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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사회과학대학 

전공배정으로 사회과학계열 

학부생 중 총 26명이 사회학과에 

진입하였다. 진입생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으며 학과 오리엔테이션을 

겸한 전공연수회 행사는 4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  전공진입  |

권병학, 김상연, 김서경, 김준수, 

김철선, 김태운, 김해원, 노상균, 

박대영, 박상현, 박종현, 신은지, 

심재인, 윤소영, 윤효중, 이규범, 

장동호, 장석규, 조선경, 조예은, 

진종일, 최근, 최윤석, 최중식, 

하승윤, 황준영 등 총 26명

또한, 이번 2013학년부터는 학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전공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공예약제에 따라 

총 20명의 신입생들이 사회학과를 

선택했으며 전공예약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전공예약  |

강보성, 강우송, 고휘성, 김가영, 

김가윤, 김두희, 김민기, 김민아, 

김선익, 김환, 라서연, 박선영, 

박진흠, 신송아, 이동민, 임재연, 

장미수, 전승연, 정재언, 최민아 등 

총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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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사회학과 전공진입 및 전공예약

2012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 선발

2012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이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다.



유한희 : “일본남녀고용기회균등법의 효과와 그 요인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 이재열)

송인주 : “세계화 시대 한국의 농업 산업화에 관한 연구: 축산부문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 장경섭)

김도균 : “한국의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의 형성과 변형에 관한 연구-개발국가의 저축동원고 조세정치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 임현진)

김은혜 : “성장연합과 경관을 통해 본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 1980-2000년대” (지도교수 : 정진성)

김한상 : “Uneven Screens, Contested Identities: USIS, Cultural Films, 

and the National Imaginary in South Korea, 1945-1972” (지도교수 : 정근식)

김학재 : “한국전쟁과 자유주의적 평화기획” (지도교수 : 정근식)

곽귀병: “왕의 문화적 재현의 형성-단종과 세조를 다룬 역사소설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 정근식)

장진범: “한국 ‘(반)지하’ 주거의 사회적 표상과 거주자의 정체성 연구” (지도교수 : 정근식)

강미선: “국제결혼여성들의 가족생활과 경제활동에 관한 비교연구: 중국 조선족과 한족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 장경섭)

진설분: “한국과 대만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 학위 논문에 대한 비교분석” (지도교수 : 박경숙)

안종석: “뒤르켐의 ‘직업집단론’이 지닌 코포라티즘적 함의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 임현진)

조선웅: “육군 여군의 계층의식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 홍두승)

201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2월 26일(화) 오전 10시 30분 사회대 신양학술관 407호에서 열렸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19명, 석사 6명, 박사 6명 등 총 31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학사 졸업생 중 

성적 우수자에게 주어지는 상백우등상은 이준용(학부·09), 우수논문제출자에게 주어지는 

상백논문상은 이화주(학부·07)가 수여받았다. 동문회장상은 사회봉사 및 대외활동에 

두각을 나타낸 점이 인정되어 염우선(학부·04)에게 수여되었다. 

201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박사 3명 등 15명의 졸업생 배출

2012학년도 전기 대학원 졸업생 명단과 논문제목은 다음과 같다.

박사학위 논문

석사학위 논문

2012 East-

Asian Junior 
Workshop

워크샵 후기  |  장현진(학부·10)

지난 2012년 9월 4일(화)~7일(금) 5일 동안 대만 타이페이 국립대에서 <2012 East-Asian Junior Workshop>이 열렸다. 

이 행사는 서울대 사회학과와 대만국립대 사회학과, 일본 교토대 사회학과가 공동주관한 행사로 우리 학과에서는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박경숙 교수의 지도 아래 이철희(08), 박수연(09), 송규민(10), 장현진(10), 

김소현(복수전공 10) 등 총 5명의 학부생들이 참가해 그들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워크숍은 학부생들이 동아시아를 연구하는 

사회학자로서 학문적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었던 좋은 기회로 평가된다. 참가자들의 발표 제목은 다음과 같으며 참가자 중 

장현진(학부·10)이 참가기를 보내왔다.

학부행사

East Asian Junior Workshop은 서울대, 국립 대만대, 교토대 사회학과 

학부생의 교류 워크샵으로 (한국, 대만, 일본) 3국의 학생들이 모여 스스로 

진행했던 연구들을 발표하고 나누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워크샵 기간 동안 

25명의 학생들이 젠더, 경제사회학, 여행과 소비, 이주와 커뮤니티, 문화와 

인구 변동, 사회운동, 과학기술과 사회, 정치사회학이라는 총 8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발표를 했다.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진행했던 연구를 모아 발표하는 자리였기에 매우 

다양한 주제들이 있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부터 유축기 사용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 초국적 사회운동단체에 관한 연구까지 여덟 

개의 세션으로 묶기에도 벅찬 다양성이었다. 그럼에도 각국의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는 분야들이 어떤 경향성을 드러낸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교토대학교 학생들의 발표는 전자책으로 인한 독서 환경의 변화, 전통 시장 

이용에 관한 연구 등 ‘revitalization(활성화)’에 관한 연구가 많고 주로 주변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제에 관심을 갖는다. 반면, 한국 학생들과 대만 

학생들은 정치사회학과 젠더 분야의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물론, 

각자의 사회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었지만 기반의 문제의식이 유사해 

신기했다. 대학생의 탈정치화를 다룬 한국 학생의 발표와 대학생의 정당 

참여 양상의 변화를 다룬 대만 학생의 발표라든지, 가족 제도와 여성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여성의 제사 참여를 다룬 대만 학생과 비혼을 다룬 한국 

학생의 연구가 그 예이다. 한국으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인한 조선족 

농촌 지역의 변화를 다룬 교토대 학생의 논문과 가리봉동의 조선족과 그들의 

정체성을 다룬 서울대 학생의 논문에서는 이주와 다문화는 세 나라 모두가 

직면한 핵심적 사회 현상임을 알 수 있었다. 

오랜 발표 시간과 더 나은 발표를 위해 밤을 새워가며 ppt를 수정하는 등 

분주한 일정의 연속이었지만 워크샵을 통해 학부생으로서는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다. 다른 사회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쉽고 간결하게 내 문제의식을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한국인의 문제의식에 기반해 쓴 논문을 동아시아적 시각으로 새롭게 검토할 

수 있었다. 논문을 영어로 바꾸고,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내용을 

요약해 영어로 발표해 본 것도 귀중한 경험이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주제들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고 분석하며 토론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 학생들에게 많은 지적 자극을 받았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일정과 비용의 한계로 한국 학생들이 워크샵 프로그램 

전 일정 중 필드워크에 함께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연구 발표에 참여하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필드워크를 통해 대만 사회를 보다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사실 워크샵 참가 전까지 나는 대만에 대한 상식 수준의 배경지식만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워크샵을 계기로 대만사회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내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했다. 또 비슷한 근대화의 경험을 지닌 두 국가의 비교연구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다. 그리고 다양한 연구들을 보며 ‘무엇이 사회학이 다룰 

수 있는 연구주제인가?’, ‘아시아 연구자로서의 시각은 무엇일까’라는 다소 

무거운 질문 을 자신에게 던질 수 있었다. 워크샵 이외에도 짧은 일정을 쪼개 

방문했던 2·28 평화공원, 중정기념관, 페미니즘 서점, 성소수자 상점 역시 

많은 생각거리를 제공해주었다. 워크샵이 끝나고 뒤풀이자리에서 아시아 

친구들과 서로의 나라와 사회 문제에 대한 생각을 주고받으며 새벽 2시까지 

이야기꽃을 피웠던 것 역시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교류 기회를 제공해준 사회학과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교류 워크샵에 참여하길 기대해본다.

이철희(08) Analysis on the Data Structure of Korean Genealogies as a Demographical Source

박수연(09)  The Korean-Chinese in the Ethnic Place Identity of Garibong Market Street: Focused on the Transformation and 

Succession between 2007 and 2012

송규민(10) De-politicization and New Political Participa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South Korea

장현진(10) The Operation of Global Civil Society through Conscience and the Politics of Memory in East Asia

김소현(복수전공 10) Self-identification Process of ‘Bi-non’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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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발전연구소-

SBS 제10차 

미래한국리포트 

‘착한성장을 위한 리더십’

세미나 후기  |  박해남(박사수료)

5회를 맞은 서울대-동경대 사회학과 사이의 정기학술교류는 2012년 11

월 22일부터 25일까지 <Diverse Risks in Korea and Japan>를 주제로 하여 

동경대에서 개최되었다. 개인적으로는 2년 전 동경을 방문했을 때, 2010

년도에 서울에서 있었던 학술교류를 통해 알게 된 동경대 사회학과의 

대학원생과 만난 적이 있다. 그 친구로부터 이 학술교류에 대해 동경대 

사회학과 구성원들이 가진 생각에 대해 들을 수 있었는데, 아마 서울대 측도 

마찬가지로 이 행사의 내실을 어떻게 다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일찍부터 행사 준비가 시작됐다. 교류행사에서의 발표문을 

사회발전연구소가 간행하는 <Development and Society>에 게재하는 것이 

미리 공지되었고, 이에 따라 발표 원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준비도 

일찍부터 이뤄졌다. 9월 중순에 이미 행사의 취지 설명과 발표문이 

소개되었고, 10월 중순에는 어느 정도 완성된 글에 대해 선생님들의 

코멘트를 받고 논문 수정에 들어갔다. 11월 초에는 논문을 완성해 세미나 

참가자들에게 회람하였으며, 대학원생 참가자들은 따로 모여 프리젠테이션 

연습을 진행했다. 다른 의미에서의 ‘마음 준비’도 필요했다. 독도를 둘러싼 

한·일 정부간 갈등에 런던 올림픽에서의 해프닝이 더하고, 동경에서 

우익들의 시위와 한인타운 상점테러가 있었다는 소식에 내심 긴장하기도 

했다.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어떤 학술교류행사보다 많은 준비를 하고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다. 

행사는 22일 저녁 동경대 맞은편 호텔의 한 홀에서 시작되었다. 언론이 

말하는 양국의 긴장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양국의 활발한 대중문화 교류가 

가진 힘은 여전했고, 거듭된 교류 속에서 쌓은 상대 양국 사회와 사회학 

연구에 대한 배경 지식 또한 적지 않았다. 그래서 참가한 이들은 양국 

대중문화에 대한 같은 가벼운 이야기부터, 참가자들의 지적 관심사와 연구 

분야, 발표하는 논문에 대한 이야기까지 미리부터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23일부터 

이틀간 계속된 발표와 토론에는 발표·토론자들뿐 

아니라 관심을 가진 대학원생들과 학부생들까지 참가하여 큰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발표 주제는 매우 다양했지만 2주 전에 미리 원고를 받아 읽어볼 

수 있었기에, 참가자들은 발표자들의 연구의 배경이나 컨텍스트에 대한 

기초적인 질문이 아니라 연구의 핵심 내용에 대한 질문과 보완점에 대한 

코멘트 등으로 곧바로 나아갈 수 있었다. 또한 영어 발표와 토론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통역을 통해 한·일양국어를 사용할 수 있었던 점은 영어발표와 

토론에 익숙하지 않았던 젊은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토론의 열기는 휴식시간과 식사시간, 리셉션 까지도 

이어졌다.

단풍이 막 시작되던 동경대 캠퍼스 투어도 매우 의미있었다. 노란 빛으로 

한껏 물든 은행나무와 고풍스런 건물이 잘 조화된 캠퍼스에서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1968년 일본 전학공투회의(전공투) 학생들의 

시위와 소설가 미시마 유키오로 유명한 야스다 강당, 나쓰메 소세키 소설의 

모티브가 된 산시로 연못 등을 돌아보았는데, 한국학생들이 이에 관한 

이야기와 질문을 시작하자 일본 학생들이 설명에 진땀을 흘리기도 하였다. 

캠퍼스의 조화를 해치지 않기 위해 신축한 건물의 모양새를 100년이 넘은 

건물에 맞추었다는 이야기에서는 ‘전통’이라는 단어를 체감하였다.

앞으로 서울대-동경대의 교류행사가 다른 형태로 이뤄질 것이란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 어떤 형식이 될지 아직은 모르나, 연구 분야에 따라 둘 혹은 세 

개의 세션을 만들면 더 심도 있는 토론과 학술 교류가 이뤄질 것 같다. 세션에 

따라 발표·토론의 언어도 유연하게 한다면 좀 더 많은 발표토론이 이뤄지고 

그 수준 또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 행사가 있기까지 학과장 이재열 

선생님을 비롯 학과 사무실, 동경대와의 연락을 담당해준 사토 아키히토 씨 

등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다. 이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지난 2012년 11월 23일(금)부터 11월 24일(토) 2일 간에 걸쳐 일본 동경대학교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다양한 위험 (Diverse Risks in Korea and Japan)>이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서울대 사회학과 대학원에서는 김홍중 교수와 박경숙 교수, 이재열 교수, 정진성 교수, 

한신갑 교수를 비롯해 남은영(박사), 유형근(박사), 박해남(박사수료), 이혜경(박사수료), 정필주

(박사수료) 등이 공동세미나에 참여해 유익한 토론과 발표를 진행해주었다. 우리 학과의 발표자 명단과 발표 제목은 다음과 같으며 정진성 

교수는 3세션 토론에서, 한신갑 교수는 4세션에서 각각 의장을 맡았다. 그리고 이재열 교수는 세미나의 폐회 인사를 맡았다. 참가자 중 

박해남(박사수료)씨가 아래와 같이 참가기를 보내왔다. 

김홍중 Risk or Totem?: the meaning of child in late modern Korea

박경숙 Considering Older People’s Care and Citizenship in the Korean politics of family support 

남은영 New Social Risk and Class Identification after Financial Crisis in Korea

유형근 Militant Enterprise Unionism and the Decline of Labor Solidarity: A Case Study on Hyundai Automobile Workers in South Korea

박해남 A Study of the Social Effects of Nationalism in Football in Colonial Korea

이혜경 A Study on perceptions of scientific experts among environmental policy stake-holders 

 – Focused on large-scale tideland reclamation projects in Korea

정필주 A Study on risk by Digitization in Culture and art area: the loss of publicness

2012년도 서울대-동경대 공동세미나 사회학주간

사회발전연구소 소식

2012년 11월 5일(월)부터 6일(화)까지 이틀간에 걸쳐 제5회 사회학주간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관악청년사회학포럼>, <선배와의 대화> 등 매우 유익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11월 5일(월) 오후 2시 사회대 신양관에서 열린 <관악청년사회학포럼>은 제1세션: “정치, 사회운동, 조직”과 

제2세션: “문화, 젠더” 두 분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우리 과와 타학과의 학부생, 대학원생들로 이루어진 8

개의 팀이 참가하였다. 토론에는 사회학과 대학원 석·박사생들이 수고해주었다. 이날 사회학포럼 대상은 “

신뢰가 인터넷 커뮤니티 조직의 존속에 미치는 영향: 네이버카페 ‘파우더룸’과 다음카페 ‘닥터윤주의 화장품 

나라’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서경(자유전공·09), 김보미(자유전공·10)가 수상하였다.

이튿날인 11월 6일(화)에는 사회학주간 2일차 행사로 국제회의실(16동 349호)에서 사회학과 75학번 안창호 

現헌법재판관과 “법조인의 삶과 사회학”이라는 주제로 <선배와의 대화>시간을 가졌다. 그는 판사와 검사로 

법조인의 활동을 시작해 지난 2012년 9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법조계를 떠나 헌법재판관이 

되었다. 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자리에 참석한 여러 후배들에게 법조인으로서 그가 지녔던 인(仁), 의(義), 신

(信)의 마음가짐을 설명하며 사회학을 공부했기에 다른 법조인들보다 폭넓은 차원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진단할 수 있었다며 사회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회발전연구소는 현재 한국연구재단의 중점연구소 사업과 SSK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SBS와 MOU

를 체결하고 매년 연계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12년에는 남유럽을 중심으로 한 5개국 비교 연구를 

수행하여 지난 11월 이 연구의 성과물을 바탕으로 제작된 SBS 제10차 미래한국리포트, “착한성장을 

위한 리더십”이 방송되었다. 이 연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와 독일, 터키를 대상으로 

국민의식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한국과 비교 분석한 것으로, 13개 경제지표와 사회지표를 

동시에 투입해, 각 국가들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는 다차원분석(MDS)도 추가로 시도하였다. 

장덕진 사회발전연구소장은 위 행사에 발표자로 참여하여 “그리스는 많은 복지지출이 이뤄졌지만,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수준 낮은 거버넌스의 틀 안에서 복지가 집행됐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데 

실패했다”고 설명하며 복지 거버넌스 부문의 후진성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사회발전연구소는 

이 연구를 통해 복지지출을 늘리되 복지지출의 구성을 지혜롭게 짤 필요성을 제기하며, 복지지출 가운데 

가족복지와 고용복지 비중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이런 제안은 경제가 건전한 나라일수록 복지지출에서 

가족복지 및 고용복지 지출의 비중이 높았다는 분석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또한 연구팀은 지표분석을 통해 

한국의 현 위치를 설명하고, 복지바람을 탄 대한민국호가 가야할 방향은 이탈리아나 그리스가 추진한 방향(

왼쪽 그래프 A방향)이 아닌 스웨덴과 덴마크 방향(왼쪽 그래프 B 그룹)이라고 주장했다. 스웨덴까지는 가기 

힘들더라도 최소한 방향은 B쪽으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구팀은 이 외에도 일자리를 늘리는 성장을 위해서 1)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일 것, 2)일자리 

창출에 노사가 협력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할 것, 3)규칙을 지키고 서로 양보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도록 선진형 국가 거버넌스를 확립할 것, 4)창조적 기업가 정신을 새로운 

성공방정식으로 삼을 것 등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주요 대선 후보들과 600여명의 국내외 인사들이 참석하여 착한 성장 사회를 위한 

자신들의 비전을 소개하였고, 이재열 교수의 자문도 이어져 내용을 풍성하게 하였다.

이 외에도 지난 2012년 9월 7일에는 ‘개헌’을 주제로 사회발전연구소-SBS 정책 대 정책 8차 포럼이 

진행된 바 있으며 2012년 11월 13일에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중점연구소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발전연구소와 아시아연구소가 ‘아시아-유럽의 경제·사회 통합과 위기’라는 주제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또 지난 12월 12일에는 “신자유주의와 글로벌페미니즘: 여성인권지표를 중심으로 1984-2004”라는 

주제로 유은혜 박사 콜로키움이, 1월 9일에는 “한국은 왜 작은 복지국가인가? 한국의 작은 복지국가와 사회적 

균열”이라는 주제로 우명숙 박사 콜로키움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지난 2월 12일에는 ‘거버넌스와 사회의 질 

콜로키움’이 진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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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중 교수는 한국사회학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으며, 지난 12월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 대회에서 “Semantics of the Child in Risk 

Society: A tentative to theorize the meaning of child”를 발표했다. 

또한, 대만 아카데미아 시니카에서 진행된 2013 IOS-SNU 워크숍

(2/22)에서는 “Circus Governementality - Cultural Symptoms of 

Resistance under Emergency Measure Number 9”를 발표한 바 있다. 

박경숙 교수는 세 편의 논문을 출판했다. “북한 사회의 국가, 가부장제, 

여성의 관계에 대한 시론”을 『사회와 이론』(21/1)에, “일제의 인구 

조사와 인구통치”를 『사회와 역사』(95집)에, 그리고 “탈북이주자 

생애에 투영된 거시 권력구조: 지속된 한인 디아스포라, 가부장제, 

위계적 시민권”을 『경제와 사회』(95호)에 실었다. 공저 논문으로는 

“한국인의 연령별 자살사망율 변화(1990-2010): 인구학적 방법론을 

활용한 재고찰”을 『정신건강정책포럼』(6)에 실은 바 있다. 북한의 

인구와 국가, 사회에 관한 단행본인 『북한사회와 굴절된 근대: 

인구, 국가, 북한주민의 삶』이 신학기에 서울대 출판부에서 출간될 

예정이며 세대갈등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인 『세대갈등의 

소용돌이』 다산 (공저) 또한 곧 출간될 예정이다. 또한, 2013년 

 6월에 개최하는 국제노년학대회에서, “Korean Older People’s Care 

in the Politics of Family Support”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할 계획이며, 

8월 세계인구총회(IUSSP, 2013) 아태특별 세션을 위해 고령화 관련 

세션을 조직 중에 있다.

박명규 교수는 통일평화연구원장으로 있으며, 지난 11월 박명규 외. 

『한국사회대논쟁』(메디치)을 출판하였다. 또한 공저로 『통일의식조사 

2012』, 『북한국제화 2017』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출간되었다. 발표로는, 베를린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Civility, Virtue 

and Emotion in Europe and Asia”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했다

(2/21-23). 

배은경 교수는 여성학협동과정 주임을 맡고 있다. 지난 학기에는 

‘여성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학술회의(11/2)에서 “여성정책의 흐름과 전망: 

부녀복지에서 성 주류화, 성 주류화 이후?”를 발표했다.  

송호근 교수는 지난 9월 『이분법사회를 넘어서』(다산북스)를 

출판한 바 있다. 그리고 “지식국가의 분화와 근대의 여명”을 『개념과 

소통』에 실었으며, “동학: 개인과 사회의 원형적 출현”을 한림대 

한림과학원에서 심포지움 논문으로 발표했다. 송호근 교수는 (1)

조선 후기~개화기에 걸쳐 시민과 사회의 기원 연구와 (2)복지정책과 

경제민주화를 통합하는 정책연구에 연구 초점을 두어 지난 학기에 

한국의 복지와 경제민주화 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정책방향을 

연구했고, 조선 후기 시민의 기원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현재는 

『인민의 탄생』의 후속편인 『시민의 탄생』을 집필 중이며, 그 밖에도 

베이비부머의 인생과 세대론적 의미를 분석한 책 『그들은 소리 내 울지 

않는다: 이 시대 50대 인생보고서』가 3월에 출간될 예정이다. 올해 

3월에는,  제 9회 한림대 일송재단 일송학술상을 수상할 예정이다.

임현진 교수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 

‘우수학자’ 5년 과제로써 지난 2012년 『지구시민사회의 구조와 

역학: 이론과 실제』 저술을 완료해 동일한 제목으로 나남에서 저서를 

출판하였다. 또한, 2012년 한 해 동안 『월간조선』에서 국내외의 

현실을 살펴보며 한국의 경험에 비춰 세계화의 대안 마련을 시도한 

“세계화, 대안을 찾아”를 연재한 바 있다. 이 연재물은 단행본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2013년에는 동아시아의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에 

관한 비교연구를 한국, 중국, 일본 학자들과 수행할 예정이다. 

장경섭 교수는 한국의 개발정치와 사회정책, 압축적 근대성의 

사회이론, 아시아의 아시아화에 연구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난 

2학기에 Ben Fine, Linda Weiss와 공편한 저서 『Developmental 

Politics in Transition: The Neoliberal Era and Beyond』를 출간하였다. 

더불어, 7월에는 『South Korea in Transition: Politics and Culture of 

Citizenship』(Routledge)을 편집해 출간할 예정이다. 

장덕진 교수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연구 

활동으로는, “연결, 공감, 연대: 트위터와 정치 커뮤니케이션”을 

『Insight Train(SK communications)』(2)에 실었다.  

정근식 교수는 두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한국의 근대와 사회적 

감성으로서의 슬픔에 관하여”를 『감성연구(전남대 호남학연구원)』 

에, “식민지검열과 ‘검열표준’: 일본 및 대만과의 비교를 통하여”

를 『대동문화연구(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에 게재했다. 

또 단행본으로는 『국립소록도병원 100년 구술사료집2(편저)』

와 공저로 『남북한 교류협력 거버넌스의 구조와 동학』, 『한국의 

노숙인』, 『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1』, 『社會轉型:中

韓兩國的考察』을 출간했다. 이 외에도 행정안전부 연구보고서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조성방안』과 서울대 

평의원회 연구보고서로 『관악캠퍼스 환경개선과 문화화를 위한 

기본구상(공저)』의 기타저작이 있다. 발표 및 초청강연활동으로는, 

한국사회사학회 ‘의료의 사회사’ 심포지움(10/20)에서 “한국의 

단종 및 낙태수술”과 국민대 디자인 역사문화연구회 세미나(12/21)

에서 “식민지 일상생활 연구 방법론”을, 서울대 교수협의회 ‘법인화 

1년의 평가와 과제’ 심포지움(12/6)에서는 “법인화에 대한 평가와 

교수협의회의 발전방향에 관한 교수들의 인식”을 발표했다. 더불어,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유신 40주년 특별강의’로 진행된 워크숍(9/11)

에서는 “끝없는 예외 상태: 박정희 시대의 사회통제”를 강연했고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의 ‘우즈벡의 역사와 문화’ 세미나(11/27)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민족국가 만들기 20년”을 강연한 바 있다. 

정일균 교수는 논문 “茶山 丁若鏞의 ‘公文書制度’ 改革論(1): ‘縱橫

表’를 중심으로”를 『한국실학연구』에 실었으며, 지난 11월 연세대 

국학연구원 HK사업단에서 진행된 ‘실학과 공공성’ 학술회의에서 

“‘實學’槪念考(2): 담원 鄭寅普의 ‘朝鮮學’ 개념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연구소식 정진성 교수는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소장과 한국사회학회장을 

맡고 있으며 UN 인권이사회자문회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기도 

하다. 논문으로 “Measuring Human Rights: A Reflection on Korean 

Experiences”을 『Human Rights Quarterly』에, “재일동포호칭의 

역사성과 현재성”을 『일본평론』(7)에 실었다. 

이재열 교수는 두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위험사회의 구조변화와 

위험거버넌스”를 한국문화인류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양극화와 

사회발전 모델 연구 개관”을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 대회에서 

발표했다. 또한 공저 논문으로 “행복감, 사회자본, 여가: 관계형 여가와 

자원봉사활동의 함의를 중심으로”를 『한국사회학』에 실었다. 또한, 

동아시아연구원에서 출간한 이숙종, 강원택 편의 『2013 대통령의 

성공조건』에 “부패방지와 공정 인사”라는 글을 실었다.

한신갑 교수는 사회조직(사회연결망/네트워크분석, 조직과 제도, 

경제사회학, 사회계층의 구조와 과정), 경력과 생애사, 문화소비/

소비문화, 사회사/역사사회학, 방법론 (텍스트, 시간/공간), 이론 

구성에 그의 연구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2학기에는 논문 

“혼합식 조사와 웹패널의 (옅은) 빛과 (짙은) 그늘”을 『조사연구』

(13/3)에, “새로운 사회운동 방식을 통한 집단기억의 형성과 유지: 

스누라이프에서의 태그달기”를 『기억과 전망』(26권)에 실었다. 

공저 논문으로 “The Dichotomy Unspooled: Outlining the Cultural 

Geography of Seoul”을 『Korean Journal of Sociology』(46/6)가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평화학 기초연구 

보고서에 “막힌 길 돌아서 가기: 네트워크 분석과 통일학 가능성 탐색”

을 발표한 바도 있다. 2013년 계획 중인 연구 활동으로는 공동연구인 

“Measuring and Analyzing Structural Inequality of Online Social 

Networks”을 ICWSM에 발표할 예정이며, 『사회과학 명저 재발견 

4』에 “해리슨 화이트, 『관계론적 사회이론의 구성』”을 실어 곧 출간될 

것이고, 공저로 “한국 근대적 음악계의 형성과 분화”를 『Korean 

Social Sciences Review』에 번역·출간할 예정이다. 더불어, “Motif of 

Sequence, Motif in Sequence"를 『Springer LIVES series』에 출간할 

계획이며,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SSK 소형과제 

지원으로 진행되는 “교육과 한국사회의 미래: 창조형 한국사회 구축을 

위한 교육과 인적자본 연구”와 중점연구소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회발전과 사회모델 비교연구; 사회의 질 조사연구(SQSQ) 및 

지표를 활용한 동아시아, OECD 국가 국제비교”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공동연구로 “맛있는 연구: 맛집 블로그의 

사회구조”, “토지”, “Gaining Independence: Utopian Literatures in 

U.K. and U.S., 1516-1985”를 진행할 것이다.

홍두승 교수는 공저로 『사회조사분석』 (다산출판사, 4판)

을 출판하였으며 공저 논문으로, “Work Status, Gender,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mong Korean Workers”을 『

Asia Pacific Journal of Management(SSCI)』(29/4)에, “Person-Group 

Fit: Diversity Antecedents, Proximal Outcomes, and Performance 

at the Group Level”을 『Journal of Management(SSCI)』(online 

published, July)에, “Gender Diversity: How Can We Facilitate Its 

Positive Effects on Teams?”를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SSCI)

』 (41/3)에 실었다. 발표로는 “Overseas Deployment: The South 

Korean Experience"를 슬로베니아에서 열린 국제사회학회(ISA)

(7/8-12)에서, “Non-regular Workers in South Korea: A Truly 

Disadvantaged Class?”(공저)를 일본 도호쿠 대학에서 열린 

Symposium on Asian Perspectives on Social Stratification and 

Inequality (10/27-28)에서 발표했다. 

  학부 학술동아리 <Co-Sociology>소개          

  ● 문의 : 장근영(회장) 010-2805-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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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읽는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2012년 가을학기 동안에는 미셸 푸코의 『안전, 영토, 인구』를 읽었다. 겨울방학에는 김덕영의 『

논쟁의 역사를 통해 본 사회학』을 완독하였고, 현재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사회이론의 역사』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기존 세미나 방식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학회원들 간의 다양한 흥미와 난이도를 고려할 수 있도록 팀제 세미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시도 중에 있어서, 학회원 누구나 읽고 싶은 책이 있다면 다른 학회원들을 모집하여 세미나를 꾸릴 수 있다. 봄학기에는 12학번 

진입생과 13학번 사회학과 신입생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사회학에의 초대』, 『사회학적 상상력』 등의 사회학 입문서를 함께 읽는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Co-Sociology는 광역화로 인해 학과 공동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회학과 내부의 여러 사람들이 만나 친분을 쌓고 여러 활동들을 통해 다양한 추억을 만드는 역할을 해왔으며, 2013년에도 이러한 

친목 활동은 세미나 뒷풀이, 개강파티, 종강파티, 봄나들이, 점모, TS 등을 통해 당연히 지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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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학과 박상현 박사, 부경대 조교수로 부임 

우리 사회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후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했던 박상현 박사가 오는 신학기 

부경대 조교수로 부임하게 된다. 2009년 “20세기 관리국가의 패러다임 이행에 관한 연구: 세계 헤게모니 국가로서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로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바 있는 박상현 박사는 부경대에서 <미국학세미나>, <미국학입문>, <생활과 경제> 

등의 수업을 가르칠 계획이다.

지난 2010년 정년퇴임한 사회학과의 앤서니 우디위스(Anthony Woodiwiss) 교수가 최근 영국사회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했다. “Asia, Enforceable Benevolence and the Future of Human Rights”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우디위스 교수는 아시아 인권 담론의 발전 방향이 세계 인권 프로젝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아시아 사상에 기반을 둔 ‘enforceable benevolence’를 살펴보고 있다. 이 논문을 통해 우디위스 

교수의 변함없는 학문에 대한 열정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사회를 향한 그의 깊은 통찰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前 

런던시티대학의 교수로 본교에는 2008년 9월 임용된 바 있다.   

2012년 2학기부터 시작돼 공개발표 형식으로 진행되는 박사논문 프로포절 발표회가 이번 학기에도 계속되었다. 발표자의 

명단과 발표 제목은 다음과 같다.

김연철   “소셜 이노베이션의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지도교수: 서이종) - 9월 26일

‘제2회 인제청년상 시상식’에서 문병준(석사·11)이 “정의의 원칙에서 타인의 고통으로”라는 논문을 제출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인제청년상은 2011년 11월 첫 회를 시작으로 인류사회의 여러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인류와 민족의 밝은 미래를 가꾸어 갈 

젊은이들을 위해 제정한 상이다. 또한 갈등과 대립의 역사 속에서 청년들의 열린 생각과 세대 간의 소통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참신한 시각으로 전달한 30세 이하의 청년들을 선정하여 매년 1회 시상하고 있다. 

한국 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한 제2회 ARKO 청년 소논문 공모전에서 정필주(박사수료)가 “디지털정보로서의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가치 공론장 구축 필요성과 정책적 실제: 구글(Google) 북 프로젝트를 중심으로”로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사회적 관심을 높여 문화예술계 연구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ARKO 청년 소논문 공모전을 개최하는데 특히 제2회 소논문 공모전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개최된 행사였다.

학과 단신

유현미 학부 담당 조교의 임기가 2013년 2월 28일부로 끝난다. 2013년 1학기부터는 곽귀병(석사졸업) 신임 조교가 유현미 

전임 조교를 대신하여 학부 담당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오하나(석사졸업) 대학원 조교와 현지수(University of Washington, 

국제학과 석사졸업) 국제화 조교는 담당 업무를 계속 이어간다.

조교실 소식

 수상 소식 

 박사 프로포절 발표회 

故 오갑환 교수님 유고집 출판 기념회를 다녀와서

 정훈빈(학부·09)

지난 2012년 10월 8일 기회가 생겨서 故오갑환 교수님의 유고집 

출판 기념행사에 현재 학과장이신 이재열 교수님과 또 다른 

사회학과의 학생이자 나에게는 선배이기도 한 전성근 선배와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오갑환 교수님에 대해서 이전까지 

나는 아는 바가 없었는데, 우연한 기회로 교수님께서 조성하신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그 덕택에 나는 따뜻한 선배님이시자 

소중한 은사님을 한 분 더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출판 기념회 행사를 다녀와서 그 곳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을 보고 교수님께서 생전에 어떤 분이셨을지 조금은 

모습이 그려졌다. 교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이미 30년도 더 지나, 

거의 40여년에 가깝지만, 교수님을 기억하고 있는 교수님의 

많은 제자분들, 친구분들, 일가 친척분들로 많은 자리가 꽉꽉 

들어찼다.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분에서 저 분으로 돌아가면서 하셨는데 그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교수님께서 얼마나 정이 많으시고 따뜻하신 분이셨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유고집이 이렇게 늦게 출간된 데에는 여러 다른 사정도 있었지만, 

엄두내기 어려운 정도의 분량도 한 몫 했다고 하셨는데 

교수님께서 오랜 세월을 보내다 가신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교수님의 연구와 관련된 저작들을 책에 다 실은 것이 

아닌데도 유고집의 분량이 방대함을 보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진행했던 수업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교수님의 수업을 직접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아쉬웠지만 

유고집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생각거리를 얻을 수 

있었고,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다가가보는 기회가 되었다. 

사회학이라는 공통분모 덕택에 내가 교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는데, 거기 모이신 많은 분들도 사회학을 공부하신 

분들이셨고, 교수님의 제자분들 중 지금은 다른 곳에서 가르침을 

베푸시는 분이 계시는 모습을 보니 교수님께서 일생에 거쳐서 

얼마나 사회학을 사랑하시고, 사회학에 열심히 임하셨는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나도 한 사람의 사회학도로서 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고민하고 노력해야겠다고 느꼈다. 또한 

선생님의 후학에 대한 애정이 나에게까지 닿을 수 있었던 것처럼 

나도 나의 뒤에 사회학에 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10월 8일 (사)서울클럽 한라산에서 故오갑환 교수의 

유고집 출간기념회가 있었다. 사회학과에서는 김경동 명예교수, 

신용하 명예교수, 김홍중 교수, 박경숙 교수, 서이종 교수, 

이재열 교수 외에 2012년 장학금 수혜자 전성근, 정훈빈 학생이 

출간기념회에 참석해 故오 교수에 대한 회고를 나누었다. 

故오갑환 교수는 서울대 사회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후, 

미국 에머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1973~1975년까지 

서울대에 제직하였다. 유가족들은 故오 교수가 이른 나이로 

별세한 이후에, 이미 그의 저서와 원고를 서울대 사회학과에 

기증한 바 있다. 또한 유족들이 출연한 장학기금으로 그동안 

100여명의 학생들에게 오갑환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이번 

유고집은 사모님께서 별도로 모아둔 故오 교수의 글들로 

구성되었으며 1960, 70년대의 사회적 현실에 대한 깊은 

성찰과 그의 진지한 연구 자세를 엿볼 수 있다. 故오 교수는 

생전 발전이론 연구에 중점을 두었으며 대표 저서로는 

<<사회의 구조와 변동 (박영사,1974)>>이 있다. 한 편, 故 

오갑환 교수님의 유고집이 출간되기까지는 이추석 동문(69

학번)의 노고가 있었다. 이추석 동문은 대학시절 오갑환 교수의 

학부생 조교로 오 교수와 인연을 맺었고 故오갑환 교수가 

돌아가신지 4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원고를 모으고 편집하며 

출간하는 모든 과정을 꼼꼼히 진행하였다.

 앤서니 우디위스 前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영국사회학회지에 논문 개제 

故오갑환 교수님 유고집 출간 기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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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신 지 10개월 

남짓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주로 

어떤 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계시는지요?

신경민  딱히 어떤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신경 

쓸 현안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우선적으로는 지난 대선결과에 대한 반성과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제가 문방위(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이다 보니 언론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언론 상황은 매우 우울합니다. 대부분의 주요 언론들이 사회적 

약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지나치게 기득권의 

이해관계를 옹호하는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신문·방송·통신·

인터넷 언론에 모두 문제가 있지요. 그 중 방송을 보면 공영방송에 

기초한다고 하지만 여기서 공영방송에서 추구하는 공익이라는 

가치가 사실은 권력이 추구하는 가치가 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언론자유를 구가할 정치사회적 여건을 가져야 

하고 동시에 충분한 물적, 인적지원이 있어야만 훌륭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문화나 예술과 관련된 기사만 쓰는 

기자만 수십 명에 이르고 정치, 경제, 외교 등 각 부분별로 심도 깊은 

기획기사를 구성할 수 있는 훌륭한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가능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투자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언론의 경우에는 경제적 의존 정도가 심한 이유 등으로 

인해 그 경지에 이르기는커녕 기업이나 정부에 눈치를 보는 정도가 

비상식적이라고 할 만큼 심합니다. 최근에는 케이블이나 인터넷 

방송, 팟 캐스트 등 지상파 방송 이외의 대안적인 언론매체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또 실제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는 있지만 

동시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여전히 주요 

공영방송의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특히 문화방송에 오랜 시간동안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최근의 문화방송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방송은 예전의 

문화방송의 모습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문화방송을 공영방송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작업이 아마 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언론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사회 모든 분야의 부패가 일어나게 됩니다.

편집자  오랫동안 언론인으로서의 경력을 쌓으시다 약간 늦게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요? 또 언론인 

시절과 비교해보았을 때 어떤 점이 다르신지요?

신경민  원래 정치를 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진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방송에서 석연치 못한 이유로 퇴사를 하고 난 

뒤에 여러 우연들이 겹치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지요. 국회의원이 

돼서 무엇보다 좋은 점은 제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법이나 

제도들에 대해서 만약 그것들이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닌 경우에는 

국회의원 개인의 힘으로도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점입니다. 

제가 기자일 때는 보도를 수십, 수백 번을 해도 고쳐지지 않았던 

사안들이 지금은 내가 직접 특정 법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수정안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비교적 

즉각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 점이 가장 보람 있는 일입니다.

편집자  의원님의 학창시절은 여러모로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요. 학창시절에 기억나는 추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신경민  (웃음)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문리과 대학 마지막 졸업생입니다. 75년 2

월에 졸업하고 나니 그 다음에 학교가 관악으로 옮겨갔습니다. 

당시 정치적인 상황은 굉장히 엄해서 8학기 중에서 제대로 마친 

학기가 두 학기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6학기는 개강을 하자마자 

폐강을 하기도 하고, 갑자기 장갑차가 정문에 와있어 학교에서 

강제로 쫓겨나기도 하는 식이었지요. 도서관이 아침 9시에 열어서 

저녁에는 못 있게 하고 오후 6,7시쯤 되면 나가라 하고 서클활동도 

못 하게 하고 그랬지요. 그래서 그때는 학교수업보다는 학생들끼리 

다방이나 막걸리 집에서 노닥거리기도 하고 강독하고, 책 읽고 

19대 국회 신경민 의원 인터뷰

지난 호에서 사회학과 소식지는 사회학과 동문으로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민주통합당의 신경민, 

유인태, 은수미, 이해찬 의원을 소개한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신경민 의원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MBC 

뉴스데스크 앵커 시절, 자신만의 소신을 담은 인상 깊은 클로징 멘트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던 

신경민 의원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건전한 언론 및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3년 2월 13일(수), 김수종(석사·12), 문명선(석사·12), 박주형(석사·12)

은 국회 의원회관 카페에서 신경민 의원과 함께 약 1시간에 걸쳐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 

발표하는 자습성, 방랑성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강의실에서 

배운 것보다도 거리에서 훨씬 더 많이 배웠지요. 그 당시에 우리는 

주로 이념 책들을 많이 봤는데, 이념 서클이 추천해주는 영어책, 

독일어 책, 어설픈 일어를 배워서 일어 책 강독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우리 것을 많이 봐야 한대서 신채호, 박은식의 역사책 

같은 우리 책도 많이 읽었어요. 또 우리가 ‘이영희 1세대’로 이영희 

선생 책이 엄청난 베스트셀러였죠. 나오는 대로 읽었습니다. 미국의 

사회주의 경제학자 스위지의 책도 좀 봤고 또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막 한국에 소개된 지 얼마 안됐을 때여서 그 학파들의 책들도 

읽었죠. 소외, 리볼트, 혁명 그런 이야기들. 당시에는 정치적 여건이 

좋지 않아 혁명이란 단어에 많이 심취해 있었습니다.

편집자  그럼 대학 다니실 때 생각나는 선생님들은 어떤 분이 

계실까요? 지금 사회학과 교수님들로 재직하시는 여러 선생님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신경민  사회학과 선생님들 중에서는 한완상 선생님 수업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나이로 치면 한 선생님이 마흔 즈음 이었는데 

미국에서 귀국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죠. 그 분 강의를 열심히 

많이 들었고 문리대라는 특수성 상 타과 강의를 들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 외교학과의 이용희, 노재봉 선생, 정치학과에서는 이홍구 

교수 강의, 국사학과의 김용섭 선생, 철학과의 이규호 선생의 

인간철학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영문학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학점을 제대로 못 맞을까봐 못 갔어요. 서울대에 원래 예쁜 

여학생이 없지만 영문과, 불문과엔 예쁜 여학생들이 많다고 소문은 

들었는데도 학점 때문에 못 가겠더라구요. (웃음) 지금 사회학과 

교수님들은 당시 대학원 선배거나 후배입니다. 한상진 선생은 제가 

입학했을 때 조교였습니다. 원래 고등학교 8년 선배였고 서울대에 

입학해서 알게 돼 가깝게 지냈죠. 임현진 교수, 홍두승 교수는 

우리가 입학했을 때 대학원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가셨고 정진성 

교수는 1년 후배였어요.

편집자  학생 때 얘기를 듣다보니 왜 사회학을 공부하고자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졸업 후에는 바로 언론인이 되었는데 언론 활동을 하는 

동안 사회학도로서 사회학적 마인드를 발휘할 수 있으셨나요?

신경민 글쎄요... 우리 때 유행하던 책이 지금은 고전인 밀즈

(C. Wright Mills)의 『Sociological Imagination』. 대개 다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 당시도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사회학이라는 것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거의 없었고, 있다고 하더라도 왜곡됐었죠. 

사회주의자하고 혼동되기도 하고. 사회학은 뭐하는거냐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았구요. 저도 사실 잘 모르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회학의 아이덴티티를 묻는 질문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너는 누구냐를 물어보는 것인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저는 사회학도로서의 교육적 배경과 거기에 사회학의 업적인 

“사회화, 문화”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더해져 저만의 독특한 시각을 

형성했다고 봅니다. 사회학적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것은 어쩌면 

사회학 이론들을 장황하고 어렵게 늘어놓는 게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이해하고 진단하고 처방하면서 현실적 대안들을 내놓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스태프들에게 

요구하는 바도 그런 거에요. 어떤 일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요구합니다. 일을 하면서 잘 해야한다는 ‘must’는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거기에 그 ‘잘’이라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계속해서 현실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합니다. ‘잘’에 대해서 적어도 반 이상의 

사람들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대안 말이에요. 

기자로서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기자 활동을 하셔서 자연스레 

언론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또 사적 영역보다는 공적 영역에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과 서울대 졸업생이면 당시에는 믿고 써주는 

분위기여서 자연스럽게 언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방송 활동을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지만) 방송을 하면서도 늘 그런 현실적 

대안들을 추구하는 저만의 독특한 시각이 클로징멘트로 나타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뉴스는 제 기준에서 보면 늘 모자라고, 

뉴스를 전달하기만 하는 앵커로서 한 편에 제 나름대로 뉴스를 

보고 해석하고 전달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클로징멘트를 통해 보여줬지요. 뉴스 편집 과정을 거치다보면 

제 독특한 시각이 제대로 나타나질 않다보니 그걸 탈피하려는 

보완적 기능이었습니다. MBC를 그만둔 후에 이화여대와 고려대 

학생들에게 3년 가까이 강의를 했는데 학생들이 “선생님의 강의에 

언뜻언뜻 나오는 얘기는 맞는 얘기 같은데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얘기”라고 말하더라구요. 그게 독특한 시각이란 뜻이겠지요. 그걸 

보면 이유는 모르겠지만 분명 저만의 가족적, 사회적 배경과 교육적 

백그라운드에서 비롯된 제 나름의 독특한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편집자  마지막으로 사회학과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민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의 능력은 어떤 현상을 critical

하게 볼 수 있냐 없냐에 달려있습니다.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보통의 경우에는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매사를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의 상식, 남들이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상식들을 비판적으로 한 번 사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사회학도의 힘이 발휘될 거에요. 매사를 좋게 좋게만 

생각하면 인식의 발전이 없습니다. ‘책만 읽는 바보’ ‘책을 많이 

보는 바보’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책을 읽으면 반드시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요. 또 저처럼 필드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충고가 

많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의 사회학은 어드바이스를 제공하기에 

조금 약한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 사회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사회학자의 몫이 아닌가요. 

현실의 주요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고 진단하고 현실적 대안을 

처방하는 연구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회가 봄이 되면 굉장히 좋다는데 꽃 피고 새 우는 때에 시간되는 

사회학과 학생들 한 번 모시고 오세요 (웃음). 의원실에 다 같이 

와서 밥 먹고 한 번 얘기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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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PD라는 직업을 언제,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송웅달  우리 사회학과 장점이자 단점이, 여러 가지 다양하고 

폭넓은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이죠. 요즘도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입사하면 선배들이 술자리에서 

맨날 하는 말이, ‘신문학과 나온다고 백프로 신문사 취직하냐? 

정치학과 나온다고 백프로 정치하냐? 아니다! 사회학과 나오면 

백프로 사회로 진출한다!’(웃음)라고 그랬었죠.

어쨌든 사회학과에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하나 

고민해 봤습니다. 일단 고시 공부는 계속 앉아 있으면서 두껍고 

재미없는 책들을 공부해야하는 게 싫었어요. 마침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이 젊은 세대에게 영상매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때였어요. 그때 미디어의 중심이 딱 종이에서 영상으로 

바뀌는 시기였거든요. 영화라든지 광고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영상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PD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거죠. 또 제가 티비 보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대충매체로서 티비가 시청자들의 피드백을 받는 자체가 하나의 

소통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영화만큼 자율성은 없을지라도 

방송은 그나마 자유로울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4학년 앞두고 3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다음해 7,8월에 

있을 방송사 시험 스터디 그룹을 조직했습니다. 방송 모니터도 

하고, 상식 시험 준비하느라 매주 신문 스크랩을 나눠서 

돌려보고, 작문 연습도 하고요. 토익 준비도 했어요. 또 우리 때엔 

작문이 중요했기 때문에 작문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죠. 모든 

콘텐츠는 도입부가 일단 멋있어 보여야하니까 책이나 잡지를 

보다가 그럴듯한 말이 있으면 항상 적어두기도 했어요. 어쨌든 

운이 좋았는지 그 해 시험에서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웃음)

그렇다면 KBS 입사 후에 직접 경험하신 PD의 생활은 

어떠셨나요?

송웅달  사실 저도 처음 입사했을 당시에는 방송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방송국에 입사하면 유명인사들을 PD의 자격으로 

선배와의 대화 _ KBS 다큐멘터리 감독 송웅달(89학번)

사회학과 학부생들은 졸업 후 어떤 진로를 계획하고 있을까? 연구에 뜻을 둔 누군가는 대학원 진학을 

선택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사회인으로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졸업 후 사회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으려는 우리 학부생들은 특별히 어떤 직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이번 호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선배와의 대화’ 코너는 학부생들이 앞으로 종사하고 싶은 직업군에서 현재 열심히 활동 중인 

선배를 직접 찾아가 대화를 나누며 궁금한 것을 물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그리고 본격적인 대화에 

들어가기 앞서 인터뷰 진행의 모든 과정과 인터뷰 후 편집 또한 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2013년 2월 12일(화) 여의도 KBS 신관 앞 한 카페에서 사회학과 권오재(09), 변예은(09), 장근영(09), 

조선경(11) 학생들이 <다큐멘터리 사랑>, <30분 다큐>, <슈퍼피쉬> 등 다수의 작품을 연출한 

KBS 다큐멘터리 감독 송웅달 선배를 만났다. 

만나고 친하게 지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웃음) 그게 아니었고 

일도 매우 힘들고 밤새는 날도 많더라구요. 일도 매우 

힘들더라고. 요즘처럼 대학 다니면서 편집이든 촬영 기술을 

배웠던 게 아니었는데 편집기 만지는 것도 선배들이 잘 알려주지 

않아서 FD를 통해 배웠습니다. 첫 방송으로 아침방송에 나오는 

5~20여분 정도의 짧은 꼭지를 맡게 되었는데, 일주일에 두 편씩 

만들어야 하니까 일주일에 적어도 이틀은 밤을 꼬박 새야 했어요.  

모든 직업은 일을 하다보면 거기에 맞게 성격이 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엔 일단 방송을 하면서 낯가리는 게 좀 

사라졌어요. 촬영을 가면 매번 처음 만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친근감있게 다가가는 게 필요하잖아요. 

또 PD로서의 리더십이나 카리스마를 잃지 않으면서 출연자들 

또는 자기 스태프들과 충분히 소통을 잘 해야합니다. 방송은 

피디가 중심이지만 피디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죠. 스태프들은 

피디를 도울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스탭 개개인의 

능력을 피디가 잘 찾아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 

나가게 되면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자기 느낌이랑 생각을 조금 

감추면서 우회적으로 둘러서 얘기해야 할 경우도 있고, 일단은 

칭찬을 많이 해줘야 할 경우도 있고요. 또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화도 내야 할 상황들이 필요하죠.

학부시절 사회학과에서 배운 사회학적 시각이 PD라는 직업에 

도움이 될까요? 된다면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었나요?

송웅달  언론계에 사회학을 전공한 선배가 많은 것이 아마 다 

마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학 하면, 역시 사회 문제를 

보는 구조적인 눈, 비판적인 시각, 그런 것을 들 수가 있는데 

언론이야말로 바로 그러한 비판적인 시각이 가장 필요한 분야죠. 

어떤 문제가 개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더 큰 차원에서 

구조적인 접근과 해결책 같은 것을 언론에서 일하는 우리는 

항상 포착해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데에 사실 

사회학만한 학문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선배님의 작품에 대해서도 여쭤볼게요. 맡으신 

프로그램들을 보니 사랑, 건강, 웰빙 등 다양한 주제를 과학적 

접근을 통해 풀어나가시던데, 이러한 분야에는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송웅달  일단 저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회학과 출신들에 

기대하는 것들을 하기가 싫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이슈를 

다루는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사회학과 출신들이 맡게 되는데 

그것 말고 뭔가 새로운 걸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때쯤 이영돈 PD와 일을 하게 됐습니다. 입사 

5~6년차에 이영돈 선배가 1년 반 정도 계획한 기획 다큐에서 

조연출을 맡게 됐습니다. PD로서 진로와 나만의 콘텐츠를 어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던 시기였는데, 이영돈 

선배로부터 기획이나 대중과의 소통 및 피드백 방식 등을 

배웠습니다. 또 교양 PD로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은 자극을 

받았고요. 

그러다 2002년도에 맡게 된 것이 의학다큐 정규방송인 

<생로병사의 비밀>입니다. 시청률이 높았는데도 의학프로는 

공부할 것도 신경 쓸 것도 많아 힘들었죠. 한편으로는 다큐라는 

게 인물만 촬영하는 방식 외에 실험을 사용하는 것도 또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매번 

병들고 늙어가는 얘기만 하다보니 뭔가 긍정적인 것을 다루고 

싶어졌습니다. 어느 날 동료 피디들, 작가들과 이야기하다가 

옛날 노래 중에 ‘사랑을 하면 이뻐져요~’ 라는 노래가 있다길래 

기억해뒀다 한 번 찾아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 노래가 너무 

재밌어서 이게 뭔가 될 수 있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

생로병사의 비밀>을 성공시킨 과학과 실험이라는 형식은 유지한 

채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만들어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렇게 <다큐멘터리 사랑>을 만들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과학프로그램들을 맡았는데, 역시 

과학프로그램이라는 게 내용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추기는 

어렵더군요. 좀 더 대중적인 것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30분 다큐>도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다 KBS PD들 중 고속 

촬영에 꽤 자신 있었던 터이기도 하고 고속촬영이 스토리텔링 

효과를 내는 것에 착안해 물고기 같은 역동적인 것을 

촬영해보기로 했고 이게 발전해 <슈퍼피쉬>라는 다큐를 

만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슈퍼피쉬> 3D 극장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직종 꿈꾸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

언이 있으신가요?

송웅달  글쓰기를 잘 했으면 합니다.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기의 생각이나 아이디어, 기획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설득력 있는 언어로 내 아이디어를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파워포인트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 시각적으로 

포장하는 기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힘은 

텍스트에서 나오는 겁니다.

 또 혹시 KBS 입사를 꿈꾸는 후배들이 있다면, 선배들과 직접 

전화를 걸어 만나보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KBS에 사회학과 

후배님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KBS는 서울대 사회학과의 

유구한 전통이 있었죠. 사회학과 선배 중에서 유명한 예능 PD

시던 이훈희 피디도 계시고, 또 KBS 9시 뉴스 앵커하셨던 유정아 

선배도 계시고요. 또 <대왕의 꿈> 연출하셨던 신창석 피디도 

사회학과 선배입니다. 하여튼 후배들이 많이들 입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들도 다같이 자주 모이기도 할 수 

있겠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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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한국 사회는 혼돈에 빠져 있었습니다. 

1997년 말에 시작된 경제위기는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에 도달했음을 알려주었고, 새로운 판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그 와중에 살아남기 위해 

각자 도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경제위기 이전에 취업을 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옆에서 돕게 

되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능력과 다니고 있던 

조직의 발전가능성에 대해서 회의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사회학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짜고짜 선생님들을 찾아갔습니다. 얼굴도 

기억하기 힘든 졸업생을 선생님들은 흔쾌히 

만나주셨고 고민을 들어주셨습니다. 권태환, 

임현진, 은기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선생님과의 

대화 속에 막연했던 제 고민은 점점 더 구체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유학을 떠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저는 사회변화의 기저를 이루는 인구문제에 대해 

공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어쩌면 한 해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났던 71년생이라는 제 개인적 

경험이 인구문제를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해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부제 수업을 해야 했던 

초등학교 시절도, 고등학교 입시도 만만치 않았던 

중3시절도, 백만명이 훌쩍 넘었던 학력고사 

응시자수도 이와 관련이 있겠지요. 한국사회에서 

출산율이 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83년이었습니다. 옆나라 일본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고령화가 야기한 자산 가치하락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저출산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전공분야로 삼아 공부를 해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회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사회학자는 좋아해야 

하는 것일까요? 2009년 유학을 마치고 귀국할 

무렵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세계 제일의 수준으로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일본사례를 

가지고 확률론적 장래인구추계 방법에 관해 

석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박사논문은 미국을 

사례로 출산이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 반대로 여성의 소득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한국 사회 출산율에서 

템포와 콴텀의 분해라는 세 개의 독립된 논문들로 

작성하였습니다. 공부를 시작할 때에는 저를 비롯 

몇몇 학자들만의 관심대상이었지만 학위를 받았을 

무렵엔 한국 사회 전체가 저출산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첫 이년은 이화여대에서 연구교수로 

있었습니다. 그 곳에서는 세대간 문화갈등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일년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사회의 질에 대한 

국제비교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2

년 말부터 KDI국제정책대학원에서 조교수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KDI국제정책대학원은 경제학자 위주의 

학교이긴 하지만 개인 소득 증가를 넘어선 ‘

발전’이라는 시각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사회학 전공자를 찾았습니다. 또한 성장모형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인구학적 지식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회발전연구소에서 경험한 

사회의 질이란 관점에서 바라본 비교사회학적 

시각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KDI국제정책대학원에서 연구방법론, 

고급통계, 인구문제와 정책, 사회변동과 

발전 과목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사회문제를 바라볼 때 필요한 ‘사회학적 상상력’

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또 십오년전 벽에 부딪혀 

보였던 “development”라는 고민을 계속해서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저출산은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 저출산이 가져온, 예기되어 

있는 사회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해나갈 수 있을까? 

그 속에서 한국 사회의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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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동안 미국에서 지내다 보니 여러 동문 선후배 

분들과 오랫동안 연락을 못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제가 

사회학과와 인연을 맺은 지도 벌써 20년이 됐으니,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사회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생각에 

사회학을 선택했는데, 여러 차례 우연한 결정들 

끝에 직업적인 사회학도가 되고 말았네요. 

그렇지만, 아직도 사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고,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돌이켜 

보면 항상 선배들은 뭔가 중요한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학년 때 학회 세미나에서 

봤던 2-3학년 선배들은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그 해결 방안들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저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석사과정에서 봤던 선배들은 사회학 이론이나 

방법론들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시간이 지나 나도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면 

사회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학교에 계속 남아 

이러저러한 공부들을 계속해 왔지만, 아직도 뭐 

하나 확실히 아는 건 아직도 없고 앞으로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 제가 연구하는 

분야 (인구학, 사회계층)의 연구 성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했다는 생각이 들고, 저 스스로 

이 분야 연구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길 때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회 그 자체가 아니라 연구자들끼리 만들어놓은 

‘가상세계’를 연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가끔씩 

들기도 하고 이 때문에 조금은 심란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 어떤 연구자도 사회 그 자체를 

연구할 수는 없고, 자료와 방법론의 한계 내에서 

그에 근접하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겠지만, 많은 

경우 ‘가상세계’에 그냥 머무르기만 하는 제 모습에 

실망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사회의 인구변화와 계층이동을 주제로 

박사논문을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시의적절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와 출산율의 관계를 이해하는 연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한국여성들이 일도 안하고 (

혹은 못하고) 아이도 안 낳는가 (혹은 못 낳는가)

의 문제를 연구하고자 합니다.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가부장적인 가족문화, 지나친 자녀교육 

투자, 중산층들의 증가하는 불안 등 한국사회의 

특성들이 어떻게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내는지를 

연구하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한국사회가 당면한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은 바람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제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일단 그리 성실한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인구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학부 때나 석사과정 때는 통계도 

싫어하고 선생님들도 피해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학생운동을 열심히 하는 선후배들을 좋아하고 

존경하긴 했는데, 같이 어울려 다니며 노는 게 

좋았던 거지, 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지도 않고요. 어찌 

보면, 특별한 게 없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은데, 

한 가지는 분명히 배운 것 같습니다. 지식은 삶의 

현실에 뿌리를 두었을 때, 그 가치가 있다는 걸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여러 선후배들의 열정, 강의실에서 배우는 내용을 

과감하게 무시했던 용기(?), 학생들의 조금은 

치기어린 반항을 지켜보아 주셨던 선생님들의 

인내 모두 현실에 뿌리를 둔 사회학이라는 같은 

곳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러한 노력은 강의실과 직장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러한 노력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로 계속 

동참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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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대학원 연구 활동비]

[장학금] 

- 학과 홈페이지: 공준환(석사·12)

- TF 장학금: 장진범(석사·10), 정원희(석사·10)

- 학과소식지: 문명선(석사·12)

- Proof Reader 장학금: 안종석(석사·11), 양보람(석사·11)

[학술 및 학과활동지원비]

- 사회학주간

- 2012년 대만대 동아시아 주니어 워크샵

- 2012년 서울대-동경대 공동세미나

-2013년 서울대-대만중앙연구원 공동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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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사회학과 소식지

발전기금 출연 및 약정현황과 사용내역

아래는 201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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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이는만큼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출연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전 출연금액계

사회학과 교수 일동(출연)

최상규(출연)

정삼봉(출연)

손창조(약정)

장덕진(출연)

합   계

출연금액

470,250,000

90,800,000

1,000,000

2,000,000

100,000,000

5,000,000

666,050,000

출연일자

2012.08~

2013.02

2012.12

2012.12

2012.12

본교와의 관계 비고

본교 교수

본교 동문

본교 동문

본교 동문

본교 교수

(50,000,000은 이미 출연)

발전기금 출연 및 약정현황 (2012년 2월~ 2013년 2월)

발전기금 사용내역 (2012년 9월~2013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