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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年 度 新 任 會 員 紹 介
지난 7月 12日 第49次 定期總會에서 新任會員 8人으로 人文․社會科學部 金容稷, 車河淳,
金容九, 金璟東, 自然科學部 權肅一, 奇宇恒, 朴相大, 金炳洙 敎授를 選出하였다. 한편 李鎬
汪 會長은 7月 18日(木) 15時에 本院 중회의실에서 新任會員에 대한 會員選出通知書를 傳達
하고, 學術院 紹介 후 任員과 新任會員의 相見禮를 가졌다. 新任會員의 略歷은 다음과 같다.

․生年月日 : 1932. 11. 30
․最終學歷 : 서울大 大學院
(文學博士)

人文․社會 第2分科

『解放期 現代詩文學史』

․現

職 : 서울大 名譽敎授

『韓國現代詩解釋 批判』
『韓國現代詩人 硏究』

- 서울大學校 敎授

「휴머니즘 文學論」

- 韓國比較文學會 會長

「大衆社會와 詩의 길」

- 現代文學會 會長

「韓國文學의 世界性과 正統性」

- 韓國詩學會 會長

「韓國現代詩 硏究의 回顧와 展望」

- 韓國文學飜譯院 理事長

「1930年代 모더니즘 形成과 展開」

․最終學歷 : 美國 Brandeis大
大學院(歷史學博士)
․專

攻 : 西洋史

․現

職 : 西江大 敎授

․主要經歷

人文․社會 第3分科

『現代詩原論』

攻 : 韓國文學

․生年月日 : 1929. 8. 13

차하순(車河淳)

『韓國現代詩硏究』

․專

․主要經歷

김용직(金容稷)

․主要著書 및 論文

․主要著書 및 論文
『르네상스 社會와 思想』
『歷史의 意味』
『衡平의 硏究 : 17․18世紀
유럽政治思想을 中心으로』

『西洋近代思想史』

- 西江大學校 敎授

『새로 쓴 西洋史 總論 Ⅰ, Ⅱ』

- 西江大學校 文科大學長

「에라스무스 硏究」

- 西江大學校 副總長

「思想史의 問題와 硏究方法」

- 歷史學會 會長

「패러독스의 時代 21世紀」

- 西洋史學會 會長

「역사에 있어서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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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年月日 : 1937. 7. 4
․最終學歷 : 서울大 大學院
(政治學博士)

『世界外交史』

․現

職 : 서울大 敎授

「平和共存原則과 蘇聯 國際法理論」
「社會主義 國際主義와 蘇聯

- 서울大學校 學生處長
- 서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 學長
- 韓國國際政治學會 會長
․生年月日 : 1936. 11. 11
․最終學歷 : 美國 Cornell大
(社會學博士)

人文․社會 第5分科

「中國學界의 國際法 硏究 動向」
․主要著書 및 論文
『現代의 社會學』
『社會學의 理論과 方法論』

․現

職 : 서울大 名譽敎授

『韓國社會發展論』
「社會統合의 倫理」

- 서울女子大學校 敎授

「發展社會學의 方法論」

- 서울大學校 敎授

「社會的 葛藤과 技術開發의 展望」

- 서울大學校 企劃室長

「韓國의 地域情報化 現況과 政策」

- 韓國社會學會 會長

「사이버시대의 도래와 삶의 질」

- KDI國際政策大學院 招聘敎授

「市民社會思想史 槪觀」

(理學博士)
․專

攻 : 物理學

․現

職 : 서울大 名譽敎授

․主要經歷
- 서울大學校 敎授

然 第1分科

傳來에 관한 小考」

『未來를 생각하는 社會學』

․最終學歷 : 美國 유타大 大學院

自

「西洋 國際法 理論의 朝鮮

攻 : 社會學

․生年月日 : 1935. 7. 29

권숙일(權肅一)

國際法 理論」

․專

․主要經歷

김경동(金璟東)

『世界觀 衝突과 韓末 外交史』

攻 : 國際政治學

- 서울大學校 敎授

人文․社會 第5分科

『戰爭과 平和』

․專

․主要經歷

김용구(金容九)

․主要著書 및 論文

- 서울大學校 自然科學大學 學長

․主要著書 및 論文
『强誘電體入門』
「Improvement of the Vacuum
Chamber of 1MeV Cyclotron」
「Precursor Behavior of the
Ferroelectric Phase Transition
in K2ZnCl4」
「Period Doubling of a Torus near

- 韓國物理學會 會長

the Ferroelectric Phase Transition

- 科學技術處 長官

of a KH2PO4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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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年月日 : 1936. 3. 2
․最終學歷 : 日本 東京工業大
大學院(理學博士)
․專

攻 : 數

學

․現

職 : 慶北大 名譽敎授

․主要經歷

自

然 第1分科

- 中國 延邊大學 客座敎授

in a complex projective space」

『분자세포생물학』
『필수세포생물학』

攻 : 細胞 및 分子遺傳學

『분자생물학』

․現

職 : 서울大 敎授

「Role of ATP binding motifs on
DNA binding activity and

- 韓國遺傳學會 會長

biological function of Rhp51」
「Physical interactions between

- 韓國分子生物學會 會長

Rhp51 and Rad22 recombi-

- 韓國動物學會 會長

national repair proteins in

- 韓國發癌學會 會長

Schizosaccharomyces pombe」

․生年月日 : 1936. 5. 8
․最終學歷 : 日本 國立 岡山大
大學院(醫學博士)
․專

攻 : 醫

學

․現

職 : 抱川中文 醫科大 總長

․主要經歷

然 第4分科

․主要著書 및 論文

․專

- 서울大學校 敎授

自

in a complex projective space」
tributions of real hypersurfaces

․主要經歷

김병수(金炳洙)

「Compact minimal generic Submani-

- 위상수학․기하학(SRC)센터 소장

大學院(理學博士)

然 第2分科

『部分多樣体論』

「Geometry of holomorphic dis-

․最終學歷 : 美國 St. John's大

自

『代數學․幾何學』

- 慶北大 科學敎育硏究所 所長

․生年月日 : 1937. 8. 20

박상대(朴相大)

『微分幾何學』

folds with parallel normal section

- 慶北大學校 敎授

기우항(奇宇恒)

․主要著書 및 論文

․主要著書 및 論文
『小兒科學』
『小兒科學大典』
「The present status of childhood
cancer therapy in Korea」
「Adjuvant 5-fluorouracil plus

- 延世大學校 敎授

doxorubicin in D2-3 resected

- 延世大學校 副總長․總長

gastric carcinoma」

- 大韓癌學會 會長

「Monthly 5-days 5-fluorouracil and

- 大韓頭頸部腫瘍學會 會長

low dose leucovorin for adjuvant

- 韓國科學技術團體總聯合會 會長

chemotherapy in colon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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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年 度 第 47回 大 韓 民 國 學 術 院 賞 受 賞 者 紹 介

人文․社會科學部門
․생년월일
․현
직
․전
공
․수상저서

:
:
:
:

1934. 5. 5
서울대 명예교수
철 학
｢시간의 철학적
성찰｣
․주요 업적 개요
이 책은 시간에 관한 종전의
모든 연구 특히 철학적 연구업
적을 집대성하여 하나의 체계속
에 수렴한 것이다. 저자는 시간
에 대한 일반적 표상을 소개한
다음, 시간을 연구하는데는 과
학과 종교와 철학의 세 차원이
있다는 전제하에 먼저 첫 번째
차원인 과학적 연구를 다룬다.
첫 번째 차원에서 과학적 연
구의 첫 번째 과제는 천체의 운
행과 지구상의 계절의 변화에 맞
게 캘린더를 제정해 이 거시적
시간측정에 맞추어서 하루 시간
을 미시적으로 측정하는 시계(기
구)를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태양계 안의 생물학적 연
구이다. 이런 연구는 종교적 및
철학적 시간연구의 기초가 된다.

: 1937. 7. 19
: 고려대 교수
: 언어학
:「의미론 총서」
전 3권
․주요 업적 개요
이 저서는 한국 철학계에서 처
음 거둔 역작이며, 이로 인해 철
학적 사유가 한 차원 비약하리
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을뿐

소광희(蘇光熙)
두 번째 차원은 종교적 시간
연구이다. 이는 세 방식으로 전
개되는데, 1. 영속개념 2. 영생
개념 3. 윤회전생 개념이 그것
이다. 이는 시간을 거룩한 시간
과 속된 시간으로 구별하여 종
교적 차원의 시간적 의미를 탐
구하였다.
세 번째 차원은 철학적 시간
연구이다. 이는 시간의 본질, 시
간의 인식, 시간의 양상, 시간의
근원 등에 대한 성찰인데 이 저
서의 본론 격이다. 이 저서는 이
부분을 두 편으로 나누어서 영
시적으로 다루고 있다. 전편은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근세초기

․생년월일
․현
직
․전
공
․수상저서

이기용(李基用)
더러 후학에게도 큰 자극제가 되

까지의 시간이론이며, 후편은 칸
트, 헤겔로부터 베르그송, 후설,
하이데거를 거쳐 현대 영미의 분
석 철학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론이다.
이 저서는 시간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총체적으로 정리 집대성
함으로써 후학들의 연구에 길잡
이가 되게 하고 있다는 것이 일
차적 공적이 있으며, 두 번째 공
적은 시간에 얽힌 수많은 개념
과 이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
다는 것이다.
세 번째 공적은 동양의 시간
사상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검
토하고 있다.
저자의 생각으로는 역(易)의
사상은 시간의 차원에서 다루어
질 것이 아니라 존재론에서 천
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미루어 놓
고 불교의 시간관에 대해 검토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
라에 알려져 있지 않은 영미계
의 분석철학자 시간 사상을 소
개하고 있다.

어 학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本 저서는 總3卷으로 구성되
어 있다. 第1卷은 언어와 세계
(형식의미론), 第2卷은 시제와 양
상(가능세계의 의미론), 第3卷은
상황과 정보(상황의미론)으로 구
성되어 있다.
第1卷 1∼3장에서는 서론으로
의미론의 영역을 설명하고,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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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는 몬태규 문법의 체계 그
리고 8장과 11장에서는 직접 국
어와 영어의 부정구조를 다루면
서 독창성을 보여주고 있다. 첫
째, 언어 세계와의 지시적 관계
를 논의하는 것이 의미론의 과
제라는 대응이론과 둘째, 문장
들의 진리치 산출에 대한 프레게
의 합성성 원칙이 기반이 되었다.
第2卷 1∼3장에서는 시제(Tense)
에 대한 상황적 이론이 독창적
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4∼7
장에서는 시제의미론의 본질을
논하고 국어의 시제체제의 새로
운 정립을 모색하였다.
第3卷 1∼3장에서는 상황 의
미론의 기본적인 이론전개, 4∼7
장에서는 국어 및 영어의 부정
문 분석, 상(Aspect)의 문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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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시제(English Tense)의 분석
등 정밀한 이론전개가 실려 있
다. 여기서는 집합론에 기초를
둔 형식 의미론과 가능세계의 이
론 등 몬태규 의미론의 문제점
들이 지적되고 그 대안으로 바
와이즈 등의 상황이론이 제시되
었다. 그 결과로 상황이론에 입
각하여 문장들의 진리치뿐 아니
라 그 정보 내용을 분석할 수 있
는 상황 의미론을 주장하게 되
었다. 이 마지막 권은 부정이나
회상과 같은 구체적인 언어의 의
미문제를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론인 상황 의미론의 타당성을
입증하려는데 그 목표를 두었다.
이 저서의 핵심이 되는 모형
이론적 의미론은 언어학과 논리
철학이 만남으로써 이루어진 학

문적 결과로 지난 30년간의 연
구업적을 비판적 안목으로 과거
와 현재, 미래라는 축에서 논의
하였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저자는 몬태규 의미론에 관한
학위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세계최초(1974. 8)의 3人 중의 한
사람으로 몬태규 의미론을 확장하
고 구체화한 第1卷과 第2卷의 연
구내용들이 국내뿐 아니라 일본
등지의 몬태규 의미론을 소개하
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第3卷의 상황 의미론은 컴퓨
터 이론을 의미분석에 응용하려
는 전산 의미론의 기초가 되고
있고, 전체적 짜임새가 있으며
언어에 대한 이론 체계를 구성
하려는 노력 등 창의적인 독창
성이 인정되었다.

自 然 科 學 部 門
․생년월일 : 1955. 6. 3
․현
직 : KAIST 교수
․전
공 : 물리학
․수상논문 :「 Room-temperature
Continuous-wave
Vertical-cavity Singlequantum-well
Microlaser Diodes」
․주요 업적 개요
이용희 교수는 고속 광정보통신
용 광원으로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수직공진 표면 광레이저(Vertical
Cavity Surface Emitting Laser,
VCSEL)를 세계 최초로 연구 개발
하여 이에 대한 원천특허를 보
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

이용희(李用熙)
를 계속하여 차세대 미세반도체
레이저의 새로운 형태를 물리
적으로 제안하고 정립시켰다.
연구의 질적인 면에서 볼 때
SCI 인정 학술지에 게재한 80
여편의 논문 중에는 100회 이상
인용된 최우수 논문이 4편이나

되며, 이 논문들의 총 누적 인
용횟수는 1,700회(논문 당 평균
21회 인용) 이상이 됨을 고려하
면, 이 연구의 학문적인 중요성
과 기여도가 학계에서 널리 인
정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이 교수의 양성자 주입
형 850nm VCSEL 구조는 최초
연구결과가 발표된 지 10년여만
에 이미 Agilent 등 세계 유수
의 회사에서 상용화되어 수 GHz
급의 고속 단거리 광송수신기에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이 주
목할만하다.
또한, 국제적인 학술대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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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최근 2∼3년간에만 10여회 이
상의 초청논문을 발표하는 등 현
재에도 활발한 활동을 지속적으
로 전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
동으로 반도체 레이저 분야의 주
요학술대회인 Conference on
Lasers and Electro-Optics,
International Semiconductor
Laser Conference, LEOS, CLEO/
Pacific Rim 등에서 Committee
Member, 좌장, Committee Chair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수직공간 표면광 레이

․생년월일 : 1937. 4. 7
․현
직 : 서울대 교수
․전
공 : 분자유전학
․수상논문 :「Transcriptional
Regulation and
Environment Induction of
Gene Encoding Copperand Zinc-containing
Superoxide Dismutase」
․주요 업적 개요
노현모 교수는 오랜 연구 활
동을 통해 아데노바이러스 및 혈
액암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등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수행하여
국외 유수의 학술지에 게재하였
으며, 분자유전학적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한국형 B형 간염바이
러스 및 유해산소제거효소(SOD1)
유전자 등 고등생물의 유전자 발
현조절에 관하여 심도 있는 연
구를 수행하였다.
노 교수는 생물의 항상성 및
보전에는 다양한 유전자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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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연구실'이라는 국가지정연구
실을 운영하면서 780∼1,550nm
에 이르는 넓은 발진 파장대역
에서의 VCSEL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초
미세 공진기에서의 광양자 자발
방출특성, 편광조절특성, 고품위
공진기특성 등 VCSEL 관련분
야 연구의 토착화를 주도하면서
국내의 연구수준을 한 단계 향
상시켰다.
최근에는 VCSEL의 궁극적인
형태를 2차원 광결정의 개념과

노현모(盧賢模)
로운 발현 및 이의 적절한 조절
이 필수적인 요소임에 착안하여,
지난 20여년간의 국내 연구 활
동을 통해 한국인에 다발하는 B
형 간염바이러스의 생활사와 유
전자 발현조절 및 복제과정에 대
한 연구를 수행하여 수십편의 논
문을 국제학술지에 게재하였다.
또한 노화 및 각종 퇴행성 질
환의 원인이 되는 유해산소에 주
목하여 이를 중화시키는 유해산
소제거효소(SOD1) 유전자의 발
현과정 및 발현유도연구 등을 심
도 있게 진행하였다.

결합시킨 구조에서 제안하고 실
험적으로 구현시켜서 학계의 새
로운 주목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980nm에서 상온 연
속 동작하는 VCSEL에 대한 세
계 최초의 연구결과이다. 고품
위 레이저 공진기를 빛의 파장
정도로 극소화하면 광자의 유도
방출이 증폭된다는 것과 문턱전
류가 기존의 수십mA에서 1mA
정도까지 감소될 수 있다는 것
을 실험으로 증명하여 이 분야
연구에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연구 활동을 통해 133
편(국내 64, 국외 69)의 학술논
문을 발표하였으며, 수차례의 국
제학술회의 초청연사 및 권위를
인정받은 국제학술지의 Review
저술 등 동 연구 분야에서 국내
외적으로 학술적인 공인을 받았
다. 이를 통해 국내에 분자생물
학 도입 및 보급에 실질적인 역
할을 담당하였으며, 생물학계 발
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본 논문은 유해산소제거효소
(SOD1)의 유전자 발현조절과 관
련하여 Review원고의 집필요청
을 받아 출판한 것으로 그 동안
의 유해산소제거효소에 관한 분자
생물학적 연구를 망라한 것이다.
순수한 국내연구시설과 연구비
로 이룩한 업적이 Volume이 349까
지 진행된 Methods in Enzymology
에 Invited review가 된 것은 매
우 드문 사례이다. 유해산소제
거효소(SOD1) 측면에서는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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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발현과 조절기작에 대한 상
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분자유전학적 연구방법에서 이
룩한 위의 학문적 업적은 이 분
야에서 세계적으로 그 학술적 권

․생년월일 : 1943. 4. 16
․현
직 : 서울대 교수
․전
공 : 기계공학
․수상논문 :「The Thermal
Conductivity of R22,
R142b, R152a and Their
Mixtures in the Liquid
State」
․주요 업적 개요
노승탁 교수는 지난 30년간
대학에서 교육과 연구를 담당
하며 기계공학 특히 열공학분야
의 학술과 기술의 발전, 그리고
국내학술의 국제화에 크게 기
여하였다.
노 교수는 열역학을 기반으로
하는 열물성, 에너지변환 및 냉
동 공학 등에서 다수의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현재까지
국제학술지 76편 등 국내외 학
술전문지에 183편의 논문게재와
국내외 전문학회에서 190회의 논
문발표 또는 초청강연을 담당한
바 있다.
발표된 논문은 현재까지 총
500회에 이르는 인용실적을 가
지고 있으며, 실험자료 및 실험
기법, 해석의 방법과 결과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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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인정받고 있다.
아울러 노화 및 퇴행성 질환
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효
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항산

화 효소의 세포 내 발현을 효과
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학문
적인 기반을 제시함으로써 궁극
적으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술회의연합회(AIHTC)의 회장
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기
계학회(ASME)에서 Fellow로 선
임되기도 하였다.
본 논문은 1990년대 초 많은

노승탁(盧承卓)
서 학술의 발전과 기술의 진전
에 크게 기여하였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초
학문으로 분류되는 열물성 연구
결과는 90년대의 오존층 파괴에
따른 신냉매 개발과 연관한 좋
은 자료가 되었으며, 에너지 변
환 기기의 해석은 우리나라 발
전설비의 설계기술 향상에도 많
은 기여를 하였다.
또한 노 교수는 국내 학술의
국제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열공학 분야의 최대행사인 국
제열전달학술회의의 조직위원장
등 다수의 열공학 국제학술회
의의 조직위원장을 역임하였으
며, 5개의 국제 전문 학술지에
편집인 또는 편집위원으로 활동
하고 있다. 현재 국제열전달학

관심을 끌었던 냉매들인 염화불
화탄화수소(HCFC) 계열에 대
한 물성자료인 열전도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들 혼합냉매를
이용한 냉동기 설계에서 새로운
냉매에 적합하도록 많은 도움
을 주었으며, 향후 불화탄화수
소(HFC) 계열 냉매에 대한 열
전도율을 측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비
정상적 열선법과 장치는 지난 수
년간 유사연구자들이 타물질의
열 전도율을 측정하는데 사용하
고 있으며, 측정결과인 저온 고
압에서의 순수 및 혼합물의 열
전도율은 각종 자료집 및 관계
식 구성에 인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 그 빈도가 높아
지고 있으며 현재 SIC 인용건
수는 19건으로 열공학 발전에 크
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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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員寄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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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學術 探訪記
金雲泰 人文․社會科學部會長

금번 學術院에서는 SK그룹의
후원으로 계획된 中國 學術交流
1차 방문단이 예정된 3개 도시를
4박 5일간의 시찰관광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다. 방문도시는 北
京, 上海, 蘇州이며 방문 회원은
인문․사회과학부 제1분과 서명
원회원, 제2분과 차주환, 조성식,
강두식, 김완진회원, 제4분과 김
종원, 김정균, 황적인회원, 제5분
과 김운태, 홍승직회원, 제6분과
정병휴회원 등 11인이며, 자연
과학부 제1분과 이상수, 노재식,
고윤석회원, 제2분과 김오중회
원, 제3분과 조선휘회원, 제4분과
이장락회원, 제5분과 김문협, 고
재군회원 등 8인으로 참가회원은
총 19인이었으며 이밖에 사무국의
김영익 사무관과 박기재 주사가
지원요원으로 동반하였다.
방문단의 현지방문 시찰계획
은 공식회합 座談과 觀光으로 짜
여졌는데 먼저 좌담부터 간단히
적기로 한다.
6月 5日에는 2팀으로 나누어
A팀은 中國社會科學院을 B팀은
科學院을, 6月 7日에는 上海市
浦東新區委員會을 방문하여 공
식좌담을 나누었다.
中國社會科學院과 科學院은 中
國 中央政府 國務院 산하의 社會科
學分野와 自然科學分野의 대표적
인 國家學術硏究諮問機關으로써
중국정부의 주요정책 입안과 중국
의 학술연구에 막중한 영향을 미치
고 있는 중심기관으로 널리 알려
지고 있다. 특히 이들 中國社會科

中國社會科學院 訪問

學院과 科學院은 大韓民國學術
院과 協約에 따라 每隔年 會員들
의 상호 방문계획이 定例化 되어
있어 긴밀한 상호 학술교류가 실시
되고 있다. 금번 우리 방문단 A팀
이 中國社會科學院을 방문하였을
때는 外事局長兼 投資硏究 中心
副理事長 裵長洪 博士, 硏究員,
民法室主任 孫憲忠 博士를 비롯한
各分野의 專門硏究員이 우리일
행을 반가이 맞이하며 중국측의
學術硏究 실정을 설명해주었으며
分野別 硏究課題에 관하여 오랜時
間 질의응답과 意見교환의 기회를
가졌다. 끝으로 우리측의 희망사항
으로 현재 남북간 학술교류가 단
절되고 있으나 中國社會科學院
은 北韓側 硏究機關과 交流가 있
을 것임으로 韓․中 共榮協力次
元에서 우리민족의 남북 학술문
화 교류 촉진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 방문단일행이 中國人民政
治協商會議 上海市浦東新區委員
會를 방문하였을 때에는 上海市浦
東新區委員會 陳炳輝 副主席이 우
리를 맞이해서 浦東開發5個年計
劃의 과거실적에 관한 브리핑을 하
여 주었고 우리 일행중에서도 관심
있는 몇분의 질의와 의견교환이 있

었다. 또한 좌담중에 중국참석자
들로부터 中國의 開發計劃이 韓國
의 開發戰略을 많이 참고하였는데
浦東의 開發計劃에 관하여 韓國
학자들의 학술적인 助言을 요구받
았다. 이에 대하여 우리 측에서는
上海市 浦東地區의 눈부신 高度成
長 政策에 우리一行이 깊은 감명
을 받았다고 소감을 밝히고 여기
에 소견을 첨가한다면 장차의 개발
계획수립에 있어서는 非經濟的開
發, 예컨대 文化, 環境, 敎育, 政治
등 제분야의 지역개발계획을 점진
적으로 추가하였으면 더욱 中國社
會의 발전 번영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말하
고 좌담을 끝마치었다.
이상 두가지 좌담계획 즉 中國
社會科學院과 科學院의 방문과 上
海市浦東新區委員會의 방문 좌담
을 마친 우리일행은 中國 北京 주
재 SK集團(沈和燮 部長, 金相國
常務)의 주선으로 現地 國家經濟
貿易委員會 經濟硏究 中心의 專門
家인 李明星 博士의 강연을 청취
하고 토론할 기회를 가졌다. 李明
星 博士는 中國의 少數民族인 朝
鮮族 第2世出身으로 알려진 바
로는 일찍이 中國의 實務界와 學
界에 진출하여 그 명성이 널리
알려진 젊은 經濟專門家로서 그
의 최근의 中國 經濟發展에 관
한 해박한 전문지식은 우리一行
에게 감명을 주었다.
다음 우리 一行이 방중 목적의
하나인 觀光여정에 관하여 보고하
고자 한다. 우리 一行은 6月 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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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北京에 도착하여 天安門
광장과 明․淸代의 古宮인 紫禁
城 및 天壇公園 등을 관광하였다.
다음 6月 5日 오전에 中國社
會科學院과 科學院의 방문 후 오
후에는 北京市 西北方 교외에 있는
유명한 큰 공원으로 淸代의 夏
別宮으로 이용하다 西太后가 1888
年 재건한 대규모의 인공호수와
수려한 궁정건조물로 둘러싸인
頤和園을 관광하였다.
6月 6日에는 아침부터 明朝十
三陵과 定陵地下宮殿에서 出土
한 유품전시 등을 관람하고 이어
서 萬里長城을 관광한 후 北京을
출발하여 上海에 도착하였다. 萬
里長城은 5세기이래 北方好戰族
의 침입에 대비한 人工방벽으로
中國漢族이 北京市의 북쪽 산마
루를 따라 구축한 끝없이 계속
되는 역사적 장성의 유적이다.
6月 7日 오전에는 임시정부청
사 및 유적지를 방문하였다.
3. 1 운동후 상해에 근거를 두
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여러
곳을 전전하였으며 현재 임시정
부 청사로 보존되어 있는 곳은
임시정부가 1926年부터 1932年까
지 머물렀던 곳으로 최후의 청사
이다. 이 청사는 애국선열들의
얼이 깃든 문화재로써 최근 상하
이 민간단체와 관계 당국의 지원
으로 臨政청사 건물이 원상태로
많이 복원되고 있으며 그 現場을
직접 확인하니 大韓民國의 뿌리
를 찾는 감회를 금할 수 없었다.
이어 우리一行은 예원과 홍구공
원을 관광하였다. 예원은 400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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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가진 강남의 부호(瀋允
端)가 소유했던 고전적 정원으
로 오늘의 관광명승지이며 홍구공
원(노신공원)은 1932年 4月 29日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투척했던
의거현장으로 1994年 한국기업
의 헌납으로 윤봉길 의사를 기
념하는 정자가 세워졌다.
다음 우리一行은 上海市浦東
開發區와 동방「명주타워」의 관
광 등으로 강행군을 하였으며 이
곳을 돌아본 후 우리는 蘇州로
이동하였다.
6月 8日에도 蘇州에서 예정계획
에 따라 관광이 계속되었다. 寒山
寺 虎丘塔, 拙政園, 실크공장 등을
방문하였다.「寒山寺」는 6世紀
남북조시대에 창건되어 淸代 1911
년에 보수된 고색 창연한 큰사찰
이며 明代의 두명의 기인 寒山과
拾得이 살았다는 데서 그 이름이
유래한다고 전한다. 「虎丘塔」은
春秋時代의 吳王의 묘소로 千人石
이라는 아주 넓은 바위와 그 옆에
“虎丘劍池”가 전해지는데 戰國時
代 그 바위에 千名이 앉아서 고승
의 설법을 들었다하며 옛날 吳나
라(현재 蘇州 지방)는 명검이 나
오는 곳으로도 유명했다고 한다.
그리고 蘇州의 「拙政園」은
中國의 名園으로 알려지고 있으
며 蘇州가 정원의 명승도시임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蘇州는 비
단생산지로 유명하여 在來式 비
단공장도 관광하였다.
이상으로 우리一行의 흥미로운
관광은 끝을 맺는데, 그밖에 소감
으로 長江의 三角地인 浦東, 浦西

지구의 高度成長 정책은 인상적이
었다. 우리나라에서도 三星, SK,
LG 등 재벌기업이 참여하고 있으
며 小數民族인 朝鮮民族은 中國에
살고 있는 55개의 소수민족 가운
데 文化的으로 우수한 민족으로 국
내외에서 널리 인정을 받고 있는
사실에 마음 든든하였다. 조선족은
中國全體에 약 200만 명이 東北3
省을 비롯해서 각지방에 살고 있으
며, 經濟, 政治, 行政分野(考試資
格에서 朝鮮民族은 10%의 加算制
혜택을 받고 있다) 등에 활동하고
있다. 또 길림성 연길시에는 조선
족 자치주 정부를 가지고 우리 민족
의 자주적 긍지를 갖고 살고 있다.
다시 浦東, 浦西地區의 관광
에서 느낀 것은 이 開發地區를
중추요지로 하여 4. 5車線의 아
스팔트로 포장한 圓滑한 高速道
路가 4通 8達式으로 開通되어 全
國土의 交通運搬 수단에 一大革
新이 진행중에 있으며 아울러 2008
年에 中國政府가 開催하기로 약
속한 世界올림픽大會를 지금부
터 준비하기 위하여 道路開通과
街路樹植木 및 造景, 造林綠化
事業에 國力을 기울이고 있는 活
氣찬 광경도 목격할 수 있었다.
우리一行은 예정된 中國 방문계
획을 무사히 마치고 6月 8日 下
午 6시 20분 인천공항으로 귀국하
였다. 이번 여행은 우리 學術院
會員의 心氣一新과 活力更新에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보며 이
계획에 재정과 관리지원을 해준
SK그룹관계자와 사무국직원들에
게 甚深한 謝意를 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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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員寄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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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學術 探訪記
金午仲 會員(體育學)

世界 여러 나라를 旅行했었지
만 社會主義國家인 中國의 訪問
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6月 4日 10:00時 仁川空港을 出
發하여 11:00時에 北京에 到着하
였으니 不過 한시간의 거리에 位
置하고 있었다. 이렇게 지척지간
에 있는 中國의 首都인 北京을
이제서야 찾아보게 된 것은 晩
時之歎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學術院 支援으로 中國
訪問의 機會를 갖게 된 것은 매우
多幸스러운 일이였다. 4박 5일 동
안 北京, 上海, 蘇州 등 몇 곳을
巡訪하면서 筆者가 보고 듣고 느
낀 內容을 紹介하고자 한다.
첫째, 눈부신 變化와 發展을
거듭하고 있다.
中國은 1949年 10月 1日 中國
人民共和國을 樹立한 以來 現在에
이르기까지 50年동안 改革 開放
을 통하여 發展을 거듭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經濟面에 있어서 市場經
濟制度를 導入하고 있으며 政治
的으로는 社會主義制度를 實施하
면서 그들의 實用主義哲學이 基
盤을 이루고 있는 듯 하였다.
그러기에 外面的으로 社會主義
國家와 같이 보이지 않고 自由民
主主義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둘째, 綠化運動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世界 여러都市들은 都市건설
로 인한 自然的環境의 破壞를 막
고자 人工的이나마 都心地帶에 自
然的環境을 造成하고 있다. 그리고

天壇公園 新年殿

住民을 위한 綠地地帶, 公園, 休息
空間地帶를 그 都市 全土地 面積
의 일정공간을 確保하는 法令이
정해지고 있는 綠地法이 있다.
지금 中國은 世界 어느 나라에
못지 않게 綠地, 公園面積이 全
國土 面積의 30%이상을 法令으
로 정해놓고 이 綠化運動을 大
大的으로 展開하고 있다.
이 綠地面積의 確保를 法令으
로 정해 놓지 않으면 都市計劃
으로 밀려 綠地帶를 確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법의 目的은
福祉建設의 一環으로서 살기 좋은
환경과 아울러 住民들의 健康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다.
30% 이상을 綠地地帶로 確保한
다는 것도 劃期的인 일이지만 社會
主義國家로서 自由民主國家에 못지
않은 政策을 樹立한 中國의 政策
이 무척 부러울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는 최근에 주 5
일 勤務制度를 實施하고자 하는데
中國은 이미 國民들의 餘暇利用
및 삶의 質 向上을 위한 주5일
勤務制度를 實施하고 있었다.
넷째, 觀光事業에 重點을 두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悠久한 歷史와 傳統文化를 자
랑하고 있는 中國은 紫禁城 , 萬里

長城, 天安門 등 자랑할 만한 歷史
的 遺蹟과 名勝地가 많이 있기
때문에 觀光收入에 많은 資源을
提供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週末 休暇를 活用하면서 觀光
을 즐기는 사람들이 滿員을 이
루고 있었으며, 觀光客은 거의
80%이상이 中國인이며 나머지
20%가 外國人들이었다.
다섯째, 中國땅에는 무덤을 찾
아볼 수 없었다.
鄧小平이 政權을 잡았을 當時
中國사람은 누구를 莫論하고 죽은
후에 반드시 屍體를 火葬하고 뼈를
갈아 분말로 하여 바다나 강에 뿌
리게 하는 것을 法令化 하였다. 鄧
小平 자신도 이법에 따라 率先垂
範하였다고 한다. 무덤制度를 철
폐하므로서 國土를 活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여섯째, 漢字使用에서 從前의
複雜하고 어려운 文字를 簡便化
하여 使用하고 있었다.
이는 어려운 漢字를 略字로 쉽
게 쓰도록 하므로서 中國語를 보다
大衆化하면서 漢文의 簡便化에
力點을 두고 있었다.
中國은 현재 눈부신 成長 發展을
거듭하고 發展의 潛在力을 갖추고
있음이 틀림없다. 특히 2008年 올
림픽 대회유치를 계기로 모든 면에
서 大大的인 準備를 서두르고 있다.
예를 들면 現在 北京에서 上海까
지 高速電鐵을 建設하고 있으며
政治․經濟․文化․社會面에 劃
期的인 發展을 가져올 것으로
展望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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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任 任 員 選 出
지난 7月 12日 第49次 定期總會 및 部會에서 次期 會長團을 選出하였다. 第29代 會長에
는 李鎬汪 現會長(微生物學)과 副會長에는 金泰吉 現副會長(倫理學), 部會長에는 金雲泰
人文․社會科學部會長과 朱軫淳 自然科學部會長이 再選任되었으며, 새로운 任期는 2002年
8月 26日부터 시작된다. 選出된 新任任員 名單은 다음과 같다.
職

位

攻

備考

微生物學

連任

部會長
金雲泰
1分科會長 鄭鎭弘

政治學
宗敎學

2分科會長

張奭鎭

3分科會長

金容燮

4分科會長

金洪奎 民事訴訟法

5分科會長

李萬甲

6分科會長

尹起重

學術院 會長
人
文
․
社
會
科
學
部

姓

名

李鎬汪

專

攻

備考

學術院副會長 金泰吉

倫理學

連任

連任
新任

部會長
朱軫淳
自 1分科會長 朴世熙

營養學
數 學

連任
新任

言語學

連任

然 2分科會長 金俊鎬

生物學

新任

韓國史

連任

電子工學

新任

新任

科 3分科會長 李晩榮
學 4分科會長 李相燮

藥․生化學

連任

社會學

新任

部 5分科會長 李炳馹

園藝學

新任

經濟學

新任

會

員

◆ 日本 東京大學 大學院 特講
∘李晩榮 會員(自然3分科)은 지난 6月 2～
5日까지 日本 東京大學 招請으로 同大學院
에서 碩博士課程 學生들에게 暗號와 情報
保安(Cryptography and its Applications)
이라는 主題로 講義를 하였다.
◆ 出版記念會
∘權彛赫 會員(自然4分科)은 지난 6月 27日
신라호텔에서 文集 『사진으로 보는 나의
人生 80年』八旬 出版記念會를 가졌다.
◆ 受 賞
∘金容燮 會員(人文․社會3分科)은 韓國 近代
史 硏究를 통해 韓國 史學 發展에 寄與한
功勞로, 朴泰源 會員(自然1分科)은 韓國
고유의 醱酵食品 및 石油醱酵에 관한 硏究
成果를 인정받아 성곡학술문화상 수상자로
選定되어 지난 7月 12日 롯데호텔에서 제17회
성곡학술문화상을 수상하였다.

職

動

位

姓

名

專

靜

◆ 著書 發刊
∘文國鎭 會員(自然4分科), 上野正彦 共著
『日本の死体 韓國の屍体』
靑春出版社(東京)刊, 223面
◆ 住所 變更
∘高亨坤 會員(人文․社會1分科)
137-170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89-1
☎ XXXXXXX
∘徐明源 會員(人文․社會1分科)
449-843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상현리 250 두산위부Ⓐ 805동 901호
☎ (031) XXXXXXX
∘尹世元 會員(自然1分科)
138-834 서울시 송파구 방이1동 194
현대빌라 1동 102호
☎ XXXXXX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