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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동양학과 학부생들을 위한 1학기 전공

간담회가 2022년 2월 7일 오후 4시에 진행

되었다. 이날 전공간담회는 유학·동양학과 

학부생들이 수강신청을 하는데 있어 생기

는 여러 궁금증을 교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서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유학·동양학과 학

과장 백영선 교수를 비롯한 유학대학 학생회 임원들이 기획한 행사이다. 신정근 유학대학

장과 백영선 유학·동양학과장을 비롯한 여러 전임교원들과 유학·동양학과 학부생들을 통틀

어서 80여 명이 이날 행사에 참여하였으며, 특히 21학번 전공진입생들을 비롯한 22학번 신

입생 학우들이 많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다양한 내용(유학대학 로드맵 소개, 1학기 

개설과목 소개, 학사학위 논문 작성 절차 소개, 양현재 소개, 유학대학 소모임 소개, 교수님

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참여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학과 차원에서 

소정의 선물(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준비하여 행사에 참여한 유학·동양학과 학부생들

에게 제공하였다.

유학·동양학과 2022학년도 1학기를 위한 전공간담회

유학대학 (학장 신정근)은 4. 26.(화), 18시에 1시간 동안 퇴계인문관 31503 강의실에서 외국

인유학생 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본 간담회에는 신정근 학장, 김동민 유학전공 주

임교수, 외국인유학생 14명 및 행정실 직원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외국인유학생들의 대학생활을 격려하고, 외국인유학생 대상 맞춤 학사안내를 통한 

학교생활 지원을 위해 대면행사로 기획되었다. 행사는 교수소개, 학사안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외국

인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국어 통역을 함께 진행하였다. 신정근 유학대학장은 인사

말에서 “유학대학에서는 외국인유학생들이 건강하고, 열심히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으며, 궁금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지도교수님이나 

행정실 선생님들과 상의하라”고 조언하였다. 외국인유학생들도 장학생 선정과 지도교수 신

청 등 관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등, 코로나 이후 재개된 대면 간담회에서 활발

한 소통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유학대학 외국인유학생 간담회 성료

유학대학 학부모 초청 온라인 간담회 성료

유학대학(학장 신정근)은 4. 28. (목), 19시에 1시간 동안 퇴계인문관 31406 강

의실에서 학부모 초청 온라인 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본 간담회에는 

신정근 학장, 백영선 유학·동양학과장, 박소정 교수, 김동민 교수, 강경현 교수

를 비롯한 행정실 직원, 양현재 류영하 재감 등이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였고, 

온라인으로 총 16명의 학부모가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

속감 부재로 신입생의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학부모 대상 맞춤 학사안내를 위

해 기획되었다. 행사는 유학대학 현황 및 비전 소개, 교수 소개, 학사안내와 

함께 학생회 소개까지 진행되었고, 이후 학부모의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

되었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는 미리 취합한 사전 질문을 비롯하여, 학부모

와 상호교류를 통해 설명을 진행함으로써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였다. 학부모

는 복수전공, 양현재, 기숙사 등 관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등 활

발한 소통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유학대학 백영선 교수, SKKU Teaching Award 수상자 선정

성균관대학교 SKKU Teaching Award 수상

자로 유학대학의 백영선 교수가 선정되었

다. SKKU Teaching Award 제도는 교육의 질

적 향상을 선도한 교강사를 선정해 포상하

는 영예로운 상으로, 교육 역량이 뛰어난 교

강사의 자긍심과 명예를 드높이고,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한 동기부여를 진작, 확진시

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SKKU Teaching 

Award 시상식은 5월 13일 금요일 오후 3시 600주년기념관 제1회의실에서 개

최되었다.

유학대학 림관헌학술기금 박사후연구원 증서 수여식

본교 유학대학(학장 : 신정근 교수)은 

5.16.(월)에 본교 옥류천에서 교수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유

학대학 림관헌학술기금 박사후연구

원 증서 수여식’을 거행하였다. 유학

대학 림관헌학술기금 박사후연구원 

제도는 림관헌 회장의 뜻에 따라 유학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우수한 신진

연구자에게 학술활동의 지속성 유지와 우수논문 발표를 지원하기 위해 올

해 신설되었다. 제1회 박사후연구원으로는 유학전공 신예진 박사, 동양철학

전공 이진명, 김수진 박사, 한국철학전공의 주용성, 김병목 박사 등 5명이 선

정되었으며, 림관헌 동문이 기부한 학술기금에서 3백만원씩을 지원받게 된

다. 신정근 학장은 인사말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1년이 본인 연구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하고, 림관헌학술기금 지원금이 훌륭한 연구성과를 

이루는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신예진 박사 등 선정자들도 지

도교수님들과 림관헌 회장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여 

유학대학을 빛내는 훌륭한 연구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유학대학 김동민 교수가 최근 번역

서 춘추공양학사(상/하)를 출간했

다. 이 책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

양학’의 형성과 그 역사를 다룬 역

작이다. 책의 제목은 ‘춘추공양학

사’이지만, 공양학을 중심으로 전

개된 춘추학의 전체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춘추학사’라

고 할 수 있다. 기존에 이미 ‘춘추학사’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 몇 권의 책이 

출판되었지만, 그 책들은 각 시대별 춘추 관련 주요 인물이나 저서, 그들의 

이론이나 학문의 성격 등을 개별적으로 소개하는 형식이다. 그에 비해 이 책

은 ‘공양학’이라는 하나의 일관된 시각을 가지고, 춘추학 내부에 존재하는 다

양한 학문들이 상호 대립과 통합 등의 과정을 통해 그 이론이나 학문적 성격

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역사 현장에서 각 학문들이 시대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에 주목하였다. 이 책은 통사의 관점에서 춘추학의 전

체 역사를 통찰할 수 있고, 나아가 ‘공양학’이라는 하나의 학술 사조를 통해 

중국철학사 전체를 관망할 수 있는 시각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일독의 가

치가 있는 중요한 저술이다.

유학대학 김동민 교수 ‘춘추공양학사(상/하)’ 번역서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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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총장 신동렬) 유학대

학(신정근 학장)은 유교TV방송(주)과 

6.27(월) 16시 유학대학장실에서 양 

기관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유학의 

정신과 유학 교육의 확산 및 유학의 

세계화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

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계적인 유학교육기관인 본교 유학대학과 유

교전문방송사로 비상을 준비하는 유교TV방송(주)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양 기관은 유학의 발전 및 세계화를 위해 교육, 방송, 홍보 콘텐츠 구축

과 인적·물적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학대학 신정근 학장은 “유교TV방

송과의 협약으로 본교 유학대학 위상강화 및 유학교육의 우수성을 널리 알

리는 한편 유학의 사회적 저변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유교TV방

송 천상규 대표이사 사장은 “유학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유교문화 발전을 위

한 양질의 방송 콘텐츠 개발 및 구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유학대학

에는 신정근 유학대학장과 백영선 학과장, 김동민 교수, 강경현 교수 등이 

참석하였고, 유교TV방송(주)에서는 천상규 대표이사 사장, 김재경 총괄본부

장 전무이사, 박진수 방송본부장 상무이사, 김지원 경영지원실장이 참석하

여 양 기관의 상호협력 방향과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발전적인 논의를 

지속하기로 협의하였다.

유학대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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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대학 강경현 교수 『퇴계 이황의 리(理) 철학』 출간

유학대학 강경현 교수가 최

근 저서 <퇴계 이황의 리(理) 

철학-지선(至善)실현과 자

기완성>을 출간했다. 이 책

은 16세기 조선에서 활동했

던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철학이 “리(理)” 개념을 중심

으로 “지선(至善)”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도덕적 인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 책에서는 “천명으로서의 리(理)”의 함의를 규명

함으로써 퇴계 리(理) 철학에 대한 이해의 층위가 다각화될 수 있고, 퇴계 철

학의 가치 지향적 성격이 “리(理)의 명령”이라는 의미 위에서 일관되게 읽힐 

수 있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이 책에서는 퇴계가 인간의 도덕 실천을 리(理)

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며, 도덕 실천이 인간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기인하는 

도덕적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를 통해 퇴계의 리(理) 철학

이란 도심(道心)의 자기 정합적, 자기완성적 완결의 체계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 책은 지난 2014년에 제출되었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출간한 

것이다. 강경현 교수는 현재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에 재직하고 있으며, 퇴

계 이황을 비롯한 16세기 조선의 인물과 사상을 통해 조선 유학과 동아시아 

주자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유학대학원 인성교육지도사 과정 수업

유학대학 유학대학원에서 2022년 6

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인성교육

지도사 과정 수업을 진행하였다. 총 

3일간 진행되는 수업에서 유학대학 

교수진이 인성교과 공통과목(대학, 

맹자, 논어, 중용)과 전공과목(유교경

전, 서예, 다도)을 담당하였다. 한편, 인성교육지도사 과정 시험은 오는 7월 1

일(금) 오후부터 진행되었다.

유학대학 ‘림관헌 기금수여식 및 출판기념회’ 성황리에 거행

본교 유학대학(학장 신정근)은 7월 22일에 600주년기념관에서 ‘림관헌 기금수

여식 및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다. 행사는 1부 ‘림관헌장학금 및 학술기금 수

여식’과 2부 ‘림관헌 칼럼집 「자유」 출판기념회’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 ‘림관

헌장학금 및 학술기금 수여식’은 600주년기념관 제3회의실에서 개최되었고, 

림관헌 회장께서 2명의 유학대학 학부생에게 장학금을, 2021학년도 유학대학 

박사학위 수여자 5명에게 학술기금을 전달하였다. 림관헌 회장께서는 학생들

에게 당신의 저서 「자유」를 선물하고, 학생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큰 꿈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 주기를 당부하였다. 림관헌 회장은 현재까지 2.2억 원의 장학

금을 기부하여 38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4.5억원 의 학술기금을 

기부하여 45편의 학술지 논문게재와 5권의 저서 발간을 후원하였다. 2부 ‘림관

헌 칼럼집 「자유」 출판기념회’는 본교 유학대학과 평화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600주년기념관 6층 소향강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자유」는 최근 10년

간 림관헌 회장께서 미국 <중앙일보>와 <한국일보>에 실었던 칼럼 원고를 모아 

책으로 낸 것으로, 미국과 조국을 오가며 다양한 소재를 유학과 자유 등의 주제

와 접목하여 독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유로 점철(點綴)하였기에 또 하나의 

시대상을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약 60여명의 사회 저명인사들이 출판기

념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가운데 본교 김준영 이사장, 신동렬 총장, 윤용

택 총동창회장과 평화문제연구소 신영석 이사장, 현경대 고문, 전 삼성물산 현

명관 회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더욱 빛내주었다. 신동렬 총장은 환영사에서 

“림관헌 회장님의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가치관과 헌신이 녹아있는 칼럼집 「자

유」 출판을 축하드리며 본교 유학대학 발전을 위해 많은 장학금과 학술기금을 

기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준영 이사장은 축사에서 “조국의 발전

과 자유를 향한 림관헌 회장님의 오랜 삶의 노력이 녹아있는 한편의 서사가 칼

럼집 「자유」라고 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자유의 소중함을 계승·발전시켜

야 한다”고 하였다. 림관헌 회장은 저자 인사에서 지나온 삶과 그 삶 속에서의 

애환을 참석자들과 공유하면서 서양문명의 발달과 동양사상이 일맥상통한다

는 최근 본인의 연구 내용도 간략히 소개하였다. 림관헌 회장은 「자유」에서 “주

눅이 들어 살던 때도 있었지만 자유의 가치를 통해 한국이 재건되는데 「세계속 

자랑스런 한국을 위하여」라는 작은 책자가 제 몫을 다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

하다”면서 “우리 후손들이 이웃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

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 것 같아 다행이다”라고 출판기념회 소감을 밝혔다.

유학대학, 유교TV방송(주)와 상호협력 협약 체결

유학대학 제1회 학사학위논문 우수작 시상식 개최

유학대학 학사학위논문 우수작 시상

식이 2022년 7월 6일(수) 오전 10시 

30분에 거행되었다. 유학대학 교수

진은 회의를 통해서, 이번 2022년 1학

기부터 제출된 학사학위논문 중 가

장 우수한 작품을 쓴 학부생을 선정

하여 시상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시상식에서 수상한 17학번 ‘김예은’ 학우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사용한 ‘호(號)’와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부캐’라는 이미지

와의 관계성을 찾는 내용의 『‘부캐’의 기원 –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호(號)에서 

찾는 멀티 페르소나적(的) 의미 -』 학사학위논문을 작성하였으며, 해당 논문

은 유학대학 교수진들의 회의 끝에 학사학위논문 중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

다. 이번 행사에는 유학대학 학장 신정근 교수를 포함한 유학·동양학과 학과

장 백영선 교수, 김동민 교수, 강경현 교수가 참석하였으며, 유학·문과대학 행

정실 최병욱 행정실장도 참석하여 시상식을 빛내주었다. 수상자 김예은 학우

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상품, 꽃다발이 증정되었다.

유학대학원 34기 유림지도자과정 하계학기

무더운 여름날 7월 18일 월요일에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 31503에서 신

정근(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장)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유림지도자과정 34기가 개강했다. 유림지도자과정은 유교사

상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맞는 가치관의 확립

과 도덕적 인격을 함양하고, 유교사상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하여 물질중심

의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

을 도출하며, 유교문화와 동양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선양하고 새 시대에 

맞는 지도자로서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유림지도자과정 수업은 7월 

18일부터 7월 29일 총 2주 동안 진행됐으며 참여 향교는 경남 하동향교, 과

천향교, 회덕향교, 안성향교, 동래향교, 포천향교, 언양향교, 거제향교, 울산

향교, 경기 광주향교가 유림지도자과정 수업에 참여 했다. 마지막 날인 7월 

29일 금요일에는 박종무(안성향교), 양정수(과천향교)의 수료식을 끝으로 유

림지도자과정 34기 하계 수업을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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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서 공부 혹은 연구를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서는 철학지식을 습득하는 데에 급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동료 연구자들과의 대화보다는 선배학자들의 글을 대

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박사과정을 마치고, 귀국 

후 첫 번째 학술대회 발표가 있던 날입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박

사학위를 취득한 두 분의 발표자와 함께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

다. 저는 양한위진 시기의 유도합일적 사유의 복류(伏流)에 관해 발

표를 마쳤고, 선배학자들로부터 나름 나쁘지 않은 논평을 들었습니

다. 그렇게 논문발표와 토론이 끝나갈 즈음, 노교수 한 분께서 손을 

드시고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어려운 공부를 마치고 이렇게 학술

대회에 참가한 여러분들이 있어서 뿌듯하다’는 말씀 뒤로, 철학은 

반드시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고민’을 해야한다는 큰 울림을 

전해주셨습니다. 노교수님의 그 말씀을 되새기며 철학실천의 방법, 

실천-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향후 목표와 계획이 궁금합니다.

저의 박사학위 논문은 노장철학, 위진현학의 시각에서 바라본 유가

경전 『주역』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주로 『노자』, 『장자』, 『주역』의 경

전에 기초합니다. 지금은 아동, 퇴직자, 이주자를 포함한 소수자철

학을 주제로 하고 있고, 서사철학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방법론으

로 택하고 있습니다. 개념을 논리로 엮어 이론화한 철학에서 서사

로 엮어진 철학으로 연구방향을 전환하려합니다. 개념, 논리, 이론 

모두 비전공자가 넘기 어려운 문턱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철학 전공자로서 또는 철학연구자로서 개념-논리-이론의 철

학하기에 대한 연구도 심화해야겠지만, 저는 배우고(學)-사유하고

(思)-실천하기(習)의 삼위일체가 되는 철학실천-철학하기-이라는 

영역을 개척하고 확장하려 합니다. 특히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은 

철학실천과 관련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토

대 위에서, 철학을 실천하는 방법에 관한 이론 연구로서의 실천철

학이 아닌, 가치를 실천하고 윤리를 함양하는 철학실천 즉 철학하

기의 장을 개척하려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학대학 학우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유학대학에 올해 8월 29일에 부임했으니, 저보다 늦게 유학대

학에 합류한 분은 없겠네요. 늦깎이 새내기인 셈입니다. 늦게나마 

여러분과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서 즐겁습니다. 철학 공부하길 20년

이 지난 즈음에서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행복한 삶이 그것

입니다. 일견 아직 분명하지 않은 듯 보이지만, 제 삶의 목적은 행

복이고 그 목적에 이르는 길은 분명하고도 다양합니다. 그것은 성

현들의 지혜입니다. 노장의 무위자연의 본성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난하게 하고, 공맹의 도덕적 본성이 나를 포함한 사회를 보다 높

은 가치를 지향하게 하고, 순자의 문화 지향성이 거친 욕망을 잘 다

스려주고, 한비자의 법이 삶의 울타리를 잘 지켜주는 듯합니다. 이 

많은 지혜들을 제 삶에서 실천하고자 합니다. 철학적 지혜를 만나

는 시공간이 어디여도 상관없겠습니다. 다만, 그들에게서 배우고 

반성하고 실천하는 장소는 지금 이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렇게 행복이란 목표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여러 학우분들과 함께 

그 길을 걸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2. 8 성균관대 유학대학 신임교원

신임교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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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민 교수님

Q교수님의 간단한 프로필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 1월 중국 북경대학교 철학과에서 중국철

학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박사과정에서는 위진현학을 

창시했던 왕필의 역학철학과 그 연원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박사학

위논문제목은 「왕필역학해경체례탐원王弼易學解經體例探源」입니

다. 박사학위 취득 후, 인하대학교 BK21동아시아한국학사업단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동아시아경전에 대한 근대적 재해석

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건국대학교 아시아디아스포라

연구소에서 조교수로 재직하면서 다문화사회, 디아스포라, 이동성

(모빌리티)의 현실사회에 대한 철학적 연구방법과 그 대안을 탐색

해왔습니다. 이후 강원대학교 철학과에 재직하면서부터 이전의 문

제의식을 철학실천이라는 확장된 주제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

다. 서사와 철학의 필연성에 기초한 서사철학을 방법론으로 해서, 

『노자』, 『장자』, 『주역』의 경전을 재해석하면서 현실사회의 변화에 

철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성균관대학교 유

학대학으로 교육, 연구, 실천의 장을 옮겨왔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유학대학으로 오시게 되었나요?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은 한국철학 및 동아시아철학 교육에서 우

리나라와 동아시아를 대표할 만한 교육기관입니다. 각지에서 모여

든 우수한 후학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음은 큰 즐거움입니다. 천하

영재를 교육함이 군자의 세 번째 즐거움이라는 맹자의 구절을 이

곳에서 깊게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유학대학은 현

재와 미래의 한국철학, 동아시아철학 연구방향을 전망하고 개척하

고 확장해가는 최고의 연구기관이기도 합니다. 연구 공간, 인력, 자

원이 탄탄하게 뒷받침되어 있어서, 저 개인의 연구뿐만 아니라 동

료 연구자들과의 협업연구도 무척 기대됩니다. 이러한 즐거움, 그

러한 기대 속에서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을 선택하게 되었고, 

유학대학의 선임교수님께서 저의 선택을 좋게 평가해 주셔

서,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동양철학을 전공으로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학부시절부터 철학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학

부전공인 경제학을 제쳐두고 철학과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찾아

들었습니다. 인간과 세계에 관한 근원적인 물음과 답변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던 20대의 저를 철학의 길로 안내했습니다. 인

간과 세계, 인간과 사회,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동서

철학의 많은 지혜들을 접했습니다. 딱히 동아시아철학이 서양의 그

것보다 우월하다는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전자의 지혜가 삶의 구

체적인 물음들에 보다 더 편안하면서도 유용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

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이면서도 개별적인 저의 삶은 보편주의적 

사유와 해석보다는 다원주의적인 그것에 끌렸던 것 같습니다. 그

래서 다원주의 사유의 맹아를 읽어내고자 하는 시각으로 동아시아 

고전공부를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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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대학 백영선 교수 ‘한국학술번역사업’ 선정양현재 소식

양현재 소개

  제16회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순성놀이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은 조선 선비들이 급제를 빌며 도성을 돌던 풍습을 

이어 2015년부터 학기마다 순성놀이를 하고 있다. 2022년 4월 29일(금)에는 

열다섯 번째 순성놀이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출발하여 서촌-수성동 계곡-

인왕산 숲속쉼터-인왕산 정상-윤동주 문학관-창의문을 둘러보는 코스로 

진행되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소수의 인원만 참가했던 작년과는 다르게, 이

번 순성놀이에는 학부생과 대학원생, 교수님까지 약 70여 명의 인원이 참가

했다. 창의문까지 다 돌아본 후에는 오랜만에 많은 인원이 부암동 은혜식당

에 모여 점심식사를 하고, 행사를 무사히 마무리 했다. 

제17회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순성놀이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은 조선 선비들이 급제를 빌며 도성을 돌던 풍습을 

이어 2015년부터 학기마다 순성놀이를 하고 있다. 2022년 6월 9일(목)에는 

열여섯 번째 순성놀이로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버스를 타고 출

발하여 동구릉 - 홍유릉 - 수종사 - 정약용 유적지를 둘러보았다. 특히 이번 

순성놀이는 이례적으로 지난 16회에 이어 한 학기 두 번째로 실시했다. 코로

나 사태로 인해 하계 임간수업(서당)을 가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함이었

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30여 명의 인원과 함께 무사히 행사를 마무리 했다. 

제31회 하계 임간수업

2022년 6월 7일(화), 8일(수), 9일(목) 사흘에 걸쳐 제31회 양현재 하계 임간수

업을 진행하였다. 하계 임간수업은 교외 서원에서 전통 한문교육을 체험하고 

기말 시험을 실시하는 행사이지만, 여전히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해 이번 

임간수업도 교내에서 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7일과 8일에는 신정근 양현재 

전재의 특강이 있었다. 임간수업 마지막 날인 9일에는 제31회 유학대학 양현

재 하계 임간수업 학술답사 및 제17회 순성놀이를 다녀왔다. 재생 및 청강생

의 적극적인 참여로 방역수칙을 지키며 임간수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본교 유학대학 백영선 교수(동양철학·문화연구소 소장)가 교육부와 한국학중

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에서 추진하는 「한국학술번역사업」에 선정되었

다. 2022년 9월부터 3년간 진행되는 「한국학술번역사업」은 한국 고전과 근현

대 학술저술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해외의 저명한 대학출판사 및 학술 전문출

판사 등에 출판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한국학의 국제적 확산에 기여를 도모한

다. 백영선 교수는 조선 후기 유학자인 성호 이익(星湖 李瀷, 1681-1763)의 『사

칠신편(四七新編)』을 번역대상 도서로 신청하여 본 사업에 선정되었다. 선정

과제 중 한국인 연구책임자로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책임

자의 번역역량 및 한국철학에 관한 번역대상 도서의 학문적 의의를 인정받은 

고무적 성과다.

본 번역프로젝트는 한국철학의 대표적인 연구주제인 “사단칠정논쟁”에 관한 

대표적인 논저 중 하나로서 이익의 『사칠신편』을 영어로 번역하여 해외에 소

개한다. 이를 통해, 사단칠정논쟁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영미권 

학계의 관심을 재점화하고 영미권 학계에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이익”

이라는 중요한 한국 사상가의 철학적 기여를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번역프로젝트는 수준 높은 번역 결과물을 완성하기 위해 연구책임자

를 중심으로 본교 유학대학 한국철학전공의 박소정 교수(공동연구원)와 성호 

이익의 사단칠정론을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준비 중인 하나 대학원생(연구

보조원)이 긴밀히 협업하여 번역작업을 진행한다. 아울러 중국철학원전을 번

역한 경험이 있는 네이티브영문에디터가 참여하여 번역본의 영어가독성을 높

이며, 국내자문위원 및 관련 분야 해외학자들이 참여하는 ‘한국철학상호교차

세미나’를 개최하여 번역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한국철학의 중요한 철학 

주제를 토론하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본 사업의 책임자인 백영선 교수는 “이번 번역프로젝트가 이익과 그의 사상을 

세계에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자들과의 협업을 통하여 한국철학을 

세계에 알리는 하나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본 사업에 관한 정보는 한국학진흥사업단 홈페이지

(http://ksps.aks.ac.kr/hpjsp/hmp/)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현재는 새로이 배움을 청하는 학생들의 학업을 독려하고 성균관의 전통을 계승해 나가는 성균관대학교 고유의 장학기구이다. 

조선시대 국립대학인 성균관의 양현고(養賢庫)가 그 전신이다. 현재 양현재는 유학대학의 학부 및 일반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

로 일정한 평가(매 학기 양현재 성적 및 학과 성적 기준)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중국 고전 중심

의 경학수업과 중국어 수업 등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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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영대 (경상대학교)

강연일자 2022년 05월 04일

강연제목   동아시아의 마음과 마음 수양에 대한 생각 – 맹자의 마음에 대한 이해

와 주희와 정약용의 해석을 중심으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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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Ⅲ

Ⅱ

해외 저명학자 초청강연

본 연구단은 해외 동양철학 연구자들의 최근 연구 성과를 파악하고, 거시

적인 관점에서 동양철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외학자 초청강연을 진행하였다. 참여대학원생들은 이 강연을 통해 

국제적인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동시에 세계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글로

벌 학술 역량을 기른다는 비전을 고취할 수 있었다.

■ Franklin T Perkins Jr (University of Hawaii)

강연일자 2022년 05월 31일 

강연내용 『장자』 속의 기술과 양생 (Skill and Nourishing Life in the Zhuangzi)

학생중심 프로그램 개발에 역점을 두는 

BK21연구단 소식입니다~!!

연구단명

유학적미래가치창출을위한

3T(Tradition,Translocality,Transdisciplinary)

인재양성교육연구단

연구단장

백 영 선 (代) 교수

유학동양한국철학과 4단계 BK21 연구단
하계 집중 특강: 수요오찬강연회

본 연구단은 참여대학원생의 학술

적 안목과 지평을 넓히기 위해 <하

계 집중 특강>을 기획하여 시행하였

다. 이 특강은 본 연구단이 추진하

는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로 방학 기

간을 활용하여 동양철학에서 논의되

는 흥미로운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기회를 가진다. 특히 금번 

수요오찬강연회는 국제적인 석학들

을 초청하는 것으로 기획되었다. 이

를 위해 Georgetown University의 교

수이자 본교 유학대학의 석좌 교수

인 Philip J. Ivanhoe 교수와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의 Daniel Kapust 교수를 초빙하여 총 4회의 강연을 

4주(2022년 06월 08일~ 06월 29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동양철학이 학문

적 객관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의 구체적인 현안에 관해서도 대

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방법론에 대해서 고찰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국내 전문가 초청강연

본 연구단은 동양철학 분야에서 인상적인 연구 성과를 보인 국내 학자를 초

청하여 강연을 개최하고 있다. 이는 대학원생들에게 학문적인 식견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선 � 후배 학자들 사이의 소통의 장을 마련

하기 위함이다. 참여대학원생들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 자신의 연구 주제와 

방법론에 대해 다각도로 숙고하고, 다양한 연구영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

힐 수 있었다.

■ 허우성 명예교수 (경희대학교) 

강연일자 2021년 10월 4일 

강연제목 표정으로 마음을 읽다: 슬픔은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을까?

Ⅳ

Ⅴ

Ⅵ

Ⅶ

에세이 클리닉

본 연구단은 참여대학원생의 논문작

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에세

이 클리닉을 개설하여 시행하였다. 

멘토로 현남숙 교수, 전대석 교수가 

위촉되었으며, 총 14인의 참여대학원

생이 참여하여 논문작성에 관한 도

움과 조언을 받았다. 멘토들의 지도는 참여대학원생들의 논문 수준을 상당 

부분 끌어올렸으며, 이는 참여대학원생들이 논문 투고에 대한 자신감을 가

지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개별 참여대학원생 단위 연구 실적 및 성과

일부 참여대학원생들은 개인의 연구목적 및 필요에 따라서 본 연구단에서 

직접 주최하지 않은 타 기관의 학술행사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논문을 

발표하였다. 참여대학원생들은 장래에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연구 계획과 목표를 스스로 결정하고 점검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해

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단에서는 학생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따른 자율

적인 학술활동으로서 타 기관 행사에 참여하는 것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 � 

장려하고 있다.

■ 정순종 

발표논문   메타버스(Metaverse)의 아바타(Avatar) 측면에서 본 道德經

발표일시 2022년 05월 13일   

주최/주관   성균한국인문학협의회

■ 왕소유

발표논문 주희 理本論 사상에서 서예 文藝觀에 관한 고찰

발표일시   2022년 07월 15일

주최/주관 한국유교학회 · 성균관대학교 유교철학 � 문화콘텐츠연구소

■ 하한솔 

발표논문 맹자 부동심에 대한 정약용의 수양론적 해석에 관한 연구

발표일시   2022년 07월 15일

주최/주관 한국유교학회 · 성균관대학교 유교철학 � 문화콘텐츠연구소

[유학동양한국철학과 4단계 BK21 연구단] 에서 알립니다.

현재 유학동양한국철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단에서는 다양한 연구와 교

육 활동을 기획 및 준비하고 있다. 이후 진행할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업단 홈페이지나 유학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연구단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구단 홈페이지│https://bk21four.skku.edu/confu/main/main.jsp

제5차 대학원생 자율참여 학술대회 개최

본 연구단은 “동양철학에서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제5차 동양철학 학문후속세대 대학연합논단”(일

자: 2022년 07월 29일)을 개최하였다. 5차를 맞이한 

이 학술대회는 대학원생들이 자율적으로 기획·준

비·실행 전반을 주도함으로써 연구역량 및 제반 능

력을 종합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학회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본 연구

단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동 � 서양을 막론

하고 중요한 삶의 문제가 되어 온 “마음”에 대해 동양철학자의 시선으로 탐

구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가졌다. 동양 고전문헌에 대한 이해라는 전통적인 

학문 역량과 더불어, 마음이라는 문제를 다루는 새롭고 과감한 문제의식이 

어우러진 뜻깊은 학술토론의 장이 되었다. 아울러, 기조 강연자로 참석한 이

화여대 김선희 교수가 동양철학 연구자의 연구방법론과 태도에 대해서 강연

한 내용은 참여대학원생들에게 큰 감명을 주어 상당한 호응을 받았다.

국내 학술대회 개최

본 연구단은 성균관대학교 동양철

학·문화연구소와 공동으로 “우정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학술대회(일자: 

2022년 07월 04일)를 개최하였다. 급

격한 사회구조의 변동 속에서 인간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의 다양성 또

한 증대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타자와의 바람직

한 유대와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우정”은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다. 이러

한 문제의식이 이 학회를 기획한 기본적인 동기이다. 국내외의 여러 전문 연

구자들이 학회에 참여하여 우정의 여러 측면에 대해 심층적으로 토론하였으

며, 본교의 학문 후속세대 또한 참여하여 “우정”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논평받는 기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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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인터뷰 │ 제36대 유학대학 학생회 ‘YOUTH.儒s’ 회장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인영   안녕하세요, 저는 제36대 유학대학/인문과학계열A반 공동학생회 유스

(YOUTH, 儒s)의 학생회장 유학 � 동양학과 19학번 김인영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유학 � 동양학과 전공예약생으로 입학하였고, 현재 한문학과를 복수전공하고 있

으며 유학대학 일반대학원 학석사연계과정생으로 막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노은   안녕하세요, 저는 제36대 유학대학/인문과학계열A반 공동학생회 유스

(YOUTH, 儒s)의 부학생회장 유학 � 동양학과 20학번 김노은입니다. 2020년도

에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스페인어과 34기 졸업 후 성균관대학교 유학 � 동양학

과 전공예약생으로 입학하였고, 현재 경영학 및 공익과법연계전공을 복수 전

공하며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2021년에 성공적인 학생회를 거쳐 올해 새로운 학생회(YOUTH, 儒s)가 

출범하였습니다. 출마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인영   제가 새내기였던 19년도에 새내기들을 위해서 열심히 행사를 기획하

고 홍보하며 진행하는 유학대 선배님들을 보며 막연히 그분들을 동경하였고, 

학생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학생회의 일원으로서 전공간담회, 대동제, 전

예제, 유학대 축제 등 각종 행사들을 기획하고 홍보하고 진행해보면서 준비과

정이 생각보다 매우 힘들다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또한 학생회가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학생사회를 이끌어가는 간부 선배님

들의 공로에 감사했고 선배님들께 받은 은혜를 후배들에게 꼭 베풀고 싶었습

니다. 그러나 2020년에 열심히 새터를 준비하는 도중에 코로나로 인해 새터가 

취소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였고 설상가상으로 차기 학생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1년, 다행히 학생회가 만들어졌고 홍보국장으로 활동

하였지만 오프라인 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아쉬움이 남았던 해였습니다. 

2022년에도 차기 학생회가 만들어지지 않아 아쉬워하는 후배들의 모습을 보

며 4학년이 되는 시점에서 학생회장이 되는 것에 대해 갈등을 많이 했지만 이

런 어려움 속에서 제가 1학년 때 누렸던 유학대 행사와 복지를 후배들에게 물

려주고자 주변의 만류에도 학생회 보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인

복이 좋아서인지 부회장 김노은 학우, 사무국장 김주현 학우, 기획국장 이현아 

학우, 홍보국장 유나은 학우와 선본을 같이 준비했던 20, 21학번 후배들이 뒤

에서 열심히 도와주었고 우여곡절 끝에 3월에 유스로 당당하게 당선이 되었

습니다. 

노은   고등학교 시절, 대학생이 된 선배님들을 보며 즐겁고 활기찬 대학생활

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대학교 합격 발표의 기쁨도 잠시, 스무 살이 된 지 불

과 한 달 만에 COVID-19라는 전례 없는 질병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1학년 

1학기부터 전면 온라인의 대학 생활을 맞이해야 했고, 입학식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유학 � 동양학과 내 교류를 촉

진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의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결국 동기와 선배

님들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채 학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이 일부 진행되었던 1학년 2학기에는 본격적인 학과 생활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유학대학 밴드소모임 피크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선배님들과 동기들은 제가 꿈꿨던 대학생활 그 자체였습니다. 

활기차고 친근하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유학대학에 대한 깊은 매력과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에는 유학대학의 번영과 더 나은 학과

생활을 위해 힘써보고 싶었고, 제35대 학생회 유니온 기획국원으로 활동했습

니다. 그러나 2021년 11월 또다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돌입하였고, 유니온

에서 이룬 것들을 묻어둔 채 22학번 신입생 분들이 또다시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시도록 바라만 볼 수 없었습니다. 마침 학생회장 김인영 학우님께서 학생회

를 꾸려보자고 제안하셨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많은 학우분들의 도움을 

받아 ‘유학대의 찬란한 젊음을 위하여!’라는 구호와 함께 유스(YOUTH, 儒s)가 

출범하였습니다.

1학기가 지나고, 새로운 학기를 맞이했습니다. 'YOUTH, 儒s'의 

지난 1학기는 어떠했나요?

유스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던 유학대학 학우들께서 복

지와 학업 측면에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누리실 수 있도록 다방면의 사업을 

부학생회장

김 노 은 20학번  

학생회장

김 인 영 19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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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프로젝트 2차 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차 답사는 1차 답사에 비해 학술

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더 구체화된 조별 활동도 기획하여 더 큰 기대와 흥미

를 유발하는 답사로 기대해주셔도 좋습니다. 10월에는 유학 � 동양학과 1~4학

년이 모두 참여하는 단대 엠티를 기획 중입니다. 10월 마지막 주 수목금은 유

학대 축제 기간으로 정의하여 두 번째 유(儒)세미나를 진행하고, 유학대 학술

제와 유학대의 밤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제껏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유스어

스의 또 다른 친환경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하고, 나눔 프로젝트 WARM 儒s 연

탄봉사를 준비하여 따뜻한 연말, 유스의 임기를 찬란하게 마무리할 예정입니

다. 유학대 구성원 모두가 잃어버린 오프라인 활동을 경험하고 앞으로 학생자

치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초석을 쌓는 학생회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학대학 모든 구성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

다면 자유롭게 기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유학대학/인문과학계열A반 학우 여러분들께,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

나19 상황 속에서 유스가 유학대학의 굳건한 요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관심을 보내주셔서 더없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학

우분들이 계시기에 유스가 있었고, 그러한 조직을 이끄는 자리에 있게 되어 

마음 깊숙한 곳까지 영광스러움을 매분 매초 느끼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

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만족하실 수 있는 자치활동을 펼치기 위해 힘쓸 것

을 약속드립니다. 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열심히 일하는 우리 유스 

집행부원 분들께도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회장단을 믿고 함께해 

주셔서 벅찬 이 마음을 하나의 문장에 차마 다 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

고 유학대학 학우들을 위해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모든 교수님들

께 감사드립니다.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학대만의 ‘유대 가족 제도’를 

운영하시며 학생들과 늘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것에 

대해 많은 학우들이 깊은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학대학의 더 좋은 교

육 환경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교수님들께서는 유학대학 학생으로서 가장 

큰 자부심입니다. 학생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도움을 주시기 위해 노력해주

시는 유학대학 행정실, 과사무실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유학대학을 항상 기억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모든 동문 선배님들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님들께서 보내주신 애정에 누가 되지 않도록 

유스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학대학의 모든 구성원 여러분, 모두 건

강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유학대학에 끊

임없는 관심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하고 실행했습니다. 먼저 복지 측면에서, ‘젊음’을 테마로 재학생과 졸업

생의 교류 및 멘토링을 촉진하는 “유(儒)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유학 � 동양

학과 장성주 선배님을 초빙하여 함께 고민을 나누고 많은 조언을 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동제 때에는 ‘유(儒)생네컷 인(仁)생주점’을 운영하여 학우분들

이 축제 기간 학생회 부스를 통해 즐기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방학 중에는 

학생회 산하 봉사 소모임 유앤과 함께 순천 월등면 매실농장으로 농촌봉사활

동을 다녀왔으며, 친환경 프로젝트인 유스어스 텀블러 공모전을 개최하고 당

선작을 활용해 굿즈 키트를 제작하고 배부하였습니다. 또 1학년을 위해 단체

복을 제작하였고, 수요조사를 실시해 배부하였습니다. 학우분들의 즐거운 학

교생활을 위해 소모임 지원도 대폭 늘렸습니다. 그 결과 유학대학 소모임 또

한 기존의 밴드소모임 피크닉과 축구소모임 유아독존 이외에 등산소모임 유

산소, 마라탕소모임 유유울지마라, 그리고 학생회 산하 홍보소모임 유알과 봉

사소모임 유앤이 만들어져 총 6개의 소모임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으로 학업 측면에서는 전공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풀뿌리 멘토링

과 1차 답사를 실시했습니다. 풀뿌리 멘토링 시간에는 예비 대학원생들이 모

여 전공 도서를 읽으며 스터디를 진행했고, 1차 답사날에는 창덕궁에서 해설

을 듣고 북촌을 방문하여 짝조끼리 친목을 다지고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

졌습니다. 또한 복전/편입생 돕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유학 � 동양학과가 낯

선 학우분들을 위한 친목 다지기 시간과 스터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단과대와 연합 행사 또한 1학기부터 준비하여 2학기 초에 진행했습니다. 경제

대학, 사범대학, 글로벌융합학부와 함께 연합 체육대회 ‘체체체’를 기획하여 

9/1에 진행하였고, 경제대학, 사회과학대학, 예술대학과 함께 단과대 연합 금

잔디 문화제 ‘여름이었다.’를 기획하여 9/7-8에 진행하였습니다. 금잔디 문화

제 부스에는 유학대 굿즈키트 및 1학년 단체복 배부와 학생회 산하 봉사소모

임 유앤과 함께하는 유나바다(아나바다 장터)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름방학에

는 유스끼리 을왕리로 leadership training을 2박 3일간 다녀오며 유학대 학생회 

소사, 유스 집행부 평반, 2학기 사업 기획 등을 회의하여 더 발전된 2학기를 

위해 성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유학대학 구성원들의 적

극적인 참여와 따뜻한 관심에 힘입어 진행되었습니다. 늘 유스의 행보를 응원

해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서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이 줄어드는 가운데, 이전과 같이 교

정이 활기찬 것 같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학생회장단으로써 하고 싶

은 일이 있으신가요?

벌써 학생회 임기가 다섯 달이 지나가고, 약 2개월이 남은 상황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유학대 학우분들이 찬란한 젊음과 즐거운 학과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먼저 9월 말에 다산 정약용 생가로 전공 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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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인터뷰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부캐의 기원: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호(號)에서 찾는 멀티 

페르소나적 의미’라는 주제로 학사학위논문을 작성한 유학 � 동양학과 

김예은입니다. 정든 유학대에서의 대학 생활을 우수 학사학위논문이

라는 영광과 유학대학 소식지 인터뷰로 마무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 글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반짝이는 영감을 주신 분, 도움을 주시

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Q.    학사학위논문 주제를 다음과 같이 쓰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현대적인 개념에서 한국 철학적 의미를 찾는 글을 써 보고 싶었고, 마

침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멀티 페르소나’와 ‘부캐’를 활용한 콘텐츠

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중앙 서예동아리 성균서도회에서 활

동하는 동안 지도 선생님께서 제게 맞는 아호(雅號)를 만들어주셨었는

데요, 이러한 호(號) 문화에서도 큰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스스로에

게 다양한 정체성을 새롭게 부여하는 ‘부캐’ 문화의 역사를 거슬러 올

라가보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양한 이름을 사용했던 과거 지식인들

의 호 문화와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이 2가지 주제

를 묶어보았습니다!

Q.    논문을 작성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점,  

어려웠던 점이 있었을까요?

A.    처음 주제를 구상할 때 ‘이 주제가 자칫 한국 철학에서 벗어나 엉뚱

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자신이 없었어요. 

주제가 주제이다보니 현대적인 내용과 철학적인 내용의 비중을 어떻

게 분배, 구성할지 고민했습니다. 이에 대해 좋은 조언을 해주시고 바

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신 박소정 지도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다. 그리고 특정 문헌과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자, 제 논문 방향에 부

합하는 자료를 더욱 풍성하고 다양하게 찾는 데에 시간을 많이 들였습

니다. 작성하는 동안 조선시대 철학자들의 호 중에는 친근하고 유쾌한 

별호도 굉장히 많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아주 사소한 일화로 만들

어진 이름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드

러나는 이름도 있었거든요! 제가 몰랐던 성현들의 인간적인 일상을 엿

본 것 같습니다.

Q.    학사학위논문을 준비하는 유학 � 동양학과 학우분들께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제가 유학 � 동양학과를 전공한 것이 스스로 큰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늘 생각해 왔어요. 그리고 저는 ‘넘버원보다 온리원이 되자’라

는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단 하나 뿐인 유학 � 동양학과의 학우님들 

한 분 한 분이, 모두 큰 경쟁력을 가진 하나 뿐인 인재라는 것을 늘 기

억하자구요~! ^_  ̂애정을 담아서 쓰고 싶은 글, 깊게 알고 싶은 내용

을 정해서 다루다보면 더욱 몰입해서 임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

도 지금까지 즐겁게 공부했던 분야와 새롭게 흥미가 생긴 분야를 동시

에 이야기할 기회라고 생각하니 부담감보다는 흥미를 가지고 쓸 수 있

었어요! 학사학위논문 작성을 앞둔 이 순간까지 달려오시느라 고생하

셨습니다. 모두모두 파이팅입니다!

김 예 은
17학번 

재학생 인터뷰 │ 림관헌 장학생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가을학기에 4학년이 된 유학 � 동양학과 18학번 정우

석입니다. 지난 학기에 림관헌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림관헌 장학금을 알게 된 계기와 장학금을 수혜받고 느끼는 바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학대학에는 다양한 장학금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림관헌 장학금은 한 학기에 두 명에게만 수여하는 장학금인 것으로 알고 있

어서 더 감회가 남다르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학금을 통해서 제가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또한,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주신 

유학대학 학장님과 림관헌 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자기계발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장단기 목표가 있

으실까요?

이번 림관헌 장학금을 계기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

니다. 그래서, 토익, 컴퓨터 자격증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자격증에 대

한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 공부에 있어서는 학과 졸업 논문 작성

을 위해 전공과 관련된 자료들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앞선 유학대학 

선배님들과 같이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선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

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유학 � 동양학과 선,후배들께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에게 많은 행동에 제약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유학대학 동문들이 대단하다고 생각

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유학을 공부했던 옛 선조들을 생각해보면, 어떠한 

시련에서도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처럼 남들이 알아주지 않

고 힘든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도,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빛이 발할 순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학대학 동문 여러분! 저는 유학ㆍ동양학과 20학번 문지후입

니다. 현재는 유학·동양학 이외에도, 경제학과 경영학을 복수전공 하고 있습

니다. 늘 챙겨보던 유학대학 소식지에 제 소식이 실리는 것이 꿈만 같고, 제

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림관헌 장학금을 알게 된 계기와 장학금을 수혜받고 느끼는 바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림관헌 장학금은 유학대학 소식지 유대(紐帶)를 챙겨보며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과만의 장학금이라, 유대 소식지에 실린 선배님들이 정말 존경스럽

다고 생각했는데 제게도 이 영광이 찾아와서 많이 기쁩니다. 그리고 장학금 

수여식 날, 미국에서 입국하신 림관헌 선배님을 직접 뵙고 특별히 유학대학 

학우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주시는 이유를 알게 되어 많은 감사함을 느꼈습

니다. 이를 계기로 남은 학교 생활도 착실히 보낼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게 

되었고, 먼 훗날 저도 후배들에게 여유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선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자기계발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장단기 목표가 

있으실까요?

단기적인 목표는 '체력을 지금보다 더 기르는 것, 학교 졸업 요건을 성실히 

준비하는 것, 전공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것, 당분간 더 자주 웃고 행복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장기적인 목표는 림관헌 장학금 장학증서 

내용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장

래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와 같이, 장래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제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 후배들께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2020년에 대학에 입학한 코로나 학번이라, 대학 생활을 제대로 경험하

지 못했고,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분들 또한 같이 공유하고 있는 상황임

을 알고 있기에 상당히 답변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무엇인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은 지금도 먼 훗날에도 그 자

체로 가치 있는 경험일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소중

한 순간들에 아쉬움은 있더라도, 유학대학 동문들께서 늘 '유대'라는 자부심

을 가지고 호연지기를 쌓는 일에 작력하실 수 있길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우 석 

18학번

문 지 후 

20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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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인터뷰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유학대학원 동아시아사상 · 문화학과 유교경전·한국사상

전공 2022년 전기 졸업자 김명숙입니다. 학부에서는 심리학을 전공했

습니다. 

Q.    어떻게 유학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셨나요?

A.    삼 남매를 둔 저는 자녀들이 성인이 되던 즈음에 15년 동안 하던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갑자기 많아진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한자급

수시험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심도 있

는 유학 공부를 하기 위해 한국한문교사중앙연수원에 입학하였습니

다. 7년 6개월 15학기동안 부수 214자부터 학어집, 추구집, 사서삼경 등

을 공부하며 연수원 수료를 마쳤습니다. 연수원 수료 이후에는 한층 

더 체계적이고 철학적인 유학 공부를 하고자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Q.    본인의 논문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의 논문은 현대인들에게 ‘바르고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푯대로 

공자의 ‘時中사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時中의 適用性에 관한 考察– 

『論語』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의 석사학위 청구논문입니다. 

時中은 때와 장소,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가장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 즉 

‘그 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공자 사상의 요체는 ‘仁’이다고 하지만, 실상 

仁은 時中과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仁은 시중의 실행을 통해 구현되는 것

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자사상의 정수를 담고 있는 『논어』를 통관하여 시

중의 개념과 목적, 시중의 함양 방법과 실행 방법, 그리고 시중의 공효와 

공자를 통해 본 시중을 고찰하였습니다. 

Q.    논문을 쓰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A.    나의 생각을 다른 이에게 글로써 전달하는 것은 늘 어려운 일인 것 같

습니다. 더군다나 논문과 같이 형식에 맞춰 글을 쓰고 전문 용어로 표

현을 하는 학술적 글쓰기는 더 어려웠습니다. 또한 컴퓨터 사용이 익

숙지 않아 워드 작성이라는 기술적 어려움도 따랐습니다. 학술적 글

쓰기와 관련한 연습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논문을 시작했기

에 수월하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때에 논문

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백영선 지도교수님 덕분이었습니다. 부

족한 논문 초안을 보시고도 칭찬과 격려로 잘할 수 있다고 믿어 주셔

서 좋은 마음으로 논문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논문 중간 점검 

중 오류나 수정할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답을 주시기 보단, 

질문을 통해 제가 스스로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

다. 논문의 막바지에는 급한 마음에 밤 늦은 시간이나 주말에 이메일

을 보내도 언제나 꼼꼼히 읽고 확인하셔서 빠르게 답을 보내주셨습니

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마음 고생을 덜 하고 

논문을 제 때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Q.    마지막으로 유학대학원 후배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모든 일이 그러하듯 대학원 또한 재학 중 본인의 의지나 태도에 따라 

졸업 후에 많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원 생활 중에 무엇이

든 스스로 찾아서 적극적으로 많은 것들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개

개인의 여건상 힘드시더라도 논문을 꼭 써 보시길 권합니다. 논문은 

그동안 모은 구슬을 꿰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많은 구슬

을 모아 자신만의 목걸이를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학사학위논문

2022학년도 1학기 학사 학위 논문 발표가 6월 9일에 개최되었다. 이날 학사 

학위 논문을 제출한 15명의 유학 � 동양학과 학부생들과 백영선 유학 � 동양

학과장, 김동민 · 강경현 교수님이 참석하였고, 강경현 교수님께서 학사 학

위 논문 발표의 사회를 맡았다. 학사 학위논문은 신청한 학우들에게 지도 

교수가 배정되면 지도 교수님과의 교류를 통해서 신청 학우들이 완성해나

가는 방식으로 작성된다. 15명의 발표자들은 각각 5분 내외로 작성한 학사 

학위 논문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학우들과 교수님들 간 졸업을 앞둔 소감에 

대해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2022학년 1학기 학사 학위 논문을 제

출한 15명의 학부생들은 전원 합격 결과를 받았으며, 졸업에 한걸음 더 가까

워질 수 있게 되었다.

2022학년도 1학기  

유학 � 동양학과 학사학위논문 제출 학우 및 논문제목
학번 성명 논문제목 지도교수

1 2018310227 박수빈
묵자의 겸애사상으로 바라보는 현대사회의 문제

- 묵자의 ‘겸애설’과 공리주의와의 유사점을 중심으로 - 백영선

2 2015313221 안승현 유학사상의 핵심 알고리즘 : 사회적 존재

3 2013311576 김지수
육체와 정신에 대한 동서 철학과 현대 심신문제

- 주체성 실현을 통한 마음과 몸의 건강 -

강경현4 2019311487 이지수
공자의 교육 철학

- 인간완성과 평등 중심의 교육 -

5 2018310611 김태윤
정보윤리교육에 대한 동양윤리적 접근의 필요성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를 중심으로 -

6 2017310255 백지윤
유가적 관점에서 바라본 MIT Moral Machine 연구 비판

- 새로운 유가적 도덕 기계 모델 제안 -

박소정7 2017312536 김예은
‘부캐’의 기원

- 조선 철학자들의 호(號)에서 찾는 멀티페르소나적(的) 의미 -

8 2018315537 박수빈
유가 가족주의의 비판과 현대적 의의

- ‘仁’과 ‘孝’의 개념을 중점으로 -

9 2017311079 도유림 『맹자절문』에서 도출해내는 맹자의 핵심 정치 사상

김동민10 2016310930 신성구 공정한 정치를 위한 제안

11 2016310351 박준현 한국 드라마에 등장하는 삼봉 정도전의 유학적 비교

12 2017312399 이지원
코로나19 사회의 정치적 방향성

- 유가의 정치사상과 이상사회의 현실 적용 -

신정근
13 2017310817 최송하 동아시아 서구 중심주의 사관 속에서 발전한 특수한 자본주의

14 2010310668 차지은 조선왕릉 조영에서 볼 수 있는 동양사상

15 2017310185 장윤서 당대(唐代) 철학과 예술의 연관성 조민환

김 명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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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 박사 학위논문

2022학년도 1학기 유학대학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제출 학우 및 논문제목
학번 성명 학과  전공 논문제목 지도교수

1 2018711606 이석원

유학동양한국

철학과

동양철학 朱熹의 생태미학에 관한 연구 조민환

2 2020712241 장상량

유학 

선진시대 제자백가의 孔子像 비교 연구

김동민
3 2021711464 위자요

朱熹의 家禮學 연구: 

儀禮經傳通解·家禮編과 朱子家禮를 중심으로

4 2020711169 하라다메구미
이토 진사이 사상에서 恕 개념 해석 연구: 

朱熹·정약용 사상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2022학년도 1학기 유학대학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제출 학우 및 논문제목
학번 성명 학과  전공 논문제목 지도교수

1 2015712117 이정석

유학과 

유교철학 『주역』 덕(德) 사상과 삼진구덕괘 연구 

김성기
2 2018712278 하가영

유교철학 · 

예악학
儒家 禮樂思想의 도덕교육적 의미 연구 

3 2014712241 최다은 동양미학 퇴계 이황 太極철학의 美學的 연구
김동민

김응학

4 2016712039 박병만

동양철학과

한국철학 丁若鏞의 行事 中心的 修養論 硏究

최영진
5 2012711411 유기홍 문화철학

無心·平常心의 禪的 本質과 劍道的 變容에 관한 연구: 

미야모토 무사시의 『五輪書』를 中心으로

6 2017710882 이승희

예술철학

書藝의 同時代 美術性에 관한 硏究

조민환7 2018712200 YEXIN 왕희지 新體書風이 중·한 서예사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8 2018712276 김승민 項穆 『書法雅言』과 李曙 『筆訣』의 書藝美學思想 比較 硏究

9 2018711200 진함

중국철학

정제두(鄭齊斗) 심학(心學)에 관한 연구 신정근

10 2016711864 성정홍
묵가 사상의 天에 관한 연구: 

묵가 사상의 변천과 묵가의 윤리 체계를 중심으로
백영선

11 2018711767 양양

유학동양한국

철학과

유교철학
心性論에 기초한 戴震과 丁若鏞의 德論 비교 연구

김성기
12 2019711278 송육 李瀷 『論語疾書』의 경전해석 특징 연구

13 2019710572 변승기
예술철학

중국 茶書에 나타난 淸의 美學 硏究
조민환

14 2019712366 김은정 中國 茶畵에 나타난 文人 茶道美學 硏究 

2022학년도 1학기 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제출 학우 및 논문제목
학번 성명 학과  전공 논문제목 지도교수

1 2020720411 강주현

동아시아사상 ·

문화학과

서예학 · 동양

미학전공

秋史 金正喜 合體書의 奇怪美學的 硏究

조민환

2 2020720079 이미하 玉洞 李漵 『筆訣』에 대한 易理的 審美意識 硏究

3 2020720424 박경숙 꽃뜰 이미경 궁체의 문예미학적 연구

4 2020720010 이기영 秋史 金正喜의 書畵批評에 관한 硏究

5 2020720708 정용운 圓嶠 書藝批評의 創新性 고찰 : 近代性을 중심으로

6 2020720393 박경용 鄭道昭 書藝의 道家美學的 硏究

7 2020720176 하리라 秋史 金正喜의 流配地 茶認識에 관한 硏究

8 2020720420 구본정

생활예절 · 

다도 전공

茶山 丁若鏞의 茶文化 認識 硏究

조민환9 2020720150 박언남 明代 文人士大夫의 隱逸的 茶文化 연구

10 2018720638 이유민 현대사회 차명상 필요성에 관한 도가적 연구

11 2020720311 김명숙
유교경전 · 

한국사상 전공
時中의 適用性에 관한 考察 : 『論語』를 중심으로 백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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