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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에 심재룡 선생은 서울대 철학과의 한 식구가 되었다. 43년 

동안 철학과의 식구로 이 세상에서 지내다가 저 세상으로 먼저 갔다. 

입학 당시 그의 이름은 심광웅(沈光雄)이었다. 심광웅 하면 그 당시 

서울고등학교를 다년 학생들에겐 “천재”로 이름나 있었다. 고교졸업 

때는 전체수석으로， 서울대학교 입학 때는 전체 3등을 차지했다고 알 

려져 있었다. 61년 철학과 입학동기에 박순철씨가 전체 수석을 하는 

바람에 심광웅은 철학과 수석이라는 자리마저 얻지 못했지만. 

“광웅”이라는 이름은 일본식 이름이라고 “재룡”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던 것 같다. 그의 형님인 서울대 국문과 교수로 정년퇴임한 

“심재기” 선생과 항렬이 같은 이름으로 개명된 것이다. 

61년 철학과 입학생들은 성적이 우수해서 그 당시 입학정원 25명 

을 넘겨 27명을 선발했다고 한다. 말하자변 수재들이 너도 나도 철 

학을 탐냈던 때였다 특히 서울고등학교 학생들이 철학과로 몰려들었 

는데， 모르긴 하지만 그 당시 서울고등학교에 우리 철학과 선배로서 

나중에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셨던 이상철 선생의 영향 때문이 아니 

었나 싶기도 했다. 이상철 선생은 당시 서울고등학교 독일어 선생이 

었다고한다 

나의 동기였던 권헌과 함께 심광웅， 길희성은 나의 독서친구들이었 

다. 우리는 그 당시로서는 비교적 이색적인 철학책인 A. ]. Ayer의 

rLanguage Logic and TruthJ를 같이 읽 었다. 그 다음엔 Wittgenstein 

의 rTractatusJ도 같이 토론했던 것 같다. 그 당시 세상의 관심은 온 

통 실존철학에 모아졌던 때라， Ayer와 같은 반형이상학적 철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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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술은 너무나 생소한 것이었으며， 더구나 Wittgenstein은 당시의 철 

학계에는 이름조차 생소한 것이었다. 

심광웅은 그 당시 대학신문 기자로 활동했다. 그 당시 대학신문 

기자는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니었다. 대학신문 기자라 하면 한번 쳐다 

보는 처지었다. 나는 Ayer의 실증원리 (Verification Principle)를 반 

박하는 글을 써서 심광웅 기자에게 주면서 대학신문에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얼마 후 철학잡지 WMind~에서 Ewing의 실증원리 

반박논문을 우연히 접하고서는 섬광웅 기자에게 나의 글을 돌려달라 

고 요청했다. 그래서 결국 나의 글은 대학신문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 

했다. 

심재룡은 그 후 경향신문기자를 거쳐 Fullbright 장학생으로 하와 

이대학으로 갔다. 그때 나는 공군사관학교 교관으로 병역을 끝낸 후 

브라운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자주 서선을 주고받았 

다. 지금도 기억에 뚜렷한 것은 그가 당시 불교를 공부하면서 

Wittgenstein의 Tractatus에 나타난 사상을 불교사상과 비교연구한 논 

문들을 적어 보내주었던 것이다. 나는 학부졸업논문으로 Wittgenstein 

의 Tractatus에 관해 썼지만， 그것이 불교사상과 연관되어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나와 마찬가지로 학부졸업논문을 

Wittgenstein의 Tractatus에 관해 썼던 심재룡은 그런 비교논문음 

발견하고서 나에게 알려주었다. 

우리가 학부 다닐 때 마침 루뱅대학교에서 불교연구를 하고 막 돌 

아온 이기영 선생이 문리대에 강사로 나오셨는데 섬교수와 나는 불 

교강의를 같이 열섬히 수강했다. 우리는 이기영 선생 불교강의를 열 

섬히 틀었던 첫 번째 학생틀이었던 셈이다. 

우리가 다시 한 식구가 된 것은 서울대 철학과 교수로서다. 서울 

대 철학과에 동양철학교수 TO를 2명 더 보강한다는 학교의 방침에 

따라 새로 들어온 교수가 섬재룡과 길희성이었다. 

섬재룡 교수는 서울대에 온 후 누구보다도 테니스를 즐기는 사람 

이었다. 우리과에서는 우리가 학생 때부터 정구채를 들고 다니시던 

김태길 선생님을 비롯하여 한전숙 선생님이 단연 일급의 Tennis 

Player로 학내에서 이름이 나 있던 때에 신예 선수가 등장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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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그 신예 선수의 뒤를 따라 정구장을 드나들었다 물론 안상진， 

이상철 선생님들도 만만치 않은 Tennis Player였다. 

심재룡 교수는 인문대 Tennis Club 회장， 철학교수 Tennis Club 

회장을 역임하는 등 교수사회에 알려진 Tennis 애호가였다. 그래서 

그를 가까이 아는 친구들은 그렇게 열섬히 운동했는데 그가 왜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났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내젓는다. 

그러나 이 세상을 먼저 떠나고 나중에 떠나고는 인간이 꿰뚫어볼 수 

없는 신비에 싸여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기야 그 시차라는 게 어찌 

보면 대수롭지 않은 것이 아닐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외 없이 

누구나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조금 먼저， 조금 

나중의 격차가 있음 뿐이다. 그런데 그 격차란 것도 별 것 아닌 것 

이 아닌가! 

중요한 것은 떠나기 전까지 얼마나 진지한 노력을 하며 살았느냐 

다. 섬재룡 교수는 어쩌면 너무나 열심히 살았기에 우리보다 조금 먼 

저 간 친구가 아닐까한다. 내가 아는 친구 섬재룡은 60년대 학생 때 

부터 입안이 헐어있었는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입안이 헐어 

있었다. 얼마나 부지런히 살았기에 그의 입안은 늘 피곤에 싸여 있었 

음까? 그렇게 열섬히 살았던 그의 얼굴에는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 

았다. 그리고 누가 무슨 요구를 하건， 그는 향상 그렇게 해보자고 긍 

정의 머리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체력은 저 끝없이 빌려오는 무서 

운 짐을 계속 지고가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 

섬재룡 교수는 서양철학의 사유의 세계로부터 시작하여 동양의 사 

유세계 속에서 온갖 사고의 가시밭길을 념나들었다. 그가 걸어간 사 

유의 발길이 후세의 사유의 행각에 하나의 큰 이정표로 남아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의 사유의 열정을 기리기 위해 『철학논구』 이번 호 

를 섬교수에게 바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