

서 이해준 선생님 강의 이후에 이어진 교수님들의 발언 순서

에서 정근식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유독 기억에 남았던 것 

같다. 선생님께서는 사회학을 공부하다보니 “공부할 것이 매

우 많았다.”고 하셨다. 이어지는 순서에서 다른 선생님들께

서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공부할 것이 많

은 사회학에 대한 고충과 그럼에도 식지 않는 열정이 느껴져 

감동을 받았다. 더불어 교수님들에 대한 존경심, 사회학과에 

대한 애정, 그리고 학문적 자부심도 커졌다.  

게다가 늦은 밤에는 학과 구성원들과의 친목까지 다질 

수 있었다. 학번 대표를 뽑고 그 포부를 듣는 시간은 매우 즐

거웠고 학과 소속감을 더욱 강하게 해주었다. 또 예년과는 달

리 이번 전공연수회에는 1학년 신입생들이 대거 참여하였는

데, 이전까지의 조금은 어색하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선후배 간 허물없이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

처럼 지적, 정서적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전공연수회이

기에 앞으로 이를 후배들에게 강력히 추천하게 될 것 같다.

2013학년도 전공연수회 서울대 사회학과 -  
타이완 중앙연구원 
공동워크숍 개최

워크샵 후기  |  주윤정 박사

사회학과는 지난 2013년 4월12일, 13일 양일간 학과장인 이재열 교수, 

학부주임 박경숙 교수와 정근식, 정일균 교수 및 20여명의 사회학과 학부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주-부여 일대를 방문하는 전공연수회를 개최하였다. 

첫째 날에는 부여의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를 방문하고 백제역사문화관을 

관람하였으며, 둘째 날에는 공주 일원의 무령왕릉 및 백제문화단지 등을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공주대 사학과 이해준 교수의 특강과 이태묵 

공주시민국장과의 간담회 등의 일정을 진행하였다. 참가자 중 조선경(

학부·11)이 참가기를 보내왔다.

학부행사

서울대 사회학과와 타이완 중국연구원(Academia Sinica) 

사회학연구소(Institute of Sociology)가 2013년 2월 22일 타이완 중국연구원에서 

<타이완과 한국의 전후 경험에 대한 비교Comparing the Post-War Experiences in Taiwan and South Korea>라는 

주제로 공동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정치와 시민권, 사회적 영향력, 기억과 문화적 유산이라는 분과로 나뉜 워크숍에서 

우리 과의 정근식, 장경섭, 서이종, 김홍중 교수와 주윤정 박사가 참석하여 발표하였다. 발표논문의 제목은 아래와 같다. 

참가자 중 주윤정 박사가 참가기를 보내왔다.

지난 2월 13일 타이완 중앙연구원 사회학연구소와 서울

대 사회학과의 학술교류 워크숍이 타이베이에서 개최되었

다. 양기관간의 교류협약이 2012년 맺어진 후 처음으로 개

최된 학술행사였다. 전체 주제는 “Comparing the Post-War 

Experiences in Taiwan and South Korea”로 한국 측 방문자 

5명과 타이완 측 연구원 5명의 발표가 이어지며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국 측 방문자는 장경섭, 정근식, 서이종, 김홍

중 교수와 주윤정 박사였다. 중앙연구원에서는 蕭新煌 소장

의 사회로, 王甫昌, 張茂桂, 吳介民, 汪宏倫, 湯志傑 등이 발표

자로 참가했다. 타이완중앙연구원 사회학연구소는 현재 27명

의 풀타임 연구원이 소속되어 있는 순수연구기관으로, <가족

과 생애주기>, <사회와 기업>, <족군, 민족과 현대국가>, <중국

영향연구>, <사회연결망> 등에 대한 주제연구를 수행중이다. 

타이완 측의 발표주제는 타이완의 전쟁유산(汪宏倫), 외

성인 족군의식의 발전(王甫昌), 국민당 통치하 지방선거와 

시민권(吳介民), 타이완 다첸 디아스포라의 고향의식(張茂

桂), 국민당 통치하 권위주의 아비투스의 형성(湯志傑)등이 

있었다. 한국 측의 발표는 냉전체제하 가족사쓰기(정근식), 

개발시민권(장경섭), 정보격차와 노인인권(서이종), 서커스 

통치성(김홍중), 시혜주의 권리형성(주윤정)에 대한 것이었

다. 발표주제가 전후 타이완과 한국 사례에 대한 것으로 집중

되어, 유사한 역사적 경험과 구조변동을 토대로 상당히 깊이 

있는 논의를 전개할 수 있었다. 또한 유사한 경로 속에서 상

이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각국의 사회변동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자국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는 측면도 있었다. 한

국 측의 발표를 들은 이후, 타이완의 연구자들은 그동안 족군

문제가 타이완 사회학계의 중심문제로 다루어지다 보니, 신

자유주의 등의 문제들이 다소 비가시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고 언급했다. 또한 양국 모두 민주화 이후 보수적 정치의 재

등장 등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

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역시 형성되었다. 

필자는 2월 타이완 방문이후, 소수자 권리 형성과정과 

사회정책 형성에 대한 타이완과의 비교의 필요성을 절감하

고, 이후 7월 다시 타이완을 방문하여 관련 연구자를 만나

고, 현지 조사 등을 실시했다. 각국이 식민화와 탈식민화, 냉

전체제, 민주화란 유사한 사회변동을 겪으며 보여준 유사하

지만 또한 상이한 사회성(the social)의 형성과정에 대한 인

식과 이해가, 결국은 한국 사회연구에 대한 깊이를 더해줄 

것이며, 동아시아 사회성 연구에 대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

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 교류워크숍은 연례적으로 이어지면, 

2014년 2월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교수

정근식 Writing Family History of Diaspora Complex Family in the Post-Cold War Divided Regime

장경섭 Developmental Citizenship and Its Discontents: South Korea in Transition

서이종 Digital Divide and Human Rights of the Elderly in Information Society

김홍중 Circus Governmentality: Cultural Symptoms of Resistance under Emergency Measure Number 9 of 1974

박사 주윤정 Benevolent Entitlement: Massage Rights of the Blind between 1950s and 197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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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창 학형의 얼굴은 어두웠다.

홍성창이 누구인가? 20년 넘게 동기들의 대소사를 꼼꼼

히 챙기던 동기회장, 그래서 별명도 ‘홍 반장’이 아니던가. 좋

은 일이 있어도 크게 웃지 않고, 슬픈 일에도 표정이 많이 변하

지 않는 그였다.

그런 홍 반장도 이번만큼은 얼굴에 그늘이 졌다. 점심 값 

등 예산이 최소한 1천만 원은 필요하다며, 이 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했다. 38명 가운데 최소한 25명은 걷기

대회 비용을 출연해야 할 텐데, 그것도 확신할 순 없다고 한숨

을 토해냈다. 걷기대회 준비 모임이 끝나고 헤어지는 동기들

의 얼굴에 2월의 칼바람이 몰아쳤다.

‘홍 반장’으로부터 동기들 소집령이 떨어진 건 4월 중순. 

첫 회의는 4월25일이라고 했다. 동기 허우녕 학형이 운영하는 

목동의 작은 갤러리에 모였다. 그런데 아뿔사, 이건 회의라고 

하기보단 취중만담(醉中漫談) 모임에 가까웠다. 맨 정신에 회

의를 해도 동기들의 정담(情談)이 이어졌을 터. 막걸리가 섞이

니 정담은 만담으로 급변했다. 게다가 ‘예인(藝人)’ 허우녕 학

형은 냉장고에 막걸리를 많이도 쟁여뒀다. “술 걱정은 말라”

며 연신 막걸리를 내오는 바람에 우리는 시나브로 취했다. “에

라, 모르겠다, 마시자, 행사야 어떻게든 되겠지 뭐. 하하하!” 사

무실이 수원에 있는 김춘희 여사가 막히는 퇴근길을 뚫고 달

려오자 분위기는 더욱 후끈 달아올랐다. 결국 맥주 집으로 2

차 자리가 이어졌다. 얼큰히들 취해 새벽이 돼서야 헤어졌다.

회의는 1주일에 1번씩 꾸준히 이어졌다. 물론 여전히 회의

하는 시간보다는 만담 시간이 많았고, 2차 뒤풀이도 계속됐다. 

김춘희 여사는 항상 수원에서 일을 마치자마자 득달같이 달려

왔고, 한귀영 여사도 빠지지 않았다. 김영일 학형 역시 해외 출

장이 없으면 개근이었다. 삼장법사 허인 학형은 든든하게 자

리를 지켰고, 조정화, 서현규, 정한영, 김환진, 이윤석, 정동일 

학형 등도 참석해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을 토해냈다. 사회학과 

김홍중 교수는 학교에서 준비할 일들을 챙겼다. ‘예인’ 허우녕 

학형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막걸리나 맥주를 준비했다. 유영

근·유진 학형은 회의에 참석 못 해 미안하다며 소정의 간식

비를 보내왔다. 돈줄이 든든하니 2차는 더 가열하게 진행됐다.

 그래도 6번의 회의를 통해 기념품과 경품, 점심 식사, 음

료수, 주차 문제, 기념사진 촬영(포토 존), 레크리에이션 진행, 

동영상 촬영, 걷기대회 동선, 천막과 의자 준비, 어린이들을 위

한 솜사탕과 풍선, 작은 음악회 등 조금씩 틀이 잡혀갔다. 동기 

카톡방도 만들어 회의 결과를 계속 알렸다. ‘포토 존’에 쓸 배

경 막은 동기들의 아들, 딸들이 그리자는 의견, 세금 계산서를 

끊어 부가세를 환급받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조금씩, ‘홍 반

장’의 얼굴에 웃음이 돌았다.

5월 말, 38명 동기 가운데 30명이 기금 출연을 완료했다. 

행사 당일까지 돈을 부쳐 온 동기는 모두 33명. 해외에 거주하

는 친구들-김도형, 설명남, 김영춘, 김선균, 김태훈-까지 기금

을 쾌척했다. 연락이 되는 동기들은 모두 참여한 셈이었다. 부

담이 2배인 이주형-박수진 부부는 ‘할인’ 제의를 뿌리치고 당

당히 2인분의 기금을 냈다.

행사도 성공적으로 치렀다. 30℃를 넘는 때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데다 연휴까지 겹쳐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

상했지만 준비한 200개가 넘는 도시락이 모두 동날 정도로 많

은 동문과 가족들이 걷기대회에 함께 했다. 이승우, 장봉진, 이

중협, 공석기, 김상은 학형 등 89학번들은 자신이 맡은 일을 완

벽하게 수행했다. 

특히 소중한 경품을 보내주신 손창조 수석 부회장님, 김

병용 선배님, 박채향 선배님, 이재열 학과장님, 송웅달 학형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장태평 동문회장과 이선태 사무국장 

등 동문회를 위해 애쓰시는 선배들, 정말 큰 역할을 해준 곽귀

병 조교와 학부생 후배들, 그리고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한 이현

호 대리의 노고가 없었다면 2013년 6월 6일이 우리에게 이렇

게 값진 하루가 되진 못했을 것이다. 88학번 선배들이 남긴 분 

(分) 단위의 진행 시나리오와 자세한 예산 내역, 준비 기록은 

너무 든든한 자산이었다.

50년대와 60년, 70년대 선배들을 뵌 것은 정말 멋진 경

험이었으며, 오랜만에 많은 후배들을 만난 것도 큰 기쁨이었

다. 경품과 상품 담당을 맡아 행사 당일 가장 바빴던 동기 최

유석 교수가 줄다리기를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긴 했지만, 대

전에서 한의사로 활약하고 있는 동기 박성덕 선생이 ‘일침’으

로 돌봤다.

다만 동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사회학과’답게, 걷기대회를 우리 ‘사회’와 공유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등의 문제는 앞으로 사회학과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라고 여겨진다.

우린 행복했다. 행사 당일과 준비 기간 동안 동기들이 일을 

나눠 맡아 하면서 즐거웠고, 1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막걸리 

만담 회의’는 더욱 재미있었다.

참, 그리고 지난 6월 6일 뒤풀이 때 ‘홍 반장’은 크게 웃었

다. 오랜만에, 권하는 술도 다 받아 마셨다. 홍 반장이 그렇게 

소처럼 먹고, 말처럼 마시며 파안대소하는 모습은 24년 만에 

처음 봤다는 게 동기들의 중론이었다.

89학번 전영우

사회학과 동문걷기대회

2013년 6월 6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사회학과 

동문걷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사회학과 동문들과 

동문가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동문걷기대회는 캠퍼스 걷기 행사로 시작하여 음악회 

등 동문과 동문가족 간의 친목을 다질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었다. 이번 걷기대회는 사회학과 

89학번 졸업생들의 주최와 기금 출연으로 이루어졌다. 

아래는 행사를 주최했던 89학번 전영우 동문의 

참가기이다.

‘홍 반장’ 크게 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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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중 교수는 “사회학을 찬미하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의 금메

달 수상 연설”을 번역하여 『한국사회학』 47(1)에 발표하였고, “피에

르 부르디외 유고 “사회학을 찬미하다”에 대한 성찰”이라는 주제로 

2월 27일 한국사회학회 특별 세미나 <피에르 부르디외, “사회학을 

찬미하다”>에서 강연하였다. 또한 2월 21일 연세대학교 국학연구

원 HK사업단 학술대회 <현대한국의 문화실천, 비평, 공공성>에서 “

유신시대의 사회적 상상: 서커스적 통치”라는 제목의 발표를 하였

고, 2월 22일에는 서울대 사회학과와 타이완 중국연구원 사회학연

구소가 타이완 중국연구원에서 <Comparing the Post-War Expe-

riences in Taiwan and South Korea>라는 주제로 공동주최한 워크

숍에서 “Circus Governmentality: Cultural Symptoms of Resistance 

under Emergency Measure Number 9 of 1974”로 발표하였다. 그

리고 3월 10일  “벤야민의 파상력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도서출판 

길이 정독도서관에서 주최한 <2013 벤야민 커넥션-쓰여지지 않은 

것을 읽다: 발터 벤야민의 현재성>에서 강연했다. 4월19일 한국고

등과학원 초학제연구 프로그램 학술대회 <분류, 상상, 창조: 사유패

러다임의 교차분석과 새로운 학문방법 및 지식개념의 모색>에서는 

“분화와 한국사회”라는 발표를 하였다. 6월 8일에는 “프랑스의 문화

적 모더니티에 대한 한 성찰”라는 주제로 한국불어불문학회 주최 <

모더니티, 그 양상과 해석들>이라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다. 또

한 6월 17일 “진정성의 종언과 생존주의의 부상”이라는 제목으로 

포스텍 인문기술융합연구소에서 학술강연을 가졌다. 7월 25일에

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대중문화 연구프로그램 주최 <2013 

East Asia Chung Nyun(靑年) Studies Workshop: Dreams & Ago-

nies of the “Chung Nyun(靑年)” in China, Japan, and Korea>에

서 “Generational Discourses in Late Modern Korea and the New 

Semantics of Youth”(류연미와 공동)라는 발표를 하였다. 

박경숙 교수는 4월 『북한사회와 굴절된 근대: 인구, 국가, 주민의 

삶』(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사회변동 비교연구』(정근식, 씨에리종 공

편, 나남, 2013)에 “한국의 인구와 가족”라는 논문을 실었다. 학회

활동으로는 6월 23일-27일 삼성무역센타에서 열린 세계노년학회

(IAGG) <제20차 세계 노년학·노인의학 대회>에서 “Consecrat-

ing or Sweeping away Filial Piety? Korean Older People’s Care in 

the Politics of Family Support”와 “Social Change in 20 Century’s 

Asia and Life Courses of the Elderly: Focusing on Childbirth and 

Childcare Networks in Five Societies”(일본 아이치교육대학 마네 

마리야 등과 공동)라는 주제의 발표를 하였다. 또한 8월 21-25일 

교토에서 열린 <2013 East Asia Junior Workshop>에서 “Too Many 

Checks on Population in a Developmental Society: Family Pan-

ning and Fertility Transition in South Korea”라는 주제로 강연하

였다. 그리고 8월 26일-3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국제인구과

학연맹(IUSSP) <세계인구총회>에서 “Compressed Development 

and Demographic Transition in South Korea”(신의항과 공동)라

는 제목으로 발표한다.

박명규 교수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을 맡고 있으며, 2013년 

봄 창간된 국제저널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의 편집책임자

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2013년 6월 19-21일 노르웨이 오슬로에

서 “Civilizing Emotion” 국제개념사연구 특별프로젝트를 수행하였

다. 논문은 세 편을 발표했다. “한반도발 평화학의 구상과 전망”(백

지운과 공저)을 『동방학지』(2013 봄)에, “지금 왜 평화인문학인가”

를 『평화인문학이란 무엇인가』(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편, 아카넷, 

2013)에, “녹색평화의 개념과 전망”을 『녹색평화란 무엇인가』(박

명규 외, 아카넷, 2013)에 게재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사회

변동 비교연구』에 “현대 한국의 사회와 종교”를 게재했다. 또한 5

월 2일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개최한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심

포지엄>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남북관계 전망”이라는 제목

으로 발제하였고, 5월 28-30일 독일 투칭에서 개최된 <동북아 평

화체제와 한반도 국제심포지엄>에서 “Inter-Korean Trust Building 

Process”로 기조발제를 한 바 있다. 또한 6월 23-25일  캐나다 밴쿠

버에서 개최된 <국제한민족 통일평화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발제

와 토론을 하였고, 7월 10-12일  독일 튀빙겐 대학과 함께 <한국과 

독일의 냉전사 연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연성복합통일론”

이라는 제목의 기조발제를 하였다. 

배은경 교수는 “자녀의 질환에 대한 모성비난과 ‘아토피 엄마’의 경

험”(김향수와 공저)을 『페미니즘연구』 13(1)에 발표하였다. 

서이종 교수는 “중국과 한국의 사이버민족주의 비교연구 서언”라는 

제목의 논문을 『세계정치』 18에 발표하였다.

송호근 교수는 지난 3월 『그들은 소리 내 울지 않는다: 서울대 송호

근 교수가 그린 이 시대 50대 인생 보고서』를 출간하였다. 또한 『한

국 인문·사회과학 연구, 이대로 좋은가』(권영민 외 5인 공저, 푸

른역사, 2013)를 출간하고 여기에 “학문 후진성에 대한 지성사적 

고찰-사회학 혹은 사회과학의 역사적 굴레와 출구”라는 논문을 실

었다. 학술지 논문으로는 “한국사회와 시대정신”을 『철학과현실』 

96(2013 봄)에 발표한 바 있다. 현재는 『인민의 탄생: 공론장의 구

조 변동』(민음사, 2011)의 후속편인 『시민의 탄생』을 집필 중이다.

이재열 교수는 두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Type of Trust and Politi-

cal Participation in Five Countries: Results of Social Quality Sur-

vey”(서형준, 장덕진과 공저)를 Development and Society 42(1)에 

발표했고, “부패방지와 공정 인사”를 『2013 대통령의 성공조건』(이

숙종, 강원택 저, 동아시아연구원 2013)에 실었다. 또한 『한국과 중

국의 사회변동 비교연구』에 “한국인의 사회적 자본: 인맥, 신뢰, 투

명성”를 게재했다. 학술대회 발표로는 4월 15일 “Reading Mega-

trend of Korean Society”라는 제목의 발표를 상하이대학교 사회

학부 세미나에서 하였고, 5월 9일 “원전재난과 대체에너지”라는 강

연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집담회에서 발표했다. 또한 5월 10일 한

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한국사회학회 특별심포지엄 한국사회

의 창의적 디자인 모색: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에서 “경제민주화

와 기업구조의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5월 31일에는 “사회

통합의 이론적 쟁점과 과제”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사회정

책학회 춘계학술대회발표>에서, 6월 1일 한양대 사회과학대학에

서 진행된 <한양대학교 사회학과-SSK 다문화사업단 발표>에서 “사

회갈등과 사회의 질”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6월 21일 강원대학교

에서 개최된 전기사회학대회에서 “사회통합지수 개발을 위한 탐색

적 연구”를 발표하였고, 8월 23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 UN 지

속가능발전해법포럼>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사회통합”이라는 

주제발표를 하였다.

교수 연구 소식 임현진 교수는 두 권의 책을 편저하였다. 하나는 『동아시아의 협력

과 공동체: 국가주의적 갈등을 넘어』(임혜란과 공편, 나남, 2013)이

고, 다른 하나는 『동아시아 대중문화소비의 새로운 흐름』(강명구

와 공편, 나남, 2013)이다. 각 저서에 “왜 동아시아 공동체인가?: 한

국, 중국, 일본 사이의 국가주의적 갈등을 넘어”와 “한류 문화소비

의 다차원성: 중국, 일본, 대만을 중심으로”(장원호와 공저)라는 논

문을 실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사회변동 비교연구』에 “한국 사

회운동의 전개: 사회운동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발표

했다. 또한 “Threats or Leverages for Korean Civil Society in Con-

testing Globalization”(공석기와 공저)를 Citizenship and Migra-

tion in the Era of Globalization (Markus Pohlmann, 양종회, 이종

희 공편, Springer, 2013)에 실었고, “Regional Community Building 

in Northeast Asia in a Global Context”(황석만, 김종철과 공저)를 

Development and Society 42(1)에 발표했다. 학술대회 발표로는 

Association of Asi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s 주최로 4월 

4-6일 필리핀에서 열린 <Balancing the State and Family>라는 학술

회의에서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Population Aging 

in Asia: A Comparison of China, Japan, and South Korea”라는 주

제로 발표하였고, 4월 20일 홍콩중문대학(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에서 <Comparing Social Movements in East Asia: 

Japan, Korea, and China>라는 주제로 열린 워크숍에서 “Civil So-

ciety and Social Movements in South Korea: Past, Present, and 

Future”를 발표했다. 또한 5월 26일 푸단대학교(Fudan University)

의 <Shanghai Forum>에서 “Multi-path Industrial Development 

in China: Globalization, Shifting Production and Market, and the 

Chinese Mobile”라는 제목의 초청강연을 하였다. 6월 29일에는 이

탈리아 밀란대학교(University of Milan)에서 열린 <SASE 25th An-

nual Meeting>에서 “The Change of Post-Development State in S. 

Korea”라는 발표를 하였다. 그리고 2012년 출판한 『지구시민사회

의 구조와 역학』이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로 선정되

었다.

장경섭 교수는 2012년 9월부터 서울대학교 중국연구소 소장을 맡

아오고 있으며, 2013년 3월부터 사단법인 북한사회문화학회 회

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3년 1월부터 호주사회학회지 Jour-

nal of Sociology 편집위원(editorial board)으로 임명되어 활동하

고 있고 2013년 Wiley-Blackwell Encyclopedia of Social Theory

의 공동편집인(general editor)으로 위촉되었다. 저서로는 2013

년 8월 출간된 South Korea in Transition: Politics and Culture of 

Citizenship(London/New York: Routledge)을 편저하였다. 또한 『

한국과 중국의 사회변동 비교연구』에 “복합위험사회: 압축적 근대

성과 한국의 위험질서”를 게재하였다. 그리고 2013년 5월30-6월

2일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학회 

주관으로 열린 국제학술회의 <Life and Humanity in Late Modern 

Transformation: Beyond East and West>의 조직위원장으로 행사

를 조직 및 개최하였다.

장덕진 교수는 두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먼저 “Type of Trust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n Five Countries: Results of Social Quality 

Survey”(서형준, 이재열과 공저)를 Development and Society 42(1)

에 발표했고, 『한국과 중국의 사회변동 비교연구』에 “가족경영의 

제도적 논리: 한국재벌의 규범적 동형화”를 발표하였다. 학회활동

으로는 5월 2일 방콕에서 King Prajadhipok’s Institute(KPI)가 주최

한 <Social Quality in Asia: Moving from Concept to Practice>에서 

“Social Quality in and beyond Asia”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정근식 교수는 2013년 3월부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센터

장으로 있으며, 『기억과 전망』 편집위원장과 서울대학교 평의원

회 환경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단행본으로는 북경대

와의 공동연구서인 『한국과 중국의 사회변동 비교연구』(씨에리종

과 공편, 나남, 2013)를 공편하였고 여기에 “한국의 도시화와 도

시빈민 문제”라는 논문을 실었다. 이 책은 2012년 10월에 『社會轉

型:中韓兩國的考察』(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라는 제목으로 중

국에서도 출간되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기억과 표상으로 보는 

동아시아의 20세기』(나오노 아키코 공편, 경인문학사, 2013)을 편

저하였다. 7월에는 『コリアン·ディアスポラと東アジア社会(코

리안 디아스포라와 동아시아사회)』(京都大學學術出版會, 松田素

二과 공편, 2013)을 편저하고, 동저서에 “コリアン·ディアスポラ

の形成と再編成(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형성과 재편성)”이라는 제

목의 논문을 실었다. 논문으로는 단행본 Colonial Rule and Social 

Change in Korea, 1910-1945(Hong Yung Lee, Yong Chool Ha, 

Clark W. Sorensen eds.,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13)

에 “‘Colonial Modernity’ and the Hegemony of the Body Politic in 

Leprosy Relief Work”라는 글을 실었고, “우즈베키스탄의 민족국가

형성 20년의 궤적과 전통의 재구성: 핵심적 상징공간의 분석”를 『우

즈베키스탄에서 배운다』(전경수 편저, 민속원, 2013)에 실었다. 또

한 지난 3월에는 『우리 시대의 슬픔』(정명중 편저, 전남대학교출판

부, 2013)에 “사회적 감성으로서의 슬픔”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

재했다. 학술지 논문으로는 “전시체제기 검열과 선전 그리고 동원”

을 『상허학보』 38에, “사회사업에서 사회복지로: ‘복지’개념과 제도

의 변화”(주윤정과 공저)를 『사회와 역사』 98에 발표하였다. 또한 “

한국의 사회적 기억연구, 그 경로를 따라서”라는 제목의 논문을 『민

주주의와 인권』 13(2)에 발표하였다. 그리고 작년 11월 출간된 저

서 『한국의 노숙인: 그 삶을 이해한다는 것』(구인회, 신명호 공편)

이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되었다. 

정진성 교수는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소장과 한국사회학회장을 맡고 

있으며 UN 인권이사회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8월 9일 미국 뉴

욕 힐튼 호텔에서 열린 미국사회학대회(Annual American Sociologi-

cal Association Meeting)의 <Korean Sociologists in America Confer-

ence> 행사에서 “2013 South Korean Society and Politics: Issues and 

Challenges”(신기욱과 공동)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하였다. 

한신갑 교수는 2013년 5월 『사회과학 명저 재발견 4』(오명석 편, 

윤영관 외 6인 공저)를 출간했고, 여기에 “관계론적 사회이론의 구

성”이라는 논문을 실었다. 학술지 논문으로는 “The Formation and 

Differentiation of Modern Korean Music World”(한준, 장유정, 권

도희와 공저, “한국 근대적 음악계의 형성과 분화”(2011)의 영역본)

를 Korean Social Sciences Review 3(1)에 발표했다. 그리고 5월 31

일 <한국조사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혼합식 조사와 웹패널

의 (옅은) 빛과 (짙은) 그늘”로 한국갤럽학술상 수상작 발표를 하였

다. 또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주최의 <통일학·평화학 기

초연구 학술심포지엄>에서 “막힌 길 돌아서 가기: 네트워크 분석과 

통일학 가능성 탐색”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하였다.

홍두승 교수는 지난 6월 국가통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었

다. 또한 학술지 논문으로는 “Gender Diversity: How Can We Fa-

cilitate Its Positive Effects on Teams?”(성지영과 공저)를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41(3)에 발표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사

회변동 비교연구』(정근식, 씨에리종 공편, 나남, 2013)에 “한국의 

사회계층과 사회이동”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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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소식 학과 단신

 학부 학술동아리 Co-Sociology 소개 ● 문의 : 장근영(회장) 010-2805-9917  사회학과 차세대우수학자 이철승 초빙교수 

Co-Sociology는 사회학과 소속의 고전/명저 읽기 동아리

로, 2005년 창립된 이후 맑스나 베버 등의 사회학 고전 및 최근

의 명저들을 함께 읽는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2012년 가을학

기에는 미셸 푸코의 『안전, 영토, 인구』를 읽었고, 겨울방학 및 

2013년 봄 학기에는 김덕영의 『논쟁의 역사를 통해 본 사회학』

과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사회이론의 역사』를 완독하였다. 현재

는 위르겐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으로 세미나를 진행

하고 있으며, 가을학기에 2권을 완독할 예정이다. 가을학기에는 

12학번 진입생과 13학번 사회학과 신입생들이 함께 할 수 있도

록 『사회학에의 초대』, 『사회학적 상상력』 등의 사회학 입문서를 

함께 읽는 세미나도 기획하고 있다. 또한 학회원들의 다양한 흥

미와 난이도를 고려할 수 있도록 팀제 세미나 방식으로 전환하

는 것을 시도 중에 있어, 학회원 누구나 읽고 싶은 책이 있다면 다

른 학회원들을 모집하여 세미나를 꾸릴 수 있다. Co-Sociology

의 관심은 ‘고전/명저 읽기’라는 학술적 활동에만 머무르지 않으

며, 학과 구성원들을 이어주는 관계맺음의 공간이 되고자 한다. 

지금까지 광역화로 인해 학과 공동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Co-

Sociology는 사회학과의 여러 사람들이 만나 관계를 쌓고 추억

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었으며, 2013년에도 이러한 친목 활동은 

세미나 뒤풀이, 개강파티, 종강파티, 나들이, 점모, TS 등을 통해 

지속될 예정이다. Co-Sociology는 사회학과 학부생뿐만 아니라 

사회학 및 사회이론에 학술적으로 관심 있는 학생들 모두가 참

여할 수 있는 열린 세미나이다.

 학부생 수상 소식

서울대학교 교수개발센터 글쓰기교실에서 주최하는 <제17

회 우수리포트 공모대회>에서 사회학과 변예은(학부·09), 이

철희(학부·08) 학생이 “서울역, 노숙인의 미래를 읽다: 2012년 

서울역 거리노숙 공간의 질서 변화 연구”라는 리포트로 우수상

을 수상하였다. 

또한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남대

학교 5·18 연구소와 한국인권재단이 공동주관하는 <2013 국제

인권도시 논문 공모전>에서 사회학과 김은영(학부09), 장현진 

(학부10), 김소현(간호학과 학부·10, 사회학과 복수전공) 학생

이 “도시슬럼과 공존하는 인권도시 구상: 주거권, 건강권을 중심

으로 바라본 서울시 쪽방촌”으로 대상(광주광역시상, 상금 300

만원)을 수상하였다. 본 공모전은 2011년 이래 매년 광주에서 개

최되고 있는 세계인권포럼의 일환으로 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

교육원(APCEIU), 도시와지방자치단체연합(UCLG)-사회통합·

참여민주주의및인권위원회, 세계시민사회단체연(CIVICUS), 하

버드대학교 카(Carr) 인권센터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민음사의 아동문학브랜드인 비룡소에서 주최하는 어

린이장르문학상 <제1회 스토리 킹> 수상작으로 사회학과 허교

범(학부·04) 학생의 “스무고개 탐정과 마술사”가 선정되었다. 

스토리 킹 문학상은 아동문학평론가, 작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

가 심사위원단과 전국의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100명이 심사

위원으로 위촉돼 화제가 되었다.

 2013 East-Asian Junior Workshop

2013년 8월 21일(수)~25일(일) 5일 간 일본 교토대학교

에서 <2013 East-Asian Junior Workshop>이 열렸다. 이 행사

는 서울대 사회학과와 대만국립대 사회학과, 일본 교토대 사회

학과가 공동주관한 행사로 우리 학과에서는 ‘국제학술회의 참

가경비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학부주임 박경숙 교수의 

지도 아래 김민아(학부·11), 박민주(디자인학부·10, 사회학 

복수전공), 이철희(학부·08), 황다솜(학부·10), 이황호(학

부·05), 이유경(학부·07), 강동현(경영학과 학부·08, 사회

학 부전공), 고유경(인류학과 학부·10) 등 총 8명의 학부생들

이 참가해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워크숍은 학부생들이 동아시

아를 연구하는 사회학자로서 학문적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었

던 좋은 기회로 평가된다. 참가자들의 발표제목은 아래와 같다.

김민아, 박민주 Healthy Old Age: The Notion Socially Formed in the Korean Society

이철희 Mathematical Measurement of Social Mobility

황다솜, 이황호
College Life Satisfaction of Students in the Social Science Departmen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ccording to 

Their Sense of Belonging (Group Membership)

이유경, 강동현
What Made ‘A Conservative Movement’ Be Tweeted?: A Case Study of South Korea’s Twitter Space on 

“Anti-Discrimination Law” in April 2013

고유경
What Makes an Organization Survive in a Threatening Environment?: 

A Case Study of the Poi-dong Committee (浦二洞對策委員會)

미국 University of Chicago 사회학과의 이철승 교수가 2013년 2학기부터 사회학과 차세대우

수학자 초빙교수로 신규 임용된다. 이 교수의 전공분야는 정치사회학, 비교정치경제학, 사회운동

론으로 복지국가의 생성과 변동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연구를 해왔다. 이 교수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전통적 양적 연구에 비교역사분석을 결합하여 새로운 연구영역으로 개척한 것으로 평가받

고 있으며, 또한 2012년 미국 사회학회의 IPM(Inequality, Poverty, and Mobility)분과 최우수 논문

상을 수상하였다. 이철승 교수는 2014학년도 1학기부터 부교수로 정식 임용될 예정이다.

<주요 약력>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1996) / 연세대학교 사회학 석사 (1998) / 미국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사회학 박사 (2005, 박사논문 “The Social Bases and Outcomes of Welfare States in the Era of Globalization and Post-

Industrial Economy”) / 미국 University of Utah 사회학과 조교수 (2005 - 2008) / 미국 University of Chicago 사회학과 조교

수 (2008 - )

 국제학술대회 <삶과 인류의 후기근대적 대전환: 동서양을 넘어> 발표 

2013년 5월 30일, 31일 양일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사회학

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동주최로 <삶과 인류의 후기근대적 대전환: 동

서양을 넘어(Life and Humanity in Late Modern Transformation: Beyond East 

and West)>라는 주제의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한국사회학회 회장인 우

리 과 정진성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한 본 행사에서는 사회학계의 세계적인 

석학인 Bryan S. Turner(City University of New York)가 참석하여 “포스트-바디: 미래의 인구, 경제, 사회의 딜레

마”라는 제목으로 발표하는 등 국내외 저명한 학자들이 한데 모여 후기근대사회의 개인, 가족, 사회, 국가의 새로

운 관계성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진지한 토론을 펼쳤다. 한편 이 행사의 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도 참여한 우리 과 

장경섭 교수는 “특수주의적 다문화주의: 혼인세계화의 시민권적 모순”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고, 주윤정 박사는  

“후기산업사회의 인간 ‘능력’의 재편성: 장애예술운동의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최삼현 장학재단, 지난 8년간 사회학과 외국인 유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우리 사회학과에서 수학한 외국인 학생들이 국회의원 최재천 의원이 대표로 있는 최삼현 장

학재단(Global Sharing Foundation)으로부터 지난 8년간 장학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학재단은 최재천 의원의 부친인 고 최삼현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국내 소재 대학에 재학 중

인 외국인 학생들의 학업을 돕기 위해 장학금을 전달해왔다. 지난 2007년 결성된 이 재단은 올해 

제8기에 이르기까지 총 22명(중복 학생 포함)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함께 나누는 한

국’이라는 기치를 실천해왔다. 현재까지 해당 장학금을 수혜한 사회학과 소속 학생은 사토 아히

키토(박사·08), 김성일(박사·06), 진설분(석사·10, 졸업), 조빙연(석사·11, 졸업예정), 장문정(석사·12)이 있

다. 수혜자인 조빙연 학생은 “게다가 장학금 혜택을 제공해주신 최재천 국회의원으로부터 국제적인 마인드, 열정, 봉

사정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중 관계의 발전에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장문정 학생은 “최삼현 재학재단의 지원 덕분에 석사 과정 동안에 경제적인 부담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

고, 재단의 '함께 나누는' 정신을 잊지 않고 자신의 인생 지침으로 몸소 실천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재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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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과 교수들과 북경대 사회학과 교수들과의 공동연구서인 『한국과 중국의 사회변동 비

교연구』(정근식, 씨에리종 공편, 나남, 2013)이 발간되었다. 이 책은 북경대 사회학과와 서울대 

사회학과가 4년에 걸쳐 진행한 학술교류회의 결과물로서 두 나라의 사회변동 경험을 비교하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이 책에는 1부 인구와 가족, 복지, 2부 사회계층과 도시화, 3부 종교와 경

제, 발전모델, 4부 사회변동과 사회운동, 그리고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 하에 박경숙, 박명규, 이재열, 임현진, 장경

섭, 장덕진, 정근식, 조흥식(사회복지학과), 한상진(명예교수), 홍두승이 논문을 실었고, 중국 저자들의 논문은 박우 

(박사·08, 한성대 교양학부 조교수)와 윤종석(박사·10)이 번역을 담당하였다. 본서는 또한 2012년 10월에 『社會

轉型:中韓兩國的考察』(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라는 제목으로 중국에서도 출간되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정근식 교수와 우리 과 대학원생들이 규슈대학교와 공동으로 집필한 『기억과 표상으로 보는 

동아시아의 20세기』(정근식, 나오노 아키코 공편, 경인문학사, 2013)도 출간되었다. 이 책에는 우리 과 강유인화(박

사·09), 권동국(박사·11), 김한상(박사졸업), 박해남(박사·07), 사토 아키히토(박사·08)가 참여하여 각자의 논

문을 실었다. 저자들은 식민지시대의 교과서와 소설과 같은 텍스트의 표상, 식민지기 학창시절에 대한 기억, 위안부 문

제와 강제동원문제에 대한 일본 시민사회의 기억, 나가사키 원자폭탄 피해자들의 기억, 한국전쟁 당시의 재일교포 학

도의용군이나 화교 같은 주변적 집단의 기억과 표상, 한국전쟁 이후 만들어진 주한미국공보원의 영화, 베트남 참전 기

억을 둘러싼 투쟁과정 등을 다루고 있다. 국가의 주도 하에 과거 경험을 주조한 기억 즉, ‘지배적 기억’을 관심의 대상

에 두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이들이나 주변적인 이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고 전해온 기억을 찾아 나선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와 교토대학교와의 연구 성과가 『コリアン·ディアスポラと東アジア社会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동아시아사회)』(京都大學學術出版會, 松田素二·鄭根埴 공편, 2013)라는 제

목으로 일본에서 출간되었다. 이 책에는 정근식 교수가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형성과 재편성”을, 사

토 아키히토가 “재외 동포법과 재한 외국인의 법적 지위 변천의 관계”를, 김성희(석사졸업)가 “1970

년대 재일 동포 모국 방문 사업에 관한 정치 사회학적 고찰”을, 박우가 “경제적 인센티브와 ‘도구적 

민족주의’: 주한 중국 조선족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각각 실었다. 규슈대와의 공동연구는 규슈대 출판부에

서도 출간될 예정이며, 교토대학과의 공동연구는 영문판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 학과의 교수 및 대학

원생들의 연구가 동아시아 사회학의 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원 소식

 박사 프로포절 발표회

2010년 2학기부터 시작돼 공개발표 형식으로 진행되는 박사논문 프로포절 발표회가 이번 학기에도 계속되었다. 발

표자의 명단과 발표 제목은 다음과 같다.

 송호근 교수, 제8회 일송상 수상 

우리 과 송호근 교수가 제8회 한림대 일송상을 수상했다. 한림대 일송기념사업회(위원

장 김용구)는 28일 송 교수의 사회학과 인문학 분야의 공헌을 높게 평가해 송 교수를 제8회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한국을 대표하는 사회학자로서 사회학과 인문학을 

아우른 지식, 정교한 분석으로 한국사회를 통찰해왔다는 평가다. 일송상은 2006년 한림대 

설립자인 故 일송 윤덕선 박사의 교육철학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이 학술상은 의학, 교육, 

사회봉사 분야에서 업적을 이룬 전문가 1인을 매년 선정해 수여한다. 

 BK21+ 사업선정 탈락 

지난 수 개월간 학과의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이 많은 노력을 경주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8월 ‘BK21+ 사업단’ 선

정에 실패하였다. 정부는 1999년부터 추진되었던 1단계 BK21, 2단계 BK21 사업에 이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580개 사업단을 선정, 총 3조 3143억 원을 투입하는 BK21+ 대학지원프로그램을 수립하였다. 대단위 사업단에서는 연

세대 사회학과가 선정되었으며, 소규모 사업팀 분야에서는 중앙대 사회학과(전국)와 계명대 사회학과(지역)가 선발되

었다. 이를 계기로 학과구성원들의 더 많은 분발이 요구된다.

 대학원생 해외 연수 소식 

먼저 윤여일(박사·05)이 중국사회과학원의 초빙연구원으로 2013년 6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게 되었다. 또한 윤

종석(박사·10)은 중국 베이징대학교 사회학과의 고급진수생 프로그램(Senior Student Visiting Program)으로 2013

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1년간 머문다. 한편 김보미(박사·12)는 베를린자유대학교 프리드리히 마이네케 연구소

(Friedrich-Meinecke-Institute, Free University of Berlin)의 <Korea and East Asia in Global History 1840-2000>라는 제

목의 연구프로젝트 연구원(Research Associate)으로 2013년 8월부터 1년간 근무한다. 같은 자리의 연구원이었던 김학

재(박사졸업)는 동대학교 동아시아대학원(East Asian Graduate School)의 박사후연구원(Postdoctoral Fellow)으로 자

리를 옮겼다.

 <2013 SNU in Global Research> 연구 프로젝트 선정 

대학원생들의 연구 역량 함양과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2013 SNU in Global 

Research> 프로그램에서 우리 과 대학원생 강유인화(박사·09), 김소라(박사·07), 유현미(박사·11), 추지현(박

사·12)과 오혜진(여성학협동과정 석사·12)(지도교수 정진성)이 <여성건강의 국제적 쟁점과 경향: 호주를 중심으

로>라는 제목의 제안서를 제출하여 선발되었다. 이들은 8월 20여 일간 호주를 방문하였으며, 9월 중 결과발표회를 가

질 예정이다.

 한신갑 교수, 한국갤럽학술논문상 우수상 수상 

우리 과 한신갑 교수가 2013년 한국갤럽학술논문상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사회조사 및 

통계 분야 전문학술단체인 한국조사연구학회(회장 김영원)는 우리나라에서 조사연구 분

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조사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지식정보화 사회로 나아

가는데 기여하고자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후원으로 2003년에 “한국갤럽학술논문상

(Gallup Korea Award)”을 제정하였다. 올해로 열한 번 째 시상식을 맞이하는 한국갤럽학술

논문상은 사회과학 전반, 통계학, 조사실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응모 또는 추천받아 사회조

사방법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된 논문을 선정한다. 심사결과 2013년도 학술논문상 수상작으로 우수상 4편

이 선정되었는데, 한신갑 교수는 논문 “혼합식 조사와 웹패널의 (옅은) 빛과 (짙은) 그늘”(2012, 조사연구 13(3):1-31)

로 우수상 수상자에 선정되었다.

 국제협력연구성과 속속 출판

발표자 날짜 제목

윤여일 6월 14일 “한국 지식계의 동아시아 담론에 관한 지식사회학적 연구” (지도교수: 정근식)

이철희 8월 14일 “1980년대 이후 사회과학 지식의 전문화와 대중화” (지도교수: 박명규)

 서형준(석사·08), 제11회 대학(원)생 논문공모 우수상 수상

통계청 통계개발원(원장 최연옥) 주관 '제11회 대학(원)생 논문공모'에서 서형준(석사·08)이 '사회자본과 정치참

여 간 상관관계 연구'라는 논문으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개발원은 올해 7월까지 모두 46편의 논문을 접수한 뒤 3차 심

사를 거쳐 6편의 우수논문(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을 선정하였다. 본 논문공모는 통계자료 이용 저변의 

확대 및 통계연구의 관학(官學)간 교류 증진, 통계연구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실시됐다. 시상식

은 오는 30일 통계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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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후배들을 돕겠다는 뜻으로 큰돈을 선뜻 기부하신 

것은 학과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셨기 때문인 것 같

다. 학창시절의 어떤 경험들 때문에 사회학에 대한 

애착을 느끼게 되었는가? 당시 사회학과의 분위기

와 선배님들의 경험을 듣고 싶다. 

손창조  우리가 학교를 다니던 때는 산업화와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이전이었고 정치적으로는 매

우 빠르게 변동하는, 말 그대로 ‘소용돌이의 시대’였

다고 할 수 있다. 급격한 사회변동의 시대에 대학에

서 학문을 배운다기보다는 그러한 사회변동에 주체

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특

히 사회학과 사람들이 이러한 격변의 시대를 이끌

고 있었다. 사회학과 선배들이나 동기들이 사회변

화에 대해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이를 실천으로 옮

기고자 했던 반면, 상대나 법대 그리고 정치학과는 

좀 더 계산적이지 않았나 싶다. 이러한 경험에서 비

롯된 자부심 때문에 졸업 이후에도 사회 변동에 대

한 고민을 계속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사회학 

자체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했으나) 사회학

에 대한 애착을 막연하게나마 느끼곤 했었다. 지금

도, ‘세상을 살면서 사회변동에 대한 나름의 고찰이 

많이 필요하구나’하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한다. 

김병용  그 때 분위기는 완전히 데모와 저항운동만 하는 분

위기였다. 특히 우리들은 고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한일회담반대운동(1968년) 때문에 길거리에 나와 

데모를 했던 경험이 있다. 그 이후 71년에는 유신

헌법이 발효되었고 73년에는 민청학련 사건이 발

생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과 사람들 다수가 유

신반대와 독재타도를 위한 대대적인 시위에 동참했

고, 그런 대세를 따르다보니 자연스레 학과 공부로

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 대신, 공부는 ‘이념

서클’ 같은 곳에서 더욱 열심히 할 수 있었다. 당시

에 정치학과나 사회학과의 선배들이 학생운동의 인

적 네트워크로 모두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회

의 변혁의지가 투철한 이들의 집단 속에서 이념교

육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그 중에서도 사회학과 사

우리 학과에서 정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500동문 월 1만원 구좌만들기 운동’에 불을 지필만한 

소식이 최근 들려왔다. 바로 손창조 동문(71학번)과 김병용 동문(72학번)이 사회학과의 발전을 위해 

각각 1억 원을 약정한 것이다. 손창조 동문은 우리 동문회 부회장으로서 ‘손창조 학술기금’으로 

1억 원을 약정·출연하였다. 한편 김병용 동문이 설립한 ㈜나음케어에서 그 이름을 따온 

나음장학금은 김 동문이 매년 1천만 원씩 향후 10년간의 기금 출연 약정으로 만들어진 장학금으로서 

오는 2013년 2학기에는 학부생 3명, 대학원생 1명 등 총 4명의 사회학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2014년부터 매학기 2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손창조 동문과 김병용 

동문은 회사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학과에서의 배움과 다양한 경험을 발판으로 자신의 

원칙과 가치를 만들며 사회로 진출했던 경험을 후배인 서울대 사회학과 학생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깊은 뜻으로 장학기금을 출연하였다. 6월 28일 학과장 이재열 교수와 정일균, 한신갑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호암교수회관에서 마련된 만찬자리에서 곽귀병(석사 졸업) 학부 조교와 이준태(석사·12) 

소식지 편집자가 두 동문을 만나보았다. 

사회학과 장학금을 위해 1억 약정한 

손창조, 김병용 동문
오하나(석사졸업) 대학원 조교의 임기가 2013년 8월 31일부로 끝난다. 2013년 2학기부터는 김이선(석사졸업) 

신임 조교가 오하나 전임 조교를 대신하여 대학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곽귀병(석사졸업) 학부 조교와 현지

수(University of Washington, 국제학과 석사졸업) 국제화 조교는 담당 업무를 계속 이어간다.

조교실 소식

사회발전연구소 소식

 연구 소식

         사회발전연구소는 2013년도 연구주제를 ‘착한 성장을 위한 거버넌스 : 스웨덴,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비교연구’로 두고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이에 정기적인 거버넌스 콜

로키움의 개최를 통해 다양한 주제로 연구에 접근하고 있는데, ‘거버넌스 개념’을 주제로 

개최된 것을 시작으로, 제3차의 경우 노동연구의 권위자이자 미국 사회학회 회장을 지낸 

칼레버그 교수(Arne Kalleberg,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의 강연이 ‘

복지 체제와 불안정노동’(Welfare Regimes and Precarious Work)을 주제로 진행 되었

으며, 지난 7월에는 일본연구소와의 공동개최 콜로키움으로 ‘일본 거버넌스’에 대해 다루는 등 현재까지 총 9차에 거쳐 다양

한 주제로 거버넌스 연구를 다루고 있다. 또한 지난 6~7월 동안 연구소 연구원들은 각 국가의 복지정책 및 노동시장 정책의 전

문가(연구자, 정치인, 관료, 언론인, 노동조합 간부 등)를 선정하여 인터뷰를 다녀오는 등 활발한 연구를 지속해 가고 있다.

 2013 ACSQ (Asian Consortium for Social Quality) 참가

         2013년 5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 동안 태국 방

콕에서 열린 ‘2013 ACSQ 컨퍼런스’에 사회발전연

구소 연구진들이 참가하였다. 매년 개최되는 ACSQ 

컨퍼런스는 한국의 사회발전연구소를 비롯하여 아시

아 사회의 질 관련 국가(대만, 중국, 태국, 홍콩, 일본, 

호주, 몽골) 연구기관 및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

기학회이다. 기조연설자로 초청된 장덕진 소장은 “Social Quality In and Beyond Asia”라는 주제로 사회발전연구소가 2012

년도에 수행한 한국, 그리스, 이태리, 독일, 터키 5개국 비교연구를 소개하고 아시아에서 만들어진 지식을 통해 세계를 이해

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번 컨퍼런스는 우리 연구소 연구진들이 대거 참여하여 총 8편의 연구 결과물을 발표하고 각국의 

학자들과 소통을 도모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2013년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 우수성과 선정

         지난 2012년에 ‘사회발전과 사회모델 비교연구: 한국,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 주제로 진행한 연구 결과물을 바탕

으로 한국연구재단 2013년 기초연구 우수성과로 선정되었다. 이는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 분야 중 학문적, 경제사회적 파

급효과가가 큰 우수성과를 발굴, 홍보하는 취지로 시행되었으며, 우리 연구소는 지난 2009년도에 이어 두 번째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우수성과 사례 전체 50선 중 인문사회분야 9선에 선정된 것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 본 우수성과 사례는 향

후 10월 중순에 우수성과 인증식 및 특별전시회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도시에도 순회 전시될 예정이다.

특별

인터뷰

김병용 동문(72학번)

손창조 동문(71학번)

DEPARTMENT OF SOCIOLOGY, SNU NEWSLETTER 16 17



람들이 운동과 이념교육 모두를 주도하여 격변하는 

세상에서 제 역할을 하고자 했던 경우가 많아, 사회

학과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다. 

편집자  당시와 같이 빠르게 변동하는 사회 안에서 사회학

을 공부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는가?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사회학 공부의 유의미함을 느낀 바가 있다

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나?

손창조  사회학 공부가 현실 세계에서 유용하다고 느꼈다

기보다는, 사회학과 학생으로서 사회변동에 핵심에 

있다는 사실로 인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단순히 법

대를 나와서 고시공부를 하는 사람과 달리, 사회변

동론을 공부하고 무엇보다 이를 역동적인 현실에서 

온 몸으로 실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사회학 

자체를 많이 공부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의 실천적인 

의의를 온전히 자각하고 이를 통해 역사적 변동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러한 경험이 사회학과

로서의 자부심을 들게 했다고 생각된다. 

김병용  나의 경우, 사회학을 공부함으로써 분석을 위한 사

고의 틀이 조금 확장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어

떠한 주장이나 설명에도 그것의 복합적인 배경과 원

인을 찾게 된다. 요즘의 분위기는 이와 같은 분석적

인 사고력보다는 자극적인 메시지와 번뜩이는 직관

을 더 중요시하지 않은가. 하지만 나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현상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종합이 오늘

날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개인과 사회가 

연계되는 방식과 사회 속의 개인이 존재하는 방식을 

넓게 사고하고 그것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능력이 중요한 것 같다. 

편집자  ‘사회학’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기 힘들어하는 학생

들에게 사회학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사회학

이 너무 거시적/구조적인 문제를 다루려고 하다 보

니, 당장 실무적/전문적인 지식을 추구할 수밖에 없

는 학생들에게는 자칫 비현실적이거나 현실에서 유

용하지 못한 학문으로 보이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손창조  과거에는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극심하게 일

어났기 때문에 이를 폭넓게 고찰하는 사회학이 사

회적으로 존경받는 학문이었으나, 지금은 기능적인 

지식과 기술을 강조하는 심리학, 언론정보학, 경제

학, 사회복지학 등이 관심 받고 사회학이 존경을 받

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사회학의 핵심이 ‘사

고의 프레임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의 문제라고 생

각한다. 기능적이고 경험적인 분석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틀을 구축한 이후에야 제대로 된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사회현실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이를 다채롭게 바라보고자 하는 연

습이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사회학을 공부해서 얻은 주된 장점을 꼽자면, 하나

의 문제에 대해서 ‘사회학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

다는 점이다. 사람을 그 자체로 독립적인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집단 속의 존재로 보고 사람들 간

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인지하기 때문에 다

른 분야에서도 충분히 이를 써먹을 수 있는 것 같다. 

예컨대 음악, 정보산업,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등등. 

결국에는 이것들도 사람들과의 ‘소통’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김병용  나의 경우에도, 조직 내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

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많이 고민했었다. 직원을 

채용할 때에도 경영학을 이수했다는 이력보다 인

성, 종합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을 더 선호하게 된다. 

인사과에 사회학과 출신들이 많은 이유도 이 때문

인 것 같다. 사회학을 통해서 사람에 대해 보다 넓은 

시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조직 내

에 리더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는 원천이 된다. 

  물론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거

시적이고 종합적인 사고가 구체성과 기능성을 결여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콤플렉스로 생각할 필요

는 없다는 말이다. 오히려 내 생각에는 총체적인 사

고가 장점이 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지

금처럼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에, 총체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 변화를 감당해낼 수 없

다. 특히 글로벌 시대의 역동적인 사회변화에 발맞

춰 나가기가 너무나 힘들다. 작은 회사를 경영한다

고 하더라도, 환율, 노조활동, 조직, 주식 등 고려해

야 할 변수가 옛날보다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열심

히 일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특정 

분야만 공부하는 것은 처음에는 전문성 있어 보일

지 몰라도 미래 잠재적 성장가능성을 죽이는 일과

도 같다. 

편집자  사회학과 학생들이 대학 생활 동안 무엇을 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면 좋을지? 후배들에게 꼭 해

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김병용  자기가 정말 좋아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얼

마나 실패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쳐서 

할 수 있는 것, 사회학이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자신의 열정을 지탱할 수 있는 무언가

를 계속 노력해보는 것이다. 세상을 살아보니, 자기

가 좋아해서 열심히 해서 깊이 파고들면 저절로 길

이 열린다는 말이 진리인 것 같다. 그러니까 사회학

을 공부하면서 이것저것 단기적으로 돈이 되는 일

을 찾는다기보다는 자기 분야에 집중할 수 있었으

면 좋겠다. 그러다가 정말 아니다 싶으면 그 때 가서 

마음을 바꿔도 괜찮다. 

  특히 나는 후배들이 ‘본질’을 중요시 했으면 좋겠다. 

이 본질이란 바로 사람이다. 사람이 본질이자 곧 자

산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경우, 사회학과를 나와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으나, 그럼에도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이 있었다. 참된 사람을 

신뢰할 줄 알고 또 그런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커다란 결실로 느껴지는 때

가 올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말

고 본질을 중요시하면서, 특히 집단과 사회 속의 사

람을 이해할 수 있는 통로인 사회학을 열심히 공부

하길 바란다. 

손창조  ‘세상은 변한다’는 하나의 진리만을 믿고 열심히 한

다는 것이 어렵지만, 또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것

이고, 후에는 더 커다란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

다.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으

면 좋겠다. 골프의 비유를 들자면, 프로들은 확고한 

신념과 감각이 있으

니까 단호하게 치

는 반면, 아마추어

들은 공이 어디로 

갈 지 몰라서 당황

하는 경우가 많다.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이

다. 이렇게 미래를 불안해한다는 것은 ‘기본’에 대

한 성찰이 부족하다는 것에서 연유한다.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확고한 신념과 자신감, 현재의 확고

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살면

서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편집자  장학금의 취지를 설명하실 때 ‘성적만을 가지고 장

학생을 뽑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이 참 신선하게 느

껴졌다. 보통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학점이

나 영어성적과 같이 눈에 보이는 수치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비록 조금 더 선발과정이 어렵다고 하

더라도 그 사람을 보고자 한다는 것이 참 좋은 생각

인 것 같다. 

김병용  그런 취지로 장학금 지원을 생각했던 것은 사실 내

가 학창시절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이기도 하다.(웃

음) 하지만 나는 ‘절대 인생은 성적순으로 되지 않

는다’고 확신한다. 세상을 살아보니 그렇더라.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만 봐도 사실 학력이나 성적과

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든지 학

계에 남든지 간에, 정말 성적과는 관계없이 세월이 

흐르면서 자신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싶은 것이다. 넓은 세상

에서 기회를 찾는 아이들에게 그 기회에 다가갈 수 

있는 기반을 쌓아주고 싶었던 것이다. 

손창조  무엇보다 활동적인 학생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으

면 좋겠다. 발랄하고 톡톡 튀는 학생 말이다. 더불

어 앞서도 말했던 것처럼 융합의 시대, 빠르게 변동

하는 시대에 균형을 잃지 않고 적응할 수 있는, ‘종

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

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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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범 동문은 대학을 졸업한 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년 4개월의 

징역형을 살았다. 그 후 94년 교육용 디지털 컨텐츠 기업인 (주)아리수미디어를 설립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상을 2회나 수상할 정도로 성공하였으나, 이후 무리한 투자로 파산에까지 

이르렀다. 그 동안 1급 시각 장애인이 된 그는 불굴의 의지와 낙관적 사고로 2008년에 

출판업계에 뛰어들었고, 그가 펴낸 『좌우파사전』은 51회 한국출판문화상 교양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준태(석사·12), 하지은(석사·13)이 현재는 한글문화연대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건범 동문을 2013년 8월 13일(화) 만나 인터뷰를 가졌다.

 동문과의 인터뷰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 인터뷰

편집자  학부시절을 주로 어떻게 보냈는지? 학생운동에 적극적으

로 참여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 

당시의 분위기를 알고 싶다.

이건범  학업보다는 사회운동에 더 관심이 많아 학과공부에는 소

홀했다. 84년 전두환 정권의 유화조치의 일환으로, 80년에 

제적되었던 학생들이 4년 만에 복교했고, 그 해 여름에는 

해직되었던 교수님들(김진균 교수님, 한완상 교수님)이 복

직되었다. 그 해 전에 내가 1학년이었을 때에는 학교 안에 

사법경찰이 상주했고, 학교 강의에 들어와서 교수들이 ‘문

제가 될 만한’ 발언을 하는지를 감시하곤 했다. 심지어는, 

체육대회 같이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시

위로 번질까봐 통제하기까지 했다. 1학년 때 과대표였던 나

는 체육대회 개최를 금지한 것에 반발해서 2학년 과대표와 

같이 항의시위를 했었고, 그래서 3월에 잡혀갔다. 5월에 또 

잡혀가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보니까 1학년으로서 겁도 나

고 미래가 걱정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2학년 때부터 본격적

으로 학생운동을 시작했다. 때문에 학과 공부는 상당히 등

한시했다. 대신 그 때는 ‘이념서클’ 같은 것들이 많아서, 거

기서 열심히 공부했다.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토론식 수업을 

하면서 책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 맑스주의, 유

럽 사회민주주의, 역사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공부의 강도

가 꽤 심했다. 선배들이 가르치고 후배들은 공부하고. 토론

의 경험이 살면서 커다란 자산이 된 것 같다. 

편집자  운동을 하면서 감옥살이도 몇 번 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  

이건범  86년 4학년 올라갈 때 즈음에 개헌요구가 막 시작되었다. 

그 때 개헌요구집회를 하다가 구속되었다. 개인적으로 노

선투쟁보다는 물리적인 싸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싸움

의 기술에 대해 한창 고민하던 와중에 잡혀가게 된 것이다. 

그 때 구속되었을 때에는 집행유예라서 4개월 살다가 나왔

고, 무기정학 당했다가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징계가 풀려

서 87년 2학기 때 복학했다. 졸업은 88년 8월에 했다. 그 이

후 90년에 또 계속 지하 운동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약 2년 4개월을 살았다. 그리고는 93년에 김영삼 대통령 

특사로 사면되어서 나올 수 있었다.  

편집자  연이은 감옥살이 이후 컨텐츠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무슨 

연유에서 그랬는지? 감옥살이를 하면서 어떤 생각의 변화

가 있었는가? 

이건범  94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2006년 초에 사업이 실패했다. 

사후적으로 해석해서 그 때 시도했던 사업의 취지는 지금

으로 따지자면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당시 협동조합은 농협밖에 없었다. ‘사회적 기업’하면 

저급의 노동을 중심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만, 상당히 전문적인 사람들도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운영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협동조합적인 내부질서, 사회에 공

헌할 수 있는 기업의 구상을 실현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감옥에 들어가서 ‘혁명은 끝났다’라는 생각을 했

기 때문이다. 운동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보니 

인간성과 국민성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

었다. 그러면서 사람들과 무언가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

나 어려운 일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점점 ‘조직’의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우리나라 국민의 사고구조가 

짧은 근대화와 강력한 억압기제로 인하여 피폐해졌다고 

생각해서, 급진적인 혁명보다는 정치적 자유주의가 더 필

요하다고 자각했다. 민주적 절차나 질서를 존중하고 자신

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등의 성숙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

각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압축적 근대화의 과정에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도와 폭이 넓고 타인에 대한 배려도 할 줄 

아는 성숙한 태도가 내면화되기 힘들었다. 그래서 개인에

게는 정치적 자유주의가 필요하고, 사회적으로는 사회민

주주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적절하게 혼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문화컨텐츠’라고 보았던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인식을 

개선(계몽이 아니라)하는 데에 있어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전문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 필요

했다. 이것이 새로운 모델의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자

신했던 것이다. 

편집자  현재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출판활동도 컨텐츠 사업의 연

장선상에 있는 것인가? 직접 기획한 『좌우파사전』이 개인

적으로 인상 깊었다. 

이건범  2008년부터 출판일을 시작했다. 독자적으로 컨텐츠를 생

산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대안적인 지식의 생산이라

는 큰 틀에서의 목표가 있었던 것이다. 좌우파사전은 말 그

대로 좌파와 우파가 인간 세상의 커다란 두 가지 조류라는 

점, 그리고 이를 사전의 방식으로 소개-정리하고 싶다는 

점, 이 두 가지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하나의 사안을 입체

적으로 볼 수 있도록, 관점 간의 갈등이 왜 발생하는지, 한

국 사회에서는 논쟁의 지형도를 어떻게 그릴 수 있을지 등

등 이런 것들을 보여주자는 생각이었다. 어쩌면 이것이 감

옥에서 나와 사업을 할 때 종국적으로 하고 싶었던 (사회

과학분야에서의) 문화 사업이었던 것 같다. 책이 많이 알

려지면서 ‘어려운 내용을 쉽게 글로 쓴다는 것’이 어떠한 

의의가 있는지를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 최

근에는 <실사구시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썼다. 물론 한국 

출판업계에서 인문사회교양 분야의 책들이 잘 안 팔리기 

때문에 대안적인 지식을 생산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내 생각에는 지금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인 것 같다. 하지만 대안적이고 새로운 상상력

이 녹아 있는 컨텐츠를 욕망하는 대중들은 언제나 존재한

다는 사실을 믿고, 애니팡과 같은 모바일 중심의 컨텐츠 생

산방식에 대항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편집자  한글문화연대의 취지를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이건범  한글문화연대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국어 관련 시민단체이

다. 한글학회가 그동안 이런 일들을 해왔지만 시민들의 결

합이 있지는 않았었다. 그 취지를 두 가지로 간략하게 말하

자면, 첫 번째로는 ‘언어도 인권이다’라는 모토를 들 수 있

다. 언어의 문제는 알 권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알 권리

를 보장하는 쉬운 말이 있어야 하며, 언어 수준, 외국어 능

력 등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개인의 언어생활에 대

해서는 전혀 개입하고 싶지 않지만, 공적인 언어, 특히 정부, 

방송 등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것의 추상성과 복잡성에 대해서는 비판하

고 싶은 것이다. 모든 정책 용어들이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용어를 사용할 때, 그 용어를 몰라서 국민이 자신의 혜택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다가올 불이익을 모르게 되는 경우가 

있다. 헌법에서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는 정보에 대

한 접근권으로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정보를 이해할 

수 없다면 접근 경로가 열려 있다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

다. 그러므로 쉽고 명확하게 쓰기가 중요하다. 개인의 언어

생활에서가 아니라 공문서 등 공적 언어 사용에 있어서 특

히 그러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어와 한자어는 우리 언어 

사용의 장애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는 쉬운 언

어를 바탕으로 우리 국어의 사용이 풍부해져야 한다고 생

각한다. 언어를 풍부하고 다채롭게 사용할수록 우리 문화

와 사람들의 사고도 풍부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 차원

에서 풍부한 문화의 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편집자  거칠게 생각하면 그 의도를 오해해서 ‘한글 순수주의’로 생

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건범  한자를 원천적으로 사용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한자어

로 구성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라면 굳이 한

자를 읽고 쓸 줄 알아야 한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

리고 이 정도의 한자 교육은 사고능력이 발달된 중-고등학

교 때부터라도, 그리고 대학교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굳이 

유치원-초등학교 때부터 강제해서 아이들의 자유로운 언

어 사용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교

육 구조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편집자  사회학과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건범  독서와 토론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학생운동을 경험한 386

세대로서 좌절하지 않고 자기 열패감에 빠지지 않고 세상

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존엄에 대한 자기 확신 덕

분이었던 것 같다. 이는 이념적 지향에서 비롯되었다기보

다는 독서, 토론, 실천 속에서 얻은 것이었다고 본다. 그러

한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감옥을 살았던 것도, 사업 실

패를 했던 것도, 부끄럽지 않았다. 인간에 대한 믿음과 똘똘 

뭉칠 수 있는 친구. 그리고 친구들과 작은 실천을 함께 한 경

험, 독서와 토론을 해본 경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인생의 

원동력이자 커다란 자산이 되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소설의 중요성이다. 소설

을 읽어야 개인의 내면세계를 읽어낼 수 있다. 내면세계에

서의 복잡한 대립, 갈등, 투쟁 등을 살펴봄으로써 메마르지 

않는 지성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소설을 가

지고 토론해보는 경험은 흥미의 측면에서도 좋을 뿐만 아

니라 후일 인생에 있어서도 매우 갚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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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와의 대화 _ 장애를 이겨낸 김원영 동문

앞으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 꿈을 키워가는 학부생들을 위해 사회학과 

학부생들이 졸업 후 나아가게 될 다양한 직업군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선배를 직접 만나고 

대화하며 궁금한 것을 물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선배와의 대화’ 코너의 두 번째 이야기. 

본격적인 대화에 들어가기 앞서 인터뷰 진행의 모든 과정과 인터뷰 후 편집 또한 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뜨거운 의지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있는 김원영 동문(03)은 

골형성부전증으로 지체 장애 1급 판정을 받았으며, 열다섯 살까지 병원과 집에서만 생활했다. 

서울대 사회학과 학부와 서울대학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치고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며 

서울대 법대 대학원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인제대학교 인문의학연구소에서 펴낸 《인문의학》

의 공동 필자로 참여했고, 인터넷 신문 ‘비마이너(beminor.com)’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삶의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분석하여 장애인 담론의 수준을 높였다고 평가받는 저서, 

『나는 차가운 희망보다 뜨거운 욕망이고 싶다』가 있다. 2013년 8월 21일(수) 서울대 내 한 

카페에서 사회학과 김철선(학부·12), 김상연(학부·12) 학생들이 김원영 동문을 만났다.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현재 ‘우리집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 법률사무

소는 자체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최근에 장애인을 고

용하거나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생

기고 있어요. 하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처음 시작한 의도

가 좋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기업가 스스로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나 장애 문제에 접근하는 일반적인 원칙들을 잘 지키지 못하

는 경우가 생겨요. 저는 사회적 기업들이 장애와 관련한 법률 문

제나 고용 측면의 장애인 문제에 대한 감수성을 가질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차별 사건들을 접

하기 쉬우면서도 사회적 기업을 표방하는 기업의 현실적인 문

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일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

죠. 일반적인 로펌에서 일하는 건 아니죠?(웃음) 지금 서울대 

법대 대학원 박사 과정에 있는데 인권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

법 등에 전문화된 법률가의 길을 앞으로도 갈 생각이에요. 이후

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하는 차별시정조사관에도 도전해

보고 싶어요. 

이렇게 멋진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데, 학부생 때 어떻게 지내

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03학번으로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에는 서울대에 장애인 학생을 위한 서비스가 거의 없었어요. 인

권위원회나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없었고 장애인 운동도 초보적

인 단계로 일어나던 시기였죠. 인문대나 자연대 수업을 듣고 싶

었지만 갈 수 있는 강의가 거의 없었어요. 듣고 싶은 강의가 아

니라 들을 수 있는 강의를 선택해야 했죠. 처음엔 장애인이기 때

문에 장애 단체에서 활동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총연극회

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학생회관에 엘리베이터가 없던 시절이라 

동아리방에 갈 수조차 없어서 꿈을 접게 되었어요. 이렇게 1학

년 1학기를 보내고 난 뒤, 결국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장애인권연

대사업팀에 들어가게 되었죠. 당시에는 주류적인 학생 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장애인 같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싶었어

요. 하지만 장애인권연대사업팀에서 활동하면서 과연 ‘장애인 

같지 않다는 것이 칭찬인가’ 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었고, 이후 

활동을 통해 사회운동의 차원과 실존적인 차원에서 장애 문제

를 좀 더 깊게 고민하게 되었어요. 사회운동의 차원에서는 서울

대 공간에 강의 편의 시설이나 장애 학생 지원 시설을 설치하라

는 등의 실천적 활동을 했죠. 서울대학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

하라고 본부 앞에서 일인시위하기도 하고, 정책적인 차원이나 

법적인 차원에서 투쟁의 근거를 공부하기도 했어요. 실존적인 

차원에서는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어요. 입학

할 때는 막연하게 장애를 가지고도 직업을 구하기 쉬울 것 같은 

언론학이나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

어요. 하지만 1학년 때 장애인권연대사업팀에서 세미나를 하면

서 장애 문제를 복지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

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사회

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미래의 직장을 구하기 쉬운 과보다

는 당시의 고민에 답을 줄 수 있는 사회학을 공부하는 것이 옳다

고 생각했던 거죠. 학부생 때 천권이 넘는 책을 읽고, 친구들과 

세미나를 하고, 철학과 수업을 듣는 등의 활동은 이후 장애를 가

진 사람으로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실존적인 고민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글 쓰는 건 언제부터 고민하게 되셨나요? 책을 쓸 정도로 깊게 

관심을 두는 건 흔치 않은데 말이죠.

저는 좋은 글을 쓰려면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지만, 중요

한 것은 그 사람이 고유하게 할 수 있는 언어라고 생각해요. 저

는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봤고, 중학교는 장애인들이 다니는 특

수학교를, 고등학교는 일반학교를 나왔어요. 저는 제가 한국 사

회에서 고유한 포지션에 위치한다고 생각해요. 중학교 시절을 

특수학교에서 보내면서 장애 문제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고 동

시에 대학 교육을 통해 글쓰기 훈련도 받을 수 있었죠. 일반적

으로 한국 사회의 장애인은 장애인 시설이나 집에 수용되기 쉬

워요. 그래서 장애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억압을 경험한 장

애인들은 글쓰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죠. 반면에 장

애인 문제를 좀 더 정교한 담론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끔 글

을 쓸 수 있는 훈련을 받은 장애인들은 장애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각 분야에서 잘 나가서 관심이 없어(웃음). 

저는 서울대 사회학과를 나오고, 어느 정도 법률 쪽의 공부

를 하면서 글쓰기 훈련을 할 수 있었어요. 학과학생들도 사회학

과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사실 엄밀한 글쓰기 훈련

이에요. 저는 그런 훈련을 받았고, 동시에 장애인으로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한국사회에서 이렇게 두 측면을 모두 가진 

사람은 흔치 않아요. 그런 면에서 기술적으로 글을 잘 쓴다는 것

을 떠나서 내가 쓰는 글이 고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죠. 책이 대중적으로 많이 팔

리진 않았지만, 소수자분들과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피드

백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제 글이 고유한 영역에

서 힘이 있다는 것을 느껴요.

장애학이 생소한 사람이 많은데 어떤 학문인가요?

장애학은 사회학자들이 시작했어요. 현재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장애 담론은 60년대 68혁명 전후의 흐름이에요. 그 당시 

주요한 담론은 장애 운동의 영역에서 제기되었죠. 운동가들이 

장애라는 것이 개인의 신체적 손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

적 차별의 문제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인식이 20

세기 중후반에 들어서면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충분히 확

산이 되었고요. 7-80년대를 거치면서 이론적으로 성숙해졌죠. 

이렇게 사회학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점 분리되어 나오고 다른 

학문들과 연결되면서 장애학이라는 고유한 분야로 성립되었어

요. 영국이나 미국의 일부 대학에서는 장애학 협동과정이 있어

요. 여성학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장

애라고 하는 차별적 경험이나 사회적 집단을 만들어내는 사회

구조적인 역학을 탐구하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 도래 이후로 어

떻게 근대적인 장애의 개념이 생겨났는가를 연구하는 맑스주의

적 연구 조류도 있고, 문화이론적으로 접근하기도 해요. 그래서 

협소하게 보면 사회학의 연구 방법으로 장애라는 대상을 탐구

한다고 할 수도 있고 넓게 보면 여성학적, 생물학적 방법까지 포

괄하는 학문으로 보기도 해요. 학문을 정할 때는 주로 대상과 방

법으로 정하는데, 장애학은 팔이 없다는 ‘손상’을 대상으로 삼

지 않아요. 팔이 없는 사람이 가지는 ‘사회적’ 경험에 집중하죠. 

장애학의 방법론은 특정되진 않았지만 주로 사회학적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아주 좋은 번역은 아니

지만 몇몇 책들이 나와 있어요.

학부시절에 사회학과에서 배운 것들이 법조계나 이후 진로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었나요? 

로스쿨 고민하는 후배들을 위해 솔직히 말하자면 사회학은 

일반적으로 원하는 대기업 로펌 취직이나 검사가 되는 데는 큰 

도움이 안돼요. 시장성이 별로 없는 사회학이라는 백그라운드

를 잘 살리기 힘들거든요.(웃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제 경

우에는 사회학이 제 진로에 매우 큰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어

요. 사회학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해 말이 많지만, 일반적으

로 특정한 사회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익히고 이에 대

한 사상적, 철학적 배경을 얻을 수 있는 사회학은 특정한 분야

에서의 전문성을 갖춘 법률가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매우 큰 도

움이 되죠.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사회학과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없어요.(웃음) 경제학과

에 갔으면 미시경제, 거시경제 같은 교과서를 보는데 말이죠. 그

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공부하는 것인가 고민에 빠지기 쉬워요. 

반면에 특정한 커리큘럼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은, 열린 사고를 

할 수 있고 원하는 관심사를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기도 

해요.  어떤 공부를 하든 학문의 기초체력은 매우 중요해요. 하

고 싶은 분야의 공부를 하기 전에 기초체력을 기를 필요가 있어

요. 그리고 그 기초체력은 각자가 가꿔야해요. 사회학과에서 기

초체력은 제 생각에 철학, 외국어, 수학인 것 같아요. 슬램덩크

를 하려면 드리블을 오만번은 해야 되듯이, 사회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도 이런 기초체력을 잘 갈고 닦아야 해요.  학문은 대상

과 방법론으로 규정되는데 사회학은 대상과 방법론 둘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도 내가 무엇을 공부했는지 모르

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적어도 사회학과 출신이라고 말하려면 

1-2년 정도는 적어도 잘 쓰여진 사회학 책을 반복해서 읽어보

면서 사회학적 방법론을 익히고, 그 이후에 내가 원하는 분야를 

정해서 그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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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출연 및 약정현황과 사용내역

아래는 2012년 이래 현재 사회학과 발전기금 출연 및 약정 현황과 사용내역이다. 발전기금은 장학금과 학술행사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해당 장학금의 수혜를 받은 학생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이재열 학과장은 “발전기금을 출연한 모든 분들 및 기관들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발전기금이 사회학과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곳에 유익하게 쓰이는 만큼 매월 소액기부를 통해 기금을 마련하여 사회학과 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갖는 ‘500동문 월 1만원 구좌 만들기 운동’에 많은 동문들이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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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사회학과 소식지

[대학, 대학원 연구 활동비]

[학술 및 학과활동지원비]

- 2013년 교토대 동아시아 주니어 워크샵

[장학금] 

- 공준환(석사·12): 학과 홈페이지

- 추지현(박사·12), 정원희(석사·10): TF 장학금

- 이준태(석사·12): 학과소식지

- 유현미(박사·11), 윤다인(석사·11): Proof Reader 장학금

- 태용훈(학부·11): 오갑환 장학금

발전기금 사용내역 (2013년 3월~2013년 8월)

거액약정·기부자

약정/출연자명 총약정/출연액 약정/출연기간 약정년수 비   고

김병용  100,000,000 2013 - 2022 10년 2013년 2회 납부. 나음장학금으로매년 1천만 원씩 집행

손창조 100,000,000 2012.12 - 2014.12 2년 50,000,000 기출연. 손창조학술기금으로 운영

양규모 40,000,000 2013.4.26. 출연 2012년 이전 기출연액 포함 총 202,000,000 출연

소  계 240,000,000 

[원금보존형 기금] 약정 및 출연자

약정 및 출연자명 약정 및 출연금액 약정 및 출연일자

김병현 100,000 2013.3.19

김영범 1,000,000 2013.6.20

김헌출 10,000,000 2013.6.25

김홍중 3,000,000 2012. 6 - 2014. 1

박경숙 3,000,000 2012. 7 - 2014. 5

박명규 10,000,000 2012. 8 - 2013. 5

배은경 3,000,000 2012. 9 - 2012. 11

서이종 5,000,000 2012. 7 - 2014. 5

송호근 3,000,000 2012.8.14

송호근 10,000,000 2012. 8 – 2017. 5

안창호 300,000 2012.11

윤순진 1,000,000 2013.6.13

이재열 10,000,000 2012. 7 - 2013. 3

이주용 10,000,000 2013.4.15

이채규 1,240,000 2013.5.22

이흥철 100,000 2013.6.7

임현진 10,000,000 2012. 7

장경섭 5,000,000 2012. 8 - 2014. 3

장덕진 5,000,000 2013. 2

장태평 10,000,000 2013.7.1

정근식 5,000,000 2012. 8 - 2014. 1

정삼봉 2,000,000 2012.12.24

정일균 3,000,000 2012. 8 - 2014. 5

정진성 10,000,000 2012. 8 - 2013. 5

제정임 5,000,000 2013.3.21

조은경 1,000,000 2013.6.10

최상규 1,000,000 2013. 2

최태룡 1,000,000 2013.6.3

한신갑 3,000,000 2012. 7 - 2014. 12

홍두승 10,000,000 2012. 8 – 2013. 5

소  계 231,740,000

[원금집행형 기금] 500동문 월1만원 구좌 만들기 운동 참가자

약정자명 총약정액 약정기간 약정개월수 월약정액

김성묵 840,000 2013.6 - 2020.5 84개월 10,000

남은영 1,210,000 2013.6 - 2023.6 121개월 10,000

류미향 720,000 2013.7 - 2016.6 36개월 20,000

신경민 1,800,000 2013.6 - 2016.5 36개월 50,000

유인태 1,800,000 2013.6 - 2016.5 36개월 50,000

이채규 240,000 2013.5 - 2015.4 24개월 10,000

이해찬 1,750,000 2013.7 - 2016.5 35개월 50,000

좌용식 2,000,000 2013.6 - 2021.9 100개월 20,000

소  계 231,740,000

유형 계

이전 출연금액 470,250,000

거액약정·기부자 240,000,000 

[원금보존형 기금] 약정 및 출연 231,740,000

[원금집행형 기금] 500동문 월1만원 구좌 만들기 운동 10,360,000

총  계 952,35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