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PARTMENT OF 
SOCIOLOGY, 
SNU 
NEWSLETTER

CONTENTS

박사과정   박영대, 김미선, 김우현(미국) 등 총 3명

석박사통합과정 노현종 등 총 1명

석사과정    김은지, 강동현, 정윤아, 김지은, 허설화(중국),  

김웅학(중국) 등 총 6명

01 ▶2014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 선발 / 2014학년도 사회학과 전공진입 및 전공예약  |  02 ▶201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소식  |  03 ▶제6회 관악 사회학주간  

05 ▶제 3차 북경대-서울대 공동 심포지움  |  06 ▶학과 소식  |  07 ▶교수 연구 활동  |  09 ▶학부소식 / 대학원소식 / 명예교수 소식 / 조교실 소식  

11 ▶사회발전연구소 소식  |  12 ▶동문과의 인터뷰 1) 김경동 명예교수  |  14 ▶동문과의 인터뷰 2) 시인 오은  |  16 ▶발전기금 출연 및 약정현황과 사용내역  

[별첨] 발전기금 참여 신청서 및 안내문

http://
sociology.snu.
ac.kr

서울대 
사회학과 
소식지 13

2014학년도 
1학기

VOL

2014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 선발 2014학년도 사회학과 전공진입 및 전공예약

2014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이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다. 전공진입생(12학번 1명, 13학번, 1명)

박승우(12), 김해니(13)

전공예약생(14학번, 21명)

라웅진, 박서범, 박수현, 소현성, 염주민, 이선아, 이성진, 이예린, 이유림, 
이윤아, 이준협, 이준호, 이하영, 장효민, 전혜원, 조현, 진소정, 최민열, 
최재혁, 홍성빈, 홍혜송

2014년 1월 3일 사회학과 신년하례식을 끝내고



학부 시절에 어떤 학문을 공부

했는지가 개인의 가치관과 정

체성을 형성하는데 상당한 영

향을 미쳤다는 것을 사회의 문

턱 앞에서 새삼 깨닫습니다. 

4년 동안 사회학을 공부했음

에도 실용학문이 각광받는 이 시대에, 네가 전공한 

학문의 효용을 증명해보라는 요구 앞에 ‘사회학’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삶

에서 선택의 순간들에 직면하게 될 때 문득 사회학

을 떠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사회의 구조와 동학을 

고민하던 그 시간들이 삶의 굽이굽이에서 올바른 선

택의 기준이 되어 주리라 기대해봅니다. 방안에 틀

어박혀 책을 붙잡고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

람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여서 행복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함께 한 모든 분

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장현진(학부·10) 문병준(석사·11)

약 2년여 간의 시간을 거쳐 석

사과정이라는 한 기간의 매듭

을 짓게 되어 이렇게 인사의 

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석사

학위를 받고 졸업하게 되어 감

개무량하며 열성적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사회학과의 모든 교수님들께 대단히 감

사드립니다. 사회학과 대학원의 다양한 주제의식에 

대한 깊이있는 전공 수업들, 사회학과의 교수님들의 

새로운 학적 성과에 대해서 접할 수 있게 할 뿐만 아

니라 분과학문이나 국가의 경계를 넘어 폭넓은 통섭

적 교류를 가능하게 해 주었던 학술 행사들은 언제나 

제 좁은 시야와 이해의 수준을 철저하게 깨어 부수고, 

더 넓은 사회학의 세계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

다. 또한 저에게는 사회학과 부설 사회발전연구소에

서 실질적이고 분석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더 특별

한 기회가 주어졌었고 그 또한 저에게는 대단히 큰 배

움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에서 받

은 가르침과 배움을 잊지 않도록 머리와 가슴 속에 새

기고 앞으로도 정진하겠습니다. 

조정우(박사·02)

이제는 기억 속에 아련하지만 

석사학위자 대표로 송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는 박사

과정에 진학할 예정이었기 때

문에 작별인사로서의 송사가 

아니라 진학 후 각오를 밝히는 

게 되어 버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박사학위자 

송사는 제가 더 이상 학생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무

게가 훨씬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제 독립된 연구자로

서 많은 곤란과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

떠한 상황에서든 연구에 대한 열정과 책임만큼은 잊

지 않으리라 다짐합니다. 10년이 넘는 대학원 생활 동

안 되돌아 봐야 할 추억과 감사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

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유감입니다. 아무

쪼록 우리 사회학과와 저를 비롯한 졸업생 여러분들

에게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이인규  “영화생산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작동방식에 관한 연구: 1970년대 반공영화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정근식)

조정우  “1930년대 제국일본의 조선인 이민정책과 그 한계: 선만척식회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정일균)

현윤경  “근대 일본 생활보장 시스템에 관한 의미론 연구 - 루만 관점에서 본 일본사회 신뢰기반의 붕괴” (지도교수: 정진성)

홍주환  “한국 공무서비스 노조운동에 관한 연구: 공무노동자의 사회적 지위-정체성 결합구조의 효과” (지도교수: 송호근)

문병준  “집합기억 조형에 대한 이해사회학적 연구” (지도교수: 장덕진)

윤다인  “모국 수학이 재일동포의 민족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정진성)

박사 4명 등 26명의 졸업생 배출

201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2014년 2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사회대 신양관 407호에서 열렸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20명, 

석사 2명, 박사 4명 등 총 26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학사 졸업생 중 성적 우수자에게 주어지는 상백우등상은 이철희(학부・08), 

우수논문제출자에게 주어지는 상백논문상은 장현진(학부・10)이 수여받았다. 동문회장상은 사회봉사 및 대외활동에 두각을 나타낸 점이 

인정되어 신예지(학부・07)에게 수여되었다. 

201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2013학년도 전기 대학원 졸업생 명단과 논문 제목

졸업생 송사

박사학위 논문

석사학위 논문

장내는 종내 차분하고 조용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사회학에 대한 열정은 감추어질 수 없

었다. 제6회 관악사회학 주간의 첫째 날 행사로 치뤄진 “Gwanak Sociology Festival”

에서는 학번과 소속을 불문한 10여명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사회학 연구와 영상을 발표

했다. 행사는 발표자가 단상에 올라 스크린을 통해 발표 내용을 전달하고, 그에 대해 대

학원생이 논평한 후에, 청중들도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발표는 어느 수업 

못지않게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장장 5시간에 이

르는 시간 동안 한결같이 집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좀

처럼 흐트러지지 않았고, 청중들의 논평과 질문은 예리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루의 발표를 위해 자신의 정열을 아낌없이 불태웠다. 밤을 

새워 자료를 완성하던 소현이의 피곤한 모습이 눈에 선하다. 또 불행하게도 갑자기 주

제를 바꿔야 했던 성철이 오빠는,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묵묵히 새롭게 발표준

비를 해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발표자들의 성심 덕분인지, 수업이 많은 목요일이었는데

도 불구하고 많은 전공의 학생들이 발표장에 다녀갔다. 특히 누구보다도 학업에 대한 열

의로 가득 찬 신입생들이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주어, 발표자

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하고 고마웠다. 앞으로 후배들로부터 더 알찬 내용의 사회학 주간

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나에게 이 자리가 유독 특별했던 것은, 아마도 연구의 내용을 통해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평소에 선후배들로부터 건너 전해 듣거나 과 행

사에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나누었던, 서로의 사회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을 직접 확인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양적 방법론에 관심이 있다고 들었던 이철희 선배는 독자적인 ‘사

회 불평등 지수’를 제시하였고, 빅데이터를 수학적으로 분석하여 사회 현상마저 계량적

으로 파악할 수 있다던 김성철 선배는 인터넷 기사 댓글이 생성되는 요일과 시간을 연

구하였다. 또 방학 때마다 ‘동아시아 평화 인권 캠프’를 주최하여 각국의 친구들과 동아

시아의 통시적, 공시적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소현이는 한국 전쟁에 대해 새로운 시

각을 제시하였고, 사회학과 새내기 두희와 선영이는 신입생으로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밥약’이라는 대학문화에 대해 창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처럼 동학들의 연구에서는 본

인들의 평소의 관심과 생각이 여실하게 드러났다. 나와는 비교적 친분이 적었던 유현

정, 황지우, 임다해 선배에 대해서도, 이 기회를 통해 어느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 알게 되어 기뻤다.

그리고 바쁜 시간을 쪼개 연구에 대해 논평을 해주시고 발표 준비에도 도움을 주신 대학

원생 선배들과도 소통하고, 그 분들로부터 사회학도의 자세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어 

좋았다. 특히 나의 발표에는 추지현 선배님께서 검토를 해 주셨는데, 지적 받은 부분을 

반영하여 좋은 발표를 할 수 있었다. 또 관련 선행 연구 내용에 대해서도 가르쳐주셔서, 

추후의 연구에 많은 참고가 되었다. 다른 선배님들께서도 논평은 냉철하고 신랄하게 하

셨지만, 모두 후배들에 대한 애정 어린 격려로 마무리 해주셨다. 

비록 학부생의 부족한 실력으로 사회학 대선배이신 교수님들과 대학원생 선배들, 그리

고 동학들에게 자신의 연구를 보여주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그 무엇보다도 사회학이라

는 이름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함께 소통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앞으로도 재

능 있는 후배들에 의해 명성 있는 학술제로 발전하길 기대해 본다.

조선경(학부·11)

제6회 관악 사회학주간

2013년도 사회학 주간 행사가 11월 7-8
일 양일간 사회학과 곳곳에서 열렸다. 
첫째 날은 학부생들의 ‘Gwanak Sociology 

Festival’이 열렸으며, 조선경(학부 11) 
학생이 “동질적 집단과 이질적 개인의 
관계 맺음 방식에 관한 연구”로 ‘Gwanak 

Sociology Festival’ 대상을 수상했다. 이어 
둘째 날에는 은수미 의원이 ‘선배와의 대화’

에 초청 연사로 학과를 방문해 학생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후 학생들은 
학생주임인 박경숙 교수와도 대화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학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고민을 확인했다

1일차 Gwanak Sociology Festival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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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사회학 주간 둘째 날의 선배와의 대화 프로그램은 제 19

대 국회의원 은수미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다. 은수미 의원은 본

인이 어린 시절부터 대학시절까지 보낸, 그리고 우리에게도 익숙

한 신림동에 대해 언급하며 편안하게 대화를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노동권과 관련해 가볍지 않은 주제들이 이어져 나왔

다. 은수미 의원이 겪은 인천공항에서의 이야기 등 노동계약에서 

약자에 처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들, 그리고 노동권에 무지하거

나 알아도 소용이 없는 우리 사회에 대해 다양한 사례들이 쉼 없

이 풀어져 나와 한 시간 반 가량의 시간이 채워졌다. 

은수미 의원은 정책연구기관에 재직하다가 제의를 받아 뜻하지 

않게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했다. 자신이 꽤나 긴 세월을 공부하

고, 연구해왔던 분야지만 다른 자리, 다른 지위에서 헌신하기 위

해 잠을 줄여가며 여전히 많은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다. 준비를 

갖추고, 해당 분야에 대한 열정을 간직한 채 새로운 환경을 얻은 

은수미 의원은 사람 자체가 활기차 보이고 또한 참 ‘젊어’보였다. 

이제 20대 초반에 불과한 내가 나보다 두 배 이상의 시간을 살아

온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상할지도 모르겠다. 그

러나 은수미 의원은 마치 몇 년 위의 선배를 만난 듯 나이에 따른 

거리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가끔씩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다. 함께 이야기

하다 보면 나이차를 잊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서 나까지도 

기운이 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 흔치 않은 이런 사람

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왔는지 또는 어느 정도의 지

위에 올라있는지에 개의치 않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아직도 

젊은 시절의 목표를 간직한 채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은

수미 의원 역시도 그러한 사람 같았다. 여전히 과거 수감생활의 

기억과 고문 후유증을 갖고 있으며 당시의 정권이 다시 정권을 

잡은 지금이 너무도 무섭다면서도, 언론이 기사를 내주지 않는다

고 불만에 가까운 말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내고 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선배와의 대화’에 참석하며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을 

만나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할 수 있었지만,  

‘도전의식’을 느끼게 될 거라곤 예상치 못했었다. 미래의 내 모습

은 언제든 궁금한 것이지만, 이런 사람을 만나면 조금 다르게 생

각하게 된다. ‘미래의 나는 어떨까’하는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과연 나도 저 나이쯤 되었을 때 이렇게 ‘젊게’ 살고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 도전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

이다. 그날 은수미 의원과의 만남은 우리사회의 노동권에 대한 

인식 뿐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생각, 그리고 추가로 그러

한 열정을 갖도록 할 나의 인생의 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

을 안겨주었다.

박세은(학부·11)

2일차 선배와의 대화 후기

제 3차 북경대-서울대 공동 심포지움 개최

심포지움 후기 | 문현(석사·13)

2013년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제 3차 북경대-서울대 공동 심포지움이 북경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For A Search for Another Modernization: Urbanization, Environment and 

Conflicts”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움에는 정근식 전 학과장을 비롯하여 박명규, 서이종, 

박경숙, 배은경, 이철승 교수 및 6명의 대학원생이 참가하였다. 지난 1·2차 심포지움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상호 교류와 이해를 증진시키고 공동 연구결과물을 출간한 바 있는 북경대·

서울대 사회학과는 학과 간 공식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보다 개인·집단적인 차원에서 각자의 

연구관심을 공유하여 향후 보다 심화되고 발전적인 관계로 거듭날 계기를 마련했다.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우리학과 교수 및 대학원생 명단과 발표제목은 다음과 같다.

지난 11월 23일, 중국 베이징 북경대학교에서 개최된 우리 학과

와 북경대학교 사회학과 간 제3차 공동심포지엄 워크숍에 다녀왔

다. 북경대학교 학부 졸업생이자 서울대학교 석사과정 재학생으로

서, 모교를 방문하여 심포지엄 워크숍 행사에서 발표하는, 정말 흔

치 않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으로 다가왔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기 힘들다는 생각에 흔쾌히 참여를 결정하였다. 

“For A Search for Another Modernization: Urbanization, 

Environment and Conflicts”란 주제로 열린 이번 제3차 서울대-

북경대 공동심포지엄 워크숍을 맞이하여, 학사 논문의 중심 주제

인 양국 유학생의 문화변용과 사회적 지지를 정리하여 발표하였는

데, 그 과정에서 정근식 교수님의 따끔하고도 정확한 지적을 통하

여 학술 발표로서 기본적인 토대와 논리적인 구성을 갖출 수 있었

다. 특히 학사 논문을 손에 쥐고는 있었으나 어떻게 활용해야 할

지,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을지 감이 없던 차에 이렇게 

학계의 의사소통 방식 하나를 배웠다는 점에서 큰 공부가 되었다. 

오전과 오후, 단일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심포지엄 워크숍은 석사

과정을 시작하면서 다소 권태감에 빠져있던 나에게 기대 이상의 

흥분과 자극을 던져주었다. 북경대학교 사회학과 회의실을 가득 

메운 교수님들과 선후배 대학원생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사회학

에 대한 순수함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발표가 끝난 후에 이어진 

적극적인 Q&A를 통해서는 참가자들끼리 서로의 발표 내용에 대

해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더욱 두터이 할 수 

있었고 다른 학생들이나 교수님들로부터 건설적인 피드백 또한 받

을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 워크숍에서는 한국과 중국 모두 

급속한 국제화 속에 사회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공통점을 중

심으로 서로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지금껏 양국 대학원

생 간 교류의 장이 적어, 서로 진행하는 연구에 대한 사전 이해가 

다소 부족한 것도 사실이었으나, 이번 심포지엄 워크숍을 통해 대

학원생들 간 허심탄회한 학문적 토론과 뒤이은 만찬에서 이어졌던 

많은 대화를 통해 앞으로 많은 것들을 서로 배울 수 있겠다는 희망

을 품게 되었다. 더불어 그 사이를 잇는 학문적 가교자 역할의 필

요성이 점차 대두하고 있음을 느꼈다. 마지막 순서이자 영어로 진

행된 개인 발표는 꽤 짜릿하고 유쾌한 경험이었는데, 모처럼 재회

하는 자리에서 유학생이 새로운 환경에서 겪는 적응문제와 사회적 

지지를 다룬 개인 발표에 보여준 중국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열정

적인 논평과 격려는 너무나도 고마웠다. 특히 참가자 모두 유학생

이라는 공통분모에서 비롯된 동질감과 열띤 관심은 초보 연구자로

서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어느덧 베이징에 다녀온 지 석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때 받았던 건강한 에너지가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

음이 느껴진다. 제3차 서울대-북경대 공동심포지엄 워크숍을 준

비하고 발표하는 모든 과정에서 개인의 연구를 정리하여 청중에게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행위인지 깨닫고, 이를 통해 미래 연

구자로서 더욱더 확고한 의지를 갖게 되었다.

교수

박경숙 Too many checks on life and population in a developmental society: Family planning and very low fertility transition in South Korea
배은경 History and vision of women's policy in South Korea: for the miserable woman or all women, or for gender equality? 
김홍중 Associtional networks and welfare states in Argentina, Brazil, South Korea, and Taiwan

박사

과정

김대욱 The subjective determinants of sustainable urban village: a case study of Xiaozhou village in Guangqzhou 
김란 The possibilities of Chinese ‘cyber public intellectuals’: ‘Hanan Phenomenon’ in China
이향 中∙韩都市公众文化艺术空间的比较 -以北京「国家大剧院」与首尔「国立剧场」为中心

석사

과정

김수종 Globalization of smartphone technology and global patterns of its use
박주형 Circulations of urban modernity: isomorphic transformations of Asian cities?
문현 Social support and acculturation: a case study of exchange students as human capital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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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연구 활동

학과 소식

신년하례식

수상소식

기타 소식

행사개최 소식

[후기사회학대회 서울대에서 개최]
2013년 12월 20, 21일 양일간 서울대 사회과학대학(16동)에서 ‘한국사회의 변화와 사회학의 대응’을 주제로 한국사회학회(회장 정진성 서

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주최한 후기사회학대회가 열렸다. 계급, 노동 등 전통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먹거리 등 다양한 사회학 분과

를 아울러 총 15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광범위하고도 심층적인 토론을 벌였으며, 특별히 일본, 러시아, 중국, 대만 등 여러 나라의 학자

들이 발표와 토론을 위해 참석하였다. 또한 한국사회학회는 국내 사회학계에서 처음으로 발간되는 사회학 총서(다산출판사)의 1차분으로 

『현대사회학이론-패러다임적 구도와 전환』(김문조 외 지음) 등 여섯 권과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각각 열린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

문과 토론 내용을 정리한 단행본 『화합사회를 위한 복지』와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나남출판사)도 후기사회학대회에 맞추어 선보였다. 

[2013년 2학기 나음장학금 수여식]
2013년 9월 24일 화요일 저녁, 16동 427호에서 2013년 2학기 나음장학금 수여식 및 대학원 후기 신

입생 환영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나음 장학금을 기부한 김병용 동문이 참석하여 장학생 김지호(학

부・07), 변예은(학부・09), 한승우(학부・09), 하지은(석사・13)에게 장학증서를 직접 수여해주

었다. 또한 김병용 동문은 사회학과 학생들이 넓은 시야를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여 후대에 다시 베풀 

줄 아는 사회의 동량으로 자라나기를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학과의 교수들도 참석하여 장학생들과 대

학원 신입생들을 축하, 격려해주었으며 학부생과 대학원생들도 함께 축하의 자리를 나누었다. 

[한신갑 교수 논문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소개]
한신갑 교수가 2009년에 Mobilization: An International 

Quarterly 2009년 6월호에 실은 논문 “The Other Ride of Paul 

Revere: The Brokerage Role in the Making of the American 

Revolution”이 《사이언티픽 아메리칸》(Scientific American) 

2013년 11월호에서, 소규모 데이터를 활용하여 Paul Revere를 미

국 혁명 이전의 조직들을 연결시킨 고유한 인물로 밝혀낸 우수한 

연구로 소개되었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은 1845년부터 매월 발

행된 대중과학잡지로 최신의 과학적 발견을 넓은 범위의 대중들, 

그리고 여타 분야에 종사하는 과학자들에게 알리는 일종의 포럼의 

역할을 하는 잡지로 유명하다.

[정진성 교수 2013년 대한민국 인권상 근정훈장 수상]
정진성 교수가 1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세계인권선언 

65주년 기념식에서 ‘2013년 대한민국 인권상’ 근정훈장을 수상했

다. 정진성 교수는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 인권특별 보고관으

로 활동하는 등 국제 인권 증진과 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2013년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했다.

[장덕진 교수 한국사회학회 논문상 수상]
지난 12월 20일 제 14회 한국사회학회 논문상에 장덕진 교수의 논

문 “17대 국회 법안표결의 정치경제학 : 146개 쟁점 법안에 대한 

NONINATE 분석을 중심으로”가 선정되었다. 이 논문은 우리 연구

소의 연구보조원으로 있었던 김란우(워싱턴대), 박기웅(뉴욕주립

대) 연구원과의 공저로 지난 2012년도 한국사회학 제46집 1호에 

게재되었으며, 한국 정치의 작동과정을 국회 법안표결을 통해 분석

한 우수성을 인정받아 선정되었다.

2014년 1월 3일 오전 11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마로니에

홀)에서 2014년 사회학과 신년하례식을 개최하였다. 매년 새해를 

맞아 개최되는 신년하례식은 사회학과 명예교수와 재직 교수진, 대

학원・학부 재학생 그리고 여러 동문이 모여 존경과 우애를 나누

는 시간으로 이번 신년하례식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

다. 특히 신용하 명예교수는 갑오년의 의미를 상기하고 120년 전

과 같이 위기와 기회가 혼재한 작금의 위태로운 정세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장태평 동문회장은 혼란한 

정국 속에서도 사회학과가 청마의 기운으로 힘차게 나아갈 것을 주

문했다. 더불어 ‘2013년 탄소문화상’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김경

동 명예교수는 학문적 패러

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

대에 학문의 가치중립성 보

다는 규범지향성을 지향하

고 다양한 논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학이 제 역

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와 관련해 현직에 있는 홍두승 교

수가 같은 목소리를 냈다. 뿐만 아니라 자리에 참석한 대학원 신입

생 및 재학생, 학부생들이 각자 자신을 소개하고 사회학과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여 더욱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었다. [평의원회 신임 의장에 정근식 사회학과 교수 선출]
서울대 평의원회 의장에 정근식 교수가 선출됐다. 서울대 평의원회는 2013년 12월 26일 오전 본회의에서 정 교수가 의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평의원회 의장은 12월 12일 박종근 전기공학부 교수가 사퇴하며 14일간 공석이었다.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 한국사회사학회 회장 

등을 거친 정 교수는 지난 2006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로 부임하여 지난 11월부터는 서울대 평의원회 부의장을 맡아왔다. 정근식 신임 의

장은 “평의원회가 정상화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의견 차이를 풀기 위한) 이사회와 대학본부, 평의원회가 협의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학주간행사]   자세한 설명은 3-4면을 참조. 

[제 3차 북경대-서울대 공동 심포지움]   자세한 설명은 5면을 참조. 

김홍중 교수는 2013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한국사회학회 총

무이사를 역임했다. 또한 세 편의 논문을 투고하였는데, 먼저 『한

국사회학』 47(5)에 “사회로 변신한 신과 메시아의 가면을 쓴 행위

자의 전투: 아렌트의 ‘사회적인 것’의 개념을 중심으로”를, 또한 『사

회와이론』 23에 “사회적인 것의 합정성을 찾아서: 사회 이론의 감

정적 전환”을, 마지막으로 Development and Society 42(2)에 

“Risk or Totem? Semantics of Child in Korean Risk Society”

를 발표하였다. 또한 북챕터로 『사회학총서 1. 현대사회학 이론』

(강정한 외 지음, 다산)에 “제 7장 후기 근대적 전환”과 “제 16

장 이론적 체험으로의 초대”를, 『분류와 합류: 새로운 지식과 방

법의 모색』(김상환 외 지음, 이학사)에 “융합인가 기생인가? “무

진기행”의 몇 가지 모티프를 통한 성찰”을 실었다. 또한 10월 26

일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Korean Association for East 

Asian Sociology와 Association of East Asian Social Thought

가 공동주관한 <Dynamics of Convergence and Divergence: 

Changing Societies and Values in East Asia?>라는 행사에

서 “The Shamanistic Ethics and the Spirit of Korean Neo-

liberalism”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박경숙 교수는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사회학회 편집위원

을 맡고 있고, 2014년 1월부터 한국인구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10월에는 『세대갈등의 소용돌이: 가족, 경제, 문화, 정치적 메커

니즘』(다산)을 공저하였고, Development and Society 42(2)에 

“Consecrating or Desecrating Filial Piety? Korean Elder Care 

and the Politics of Family Support”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박명규 교수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을 맡고 있으며, 서울대 

법인이사로 재선임되어 2013년 12월 29일부터 이사회의 업무를 

이어간다. 저서로는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평화인문학 기획총서’ 

14권과 15권인 『남북통합지수: 2008-2013 변동과 함의』(공저)

와 『2013 통일의식조사』(공저)를 출간하였다. 그리고 지난 9월 4

일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HK)’ 사업단 단계평가 발표 결과, 박

명규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평화인문학’ 

사업단이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되었다. 8월 18일-21일까지 하버

드 대학 한국학연구소와 Havard-Yenching Institute를 방문하

여 한국학 및 북한연구 관련 전문연구자들과 협력네트워크 구축

을 논의했으며, 10월 21일-22일 양일간 중국 연변대에서 열린  

<두만강포럼 국제학술회의>에서 “동북아 심상지리와 주변국인식”

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11월 8-9일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아시

아연구소와 공동주최한 <제4차 동북아공동체 구축 심포지움: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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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실 소식

학부소식
아 극동개발과 동북아 지역협력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에

서 “북한 문제와 러시아 극동개발” 세션의 사회와 토론을 맡았다. 

같은 달 22일-24일 중국 북경대에서 개최된 <제3차 북경대-서울

대 공동 심포지움>에서 발제와 토론을 하였으며, 28-29일 베를린 

자유대에서 열린 통일 관련 학술회의에서 발표와 좌담을 하였다. 

또한 12월 6일 서울대・베이징대・도쿄대・하노이대 등 4개 대

학 총장이 참여하여 “교육 발전을 위한 아시아적 합의”라는 주제로 

열린 ‘제13회 베세토하(BESETOHA) 총장포럼’에서 “한국학의 미

래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고, 2014년 1월 29일 호주국립

대학의 Institute for Korean Studies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North Korea Issues”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배은경 교수는 “완벽성의 강박에서 벗어나 ‘충분히 좋은 어머

니’(good-enough mother)로: 위니캇의 유아정서발달이론과 어머

니노릇을 중심으로”(공저)를 『페미니즘 연구』 13(2)에 발표하였다. 

송호근 교수는 지난 11월 『시민의 탄생: 조선의 근대와 공론장의 

지각 변동』(민음사)을 출간하였다.

이재열 교수는 지난 12월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한국사회

학회 편, 나남)에 “5장 경제민주화와 기업구조의 변화”를 실었

고, 『한국의 사회동향 2013』(통계개발원)에 “안전영역의 주요 

변화”를 저술하였다. 또한 Guest Editor로 2013년 12월 발간

한 Development and Society 42(2) ‘Special Issue: Diverse 

Risks in Contemporary Korea and Japan’를 편집(동경대 사

회학과 Sawako Shirahase 교수와 공동편집)하였다. 또한 발표

로는 11월 16일 ‘사단법인 복잡계 네트워크’의 <복잡계 네트워크 

연례학술회의>에서 “경계에서 만개하는 복잡성”이라는 기조강연

을, 12월 13-14일 Royal Academy of Cambodia에서 개최된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uth East Asian Cultural 

Values: Cultural Diversity and Regional Integration>에서 

“Conflict and Social Integr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라는 발표를, 그리고 SBS의 <미래한국리포트 2013>에서 “거버넌

스가 국가운명 갈랐다”라는 제목의 발표를 하였다.

임현진 교수는 2013년 11월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에 취임했

고, 2014년 2월 21일 경실련 공동대표에 재취임하였다. “실사구

시의 연구로 한국사회 발전을 이끈다”라는 글을 『창조경제 이끌 오

피니언 리더 22』(한국미디어)에 실었다. 또한 다양한 학술발표를 

하였는데, 먼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서울대학교 지리교육

과, Social Science Korea (SSK) “국가와 지역” 연구팀 공동 주

최로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2013년 8월 22-23일 열린 국제

워크숍 <Relocating East Asian Developmental State in Their 

Transnational and Local Contexts>에서 “Still the Century 

of Developmental State? A Reflection from South Korean 

Experience in Comparative Perspective”라는 제목의 기조강

연을 하였다. 또한 2013년 9월 4일 “변화하는 세계: 한국,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성

균경영인세미나>에서 하였고, 11월 8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

서 열린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ivil Society and Social 

Movements in East Asia>라는 학술행사에서 “Mapping Civil 

Society in S. Korea”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2013년 12월 

3일 “한국사회의 지역주의: 사회통합을 위한 반성”의 기조발표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호남미래포럼 창립세미나>에서 하였

고, 마지막으로 12월 6일에는 제주도 평화연구원에서 UNITAR 제

주국제연수센터 주최로 열린 <Enhancing Human Security: The 

Role of Social Economy in Korea>에서 “연대와 공생: 한국에서

의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역할”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장경섭 교수는 “Why Are Developmental Citizens Reluctant to 

Procreate? Analytical Insights from Shirley Sun's Population 

Policy and Reproduction in Singapore and Takeda Hiroko's 

The Political Economy of Reproduction in Japan”(송유진, 

Gabriel Sylvian과 공저)라는 제목의 논문을 Inter-Asia Cultural 

Studies 14(3)에 게재했다.

장덕진 교수는 “유로존 경제위기의 사회적 구성”을 『국제지역연구』 

22(3)에 발표하였다. 또한 지난 2012년도 『한국사회학』 46(1)에 

게재한 “17대 국회 법안표결의 정치경제학 : 146개 쟁점 법안에 대

한 NONINATE 분석을 중심으로”(공저)라는 논문으로 지난 12월 

20일 제14회 한국사회학회 논문상에 선정되었다.

정근식 교수는 2013년 12월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의장으로 당선

되었다. 2013년 12월 『학생운동의 시대』(선인)를 이호룡과 공편하

며 “학생운동의 시대 연구방법과 시각”이라는 제목의 서장을 집필

하였다. 또한 “한국사회사학 30년의 성과와 과제”라는 제목의 논

문을 『사회와 역사』 100에 수록하였다. 또한 『경제와 사회』 100에 

“차별 또는 배제의 정치와 소수자의 사회사 재구성”이라는 논문을 

게재하였다.

정진성 교수는 2013년 1년간 한국사회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한신갑 교수는 11월 『막힌 길 돌아서 가기: 남북관계의 네트워크 

분석』(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이라는 저서를 출간하였다. 또한 11

월 15일 대만 중앙연구원(Academia Sinica)에서 열린 <Trends 

in Social Network Research>라는 제목의 워크숍에서 "To 

Harness an Outbreak: Structural Bases of Mobilization for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라는 제목의 발표

를 하였다. 그리고 11월 6일자 Scientific American에 실린 Jaron 

Lanier의 글에서 “How to Think about Privacy: Making Sense 

of One of the Thorniest Issues of the Digital Age”에 “The 

Other Ride of Paul Revere”라는 논문이 언급되었다. 

[학부 운영위원회 출범]

학부 운영위원회가 2014년 1월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학부 운영위원회는 개강

총회, 전공연수회, East Asian Junior Workshop, 사회학주간 등에서 사회학과 

학부생들이 직접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고, 사회학과 내의 다양

한 구성원들을 포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학부 운영위원회는 학과의 

지원을 받아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기획하

고 준비하고 있다. 현재 학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김두희(13)와 운영위원 김상

연(12), 강보성(13), 강우송(13), 박진흠(13), 장미수(13), 임정원(자유전공학

부, 13)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차 구성원들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수상소식

[김은지 “학부생을 위한 Research Grant” 최우수상 수상]

“학부생을 위한 사회과학 Research Grant”는 2013년 2학기 사회과학대학에서 학부생들의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사회과학 연구 활동

을 지원하여,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51명의 학부생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연구결과물

을 사회과학대학에서 평가하여 최우수상 4명, 우수상 5명을 선정하였고, 우리 과의 김은지(학부・09)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시상식은 

2014년 2월 26일(수) 오전 10시에 사회대 소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곽귀병(석사졸업) 학부 조교, 김이선(석사졸업) 대학원 조교, 현지수(University of Washington, 국제학과 석사졸업) 국제화 조교 모두 

2014년 1학기에도 담당 업무를 이어간다. 

[학부 학술동아리 Co-Sociology]

Co-Sociology는 사회학과 소속의 고전/명저 읽기 동아리로, 2005년 창립된 이후 맑스나 베버 등의 사회학 고전 및 최근의 명저들

을 함께 읽는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까지는 미셸 푸코의 『안전, 영토, 인구』,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사회이론의 역사』, 위

르겐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 등을 완독해왔다. 또한 전공진입생과 학과신입생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사회학 입문서를 읽

는 세미나도 계획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학회원들의 다양한 흥미와 난이도를 고려할 수 있도록 팀제 세미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을 시도 중에 있어, 학회원 누구나 읽고 싶은 책이 있다면 다른 학회원들을 모집하여 세미나를 꾸릴 수 있다. Co-Sociology의 관심은  

‘고전/명저 읽기’라는 학술적 활동에만 머무르지 않으며, 학과 구성원들을 이어주는 관계맺음의 공간이 되고자 한다. 지금까지 광역화로 인해 

학과 공동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Co-Sociology는 사회학과의 여러 사람들이 만나 관계를 쌓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었으며, 2014년

에도 이러한 친목 활동은 세미나 뒤풀이, 개강파티, 종강파티, 나들이, 점모, TS 등을 통해 지속될 예정이다. 

•문의: 서세동(회장) 010-400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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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소식

명예교수 소식

사회발전연구소 소식

[김경동 명예교수 ‘2013년 탄소문화상’ 대상 수상] [故 김진균 교수 평전 출간기념회]

사회학과 김경동 명예교수가 대한화학회 탄소문화원이 시상하

는 ‘2013년 탄소문화상’ 대상을 지난 12월 4일(수) 오후 4시, 소

공동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룸에서 수상했다. 대한화학회 탄소

문화원(원장 이덕환, 서강대 화학부 교수)은 대한화학회의 사회

공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13년 초 설립됐으며, 현대 과학기

술의 가치와 성과를 사회에 널리 알리고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문화·예술의 융합에 현저히 기여한 사회 각종 분야의 인사를 선

정하여 ‘탄소문화상’을 시상하고 있다. 김경동 명예교수는 “‘사람 

중심의 사회학’을 주창하여 사회과학의 인간화와 인간적인 사회

학의 확립에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비판적 합리성과 자율적 개

방성을 핵심으로 하는 과학정신의 사회적 확산과 과학정신의 자

발적 실천이라는 업적과 공헌”을 남긴 점을 인정받아 대상에 선

정되었다.

故 김진균 교수 10주기 행사가 2014년 2월 14일 서울 YWCA에서 김진균기념사업회를 

주최로 열렸다. 이와 함께 김진균사업회가 2005년부터 준비해온 『김진균 선생 평전-민

중을 위한 학문과 실천의 삶』(진인진출판사)의 출판기념회도 진행됐다. 제자였던 홍성

태 상지대 교수가 집필을 맡은 이 평전은 김진균 선생의 일생을 개인적 삶과 공적인 삶, 

학자의 삶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하여 연대기적으로 기술한다. 평전에서는 1963년부

터 2003년까지 40년 남짓 동안 故 김진균 교수가 남긴 논문, 저서, 평론, 칼럼 등 여러 형

태의 글들이 충실히 인용되어 있어 그의 정치신념과 학문이론을 세세히 전달하고 있다. 

더불어 김진균사업회는 ‘제 9회 김진균 상’의 시상식을 마련하였으며, 학술 부문 수상

자로는 『폭격』의 저자인 김태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인문한국(HK) 연구교수, 사회

운동 부문 수상자로는 ‘영덕 핵발전소 유치 백지화 투쟁위원회’의 박혜령 집행위원장과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의 이계삼 사무국장이 선정되었다. 노동운동의 역사 자

료를 모으는 단체인 ‘노동자역사 한내’는 특별상을 받았다. 같은 주 15일에는 마석 모란

공원 김진균 선생 묘소에서 성묘와 평전 헌정식이 치러졌다.

수상 소식

인제학원이 매해 주최하는 인제청년상 2013년 제3회 공모에서 사회학과 김학준(석사 12)이 “차가운 열광: 일베의 감정동학”으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주최 “KOSSDA 학위논문상” 제2회 공모전에서 김이선(석사 졸업)의 석사논문 “사회적 지원 연결망

에 따른 한국인 연령 구간의 재구성”이 우수논문으로 선정되었다. 이상직(박사과정)은 한국연구재단 주최로 올해 처음 열린 “2013년 명저

번역지원사업 번역도서 독후감대회”에서 “언제 사람들은 공통의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하는가: 상이한 집단규모, 상이한 집합행동의 논리”로 

우수상을 받았다. 2013학년도 사회과학대학원 우수논문 공모에서는 김인수 박사의 박사학위논문 “일제하 조선의 농정 입법과 통계에 대한 

지식국가론적 해석: 제국 지식체계의 이식과 변용을 중심으로”가 우수논문으로 선정되어, 김인수 박사와 지도교수인 정진성 교수가 함께 시

상식에 참석하여 수상을 기념했다. 

발표 소식

[로버트 해밀튼 서울대-교토대 학술교류워크샵 발표]

박사과정 로버트 해밀튼(박사・13)이 “The 6th Next-Generation Global Workshop: Revisiting 

the Intimate and Public Spheres and the East-West Encounter”라는 제목으로 교토대에서 개최

된 제6회 서울대-교토대 학술교류워크샵에 참석하였다. 해밀튼은 “Reflexive Cosmopolitanism and Sexual Identity: A Study of Queer 

Identity & Sexuality in South Korea via Male Bisexuality”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의 친밀성과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적, 공적 영역의 경

계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을 담당한 Roland Pfefferkorn 교수(University of Strasbourg)는 발표가 “이론과 정체성 정치의 사회적 한계 사

이의 관계에 대해 발견”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박사프로포절 발표회

2010년 2학기부터 시작돼 공개발표 형식으로 진행

되는 박사논문 프로포절 발표회가 이번 학기에도 계

속되었다. 발표자의 명단과 발표 제목은 다음과 같다.

발표자 날짜 제목

박치현 2014년 1월 23일 “탈콧 파슨스와 ‘사회’ 개념의 구성” (지도교수 : 김홍중)

[제11회 SBS 미래한국리포트 참가]

SBS 제11차 미래한국리포트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와 SBS가 지난 1년간 공동으로 수행한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11월 13일(수) 서울 신라호텔에서 “행복한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대화, 한국형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여기서 고질적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적 대화 협의 시스

템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적됐는데, 특히 본 연구의 공동연구원인 이재열 교수는 “거버

넌스의 수준은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다”고 논하며, 주요국들의 ‘거버넌스’ 특성

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스웨덴과 독일 같은 합의형 국가들과 유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책

임연구원인 장덕진 소장은 지난 30년간 OECD 국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분석 결과는 성과를 기준으로 보든 한국의 특성을 기준으로 보

든 합의형의 거버넌스가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며, 고용, 복지, 성장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는 우리의 체질에 맞는 사회 

각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의 틀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방하남 노동부 장관,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원혜영 민주

당 의원,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날 행사와 발표는 당일 오전 8시부터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본 행사의 동영상 및 보고서

는 http://future.sbs.co.kr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연구재단 2013년 기초연구 우수성과 인증]

사회발전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선정하는 ‘2013년도 기초연구 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되어 인증식 및 전시회에 참가하였다. 지난 10월 

16일 국립과천과학관 상상홀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사회발전연구소를 비롯한 50개 연구팀에 인증패를 수여했다. 우수성과로 인정된 ‘사회

발전과 사회모델 비교연구: 한국,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 연구 결과물은 다른 우수연구 성과물들과 함께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

국 주요도시에서 순회 전시회를 통해 일반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 되었다.

[한국연구재단 최우수 연구 수상]

지난 11월 15일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교육부가 주최하는 ‘2013 미래, 창조, 통합을 위한 중점연구소 합동성과발표회’에서 사회발전연구소

의 중점연구소사업 연구가 최우수 연구로 선정 되었다. 이는 지난 2단계(2010.12~2013.11)기간 동안 진행 한 ‘사회발전과 사회모델 비교

연구’에 대한 연구업적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현재는 3단계에 진입하여 새로운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국민대통합위원회 MOU]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사회발전연구소는 국민대통합을 위한 정책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MOU(양해각서)을 맺었다. 본 협약은 국민 모두

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한 국민대통합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정책연구기관들의 연구역량을 결

집하고 상호협력관계를 긴밀히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1회 한중일 신진연구자 도시연구 컨퍼런스 참가]

2013년 12월 6일(금)부터 7일(토)까지 제1회 한중일 신진연구자 도시연구 컨퍼런스가 중

국 상하이대학교에서 열렸다. “Metropolis Development Problems and Social Gover-

nance in East Asia”를 주제로 한 이번 컨퍼런스에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상하이대학교 

사회정치학부, 일본의 소피아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및 학생 50여명이 참석했다. 사회발전연

구소에서는 장덕진 소장이 “Dualization and Aging Democracy in South Korea”를 주제

로 기조강연을 했다. 또한 앙종민(박사수료)이 “Welfare State’s Policy Response to New 

Social Risk: Sequence Analysis for Welfare Policy”, 서형준(석사졸업)이 “Correlation 

between Social Capital and Political Participation”을 주제로 각각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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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 자연과학계에서 만든 탄소문화상을 사회학자가 수상한 것이 다소 낯설

다. 개인적으로 대상 수상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경동 : 이 상은 석유협회의 재정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대한화학회가 지

난해 처음 만든 상이다. 크게 대상, 학술상 및 기술상으로 구분되는데, 학술상

과 기술상은 자연과학, 특히 화학분야에서 탄소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전문가에게 주는 상이고, 대상은 비전문가, 즉 인문사회예술 분야의 사람에게 

주는 상이다. 특히 후자는 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지 않음에도 과학기술의 정

신과 그것의 중요성, 인간사회적 의미를 연구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 활동(정

책연구, 입안 및 추진 등)을 추진해온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즉 상의 취

지 자체가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여 학문 간의 간극

을 해소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과학기술 분야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

지가 있을 텐데, 나는 그 중에서 사회학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나름대로 꾸준

히 해왔다고 생각한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김진현 선배가 과학기술처 장관

을 하던 시절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선정을 둘러싸

고 기초 작업을 하던 시점에, 직접 실무책임을 맡았던 나는 전국의 20여명의 

대학교수들을 모아 컨소시움을 열고 연구를 진행했었다. 또 대통령이 참석하

는 제 1회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비과학자로서 기조강연을 한 바도 있다. 우

리나라가 앞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

러 가지 사회변동의 전망을 배경으로 하여 미래 구상에 대해 강연을 한 것이

다. 더불어서, 김 전 장관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과학기술 관련 장

관들과 ‘과학기술국민이해증진협의회’를 설립하여 협의회의 위원으로서 다년

간 참여하기도 했었다.  

뿐만 아니라 80-90년대 초반 정보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이전의 시점에 

선구자적인 관점으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참여한 바 있다. 당시 들었

던 생각은 앞으로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발전이 사회 전반의 변동을 야기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정보사회 혹은 정

보화에 관한 인문사회적인 연구는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추진하

고 있었는데, 나는 그와 같은 문제의식과 학문적 관심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

려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소를 기반으로 최초의 연

구 작업을 시작했고 그 이후 줄곧 작업을 이어나갔던 것이다. 

여하간 이러저러한 활동을 오랫동안 지속하다보니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사회

과학과의 연관성을 조금씩 자각하게 된 것 같다. 사회과학자가 과학기술 분

야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무언가 해보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했던 경우가 우

리 세대에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희소성이 더욱 주목받게 된 것 같다. 

편집자 : 그런데 지금이야 과학과 인문학 간 교섭의 시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

지고 있지만, 그 당시, 특히 80년대면 정보사회에 대한 인식이 지금의 수준과 많

이 달랐을 텐데, 과학기술이 어떻게 인문학적-사회과학적으로 사유될 수 있다고 

보았는가? 그것의 중요성을 자각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김경동 : 분과학문으로 따지면 나는 사회학자이지만, 동시에 한국미래학회의 

창립 멤버로서 미래학을 고민해온 사람이기도 하다. 1968년에 설립된 한국미

래학회는 저널리스트 출신의 미국 사회학자 다니엘 벨의 학문적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가 사회주의를 버리고 보수사회학으로 관점의 전환을 시도했을 때 

중요시했던 것은 탈산업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

이었다. 과학기술발달사에 조예가 깊었던 그는 ‘제 3의 기술혁명’이라는 용어로 

농업혁명-산업혁명-정보혁명으로의 이행을 사회학적으로 연구하고자 했다. 

역사적으로 서양보다 중국과 같은 동양이 과학 기술력 측면에서 훨씬 뛰어났

음에도 서양이 먼저 근대화를 선취했던 이유는 이론적 지식의 문제 때문이었

다. 지혜로운 조상들이 연구를 해서 무언가 발명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 부재했기 때문에 자연과학의 힘이 보편화되지 못하고 근대화

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반면 서양은 이러한 지식을 만들어냈다. 갈릴레오, 

뉴턴 등 초기 근대 과학자들로부터 데카르트, 베이컨, 칸트 등 철학자에 이르

기까지 과학기술과 지식의 결합을 도모함으로써 근대 문명의 발전과 사회문

화적인 토대를 일구어냈다. 이것이 서양 산업혁명의 특징이었다. 

이처럼 이론적 지식과 사회문화적 기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대화 이후 탈

산업사회의 기술변동을 조망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미래학이다. 미래학 연구

자들은 과학기술 현상을 전체 사회와의 연장선상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이론적으로 정교화하려는 사람들이다. 비록 학문적으로 명확한 경계와 기반

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함으로써 사회 변동을 

둘러싼 분과학문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을 만들어내었다. 나는 바로 이러

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아서 한국미래학회의 창립에 참여했었

던 것이다. 그 이후 미래학에 대한 다양한 책과 논문을 썼고 최근까지도 정보

사회와 한국사회의 미래에 관한 강연을 해왔다. 되돌아보자면, 미래학을 연구

하다보니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더욱더 강하게 자각하고 되었던 것 같은데, 그

러한 자각의 계기들이 나로 하여금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융합을 추구

하도록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편집자 : 말씀을 듣고 보니 이번의 수상은 그간의 활동과 노력이 녹아있는 결과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과학기술사회학에서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이론적 문제의식이나 생각을 던져줄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지. 

김경동 : 나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과학과 수학을 제일 싫어했었음에도 미국

에서 통계공부를 했고 한국으로 돌아와 사회통계를 가르쳤다. 특히 우리가 왜 

통계공식을 알아야 하는지, 사회를 연구하는 데 있어 통계분석의 논리가 왜 

필요한지를 염두에 두면서, 그것의 맥락과 의미를 가르치려고 했다. 수학공식

을 무작정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왜 공식이 그러한 방식으로 도출되고 적용되는

지를 이해해야 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이와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사회학이라

는 것은 복잡하고 난해한 과학기술에 대해 스스로 벽을 쌓으려 하지 않고 철저

히 과학이라는 ‘수단’으로 전체 사회를 바라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학은 하

나의 수단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더군

다나 그 영향이 무조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기에 과학기술로 인한 사회변동

을 거시적인 맥락 속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과학의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한다

면 어떠한 동학 속에서 나타나는지, 이를 어떻게 예방하고 개선할 것인지 등

을 탐색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이와 같은 과학기술의 양면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연구를 해왔다. 과학

기술이 발달・변화해 갈 때 인간적-사회적-문화적 요인이 어떻게 작용하는

지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 자연과학자가 아니라 사회학자만이 할 수 

있다. 과학기술과 사회변동 간의 상호관계에 관해서라면 사회학자도 또 한 명

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과학이 인간-사회-자연 모두에게 긍정적

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외부

적 요인이 작용했고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낳은 요인은 무엇인지 등을 설명

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과학자라면 이러한 질문에 절대 모른 척 할 수 없다. 

편집자 : 한국사회학계의 형성과 연구 대상의 발견의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사회학 내에서 다양한 분야들의 초석을 마련하셨다고 들었는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사회학은 무엇이었고 무엇을 지향해야 한다고 보는가. 

김경동 : 내가 쓸 데 없이 이것저것 많이 한 것 같다. (웃음) 사실 나는 원래 사

회학을 할 생각이 없었다.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영문과나 불

문과를 가고 싶었다. 그러던 와중, 당시 문리대 정치학과 교수 한 분이 전쟁 중

에 대구로 피난을 오셔서 내가 있던 고등학교의 영어 교사로 계셨는데, 그 때 

그 분이 하신 말씀이 제대로 된 문학을 하려면 영문과나 불문과가 아닌 사회학

과를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회학과 같이 세상을 거시적으로 조망하고 그 속

의 인간을 이해해야 진정으로 의미 있는 글쓰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래서 사회학을 선택했다. 하지만 대학에 와서 마주한 사회학은 미국식 학문이

었고 외부의 시선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바라본다는 것에 다소간 실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학을 통해 사회란 무엇인지, 그리고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학원 과정까지 계속 해보았다. 

석사과정 수료 이후 미국에서 경험주의 사회학의 선두였던 미시건 대학에서 

공부할 기회가 생겼는데, 1년 동안 통계, 조사방법, 사회심리학 수업만 들었

다. 도대체 사회학이라는 것이 뭔지를 나 스스로 이해해보고 싶었기 때문이

다. 그런데 1년 동안 해보고 내린 결론은 ‘이건 사회학이 아니다’라는 것이었

다. 내가 들었던 박사과정의 사회심리학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모두 논문들을 

써야 하는 박사과정이었기 때문인지 굉장히 지엽적인 통계 이야기들만이 이

어졌다. 한참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다소간 상기된 상태에서 “솔직히 나

는 전쟁을 겪어 폐허가 되어 미국에서 지원해준 농산물로 겨우 연명하는 나라

에서 와서 사회학이라고 하면 적어도 어려운 사회를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숫자놀음만 하고 있다. 이게 무슨 사회학이냐!”라고 말

했다. 되돌아보건대, 나에게는 우리의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지식인으로서 무

언가 이상적인 시도가 필요하다는 욕망이 있었던 것이다. 그 당시 안정된 경

제성장으로 승승장구하던 미국에서는 대학원생들이 학위 따고 커리어를 쌓아

서 교수되는 것 밖에 관심이 없었겠지만, 내가 경험했던 사회는 그렇지 못했

고 그렇기에 기술적인 연구방법을 공부하면서도 사회적 현실을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 와중에 ‘사회윤리’와 ‘발전사회학’에 관심을 일깨워주신 몇몇 선생님들이 

계셨고 그분들을 만나면서 한국 사회의 발전과 그 속에서의 윤리를 고민하게 

되었다. 이후 최근까지 다양한 작업들을 했는데, 이를 종합해보자면 ‘인간주의 

사회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인간주의 사회학이란 인간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사회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곧 서

구 근대화에 대한 대안적 이론을 지향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데, 왜냐하면 사회

발전은 결국 인간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결부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

람들은 빨리 발전해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더 좋은 사

회를 욕망할 때에는 어떤 가치를 중요시할 것인가를 필연적으로 따져봐야 한

다. ‘좋은 사회는 이런 사회다’라는 커다란 구상이 만들어지고 합의가 되어야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수반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미래와 발전에 관

심을 갖다보니 자연스럽게 인간주의 사회학을 지향하게 되었다. 

편집자 : 마지막으로 젊은 후학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인가.  

김경동 : 객관적인 시각에서 두 가지를 얘기해주고 싶다. 먼저 우리 학계가 일

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선배 학자들이 한 연구에 너무 소홀하다는 점

인데, 이러한 고질적인 경향을 극복했으면 좋겠다. 한국의 지적 토대가 많은 

선배 연구자들에 의해 형성・발전하여 나름대로 탄탄한 수준으로 정립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학계의 역사에서 그들의 선행 연구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

지 객관적으로 분석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선배들의 연구

가 많이 있는데, 후배들이 외국의 이론과 분석틀만 지향하거나 동료들의 연구

만 인용하지 않고, 지나간 분들이 한 작업에 다시금 귀를 기울여주었으면 좋겠

다. 이러한 계승의 노력이 있어야 학계의 역사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까지 서구의 잣대를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사회를 이해하려는 시도

를 많이들 해왔지만, 이제는 우리의 탄탄한 문화적・지적 자원들을 기반으로 

대안적 이론을 구성해야 할 시점이다. 기술적이고 방법론적인 틀로만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서구의 틀이 우리 사회에 적용될 때 어긋나는 지점들

에 주목해야 할 때이다. 그래야만 대안적 이론을 통한 ‘문화적 독립’이 가능해

진다고 본다. 학문을 문화적으로 독립-발전시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후학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이번 호에서는 정년퇴임 이후에도 학문적 작업을 정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경동 
명예교수(55학번)와의 인터뷰를 소개하고자 한다. 앞서 <명예교수 소식>에서 전한 
바와 같이, 김경동 교수는 지금까지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 간의 융합에 기여해온 것을 
높이 평가받아 최근 대한화학회 탄소문화원이 시상하는 ‘2013년 탄소문화상’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사회학적 기반이 탄탄하지 못했던 6-70년대부터 현재까지  
‘사회학의 한국화’를 추구하여 한국 사회학의 창시자(founding father)로 평가받는 
그는, 그간 수많은 저작을 통해 거시사회학과 미시사회학, 주류사회학과 비판사회학, 
강단사회학과 재야사회학을 넘나드는 통찰력으로 한국사회에 대한 ‘진단과학’으로서의 
사회학의 위상을 확립했다. 소식지 편집자 이준태(석사·12)
와 하지은(석사·13)은 지난 1월 3일 호암교수회관에서 김경동 
교수의 수상소식을 기념하고 그의 학문적 여정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김경동 명예교수

동문과의 인터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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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학번 사회학과 오은입니다. 재작년 12월부터는 다음소프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인데, 대기업이나 정부와도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와중에도 틈틈이 글을 쓰고 있고, 『문예중앙』

이라는 잡지의 자문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회의하고 꼭지 정하는 일을 하며, 매 호에 인터뷰도 

연재하고 있습니다. 또 국립현대무용단에서도 작년 6~7월부터 자문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무용에 조예가 있는 건 

아닌데, 다른 영역에 속한 사람의 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갔습니다. 

2009년 3월에 시집을 냈는데, 3주 만에 굉장히 큰 사고를 겪었어요. 학교 앞에서 길을 건너다 차에 두 번이나 치였어

요. 2009년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래에 대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너 지금 너무 들떴으니 잠시 쉬었다 가’

라는 듯이 사고가 났지요. 그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고, 복무 끝 무렵에는 ‘문지문화원 사이’라는 곳에서 미

디어미학을 강의했어요. 그러다 딱 한 번 시 강의를 했는데, 그때 수업을 들었던 학생 중 한 명이 다음소프트에 다니

는 학생이었어요. 언젠가 저의 비범함 때문인지 제가 ‘문단의 노홍철’ 같다는 이야기가 그 분을 통해 회사에 전해졌고, 

회사에서는 저보고 공익 근무가 끝나자마자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익 근무 끝나자마자 면접을 봤

는데, 회사 입장에서 제가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12월 17일에 입사했는데 이틀 뒤(19일)가 대선이어서 출근

하기 싫었던 기억이 나네요(웃음).

저는 놀기를 정말 좋아하는 학생이었어요. 우등생이나 모범생은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불량 학생도 아니었어요. 대

학 와서는 다른 학생들처럼 저녁 늦게까지 캠퍼스에서 활동하다가 집에 갔죠. 기숙사에 사는 지방 친구들과 술도 많

이 마셨고요. 처음에는 새터(새내기배움터)를 안 가서, 처음 2개월 정도는 혼자 다니거나 고등학교 친구들과 어울리

다가 어느새 반 안에서 ‘우리 과에 시인이 있대’ 이런 얘기가 돌아서 친해지게 되었고, 3개월 뒤에는 노는 데 있어서 실

세가 되었어요. 2학년 올라가서는 새짱도 맡았어요. 학교생활은 전체적으로 재미있었어요. 대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와 달리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 학생들끼리 네트워크가 형성되잖아요. 모두가 알반 공동체 속에서 한 뜻을 내고 여러 

일을 기획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주위에서 많이들 2학년 때부터 고시를 준비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

로 고시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당시 그는 철학학회 <동행>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3학년 이전까지는 시인으로서의 자의식이 없어서 시를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3학년 이후 발표했던 5편의 작품이 잘 

되어서 꾸준히 청탁이 이어졌어요. 당시 문화관광부에서 시 우수작을 뽑아서 상금 100만 원을 주는 사업이 있었는

데, 운 좋게 첫 번에 잘 되었지요.

지대한 영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매 분 매 초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사회학은 

‘이거 왜 이러지?’하는 문제를 근본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학문이잖아요. 그러다보니 시를 쓸 때도 제가 이걸 왜 쓰게 되

었는지 복기하게 되기도 하죠. 또 사회학은 ‘생각하게 하는 학문’인 것 같아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거죠. 사회학에

서 ‘답’을 배운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어떻고 단순히 이에 대한 솔루션은 이렇다’는 게 아니라, 상황이 도대체 왜 그

런지를 배우는 거죠. 그것이 시를 쓰는 일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사회학을 배웠다고 해서 반드시 시 속에 반전이나 여

성주의 등의 메시지를 담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들이 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을 수는 있겠지만 말이죠.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일반 회사에는 어떠한 연유로 
들어가게 되셨나요?

대학 시절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시를 쓰시는 일에 사회학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나요?

가장 좋아했던 사회학 분야와 
가장 좋아했던 과목은 
무엇이었나요?

문학과 사회학은 어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문학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시는 어떤 방식으로 쓰시나요? 
또 시를 쓰는데 보통 시간이 
얼마 정도나 걸리나요?

시를 쓸 때 선호하는 주제는 
무엇인가요?

시를 쓰시는 이유가 있나요?

본인의 시가 깊이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던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분야는 문화사회학이에요. 저는 문화라는 것이 커다란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상생

활 속에서 먹는 것부터 말하는 것 까지 모두 문화에 포함돼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과목은 사회학사에요. 어떤 학

문을 공부하기 전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배우는 것 자체가 흥미로웠어요. 

문학과 사회학의 공통점은 인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둘 모두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

요하지요. 문학이 사람 안으로 파고들어가는 학문이라면 사회학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어떤 것을 하는지를 공

부하는 학문인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문학이 자기계발서에 비해서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미미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문학

은 개인들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회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도와줘요. 고전이 대단한 이유 역시 

내용이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들에 바탕을 두고 있고 때문이에요. 

시를 쓰는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믿지 않는 이야기가 영감을 얻어서 미친 듯이 시를 쓴다는 

이야기에요,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어야 시가 써 져요. 시를 쓰기 위해 한글을 딱 켜면 백지가 나오잖아요? 마치 

제 머릿속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글을 2~30년씩 썼던 사람들도 다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직장 때문에 너무 바빠서 일요일은 하루 종일 비어놓고 글 쓰는 날로 정해놨어요. 이처럼 저는 정해진 시

간에 글을 쓰는 편인데 마감이 다가오면 매일매일 써요. 시를 쓰는 데 걸리는 시간은 작품마다 달라요. ‘말놀이 애

드리브’라는 시는 만들어지는 과정의 시인데 첫 번째 버전에서 다섯 번째 버전까지 가는 데 11개월이나 걸렸어요. 

그런 건 만들어 나가는 작품인 거고, 보통 하루에 작품을 다 쓰는데, 초고가 빨리 나와야 수월하게 글이 써져요. 초

고가 빨리 안 나와서 낑낑대다 보면 알게 모르게 작품이 작위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시의 메시지도 허약해지고 

시에서 나 자신도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초고가 빨리 나오게 해야 된다는 신념이 있어요. 

거창하게 인류애 같은 걸 말해야 할 것 같지만 저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문제의식이에

요. 이 시를 써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두 번째는 개성이에요. 시를 읽었을 때 ‘이건 누구 시이다’라고 딱 느

낌이 와야 해요. 자기만의 스타일을 살려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단어 하나를 써도 드러나는 문제의식과 스타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제는 사실상 자기가 쓰고 싶은 거니까 매번 달라질 수 있죠. 저는 언어 자체, 언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매우 열심히 고민해요. 예를 들어 찬 물에 들어갔는데도 “앗 뜨거”라고 외칠 때가 있

죠. 이 경우는 뜨겁다는 말이 ‘당황스럽다’ 혹은 ‘놀랍다’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의하면 시인은 시집 판매가의 10%를 받을 수 있어서, 시집 한 권을 팔면 저한테 800원이 떨

어져요. 시만 써서는 먹고살 수가 없지요. 대신 제가 시를 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에요. 첫 번째 이유는 그냥 자발

적으로 쓰게 되기 때문이에요. “시를 안 쓰면 죽을 거 같다.” 이런 건 아닌데 어느 순간 쓰고 있어요. 시도 규칙도 없

고 명령하는 사람도 없는 일종의 놀이라고 생각해요. 또 저는 시를 통해 저만이 할 수 있는 말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만의 스타일이 드러나는 거죠. 저도 제가 시를 왜 쓰는지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스스로 더 생각하게 만드는 질

문인 거 같네요. 

아마 제 시를 읽어 보면 그런 말은 못할 거예요. 제가 머리를 노랗게 하고 다니고 언어유희를 전면적으로 내세워서 

그런지 이런 것들이 톡톡 튀는 걸 싫어하는 문학계의 분위기와 상반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말놀이나 말장난을 

깊이 없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죠. 근데 저는 슬픈 내용으로도 웃기게 시를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A는 A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100명 있고, B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50명 있으면 저는 E라고 말하려고 노력해요. 요즘은 제 

시에 깊이가 없다는 비판을 거의 받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이 노세요. 틈을 만들어서 노세요. 시간을 내서 노세요. 나중엔 시간을 내려고 해도 못 내요. 사람들은 보통 놀이

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노는 것도 창의성을 요해요. 놀이는 규칙과 승부가 있는 게임과 달라요. 놀이할 

때는 마음의 부담이 없으니 나 자신을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죠. 이처럼 조금 느슨한 시간을 가지

면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기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스펙을 쌓으면 어디에 써먹겠어요. 나를 알아

가는 훈련을 제도권을 통해서만 했다면 마흔 살 쯤에 정체성에 혼란이 올 거예요. 내 좌우명이 뭔지, 내가 궁극적

으로 하고 싶은 게 뭔지, 그런 것들을 지금 찾아봐야 돼요. 조금 자기 자신을 느슨하게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빛이 보이니까 거기서 시작하면 돼요.  

이번 호에서는 02학번 졸업생, 시인 오은을 만났다. 그는 입학했던 해인 2002년에

 월간 『현대시』로 등단하여, 『호텔 타셀의 돼지들』(2009), 『우리는 분위기를 사랑해』

(2013) 등의 시집을 발표했고, 『너랑 나랑 노랑』(2012) 등의 산문집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민음사가 펴내는 ‘민음의 시’가 2000년대 배출한 
대표시인으로 뽑히기도 했다. 2014년 2월 19일, 학부생 김상연(12), 
김두희(13), 장미수(13)가 오은 선배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우송(13), 박진흠(13) 학생이 글을 정리했다.  

시인 오은

동문과의 인터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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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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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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전했다.

발전기금 출연 및 약정현황 (2012년 ~ 2014년 2월)

발행인 정일균  편집인 이준태·하지은  발행일 2014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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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대학원 연구 활동비]

[장학금] 
- TF 장학금: 추지현(박사·12), 김동현(석사·12)

- 학과소식지: 이준태(석사·12), 하지은(석사·13)

- Proof Reader 장학금: 윤다인(석사·11), 최정배(석사·12)

- 오갑환장학금: 태용훈(학부·11)

- 나음장학금: 김지호(학부·07), 변예은(학부·09), 한승우(학부·09), 하지은(석사·13)

[학술 및 학과활동지원비]
- 사회학주간 행사 “Gwanak Sociology Festival”

- 제 3차 북경대-서울대 공동 심포지움

- 학부 운영위원회 지원금: 1월, 2월

발전기금 사용내역 (2013년 9월~2014년 2월)

거액기부자

약정/출연자명 총약정/출연액 약정/출연기간 약정년수 비   고
김병용  100,000,000 2013 - 2022 10년 나음장학금으로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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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출연금액계 470,250,000
김경동 5,000,000 2013.12.16
김귀옥 1,000,000 201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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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서 1,000,000 2014.1.2
박경숙 3,000,000 2012. 7 - 2014. 5
박경숙 1,000,000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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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00 2012. 8 - 2017. 5
송호근 3,000,000 2012.8.14
신용하 1,000,000 2013.12.27
안창호 300,000 2012.11
양규모 40,000,000 201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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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근식 5,000,000 2014. 4 - 20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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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용식 2,000,000 201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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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740,000
총  계 923,160,000

[원금집행형 기금] 500동문 월1만원 구좌 만들기 운동 참가자
약정자명 총약정액 약정기간 약정개월수 월약정액

강인철 2013.7 - 무기한 무기한 10,000
김성묵 840,000 2013.6 - 2020.5 84회분납 10,000
남은영 1,210,000 2013.6 - 2023.6 121회분납 10,000
류미향 720,000 2013.7 - 2016.6 36회분납 20,000
박기용 2013.10 - 무기한 무기한 10,000
신경민 1,800,000 2013.6 - 2016.5 36회 분납 50,000
신용하 2,000,000 2014.1 – 2030.8 100회분납 10,000
유인태 1,800,000 2013.6 - 2016.5 36회분납 50,000
윤신묵 600,000 2013.10 - 2016.3 30회분납 20,000
이채규 240,000 2013.5 - 2015.4 24회분납 10,000
이해찬 1,750,000 2013.7 - 2016.5 35회분납 50,000
이형범 3,000,000 2013-10-2018-9 60회분납 50,000
조욱희 1,210,000 2013.10 - 2023.10 121회분납 10,000
조은경 1,000,000 2013.11 - 2022.3 100회분납 10,000
소  계 16,17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