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역사에 기록해야 할 ‘이 땅 최초의’ 일들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이 상 억

어학연구소 한국어과정 관계 사업
한국인으로서 다른 나라 것보다 가장 보람 있을 한국학을 해야겠다는 뜻을 고교 잡지 편집을
하면서 품게 되었다. 국어국문학과로 들어와 이 뜻을 굳히고, 다시 석사 과정을 시작하면서
어학연구소 조교도 겸하게 되었다. 당시 외무부는 제3세계 중립국 학생들을 많이 초청하기
시작하려고 보니, 그 교육기관이 마땅치 않아 서울대에다 한국어과정을 만들라고 주문하였다.
선배 고영근 선생님과 69년 이 일을 시작하여, 조교며 강사 역할도 하였다. 그 때 어학연구소에
와서 한국어를 공부한 학생들 중에는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 한국학 강좌를 맡아 지금까지도
각국 한국학과의 원로로 활동하는 기둥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일본의 간노, 독일의 사세, 프랑스의
기유모즈, 오랑주, 스웨덴의 로센 교수 등 이미 괄목할 업적들을 남기고 은퇴한 나이에 접어든
학자들도 많다.
72년 ‘알카’라는 인도 여학생이 온 지 석달만에 내가 번역 녹음해 준 대본을 달달 외우더니
앵무새 같이 연기를 잘해 웅변대회에 나가 대통령상을 타게 되었다. 이 기록은 전무후무 최단기
수상의 경우가 될 것이다. 물론 회화는 되지 않아 수상 후 기자 인터뷰를 피해 황급히 데리고
나왔었는데, 몇 달 후에는 급기야 연극까지 하겠다고 제안하였다. 그 해 여름에 났던 수재
의연금을 모으겠다는 취지까지 내세우니 피할 수 없이, 만사를 감당하던 조교인 내가 ‘춘향전’을
무대에 올리는 제작자까지 맡게 되었다.
유치진의 ‘춘향전’에 나오는 그 어려운 4자성어 대본을 쉽게 고쳐 쓰고, 외무부, 문교부,
문화공보부 3부처에서 보조금을 얻어낸 뒤, 매스컴 홍보까지 단신으로 펼쳤다. 17개국에서
온 30여명 학생들이 석달간 연습하여 한국일보 강당과 조선호텔 볼룸에서 공연한 연말 행사는
지금도 ‘단군 이래 초유의 기록’이다. 당시 장안에서 최고 무대인 조선호텔 볼룸은 자진 협찬을
받아 공연한 것이었다. 인도 춘향, 스웨덴 이도령, 방글라데시 변학도, 대만 월매, 일본 방자와
향단 등이 열연하였다. 그 이듬해 연초에 KBS TV에서 녹화 방송을 전국에 했고, 한국일보의
연례 시상식에서 연극 공연 특별상을 받기도 했다. 이 값진 경험으로 모든 공연물을 무대에
올리는 제작자의 입장이 어떠한지를 필자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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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다국적 연극은 필자가 73년부터 미국에 언어학 박사를 받으러 가있던 동안에 단
한 번 더 시도된 일이 있을 뿐이었다고 한다. 단국대에 유학 온 호주인 뷔조 박사 주연으로

‘맹진사댁 경사’를 무대에 올렸으나, 그 뒤 현재까지 서울대나 다른 어느 곳에서도 더 시도된
바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 서울대에 유학 온 외국학생들의 ‘춘향전’ 공연은 최초의 시도로
서울대 역사뿐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사에도 길이 기억해 두어야 할 사실이라고 본다. 연극공연은
외국어 학습의 백미를 장식하는 종합적 작업인데 그 준비의 어려움이 커서 거의 엄두도 못
내고 지나오는 것 같다.
필자의 한국어 교육 관련 교재 개발은 1973년 어학연구소 한자교재부터 시작하여, 90년대에
문화체육부의 ‘한국어’ 교재를 어학연구소 팀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불어, 독일어 등으로 최초의 다국어판을 편찬하였다. [참조: 본인의 www.sangoak.com] 이렇게
7개국어판이 연차적으로 발간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이에 대한 보조적 사업으로 1995년
역시 문화체육부 지원으로 ‘외국인을 위한 기초 한국어 사전(Korean-English/English-Korean:
Basic Korean Dictionary)’ (한림출판사)도 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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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의 일들 : 태평양을 건넌 원격 화상강의
대학 1학년 때부터 총애를 해 주시던 백사 전광용 선생님이 애용하시던 ‘이 땅 최초의’라는
수식어가 있다. 여기 정말 ‘이 땅 최초의’ 일들뿐 아니라 ‘세계 최초의’ 일들을 열거해 보겠다.
우선 개인적인 기록이기도 하지만, 1971년 서울대 ‘신제 1기 박사 과정’의 제1번 수험생이며
제 1번 합격 학생으로 선발되었다. 국어국문학과는 전교 학과 순위에서 항상 제 1위에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땅 최초’의 이 기록은 3년 후에 미 국무성 플부라이트
장학생으로 ‘저 땅’에 유학을 가게 되어 과정 수료로만 끝나고 말았다.
1983년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에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수상의 동방정책으로 온 이공계 장학생
반을 교육하는 특별과정을 필자가 최초로 개설하여,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다.
1987~89년 ‘서울대학교-UCLA 한국어문화교육 한국 내 과정’ 책임자로 서울대의 한국문화
관계 교수님들을 총동원하여, 매년 20명의 UCLA 학생을 서울대 캠퍼스 인문관 1동에서 3~6월
10주간 매일 지도하였다. SNU-UCLA Language Conservation Project in Korea(1987~89)는
UCLA Language Resource Program을 맡은 응용언어학과장 Russell Campbell 교수가 본인에게
제안해 와서 교과과정, 교수진, 과외 활동 및 수학여행 등 모든 일을 현지 책임자로서 손수
조직하게 되었다.
교민이 가장 많은 LA의 주립대학으로서는 뒤늦게 1986년부터 한국어 과목을 도입한 UCLA는
spring quarter (3월 말~6월 초 10주간)에 20명의 학생을 파견해 한국어문화 과목들에 대해
집단적 in-country training을 3년간 시행하였다. 아마 이 정도 규모의 다년간 지속적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은 사상 처음이었을 것이다.
이 교육 프로그램에서 구성했던 강의 내용들은 한국어 과목(특히 경어법도 포함)은 물론,
역사, 사회, 문학, 철학, 미술, 음악, 전통문화 등 각 분야 서울대 전공 교수들을 총동원한
최고 수준의 것이었다. 그 다양한 내용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라는 강의로 정리하여 1997년
이후에도 필자가 담당하는 ‘외국인 논문제출 자격고사 대체과목’으로 정착되었다. 같은 내용이
2007년 이후에는 본인의 홈페이지 www.sangoak.com 속 메뉴로 들어가 있다. 2008년에는
같은 제목의 영문판 Korean Language and Culture (소통 출판사) 책이 나왔고, 중국어판과
일어판도 준비 중이다. 이 모든 소산들은 SNU-UCLA Language Conservation Project in
Korea(1987-9)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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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진이 영문판 ‘한국어와 한국문화’

1987~89년 ‘한국 내 과정’에 매년 20명의 UCLA 학생들이 서울에서 3개월쯤 생활하다 보니
교통사고나 질병도 날 수 있었으나 보험도 안 들어 있던 상태라 그대로 지도하기는 어려운
면이 부각되었다. 그래서 학생들을 LA에 그냥 두고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Campbell
교수가 미국 회사들의 본-지사 간에서 막 초기적 사용이 시도 되었던 위성통신방식(Tele-link
Program)의 원격화상강의를 도입하기로 했다.
1990~94년 당시로선 획기적인 방법을 사용해 서울대학교에서 UCLA 및 호주 Griffith대와
원격 화상교육을 실시했는데, 필자가 과정 책임자로 태평양을 동서와 남북 양방향으로 건너,
(‘이 땅’ 정도의 기록이 아니라) ‘지구상의’ 원격교육 역사상 최초로 장거리 화상강의를 실시하였다.
뉴욕의 OPTEL사가 개발한 원시적 인터넷 시스템이라 할 만한 이 방법은 음성과 화면 전송에
각각 상업용 전화선을 하나씩 써야 했으므로 운영비가 꽤 들었으나 워낙 초유의 일이었기에
한국통신이 연구비를 얼마간 지급하였다. 그리고 서울대가 시작한지 2년 뒤에 한국통신이
광화문 청사 1층에 중국 연변지역과 화상통화를 하는 시스템을 개설하여 이 방면 사업의 선구자인
본인을 초청하여 개통식을 하였다.
당시 사진 한 화면을 주사하는 데 천연색은 1분이나 걸렸고 흑백은 10초가 걸리던 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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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일반 강의뿐 아니라 전자펜을 이용해 색채를 순식간에 바꾸고 조합하는 동영상을 보여
주는 미술 강의도 시도하였다. 지금 돌이켜 보면 백남준의 영향을 받은 UCLA 교수들의 시연을
우리가 직접 본 셈인데, 아마 이런 사건도 서울대와 외국의 교류 역사상 미증유의 일로 기록해야
할 것이다. Campbell 교수가 애초에 이 방식은 중국 칭화대와 시도해 보려했으나 1989년
당시 열악했던 중국의 통신 사정으로, 1990년 4월 26일(LA는 25일) 서울대가 ‘세계 최초로
태평양 건너’ 화상강의 상대가 되는 기록을 세우게 된 것이다. 이런 현상은 IT가 세계에 앞서
가는 초기 단계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며, 당시도 관악전화국에서 서울대로 ISDN 선이
이미 들어와 있었고 다행히 더 좋은 T1 Line이란 것도 거론 되던 때였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서울대학교 미주센터 최초 개설
2007년 서울대학교 해외 분교 설립 계획 연구책임자로 동남아와 LA를 후보지로 조사한 끝에
2008년 4월 LA, 3699 Wilshire가에 사무실을 얻어 5월 14일 미주센터를 최초로 개설하고 6~8월
간 교양 - 건강강좌를 실시하였다. 국내 국립대 사상 초유의 일이라 할 수 있는 해외 교두보
설치였다. 아울러 미주 중앙일보와 대한통운 등 회사에 본교 인턴학생 여러 명을 파견하여
수련케 하는 사업도 진력하였다. 기록을 남기기 위해, 개관 기념 강좌와 교양 - 건강강좌의
내역을 마지막으로 첨부한다.
<5월 14일 개관 기념 강좌>
1) John Duncun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Los Angeles: Opening New Doors
2) David Kang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How Korea is perceived in the U.S.: Korea's public relations problem
3) Chung Lee California Politechnical College at Pomona
- Computer Vision - How smart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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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5.13. 서울대 미주센터 개소식에서 왼쪽부터 이장무 서울대 총장, 김재수 LA 총영사,
이상억 미주센터 단장/서울대 교수 기념 촬영

<교양 - 건강 강좌 시리즈>
6월 6일*

1. 이상억(서울대 국어국문학과): 한글의 비밀 및 로마자 표기 - (‘언어학자 대회’시
제작한 책자 배포)

6월 13일

2. 최성재(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노후 복지론 - (녹화 및 실시간 질의응답)

6월 20일

3. 건강관리 프로그램 1 - (중앙도서관 리스트에서 뽑은 2개의 VOD)

6월 27일** 4. 이상억, 윤희원(서울대 국어교육과):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 (이상억 HP이용,
방대한 자료소개)
7월 11일

5. 이 환(전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문학과 종교

7월 17일

특강 1. 이상억(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서울의 한옥 - 경복궁 중건 도편수 집 구경
- (책자)

7월 18일

6. 문중양(서울대 국사학과): 한국의 기술문화-전통과학의 전성기 - 만원권과 세종
대왕 - (녹화 및 실시간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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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

특강 2. 이옥연(서울대 외교학과): 미국정책 결정과정의 이해 - (녹화 및 실시간
질의응답)

7월 27일

특강 3. 황동규(전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강연 및 창작, [용수산]

7월 31일

특강 4. 조동성(서울대 경영학부): LA교민을 위한 한국경제와 기업의 소개, [교육원]

8월 1일

7. 조동성: 현재의 경제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교육원]

8월 8일

8. 서유헌(서울대 약리학/신경과학연구소장): 뇌 건강과 치매

[

] 표시 이외의 장소는 3699 Wilshire Blvd. #970, LA, 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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