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비스레저그룹   

하늘 아래 첫 번째 자리에 계시는 당신께 

이 세상 첫 번째 작품을 바칩니다.

세상에 함부로 드러나지 않는 1%의 당신께 

감히 황제의 칭호를 드립니다.

황제에게 어울리는 골프멤버쉽 ‘칸’

이 세상 단 하나 뿐인 황제골프멤버쉽 -

㈜토비스콘도미니엄 ㈜토비스트랜스퍼 ㈜토비스레저산업 ㈜토비스레저개발 ㈜토비스진도캐슬 ㈜토비스리조트
㈜토비스G&G ㈜토비스R&C ㈜자연&인간(몽골) ㈜IMPERIAL DREAM(몽골) ㈜TOVICE THAI(태국)

가입금액 및 회원혜택

1.입 회 기 간 : 5년  
2.회 원 자 격 : 기명 1인 + 무기명 3인  
3.PAY BACK : 그린피 정액지급 (1회 10만원)  
4.국내골프서비스 : 연간 80회 (월 8회)  
5.해외골프서비스 : 연간 30회 (1회 15만원) 전세계골프장 이용 

구     분 금     액

47,500,000원

25,000,000원

20,000,000원

2,500,000원

가입총액

입 회 금

보 증 금

V A T

가입문의 02-567-0510
■수납은행 : 외환은행 630-006668-809
■예   금   주 : ㈜토비스트랜스퍼 (상기계좌로 입금된 입회금만 유효합니다.)

토비스레저그룹은 TOVICE GOLF MEMBERSHIP 회원권 판매 수익금 일부를 유니세프를 통해 세계 어린이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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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익 병 원종합

병원

3년 연속 보건복지부 실시 “최우수 응급의료기관” 선정

환자를 내 가족같이 …

병원시스템의 

완전 디지털화

◆자동처방전달시스템 (OCS)
◆의료영상전송시스템 (PACS)
◆전자 의무기록 시스템 (EMR)
◆최신 M.R.I. 2호기 도입
◆인공관절 네비게이션 시스템 도입

◆심장혈관내 초음파 검사기 도입
◆무수술 3차원 생역학적 디스크치료기 도입
◆최첨단 디지털 유방촬영기 도입
◆심장혈관 시술 5700회 돌파

진료과목 전문센터
-  내   과 (5개과)     
-  심장내과 (3개과)
-  소화기내과 (3개과)
-  외   과 (4개과)
-  소아청소년과 (3개과) 
-  산부인과 (2개과)
-  신경외과 (2개과) 
-  정형외과 (4개과)
-  성형외과 
-  피부 / 비뇨기과      
-  안   과 (2개과)
-  이비인후과 (2개과) 
-  치   과 (3개과) 
-  가정의학과 (2개과)       
-  신경정신과         
-  신 경 과
-  마 취 과 (3과)     
-  영상의학과 (5개과)
-  병리과  
-  진단검사의학과 
-  응급의학과 (3개과)

심혈관 센터
(문의:2600-0440)

- 심장혈관조영술
- 심장혈관중재술
- 심장기능검사
- 심장혈관 내 초음파검사

소화기병 센터
(문의:2600-0730)

- 위장관내시경(수면)
- 담도 내시경 크리닉
- 간 크리닉 

건강증진센터
(문의:2600-0591)

- 종합건강검진
- 웨딩검진(남,녀)
- 청소년 검진
- 선택 검진

비만·노화방지 크리닉
(문의:2600-0780)
- 비만,체형 관리
- 노화방지
- 갱년기 장애
- 만성통증
- 만성 피로증후군
- 미세지방 흡입술

관절 센터
(문의:2600-0574)

- 인공관절 크리닉
- 관절내시경 (레이져)크리닉
- 네비게이션을 이용한

인공관절수술

척추 센터
(문의:2600-0525)

- 척추전문 크리닉
- 내시경(레이져) 크리닉
- 통증 크리닉

- MRI (자기공명영상)     - CT (컴퓨터단층촬영)   - 심혈관조영촬영 - 심장초음파 검사
- 심장혈관내 초음파 검사 - 유방촬영검사           - 3차원 입체 초음파   - 내시경적 치료술
- 근전도 및 뇌파 검사     - 골밀도 검사         - 유방조직 검사 - 동맥경화 검사
- 전자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 특수 조영촬영 (위장,대장,신장 등) - 인공신장실 - 성인병 검진                   
- 각종 종합건강검진

특 수 검 사 응급실은 연중무휴 24시간 진료

www.hih.or.kr

■진료시간 월요일 09:00-18:00,  화~금요일 09:00-17:00,  토요일 09:00-13:00

대표  02)2693-5555 응급 02)2600-0777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5동

목동5거리 목동4거리
목동Ⓐ 7단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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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목동 
●전철역

현대
아이파크 

●

김포공항 
●

●
인공폭포

홍익병원

■ 일 시 : 4월~18, 11월 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 장 소 : 안성시 태평무 전수관   ■ 주관 및 주최 :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보존회·전수관
■ 후 원 : 경기도, 안성시      ■ 입장료 : 무료공연 ■ 공연예약 및 문의│(031)676-0141, (02)747-0185
■ 공연작 : 태평무, 검무, 장고춤, 북춤, 향발무, 무당춤, 농악, 공작과 학, 한량무, 미얄할미, 바라춤, 부채춤, 살풀이, 즉흥무, 입춤  ※단체관람인 경우에는 미리 예약을 받습니다.

토요 전통무용 상설무대

[                     ]태평무전수관에서 귀하를 초대합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태평무보존회·전수관

C O N T E N T S  



존경하는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동문 여러분!

동문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신년교례회 및 임시총회를 잘 마쳤습니다. 갈

등도 있었지만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발전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하고 추인

에 대한 뜻을 받들어 동창회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동창회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기본원칙과 투명성을 가지고 동문들 하나하

나 모두 주인이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유로운 참여의 장과 따뜻한 화합

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뜻을 모아 그 어떤 난관도 헤쳐

나갈 수 있는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동창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행

정대학원 동문은 각계각층에서 연세의 명성을 드높이는 우수한 인적 자원들입

니다. 저는 이처럼 우수한 인적 자원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동문들의 화합과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창회 활동소식, 그리고 동문 여러분의 소식을 함께 묶어 연세대학교 행

정대학원 동창회보 45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지를 통하여 우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동문들의 관심과 근황의 소식을 함께 나누는 가운

데 우리 동문들이 더욱 결속되고 어려운 현실 극복에 서로가 격려자가 되고

이끌어주는 견인차적 역할을 하는데 우리 동창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

습니다.

끝으로 신년교례회 및 임시총회를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력 그리고 성원을

해주신 많은 동문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동문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총동창회장 정 병 국

발

간

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동창회보 제45집 발간을 축하합니다. 

우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은 지난 39년 간 6천여 동문들을 사회에 배출하였

습니다. 저는 우리 동문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중요

한 정책결정자로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모교는 인재양성을 위해 더욱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글로벌 마인드를 바탕

으로 새로운 연구를 더해 나아가겠습니다. 누구나 배우고 싶어 하는 대학을 만

들기 위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더 크게 도약하겠습니다. 행

정대학원의 지속적인 발전이 동창회의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문들

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연세인의 불굴의 의지로 우리 연세대학교는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 경제자

유구역에 새 역사의 현장에서 송도국제화복합단지의 첫 삽을 뜨고 연세의 숨

결을 송도국제화복합단지에 불어넣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연세인의 끊

임없는 변화와 노력이 더욱 빛나는 연세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자랑스러운 행정대학원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가 있기

에 모교와 동창회는 긴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 연세대학교 발전의 핵심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하리라고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 동문 여러분들이 모교에 대한 관

심과 애정을 가지고 학교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새로이 19대 총동창회장을 맡은 정병국회장님과 19대 임원진의 단

합된 역할에 기대를 걸면서 동문 가족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행운이 깃들

기를 기원합니다.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양 승 함

축

사



이어서 제6회 연세를 빛낸 행정인상 시상식에서 (주)고운조경 대표이자 고운식물원 원장이신 이주호(고위41기) 동문이 수

상하였다. 이주호 동문은 37년간 조경인으로써 (주)고운조경을 설립하여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

하여 왔으며 또한 조경인과 전문가를 위한 식물원을 조성, 식물의 유전자 및 멸종 희귀식물을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

국가발전에 기여하여야 된다는 생각으로 1990년부터 충청남도 청양군에 11만평의 산지를 구입하여 13년간의 장기간에 걸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말 못할 고생을 감수하면서 22개 소원에 6,500여종의 다양한 식물을 식재하여 2003년에 친환경적으

로 조성된 식물원을 개원함으로서 정부에서도 하기 힘든 유전자보존과 멸종위기의 희귀식물 보존에 앞장서고 있으며 또한 학

생들의 생태체험 학습장과 학술연구사업에도 기여하였다. 

이주호 동문은 수상소감에서 이처럼

과분한 상을 저에게 주신 것에 대해

동창회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 상에 버

금가는 보답을 하기 위하여 국가와 경제,

사회발전에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한다고

수상소감을 마무리하였다. 

다음순서로 임인배 전임회장과 심상길, 배영일 수석부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상

하였고, 최민호(석사29회) 소청심사위원 위원장과 한민구(석사42회) 육군참

모차장에게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이어 신일성(석사26회)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고

중택(석사35회) 법무사, 박극수(석사53회) 전 행정자치부 국장, 선명순(석사64회·

고위40기) 문화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서기관, 이점자(석사66회) 국공립 고강1동

어린이집 원장, 이상호(고위40기) 덕성한의원 원장, 우수형(고위46기) (주)컴원컴

최동철(석사45회)동문이 진행을 맡은 1부 행사에는 심우영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제19대 총동창회장으로 추대되신 정병국 동문을 추인하고 19대 감사로 박광성(

석사37회)동문과 김호민(고위35기)동문을 선출하였다.

정병국 신임회장은 인사말에서 “갈등도 있었지만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발전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하고 추인에 대한 뜻을 받들어 동창회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

가겠습니다. 동창회를 위해 그동안 열정적으로 일하지 못한 저에게 이번 기회에 열

심히 봉사하라는 동문 여러분들의 뜻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동창회 발전을 위

해 일하겠습니다. 동창회를 잘 이끌어가기 위

해서 기본 원칙과 투명성을 가지고 동문들 하

나하나 모두 주인이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

록 자유로운 참여의 장과 따뜻한 화합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면서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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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신년교례회 및 임시총회
연세대학교�행정대학원�총동창회�『2009�신년교례회�및�임시총회』�행사가�2009년�2월�3일�오후�6시�30분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그랜드볼룸에서�열렸다.�이날�행사는�많은�기수에서�단체참가를�신청하여�400여명의�동문들이�참석한�가운데

성대한�분위기를�이루었다.�특히,�석사60회에서는�부부동반으로�약�20명의�인원이�참석하여�최다�참가기수상을�받았다.�

총┃동┃창┃회┃소┃식 총┃동┃창┃회┃소┃식

심우영 임시의장

임인배 전임회장이 정병국 신임회장에게 동창회 기 전달 임인배 전임회장에게 감사패 전달

정병국 신임회장에게 추대패 전달

이주호 동문에게 제6회 연세를 빛낸 행정인상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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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대표이사, 박종부(고위47기) (사)인체파동원리연구회 회장, 전명환(고위49기)

기업은행 구로디지털지점 지점장, 이덕형(고위49기) 국민은행 석남동지점 지점장,

이황희(고위49기) 국민은행 목동지점 지점장에게 동창회장상을 수상하고 올해 박

사학위를 받으신 동문 13명에게 축하패를 시상하였다.

엄용수 코미디언이 진행을 맡은 2부 행사에서는

소프라노 이수경씨의 공연과 초청가수 이자연,

김상배의 무대로 여흥을 더하였고 이용희 동문이 갈고

닦은 색소폰 연주실력을 선보였다. 그리고 행운권 추

첨으로 드럼세탁기, 벽걸이TV, 김치냉장고 등 많은 경

품이 동문들에게 전달되었다.

2009 신년교례회와 임시총회 행사는 이 자리에 함

께한 행정대학원 동문들의 친분과 결속을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으로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성공적인 막을

내렸다.

2009 신년교례회 행사에 협찬해 주신 동문

협          찬           금
성  명 동창회 직책 과정·기수 회사·직위 협찬내역

장 현 수 고문 석사60회·고위9기 일양토건 대표이사 회장 100만원
임 인 배 고문 석사27회·고위26기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100만원
노 준 식 자문위원 석사4회·고위14기 (주)한국방영 대표이사 회장 30만원
김 창 수 부회장 석사20회·고위1기 변호사김창수법률사무소 대표 20만원
심 형 구 부회장 석사39회 (주)미륭레미콘 대표이사 회장 50만원
심 상 길 부회장 석사63회 (주)대동주택 대표이사 50만원
김 장 민 부회장 석사64회 우연그룹 대표이사 회장 30만원
선 명 순 부회장 석사64회·고위40기 문화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서기관 20만원
양 쾌 석 부회장 고위31기 진양토건(주) 대표이사 100만원
강 원 석 부회장 고위40기 코리아자원상사(주) 대표이사 50만원
이 주 호 부회장 고위41기 (주)고운조경 대표/고운식물원 원장 1,100만원
박 병 삼 부회장 고위47기 마평산업개발 대표이사 50만원
이 교 정 부회장 고위49기 (주)토비스레저그룹 회장 150만원
박 종 호 동문 석사54회 재정경제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10만원
이 원 곤 동문 석사64회 한국감정원 10만원
전 태 수 동문 석사64회 한국정책연구원 10만원

경      품      협      찬
성  명 동창회 직책 과정·기수 회사·직위 협찬내역

정 병 국 총동창회장 석사53회·고위35기 국회의원 산수화그림 1점/양복티켓 3점/
최 문 휴 고위정책과정총동창회장 고위21기 석원산업 부회장 서양화그림 1점
박 상 희 수석부회장 석사27회·고위17기 (주)대현 회장 골프드라이버 1점
이 환 근 수석부회장 고위34기 대륭종합건설(주) 대표이사 드럼세탁기 1점
김 태 원 부회장 석사16회 국회의원 몽블랑만년필세트 1점
김 성 회 부회장 석사49회 국회의원 벽걸이TV 1점
이 정 평 부회장 석사49회 현대기아경매장 대표 이태리 수입여성핸드백 1점
우 태 주 부회장 석사56회·연구47회 (주)라인텍 대표이사 고급자전거 1점
노 상 부 부회장 석사57회·고위27기 경신제약(주) 대표이사 녹용 1상자/홍삼제품 1상자
김 강 빈 부회장 석사60회 학교법인심도학원 이사장 발렌타인30년산 1병
손 영 모 부회장 석사66회 대한불교조계종삼화불교대학 총무원장 금동에밀레종 5점
남 권 희 부회장 석사69회 (주)파맥스 대표이사 녹용산삼배양근고 1세트
김 영 수 부회장 석사73회 도남네트웍스 대표이사 김치냉장고 1점
이 상 호 부회장 고위40기 덕성한의원 원장 공진단 5박스
허 원 태 사무국장 석사62회 풍산상사 상무 웰빙오존세정기 1점
이 주 연 동문 석사63회 서울우리신문 대표 국전심사위원 여청선생 화조 1점
이 점 자 동문 석사66회 국공립고강1동어린이집 원장 홍삼제조기 1점
박 종 부 동문 고위47기 (사)인체파동원리연구회 회장 인동환 400점

고위38기 동문일동 디지털카메라 1점

2009 신년교례회 및 임시총회에 협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별분담금 (21기수)

석사26회 | 석사36회 | 석사43회 | 석사53회 | 석사56회 | 석사60회 | 석사63회 | 석사64회 | 석사66회 | 석사71회

석사72회 | 석사73회 | 고위34기 | 고위35기 | 고위38기 | 고위39기 | 고위40기 | 고위46기 | 고위48기 | 고위49기 | 고위50기

기별분담금을 찬조하여 주신 모든 기수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

신년교례회

수상자 

수상�구분 수상자

연세를 빛낸 행정인상 이주호(고위41기)

감사패 임인배 (석사27회·고위26기) /  심상길 (석사63회) /  배영일(석사66회)

공로상 최민호(석사29회) /  한민구(석사42회)

동창회장상 신일성(석사26회) /  고중택 (석사35회) /  박극수 (석사53회) /  선명순 (석사64회· 고위40기) /  이점자(석사66회)

이상호(고위40기) /  우수형(고위46기) /  박종부 (고위47기) /  전명환   (고위49기) /  이덕형 (고위49기) /  이황희(고위49기)

권혁창(석사34회) /  김재전    (석사51회) /  박종호     (석사54회) /  최종대      (석사54회)

박사학위 축하패 문두향(석사57회) /  김만철(석사63회) /  김장민  (석사64회) /  김진수   (석사64회) /  선명순 (석사64회)

이원곤   (석사64회) /  전태수  (석사64회) /  이재민       (석사66회) /  이계석   (석사68회)

이용희동문의 색소폰 연주

대상경품 전달 엄용수 코미디언

최문휴 고위정책과정총동창회장 행운권 추첨

총┃동┃창┃회┃소┃식 총┃동┃창┃회┃소┃식

심상길18대수석부회장에게 감사패 전달 신일성동문에게 동창회장상 전달 박사학위 축하패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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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데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앞으로 양승함 원장님과 차기 회장님이 화합을

해서 우리 6천여명의 동문들이 하나가 되고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좋은

동창회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동문님들이 건

강하시기를 바란다며 인사말을 마쳤다. 이어 양승함 원장님은 축사에서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한 임인배 총동창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동문님들에게 감사인

사를 전하고 동창회 참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는 우리 총동

창회의 단합, 화합의 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행정대학원 동문

24명이 국회의원이 당선되어 행정대학원의 위상을 한결 드높였다며 축하인사

를 전했다. 임인배 회장님이 지난 4년동안 동창회를 위해 많은 애정을 쏟고 열

심히 일하셔서 동창회가 더욱 발전하였으며 앞으로 학교와 동창회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축사를 마쳤다.

이어 중앙대학교 성악과 교수 도혜원 교수님의 좋은 공연을 감상한 후 김문

수 도지사님의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 강연이 시작되었다. 강

연 후에는 특강 주제와 관련하여 질의응답의 시간도 마련되었다. 강연하는

내내 집중하는 모습을 잃지 않으며 열심히 강연내용을 메모하던 동문들은 김

문수도지사님께 뜨거운 박수를 보냈으며 김문수도지사님과의 사진촬영으로

조찬세미나 행사는 마무리되었다.

양승함 행정대학원장을 비롯하여 심우영 고문,

송광호 의원, 김진배 의원 등 150여 동문들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특강이 끝날 때까

지 자리를 지켰다. 허원태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

된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로 시작되었다. 임인배 총

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궂은 날씨에 공사다망함에

도 불구하고 많은 동문님들이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특히 학교일에 바쁘신

데도 참석하여 주신 양승함 원장님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이번에 연세대학교 행

정대학원 동문 중 24명의 동문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는데 이 자리에 특별히 송광호 의원

과 김진배 의원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진 인사말에서 김문수 도지사는 대한민국을 이

끌어 나갈 지도자로 높이 평가한다며 김문수 도지사

를 모시고 특강을 갖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

하며 귀한 시간 내 주신 김문수 도지사에게 감사인사

를 전했다. 그리고 차기 회장님이 동창회를 이끌어나

동문명부 발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동창회에서

는 동문 여러분의 우의와 화합을 다질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인 동문명부를

새롭게 발간하고자 합니다.

동문명부에 기록될 연락처 및 주소

를 확인하기 위해 4월부터 전체 동문님

들께 전화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바

쁘시더라도 조금만 시간을 할애하여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총동창회
☎. 02-393-1123
Fax. 02-393-1124
120-140)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산 9-1 연대동문회관 4층
E-mail : ys393@naver.com

조찬세미나 개최 안내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

시는 행정대학원 모든 동문님들의 건

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총동창회에

서는 박재완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

서관을 모시고 조찬세미나를 개최하고

자 하오니 동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 시 : 2009년 5월 12일 (화) 07:00

장 소 : 조선호텔 2층 오키드룸

초청강사 : 박재완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특강제목 :
“저탄소녹색성장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자” 

문의처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총동창회
☎. 02-393-1123
Fax. 02-393-1124

김문수 경기도지사 초청 조찬세미나
지난�2008년�6월�5일�(목)�아침�7시에�팔래스호텔에서�김문수�경기도지사님을�모시고�

“경기도가�대한민국의�미래를�엽니다!”라는�주제로�1시간�가량�특강이�있었다.�

총┃동┃창┃회┃소┃식총┃동┃창┃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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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배 고문
(석사27회·고위26기) 
제13대�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취임

임인배(석사27회·고위26기)동문은

2008년 10월 2일 한국전기안전공사

제13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오는 2011년 10월 1일까지 3년간 전기안전공사 사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임인배 사장은 경북 김천 출신으로 영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동국대학교

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제15, 16, 17대 국

회의원으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1996. 6~2006. 5),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2006. 3~2008. 5)을 역임

하고 대한사이클연맹 회장,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사)한민

족통일포럼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전기안전

공사 제13대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학위논문으로는 ‘한국중소도시의 분석을 통한 발전방안

에 관한 연구’와 저서 ‘조국을 남기고 님은 가셨습니다

(1995)’, ‘꿈을 파는 국회의원(1999)’ 및 역서 ‘미국의 행정

학, 희망과 역사 사이에서’ 등이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2009�지속창조경영대상�종합대상�수상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임인배)는 2009년 1월 13일 한국

일보사가 주관하고 지식경제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2009 대한민국 지속창조경영 대상”에서 윤

리경영 부문의 우수한 공적을 인정받아 최고 훈격인 종합대

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지속창조경영대상”은 건전한 기업문화를 바탕으

로 21세기를 주도할 지속가능경영 실천기업을 선발하는 행

사로 우리공사는 사장 취임 후 윤리경영 선포식을 비롯, 임

원 직무청렴계약 체결, 전 직원 윤리서약서 제출, 윤리자기

점검(Self Com pliance) 시행, 그룹웨어를 통한 윤리캠페

인 운영, 윤리 가이드북(Guidebook) 발간, 전 직원 윤리교

육 실시 등 자율과 예방의 KESCO형 윤리경영시스템을 구

축하여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엄정한 심

사결과 외부기관 수상 역사상 최초로 종합대상의 영광을 안

게 되었다. 영예의 시상식은 지난 13일 오전 11시에 밀레니

엄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거행됐다.

임인배 사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1초 경영]으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 속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 최고의 전기

안전 전문기업(World best control tower on Electrical

Safety)으로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2009년 기

축년 새해에는 경제가 어려운만큼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전기안전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수상식에서 공공부문 종합대상은 한국전기

안전공사가, 민간부문 종합대상은 현대건설이 각각 차지하

였으며, 분야별 대상은 환경경영은 한국수자원공사, 투명경

영은 코트라, 투명행정은 의왕시청, 가치경영은 월드웨이,

열린경영은 한백cnt, 사회공헌은 지마켓 등이 차지했다.

박상희 수석부회장
(석사27회·고위17기) 
중소기업포럼�박상희�회장
아시아·유럽미래학회�선정

『2009년도�제7회�글로벌
CEO�대상』�수상

중소기업포럼 박상희회장이 2009

년 1월 16일 (금) 오전 10시 무역센터 대회의실에서 사단법

인 아시아·유럽미래학회(회장:이건희 이화여대 교수)가 시

상하는 올해 글로벌CEO대상을 수상하였다.

글로벌CEO대상 (THE GLOBALI CEO AWARD)은 국

민경제발전과 사회적 공헌을 한 선도적인 글로벌CEO를 엄

선하여 수상이 되며, 역대 수상자에는 김재철 동원그룹 회

장을 비롯하여 유상옥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이수영 한국경

영자총협회 회장과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 BMW

GROUP KOREA 김효준 사장 등이 선정되었다.

아시아·유럽미래학회는 “최근 개최한 제7회 글로벌

CEO대상 심사위원회에서 국제협력 부분 대상에 중소기업

포럼 박상희 회장을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회는 “박상희 중소기업포럼 회장은 제18,19대 중소기

업중앙회장과 제16대 국회의원 재임시 실질적이고 지원효

과가 배가 될 수 있는 정책의 개발과 지원제도 개선에 주

력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순수 중소기업

민간모임으로 중소기업포럼을 개설하여 운영하며 한국 중

소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 중소기업 유관기관과의

정보교환과 상호협력 방안 모색 등 중소기업들의 해외진

출을 선도한 국제협력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연푸른회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동창회원 간의 친목과 교류를 위

한 골프모임인 연푸른회(회장 김장민)는 매월 네째주 금요

일 12시 기흥C.C에서 정기골프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3월모임은 3월 27일 금요일 12

시에 개최된다. 행정대학

원 동창회원이면 누구

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골프를 사랑하는 많은

동문들의 참석과 관심

을 기다린다. 

- 3월 정기모임 -

•일시 : 2009년 3월 27일 (금) 12시

•장소 : 기흥C.C [3팀]

회원모집 •회장 김장민(석사64회)  ☎ 011-214-7444
및�문의처 •총무 장영배(석사75회)  ☎ 011-891-7763

Y·M클럽 2009년 시산제

산악회모임인 Y·M클럽(Yonsei Mountain) 2009년도 시

산제는 오는 3월 29일 일요일날 실시할 예정이다. 시산제

후 간단한 산행을 하고 13시경부터 구기터널입구 삼거리 갈

비집에서 뒷풀이를 할 예정이

며 다양한 상품이 준

비되어 있다. 산

을 사랑하는 많

은 동문들의 참

석과 관심을 기

다린다.

- 2009년 시산제 -

•일시 : 2009년 3월 29일 (일) 오전10시 

•장소 : 북한산 입구(모이는 장소 : 구기터널 입구 삼거리에서

200m 이북 오 도청앞 별도 현수막 설치 예정임)

회원모집 •회장 이우경(석사60회)  ☎ 010-5471-4729
및�문의처 •총무 유영철(석사52회) ☎ 011-9916-1025

연행기우회

바둑을 사랑하는 동문들

의 모임 “연행기우

회”(회장 김창수)는

지난 연말 12월 6

일 (토) 오후 서초

동 한일기원(대법원

앞)에서 2008년 송년바

둑대회를 열었다. 많은 회원들이 참석

하여 서로의 기량을 발휘하여 정다운 수담을 나누었으며 대

국결과 우승은 김헌경 총무(석사7회/아마3단)가 차지하였

다. 대국 후 근처 식당에서 송년 만찬을 갖고 화기애애하게

정담을 나누었다. 참가상으로는 법정스님의 신간 “아름다운

마무리” 한권씩을 모두에게 나누어 주어 2008년도 바둑대

회도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었다.

최근 바둑계 소식으로 대한체육회는 지난 2월 4일 대한바

둑협회를 정식 가맹단체로 인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로써

바둑도 정식 스포츠 종목으로 채택되어 2010 광저우아시안

게임에서 3개의 금메달이 걸린 바둑경기에 한국 선수들도

참가하게 되었으며 바둑 스포츠로 국위를 선양할 것을 기대

하게 되었다.

회원모집 •회장 김창수(석사20회·고위1기) ☎ 011-413-6187
및�문의처 •총무 김헌경(석사 7회)  ☎ 011-416-9961

테니스동호회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동문들의 돈독한 우의와 친교를 다

지기 위해 결성된 테니스동호회(회장 민병철)은 매월 첫째

토요일 오후 2시 모교 테니스

장에서 정기모임을

가진다. 행정대학

원 동문 및 가

족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

으며 동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회원모집 •회장 민병철(석사15회)  ☎ 010-4392-0508
및�문의처 •총무 이광식(석사31회)  ☎ 011-388-6116

소┃모┃임┃소┃식 동┃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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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낭송회, 계간 백두산문학 발행, 통일 시화전, 6.15공동선

언기념 교육부장관상 전국 백일장 및 독후감대회,백두산역

사문화기행, 남북어린이돕기 시화전, 금강산 뱃길 문화체험,

남북공동 개성 나무심기 등을 주최하여 2005년에는 평화통

일운동 공적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문학활동과 통일운동을 병행하는 우리나라 문단

에서 독창적이고 진취적인 활동을 하는 문학단체이다.

이신석 동문(석사44회) 
천안의료원�제10대�원장�취임

이신석 동문은 2008년 4월 지난 9

대에 이어 10대 천안 의료원장에 재선

임되었다. 천안의료원 신축이전과 경

영개선사업의 성과가 인정되었다. 취

임식에서 이신석 원장은 “제10대 천안의료원장으로 취임하

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의료원 신축이전

과 경영개선 등 주요 현안을 앞에 두고 재임명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특히 “머지않아 새정부는 영리법인을 허용하

고 경제자유특구로부터 의료시장을 개방하며 임의보험인

민간보험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현재의 급변

하는 의료시장의 분위기는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우리와 같은 열악한 조건의 의료원이 가장 타격을 받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천안의

료원의 비전을 ‘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새롭게 도약하는 공

공의료기관’으로 정하였다”며 “이제 공공의료기관도 성과

위주의 경영으로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여 경쟁에서 이

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미 동문(석사75회)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약속대상�부분�최우수상�수상

김순미 관악구의원은 지난 5일 한

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최 제1회 매

니페스토 약속대상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순미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캐치프레이즈를

‘약속이 아닌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로 하여 매니페스

토 선거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으며 한나라당 중앙당과 국회

정책연구의원 출신의 정책전문가로서 지방자치 전문가 시

대를 열겠다고 약속하며 출마해서 당선된 의원이다.

김의원은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첫째, 2008년 관악

구의회 최초이며 서울시 자치구의회 3번째로 의원 정책연

구모임인 ‘관악발전모임’ 구성을 발의하여 운영하고 있다.

둘째로는 지방의회 평가와 의정활동비 심사때마다 지방의

원들의 자질과 전문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방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을 가져와

야 한다는 소명의식으로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영국의

킹스턴시 의회 관계자와 이메일을 주고 받으며 본의원이 평

소 관심을 갖고 있는 교육과 보육분야의 주제별, 시설별 기

관을 선정하고 방문하는 기획연수를 실시하였다. 셋째로는

교육에 관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며 지역발

전의 동력임을 깊이 인식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5%를

재원으로 하여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관악구 교육경비지원

에 관한 조례를 관악구 5대 의회 최초로 발의하는 성과가

있었다. 넷째로는 서울시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차고

지 및 CNG충전소 설치하려는 계획에 반대운동을 전개하여

주민들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하였다. 다섯째, 관악구청

이 구청신청사 건립비 부족을 이유로 지방채 47억원을 발

행하려던 계획을 저지하였다. 

그밖에도 신림초, 신관중 등 지역내 학교의 다목적 체육

관 건립을 위해 공정택 교육감 면담 등을 통해 성사시키는

등 구의원의 역할과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내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여 지방의원으로서 집

행부를 제대로 감시, 견제, 비판하면서도 대안 제시도 함께

하는 모범적이 사례와 귀감이 되고 있다.

석사36회
제3대�회장으로�김상완동문�선출

석사36회는 지난 2008년 11월 21일 총회를 열어 제3대

회장으로 김상완(세무사)동문이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앞으

로 김상완회장을 중심으로 더욱 활발한 36회의 활동을 기

대해본다. 그리고 오는 2009년 5월 말경 2박3일 일정으로

울릉도나 백령도 중 한곳을 선정하여 부부동반 국내여행을

계획중이다. 해외여행을 추진했으나 국내 경제사정 등을 고

려하여 국내여행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길여 고문(고위12기) 
가천길재단�설립�50주년

수도권 지역 대표적 의료기관인 길

병원과 가천의과학대학·경원대학교를

비롯해 국내 최초의 뇌과학연구소 등

을 거느린 가천길재단(회장 이길여)이

설립 50주년을 맞았다.

반세기 동안 국내 굴지의 공익재단으로 발돋움한 길재단

은 1958년 인천시 중구 용동에서 문을 연 산부인과에서 시

작됐다. 특히 그는 가난한 여성들을 위해 1960년대 당시 이

름조차 생소했던 자궁암 무료검진을 해주기도 했다.

의료법인 길병원은 1978년 설립됐다. 길병원은 1980년

대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의료취약 지역에 병원을 잇따라 열

어 당시 의료계에 신선한 충격을 줬다. 처음에 산업체 노동

자 진료를 위해 세워진 길병원은 의사 없는 마을 무료 진료

나 홍수 피해 지역 의료봉사, 지진 당한 국가에 대한 의료진

파견 등으로 명성을 높였다. 

길재단은 1995년 경기간호전문대학의 운영을 맡았고,

1998년에는 가천의과대학 문을 열었으며, 2006년에는 이

둘을 통합해 보건의료 특성화 대학인 ‘가천의과학대학교’

를 출범시켰다. 또 1999년부터는 경기 성남시 경원대학교

도 운영하고 있다. 길재단은 2004년 저명한 재미 과학자

조장희 박사를 영입해 국내 첫 뇌과학연구소를 열었고,

2008년에는 이길여 암당뇨 연구원과 가천 바이오나노 연

구원 등을 세웠다. 이 회장은 지난 2008년 10월 22일 재단

설립 50주년을 맞아 “아픈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면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수 부회장
(석사20회·고위1기)
서울지방변호사회�공로상�수상

김창수 변호사는 지난 2월 2일 (월)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된 서울지방변호사회 2009년도

정기총회에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하여 큰 공헌

을 한 공로로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창

립 101주년을 맞이한 전국 최대의 변호사 단체이다.

안종만 동문(고위 1기) 
도서출판�박영사
안종만�대표�갤러리박영�오픈

안종만 동문은 2008년 11월 20일에

파주출판단지내에 작가 아틀리에(작업

실)을 겸한 갤러리를 오픈하였다.

갤러리박영의 두 번째 전시로, 2009년 3월 기획전시 ‘맥脈

한국현대회화 8人’展을 준비했다.

‘맥脈  한국현대회화 8人’展은 한국현대미술의 맥을 짚어

보는 전시로 40여 년간 꾸준히 활동하며 한국적 현대회화

의 기틀을 다져온 8인의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구성되었다.

참여 작가로는 곽훈, 김구림, 김태호, 서승원, 안정숙, 이

강소, 정보원, 하종현 총 8인의 작가이다.

갤러리박영 전시회는 아래와 같습니다.

‘맥脈��한국현대회화�8人’ 展

● 전시일정 : 2009. 3. 7(토) ~ 2009. 4. 19(일)

● 오 프 닝 : 2009. 3. 7 (토) 6:00pm

● 참여작가 : 곽    훈, 김구림, 김태호, 서승원, 안정숙, 이강소,

정보원, 하종현 (8명)

● 장 소 : 갤러리박영(파주출판단지 내)       

● 연 락 처 : 031-955-4071(갤러리박영), 02-736-7076(박영사)

김윤호 동문(석사40회)

백두산문인협회(회장�김윤호)

통일부장관상�수상

백두산문인협회(회장 김윤호)가

2009년 3월 19일 (목) 오후 2시에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민화협) 제11차 대의원대회에서 남북한 화

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통일부장관상을 수상

하였다.

민화협은 1998년 창립되어 남북 화해협력과 민간교류,

남남대화의 구심체 역할을 해 왔으며 한나라당, 민주당 등

각 정당과 200여개의 종교, 시민,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

는 통일운동 상설협의체이다.

백두산문인협회는 1994년 창립되어 43회의 문학강연과

동┃문┃소┃식 동┃문┃소┃식 • 기┃별┃소┃식



이주호 동문은 제6회 연세를 빛낸 행정인상 수상자로 37년간 조경인으로써 (주)고운조경을 설립하여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여 왔으며 또한 조경인과 전문가를 위한 식물원을 조성, 식물의 유전자 및 멸종 희귀식물

을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 국가발전에 기여하여야 된다는 생각으로 1990년부터 충청남도 청양군에 11만평의 산

지를 구입하여 13년간의 장기간에 걸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말 못할 고생을 감수하면서 22개 소원에 6,500여종의 다

양한 식물을 식재하여 2003년에 친환경적으로 조성된 식물원을 개원함으로서 정부에서도 하기 힘든 유전자보존과 멸종

위기의 희귀식물 보존에 앞장서고 있으며 또한 학생들의 생태체험 학습장과 학술연구사업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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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업┃체┃탐┃방

고운식물원
오솔길 따라 곱디고운 꽃대궐오솔길 따라 곱디고운 꽃대궐

동┃문┃업┃체┃탐┃방

깜박이는 별빛이 아직은 남아있는 이른 시간에 시집가는

색시처럼 부산함으로 집을 나선다. 꽤 오랜 시간을 나

와 함께 여명을 만나는 김실장의 인사가 조급함을 부추긴다.

하루를 못 보아도 마음이 아리든 기억으로 수고스러움을 자위

하며 충남 청양, 고운식물원에 가기 위해 차에 올라 여전히 부

지런을 떨고 있을 식물원 식구들 생각에 출발을 독촉한다.

차창 밖 풍경이 맑아지는 듯 보이는 것이 식물원이 가까

워 지는가보다.

2009년 2월 가지위에, 땅위에 “풍년화요! 납매요!, 눈꽃

풀이예요. 복수초입니다.” 간지러운 속삭임에 어깨가 펴지

더니 어느새 분홍으로 노랑으로 일하는 아주머니들의 옷 색

깔이 요란하다. 봄이란 계절이 그러한 것인지 잠깐의 사색 중

에도 새해에 이루어 내어야 하는 일들이 제법 짜임새 있게 실

천의 순서를 요구한다. 새로워야 하는 필요성을 느낄 때마다

의 오랜 습관인지, 이루어 내었던 것들에 대한 기억이 우선 정

리가 되어진다. 

지난 20여 년간의 고운식물원의 원장으로써의 생활이 돌

이켜 진다. 그저 나무와 풀이 좋아서 만들기 시작했던 식물

원인데, 지금은 어느덧 스무해가 넘어가고 있다. 뭐 길다하

면 긴 세월이지만 정말 많았든 일들로 가득 채워져서 순간

으로 느껴지는 것이 각각을 의미로 음미할 기회조차 아꼈던

시간이었다. 

어릴 때부터의 꿈이었고 단 한시도 시작을 위한 준비의 마

음을 잊지 않았던 식물원 조성. 일등이 아니라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성격 탓에 부지 선정에서부터 어려움은 있었지

만, 식물원 조성 방향에 대한 구상을 하면서 다녔던 각국 유

수의 식물원 기행은 정말이지 기대 이상이었다. 마치 머리를

제대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과 환희, 그리고 부러움 때문에 정

신을 못 차릴 지경이었다. 

또한, 그를 가능케 한 그들의 사회적 시스템과 일반인들

의 삶 속에 뿌리 내린 식물에 대한 애정, 더불어 여러 전문

단체의 왕성한 활동은 당시 조경사업을 하고 있던 나에게

아주 대단한 자극이었다. 여러 가지 방향에서 선진국과 비

교 할 수 있을 만큼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하지만

이때 받은 충격은 늦은 것 아닌가라는 조급함이 되었고, 이

후 식물원 조성 사업에 더욱 속도를 싣게 되었다. 

계획이 우선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이때

의 충격으로 인한 서두름은 가장 가까운 분들에게 적지 않

은 고통을 주었고 가족의 대한 미안함은 지금도  가슴에 무

게를 준다. 하루하루를 소설로 역어야 할 만큼의 수많은 일

동창회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동문기업을 찾아 그 분의 살아오신 모습과 인생관, 기업경영관을 기사화하여 
동문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귀감으로 삼아 우리 사회의 밝은 면모를 같이 나누려는 취지로 마련하였습니다. 



들과 지인들의 도움, 그리고 많은 이들의 노고로 지금의 고

운식물원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아직은 식물원에 쏟아야

할 고민과 수고로움이 남아 있지만 생물과의 공존을 요구하

는 공간이라 끝날 수 없는 일거리임을 알기에 몇 해 전 정식

으로 오픈을 맞이하게 되었다. 

식물원의 운영, 일반인들은 많은 부분 오해를 가지고 계시지

만 우리나라의 사립식물원들의 운영 형태는 국가적인 재정지원

없이 개인의 사비와 입장료 수입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다.

식물원이 가지는 중요성, 식물원이 있어서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한 고민 없이 그저 잠깐의 휴게시설로 보시는 일

반인들께서 마뜩해하지 않는 입장료가 사실은 식물원 운영

자금의 전부라는 것이다. 고운식물원 역시 그 틀에서는 벗

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운영자금을 입장료 수익으

로 충당하고자 하지만, 아직도 어려움이 크다. 입장료 수익

의 확대는 지역의 관광사업과 직결되는 문제로 현재 고운식

물원이 위치해 있는 '청양'이라는 장소성이 관광권에서는 조

금 벗어난 권역외 지역인 까닭에 관람객의 증가 추세가 지

나치게 여유롭다.

처음에는 고운식물원을 알리기보다는 청양군을 홍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고 그 다음으로 청양의 고운식물원 이름

을 알리기 시작했다. 또한, '친근한 고운식물원'이미지를 만

들어 가기 위해 식물원에서 일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소개하는 직원들의 소소한 식물원일기 등을 비

롯한 많은 풀꽃들 이야기를 주축으로 하는 고운 식물원 홈

페이지(www.kohwun. or.kr)를 운영 중에 있기도 하다.    

수년간의 노력의 결과인지 꽤 많은 분들이 고운식물원을

알게 되었고 연 10만 이상의 관람객을 맞이하는 충남의 명

소로 자리를 잡았다. 수없이 많은 이들의 노고가 여기서 보

상을 받는듯하다. 이제는 이곳에 쏟아진 땀방울과 더불어

이곳 오지라 불러야할지 불모지라고 해야 할지 어찌되었건

찾기가 너무도 어려운 이곳을 즐겨주신 23만이 넘는 분들에

대한 고마움도 알려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2008년 봄 충남도와 청양군의 배려와 관심을 힘입어 개

원 5주년 기념일을 중심으로 6일간 “2008 고운야생화 축제”

를 치루었고 10만 이상의 관람객이 찾아 주시는 기꺼움도 누

릴 수가 있었다. 식물원 개장 이후 직원들과 나의 소박한 꿈

중에 하나였던 ‘식물원의 관람로를 구분하기 힘들 정도의 관

람객들로 식물원이 채워지는 것을 보고 싶다.“는 소망이 이루

어진 시점이기도 하다. 

관람 오신 분들을 위한 축제였고 해마다 잔치를 갖겠다고

약속한 대로 올해도 “2009 고운야생화축제 두 번째이야기”

진행하려고 한다.

봄이 익을 때로 익게 될 4월24일부터 4월28일까지의 잔치

에 세상의 모든 분들을 모시고 싶다. 식물원이라는 이름으로

기대 할 수 있는 모든 즐거움과 어떠한 기대를 하시고 오시더

라도 반드시 그 이상의 즐거움을, 행복함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을 것이다. 7천 4백만 종의 식물들과 수천, 수만 꽃들

의 향연에 초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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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美國은 확실히

21세기를 이끌어 갈 獨自的인 나라이다.

나는 여기에 主導國이란 말을 붙어 보겠다. 主導國이란

과거의 역사를 볼 때, 16세기는 스페인시대, 17세기에는 네

덜란드 시대, 18세기는 프랑스시대, 19세기에는 영국의 시

대(Pax Britanica) 그리고 20-21세기는 미국의 시대가 되

어 세계를 적어도 두 세기를 이끌어 간다는 주장이다. 그러

면 주도국으로서의 미국의 능력을 살펴보기로 하자.

1) 主導國으로서의 要件

미국이 21세기 주도국으로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은

다음의 몇 가지에서 설명될 수 있다.

(1) 國力：국력을 평가할 때 보통 4가지를 사용한다, 

① 國家의 面積, ② 人口, ③ GDP(국민 총생산), ④ 軍事費

등으로 한다. 우선 國土의 넓이로 볼 때 미국은 대륙국가

(continental)로 大陸國家인 5개국(미국, 러시아, 중국,

브리질, 인도) 중 러시아 다음으로 큰 나라(9,629,091㎢)

이다. 人口로 볼 때, 세계 인구의 20분의 1이고 중국과 인

도 다음으로 세 번째(3억2천)가 되는 大國이다. 軍事費 지

출에 있어서 2001년 3,233억 달러 2004년은 4000억 달

러로 예상되어 美國은 미국 다음 순위인 6대 군사강국의

국방예산의 합계 2,437억 달러의 2배나 된다. 

(2) 科學技術의 水準과 R&D 投資

① 미국은 20세기동안 Cyber 革命과 Global 정보화시대 그

리고 IT(Information technology)에서 世界主役을 담당

해왔다. Internet(활용인구는 세계의 50%)와 Microsoft

그리고 그의 主人 Bill Gates(약 1000억 달러 부자)도 전

부 미국 것이다. 앞으로 IT를 기반으로 하는 Bio 産業과

환경공학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미국의 힘 있는 역할

이 기대된다. Peter Drucker는 최근의 저서 Next

Society에서 이점을 설득력 있게 역설한바 있다. 

② 科學技術분야의 투자 및 應用能力: 새 技術을 상품화하

여 實生活에 사용하는 능력을 WASP(White Anglo-

Saxon Protestant)의 전통에서 찾을 수 있다. 구체적인

증거로 美國정부가 硏究開發(R&D)에 사용하는 돈이 世

界 제일인 2653억 달러, GDP 대비 2.75%로 일본 독일

의 약 3배가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는

2001년 122억 달러를 투자했으므로 미국은 우리의 21.2

배, 일본은 11.4배(1420억 달러), 독일은 3.7배(466억 달

러)가 됨을 알 수 있고 우리가 미국을 따라 가려면 50년

일본은 35년이 걸리는 계산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은

미국의 포드(74억 달러)와 GM(62억 달러) 연구개발비를

합한 것 보다 우리의 投資 실적은 적고, 여기에 우리사회

의 이공계 기피현상마저 있으니 이는 큰 걱정이 된다. 

③ 세계에서 제일 많은 년 50만 명의 外國人이 미국에 留學

지난 1월 20일 미국은 제44대 대통령으로 바락 후세인 오바마가 전 세계인 의 관심을 집중 시킨 가운데 영광스럽게

취임식을 가졌다. 이 일은 참으로 미국역사 232년에서 처음 보는 일이다. 올해는 진화론으로 유명한 찰스 다윈 탄생

200주년과 미국에서 노예해방을 함으로서 미국에서 제일 사랑받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이다

. 더욱 뜻있는 일은 노예해방을 선언한지 꼭 145년 만에 흑인이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는 일은 참으로 상징적인 의

미가 큰 것이다.  갑작스럽게 닥친 미국의 금융위기로 달러화의 힘이 약해 졌고 여러 나라들은 동시의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 그리하여 성 급한 사람들은 미국 시대는 달러화의 무력화와 더불어 끝났다고 들 한다. 이것이 사실일가? 본인은

그래도 미국의 힘을 믿고 있어 이 세계적인 난국에서 미국은 반드시 살아남을 저력 있는 나라라고 믿고 있다. 이런 때에

미국은 어떤 나라이고 그 저력은 어떤 것 인지를 검토해 보고 자한다.
유 종 해

연세대 명예교수

미국을 바로 압시다
동┃문┃업┃체┃탐┃방 특┃별┃칼┃럼



하여 여러 분야에서 공부하고 있다. 일부는 제나라에 돌

아가지만 일부는 미국에 남아 연구를 한다.

④ 각종 言論社 CNN, AP, UP, ABC, CBS, New York

Times,등 그 규모나 영향력에서 단연 世界 제일이다.

⑤ 노벨 科學賞(의학포함)의 수상자의 약 반수가 美國 과

학자가 차지한바 있다. 

(3) 科學武器로 무장된 막강한 國防力

전통적으로 확실한 파워의 표시는 그 나라의 戰爭능력이

다. 科學武器의 연구와 生産에서 아직까지 미국이 世界 제

일이다. 미국은 2003년 차세대전투기를 포함한 군사연구

개발에 1천 1백50억 달러(약 1백38조억 원)를 상정했는데

이는 일본의 15배 유럽연합 전체의 군사부문 R&D 예산을

합친 것 보다 많은 규모이다. 그리고 최신 과학기술의 전쟁

상태에 적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는 나라도 미

국 같은 나라가 없다. 필자는 오래 전 航空母艦, SS Kitty

Hawk를 타 본 일이 있었는데 이 배가 확실히 미국식 軍艦(

톤수 8만 톤의 크기와 80여대의 항공기는 물위에 떠있는

큰 都市이다)의 정형임을 믿게 되었다. 현재 美國은 전 세계

航空母艦 의 약 62%를 가진 국가이다. 

기타 航空機-戰鬪機 와 旅客機분야에서 미국이 20세기

를 석권하고 있다. 얼마 전 동두천의 미 제6 航空機甲旅團

에서 탱크 킬러의 이름을 갖고 있는 Apache 헬리콥터의 공

격 시범을 보고 그 火力의 막강함에 다시금 놀랐다. 지난번

이라크전에서 이 Apache 헬리콥터가 맹 활략을 한 것을 報

道를 통해 잘 알고 있다. 

둘째로 미국은 自由民主主義와

市場中心의 경제체재를 갖춘 모델국가이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도 모방할 수 없

는 독특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1) 開放된 社會

美國은 移民으로 이루어진 開放社會이다. 미국을 오래 동

안  Land of Opportunity라고 불러왔으나 동시에 Land

of immigrant라고 도 불러왔다. 지금도 매년 100만 명 정

도가 전 세계 여러 곳에서 美國으로 移住하고 있다. 美國은

누구나 필요한 사람을 받아들인다. 이들이 技術革命의 主役

노릇을 해온 것이다. 그 결과 아인슈타인과 같은 훌륭한 人

材를 미국이 輩出하였다. 美國科學者의 15%, 실리콘벨리의

외국인 人力은 전체의 35-40%, 美國大學의 전자?컴퓨터

학 분야에서 博士學位를 받은 外國人力은  97년 전체의

48%란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美國의 힘으로 작용 할 것이 틀림없는 일이다.

(2) 民主적 政治體制와 정치적 安定性이 높은 나라

美國의 정치체제는 WASP의 전통을 이어받아 가장 安定된

自由民主制로 정착되었다. 그 중에도, 聯邦制, 三權分立制,

多數決의 原則 등은 많은 다른 나라의 좋은 본이 되고 있다.

더욱이 美國政治는 正統性이 확립되어있어, 大統領이 任期를

마치면 즉시 記念館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정통성을 확인 하

게하는 일은 우리로서 참으로 부러운 일이다. 우리는 초대 대

통령의 記念館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형편이다. 

(3) 市場中心의 經濟·制 

美國은 세계에서 제일 광대한 市場으로 최근에는 세계경제

의 指導者로서 군림하여 왔다. 예를 들어 책을 출판해도 미국

자체의 市場이 충분히 커서 쉽게 성공을 한다.  미국 FRB의

전 의장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1926년생)을 ‘미국

경제의 대통령’, ‘미국의 제2인자’, ‘경제의 神’, ‘市場 지배자’,

‘미국 경제의 操舵手’ 라고 부를 정도이다. 그는 新經濟를 주

장하였는데 이를 ‘그린스펀 神話’라고 부른다. 그는 任期를 4

번째나  連任을 한바 있다. 그는 共和黨 레이건 대통령으로부

터 1987년 任命되어 부시, 클린턴 대통령을 補佐한 그의 影響

力은 대단하였다.  이번에 닥친 금융위기에 본인의 잘못이 있

었다는 인정은 대단히 훌륭한 일이었다. 우리나라의 證券市

場은 미국의 Wall Street의 영향을 매우 민감하게 받고 있어

그 속에서 미국 FRB의 영향을 절대로 무시 할 수 없다. 

美國의 經濟力은 세계총생산의 32.5%(10조2000억불)를

차지해 美國 다음 순위인 4개국(일, 영, 독, 불)의 총생산을

합한 것과 같다. 또한 미국은 1조 2000억 달러를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輸入하고 있다.

(4) NGO가 중심이 되는 參與적 民主制의 나라

참여적 民主制는 自由民主制에서 제일 바람직하고 가장

앞선 形態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NGO가 주축이 되는 美

國社會를 설명하고자 한다. 98년 美國成人 중 自願奉仕활

동에 참여한 수는 1억940만 명 全體人口의 56%(여성은

62%)에 달했다. 주요活動分野는 음식접대, 고장수리, 교통

편의 제공 등이 23.6%, 모금운동이 16%, 조언상담 10.5%,

행사주최 9.8%, 방문 및 말동무 8.6% 등이다. 또한 美國 全

體家庭의 70%가 사회 宗敎 團體등에 기부를 했다고 한다.

이는 家庭당 평균收入의 2.1%에 해당한다. 금액으로는

1075달러를 寄附한 것이다. 6.25 동란 직후 우리의 복구사

업에서 미국이 보여준 힘은 바로 NGO가 중심이 되어 이루

어낸 업적이었다. 

셋째로 美國의 중요한 역할은

國際警察國家로서의 기능이다.

세계 여러 곳에서의 분쟁에서 미국은 분쟁 해결사로서,

그리고 국제정치의 균형자로서  큰 기능을 담당하여 왔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한미과계를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와 美國의 관계는 6.25 한국전쟁으로 한미 동맹

체제의 기초하여 공고한 友好關係를 유지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 그 결과 100만여 명이 넘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 여

러 군데에서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나름대로

의 가장 앞선 고등교육을 받고 이 나라에 돌아와 의미 있는

공헌을 하였다.  6.25 사변이 終戰된지 벌서 56년이 넘고,

그리고 한미동맹이 맺어진지 56주년도 지났다. 그런데 지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정부의 친북정책의 결과로 민족공조

의 이름으로 그 동안 수면 아래에 있었던 反美 感情이 노골

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몇 년 전 의정부에서 일어난 여중

생 사망사건으로 韓美防衛條約의 근간을 이루는 SOFA의

개정과 노골적인 反美示威, 그리고 광화문과 서울 시청광장

에서의 촛불시위 등은 전에 보지 못했던 노골적인 반미시위

로 한미 간의 전통적 우호를 강조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걱

정거리를 주고 있다. 핵 보유국 임을 차처 하는 북한을 대하

고 있는 우리나라로서 駐韓미군의 존재는 계속 중요한데

2012년이면 한미연합사도 해체되는 일을 예상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에 관한 현명하고 슬기로운 조치가

오바마정부 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 질것이 기대된다. 

넷째로 미국은 미국다운

독특한 특성을 가진 나라이다.

그것은 미국인들의 강한 자부심과 개척자 정신이다.

1) 美國人의 강한 自負心

세계 2차大戰 이후부터 美國은 무엇이든 世界 제일이란

自負心이 생겨났다. 이와 같은 自負心은 나라와 指導者에

대한 信賴感으로 변하여 미국사회 안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미국에 8,300 개의 各種 記念館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를 뒷

받침해 주는 사실이다. 美國은 올림픽 그리고 각종 運動競

技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예를 들어  골프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영국에서 배워온 運動인데도 지금은 미국이 세계

제일이다. 그리하여 골프 선수들은 名譽殿堂(Hall of

Fame)에 들어가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생각하고 있다. 또

한 圖書館에서 책을 分類하는 方式도 주로 미국 국회도서관

(Library of Congress)방식을 우

리나라를 포함한 전 世界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국민

의 자부심을 주기에 충분하

다. 특히 不治病이라는 암

에 걸린 사람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도 아직은 美

國이다. 물론 이점이 다른

나라의 시기를 받게 된 근

거가 되기도 하다.

지난번 이라크전쟁을 부

시대통령이 선포하니 전

국민이 그에 대한 지지

를 보낸 일은 美國民

의 자부심과 애국

심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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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보며, 이번 젊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여준 미국민

의 높은 지지도 역시 美國다운 장점이다.

2) 美國人의 開拓者精神

20-21세기 Pax Americana를 가능하게 한 정신적인 틀

은 ① WASP 정신, ② David Potter가 말하는 The People

of Plenty, 즉, 곡간에서의 인심 쓰는 경우, ③ 미국의 다양

성을 가져온 연방제(Federalism), 그리고 ④ Frederick

Turner의 Frontier thesis, 즉 邊方開拓精神 또는 西部活劇

정신이다. 이 사실을 일부 좌경 학자는 비난 하고 있으나 이

것 때문에 미국은 짧은 역사로 그처럼 빠른 발전을 한것이라

볼 수 있다. 이중에서 가장 美國적인 精神이 개척정신이고

이것이 實驗精神으로 발전하였고 또한 어떤 면에서는 필요

에 따라 아무 곳이나 移住하는 移民精神으로 그리고 최근에

는 宇宙開發노력으로 발전을 한 바 있었다. 1969년 7월

Apollo 11의 달 着陸은 미국의 개척자 정신이 이루어낸 쾌

거이다. 이와 같은 노력이 21세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

되기 때문에, 미국이 인류의 우주개발에 커다란 업적을 남

길 것이 확실하다.

다섯째,우리나라와의 관계 : 결론

21세기에도 불가불 美國이 主導하는 世紀가 될 것이 거의

틀림없다. 오직 경제면에서만 미국, EU, 아시아(중국, 일본

과 한국)로 어느 정도는 多極化가 될 것이지 만 미국의 독주

는 불가피 한 것 같다.  그 뿐 아니라 미국은 6.25 동란때 우

리를 김일성의 침략에서부터 구해준 혈맹이다. 미국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이고, 이 일을 통해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살고 있는 지도 잘 알아야 되겠다. 

美國 쇠퇴론에 반론을 제시한 미국의 학자이자 정책관리

자 조셉 나이는, 그의 저서 「지도할 책임(Bound to

Lead(1989)」이라는 책에서 美國의 힘은 쇠퇴하지 않았으며

21세기도 틀림없이 世界를 리드해 나갈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나이는 한 나라가 갖는 힘은 軍事力, 經濟力등 하드파

워와 理念, 文化, 과학기술 등 소프트 파워로 나누고, 美國은

두 가지 모두에서 地球상 어떤 나라에도 비교 할 수 없이 막

강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지금으로서는 美國을 견제

할 수 있는 善意의 경쟁자의 출현이 바람직한데, 당분간 그

런 나라의 출현이 힘들다고 본다. 따라서 美國이 UN, WTO,

IMF 등과 같은 國際機構에서 「착한 청지기의 役」을 해줄 것

을 바라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여러 나라가 힘을 합해야하

는 중요한 분야(예를 든다면 情報革命·地球의 환경보전·

氣候변화·自然災害·대량살상무기 확산금지·世界平和유

지·人權問題·Bio 산업 및 유전공학 등의 개발 등)에서 착

한 仲裁者로서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 보다 기대된다. 

南北韓 문제를 고려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韓美關係의

공고화를 연구해 나아가야 하겠다. 우리가 이상적인 韓美共

助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큰 축복이며 우리의 힘이

라고 본다. 성급한 反美운동은 우리의 國家利益의 차원에서

아무런 이득이 될 수 없다.  駐韓美軍의 필요성은 우리 뿐

만 아니라 東北亞 전체의 세력균형을 위해 절대 필요하다.

우리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는 일부 계층의 생각 즉 ‘統一이

곧 온다. 따라서 美軍은 필요 없다’는 망상은 버리고 우리의

經濟力과 外交力의 신장에 더욱 힘써야하겠다.  오바마 대

통령이 밝힌 바 에 의하면 이라크 다음으로는 아프가니스탄

이라고 한다. 國家利益을 내세워 한미공조체제를 공고히 하

고, 北韓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넘지 않은 지원은 주되 한반

도에서의 전쟁상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써야 될

것이다. 한편 우리 나름대로의 自主國防 능력의 향상도 주

력해야 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일의 마음을 바꾸는

일인데 이 일이 퍼주기만 한다고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임을

강조한다. 금강산의 육로길이 열렸다고 남북통일이 된 것이

아님을 나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나의 고향은 금강산 북

쪽 원산인데 아직껏 금강산 관광을 가지 안했다.

또한  이 기회에 우리의 對美認識을 바꾸고 대북 자세는

좀 더 당당해 지길 바란다.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은 해야 하

지만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는 정부이길 바란

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반도와 대 김정일에 대해서는 핵을

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힌 것은 참으로 다

행한 일이다. 우리나라로서도 북한의 핵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미국과 북한을 같이 설득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중

대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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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의 기도

아침이란 새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이 오늘 나를 있게 한

이웃의 은혜로 시작됨을 알게 하시고

나 또한 이웃에게 봉사할 

내일이 있다는 걸 가슴에 새기게 하소서

맑은 하늘에서와 같이

때로는 구름 낀 하늘 너머에도 

빛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알고 

희망이란 새날의 태양을 간직하게 하소서

남의 흠집보다

내 눈의 티를 먼저 보게 하시고

부드러운 미소와 밝은 몸짓으로 

벗에게 다가가게 하소서

앞만 보고 혼자 달려가게 하지 마시고

뒤에 처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따스한 눈길을 주게 하소서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된장 냄새 구수한 말씀 오래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은 선한 마음과 흘린 땀으로 이루어짐을 믿고

오늘 내딛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천리에 이른다는 진리를 실천하게 하소서

[2009년을 기다리며, 2008년 섣달 그믐날에]

박준영 (고위 9기)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원장

특┃별┃칼┃럼 동┃문┃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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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몽(鰍 夢)

개천을  뒤덮은 먹구름이 억센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더니

한마리의 미꾸라지가 그 속에 빨려 오르며

웅장하고 다부진 용이 되어 하늘로 치 솟는다

아직도 떠나지 못한 ,  개천을 떠나지 못한 미꾸라지들은

깊은 웅덩이를 찾아 무작정 해매고 또 해맨다

울며 불며 ......찌-ㄲ 찍찍....찍 찍  찌-ㄲ  (*)

이제 먹구름도 회오리 바람도 다시 오지 않기에

제 힘으로라도 꿈을 이루려는 미꾸라지의 간절함은

세속의 비웃음이 되고 가뭄은 다시 잦아 온다

이래서 미꾸라지의 꿈은 항상 개천에 습여 있어

사람들은 옛부터 개천에서 용 낳다고들 하나보다.

(*) : 한날 추어탕집 아줌마가 귀뜸해준 미꾸라지들의 위급할때 내는 울음소리.

유병희 (석사32회)
전 방송위원회 사무총장

병원예찬

안산자락에 기만히 내려앉은 세브란스병원신관 

남으론 멀리 관악산이 아스라이 떠 있고

뒤론 안산 봉우리가 팔을 벌려 감싸안았다.

그 넘어론 북한산 애기봉우리가 얼굴을 쏙 내밀었고

그 위론 뭉게구름이 속삭이며 흐른다

2008년 10월 8일 세브란스병원 신관 18층 병실에서

정호연 (석사40회)
前 아태정책연구원 사무국장

동┃문┃기┃고 동┃문┃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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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진정 서러운 것은 

이끼덮힌 마음속에

피어나는 한가닥 정

연륜에 휘감겨버린 많은 날들은

눈물이 얼룩졌든 장난꾼의 낙서장

멀리 창밖을 바라보면

소복한 여인이 흐느끼는 귀뒤

누가 묘비를 심는가

사랑을 몰랐기에

사랑을 느꼈기에

그냥 죽어갈 사나이를 위해서

방청평 (석사51회)
코미디언(예명:방일수)

시련의 벽을 허물고

자유의 빛깔이 비추어오면

닫힌 담장을 넘나드는 비둘기 깃처럼

회갈색의 자유가 그리워

네모진 좁은 공간속 인간사 보다는

허공을 가르는 잿빛 자유가 떠오릅니다

살으련다고 사는것이 아닙니다

인간사 더불어 살고  사명감에 묻혀 살기를

나라를 선택한 자유의 의지를

고난을 달게 받기를

먼 훗날 초야에 머물러 살때

불의에 항거했음을 반추 하기를

작은 인생의 길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말처럼

정의롭게 걸었습니다

아니, 버티어 섰습니다

구비 구비 시련을 딛고 좌절에 강을 넘어

내일로 한걸음 다가서려 아픔을  감내하는

조국의 흙 위에 서서

혼자 남는 나를 봅니다

모든 것을 흩어졌습니다

외로움만이 또아리틀며 파고 듭니다

외로움은 또 하나의 시작을 채찍질 합니다

다시 오지 않는 혼돈의 와중에서

내일의 창을 내다보며

오늘도 허물어야할 저 벽을 바라 봅니다

남은 몇 고비의 시련을 뛰어 넘으려

아! 영원한 조국에 미래여

최수영
(석사55회·고위25기)
(주)대원프라자 대표

동┃문┃기┃고 동┃문┃기┃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제언
최 충 웅

(석사29회·고위5기)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연구원 부원장

‘빨리빨리’와
‘느림’의 철학

올해는 소띠 해다. 새해 벽두부터 소의 우직성과 충정

성에 대한 덕담을 많이 주고받았다. 최근 할아버지와

소를 소재로 한 독립영화 “워낭소리”가 영화계 화제이다. 

소의 느린 행동에서 굳건함과 믿음이 간다. 속도전이 한

창인 요즘에 소처럼 느림의 철학을 되새겨 볼만 하다. 

올해는 대한민국 건국 61년 이다. 건국 61년 만에 6.25의

폐허와 상처를 딛고 국민소득2만불, 세계 13위 경제강국으

로 우뚝섰다. 한국경제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눈부신 성장의 궤적을 달려왔다. 

짧은 기간동안 불행과 절망을 극복하고 우리국민 모두가 힘

차게 달려온 의지와 노력의 결실이었다. 외환위기의 벼랑 끝에

서 너나 할 것 없이 금반지를 앞 다투어 내 놓았고, 태안의 기

름바다 추운날씨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구름처럼 몰려와 기름

바다를 헤집고 기름 돌맹이를 닦아내며 절망을 걷어냈다. 

우리국민 모두가 뛰고 달리며 일궈낸 오늘의 대한민국이

다. 건국 61년사에 6.25, 4.19, 5.16을 거쳐 80년대 민주화

와 외환위기 등 큰 시련 속에서도 발전은 멈추지 않고 거듭

되어 왔다. 60~70년대 산업화의 추진으로 앞만 바라보고‘빨

리 빨리’숨가쁘게 달려왔다. 60년도 후반부터 한국의 경제

개발은 속도전이 붙게되었다, 그 이후‘빨리빨리’는 한국사회

를 대변하는 키워드가 됐다. 70년대 후반 TV방송인기 시트

콤에서는‘바쁘다 바빠’라는 유행어가 나돌기 까지했다. 

그동안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빨리빨리’란 말을 가장

먼저 익힐 정도였다. 70년대 산업화 과정의 ‘빨리빨리’와중

에서 다시는 되새기고 싶지 않는 아픈 상처를 남겨준 사건도

없지 않았다. 삼풍백화점, 성산대교 붕괴사고 등 끔직한 대

형 사고들이 이어지기도 했다. 지금 세상은 온통 속도전이

불고 있다. 초고속 통신망에다 빛의 속도로 정보전이 치열하

다. 모든 것이 빨라야 경쟁에서 승리하고, 우선이기고 봐야

하는 식이다. 성장 촉진제를 투여한 닭으로 패스트푸드를 만

들어야 하고, 음식마저 패스트푸드로 승부를 걸려고 한다. 

토론과 관찰을 통해 스스로 답을 찾기보다는 주입식 교육

으로 지식을 서둘러 빨리빨리 찍어 낼려고 한다. 남보다 조

금이라도 빨리 갈려는 조급증에 교통사고 상위국이라는 불

명예를 안고 있다. 긴박한 강박관념에 우울증에다 정신질환

이 급증하고 자살율 마저 급증하고 있다. 빛의 속도로 퍼져

가는 괴담과 악플에 꽃다운 청소년과 인기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이 이어지기도 한다. 바쁘고 쪼들리는 삶에 빠져 너무

도 여유가 없이 쫓기고 있다. 더 빨리만 강조되는 현대사회

에서 삶이 고달프고 더 각박해져 간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는 너무 여유가 없어

보인다. 프랑스‘느림의 철학자’피에르쌍소는 현대인은 속도

의 병에 걸려있고, 현대사회는 느림이라는 처방이 필요한

환자라고 했다. 그는 속도를 무너뜨린 참다운 삶의 모습을

구가하며 쫓기는 현대인에게 많은 교훈을 준 철학자이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더 빨리보고, 더 빨리 배우고, 더 빨리

행동에 옮겨,더 빨리 목표를 쟁취하라고 몰아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빨리 달려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은 더빨리

달리지 않으면 안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그러다 삶은 더 각

박해지고 급기야 일상은 평온을 잃고 삭막해지기 마련이다.

느린것이 빠른것 보다 열등해 보인다는 편견은 우리 삶의

조급증이 불러들인 편견일 뿐이다. ‘토끼와 거북이 경주’우

화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 우리 일상에서 여유를 가지

는 것은 삶의 매순간을 구석구석 느끼기 위해 속도를 늦추

는 생활의 지혜인 것이다. 

앞만 바라보고 달리고 쫓기는 각박한 삶에 속도를 늦추고

우리의 옆과 뒤를 돌아보는 여유를  갖는것이 오히려 자신의

삶을 지혜롭고 알차게 엮어가는 적극적인 선택일 것이다. 기

축년 소띠 해에 그렇게 빠르지 않는 소처럼 우직하고 묵묵히

각자 소임을 다할 때 대한민국의 내일이 보장 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하고 조만간 시행령을 마련해 실

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학교폭력에 관해 대대적인

법률제정과 학교폭력예방운동이 시행되는 이유는 학교폭력

이 예전에 비해 점점 대범해지고 흉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

고 한다.

특히 10대 중·고교생들은 이전에 발생했던 학교폭력의 형

태와 달리 또래 학생들을 납치·감금하거나 성폭행하는가 하

면,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을 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막는 등 어른들을 뺨치는 사건들이 연일 벌어지

고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이 급증하다보니 가정·학교·사회

모두가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중·고 20개교 퇴직교원과 경찰관 등 소위 학교폭력전문

가를 활용해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하거나 ‘스타 스톤(학교

폭력 예방게임)’ 등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

서 직접 학교폭력을 다루는 교원들은 그러한 일회성 홍보행

사나 면피성 대책회의보다 현실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고 입을 모으고 있다.

첫째, 학교장이 앞장서 학생 등하교 길에서 폭력예방의

“왕따 없는 학교! 폭력 없는 학교!”라는 구호로 학생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 인간적인 대우와 인격존중,

따뜻한 관심이 폭력성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다. 또 교장실

을 ‘안방’으로, 교무실을 ‘사랑방’으로 이름 지어 팻말을 붙

이고 학생들이 교장실이나 교무실을 수시로 자유롭게 드나

들 수 있도록 개방하여 사제 간에 좀 더 인간적인 관계 형성

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교사와 학생 간 인성적 교감을 위해 세족실을 마련

해 매일 담임선생님들은 학생의 발을 닦아주고 감상문을 받

고 있다. 스킨십을 통해 교사와 학생이라는 신분보다 서로

가까워지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금연교육

및 성교육은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하고 이에 따른

감상문도 받는 등 예방 교육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다.

셋째, 학생들에게 누구나 ‘모범이 될 수 있다’는 표창을

실시하여 스스로에게 자신감과 자존감을 심어주도록 노력

하고 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했듯이 학생들

에게 자신을 아낄 줄 알게 하고 그럼으로써 타인을 배려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거리캠페인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봉사정신과

사회성을 키우고 있다. 바로 이것이 부적응 학생들을 하나

로 녹여 희망을 심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 교육계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다양한 시도와

엄격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지만 아직 학교현장에서 그 뿌리

를 쉽사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것은 ‘학교폭력’

이 제도적인 정비도 필요하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학교

그리고 교사의 관심과 사랑에 의해서만 개선될 수 있다는

반증이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 학교, 국가적으

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이 더욱 절실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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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KBS TV제작국장, 총국장,
편성실장,
방송위원회 심의 위원장,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강사,
현 언론중재위원,
방송통신연구원 부원장,
한국방송통신학회 수석부회장

동┃문┃기┃고 동┃문┃기┃고

김한태(연구19회)
강서성지중고등학교
교장



황진이로 전설의 인물이 아니고 실제인물이다. 그러나

신화 같은 존재로 알려져 있다. 황진이를 짝사랑 하다

가 죽어간 총각 상여가 황진이의 집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는 일화를 살펴보면 황진이는 자기를 사랑하다 죽어간 총각의

관위에 자기가 아끼던 옷을 덮어주었는데 그때서야 상여가 움

직였다고 한다. 그리고 황진이는 그날부터 기생이 되었으며

황진이는 황진사의 딸 서녀였다.

그녀는 그것을 늘 꺼림칙하게 생각했던 것은 부인 할 수 없

다. 그녀의 어머니와 황진이는 자기의 아버지 황진사를 그리

면서 창과 글을 배웠고 특히 황진이 그녀는 절세의 타고난 미

인이었다. 미인인데다 창을 잘했고 글도 잘 쓰고 황진이는 유

명한 6편의 시를 남겼다. 황진이는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시

를 썼는지 알 수 없다. 단지 남아있는 6편의 시가 신사임당

등의 여류 문사들의 작품과 같이 문학 역사에 빛나기 때문에

황진이는 더욱 유명한 인물이 된 것이다. 황진이의 기명은 명

월이다. 밝은 달과 같이 그녀의 시도 밝았다. 재색을 겸비한

황진이는 비록 기생이긴 해도 그 이름이 그가 남겼던 유명한

시조로 말미암아 황진이의 위치를 높았던 것이다. 황진이가

청량봉 지족암에 기거하고 있는 지족 선사를 찾아가 지족 선

사를 파계승으로 만든 것은 너무도 유명하다. 지족선사는 혼

자 찾아온 황진이에게 넘어가지 않으려고 법문을 강론하고

마음을 도사렸지만 지족 선사도 남자인지라 넘어가고 말았

다. 그 후 황진이는 난공불락의 화담선생 서경덕을 찾아갔다.

그러나 화담선생은 황진이 앞에 넘어가지 않았다. 황진이는

다시 전략을 세워 비오는 날 비를 맞고 비에 젖은 옷으로 화

담선생을 찾아갔다. 화담은 황진이의 옷을 말려주었지만 황

진이의 수에 넘어가지 않았다. 황진이는 자기의 수단에 넘어

가지 않았던 단 한사람은 화담선생이었다. 황진이는 기뻐했

다. 늘 남자들에게 실망만 했던 황진이는 화담선생이야말로

황진이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금강

산에 박연폭포와 화담선생과 황진이를 송도 3절이라고 했다.

황진이 앞에 넘어간 지족선사에 비긴다면 화담선생은 황진

이의 정신적 지주가 되고도 남는다. 이러한 소문이 퍼지자 황

진이한테 절대로 넘어가지 않겠다는 벽계수가 나타났다. 황

진이는 벽계수를 넘어뜨리고자 계획한 것이 유명한 청산리

벽계수야 라는 시조다.

벽계수는 절대 황진이한테 안 넘어간다고 했지만 황진이

는 벽계수를 달 밝은 가을밤 개성 망월대로 오게 해 이 시조

로 마음을 도취게 했다. 이에 황홀한 벽계수가 타고 왔던 말

위에서 떨어졌다는 것이다. 벽계수인들 황진이 앞에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일들은 벽계수뿐이 아니다. 한양에 사는 서

판서라는 사람도 비슷했다. 그는 30일동안 기약을 하고 황진

이한테 절대로 녹아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황진이에게 왔다.

이윽고 30일이 되는 날 서판서는 오늘만 잘 넘기면 화담선생

과 같이 유명인이 되는 일이 어렵지 않게 되었다. 마지막 그

날 황진이는 소양곡을 보내며 라는 시를 썼다. 그 시의 귀점

은 내일 아침 우리들 이별하고 나면 사무치는 정 길고 긴 물

결처럼 이라는 말에 서판서의 간장이 사그러 무너지고 말았

다. 그러나 황진이는 서판서와 사랑을 느낀 것은 아니었다.

한달 동안 깨끗한 교재와 문학자원의 이야기만 했을 뿐이다.

남자들은 지족 선사를 웃고 화담선생을 높이지만 벽계수가

되고 서판서가 되고 지족선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백호

임제 1549-1587가 평안도사로 임명을 받아 부임하러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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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운 (고위25기)
前 합천군의회 군의원황진이의 일생

길에 송도를 지나면서 황진이를 만나려고 했다. 이미 황진이

가 죽은 지가 오래되었다. 임제는 그녀 황진이 묘소에 찾아

가 한잔의 술을 올리고 한편의 시조를 지었다.

임제는 이 시로 말미암아 평안도사 자리에서 물러난다.

일개 기생에게 제사를 하였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임

제는 39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했다. 임제가 요절하기 전에

황진이 묘소에 찾아가 한 잔의 술을 권하며 제사하였다는

비방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이후 벼슬도 버리고 얼마 후 요절

했다고 한다. 황진이 시를 살펴보자

이 한편의 시는 야하지도 음탕하지도 않으면서 절절한 그

녀의 심정이 담겨있다. 착하고 어진 시다.

참으로 귀막힌 절규의 시이다.

황진이는 6편의 유명한 시조를 남겼다. 그녀의 시조는 격조

가 모두 높다는 것이다.

황진이는 이런 말을 했다. 청산은 신이다. 청산과 신은 변

하지 않지만 녹수는 흘러가고 인걸도 변하여 물과 같이 흐

른다.

가는 사람 잡지 않고 오지 않으려는 사람 잡아 드려고 않고

란 말은 그래도 가는 사람 오지 않으려는 사람을 잡아 볼려

고 했던 기생 황진이지만 수준 높은 기생 황진이는 멋지게

살다 간 인물이다.

동┃문┃기┃고 동┃문┃기┃고

청초 우거진 골에 자는 다 누웠는가

홍안을 어디두고 백골만 묻혔는가

잔 잡아 권할리 없으니 그를 슬퍼 하노라

청산은 내 뜻이오 녹수는 님의 정이

녹수 흘러간 들 청산이야 변할 손가

녹수도 청산 못 잊어 울어 너머 가는고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 베어내어

춘풍이 불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 임 오신 날 밤에 여드란 구비 구비 펴리라.

그 누가 서정과 풍유를 따를 수 있겠는가?

이불아래 서리서리 뭉치어 두었다가 얼었던 님

오시면 굽이굽이 퍼내어 주리

산은 옛 산이 로되 물은 옛물이 아니로다

주야에 흐르니 옛물이 있을 소냐

인걸도 물과 같도다 가고 아니 오노 매다

내 언재 신이 없어 님을 언재 녹엿 관대

월침 상경에 온 뜻이 전혀 없네

추풍에 지는 잎소리야 낸들 어이하리오

 청산리 벽계수야 쉬어감을 자랑마라

일도 창해지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명월이 만공산 하니 쉬어 간들 어떠라



자연보호운동은 1978년 10월 5일 온 국민의 뜻을 모아

시작되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진행된 산업화는 천혜의 고마운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무시

했다. 석탄과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사용이 Co2

등의 온실가스를 과다하게 배출시켰고, 이로 인해 인간생활

의 원천인 신선한 공기와 맑은 물, 땅이 오염되었고,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라는 자연 질서의 파괴가 나타나고 있다.

지구 곳곳에 극심한 가뭄이 생기는가 하면 또, 어느 지역에

선 홍수가 발생하고, 전에 없던 전염병이 발생하며, 동·식물

이 죽어나가고 있다. 

자연은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모성이며 위대한 교사이다.

자연에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질서가 있고, 봄에 씨를 뿌

려 가꾸면 가을에 거두는 수확의 질서가 있다. 

자연은 우리 인간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 한 부분이며 만물에 이어진 아름다움과 장엄이다.

산과 숲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고 삶의 의미를 배운다.

인간과 자연 사이엔 새로운 동반의 관계가 맺어져야 한다.

오늘의 문명은 자연이 낳은 이자만으로 모자라 자연이 쌓

아둔 자본까지 갉아먹고 있는 비정한 실정이다.

만신창이가 되어 앓고 있는 오늘 날 자연의 신음 소리는 곧

우리들 자신의 질병이며 신음소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

리가 보다 인간다운 삶을 이루려면 가능한 한 생활용품을

적게 사용하면서 간소하게 살아야 한다.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생활용품은 지구상에 한정

된 자연의 일부이며 공장에서 기계와 기름과 화학약품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과도한 소비는 반드시 자연의 훼손과 환경

의 오염을 갖고 온다.

자연보호의�국제화�운동

지구촌 살리기 운동으로서의 세계환경기구가

2005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국제환경NGO들에 의

해 창립되었다.

다음은 세계환경기구 창립 취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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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식(석사5회)
연세행정학회 회장,

반도실크 대표이사 사장,

식품일보사 대표이사 사장,

농림부 국립부산생사검사소

소장(이사관),

(주)광명수소에너지 상임고문

(사)자연보호중앙연맹부설 기후변화

에너지절약 범국민운동연합 이사장

2009 자연보호 운동의 기본방향
-�세계Co2 감축운동을통하여

동┃문┃기┃고 동┃문┃기┃고

뉴올리언즈 홍수, 일본, 대만,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소나무 숲들이 우리 생태계 약점들을 찾는 독성 나무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과 또 다른 종류의 나무병들이 오늘날 에이즈가 인간을 괴롭히고 있듯이 고질병으로 전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113개 국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나뿐인 지구” 라는 주제 하에 “UN환

경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UN 인간환경선언”이 세계의 지지로 채택되었으며 이것이 세계 환경 이슈들을 회의

탁상에 올리는 계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1973년 6월 5일 최초의 “세계 환경의 날” 선포 이래 어언 3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2000년 이래 세계의 환경 이슈들

에 대한 해법들을 찾기 위한 노력은 격렬해졌으며 전 세계는 환경파괴 원인을 만들지 않고 경제 성장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E.S.I(환경지속력지수) 고취에 집중하였습니다.

세계는 지구 온난화 방지 국제협력체에 가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4년에, 세계은행은 세계 지도국들에게 “우리는 환경 파괴에 저항하는데 방향전환이 필요합니다.”라고 보고서에

경고하였습니다. 세계의 지도국들이 빈곤국 보다 자연환경에 더 많은 손실을 끼치므로 친환경 제품생산과 소비구조 건

설로 모범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들은 환경문제들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합니다.

2007년 2월 유엔 기후변화 보고서가 나온 직후 CHIRAC 프랑스 대통령이 새로운 국제 환경기구 창설을 제창하였고

그 다음 달 독이 히밀리겐담에서 독일 MERKEL 총리의 주제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부시는 교토의정서를 비준하라

는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동안, 한국의 환경 NGO LEE HO SIK과 미국 워싱턴 정책연구소 교수 박토마스 박사가

주도하여 2005년 캄보디아에서 설립한 세계환경기구(WEO) 임원들이 WEO 창립취지문을 미국과 중국 등 교토의정서

를 비준하지 않은 여러 나라 대사관에 보내면서 국제여론화 하던 중 다행히 2007년 말 인도네시아 발리의 유엔 기후변

화협약 총회에서 차기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로드맵이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게 되어 앞으로 2009년 말 코펜하겐 기후변화 총회에서 각국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방법을 결정하도

록 하는 원칙에 합의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세계의 모든 국가 지도자와 선구자적 위치에 있는 NGO 지성인들의 지

혜를 모아 기후변화로부터 공기와 대지 그리고 물을 자연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한 국제적 CO² 감

축운동과 함께 CO² 흡수원인 숲을 더 많이 조성하여 지구촌을 살려 나갑시다.

2008년 3월 26일

영국 옥스퍼드대학 연구실에서 WEO 자문위원 이희제 초안.

발기인 대표

한국 LEE HO SIK

Federation of International Societies for Preventive Movement for healthcare of Falal Diseases

미국 Thomas J. Park(International Policy Institute)

네덜란드 P. R. LEFEBER(Chairman)

자연보호 운동은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과 함께 세계 각국에 수출되어 나아갈 것이다.

자연을 파괴하는 이산화탄소(Co2)를 덜 배출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지구촌에 나무를 더 많이 심는데 우리 자연보호

운동의 기본 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

WEO부설�세계�CO²�감축�시민운동연합�창립취지문

신사숙녀여러분 

환경이슈는 인류의 존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인류는 현대문명이 추구한 경제개발의 결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은 차들과 온갖 종류의 산업

공장들이 배출한 독성가스에 의해 오염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자연의 생태계가 급속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의한 엘리뇨 현상이 남아시아에서 강력한 해일 원인의 재해 같은 이상기후 초래 또는 카타리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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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근(석사28회)
前 서울시 서초구청장

前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장

공직을 선택 할
후배에게 드리는 조언

동┃문┃기┃고 동┃문┃기┃고

나는 서울시에서 3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하다가 공직

생활 말년에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장으로 약 2년간

근무하면서 교육을 받으러 온 후배 서울시 직원들에게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고 느꼈던 사항들을 “원장과의

대화시간”을 통해서 들려주면서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마음가짐과 행동요령에 대하여 몇가지 강조하여

온 바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평소 강조하여 왔던 내용

들을 요약 정리하여 공직의 길에 들어선 후배 여러분에게

다소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직업 중에서

공직을 선택한 사람의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공무원은 봉사하는 직업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명심하여야

만 합니다. 

첫째 공직이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리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자리도 아니며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고 그 대가

로 국민이 내는 세금에 의한 봉급으로 생활을 겨우 영위할

수 있는 자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공직을 선택한 사람은

시민을 만나면 나의 가족이나 친지를 만난 것 같은 마음속

에서 우러나오는 친절함과 겸손함을 보여야 하며 시민의 애

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

한 것을 내가 노력하여 해결하여 줌으로써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시민과 함께 즐거움을 찾는 그러한 공직자가 되어

야만 합니다. 

제가 서초구청장으로 잠시 동안 근무할 기회가 있었습

니다. 구청장으로 부임한 첫날 청계산 자락에 위치한 사찰

의 주지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찾아와서 10년 동안을 하루

같이 점심 도시락을 싸서 들고 정부 각 부처 정당, 구청을

돌아다니면서 신축허가를 눈물로 호소하여 왔지만 지금까

지 허가를 받지 못하여 그동안 신축에 필요한 자재가 썩어

가고 있으니 새로 부임한 구청장이 나의 딱한 처지를 헤아

려 꼭 해결하여 달라는 애원을 하러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관계 담당자를 불러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

한 경위를 알아보니 현재 절로 사용하고 있는 초가집이 그

린벨트가 선포된 71년 7월 30일 이전에 사찰로 등재된 근

거가 없어서 허가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덧붙여 말하기를

저 여승은 매일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으니 구청장

은 이후 다시 만나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담당자의 보고가 10년 동안이나 허가를 못

내준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직원에게 그

근거 서류가 어디에 있으며 최선을 다하여 찾아보았느냐

고 하니 그 직원의 대답이 그 서류는 25년 전의 서류로서

정부 문서 보관소 또는 구청 서고에 있는 것 같아 찾아보

았더니 찾을 수가 없어서 포기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나

는 다시 그 직원에게 출장을 간다면 출장비를 줄터이니 자

네가 그 스님과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생각하고 최선

을 다하여 다시 한번 그 서류를 찾아서 허가를 내어 주도

록 지시를 하였더니 며칠 후 찾아와서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 서류를 찾을수 없다고 보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보고를 받은 즉시 자네가 그토록 노력을 하여도 찾을수

없으니 그럼 내가 찾아볼 수밖에 없으니 서고로 안내하라

고 하였습니다. 서고에 가보니 서고는 정리가 되지 않아서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었고 수십년동안 내려앉은 먼

지로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쌓여 있는 먼지

를 털어내게 하고 서고의 서류를 연도별 종류별로 구분하

여 정리하도록 한 다음 관계 직원들을 입회시켜 하나하나

서류를 찾아 나갔더니 10년 동안 못찾던 관계 서류를 찾아

내어 그 사찰의 신축허가를 내어 주고 그 스님의 10년 동안

의 한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때 그 스님의 고마워하는 모습

은 지금도 눈앞에 선하게 보입니다. 한 직원의 불성실한 공

직 수행이 그 스님에게 10년 동안의 한을 품게한 원인을 제

공하였던 것입니다.

둘째로 명심하여야할 사항은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은 돈을 많

이 벌어서 잘 살아 보겠다는 생각

을 아예 버려야만 합니다. 돈을

벌어서 남부럽게 살려면 장사나

사업을 하든지 사기업에 취직을

하여 돈 버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제가 지하철

인사 관계 간부로 근무할 때 내 고향 친지의 아들이 고등학교

를 졸업하고 소를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여 저를 찾아와서 지하

철 역무원으로 취직을 부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친지에게 아들의 소망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농촌

에서 농사 지어가지고는 평생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서

울에서 취직을 하여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려고 서울에 올라왔

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나는 역무원을 선발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취직

을 시킬려면 시켜줄 수도 있었으나 역무원의 근무환경을 설명

하고 저렴한 보수로 평생을 근근히 살아갈 수는 있겠으나 남부

럽지 않게 잘 살수는 없으니 기왕에 마련하여 가지고 온 돈으

로 서울 변두리에 구멍가게라도 하나 구하여 지하철 역무원이

근무하는 만큼 노력을 기울인다면 머지 않는 장래에 좋은 결과

를 얻을 것이라고 수차에 걸친 설득 끝에 돌려보낸 적이 있었

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그 친지가 찾아와서 우리 집을 나설 때 무척

섭섭하게 생각하였지만 지금 와서 보니 정말로 그때 바르게 권

유하여 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공직에 근무하는 사람이 돈을 생각하여서는 공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그 결과는 본인은 물론 가족과 주위 사람까지

파멸의 구덩이로 빠지게 한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

여야만 합니다. 

20년~30년을 공직에 근무하면서 열심히 노력하여 과장,

국장까지 올라간 사람도 순간적 방심으로 유혹에 빠져 교도

소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공직의 말로가 저래서 되겠는가 하

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공직을 맡은 사람은 시민에게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고 국

가에서 주는 봉급 외에 다른 것을 바래서는 안되며 쪼들리고

고달픈 생활 속에서도 주위로부터 오는 많은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강직한 의지를 가져야하고 명예를 하늘같이 아는 사

람만이 공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여야

합니다.

셋째로 공직을 맡은 사람은 부여된 직무를 누구보다 잘 수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모든 공직자는 자기에

게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시민에게 공정하고 친절한 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직위와 직책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맡은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가 되어야만 합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는 관련 법령이라든가 새롭게 개발된

행정기법을 누구보다 먼저 터득하여야 하기 때문에 항상 전

문서적과 가까이 하여야 하고 특히 기술분야공직자들은 새로

운 공법의 연마를 누구보다도 먼저 하여야 관련업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

를 게을리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일선 구청에서 근무하면서 안타까운 일들을 본 것

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지만 그중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

습니다.

국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는 반드시 공무원이 현장감독으

로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장감독은 그 공사의 현장

에 상주하면서 시공회사가 설계서대로 시공하는가를 감시 감

독하고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않을 때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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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로 시간은 이 세상 그 무엇

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여야 합니다. 여

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

친 다음 정상적으로 공직에 들어오는

나이는 대략 27세 안팎이 될 것입니

다. 따라서 아무리 오랫동안 공직에

근무한다 하여도 대략 33년 안팎이

될 것입니다. 이 33년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

라서 여러분이 공직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달려 있

기 때문에 정말로 시간은 황금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업무와 관련한 시간을 제외하고 남은 시간을 할애하여 적어

도 외국어 하나쯤은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실력을 쌓

아야만 합니다. 

현대는 개방화, 세계화의 시대로서 행정 분야 뿐 만 아니

라 모든 산업분야가 개방되어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수시로

왕래하여 각 분야에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외국인과의 자유자재로 의

견소통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

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대는 정보화시대로 컴퓨터를 포함해서 첨단 사무

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습득해야 하고 새

로운 행정기법과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

문서적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각

종 운동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모든 일들을 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따라서

1분1초라도 낭비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하

여 주기 바랍니다. 같은 날 같은 직급으로 발령받은 사람들이

10년~20년이 경과된 후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

게 활용하였느냐에 따라서 직위와 직책에 엄청난 차이를 보

이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직을

맡은 사람에게는 그 직위가 높던 낮던 간에 주위로부터 많

은 유혹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유혹을 슬기롭게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만 합니다. 

이것을 물리치지 못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상사나 동료,

자기 가족들까지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뜨린다는 것을 알아

야만 합니다. 

나의 동료 한 분이 30년이란 긴 세월을 공직에 몸 바쳐 국

장급 직위까지 올랐으나 정년을 몇 개월 앞두고 몇 달 전에

구속된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구속되는 순간 30년간의 피땀 흘려 쌓아올린 공든 탑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공직을 택

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파멸은 없었을 텐데 하는 한 소견

을 들으면서 같은 동료로서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할 수 있

었습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제가 평소 느끼고 경험하였던 일들의 일

부를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공직의 길에 들어설

후배 여러분들에게 다소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는 철거 후 재시공토록 조치를 취하여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장감독은 그 공사의 설계서에 대

한 사전 면밀한 검토와 이 공사로 인한 주변 시민에게 주는

영향 등을 치밀히 검토한 다음 감독 업무에 임함으로써 시공

업체의 직원보다 그 공사에 대하여는 실력이 높고 또 몸가짐

을 깨끗하게 가져야 효과적인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도 불구하고 실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자가 공사감독을 맡

은 공사구간은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공사감독

본인은 물론이고 동료와 상사에게까지 누를 끼치게 되는 것

을 한 두번 본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공직자는 공직자로서 크게 성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직 수행에 적합하지 못한 사람임을 명심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모든 공직자는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하여는 전

문가가 되어야 하고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능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한걸음 더 나아

가 새로운 처리 방안을 모색하여 개선하여 나가는 진취적

인 공직자가 되어야 공직자로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

씀드립니다.

넷째로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

고방식을 가지고 모든 일을 솔선수범 처리함으로써 부서 내

에서 상사나 동료로부터 믿음직한 사람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상사로부터 부여받은 업무가 설사 자기 소관 사항이 아니

거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상

사가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부여 할 때는 부서 내에서 내가

적임자이기 때문에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 일을

누구보다도 잘 처리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임하고 그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노력의 결과 그 일이 성공적으로 끝을 맺었다면 본인은

이와 같은 어려운 일도 처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맛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상사나 동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을 수 있

으니 크나큰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설사 그 일의 처리

가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일을 잘 처리하려

고 열심히 노력하여 온 모습을 지켜보던 상사나 동료들은

질책보다는 위로의 말을 보내줄 것입니다. 

반대로 노력을 하여 보지도 않고 못하겠다고 그 일의 처

리를 거절하였다면 본인에게는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

는 절호의 기회를 상실한 것이며 이후 그와 같은 기회는 다

시 오기가 어려울 것이고 상사나 동료들에게는 크나큰 실망

감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을 맡은 사람은 부서 내에서 다른 사람이 처

리하기를 싫어하는 귀찮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맡아서 스스

로 처리하고 상사나 동료들과 동고동락하고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갖는 자만이 대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즘 나도 나이가 먹은 탓인지 친지나 동료들을 만나면

혼기에 접어든 자녀들에 대한 혼담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

다. 그때마다 나는 꼭 한가지만은 챙겨보기를 권하고 있습

니다. 

그것은 혼담의 상대방 근무처를 찾아가서 그 사람의 근무

상황을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비밀리에 한번 챙겨보라고 말

입니다. 근무하는 상황을 보면 그 사람의 사람됨과 성격은

말할 것도 없고 장래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공직 사회에서는 언제부터인가 그 사람은 배경이

좋아서 승진도 빨리 되고 좋은 보직을 받는다고들 흔히 말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이라는 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평소에 몸

을 담았던 부서 내에서 스스로 쌓아올린 업적이라는 것을 명

심하여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와 같이 근무하였던 상사나 동료가 진짜

배경이고 최고의 배경이지 외부의 어떠한 사람도 진짜 배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기의 성공여하가 달려있

는 중요한 업무를 능력 없는 사람에게 누가 맡길 사람이 있겠

는가를 스스로 판단하여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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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이동

송근호 (석사20회) 재단법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소장

조중복 (석사23회) 한국전력 경기도광주지점 지점장

심봉주 (석사26회) 관세청 관세고객지원팀

김희곤 (석사17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운영단 단장

임인배 (석사27회·고위26기)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이민복 (석사31회) 대아의료재단 한도병원 행정부원장

이만희 (석사33회) 충주대학교 사무국장

이성조 (석사36회) 미래환경기술(주) 회장 

이성철 (석사37회)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영하 (석사37회) 레바논 대사

김휴섭 (석사40회) 대한예수교 통합기관지 한국기독공보사 사장

신동화 (석사42회) 서울체신청 업무국 운송팀 팀장

서현수 (석사44회) 대구지방국세청 청장

이현혜 (석사48회) 이화여자대학교 교무처 학적과 부처장

한은섭 (석사49회) 한국남부발전(주) 청평양수발전소 소장

김철호 (석사50회) 국립서울현충원 관리과장

이규수 (석사50회) RGB 테크놀로지 상임고문

정영호 (석사50회·고위46기) 강남경찰서 서장

김윤환 (석사51회) 경찰청 경무기획국장

송영삼 (석사52회) 법무부 교정정책단장

김주학 (석사53회) 동문님이 농협창동유통센터 부지사장

이범주 (석사53회) 평택세관 조사심사과장

김보상 (석사54회)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이용학 (석사56회)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정보화팀장

남준우 (석사57회) 한국광물자원공사 감사

박진하 (석사57회) 상록구청 세무과 도세담당

정성화 (석사59회)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 (부이사관)

강홍철 (석사60회) 동문님이 대전시청 환경정책과장님이 되셨습니다.

이세종 (석사62회·고위38회) 양주미래발전연구소 소장님이 되셨습니다.

최차환 (석사65회) 한국감정원 강남지점 팀장

김원녀 (석사66회) 중증장애인생활시설 가람 개원

이종윤 (석사66회) 서울남대문경찰서 정보계장

김순덕 (석사70회) 국민은행 매봉역지점 지점장

권경희 (석사71회) 우리은행 PB사업단

황순환 (석사72회) 온양제일교회 담임목사

홍상기 (고위 2기) 웰진아이크로텍(주) 대표이사 회장

한석봉 (고위 8기) 한국음파이름학회 총재 

박준영 (고위 9기)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원장

강봉희 (고위13기) 대한관광(주) 회장

송삼섭 (고위26기) 서원툴링 대표

김학의 (고위39기)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정애선 (고위42기) 한나유치원 이사장

이승억 (고위45기) 부산지방병무청장

이재균 (고위46기) 해외건설협회 회장

이주성 (고위47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진태 (고위48기)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

이덕형 (고위49기) KB국민은행 석남동지점 지점장

전명환 (고위49기) 기업은행 디지털지점 지점장

사무실 이전

기홍철 (석사13회) 서울 도봉구 쌍문2동 20번지 벽산프라자 105-1호 월드나라여행사

심봉주 (석사26회) 충남 천안시 병천면 병천리 아우내길 49  ☎ 041)410-8526

박선칠 (석사33회) 서울 마포구 서교동 402-22 신보빌딩 2층 대학문화신문
☎ 334-7540

이상복 (석사34회) 서울 서초구 양재동 330-1 2층 (주)성룡피플앤시티
☎ 502-0424

김창섭 (석사36회) 강원 속초시 교동 658번지 하나약국  ☎ 033-635-2357

정연국 (석사38회)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2-12 한국전력남수원지점
☎ 031)228-9200

이수복 (석사46회) 인천 계양구 임학동 25-15 서울공인중개사사무소
☎ 032)555-4459

최장은 (석사48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전경영연구소

김훈휘 (석사51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83번지 증권선물거래소
☎ 3774-9180

김주학 (석사53회) 서울 도봉구 창4동 1-10 농협창동유통센터  ☎ 3499-6006

신명섭 (석사65회) 경기 수정구 시흥동 298번지 한국국제협력단
☎ 031)740-0222

이유경 (석사66회) 서울 성동구 성동2가1동 에스콰이어비딩 8층 재향군인회 안보국
☎ 416-6455

조상진 (석사69회)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83-1번지 (주)진명 에이비테크

김병의 (석사71회)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88-47 서대문지역자활센터
☎ 324-1027

채대성 (석사71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5-6번지 송현빌딩 별관5층 (주)포스모
☎ 517-0533

박명환 (석사72회)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76-2 학교법인 일송학원
☎ 2068-5326

김덕룡 (고위10기)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53-5 오퓨런스빌딩 1402호
☎ 522-3344

박영상 (고위11기)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56-31 2층 (주)엔비  ☎ 6084-1665  

서정훈 (고위23기) 서울 광진구 화양동 18-9 광정빌딩 관리사무실  ☎ 499-1450

양쾌석 (고위31기) 서울 송파구 신천동 7-14 잠실더샵스타파크오피스텔 B-304
☎ 422-0618

임태선 (고위34기) 서울 구로구 구로동 212-8 대륭포스트타워1차 1908호
(주)아트림미디어 ☎ 2082-2399

박영기 (고위40기)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54-66번지 에이스하이테크씨티
1동 221호 (주)싸인텔레콤  ☎ 830-2848

곽명석 (고위43기)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051 동명인삼사/정관장홍삼
☎ 964-8000

조용하 (고위44기) 서울 구로구 개봉동 179-11번지 (주)타임문화 

송은석 (고위46기) 서울 종로구 예지동 296-85 (주)엘엔에스인터내셔널
☎ 2269-2472

자택변경

최행진 (석사 8회) 서울 송파구 잠실동 339-7 가원빌리지 301호

윤기상 (석사13회)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상현마을쌍용아파트 214동 1701호

장기조 (석사19회) 서울 강남구 개포동 시영아파트 8동 310호

고석진 (석사23회) 서울 노원구 상계1동 1308 비콤드림힐 202동 202호

신용남 (석사23회) 서울 송파구 가락동 176 삼환아파트 1동 1208호

심재은 (석사23회) 인천 부평구 삼산동 494 앰코타운아파트 105동 1002호

한대수 (석사24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장자마을 부영8단지 808동 306호

심봉주 (석사26회) 경기 과천시 부림동 주공아파트 805동 1506호

양성호 (석사26회) 서울 송파구 잠실4동 파크리오아파트 307동 2603호

최화강 (석사27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장자마을 부영8단지 808동 306호

김병수 (석사30회)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620 휴먼시아 6단지 603-1203

이민복 (석사31회) 서울 마포구 성산동 112-4 SK뷰 204호

이종호 (석사31회) 서울 양천구 신정6동 목동신시가지8단지 802-302

박 신 (석사33회)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138-12

배종대 (석사33회) 서울 영등포구 신길5동 한화꿈에그린아파트 102-1503

전영돈 (석사33회)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212동 303호

손영채 (석사35회) 경기 하남시 덕풍동 쌍용아파트 105-401

오인수 (석사35회) 경기 김포시 장기동 고창마을 반도유보라아파트 905동 1501호

이상복 (석사36회)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446-11 현대슈퍼빌 A동 504호

김두년 (석사37회)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1059-4 시티빌라 401호 

김정현 (석사37회) 인천 계양구 이화동 신동아파밀리에 202-601

신홍임 (석사37회) 경기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현대홈타운 207-1104

이원우 (석사37회) 서울 동작구 상도1동 431 삼성래미안상도3차아파트 316동 1104호

김명근 (석사40회) 서울 은평구 갈현동 267-1번지 라이프아파트 1동 408호

김소영 (석사41회) 서울 도봉구 도봉2동 30-1 한신아파트 114동 1302호

박종하 (석사41회·고위18기) 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 24-16 진풍빌라트 303호

김학송 (석사42회) 경북 영주시 상망동 834-7 코아루아파트 108동 606호

추연수 (석사42회)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459-3

김대우 (석사44회)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대화마을 한라비발디아파트201동 201호

임정빈 (석사45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1103번지 현진에버빌 104동 1302호

홍순명 (석사45회) 대구 달서구 상인2동 1416번지

이흥주 (석사47회) 서울 용산구 이촌동 430 한강자이아파트 104-1502

유병복 (석사48회) 서울 동작구 상도3동 377-6

이성규 (석사48회) 경기도 거평군 설악면 묵안리 167-11

이현혜 (석사48회) 서울 종로구 사직동 9광화문 풍림스페이스본 102-211

박서형 (석사51회) 서울 관악구 신림10동 1714 삼성산주공아파트 302동 201호

이충수 (석사52회)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36-389 용산시티파크 101동 1605호

김진묵 (석사53회)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342-7 한강능곡역 성원쌍떼빌 1동 306호

박경귀 (석사53회) 서울 송파구 잠실동 19 잠실엘스 148동 202호

이범주 (석사53회) 서울 금천구 시흥2동 1013 벽산아파트 517-1206

김보상 (석사54회) 서울 강동구 번1동 443번지 104호 (2F)

박종호 (석사54회) 서울 중구 신당2동 377-46

변호순 (석사54회) 서울 강서구 가양1동 가양2단지아파트 208동 602호

신동만 (석사55회) 서울 관악구 신림10동 벽산블루밍아파트 102-602

최용주 (석사55회) 대전 유성구 봉명동 533-2 cj나인파크 101-1904

신광민 (석사56회) 서울 송파구 거여1동 현대1차아파트 101-1107

강호성 (석사57회)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우성아파트 11-702

허해구 (석사58회) 경기 고양시 일산서 탄현동 진로아파트 101-506

김영수 (석사59회) 경기 과천시 중앙동 주공1단지 114-501

이희재 (석사59회)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700-1 현대아파트 112-104

곽승택 (석사60회)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문촌마을 1002동 2502호

남경웅 (석사60회) 서울 송파구 석촌동 251-13 청솔빌라 402호

임영식 (석사60회)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229동 404호

정동복 (석사60회)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현대홈타운 554-1504

정승택 (석사60회)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두진3차 하트리움 302-303

이재풍 (석사63회) 서울 용산구 이촌1동 301-160 현대아파트 11-1201

추연희 (석사63회) 서울 종로구 무악동 60번지 인왕산I-PARK 101동 804호

김동진 (석사64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817 어정마을 삼정아파트 105동 804호

이승우 (석사64회) 서울 강서구 염창동 258-1 동아3차아파트 305동 701호

김희덕 (석사65회) 경기 평택시 세교동 558 우성아파트 103동 401호

이상화 (석사65회) 서울 마포구 도화동 우성아파트 11동 805호

허미연 (석사66회) 서울 마포구 도화1동 마포삼성아파트 110동 1001호

신현두 (석사67회)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78-1 우방유쉘 101-501

이시영 (석사67회) 경기 용인시 수지읍 신봉동 871 LG빌리지5차 501-503

류정영 (석사68회) 서울 송파구 송파동 성지아파트 101동 1103호

김승수 (석사68회) 경기 파주시 교하읍 월드메르디앙1차아파트 111동 1402호

이현정 (석사69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109동 1001호

이강일 (석사70회) 서울 광진구 중곡3동 173-51 202호

이순영 (석사70회) 서울 양천구 목3동 목동롯데캐슬위너아파트 108동 102호

백인기 (석사70회)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2동 377번지 삼성아파트 110동 1501호

유재봉 (석사70회) 서울 마포구 도화동 83번지 우송아파트 16동 105호

채병효 (석사70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롯데캐슬IVY 102-1801

한선희 (석사70회) 서울 강서구 화곡동 901-10 세일아파트 701호

박인만 (석사71회) 서울 서초구 양재동 154-2 우성아파트 105-1501

홍경희 (석사71회) 서울 중구 황학동 황학롯데캐슬아파트 106동 1009호

신의호 (석사71회)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사서함 1599호 비서실

최윤숙 (석사71회) 서울 마포구 도화2동 555 한화오피스텔 오동 2108호

박종인 (석사71회)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395-69 보라매아카데미타워 4105호

황용헌 (석사71회)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317-206

우정열 (석사72회) 경남 창원시 상남동 65번지 창일아파트 가동 202호

구강회 (석사72회) 경기 군포시 광정동 대림2차아파트 1028동 801호

심임섭 (석사72회) 서울 도봉구 쌍문3동 315-245 로얄빌라 302호

황순환 (석사72회) 충남 아산시 모종동 625 e-편한세상 109동 1404호

김영수 (석사73회) 서울 강남구 논현2동 274-7 강남논현빌라 401호

박병열 (석사73회)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트리아파트 101동 306호

신양재 (석사73회) 서울 구로구 오류동 338 동부골든아파트 205동 501호

유지인 (석사74회) 서울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 433동 604호

신중규 (연구10회)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동 289-257

정용식 (연구25회) 서울 강동구 길2동 127-5

이원복 (연구46회) 인천 남동구 만수6동 삼익아파트 103동 202호

김의재 (고위 6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211동 203호

한석봉 (고위 8기) 부산 동구 범일6동 1436-21 11/1

조남진 (고위13기) 강원 춘천시 동면 만천리 한일유앤아이아파트 101-303

김태이 (고위14기) 서울 용산구 한남2동 726-327 한남힐 B동 202호

이종훈 (고위15기) 서울 강남구 압구정1동 신현대아파트 120동 1003호

이홍구 (고위17기) 서울 마포구 신정동 30번지 서강LG아파트 103동 803호

신범식 (고위21기)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진로아파트 102동 801호

김정웅 (고위25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리버트하우스 1403호

유원봉 (고위25기) 서울 용산구 문배동 3-3 이안용산프리미어 B-3203

임효순 (고위25기) 서울 마포구 성산동 20-5 이건빌라 A동 101호

허 완 (고위25기) 서울 양천구 신정6동 318-10 삼성쉐르빌 1차 A동 2006호

장호근 (고위27기) 서울 강서구 등촌동 59-1 예다인오피스텔 B-804

박충회 (고위34기)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현대홈타운 113동 501호

옥명석 (고위34기)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74 대림경동아파트 105동 904호

김종명 (고위35기)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보라매삼성쉐르빌 3801

오원용 (고위35기) 경기 과천시 중앙동 74 래미안에코팰리스 1109-802

동┃문┃동┃정 동┃문┃동┃정



동┃문┃동┃정

page

43
동
창
회
보

제
45
집

page

42
연
세
대
학
교 

행
정
대
학
원 

총
동
창
회

종신회비 연회비를 납부해주신 동문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회비는 동창회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소중하게 쓰여집니다.

▶ 종신회비(30만원) : 1998년 7월 1일~2009년 2월 28일까지 141,000,000원(470명)

▶ 연 회 비(3만원) : 2008년 1월 1일~2009년 2월 28일까지     6,120,000원(204명)

평생�&�연회비

종신회비

백동림   (석사 16회)

박광순   (고위 6기) 

신동열   (고위 25기) 

장철수   (고위 10기) 

장현수   (고위 9기)

권영국   (고위 28기) 

김희상   (고위 17기)

정화언   (고위 17기)

김용준   (고위 28기) 

윤부정   (석사 47회)

박춘택   (고위 14기)

박범래   (석사 26회)

고원준   (고위 10기) 

신동재   (고위 9기)

이우식   (석사 50회) 

김진우   (석사 47회) 

김성년   (고위 28기) 

장석원 고위 2기) 

정장식   (고위 27기) 

강선영   (고위 22기) 

박기천   (석사 29회) 

김병길   (고위 28기) 

김옥두   (고위 21기) 

권순복   (고위 10기)

이광남   (고위 18기)

이태섭   (고위 2기)

김정호   (연구 16회)

김태이   (고위 14기)

여무남   (고위 14기)

김학송   (석사 42회)

권순원   (고위 26기)

이홍용   (고위 29기)

정완영   (고위 28기)

류옥수   (고위 29기)

이길여   (고위 12기)

박병선   (석사 18회)

김여환   (고위 6기)

양동승   (석사 53회)

최병환   (고위 17기)

임도수   (고위 9기)

신중규   (연구 10기)

김영호   (석사 28회)

이용희   (석사 31회)

김상원   (고위 4기)

김학권   (고위 9기)

이문용   (고위 9기)

심대평   (고위 8기)

이헌석   (석사 46회)

신현준   (고위 23기)

강동석   (고위 2기)

김석기   (고위 27기)

유차숙   (연구 10기)

권경석   (석사 26회) 

조찬형   (고위 14기)

채 혁   (석사 51회)

이영탁   (고위 6기)

김소유   (고위 9기)

강대립   (석사 40회)

임효순   (고위 25기)

최영수   (석사 53회)

이병근   (석사 10회)

윤주수   (석사 42회)

박순준   (고위 9기)

박원석   (석사 18회)

최기준   (고위 1기)

황태성   (연구 49회)

전홍근   (고위 20기)

신흥철   (고위 6기)

노성대   (석사 41회)

김규용   (고위 27기)

한진일   (고위 28기)

차성윤   (고위 21기)

이정윤   (석사 48회)

노경병   (고위 9기)

박인준   (석사 1회)

이등자   (고위 30기)

김홍래   (고위 10기)

강석재   (고위 10기)

이상권   (석사 46회)

김재덕   (연구 3회)

이충호   (고위 17기)

안재동   (석사 43회)

홍승인   (석사 31회)

심상정   (석사 34회)

홍완표   (고위 2기)

강무웅   (석사 35회)

김철수   (고위 4기)

하영일   (석사 34회)

문호준   (석사 53회)

이병구   (고위 2기)

박기병   (고위 1기)

표상기   (고위 26기)

홍성욱   (석사 51회)

김영준   (석사 7회)

남기현   (고위 30기)

김명수   (석사 51회)

이성조   (석사 36회)

노준영   (고위 30기)

김선규   (석사 16회)

윤옥채   (고위 24기)

이승희   (석사 51회)

김흥주   (고위 21기)

임병호   (고위 23기)

김성수   (석사 12회)

정규수   (고위 23기)

김옥상   (석사 55회)

이경완   (고위 25기)

김석현   (석사 22회)

김순흠   (연구 37기)

채방용   (고위 27기)

정창영   (고위 25기)

남석우   (고위 12기)

김겸중   (고위 20기)

임창현   (석사 54회)

이상진   (석사 38회)

김영주   (석사 32회)

추숙희   (고위 28기)

신경숙   (고위 13기)

민병철   (석사 15회)

김진옥   (고위 20기)

서동천   (연구 54회)

노상부   (고위 27기)

김기재   (고위 9기)

임인배   (석사 27회)

박일만   (고위 25기)

이봉한   (석사 55회)

오세운   (석사 13회)

김병철   (석사 55회)

이재민   (석사 56회)

이의근   (고위 11기)

박창수   (고위 18기)

양재열   (석사 48회)

황의호   (고위 31기)

전희태   (고위 15기)

권재혁   (고위 18기)

윤미자   (고위 24기)

정종균   (석사 32기)

박길훈   (고위 16기)

신성호   (석사 3회)

김휴섭   (석사 40회)

송강호   (석사  55회)

남경헌   (석사 42회)

강호식   (고위 16기)

서규하   (석사 7회)

이삼영   (고위 14기)

정형동   (석사 29회)

류인호   (고위 2기)

노준식   (석사 4회)

이영호   (석사 56회)

김형성   (고위 18기)

이남수   (고위 31기)

김용순   (석사 52회)

김윤호   (석사 40회)

심진원   (고위 31기)

최정섭   (석사 48회)

서명수   (고위 20기)

한달삼   (고위 27기)

황재국   (석사 18회)

박승하   (석사 20회)

변호순   (석사 54회)

박진영   (석사 48회)

양쾌석   (고위 31기)

김기수   (석사 15회)

최치언   (석사 52회)

차홍근   (석사 50회)

김종문   (석사 35회)

오대희   (고위 30기)

권연혁   (고위 31기)

이성규   (석사 48회)

김남경   (연구 46회)

김정치   (석사 34회)

김광수   (고위 26기)

장종현   (연구 13회)

정근모   (고위 1기)

양재현   (고위 10기)

류형석   (석사 4회)

장남수   (고위 4기)

김형태   (연구 52회)

인익수   (석사 57회)

정현조   (석사 48회)

장순길   (고위 28기)

박종우   (고위 11기)

허 완   (고위 25기)

이만희   (석사 33회)

신중석   (고위 25기)

임휘윤   (고위 3기)

정동화   (고위 33기)

김봉조   (고위 5기)

김현선   (고위 19기)

이병만   (고위 20기)

정영기   (연구 44회)

박서형   (석사 51회)

김종옥   (석사 18회)

이진사   (석사 56회)

염완돈   (석사 43회)

이현도   (고위 11회)

송영섭   (석사 29회)

신동화   (석사 42회)

김중권   (고위 13기)

김승의   (석사 54회)

정장선   (석사 49회)

한화갑   (고위 20기)

신환호   (고위 18기)

김상조   (고위 27기)

설용수   (석사 29회)

김영진   (고위 33기)

정의철   (고위 25기)

권정달   (석사 10회)

신대진   (고위 11기)

권승찬   (석사 25회)

김태준   (석사 31회)

전원배   (석사 48회)

윤기상   (석사 13회)

박길상   (석사 52회)

박문서   (고위 34회)

장정길   (석사 39회)

강상규   (석사 44회)

이병달   (석사 32회)

이정익   (고위 10기)

최봉순   (석사 49회)

노홍숙   (고위 34기)

고정숙   (고위 32기)

가재모   (석사 21회)

진영광   (석사 22회)

라석찬   (고위 23기)

조성만   (고위 27기)

송재규   (고위 11기)

장영준   (연구 44회)

임태선   (고위 34기)

이상민   (석사 58회)

이환근   (고위 34기)

안동규   (석사 48회)

이용욱   (석사 58회)

송상철   (석사 1회)

이기현   (고위 12기)

김일수   (석사 57회)

허상진   (석사 59회)

김호민   (고위 35기)

안봉태   (연구 38회)

김용규   (석사 57회)

김광수   (석사 55회)

김강빈   (석사 60회)

조삼랑   (고위 35기)

정호열   (석사 52회)

홍희표   (고위 4기)

변영주   (고위 19기)

박기형   (고위 30기)

이홍규   (고위 25기)

정해수   (고위 34기)

이만의   (석사 32회)

이홍근   (석사 38회)

강형철   (고위 35기)

김진벽   (석사 48회)

설진근   (고위 30기)

주영석   (석사 40회)

김기영   (고위 12기)

이영하   (석사 37회)

박주진   (석사 60회)

권혁용   (고위 26기)

천상범   (석사 52회)

김학면   (고위 36기)

장영식   (고위 35기)

성종오   (고위 36기)

김영식   (고위 36기)

김경두   (석사 60회)

이상진   (석사 35회)

유세단   (석사 54회)

안은표   (고위 36기)

이기정   (석사 58회)

김진배   (고위 27기)

박창달   (고위 36기)

윤일빈   (연구 10회)

문병권   (석사 36회)

양원동   (석사 60회)

최석환   (고위 35기)

김영구   (석사 52회)

오충근   (석사 54회)

한갑수   (고위 2기)

김형구   (석사 32회)

김인식   (석사 7회)

이양규   (고위34기)

박종문   (석사 42회)

김대식   (고위 25기)

정창화   (고위 3기)

김영칠   (석사 45회)

심형구   (석사 39회)

박균철   (석사 36회)

이권렬   (석사 60회)

최용준   (석사 61회)

윤일섭   (연구 14회)

한주석   (고위 3기)

박희웅   (고위 35기)

심우영   (석사 28회)

박세영   (고위 13기)

강양수   (고위 33기)

이삼석   (석사 21회)

하춘몽   (고위 20기)

박진현   (석사 45회)

조병락   (고위 16기)

박용대   (고위 36기)

고광표   (석사 44회)

염홍철   (석사 6회)

이문자   (고위 18기)

김병준   (석사 42회)

윤재국   (석사 61회)

강연국   (석사 41회)

이만수   (고위 19기)

이명부   (고위 16기)

김두환   (고위 33기)

이상업   (석사 29회)

이성헌   (석사 41회)

황 현   (고위 11기)

김인식   (석사 7회)

이용인   (연구 37기)

최명선   (석사 62회)

채규정   (석사 36회)

하태신   (고위 33기)

장호현   (고위 37기)

곽도영   (석사 9회)

백재현   (고위 25기)

박창규   (고위 31기)

이석우   (석사 28회)

심상길   (석사 63회)

김인환   (고위 22기)

고영채   (석사 50회)

권용기   (고위 37기)

최재훈   (석사 63회)

임동호   (석사 36회)

김한섭   (석사 62회)

박종호   (석사 54회

노재강   (고위 30기)

장영길   (석사 39회)

용영일   (고위 12기)

송기백   (고위 36기)

신유수   (석사 4회)

진종근   (석사 34회)

정연통   (고위 12기)

김휘동   (석사 9회)

황인철   (고위 7기)

신 명   (고위 33기)

회┃비┃납┃부┃현┃황

남세현 (고위38기) 서울 양천구 목동 539-4 효성아파트 101-1703

이상운 (고위40기)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53번지 해비치미술관

오세현 (고위41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7 여의도자이 401동 2403호

이성백 (고위41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65 현대아파트 64동 904호

도윤호 (고위42기)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1가 진로아파트 102동 1101호

윤재은 (고위42기) 서울 중구 서소문동 151 순화동더샵 A-801

박태건 (고위44기) 서울 은평구 구산동 25-21 샹그리라 D-301

변경섭 (고위44기) 경기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249-7

표석은 (고위45기) 서울 용산구 문배동 3-3 이안용산프리미어 619호

송은석 (고위46기) 서울 성북구 삼선동2가 425 삼선푸르지오아파트 114-202

남창규 (고위47기) 충북 제천시 장락동 e-편한세상아파트 101동 902호

김주미 (고위48기) 서울 은평구 역촌동 38-35 현대써니빌 A-301

결    혼

강신욱 (석사48회) 동문님의 장남 결혼식이 6월 1일(일) 오후 3시 30분 밀레니엄

웨딩홀 (군인공제회관) 3층 밀레니엄홀에서 있었습니다. 축하

드립니다.

이명호 (석사12회) 동문님의 장녀 결혼식이 6월 28일(토) 오후 2시 30분 역삼동

GS 아모리스홀에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양영두 (석사64회) 동문님의 아들 결혼식이 10월 11일 (토) 12시 30분 더 제니스

에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기정 (석사58회) 동문님의 장남 결혼식이 10월 19일 (일) 11시 공군회관 2층 컨

벤션홀에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인익수 (석사57회) 동문님의 막내딸 결혼식이 11월 1일 (토) 12시 30분 뮤지엄웨

딩홀 1층 평화홀에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계석 (석사64회) 동문님의 장남 결혼식이 11월 1일 (토) 13시 안중나사렛교회에

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진벽 (석사48회) 동문님의 장남 결혼식이 11월 8일 (토) 오후3시 30분 씨네파크

11층 카라디움 컨벤션홀에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극수 (석사53회) 동문님의 차남 결혼식이 12월 20일 (토) 오후3시 부천 디오컨

벤션웨딩홀에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연식 (석사33회) 동문님의 장남 결혼식이 12월 27일 (토) 오후1시 서초3동 성당

에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만기 (석사33회) 동문님의 장녀 결혼식이 2009년 1월 10일 (토) 12시 30분 온

누리교회 본당에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기정 (석사58회) 동문님의 차남 결혼식이 2009년 2월 7일 (토) 오후1시 서울대

학교 연구공원에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노상부 (석사57회·고위27기)  동문님의 장남 결혼식이 2009년 2월 14일 12시 30

분 롯데호텔 본관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있었습니다. 축하

드립니다.

김희곤 (석사17회) 동문님의 장남 결혼식이 2009년 3월 7일 (토) 오전11시 서초동

성당에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유해진 (석사68회) 동문님의 장남 결혼식이 2009년 3월 10일 (화) 오후 7시 연대

동문회관 3층에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상희 (석사27회) 동문님의 장남 결혼식이 2009년 3월 28일 (토) 12시 세문안교

회에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상호 (고위40기) 동문님의 장남 결혼식이 2009년 4월 4일 (토) 오후 5시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부     음

강철구 (석사33회·고위 9기)회장님의 모친이 5월31일(토) 저녁에 별세하셨습니다. 빈소

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에 마련되었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영일 (석사34회) 부회장님의 모친이 6월10일(화)에 별세하셨습니다. 빈소는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실에 마련되었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

을 빕니다. 

유종옥 (석사60회) 동문님의 모친이 6월25일(수)에 별세하셨습니다. 빈소는 대구 모

레아장례예식장 신성203호에 마련되었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

을 빕니다.

김일환 (석사63회) 동문님의 장인이 8월21일(목)에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제천제일

장례식장에 마련되었고 23일 오전6시 발인입니다. 삼가고인의 명복

을 빕니다.

김혜영 (석사59회) 동문님의 부친이 9월11일(목)에 별세하셨습니다. 빈소는 예산명

지병원영안실에 마련되었고 13일 발인입니다. 삼가고인의 명복

을 빕니다.

노준식 (석사4회·고위14기)동문님의 장모가 9월11일(목)에 별세하셨습니다. 빈

소는 김포우리병원 영안1호실에 마련되었고 13일 발인입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노상부 (석사57회·고위27기)동문님의 장인이 10월 5일 (일)에 별세하셨습니다. 빈

소는 대송장례식장 2층 특7호에 마련되었고 7일 발인입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인준 (석사 1회) 동문님의 장인이 12월 5일 별세하셨습니다. 빈소는 영동세브

란스병원 영안1호실에 마련되었고 7일 발인입니다. 삼가고인

의 명복을 빕니다.

홍두일 (고위48기) 동문님의 장인이 2009년 1월 22일 별세하셨습니다. 빈소는

포항의료원 영안2호실에 마련되었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

을 빕니다.

김숙희 (석사70회) 동문님의 모친이 2009년 1월 28일 별세하셨습니다. 빈소는 강남성

모병원 영안2호실에 마련되었고 31일 발인입니다. 삼가고인의 명복

을 빕니다.

박오영 (석사36회) 동문님의 부친이 2009년 2월 5일에 별세하셨습니다. 빈소는

함양장례식장에 마련되었고 7일 발인입니다. 삼가고인의 명복

을 빕니다.

전태수 (석사64회) 동문님의 모친이 2009년 3월 3일에 별세하셨습니다. 빈소는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었고 5일 발인입니다. 삼가고인의 명

복을 빕니다.

알     림

심상길 (석사63회) 2008년 9월 20일 (토) 오후1시 문경공고총동창회장 취임

임인배 (석사27회·고위26기) 2008년 11월 25일 (화) 18:30 서초로얄프라자 3층

재경김청향우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에서 회장 취임식

조홍구 (석사75회) 2009년 2월 일산초등학교 총동문회장 취임

이원우 (석사37회) 2009년 2월 경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박사학위 영득

이용선 (석사69회) 2009년 2월 명지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박사학위 영득

이용인 (연구37회) 2009년 3월 5일 화성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취임

이제학 (석사63회) 2008년 8월 경기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박사학위 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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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각계각층에서 저마다의 역할에 충실하게 일하시는 가운데에

서도 우리 행정대학원 총동창회에 기울여주시는 동문 여러분들의 애

정 어린 관심과 기대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월 3일 있었던

신년교례회 및 임시총회 행사를 위해 바쁜 중에도 참석해주셨던 모

든 행정대학원 동문 여러분께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

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동창회보 45집을 위해 소중한 원고를 보내주

시고 정성으로 도와주신 동문 여러분들 덕분에 이번 회보도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동창회보는 각계각층에서 활동

하고 계신 동문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사고의 장을 펼칠 수 있는 메신저로 동문 여러분들 곁에 있을 것입니

다. 항상 함께 해 주신 동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

리며 2009년도에도 화목한 가정과 더불어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총동창회 사무국장 허 원 태

평생�&�연회비

안두훈   (연구 7회)

최종배   (고위 38기)

김길웅   (고위 25기)

전영수   (석사 35회)

장의진   (석사 26회)

이범관   (고위 10기)

김장민   (석사 64회)

박태영   (고위 12기)

이용수   (고위 38기)

정 혁  (석사 53회)

김일환   (석사 63회)

권승지   (석사 50회)

김윤환   (석사 51회)

이영수   (석사 56회)

안지영   (고위 10기)

고영희   (고위 9기)

김주환   (석사 60회)

안상수   (고위 36기)

김윤곤   (석사 60회)

최영철   (석사 47회)

김영수   (석사 39회)

류찬수   (고위 40기)

김용모   (석사 52회)

김규원   (고위 6기)

배영일   (석사 66회)

고현수   (고위 41기)

전옥경   (고위 41기)

최수군   (석사 65회)

김병호   (고위 40기)

안병열   (석사 27회)

신한구   (고위 24기)

이주호   (고위 41기) 

송현담   (석사 53회)

이주연   (석사 63회)

김용준   (석사 34회)

이상래   (고위 40기)

우태주   (연구 47회)

손영모   (석사 66회)

김대규   (석사 13회)

이승섭   (고위 34기)

권태명   (석사 63회)

이종복   (고위 7기)

이규수   (석사 50회)

이윤행   (석사 46회)

박종권   (고위 14기)

정병국   (석사 53회)

김태환   (석사 3회)

박홍수   (고위 42기)

강한수   (고위 42기)

라채성   (석사 1회)

조영황   (고위 10기)

한경희   (고위 43기)

김정섭   (고위 41기)

이용우   (고위 42기)

김동진   (석사 64회)

강치원   (석사 44회)

남광홍   (석사 29회)

이남복   (고위 38기)

박달순   (석사 65회)

양태규   (석사 68회)

정영호   (석사 50회)

이종수   (석사 65회)

이규환   (고위 40기)

박영상   (석사 68회)

홍승길   (석사 31회)

위승복   (석사 42회)

최명호   (고위 33기)

이희규   (석사 63회)

김영수   (석사 67회)

박종열   (고위 39기)

김용준   (석사 12회)

황길흠   (석사 35회)

김철희   (연구 54회)

김대규   (석사 41회)

도종이   (고위 37기)

원동오   (석사 53회)

박장근   (고위 39기)

최진규   (석사 60회)

정진영   (고위 43기)

김순견   (석사 62회)

한병재   (석사 31회)

정성화   (석사 59회)

박종수   (석사 68회)

한용교   (고위 14기)

박극수   (석사 53회)

진일선   (석사 49회)

이수동   (고위 39기)

홍순철   (고위 8기)

이근식   (고위 43기)

윤석구   (고위 43기)

오기연   (고위 23기)

김용복   (연구 3회)

박기오   (석사 68회)

정원근   (고위 44기)

김성호   (석사 45회)

조두성   (고위 45기)

조창현   (석사 48회)

신중대   (석사 42회)

유근종   (고위 37기)

양명희   (고위 45기)

정희석   (석사 69회)

홍순제   (고위 45기)

김충한   (고위 6기)

장경식   (고위 45기)

허형구   (고위 4기)

손창원   (고위 44기)

김혜숙   (석사 60회)

김영배   (고위 10기)

전영채   (고위 11기)

강일형   (석사 42회)

김형진   (고위 23기)

유해진   (석사 68회)

이흥주   (석사 47회)

이형만   (고위 45기)

정중렬   (고위 14기)

서현수   (석사 44회)

김광수   (석사 34회)

권진혁   (석사 68회)

이상민   (석사 20회)

김영목   (고위 45기)

김 균   (석사 68회)

김숙희   (석사 56회)

김양균   (석사 4회)

유창렬   (고위 44기)

이인순   (석사 58회)

김홍식   (고위 36기)

최대성   (고위 46기)

조용문   (석사 70회)

김응서   (석사 37회)

이호성   (석사 70회)

변경섭   (고위 44기)

최종대   (석사 54회)

이진성   (고위 46기)

강용원   (고위 43기)

황윤란   (석사 68회)

문건수   (석사 71회)

주영미   (고위 45기)

정진술   (고위 34기)

조용하  (고위 44기)

김효석   (석사 33회)

채인길   (석사 71회)

안일근   (석사 65회) 

장기조   (석사 19회) 

고자홍   (고위 34기) 

박영순   (석사 36회) 

유영운   (석사 70회) 

조부광   (석사 26회) 

이계석   (석사 68회)

김충환   (고위47기)

박태원   (석사29회)

송미자   (고위38기)

윤진훈   (고위45기)

이효근   (석사71회)

표재순   (석사43회·고위19기)

정상용   (고위47기)

이명호   (석사12회)

안재홍   (석사72회)

정종철   (고위13기)

황금상   (석사63회)

류수택   (고위18기)

안대환   (고위37기)

홍두일   (고위48기)

안승대   (석사25회)

이제경   (석사64회)

이승훈   (석사68회)

김양수   (석사72회)

차성환   (고위38기)

허원태   (석사62회)

연회비

강미숙   (고위47기)

강연기   (고위45기)

고종무   (고위26기)

권송자   (고위42기)

김 규   (석사34회)

김동명   (고위17기)

김명대   (석사39회)

김미영   (석사68회)

김병두   (연구 6회)

김상언   (연구10회)

김선경   (석사65회)

김영찬   (석사60회)

김영호   (고위12기)

김종건   (연구 3회)

김진술   (고위 9기)

김태서   (고위 2기)

나재암   (석사68회)

노재환   (고위26기)

도윤호   (고위42기)

류시수   (석사41회)

박광현   (고위32기)

박병호   (석사29회)

박삼규   (석사41회)

박석흥   (석사 2회)

박연식   (석사33회)

박오영   (석사36회)

박재운   (고위45기)

박종인   (석사71회)

박현호   (석사23회)

백인기   (석사70회)

서병주   (고위12기)

서삼수   (고위 4기)

신낙형   (석사71회)

신현두   (석사67회)

안광호   (석사69회)

안승대   (석사25회)

유병린   (석사 3회)

유영철   (석사52회)

윤용범   (석사36회)

윤재문   (석사32회)

윤재웅   (석사 3회)

윤진훈   (고위45기)

윤혁기   (연구 6회)

이경희   (연구 7회)

이계자   (석사72회)

이기민   (석사65회)

이봉훈   (석사19회)

이상복   (석사36회)

이신석   (석사44회)

이영진   (고위23기)

이용구   (연구53회)

이원우   (석사37회)

이태규   (석사64회)

이호영   (고위19기)

이홍구   (고위17기)

이희재   (석사59회)

임두열   (석사27회)

정연웅   (석사35회)

정태수   (고위16기)

정학수   (석사70회)

주영진   (고위21기)

최갑선   (석사56회)

최성준   (석사 7회)

최종원   (석사68회)

추민식   (고위41기)

표재순   (석사43회·고위19기)

허진원   (석사 6회)

홍기완   (석사26회)

홍완표   (석사66회)

황인호   (석사41회)

김상현   (고위36기)

김영동   (고위 3기)

김용환   (석사67회)

김중태   (석사26회·고위16기)

김철호   (석사50회)

남윤철   (고위41기)

남치호   (고위 5기)

류수택   (고위18기)

박정일   (석사13회)

부장호   (연구 8회)

손정식   (석사 5회)

송종근   (고위47기)

안종하   (석사66회)

유복치   (석사56회·고위33기)

윤종호   (고위15기)

윤창국   (고위16기)

이병조   (고위17기)

이정섭   (석사68회·고위44기)

이철성   (석사58회)

이홍달   (석사56회)

이희갑   (고위39기)

정석환   (석사11회)

조성진   (석사64회)

최덕형   (고위17기)

홍종달   (석사11회)

황용헌   (석사71회)

강봉희   (고위13기)

김보상   (석사54회)

김성찬   (고위47기)

김순흠   (석사41회·

                         연구37회·고위17기)

김한태   (연구19회)

박일제   (석사62회)

변 강   (고위34기)

신윤식   (고위 4기)

안신환   (석사 7회)

안재옥   (고위46기)

유병희   (석사32회)

이윤근   (석사75회·고위45기)

이충양   (석사52회)

이헌구   (고위47기)

전한규   (석사54회)

최재환   (석사54회)

홍성만   (석사26회)

김성숙   (고위41기)

김천수   (석사32회)

박대원   (석사31회)

이은식   (석사44회·고위22기)

임성범   (석사68회)

한승일   (석사62회)

허원태   (석사62회)

권순덕   (석사71회)

권혁창   (석사34회)

김상돈   (고위40기)

김상봉   (고위12기)

김승영   (석사31회)

김영명   (고위 1기)

김욱균   (고위47기)

김원수   (석사57회)

김재득   (석사68회)

김정일   (석사30회)

민경욱   (고위41기)

박종권   (고위15기)

박형석   (석사43회)

서정옥   (석사16회)

손병옥   (고위19기)

신태석   (석사71회)

유효선   (석사58회)

이상민   (석사40회·고위16기)

이찬희   (고위24기)

정종철   (고위13기)

최용복   (고위 7기)

최종명   (고위15기)

한승섭   (석사69회)

한지수   (석사71회)

현건혁   (석사29회)

황만성   (고위48기)

권혁영   (고위45기)

김기천   (고위14기)

김민식   (고위 6기)

김상완   (석사36회)

김학래   (석사67회)

박상종   (석사72회)

박성환   (석사70회)

박용권   (석사72회)

박우식   (석사26회)

안병욱   (고위42기)

안호봉   (석사 2회)

오성건   (석사41회)

옥일영   (석사43회)

이명자   (고위38기)

이상복   (석사36회)

이영준   (고위30기)

이율복   (석사53회)

이인구   (고위46기)

이정재   (고위 1기)

이종석   (석사73회)

이창병   (석사72회)

이호열   (연구 6회)

임덕수   (석사67회·고위46기)

장상헌   (고위14기)

전용배   (고위27기)

정용식   (연구25회)

천상환   (석사59회)

홍경희   (석사71회)

홍두일   (고위48기)

홍춘표   (고위30기)

곽병율   (고위39기)

권선덕   (석사59회)

김기홍   (고위27기)

서대석   (석사67회)

신성현   (석사58회)

오광운   (석사70회)

이영묵   (연구31회)

이희창   (고위29기)

전달원   (석사72회)

최한민   (고위37기)

한병수   (석사66회)

김용선   (석사67회)

고종성   (석사11회)

김능중   (석사61회)

박찬혜   (고위43기)

이제경   (석사64회)

조봉래   (석사41회)

문 신  (석사73회)

황호부   (석사40회)

문두향   (석사57회)

위관식   (석사63회)

이도선   (고위 1기)

이용학   (석사56회)

이해돈   (석사48회)

정재실   (석사36회)

박한창   (고위23기)

이윤근   (석사75회·고위45기)

•지로용지┃첨부된 지로용지에 과정, 성명, 회비명을 확인하시고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온라인구좌┃입금은행:우리은행  /  계좌번호:1006-801-302766 /  예금주:정병국(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총동창회)

종신회비�및�
연회비�납부방법

회┃비┃납┃부┃현┃황 편┃집┃후┃기

허원태 (석사62회)
연세행정대학원 총동창회 사무국장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57번지 신한은행 3층 
Tel. 02)2675-5544, 2632-0733

Fax. 02)2635-5504

대표변호사  허 형 구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6동 929-13 대동빌딩 501호
Tel. 032-425-8998 Fax. 032-433-4081

회장/정치학박사  심 상 길

사단법인 한중경제교류협회

법무법인 남부제일공증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5-2 서룡빌딩 502호  
Tel. 02)521-0031/3750, Fax. 02)521-3751

법무사  박 서 형

박서형 법무사 사무소

ESD교육개발원/중앙직업전문학교/산업정보교육원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47-8 리젠트오피스텔 1001호
Tel 02)458-8963~5  Fax 02)458-0838
http://www.clei.or.kr
교육원/중앙직업전문학교/ESD교육개발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89-3
Tel 031)332-5840~1    Fax 031)332-6589

회장  설 용 수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주)민경석사컨설팅
(주)센트럴디앤씨

서울시 양천구 목1동 405-97
Tel. 02)2646-4555~7,  www.suksa.co.kr

최적의 부동산 투자로 최고의 제테크 창출

대표이사  이 제 경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9-3 캠코양재타워 8층
대표 02-3460-4100,   팩스 02-535-1815
http://www.igaon.co.kr

총무이사/감정평가사  최 봉 순
이사/감정평가사  한 귀 석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603-33 
동일빌딩 401호 (오산역앞)
Tel. 031) 377-8765,9944   

Fax. 031) 377-9765

세무사  안 승 대

안승대 세무사 사무소





재활용 철을 연주하는 친환경 뮤직 퍼포먼스 그룹 「노리단」

오늘을 가꿔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철이 있어
세상은 더 즐겁고 아름다워집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철의 모습엔 끝이 없습니다. 
멋진 건물로, 작은 캔으로, 다시 태어난 철이 들려주는 음악으로-

철이 있어 더 즐겁고 아름다운 세상, 바로 포스코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