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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7 회 프린스턴 한겨레문화강좌에 초청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은 푸르고  바람은 서늘하고  좋은 계절입니다. 

 

이번 제 77 회 프린스턴 한겨레문화 강좌에는 김영서 박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김 박사님께서는 66 회 강좌 때부터 프린스턴에 들르셔서 

우리와 자리를 같이하시곤 하셨습니다. 더구나 50 년대 말부터 60 년대 

초반에 걸쳐 프린스턴 대학원에서 물리학을 전공하셨으며 학위를 

끝내시고도 포스트닥으로 프린스턴에 머므시며 4 년 동안 우리 동네에서 

사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일로 매년 몇 번씩 프린스턴에 

들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난 반 세기의 프린스턴 골목 골목의 

변모한 모습이나 모교의 역사를 산 증인처럼 늘 즐겨 얘기하시곤 합니다.  

 

사실 1954 년 무렵, 김 박사님의 이름은 ‘서울의 수재, 김영서’로 널리 

알려졌었는데, 서울고등학교를 마치고는 서울대학에 잠깐 적을 

두셨다가 지금의 카네기멜론대학에 유학하여 오늘의 물리학자에 이른 

분이십니다. 

 

김 박사님께서는 홈페이지(http://ysfine.com/einstein )에 나와 있듯이,  

전공인 양자 물리학 이외에 다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리학을 

기초로 한 우주 원리로 사물을 통찰하시므로 사고의 폭이 넓고 

깊으십니다. 이번 강연에서 1922 년 세상을 놀라게 했던 ‘개벽’지의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이나, 성리학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아인슈타인의 

사고 방식을 어떻게 한국인의 지혜와 창조성으로 접근시키며 또 미국 

정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유태인들을 보면서, 동시에 

한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가 발휘한 미국에 대한 그의 영향력을 

살펴본다는 것은 아주 뜻 깊은 일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웨스트윈저에서 가을 저녁 모임의 등불을 밝힙니다. 기다리겠습니다.  

 

2011 년  10 월 12 일, 프린스턴 한겨레문화연구회  이종숙 드림 

42 회 선인들의 자녀교육과 옛글에서 배우는 지혜 정민   교수 2005.09.29 

43 회 세계화,지역화의 물결과 법령의 한글 표기 심희기 교수 2006.02.09 

44 회 오늘의 건강과 한의학의 미래 송호정 선생 2006.03.16 

45 회 윌리엄 그리피스의 은둔의 나라 한국 김수태 교수 2006.06.16 

46 회 은퇴 계획과 상속 및 증여 박재홍 선생 2006.10.13 

47 회 음악과 신토불이 이건용 교수 2007.02.02 

48 회 한국인의 정서와 IT 류재호 박사 2007.03.23 

49 회 B형 간염과 간암의 최신 치료 한혜원 박사 2007.05.31 

50 회 한민족의 위상과 해외동포의 과제  이광규 박사 2007.11.17 

51회 몽골과 한국 고대사 한명재 선생 2008.01.10 

52회 판소리가 걸어온 길 김종철 교수 2008. 02.21 

53회 대북경수로 사업의 시작과 끝  최한권 박사 2008. 03.20 

54회 한국의 가족정책과 다문화사회로 가는 길 조희금 교수 2008. 04.24 

55회 민화(民畵)와 상상력  정병모 교수 2008. 05.29 

56회 인류의 에너지문제와 플라즈마 인공태양… 장충석 교수 2008. 09.25 

57회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교육의 역할 정운찬 교수 2008. 10.16 

58회 사진으로 읽는 한국의 절집 양상현 교수 2008. 11.14 

59회 쉽게 배우는 사진 설인권 선생 2009. 2. 26 

60회 세계 금융 경제 위기의 현황과 대처 신현송 교수 2009. 4. 25 

61회 고려 불화 – 화려 섬새한 미를 만나다 김정희 교수 2009. 5. 21 

62회 한일 다문화커뮤니케이션-일본문화와 매너 정기영 교수 2009. 6. 18 

63회 중국, 일본, 미국 역사교재의 한국사 인식 유용태 교수 2009.10. 22 

64회 공화주의와 현대정치 유홍림 교수 2009,11,19 

65회 세계 속의 한국 김경근 영사 2009. 12, 4 

66회 프린스턴대가 배출한 세계적 지도자 이승만 유영익 교수 2010. 1.7 

67회 새로운 도전을 향한 최근 한국문학의 활력 김명환 교수 2010. 3.4 

68회 기독교견지에서 본 한인이민생활의 의미 이상현 교수 2010. 4.15 

69회 호모디지쿠스로 진화하라 윤종록 선생 2010. 6.24 

70회 한글과 21세기의 세계 R 램지 교수 2010. 9.17 

71회 외국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이미지 이길상 교수 2010.10.28 

72회 법과의 아름다운 산책 강현호 교수 2010.12.3 

http://ysfine.com/einstein


73회 한국전통건축-세계로 나아갈 길을 묻는다 이동희 교수 2011.1.14  

74회 한-미 FTA 비준과 동포사회에 미치는 영향 최병선 영사 2011.2.24 

75회 미국에서 생각해 보는 한국 교육의 과제 황규호 교수 2011.4. 28 

76회 한국 6.25와 미국 남북전쟁 비교 허종욱 교수 2011.5. 26 

11 회 한국의 경제 위기: 그 원인과 전망 신선균 박사 1998.3.7 

12 회 옥수수 씨앗으로 평화를 심는다. 김순권 박사 1998.6.8 

13 회 음식 문화와 종교 정진홍 교수 1999.7.8 

14 회 곡천(谷泉) 선생의 건강 이야기 유태종 교수 1999.8.19 

15 회 프린스턴과 이승만, 그의 독립운동 방선주 교수 1999.11.4 

16 회 8.15해방과 한국 소설 이동하 교수 2000.3.3 

17 회 겁 많은 사회 일본의 방황 이종원 박사 2000.5.12 

18 회 한국 시인들은 무슨 시를 쓰고 있는가 정효구 교수 2000.7.7 

19 회 고고학으로 본 한국 고대사 이선복 박사 2000.10.20 

20 회 한국음악 해설 및 연주회 홍종진 교수 2001.1.19 

21 회 한반도 통일-우리의 꿈과 사강의 이해 지영선 선생 2001.4.27 

22 회 한국 민주주의의 고민 정영국 박사 2001.7.12 

23 회 링컨과 오늘의 한국 현실 남신우 선생 2001.11.3 

24 회 한국․중국․일본의 회화 비교 한정희 교수 2002.1.18 

25 회 서재필의 독립정신: 그 진원과 영향 이정식 박사 2002.3.1 

26 회 한겨레의 숨결을 찾아서 
이소영 선생 

홍종진 교수 
2002.6.8 

27 회 한국문학사에 투영된 아버지의 초상 김흥규 교수 2002.9.28 

28 회 사회적 신뢰성과 공동체 의식 석현호 교수 2003.1.17 

29 회 한국 민족주의의 허와 실 함재봉 교수 2003.3.4 

30 회 감정과 동아시아의 문학과 인간 김우창 교수 2003.04.17 

31 회 논어(論語)의 학(學)과 습(習) 유세종 교수 2003.06.20 

32 회 미주한인이민 100년과 앞으로의 100년 신호범 의원 2003.10.31 

33 회 21세기를 위한 신문법 이명현 교수 2003.11.15 

34 회 1부*향가의 작품 세계 

2부*한국 언론의 오늘과 내일 

3부*한국의 신경제 

신재홍 박사 

이재경 박사 

정인석 박사 

2004.01.09 

35 회 가야 신화와 고고학 

계(契)의 역사와 한국 사회의 조직원리 

박광춘 박사 

김필동 교수 

2004.02.27 

36 회 고향, 사투리 그리고 삶 -백석의 시 윤여탁 교수 2004.05.21 

37 회 흥남 철수 작전이란 무엇인가? 현봉학 박사 2004.09.24 

38 회 신라국가 형성과 기마민족 이동 강봉원 박사 2004.11.12 

39 회 한국 사회변화의 중심축: 언론과 과학 김학수 교수 2005.01.27 

40회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천 개의 고원을 고미숙 박사 2005.03.04 

41회 한국의 재벌: 경제위기 이후 지배구조 임영재 박사 2005.05.06 

 

<강연 요지> 
1922 년 춘원 이광수는 ‘민족개조론’이란 글을 발표하여 한국사람들의 

약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한국에서 위대한 사람이 못 나오는 이유는 

자기보다 앞서는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약점은 

유태인에게서도 볼 수 있다. 창세기에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신약에는 헤롯왕이 어린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한다. 

 

그런데 이런 약점을 갖고 있는 유태인들이 매년 노벨상을 타고 있다. 그 

이유는 유태인들에게 숨어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그중 하나는 

능란한 상술이다. 한국인들도 삼성, 현재, LG 가 세계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듯 뛰어난 상술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유태인과 한국인은 닮은 면이 많다. 아인스타인의 사고방식도 

한국의 성리학에 담겨있음을 볼 수 있다. 유태인들은 미국의 정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부러운 일이지만 우리들도 과거에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 영향력을 발휘한 사례가 많다. 

 

강좌에서는 유태인과 한국인의 지혜에 공통점이 많음을 재미있는 

사진을 통해 전개해 볼 예정이다. 

………………………………………… 

프린스턴 한겨레문화연구회 문화강좌 

1 회 한국인의 주체성과 도(道) 이동식 박사 1992.05.  7 

2 회 한글이 전자, 민주, 통일시대를 연다. 신태민 선생 1992.10.  6 

3 회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신정현 박사 1992.11. 12 

4 회 한국 가곡의 밤 - 궁중이야기 이해경 선생 1993.10 .16 

5 회 다시 생각해 보는 한겨레 역사 김진홍 선생 1994. 01 .15 

6 회 한인커뮤니티와 한국어교육에 관하여 나박 선생 1994. 11. 3 

7 회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윤동주의 

밤- 

현봉학 박사 

전서영 선생 
1995.10.20 



8 회 
제 1부* 한글 맞춤법의 원리 

제 2부* 오늘의 한국 도자기 

이익섭 교수 

김기철 선생 
1996.5.11 

9 회 진달래 꽃 잔치 - 시인, 김소월의 밤- 전서영 선생 1997.5.17 

10 회 
제 1부* 한글과 한국여성 

제 2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이종숙 선생 

김영숙 교수 
1997.10.11 

강사 소개 – 김영서( KIM YOUNG SUH) 박사 

1935, born in the village of Sorae (now in North Korea), 40 

km north of the Baeknyung Island.  The Sorae mountains can 

be seen from the Baeknyung Island without telescope.  Sorae 

was the home of Korea's first Presbyterian church set up by 

Koreans in 1984. 

  

1946, moved to Seoul with his family, witnessed the form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Korean War.  Too young 

to fight in the war. 

  

1954, moved to Pittsburgh (Pennsylvania) after high school 

graduation. He spent four years there as an undergraduate at 

the Carnegie Institute of Technology (now called Carnegie 

Mellon University). 

  

1958, moved to Princeton as a graduate student. 

  

1961, received a PhD degree in physics, and remained there 

for one more year as a post-doctoral fellow. 

  

1962, joined the faculty of the University of Maryland. 

  

2007, retired from teaching duties, and became a professor 

emeritus. 

  

Dr. Kim's main research interest has been and still is to make 

quantum mechanics consistent with Einstein's relativity.  You 

may go to <http://ysfine.com/einstein> for a detailed story. 

  

Dr. Kim enjoys travelling around the world and talking to the 

people with various backgrounds.  You may go to 

<http://ysfine.com/world> to see his travel album, containing 

many photos of the places and the people. 

차례 

 

사회:  윤원배 박사 

      개회……………………………………………… 사회자 

 

      국기에 대한 경례……………  ………………… 다같이 

 

       강사 소개……………… ………………………  사회자  

  

       강연  ……………………………………… 김영서 박사 

 

제목:  한국인의 지혜,  

유태인의 지혜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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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사회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