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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번 신입생 학부모 초청행사 안내

오는 2012년 4월 28일 토요일, 신입생 학부모 초청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학부모 초청행사는 12학번 신입생 학부모님을 캠퍼스로 초청하여 캠

퍼스 발전계획 및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학부모님께 본교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또한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학

부모님에게는 자녀가 소속된 학과 교수와의 진로상담 기회를 제공하여 본교와 학부모 간의 상호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행

사는 4월 28일 오후 3시부터 농심국제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리는데, 본 행사로는 부총장 환 사와 학교 소개를 비롯한 신입생 다짐, 학부모 감

사가 있을 예정이며, 단과 학별 학부모 간담회는 본 행사 이후 오후 4시 30분부터 5시까지 각 단과 학별 지정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본

행사에서 단과 학별 학부모 간담회 이동 간에 학생홍보 사‘홍랑’의 주도로 캠퍼스 투어를 병행하여 직접 본교를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신입생 학부모 초청행사는 단과 학별 학부모 간담회 이후 오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호연학사 진리관 식당에서 만찬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약정자 용도 금액(원) 약정일자

강상욱 산학협력관 건립기금 11,093,340  2012. 01. 27

ㄜ캠프코리아닷컴 세종캠퍼스 발전기금 6,139,000  2012. 02. 17

조준원(김혜경) 약학 학 발전기금 10,000,000  2012. 02. 20

국민은행조치원지점 세종캠퍼스 발전기금 10,000,000  2012. 03. 15

김효민 인문 학 발전기금(중국학부) 30,000,000  2012. 03. 19

고려 학교 교우회 경 정보 학원 장학금 4,168,000  2012. 03. 09

한국고고환경연구소 인문 학 장학금(고고환경연구소 장학금) 100,000,000  2012. 03. 20

(주)커피빈코리아 세종캠퍼스 발전기금 5,510,000  2012. 03. 20

장 훈 경상 학 장학금(경 학부장학금) 1,500,000  2012. 03. 27

나종훈 경상 학 발전기금 1,000,000  2012. 03. 30

십시일반, 세종캠퍼스‘나눔 장학기금 모금’

학에서 등록금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이를 다루는 법은 각각 다르다. 학생들은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식으로 등록금을 마련하기

도하고, 장학금을 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기도 한다. 학교에서는 등록금 문제에 해 고심하고 장학 제도를 늘리거나 등록금 동결을 하기 위

해 노력할 것이다. 계속해서 서로의 노력이 요구되는 학 등록금 문제에 있어, 이번에는 고려 학교 세종캠퍼스의 교직원들이 나섰다. 그간

고려 학교 세종캠퍼스만의 독자적인 장학기금은‘이수현 장학기금’이 유일했다. 이에 고려 학교 세종캠퍼스 교직원들은 캠퍼스 재학생들

의 소중한 꿈을 후원하기 위해‘세종캠퍼스 나눔 장학기금’을 조성한다. 세종캠퍼스 만의 별도의 독자적 나눔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세종캠퍼

스 재학생들이 가사 곤란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함이다. 십시일반의 정신을 보여주는‘세종캠퍼스 나눔 장학기금’은 말 그

로 교직원 개인이 일금 월 이 만원을 급여 공제 방법으로 기금하는 방식이다. 모든 교직원들이 출연한 기금은 법정 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전

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종캠퍼스 나눔 장학기금’은 별도의 관리위원회를 통해 장학금 지급 방식 및 운용 방안을 수립하여 운용할 계

획이다. 

한편, 본‘나눔 장학기금’은 재학생은 물론 일반인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그 참여범위를 확 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세종캠퍼스 발전기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홍보전략팀(041-860-1402, 담당 이덕원 과장)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2012년 1월 ~ 3월 발전기금 약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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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한준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사)한국식품 양과학회

제 28 회장에 취임

지난 1월 12일 고려 학교 세종캠퍼스 황한준 교수(식

품생명공학과)가 (사)한국식품 양과학회 제 28 회장

에 취임했다. 황한준 교수는 지난해 11월 한국식품 양

과학화 정기총회에서 인준된 이후 이번 12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회장직을 임하게

되었다. 이에 황교수는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한국

식품 양과학회를 이끌어나갈 예정이다. 한국식품 양

과학회는 올해 창립 41주년을 맞은 학회로 식품공학 및

양학 분야 관계자 1500여명이 가입된 단체다. 이번 취

임식에서 황한준 교수는“40년 역사의 학회를 냉철하게

분석∙점검∙평가하여 본 학회가 국내 식품과 양 분

야 최고 학회로서의 위치를 뛰어넘어 로벌화 하는데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취임사를 밝혔다.

남성욱 북한학과 교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내정

지난 2월 3일 본교 북한학과 남성

욱 교수가 차관급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무처장에 내정되었다.

이명박 통령이 남 교수를 민주평

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내정

한 것에 해 청와 관계자는“남

북문제에 정통하고, 현안 처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남성욱 교수는“헌법기관이

자 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을 매우 광스럽게 생각

하며, 또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소감을 전

했다. 이어 앞으로의 각오를 묻자 그는“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무처장이라는 자리는 저 혼자만 열심히 한

다고 해서 성과를 만들어 내기가 어려운 것 같다”며“자

문위원의 통일의지와 노력이 한층 활발하게 펼쳐질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민주평통이 통

일운동과 통일사업에 있어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봅니다. 양적인 실적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성과를 도출

해 내야한다”며 아직도 할 일이 많다고 밝혔다.

쇼트트랙 이은별 선수, 여 1500m 金 획득

한국 쇼트트랙의 샛별이 이번엔 러시아에서 또 한 번 빛났다. 지난 2월 5일 러시아 모스크바서 치러진‘국제빙상연

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5차 회’1500m 2차 결승에서 본교 재학중인 이은별(사회체육학부 11)선수가 결승에서 1

위를 차지했다. 이날 치러진 결승은 두 명의 한국 선수가 나란히 1위, 2위를 차지하며 한국 선수들의 독주로 마무리

되었다. 이은별 선수는 2분 27초 775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미생물공학회 신임회장에
박 인 약학 학 교수 취임

지난 3월 3일 고려 학교 세종캠퍼스 약학 학 약학과

박 인 교수가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의 신임회장에

취임하 다.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의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박 인 교수는 지난 2010년 약학 학설립추진

단장을 맡았고 현재 본교 약학 학의 학장으로 약학

학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미생물∙

생명공학회는 1973년에 창립되어 30년 동안 끊임없는

발전을 하고 있는 학회로 미생물학, 유전공학 및 생물공

학 등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연구 발전시키고 이를 보급

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매년 정기총회와 학술발표회 및

워크샵을 열거나 학술지를 발간하는 활동으로 미생물공

학기술의 발전과 보급에 힘쓰고 있는 학회이다. 박 인

교수는 학회의 신임회장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

할 예정이다.  

인공광합성 태양전지 효율 폭 상승시키는 단순형 물질 개발
신소재화학과 김환규 교수 연구진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효율을 기존보다 최소 40% 이상 향상시키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었다.

고려 학교 세종캠퍼스 김환규 교수 연구진에 따르면 전하 재결합으로 인해 태양전지의 효율이 낮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유기 전기발광 디스플레이 산업(AMOLED)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순 정공

수송물질을 염료감응 태양전지에 다기능성 공흡착제로 도입하 다. 이렇게 하면 산화된 염료로 역방향으로

전자가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염료가 흡수하지 못하 던 단파장 역의 햇빛을 받아 전자

를 더욱 더 많이 발생하게 해주어 기존의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효율을 최소 40% 이상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염료감응 태양전지는 식물이 엽록소로 광합성을 하듯, 인위적으로 합성한 염료가 햇빛을 받아 전기를 발생

시키는 원리다. 또, 색깔을 띠게 할 수 있고 투명하고 잘 휘어지게 만들 수 있어 건물 유리창에도 활용할 수

있다. 염료는 햇빛을 받아 전자를 발생하여 양전극에서 음전극으로 순방향으로 전달해야만 태양전지의 효

율이 증가된다. 기존 염료감응 태양전지는 염료로부터 발생한 전자가 산화된 염료 쪽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전하 재결합과정이 일어나서 태양전지의 효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김 교수 연구진이 개발한 염료감

응 태양전지는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에 비하여 제조공정이 단순하고 값싼 재료를 쓰기 때문에 태양전지의

가격이 실리콘 전지의 40~50% 정도에 불과하다. 또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햇빛의 양에 향을 적게 받는다.

김 교수는“이번 연구는 특정 염료 맞춤형 다기능성 공흡착제 개발로 인해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상용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신기술 융합형 성장동력

사업”의 지원을 받아 얻은 결과로 이미 국제특허를 출원하 고, 최근에 국 왕립화학회에서 발간하는 세

계국제학술지인 <케미컬 커뮤니케이션(Chemical Communications)> 인터넷판에 실렸고, 저널 겉표지를 장

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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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소통을 꿈꾸다" 제 3회 과학기술의 소통 워크샵

지난 2012년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강원도 평창 보광 휘닉스 파크에서 제 3회 과학기술 소통 워크샵

이 열렸다. 2박 3일 동안 이루어진 과학기술의 소통 워크샵은 고려 학교 산업기술연구소와 자연과학연

구소가 주최하 고 과학기술 학과 약학 학, 세종산학협력실이 후원하여 진행되었다. 융합과학은 과학

기술 및 인문사회과학 등의 학문들의 결합과 통합 및 응용을 통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과학 분야를 말한

다. 현재 과학계에서 두되고 있는 분야로 과학과 기술을 비롯한 여러 역들을 동일한 창조와 융합의

정신, 원리로 탐구하여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인간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교는 소통 워크샵

을 통하여 융합과학을 위한 장을 마련하 고 이를 통하여 과학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소통 워크샵

에는 과학기술 학 교수 20명과 약학 학 교수 7명, 학원생 82명을 비롯한 120여명이 참여하여 과학기

술의 융복합∙통섭에 한 강연과 발표를 진행하 다. 소통 워크샵을 통하여 교수들은 서로의 연구 분야

를 소개하고 과학기술의 융복합에 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여 과학기술 소통의 기틀을 마련하 다. 

산업기술연구소장인 김 준 교수와 자연과학연구소장인 황운재 교수는“작년 제 2회 워크샵이 끝나고 소

통 워크샵이 과학기술 학의 새로운 전통이 되기를 꿈꾸었는데 약 와의 소통으로 세종캠퍼스의 전통으

로 자리 잡은 것 같아 감개무량하다. 이번 소통 워크샵이 성공리에 진행되어 기쁘고, 교수님들의 참여가

워크샵을 성공리에 마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 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약학 학이

생겨서 과학기술 학과 함께 소통하니 시너지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 된다”는 말을 덧붙 다.  

박형서 미디어문예창작학과 교수
“『작가가 선정한 오늘의 소설』

연속 2회 선정”

미디어문예창작학과 박형

서 교수가 지난 해「자정의

픽션」이『작가가 선정한 오

늘의 소설』로 선정된 데 이

어 올해 다시「아르판」이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작가가 선정한 오늘의 소

설(2012)』은 지난 한 해 발표한 소설과 창작집, 장편소

설을 상으로 이 분야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고 기획의

원들이 의견을 모아 선정한 작품이 담겨 있는 책이다. 2

년 연속 수상은‘작가가 선정한 오늘의 소설’에서도 유

례없는 일이다. 교수님께 당선 소감과 앞으로의 활동 등

을 물었다. 오늘의 소설 당선 소감을 묻자 그는“특정한

취향을 가진 몇몇 심사위원이 아니라 문학분야 전문가

백여 명에 의해 선정된 것이어서 제겐 큰 의미가 있습니

다. 연속 수상이 유례없는 일이라고 합니다만 그건 우연

의 일치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두번째 장편으로 들어

가기 전에 여섯 편의 단편을 더 발표할 계획입니다.

숨을 고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써오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학술연구 지원을 위한 석탑연구상 시상

고려 학교 세종캠퍼스에서는 올해 제 1회 고려 학교

세종캠퍼스 석탑연구상을 시상하 다. 세종캠퍼스 석탑

연구상은 본교 교수들의 연구비 수주 확 와 우수한 학

술논문 증 , 더 나아가 세종캠퍼스 교수 구성원의 연구

마인드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한다. 세종산학협력실에

서는 세종연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임교원들의 학

술논문 실적 및 연구비수주액을 심의하고 석탑연구상 시

상자를 선정하 다. 석탑연구상의 학술논문의 실적이 있는 교수(연간 SSCI 또는 A&HCI 1편 이상, 연간 SCI 5편

이상)를 수상 상자로 정하 다. 이번 석탑연구상은 세종연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술논문분야 11명, 연

구비 수주액 분야 15명, 중복해당 교원 4명으로 총 22명의 교수가 수상하 다. 이 상은 매학기 초에 세종부총장이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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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한준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사)한국식품 양과학회

제 28 회장에 취임

지난 1월 12일 고려 학교 세종캠퍼스 황한준 교수(식

품생명공학과)가 (사)한국식품 양과학회 제 28 회장

에 취임했다. 황한준 교수는 지난해 11월 한국식품 양

과학화 정기총회에서 인준된 이후 이번 12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회장직을 임하게

되었다. 이에 황교수는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한국

식품 양과학회를 이끌어나갈 예정이다. 한국식품 양

과학회는 올해 창립 41주년을 맞은 학회로 식품공학 및

양학 분야 관계자 1500여명이 가입된 단체다. 이번 취

임식에서 황한준 교수는“40년 역사의 학회를 냉철하게

분석∙점검∙평가하여 본 학회가 국내 식품과 양 분

야 최고 학회로서의 위치를 뛰어넘어 로벌화 하는데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취임사를 밝혔다.

남성욱 북한학과 교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내정

지난 2월 3일 본교 북한학과 남성

욱 교수가 차관급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무처장에 내정되었다.

이명박 통령이 남 교수를 민주평

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내정

한 것에 해 청와 관계자는“남

북문제에 정통하고, 현안 처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남성욱 교수는“헌법기관이

자 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을 매우 광스럽게 생각

하며, 또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소감을 전

했다. 이어 앞으로의 각오를 묻자 그는“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무처장이라는 자리는 저 혼자만 열심히 한

다고 해서 성과를 만들어 내기가 어려운 것 같다”며“자

문위원의 통일의지와 노력이 한층 활발하게 펼쳐질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민주평통이 통

일운동과 통일사업에 있어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봅니다. 양적인 실적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성과를 도출

해 내야한다”며 아직도 할 일이 많다고 밝혔다.

쇼트트랙 이은별 선수, 여 1500m 金 획득

한국 쇼트트랙의 샛별이 이번엔 러시아에서 또 한 번 빛났다. 지난 2월 5일 러시아 모스크바서 치러진‘국제빙상연

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5차 회’1500m 2차 결승에서 본교 재학중인 이은별(사회체육학부 11)선수가 결승에서 1

위를 차지했다. 이날 치러진 결승은 두 명의 한국 선수가 나란히 1위, 2위를 차지하며 한국 선수들의 독주로 마무리

되었다. 이은별 선수는 2분 27초 775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미생물공학회 신임회장에
박 인 약학 학 교수 취임

지난 3월 3일 고려 학교 세종캠퍼스 약학 학 약학과

박 인 교수가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의 신임회장에

취임하 다.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의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박 인 교수는 지난 2010년 약학 학설립추진

단장을 맡았고 현재 본교 약학 학의 학장으로 약학

학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미생물∙

생명공학회는 1973년에 창립되어 30년 동안 끊임없는

발전을 하고 있는 학회로 미생물학, 유전공학 및 생물공

학 등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연구 발전시키고 이를 보급

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매년 정기총회와 학술발표회 및

워크샵을 열거나 학술지를 발간하는 활동으로 미생물공

학기술의 발전과 보급에 힘쓰고 있는 학회이다. 박 인

교수는 학회의 신임회장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

할 예정이다.  

인공광합성 태양전지 효율 폭 상승시키는 단순형 물질 개발
신소재화학과 김환규 교수 연구진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효율을 기존보다 최소 40% 이상 향상시키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었다.

고려 학교 세종캠퍼스 김환규 교수 연구진에 따르면 전하 재결합으로 인해 태양전지의 효율이 낮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유기 전기발광 디스플레이 산업(AMOLED)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순 정공

수송물질을 염료감응 태양전지에 다기능성 공흡착제로 도입하 다. 이렇게 하면 산화된 염료로 역방향으로

전자가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염료가 흡수하지 못하 던 단파장 역의 햇빛을 받아 전자

를 더욱 더 많이 발생하게 해주어 기존의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효율을 최소 40% 이상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염료감응 태양전지는 식물이 엽록소로 광합성을 하듯, 인위적으로 합성한 염료가 햇빛을 받아 전기를 발생

시키는 원리다. 또, 색깔을 띠게 할 수 있고 투명하고 잘 휘어지게 만들 수 있어 건물 유리창에도 활용할 수

있다. 염료는 햇빛을 받아 전자를 발생하여 양전극에서 음전극으로 순방향으로 전달해야만 태양전지의 효

율이 증가된다. 기존 염료감응 태양전지는 염료로부터 발생한 전자가 산화된 염료 쪽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전하 재결합과정이 일어나서 태양전지의 효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김 교수 연구진이 개발한 염료감

응 태양전지는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에 비하여 제조공정이 단순하고 값싼 재료를 쓰기 때문에 태양전지의

가격이 실리콘 전지의 40~50% 정도에 불과하다. 또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햇빛의 양에 향을 적게 받는다.

김 교수는“이번 연구는 특정 염료 맞춤형 다기능성 공흡착제 개발로 인해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상용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신기술 융합형 성장동력

사업”의 지원을 받아 얻은 결과로 이미 국제특허를 출원하 고, 최근에 국 왕립화학회에서 발간하는 세

계국제학술지인 <케미컬 커뮤니케이션(Chemical Communications)> 인터넷판에 실렸고, 저널 겉표지를 장

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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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소통을 꿈꾸다" 제 3회 과학기술의 소통 워크샵

지난 2012년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강원도 평창 보광 휘닉스 파크에서 제 3회 과학기술 소통 워크샵

이 열렸다. 2박 3일 동안 이루어진 과학기술의 소통 워크샵은 고려 학교 산업기술연구소와 자연과학연

구소가 주최하 고 과학기술 학과 약학 학, 세종산학협력실이 후원하여 진행되었다. 융합과학은 과학

기술 및 인문사회과학 등의 학문들의 결합과 통합 및 응용을 통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과학 분야를 말한

다. 현재 과학계에서 두되고 있는 분야로 과학과 기술을 비롯한 여러 역들을 동일한 창조와 융합의

정신, 원리로 탐구하여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인간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교는 소통 워크샵

을 통하여 융합과학을 위한 장을 마련하 고 이를 통하여 과학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소통 워크샵

에는 과학기술 학 교수 20명과 약학 학 교수 7명, 학원생 82명을 비롯한 120여명이 참여하여 과학기

술의 융복합∙통섭에 한 강연과 발표를 진행하 다. 소통 워크샵을 통하여 교수들은 서로의 연구 분야

를 소개하고 과학기술의 융복합에 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여 과학기술 소통의 기틀을 마련하 다. 

산업기술연구소장인 김 준 교수와 자연과학연구소장인 황운재 교수는“작년 제 2회 워크샵이 끝나고 소

통 워크샵이 과학기술 학의 새로운 전통이 되기를 꿈꾸었는데 약 와의 소통으로 세종캠퍼스의 전통으

로 자리 잡은 것 같아 감개무량하다. 이번 소통 워크샵이 성공리에 진행되어 기쁘고, 교수님들의 참여가

워크샵을 성공리에 마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 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약학 학이

생겨서 과학기술 학과 함께 소통하니 시너지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 된다”는 말을 덧붙 다.  

박형서 미디어문예창작학과 교수
“『작가가 선정한 오늘의 소설』

연속 2회 선정”

미디어문예창작학과 박형

서 교수가 지난 해「자정의

픽션」이『작가가 선정한 오

늘의 소설』로 선정된 데 이

어 올해 다시「아르판」이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작가가 선정한 오늘의 소

설(2012)』은 지난 한 해 발표한 소설과 창작집, 장편소

설을 상으로 이 분야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고 기획의

원들이 의견을 모아 선정한 작품이 담겨 있는 책이다. 2

년 연속 수상은‘작가가 선정한 오늘의 소설’에서도 유

례없는 일이다. 교수님께 당선 소감과 앞으로의 활동 등

을 물었다. 오늘의 소설 당선 소감을 묻자 그는“특정한

취향을 가진 몇몇 심사위원이 아니라 문학분야 전문가

백여 명에 의해 선정된 것이어서 제겐 큰 의미가 있습니

다. 연속 수상이 유례없는 일이라고 합니다만 그건 우연

의 일치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두번째 장편으로 들어

가기 전에 여섯 편의 단편을 더 발표할 계획입니다.

숨을 고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써오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학술연구 지원을 위한 석탑연구상 시상

고려 학교 세종캠퍼스에서는 올해 제 1회 고려 학교

세종캠퍼스 석탑연구상을 시상하 다. 세종캠퍼스 석탑

연구상은 본교 교수들의 연구비 수주 확 와 우수한 학

술논문 증 , 더 나아가 세종캠퍼스 교수 구성원의 연구

마인드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한다. 세종산학협력실에

서는 세종연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임교원들의 학

술논문 실적 및 연구비수주액을 심의하고 석탑연구상 시

상자를 선정하 다. 석탑연구상의 학술논문의 실적이 있는 교수(연간 SSCI 또는 A&HCI 1편 이상, 연간 SCI 5편

이상)를 수상 상자로 정하 다. 이번 석탑연구상은 세종연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술논문분야 11명, 연

구비 수주액 분야 15명, 중복해당 교원 4명으로 총 22명의 교수가 수상하 다. 이 상은 매학기 초에 세종부총장이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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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나 엘리아소프는 미국의 사회학자다. 1998년 그는 어느 마

을 주민들과 함께 지내면서‘참여관찰 연구’를 진행했다. 그들

사이에 정치담론이 어떻게 확산되는지 관찰∙연구했다. 그들

의 정치적 견해를 이끄는 것은 마을의 리더가 아니었다. 주민

회의 등 공식 모임에서 정치 토론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었다.

그의 표현을 빌자면“오직 친 하고 개인적인 시공간에서만”

주민들은 자유롭게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한국에 사는 우리도 정치에

해 공공연하게 화하는 일을 꺼린다. 처음 만난 이는 물론 직

장 동료, 심지어 명절에 모인 친척들 사이에도 정치는 금기시

되는 화 주제다. 자신의 정견을 표현하면, 화 자체가 붕괴

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신 지극히 친

한 누군가와 화할 때, 아마도 중∙고등학교 동창이나 연인과

마주했을 때, 마치 첫사랑의 비 을 실토하듯, 우리는 낮은 목

소리로 정치를 이야기한다. 

‘친 하고 개인적인 시공간’이 원래부터 정치 토론의 자리인

것은 아니다. 이런 자리일수록 화 주제는 사소하고 하찮고

종잡을 수 없다. 별 의미 없(어 보이)는‘잡담과 수다’가 화를

지배한다. 그리고 그 때, 일상의 작은 편린을 털어놓는 시공간

에서 인간사 쟁점 가운데 가장 심각한 정치가 화의 수면 위

로 불쑥 올라오는 것이다. 

그러나 수다를 떨다 불쑥 정치∙사회 현안에 한 의견을 표현

하는 일은 어쨌건 예외적인 사건이다. 혁명은 예외적인 것을

보편적인 것으로 만드는 일이다.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가

일으킨‘혁명’은 간단하다. 보다 많은 사람을 상 로 수시로

잡담하며 화하게 만들었다. 페이스북은 학교 동창들끼리 서

로 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트위터는 직장 동료들끼리 사소

한 수다를 나누기 위해 만들어졌다. SNS를 탄생시킨 천재들이

구상한 것은‘더 많은 친구들과 더 자주 잡담하는 도구’ 다. 

그 도구가 어떤 정치∙사회적 구실을 하게 될지는 발명가들도

몰랐을 것이다. 잡담∙수다는 개인에게 위안을 주고, 재미를

느끼게 하며, 그것에 더 몰입하게 만든다. 그래서 잡담∙수다

는 그 어떤 미디어보다 강력하다. 신문∙방송∙인터넷 미디어

는 (여러 변신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지겹고 따분하다. 시

청자와 독자는 좀체 몰입하지 않는다. 반면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몰입하고 탐닉한다. 본질

적으로 그것은 흥미진진한 수다 또는 잡담이기 때문이다. 게다

가 SNS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광범위한 수다 상 를

확보해준다. 1년에 한번 중∙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을 때나 가

능했던 정치적 잡담∙수다는 이제 수시로 불특정 다수를 상

로 이뤄진다. 

여러 SNS 가운데 트위터가 한국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데

는 이유가 있다. 미국인들은 트위터보다 페이스북을 선호한다.

페이스북은 기존에 알고 있던 친구들과 더 친 하게 사귀는 공

간이다. 반면 트위터는 불특정 다수와 친분을 맺게 한다. 장덕

진 서울 교수(사회학)는“‘연고적 사회자본’이 부족한 미국

인들에겐 페이스북이 더 매력적이지만, 이미 종친회∙동창회

등으로 얽혀 있는 한국인은 잘 모르는 사람들과 공적으로 소통

하는 일에 더 큰 갈증을 느끼는데, 이것이 트위터 사용으로 이

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국의 20~30 가 트위터에 열광하는 데도 이유가 있다. 트위

터에는 140자 이내의 짧은 만 올릴 수 있다. 단순 메시지는

진입 장벽을 크게 낮췄다. 인터넷 카페, 포털 토론방 등에 논

리∙정보를 두루 갖춘 을 올리는 일과 비교하면, 정보∙정

서∙의견을 140자로 압축하여 전하는 것은‘웹 2.0’세 의

감수성에 맞춤한 방식이다. 상 허락이 없어도 마음만 내키면

언제든‘팔로어’(추종자)로 등록해 그의 트위트를 읽을 수 있

는 독특한 연결방식도 다양한 정보∙의견을 갈구하는 2030세

의 상호연결망을 무한 로 넓혔다.

이렇게 하여 트위터를 비롯한 SNS는‘친 한 화’의 새로운

시공간으로 자리잡았다. 19세기 국 철학자 존 스튜어트

이 일찍이 통찰했듯이“ 중은 교회∙정부보다 자신의 주변

인물의 의견을 받아들인다.”SNS 사용자들은 기성 언론∙정

당∙정부∙전문가가 아니라, SNS 친구들과 잡담∙수다하며

혼란스런 이슈에 한 고민을 풀어간다.

소셜미디어 분석기업‘사이람’이 2011년 7~9월 한국인 트위

터 계정 392만7519개에서 만들어진 약 2억3000만건의 트위

트를 분석한 적이 있다. 주로 작성하는 트위트 범주별로 사용

자 계정을 분류하고 이들이 쓴 트위트에 한 평균 리트위트

(전파) 횟수를 산출했더니, 정치 트위트를 주로 쓰는 사용자의

트위트에 한 리트위트(평균 25.77회)가 스포츠 관련 트위트

(평균 6.05회 리트위트), 문화∙연예∙예술 관련 트위트(평균

5.31회 리트위트), 사회 관련 트위트(평균 3.69회 리트위트), 경

제∙경 관련 트위트(평균 3.15회 리트위트)를 압도했다.

지난해 3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또다른 보고서를 보

면, 정치 관련 트위트는 평균 429.04분 동안 리트위트가 지속

되는 데 비해 기술 관련 트위트는 149.88분, 사회 관련 트위트

는 69.56분, 경제 관련 트위트는 66.35분 동안만 지속됐다. 정

치 관련 트위트가 가장 많이 오랫동안 전파되면서 긴 생명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한국의 트위터는 말 그 로 정치적 수다∙잡

담의 공간이다. 

정치적 잡담∙수다는 정치적 자신감을 증폭시킨다. 이준응 서

울 교수(언론정보학)는“가상 공간에서 읽기∙쓰기를 경험

하면서 공적 사안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집단의

등장”에 주목한다. 잡담∙수다 속에 담긴 자신의 사소한 의견

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고, 그들이 친 한(때로는 격렬한)

반응을 되돌려주고, 이를 통해 다시 자신의 의견을 고쳐 잡아

가는 과정에서‘비판적 담론 공중’이 탄생한다는 것이다. 

자신감은 참여와 접한 관련이 있다. 정치학자들은 이를‘정

치 효능감’이라 부른다. 나의 의견∙입장이 사회 변화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실제로 집회∙선거 등에 참여하

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노년 세 는 격변의 50~70년 를

‘반공∙개발의 주체’로 살아왔다. 그들은 사회적 격변을 주도

하겠다는 의식이 강하다. 한국의 중년 세 는 70~80년 를

‘민주화 운동의 주역’으로 살아왔다. 그들은 민주주의∙평

등∙자유의 가치에 예민하며 이를 관철시키려는 의지가 강하

다. 자신의 참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킨 경험을 이들은 공유

하고 있다. 정치적 효능감이 높은 세 인 것이다. 

반면 2030 세 는 경쟁∙시장주의로 고착화된 1997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 변화 보다는 적응을 도모하며 살아왔다. 이들은

세상을 바꾸는 문제보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고민했다.

개인의 참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정치 효능감’이 이들에

겐 희박하다. 이들 세 의 저조한 투표율은 그 결과다. 

트위터를 비롯한 SNS가 사회참여의 통로로 주목받는 데는 이

런 배경이 있다. 지난해‘사이람’의 조사∙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인 트위터 사용자의 평균 연령은 략 28살 정도다. 트위

터 사용자 가운데 20 비율이 48%다. 20 와 30 를 합치면

77%에 이른다. 잡담∙수다를 통해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는

트위터의 주 사용자가 2030 세 라는 뜻이다. 

정치적 효능감을 높인 이들이 실제‘참여∙행동’에 나설 것인

지에 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SNS를 통해 정치적 세례를 받

은 2030 세 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지난 4∙11 총선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아직 세 별 투표율이 나오지 않았다. 설사

이들 세 의 투표율이 낮게 나온다 해도 논란은 남는다. 2030

세 의 투표율은 지난 20여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SNS

덕분에 그나마 투표했다거나, SNS에도 불구하고 투표하지 않

았다는 설명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SNS에서 확산된 잡담∙수다의‘휘발성’에도 불구하

고, 그 휘발성에 걸맞은‘폭발적’투표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신진욱 중앙 교수(사회학)는“트

위터 참여자의 동질성이 높아질수록 공론장의 기능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적이 있다. 끼리끼리 모여 잡담과 수다를 나

누는 행태가 많을수록 새로운 친구를 그 시공간에 참여시키는

일이 힘들어진다는 뜻이다. 새로 만나는 친구가 줄어들면, 잡

담과 수다의 다양성과 폭발성도 다시 줄어든다. 

잡담∙수다는 사회 참여의 엔진이다. SNS는 그 엔진을 2030 세

전체에 장착시켰다. 그러나 끼리끼리 모여 똑같은 잡담∙수

다를 나누기만 한다면, 그 엔진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일시적

쾌감만 도모하고 다음날 아침이면 참담한 일상에 무기력하게

끌려가게 되는, 술자리 뒷담화의 시공간에 머물고 말 것이다. 

SNS를 통한 참여, 

어떻게 볼 것인가

SNS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가

퍼스널 브랜딩을 위한 최상의 도구

SNS 제 로 활용하기

모바일 앱 제작,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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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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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나 엘리아소프는 미국의 사회학자다. 1998년 그는 어느 마

을 주민들과 함께 지내면서‘참여관찰 연구’를 진행했다. 그들

사이에 정치담론이 어떻게 확산되는지 관찰∙연구했다. 그들

의 정치적 견해를 이끄는 것은 마을의 리더가 아니었다. 주민

회의 등 공식 모임에서 정치 토론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었다.

그의 표현을 빌자면“오직 친 하고 개인적인 시공간에서만”

주민들은 자유롭게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한국에 사는 우리도 정치에

해 공공연하게 화하는 일을 꺼린다. 처음 만난 이는 물론 직

장 동료, 심지어 명절에 모인 친척들 사이에도 정치는 금기시

되는 화 주제다. 자신의 정견을 표현하면, 화 자체가 붕괴

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신 지극히 친

한 누군가와 화할 때, 아마도 중∙고등학교 동창이나 연인과

마주했을 때, 마치 첫사랑의 비 을 실토하듯, 우리는 낮은 목

소리로 정치를 이야기한다. 

‘친 하고 개인적인 시공간’이 원래부터 정치 토론의 자리인

것은 아니다. 이런 자리일수록 화 주제는 사소하고 하찮고

종잡을 수 없다. 별 의미 없(어 보이)는‘잡담과 수다’가 화를

지배한다. 그리고 그 때, 일상의 작은 편린을 털어놓는 시공간

에서 인간사 쟁점 가운데 가장 심각한 정치가 화의 수면 위

로 불쑥 올라오는 것이다. 

그러나 수다를 떨다 불쑥 정치∙사회 현안에 한 의견을 표현

하는 일은 어쨌건 예외적인 사건이다. 혁명은 예외적인 것을

보편적인 것으로 만드는 일이다.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가

일으킨‘혁명’은 간단하다. 보다 많은 사람을 상 로 수시로

잡담하며 화하게 만들었다. 페이스북은 학교 동창들끼리 서

로 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트위터는 직장 동료들끼리 사소

한 수다를 나누기 위해 만들어졌다. SNS를 탄생시킨 천재들이

구상한 것은‘더 많은 친구들과 더 자주 잡담하는 도구’ 다. 

그 도구가 어떤 정치∙사회적 구실을 하게 될지는 발명가들도

몰랐을 것이다. 잡담∙수다는 개인에게 위안을 주고, 재미를

느끼게 하며, 그것에 더 몰입하게 만든다. 그래서 잡담∙수다

는 그 어떤 미디어보다 강력하다. 신문∙방송∙인터넷 미디어

는 (여러 변신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지겹고 따분하다. 시

청자와 독자는 좀체 몰입하지 않는다. 반면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몰입하고 탐닉한다. 본질

적으로 그것은 흥미진진한 수다 또는 잡담이기 때문이다. 게다

가 SNS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광범위한 수다 상 를

확보해준다. 1년에 한번 중∙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을 때나 가

능했던 정치적 잡담∙수다는 이제 수시로 불특정 다수를 상

로 이뤄진다. 

여러 SNS 가운데 트위터가 한국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데

는 이유가 있다. 미국인들은 트위터보다 페이스북을 선호한다.

페이스북은 기존에 알고 있던 친구들과 더 친 하게 사귀는 공

간이다. 반면 트위터는 불특정 다수와 친분을 맺게 한다. 장덕

진 서울 교수(사회학)는“‘연고적 사회자본’이 부족한 미국

인들에겐 페이스북이 더 매력적이지만, 이미 종친회∙동창회

등으로 얽혀 있는 한국인은 잘 모르는 사람들과 공적으로 소통

하는 일에 더 큰 갈증을 느끼는데, 이것이 트위터 사용으로 이

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국의 20~30 가 트위터에 열광하는 데도 이유가 있다. 트위

터에는 140자 이내의 짧은 만 올릴 수 있다. 단순 메시지는

진입 장벽을 크게 낮췄다. 인터넷 카페, 포털 토론방 등에 논

리∙정보를 두루 갖춘 을 올리는 일과 비교하면, 정보∙정

서∙의견을 140자로 압축하여 전하는 것은‘웹 2.0’세 의

감수성에 맞춤한 방식이다. 상 허락이 없어도 마음만 내키면

언제든‘팔로어’(추종자)로 등록해 그의 트위트를 읽을 수 있

는 독특한 연결방식도 다양한 정보∙의견을 갈구하는 2030세

의 상호연결망을 무한 로 넓혔다.

이렇게 하여 트위터를 비롯한 SNS는‘친 한 화’의 새로운

시공간으로 자리잡았다. 19세기 국 철학자 존 스튜어트

이 일찍이 통찰했듯이“ 중은 교회∙정부보다 자신의 주변

인물의 의견을 받아들인다.”SNS 사용자들은 기성 언론∙정

당∙정부∙전문가가 아니라, SNS 친구들과 잡담∙수다하며

혼란스런 이슈에 한 고민을 풀어간다.

소셜미디어 분석기업‘사이람’이 2011년 7~9월 한국인 트위

터 계정 392만7519개에서 만들어진 약 2억3000만건의 트위

트를 분석한 적이 있다. 주로 작성하는 트위트 범주별로 사용

자 계정을 분류하고 이들이 쓴 트위트에 한 평균 리트위트

(전파) 횟수를 산출했더니, 정치 트위트를 주로 쓰는 사용자의

트위트에 한 리트위트(평균 25.77회)가 스포츠 관련 트위트

(평균 6.05회 리트위트), 문화∙연예∙예술 관련 트위트(평균

5.31회 리트위트), 사회 관련 트위트(평균 3.69회 리트위트), 경

제∙경 관련 트위트(평균 3.15회 리트위트)를 압도했다.

지난해 3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또다른 보고서를 보

면, 정치 관련 트위트는 평균 429.04분 동안 리트위트가 지속

되는 데 비해 기술 관련 트위트는 149.88분, 사회 관련 트위트

는 69.56분, 경제 관련 트위트는 66.35분 동안만 지속됐다. 정

치 관련 트위트가 가장 많이 오랫동안 전파되면서 긴 생명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한국의 트위터는 말 그 로 정치적 수다∙잡

담의 공간이다. 

정치적 잡담∙수다는 정치적 자신감을 증폭시킨다. 이준응 서

울 교수(언론정보학)는“가상 공간에서 읽기∙쓰기를 경험

하면서 공적 사안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집단의

등장”에 주목한다. 잡담∙수다 속에 담긴 자신의 사소한 의견

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고, 그들이 친 한(때로는 격렬한)

반응을 되돌려주고, 이를 통해 다시 자신의 의견을 고쳐 잡아

가는 과정에서‘비판적 담론 공중’이 탄생한다는 것이다. 

자신감은 참여와 접한 관련이 있다. 정치학자들은 이를‘정

치 효능감’이라 부른다. 나의 의견∙입장이 사회 변화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실제로 집회∙선거 등에 참여하

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노년 세 는 격변의 50~70년 를

‘반공∙개발의 주체’로 살아왔다. 그들은 사회적 격변을 주도

하겠다는 의식이 강하다. 한국의 중년 세 는 70~80년 를

‘민주화 운동의 주역’으로 살아왔다. 그들은 민주주의∙평

등∙자유의 가치에 예민하며 이를 관철시키려는 의지가 강하

다. 자신의 참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킨 경험을 이들은 공유

하고 있다. 정치적 효능감이 높은 세 인 것이다. 

반면 2030 세 는 경쟁∙시장주의로 고착화된 1997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 변화 보다는 적응을 도모하며 살아왔다. 이들은

세상을 바꾸는 문제보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고민했다.

개인의 참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정치 효능감’이 이들에

겐 희박하다. 이들 세 의 저조한 투표율은 그 결과다. 

트위터를 비롯한 SNS가 사회참여의 통로로 주목받는 데는 이

런 배경이 있다. 지난해‘사이람’의 조사∙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인 트위터 사용자의 평균 연령은 략 28살 정도다. 트위

터 사용자 가운데 20 비율이 48%다. 20 와 30 를 합치면

77%에 이른다. 잡담∙수다를 통해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는

트위터의 주 사용자가 2030 세 라는 뜻이다. 

정치적 효능감을 높인 이들이 실제‘참여∙행동’에 나설 것인

지에 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SNS를 통해 정치적 세례를 받

은 2030 세 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지난 4∙11 총선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아직 세 별 투표율이 나오지 않았다. 설사

이들 세 의 투표율이 낮게 나온다 해도 논란은 남는다. 2030

세 의 투표율은 지난 20여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SNS

덕분에 그나마 투표했다거나, SNS에도 불구하고 투표하지 않

았다는 설명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SNS에서 확산된 잡담∙수다의‘휘발성’에도 불구하

고, 그 휘발성에 걸맞은‘폭발적’투표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신진욱 중앙 교수(사회학)는“트

위터 참여자의 동질성이 높아질수록 공론장의 기능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적이 있다. 끼리끼리 모여 잡담과 수다를 나

누는 행태가 많을수록 새로운 친구를 그 시공간에 참여시키는

일이 힘들어진다는 뜻이다. 새로 만나는 친구가 줄어들면, 잡

담과 수다의 다양성과 폭발성도 다시 줄어든다. 

잡담∙수다는 사회 참여의 엔진이다. SNS는 그 엔진을 2030 세

전체에 장착시켰다. 그러나 끼리끼리 모여 똑같은 잡담∙수

다를 나누기만 한다면, 그 엔진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일시적

쾌감만 도모하고 다음날 아침이면 참담한 일상에 무기력하게

끌려가게 되는, 술자리 뒷담화의 시공간에 머물고 말 것이다. 

SNS를 통한 참여, 

어떻게 볼 것인가

SNS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가

퍼스널 브랜딩을 위한 최상의 도구

SNS 제 로 활용하기

모바일 앱 제작,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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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는 한편으로 우리는 SNS의 우려되는 측면들에 해서도

눈길을 돌리게 된다. 가령 사이버 공간과 현실공간의 연속성은

가능한가에 한 우려, 익명이기 때문에 염려되는 기만과 무책

임, 아니면 익명이기 때문에 오는 자유 같은 문제들이다. 이 양

면성과 복합성은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보다는 염려스

럽게 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것들도 기우일 수 있다는 생각

이다. 아이러브스쿨에서 싸이월드로, 페이스북에서 트위터와

미투데이로 이어지는 SNS의 진화에서 염려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성이나 정체성은 오프라인이라고 해서 다를 것도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미디어가 아니라 인간 그 자체일 것

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면서도 감추고자 하는 이중성을 갖는

다. 소셜미디어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사람들은 항상 자

신을‘접속 가능한’상태 속에 놓고 조금은 숨긴다. 이 아이러

니 또한 비관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라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학

자들의 주장이다. 즉 그들은 SNS가‘다중인격 사회의 몰락’이

라는 긍정적 효과를 보여준다고 하 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오프라인에서와는 달리 온라인에서는 올

린 들의 정보나 태도가 누적되어 외려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

하게 된다는 것이다. 누구나 검색하면 금방 탄로날 비일관성을

보인 유명 인사들의 다중인격성이 폭로되어 곤혹을 치루는 예

가 그것이다. 딸이 쓰고 있는 아이패드에 아이클라우드를 설치

해 집에 있는 데스크탑과 공유되도록 했는데, 그걸 모르는 딸

이‘민망한’사진들을 아이패드에 잔뜩 올렸다는 일본의 어느

커뮤니티 채널의 얘기는 애교로 보아줄 일이다. 

소셜미디어의 중심 콘텐츠는 결국 수다이다. 수다를 많이 떨수

록 메시지는 풍부해 진다. 어느 휴 폰 회사의 광고가‘토크,

플레이, 러브’라는 광고 카피로 휴 폰의 다양한 사회 문화적

기능을 부각하 는데, 이야말로 오늘의 소셜 미디어의 속성을

잘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우리는‘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

다.’라는 말을 바꾸어‘나는 수다 떤다, 고로 존재한다.’혹은

‘나는 인지된다. 고로 존재한다’로 바꾸어 말하는 SNS의 생리

에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되었다. 그리하여 SNS는 과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가 라는 물음에 긍정적이게 소셜해

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홍 리, SNS를 활용한 퍼스널 브랜딩에 눈뜨다.

“홍 리, 이번 신입사원 서류전형은 홍 리가 직접 해보지.”

“예? 제가요?”

갑작스런 윤 부장의 지시에 홍 리는 얼떨떨했다.

“이번 신입사원 채용은 각 부서별 담당자의 의견을 최 한 수

렴해서 진행하기로 해서 말이야. 각팀별 서류전형 담당자를 지

정하기로 했는데, 홍보팀은 역시 홍 리 아니겠어?”

감언이설인줄 알면서도 홍 리는 기분이 좋았다.

“예써~~!”

입사지원 서류는 정말 많았다. 처음엔 호기심 반, 흥미 반으로

입사 서류를 찬찬히 살펴보던 홍 리는 조금씩 지루해졌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모두 정형화된 틀에 짜여 있어서인지,

생각 보다 눈에 띄는 사람을 선별하기가 쉽지 않아서 다.

‘음, 홍보팀 직원 채용 기준부터 정해볼까? 우선, 성실하고 책

임감 강한 사람, 이건 뭐 기본이고. 그 다음 중요한 건 홍보 마

인드를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와 홍보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인맥관리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등인데...”

그동안 사용하던 휴 폰을 스마트폰으로 바꾼 지 일 년이 넘었

다. 기능이 많아서 사용법을 모두 익혀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

는 형편이지만 소위 소셜미디어로서의 스마트폰의 기능과 속

도에 놀라고 있는 중이다. 스마트폰이 손바닥 안의 컴퓨터로

변신하면서 우리가 맛보게 되는 사이버 공간의 확장과 그 역

은 단해졌으며, 거의 분기별로 출시되는 새로운 제품의 기능

또한 경이로워졌다.

휴 폰을 처음 쓰던 90년 말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지만

이제 그것은 SNS시 의 구석기적 유물로 창고에 들어간 지 오

래다. 스마트폰은 버튼에서 터치의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부터

가 매끄럽다. 카카오톡으로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지금 모하

니?라고 시비를 거니 유나 지금 잠들었어요, 라는 문자와 함께

손녀의 사진 한 장이 화면에 떠오른다. 그러나 이것은 PC와 스

마트폰의 기본 기능이고 페이스북을 열면 알만한 이들의‘지

금’이 생생하게 중계된다. 

내가 처음 페이스북에 가입 하자마자 즉각 실시간으로 나를 인

식하는‘친구’들에게 놀라서 요즘은 주로 그들의 근황을 훔쳐

보는 재미가 많다. 캐나다에 유학중인 처조카와 그의 서울 친

구와 주고받는 수다를 옆에서 보고 반가운 나머지 을 남겼더

니 곧장 답이 왔다. “앗 고모부! 연락 못드려 죄송. 저는 잘 지내

요.”라는 짧은 답변과 함께 스키장에서 찍은 사진 한 컷이 곁들

여 있었다. 더 쓰려고 했으나 녀석의 다른 수다를 방해하고 싶

지 않아 다른 페이지를 자 졸업생 Y양의 수다가 뜬다. 신혼

인 그녀는 요즘 이제 돌 지난 아이에게 빠져있다. 그녀의 페이

스북에는 아이의 모습이 매일 새것으로 올라오고 육아일기도

곁들인다. 그리고는 가끔“우리집 선인장 중 한 녀석이 머리꼭

지가 아파서 갈색으로 흉이 생겼다. 그게 언젠지 계산이 안 될

만큼 가물거리는데, 오늘 보니 갈색 흉터 위로도 많이 자라있

다...”운운하는 집안의 화초에 한 단상을 올리고 있다. 학

원의 K군은 그가 이번에 새로 구입한 들뢰즈의 어떤 책의 표지

에 관해 얘기했고 이상의 소설은 **출판사 것보다는 **출판사

것을 사라는 광도고 서비스하고 있었다. J군이 올려놓은 사진

이 맘에 들어 참지 못하고“사진 조타. 너 소설 그만 하고 사진

해라”고 칭찬을 늘어놓았더니“감사합니다. 그냥 장난 삼아

서...ㅎㅎ”라고 겸손을 부려왔다. SNS는 이제 일상 속으로 깊

이 들어와 있다. 전철이나 버스 안의 풍경을 스마트폰이 장악

한 지도 오래다. 모두들 여기저기에서 남녀노소 없이 스마트폰

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은 오늘의 우리들의 소통구조의 단면을

보여준다. 그들은 혼자 웃거나 혹은 무심한 표정으로 누군가에

게 무언가를 보내고, 보내온 것을 읽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처

한 인간적 관계와 그것을 타인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에

한 생각들에 몰두한 것처럼 보인다. “지금 모해?”라는 한마디

를 문득 날려 보내고 상 방은 즉각“라면+밥”이라는 답이 온

다. “컵면?”“나가사끼”이 무의미하고 짧은 화를 통해 그들

은 서로간의‘지금’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 인연을 소중한 것으

로 여기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짧고 빈번하게 이루어

지는 이들의‘만남’이야말로 오프라인에서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사람들은 서로에게‘링크’되기를 근원적으로 바라고 있다. 그

들은 자신의 삶의 근원적인 고독을 달래는 방법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찾는다. 과거에는 따로 시간을 내서 약속을 잡고 특

정한 장소에 나가서 그 관계를 만들려 하지만 SNS는 이러한 시

공간의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해 준다.  싸이월드는 친구의 사

이트에 암호를 거나 입장을 허락받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을 남겨야하지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상호간 혹은 한 사

람이 여러 사람을 실시간으로 상 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니최

의 소셜미디어인 셈이다. 더구나 어느 커뮤니케이션 학자는 인

간들의 관계망이라는 측면에서 세상이 얼마나 좁은지를 증명하

다 한다. 그는 여섯 단계의 사람만 거치면 세상의 모든 사람

과 연결이 된다고 하 고, 한국의 어느 연구기관에서의 연구로

는 불과 4.6명을 거치면 어떤 사람과도 연결이 된다고 하 다.

그러나 무어니 무어니 해도 소셜미디어의 핵심은 그 변화와 전

파력의 속도에 있는 것 같다. 나의 블로그는 오래되어 자주 새

을 올리지 않아 다녀간 사람의 수도 작지만 꾸준히 누군가가

다녀간 흔적은 남는다. 블로그의 주인인 나와 직접적인 소통은

아니더라도 나를 아는 어떤 이가, 또는 내가 올린 과 유관한

어떤 이가 다녀갔다는 통계에서 그들과의 또 다른 의미의‘소

통’을 경험하곤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SNS의 꽃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이르면 그 작

은 화들의 리얼함은 강렬해진다. 남의 논문을 표절해서 국회

의원에 출마한 문아무개 후보는 네티즌들에 의해 즉각‘문제

록스’라는 별명이 붙여졌다. 공 방송에서 노조하다가 쫓겨난

R씨가 팟캐스트 방송에 뉴스캐스터로 나오니 사람들은 그를

동지섣달 꽃본듯이 했다. 팟캐스트 방송이나 유튜브는 이처

럼 마치 전시체제나 독재시절의 지하방송을 듣는 은 함의 기

분까지를 함께 제공해주기도 한다.  

서종택

전남 강진 출생. 고려 학교 국문학과 졸업. 1969년 단편 '수 '(월간문학), '외

출'(문화비평)을 발표. 1979년 홍익 국어교육학과 조교수, 이후 1985년부터

2010년까지 고려 인문 국문학과와 문예창작학과 교수 역임. <외출>(전예

원, 1977), <선주하평전>(고려원, 1989), <백치의 여름>(나남, 1998), <풍경과

시간>(새미, 2001), <원무>(나남, 2004) 드의 창작집과 <한국 근 소설의 구조

>(시문학사, 1982), <문학이란 무엇인가>(공저)(청하, 1992), <한국현 소설사

론>(고려 출판부, 1999), <변시지>(열화당, 2000) 등의 논저를 냈다. 현재 고려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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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가 퍼스널 브랜딩을 위한 최상의 도구

SNS 제 로 활용하기

장경아

ㄜ디자인하우스 편집기자를 시작으로 ㄜ윤디자인연구소 웹진‘정 ’총괄팀장

과 ㄜ아이피스의 마케팅 팀장을 역임했다. 2008년부터 ㄜ윤디자인연구소 콘텐

츠 전문계열사인 ㄜ엉뚱상상 사업총괄이사로 재직하면서, 소셜미디어와 SNS

업무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SNS천재가 된 홍 리> 저자.

소셜미디어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

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위키, UCC, 마이크로 블로그 등으로 구

분된다.

SNS

사용자간의 자유로운 의사 소통과 정보 공유, 인맥 확 등을 통해 사

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강화시켜주는 온라인 플랫폼. 트위터, 페이스

북, 마이스페이스, 링크드인, 미투데이 등이 있다.

트위터(twitter) 

PC나 스마트폰 등으로 주변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140자 내외로

적어 공유하는 표 SNS. 

블로그(blog)

웹(web) 로그(log)의 줄임말로, ‘웹상에 기록하는 일지’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정보를 공유하고 여론을 형성할 수도 있는 소셜미디어의

표성을 띠고 있다. 최근 SNS 열풍의 시초. 

페이스북(facebook)

로벌 SNS 중 급부상하고 있는 서비스. 친구찾기 기능 등을 통해 웹

상에서 이용자들이 인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

멘토의 팁

소셜미디어와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급부상하면서 소셜마케

팅, 소셜커머스, 소셜브랜딩 등‘소셜’이라는 키워드가 세가 되고 있

습니다. 이제 SNS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사항은, ‘어떻게 소

셜미디어와 SNS를 잘 활용할 것인가’입니다. 소셜미디어는 1인 미디

어로 시작한 만큼, 개인의 이미지 구축이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즉, 소셜미디어나 SNS는 퍼스널 브랜딩의

가장 효과적인 매개체라고도 할 수 있죠. 퍼스널 브랜딩이 필요한 분야

는 아무래도 면접, 취업, 이미지 메이킹, 자기계발 등이라 할 수 있습니

다. 그렇다면, SNS를 활용한 퍼스널 브랜딩 작업에 있어 중요하게 여

겨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아이덴티티’입니다. 블로그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

디어를 활용하는데 있어‘나만의 전문성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퍼스널 브랜딩을 목적으로 SNS를 활용

코자 한다면, 선택한 SNS에 주로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인가를 결정한

후, 관련 주제와 연관된 내용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후죽

순격으로 여러 정보를 이것저것 끼워맞추듯 다루다보면, 일관된 이미

지도 전문성도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에 을 올리는 것도 나

만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분야를 선별해서 지속적으로 해

당 정보를 올릴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트위터에 멘션을 남기는

것이나 페이스북 담벼락에 을 올리는데 있어서도 본인의 특장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번째‘차별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차별화’란, 어디서 본듯한

들의 짜맞추기가 아닌, 가능한 내 생각, 내 관점에서 접근하고 내 의견

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솔한 이야기’야말로, 가

장 강력한 나만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반드시‘진실

성’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내 이 아닌 남의 을 아무렇지 않게

도용한다거나, 자신의 관심 분야가 아님에도 그럴싸하게 포장만 한

들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번째‘관계관리’입니다. 흔히들 SNS를 이야기할 때‘소통’의 중요

성을 이야기하죠. 특히, SNS는 어떤 매체보다도 자신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에, 일방적인 자기자랑 보다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에 집중해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이 관계관

리는 인맥관리로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트위터 팔로우와 팔로잉, 페이

스북 친구 등을 통한 관계는 중요한 인맥 자원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

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셜미디어’자체가 개방, 공유, 소통이라는

개념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올리고 있는 이나

이미지가‘개방’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이미지 메이킹

에 부합되는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 공유와 소통

의 장이라는 소셜미디어의 기본 성격에 맞게 퍼스널 브랜딩 작업을 진

행해야 그 효과도 기 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SNS를 활용한 자신만의 멋진 퍼스널 브랜딩,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이때 이력서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유일한. 홍 리가 몇번 방

문한 적 있는‘일한의 하루’블로그에서 봤던 그 인물로 여겨

졌다. 이력서에 게재된 블로그 주소로 들어가보니 역시 같은

인물이었다. 

“개인적으로 좀 안다고 해서 무조건 채용해선 안 되지. 어디 보

자. 블로그에 어떤 들을 올렸었더라?”

그리고보니 유일한 씨 블로그에는 마케팅과 홍보 분야의 들

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다. 최근 트렌드 뿐 아니라 본인의 의

견을 덧붙여 다른 사람의 들을 발췌한 들도 보 다. 이외

에도 여행이나 사진 등 유일한 씨의 취향 및 취미, 스타일까지

파악할 수 있는 들도 올라와 있어서, 읽다보니 유일한 씨의

성격까지 파악되는 듯했다.  

“홍 리, 신입사원 서류심사는 잘 돼가?”

휴게실에서 만난 업팀 조 리 다. 조 리 역시 업팀 신

입사원 서류전형을 맡고 있었다.

“지원자는 많은데 특출나게 드러나는 사람은 많지 않네. 그런

데 말야. 내가 전에 몇 번 방문한 적 있는 블로그를 운 하던

사람이 지원을 했어. 왠지 잘 아는 사람 같아 반갑더라구.”

“그래, 우리 업팀 지원자 중에도 나랑 트위터 맞팔하는 사람

이 지원했지 뭐야. 서로 열심히 RT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보면 세상 참 좁아.”

조 리와 인사를 나누고 돌아서던 홍 리는 불현듯 SNS가

이제는 자신만의 퍼스널 브랜딩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지 생각했다. 그동안 소셜미디어나 SNS를 정보 공유 혹은

소통의 장으로만 생각했는데, 퍼스널 브랜딩 역할도 톡톡히 하

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왔다. 

SNS에
해

알아두어야 할 것 � SNS에
해

알아두어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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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는 한편으로 우리는 SNS의 우려되는 측면들에 해서도

눈길을 돌리게 된다. 가령 사이버 공간과 현실공간의 연속성은

가능한가에 한 우려, 익명이기 때문에 염려되는 기만과 무책

임, 아니면 익명이기 때문에 오는 자유 같은 문제들이다. 이 양

면성과 복합성은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보다는 염려스

럽게 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것들도 기우일 수 있다는 생각

이다. 아이러브스쿨에서 싸이월드로, 페이스북에서 트위터와

미투데이로 이어지는 SNS의 진화에서 염려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성이나 정체성은 오프라인이라고 해서 다를 것도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미디어가 아니라 인간 그 자체일 것

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면서도 감추고자 하는 이중성을 갖는

다. 소셜미디어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사람들은 항상 자

신을‘접속 가능한’상태 속에 놓고 조금은 숨긴다. 이 아이러

니 또한 비관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라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학

자들의 주장이다. 즉 그들은 SNS가‘다중인격 사회의 몰락’이

라는 긍정적 효과를 보여준다고 하 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오프라인에서와는 달리 온라인에서는 올

린 들의 정보나 태도가 누적되어 외려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

하게 된다는 것이다. 누구나 검색하면 금방 탄로날 비일관성을

보인 유명 인사들의 다중인격성이 폭로되어 곤혹을 치루는 예

가 그것이다. 딸이 쓰고 있는 아이패드에 아이클라우드를 설치

해 집에 있는 데스크탑과 공유되도록 했는데, 그걸 모르는 딸

이‘민망한’사진들을 아이패드에 잔뜩 올렸다는 일본의 어느

커뮤니티 채널의 얘기는 애교로 보아줄 일이다. 

소셜미디어의 중심 콘텐츠는 결국 수다이다. 수다를 많이 떨수

록 메시지는 풍부해 진다. 어느 휴 폰 회사의 광고가‘토크,

플레이, 러브’라는 광고 카피로 휴 폰의 다양한 사회 문화적

기능을 부각하 는데, 이야말로 오늘의 소셜 미디어의 속성을

잘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우리는‘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

다.’라는 말을 바꾸어‘나는 수다 떤다, 고로 존재한다.’혹은

‘나는 인지된다. 고로 존재한다’로 바꾸어 말하는 SNS의 생리

에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되었다. 그리하여 SNS는 과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가 라는 물음에 긍정적이게 소셜해

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홍 리, SNS를 활용한 퍼스널 브랜딩에 눈뜨다.

“홍 리, 이번 신입사원 서류전형은 홍 리가 직접 해보지.”

“예? 제가요?”

갑작스런 윤 부장의 지시에 홍 리는 얼떨떨했다.

“이번 신입사원 채용은 각 부서별 담당자의 의견을 최 한 수

렴해서 진행하기로 해서 말이야. 각팀별 서류전형 담당자를 지

정하기로 했는데, 홍보팀은 역시 홍 리 아니겠어?”

감언이설인줄 알면서도 홍 리는 기분이 좋았다.

“예써~~!”

입사지원 서류는 정말 많았다. 처음엔 호기심 반, 흥미 반으로

입사 서류를 찬찬히 살펴보던 홍 리는 조금씩 지루해졌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모두 정형화된 틀에 짜여 있어서인지,

생각 보다 눈에 띄는 사람을 선별하기가 쉽지 않아서 다.

‘음, 홍보팀 직원 채용 기준부터 정해볼까? 우선, 성실하고 책

임감 강한 사람, 이건 뭐 기본이고. 그 다음 중요한 건 홍보 마

인드를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와 홍보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인맥관리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등인데...”

그동안 사용하던 휴 폰을 스마트폰으로 바꾼 지 일 년이 넘었

다. 기능이 많아서 사용법을 모두 익혀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

는 형편이지만 소위 소셜미디어로서의 스마트폰의 기능과 속

도에 놀라고 있는 중이다. 스마트폰이 손바닥 안의 컴퓨터로

변신하면서 우리가 맛보게 되는 사이버 공간의 확장과 그 역

은 단해졌으며, 거의 분기별로 출시되는 새로운 제품의 기능

또한 경이로워졌다.

휴 폰을 처음 쓰던 90년 말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지만

이제 그것은 SNS시 의 구석기적 유물로 창고에 들어간 지 오

래다. 스마트폰은 버튼에서 터치의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부터

가 매끄럽다. 카카오톡으로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지금 모하

니?라고 시비를 거니 유나 지금 잠들었어요, 라는 문자와 함께

손녀의 사진 한 장이 화면에 떠오른다. 그러나 이것은 PC와 스

마트폰의 기본 기능이고 페이스북을 열면 알만한 이들의‘지

금’이 생생하게 중계된다. 

내가 처음 페이스북에 가입 하자마자 즉각 실시간으로 나를 인

식하는‘친구’들에게 놀라서 요즘은 주로 그들의 근황을 훔쳐

보는 재미가 많다. 캐나다에 유학중인 처조카와 그의 서울 친

구와 주고받는 수다를 옆에서 보고 반가운 나머지 을 남겼더

니 곧장 답이 왔다. “앗 고모부! 연락 못드려 죄송. 저는 잘 지내

요.”라는 짧은 답변과 함께 스키장에서 찍은 사진 한 컷이 곁들

여 있었다. 더 쓰려고 했으나 녀석의 다른 수다를 방해하고 싶

지 않아 다른 페이지를 자 졸업생 Y양의 수다가 뜬다. 신혼

인 그녀는 요즘 이제 돌 지난 아이에게 빠져있다. 그녀의 페이

스북에는 아이의 모습이 매일 새것으로 올라오고 육아일기도

곁들인다. 그리고는 가끔“우리집 선인장 중 한 녀석이 머리꼭

지가 아파서 갈색으로 흉이 생겼다. 그게 언젠지 계산이 안 될

만큼 가물거리는데, 오늘 보니 갈색 흉터 위로도 많이 자라있

다...”운운하는 집안의 화초에 한 단상을 올리고 있다. 학

원의 K군은 그가 이번에 새로 구입한 들뢰즈의 어떤 책의 표지

에 관해 얘기했고 이상의 소설은 **출판사 것보다는 **출판사

것을 사라는 광도고 서비스하고 있었다. J군이 올려놓은 사진

이 맘에 들어 참지 못하고“사진 조타. 너 소설 그만 하고 사진

해라”고 칭찬을 늘어놓았더니“감사합니다. 그냥 장난 삼아

서...ㅎㅎ”라고 겸손을 부려왔다. SNS는 이제 일상 속으로 깊

이 들어와 있다. 전철이나 버스 안의 풍경을 스마트폰이 장악

한 지도 오래다. 모두들 여기저기에서 남녀노소 없이 스마트폰

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은 오늘의 우리들의 소통구조의 단면을

보여준다. 그들은 혼자 웃거나 혹은 무심한 표정으로 누군가에

게 무언가를 보내고, 보내온 것을 읽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처

한 인간적 관계와 그것을 타인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에

한 생각들에 몰두한 것처럼 보인다. “지금 모해?”라는 한마디

를 문득 날려 보내고 상 방은 즉각“라면+밥”이라는 답이 온

다. “컵면?”“나가사끼”이 무의미하고 짧은 화를 통해 그들

은 서로간의‘지금’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 인연을 소중한 것으

로 여기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짧고 빈번하게 이루어

지는 이들의‘만남’이야말로 오프라인에서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사람들은 서로에게‘링크’되기를 근원적으로 바라고 있다. 그

들은 자신의 삶의 근원적인 고독을 달래는 방법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찾는다. 과거에는 따로 시간을 내서 약속을 잡고 특

정한 장소에 나가서 그 관계를 만들려 하지만 SNS는 이러한 시

공간의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해 준다.  싸이월드는 친구의 사

이트에 암호를 거나 입장을 허락받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을 남겨야하지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상호간 혹은 한 사

람이 여러 사람을 실시간으로 상 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니최

의 소셜미디어인 셈이다. 더구나 어느 커뮤니케이션 학자는 인

간들의 관계망이라는 측면에서 세상이 얼마나 좁은지를 증명하

다 한다. 그는 여섯 단계의 사람만 거치면 세상의 모든 사람

과 연결이 된다고 하 고, 한국의 어느 연구기관에서의 연구로

는 불과 4.6명을 거치면 어떤 사람과도 연결이 된다고 하 다.

그러나 무어니 무어니 해도 소셜미디어의 핵심은 그 변화와 전

파력의 속도에 있는 것 같다. 나의 블로그는 오래되어 자주 새

을 올리지 않아 다녀간 사람의 수도 작지만 꾸준히 누군가가

다녀간 흔적은 남는다. 블로그의 주인인 나와 직접적인 소통은

아니더라도 나를 아는 어떤 이가, 또는 내가 올린 과 유관한

어떤 이가 다녀갔다는 통계에서 그들과의 또 다른 의미의‘소

통’을 경험하곤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SNS의 꽃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이르면 그 작

은 화들의 리얼함은 강렬해진다. 남의 논문을 표절해서 국회

의원에 출마한 문아무개 후보는 네티즌들에 의해 즉각‘문제

록스’라는 별명이 붙여졌다. 공 방송에서 노조하다가 쫓겨난

R씨가 팟캐스트 방송에 뉴스캐스터로 나오니 사람들은 그를

동지섣달 꽃본듯이 했다. 팟캐스트 방송이나 유튜브는 이처

럼 마치 전시체제나 독재시절의 지하방송을 듣는 은 함의 기

분까지를 함께 제공해주기도 한다.  

서종택

전남 강진 출생. 고려 학교 국문학과 졸업. 1969년 단편 '수 '(월간문학), '외

출'(문화비평)을 발표. 1979년 홍익 국어교육학과 조교수, 이후 1985년부터

2010년까지 고려 인문 국문학과와 문예창작학과 교수 역임. <외출>(전예

원, 1977), <선주하평전>(고려원, 1989), <백치의 여름>(나남, 1998), <풍경과

시간>(새미, 2001), <원무>(나남, 2004) 드의 창작집과 <한국 근 소설의 구조

>(시문학사, 1982), <문학이란 무엇인가>(공저)(청하, 1992), <한국현 소설사

론>(고려 출판부, 1999), <변시지>(열화당, 2000) 등의 논저를 냈다. 현재 고려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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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가 퍼스널 브랜딩을 위한 최상의 도구

SNS 제 로 활용하기

장경아

ㄜ디자인하우스 편집기자를 시작으로 ㄜ윤디자인연구소 웹진‘정 ’총괄팀장

과 ㄜ아이피스의 마케팅 팀장을 역임했다. 2008년부터 ㄜ윤디자인연구소 콘텐

츠 전문계열사인 ㄜ엉뚱상상 사업총괄이사로 재직하면서, 소셜미디어와 SNS

업무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SNS천재가 된 홍 리> 저자.

소셜미디어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

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위키, UCC, 마이크로 블로그 등으로 구

분된다.

SNS

사용자간의 자유로운 의사 소통과 정보 공유, 인맥 확 등을 통해 사

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강화시켜주는 온라인 플랫폼. 트위터, 페이스

북, 마이스페이스, 링크드인, 미투데이 등이 있다.

트위터(twitter) 

PC나 스마트폰 등으로 주변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140자 내외로

적어 공유하는 표 SNS. 

블로그(blog)

웹(web) 로그(log)의 줄임말로, ‘웹상에 기록하는 일지’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정보를 공유하고 여론을 형성할 수도 있는 소셜미디어의

표성을 띠고 있다. 최근 SNS 열풍의 시초. 

페이스북(facebook)

로벌 SNS 중 급부상하고 있는 서비스. 친구찾기 기능 등을 통해 웹

상에서 이용자들이 인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

멘토의 팁

소셜미디어와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급부상하면서 소셜마케

팅, 소셜커머스, 소셜브랜딩 등‘소셜’이라는 키워드가 세가 되고 있

습니다. 이제 SNS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사항은, ‘어떻게 소

셜미디어와 SNS를 잘 활용할 것인가’입니다. 소셜미디어는 1인 미디

어로 시작한 만큼, 개인의 이미지 구축이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즉, 소셜미디어나 SNS는 퍼스널 브랜딩의

가장 효과적인 매개체라고도 할 수 있죠. 퍼스널 브랜딩이 필요한 분야

는 아무래도 면접, 취업, 이미지 메이킹, 자기계발 등이라 할 수 있습니

다. 그렇다면, SNS를 활용한 퍼스널 브랜딩 작업에 있어 중요하게 여

겨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아이덴티티’입니다. 블로그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

디어를 활용하는데 있어‘나만의 전문성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퍼스널 브랜딩을 목적으로 SNS를 활용

코자 한다면, 선택한 SNS에 주로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인가를 결정한

후, 관련 주제와 연관된 내용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후죽

순격으로 여러 정보를 이것저것 끼워맞추듯 다루다보면, 일관된 이미

지도 전문성도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에 을 올리는 것도 나

만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분야를 선별해서 지속적으로 해

당 정보를 올릴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트위터에 멘션을 남기는

것이나 페이스북 담벼락에 을 올리는데 있어서도 본인의 특장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번째‘차별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차별화’란, 어디서 본듯한

들의 짜맞추기가 아닌, 가능한 내 생각, 내 관점에서 접근하고 내 의견

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솔한 이야기’야말로, 가

장 강력한 나만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반드시‘진실

성’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내 이 아닌 남의 을 아무렇지 않게

도용한다거나, 자신의 관심 분야가 아님에도 그럴싸하게 포장만 한

들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번째‘관계관리’입니다. 흔히들 SNS를 이야기할 때‘소통’의 중요

성을 이야기하죠. 특히, SNS는 어떤 매체보다도 자신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에, 일방적인 자기자랑 보다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에 집중해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이 관계관

리는 인맥관리로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트위터 팔로우와 팔로잉, 페이

스북 친구 등을 통한 관계는 중요한 인맥 자원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

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셜미디어’자체가 개방, 공유, 소통이라는

개념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올리고 있는 이나

이미지가‘개방’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이미지 메이킹

에 부합되는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 공유와 소통

의 장이라는 소셜미디어의 기본 성격에 맞게 퍼스널 브랜딩 작업을 진

행해야 그 효과도 기 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SNS를 활용한 자신만의 멋진 퍼스널 브랜딩,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이때 이력서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유일한. 홍 리가 몇번 방

문한 적 있는‘일한의 하루’블로그에서 봤던 그 인물로 여겨

졌다. 이력서에 게재된 블로그 주소로 들어가보니 역시 같은

인물이었다. 

“개인적으로 좀 안다고 해서 무조건 채용해선 안 되지. 어디 보

자. 블로그에 어떤 들을 올렸었더라?”

그리고보니 유일한 씨 블로그에는 마케팅과 홍보 분야의 들

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다. 최근 트렌드 뿐 아니라 본인의 의

견을 덧붙여 다른 사람의 들을 발췌한 들도 보 다. 이외

에도 여행이나 사진 등 유일한 씨의 취향 및 취미, 스타일까지

파악할 수 있는 들도 올라와 있어서, 읽다보니 유일한 씨의

성격까지 파악되는 듯했다.  

“홍 리, 신입사원 서류심사는 잘 돼가?”

휴게실에서 만난 업팀 조 리 다. 조 리 역시 업팀 신

입사원 서류전형을 맡고 있었다.

“지원자는 많은데 특출나게 드러나는 사람은 많지 않네. 그런

데 말야. 내가 전에 몇 번 방문한 적 있는 블로그를 운 하던

사람이 지원을 했어. 왠지 잘 아는 사람 같아 반갑더라구.”

“그래, 우리 업팀 지원자 중에도 나랑 트위터 맞팔하는 사람

이 지원했지 뭐야. 서로 열심히 RT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보면 세상 참 좁아.”

조 리와 인사를 나누고 돌아서던 홍 리는 불현듯 SNS가

이제는 자신만의 퍼스널 브랜딩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지 생각했다. 그동안 소셜미디어나 SNS를 정보 공유 혹은

소통의 장으로만 생각했는데, 퍼스널 브랜딩 역할도 톡톡히 하

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왔다. 

SNS에
해

알아두어야 할 것 � SNS에
해

알아두어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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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웹과 모바일 앱의 차이가 무엇일까. 의외로 답은 간단

하다. 모바일 웹(web)은 웹 브라우저(익스플로러, 크롬, 사파

리, 오페라 등)에서 검색창이나 주소창을 통해 접속했을때 기

능이 수행되는데, Script 언어, Html을 이용하여 특정 서버 내

에 구현하는 형태이고, 모바일 앱(app)은 각자의 단말기에 앱

스토어, 마켓를 통해 다운 받은 후 인스톨을 거쳐 동작되고, 전

용 개발 툴을 통해 개인 PC에서 구현된다. 쉽게 말해, 워드나

엑셀 같은 프로그램이 앱 방식이고, 네이버나 다음 등 인터넷

을 전제로 설계된 방식이 웹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고려 학교 세종캠퍼스 재학생들이 모여 모바일 앱을 제작하

는 모임이 있다. 모임 이름은 mobile의 앞 자를 딴 MOB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

람들이 모여 만든 모임이다. 현재 정식 동아리로 등록하기 위

해 준비 중에 있으며 지난 2010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최의

모바일 s/w 공모전, 2011년 본교 모바일 공모전과 남원시 공

모전, 2012년에는 네오위즈 공모전 등에 출전하여 다수의 화

려한 수상경력이 있다. 이들은 부분의 공모전에서는 프로토

타입 형 제작에 그쳤다가 올해 공식적으로‘마켓’을 통해 앱을

출시했다.

본교의 기숙사, 호연학사 사생들을 위한 앱, ‘호연누리’가 또

MOB의 작품인데, 올해 3월 2일부터 정식 배포되었다. ‘호연

누리’앱은 아이폰 사용자와 안드로이드폰 사용자 모두가 이

용 가능하도록 제작되었고, 4월 9일 기준 누적사용자수는

1,200명을 넘어섰고 앞으로도 이용자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MOB 부원들을 만나 그들이 직접 만든 앱, ‘호연누리’의 제작

과정을 알아보았다. ‘호연누리’의 아이폰 개발 담당 이승준(전

정 06′) 학우가 제작 동기를 밝혔다. “제가 2010년부터 호연학

사 사생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문자나 자보를 통해 사생들에

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지사항을 알리는데 한계가 많았습니

다. 정보 전달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

결할 방법을 고민하다 사생들을 위한 앱을 만들어보자 해서 개

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팀을 만들어 지난 겨울부터 본격

앱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2011년 12월부터 시작된 앱 개발은 네 가지 주요 목표에 착안

하여 기획에서 프로그램 개발, 디자인까지 전부 MOB 부원들

의 손을 거쳐 제작되었다. 그들이 중요하여 여긴 네 가지 목표

는 ①공지 사항 전달, ②호연학사∙진리관∙학관 등의 식단표

③신입생들을 위한 셔틀버스 시간표 등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

④기숙사생들을 위한 소셜 네트워크 생성이다. 아이폰 개발 담

당자 이승준 학우와 안드로이드 개발 담당자 채 훈(전자및정

보 11′) 학우와 디자인 담당 권민정(중국 09′), 이서희(홍익

애니메이션 09′) 학우까지 4명의 학우는 기획단계부터 함께하

여 UI(User interface)와 UX(User experience)를 고려하여 사용

자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앱을 개발하 다.     

학생들끼리만 모여 앱을 만들기에 힘든 점을 묻자 이승준 학

우가 답했다. “사실 앱 개발에 여러 사람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한 사람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팀을 구성해서 앱을 만들 때 좋

은 점은 기획단계에서 콘셉트과 콘텐츠를 정하는데 다각적으

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를 학습해야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면 그리 어렵고 막막한 분

야가 아니에요. 재밌는 부분도 많아요.(웃음) 앱 개발을 생각하

고 있는 학우가 있다면 단순히 디자인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매

진하지 말고 보다 넓은 시각으로 사용자의 needs를 먼저 알아

보는 통찰력을 키우기를 추천합니다. MOB에 연락해서 물어

보셔도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일단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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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웹과 모바일 앱의 차이가 무엇일까. 의외로 답은 간단

하다. 모바일 웹(web)은 웹 브라우저(익스플로러, 크롬, 사파

리, 오페라 등)에서 검색창이나 주소창을 통해 접속했을때 기

능이 수행되는데, Script 언어, Html을 이용하여 특정 서버 내

에 구현하는 형태이고, 모바일 앱(app)은 각자의 단말기에 앱

스토어, 마켓를 통해 다운 받은 후 인스톨을 거쳐 동작되고, 전

용 개발 툴을 통해 개인 PC에서 구현된다. 쉽게 말해, 워드나

엑셀 같은 프로그램이 앱 방식이고, 네이버나 다음 등 인터넷

을 전제로 설계된 방식이 웹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고려 학교 세종캠퍼스 재학생들이 모여 모바일 앱을 제작하

는 모임이 있다. 모임 이름은 mobile의 앞 자를 딴 MOB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

람들이 모여 만든 모임이다. 현재 정식 동아리로 등록하기 위

해 준비 중에 있으며 지난 2010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최의

모바일 s/w 공모전, 2011년 본교 모바일 공모전과 남원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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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5일 6시 30분에 농심국제관 English Cafe에서 ITS(International Town at Sejong) 입교식과 환 회 행사가 있었다. 이번 학

기의 ITS 프로그램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Easter Holiday Dinner, Mother's Day Event, 성년의 날 이벤트 등 학기에 적절한 행

사를 개최하고 수료식을 마지막으로 6월 4일에 모든 일정이 끝날 예정이다. 

국제교류교육원에서는 운 하는 ITS 프로그램은 재학생들이 미국의 교환학생들과 함께 진리관에서 3인 1실 기숙사 생활을 하면

서 로벌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ITS는 미국 우수 학들이 지향하는 로벌 캠퍼스의 생활학습 형 프로그램

을 벤치마킹 한 것으로, 해외의 교환학생들과 1:1 어 학습 프로젝트 및 다양한 동아리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2012년도 1학기에는 University of Northern Texas, University of Northern Colorado, Kansas State University 등 5개의 해외 학에

서 온 9명의 ITS 참가 외국인 학생들이 재학생들과 함께 이번 학기를 즐기고 있다.

지난 3월 27일(화) 고려 학교 세종캠퍼스 농심 국제관 국제 회의실 106호에서 국제교류교육원의 주최로 호주 Griffith 학교 권오

율 석좌교수의 특강이 열렸다. 권오율 교수는 1962년 서울 학교 상경 학을 졸업하고 캐나다 McMaster 학교에서 경제학 석∙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호주 국립 Griffith 학교 석좌교수로 재임 중에 있다. 이외에도 권오율 교수는 호주한국학연구소장으

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 날 특강은‘세계화 시 성공과 비전으로 가는 전략 - 21세기 성공 노하우 교환학생을 활용하라’라는 주

제로 진행되었다. 강연에서는 호주의 학과 한국의 학을 비교, 차이점을 논하며 교환학생 경험의 중요성과 그 장점을 강조하

다. 또한 학생들에게 막연히 외국어 공부에 매진하지 말고 구체적인 미래의 방향을 설정할 것을 권장하 다. 권오율 교수는“오늘

의 습관화 된 행동이 장래를 결정하지 않고, 내가 바라고 택한 장래의 목표를 과녁처럼 세워두고 오늘의 행동을 결정하게 하라”고

말했다. 그는“학생 때 자신을 위해 한 투자는 평생을 위한 투자”라며 학시절 도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강의를 마쳤다.

ITS학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로벌 레지던스 캠퍼스
21세기

성공 노하우 교환학생을 활용하라!
권오율 Griffith 학교 석좌교수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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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ow did you get this job?

A. My junior year, I did a study abroad for one year at

Kansai University in Osaka, Japan. I graduated in 2009,

with a degree in East Asian Studies and a minor in

Business Administration. After graduating, I taught for

the EPIK(English Program in Korea) program for two

years, one year in Gangneung and the next in

Chuncheon. After finishing up my second year of

teaching, I did not want to teach anymore and began

searching for a non English teaching job. Fortunately, I

found this position on the internet, applied and was

interviewed. Now, I am sitting right here in front of you

today.

Q. What do you do?

A. Well, basically, what I do is I try to find universities

to make new study abroad agreements with. So,

creating new partner universities for KU Sejong. I also

help Mr. Choi, who is in charge of the ITS (International

Town at Sejong) program, with organizing things for the

ITS program and also budgeting events for students

and business trips. Plus, when we go to study abroad

affairs, I can speak  with students about our school,

how many students are here, what they can study, the

ITS program, etc. In order for Korea University Sejong

Campus to attain their 2030 vision of becoming a global

campus, I believe its necessary to globalize not only

our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but also our

faculty and staff as well. In that way, I think that KU

Sejong is doing a fantastic job of creating a global

atmosphere and feel for its campus and students.

Q. Do you like this job? 

A. Of course. I really enjoy it. I have a lot of chances to

travel. I mean when I first got here, I went to Australia

with the director. In February, we went to the United

States. Next, I will go to Thailand to attend a study

abroad conference. I have gotten the chance to visit

two different countries already. Since I am not a picky

eater and I do not care where I live, I think this is better

than teaching as I am able to make a bigger impact

outside of the classroom. 

Lastly, I asked him what he thinks about challenges and

passion, he gave me a very clear-cut answer. He said,

"Find something that you are interested in, something

that you have passion for and do it better. Challenge

yourself to make progress and move forward." After I

heard his answer to the question, I knew he has

passion for his job and he is challenging himself, even

now. I expect that the ITS program will be developed by

him, and I have great respect for his passion.   

Q. Why did you come to Korea?

A. In 2010, I decided to leave America for the first time,

realizing that most Americans have no knowledge of

the world beyond U.S. boarders. So, I became involved

in a study abroad program to Russia, Germany and

Austria. This experience changed my life. For the first

time, I became a global citizen and understood that the

world is so much bigger than my own country. From

that point on, I was addicted to traveling to new places,

and I was infatuated with new cultures. I could not wait

to travel again so I soon took a trip on my own to the

Netherlands and France. After that trip I realized that I

had first gone on a trip sponsored by my school, and

then on a trip by myself, I knew that the next obvious

step was to go and live somewhere. This is why I

decided to do a semester at KU. Once I told my

professor/friend at my university that I wanted to live

abroad for a semester, she quickly suggested that I

look into Korea. After some research, and discovering

the growing status of Korea, I decided to leave

Western culture behind in a pursuit of a place with a

deeply rooted culture, and a quickly growing economy.

The decision was final to come to Korea.

Q. What is your major? Why did you choose it?

A. My major is Advertising. My minor is Marketing. My

reason for choosing this is simple. I am a creative. This

is the way my mind works. All of my thoughts and ideas

are abstract. I am strange. But I love to create things. I

draw, make music, direct videos, I have helped design

software, this is just what I do. I have a marketing

minor because it is also important to have a strategic

business platform to supplement creativity. In addition

to talent, one has to be smart also.

Q. What is your goal in life?

A. My short-term goal is to get a creative position at an

advertising agency somewhere in the world other than

America. My long-term goal is to own a business in

another country doing something. I am not sure what. I

will figure what is profitable when the time is right. In

the meantime, I plan to invest money somewhere with

promising growth and maybe earn a passive income so

I can stay at home and play X-box. 

Q. What is your passion and what are your
challenges?

A. For my passion, I think I have two real passions. The

first passion is experiencing cultures and traveling the

world. My second passion is creativity. I have to be

creating something all the time, either drawing or

writing a song or playing the piano. I just love to make

things. My biggest challenge is focusing on one thing,

because I do and like a lot of things.

After hearing his passions and challenges, I asked him

what he thinks about the definition of passion and

challenge. He said that passion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him no matter where he is or what he is doing.

To sum it up, passion is what he is always thinking

about. In addition to his definition of passion, he said

that even when he sleeps, he has dreams about his

passions. I was impressed and realized how passionate

of a  person he is. Next, his definition of challenge is an

obstacle that stands in the way of pursuing a passion.

At the end of the interview, I could not stop thinking of

what my passion is, because I envied his specific life

goals and passions. It was a very meaningful time not

only hearing one passionate man's story, but also

looking back over m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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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ow did you get this job?

A. My junior year, I did a study abroad for one year at

Kansai University in Osaka, Japan. I graduated in 2009,

with a degree in East Asian Studies and a minor in

Business Administration. After graduating, I taught for

the EPIK(English Program in Korea) program for two

years, one year in Gangneung and the next in

Chuncheon. After finishing up my second year of

teaching, I did not want to teach anymore and began

searching for a non English teaching job. Fortunately, I

found this position on the internet, applied and was

interviewed. Now, I am sitting right here in front of you

today.

Q. What do you do?

A. Well, basically, what I do is I try to find universities

to make new study abroad agreements with. So,

creating new partner universities for KU Sejong. I also

help Mr. Choi, who is in charge of the ITS (International

Town at Sejong) program, with organizing things for the

ITS program and also budgeting events for students

and business trips. Plus, when we go to study abroad

affairs, I can speak  with students about our school,

how many students are here, what they can study, the

ITS program, etc. In order for Korea University Sejong

Campus to attain their 2030 vision of becoming a global

campus, I believe its necessary to globalize not only

our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but also our

faculty and staff as well. In that way, I think that KU

Sejong is doing a fantastic job of creating a global

atmosphere and feel for its campus and students.

Q. Do you like this job? 

A. Of course. I really enjoy it. I have a lot of chances to

travel. I mean when I first got here, I went to Australia

with the director. In February, we went to the United

States. Next, I will go to Thailand to attend a study

abroad conference. I have gotten the chance to visit

two different countries already. Since I am not a picky

eater and I do not care where I live, I think this is better

than teaching as I am able to make a bigger impact

outside of the class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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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 something that you are interested in, something

that you have passion for and do it better. Challenge

yourself to make progress and move forward." After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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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으로서 가장 특별하게 할 수 있는 활동에는 무엇이 있을까? 가장 활발한

외활동을 꼽으라면 단연 블로그 기자단 활동일 것이다. 요즘 많은 기업들이나

단체들이 학생 기자단을 뽑고 있으며 참여하는 학생의 수도 확연히 늘고 있

다. 학생 기자단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현재 블로

그 기자단에서 활동 중인 강기철(사회학과 07)학우를 만나 알아보고자 한다. 강

기철은 병무청 블로그 4기 기자단 단장으로 활동 중인 베테랑 블로그 기자다. 그

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 

병무청 블로그 기자단에 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병무청 블로그 기자단은 병무 홍보요원으로 병무청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곳

입니다. 청춘예찬 기자단이라고도 불리죠. 저희 기자단은 어머니 기자, 곰신 기

자, 학생 기자로 이루어져 병무청의 이모저모를 블로그 활동을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나 일들을 일반인의 시각에서 전달

하고 있는 거죠. 

병무청 블로그 기자단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사실 병무청 기자단이 군 와 관련한 일을 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남자의 비율이

낮아요. 남자들은 군 를 다녀오니까 병무청이라고 하면 약간 거부감이 있죠.

주위 사람들도 제가 병무청에서 일한다고 하면 다들 놀라곤 해요. 하지만 저는

군 에 해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군 에 가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

나서 재미있는 군 생활을 했거든요. 사회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상처도 많이 받

았는데 군 를 갔다 오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치유가 됐죠. 그래서인지 일반 사

람들이 가지는 군 에 한 안 좋은 인식을 바꾸어주고 싶어서 병무청 블로그

기자단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실 전 군 에 가기 전부터 병무청 블로그 기

자단에 관심이 많았어요. 군 에 가기 전에 해야 할일을 적어두었는데 거기에

병무청 블로그 기자단 활동을 적어두었죠. 군 를 제 한 후 바로 기자단 2기에

지원해서 활동했고, 활동하다보니 4기 단장까지 하게 되었네요. 

기자단 일을 하면서 어려운 일은 없었나요? 

블로그 기자단은 뽑힌 후에 단체 워크샵을 가진 후 바로 기사를 쓰는 일을 시작

해요. 일과 관련해서 많은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기사를 직접 써가면서 배우는

부분이 많죠. 다른 단체의 블로그들이 전문가를 고용하여 운 하는 것과 다르게

병무청 블로그는 일반 국민들이 블로그에 참여하여 콘텐츠를 만들어 내기 때문

에 콘텐츠의 질이 다른 블로그보다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단체들의 블

로그보다 상 적으로 운 이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

죠. 하지만 비전문가들이 블로그를 운 하는 게 꼭 나쁘지만은 않아요. 국민들

이 직접 블로그를 운 하는 만큼 내용전달에 있어서 솔직함과 진실함이 있거든

요. 어머니 기자들이나 곰신 기자, 학생 기자들이 자신의 경험이 묻어난 기사

를 쓰기 때문에 다른 어떤 블로그보다 매력 있다고 생각해요. 이 일을 하면서 또

하나 어려운 점은 바로 보이지 않는 선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에요. 병무청

은 군인들의 입 전후를 관리하는 기관이어서 병사들을 모으고, 예비역을 관리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이에요. 그렇지만 저희 기자단에서 기사를 쓸 때 군인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병무청 소속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군인

이야기를 하기엔 그 선이 애매한 부분이 존재하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딜레마

가 생기고,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또 군 와 관련한 일을 하다보니까 군

사 보안 문제와 같은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해요. 

병무청 기자단을 하면서 있었던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저희 기자단은 군 와 관련한 사건 사고에 향을 많이 받아요. 천안함 사건이

나 연평도 사건 등 군 와 관련한 사건이 발생하면 관련된 기관들의 신병 지원

율이 많이 떨어져요. 때문에 저희 기자단은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인식 재고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작년에는 3기 기자단들과 천안함 사건 묘역에

봉사활동 겸 취재를 간 적이 있어요. 천안함 사건 이후에 해군에 한 인식이 많

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해군과 병무청이 연계하여 기자단들이 해군기지에 직접

가서 체험을 하고 해군들이 훈련받는 모습을 촬 했죠. 해군장병들을 인터뷰하

고 을 써서 블로그에 올렸더니 해군 본부에서 고맙다고 연락이 왔었던 일이

기억에 남아요. 또 어린이 짓기 회에서 군 장병들에게 위문편지 쓰기 회를

개최하여 군부 에 보냈는데 군 부 장이 고맙다는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어

요. 그런 편지나 연락을 받으면 제가 하는 일이 군 장병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서 뿌듯해지기도 해요. 병무청에서 일하다보면 군복무 중인 연예인을 만나

기도 해요. 병무청 홍보 사를 1년에 1명을 뽑는데 작년에 조인성이었어요. 인

터뷰를 하기 위해서 만났었는데 정말 잘 생겼더군요. 

요즘은 어떤 일에 중점을 두고 있나요? 

올해 병무청에서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인식을 높이자는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공익근무요원들을 바라보는 인식이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이와 반 로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국적을 포기하고 우리나라 군 에 입 하는

경우도 많이 늘고 있어요. 이런 외국인들을 위해서 병무청에서는 해마다 문화탐

방을 진행하여 문화적 벽을 허물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병무청의 활동에

따라 저희 기자단이 다루는 내용이 달라지죠. 또한 요즘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웹툰과 상 콘텐츠의 개발이에요. 현재는 상팀을 따로 구성하여서 블로그에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내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은 곰신 기자의 솔직 담백한

의견이 담긴 웹툰 연재를 시작했죠. 앞으로 어떤 반응들이 있을지 기 가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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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가

전하는

친근한 군 이야기
강기철(사회학과 07) 병무청 블로그 기자단 단장

젊은 시인

김별을

만나다
김별(미디어문예창작 07학번) 학우 인터뷰

2010년 <시인시각> 제 4회 신인상 당선자이자 현재 본교 재학 중인 김별(미디

어문예창작 07) 학우가 최근 앤솔로지『2012 젊은 시』에 선정되었다. 출판사 문

학나무에서 발간되는『2012 젊은 시』는 최근 3년 동안 등단한 신예작가 중 가능

성 있는 시인을 선정하는 기획으로 현재 문단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4인의 문

학평론가 이승하, 문혜원, 이재복, 홍용희가 선정위원을 맡았다. 2010년 학재

학 중 시인 등단에 이어 올해는 출판까지 주목할 만한 이력을 가진 그를 만나 그

간의 여정을 물었다.

그에게 재학 중 등단 후 주변 반응을 묻자“다들 재학 중에 할 줄 알았다는 분위

기 어요.(웃음) 제가 시를 잘 써서라기보다는 남들이 학점에 매달릴 때 전 좀 달

랐거든요. 여행도 다니고 굿에 관심이 있어서 굿판을 쫓아다니기도 하며 자유롭

게 살았죠. 저와 저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재학 중 등단하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한 사실이었어요. 엄청나게 화려한 데뷔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큰 명예

혹은 부담이 되는 수식어이거나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애초에 부담을 느끼

는 성격도 아니구요.(웃음)”라고 소탈한 웃음을 지으며 답했다. 쓰는 작가

는 배고픈 직업이라는 말이 많은데 작가의 길을 가는 것에 해 반 하는 사람

은 없었냐는 질문에 그는“부모님이 제가 쓰는 것을 반 하셨죠. 을 오래

쓰면서 끝내 등단을 하지 못했다면 부모님께서 마음 아파하셨겠지만, 어쨌거나

등단을 한 덕분에 부모님의 허락을 더 단단히 받게 되었던 것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쓰는 것을 매우 좋아하시는 건 아닙니다. 지금 부모님의 희망은 제가

쓰면서 다른 안정적인 직업도 가지는 것이죠. 원래 계획은 원고료와 시집 인

세만 가지고도 먹고 사는 그런 간편한 길을 찾는 것이었는데, 요즘 들어서는‘부

유함’에 해 난생 처음으로 매혹을 느끼고 있는 중 입니다.(웃음) 열심히 하다

보면 잘 될 거라 믿어요.”라고 답했다.

그는 김종삼 시인을 좋아한다고 했다. 고등학생 때부터 늘 김종삼 시인의 시에

서 울림을 느꼈고 자신이 쓰는 시와도 달라 그런 점도 좋다고 했다. 이외에도 가

장 처음 좋아했던 시인으로 백석 시인을 꼽았고, 읽을 때마다 감탄을 하게 되는

시인으로 미당을 꼽았다. 또“은사이신 김명인 선생님의 시를 공부하는 일은 쉬

어본 적이 없다”며 자신이 존경하는 4명의 시인들에 해 답했다. “ 학 재학 중

에 TV에서 명동거리에서 노는 시인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술 먹고, 노래하

고, 춤추는 게 좋아보여서 6개월 동안 명동에서 죽치고 산 적도 있어요. 그게 낭

만이었어요. 농민운동에도 참여 했었고, 전국의 굿판을 쫓아다녀 보기도 했어

요. 이윤택 작가의 <오구>에서 나오는‘석출’이 실제로 유명한 무당이거든요.

만나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죠. 그러다가 복학을 했어요.”그는 자

신의 그 때 자신의 경험이 떠오르는지 슬그머니 입고리를 올렸다.

시를 쓰는데 도움이 되는 본인만의 활동은 무엇이 있냐는 질문에“독서보다 여

행이 재밌어서 저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강의실을 나와 굿을 보러 떠났고, 그보다

음악이 재밌었기 때문에 무슨 이름도 잘 모르는 중국 가수 공연을 보러 가기도

했고, 그보다 독서가 더 재밌었기 때문에 다시 학교로 돌아와 수업을 들었어요.

생각해보면 시 쓰기 역시 늘 진지한 마음으로, 한 번도 쉬거나 소홀히 한 적 없이

지속적으로 해왔냐고 물어본다면, 쎄요.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는 평생 쓸 생각입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그 만의 좋은 을 쉽

게 쓰는 노하우에 한 물음에“좋은 을 쓴 적이 없기 때문에 좋은 을 쓰는

노하우는 없어요. 다만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쓰는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쉽

게 쓰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쓰거

나 아예 다른 것에 해서 쓰는 편이에요.(웃음)”며 낙천적으로 답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김별은 교내 시 소모임인「시숨」과「시로고침 : 경솔 능동

적 생식」의 부원으로 활동 중인데 자신에게 조언을 많이 해주는 소모임 동료들

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쓰기에 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

진 사람들을 위한 조언으로“ 쓰기가 주는 어떤 어려운 느낌 때문에, 막연히 문

학작품들을 떠올리면서 부담을 느끼는 일은 필요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는 일,”

이라며“개인적으로, 누구나 시를 쓸 수 있다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모차르트처럼 되고 누구나 피카소처럼 될 수 없듯이, 시도 어려운 것이 당연해

요. 시가 어렵다고 무작정 터뜨리거나 자신의 시에 한 지나친 자신감을 갖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쓰기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훨씬 보기에 낫습니다. 개

인적인 생각이지만 시인은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술

적 재능과 노력을 모두 갖췄거나, 사랑 많은 천성에 노력이 더해져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노력중입니다.(웃음)”라는 답으로 끝을 냈다. 

김별 학우는 자신을 낙천적인 사람이라 소개하며 인터뷰 내내 밝은 분위기를 이

끌어갔다. 그의 시를 향한 순수한 열정과 학점이나 취업에 연연하지 않는 자유

로운 태도는 그가 시를 쓰는데 몰입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닐까. 그는 재학 중

등단과 출판이라는 놀라운 이력에도 시종일관 겸손한 태도로 인터뷰에 임했다.

오늘의 인터뷰는 그가 가진 시에 한 순수한 열의를 엿볼 수 있었던 기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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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으로서 가장 특별하게 할 수 있는 활동에는 무엇이 있을까? 가장 활발한

외활동을 꼽으라면 단연 블로그 기자단 활동일 것이다. 요즘 많은 기업들이나

단체들이 학생 기자단을 뽑고 있으며 참여하는 학생의 수도 확연히 늘고 있

다. 학생 기자단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현재 블로

그 기자단에서 활동 중인 강기철(사회학과 07)학우를 만나 알아보고자 한다. 강

기철은 병무청 블로그 4기 기자단 단장으로 활동 중인 베테랑 블로그 기자다. 그

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 

병무청 블로그 기자단에 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병무청 블로그 기자단은 병무 홍보요원으로 병무청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곳

입니다. 청춘예찬 기자단이라고도 불리죠. 저희 기자단은 어머니 기자, 곰신 기

자, 학생 기자로 이루어져 병무청의 이모저모를 블로그 활동을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나 일들을 일반인의 시각에서 전달

하고 있는 거죠. 

병무청 블로그 기자단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사실 병무청 기자단이 군 와 관련한 일을 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남자의 비율이

낮아요. 남자들은 군 를 다녀오니까 병무청이라고 하면 약간 거부감이 있죠.

주위 사람들도 제가 병무청에서 일한다고 하면 다들 놀라곤 해요. 하지만 저는

군 에 해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군 에 가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

나서 재미있는 군 생활을 했거든요. 사회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상처도 많이 받

았는데 군 를 갔다 오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치유가 됐죠. 그래서인지 일반 사

람들이 가지는 군 에 한 안 좋은 인식을 바꾸어주고 싶어서 병무청 블로그

기자단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실 전 군 에 가기 전부터 병무청 블로그 기

자단에 관심이 많았어요. 군 에 가기 전에 해야 할일을 적어두었는데 거기에

병무청 블로그 기자단 활동을 적어두었죠. 군 를 제 한 후 바로 기자단 2기에

지원해서 활동했고, 활동하다보니 4기 단장까지 하게 되었네요. 

기자단 일을 하면서 어려운 일은 없었나요? 

블로그 기자단은 뽑힌 후에 단체 워크샵을 가진 후 바로 기사를 쓰는 일을 시작

해요. 일과 관련해서 많은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기사를 직접 써가면서 배우는

부분이 많죠. 다른 단체의 블로그들이 전문가를 고용하여 운 하는 것과 다르게

병무청 블로그는 일반 국민들이 블로그에 참여하여 콘텐츠를 만들어 내기 때문

에 콘텐츠의 질이 다른 블로그보다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단체들의 블

로그보다 상 적으로 운 이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

죠. 하지만 비전문가들이 블로그를 운 하는 게 꼭 나쁘지만은 않아요. 국민들

이 직접 블로그를 운 하는 만큼 내용전달에 있어서 솔직함과 진실함이 있거든

요. 어머니 기자들이나 곰신 기자, 학생 기자들이 자신의 경험이 묻어난 기사

를 쓰기 때문에 다른 어떤 블로그보다 매력 있다고 생각해요. 이 일을 하면서 또

하나 어려운 점은 바로 보이지 않는 선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에요. 병무청

은 군인들의 입 전후를 관리하는 기관이어서 병사들을 모으고, 예비역을 관리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이에요. 그렇지만 저희 기자단에서 기사를 쓸 때 군인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병무청 소속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군인

이야기를 하기엔 그 선이 애매한 부분이 존재하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딜레마

가 생기고,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또 군 와 관련한 일을 하다보니까 군

사 보안 문제와 같은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해요. 

병무청 기자단을 하면서 있었던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저희 기자단은 군 와 관련한 사건 사고에 향을 많이 받아요. 천안함 사건이

나 연평도 사건 등 군 와 관련한 사건이 발생하면 관련된 기관들의 신병 지원

율이 많이 떨어져요. 때문에 저희 기자단은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인식 재고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작년에는 3기 기자단들과 천안함 사건 묘역에

봉사활동 겸 취재를 간 적이 있어요. 천안함 사건 이후에 해군에 한 인식이 많

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해군과 병무청이 연계하여 기자단들이 해군기지에 직접

가서 체험을 하고 해군들이 훈련받는 모습을 촬 했죠. 해군장병들을 인터뷰하

고 을 써서 블로그에 올렸더니 해군 본부에서 고맙다고 연락이 왔었던 일이

기억에 남아요. 또 어린이 짓기 회에서 군 장병들에게 위문편지 쓰기 회를

개최하여 군부 에 보냈는데 군 부 장이 고맙다는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어

요. 그런 편지나 연락을 받으면 제가 하는 일이 군 장병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서 뿌듯해지기도 해요. 병무청에서 일하다보면 군복무 중인 연예인을 만나

기도 해요. 병무청 홍보 사를 1년에 1명을 뽑는데 작년에 조인성이었어요. 인

터뷰를 하기 위해서 만났었는데 정말 잘 생겼더군요. 

요즘은 어떤 일에 중점을 두고 있나요? 

올해 병무청에서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인식을 높이자는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공익근무요원들을 바라보는 인식이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이와 반 로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국적을 포기하고 우리나라 군 에 입 하는

경우도 많이 늘고 있어요. 이런 외국인들을 위해서 병무청에서는 해마다 문화탐

방을 진행하여 문화적 벽을 허물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병무청의 활동에

따라 저희 기자단이 다루는 내용이 달라지죠. 또한 요즘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웹툰과 상 콘텐츠의 개발이에요. 현재는 상팀을 따로 구성하여서 블로그에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내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은 곰신 기자의 솔직 담백한

의견이 담긴 웹툰 연재를 시작했죠. 앞으로 어떤 반응들이 있을지 기 가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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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가

전하는

친근한 군 이야기
강기철(사회학과 07) 병무청 블로그 기자단 단장

젊은 시인

김별을

만나다
김별(미디어문예창작 07학번) 학우 인터뷰

2010년 <시인시각> 제 4회 신인상 당선자이자 현재 본교 재학 중인 김별(미디

어문예창작 07) 학우가 최근 앤솔로지『2012 젊은 시』에 선정되었다. 출판사 문

학나무에서 발간되는『2012 젊은 시』는 최근 3년 동안 등단한 신예작가 중 가능

성 있는 시인을 선정하는 기획으로 현재 문단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4인의 문

학평론가 이승하, 문혜원, 이재복, 홍용희가 선정위원을 맡았다. 2010년 학재

학 중 시인 등단에 이어 올해는 출판까지 주목할 만한 이력을 가진 그를 만나 그

간의 여정을 물었다.

그에게 재학 중 등단 후 주변 반응을 묻자“다들 재학 중에 할 줄 알았다는 분위

기 어요.(웃음) 제가 시를 잘 써서라기보다는 남들이 학점에 매달릴 때 전 좀 달

랐거든요. 여행도 다니고 굿에 관심이 있어서 굿판을 쫓아다니기도 하며 자유롭

게 살았죠. 저와 저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재학 중 등단하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한 사실이었어요. 엄청나게 화려한 데뷔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큰 명예

혹은 부담이 되는 수식어이거나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애초에 부담을 느끼

는 성격도 아니구요.(웃음)”라고 소탈한 웃음을 지으며 답했다. 쓰는 작가

는 배고픈 직업이라는 말이 많은데 작가의 길을 가는 것에 해 반 하는 사람

은 없었냐는 질문에 그는“부모님이 제가 쓰는 것을 반 하셨죠. 을 오래

쓰면서 끝내 등단을 하지 못했다면 부모님께서 마음 아파하셨겠지만, 어쨌거나

등단을 한 덕분에 부모님의 허락을 더 단단히 받게 되었던 것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쓰는 것을 매우 좋아하시는 건 아닙니다. 지금 부모님의 희망은 제가

쓰면서 다른 안정적인 직업도 가지는 것이죠. 원래 계획은 원고료와 시집 인

세만 가지고도 먹고 사는 그런 간편한 길을 찾는 것이었는데, 요즘 들어서는‘부

유함’에 해 난생 처음으로 매혹을 느끼고 있는 중 입니다.(웃음) 열심히 하다

보면 잘 될 거라 믿어요.”라고 답했다.

그는 김종삼 시인을 좋아한다고 했다. 고등학생 때부터 늘 김종삼 시인의 시에

서 울림을 느꼈고 자신이 쓰는 시와도 달라 그런 점도 좋다고 했다. 이외에도 가

장 처음 좋아했던 시인으로 백석 시인을 꼽았고, 읽을 때마다 감탄을 하게 되는

시인으로 미당을 꼽았다. 또“은사이신 김명인 선생님의 시를 공부하는 일은 쉬

어본 적이 없다”며 자신이 존경하는 4명의 시인들에 해 답했다. “ 학 재학 중

에 TV에서 명동거리에서 노는 시인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술 먹고, 노래하

고, 춤추는 게 좋아보여서 6개월 동안 명동에서 죽치고 산 적도 있어요. 그게 낭

만이었어요. 농민운동에도 참여 했었고, 전국의 굿판을 쫓아다녀 보기도 했어

요. 이윤택 작가의 <오구>에서 나오는‘석출’이 실제로 유명한 무당이거든요.

만나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죠. 그러다가 복학을 했어요.”그는 자

신의 그 때 자신의 경험이 떠오르는지 슬그머니 입고리를 올렸다.

시를 쓰는데 도움이 되는 본인만의 활동은 무엇이 있냐는 질문에“독서보다 여

행이 재밌어서 저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강의실을 나와 굿을 보러 떠났고, 그보다

음악이 재밌었기 때문에 무슨 이름도 잘 모르는 중국 가수 공연을 보러 가기도

했고, 그보다 독서가 더 재밌었기 때문에 다시 학교로 돌아와 수업을 들었어요.

생각해보면 시 쓰기 역시 늘 진지한 마음으로, 한 번도 쉬거나 소홀히 한 적 없이

지속적으로 해왔냐고 물어본다면, 쎄요.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는 평생 쓸 생각입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그 만의 좋은 을 쉽

게 쓰는 노하우에 한 물음에“좋은 을 쓴 적이 없기 때문에 좋은 을 쓰는

노하우는 없어요. 다만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쓰는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쉽

게 쓰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쓰거

나 아예 다른 것에 해서 쓰는 편이에요.(웃음)”며 낙천적으로 답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김별은 교내 시 소모임인「시숨」과「시로고침 : 경솔 능동

적 생식」의 부원으로 활동 중인데 자신에게 조언을 많이 해주는 소모임 동료들

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쓰기에 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

진 사람들을 위한 조언으로“ 쓰기가 주는 어떤 어려운 느낌 때문에, 막연히 문

학작품들을 떠올리면서 부담을 느끼는 일은 필요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는 일,”

이라며“개인적으로, 누구나 시를 쓸 수 있다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모차르트처럼 되고 누구나 피카소처럼 될 수 없듯이, 시도 어려운 것이 당연해

요. 시가 어렵다고 무작정 터뜨리거나 자신의 시에 한 지나친 자신감을 갖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쓰기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훨씬 보기에 낫습니다. 개

인적인 생각이지만 시인은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술

적 재능과 노력을 모두 갖췄거나, 사랑 많은 천성에 노력이 더해져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노력중입니다.(웃음)”라는 답으로 끝을 냈다. 

김별 학우는 자신을 낙천적인 사람이라 소개하며 인터뷰 내내 밝은 분위기를 이

끌어갔다. 그의 시를 향한 순수한 열정과 학점이나 취업에 연연하지 않는 자유

로운 태도는 그가 시를 쓰는데 몰입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닐까. 그는 재학 중

등단과 출판이라는 놀라운 이력에도 시종일관 겸손한 태도로 인터뷰에 임했다.

오늘의 인터뷰는 그가 가진 시에 한 순수한 열의를 엿볼 수 있었던 기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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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하는

청춘을 위한

지침서
안주용(국어국문 00) (재)구로문화재단

문화사업팀 교우 인터뷰

청춘을 가장 빛나게 만드는 단어라면 바로 도전이란 단어가 아닐까? 도전은 청

춘을 아름답게 만들고 가장 값진 순간으로 만든다. 안주용(국어국문 00) 교우는

예술분야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있는 이 시 의 청춘이다. 본교를

졸업하고 구로아트벨리 예술극장에서 도전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안주용 학우

를 만나 도전에 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들었는데 그곳에 한 간략한 설명

과 하고 있는 일을 알려주세요. 

구로문화재단이란 곳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지역 문화 활성화

를 위한 문화사업들과 더불어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이라는 공연장을 운 하고

있어요. 저는 문화사업팀 소속으로 공연, 문화예술교육을 기획하고 운 하고 있

고요, 이 밖에 타 문화예술기관들과의 외 협력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그 일을 하게 된 건가요? 

학생 때부터 공연이나 화, 전시 같은 것들을 즐겨봤어요. TV 보는 것, 라디오

듣는 것도 좋아했고요. 그래서 은연 중에 방송국 PD나 문화 관련 기관에서 일하

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제

스스로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마음도 늘 있었고요. 이러한 생각

들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학생일 때 어떤 도전적인 활동들을 했나요?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나요? 

이 분야에 들어오기 위한 준비를 학생 때 따로 한 적은 없었어요. 하고 싶은 일

들은 많았는데, 일찌감치 정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냥 부분의 학생들처럼 어

공부도 하고, 책도 좀 읽고, 시험 때면 학점 잘 받으려고 밤새고 그랬던 거 같은

데요? (웃음) 

사실 학과 내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이 제 학생활의 팔 할이었습니다. 놀면서

배운다라는 말이 있죠? 수업은 물론, 수업 밖에서도 선생님들과 학우들과 함께

기쁜 일, 슬픈 일을 나눠가며 많은 걸 배우고 커나갈 수 있었습니다. 생각의 깊

이, 리더십 등, 여러 가지를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가

장 기억에 남는 시기는 과 학생회장을 했던 2005년이에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

장 열정적으로 지냈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고 행복했던 순간이기도 하고

요. 당시 제 가장 큰 목표이자 꿈은, 한민국 최고의 과 학생회장이자 좋은 선배

가 되는 것이었어요. (웃음)

과 표로서의 나는 소속 학생들의 응집체라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제 몸과 같

기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렇다고 또 저는 아니기에 더

더욱 함부로 할 수는 없었던 거고요. 특히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부모님들과

멀리 떨어져 지내기 시작한 신입생들에겐 친형, 친오빠, 심지어 부모가 돼주어

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자식을 멀리 보낸 부모님들께서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겠

어요. 그래서 우려하시지 않아도 될 만큼 든든한 선배들이 학교를 지키고 있다

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를 위해 항상 노력했는데 당시 후배들은 저라는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네요.(웃음) 그렇다

고 학업을 게을리 하지는 않았어요. 선배는 모든 부분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고 생각했거든요. 놀 땐 놀고, 할 땐 한다. 뭐 그런 거?(웃음) 그래서 과제하고 발

표 준비 하느라 밤 샌 날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낮에는 과 일 하느라 책상에

앉을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무척 바쁜 학생활을 보냈군요. 문화사업팀 일을 하시면서 있었던 특별한 일이

혹시 있나요? 

특별했던 일보다는, 공연이든 문화예술교육이든 제가 기획하고 진행한 프로그

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만족하고 돌아가는 것을 바라볼 때 가장 큰 보람과 희

열을 느껴요. 일이란건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라도 하기 싫어질 때가 있고 힘든

때가 많은 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로 인해 즐거워하는 분들을 보면 그런 노

고가 씻은 듯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해요. 마약 같은 거죠.

일이 마약 같다는 말이 참 재미있네요. 

요즘은 어떤 마약 같은 일에 주력하고 있나요?

요즘은 곧 있을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들을 위한 공연, 축제 프로그램을 준비하

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업무와 달리 개인적인 건데, 새로운 분야의 공부를 시작

했어요. 그동안 인문학 위주로 공부를 해왔는데, 이제는 사회과학 쪽으로도 견

문을 넓혀보려는 중입니다. 다양하게 내공을 쌓으면, 일의 효율성도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을 하실 때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했던 일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일 하나만 말 해주세요.  

모든 일은 고생한 만큼 나름의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굳이 하나 뽑자면,

2009년에 열린‘제주도 한아세안 정상회담 기념 특별 공연’제작에 PD로 참여

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문화부가 주최한 사업이었는데, 아세안 각 국을

표하는 전통음악인들과 우리나라 중앙국악관현악단 소속 단원들로 이뤄진 전

통 오케스트라를 창단시켰죠. 출연자와 스태프만 합쳐도 300명이 넘는 꽤 큰 사

업이었죠. 힘들었지만 기억에 남을 만한 일들이 참 많았어요. 또한 정상 회담과

함께 진행된 사업이라 공연을 진행하면서 별도의 새로운 일들을 해볼 기회가 많

았어요. 배울 게 많았던 행사 습니다.

구로아트밸리에서는 많은 공연을 올리고 있던데 무 에 올렸던 작품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무엇인가요?  

좋은 기억으로 남은 작품들이 많아요. 그래도 굳이 하나 뽑자면 제가 기획한‘구

로 인디록 페스티벌’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드린 공연은 2009년부터

매년 7월에 개최해오고 있는, 도심 속에서 즐기는 록 페스티벌입니다. 역사가 짧

음에도 불구하고‘구로 인디록 페스티벌’을 국내 표 페스티벌 가운데 하나로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티켓 오픈 전부터 기 하시는 분들

도 매년 늘어가고 있고요. 공연장을 표하는 레퍼토리로 자리 잡은 데 해 뿌

듯함을 느낍니다.

공연예술분야에서 요즘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음.. 쎄요. 같은 공연계 안에서도 분야마다 주목하는 바가 다 다르지 않을까

요? 예를 들자면, 뮤지컬 같이 산업화된 공연예술부문에서는 경 이나 마케팅,

제작시스템, 특정 배우들에게 편중되는 캐스팅으로 인한 배우의 다양성 부족이

라든가 발전된 규모에 비해 상 적으로 떨어진 예술성에 한 고민, 형기획사

와 소형기획사 간의 소득 양극화 등등이 화두가 될 만할 것 같고요. 순수예술분

야에서는 예술인 복지, 공연장과 예술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한 창작 기반 지

원 및 프로그램 협력, 문화예술분야 고급 서비스 일자리 창출, 거점을 활용한 지

역 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네요. 

그밖에‘나가수’나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기타 음악 TV 프로그램, 그리고 한류

등으로 인기를 얻은 소위 스타성을 지닌 이들이 콘서트 시장에 이미 엄청난

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제 눈으로 보기엔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회자됐

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공연예술분야에서 현재 가장 주목하고 있는 점은 무엇

인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네요. (웃음)

특별히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활동이 있나요? 학생만이 할 수 있는 활

동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쎄요. 꼭 하나를 꼽아서 추천하기는 어렵네요. 어떤 활동이든 나름의 강점, 장

점이 있는 거니까요. 다만 각자 선택한 그 활동이 자발적인 이유에서 하는 것인

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적절한 과정 중의 하나인지, 즐겁게 몰입 할 수

있는 것인지에 해 늘 생각해보기를 권유합니다. 

그리고 활동도 활동이지만, 폭넓은 분야의 공부를 학생 때 해보길 적극 권합

니다. 학점 잘 주는 과목, 덜 힘든 과목만 찾아 수강하시지 말고요. 각 학문 분야

의 개론학 정도는 교양으로 꼭 듣고 숙지하시면 추후 직장생활 하실 때 큰 시너

지 효과를 낼 거라 확신합니다.  서로 다른 분야의 학문적 지식들이 융합할 때 한

층 더 활성화된 모습을 띠지 않을까요? 활동이든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이든 각

기 다른 형태의 공부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부는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도요. 배움과 연구 없이는 발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공연예술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우들에게 한 말 해주세요.  

먼저 어떠한 분야인지 면 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공연 쪽 역시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른 점이 많을 거예요. 직접 겪어

보는 게 가장 좋겠죠? 일도 해보고, 실무를 하는 직장 선배들로부터 실질적인 정

보도 얻고요. 스킬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해 피부로 느끼는 비전, 일에 따른 고

충 등등. 일부 책들이 남발하는 이론적이기만 하고 장밋빛으로 포장된 무책임한

정보들 말고요.(웃음) 그런 다음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도 될 만한 분야인지 결정

하면 좋을 듯합니다. 이쪽 분야의 진출을 고민하는 분들께 현실적인 팁을 하나

드릴까요? 공연 분야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박봉이에요.(웃음) 그래

도 마음이 변치 않으신다면 멋지게 도전하세요!

구로문화재단 Guro Cultural Foundation

구로아트밸리예술극장 운 , 지역 내 문화 관련 인

프라 조성 사업, 문화 예술 사업 등과 관련된 업무

를 수행하고 있다. 즉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을 갖추

고 구로아트밸리예술극장과 구로구민회관 등 구로

구 내 주요 문화 시설을 관리∙운 하고 있으며 구

로아트밸리예술극장에서 제공되는 중 공연, 클래

식,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 기획 사업 및 예술

작품 전시 사업을 수행하여 구로구 문화 예술 발전

과 진흥을 추구하고 있다.

피플 안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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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하는

청춘을 위한

지침서
안주용(국어국문 00) (재)구로문화재단

문화사업팀 교우 인터뷰

청춘을 가장 빛나게 만드는 단어라면 바로 도전이란 단어가 아닐까? 도전은 청

춘을 아름답게 만들고 가장 값진 순간으로 만든다. 안주용(국어국문 00) 교우는

예술분야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있는 이 시 의 청춘이다. 본교를

졸업하고 구로아트벨리 예술극장에서 도전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안주용 학우

를 만나 도전에 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들었는데 그곳에 한 간략한 설명

과 하고 있는 일을 알려주세요. 

구로문화재단이란 곳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지역 문화 활성화

를 위한 문화사업들과 더불어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이라는 공연장을 운 하고

있어요. 저는 문화사업팀 소속으로 공연, 문화예술교육을 기획하고 운 하고 있

고요, 이 밖에 타 문화예술기관들과의 외 협력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그 일을 하게 된 건가요? 

학생 때부터 공연이나 화, 전시 같은 것들을 즐겨봤어요. TV 보는 것, 라디오

듣는 것도 좋아했고요. 그래서 은연 중에 방송국 PD나 문화 관련 기관에서 일하

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제

스스로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마음도 늘 있었고요. 이러한 생각

들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학생일 때 어떤 도전적인 활동들을 했나요?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나요? 

이 분야에 들어오기 위한 준비를 학생 때 따로 한 적은 없었어요. 하고 싶은 일

들은 많았는데, 일찌감치 정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냥 부분의 학생들처럼 어

공부도 하고, 책도 좀 읽고, 시험 때면 학점 잘 받으려고 밤새고 그랬던 거 같은

데요? (웃음) 

사실 학과 내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이 제 학생활의 팔 할이었습니다. 놀면서

배운다라는 말이 있죠? 수업은 물론, 수업 밖에서도 선생님들과 학우들과 함께

기쁜 일, 슬픈 일을 나눠가며 많은 걸 배우고 커나갈 수 있었습니다. 생각의 깊

이, 리더십 등, 여러 가지를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가

장 기억에 남는 시기는 과 학생회장을 했던 2005년이에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

장 열정적으로 지냈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고 행복했던 순간이기도 하고

요. 당시 제 가장 큰 목표이자 꿈은, 한민국 최고의 과 학생회장이자 좋은 선배

가 되는 것이었어요. (웃음)

과 표로서의 나는 소속 학생들의 응집체라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제 몸과 같

기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렇다고 또 저는 아니기에 더

더욱 함부로 할 수는 없었던 거고요. 특히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부모님들과

멀리 떨어져 지내기 시작한 신입생들에겐 친형, 친오빠, 심지어 부모가 돼주어

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자식을 멀리 보낸 부모님들께서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겠

어요. 그래서 우려하시지 않아도 될 만큼 든든한 선배들이 학교를 지키고 있다

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를 위해 항상 노력했는데 당시 후배들은 저라는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네요.(웃음) 그렇다

고 학업을 게을리 하지는 않았어요. 선배는 모든 부분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고 생각했거든요. 놀 땐 놀고, 할 땐 한다. 뭐 그런 거?(웃음) 그래서 과제하고 발

표 준비 하느라 밤 샌 날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낮에는 과 일 하느라 책상에

앉을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무척 바쁜 학생활을 보냈군요. 문화사업팀 일을 하시면서 있었던 특별한 일이

혹시 있나요? 

특별했던 일보다는, 공연이든 문화예술교육이든 제가 기획하고 진행한 프로그

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만족하고 돌아가는 것을 바라볼 때 가장 큰 보람과 희

열을 느껴요. 일이란건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라도 하기 싫어질 때가 있고 힘든

때가 많은 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로 인해 즐거워하는 분들을 보면 그런 노

고가 씻은 듯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해요. 마약 같은 거죠.

일이 마약 같다는 말이 참 재미있네요. 

요즘은 어떤 마약 같은 일에 주력하고 있나요?

요즘은 곧 있을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들을 위한 공연, 축제 프로그램을 준비하

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업무와 달리 개인적인 건데, 새로운 분야의 공부를 시작

했어요. 그동안 인문학 위주로 공부를 해왔는데, 이제는 사회과학 쪽으로도 견

문을 넓혀보려는 중입니다. 다양하게 내공을 쌓으면, 일의 효율성도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을 하실 때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했던 일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일 하나만 말 해주세요.  

모든 일은 고생한 만큼 나름의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굳이 하나 뽑자면,

2009년에 열린‘제주도 한아세안 정상회담 기념 특별 공연’제작에 PD로 참여

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문화부가 주최한 사업이었는데, 아세안 각 국을

표하는 전통음악인들과 우리나라 중앙국악관현악단 소속 단원들로 이뤄진 전

통 오케스트라를 창단시켰죠. 출연자와 스태프만 합쳐도 300명이 넘는 꽤 큰 사

업이었죠. 힘들었지만 기억에 남을 만한 일들이 참 많았어요. 또한 정상 회담과

함께 진행된 사업이라 공연을 진행하면서 별도의 새로운 일들을 해볼 기회가 많

았어요. 배울 게 많았던 행사 습니다.

구로아트밸리에서는 많은 공연을 올리고 있던데 무 에 올렸던 작품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무엇인가요?  

좋은 기억으로 남은 작품들이 많아요. 그래도 굳이 하나 뽑자면 제가 기획한‘구

로 인디록 페스티벌’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드린 공연은 2009년부터

매년 7월에 개최해오고 있는, 도심 속에서 즐기는 록 페스티벌입니다. 역사가 짧

음에도 불구하고‘구로 인디록 페스티벌’을 국내 표 페스티벌 가운데 하나로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티켓 오픈 전부터 기 하시는 분들

도 매년 늘어가고 있고요. 공연장을 표하는 레퍼토리로 자리 잡은 데 해 뿌

듯함을 느낍니다.

공연예술분야에서 요즘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음.. 쎄요. 같은 공연계 안에서도 분야마다 주목하는 바가 다 다르지 않을까

요? 예를 들자면, 뮤지컬 같이 산업화된 공연예술부문에서는 경 이나 마케팅,

제작시스템, 특정 배우들에게 편중되는 캐스팅으로 인한 배우의 다양성 부족이

라든가 발전된 규모에 비해 상 적으로 떨어진 예술성에 한 고민, 형기획사

와 소형기획사 간의 소득 양극화 등등이 화두가 될 만할 것 같고요. 순수예술분

야에서는 예술인 복지, 공연장과 예술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한 창작 기반 지

원 및 프로그램 협력, 문화예술분야 고급 서비스 일자리 창출, 거점을 활용한 지

역 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네요. 

그밖에‘나가수’나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기타 음악 TV 프로그램, 그리고 한류

등으로 인기를 얻은 소위 스타성을 지닌 이들이 콘서트 시장에 이미 엄청난

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제 눈으로 보기엔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회자됐

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공연예술분야에서 현재 가장 주목하고 있는 점은 무엇

인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네요. (웃음)

특별히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활동이 있나요? 학생만이 할 수 있는 활

동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쎄요. 꼭 하나를 꼽아서 추천하기는 어렵네요. 어떤 활동이든 나름의 강점, 장

점이 있는 거니까요. 다만 각자 선택한 그 활동이 자발적인 이유에서 하는 것인

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적절한 과정 중의 하나인지, 즐겁게 몰입 할 수

있는 것인지에 해 늘 생각해보기를 권유합니다. 

그리고 활동도 활동이지만, 폭넓은 분야의 공부를 학생 때 해보길 적극 권합

니다. 학점 잘 주는 과목, 덜 힘든 과목만 찾아 수강하시지 말고요. 각 학문 분야

의 개론학 정도는 교양으로 꼭 듣고 숙지하시면 추후 직장생활 하실 때 큰 시너

지 효과를 낼 거라 확신합니다.  서로 다른 분야의 학문적 지식들이 융합할 때 한

층 더 활성화된 모습을 띠지 않을까요? 활동이든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이든 각

기 다른 형태의 공부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부는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도요. 배움과 연구 없이는 발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공연예술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우들에게 한 말 해주세요.  

먼저 어떠한 분야인지 면 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공연 쪽 역시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른 점이 많을 거예요. 직접 겪어

보는 게 가장 좋겠죠? 일도 해보고, 실무를 하는 직장 선배들로부터 실질적인 정

보도 얻고요. 스킬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해 피부로 느끼는 비전, 일에 따른 고

충 등등. 일부 책들이 남발하는 이론적이기만 하고 장밋빛으로 포장된 무책임한

정보들 말고요.(웃음) 그런 다음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도 될 만한 분야인지 결정

하면 좋을 듯합니다. 이쪽 분야의 진출을 고민하는 분들께 현실적인 팁을 하나

드릴까요? 공연 분야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박봉이에요.(웃음) 그래

도 마음이 변치 않으신다면 멋지게 도전하세요!

구로문화재단 Guro Cultural Foundation

구로아트밸리예술극장 운 , 지역 내 문화 관련 인

프라 조성 사업, 문화 예술 사업 등과 관련된 업무

를 수행하고 있다. 즉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을 갖추

고 구로아트밸리예술극장과 구로구민회관 등 구로

구 내 주요 문화 시설을 관리∙운 하고 있으며 구

로아트밸리예술극장에서 제공되는 중 공연, 클래

식,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 기획 사업 및 예술

작품 전시 사업을 수행하여 구로구 문화 예술 발전

과 진흥을 추구하고 있다.

피플 안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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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

뜨거운 심장을

꿈꾸다
산학협력단 부단장 김 준 교수

세종산학협력실이란 곳은 어떤 곳일까? 본교 교수들을 비롯한 교내 연구자들을

위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산학협력실은 차세 지역발전을 위한 메카라는 타

이틀을 내세우고 있는 곳이다. 고려 학교 산학협력단 부단장 김 준 교수(식품

생명공학과)를 만나 세종산학협력실에 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산학협력

실이란 곳은 어떤 곳인지, 학교와 연구자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해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한다.  

세종캠퍼스 산학협력실은 어떤 곳인가요? 

세종산학협력실은 부단장 이하 4명의 직원이 세종캠퍼스의 산학협력 기획 및

연구관리 통합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철저한 프로정신에 기반 하여 교내 연

구과제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만족스러운 연구 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

는 곳입니다. 

세종산학협력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인가요?

인력양성사업으로 세계적인 석학을 초빙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강의를 통하여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고 높은 연구역량을 활용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

는 WCU(World Class University)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세계적 수준의 학원

육성과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석ㆍ박사과정생 및 신진연구인력을 집중

적으로 지원하는 고등교육 인력양성 사업인 BK21(Brain Korea) 사업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정부기관 각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기업체와 공

동으로 진행하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연구비 수주규모가 5억

원 이상인 교원이 세종캠퍼스에는 13명이나 재직하고 있는데, 이들의 연구업적

을 기리고자 세종캠퍼스 석탑연구상을 신설하여 시상한 바 있습니다. 현재에는

총 200여개의 과제를 진행 중에 있는데,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중

소기업청, 기타 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총 규모는 220억 원 정도 됩니다.

고려 세종캠퍼스 산학협력실의 중점 사업은 무엇인가요?

세종산학협력실은 크게 7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

학협력관 건립기금 적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산학협력관이 건립되면 본교 연구

역량이 극 화됨은 물론 지속 성장 가능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며, 연구 환경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수주 확 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 약학

학 연구실험동 1층에 세종공동기기실을 두고 세종캠퍼스 연구기자재의 중복투

자를 방지하는 한편, 기자재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과 기자재 사용의 효율성을

극 화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기자재는 단과 학에서 자체구매하거나 국책과

제를 통하여 구매한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리 운 경비를 제외한 잉여금

은 기자재 구입비로 재투자하는 시스템으로 운 중입니다. 아울러 형 국책과

제 및 일반연구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자 실험실 및 응연구공간을 확

보하고 있지요.

구성원들의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노력들이 가속화되고 있어 신청 과제의 공정

한 선정과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운 하고자 세종연구심의위원회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신청과제의 사전 심사나 지원 사항(공간 및 응자금)

에 한 심의 등을 통하여 다수의 국가 연구 개발 사업에 제한된 예산과 공간 범

위 내에서 효율적인 정책 결정에 기여함은 물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

하여 결정하기에 구성원에 한 신뢰감 증 에 기여하고 있어요. 또한 세종산학

협력실에서는 연구비 수주 확 를 위한 학제 간 연구회 지원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캠퍼스 구성원간의 학문간 소통을 확 하고 이를 실체화하

여 논문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형 학제 간 연구 프로젝트 개발

을 위한 기초 연구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교내 외 학제 간 연구자 네트워크 형성

및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학제 간 연구회 지원 사업을 운 하고 있어요. 올해

에는 세종캠퍼스 석탑연구상을 도입했습니다. 석탑연구상은 연구비 수주액 및

학술논문이 우수한 교원을 상으로 하는데, 연구비 수주 확 및 우수한 학술

논문 증 에 기여하고 캠퍼스 구성원 간 연구마인드를 높이고자 만들어졌습니

다. 2011년도에는 22명의 교원이 이 상을 수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수종 BT 융합산업 창업보육센터 신축입니다. 고려 학교 신수종

BT 융합 산업 창업보육센터는 산∙학∙연∙관 연계를 통한 BT산업 및 융합산

업의 혁신역량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이 창업보육

센터는 단위 클러스터 기반의 신기술 개발 및 기술 선도형 벤처기업을 적극 육

성하고 산학협력 활성화와 기술 조기 상용화 시스템 구축을 도모합니다. 또한

교내 졸업생과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공동 성장을 도모하

고 특히 BT분야의 국가 경쟁력 확보 및 BT 융합 기반의 신수종 산업 분야 창출

에 기여할 것입니다.

자랑할 만한 성과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연구비 수주액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7년에 비하여

2011년에는 약 420%나 성장했어요. 이는 세종캠퍼스 소속 구성원들의 뼈를 깎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또, WCU(World Class University)사업, BK21(Brain

Korea)21, 5년간 250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는 차세 상수관망 개발 사업이 있었

고, 29개의 창업보육실을 보유하는 창업보육센터 신축 사업 선정으로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 것이 자랑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해요.

아울러 형 국책 사업 중에는 WCU(World Class University)사업, BK21(Brain

Korea)은 물론 5년간 250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는 차세 상수관망 개발 사업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창구

를 마련하고자 신수종 BT 융합산업 창업보육센터를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에 신축 중에 있어요. 이곳에는 29개의 창업 보육실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연구비 수주 실적이 수직상승 중인데, 그 비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우선은 학의 연구에 한 많은 관심과 지원, 고려 학교 세종캠퍼스에 재직

중인 우수한 교수님과 학(원)생 및 연구원들의 역할이 가장 크겠지요. 저희 세

종산학협력실에서는 이들 구성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 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늘 연구자 입장에서 생각하고자 노력하고 있지요.

교내 학술 사업에 한 세부적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세종산학협력실에서 지원하는 교내 학술활동 지원 사업은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장려 지원, 연구비 인센티브 지원, 인문사회계교원 학술지 논문게재료 지원, 부

설연구기관 학술 회 개최 지원, 국제학술지 게재예정논문 원문교정 지원, 외부

연구과제 신청 경비 지원, 연구과제 보증보험 지원, 학술지발간 지원, 연구비 선

급 지원, 국제저명 출판물 집필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산학협력관 건축 계획에 해 자세히 말 해주세요.

산학협력관은 세종캠퍼스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① 연구

비 수주 증 , ② 연구인력확보(Post Doc., 학원생, 등), ③ 연구공간 확보, ④

공동기자재 확보) 입니다. 산학협력관 신축을 통해 교내 R&D와 인턴/취업이 연

계되는 산학 일체형 시스템 구축하여 안암캠퍼스와 차별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자 합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배후지역인 세종캠퍼스 산학협력관에 국가투

자 연구소(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기초과학연구원”지소)를 유치하여

첨단 기자재 확보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며, 2012년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 산학협력관에는 산학협력실, 공동기기센터, 학생창업지원센터 및 운 실, 연

구실험실(기업체) 및 교내 R&DB 연구소가 입주할 예정이에요.

특허 출원이나 논문 등에 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본교에 근무하는 교수, 직원, 학생 및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분의 발명은 내

부심사과정을 거쳐 특허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허지원사업을 시행

하는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 외부지원기관 지원액 소진 시, 자체 지원 프

로세스를 통해 차액을 지원하고 있어요. 논문에 한 지원도 활발합니다. 본교

교원에 한하여 국제학술지 게재 예정 논문의 경우 원문교정을 지원하고, 인문사

회계 교원의 경우 학술지 논문 게재료를 지원합니다. 전문학술지에 논문을 게재

할 경우에는 별도의 장려금을 지원하는데, 이를 통해 본교 교원의 학술연구 활

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학술연구 수준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과학비지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 세종시 등 주변 환경을 리드할 특별한 계

획이 있으신가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본교가 건립 추진중인 신수종 BT 융합산업 창업보육센

터를 통하여 BT분야의 연구를 리드해 나갈 예정이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

능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인 장점을 최 한 살려서 산학협력관 신축 및 연

구소 유치를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중부권 최고의 명문사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 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세종산학협력실은 언제나 본교가 지식과 첨단기술의 새로운 시 를 개척하는

유능한 항해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 관리와

연구를 비즈니스로 창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여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축적된 연구 성과물이 산업현장에서 많이 활용되어 학교는

수익이 발생되고 사회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연구 과제를 기술사업화 하여 본교가 세계적인 수준의

R&D센터로 발전할 수 있는 토 를 제공하는 것이 세종산학협력실의 비전이자

역할입니다.

세종산학협력실은 크게

7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학협력관 건립기금

적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산학협력관이 건립되면

본교 역구역량이 극 화됨은

물론 지속 성장 가능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며, 

연구 환경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수주액 약 420% 성장

WCU(World Class University)사업

BK21(Brain Korea)

250억 원 국고 지원

29개의 창업보육실을 보유하는

창업보육센터 신축 사업 선정

피플 김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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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

뜨거운 심장을

꿈꾸다
산학협력단 부단장 김 준 교수

세종산학협력실이란 곳은 어떤 곳일까? 본교 교수들을 비롯한 교내 연구자들을

위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산학협력실은 차세 지역발전을 위한 메카라는 타

이틀을 내세우고 있는 곳이다. 고려 학교 산학협력단 부단장 김 준 교수(식품

생명공학과)를 만나 세종산학협력실에 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산학협력

실이란 곳은 어떤 곳인지, 학교와 연구자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해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한다.  

세종캠퍼스 산학협력실은 어떤 곳인가요? 

세종산학협력실은 부단장 이하 4명의 직원이 세종캠퍼스의 산학협력 기획 및

연구관리 통합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철저한 프로정신에 기반 하여 교내 연

구과제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만족스러운 연구 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

는 곳입니다. 

세종산학협력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인가요?

인력양성사업으로 세계적인 석학을 초빙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강의를 통하여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고 높은 연구역량을 활용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

는 WCU(World Class University)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세계적 수준의 학원

육성과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석ㆍ박사과정생 및 신진연구인력을 집중

적으로 지원하는 고등교육 인력양성 사업인 BK21(Brain Korea) 사업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정부기관 각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기업체와 공

동으로 진행하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연구비 수주규모가 5억

원 이상인 교원이 세종캠퍼스에는 13명이나 재직하고 있는데, 이들의 연구업적

을 기리고자 세종캠퍼스 석탑연구상을 신설하여 시상한 바 있습니다. 현재에는

총 200여개의 과제를 진행 중에 있는데,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중

소기업청, 기타 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총 규모는 220억 원 정도 됩니다.

고려 세종캠퍼스 산학협력실의 중점 사업은 무엇인가요?

세종산학협력실은 크게 7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

학협력관 건립기금 적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산학협력관이 건립되면 본교 연구

역량이 극 화됨은 물론 지속 성장 가능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며, 연구 환경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수주 확 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 약학

학 연구실험동 1층에 세종공동기기실을 두고 세종캠퍼스 연구기자재의 중복투

자를 방지하는 한편, 기자재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과 기자재 사용의 효율성을

극 화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기자재는 단과 학에서 자체구매하거나 국책과

제를 통하여 구매한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리 운 경비를 제외한 잉여금

은 기자재 구입비로 재투자하는 시스템으로 운 중입니다. 아울러 형 국책과

제 및 일반연구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자 실험실 및 응연구공간을 확

보하고 있지요.

구성원들의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노력들이 가속화되고 있어 신청 과제의 공정

한 선정과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운 하고자 세종연구심의위원회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신청과제의 사전 심사나 지원 사항(공간 및 응자금)

에 한 심의 등을 통하여 다수의 국가 연구 개발 사업에 제한된 예산과 공간 범

위 내에서 효율적인 정책 결정에 기여함은 물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

하여 결정하기에 구성원에 한 신뢰감 증 에 기여하고 있어요. 또한 세종산학

협력실에서는 연구비 수주 확 를 위한 학제 간 연구회 지원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캠퍼스 구성원간의 학문간 소통을 확 하고 이를 실체화하

여 논문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형 학제 간 연구 프로젝트 개발

을 위한 기초 연구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교내 외 학제 간 연구자 네트워크 형성

및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학제 간 연구회 지원 사업을 운 하고 있어요. 올해

에는 세종캠퍼스 석탑연구상을 도입했습니다. 석탑연구상은 연구비 수주액 및

학술논문이 우수한 교원을 상으로 하는데, 연구비 수주 확 및 우수한 학술

논문 증 에 기여하고 캠퍼스 구성원 간 연구마인드를 높이고자 만들어졌습니

다. 2011년도에는 22명의 교원이 이 상을 수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수종 BT 융합산업 창업보육센터 신축입니다. 고려 학교 신수종

BT 융합 산업 창업보육센터는 산∙학∙연∙관 연계를 통한 BT산업 및 융합산

업의 혁신역량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이 창업보육

센터는 단위 클러스터 기반의 신기술 개발 및 기술 선도형 벤처기업을 적극 육

성하고 산학협력 활성화와 기술 조기 상용화 시스템 구축을 도모합니다. 또한

교내 졸업생과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공동 성장을 도모하

고 특히 BT분야의 국가 경쟁력 확보 및 BT 융합 기반의 신수종 산업 분야 창출

에 기여할 것입니다.

자랑할 만한 성과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연구비 수주액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7년에 비하여

2011년에는 약 420%나 성장했어요. 이는 세종캠퍼스 소속 구성원들의 뼈를 깎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또, WCU(World Class University)사업, BK21(Brain

Korea)21, 5년간 250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는 차세 상수관망 개발 사업이 있었

고, 29개의 창업보육실을 보유하는 창업보육센터 신축 사업 선정으로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 것이 자랑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해요.

아울러 형 국책 사업 중에는 WCU(World Class University)사업, BK21(Brain

Korea)은 물론 5년간 250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는 차세 상수관망 개발 사업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창구

를 마련하고자 신수종 BT 융합산업 창업보육센터를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에 신축 중에 있어요. 이곳에는 29개의 창업 보육실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연구비 수주 실적이 수직상승 중인데, 그 비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우선은 학의 연구에 한 많은 관심과 지원, 고려 학교 세종캠퍼스에 재직

중인 우수한 교수님과 학(원)생 및 연구원들의 역할이 가장 크겠지요. 저희 세

종산학협력실에서는 이들 구성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 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늘 연구자 입장에서 생각하고자 노력하고 있지요.

교내 학술 사업에 한 세부적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세종산학협력실에서 지원하는 교내 학술활동 지원 사업은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장려 지원, 연구비 인센티브 지원, 인문사회계교원 학술지 논문게재료 지원, 부

설연구기관 학술 회 개최 지원, 국제학술지 게재예정논문 원문교정 지원, 외부

연구과제 신청 경비 지원, 연구과제 보증보험 지원, 학술지발간 지원, 연구비 선

급 지원, 국제저명 출판물 집필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산학협력관 건축 계획에 해 자세히 말 해주세요.

산학협력관은 세종캠퍼스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① 연구

비 수주 증 , ② 연구인력확보(Post Doc., 학원생, 등), ③ 연구공간 확보, ④

공동기자재 확보) 입니다. 산학협력관 신축을 통해 교내 R&D와 인턴/취업이 연

계되는 산학 일체형 시스템 구축하여 안암캠퍼스와 차별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자 합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배후지역인 세종캠퍼스 산학협력관에 국가투

자 연구소(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기초과학연구원”지소)를 유치하여

첨단 기자재 확보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며, 2012년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 산학협력관에는 산학협력실, 공동기기센터, 학생창업지원센터 및 운 실, 연

구실험실(기업체) 및 교내 R&DB 연구소가 입주할 예정이에요.

특허 출원이나 논문 등에 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본교에 근무하는 교수, 직원, 학생 및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분의 발명은 내

부심사과정을 거쳐 특허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허지원사업을 시행

하는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 외부지원기관 지원액 소진 시, 자체 지원 프

로세스를 통해 차액을 지원하고 있어요. 논문에 한 지원도 활발합니다. 본교

교원에 한하여 국제학술지 게재 예정 논문의 경우 원문교정을 지원하고, 인문사

회계 교원의 경우 학술지 논문 게재료를 지원합니다. 전문학술지에 논문을 게재

할 경우에는 별도의 장려금을 지원하는데, 이를 통해 본교 교원의 학술연구 활

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학술연구 수준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과학비지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 세종시 등 주변 환경을 리드할 특별한 계

획이 있으신가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본교가 건립 추진중인 신수종 BT 융합산업 창업보육센

터를 통하여 BT분야의 연구를 리드해 나갈 예정이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

능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인 장점을 최 한 살려서 산학협력관 신축 및 연

구소 유치를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중부권 최고의 명문사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 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세종산학협력실은 언제나 본교가 지식과 첨단기술의 새로운 시 를 개척하는

유능한 항해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 관리와

연구를 비즈니스로 창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여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축적된 연구 성과물이 산업현장에서 많이 활용되어 학교는

수익이 발생되고 사회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연구 과제를 기술사업화 하여 본교가 세계적인 수준의

R&D센터로 발전할 수 있는 토 를 제공하는 것이 세종산학협력실의 비전이자

역할입니다.

세종산학협력실은 크게

7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학협력관 건립기금

적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산학협력관이 건립되면

본교 역구역량이 극 화됨은

물론 지속 성장 가능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며, 

연구 환경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수주액 약 420% 성장

WCU(World Class University)사업

BK21(Brain Korea)

250억 원 국고 지원

29개의 창업보육실을 보유하는

창업보육센터 신축 사업 선정

피플 김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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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의 낭만, 

그리고

청춘예찬
전자정보공학과 김휘 교수님

미디어문예창작학과 박형서 교수님

젊은 그 , 

동아리로

오라

쌀쌀한 저녁, 

따뜻한 클래식 한 잔

동아리 연합회, 

2012학년도 1학기 첫 동아리 거리제 개최

세미 클래식의 25번째 신춘 연주회

교수님은 학창 시절에 어떤 학생이셨나요? 

김휘 교수님 : 저는 96학번인데, 입학했을 당시 학은 너무나 다채롭고 넓은 공간

이어서 오랫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아이

템이 많았는데 철학적인 생각을 하고 싶어서 1학년 때‘과학철학연구회’라고 하는

동아리를 중심으로 생활했고, 거기서 많은 친구들과 선후배들을 사귀었습니다. 학

문 탐구보다는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하며 문화를 즐기고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학과공부에는 소홀했지만 그 시절 친구들과 함께

했던 치열한 고민, 토론 및 활동들을 떠올려보면 후회는 없습니다.(웃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생각의 역을 사회와 세상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었

는데 다른 친구들과 선배들은 그런 부분들에서 저보다 훨씬 진지했고, 많은 지

식을 쌓아가고 있었지만 저는 개인 내면에 한 문제와 가치관 정립 과정에서의

혼란을 이겨내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소크라테스

의 말 로, 나 자신을 알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이죠. ‘더 많은 독서를 통해 그런

문제들을 탐구했었다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학원에 진학하

면서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을 얻게 되어 학문에서 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학

원에서는 학문 연구에 한 몰입감이 컸습니다. 그때 깨닫게 되었지만 학부 때

제도 바깥 역에서의 활동을 통해 알게 모르게 단련되었던 문화적인 체험, 논

리적이고 종합적인 사고 및 씨기가 전공분야 연구에 큰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다시 학생 혹은 20 로 돌아간다면 가장 도전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김휘 교수님 : 도전이라는 말은 강한 목표의식과 성취욕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데 저의 20 는 그런 개념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전기공학부에 다녔

지만 이와는 별도로 좀 더 깊이 있게 교양을 쌓고 많은 을 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 순수 이론 물리의 흥미로운 문제들을 들고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탐구해 보는 활동을 못해본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20 가 아니라 인생전체에서 도전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큰 목표들을 구체화시

킬 수만 있었어도, 20 에는 큰 성공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목표들을 설

정하지 못했습니다. 시 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한 동시 적인 역사의

식이 결합된 목표의식을 날카롭게 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청춘’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혹은 인물이 있나요?

김휘 교수님 : 고 조 래 변호사입니다. 민청학련 사건으로 수배중인 74년부터

76년까지 (27세~29세) 3년간 <전태일 평전>을 집필 하셨고, 청춘을 역사와 사

회를 위해 쓰신 분이죠.

교수님만의 캠퍼스 낭만 제 로 즐기는 방법 하나 가르쳐주세요.

김휘 교수님 : 세종캠퍼스는 기숙학교로서 학생들이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활동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다양한 문화 창출에 좋은 토 인데요. 20 에 문화가 없

으면 정서적으로 황폐해지게 됩니다. 학교차원에서라도 다양성이 있는 문화적

인 활동들에 한 지원과 배려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저도 교수로 세종캠퍼

스에 온 이후로 학생들과의 정서적인 교감을 통해 나름 낭만을 만들어가고 있습

니다. 학생들 또한 교수님들과의 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을 것으로 생

각됩니다. 학부 학생들과 자주 만나 화하려 합니다.  

교수님은 학창 시절에 어떤 학생이셨나요?

박형서 교수님 : 좋아하는 과목은 열심히 하고 시시한 과목은 충 때우는 고만

고만한 학생이었습니다. 성격이 좋지 않았던지, 아니면 피가 너무 뜨거웠던지

감정의 기복이 심해 여러 사람을 애먹 던 기억도 납니다.  하지만 작가가 되겠

다는 목표가 일찍부터 있었기 때문에 술과 여행과 독서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최고의 캠퍼스 낭만은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박형서 교수님 : 첫 번째, 이틀 연속으로 밤을 새워 공부하는 것입니다. 시험이야

망치겠지만, 그처럼 몽롱한 상태로 밝은 낮을 하면 기분이 굉장히 묘해집니

다. 그리고 이건 학 시절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 그 상태로 캠퍼스 잔

디밭에 눕는 겁니다. 살아가다보면 하늘을 볼 때가 가끔 있기는 해도, 그처럼 완

전히 누워서 보는 하늘은 다릅니다. 그러다 슬그머니 노숙을 하는 겁니다. 세 번

째, 초저녁에 일어나 친한 친구와 함께 방금 전에 꾼 백일몽에 해 얘기하는 겁

니다. 술도 한 잔 하면서 얘기하면 더 좋겠지요.   

학생 때 꼭 도전해봐야 할 활동이 뭐가 있을까요?

박형서 교수님 : 여행입니다. 적어도 두 달쯤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지내보세요.

그러다 만난 사람들과 얘기를 하세요. 낯선 음식을 먹고, 낯선 풍경을 즐기세요.

그러한 경험은 평생 도움이 될 겁니다.    

교수님만의 캠퍼스 낭만 제 로 즐기는 방법 하나 가르쳐주세요.

박형서 교수님 : 날씨가 좋으면 교수님한테 야외수업을 하자고 조르세요. 하지만

너무 자주 그러면 찍힙니다. 

라이프 동아리Korea University Sejong Campus Magazine   

Vol.17 Spring 2012

KUS People 23KUS Life

바야흐로 2012년 봄이 시작되었다. 캠퍼스는 재학

생들의 활기가 넘쳐난다. 갓 학생이 된 신입생들

도 밝은 얼굴로 캠퍼스를 누비고 있다. 지금 고려

학교 세종캠퍼스는 청춘의 열기로 가득하다. 이 뜨

거운 청춘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두 분의 교수님

을 만나 경험담을 들어보았다.

지난 3월 13일과 14일, 고려 학교 세종캠퍼스 농심 국제관 앞 잔디밭에서 동아리 거리제가 있었다. 동아리 거리제는 1년에 두

번, 매 학기 초에 열리는 동아리 연합 행사로서, 각 동아리들 간에 교류가 이루어지고 동아리에 한 학우들의 관심을 높일 목적으

로 이루어진다. 동아리 거리제는 각 동아리가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진행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아직 날이 풀리지 않아 쌀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잔디밭은 아침부터 여러 동아리들의 천막으로 가득 찼다. 지나가는 학우들의 호기

심어린 시선에 각 동아리에서는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주의를 끌었다. 고 농악 는 종이에 소원을 써 걸면 학우들에게 간식거리

를 나누어 주고 사진동아리 FINDER는 동아리 내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액자에 담아 전시를 하기도 했다. 또한 본교 방송국 KDBS

는 쌀쌀한 날씨에 지나가는 학우들에게 따뜻한 음료를 제공했으며 교내 댄스 동아리 UDF는 즉석에서 공연을 펼치는 등 흥겨운 분

위기가 이어졌다. 작년 동아리 연합회장 김충훈 학우(경 정보 09)는“새 학기를 맞이해 개최한 동아리 거리제를 통해 학생 회관

안에서만이 아닌 외부에서도 중앙 동아리가 홍보되는 효과를 기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동아리 거리제가 서로 다른 동아리들의

소식을 주고받으며 여러 동아리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발전할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번 동아

리 거리제의 의미를 설명했다. 교내 중앙 동아리의 상당수가 참여한 이 행사는 오전 9시 경부터 시작하여 오후 4시쯤 막을 내렸다.

추운 날씨에도 학우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던 행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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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6일, 고려 학교 세종캠퍼스 내 학생회관 4층의 진

달래관에서 중앙 동아리, ‘세미 클래식’의 25번째 봄 연주회

가 있었다. ‘세미 클래식’은 중앙 동아리로서, 여러 관악기, 색

소폰, 플룻, 클라리넷, 트롬본, 트럼펫, 튜바, 그리고 드럼 등으

로 구성된 관악단이다. 클래식곡과 여러 중음악을 연주하며

매년 봄에 신춘 연주회, 가을에는 정기 연주회를 개최하고 있

다. 또한 악기 배우는 것 외에도 입실렌티, 고연전과 같은 학교

행사에도 매년 참석하고 있고 정기 연주회를 통해 고려 학교

안암 캠퍼스의 관악동아리인‘Wind Ensemble’과의 교류를

계속하고 있다.

신춘 연주회의 시작 시간은 늦은 7시 30분이었으나 그 전부터

공연을 준비하는 학생들로 인해 진달래관은 북적거렸다. 그리

고 시간이 되자 공연을 보러 온 많은 학생들이 진달래관으로 입

장했다. 들뜬 분위기 속에서 공연이 시작됐다. 1부에서는 Bob

Lowden에 의해 정리된 클래식 음악들과 고려 학교 응원가가

연주되었다. 2부에서는, ‘남자의 자격∙하모니 합창단 편’에

서 나와 유명해진 Ennio Morricone의‘ Nella fantasia’의 연주

가 있었다. 후에는 동아리 자체에서 준비한 상제가 있었고 3

부에서는 Hans Zimmer의‘Back Draft’가 연주되었다. 공연을

하는 학우들과 보러 온 학우들 모두 진지한 자세로 공연에 임했

다. 세미 클래식의 단장 김윤빛 학우는“이번 신춘 연주회는 제

가 단장으로서 서는 소중한 첫 연주회라 감회가 새롭습니다. 프

로가 아닌 지라 많이 서툴 수 있겠지만, 오랜 노력 끝에 만든 귀

중한 결실이니 귀 기울여 들어 주시면 단히 감사하겠습니

다.”라고 이번 신춘 연주회를 열게 된 소감을 밝혔다. 많이 서툴

수 있겠다고 했으나 모든 연주자들이 수준급의 실력들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보 다. 봄이지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

데 저녁의 클래식 연주회는 차가운 분위기의 캠퍼스를 따뜻하

게 덥히기에 충분했다.

피플 청춘예찬

전자정보공학과

김휘 교수님

미디어문예창작학과

박형서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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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의 낭만, 

그리고

청춘예찬
전자정보공학과 김휘 교수님

미디어문예창작학과 박형서 교수님

젊은 그 , 

동아리로

오라

쌀쌀한 저녁, 

따뜻한 클래식 한 잔

동아리 연합회, 

2012학년도 1학기 첫 동아리 거리제 개최

세미 클래식의 25번째 신춘 연주회

교수님은 학창 시절에 어떤 학생이셨나요? 

김휘 교수님 : 저는 96학번인데, 입학했을 당시 학은 너무나 다채롭고 넓은 공간

이어서 오랫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아이

템이 많았는데 철학적인 생각을 하고 싶어서 1학년 때‘과학철학연구회’라고 하는

동아리를 중심으로 생활했고, 거기서 많은 친구들과 선후배들을 사귀었습니다. 학

문 탐구보다는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하며 문화를 즐기고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학과공부에는 소홀했지만 그 시절 친구들과 함께

했던 치열한 고민, 토론 및 활동들을 떠올려보면 후회는 없습니다.(웃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생각의 역을 사회와 세상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었

는데 다른 친구들과 선배들은 그런 부분들에서 저보다 훨씬 진지했고, 많은 지

식을 쌓아가고 있었지만 저는 개인 내면에 한 문제와 가치관 정립 과정에서의

혼란을 이겨내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소크라테스

의 말 로, 나 자신을 알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이죠. ‘더 많은 독서를 통해 그런

문제들을 탐구했었다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학원에 진학하

면서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을 얻게 되어 학문에서 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학

원에서는 학문 연구에 한 몰입감이 컸습니다. 그때 깨닫게 되었지만 학부 때

제도 바깥 역에서의 활동을 통해 알게 모르게 단련되었던 문화적인 체험, 논

리적이고 종합적인 사고 및 씨기가 전공분야 연구에 큰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다시 학생 혹은 20 로 돌아간다면 가장 도전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김휘 교수님 : 도전이라는 말은 강한 목표의식과 성취욕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데 저의 20 는 그런 개념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전기공학부에 다녔

지만 이와는 별도로 좀 더 깊이 있게 교양을 쌓고 많은 을 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 순수 이론 물리의 흥미로운 문제들을 들고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탐구해 보는 활동을 못해본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20 가 아니라 인생전체에서 도전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큰 목표들을 구체화시

킬 수만 있었어도, 20 에는 큰 성공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목표들을 설

정하지 못했습니다. 시 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한 동시 적인 역사의

식이 결합된 목표의식을 날카롭게 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청춘’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혹은 인물이 있나요?

김휘 교수님 : 고 조 래 변호사입니다. 민청학련 사건으로 수배중인 74년부터

76년까지 (27세~29세) 3년간 <전태일 평전>을 집필 하셨고, 청춘을 역사와 사

회를 위해 쓰신 분이죠.

교수님만의 캠퍼스 낭만 제 로 즐기는 방법 하나 가르쳐주세요.

김휘 교수님 : 세종캠퍼스는 기숙학교로서 학생들이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활동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다양한 문화 창출에 좋은 토 인데요. 20 에 문화가 없

으면 정서적으로 황폐해지게 됩니다. 학교차원에서라도 다양성이 있는 문화적

인 활동들에 한 지원과 배려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저도 교수로 세종캠퍼

스에 온 이후로 학생들과의 정서적인 교감을 통해 나름 낭만을 만들어가고 있습

니다. 학생들 또한 교수님들과의 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을 것으로 생

각됩니다. 학부 학생들과 자주 만나 화하려 합니다.  

교수님은 학창 시절에 어떤 학생이셨나요?

박형서 교수님 : 좋아하는 과목은 열심히 하고 시시한 과목은 충 때우는 고만

고만한 학생이었습니다. 성격이 좋지 않았던지, 아니면 피가 너무 뜨거웠던지

감정의 기복이 심해 여러 사람을 애먹 던 기억도 납니다.  하지만 작가가 되겠

다는 목표가 일찍부터 있었기 때문에 술과 여행과 독서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최고의 캠퍼스 낭만은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박형서 교수님 : 첫 번째, 이틀 연속으로 밤을 새워 공부하는 것입니다. 시험이야

망치겠지만, 그처럼 몽롱한 상태로 밝은 낮을 하면 기분이 굉장히 묘해집니

다. 그리고 이건 학 시절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 그 상태로 캠퍼스 잔

디밭에 눕는 겁니다. 살아가다보면 하늘을 볼 때가 가끔 있기는 해도, 그처럼 완

전히 누워서 보는 하늘은 다릅니다. 그러다 슬그머니 노숙을 하는 겁니다. 세 번

째, 초저녁에 일어나 친한 친구와 함께 방금 전에 꾼 백일몽에 해 얘기하는 겁

니다. 술도 한 잔 하면서 얘기하면 더 좋겠지요.   

학생 때 꼭 도전해봐야 할 활동이 뭐가 있을까요?

박형서 교수님 : 여행입니다. 적어도 두 달쯤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지내보세요.

그러다 만난 사람들과 얘기를 하세요. 낯선 음식을 먹고, 낯선 풍경을 즐기세요.

그러한 경험은 평생 도움이 될 겁니다.    

교수님만의 캠퍼스 낭만 제 로 즐기는 방법 하나 가르쳐주세요.

박형서 교수님 : 날씨가 좋으면 교수님한테 야외수업을 하자고 조르세요. 하지만

너무 자주 그러면 찍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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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2012년 봄이 시작되었다. 캠퍼스는 재학

생들의 활기가 넘쳐난다. 갓 학생이 된 신입생들

도 밝은 얼굴로 캠퍼스를 누비고 있다. 지금 고려

학교 세종캠퍼스는 청춘의 열기로 가득하다. 이 뜨

거운 청춘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두 분의 교수님

을 만나 경험담을 들어보았다.

지난 3월 13일과 14일, 고려 학교 세종캠퍼스 농심 국제관 앞 잔디밭에서 동아리 거리제가 있었다. 동아리 거리제는 1년에 두

번, 매 학기 초에 열리는 동아리 연합 행사로서, 각 동아리들 간에 교류가 이루어지고 동아리에 한 학우들의 관심을 높일 목적으

로 이루어진다. 동아리 거리제는 각 동아리가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진행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아직 날이 풀리지 않아 쌀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잔디밭은 아침부터 여러 동아리들의 천막으로 가득 찼다. 지나가는 학우들의 호기

심어린 시선에 각 동아리에서는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주의를 끌었다. 고 농악 는 종이에 소원을 써 걸면 학우들에게 간식거리

를 나누어 주고 사진동아리 FINDER는 동아리 내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액자에 담아 전시를 하기도 했다. 또한 본교 방송국 KDBS

는 쌀쌀한 날씨에 지나가는 학우들에게 따뜻한 음료를 제공했으며 교내 댄스 동아리 UDF는 즉석에서 공연을 펼치는 등 흥겨운 분

위기가 이어졌다. 작년 동아리 연합회장 김충훈 학우(경 정보 09)는“새 학기를 맞이해 개최한 동아리 거리제를 통해 학생 회관

안에서만이 아닌 외부에서도 중앙 동아리가 홍보되는 효과를 기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동아리 거리제가 서로 다른 동아리들의

소식을 주고받으며 여러 동아리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발전할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번 동아

리 거리제의 의미를 설명했다. 교내 중앙 동아리의 상당수가 참여한 이 행사는 오전 9시 경부터 시작하여 오후 4시쯤 막을 내렸다.

추운 날씨에도 학우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던 행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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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6일, 고려 학교 세종캠퍼스 내 학생회관 4층의 진

달래관에서 중앙 동아리, ‘세미 클래식’의 25번째 봄 연주회

가 있었다. ‘세미 클래식’은 중앙 동아리로서, 여러 관악기, 색

소폰, 플룻, 클라리넷, 트롬본, 트럼펫, 튜바, 그리고 드럼 등으

로 구성된 관악단이다. 클래식곡과 여러 중음악을 연주하며

매년 봄에 신춘 연주회, 가을에는 정기 연주회를 개최하고 있

다. 또한 악기 배우는 것 외에도 입실렌티, 고연전과 같은 학교

행사에도 매년 참석하고 있고 정기 연주회를 통해 고려 학교

안암 캠퍼스의 관악동아리인‘Wind Ensemble’과의 교류를

계속하고 있다.

신춘 연주회의 시작 시간은 늦은 7시 30분이었으나 그 전부터

공연을 준비하는 학생들로 인해 진달래관은 북적거렸다. 그리

고 시간이 되자 공연을 보러 온 많은 학생들이 진달래관으로 입

장했다. 들뜬 분위기 속에서 공연이 시작됐다. 1부에서는 Bob

Lowden에 의해 정리된 클래식 음악들과 고려 학교 응원가가

연주되었다. 2부에서는, ‘남자의 자격∙하모니 합창단 편’에

서 나와 유명해진 Ennio Morricone의‘ Nella fantasia’의 연주

가 있었다. 후에는 동아리 자체에서 준비한 상제가 있었고 3

부에서는 Hans Zimmer의‘Back Draft’가 연주되었다. 공연을

하는 학우들과 보러 온 학우들 모두 진지한 자세로 공연에 임했

다. 세미 클래식의 단장 김윤빛 학우는“이번 신춘 연주회는 제

가 단장으로서 서는 소중한 첫 연주회라 감회가 새롭습니다. 프

로가 아닌 지라 많이 서툴 수 있겠지만, 오랜 노력 끝에 만든 귀

중한 결실이니 귀 기울여 들어 주시면 단히 감사하겠습니

다.”라고 이번 신춘 연주회를 열게 된 소감을 밝혔다. 많이 서툴

수 있겠다고 했으나 모든 연주자들이 수준급의 실력들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보 다. 봄이지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

데 저녁의 클래식 연주회는 차가운 분위기의 캠퍼스를 따뜻하

게 덥히기에 충분했다.

피플 청춘예찬

전자정보공학과

김휘 교수님

미디어문예창작학과

박형서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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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xus(이하 넥서스)는 1995년‘The Seochang Press’로

창간하여 1996년 Nexus로 개간하 고, 고려 학교 세종캠퍼

스에서 유일하게 자신문을 출판하는 어 문학과의 전통

적인 학술 소모임이다. 한 학기에 한 번 신문을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현재 20부가 넘는 신문을 만들어 왔다. 그렇게

발간된 신문은 교내에 배포된다. 신문에 게재되는 기사는 소모

임의 구성원인 학생들 스스로가 흥미 있는 주제를 채택한 것으

로 직접 작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다. 또한 넥서스는 문과

지를 출판 담당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에 정기모임을 가진다. 

지난 4월 9일, 넥서스 소모임장 장용훈( 문 10) 학우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TIME은 1980년 만들어진 본교 내의 어 학술 동아리이다.

‘Eyes Toward the World'라는 취지 아래, 세계화에 발맞추어

TIME이라는 어시사주간지를 읽으며 세계의 정치, 경제, 문

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

유하며 어실력은 물론이고 사고력 증진을 도모하는 동아리

이다. 또한 사회 각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계시는 여러 선

배들과의 멘토링을 통해 동아리 구성원들과 교류하고 있다.

TIME 동아리는 매주 월~금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농심 국

제관 304호에서‘칼럼니스트’가 한 시간 동안 1교시 칼럼을

진행하게 되며 2교시에는 OPIc 교재를 통해 기본적인 회화실

력을 쌓는 어말하기 시간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때 칼럼니

스트와 리허설리스트가 전주에 미리 배정된 칼럼분량을 발표

하게 되는데, 칼럼니스트는 1시간, 리허설리스트는 30분간의

발표시간을 가진다. TIME의 연례행사로는 선배의 날, 커버전

시회, 교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어말하기 회인 'English

Speaking Contest(ESC)' 개최, 정회원 등단을 위한 DEBUT 등

이 있다.

TIME 커버 전시회

지난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호익 플라자 앞과 학술 정보원 1

층 로비에서 TIME 동아리의 커버 전시회가 있었다. 도서관과

인문 를 지나가는 학우들 모두 관심 있게 읽어 보고 갔으며

그 중에는 외국인 교환 학생도 있었다. TIME은 TIME지를 연구

하는 어 학술 동아리로, 매년 커버 전시회를 통해 동아리를

소개하고 여러 이슈들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시사

주간지‘TIME’은 한 주 간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인물이나 환

경 문제,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시사 잡

지이다. 이러한 TIME지의 커버에는 그 주에 실린 칼럼의 전반

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TIME 동아리의 중요한 연례 행사로 꼽

히기도 하는 이 커버 전시회에서는 TIME 커버에 한 내용 뿐

아니라 TIME에서 주최하는 여러 행사들에 한 설명이 깔끔하

게 정리되어 있어 지나가는 학우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

학 시절, TIME 동아리에 들어가게 된 계기와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에 해서 말 해 주세요.

동아리는 고등학교 선배가 먼저 가입이 되어 있어서 선배의

추천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그리고 활동 중에서는 선배

의 날 행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선배들이 많이 오셔서 잘 이

끌어 주셨던 기억이 나요. 또, 학교 강의실을 빌려서 재학생

들이 공연을 준비하기도 했었습니다. 선배들의 이런저런 경

험담도 듣고 선배 칼럼, 후배 칼럼 발표도 하고 자극제 역할

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

제가 얼마 전에 TIME 취재를 갔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화

기애애한 분위기라 놀랐습니다. 선생님이 활동하실 때는 어

떤 분위기 나요?

내가 했을 때는 조금 경직된 분위기가 있었어요. 선배들 중에

엄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칼럼 발표할 때 3,4개 문장도 나가

지 못하고 계속 질문 받고, 답 못하면 혼나고 그런 분위기

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 때에는 TIME지만 파고들어서 했는데 요즘에는 회화도 한

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유해지고 좋아졌다는 생각이

드네요.

●

활동 중에 도움이 되었던 것이 있다면요?

칼럼 발표할 때 직접 준비한 것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어 공부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배경 지식, 전치사, 문장 구성

등 많은 부분 중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나중에는 질문 받는 것을 즐기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긍정적인 향을 많이 받았던 걸로 기억해

요. 또, 선후배 간의 관계가 돈독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들이 생각할 때는 진입 장벽이 좀 있었던 듯싶네요. TIME 동

아리라고 하면‘그래? 그럼 너 어 잘 하겠다’하는 주변 사

람들의 반응에 나도 모르게 자극제가 되었던 것도 있고요. 예

를 들어 컴퓨터 관련 과라면 컴퓨터를 잘하겠다는 기 를 받

는 것처럼. 어뿐만 아니라 시사적인 것도 같이 하다 보니까

세계 정세에 해서도 잘 알 수 있었어요. 또, 칼럼 진행할 때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발표와 토론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

어 학술 동아리라는 점 때문에 TIME 가입을 망설이는 학

우들에게 하실 말 이 있다면요?

사실 제가 활동할 때도 그런 진입 장벽이 좀 느껴졌었어요.

어쩌면 선배 추천으로 들어가게 된 게 잘 된 건지도 모르겠네

요. 하지만 어느 동아리보다 선후배 간의 정이 돈독하고 또

그만큼의 추억도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칼럼 하나

준비할 때 도서관에서 밤 꼬박 샜던 친구들이 생각나네요. 처

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결국

다 자기 것이 되는 거니까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난 3월 28일 늦은 7시, TIME 동아리 취재를 위해 농심 국제

관 304호를 찾았다. 학술 동아리라 해서 조금은 딱딱한 분위기

가 아닐까 했는데 바깥까지 들리는 웃음소리 덕분에 화기애애

한 분위기를 예상할 수 있었다. 취재를 간 날은 전 회장 홍기

문(환경공학 06)의 스페셜 칼럼이 있던 날이었다. 30명 정도의

인원이 참가했고, TIME지를 가지고 발표자가 문 해석을 하

면 활발한 질의응답이 오고 갔다. 언뜻 외국인 교환 학생도 볼

수 있었다. 발표를 듣는 학우들은 TIME지에 한 질문만이 아

니라 동아리와 발표자에 한 질문을 자유롭게 했고, 그 모습

이 인상적이었다. 칼럼 발표가 끝난 후에 TIME 회장 허준(물리

08) 학우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안녕하세요? 칼럼 발표 잘 봤습니다. 어 학술 동아리라고 해

서 좀 딱딱한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좀 놀랐어요. 오늘은 어떤 칼럼 시간이었나요? 그리고 TIME

동아리의 기본적인 활동에 해 말 해 주세요.

오늘은 스페셜 칼럼이라고 역 회장을 초빙해서 진행한 칼럼

발표 시간이었는데, 내적이고 외적인 화합을 위함입니다. 이

시간에는 TIME지에 한 질문만이 아닌, 동아리 자체에 한

내용도 자유롭게 질문을 받습니다. 저희 활동의 기본적인 틀은

1교시는 TIME지에 한 칼럼 발표를 하고, 2교시에는 어 말

하기 시간을 가집니다. 어 말하기 전에는 10분 정도 writing

을 하고, 가끔은 OPIc 주제를 선정해서 그에 관한 프리 토킹을

하기도 합니다.

칼럼을 발표하고 진행한다는 게, 주체적인 학생의 모습으로 느

껴져서 멋져 보이는데요. 이에 한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

요?

처음에 동아리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 학술 동아리라고 해서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칼럼을 진행시

키면서 세계 시사에 한 상식도 많이 키우고 발표력도 향상되

는 것에 해 만족하는 학우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IME 출신 선배님들 중에서 특별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TIME 내에서 이루어지는 멘토링에 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학교 교수님이 세 분 정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식품 생명공학

과 김 준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으로 계세요. 며칠 전에 세미

나도 진행하셨습니다. TIME 출신 선배님이라서 저희를 많이

챙겨 주세요. 매 1학기마다 선배의 날 행사를 하는데 그 때 많

이 뵐 수 있습니다. 멘토링이라는 제도는 동아리에 정을 붙일

수 있게 하고자 만든 제도인데, 선배의 날 행사에 오신 선배님

들께 요청하여 이루어집니다. 선배님과 비슷한 진로를 희망하

는 학우와 선배님을 짝지어서 진행됩니다. 

학기마다 회장이 바뀐다고 들었어요. 매 학기마다 모토를 정한

다고 하던데 이번 학기의 모토는 무엇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Nothing is valuable as TIME.’으로 정했습

니다. 시간의 중요성을 알리는 명언이기도 하지만 TIME 동아

리로 생각했을 때‘TIME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의미도 가

집니다.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TIME 동아리라고 생각해서 이

렇게 모토를 정했습니다. 이러한 모토에 맞추어서 선배의 날

행사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선배님들이 많아

서 안암 캠퍼스에서 진행되고요.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동아리

에 애착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끔 학우 분들의 동아리 참여

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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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hing is valuable as TIME

활자 위에서의 끊임없는 도전, 

넥서스

Eyes Toward 
the World'

Nexus

뭔가 심상치 않은 그들을 습격하다

TIME 출신 교직원

예산관리팀 이병배 선생님 인터뷰

라이프 동아리 라이프 소모임

현재 본교에서 활동 중인 동아리는 33개이다. 동아리 연합회

에서 3월 초 동아리 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학생 회관에 비치해

두고 각 동아리 개별 홍보 활동 등 신입생들에게 적극적으로

동아리 홍보 중이다. 현재 가장 특별한 활동을 하고 있는 TIME

과 넥서스를 동행취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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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xus(이하 넥서스)는 1995년‘The Seochang Press’로

창간하여 1996년 Nexus로 개간하 고, 고려 학교 세종캠퍼

스에서 유일하게 자신문을 출판하는 어 문학과의 전통

적인 학술 소모임이다. 한 학기에 한 번 신문을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현재 20부가 넘는 신문을 만들어 왔다. 그렇게

발간된 신문은 교내에 배포된다. 신문에 게재되는 기사는 소모

임의 구성원인 학생들 스스로가 흥미 있는 주제를 채택한 것으

로 직접 작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다. 또한 넥서스는 문과

지를 출판 담당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에 정기모임을 가진다. 

지난 4월 9일, 넥서스 소모임장 장용훈( 문 10) 학우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TIME은 1980년 만들어진 본교 내의 어 학술 동아리이다.

‘Eyes Toward the World'라는 취지 아래, 세계화에 발맞추어

TIME이라는 어시사주간지를 읽으며 세계의 정치, 경제, 문

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

유하며 어실력은 물론이고 사고력 증진을 도모하는 동아리

이다. 또한 사회 각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계시는 여러 선

배들과의 멘토링을 통해 동아리 구성원들과 교류하고 있다.

TIME 동아리는 매주 월~금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농심 국

제관 304호에서‘칼럼니스트’가 한 시간 동안 1교시 칼럼을

진행하게 되며 2교시에는 OPIc 교재를 통해 기본적인 회화실

력을 쌓는 어말하기 시간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때 칼럼니

스트와 리허설리스트가 전주에 미리 배정된 칼럼분량을 발표

하게 되는데, 칼럼니스트는 1시간, 리허설리스트는 30분간의

발표시간을 가진다. TIME의 연례행사로는 선배의 날, 커버전

시회, 교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어말하기 회인 'English

Speaking Contest(ESC)' 개최, 정회원 등단을 위한 DEBUT 등

이 있다.

TIME 커버 전시회

지난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호익 플라자 앞과 학술 정보원 1

층 로비에서 TIME 동아리의 커버 전시회가 있었다. 도서관과

인문 를 지나가는 학우들 모두 관심 있게 읽어 보고 갔으며

그 중에는 외국인 교환 학생도 있었다. TIME은 TIME지를 연구

하는 어 학술 동아리로, 매년 커버 전시회를 통해 동아리를

소개하고 여러 이슈들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시사

주간지‘TIME’은 한 주 간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인물이나 환

경 문제,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시사 잡

지이다. 이러한 TIME지의 커버에는 그 주에 실린 칼럼의 전반

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TIME 동아리의 중요한 연례 행사로 꼽

히기도 하는 이 커버 전시회에서는 TIME 커버에 한 내용 뿐

아니라 TIME에서 주최하는 여러 행사들에 한 설명이 깔끔하

게 정리되어 있어 지나가는 학우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

학 시절, TIME 동아리에 들어가게 된 계기와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에 해서 말 해 주세요.

동아리는 고등학교 선배가 먼저 가입이 되어 있어서 선배의

추천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그리고 활동 중에서는 선배

의 날 행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선배들이 많이 오셔서 잘 이

끌어 주셨던 기억이 나요. 또, 학교 강의실을 빌려서 재학생

들이 공연을 준비하기도 했었습니다. 선배들의 이런저런 경

험담도 듣고 선배 칼럼, 후배 칼럼 발표도 하고 자극제 역할

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

제가 얼마 전에 TIME 취재를 갔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화

기애애한 분위기라 놀랐습니다. 선생님이 활동하실 때는 어

떤 분위기 나요?

내가 했을 때는 조금 경직된 분위기가 있었어요. 선배들 중에

엄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칼럼 발표할 때 3,4개 문장도 나가

지 못하고 계속 질문 받고, 답 못하면 혼나고 그런 분위기

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 때에는 TIME지만 파고들어서 했는데 요즘에는 회화도 한

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유해지고 좋아졌다는 생각이

드네요.

●

활동 중에 도움이 되었던 것이 있다면요?

칼럼 발표할 때 직접 준비한 것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어 공부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배경 지식, 전치사, 문장 구성

등 많은 부분 중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나중에는 질문 받는 것을 즐기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긍정적인 향을 많이 받았던 걸로 기억해

요. 또, 선후배 간의 관계가 돈독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들이 생각할 때는 진입 장벽이 좀 있었던 듯싶네요. TIME 동

아리라고 하면‘그래? 그럼 너 어 잘 하겠다’하는 주변 사

람들의 반응에 나도 모르게 자극제가 되었던 것도 있고요. 예

를 들어 컴퓨터 관련 과라면 컴퓨터를 잘하겠다는 기 를 받

는 것처럼. 어뿐만 아니라 시사적인 것도 같이 하다 보니까

세계 정세에 해서도 잘 알 수 있었어요. 또, 칼럼 진행할 때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발표와 토론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

어 학술 동아리라는 점 때문에 TIME 가입을 망설이는 학

우들에게 하실 말 이 있다면요?

사실 제가 활동할 때도 그런 진입 장벽이 좀 느껴졌었어요.

어쩌면 선배 추천으로 들어가게 된 게 잘 된 건지도 모르겠네

요. 하지만 어느 동아리보다 선후배 간의 정이 돈독하고 또

그만큼의 추억도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칼럼 하나

준비할 때 도서관에서 밤 꼬박 샜던 친구들이 생각나네요. 처

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결국

다 자기 것이 되는 거니까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난 3월 28일 늦은 7시, TIME 동아리 취재를 위해 농심 국제

관 304호를 찾았다. 학술 동아리라 해서 조금은 딱딱한 분위기

가 아닐까 했는데 바깥까지 들리는 웃음소리 덕분에 화기애애

한 분위기를 예상할 수 있었다. 취재를 간 날은 전 회장 홍기

문(환경공학 06)의 스페셜 칼럼이 있던 날이었다. 30명 정도의

인원이 참가했고, TIME지를 가지고 발표자가 문 해석을 하

면 활발한 질의응답이 오고 갔다. 언뜻 외국인 교환 학생도 볼

수 있었다. 발표를 듣는 학우들은 TIME지에 한 질문만이 아

니라 동아리와 발표자에 한 질문을 자유롭게 했고, 그 모습

이 인상적이었다. 칼럼 발표가 끝난 후에 TIME 회장 허준(물리

08) 학우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안녕하세요? 칼럼 발표 잘 봤습니다. 어 학술 동아리라고 해

서 좀 딱딱한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좀 놀랐어요. 오늘은 어떤 칼럼 시간이었나요? 그리고 TIME

동아리의 기본적인 활동에 해 말 해 주세요.

오늘은 스페셜 칼럼이라고 역 회장을 초빙해서 진행한 칼럼

발표 시간이었는데, 내적이고 외적인 화합을 위함입니다. 이

시간에는 TIME지에 한 질문만이 아닌, 동아리 자체에 한

내용도 자유롭게 질문을 받습니다. 저희 활동의 기본적인 틀은

1교시는 TIME지에 한 칼럼 발표를 하고, 2교시에는 어 말

하기 시간을 가집니다. 어 말하기 전에는 10분 정도 writing

을 하고, 가끔은 OPIc 주제를 선정해서 그에 관한 프리 토킹을

하기도 합니다.

칼럼을 발표하고 진행한다는 게, 주체적인 학생의 모습으로 느

껴져서 멋져 보이는데요. 이에 한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

요?

처음에 동아리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 학술 동아리라고 해서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칼럼을 진행시

키면서 세계 시사에 한 상식도 많이 키우고 발표력도 향상되

는 것에 해 만족하는 학우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IME 출신 선배님들 중에서 특별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TIME 내에서 이루어지는 멘토링에 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학교 교수님이 세 분 정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식품 생명공학

과 김 준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으로 계세요. 며칠 전에 세미

나도 진행하셨습니다. TIME 출신 선배님이라서 저희를 많이

챙겨 주세요. 매 1학기마다 선배의 날 행사를 하는데 그 때 많

이 뵐 수 있습니다. 멘토링이라는 제도는 동아리에 정을 붙일

수 있게 하고자 만든 제도인데, 선배의 날 행사에 오신 선배님

들께 요청하여 이루어집니다. 선배님과 비슷한 진로를 희망하

는 학우와 선배님을 짝지어서 진행됩니다. 

학기마다 회장이 바뀐다고 들었어요. 매 학기마다 모토를 정한

다고 하던데 이번 학기의 모토는 무엇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Nothing is valuable as TIME.’으로 정했습

니다. 시간의 중요성을 알리는 명언이기도 하지만 TIME 동아

리로 생각했을 때‘TIME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의미도 가

집니다.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TIME 동아리라고 생각해서 이

렇게 모토를 정했습니다. 이러한 모토에 맞추어서 선배의 날

행사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선배님들이 많아

서 안암 캠퍼스에서 진행되고요.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동아리

에 애착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끔 학우 분들의 동아리 참여

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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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hing is valuable as TIME

활자 위에서의 끊임없는 도전, 

넥서스

Eyes Toward 
the World'

Nexus

뭔가 심상치 않은 그들을 습격하다

TIME 출신 교직원

예산관리팀 이병배 선생님 인터뷰

라이프 동아리 라이프 소모임

현재 본교에서 활동 중인 동아리는 33개이다. 동아리 연합회

에서 3월 초 동아리 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학생 회관에 비치해

두고 각 동아리 개별 홍보 활동 등 신입생들에게 적극적으로

동아리 홍보 중이다. 현재 가장 특별한 활동을 하고 있는 TIME

과 넥서스를 동행취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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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자에 가득 술을

받아올라치면 살짝

넘치기도 한다. 

그래서 넘치지 않도록 한

모금씩 먹어가면서

술을 받아왔다. 

당연히 그 술은 막걸리 다.

나와 막걸리

나의 어머니께서는 나를 임신하신 중에 못 하시는 술이 그리도

드시고 싶으셨다고 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남몰래 술을 받아

다 드렸다고 한다. 그렇게 시작된 나의‘인생’은 요즘 유행하

는 표현 로 한다면 이른바‘모태 음주’인 셈이다. 나의 코흘

리개 시절, 집에 손님이 오실 경우 동네 주점에서 술을 받아다

접했다. 잘난 외국에서는 범법 행위라지만, 우리네 삶에서

그 술심부름은 당연히 6형제의 막내인 나의 몫이었다. 주전자

에 가득 술을 받아올라치면 살짝 넘치기도 한다. 그래서 넘치

지 않도록 한 모금씩 먹어가면서 술을 받아왔다. 당연히 그 술

은 막걸리 다.

1970년 중반, 세상에 학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

던 나는‘막걸리 학’에 입학했다. 나보다 일찍 학에 와 있

던 나의 고등학교 동창들은 이미 학 생활에 익숙하여 나를

술집으로 잘 인도하여 주었다. 당시 학교 앞에는 온통 막걸리

집이었다. 나의 입학 즈음에 학교 앞에 유일하게 맥주집이 생

겼으나 곧 문을 닫았다. 학생증 때문에 망한 것이다. 당시 학생

들은 학교 앞 술집에서 돈을 내고 술을 마신다기 보다는, 찾아

가지도 않을 학생증을 맡기고 술을 먹었다. 단골집에서는 당연

히 안면으로 외상이었다. 가끔씩은 단골집 주인에게 돈을 빌려

시내의 다른 술집에 가서 먹기도 하 다.

우리 학과 막걸리

당시 나는 요즘의 학부제와 마찬가지인‘계열별 모집’으로

학에 입학하 다. 2학년 진급 때 학과를 선택하는 광역 모집

단위의 첫 입학생이라서, 선후배 사이가 긴 하게 형성되지 않

았다. 소속 학과가 없었기 때문에 신입생은 반( )으로 편성되

어 있었다. 당연히 신입생들끼리만 어울려 지냈다. 반 항 막

걸리 시합도 하면서 말이다. 나에게도 막걸리 시합에 나아갈

의사가 있는지 반 표가 물었다. 나는 다섯 되밖에 못 마신다

고 답했다. 그랬더니 너무 약하다면서 선수로 선발해주지 않

았다.

한 번은 친구를 만나러 신촌의 한 학에 갔다. 친구의 학과 동

기들과 어울려, 지금은 없어진, 그 학교 앞 시장 통에서 술을 마

셨다. 그 녀석들이 나에게 너희는 정말 냉면 그릇으로 막걸리

를 마시냐고 물었다. 나는 그렇다고 답하 다. 그러자 한 번

마셔보라고 하 다. 시원하게 한 그릇 비웠다. 그랬더니 한 그

릇 더 마실 수 있느냐고 묻는다.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그냥 호

기로 물론이라 답했다. 거푸 또 한 그릇을 비웠다. 냉면 그릇

두 개를 연거푸 비우자 신촌 녀석들은 감탄과 함께‘막걸리

학’의 진가를 인정해주었다. 그 당시, 학생 나름의 의식( )

행위에서, 냉면 그릇으로 막걸리를 마시는 것은 아마 고려 학

이 유일하지 않았나 싶다.

그런 나의 학에서 민족을 넘어 세계로 진출하자면서 막걸리

신 포도주를 강조한 적이 있다. 이 술, 저 술 가리지 않는 나

는 포도주도 좋아한다.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도입한 수입

포도주는 아직도 학교의 홍보용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포도주는 술의 다중 소비자인 우리 학생들과는 무관해 보인

다. 아니, 우리 학생들은 포도주가 학교의 홍보용품으로 사용

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을 것이다. 아마 우리 학교에 포도주 관

련 강좌는 개설되어 있지만, ‘포도주 찬가’가 없기 때문일는지

도 모르겠다.

‘막걸리 찬가’와 사발식

요즘도 우리 학생들은 의식 행위의 일환으로 전 구성원의‘막

걸리 찬가’에 이어, 상자가‘FM’을 외치면서 막걸리 사발식

을 한다. 갓 입학한 신입생, 전공 학과를 배정받은 진입생, 조금

늦게나마 제 로 학교를 찾아 온 편입생, 학교를 떠났다 돌아

온 복학생 등 여하튼 무슨 무슨‘생’이라는 자만 붙을 수 있

다면 재학생은 다 끌어다 사발식을 행한다. 아마 휴학생, 자퇴

생, 퇴학생, 제적생 등 학교를 떠난‘생’이외에는 다 사발식의

상이 될 것이다. 이것도 일종의‘생’막걸리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모두들 화기애애하게 서로를 주고받으면서

사발식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우리의 사발식을 시중 학에서 어설프게 따라할 경우

사망이라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한다. 사발식은 막걸리가 제

격이건만, 시중 학에서는 소주로 사발식을 하다가 그런 일을

겪는 경우가 있다. 그들에게는‘막걸리 찬가’도, 막걸리를 마

신다는 문화도 없었기 때문이다. 독한 소주로 이루어지는 사발

식은 절 하지 말아야 할 행위이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학과에서는 매 학기 학생들의‘유적 답사’

가 있다. 그 때에는 답사에 처음 참여한 학생들이 사발식의

상이 된다. 가끔씩 학생들에게‘FM’이 무엇을 줄인 말인지 물

어본다. Field Manual의 앞 자를 따서 사용하는 말이라는

답이 돌아오기도 한다. 정말인지 아닌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여하튼 그 때 불려지는‘막걸리 찬가’의 가사 중 본래‘사내답

게’마시라던 막걸리가 요즘은‘고 답게’로 바뀌었다. 당연

한 일이다. 누가 만들어서, 언제부터 부르기 시작하 는지도

잘 모르는 우리의‘막걸리 찬가’는 그 태생이 남성 중심이었

다. 남학생으로 그득 찬 교정에서 울려 퍼지던‘막걸리 찬가’

는 막걸리를 마셔도 남자답게 마시라고 외치는 것이 당연했다.

먹을 것 없던 시절, 커다란 냉면 그릇으로 말이다.

단상의 마무리

그러나 요즘에는, 단과 학 별로 차이가 심하기는 하지만, 우

리 학교의 남학생 숫자나 여학생 숫자나 큰 차이가 없다. 아울

러 여학생의 음주 역량 또한 만만치 않다. 그래서 여학생의 존

재가 배제되었던‘막걸리 찬가’의 가사가 남녀 불문하고‘고

답게’로 바뀌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단지 우리 학과의 사발

식을 보면 냉면 그릇 가득히 막걸리를 따르지는 않는다. 나 또

한 가득 따르라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냉면 그릇을 사용하지

말고, 국 그릇으로 바꾸라는 권유를 하기도 한다.

어찌보면 막걸리는 인생 그 자체이다. 짠맛을 제외하고, 단맛

∙쓴맛∙신맛에 약간 떫은맛까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그 모

든 맛들이 어우러져 시원하게 감칠맛을 내는 것이 막걸리의 참

맛이다. 모든 행위의 복합체가 인생이듯이, 모든 맛의 복합체

가 막걸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막걸리 찬가’를

부르면서 사발식을 행하는 것일는지도 모른다. 단지, ‘남자답

게’마시라던 가사가 시 의 흐름에 따라‘고 답게’로 바뀌

었듯이, 냉면 그릇은 국 그릇 정도로 바꾸고 그득히 부어 마셨

으면 좋겠다. 풍부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말이다. 돌려 마시

는‘사발’을 통해‘우리’라는 공감 를 형성하면서, 그러한 공

동체에 속함을 진하게 느낄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막걸리 사

발식의 진정한 의미일 것이다.

정운용

1957년 인천 출생. 고려 학교 사학과 졸업. 1999년 고려 학교 인문 학 고고

미술사학과 조교수를 거쳐, 2012년 현재 고려 학교 인문 학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한국고 학회 회장, 고구려발해학회 편집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는 <고 동아시아 세계론과 고구려의 정체성>(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07), <

이야기 한국고 사>(공저)(청아출판사, 2007)<중국의 통일국가론으로 본 고구

려사>(공저)(동북아역사재단, 2009), <취리산회맹과 백제>(공저)(혜안, 2010) 등

이 있음.

막걸리

단상

정운용(고고미술사학과 교수)

KUS
column

정운용Korea University Sejong Campus Magazine   

Vol.17 Spring 2012

KUS Life 27KUS Life

안녕하세요? 넥서스는 자 신문을 만드는 소모임이라고 들었

어요. 신문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 지나요? 또, 기사 주

제를 선정할 때 기준이 있나요?

4월에는 한 기사 쓰는 작업을 해요. 신문이 나오는 시기는 6

월말이고요. 한 기사 작성 후에 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렇기 때문에 시 변화에 빠르게 따라가야 된다거나 당장 어제

일어난 사건 같은 경우는 다루지 못하고, 신 포괄적인 큰 이

슈들을 싣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올림픽 같은.

큰 이슈들을 싣는 편이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작할 때 막히

거나 할 땐 어떻게 하시나요?

인터넷 신문 들어가서 그 쪽 파트 별로 살펴보면서 기사거리를

찾습니다. 아니면 기사 쓰는 사람이 평소에 관심 있는 것에

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로 다시 쓰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 자주 막히곤 합니다. 그럴 때는 조를 짜서 조끼리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맞는 소주제로 기사를 써 오면 서로 교정해주고

마지막 점검은 외국인 교수님에게 받아요. 아니면 따로 교정받

기도 합니다.

신문은 주로 어디에 비치해 두나요? 그리고 가장 반응 좋았던

기사는 뭔가요?

신문이 나오면 학우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인문 나 농심관,

도서관 로비에 비치해 둡니다. 가장 반응이 좋았던 기사는, 기

사를 쓰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캠퍼스 맛집 기사를 좋아하

더라고요. 음식 사진 찍고 이런 것에 해 흥미를 느끼는 듯합

니다.

20부가 넘는 신문이 발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오래

도록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요?

문과 학과장 교수님께서 넥서스를 정말 많이 챙겨주세요. 개

강 총회나 종강 총회할 때 늘 와 주시고 필요한 거 지원도 해

주시고요. 그 교수님 덕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

보다도 위에 선배님들이 길을 잘 닦아 놓으셨으니까 물려 받는

사람도 수월하게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선배님들도 넥서

스에 해 애정이 굉장히 크시거든요.

선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나요? 분위기는 어떤가요?

조별로 작을 하고 1차적으로 선배들에게 물어봐요. 또 자신

의 외국인 담당 회화 교수님께 여쭤보거나 문과 외국인 선

생님이나 학과장 교수님께 교정을 받아요. 문과 외국인 교수

님께서 중간고사 끝나고 넥서스에 오셔서 강의를 할 예정이에

요. 작하는 법이나 기사 쓰는 법에 해서요. 

선후배간의 교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선배님들이 개강 총회나 종강 총회에 가끔 찾아와 주세요. 아

니면 저에게 집회 보러 온다고 연락이 오기도 하고요. MT 참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신입생, 재학생 학우들과 교류하

고 있습니다.

한 학기에 한번 신문 발간을 하면,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신문 기사가 새내기들이 쓴 기사 위주로 나가게 돼요. 재학생

들은 새내기 시절에 했었기 때문에 부분의 기사는 새내기들

이 쓰게 되는데, 사실 새내기들 중에 어를 그렇게 잘 하거나

접해 본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기사를 쓸 때 어려움이 좀

있는 편이죠. 또 전문가에게 수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문

문과 외국인 교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셔서 교정 받기 힘든 점

도 있어요. 신문을 내는 데에 비용도 꽤 들어서 지원비만으로

는 힘들 때가 있기도 하고요.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시나요? 

또, 그렇게 작을 하는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나요?

아무래도 신문이 나왔을 때 가장 보람을 느껴요. 문과 특성

상 부분 강의들이 어로 발표를 해야 되거나 어로 보고서

를 써야 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솔직히 이렇게 신문 기

사를 쓰는 것이 학과 공부보다 더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사는 객관적이어야 하고 전문 용어도 써야 하니까

요. 그래도 그렇게 기사 쓰고 나서는 그래도 작 실력이 좀 늘

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하죠.

●

안녕하세요? 간단한 본인 소개와 넥서스에 들어가게 됐던 계

기에 해 말 해 주세요.

저는 문과 99학번 김 진입니다. 그리고 넥서스의 4기 회장

이었고요. 넥서스는 어를 배우고 싶어서 들어가게 됐어요.

●

그렇다면 소모임 활동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나요?

네, 저는 소모임 활동 이후에 실제로 자 신문사에서 근무했

었어요. 넥서스에서 자 신문을 만들다 보니 그 쪽으로 흥미

가 생기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넥서스 활동이 정말 많이 도움

이 됐다고 생각해요.

●

현재 넥서스는 한 기사를 쓰고 그 후에 작을 해서 신문을

만든다고 들었어요. 선생님이 활동하셨을 때에는 어떻게 진

행되었나요?

한 기사를 찾아서 어로 바꿨었어요. 기사를 쓸 때는 혼자

할 때도 있고 조를 짜서 쓸 때도 있었어요. 기사 작성 후에는

외국인 교수님들을 찾아다니면서 교정을 받았었어요. 

●

그 때 당시 선후배간의 교류가 있었나요?

선후배간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소원해

진 느낌이 있어요. 

●

자 신문 소모임이라고 해서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에게 한

마디 해 주세요.

사실 기사를 쓰는 포맷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후에 기

사 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로 바꾸는 것도 소

모임 내에서 한다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넥서스 출신 교직원

입학팀 김 진 선생님 인터뷰

쿠스진3차 수정  2012.4.24 10:20 PM  페이지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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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 리더들의 힘찬 외침

교내 교정을 걷다가 본교를 상징하는 크림슨 색 재킷을 입고

바른 자세로 서 있는 선남선녀를 어디선가 보고 그들이 누구인

지, 무슨 일을 하는 지 궁금한 적이 없었는가. 혹은 크림슨 색

조끼를 입고 동분서주하며 땀 흘리는 열혈학생들을 본적이 있

는가. 있다면 바로 그 주역 본교 학생홍보 사‘홍랑’과 사회

봉사단‘KUSSO'에 해 알아보자.

우선 '홍랑( )'은 고려 학교를 상징하는 크림슨 색을 바탕

으로 하여, ‘세계로 향하는 붉은 물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

다. 홍랑은 고려 학교 세종캠퍼스 학생홍보 사로서 한민

국의 중심에서 학 문화 창달을 목표로 2004년 창단 이래

발전의 나날을 거듭해왔다. 교내외 주요 행사 진행 도우미 및

VIP의전 등 의전활동과 각종 홍보 행사 기획 및 진행, 학 홍보

상 및 브로슈어 사진 촬 등의 모델 활동도 병행하며 다방면

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04년 1기가‘세계 고 1000

년을 선도할 붉은 물결 HONGRANG’이라는 비전을 선보 고

2012년 현재 16명의 팀원으로 구성된 9기가 활동 중에 있다.

쿠소는 교내 재학생뿐만 아니라 교수, 교직원 등 모든 고 인

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본교가 한국을 넘어 세계를 움직이

는 중심, 신뢰받는 학으로 거듭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쿠소는 얼마 전 조치원여중을 방문하여 벽화 그리기 봉사를 실

천해 삭막한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거리미화에 힘써 지역사

회 발전에 이바지하기도 했다. 

홍랑의 지난 활동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랑타운

(http://town.cyworld.com/hongrang)을 통해 알 수 있으며, 매

년 1차례의 수습부원 모집을 통해 학교에 한 관심과 열정을

가진 새내기를 선발한다.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선발된 수습

부원은 수습기간 동안 여러 교육을 받으며 전문성을 갖춘 당당

한 학교의 브랜드 메이커‘홍랑’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홍랑은

명실상부한 Global Leading Campus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본교를 표하는 브랜드 이미지로서 올바른 학문화 창

출에 이바지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여 어려운 이웃

에게 따뜻한 등불이 된다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더욱더 발전

해 나갈 것이다. 쿠소의 지난 활동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려

학교 사회봉사단 홈페이지 (http://kusso.korea.ac.kr/)를 통

해 알 수 있으며, 매 봉사 활동마다 참가봉사자를 모집하고 있

고 서류전형을 통해 참가인원을 정한다. 쿠소는 봉사자가 가져

야 할 자세로 (①자신이 관심 있는 일부터 시작한다. ②자기 주

위에 있는 일부터 조금씩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③가족의 이해

를 얻어 협조를 구한다. ④겸손한 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

사한다. ⑤봉사의 가치를 믿는다. ⑥자발적, 적극적으로 책임

감을 가지고 봉사한다. ⑦물질적 보수를 바라지 않는다. ⑧봉

사를 통하여 배우려는 진지한 자세를 갖는다.) 8가지 수칙을 강

조하며 진정한 의미의 봉사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홍랑

과 쿠소 모두 진정한 로벌 리더로 거듭나겠다는 큰 목표를

삼고 활동 중이다. 21세기형 로벌 리더는 단순한 유창한 외

국어 실력이 아닌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올바른 인성에서 비롯

된다고 판단하여 두 단체는 말 뿐인“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아

닌 진정한“실천하는 지성, 생각하는 리더”를 추구하고 있다.

두 단체 모두 앞으로의 활동이 기 된다.

본교 사회봉사단이 지난 1월에 있었던 동계 사랑 나눔 행사에 이어, 지난 3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또

한 번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조치원 여중 후문근처의 빈 벽에 벽화를 그려 넣고,

그 일 폐기물과 넝쿨을 제거하여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미션.

첫째 날인 금요일에는 총 23명(사회봉사단 6명, 그린맥 11명, 서화회 5명, 교직원 1명)의 봉사단이 조치원

여중으로 향했다. 본교 민중미술 동아리인 그린맥과 서화회 부원들이 나서서 벽화의 기본 밑그림인 목련

과 벚꽃 도안을 그렸고 다음날 있을 벽화 채색과 거리미화 준비를 했다. 다음날인 토요일에는 총 61명(사

회봉사단 17명, 일반봉사자 28명, 그린맥 11명, 서화회 4명, 교직원 1명) 봉사자가 모여 벽화그림의 채색

과 거리미화를 진행했다. 봉사활동을 계획한 날 전후로 계속 비가 내려 봉사활동이 무산될 수도 있었으나

당일 날 개인 날씨와 적극적인 봉사단원들의 활동으로 벽화봉사는 무사히 마무리되었다. 벽화 그리는 중

에도 오고가는 연기군 주민 분들의 격려가 있어서 봉사단원들은 더욱 열의를 가지고 봉사에 임할 수 있었

다. 벽화 그리기 봉사 활동에 참가한 박정혜( 어 문 10) 학우는“모교인 조치원 여자 중학교에 봉사를

가게 돼서 기뻐요. 하얗게 칠해진 벽을 보니 막막한 생각이 들었었는데, 전날 그린맥과 서화회분들이 밑

그림을 그려놔 주셔서 한 시름 덜었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벽화를 보니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다음에

또 기회가 온다면 참여하고 싶네요.(웃음)”밝게 웃으며 봉사활동 후기를 밝혔다. 둘째 날 채색에 참여한

장나래(컴퓨터정보 10) 학우 역시“비가 온다는 기상예보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

서 기뻤어요. 그림이 마음처럼 쉽게 그려지지 않아 속상했지만 벽화 그리는 중에 지나가시는 주민 분들의

응원에 힘이 났어요”라며 벌써 다음 벽화 그리기 봉사가 기다려진다고 답했다.

교내 사회봉사단 벽화 봉사, 

“삭막한 거리에 벚꽃과 목련꽃이 피어나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아름다운 서약

식목일 날에 열린 T.R.E.E. day 캠페인�

�

�
지난 4월 5일 고려 학교 세종 캠퍼스가 T.R.E.E. day 캠페인으로 들썩거렸다. 고려 학교 세종캠퍼스

학생홍보 사‘홍랑’은 식목일을 맞아 호연학사와 국제관 앞에서 환경 지키기 서약의 날 캠페인을

T.R.E.E. day란 이름으로 진행하 다.

T.R.E.E. day 캠페인은 잊혀져가는 식목일을 환경을 생각하는 날로 바꾸어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T(together).R(recover).E(earth).E(environment)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580여명의 새내기들과 학생들은

환경을 지키는 7가지의 소중한 약속이 담긴 서약서를 작성하고‘홍랑’과 함께 인증 사진을 찍는 것으

로 이벤트에 참여하 다. 서약서에는 쓰레기 분리수거, 이면지 재활용, 종이컵 신 개인 컵 쓰기, 음식

물 남기지 않기, 수돗물 절약하기, 이메일 고지서로 전환하기,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등이 약속사

항이 담겨져 있었고, 상장의 모양을 하고 있어서 서약을 한 학생들이 스스로에게 상을 주는 것 같은 느

낌을 받게 만들었다. 이날 캠페인은 식목일을 잊은 채 지냈던 학생들이 서약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환경

에 해 생각해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  T.R.E.E. day 캠페인은 기존의 일반적인 서약식과 달리 페

이스북, 싸이월드 타운 등 세종캠퍼스 공식 SNS 채널을 함께 연동하여 학생들이 환경 서약에 자율적

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했다. 학생홍보 사 수석팀장 장원진( 문 08)은 환경 지킴 서약에 해“환경 지

키기 서약은 개인 스스로에게 하는 서약으로‘나 하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나부터 실천하자’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오늘 행사를 통해서 잊혀져가는 환경 지키기의 중요성을 학생들에

게 다시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캠페인 진행의 소감을 밝혔다.  이날 4시간 동안 서약

에 동참한 사람은 총 582명이었으며, 싸이월드 타운을 통해 서명에 동참한 사람은 총 144명이었다.

홍랑

고려 학교 세종캠퍼스 학생홍보 사로서

한민국의 중심에서 학 문화 창달을

목표로 2004년 창단

KUSSO

KUSSO의 이름은 Korea University Social

Service Organization의 약자로 2008년 창

단한 본교 사회봉사단

‘KUSSO’의 이름은 Korea University Social Service

Organization의 약자로 2008년 창단한 본교 사회봉사단이다.

쿠소는 고려 학교 세종캠퍼스 교내봉사단체로서 지혜로운

로벌 리더 육성과 신지식 창조를 비전으로 삼고 사회적 인성

과 배려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하는 봉사, 학 봉사의 메카인

연구하는 봉사, 모두가 도덕적 의무를 생활화하는 그날까지 소

통하는 봉사를 통해 본교를 사랑받는 학, 신뢰받는 학으로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를 위해 쿠소는

매년 도전과 도약의 여섯 개의 주 활동 역(교육∙환경∙특

별∙지역사회∙법률∙해외)에서 19개 과제 수행하고 있다.

홍랑은 캠퍼스 투어를 비롯한 각종 의전 활동과 싸이월드 타운

을 운 하고 있다. 또한 교내 ∙교외 행사를 직접 기획해서 진

행하기도 한다. 2011년도에는‘고등학생과 함께하는 고연전’

행사를 기획 및 진행하여 교외 홍보에 힘쓰기도 했다. ‘고등학

생과 함께하는 고연전’행사는 고등학생들을 상으로 하여

사전에 지원서를 통해 참가자를 선발하여 고연전 내내 함께 본

교의 특색 있는 응원전과 경기를 즐기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서 1:1면담을 통해 본교의 실질적인 캠퍼스 생활을 알리는 기

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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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속에 봄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4월. 봄을 느끼기엔 캠퍼스가 좁다고 느껴질

때,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 봄을 제 로 느끼고 싶을 때 연기군에 있는 베어트

리파크를 추천한다. 베어트리파크(Beartree Park)는 충남 연기군 전동면 송성리

8-5에 있는 수목원으로 아름답게 가꿔진 정원과 곰, 그리고 여러 동물들을 관람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베어트리파크는 설립자인 이재연 회장(전 LG그룹 고문)이 가꾼 식물들로 구성

한 수목원으로 지난 2009년 개장하 다. 현재는 33만여㎡ 규모의 부지에 향나무

수천 그루와 150여 마리의 반달곰, 비단잉어가 있는 이색 수목원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4월에서 9월까지는 평일 10000원, 주말은 13000에, 11월에서 3월까지

는 8000원의 가격으로 수목원을 관람할 수 있다. 조치원에서는 역 맞은편 패 리

마트 앞에서 전의행 또는 베어트리파크행 시내버스가 있어서 차가 없이도 쉽게

갈 수 있다. 수목원의 입구에 들어서면 아기자기하게 구성된 오색 연못이 관광객

들을 반긴다. 빨간 지붕의 정자 아래에 맑은 물이 흐르고 그 물속에는 1000여 마

리의 비단잉어들이 헤엄치고 있다. 비단잉어들의 모습을 보고나서 산책로를 걷

다보면 웰컴하우스가 나타난다. 웰컴하우스 뒤편으론 잘 가꿔진 정원과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조각상이 있다. 

베어트리파크를 가장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곰’이다. 애완동물원과 꽃사

슴동산에서 여러 동물들을 만나다보면 반달곰동산에 도착하게 된다. 반달곰 동

산에는 가슴에 달을 품은 많은 반달곰들이 우리를 반긴다. 150여 마리의 반달곰

들이 일광욕을 즐기거나 낮잠을 자며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이곳은 동물이 있는

명품 수목원으로 동물과 조각, 식물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아름답고 예술적으로 가꾸어진 산책로를 걷다보면 도심에서의 스트레스를 모두

털어버릴 수 있다. 곰 조각 공원에는 곰 모습을 한 조각들이 익살스러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조각상들을 보면서 걷다보면 전망 가 보인다. 전망 는 설립자가

직접 설계한 곳으로 그곳에서는 베어트리파크의 전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베어트리파크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잘 가꾸어진 한국 산수조경이다. 이곳에

는 고무나무 분재동산과 열 지방 나무들이 절경을 이루고 있다. 열 식물원과

수련원, 아이리스원, 분재원에는 계절을 잊고 아름답게 피어난 꽃들이 있었다.

분재원에는 분재로 가꾸어진 식물들이 자신의 멋을 뽐내고 있었다. 그곳에서

알려준 분재 감상법에 따라 밑에서 위로 분재를 바라보다보면 분재의 멋에 취

하게 된다. 분재원에서 나오면 만경비원이 보인다. 이곳은 2000원의 추가요금

을 더 받는 곳으로 열 식물이나 특이한 식물들로 이루어진 산수조경을 관람할

수 있다. 반경비원에서 나오면 비 의 화원이 등장한다. 향나무로 이루어진 동

산은 그곳을 걷는 우리들에게 어떤 신비한 곳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만든

다. 향나무 동산을 걷어 내려 가다보면 처음 들어올 때 보았던 송파원의 예쁜 자

태가 보인다. 송파원을 마지막으로 베어트리파크의 관람이 끝이 났다. 이곳은

그저 그런 평범한 수목원이 아니다. 특별한 반달곰과 여러 동물들, 곱게 가꾸어

진 식물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명품 수목원이다. 5월을 맞이하여, 봄

을 맞이하여 나들이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이곳을 추천한다.   

봄바람
따라 베어트리파크로

학생들에게 직접 기업에서 실무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경 학부 현장실습을 통해 주어졌다. 경 학부는 작년 12월

10개의 기업(꿈마을 예닮, 우조선해양, 마젤란 기술투자,

메타바이오메드, 세무법인 우리, 쉰들러엘리베이터, 아이투

자신탁, 에스큐아이소프트, 엘지전자, 제이빌)과 공식적으

로 인턴십 협약을 체결하 으며 우건설과 현 산업개발 2

개사의 해당부서와 비공식적인 협약에 의하여 총 20명의 학

생이 12개의 기업체에서 인턴십을 이수하 다. 각 기업별로

1~3명의 학생을 겨울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파견하

는데, 4주에서 8주간 진행된 현장실습은 이후 2012년 3월

에 발표회 개최와 실습보고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마무리

되었다.

파견된 인턴학생들은 세무신고에서 기업 가치평가, 시장조

사, 품질관리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취업

에 필요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는데, 상당수의 학생들에

하여 현장책임자로부터 채용하고 싶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

로 본 프로그램이 단순히 학생들의 스펙을 쌓는 계기를 넘어

서 진정한 산학협력의 기초를 쌓는데 크게 일조했다. 이들

중 현 산업개발의 서울사무소에 근무하 던 이정현(경 학

부 06) 학우는 효과적인 마케팅기법을 제안하여 그의 인턴체

험기가 현 산업개발 사보에 실리기까지 하 다. 뛰어난 성

과를 기록한 이정현 학우를 만나 인턴십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았다.

현 산업개발의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했던 그에게 인턴십 지

원 동기를 물었다. 그는“군 전역 후 뒤늦게 학 4학년이라

는 위기감과 높은 취업 장벽을 느꼈습니다. 정신없이 각종

스펙 쌓기에 열중하고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에 힘든 시간을

보내던 때에 현 산업개발 인턴사원의 기회가 주어졌습니

다. 평소에 업 마케팅 분야에 관심이 많아 그 분야로 지원

했습니다.”고 답했다. 그는 구체적인 업무를 묻는 질문에

“담당부서가 주택 업 분야라 부동산 관련 지식이 필요했었

고 기초적인 이론교육을 그곳에서 받았습니다. 인턴사원이

니 깊게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아파트 소비자 변화에 따른

시장 변화를 조사하여 두 가지 SNS 마케팅 방안을 나누었고,

SNS를 이용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기도 했습니다.”며 설명했다.

그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솔직한 심정을 담아 참가후기를

밝혔다. “빛나는 HDC 뱃지를 왼쪽 가슴에 달고 현 산업개

발 수첩을 사용하며 한 달간 지낸 인턴사원 생활은 짧은 기

간이었지만 제게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동

안 저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얻었습니다. 미래는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하고 개척해야함을 잊

지 않도록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경 학부 현장실습 과정은 경 현장실습I, II 과목 이수

를 위한 필수과정으로 방학 중에 인턴근무를 한 학생들은

2012학년 1학기에 개설되는‘경 현장실습 I’을 수강신청하

여 동 과목의 학점을 받게 된다. 현장실습은 학생들에게 캠

퍼스를 벗어나 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로 참가학생과

협약 체결 기업,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미래는

도전∙개척하는 것”
경 학부 현장실습 참가자 이정현

Beartree
Park  

지역탐방 �

베어트리파크

Beartree Park

“현 산업개발 수첩을 사용하며

한 달간 지낸 인턴사원 생활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게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동안

저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얻었습니다. 

미래는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하고 개척해야함을

잊지 않도록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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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번 신입생 학부모 초청행사 안내

오는 2012년 4월 28일 토요일, 신입생 학부모 초청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학부모 초청행사는 12학번 신입생 학부모님을 캠퍼스로 초청하여 캠

퍼스 발전계획 및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학부모님께 본교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또한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학

부모님에게는 자녀가 소속된 학과 교수와의 진로상담 기회를 제공하여 본교와 학부모 간의 상호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행

사는 4월 28일 오후 3시부터 농심국제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리는데, 본 행사로는 부총장 환 사와 학교 소개를 비롯한 신입생 다짐, 학부모 감

사가 있을 예정이며, 단과 학별 학부모 간담회는 본 행사 이후 오후 4시 30분부터 5시까지 각 단과 학별 지정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본

행사에서 단과 학별 학부모 간담회 이동 간에 학생홍보 사‘홍랑’의 주도로 캠퍼스 투어를 병행하여 직접 본교를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신입생 학부모 초청행사는 단과 학별 학부모 간담회 이후 오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호연학사 진리관 식당에서 만찬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약정자 용도 금액(원) 약정일자

강상욱 산학협력관 건립기금 11,093,340  2012. 01. 27

ㄜ캠프코리아닷컴 세종캠퍼스 발전기금 6,139,000  2012. 02. 17

조준원(김혜경) 약학 학 발전기금 10,000,000  2012. 02. 20

국민은행조치원지점 세종캠퍼스 발전기금 10,000,000  2012. 03. 15

김효민 인문 학 발전기금(중국학부) 30,000,000  2012. 03. 19

고려 학교 교우회 경 정보 학원 장학금 4,168,000  2012. 03. 09

한국고고환경연구소 인문 학 장학금(고고환경연구소 장학금) 100,000,000  2012. 03. 20

(주)커피빈코리아 세종캠퍼스 발전기금 5,510,000  2012. 03. 20

장 훈 경상 학 장학금(경 학부장학금) 1,500,000  2012. 03. 27

나종훈 경상 학 발전기금 1,000,000  2012. 03. 30

십시일반, 세종캠퍼스‘나눔 장학기금 모금’

학에서 등록금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이를 다루는 법은 각각 다르다. 학생들은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식으로 등록금을 마련하기

도하고, 장학금을 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기도 한다. 학교에서는 등록금 문제에 해 고심하고 장학 제도를 늘리거나 등록금 동결을 하기 위

해 노력할 것이다. 계속해서 서로의 노력이 요구되는 학 등록금 문제에 있어, 이번에는 고려 학교 세종캠퍼스의 교직원들이 나섰다. 그간

고려 학교 세종캠퍼스만의 독자적인 장학기금은‘이수현 장학기금’이 유일했다. 이에 고려 학교 세종캠퍼스 교직원들은 캠퍼스 재학생들

의 소중한 꿈을 후원하기 위해‘세종캠퍼스 나눔 장학기금’을 조성한다. 세종캠퍼스 만의 별도의 독자적 나눔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세종캠퍼

스 재학생들이 가사 곤란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함이다. 십시일반의 정신을 보여주는‘세종캠퍼스 나눔 장학기금’은 말 그

로 교직원 개인이 일금 월 이 만원을 급여 공제 방법으로 기금하는 방식이다. 모든 교직원들이 출연한 기금은 법정 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전

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종캠퍼스 나눔 장학기금’은 별도의 관리위원회를 통해 장학금 지급 방식 및 운용 방안을 수립하여 운용할 계

획이다. 

한편, 본‘나눔 장학기금’은 재학생은 물론 일반인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그 참여범위를 확 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세종캠퍼스 발전기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홍보전략팀(041-860-1402, 담당 이덕원 과장)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2012년 1월 ~ 3월 발전기금 약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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