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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고려대학교, GS건설과  

호찌민 수자원공사와 기술협력 체결

 유종성 교수 연구팀,  

 무금속 탄소 다공 구조체 전극 개발

05 강상욱 교수 연구진, 

 세계 최초 카보란을 이용한 

 고효율 AMOLED용 청색인광소자 구현 성공

 크림슨, 언제나 독도를 응원합니다. 

 조은성 교수 연구진, 

 보다 정밀한 신약 발굴 기술 개발

06 본교, 오송 의생명공학연구원 준공식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11월 수상자, 

 고재중 교수

 제1회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UCC 공모전

 통일을 준비하다, 북한학과 힐링캠프

07 고려대학교 사회봉사단(KUSSO)의 

 조혈모세포기증 캠페인

 커리어 인사이트 세미나, 

 ‘꿈을 위한 한 걸음’

 눈길을 사로잡은 강연들, 

 11월의 인문대 

 KUS Special

08 ‘빅 데이터 시대’가 도래한다

10 빅 데이터 시대의 인문학

11 빅 데이터 시대의 문제해결능력

12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 

 빅 데이터

13 빅 데이터는 미래를 예견하는 신탁인가?

 빅 데이터와 정보사회의 미래

 KUS Global

14 Enjoy Horror Night

 ‘E.T.W. TIME’ 주최, 

 제 6회 고려대학교 영어 말하기 대회

 제2회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영어토론대회

 How is it going ITS

16 Student? Teacher?

 Student · teacher!

17 あなたを忘れない 

 너를 잊지 않을 거야

 KUS People

18 표준(standard)으로 구축 될 미래

19 이야기와 환상, 

 그 사이를 여행하다

20 노래를 찾아 여행하는 그녀, 

 김그림을 만나다

21 변화를 스케치하라

22 무궁무진한 광학의 탐험가, 

 김휘 교수

23 내 열정은 너의 젊음보다 뜨겁다!

24 나로호가 열 우주시대, 

 제어계측공학과 허훈 교수에게 묻다

 KUS Life 

25 커피 한 잔의 위안

26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PLAY

27 도서관 이용도 ‘스마트’가 필요하다!

28 당신 손 안의 프레임

29 Something Special in Sejong!

30  좋아질 때까지, 좋아해보라

31  다르게 보기, 

 혹은 다르게 보이기에 관하여

32  운주산(雲住山)을 오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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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유종성 교수(신소재화학과) 연구팀은 연료전지 산

소환원 반응용 인이 첨가된 무금속 탄소 다공 구조체 전

극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연구 성과는 화학분

야에서 권위 있는 학술지로 알려진 ‘미국화학회지

(JACS)’ 9월호에 “연료전지 산소환원 반응용 인

(Phosphorus)이 첨가된 무금속 탄소 다공 구조체 전극

(Metal-free P-doped ordered mesoporus carbon 

elecrodes for oxygen reduction reaction in fuel 

cel l)”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연료전지(Fuel 

cells, FCs)는 높은 에너지 밀도 및 효율성 그리고 소음 

및 공해물질 배출이 거의 없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

도 환원전극에서의 느린 산소환원 반응(oxygen 

reduction reaction, ORR) 및 고가의 백금(Pt) 전극을 

사용해야 하는 등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어 광범위한 상

용화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의 방법과는 달리 금속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P 및 

탄소 전구체들만을 이용해서 P-도핑된 고표면적의 메조

세공 탄소 구조체(P-doped ordered mesoporous 

carbon, P-OMC)를 최초로 다양한 크기로 합성하고, 

연료전지 ORR 반응에 처음 적용하여 배금전극 촉매에 

상응하는 우수한 활성을 얻을 수 있었다. 유종성 교수 

연구팀은 고가의 백금(Pt) 등의 귀금속이나 기타 금속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우수한 전기촉매적 활성을 지니면

서도 백금(Pt) 전극보다 뛰어난 장기 안정성을 유지하

고, 알코올 크로스오버에 대해서 탁월한 내성과 ORR 선

택성을 나타내는 연료전지 산소환원 반응용 전극촉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소재 및 기술의 발달은 

고가의 귀금속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장기 안정성 

및 내구성이 우수하고 저온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고효

율 저가 연료전지 전극 개발을 가능하게 하여 저가 연료

전지의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유종성 교수 연구팀, 무금속 탄소 
다공 구조체 전극 개발

본교는 10월 18일 GS건설과 함께 베트남 호찌민시 수자원공사인 SAWACO(Saigon Water Coporation)와 

상수도 분야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본교는 환경부의 에코이노베이션

(Eco-Innovation) 연구사업인 ‘차세대 지능형상수관망 기술개발’을 GS건설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날 체

결식에는 환경시스템공학과 최승일 교수(고려대 세종 부총장), GS건설 최광호 연구소장, SAWACO 트란딘

푸 사장 등 MOU체결기관 관계자 20여 명과 환경부 최종원 수도정책과장, 환경산업기술원 정동일 본부장 등 

국내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승일 교수는 지난 5월 30일 환경부에서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통합형 과제 추진계획’이라는 국책 중 

‘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 기술개발사업’의 지능형 상수관망 기술분야를 맡고 있다. 2011년 8월부터 2016년 4

월까지 5년 동안 정부지원금 약 250억원, 민간부담금 약 227억원이 투입되어 진행 중이다. 이번 기술협력 체

결은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통합형 과제 추진계획’의 일환이다. 그는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 상수도 시장에 맞는 기술을 공동 개발해 기술적 우위를 선점을 할 수 있는 계기

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GS건설, LS산전 등 총 19개의 기업이 참여하는 본 연구는 “차세대 상수관망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함으로

써 유수율을 선진국 수준인 90%이상으로 향상, 에너지 20% 절감, 기기/공법/소프트웨어 성능 향상 및 국산

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승일 교수는 이를 위해 지능형 상수관망 유지관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10,000세대 이상의 대형 test-bed에 요소기술 및 통합관리 시스템 설계/시공/평가/운영하는 기술을 개발하

고 IT 기반 및 공정조합형 플랜트 표준화 기술 개발 등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번 기술 협력체결은 ‘차세대 에

코이노베이션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앞으로 최승일 부총장의 연구는 계속될 것이다. 

영국의 물 전문 리서치 기관인 GWI에 따르면, 세계 상수도 산업은 2007년 200조원 규모에서 신흥 개발국의 

물수요 증가와 함께 2025년 400조원 규모로 급격히 성장할 전망이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수질악화로,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수자원의 확보가 어려워져 수자원의 이용효율을 높이며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술인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이 핵심기술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

인다.

고려대학교, GS건설과 호찌민 수자원공사와 기술협력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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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에너지미래연구실의 강상욱 교수(신소재화학) 연구

진이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AMOLED(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소자에서 청색수명을 

보장할 수 있는 카보란(C2B10H12)을 기반으로 한 새

로운 형태의 유기전자소재를 세계최초로 개발하였다. 

AMOLED는 유기물 박막에 음극과 양극을 통하여 주입

된  전 자 ( e l e c t r o n ) 와  정 공 ( h o l e ) 이  재 결 합

(recombination)하여 여기자(exciton)를 형성하고, 형

성된 여기자로부터의 에너지에 의해 특정한 파장의 빛이 

발생되는 현상을 이용한 유기발광 소자이다. AMOLED

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수 나노미터(nm) 박막으로의 

제작이 가능하며, 투명디스플레이 구현 및 휘어지는 특

성을 가지고 있어서 미래 IT정보기기에 그 적용 범위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이번 기술개발은 현재까지 개발이 어려웠던 청색인광소

자에 카보란 물질을 적용함으로써 뛰어난 효율성과 안

정성을 가지는 소자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

다. 강상욱 교수 연구진의 이번 개발은 차세대 디스플레

이 및 OLED 조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

다. 또한 이번 연구 성과가 앞으로 붕소집합체를 기반으

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광화학적/광 물리적 성질을 가지

는 물질 개발의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

다. 본 연구결과는 최근 미국화학회에서 발간하는 세계

적인 학술지인 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JACS, IF=9.9)와 WILEY에서 발간하는 

Angewandte Chemie International Edition(ACIE, 

IF=13.5)에 각각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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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5일 본교 호연학사 앞에서는 독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독도 사랑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홍보대

사 홍랑은 독도 문제에 대한 재학생의 관심을 유도하고 독도를 지키고 있는 독도 경비대를 응원하기 위해 이

번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이번 독도 사랑 캠페인에서는 독도 퍼즐을 시간 안에 맞추는 학우들에게 독

도 쿠키와 미니 태극기를 나누어주었으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개인 SNS에 태극기 게양하기, 독도 경비대

에게 희망 메시지 보내기 등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많은 학우들은 이번 캠페인이 일상 속에서 잊고 지내던 독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생홍보대사 박정혜 학우(영어영문 

10)는 본교 재학생들이 독도 사랑 캠페인을 통해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를 바라며 우리나라의 영

토인 독도를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신 독도 경비대에게 힘찬 응원을 보낸다고 말했다.  

강상욱 교수 연구진, 세계 최초 카보란을 이용한 고효율 AMOLED용 
청색인광소자 구현 성공

크림슨, 언제나 독도를 응원합니다. 

조은성 교수 연구진, 보다 정밀한 
신약 발굴 기술 개발

지난 9월 30일 본교 생명정보공학과 조은성 교수 연구진

은 기존 기술보다 정밀한 신약 발굴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양자역학계산을 적용해 신약 후보물

질을 보다 정밀하게 찾을 수 있는 기술로 효능이 뛰어난 

항암제 등 기존의 기술로 탐색이 힘들었던 표적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을 만드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

대된다. 

기존의 가상 스크리닝 기술은 컴퓨터로 원인 물질의 분

자구조를 만든 뒤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잘 결합하는 

물질을 빠른 속도로 찾아가는 기술이다. 오래 전부터 다

국적 거대 제약사를 중심으로 신약개발의 일부분으로 

활용되던 것인데 특히 최근 들어 기존의 실험위주의 방법

론을 넘어서 신약개발 과정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

다고 여겨지고 있다. 2년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

업자인 빌 게이츠가 가상신약개발 회사에 투자하여 화

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 기술은 과거 실험실에서 5년정

도 걸리던 후보물질 탐색을 1~2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지만 여러 면에서 약점이 있으며 질병에 관련

된 표적단백질의 종류에 따라 효용성이 떨어지기도 한

다. 이중 특히 표적단백질이 금속 이온을 지니고 있으면 

제대로 작용하는 후보물질을 찾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

었다.

조은성 교수 연구진은 이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상 스크리닝 기술을 개발했다. 양자역학 기술

을 적용해 분자 단위가 아닌 전자 단위에서 표적단백질

과 신약 후보물질간의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것이다. 조

은성 교수는 “양자역학을 이용하여 단백질과 신약 후보

물질 간의 상호작용을 기술하면  분자 간에 주고받는 전

자의 움직임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sub-

atomic 수준에서 기술해야 약화합물과 금속이온을 포

함하고 있는 표적 단백질과의 상호작용을 좀 더 정확하

게 기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기술로는 찾지 못

했던 새로운 항암제 후보물질 발굴이 가능해집니다”고 

답했다. 

현재 연구진은 독자적으로 에이즈 치료제와 피부암 항암

제 후보 물질을 찾고 있으며 관련 기술을 국내 제약사에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5KUS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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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오송 의생명공학연구원 준공식

오는 12월 12일, 오송 생명과학단지 내 본교 부지에서 

의생명공학연구원 준공식이 있을 예정이다. 본교는 지난 

2006년 보건복지부 산하 오송단지 연구지원시설 입주심

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송단지 내 의생명공학연구원 

건립대학으로 선정되었다. 또 중소기업청의 ‘2011년도 

창업보육센터 신규지정 및 신규건립 지원사업’에 선정되

어 오송 부지 내에 ‘BT융합산업창업보육지원센터’를 건

립할 수 있도록 중기청으로부터 18억원의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오송생명과학단지는 국내 최초로 기업체(산), 

대학(학), 연구소(연), 국책기관(관)이 함께 들어서는 ‘생

명공학클러스터’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준공식은 본교의 지난 노력이 결실을 맺는 자리가 

될 것이다. 최승일 고려대 세종부총장은 “고려대 BT융합

산업창업보육센터 및 의생명공학연구원은 장차 R&D 기

능과 비즈니스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며 BT분야의 

기업과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하여, 미래의 BT산업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을 준비하다, 
북한학과 힐링캠프

지난 11월 2일(금) 저녁 7시부터 본교 안암캠퍼스 신법학

관에서 본교와 동국대학교의 북한학과가 만남을 가졌

다. 본교와 동국대학교는 현재 한국 대학 내에서 북한학

과 학부를 개설한 유일한 2개의 학교로, 두 학과가 공동

으로 협력하여 제 1회 북한학과 연합포럼 ‘북한학과 힐링

캠프’를 개최한 것이다. 각 학교가 바라보는 통일 및 대

북문제를 같이 논의해 보고 국내 단 두 곳뿐인 북한학과

의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고자 함이었다.이 날 행사는 1, 

2부로 나누어 진행했다. 제 1부에서는 통일로 가는 길을 

모색하고자 현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논하고, 나아가 

차기 정부가 나아가야 할 통일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

시하였다. 그 이후에는 각 학교 학생들이 발표내용에 대

해 찬성과 반대 측으로 나뉘어 토론을 펼쳤다. 제 2부에

서는 전반적으로 북한학과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

는 시간이 이어졌다. 북한학과의 존폐 위기와 함께 북한

학의 현재와 미래에 관해 북한학과 학우들의 진솔한 이

야기가 있었다. 본교를 대표해 발제자로 나선 김이환(북

한학과 07) 학우는 역대 정부들의 친선정책과 현 정부의 

강경한 대응책들을 비교하며 차기 정부가 가져야 할 외

교관계에 대해 다양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번 모임을 

시작으로 북한학과 연합포럼은 북한 문제에 무관심한 

사회에 대해 각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비전 있는 전

략을 통한 대북 문제 접근방법을 바라보고 북핵 문제 해

결에 관한 다양한 관점이 논의된 의미 있는 행사였다.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11월 수상자, 고재중 교수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선정한 ‘이달의 과

학기술자’ 11월 수상자로 본교 신소재화학과 고재중 

교수가 선정됐다. 고재중 교수는 차세대 고효율 태양

전지인 연료감응 태양전지 분야에서 유기염료를 개발

해 태양전지의 상용화를 앞당겼다. 염료감응 태양전지

는 전자를 전달하는 반도체막인 산화막, 빛을 흡수하

는 염료, 산화된 염료를 환원시키는 전해질과 상대전극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태양에너지를 흡수하는 염료

가 가장 중요하다. 고재중 교수는 지금까지 전기의 흐

름을 위해 사용된 액체 전해질이 증발하거나 흘러나오

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준고체 전해질을 이용한 고효

율 염료감응 태양전지를 독자적으로 제작했다. 또한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시속 30km의 하이브리드카를 개

발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

트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기초연구성과를 활용하여 비

즈니스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성과 후속 R&D 

(Research and Development, 이하 R&D)’ 사업을 

11월 11일에 최종으로 확정했다. 기술 분야별로 보면 

환경·에너지 3개, 의약·바이오 2개, IT분야 2개이다. 

과학벨트 기능지구 내 대학과 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번 

과제에는 올해 총 17억 6000만원을 비롯해 2013년까

지 약 38억 원 정도가 지원된다. 환경·에너지 분야는 

본교의 고재중 교수가 ‘염료감응 태양전지 상용화를 위

한 소재 및 소자개발’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개발산업은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해 기초기

술을 활용한 사업화 역량을 높임으로써 장기적으로 과

학벨트가 과학 및 산업 간 융합생태계의 거점이 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1회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UCC 공모전

홍보전략팀에서는 지난 9월 3일(월)부터 10월 31일(수)까

지 ‘제 1회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UCC공모전’을 진행했

다. 본교 및 학과 홍보 관련 아이디어와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재학생들의 애교심 증진을 위하여 마련된 이번 UCC 

공모전은 본교 학우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했다. 동영상

은 학우들이 직접 디지털 카메라나 캠코더로 촬영 또는 합

성한 모든 영상을 대상으로 순수 창작물이어야 했다. 규

격은 해상도 640x480 이상, 3분 이상 10분 미만, wmv 

파일형식으로 제출해야 했으며 이메일을 통해 접수 받았

다. 창의성, 완성도, 사후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였

으며 이번 UCC 공모전 최우수상은 장원(외 2명)팀이 수

상하였다. 이외에도 우수상 이창진, 장성은, 장려상 박서

준, 프로파겐더, 영상놀 등이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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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단은 10월 22(월)일부터 23(화)일까지 농심국제관 로비에서 “희망의 약속, 조혈모세포기증 캠페인”

을 실시했다.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과 함께하는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에게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 알리고 

기증희망자 등록을 권장하고자 마련되었으며, 행사 기간 중에는 학우들로부터 헌혈증을 기부 받아 고대안암

병원의 소아암환자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혈액 내의 다양한 세포를 만들어내는 조혈작용은 조혈모세포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기능이다. 조혈모세포는 각종 혈구의 중간 과정인 전구세포를 거쳐 최종 세포로 성숙

하게 되는데 10가지나 되는 혈액 내 여러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능 덕분에 조

혈모세포는 악성혈액질환, 중증 재생불량성빈혈 등의 난치성 혈액질환을 대상으로 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에 

이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불치병으로 알려진 백혈병과 같은 재생 불량성 빈혈, 선천성 면역 결핍증 같은 비

악성 혈액질환에서도 건강한 사람의 조혈모세포를 새로 심어줌으로써 질병을 완치시킬 수 있기에 조혈모세포 

기증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천으로 인해 농심국제관 로비에서 양일간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사회봉사단은 그곳을 지나는 많은 학우

들에게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렸다. 또한 헌혈증 기부 박스를 설치하여 학우들의 소중한 헌혈

증을 모아 소아암환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설명을 들은 여러 학우들은 

기증희망자 등록을 한 이후 기증동의서를 작성하고 조직적합성 항원검사를 위해 3㏄채혈 하였다. 기증자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로 등록된다. 이후 조직적합성 항원형이 일치하는 환자가 나

타나면 상담을 거쳐 최종 상담의사를 확인한다. 최종적으로 기증 전 기증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조혈모세

포를 기증하게 된다. 조혈모세포 기증을 알리고자 하는 사회봉사단의 목소리가 농심국제관 로비에 울리며 많

은 학우들의 관심을 모았고, 여러 학우들이 기증희망자에 등록하거나 헌혈증을 기부하였다. 이행사가 완치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려대학교 사회봉사단(KUSSO)의 조혈모세포기증 캠페인
눈길을 사로잡은 강연들, 

11월의 인문대 

지난 11월, 날씨가 쌀쌀한 가운데 인문대는 학구적인 열

기로 달아올랐다. 학우들은 학문을 탐구하는 자세로 

자신이 원하는 지식을 찾아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

했다. 10월 말에서 11월 말까지 동아시아미술문화연구

소가 주최한 강연과 독일주간 문화행사와 특별강연, 고

고미술사학과의 명사 초청강연회가 이뤄졌다. 다양한 

주제를 다룬 강연들은 학우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10월 30일 동아시아미술문화연구소는 ‘북한의 문화정책

과 문화재’를 주제로 한 강연을 열었다. 동아시아미술문

화연구소는 동아시아의 문화와 사회, 역사에 대한 다면

적인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

한 해결 방안과 전망을 수립하는 연구소이다. 동아시아

의 역사와 정치, 사회와 문화를 융합하는 학제 간 소통

과 연구의 일환으로 열린 이 강연회에서는 북한의 문화

정책과 중요 문화재를 다뤘다. 북한의 중요 문화재, 북

한 문예의 특징과 문예이론, 북한 문예정책의 변천과정, 

소련의 문화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문화의 

벽을 넘기 위한 노력을 보였다. 

11월 5일부터 3일간 독일문화정보학과는 현재의 독일에 

대해 알아보는 독일주간과 강연을 마련했다. 독일과 관

련된 퀴즈프로그램과 전시 등 각종 이벤트로 학우들의 

관심을 끌었다. 인문대 로비에 전시된 사진과 영화에는 

독일의 문화와 기업, 문학과 일상이 담겨 있어 손쉽게 독

일에 대해 접할 수 있었다. 전시에 이어 3일에 걸친 특강 

역시 학우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강연은 ‘독일 문화콘

텐츠산업’, ‘독일기업 취업특강’, ‘독일의 종교개혁’과 ‘오

스트리아 문학’을 주제로 했으며 독일의 여러 면모를 배

우는 것을 물론이고 취업 정보까지 알 수 있는 기회였다.

6일에 열린 고고미술사학과의 명사 초청강연회는 문화

적 발전에 따라 최근 새로운 진출분야로 각광받는 시장

미술에 대해 전문가에게 직접 배울 수 있는 자리였다.「시

장미술의 탄생」저자 심상용 교수는 ‘미술시장의 상황과 

비평적 성찰’이라는 제목에 알맞게 시장미술에 대한 가능

성과 현재 미술시장의 상황에 대한 강연을 했다. 학우들

은 이 강연을 통해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식과 안목을 기

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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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력개발센터에서 11월 6일(화)부터 11월 28일(수)

까지 우리나라 대표 기업의 실무 담당자와 함께하는 특

강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각 직종별 실무진 두 사람

을 강사로 초대하여 취업특강 및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학우들에게 해당 분야에 대한 생생한 정보와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재학생 및 졸업생 모두 수강

신청이 가능하여 학우들의 열띤 수강신청이 이어졌다. 대

표산업분야인 제조업, 건설업, 금융, 유통, 신문방송 및 

엔터테인먼트, 항공서비스, 물류, IT 분야로 분류하여 

진행된 이번 강의는 학우들의 취업고민과 진로걱정을 해

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강의에 참가한 학우들은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좋은 강의였다며 만족했다. 

커리어 인사이트 세미나, ‘꿈을 위한 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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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은 2012년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과학기술’ 1위로 ‘빅 데이터 처리기술’을 꼽았고, 세계적 시장

조사기관 가트너(Gartner)는 금년 10월 ‘가트너 심포지엄 

2012’에서 ‘전략적 빅 데이터(strategic big data)’를 2012년

에 이어, 2013년 10대 전략기술의 하나로 선정했다. 국내에

서도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2011년 10월 ‘빅 데이터를 활

용한 스마트 정부 구현(안)’을 수립한 바 있으며, 지식경제부 

R&D 전략기획단은 IT 10대 핵심기술 가운데 하나로 빅 데이

터를 선정하였다. 실로 빅 데이터는 시대의 화두(話頭)로 대두

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총선부터 소셜 네트워크 등 인

터넷 상의 선거 운동을 상시 허용한 바 있다. 그 결과 소셜 미

디어 상에서 선거 관련 데이터는 크게 증폭되었으며, 2010년  

지방 선거 및 2011년 재보궐 선거에서 소셜 네트워크의 중요

성을 인지한 정당들은 SNS 역량 지수를 공천 심사에 반영하

는 등 소셜 네트워크 활용에 주목했다. 한편 조사회사들은 기

존의  방식으로 수행한 선거예측조사 결과와 실제 투표 결과

와의 차이를 보완하고자 빅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SNS 여론 

분석을 시행한 바 있다. 

아마존은 모든 고객들의 구매 이력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

고, 이를 분석해 고객의 소비성향과 관심사를 파악한다. 이러

한 빅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아마존은 고객별로 ‘추천 상품’을 

가려내고, 이를 고객 개개인에게 자동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소위 장바구니 분석(basket analysis)에 의거한 교차판매

 KUS Special

‘빅 데이터 시대’가 

도래한다

“데이터는 화폐 또는 금처럼 새로운 경제적 

자산이 될 것이다”                       다보스포럼

“빅 데이터는 미래경쟁력을 좌우하는 21세기 

원유다”                                           가트너 

맥킨지 글로벌연구소(McKinsey Global Institute)의 보고에 

의하면 현재 매달 300억 개의 콘텐츠가 페이스북에서 유통되

고 있으며, 1분마다 24시간 분량의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

온다. 트위터에서는 매월 1억 1천만 개의 정보가 트윗 되고 있

고, 월마트에서는 시간당 100만개의 거래정보가 축적된다. 

IDC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2010년 기준으로 전 세계 디지털 

공간에 축적된 정보량은 12억 테라바이트인 것으로 추정한

다. 이러한 정보들을 데이터화하고 가공하면 우리는 유용한 

정보를 얻게 되고 이 정보를 기반으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지식’의 창출과정은 흔히 앨런 켄트로(Allen Kentro)의 ‘지식

삼각형’(Knowledge Triangle)으로 설명된다. 이를 들여다보

면 이러하다.  삼각형을 바닥에서부터 위로 삼등분 한다고 할 

때 삼각형의 가장 바닥에는 ‘데이터’가 위치하며, 그 위에는 ‘데

이터’의 가공물인 ‘정보’가 위치하고, 또 다시 그 위에는 ‘정보’

의 가공물인 ‘지식’이 위치한다.  다시 말해 데이터를 부가성 있

게 가공할 때 이로부터 정보가 도출되며, 항진적(亢進的)으

로, 정보를 부가성 있게 가공할 때 이로부터 지식이 창출된다

는 것이다.

스페셜 빅 데이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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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 selling) 전략이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구글 및 페

이스북도 이용자의 검색 조건, 나아가 사진과 동영상 같은 비

정형 데이터 사용을 분석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등 빅 데이터의 활용을 넓혀나가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는 이미 빅 데이터 시대에 진입해 

있다. 소셜 미디어와 스마트 폰의 보급으로 서비스 사용자가 

직접 생산하는 실시간 상황(context)과 위치정보와 같은 다

양한 형태의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로부터 가치(value) -다른 

말로 지식(knowledge)- 를 발굴하려는 움직임은 빅 데이터 

시대(big data era)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다. 시대의 화두

(話頭)로 자리잡은 빅 데이터는 과연 무엇인가? 빅 데이터의 

정의는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가 2011년 5월에 발표한 보고서 

“Big data: the next frontier for innovation, competition, 

and productivity”에서 현재 데이터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가 

다루기 어려운 규모의 데이터로 소개하였다. 이 보고서는 미

국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서 2010년 12월에 발

표한 “Designing a digital future”라는 보고서와 함께 빅 데

이터 분석의 중요성과 그와 관련된 기술, 데이터 과학자(data 

scientist)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빅 데이터라 함은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

터 수집·저장·관리·분석의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및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

보와 지식을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포괄적으로 

일컫는다.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의 생성·수집·분석·표

현을 그 특징으로 하는 빅 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다변화된 사

회의 제반 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가능하게 하고, 사회 구

성원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관리·분석 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빅 데이터는 정치·사회·경제·문화·과학 기술 

등 전 영역에 걸쳐서 사회와 인류에게 가치있는 정보와 지식

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빅 데이터 출현 배경을 살펴보자. 기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로 대표되는 소셜 미디어의 성장과 스마트 폰으로 대변되는 

모바일 장치의 확산이 결합되어 일상 속에서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가 급속히 생성, 유통, 저장되고 있다. 또한 

RFID와 같이 정보를 감지하는 센서 장비의 이용 확대와 이러

한 정보를 수집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확산은 물류의 

이동 및 재고의 변화뿐만이 아닌 개별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및 

소비행태와 같은 모든 일상에 대한 디지털 기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기업 및 사회는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 처리, 분석 및 

활용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대량의 다양한 데이터 생산 기

술의 진보와 이에 필요한 데이터 저장·관리·분석 기술의 발전 

속에서 빅 데이터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빅 데이터 특징은 무엇인가? 빅 데이터는 크게 데이터 양

(volume), 데이터 속도(velocity), 그리고 데이터 다양성

(variety) 등 세 가지 요소의 복합적인 변화를 그 특징으로 한

다. 첫째, 데이터 양. 단순 저장되는 물리적 데이터양의 증가뿐

만이 아닌, 이를 분석 및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네트워

크 데이터의 급속한 증가는 빅 데이터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다. 둘째, 데이터 속도. 빅 데이터는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 및 

장기적 접근을 요구한다. 데이터 생산 및 유통, 수집 및 분석 

속도의 증가와 이에 대한 실시간 처리 및 장기간에 걸쳐 데이

터를 수집·분석 하는 장기적 접근이 빅 데이터의 특성이다. 셋

째, 데이터 다양성. 기존 예측 분석에서의 데이터 분석은,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운영 데이터인 ERP(전사적 자원 관리), 

SCM(공급망 관리), CRM(고객 관계 관리) 등의 시스템에 저

장되어 있으며, 잘 정제되어 있고, 의미도 명확한 RDBMS(관

계형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정형 데이터를 통해 이뤄졌다. 최

근 빅 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은, 고정된 시스템에 저장

되어 있지 않은 XML, HTML 등과 같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를 포함하는 반정형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뿐만이 아닌, 사진·

오디오·비디오 형식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나 로그파일 같이 비

정형 데이터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즉 빅 데이터

의 성장이란 단순히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양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빅 데이터로부터 가치 -다른 말로 지식- 를 발굴하기 위한 방

법으로 빅 데이터와 함께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 바로 어낼리

틱스(analytics)이다. 어낼리틱스 기술은 크게 분석 기술, 표

현 기술로 나뉜다. 첫째, 빅 데이터 분석 기술. 대부분의 빅 데

이터를 분석하는 기술과 방법은 기존 통계학, 전산학, 산업공

학 등에서 사용되던 데이터 마이닝, 기계 학습, 자연 언어 처

리, 패턴 인식 등이 해당된다. 특히 최근 소셜 미디어 등 비정형 

데이터의 증가로 인해, 분석기법들 중에서 텍스트 마이닝, 오

피니언 마이닝, 소셜 네트워크분석, 군집분석이 주목을 받고 

있다.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 텍스트 마이닝은 비/반정형 텍

스트 데이터에서 자연 언어 처리 기술에 기반하여 유용한 정

보를 추출, 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분석이다.

오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 : 오피니언 마이닝은 소셜

미디어 등의 정형/비정형 텍스트의 긍정, 부정, 중립의 선호

도를 판별하는 분석이다.

소셜 네트워크분석 (social network analysis) : 소셜 네트

워크 분석은 소셜 네트워크 연결구조 및 연결강도 등을 바

탕으로 사용자의 명성 및 영향력을 측정하는 분석이다.

군집분석 (cluster Analysis) : 군집 분석은 유사한 특성을 

가진 개체를 합쳐가면서 최종적으로 유사 특성의 군집을 

찾아내는 분석이다.

둘째, 빅 데이터 표현 기술. 빅 데이터 시대에는 정보의 양이 

워낙 많아 분석결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이나 

적절한 소프트웨어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차원 

평면상에서도 데이터의 다차원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동적 

그래픽스(dynamic graphics) 혹은 필터링 조건에 의해 데이

터를 분석하는 데이터 시각화(data visualization)가 중요시

되고 있다.

금년 2월 뉴욕타임스는 빅 데이터 시대를 맞아 당장 미국에서 

필요한 데이터분석가가 19만 명이고, 데이터 분석결과를 이해

할 수 있는 관리자가 150만 명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명문

대들은 이러한 수요를 인식해 발 빠르게 빅 데이터 MBA 과정

을 시작했다. 국내 대학들도 하루속히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

하여 기업과 사회에서 수요로 하는 데이터 분석가를 배출해야 

할 것이다. 이제 빅 데이터는 정치·사회·경제·문화·과학기술과 

같은 전 영역에 걸쳐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며 그 파

장이 더욱 크고 넓게 번져갈 것임은 자명하다. 

최종후 

과학기술대학 정보통계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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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양, 주기, 형식 등이 방대한 데이터를 일컬어 빅데이

터(big data)라고 한다. 이 용어는 인터넷이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2000년경부터 사용되어 왔다. 빅데이터

는 인터넷 상에서 주고받는 모든 이메일과 소셜 미디어 사용

자가 생성한 정보, 공공 데이터, 대학과 연구기관들의 데이터, 

지구 전체 범위의 지리 정보 데이터, 글로벌 경제 데이터, 국

가별 센서스 데이터 등을 포함한다. 2010년 전 세계에서 생

성되거나 복제된 디지털 데이터양은 제타바이트, 즉 1조 기가

바이트를 넘어섰다고 하며, 해마다 이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 빅데이터를 다루는 도구들도 점점 다

양하고 편리해져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지고 있

다. 지금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데이터들이 디지털화

되어 빅데이터로 저장되고 또 누구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의 시대이다. 

인문학은 얼핏 보아 빅데이터와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실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문학과 빅

데이터는 어떤 영향 관계에 있는가?

우선 인문학은 빅데이터로부터 방대한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다. 한 권의 책을 찾기 위해 그 책이 있는 도서관을 가야

만 하는 경우와 이북(e-book)으로 보는 경우를 비교해보자. 

빅데이터로 인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며 그로 인해 상대

적으로 훨씬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문헌자료를 찾고 정리하

는 데 드는 노고가 격감하고 있기 때문에 인문학자들은 보다 

많은 시간을 자료 분석과 새로운 방법론을 정립하는 데 투자

할 수 있다. 구글이 야심차게 기획하고 있는 것처럼, 동서고금

의 모든 문헌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날이 온다면 내 앞의 

컴퓨터가 전 세계 모든 책을 담고 있는 거대한 도서관이 되는 

셈이다. 이때 컴퓨터는 보르헤스가 「바벨의 도서관」에서 상상

했던 것처럼 “아주 얇은 무수한 페이지로 된 단 한 권의 책”처

럼 무한한 지식의 보고가 된다. 늘 자료에 목마른 인문학자에

게 이보다 환상적인 세계는 없을 것이다. 예전의 인문학자가 

어항 속의 물고기였다면 빅데이터 시대의 인문학자는 자료의 

대양을 고래처럼 누빌 수 있을 것이다. 

빅데이터는 또한 인문학의 범주와 방법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문학의 가설은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논리적으로 

정합을 따져보거나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는 방법을 쓰지

만 객관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인문학은 인간의 삶을 규명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대개 논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불충분한 사례 분석에 의존해왔다. 인문학에서 비교적 객관성

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알려진 설문조사의 경우도 기존의 방

식으로는 자료 수집에 품이 많이 들고 그나마 제한적이다. 동

일한 경우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조사한다면 훨씬 많은 양의 

데이터를 편리하고 쉽게 얻을 수 있다. 빅데이터는 사람들의 

실제 삶을 탐구하려는 인문학에 다양한 문제의식과 구체적이

고 풍부한 자료를 제공한다. 빅데이터의 70퍼센트 이상을 차

지하는 소셜 네트워크상의 개인정보들은 이미 기업의 마케팅 

전략이나 정부 정책, 사회 변화 측정 등에 다각도로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 정보량이 더욱 풍부해지고 통계방식이 정확해지

면 다른 어떤 분야보다 세밀하고 다층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인

문학적 연구에서도 빅데이터의 활용은 급증할 것이다.

급변하는 기술과 사회는 기존의 학문적 경계를 넘어서는 학문

간 융합을 필요로 한다. 기술은 인간 이해를, 인문학은 기술

의 이해를 통해 서로의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다. 스티브 잡

스의 획기적인 기술 혁신은 그가 대학 시절 관심을 기울였던 

인문학적 사고와 떼어놓고 생각하기 힘들다. 편리함뿐만이 아

닌 아름다움이라는 인문학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부단한 도

전이 획기적인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빅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인문학과 공학의 협업 필요성은 더욱 증가한

다. 가령 빅데이터에 모여드는 세계 각국의 언어를 번역해주는 

자동번역기를 만든다고 해보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기술이 필요하고 번

역의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언어학적 지식이 필

요하다. 학문 간의 긴밀한 협조가 없이는 혁신적인 신기술을 

내놓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빅데이터는 다른 첨단의 과학기술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용

하느냐에 따라 매우 유용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한 양날의 

검이다. 정보의 악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산업혁명 

시대 런던의 하늘을 가득 메웠던 스모그에 비유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나날이 정보량이 증대하는 빅데이터 시대의 시

계바늘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다. 문제는 그 많은 정보에서 

얼마나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느냐에 달려있다. 인문학 특유의 

통찰력과 창조적 사유가 요청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빅데이터

가 단순한 정보를 넘어서 지식, 나아가 지혜의 역할을 할 수 

빅 데이터 시대의 인문학

있기 위해서는 인류의 역사와 사상, 가치와 이상에 대한 이해

가 전제되어야 한다. 인문학은 빅데이터 시대 범람하는 정보의 

바다에서 방향키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인문학의 장점인 

비판적 사유는 정보의 악용이나 무절제한 사용으로 인한 위

험성을 경고할 수 있다. 또한 인문학의 통합적인 사유 방식은 

빅데이터를 활용할 다양한 관점과 접목의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 빅데이터 시대에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고 분석하고 그로부터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능력

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의 활용 능력과 그에 대한 감

수성이 필요하다. 정보의 가치를 간파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

여하기 위해서는 섬세한 감각과 표현 능력이 있어야 한다. 달

리 말하자면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인간 이

해를 근간으로 하는 인문학은 빅데이터가 궁극적으로 향해야 

할 인류공영의 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빅데이터는 인문학에 무한한 자료와 새로운 방법론을 제공하

고 인문학은 빅데이터의 활용에 필요한 가치와 방향성을 제시

한다. 인문학은 빅데이터라는 거대한 몸체의 눈과도 같다. 꽤 

오랫동안 인문학의 위기가 거론되어 왔지만, 빅데이터 시대는 

오히려 인문학에 기회가 될 수 있다. 빅데이터는 인간의 삶과 

말의 흔적이고 그것은 곧 인문학의 득의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혜원 

인문대학 미디어문예창작학과 교수

급변하는	기술과	사회는	

기존의	학문적	경계를	넘어서는	

학문간	융합을	필요로	한다.	

기술은	인간	이해를,	

인문학은	기술의	이해를	통해	

서로의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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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술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라면 서러울 정

도의 높은 기술수준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들이 자긍

심도 매우 높다. 삼성과 LG의 스마트폰과 스마트TV는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한

국 시장을 최신 IT기기의 테스트 마켓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전자정부(e-government), 즉 IT 기술에 

기반 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

라 중의 하나이다. IT 최선진국인 우리나라 앞에 놓여있는 또 

하나의 도전이 바로 빅 데이터 시대의 도래다. 빅 데이터(Big 

data)란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의 데이터 수집, 저장, 관

리, 분석의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세트 및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뽑아내고 결과를 분석하

는 기술을 말한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로 대표되는 

소셜 미디어의 발전과 최근 스마트 폰으로 대변되는 모바일 

통신장치의 확산은 일상 속에서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

터를 급속히 생산하고 있고 이 데이터의 유통과 저장이 가능

해지면서 개별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및 소비행태와 같은 모든 

일상에 대한 디지털 기록인 빅 데이터가 등장하였다. 세계경제

포럼(WEF)이 2012년 빅 데이터 기술을 떠오르는 10대 기술 

중 그 첫 번째로 선정하였고, 우리나라 지식경제부 R&D 전략

기획단도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IT 10대 핵심기술 가운데 하

나로 빅 데이터를 선정할 만큼 빅 데이터는 인간사회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된 것이다.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의 생성, 수집, 분석, 표현을 특

징으로 하는 빅 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다변화되고 복잡한 현

대 사회를 더욱 정확하게 예측하고, 개인화된 현대 사회 구성

원 마다 맞춤형 정보의 제공, 관리, 분석을 가능케 함으로써 

사회를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빅 데이터 기술 수준을 갖느냐 하는 것은 이제 기

업은 물론 정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

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빅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를 두 

가지만 살펴보자. 

사례 1 : 멍들고, 부은데, 벌레 물린데 바르는 연고를 생산하

는 한 제약회사는 판매전략 수립을 위해 경쟁제품을 알아보

는 과정에서 26억건의 소셜 미디어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많은 소비자들이 멍 

치료 연고가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고 계란과 소고기를 활

용한 민간치료요법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다이어트로 인해 

영양상태가 나빠져 쉽게 멍이 들어 고민하는 여성들이 멍드는 

어린이들 보다 네 배 이상 많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연고의 포장박스를 예쁘게 만들고 파우치에 담아 상

비약으로 파는 판매전략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사례 2 : 지난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버락 오바마 민

주당 대통령 후보는 다양한 형태의 유권자 데이터베이스를 확

보하여 이를 선거 전략에 적극 활용하였다. 당시 오바마 캠프

는 인종, 종교, 나이, 가구형태, 소비수준과 같은 기본 인적 사

항에 더해 과거 투표여부, 구독 잡지, 마시는 음료 등 유권자 

성향까지 전화나 개별 방문 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유권자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하는 ‘유권자구축

(VoteBuilder.com)’시스템을 통해 유권자의 성향 분석, 미결

정 유권자 선별, 유권자에 대한 예측을 해나갔다. 이를 바탕으

로 유권자 지도(Voter Map)를 작성한 뒤 ‘유권자 맞춤형 선거 

전략'을 전개함으로써 비용 대비 효과적인 선거전을 치르면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의사결정(또는 정책결정)과정은 문제를 해결해 가

는 과정인데, 문제의 설정(agenda setting), 관련 정보의 수

집과 분석(information collection), 대안의 설정(alternative 

developments), 의사결정(decision making=selecting  

alternative), 집행(implementing selected alternative), 그

리고 평가(evaluation)의 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빅 데이

터는 관련 정보의 수집과 분석, 대안의 설정에 직접적인 수단

이 되고, 결국 의사결정에 필요한 결정적 자료를 제공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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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위에서 제시한 두 사례는 일반 기업은 

물론 정부 또는 정치 영역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빅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사례들은 빅 데

이터가 정말로 광범위한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미국의 CSI 

등과 같은 TV프로그램에서 각종 자료를 이용해서 범인을 찾

아가는 과정이 오히려 소박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나게 한다. 이처럼 실제로 빅 데이터 기술은 현재 우리가 

당면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청소년 왕

따와 폭력 문제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예방이 가능하다.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과 스마트

폰 등의 소셜 미디어 자료를 분석하면 직접 면담이나 설문조

사 등을 통해 알아내기 어려운 청소년들의 언어폭력과 왕따 

유형을 분석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왕따와 폭력의 원인 

규명이 가능해 진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다 구체적

인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자살율 세계 1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한 정책방안도 빅 테이터를 활용하면 효과가 증가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빅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을 어떻게 갖추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빅 데이터

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시설과 인력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

다. 정부의 각 기관들은 자체 조직과 연구소 등을 통해 자기 

기능과 관련된 필요 데이터는 관리하고 있지만 그 범위가 제한

적이어서 현대와 같이 복잡다단해 지고 있는 사회의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문제해결능력

을 향상키기 위해서는 빅 데이터의 분석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을 갖추어야 하고, 동시에 사회 각 부분의 빅 데이터 분석능력

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즉 정책 데이터 네트워크

(policy data network)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앞

으로 우리 사회에는 상당한 규모의 빅 데이터 관련 전문가들

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기업에만 약 150만 명의 정도의 빅 

데이터 관련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하니 우리

도 이 부분을 잘 개척하여 교육과 연결시킨다면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빅 데이터라고 해서 통계나 전산 관련 인력만 필요한 것

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IT기업 중 하나인 다음소프트

에는 IT전문가가 70%이고 나머지 30%는 인문사회과학 전문

가라고 한다. 아무리 많은 자료와 정보가 있다고 해도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한다면 자료와 정보의 

수집과 분석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고, 데이터에 담

긴 함축적이고 다양한 의미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능력은 인문

사회과학적인 사고와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빅 

데이터가 만능이 아니며, 결국 이를 다루는 인간의 능력이 문

제해결능력의 핵심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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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패닉 3집에는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라는 곡이 있다. 

이 곡은 다음과 같은 노랫말로 시작한다.

“내 바다 속에는 깊은 슬픔과 헛된 고민들 회오리 치네”

이 곡은 가수 이적이 자신의 오래된 서랍을 열면서 떠오른 기

억들이 동기가 되어 만들어졌다고 한다. 필자 역시 살면서 생

긴 잡동사니들을 넣어두기 위한 큰 박스가 세 개있다. 물건을 

사면 같이 딸려오는 품질 보증서라든지 고장이 난 이어폰, 충

동구매로 샀다가 한 번도 쓰지 않은 스피커까지 순서나 정돈

이 없이 꾹꾹 들어차 있다. 일 년에 그 박스들을 열어 보는 것

이 몇 번이나 될까? 몇 번 열어보지도 않을 그 박스들을 보물

이라도 되는 냥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필자가 그 박스들을 

간직하고 있는 이유는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이 소장할 정

도로 가치가 높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 과거에 필자

가 했던 생각이나 느낌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정부, 기업, 교육 계 등 할 것 없이 모든 분야

에서 급속한 정보화가 이루어져 왔다. 이 과정에서 기술적 한

계와 표준의 부재로 인하여 데이터들은 마치 낡은 서랍 속에 

아무렇지 않게 쑤셔 넣어진 잡동사니들처럼 쌓이게 되었다. 빅 

데이터란 낡은 서랍 속에 넣어둔 잡동사니들 중에서 뭔가를 

찾고 싶은데 잡동사니가 너무 많아서 찾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 제시된 표어와 같은 용어이다. 자, 

그럼 이제 빅 데이터의 정의를 짚어보자. 빅 데이터의 정의는 

다양한 것이 있지만 보통은 맥킨지(McKinsey)와 IDC의 정의

를 인용한다.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가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데이터 (맥킨지)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가치

를 추출하고 데이터의 초고속 수집, 발굴, 분석을 지원하도

록 고안된 차세대 기술 및 아키텍처 (IDC)

정의에서 볼 수 있듯 빅 데이터는 통상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

템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수준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일정한 형태를 지닌 데이터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데이터를 정리하는데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마치 때때로 컴퓨터에 저장시켜 놓은 예전 파일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쏟곤 하는 것처럼 말이다. 저장 시켜둔 파

일의 개수가 1만개조차 되지 않는데도 컴퓨터 안의 어디에 있

는지 모르겠다며 포기한 경험을 우리는 다들 한번쯤은 가지고 

있다. 만약 파일의 개수가 수천억 개라면 어떨까? 빅 데이터에

서 다루는 데이터의 크기는 어떤 데이터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

긴 하지만 보통 몇 테라바이트에서 몇 만 테라바이트에 이르기

도 한다. 이 거대한 비정형의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고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빅 데이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과 방법론을 모두 포함한다.

낡은 서랍 속에 숨어있는 가치를 찾아서

빅 데이터의 적용 분야는 컴퓨터가 쓰이는 모든 분야에 가능

하지만 가장 크게 당면한 문제인 웹 데이터에 대해 적용하는 

문제를 생각해보도록 하자. 굳이 빅 데이터를 언급하지 않더

라도 2000년대 이후로 웹에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쌓이고 

있다. 헌데, ‘스마트 혁명’을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이 웹에 자

신들의 이야기와 사진, 동영상을 쏟아내고 있다. 이로 인하여 

웹에 적재되고 있는 데이터의 양은 그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

도로 많아지고 있다. 자료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찾을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진다는 의미이므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생각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엄청나게 많아진 데이터로 

인하여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것이 어려워졌다고도 할 수 있다. 

이에 몇몇 선구적 연구자들은 엄청나게 쌓인 데이터 속에 그 

전까지 우리가 활용하지 못했던 보석과 같이 아름답고 귀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들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기 위해 컴퓨터 몇 백대를 연결

한 클러스터 서버를 구축하기도 하고 슈퍼컴퓨터를 사용하기

도 했다. 빅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하

고 나면 그 다음 문제에 바로 직면하게 된다. 그것은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

이다. 이 문제는 어느 분야의 기업, 조직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데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 업체인 아마존은 고객의 구매성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빅 데이터 처리를 사용한다. 역시 미국의 거

대 검색 업체인 구글에서는 사용자 맞춤형 광고를 서비스하기 

위하여 빅 데이터 처리를 사용한다.

빅 데이터를 분석하면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을까? 빅 데이터

는 데이터를 데이터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큰 시각에

서 흐름을 본다. 예를 들어, 인터넷 뉴스에 달려있는 댓글들을 

모두 수집하여 하나의 데이터 세트로 저장 한 후 이를 분석하

면 특정 기간 동안의 여론을 파악할 수 있다. 혹은 어느 지역

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트위터 메시지를 분석하여 지역의 이

슈를 파악할 수 있다. 축적된 데이터를 큰 시각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사회 현상, 관심사의 변화, 환경 정보의 특징 등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는 거의 파악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빅 데이터 처리를 위한 

시스템과 정리되지 않은 데이터를 정리하기 위한 기술이 반드

시 필요하다.

낡은 서랍 속을 정리하는 기술 - 시맨틱 웹

시맨틱 웹(Semantic Web)은 빅 데이터의 대두와는 별개로 

1999년에 팀 버너스 리(Tim Berners Lee)에 의해 제안된 차

세대 웹 기술이다. 기존 웹에서는 자료를 자동적으로 처리하

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든 웹 페이지, 웹 이미지, 웹 비디오 등

의 웹 자원에 온톨로지라는 의미 주석을 달아서 컴퓨터 스스

로 웹의 자료를 처리하도록 고안된 것이 시맨틱 웹이다. 시맨

틱 웹은 논리학에 기반을 둔 기술 로직(Description Logic)

을 사용하고 있으며 모든 자료를 논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시맨틱 웹을 사용하면 정리되지 않은 낡은 서랍 속의 

데이터들을 가지런하게 정리하고 컴퓨터 시스템이 자료를 읽

고 처리할 수 있도록 정형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

제는 자료들에 의미 주석을 다는 것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아직까지는 빅 데이터 분야에서 시맨틱 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빅 

데이터와 시맨틱 웹을 동시에 연구한 연구자가 거의 드물기 

때문에 두 기술을 동시에 활용하려면 학문간 융합 연구가 반

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치며

1970년대, 1980년대의 컴퓨터 시스템에는 데이터가 부족했

다. 따라서 그 당시의 학자들은 데이터를 설계하고 쉽게 만드

는 방법에 대해 연구했다. 그리고 부족한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 다양한 알고리즘과 방법론을 연구

해왔다. 이 방법론들은 지금까지도 컴퓨터 관련 학과들의 기

초 전공과목으로 개설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는 데

이터 범람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데이터의 범람의 시대

에 안타깝게도 우리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활용하지는 못하

고 있기도 하다. 이제 전통적인 데이터 처리 기법 위에 비정형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론과 기술을 얹어야할 시

기이다.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에서 물건들을 목록화하고 물

건들에 담긴 소중한 기억들을 기록하지 않으면 언젠가 나이가 

들어 모두 잊을지도 모르는 것처럼, 쌓여가고 있는 데이터에 

숨어있는 보석같은 정보들을 우리는 활용하지도 못한 채 지

나가버릴지도 모른다. 이 시대는 빅 데이터라는 화두를 통해 

우리에게 쌓여있는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찾

아내라고 사명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 

빅 데이터

손종수

과학기술대학 컴퓨터정보학과 강사

쌓여가고	있는	데이터에	

숨어있는	보석	같은	

정보들을	우리는	

활용하지도	못한	채	

지나가버릴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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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 통계 자료를 보면 사람의 행동을 이

해할 수 있을까? 정부 통계를 이용하여 인간 행동을 연구한 

학자로 19세기 말 프랑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이 유명하다. 

뒤르켐은 자신의 저서 ‘자살론’에서 자살이 개인의 선택이 아

니라 사회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자살이라는 인간 행동의 이

면에는 자살하게 만드는 사회적 유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

다. 뒤르켐은 장기간에 걸친 통계자료를 조사하면서 가톨릭 

신자의 자살률이 낮은 것은 가톨릭교회에 강력한 공동체의 규

범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반면에 개신교는 개인의 자유

를 강조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규범이 붕괴하는데, 이런 무규

범 상태를 ‘아노미’라고 불렀다. 뒤르켐의 주장은 방대한 통계

자료의 분석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통계 자료를 연구하는 학문은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더욱 발

전하였다.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자료의 분량이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자료가 생성되는 분량과 주기가 기존 자료

보다 너무 크기 때문에 과거의 방법으로 수집과 분석이 불가

능한 방대한 자료를 ‘빅데이터’(Big Data)라고 부른다. 빅데이

터의 분석을 통해 인간의 행동과 사회변동을 설명하려는 연구

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인터넷의 방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전염병의 확산과 범죄의 발생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방법이 

등장하고 있다. 2011년 미국 산타크루스 도심의 주차장에서 

경찰이 자동차 절도범을 잡았는데, 경찰은 그 장소에서 차량 

절도가 발생할 예정이라는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한 컴퓨터 프

로그램의 예측에 따라 현장에 출동했다. 필립 K. 딕의 ‘마이너

리티 리포트’에 나오는 한 장면을 연상하게 만든다.

빅데이터는 선거운동의 전략을 송두리째 바꾸었다.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운동은 텔레비전 광고에 의한 것이 아니

다. 텔레비전 광고는 90년대 방식이다. 시카고에 있는 오바마 

선거본부는 모든 유권자를 분류하여 정교한 선거운동을 실행

했다. 선거본부는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통계분석을 거쳐 표

적집단에 맞춘 선거운동을 벌였으며, 2억 명의 유권자를 인종, 

가구 형태, 소비 수준 등으로 분류해 지역별로 맞춤형 전략을 

만들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콘텐츠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오바마의 페이스북 페이지

(3,300만 ‘좋아요’)나 유투브 채널(24만 구독자, 2억 4,600만 

페이지 뷰)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연결하는 전략을 활용했

다. 이에 비해 공화당의 롬니는 백만장자답게 막대한 정치자

금을 텔레비전 광고에 쏟아 부었다. 인터넷 선거운동은 오바

마를 흉내 내기에 급급했다. 선거 결과는? 오바마의 승리.

빅데이터의 위력은 기업의 세계에서 더욱 강력하다. 내가 회원

으로 가입한 인터넷 서점 알라딘은 모든 고객들의 구매 내역을 

분석하여 소비 성향과 관심 분야를 조사한다. 빅 데이터의 활

용을 통해 알라딘은 고객에게 새로운 ‘추천상품’을 안내한다. 

미리 고객의 취향과 독서 성향을 분석하여 관심을 끌만한 상품

을 골라 이메일로 제공한다. 구글과 페이스북도 빅데이터를 이

용하여 이용자의 검색 성향뿐 아니라 사진과 동영상 자료 검색 

성향도 즉각 분석하여 광고를 제공한다. 신용카드 회사는 고

객의 이용 통계를 활용하여 개인의 취미와 기호, 라이프스타일

을 분석하고 광고를 제공한다. 무차별적 광고가 아니라 고객의 

실수요를 정교하게 분석한 맞춤형 광고로 효과를 높인다.

빅 데이터 활용이 크게 기대되는 분야는 공공 부문이다. 최근 

보건 분야에서도 병원의 진료 방법과 효용에 관한 자료를 분

석하고, 환자에 관한 자료를 분류하여 의료 기관의 자료 공유

를 통해 치료 효과를 높이고 있다. 공공보건기관도 환자들의 

모든 의료 자료를 분석하여 급속하게 퍼지는 전염병에 신속

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기후 변화, 해상 오염, 방사

선 유출 등 광범위한 지역에 생성되는 방대한 자료를 실시간

으로 분석하여 신속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 심지어 일부 학자

들은 앞으로 빅데이터를 통해 인간의 모든 행동을 미리 예측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빅데이터는 미래를 예견하는 신

탁이 될 것인가? 빅데이터의 활용이 반드시 긍정적 효과만 가

져오는 것은 아니다. 빅데이터의 활용은 상당한 경우 불완전

한 자료 수집으로 매우 제한적 결과만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한국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이용한 인터넷 

선거 운동을 상시적으로 허용되면서 선거 자료가 급증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일부 정당은 ‘SNS 역량 지수’를 공천에 

반영하기도 했다. 여론조사기관도 전화를 이용한 전통적 방법

을 보완하기 위해 빅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SNS 여론조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SNS 이용자의 대다수가 수도권·20~30대

에 몰려 있다. 결국 2012년 총선에서 빅 데이터를 이용한 

SNS 분석은 수도권 여론조사와 일치했지만, 다른 지역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 

다음으로 빅데이터의 문제는 개인 정보가 노출될수록 사생활

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

는 사람들의 모든 활동은 자동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다.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트위터

에 올린 짧은 말, 구글과 네이버 검색창에서 찾은 검색어는 서

비스 회사의 빅데이터에 ‘영원히’ 저장된다.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지원자의 페이스북을 확인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권력을 장악한 기업은 인터넷 이용자의 모

든 정보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정보기술이 어떤 사회를 만들지 아직 알 수 없다. 앨빈 토플러

는 ‘제3의 물결’에서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지만, 조지 오웰이 

우려하는 ‘1984년’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정보기술의 확대

로 감시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는 공포도 있다. 만약 권력이 

모든 정보를 장악한다면 개인 정보는 그대로 권력의 손아귀에 

들어간다. 그야말로 ‘빅브라더’가 출현한다. 실제로 국가의 정

보기술은 모든 사회조직에서 개인들의 활동에 관한 세세한 

정보를 모조리 수집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정부는 개인의 신상, 

납세, 병역, 범죄, 보험, 연금 등 방대한 양의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캐나다의 커뮤니케이션 학자 데이비드 리용은 개인에 관

한 모든 유형의 정보를 수집하는 사회를 ‘감시사회’라고 불렀

다. 관료제의 발달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증가시킨다는 명

분으로 개인의 정보를 무한정 수집하여 보관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빅데이터는 빅브라더의 감시와 

통제 수단이 될 수도 있고, 공개된 자료로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시민의 사고와 행동을 감시하

고 통제하려는 빅브라더는 빅데이터를 악용할 수 있지만, 빅데

이터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협력을 강화하는 길을 

열수도 있다. 2002년 미국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를 시작

으로 하버드대, 예일대, 버클리 캘리포니아대가 대학 강의를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했다. 유네스코(UNESCO)는 2002년

부터 교육격차를 해소하자며 교육 콘텐츠 개방운동을 벌였

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도 2007년 대학 강의를 일

반인에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시작했다. 모든 정보를 개방하는 

‘오픈소스(Open Source) 운동’은 정보의 사회화를 통해 정

보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려고 시도한다. 

빅데이터 자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빅데이터를 

둘러싼 사회정치적 관계가 빅데이터의 효과를 결정할 것이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빅데이터를 이용하느냐는 문제가 중요하

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람과 조직을 규제하는 제도적 장

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빅데이터가 갖고 있는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역기능을 예방해야 한다. 빅데이

터의 발전이 사회의 예측 능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보는 낙관

론은 순진한 기대에 불과하다.

빅데이터의 민주적 관리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어야 

한다. 빅데이터의 활용은 특권을 가진 소수의 정보를 더 많은 

대중에게 공개해야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도 국회와 행정부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거대 기

업의 운영도 더욱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빅데이터

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률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전화, 카메라, 비디오, 인터넷 등 모든 과학기술과 마찬

가지로 빅데이터의 등장이 자동적으로 사생활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인간이 만든 합리적 제도를 통해 정보기술을 인간적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시민의 자유와 민주주

의를 보장하는 제도가 없다면 인간을 위한 정보사회는 한낱 

꿈에 불과할 것이다.

빅 데이터는 미래를 예견하는 신탁인가?

빅 데이터와 정보사회의 미래 

김윤태

인문대학 사회학과 교수

스페셜 빅 데이터 5 13KUS 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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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과 31일,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 무섭고(?) 특별한 밤이 찾아왔다. 30일 농심국제관 1층에 위치한 English Cafe에

서는 ITS프로그램 및 TESOL과정에 참여 중인 교환학생들과 본교 학생들이 함께 기획하고 준비한 할로윈 파티가 열렸다. 이날 

각종 할로윈 데코레이션과 음식들이 준비되었으며, 할로윈의 상징물인 Jack-o'-lantern(잭오랜턴) 만들기와 할로윈 코스튬 콘테

스트가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마녀, 고양이, 미라, 좀비, 해골 등 할로윈 분장을 하고 잉글리시 카페를 방문해 파티를 즐겼다. 

호연학사 스카이카페(Sky Cafe)에서는 31일 저녁 호연학사 사생회와 함께 할로윈 파티를 준비하였다. 학생들의 참여로 이루어

지는 연주회와 비디오게임, 영화 상영 등 이벤트를 마련하고 외국인 교환학생들과 할로윈 문화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글

로벌리딩캠퍼스 조성 비전에 맞춰 운영 중인 농심국제관 잉글리시카페와 호연학사 스카이카페는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 체험을 

위해 매년 할로윈 파티를 마련해오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할로윈 문화가 점점 친숙해지고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할로윈 

파티는 캠퍼스 내에서 학우들에게 이색적이고 이국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11월 14일 농심국제관에서 제 6회 고려대학교 영어 말하기 대회(Korea University English Speech Contest)가 열렸다. 교내 

학술동아리 E.T.W. TIME이 주최한 본 대회는 학교 측의 후원을 받아 올해로 6회째 진행되고 있으며 해가 거듭될수록 행사의 의

미와 규모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 행사는 준비된 좌석이 가득 차고 서서 참관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학우들의 많은 관심 속

에 치러졌다. 참가자들은 올해의 주제 The Goal of my life(내 인생의 목표), The Pain of Youth(청춘의 고통), The Lessons 

of History(역사의 가르침)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5분간 스피치를 준비했다. 11월 7일 사전 접수된 원고를 심사해 예선 선발된 

총 10명의 참가자들이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되었다. 이번 대회의 우승은 Goal of my life를 주제로 스피치를 한 홍주연(경영 10) 

학우에게 돌아갔다. 안정감 있는 발표와 의미 있는 메시지 전달로 박수갈채를 받은 홍주연 학우는 “응원해준 친구들에게 감사하

고 앞으로도 좋은 기회를 통해 영어도 공부하고 서로의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우승 소감을 말했다. 

심사는 영어영문학과 김형엽 교수, 케빈(Kevin Gaylen Spencer) 원어민 교수, 국제어학원 엘리자베스(Elizabeth M. Skakoon) 

원어민 교수, 경영학부 조현익 교수, 총 네 명의 총점을 합산한 것으로 이루어졌다. 참가자들의 발표가 끝나고 난 후 영문학과 원

어민교수 케빈은 “우리 학생들의 영어 말하기 능력과 발표 능력은 충분히 훌륭하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학우들이 오늘처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길 바란다.”고 조언하였고 영문학과 김형엽 교수는 “작년에 비해 이야기의 콘텐츠 및 PT의 준비가 풍

부해졌으며 청중들의 숫자와 매너, 교환학생들의 참관까지 이제껏 해온 콘테스트 중에서 가장 돋보여서 기쁘고 가슴 벅차다.”고 

소감을 밝혔다. 본 대회는 영어 말하기 능력이 필수가 된 이 시대에 학우들이 자기 생각을 많은 사람 앞에서, 자유롭게 표현하는 

힘을 키우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나아가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서 꿈을 키우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영어 말하기 대회는 ‘글로벌리딩캠퍼스’라는 학교비전을 실

현하는 데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Global 
01

Enjoy Horror Night !

Global 
02

‘E.T.W. TIME’ 주최, 제 6회 

고려대학교 영어 말하기 대회

KUS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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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회 잉글리시 스피치 콘테스트(English Speech Contest for ITS)

11월 1일 국제교류교육원에서 주최하는 제 1회 잉글리시 스피치 콘테스트(English Speech Contest for ITS)가 열렸다. ITS프

로그램에 참가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본 행사는 교환학생들과 본교 학우들이 함께 무대를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획, 

진행까지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참가자들은 팝송공연, 영화의 한 장면을 각색한 연극무대, 한국과 미국 문화를 비교분석

하는 발표, 한국사 강연 등을 준비하였으며 최우수상은 영어로 한국 역사 강연을 한 팀에게 돌아갔다. 우승자인 송석(환경시스템

공학과 07)학우는 “한국의 역사를 제대로 알릴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 영어실력 또한 크게 늘어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다. 

본 행사는 ITS프로그램 과정 중 참가자들의 실용적인 영어능력, 해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남은 기간 

동안 참가자들의 흥미와 집중력을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를 맡은 David Farr 원어민 교수는 “학생들의 열정적인 모습

과 영어를 사용해 무대를 만든 점이 인상 깊고 재미있었다. 학생들이 서로 마련한 무대를 함께 보고 즐기는 것이 영어공부와 문

화 교류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 같다”고 총평하였다.

제2회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11월 12일엔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렸다. ITS프로그램 교환학생들은 한국어를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대회를 위

해 몇 주 전부터 꾸준히 연습해 기타연주와 함께 한국 동요 부르기, 한국에서의 생활 이야기, K-POP부르기, 한국 시 낭독, 개그

프로그램 패러디 등 다양한 무대를 꾸몄다. 특별히 참가자 가운데 제니퍼(Jennifer Abamonte)는 고려대 응원가인 민족의 아리

아를 불러 관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날 대회의 우승은 K-POP 발라드 태연의 ‘사랑해요’를 부른 캐리(Carrie 

Grignano)에게 돌아갔다. 이번 행사는 ITS프로그램 참가 중인 학우들 외에도 많은 학우들이 찾아와 교환학생들에게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었다.  이 외에도 학기 중에 마련된 다양한 ITS프로그램 관련 행사들은 참가자들의 실력을 중간점검하고 참가자들

끼리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은 대학생활에서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만들

어가고 있다. ITS프로그램은 단순히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된 일시적인 기획이 아니라, 학우들에게 캠퍼스 생활을 하며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폭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끔 해주고 있다.

11월 29일 농심국제관에서 제2회 영어토론대회 공개 결선이 열렸다. 올해로 2회 째를 맞고 있는 영어토론대회(English 

Debatement Contest)는 의회식 토론방식을 적용, 예선과 본선을 치러 두 팀을 최종 선발했다. 이날 결선을 치른 두 팀은 

Honeybee(박지혜, 김다은, 박지수)팀과 Stepping Stone(장성은, 안병국, 김정욱)팀으로 ‘Cultural property residing in 

museums should returned to its place of origin(박물관에 소장된 문화유산이 본국으로 반환되어야 하는가)’을 주제로 하여 

열띤 찬반 토론을 펼쳤다. 원어민 교수 David Farr의 사회로 진행된 결선토론은 팀당 5분씩 두 번의 기회를 얻어 논지를 펼치고 

다시 3분씩 두 번 상대팀의 주장을 반박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의견을 종합하여 결론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토론이라는 

방식의 특성상, 양측은 정해진 시간 안에 빠르고 정확히 의견을 표현해야 했다. 때문에 영어 회화 실력이 바탕이 되어야 예선을 

통과할 수 있었으며 준비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해야함은 물론, 언변 또한 심사에 영향을 주었다. 

이날 최종 우승은 Stepping Stone팀에게 돌아갔다. 팀장 장성은(경영정보 05) 학우는 “준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 만큼 결과가 

좋아 기쁘다. 토론을 준비하며 보낸 시간이 다른 어떤 때보다 영어와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사위원 

Rowoon Lee 원어민 교수는 의견을 뒷받침하는 정보들이 적절히 활용되어 발언의 질적 측면이 충분하였는지를 유념하여 들었

다고 하였고 우승팀의 경우, 팀원 간의 의사소통과 상호보완이 잘 이루어진 팀워크가 인상 깊었다고 평가하였다. 국제교류교육

원이 주관한 영어토론대회는 학생들의 지속적인 영어 토론 활성화 지원 및 글로벌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개최되었으며 영어능

력 향상뿐 아니라 교내 학술 활동 문화 조성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대회를 참관한 학우들은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했는데 다른 학우들이 영어회화 하는 것을 보고 나도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에 꼭 참가해보

고 싶다” 등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다.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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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영어토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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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is it going ITS?

쿠스진 겨울호-2.indd   16 12. 12. 13.   오후 2:06



Korea University Sejong Campus Magazine   

Vol.20 Winter 2012

KUS Global

2012년도 2학기엔 유난히도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캠퍼스에

서 함께 공부하고 있다. 그중 보통 학생들보다 특별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 Marilyn과 Jamie, 이들은 

ITS학생들과 함께 교내 수업을 들을 뿐만 아니라 수업을 맡아 

한국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도 한다. 

본교는 미국 워싱턴 대학교와 결연을 맺어 매 학기 두 명씩 

TESOL(Teaching Engl 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과정 교생들을 받고 있다. 이들의 신분은 우리에

게 다소 생소한 이름, ‘student teacher’라고 한다. 학생인 동

시에 선생님이기도 해서일까. 먼저 다가와 악수를 청하는 적

극적인 그들의 모습에서 친근함도 함께 느낄 수 있었다. 

1. Introduce yourself please.

Marilyn : My name is Marilyn Baker and I am from 

Seattle, Washington in America. I attended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 and recently received my 

Bachelor's degree there. I am currently working on 

completing a minor and certificate in TESOL.

Jamie : Hello my name is Jamie Wohlhueter and I'm a 

student teacher here at KU. I'm originally from Seattle, 

Washington but live in Bellingham where I attend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 

2. Please introduce about TESOL.

Marilyn : I am taking a TESOL program at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 and am currently in the last stage 

of the program. I am completely an internship/practicum 

doing my student teaching at Korea University Sejong 

Campus. The TESOL program is very extensive and is 

about 30 credits of work, not including hours spent in the 

classroom and the final practicum. It can be completed 

after graduation and on depending on which path you 

take in the program you can receive a TESOL certificate, 

minor, and/or bilingual endorsement.

Jamie : TESOL (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is a program in which you learn how to teach 

English either in the states or abroad in a foreign 

country. You learn everything about being an English 

teacher from linguistics, theory, and eventually you 

intern as a teacher.

글로벌 Student · teacher!

Student? Teacher? 
Student · teacher!

3. Why did you choose to come to Korea?

Marilyn : I chose to come to Korea for a number of 

reasons. First of all, my university has a friendship with 

Korea University so I found out about the opportunity to 

do my TESOL practicum abroad in Korea from professors 

in the program. Also, I enjoy working with college 

students and adults in teaching English and I know 

Korea University to be a prestigious school so I thought 

it was a great opportunity.  Working in the TESOL 

program I have been able to meet many exchange 

students from South Korea in America and had many 

great experiences sharing language, culture, and time 

spent together and I hoped to have the opportunity to 

come to Korea someday and visit them as well as 

experience living in a new culture.

Jamie : I choose S. Korea and KU because I love 

working with college age students and really wanted to 

experience Korean culture. I hope to one day come back 

to S. Korea as a full time English teacher.

4. What kind of activities are you doing? (as teacher, as 

student)

Marilyn : As an intern at Korea University, I am expected 

to teach my own class twice a week, be an assistant to a 

professor in at least one class (I'm doing two classes), 

spend at least 5 hours in the English Clinic each week, 

and spend 2 conversation hours in the Sky Cafe each 

week. I am also encouraged to learn about the culture 

and language as well as spend time with students, and 

traveling to learn more about Korea and its history.

Jamie : On campus I teach two classes of my own, tutor 

for several hours a week, and work with my mentor 

teacher in his conversation class. As a student I'm 

taking beginning Korean and culture class. For fun I play 

soccer with my friends.

5. What is the most impressive thing in this campus 

life?

Marilyn : I think the most impressive thing about campus 

life is the efficiency of the campus. There are a lot of 

places for students to study, equipped with every 

technology need as well as access cards for each 

student to enter dorms and to pay for meals. I am also 

very impressed with how well everyone seems to work 

together at keeping the campus in order, working well, 

and clean. However, my favorite thing is meeting all the 

students and knowing that I have made some great 

friendships here.

Jamie : The most impressive thing I've noticed about life 

at KU is how awesome the food is in the cafeteria.

6. Do you have a interesting episode in here? 

Marilyn : It surprised me that there was a beat and soul 

concert club in Korea and it was a great experience to 

watch them perform.

Jamie : The only hardship I've had while here is living in 

a dormitory. I've never lived in a dorm before and am not 

use to sharing a room. Don't get me wrong, I love my 

roommates! They are 2 of the greatest guys I have ever 

met. I'm just used to having my own room. 

학생과 선생님, 두 역할을 하느라 누구보다도 바쁜 시간표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은 학생들이 영어에 관해 도움을 요청할 

때 언제나 반갑다고 한다. 가르치는 것을 통해 자신들의 경험

을 쌓아가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이야

기 할 수 있다는 게 더 좋다고 하며 밝게 웃는 모습을 보였다. 

호연학사에서 한국인 룸메이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들

은 정규 활동 이외에도 캠퍼스 학생들과 공부나 취미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Jamie는 평소에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함께 자주 운동을 하러 가곤 한다. Marilyn은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그룹 스터디를 하고 주말

이면 여행을 가기도 한다. 

아름다운 한국에서 좋은 친구들과 함께 생활한 것을 평생 잊

을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이들은 향후 한국에서 원어민 교

수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과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생

활을 즐기고 있는 두 student teacher, 영어 공부를 더 심도 

있게 해보고 싶은 학우들에게 친구 같은 교실 밖 영어 멘토가 

되어줄 것이다.

쿠스진 겨울호-2.indd   17 12. 12. 13.   오후 2:06



Korea University Sejong Campus Magazine   

Vol.20 Winter 2012

현재 한·일 양국은 독도를 비롯해 위안부, 역사 교과서 문제

로 감정이 격앙된 상태이다. 2012년부터 일본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교과서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시작된 논란은 위안부 문제와 독도영유권분쟁으

로 이어졌다. 풀릴 듯 풀리지 않고 있는 독도영유권분쟁이 시

작된 건 1952년 정부가 ‘인접 해양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

을 발표하면서부터였다. 이때 정부는 독도를 평화선 안에 포

함시켜 보호하도록 조치했는데 일본 정부가 이를 부정하는 

외교문서를 보내면서 공론화가 된 것이다.

이번 분쟁은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과격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보고 일본 측에

서는 한·일 통화 스와프 축소 가능성을 제기했고, 한국 정부

는 최종적으로 한·일 통화 스와프를 연장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단순한 신경전에서 직접적인 행동으

로 나타나게 된 이번 분쟁은 양국 정부 뿐만 아니라 양국 국

민들이 은연중에 지니고 있던 비우호적인 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한·일 관계가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90

년대 후반부터 일본에 조금씩 흘러들어간 한류는 2000년부

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한류가 K-POP 혹은 드

라마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일본이 한국을 우호적

으로 받아들이게 된 계기 중 하나는 2001년 신오쿠보역에서 

취객을 구하려다 사망한 한 청년의 희생 때문이었다. 1993년 

고려대 무역학과(2006년, 경영학부로 통합)에 입학한 故이수

현은 오해와 편견으로 얼룩진 한·일 양국 간의 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꿈을 지니고 2000년 1월, 도쿄 아카몽카이 일본어

학교(赤門會日本語學校)에 입학했다.

현지에서 열심히 일본어 공부를 하던 이수현은 2001년 1월 

26일,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귀가하던 도중 신오쿠보역에서 

취객이 반대편 선로로 추락한 것을 보고 그를 구조하기 위

해 선로로 뛰어내렸으나 안타깝게 사망했다. 이 사건은 당

시 일본사회에 팽배하던 타인에 대한 무관심을 반성하게 하

였으며, 국적도 다른 타국사람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한인 청년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되는 계기

가 되었다.

이처럼 이수현이 보여준 희생정신과 타인에 대한 애정은 일본

사회에 깊은 인상을 주었고, 그를 향한 추모의 물결은 아직

까지도 일본에서 계속되고 있다. 이수현의 부모는 한·일 양국 

너를 잊지 않을 거야

17KUS Global

국민들이 보내준 성금으로 마련된 장학 사업을 통해 아들이 

이루지 못했던 배움의 꿈을 후배들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LSH아시아장학회(Lee Soo-Hyun 아시아장학회)’ 및 ‘고려

대학교 이수현 장학금’과 ‘내성고등학교 이수현 장학금’을 운

영하고 있다.

‘LSH아시아장학회’는 2002년 10월 17일 제 1회 장학금을 

93명에게 수여하였으며, 장학사업에 관한 기부금의 모금, 홍

보, 행사 등 소식을 알리기 위해 ‘카케하시(かけはし)’를 발

간하였다. 현재까지도 장학사업은 계속되고 있으며 ‘카케하

시(かけはし)’ 또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발간 중이

다. 이외에도 앞서 언급한 ‘고려대학교 이수현 장학금’과 ‘내

성고등학교 이수현 장학금’도 꾸준히 후배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故이수현을 추모하는 움직임은 장학사업 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그를 추모하는 헌납 시와 노래

들을 비롯해 2006년 한·일 공동제작으로 탄생한 영화 ‘너를 

잊지 않을 거야’는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2007년과 2008년

에 개봉되면서 다시 한 번 그를 추억하였고, 한류스타 일본 

팬들은 이수현을 기리며 모은 성금을 장학재단에 전달하기

도 했다. 

그러나 이수현이 우리에게 남긴 화해의 징검다리는 독도분쟁

이라는 거대한 물살에 보일 듯 말 듯 하다. 이제는 독도분쟁

에 무심했던 일본국민들마저 날을 세우고 있다. 오죽하면 스

포츠 경기에서 한·일전 매치가 되면 선수들 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들까지 눈에 불을 켤까. 중요한 건 독도분쟁이 스포츠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분쟁으로 빚어진 한·일 간 불협화음은 

서로에게 좋지 않은 면만 부각시켰다. 

따라서 한·일 양국이 진정으로 취해야 하는 것은 서로를 헐뜯

는 것이 아니라 화해임을 알아야 한다. 비난이 아니라 비판으

로 임했을 때 비로소 국수주의의 껍질을 벗고 더 넓은 시야로 

대화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기보

다 현명하게 대하는 자세야말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을 높이는 일이 아닐까.

이수현이	보여준	희생정신과	

타인에	대한	애정은	

일본사회에	깊은	인상을	주었고,	

그를	향한	추모의	물결은	

아직까지도	

일본에서	계속되고	있다.	

글로벌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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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표준은 사물의 정도나 성격 따위를 알

기 위한 근거나 기준을 가리키거나 일반적인 것, 평균적인 것

을 의미하는 명사이다. 물리物理에서는 물리량 측정을 위한 

단위를 확립하기위해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준적 시

료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 어떤 사물을 사용하고 판단하는 기

준이 되는 표준은 단순한 개념을 넘어 세계 각국과의 무역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전기기의 전압(110V)과 한국에서 일

반적으로 사용하는 가전기기의 전압(220V)은 다르다. 이 전

압의 차이를 모르고 사용하다보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이런 규격의 차이가 수출입의 장벽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세계표준화협력기구가 설립되었고, 본 기구

에서는 세계표준의 날을 마련하여 표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다. 세계표준화협력기구에서 지정한 세계 표준의 날은 모두에게 안

전하고 편리한 현재와 미래의 삶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올해 세계표준의 날, 정부는 표준화 실적이 우수하고 국가산

업의 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본교 경영학부 강병구 교수

에게 홍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표준은 무엇인지, 표준의 필요성

을 묻기 위해 강병구 교수를 찾아갔다.

강병구 교수가 표준화를 위해 한 노력은 끊임이 없었다. 그는 

‘세계무역환경과 표준의 역할’이라는 강의를 진행 중에 있으

며, 산업표준심의회와 적합성평가 전문위원회 등 국가 표준관

련 위원회 활동을 꾸준히 해왔고, 국가 표준기본계획을 수립

하고 국가 표준정책 기획활동을 수행하는 등 표준화에 앞장

서왔다. 또한 지식경제부ㆍ노동부ㆍ환경부ㆍ방송통신위원

회ㆍ소방방재청 등 5개 부처에서 각각 부여하던 13개 법정인

증마크를 통합해 2009년 7월 1일부터 단일화한 국가통합인

증마크인 KC마크 도입과 KC마크에 대한 인식제고에 힘써왔

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TBT(무역상기술장벽

협정)대응전략 교육 등 표준인증 및 인력양성 제도 구축에도 

꾸준히 기여하였다. 우선 강병구 교수에게 세계표준의 날 포

상 수여 소감에 대해 물었다. 그는 “표준에 관심을 기울이는 

전문가들은 대체로 자연과학 전공자가 많다. 융복합이 주목받

는 이때 표준은 단순히 자연과학분야만의 주요문제는 아니다. 

사회과학 전공자인 제가 이번 포상을 수여받게 된 것은 표준

에 관심을 가진 사회과학과 인문과학 전공자들의 폭 넓은 관

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기회를 빌어 전문

가들뿐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학생들도 표준에 관심을 가져보

기를 바란다.”라고 답했다.  

일반적으로 표준화에 대해 논하게 되면 대체로 자연과학분야

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표준화는 단순한 규격의 

통합이 아니라 무역의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국내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은 해외 수출 수요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

에서 국가표준에 맞지 않는 품목 수입을 아예 단절시킬 수 있

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역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검사와 인

증제도 각종 규격 등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국제기준이

나 관행을 따르도록 의무화하려는 취지로 WTO(세계무역기

구, 1995년 발족) 체제의 협정인 TBT(무역상기술장벽협정)이 

생겨났다. 간단히 말해 TBT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을 낮추고 

자유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국의 표준·기술규정을 국제표

준에 맞추도록 의무화한 협정인 것이다. 그는 1년에 3번씩 제

네바에서 이뤄지는 회의에 정부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강병구 교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TBT대응전략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들이 TBT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정부기관과 각 부처

에서 TBT대응전략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

이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특

히 수도권지역의 기업체들에 비해 지방에 자리한 기업들이 표

준화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모쪼록 정부기

관을 적극 활용하여 국제표준과 TBT 등을 자세히 알고 올바

른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고 말했다. 그는 지

금도 각 기업체에 TBT대응전략 교육을 도맡아하고 있다. 

13개의 법정인증마크를 하나의 KC마크로 통합한 과정에 대

해 물었다. 그는 “13개의 법정인증마크를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은 언뜻 듣기에 쉽게 들렸을 것 같지만 이 일은 해당부처

에서 보자면 권한을 앗아가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반발이 

많았다. 지금은 지식경제부 부서가 KC마크를 담당하고 있다. 

아직 완전히 통합되는 것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타 영역까지 

통합될 것을 보인다”고 말했다. 

표준이 혁신을 저해한다는 이미지가 있다. 지나친 표준화에 

대한 우려를 보이자 강병구 교수는 “일반적으로 표준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있다.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기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생각하는 것만큼 표준이 혁신이나 창의성을 

저해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표준이 design-based standard

였지만 현재는 performance-based standard로 향하고 있

다.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던 시장이 표준에 의해 통합되면 

시장이 넓어지면서 이익창출의 기회가 더 많아지고 수익도 높

아지게 된다. 오히려 혁신적인 발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전체 산업의 트랜드를 살펴보면 

현재 기술의 융복합화가 추세이다. 강병구 교수의 말을 따르

면 특히 융복합 분야에 기술 간의 상호작용(interface)이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앞으로는 이 인터페이스 표

준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에게 표준이 매우 중

요할 것을 예상되는 산업분야를 물었다. 그는 “처음 컴퓨터가 

등장했을 때 모두가 컴퓨터 산업은 하드웨어가 이끌어갈 것이

라고 예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운영체

제가 컴퓨터산업의 주요 핵심이 되었다. 이처럼 나 개인의 생

각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자동차산업에서의 표준이 매우 중요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자동차에는 기계장치, 전자장치, 정보통신장치가 있다. 앞으

로는 여기에 텔레매틱스(telematics)가 장착될 것이다. 텔레매

틱스(telematics)란, 텔레커뮤니케이션(telecommunication)

과 인포매틱스(informatics)의 합성어로 자동차와 무선통신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차량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뜻한다. 텔레

매틱스가 자동차에 장착되면 우리가 사무실에서 가능하던 일

이 자동차 안에서도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자동차산

업을 누가 이끌어나갈 것이냐 하는 논제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 말한 3가지 기술을 융복합하는 인터페이

스 표준을 지닌 업체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제품 자체의 기

능만큼 제품이 지닌 시스템의 위치도 중요해진 것이다.    

끝으로 그에게 학우들을 위한 당부와 조언을 부탁했다. 그는 

“표준의 중요성이 그렇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보다는 

훨씬 더 부각되고 있는 추세다. 산업이 있는 한 표준의 중요성

은 없어지지 않는다. 표준전문가에 대한 대량의 수요가 있을 

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표준전문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저는 국가에 표준전문가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자 요청하고 

있다. 표준전문가를 꿈꾸는 학생이 있다면 서슴없이 도전하시

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지금까지 표준을 

위해 자신의 길을 걸어왔던 강병구 교수는 앞으로도 표준의 

인식제고와 올바른 표준 확립을 위해 애쓸 것이다. 그는 인터

뷰 내내 정부기업들은 중소기업을 위해 표준과 TBT에 대해 

다양한 교육을 진행 중이니 꼭 중소기업들이 이를 잘 활용하

기 바란다는 말을 강조했다. 또한 국제화 시대에 표준은 반드

시 지녀야할 기본 소양으로 많은 학우들이 표준을 알기를 소

망했다. 글을 마치며 그의 바람처럼 표준을 모르는 많은 사람

들이 표준이 무엇인지 조그마한 관심이라도 갖기를 바란다. 

표준(standard)으로 

구축 될 미래 경영학부 강병구 교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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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와 환상, 

그 사이를 여행하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2,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문학부

문을 수상하셨다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떠나 어떤 생각

이 드셨나요?

제가 나이가 있어서 요번에 못 받으면 아예 못 받는 거였어요. 

72년생이니까 올해 마흔인데, 이게 원래 20, 30대 작가들에게 

주는 상이어서 생각은 안 하고 있었죠. 게다가 올해 제가 후

보로 올랐던 것들이 다 떨어졌거든요. 동인 문학상도, 황순원 

문학상도 이효석 문학상도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나이 제한이 없는 거고 젊은 예술가상은 나이 제한이 있어서 

이번이 마지막 찬스였죠. 다행이다 싶었어요(웃음).

여섯 살 때 청력을 잃으셨다고 들었어요. 이후 청력을 회복하

고 초3 때 글짓기 대회를 통해 글을 써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한글을 다시 배웠죠. 그 나이에 언어를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하

게 돼요. 청력이 회복되면서 외할머니를 통해 말을 배웠지만 

글씨도 잘 못썼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 글짓기 상을 

받고 ‘나 이거 잘 하나보다’하고 담백하게 결정을 내렸어요.

소설을 쓴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를 통해 현재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이야기’가 지니는 특별한 힘이 있나요?

보통 우리가 아무리 저쪽을 이야기하더라도 결국은 이쪽을 이

야기하는 거고, 옛날을 이야기하더라도 오늘을 이야기하는 거

고, 그들을 이야기하더라도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

니까 이야기라는 게, 지금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어

떤 작가들은 곧바로 지금 여기 우리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

고 또 다른 작가는 아주 먼 옛날 먼 지역, 아주 특이한 다른 사

람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삶의 곡진함

들, 그것들을 따지기보다 비유로써 소설을 쓰고자 노력해요.

다른 이야기를 만드는 데에는 아무래도 ‘다른 방법’이 필요할 텐

데, 작품을 구상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가치가 있어 보인다고 느끼면 거기에 장치를 설정하고 

캐릭터에 의미를 부여하죠. 어떤 작가들은 캐릭터에 집중해서 

시작할 수도 있고, 리얼리즘 시대에 많이 그랬듯 주제를 하나 

정해서 거기에 어울리는 사건을 구성하고 인물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재밌는 사건이 있고 의미가 있다

면 그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캐릭터를 부여하고 주제를 어떤 

방향으로 뻗어나갈지 정해요.

2000년	「토끼를	기르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들」로	데뷔한	그는	어느	평론가의	말마따나	단편소설	미학의	정수를	제대로	보여준다.	밀도	있

는	구조와	불현듯	튀어나오는	날카로운	질문들,	그의	소설을	읽다보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삶의	한	부분을	발견하게	된다.	2006년	「자정

의	픽션」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그는	2010년,	첫	장편소설	「새벽의	나나」를	발표하면서	제	18회	대산문학상을	수상했다.	가장	최근에	책으로	

나온	작품은	2011년에	출판된	「핸드메이드	픽션」이	있다.	올해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한	소설가	박형서(미디어문예창작학과	교수)를	

만나보았다.

교수님께 소설이란 대답이 아니라 질문의 장르라고 하셨는

데, 이는 어떻게 보면 현실에는 답이 없고 질문만 있다는 건

가요? 답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것’은 누군가가 경험하고, 그 경험에서 

얻은 답을 제시하는 과정보다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회의하는 

과정에서 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해요. 답을 제시하는 건 

쉽지만 오늘날에는 ‘항상, 언제나 모든 경우에 들어맞는 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어떤 지식인들의 합의라는 게 있거든요. 

결국 답을 제시하는 건 무모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작가의 

몫이란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

까요.

본인의 소설에 대해 ‘너무 환상성에 치우쳐서 깊이가 없지 

않느냐’ 라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환상적인 것과 깊이가 없는 것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

는지, 사실상 둘 사이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야기에서 작가가 제시하는 깊이라는 게 있고 독자가 

얻어낼 수 있는 깊이라는 게 있는데 독자가 거기에서 무언가

를 얻어내지 못한다고 해서 어떤 한 소설이 깊이가 없다고 본

다면 독자가 자기와 그 이야기의 접점을 찾지 못한 거지 그 

안에 담겨 있는 깊이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본다는 것은 무리

가 있죠.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깊이에의 강요’라는 소설이 있

어요. 어떤 평론가가 당신의 소설은 재밌지만 깊이가 없다고 

말해요. 이 한마디 때문에 예술가가 파멸해가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깊이라는 게 무엇인가? 저는 이 말을 진지하지 않다고 

해석하거든요. 그런데 진지하지 않다는 의미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관습이나 관념들, 이런 것들을 조롱하고 열심

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텐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소설의 임무라고 생각해요. 깊이라는 걸 이야기하

는 건 사실 진지하지 않다는 이야기이고, 진지하지 않다고 누

군가를 비난한다는 것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은 

조롱하고 있다는 건데 그 말을 깊이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사

실 따져보면 두 말의 의미가 완전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불만이에요.

어느 인터뷰에서 아직은 박형서的인 뭔가가 등장하지 않았

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우리가 박형서的인 무언가를 볼 수 

있을까요?

올해 어느 유명한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작가는 선배들이 

아직 가보지 않은 영역을 탐험하고 모험해야 한다.”고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기존의 선배들이 넓혀 놓은 영역 속에

서 깊이 들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들이 가보지 않은 영

역을 넓혀보는 게 진정한 임무가 아닐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런저런 실험을 해왔고, 물론 언젠가는 박형서的인 

게 나오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탐험과 모험을 멈추고 주저앉을 

생각이 별로 없어요(웃음).

고양이를 키우신다고 들었어요. 혹시 고양이에게서 영감을 

받는 경우도 있나요?

영감을 얻는 경우는 별로 없고, 다만 글을 쓰다가 지나치게 몰

입해서 세상과의 어떤 끈이 끊겨져 나갈 때, 이를 테면 게슈탈

트 붕괴가 올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들. 한마디로 정신줄을 

놓는 상태,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고양이가 슬쩍 나를 스치고 

지나가면 승천하려다 말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죠. 그런 점

에서 많은 도움을 줘요. 개는 너무 호들갑스러워서 몰입의 상

태로 아예 떠오르지 못하게 만드는 반면 고양이는 조용히 ‘너

무 멀리 가지 마’ 하고 지나쳐가죠.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소설가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혹

은 마음가짐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질문하는 거. 계속해서 세상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요. 적어도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는 주입식 교육을 받아왔어요. 선생님이 

알려주는 것들, 하다못해 ‘소설은 일어날 법한 일을 쓴 허구의 

장르다’라는 정의 속에서 ‘과연 일어날 법한 일들만 써야 하는

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은 쓰면 안 되는가?’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일탈을 꿈꾸는 게 가장 중요한 작가의 

덕목이 아닐까요.

소설을 쓰고자 하는 학생들의 열정에 한마디 해주신다면?

‘나는 어떤 소설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을 해봤으

면 좋겠어요. 더 좋은 소설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글을 열심히 

써 보는 것도 중요하죠. 多讀, 多作, 多想量이라고 하는데 저

는 그중에서 다상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

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이 생각해야 하

고 많이 쓰고. 그렇다고 다독이 덜 중요하다는 뜻은 아닌데, 

자기세계를 정립하는 데에 무게중심을 둬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는 자전 소설 「어떤 고요」에서 이렇게 말한다. “등단하기 전

부터 나는 나 자신이 잘 쓰는 작가가 아니라 다르게 쓰는 작가

라 생각해왔고, 그게 내 자부심의 원천이었다. ‘다르게 쓴다’는 

말은 물론 남들과 다르게 쓴다는 뜻도 포함되지만 그보다는 

나 스스로 전과 다르게 쓴다는 의미다.”

미디어문예창작학과 박형서 교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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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가 돼야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있나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꿈을 가수로 정했어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전 3살 때 녹음

한 노래 테이프도 있어요(웃음). 친척 분들이 오시면 그 앞에

서 노래를 부르는 게 즐거웠거든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가

수라는 꿈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학교 밴드동아리 ‘무단외박’에서 활동했는데, 이 활동이 본인

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나요?

무단외박에서 활동한 것은 가장 소중한 추억이에요. 처음 도

전하는 밴드이기도 했고, 노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같이 만들어가는 음악이 정말 좋

아서 매번 연습하고 공연을 할 때마다 행복했어요. 슈퍼스타K

에 도전할 수 있게끔 용기를 북돋아 준 것도 무단외박 친구들

이었어요. 지금도 무단외박 사람들과 자주 연락을 해요. 제게

는 소중한 추억이자 버팀목이죠. 

2010년에 방송 된 ‘슈퍼스타K 시즌2’에 도전하게 된 계기

가 무엇인가요?

슈퍼스타K 시즌1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방송을 통해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아쉬움이 컸어요. 시즌2가 

생긴다면 도전을 해보고 싶었죠. 하지만 막상 시즌2 신청기간

이 됐을 때 도전하는 일이 쉽지가 않았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

는 것을 평가를 받는 일이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많은 사람들

이 나오고 상당한 실력자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가장 좋아

하는 게 노래인데, 만약 노래를 관두라는 말을 들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에 두려웠어요. 그때 무단외박 친구들이 도전을 할 

수 있게 용기를 줬어요. 간직하는 것으로 만족했던 ‘노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죠. 

첫 데뷔 무대에 올라가기 직전에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탈락을 하고 나서 아쉬움이 컸어요.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

고 싶었거든요. 아무래도 ‘김그림의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어

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노력해서 맞이한 데뷔 

무대였죠. 올라가기 전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노

래하면서 힘들었던 점, 노래하며 느꼈던 행복, 항상 응원해주

시는 부모님과 저를 위해 노력해주신 감사한 분들. 감정이 북

받쳐서 울 것 같았죠.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도 들

고요. 무대가 끝나니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기대를 충족시

켜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웠고, 좀 더 잘 할 수 있었다는 

생각에 눈물도 나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독특한	음색과	풍부한	감정표현으로	주목을	받은	김그림은	자신만의	노래를	찾아	여행을	한다.	어깨에	기타를	메고	쉼	없이	노

래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경쾌하다.	여행	끝에	찾을	자신의	노래가	궁금하다며	웃는	김그림은	영락없는	청춘의	얼굴이었다.	정해

진	길도	끝도	알	수	없어	더욱	설렌다는	김그림은	가수로서의	열정을	품고	있다.	자신의	노래로	향하는	길에	있는	많은	도전과	

시련마저	기대가	된다는	그녀.	선택의	골목을	돌아	새로운	길에	들어선	김그림의	여행을	잠시	따라가	보았다.

요즘 방송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

다.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사실상 다양한 노래 장르를 추구하는 분들에게는 오디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일정 나이가 지나면 받아주지 

않는 기획사 오디션도 생기죠. 그런 분들께 오디션 프로그램

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좋은 상황과 요건이 생긴 거니까 

두려워 마시고 도전하길 바랍니다. 작은 조언이라면 가수의 

노래를 부를 때 자신의 색을 담아 편곡하는 게 좋아요. 자신

의 노래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처럼 자신의 색깔과 자신의 

감정을 담아내면 심사위원 분들도 그 점을 높이 살 거라고 생

각해요. 

발라드에서 포크팝까지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변신하는 모

습을 자주 보여줬는데,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장르나 활동

이 있다면?

나이가 들기 전에 할 수 있는 활동은 전부 접해보고 싶어요. 

제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호기심도 생겼고, 해내겠

다는 의지도 있어요. 새로운 활동이라면 뮤지컬 준비에 들어

갔어요. 아직 제목까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활동

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작곡에 대한 

흥미와 밴드에 대한 열정도 빠질 수 없겠죠. 도전하고 싶은 것

들이 정말 많아서 전부 말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지만, 앞으

로도 변화하는 김그림을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그림이 그리는 그림은 무엇인지? 

제 노래를 부르는 공연가수가 되고 싶어요. 저에게 어울리는 

좋은 곡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콘서트를 한

다면 정말 행복 할 것 같아요. 보컬리스트로서의 위치도 중요

하지만 작곡을 하는 작곡가의 위치에도 서고 싶고요. 저의 노

래을 만드는 일이 모든 꿈을 이루는 열쇠가 되겠죠. 더한다면 

김그림 밴드와 함께. 무단외박 활동을 통해 느낀 열정과 감동

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밴드를 만들어서 그 열정을 다

시 한 번 느끼고 싶어요. 어쩌면 도전과 변화를 통해 ‘김그림’

을 충분히 보여드리는 것이 목표인지도 모르겠어요. 

대학생의 풋풋한 모습으로 다가온 김그림은 가수이기 이전에 

꿈 많은 20대였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도 노래에 대한 김그림의 열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긴 여행 속에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길을 걸어보고 

싶다는 그녀는 지금 뮤지컬이라는 새로운 길에 들어섰다. 김

그림의 앞에 다양한 길이 있기를, 길 끝에서 자신만의 노래를 

찾길 바란다.

이번 달에 발매한 디지털 싱글 앨범 [연애(Love Song)]의 가

사는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내용이었는데요. 노래를 부

를 때마다 생각이 나는 사람이나 경험이 있나요?

물론 있죠. 하지만 누구를 특별히 생각하기보다는 사랑에 대

한 기억을 생각하려고 해요. 노래를 부를 때 감정이 정말 중요

하잖아요. 과거에 느꼈던 설렘과 풋풋한 감정을 기억하고 그

때로 돌아가려고 노력해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사랑을 시작하

는 두근거림이 그리워지네요(웃음).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 감정을 다시 느껴보고 싶어요. 

‘연애’는 지금까지 들어왔던 애절하고 감성적인 노래와는 다

른 밝고 상쾌한 분위기였는데요. 이번 앨범을 통해 추구하고

자 하는 것이 있는지? 

평소에 전 제 목소리가 지금까지 불러왔던 애절한 노래보다는 

포크팝 같은 노래가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편안

하게 노래를 하고, 평소에 작곡을 하는 노래도 ‘연애’와 비슷

한 분위기에요. ‘김그림의 노래’라고 할까요. 이번 앨범을 통해

서 제가 생각하는 김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것이 이번 앨

범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존경하는 뮤지션이 있다면 누구인지, 어떤 면에서 롤 모델로 

삼는지?

전 아주 운이 좋게도 가까운 분들 중에 존경하는 분들이 많아

요. 그 분들 중에서도 가수이자 작곡가이신 신승훈 선배님과 

윤종신 선배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

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노래를 만드는 건 굉장

한 일이잖아요. 저도 선배님들과 같이 제 곡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기쁨을 드리고 싶어요. 바람이 있다면 나중에는 여

자 신승훈, 여자 윤종신으로 불리고 싶어요(웃음).

학생으로서, 가수로서의 역할을 병행하는 게 어렵게 다가오

지는 않나요?

좀 힘들긴 해요. 이번 앨범도 학기가 끝난 후에 내기로 했는데 

앞당겨져서 요즘 학교를 못 가고 있어요. 막 개강을 했을 때

는 출석도 잘하고, 중간고사도 나름대로 잘 봤는데 아쉽죠. 

학생과 가수의 역할을 같이 하는 게 힘들지만 그렇다고 포기

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른 분들만큼 하고 싶고 어느 하나에 

관심을 덜 쏟는 건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싫더라고요.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활동도 열심히 하고, 학업에도 충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노래를 찾아 여행하는 그녀, 

김그림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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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출범한 뒤 세종시를 비롯한 충남지역이 많이 변하

고 있습니다. 감회가 새롭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본교 행정학과를 졸업하던 해인 77년도에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건설부에서 주택정책, 고시정책, 고속철도, 신도시

건설 등의 일을 담당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불균형 성장전략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많은 발

전이 있었고, 소득수준이 2만 불이 넘고 인구가 5000만이 넘

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빈부격차, 기업 간의 불균형, 세대 

간의 불균형, 환경과 개발 사이의 갈등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

죠. 이러한 부작용중 하나가 바로 국토불균형문제에요. 현재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률은 50%로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

야 하죠.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그와 관련한 정책이 계속 언급

된다는 점이 보여주듯이 국토균형의 필요성은 논의가 불가피

한 문제입니다. 전 대통령들도 불균형 인지하고 정책실행에 대

한 고민이 있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신新행정수도이전정책

으로 국토균형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행하려던 사람입니다. 그 

실행의 총 책임을 제가 맡았습니다. 2003년도 2월 말에 참여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쯤 뒤에 충청권신행정수도 건설작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입지를 정하고 

도시계발 계획을 만들고 착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지휘했

죠. 때문에 금년의 많은 변화를 바라보는 감회가 남다를 수밖

에 없습니다. 세종시에 대한 저의 애정은 각별하죠. 

세종시 출범의 밑그림을 그리셨는데, 세종시 출범이 어떤 준

비과정을 겪었는지 말씀해주세요. 

우선 노무현前대통령은 저에게 충청권 신행정수도건설이라는 

제목만 주었어요. 충청권에서 어느 지역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

해서 고민이 많았죠. 입지를 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

요. 입지를 정할 때 고려했던 것은 충청권 여러 지역 중에서 국

가 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의 측면이 가장 큰 곳, 그리고 전국 

주요도시에서 2시간 내에 접근이 가능한 도시, 세 번째는 미

래의 도시가 될 수 있는 지역이냐 하는 거죠. 그리고 환경성을 

보았고 그 다음에는 경제성, 마지막으로 도시계발여건을 보

았죠. 크게 보면 여섯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충청권에서 4

군데 정도가 선택되었고, 그 곳들에 대한 엄격한 평가과정을 

거쳐 연기 공주 지역을 최종 지역으로 선택했습니다. 입지를 

선택한 이후에 어떤 도시를 건설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했죠. 

건설부에서 있으면서 여러 신도시 건설에 참여했었는데, 그럼

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랑스럽게 세계에 내놓을 만한 도시가 

없었어요. 이 도시 만큼은 세계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도시

이고 싶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한일은 어떠한 도시를 만드느냐

변화를	준비한다는	것만큼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일이	있을까?	변화의	밑그림을	그리는	일은	현재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미래에	대한	커다란	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	이후	현재	세종시는	많은	변화의	과제들을	

차근차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앞에서	새로운	도시	창조라는	커다란	꿈을	가지고	변화의	밑그림을	그렸던	이춘희(본교	

산학협력실	교수)	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청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	

에 대한 구상이었어요. 그림으로 본다면 스케치죠. 많은 토론

을 거쳐 상생, 도약, 소통, 순환이라는 4가지 도시건설이념을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학자들과의 토론을 거쳐 도시 

규모를 50만 도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꺼번에 50만 규모

의 도시를 만들면 주변도시에서 인구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로 인해 주변도시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죠. 충청권의 도시들

은 나름대로의 질서가 형성되어 있는데 갑자기 큰 도시가 생

겨버리면 균형이 깨지죠. 때문에 2030년으로 목표연도를 크

게 잡아서 도시규모를 점차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했

습니다. 이념과 규모를 정한 뒤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 

국제설계공모를 했어요. 21세기에 들어서서 최초로 건설하고

자 하는 대규모 신도시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관심이 쏠렸죠. 

공모를 통해 그 동안 교과서에서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환상

형도시가 제안되었어요. 환(鐶)이라는 것은 반지모양를 뜻하

는데, 가운데를 비워두고 원형을 따라 만들어지는 도시를 뜻

하죠. 대중교통 축을 만들고 거기에 마을을 건설하는 도시, 대

중교통이 중심이 되는 도시가 바로 환상형 도시입니다. 이 도

시에 스마트 시티, 유비쿼터스(Ubiquitous) 시티, 배리어 프리

(Barrier free) 시티, 범죄예방도시 등의 새로운 컨셉을 집어넣

어 도시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만들 수 있는 최고

의 도시를 만들자는 구호아래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했죠. 기

본구상, 기본계획, 계발계획, 실시계획의 4가지 단계를 거쳐

서 행정중심복합도시계획이 완성되었어요. 이런 노력이 들어

간 만큼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었지만 입

지결정이나 도시계획자체에 대한 문제점은 제기되지 않고 있

어요. 그 부분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출범을 계획하시고 세종시의 밑그림을 그리실 때 중

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무엇인가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도시는 존재 자체가 가지는 상징성이 큽

니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지방화의 상징이기 때문

에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

에 도시의 내용을 채우는 일들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도시를 

이루고 있는 내용이 좋아야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인구 50만이 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문제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일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

고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그림만 좋아서는 

안돼요. 유비쿼터스(Ubiquitous) 도시, 친환경 도시, 대중교

통중심인 도시, 범죄 없는 도시, 장애가 없는 도시 등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가 모두 좋아야하죠. 이를 위해서 배

리어 프리(Barrier free) 시스템이나 스트리트 퍼니처(Street 

Furniture)를 도시 내에 실행하도록 지침을 정했습니다. 

세종시의 발전이 가져다줄 본교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세종시가 건설되면 우리 본교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

다. 작게 본다면 행정부처의 이동으로 내려온 공무원이 대학원

이나 대학의 학생자원이 되는 일이 있겠죠. 그리고 대학의 역할

은 학문을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

다. 대학이 정부기관과 산학연관을 맺어 함께해야 할 일이 많습

니다. 가까이 있는 대학이 그런 일을 하기에 유리할 겁니다. 예

를 들어 농민부가 내려와 필요한 일에 대하여 용역을 맡길 때 

멀리 있는 대학보다 가까운 본교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와 같은 사람이 여기에 교수로 있는 것이 아니겠어

요.(웃음) 즉, 우리는 시너지 효과를 통해 함께 발전하는 상생

관계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변화에 대한 준비를 잘한

다면 본교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교의 학우들은 어떤 시각에서 현재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대학생들은 변곡점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청소

년기에서 성인이 되는 변곡점이기 때문에 청소년기와는 분명

히 달라야합니다. 성인이라면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느껴야 

하고 지금까지 사회로부터 받았던 것을 돌려주거나 돌려줄 준

비를 해야 합니다. 학생으로서 본분을 지키며 열심히 공부하

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 사회에 대해서 좀 더 관심과 애

정을 가지고 사회현상을 들여다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사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생활해야하는 터전이기 때

문이죠. 예를 들면 대선 때 투표를 하는 등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 학생들도 ‘사회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풀려나가야 

된다’ 등의 고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회에 대해서 고

민하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당신의 변화를 원하고 있다. 오

늘 만난 이춘희 교수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직면하여 변화

의 과정을 진두지휘한 사람이다. 그와의 만남을 통해 나는 변

화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할 수 있었다. 그가 그렸던 변화에 

대한 밑그림과 그 위에 칠해지고 있는 색깔들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완성될 세종시의 그림을 떠올렸다. 변화는 현재를 직

시하는 행위에서부터 시작한다. 막연하게 변화를 꿈꾸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 현실을 올바르게 직시하고 그것이 어떻게 변

하기를 바라는지를 생각하는 일이야말로 변화를 준비하는 올

바른 우리의 자세일 것이다. 그가 큰 꿈을 가지고 세종시라는 

스케치를 그렸던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의 변화에 대한 스케

치를 해야 할 것이다. 

이춘희 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청장 인터뷰변화를

스케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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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서 운영하고 계신 연구실과 연구 주제에 대한 간략

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집적 광자소자 및 시스템 연구실로, 사이언스와 테크놀로지 

두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사이언스는 기초연구분야로 볼 수 

있고, 테크놀로지는 사이언스라는 기초연구를 원리로 하는 

응용연구다. 명칭에 있어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사이언

스는 어떠한 현상, 탐구, 법칙 같은 학문 자체의 현상에 대한 

것이다. 우리 연구실에서는 나노포토닉스라는 작은 구조물에

서의 과학적인 현상들을 연구하고 있다. 테크놀로지는 로봇 

시스템,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처럼 제품명 비슷한 타이틀이 

붙는다. 우리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테크놀로지는 3D 디스플

레이와 3D 계측시스템과 같은 3차원 기술이다.

전기컴퓨터공학을 전공하셨는데 광학으로의 변화를 시도할 

때 어려우셨던 부분이 있었나요? 

어릴 때는 수학과 지망이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경시대회

를 나가면서 나 외에도 수학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수학과가 아닌 전기컴퓨터공학부를 들어갔지

만 학부 공부를 하면서도 어릴 적부터 하고 싶었던 기초연구

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남아있었다. 대학원을 진학할 때 가장 기

초에 가까운 기술이 무엇인가 봤더니 광학이었다. 사이언스에 

가장 가까운 냄새를 풍기더라. 워낙 어릴 적부터 하고 싶었던 

분야라 어려운 부분이 없었다. 학문이라는 것이 기초적인 베이

스는 같기 때문이 아닐까. 기초 연구는 다 통하니까.

우리 생활 속에 노출되어 있는 광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시각효과에 관련된 모든 것이다. 두 눈의 생물학적 시스템이 

광학이라 볼 수 있다. 우선 디스플레이, 조명, 그리고 광통신

망도 그 예이다. 인터넷을 사용할 때 흔히 사용하는 광랜이 광

통신망이다.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카메라도 광학기기다. 

이미지, 즉 본다는 것 자체가 다 광학이라 할 수 있다. 

나노포토닉스라는 분야를 연구하시면서 나노포토닉스의 세

계에서 바라본 어떠한 현상이나 경험이 경이로웠던 적이 있

었는지 궁금합니다.

나노의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식환경을 연결하고 서로 

교류하는 채널로서, 빛만큼 이상적인 매개체를 찾아보기 어렵

다. 빛을 통해 세계를 이루는 근원 저변을 탐색하고 이해하다

보면 가장 흥미로운 첨단을 맛본다는 기쁨이 있다. 그래서 최

근 나노포토닉스와 3D 기술인 홀로그래피를 접목하는 연구

를 더욱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안전한’	것을	선호한다.	연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도전적인	연구는	실패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미	성패를	아는	연구를	한다면	독창적인	성과를	내기가	힘들다.	기초과학은	모든	응용연구의	기본	역할을	하지만	성패를	알기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다.	오늘의	기초과학은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과학으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

만	광활한	기초과학의	세계에	선뜻	발을	들이기에는	그	세계가	너무	척박하기만	하다.	이	가운데서도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알

고,	광학의	오지를	탐험하는	김휘	교수를	만나	보았다.	

교수님께 기초과학이란 무엇인가요?

무궁무진하고 끝이 없는 곳이라 결코 자만할 수 없다. 거대한 

자연 앞에서 자신을 돌아봤을 때의 느낌일 거다. 옛날에 원시

인들이 거대한 자연 현상을 겪고 자신보다 훨씬 위대한 존재, 

즉 신을 깨닫게 되지 않는가. 기초과학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파고들 대상을 계속 갖게 된다. 그래서 그 앞에 서면 원시인 

같은 느낌을 갖는다. 

기초과학의 특징이 뭐냐면 기존의 테두리에서 변형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계속 확장하는 일이다. 영역을 확장하고 한계

를 탐지하는 것의 반복이다. 비유하자면 기초연구는 오지탐험

이다. 굉장히 야생적인, 마치 체계화 되지 않은 그런 곳에서 

끝없는 기초과학의 영역을 탐지하기 위해 학문을 하는 거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기초연구자들의 소양이나 자세가 

있으신가요?

오지탐험과 같은 기초연구를 위해서는 탐험가 같은 자세가 필

요하다. 거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정신력과 끊임없는 

호기심이 기본 동력이 된다. 연구는 책상 위에서 하겠지만 자

기 안에 오지를 갖고서 탐험을 해야 한다. 덧붙여서 굉장히 치

밀한 논리로 무장해야 한다. 자연을 상대하는 거니까. 원시인

의 소양이 뭐겠는가. 스스로의 한계를 인지하면서 겸손해 지

는 것, 그리고 자신 위에 무언가가 있다는 끝없는 의심이다. 

가장 기억나는 연구나, 그 연구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나요?

최근에 한 교수님과 홀로그램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를 했었

다.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논문을 제출했고, 반응이 좋았다. 

그런데 한 분이 조금만 고치면 좋겠다고 코멘트를 주었다. 그 

약간이 전체 논문을 다 엎었다. 자기검열에 들어가면서 훨씬 

큰 걸 고치는 계기가 되더라. 아마 그 코멘트를 준 사람은 내

가 그 정도로 고칠 줄 몰랐을 거다. 대수롭지 않게 던진 질문 

하나로 전체적인 변화가 일어난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많은 연구를 하셨고 연구를 함께 하는 학생들도 많은데요, 

연구실 안에서의 교수님만의 철학이 있으신가요?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라’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마음가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문지

식이다. 하지만 두 개 중 마음가짐의 중요도를 더 이야기 하고 

싶다. 내가 생각하는 마음가짐은 일종의 가치관인데 끊임없이 

계발해서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지식이 부족해도 마

음가짐이 좋으면 계속 일하고 싶어진다. 

요즘 이공계를 선택하는 인재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당히 우려되는 현상이다. 제도적 뒷받침이나 과학연구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생존과 관련된 기술

의 주요도 개념이 많이 떨어졌다는 문제점이 있다. 요즘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기술이 많다. 디스플레이 30인치 

40인치 같은 크기의 확장은 생존과 관련된 기술들이 아니

지 않나. 그건 감성공학이다. 예전에 20인치를 만들고 끝냈

다면 아무도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았을 거다. 기술이 만들

어진 뒤에 기술을 보고 “이게 40인치구나.”라고 느끼는 거

다. 감성이 기술에 맞게끔 진화한 것이다. 

앞으로는 글로벌 위기가 오면서 기술의 의미가 바뀔 거다. 

자본화된 기술이 아니라 자연친화적 기술이 선도적으로 발

전한다는 뜻이다. 생태적인 기술들은 인정받을 수밖에 없

다. 거기엔 철학이 있기 때문이다. 철학이 없는 기술은 사회

적으로 어필하지 못한다. 사회적 함의가 더 큰 기술을 만들

어야 이공계가 각광을 받을 수 있다. 학교, 연구실 그리고 

교수들은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는 인재양성의 장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하고 싶으신 연구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외국이 잘하고 우리나라가 못하는 분야를 도전하고 싶다. 

좋은 환경에서 일을 잘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

도 없는 곳에서 성과를 내는 게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강남에서 공부해서 서울대학교를 가는 것보다 시골에서 공

부해서 고려대학교에 진학하는 게 마을사람들에게는 훨씬 

큰 희망을 줄 수 있지 않나. 계속 사이언스를 하면서 기존에 

없던 분야를 창출하고 싶다.

척박하지만 끝없이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즐겁다는 김휘 교

수는 밤낮없이 연구 중이다. 그러한 기초과학을 향한 학문

애(愛)는 이전에 근무하던 한 대기업에서 연구원들 중 최고

라는 타이틀을 가져다 주었다. 현재 그는 본교의 교수로서 

이공계 인재들의 발전을 도우며 최근에도 『Fourier Modal 

Method and Its Applicat ions in Computational 

Nanophotonics』라는 영문판 책을 발간해 기초과학의 발

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무궁무진한 광학의 탐험가, 

김휘 교수 나는 오늘도 기초과학이라는 오지를 탐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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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있는가.

교직원분들이나 교수님과도 친분이 있지만 하는 일들이 서로 

다르고 바빠서 만나기가 어렵다. 그러던 중 학사지원팀에 있을 

적에 근로 장학생 중 한 명이 그 동아리를 추천했다. 좋은 에

너지를 받으면서 음악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밴드에 들

어가게 됐다. 오랫동안 혼자 연습을 해왔는데 도를 닦는 수준

이더라(웃음). 음악은 결국 혼자 하면 재미가 없다는 것을 깨

닫고 같이 즐겨야겠다고 생각했다.

처음에 기타를 치게 됐을 때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어릴 적

부터 음악을 좋아했던 건지 궁금하다.

‘시나위’가 언제나 워너비 밴드다. 옛날에 시나위의 한 앨범을 

듣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록을 동경하다가 고등학

교 때 우연히 기타 동아리도 아니고 컴퓨터 동아리에 들어갔

다. 컴퓨터 동아리에서 컴퓨터 음악을 처음 배웠다. ‘컴퓨터로

도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하고 조금 놀랐던 것 같다. 

대학을 진학해서도 음악을 정말 하고 싶은데, 한방에 ‘훅’이 

없었다. 군대 가기 3개월 전 ‘왜 이렇게 살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100일 동안 학교를 그만 나가고 혼자 집에서 음악을 

만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앨범을 나눠준 뒤 군대에 갔다. 그렇

게 제대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 번 공부를 해봐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때 들었던 

음악이 ‘게이트 플라워즈’의 ‘예비역’이라는 노래다. 어쩌면 언

제나 음악을 동경해왔는지도 모르겠다. 

연습하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다.

어찌됐건 한 조직의 말단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가

서는 존댓말을 다 했다. 오디션을 보고 앉아있는데 밴드에 소

속된 학번이 높은 친구가 한 명 들어왔다. 후배들에게 인사도 

많이 받고, 밴드 안에서도 리더격이었는데 정장을 입은 한 어

른이 앉아있자 멈칫했던 것 같다. 서로가 뻘쭘했었다. 지금은 

많이 연습하고 어울리면서 좋은 친구처럼 지낸다.

밴드 내의 최연장자이면서 막내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위치가 더 즐거운가.

어느 자리나 장단점이 있다.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항상 

꼼꼼히 따져본다. 직원으로서는 일 자체에서 보람을 느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일에서 보람과 만족만 있다면 월급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봉

사활동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원래 직장은 그런 보람도 있

젊은	청춘들에게	요구되는	것	중	하나는	도전이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도전은	미뤄두고	주어진	일들을	하기에	급급하다.	세

월이	흐를수록	시간은	더	빨리	가고	역할은	많아진다.	해야	할	일을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고	싶은	일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	주변에	하고	싶었던	일을	잊지	않고	도전	중인	분이	있다.	바로	입학팀의	윤원식씨다.	윤원식씨는	학교	내에서	

교직원뿐만	아니라	인문대	밴드	중	하나인	‘B.B.P’의	구성원	역할을	맡고	있다.	청춘의	젊음보다	뜨거운	열정을	알아보기	위해,	

입학팀에	근무	중인	윤원식씨를	만나보았다.

지만, 스트레스도 받고 고민도 생기는 자리다. 그런 것을 해소

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밴드 활동이 참 즐겁다. 

밴드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배울 점이 있었나.

처음에 밴드하는 친구들이 공연을 위해 가져온 선곡을 받아들

고 놀랐었다. 내 생각엔 상당히 어려운 음악인데 그것을 꾸역

꾸역 해내더라. 새로운 것이나 어려운 것을 겁내지 않고 도전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느꼈다. 아마 혼자 했더라면 선

곡조차 하지 못했을 거다. 혼자 음악을 할 때는 내가 할 수 있

는 음악에 초점을 맞추니까. 연주할 수 있는 곡이어야 실패가 

적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걸 어렵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것

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그것이 나중에 중단될지라도 시도

했다는 것에 의미에 크다고 본다. 또 혼자 할 때는 쉽게 포기

하게 되는데 밴드 구성원으로서 같이 하다 보니 책임감을 가

지게 됐다. 

지인들에게 교내밴드를 한다고 말했을 때 반응이 어떠했나.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은 “그럴 시간이 어디 있느냐.”이다. 외

부에 있는 사람들은 “야, 역시 교직원이라 편해서 그렇구나.”

라 얘기를 하는데 교직원은 결코 편한 직업이 아니다. 행정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우리 학교에 6,000명의 재학생이 있는

데 여기에 구성원들까지 합하면 7,000명 가까이다. 교직원은 

70명 정도라 산술적으로만 봐도 한 사람이 100명을 책임져

야 한다. 그러므로 조금도 나태해질 수 없다. 다만 내 꿈을 위

해서 업무를 보는 동안에는 가장 정교하고 빠르게 행정을 보

려고 노력한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많

은 역할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역할 갈등을 겪으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시간관리다. 공부가 됐건 학업이 됐건 그

것을 하는 순간에는 하고 있는 것에 몰두해야 한다. 남들에게

는 남는 시간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보이지만 사실은 그

것이 아니라 남들과 똑같이 부족한 시간 속에서 더 많이 노력

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연주하는 밴드부원들도 즐길 수 있어야겠지만 듣는 관객들

이 즐기는 것도 중요하다. 밴드공연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가 내가 모르는 노래를 듣는 거

다. 어느 공연이든 가기 전에는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선곡 

리스트에 있는 노래들을 듣고 가는 게 좋다. 무엇보다 노래를 

알아야 ‘여기에서 소리를 한 번 질러도 되는구나. 여기서 박수

를 한 번 쳐도 되는구나’라며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가장 공

연을 잘 즐기려면 공연을 많이 다녀야 한다. 고기도 먹어본 사

람이 먹는다고 스스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

야 한다. 무엇이든 관심부터 시작한다.

도전을 망설이는 직장인과 도전을 하지 않은 젊은 친구들에

게 하고 싶은 많이 있다면.

최근 한 웹툰을 보며 느낀 것이 있다. 웹툰 속의 주인공은 

2~30년 공무원 생활을 한 안정된 사람이다. 그런데 갑자기 

암 선고를 받으면서 하고 싶은 일을 찾는 이야기다. 이 사람은 

2~30년간 안정적이게 살아왔었고 이제 죽어가고 있지만, 역

설적으로 지난 시간 동안 죽어있었고 마지막에 살아가고 있다

는 느낌을 준다. 그러면서 던지게 되는 질문이 ‘매 순간 살아있

다고 느끼는가’이다. 모든 사람에게 이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

각한다. 그래서 난 더 치밀한 시간 관리를 통해 살아있음을 느

끼려고 한다. 요즘 제일 우울할 때가 밴드에 기타를 치러 갔는

데 기타를 잘 치지 못했다고 느낄 때다. 수많은 역할 중에서 

딱 한정된 시간을 기타를 위해 썼는데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

지 못했다는 생각에 우울하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절

대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잊지 않고 

다시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적절한 타이밍에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도전이란 어렵지 않다.

밴드 외에 다른 것에 도전할 의향이 있는지 궁금하다. 앞으

로의 도전이나 계획을 알고 싶다.

가장 하고 싶은 건 역시 음악이다. 제일 오랫동안 했던 컴퓨터 

음악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으려고 한다. 두 번째는 다시 통계

학을 공부해 보고 싶다. 이유는 단순하다. 재미있으니까. 그게 

중요하다. 20살까지 대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잘 못한다. 

그런 점에서 요즘 대학생들이 참 불쌍하다. 쏟아지는 과제에 

학점관리, 인턴 준비, 토익공부까지 신경 쓰다 보면 하고 싶은 

걸 잘 못한다. 사회적인 책임 문제는 잠시 내려두고 삶의 기본

적인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하고 싶은 일을 꺼낼 때가 된 것이

라 생각한다.

요즘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잘 없다. 그 가운

데서 하고 싶은 일을 바쁜 업무 중에 해내는 윤원식씨를 보면 

청춘의 젊음보다 그 뜨거운 열정이 더 부럽다. 바쁘다는 핑계

로 도전을 잠시 미뤄두었던건 아닌지 생각해보며 학업도, 연애

도,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다 해낼 수 있는 청춘이 되기를 기대

해 본다.

내 열정은 

너의 젊음보다 뜨겁다!

입학팀 윤원식 주임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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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호가 열 우주시대, 

제어계측공학과 허훈 교수에게 묻다

전 세계가 우주라는 미지의 공간에서 국가의 미래모습을 꿈꾸

고 있다. 미국의 암스트롱과 올드린이 달에 최초로 발을 내딛

은 그 순간부터 우주의 시대는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 우주 탐사와 관련된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우주는 미지의 공간으로 그 공간을 지배

하는 국가가 미래의 과학기술을 주도할 거라는 것은 자명한 사

실이 되고 있다. 때문에 우주를 알아가기 위한 기술의 개발은 

이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나로호 개발

을 시작으로 우주시대의 기술전쟁에 뛰어들었다. 올해 11월 

중 발사할 예정이었던 나로호는 현재 기술개발에 문제가 발견

되어 발사 예정일이 지연되고 있다. 11월 14일, 제어계측공학

과 허훈 교수를 찾아 나로호가 열 우주시대에 대해 물었다. 

나로호의 기술적인 결함이 발견되고 있고 이에 따라 발사 예

정일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현재 개발하는 로켓은 크게 고체연료로켓과 액체연료로켓으

로 나눌 수 있다. 이 둘의 차이는 로켓연료를 고체연료를 쓰

는지 액체연료를 쓰는지이다. 고체연료로켓은 상대적으로 간

단하기 때문에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빈도수가 굉장

히 적지만, 사정거리가 그리 넓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

다. 그러나 액체연료로켓으로 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액체 

연료의 산화제인 액체산소나 사산화 질소는 고체연료의 산화

제인 질산칼륨이나 과염소산암모니아보다 비추력이 크다. 하

지만 액체 산화제는 상온의 로켓 탱크에서 오랫동안 보관하

기 어려운 극저온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순간적인 발화의 위

험성과 폭발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서 취급이 어렵다. 액체연

료로켓이라는 것은 위험요소가 많은 일이다. 때문에 하이테크

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나로호의 개발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항공우주공학은 이제 겨우 시

작단계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크게 성장하면서 인공위성

을 개발하여 우주에 쏘아 올려야하는 시점에 직면했는데 이를 

위해 개발한 나로호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다. 러시아와 우

리나라가 서로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기술을 개발에 참여한다

는 것이 이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우주시대의 개발이 과연 필요한 일인가요? 

1957년 소련이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이후 우주전쟁은 시작되었다. 소련의 발전에 놀란 미국은 우

주항공분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그 결과 미국은 1969

년에 아폴로 11호 발사하게 된다. 그 당시 미국사회의 내부

에서도 우주공학에 들인 돈을 가지고 ‘지구상에 도와줄 사람

이 얼마나 많은데, 그 돈을 가지고 불꽃놀이를 하느냐’ 등 회

의적인 의견들이 나왔었다. 그 당시에는 우주공학이 가지는 

실용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몰랐지만 미국은 개척정신을 가지

고 우주공학에 뛰어들었다. 만약 그때의 ‘우주전쟁’이 없었다

면 지금의 인터넷도 없었을 것이다. 당시에는 상상하지 못했

지만 인공위성의 발사로 인해 우리는 지구 반대편의 사람과 

쉽게 연락하고 기상이나 농사예보, 환경 등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들에서 우주항공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우주공학

에 대한 자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외국에 계속 의

뢰할 수밖에 없다. 기술주권이 없으면 앞으로 정보주권도 없

다. 정보주권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통신에서 나온다. 지

상에서만 머문다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우주의 효용가치도 점차 커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적자원과 재정적인 지원이라는 두 가지 측

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우주항공공학은 당장

에 큰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다. 때문에 국가적인 투자가 장기

적으로 필요하다. 국가에서는 우주항공공학 기술 개발을 위

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들을 양성해야 한다.    

제어계측공학과에서 교수로 계신데요. 제어계측공학과 우

주공학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제어계측과는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전산과학 등이 

복합되어있는 학과이다. 요즘 유행하는 융복합 공학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제어계측공학과는 ‘시스템과’라고

도 할 수 있다. 모든 분야의 공학을 아울러 시스템화 시키는 

것을 배운다고 보면 된다. 융합과학(融合科學)은 과학, 기술 

및 인문사회과학 등의 세분화된 학문들의 결합, 통합 및 응용

을 통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과학 분야를 말하는데 항공우주분

야가 바로 융합과학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액체연료 로켓이

라는 것이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화학공학 등의 다양

한 분야가 융합되어 있는 분야이다. 이러한 융복합과 관련하여 

시스템 회로 안에서 시스템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점점 더 중

요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 늘 우리 과 학생들을 ‘쌍권총의 사나

이들’이라고 부른다.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

한 특징으로 인해 제어계측공학과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과학

과 공학의 모든 분야에서 약방의 감초역할을 하고 있다. 

우주시대를 위해 학우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시각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60, 70년대에 우리나라는 포니라는 최초의 자동차를 만들었

고 80년대는 조선 사업을 크게 발전시켰다. 그리고 2000년대

에 와서는 그 시선을 하늘에 두었다. 2000년대에 중심을 이

루던 분야가 수평으로 나아가는 항공분야였다면 앞으로는 수

직으로 올라가는 항공분야가 중심을 이룰 것이다. 1940년대

에 미국에서 최초로 비행기를 타고 음속돌파를 한 사람이 있

다. 미국의 시험조종사였던 공군 장교 이거(Yeager, Charles 

E)는 시험 비행기인 X-1를 타고 음속장벽을 돌파했다. 이전에

는 소리보다 빨리 날아가면 보이지 않는 어떤 벽에 부딪혀 산

산조각 난다고 믿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했다. 미

국의 애드워드 공군기지 앞에는 ‘미지를 향해서’라는 말이 새

겨져 있다. 이러한 개척정신, 도전정신이 매우 중요하다. 

철학자인 스피노자는 인간은 중간자라고 말했다. 이러한 스피

노자의 말처럼 인간은 나노로 대표되는 미시(微視)세계와 항

공우주공학으로 대표되는 마크로(macro)세계의 가운데에 있

는 중간자이다. 어느 쪽으로 가던 자신만의 꿈을 가지고 추진 

해보라라고 말하고 싶다. 정말 ‘꿈’이 중요하다. 나는 소련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당시에 나왔던 신문을 보관해서 아직도 

들여다본다. 지금도 그 기사를 보고 있으면 가슴이 두근거린

다. 궤도에 올라가서 한국형 우주 정거장을 만들어서 그곳에

서 많은 것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을 꿈꾸어보라. 남이 해보

지 않은 분야에 뛰어들어 남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 번 사는 인생 그 정도의 포부쯤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나. 좀 더 넓은 것을 보면서 큰 꿈을 꾸는 학

생들이 되었으면 한다.  우주시대의 시작은 자연계 뿐 아니라 

인문사회도 영향을 크게 받게 될 것이다. 우주시대가 본격적

으로 발전한다면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발생하게 된

다. 그렇다면 이는 자연계만의 일이 아니게 된다. 모든 분야가 

변화할 것이다. 그리고 변화에 알맞은 인문학, 철학, 사회학이 

필요해질 것이다. 꿈을 끄게 가지고 보면서 넓은 마크로

(macro)세계에 도전해보길 바란다. 

허훈 교수에게 던졌던 질문들에 대한 답은 모두 우리들에게 

있었다. 우주라는 공간은 더 이상 공상과학영화에서만의 공간

이 아니며, 우주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시선은 조금 

더 위에 두어야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새롭게 바뀔 시대를 준

비하기 위해 꿈을 펼쳐야 한다. 나로호가 개발되어 발사되고, 

우주공학기술이 더 많이 발전한 시기에 우리가 하고 있을 도

전이 무엇인지 기대된다. 

제어계측공학과 허훈 교수 인터뷰

피플 허훈 KUS People

우주시대의	시작은	

자연계	뿐	아니라	인문사회도	

영향을	크게	받게	될	것이다.	

우주시대가	본격적으로	

발전한다면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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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한 잔의 

위안

지금 당신의 손에 커피가 들려있다고 가정했을 때, 원두에 따

라 혹은 드립 방식에 따라 커피의 맛도 향도 천차만별일 것이

다. 잠시 후 손에 든 커피를 한 모금 입안에 머금으면 당신은 

커피 한 잔이 가져다주는 무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굳이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커피를 찾는다. 생각이 필

요할 때, 그 생각을 누군가와 함께 나눌 때 당신의 손에는 커

피가 들려 있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커피만큼 특별한 목적의

식을 지니고 마시는 음료도 드물다. 요즘엔 길을 걷다가 무심

코 옆을 보면 카페가 쉽게 눈에 띈다. 가게 안에 들어가 메뉴

판을 보면 당신이 좋아할 메뉴 하나 정도는 있을 것이고, 당신

은 그날의 기분과 취향에 따라 커피를 고른 뒤 필요하다면 추

가주문도 할 것이다. 샷 추가, 휘핑은 빼고 시럽 조금만. 혹은 

아몬드나 과자를 추가할 수도 있으며 코코아나 시나몬 파우

더를 곁들일 수도 있다.

누구도 영양을 위해 커피를 사거나 마시지는 않는다. 카페인

이 해롭다는 것과 그렇지 않다는 최근 연구결과를 놓고 왈가

왈부하기 전에 우리는 잔을 비울 것이다. 우리가 커피 한 잔에 

비교적 높은 값을 지불하는 이유는 커피의 가치를 단지 ‘음료’

라는 것에만 두지 않기 때문이다. 커피는 더 이상 단순한 음료

가 아니다. 우리는 커피를 주문하기 전에 미로 같은 메뉴판을 

훑으며 어떤 커피가 지금 내게 어울리는지 고민한다. 커피 한 

잔에 이렇게 진지해질 수 있다니, 불과 몇 년 전을 떠올리면 놀

라울 따름이다. 피로를 덜어주고 잠을 깨게 해주는 음료로 각

인되었던 커피가 우리의 인식 속에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

는 커피를 제공하는 공간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커피를	마신다는	것은	

곧	문화를	즐기고	있다는	

것과	같다.	

미국의	여류소설가	

거트루드	스타인은	

“그것은	음료	이상이며,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이다.”

라고	말했다.

커피를 마신다는 것은 곧 문화를 즐기고 있다는 것과 같다. 미

국의 여류소설가 거트루드 스타인은 “그것은 음료 이상이며,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이다.”라고 말했다. 그녀의 말처럼 커

피 한 잔이 의미하는 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화적 현상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매

년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규모의 커피 전문 전시회인 '서울 카

페쇼'는 커피문화의 활성화와 커피산업의 발전을 위해, 2002

년 첫 출발을 시작으로 올해 11회를 맞이했다. 엑스포럼과 월

간COFFE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Blossom the Taste(맛, 꽃

을 피우다)'라는 주제로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열렸다. 커

피를 비롯해 차, 음료, 주류, 베이커리, 아이스크림, 초콜릿, 

에피타이저, 디저트 등 카페문화를 아우르는 다양한 품목이 

전시되었으며 부대행사 중 달콤한 차와 함께 즐기는 '스위트

콘서트', 커피와 어울리는 디저트를 직접 만들어 보는 '쿠킹클

래스', 와인을 시음하면서 배우는 '와인바' 등 일반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행사도 다양하게 마련되었다.

이번에 11회를 맞이한 '서울 카페쇼'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하

다. 커피문화가 소비되는 만큼 커피산업 역시 규모가 점점 커

지고 있으며 범위 또한 넓어지고 있다는 것. 그러나 정작 커피

를 재배하는 제 3세계 농가들은 거대한 자본의 횡포에 제대

로 된 이익조차 얻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교에서는 

지난 5월 오픈하우스 기간 동안 사회봉사단(KUSSO)이 마련

한 'Cafe KUSSO'에서 선진국들의 압력 때문에 억울한 피해

를 당하고 있는 제 3세계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무

역 커피와 초콜렛 등을 판매함으로써, 아동의 노동력을 착취

하는 것에 반대하며 질 낮은 로부스타(Robusta)종의 재배를 

지양하고 생태계 보전을 고려하는 세계적 움직임에 동참하였

다. 또 수익금 전액을 연기군 독거어르신에게 전달하여 커피 

한 잔이 주는 따스함, 그 이상을 함께 나누었다. 

지금 당신의 손에 커피 한 잔이 들려 있다면 당신은 그 속에서 

작지만 따스한 위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것은 

팍팍해진 현실에서 조금은 힘이 되는,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

의 온기가 아닐까. 추운 겨울, 커피 한 잔 속에서 당신만을 위

한 온기를 음미해보기를. 

학교 주변 상가지구에는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들을 위한 싸

고 양 많은 음식점이 많다. 3,000~5,000원이면 배부르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데, 커피전문점의 커피는 이보다 비싼 감

이 없지 않다. 편의점에서 파는 커피가 약 1,500~2,500원 정

도로 밥값보다 조금 싸며 커피전문점의 커피는 아메리카노를 

제외하고 모든 메뉴가 3,500~6,000원가량이다. 간혹 

10,000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커피도 있으나 대부분 이 정도 

선에서 판매되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밥값과 맞먹는 커피 

한 잔을 즐기기 위해 선뜻 지갑을 연다. 심지어 밥은 못 먹더

라도 커피는 꼭 사먹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다. 이는 커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커피 속에 담긴 그 무엇을 떠올리며 값을 지

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페에 들어가면 메뉴판의 커피종류 만큼이나 가지각색의 사

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누구는 조용히 지나온 시간

을 회상하며 잔 속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고, 

더러는 누군가와 함께 고민을 나누며 입 안 가득 따스함을 느

끼고 있을 수도 있다. 또 공적인 일로 만나 머리를 맞대고 있을 

수도 있고, 잠시 지친 몸을 녹이며 나른함에 취해있을 수도 있

다. 다양한 커피,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저마다 지닌 다양한 

목적들. 이제 카페라는 공간은 커피를 매개로 하나의 문화를 

즐기는 곳으로 바뀌고 있다.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테마카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KUS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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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PLAY 국어국문학과 연극 소모임 ‘터’

학우에게 가장 재미있는 일은 무엇인가. 열정적으로 몰입하여 

할 수 있는 그 무엇이라면 전부 해당이 될 것이다. 학우들은 

좋아하는 일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일상에 다시 나설 

힘을 충전한다. 누구에게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사진을 찍는 

게 제일 즐거울 것이다. 그 중에서도 연극을 좋아하는 학우들

은 스스로 연극을 즐기거나, 무대 위에서 관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다. 연극배우는 자신이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다

른 사람과 감정을 공유하는 재능을 지닌 사람들이다. 배우가 

자기 자신이라는 벽을 깨고 나와 특정 인물이 되는 순간 관객

은 배우와 함께 그 인물이 되어 인생의 단면을 경험한다. 타인

과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사람, 관객과 함께 울고 웃으며 완성

되는 무대가 즐거운 사람, 삶은 청년답게 무대에선 광대답게 

사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터’의 족장 박윤미(국어국문학과 

11)학우를 만나보았다.  

국어국문학과 연극 소모임 터에 대해 알려주세요.

국어국문학과의 연극반입니다. 터는 학기마다 공연을 올리는데 

1학기 공연은 걸음마, 2학기 공연은 뜀박질이라 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소모임장은 족장, 배우는 앞 광대, 조명이나 음향 스

텝들은 뒷 광대라고 부릅니다. 터의 구성원들이 모두 끈끈한 정

을 가지고 있어서 터족(族)이라고 불러요. 가족이라는 뜻이죠. 

곧 정기공연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올리실 연극은 

어떤 내용의 연극인가요?

이번 28회 뜀박질은 영화로 잘 알려진 ‘박수칠 때 떠나라’입니

다. 배우와 함께 관객이 추리를 하고 몰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밌는 공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통해 이미 내용

을 다 아시는 분들도 연극으로 다시 접하시면 색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연극은 26일, 27일이 구성이 다

르기 때문에 두 번 다 보시는 게 좋아요(웃음). 연극은 극의 

구성에 따라서도 분위기와 느낌은 많이 달라지거든요. 각기 

다른 분위기로 즐기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참고로 전 벨보

이입니다(웃음).

항상 관람만 했던 연극이 어떤 과정으로 무대에까지 오르는

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배우와 스텝이 정해져야겠죠. 터는 1학년들에게 경험을 

쌓게 하려고 1학기에는 무조건 배우를 하게 해요. 먼저 1학년

들에게 무대에 대한 예의를 가르쳐요. 연습 전에는 무대를 직

접 청소하고, 맨발로 무대를 밟죠. 무대 위에서 자신을 온전히 

버리기 위해 장신구나 안경을 벗고 올라갑니다. 연기를 제외하

고는 무대 위에서 웃지 않아요. 예의를 배우면 이제 몸을 쓰고 

감정을 표현하는 법 등을 가르쳐서 밑바탕을 쌓아요. 그리고 

연극을 올릴 날짜를 잡습니다. 그에 맞춰서 연습을 하는 거죠. 

두 달 동안 거의 매일, 대여섯 시간씩 연습을 해요. 단순히 흉

내가 아니라 자신이 배역에 몰입하여 그 캐릭터가 될 때까지 

체화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죠. 

연극 소모임 터는 긴 역사와 지속적인 활동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까지 올리신 연극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성향이나 특징이 있나요? 

연극반이 처음 생겼을 때엔 조금은 사회적이고 운동권의 의식

이 담긴 연극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그것에 국한되지 않고 우

리말로 이뤄진 ‘국산’을 올리는 것에 의의를 둡니다. 우리말로 

이뤄지고 우리 정서에 맞는 것이면 전부 고려를 하는 편이죠.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요소도 고려해야 해요. 관

객 분들이 즐기는 게 중요하니까요.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만드는 연극의 매력과 특징, 연극을 

올릴 때 생기는 어려운 부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학생연극의 매력은 누구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순수한 

열정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미숙하고 어설퍼도 

도전의 결정체는 그 자체로도 아름다우니까요. 연극은 자신

을 스스로 가두고 있던 벽을 깨고 그 안에서 나올 때 시작돼

요. 맡은 역할을 잘 소화했을 때 느껴지는 희열은 엄청나죠. 

무대 위에서 관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엔 그 희열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환경적인 열악함과 금

전적인 문제가 있어요. 대강당에서 연극 연습을 할 수 있는 기

회는 많아봐야 일주일에 두 번입니다. 대강당의 대기실은 좁고 

연극에는 알맞지 않죠. 금전적인 문제는 고질적이죠. 졸업생 

선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지만 그래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학

교 주변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금전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 있

습니다. 저희끼리 회비도 걷고요. 힘든 일은 많지만 선배님들이 

금전적인 문제에서 무대를 만드는 일까지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니 힘이 나죠. 

연극에 편견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관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일단 한 번 와보시길 바랍니다. 연극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나중에 생각하시고 분위기 그 자체를 즐겨보세요. 무대 위에

서 연기를 하는 배우와 연극 속에서 함께 즐기는 관객들을 보

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몰입하고 계시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봐도 몰입이 안 된다는 분들께선 이번에 올리는 터 연

극을 보러 오세요. 몰입하게 되실 겁니다(웃음). 

연극소모임이나 연극동아리를 어떤 학우에게 추천하고 싶으

세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처음 딱 보면 끼를 숨기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에게 

‘그 끼를 어디에 쓸래, 연극이 딱이야!’ 하면서 권하죠. 처음에

는 쑥스러워 하지만 나중에는 의욕이 넘쳐요. 그리고 자신 스

스로를 탈바꿈 하고 싶은 학우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새로

운 나를 발견하고 싶다는 학우들은 연극을 통해서 변하는 자

신을 볼 수 있어요. 변하고 싶은 사람, 끼가 있는 사람 모두 연

극을 접하길 바랍니다. 연극이 주는 것은 무궁무진하거든요. 

국어국문학과 연극 소모임 '터'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

씀해주세요.

우선 후배들에게 좋은 환경과 정신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 회마다 발전하면서도 

좋은 연극을 보여드리는 것도 빠질 수 없겠죠. 지금까지의 노

력보다 더 많은 노력과 열정으로 쉬지 않고 달려갈 겁니다. 졸

업하고 나서도 몇 십 년이 흘러서도 멈추지 않기 위해, 연극반

을 만들고 지금까지 지켜와 주신 선배님들이 돌아올 고향이 

있도록 마찬가지로 제가 돌아 올 곳도 있도록 계속 노력 할 

겁니다.

서툴지만 자신의 열정으로 만들기에 아름다운 도전. 연극을 

생각하는 터는 열정의 결정체였다. 28회 뜀박질이 잘 됐으면 

좋겠다며 밝게 웃는 그녀의 모습에서 오롯이 무대를 즐길 모

습이 떠올랐다. 즐기는 것 이상의 재능, 그녀를 비롯한 많은 

학우들에게 이러한 재능이 살아 숨 쉬고 있다. 좀 더 많은 학

우가 자신의 재능을 찾길 바라며 그들의 순수한 열정과 유쾌

함에 박수를 보낸다. 

졸업하고	나서도	몇	십	년이	

흘러서도	멈추지	않기	위해,	

연극반을	만들고	지금까지	

지켜와	주신	

선배님들이	돌아올	고향이	있도록	

마찬가지로	

제가	돌아	올	곳도	있도록	

계속	노력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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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이용도 

‘스마트’가 필요하다!

아는만큼 보이는 학술정보원 이용법

우리가 대학 내에서 즐겨야 할 것,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 

친구들을 만나고 열심히 여러 대학건물을 이동하며 수업을 들

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캠퍼스의 ‘꽃’ 도서관을 100% 활용

할 수 있다면 대학생활을 잘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꼭 대

학생활이 아니어도 기본적인 정보 욕구가 충족되는 그날까지 

삶의 꽃이 되어줄 도서관, 학술정보원을 이용하는 방법을 아

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보의 욕구뿐만이 아닌 쾌적한 

환경의 인테리어까지 갖추어 새롭게 돌아온 학술정보원이 층

마다 얼마나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시험기간 마다 밤을 지새우며 발걸음 했던 1층에는 열람실 외

에도 복사실과 경력개발센터 그리고 새롭게 탄생한 정보검색

실이 있다. 새롭게 열린 제 3열람실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배터

리 충전에 안절부절 하던 학생들을 위해 책상 위에 콘센트가 

기세등등하게 모습을 드러낸 새로운 책상이 구비되어 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흐르는 ‘제 3의 물결’은 학술정보원에

서도 넘실댄다. 기존에 활용도가 낮았던 휴게실 자리와 보존

서고가 정보검색실로 탈바꿈했다. 정보검색실은 인터넷 검색, 

과제물 작성을 위해 24시간 개방하고 있어 학생들의 정보 욕

구를 채워 주고 있다. 

당신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가. 취업이 아직 멀게만 느껴지

는 신입생에게도 취업이 곧 코앞인 4학년에게도 언제나 문을 

활짝 열어 둔 그 곳으로 가보자. 경력개발센터에서는 학생들

의 취업상담 뿐만 아니라 ‘커리어 인사이트 세미나’를 통해 일

방적인 취업 특강과 차별화 된 소통하는 강의를 진행 중이다. 

‘취업캠프’에서는 짧은 합숙을 통해 같은 업종에 관심이 있는 

학우들과 친분을 쌓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졸업을 앞두고 

방황하는 4학년에게는 ‘잡매칭 프로그램’을 추천한다. 전담 

컨설턴트를 통해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을 도와주며 알맞은 

기업을 알선해주고 있다. 아직 면접이 서툴러서 고민이라면 경

력개발센터 안의 모의면접실은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회

다. 원격자동 면접 시스템이 던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은 녹화 

자료를 통해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다. 

이제 계단을 올라 학술정보원의 중심으로 올라가보자. 2층에

는 바로 양쪽에 보이는 인문과학자료실 외에도 반납/대출실

과 원스톱 서비스실 그리고 IT 지원팀을 볼 수 있다. 인문과학

자료실은 기존에 있던 과학기술자료실이 5층으로 자리를 옮

기면서 인문자료실Ⅰ,Ⅱ로 나뉘어 더 풍부해진 자료를 배치하

게 되었다. 한 곳으로 통합된 대출/반납실은 한 번의 대출과정

을 거쳐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학교에 입학한 뒤 학생증 발급을 위해 처음 들리게 되는 원스

톱 서비스 센터는 각종 경력과 재적에 관한 증명서를 출력해

주고 있으며 민원 상담 및 분실물들도 담당하고 있다. 서비스

의 일부로 무료 팩스 이용이 가능하며 택배물 보관이 불편한 

학우들을 위해 임시로 택배물을 맡아주고 있다. 2층 정문 가

까이에 깔끔한 공간으로 다시 찾아왔으니 자주 방문하도록 

하자. 다음에 소개할 IT지원팀은 낯설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들이 하는 일은 낯설지 않다. 본교의 이용자들에게 최적의 정

보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각종 서버와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있으며 microsoft 사로부터 MOS 공인시험 센터 지정을 받아 

MOS 인증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또한 이번 해 3월부터 시행

된 개인정보법에 대한 특강이 매년 준비 중이다. 개인정보 취

급이 많은 대학 내에서 자신의 신상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개

인정보도 올바르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를 놓치

지 말자.

“어디까지 가봤니?” 한 CF에서 나오는 문구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열심히 발걸음 했던 1, 2층을 뒤로 하고 3층으로 가보

자. 3층에는 전자정보자료실, 연속간행물실, 인터넷카페, 스

터디룸, 장애우열람실, 여학생휴게실 등이 있다. 전자정보자

료실은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 및 컬러 프린터, 스캐너와 무료

사용 팩스기기가 있는 학술정보원의 다목적 디지털 복합공간

이다. 연속간행물실에는 국회도서관 원문검색코너와 어학교

재전용 코너가 설치되어 있으니 전용 PC에서 검색하여 원문

을 무료로 이용하자. 자료 이용을 못 해 빈약한 과제 제출은 

이제 그만. 공부할 장소를 찾아 헤매는 스터디그룹이 있다면 

3층에 설치된 5개의 스터디룸을 추천한다. 평소에는 굳게 문

이 닫혀 있지만 홈페이지에 들어가 이용자 서비스를 클릭, 시

설/좌석 예약을 누르면 희망이용일에 예약 가능하다. 그 후에 

전자정보실로 찾아가면 문은 금방 열릴 것이다.

그렇게 한 층씩 더 올라가면 전문화된 지식들이 모여 있다. 4

층의 사회과학자료실 내에 설치된 특수자료실은 북한 자료를 

중심으로 한 특수자료로 관련 분야 연구자를 지원하고 있다. 

사회과학자료실 내의 사서에게 이용사실을 알리면 5시 30분

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5층에는 제 3열람실의 자리를 대신해 

과학기술자료실로 활용되고 있다.

학술정보원은 5층 건물이지만 잘 활용한다면 그 공간을 넘어

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 학술정보원이 소장하고 있지 않

은 자료를 빌려와야 할 때, 혹은 빌린 자료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야 할 때는 원문복사서비스를 추천한다. 학술연구정보서

비스(RISS)에서 본교학생 신분으로 가입한 뒤 한국교육학술

정보원(KERIS) 홈페이지를 들어가 원하는 원문복사서비스를 

전송해 보자. 전송된 원문복사자료는 연구지원 서비스실에서 

소량의 요금을 납부하고 받을 수 있다. 또한 각종 학술지와 연

계되어 있어 교내의 IP망으로 접속할 시에 한국학술정보

(KISS)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과학기술정보 통합

서비스(NDSL), 국립 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과 국가지식포털 

등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최근에 발행된 학술지 논문까지 

다 올라와 있으니 좀 더 풍부한 자료 이용을 위해서는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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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생은 학교 안에서나 밖에서나 고대생이다. 학교 밖에서도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학우들을 위해 학술정보원에서는 전자

학술잡지 교외접속 서비스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전자저널, 

웹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자자료들은 서비스 제공사와의 계약

조건에 의해 허가받은 교내의 IP 주소범위 내에서만 이용가능 

하게 되어 있다. 그러한 사용제한을 줄이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된 전자자원의 URL을 통해 접속하면 교내에서와 

같이 자료이용이 가능하다. 매년 재구독하여 꾸준히 제공 중

인 이러닝컨텐츠 ‘에듀윌’은 공무원 시험 및 외국어강좌(토마

토 TOEIC)도 함께 공부할 수 있다. 148개 분야 약 310여 강

좌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학술정보원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검

색, VOD 버튼 클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세종학술정보원을 넘어 안암캠퍼스의 자료이용까지 희망하

고 있다면 분관대출제도를 이용하자. 안암캠퍼스의 각 도서관

과 자료를 상호대출/반납할 수 있는 제도로써 대출신청은 학

술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책을 검색한 뒤 분관대출 신청란에 신

청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또한 상호대출로는 경희대학교, 서

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양

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본의 와세

다대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학술정보원의 서비스 대상은 대학 구성원 내에서 그치지 않는

다.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실천하기 위하여 도서관 시

설과 자료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주민등록상의 연기

군 거주자라면 이용신청서 및 열람증에 붙일 사진 각 1매와 신

분증,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대출/반납실에 제출해 보자. 자

료이용 발급증으로 열람실 및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 외에도 매년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 중이지만 이를 모르는 

학우들이 많다. 매년 시행중인 ‘정보사냥대회’는 당일 제시된 

정보검색 문제를 신속하게 풀어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의 행

사다. 대동제 기간마다 진행 중이며 참가자들에게 정보습득의 

성취감과 함께 대학생활의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학술정보원의 축제 ‘Library Festival’은 9월 또는 10월 중순

에 열리고 있다. 그 해의 선정 책으로 독후감 대회 시행 및 1년 

동안 가장 많은 책을 대출한 학생에게 다독상을 주고 있으며 

정보활용교육도 겸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서비스와 풍부한 자료가 가득한 학술 정보원

은 우리에게 더 발전된 모습으로 새롭게 찾아왔다. 학술정보

원의 모습처럼 새롭게 찾아와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우리가 

학술정보원을 이용하는 마음가짐이다. 학술정보원에서 지켜

야 할 것들은 많지만 단 한 가지, 우리가 이 공간을 아끼는 마

음만 가진다면 구구절절 에티켓을 늘어놓지 않아도 도서관 활

용도 스마트하게, 예절도 스마트하게 지키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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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손 안의 

프레임

라이프 당신 손 안의 프레임 KUS Life

“찰칵” 당신이 사진을 찍는 그 순간, 현재라는 시간은 영원이 

된다. 한 장의 사진은 흘러가는 시간을 영원이라는 공간 안에 

가둠으로써 추억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부여받는다. 당신이 

카메라의 렌즈를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행위는 세계가 당신만

의 프레임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길이 향한 곳에

서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냈던 이들과의 추억을 사진으로 기

록한다. 그리고 기록된 추억 혹은 의미 있는 사진을 SNS에 

올려 지인들과 공유 하는 일은 현대의 새로운 놀이문화가 되

고 있다. 

사람들은 손 안의 카메라를 가지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

기도 하고, 하나의 미디어가 되어 이야기의 전달자가 되기도 

한다. 즉, 프레임을 통해 바라본 세계를 기록하고 그것을 이용

하여 세상과 소통하게 된 것이다. 프레임은 필름의 바깥세상

과 필름 안의 이미지를 구획하는 기능을 한다. “사진은 객관적

인 기록인 동시에 개인적인 고백이 될 수 있으며, 실제 현실의 

특정한 순간을 담은 믿을 만한 복사본이자 필사본인 동시에 

그 현실에 대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수전 손택은 

「타인의 고통」이라는 책에서 말한 바 있다. 수전 손택의 말처

럼 프레임으로 무언가를 담아내는 행위는 이데올로기의 반영

일 수도 있고 단순한 사실의 기록이 될 수도 있다. 무엇을 담

아냈던 간에 손 안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미

디어시대의 이야기꾼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소통방식의 변화는 기술이 가져다준 선물이라 할 수 

있겠다. 전문가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카메라는 보급형으로 

자신을 탈바꿈하여 대중에게 한발 더 다가갔고, 스마트폰

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높은 화소를 자신 안에 구현하고 있

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손쉽게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다. 카메라 자체의 기술 발전과 더불어 스마트폰의 사

진촬영 및 편집어플리케이션의 발전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

양한 이미지들을 쉽게 구현할 수 있게 만들었다. 안드로이

드 폰으로 활용 가능한 사진관련 어플리케이션으로는 감성

사진을 찍기 좋은 ‘푸딩 카메라’와 다양한 사진 편집 기능과 

필터 기능이 있는 ‘PicsArt’, 포커싱과 씬 모드를 선택하여 

촬영할 수 있는 ‘ProCapture’, 예술적이면서 뛰어난 효과를 

줄 수 있는 ‘Vignette’, HDR 촬영과 멀티 플래시·포커스가 

가능한 ‘Camera 360’ 등이 있다. 아이폰에서 사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으로는 화이트 밸런스와 노출 및 포커스 조절

이 가능한 ‘ProCamera’, 인물 사진을 모노그라피 인물사

진으로 편집하는 ‘MoreMono’, 망원렌즈부터 광각렌즈 효

과를 낼 수 있는 ‘슬림 카메라’ 등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존재

한다. 

푸딩	카메라

ProCapture

Camera 360

MoreMono

그 밖에도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로 사진을 편집하는 여러 어

플들이 있어서 사진을 이용하여 다양한 이미지를 창조할 수 

있다. 스마트폰 카메라의 발전은 사진뿐 아니라 카메라로 담

을 수 있는 영상의 질을 높였다. 아이폰으로도 한 편의 영화

를 찍을 수 있을 정도로 관련 기술은 큰 성장을 하고 있다. 스

마트폰에서 찍은 영상은 컴퓨터의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새롭

게 편집된다. Daum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Daum 팟인코

더를 비롯하여 Microsoft Windows의 프로그램인 Movie 

Maker등을 사용한다면 쉽게 영상을 편집할 수 있다. 

본교의 많은 학우들 또한 자신들만의 프레임으로 바라본 이

미지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열중하고 

있다. 영상동아리인 영상놀과 흑백사진동아리인 파인더, 미디

어문예창작학과의 영화 소모임인 아킬레스건에 이르기까지 

많은 학우들이 프레임이라는 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있

다.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영상이 열 마디의 말보다 강력할 

때가 있다. 프레임이 구현하는 세계는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아주 빠른 속도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본교에서도 이

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본교 사진공모전과 UCC 공모

전, 블로그 공모전을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

를 펼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많은 학우들이 자신만의 프레

임으로 만든 순수 창작물을 제출하였다. 얼마 전 열렸던 

UCC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거머쥔 장원 외 2명의 작품은 

피아의 노래에 맞춘 역동적인 분위기로 본교의 건물들과 학

과, 비전 등을 소개하였다. 우수상을 받게 된 이창진, 장성은 

팀은 직접 개사하여 녹음한 노래를 가지고 본교를 소개한 영

상을 제작하였다.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재치 넘치는 설명과 

영상이 인상적인 작품이었다. 이번에 진행된 공모전들은 학

우들이 바라보는 프레임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었던 공모

전이었다.  

무엇도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사물 혹은 어떤 특정한 상황과 마주했을 때 

표현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가 아닐까. 당신의 시선을 

이끌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일단 찍어라. 카메라를 통해 어떠

한 사물, 공간, 사람과 마주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은 당신의 프

레임에 담겨져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게 된다. 기술의 발전은 

기계가 인간이 바라볼 수 있는 프레임의 영역을 넓히게 만들었

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들이 보여주는 프레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한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일에 서툴러서는 안 된다. “찰칵” 오늘 당신의 이야기를 찍어

보자. 세상은 당신의 이야기에 목말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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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찾아 오르는 계단>

취업을 위해 스펙 쌓기에만 열중하는 시대에 우리 학우들에게 

스펙 이상의 특별한 경험이 될 프로그램들이 있다. 경력개발센

터에서 제공하는 JOB-Matching Program과 직무역량강화 캠

프, Career Insight Seminar들이 그 주인공이다. JOB-

Matching Program은 취업을 앞둔 졸업반 학우와 졸업예정자

들을 대상으로 3개월간 취업역량진단, 취업 집중 교육 및 상담, 

맞춤 매칭, 사후관리를 통해 취업역량강화 및 취업 성공을 도모

하는 프로그램이다. 취업 준비에 따라 그룹을 나눠 진행하기 때

문에 효율적이고 각자의 역량에 맞춰 준비할 수 있다. 미취업자

는 컨설팅을 재실시하여 취업 전까지 적극적으로 돕기까지 하

니 학우들을 위한 안성맞춤 프로그램인 셈. JOB-Matching 

Program이 탄탄한 취업 내공을 쌓는 것이라면 직무역량강화 

캠프는 취업세계로 가는 입문이나 D-Day를 눈앞에 두고 하는 

요점정리와 같다. 직무역량강화 캠프는 1박 2일간 진행되며 직

무탐색과 주요 직무별 채용동향, 입사서류 및 면접유형별 대응 

전략과 모의면접, 실무자 간담회로 구성된다. 이공계와 인문계

를 나눠 진행하기 때문에 각 분야별 전문적인 내용을 기대할 수 

있다. 시간과 열정을 필요로 하는 두 프로그램 사이에서 단지 

의지만 있다면 참가할 수 있는 Career Insight Seminar는 단연 

눈에 띈다. Career Insight Seminar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 실

무진들에게 생생한 현장이야기와 산업 및 직무 특강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이다. 제조업에서 건설업, 신문방송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기업들은 보다 많은 학우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필요한 것은 오직 열정과 빠른 발걸음뿐이다. 의

지와 열정이 넘치는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이다. 만약 

진로 결정조차 하지 못했다면 대학청년고용센터를 찾는 것은 

어떨까. 경력개발센터 옆에는 고용 노동부가 지원하며 전국 43

개 대학에만 운영되는 대학청년고용센터가 있다. 이곳에는 전문 

진로 상담가가 있어 적성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해 조

언을 해준다. 또한 이력서 클리닉을 통해 기업 성격에 맞는 이력

서를 쓸 수 있도록 돕는다. 클리닉을 거친 이력서는 그 자리에서 

구직 등록을 할 수 있다. 기업체와 연계되어 있는 구직 등록 프

로그램은 기업체가 이력서를 직접 보고 대학청년고용센터로 연

락을 취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학우들은 보다 쉽게 취업의 길

로 들어 설 수 있다. 

<English programs for you!>

외국어가 어렵다는 학우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프로그램들이 

있다. 어렵게 느껴지는 외국어라도 자연스럽게, 보다 쉽게 접근

할 수 있다면 일상 속에 스며드는 일은 시간문제이다. 그 첫걸

음을 ITS(International Town at Sejong)프로그램과 함께 하

는 것은 어떨까. ITS프로그램은 미국의 교환학생과 함께 기숙

수업을 듣기 위해, 책을 빌리기 위해, 동아리 활동을 하기 위해 거닐었던 캠퍼스에는 학우들을 위한 시설과 제도가 가득하다. 

특별한 서류나 복잡한 과정보단 학생에게 집중한 장학금제도부터 학우의 IT자격증을 위해 특강을 제공하는 IT지원팀까지. 

학교가 가진 다채로운 매력을 알아야만 더 많은 장소에서 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법! 지금부터 학우들과 함께 학교를 파헤

쳐볼까 한다. 눈앞에 있는 혜택을 지나쳐왔던 학우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길.

KUS People라이프 Something Special 

Something Special in Sejong!

사 생활을 하며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일상 속

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생활을 하니 외국어 능력이 향상

되는 것은 물론이고 각국의 문화와 분위기도 체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International Day, 할로윈 파티 등 각종 행사를 

통해 느낀 모든 것이 세계로 향하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으니 

꼭 한 번 도전해보길 바란다. ITS프로그램이 생활밀착형 프로

그램이라면 English Clinic은 자신이 원할 때 찾을 수 있는 곳

이다. ITS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국제교류교육원에서 주최하

는 것으로 일주일에 한 번 무료로 진행된다. 미리 예약만 한다

면 누구나 접할 수 있으며 TESOL과정을 거치고 있는 교환학

생에게 직접 영어 면접 대비, 발음, 작문 등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휴식과 외국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English 

Cafe와 Sky Cafe도 빠질 수 없다. 농심국제관 1층에 위치한 

English Cafe는 영어로 대화를 하며 차와 빵을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이다. English Cafe는 교환학생들과 부담 없이 대화

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친구와 함께 방문해도 혼자 

찾아도 좋은 이곳에서 오감으로 외국어를 느끼다 보면 귀와 입

이 트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호연4관 7층에 위치한 Sky Cafe는 

각종 이벤트를 통해 교환학생과 사생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사진전과 음악회, 잼 만들기와 영화상영 등의 행사로 사생과 

교환학생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한다. Sky 

Cafe를 가득 채우는 대화는 카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

스러운 학습이 된다. 새로운 사람, 외국어와 친해지고 싶다면 

Sky Cafe를 찾아가길 바란다. 

<지성과 감성을 원한다면>

사각거리는 종이 책에서 느끼던 지식과 교훈, 감동을 손 안의 

핸드폰과 IT기기로 접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그 흐름에 발맞

춰 본교에서는 E-Book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세종 학술정

보원 사이트에서 카테고리 ‘KU collection'의 E-Book으로 들

어가면 이용방법이 설명되어 있다.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로 로

그인 하여 접속 한 후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찾아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교보, 북큐브 등의 도서를 빌리려면 로그인이 필요하

지만 한국학술정보(KSI)에서 발행하는 전자책과 Ebsco 

E-Book Collection에서 제공하는 모든 분야의 전공도서 및 참

고도서, 해외 전문 학술출판사 Springer사의 전자책은 모두 로

그인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Sweet Dormitory>

학교가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곳이라 생각한다면 참 섭섭할 노릇

이다. 학업과 문화의 교집합인 English Cafe와 Sky Cafe를 제

외하고도 본교에는 전인교육 프로그램과 호연4관 지하라운지

가 있다. 본교는 방과 후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전인 교육을 지

향하며 글로벌 레지던스 캠퍼스 구축을 앞당기고 있다. 호연학

사에서는 사생의 복지와 문화생활을 위해 다양한 시설과 프로

그램을 제공한다. 요리교실과 소믈리에 교실, POP 예쁜손글씨 

교실로 사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했던 호연학사가 영화관

과 협력하여 사생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Movie Day를 운

영한다.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는 Movie Day는 사생들에게 보

다 저렴한 가격으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지원한다. 사생들

은 신분증과 사생 확인증만 있으면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수

요일마다 영화를 반값으로 즐길 수 있다. 이밖에도 ‘막대과자 만

들기’와 Healing Concert로 사생들은 부담 없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배고플 때도 심심할 때도 공부할 때도 찾는 아지

트, 호연 4관 지하라운지는 사생들의 생활 다방면에 관심을 가

지고 구성된 공간이다. 호연 4관 지하라운지에는 1:1 교환 도서

관 ‘그 남자 그 여자 도서관’이 있다. 학우들이 읽고 싶은 책을 빌

려가는 대신 자신이 읽은 책을 가져다 놓는 것으로 학우들의 기

증과 나눔으로 유지되는 도서관이다. 장르를 막론하고 벽 한 면

을 채운 책들은 학우들이 이곳을 얼마나 애용하는지를 보여준

다. 그 옆에는 미리 예약만 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밴드 연

습실과 피아노실, 요가실이 학우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

해 존재한다. 지하라운지에서 학우들의 휴식이 재충전으로 이

어지길 바란다. 

<학우의, 학우에 의한, 학우를 위한!>

링컨이 국민을 외친다면 이들은 학우를 외친다. 학우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심리 상담센터다. 호연4관 식

당 안 오른쪽에 위치한 이곳에서는 상담뿐만 아니라 선배와 후

배가 함께하는 그린나래 멘토링 프로그램, 미술심리, 상담스터

디모임 등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학우들을 위해 ‘상

담, 하루 체험’과 ‘Make Your Life Better' 등의 행사를 열어 학

우들에게 도움이 되는 간단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긍정

적인 시각과 마음이 새로운 현실을 만들 수 있는 법. 이번 프로

그램의 주인공이 당신이길 바란다.

학교에 준비된 많은 프로그램들을 보았다. 어디선가 보거나 들

어봤던 이름들, 하지만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을 것이

다. 이 프로그램들은 학우들을 위한 것이고 학우들을 기다리고 

있다. 학우들은 자신을 위해 만들어진 혜택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그것을 즐기고 누려야 한다. 5분의 관심과 잠깐의 발걸

음이 학우에게 주는 것은 생활의 변화이자 새로운 세계다. 우리

를 위한 혜택은 기회로 바뀌고 기회는 많은 선택이 될 수 있다. 

학교를 제대로 즐길 마음으로,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을 누릴 마

음으로 찾아 나서길 바란다. 흔치 않은 기회들이 학우의 눈길

을 원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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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전에 나는 학교 도서관 앞 가판대에서 조지 벡

시의 <야구의 역사>라는 책을 구입했다. 나는 야

구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더 솔직히 말

하자면 나는 야구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진행되는 게임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을 구입했던 것은 거기 서서 

잠깐 읽은 서문 때문이었다. 정말 근사한 서문이었고, 나중에 

내가 이 책을 다 읽고 났을 때, 서문보다 본문의 내용이 훨씬 

더 근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제로 나는 그 책을 읽는 

동안 내가 그 전에는 한번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던, 이미 고

인이 된 전설적인 미국의 야구선수들때문에 울고 웃고 했던 것

이다. 나는 그 당시 그 ‘근사함’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잘 몰랐

다. 왜냐하면 그 책의 내용을 이루는 문장들은 아주 평범하다

고 느껴지는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멋들어진 표현이나 기교, 

트릭 같은 것은 없었다. 나중에 나는 바로 그 점-멋들어진 표

현이나 기교, 트릭이 없다는 점-이 그 책을 아주 근사하게 만

들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대신 거기에는 야구에 대

한 작가의 엄청난, 정말 엄청나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작가

의 애정이 있었다. 그는 그 책을 쓸 때 한가지 원칙을 세웠는

데 자신이 쓰고자 하는 야구선수나 일화와 관련된 사람이 있

다면 꼭 그를 직접 인터뷰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사십여

년이나 스포츠 관련 칼럼을 써왔던 사람이고, 엄청난 양의 자

료가 이미 있었음에도, 혹은 도서관을 찾아가는 좀 더 손쉬운 

방법이 있었음에도 그랬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쓰고자 

하는 책에 대해 정성 들여 설명하고 예의바르게 자신을 만나

달라는 부탁을 했다. 그리고 몇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그 목소리가 담고 있는 진정

한 의미에 대해 고민했다.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은 바로 야구에 

대한 애정이었다. 애정이 글쓰기를 하게 만든다. 바로 이것이 

내가 조지 벡시에게 배운 소중한 것이다.

애정이 글쓰기를 하게 만든다. 사실 이 문장이 가리키고 있는 

내용은 아주 단순한 것이다.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이 있다

면 나는 그것에 대해 글을 쓰고 싶을 것이다. 조지벡시는 야구

를 몹시 좋아해서 그것에 대한 글을 썼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단순히 야구의 역사에 대한 글 이상으로 받아들여진

다. 그는 야구의 역사를 통해 자신이 본 세계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조지 벡시가 본 세계의 모습이 어떤 것

인지 궁금하다면 <야구의 역사>를 한번 읽어보시라). 누군가

의 글이 그의 세계를 담고 있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 글을 쓰는 일이 그리 단순한 작업

은 아닐 것이다. 이를테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

서 그 관점을 통해 애정하는 사물을 바라보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애정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세상을 바라보는 관

점이 형성되는 것인지 그 선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여하튼 글을 

쓰는 행위라는 것은 그렇게 자신이 애정하는 것을 통해 자신

의 세계관 - 그러니까 자신이 보는 것을 만들어가는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그 물음에 얼마나 자신있는 목록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자신이 애정하는 것의 리스트를 점점 채워감으

로써 자신을 둘러싼 세계-글을 확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

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애정하는 것의 리스트

를 채워가는 방법이리라. 더불어 내가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

은 게 있다면, 웬만하면 좀 더 멋진 것, 좀 더 근사한 것을 좋아

해보라는 것이다. 물론 그냥 자연발생적으로 좋아진 것, 그러

한 분야나 인물, 사물도 좋긴 하지만, 때로 남들과 다른 어떤 

것을 ‘억지로’ 좋아해볼 필요도 있다. 어쨌든 글이란 좀 특별해

야 하는 거니까. 즉, 좀 허세를 부려보라는 것이다. 글을 쓸 때 

허세를 부리라는 것이 아니라 - 앞서 말했듯이 글은 정직할 수

록 좋다 - 글을 쓰기 전에, 즉 무언가를 좋아할 때, 허세를 부

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그것이 좋아질 

때까지 좋아해 보라. 이런 허세는 괜찮다.

내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에는 영화잡지를 읽는 게 유행이었다. 

<씨네 21>, <필름 2.0> 같은 가벼운 잡지도 많이 읽었고, 

지금은 없어진 <키노>같은 잡지도 있었다. <키노>는 스무

살 애들이 읽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득부득 들고 다니며 읽었던 기억이 난다. 가끔, 아니 자주 우

리는 친구 집에 모여서 빌려온 비디오를 봤다. 지금 생각해도 

좀 웃긴 건, 영화가 아무리 지루해도 그 누구도 영화가 지루

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일

종의 문화적 허세가 아니었나 싶다. 대사가 무슨 의미인지도 

잘 알 수 없는 영화, 아니, 대사라도 나오면 다행이지. 딥 포커

스로 찍힌 화면을 보고 있노라면 온 몸이 뒤틀리는 것 같았지

만 그 누구도 중간에 “야, 이 영화 재미없다. 딴 거 보자.” 이러

지 않았다. 우리는 항상 이런(!) 영화를 끝까지 봐야한다는 의

무감 같은 게 있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누구도 ‘없어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가장 나를 힘들게했던 영화 중 하나는 짐 

자무쉬 감독의 <고스트 독>이었다. 내가 그 영화에 대해 다

시 생각하게 된 것은 아주 나중의 일이었다. 분명히 재미없고 

지루한 영화였는데, 가끔씩 그 영화를 떠올리고 있는 나를 발

견하게 된 것이다. 다 부서져가는 폐가에서 비둘기와 함께 살

아가는 주인공 ‘고스트독’의 얼굴, 그 얼굴이 말하는 게 뭔지 

궁금해졌다. 그리고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여러가지 질문들. 

그때부터 나는 짐 자무쉬 감독의 영화를 하나하나 찾아보았

다. 이해가 잘 될 때도 있고,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짐 자무쉬 감독은 내가 좋아하

는 감독 리스트의 가장 첫 줄을 차지하게 되었다. 내 생각에, 

진짜로 좋은 것을 찾는 과정을 절대 쉽지 않다. 자연발생적으

로 일어날 가능성도 거의 없다. 대개는 몸이 뒤틀릴 것 같은 지

루함을, 터져나오는 하품을, 감길 것 같은 눈꺼풀을 이겨냈을 

때 찾아온다. 무엇인가 애정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한 노력이 있을 때, 당신은 

당신의 세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글쓰기는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응시하는 행위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처음에 조지 벡시의 이야기에서 말했듯이 단순히 아름다운 문

장을 쓰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다. 어쩌면, 심지어 아름다운 문

장조차 필요하지 않는 일인지도 모른다. 당신이 무언가를 잘 

‘볼’ 수 있다면, 그래서 당신이 남들과는 다른 각도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질수 있게 된다면 그건 글을 잘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잘 ‘볼’ 수 있는 ‘눈(眼)’을 만

들기 위해 허세를 부려도 좋다는 말이다. 처음엔 이해되지 않

아도 좋고,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몰라도 좋다. 그냥 ‘허세’로 한

번쯤 접해보라. 영화도 좋고, 음악도 좋고, 소설도 좋고, 미술

도 좋다. 자신이 남들과 달리 특별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굴어라. (물론 이러한 태도를 중2병이라고 부른다는 것

을 알고 있다.) 골자는 단지 허세를 부리기 위해 접하는 어려

운 영화나 소설, 예술작품들 속에 진짜 ‘특별한 것’이 있어서, 

언젠가는 그것을 볼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 아니다. 때

로 그렇게 특별한 것을 보고자 하는 그 눈 속에 진짜 ‘특별한 

것’이 깃든다. 진실은 그렇게 특별한 바라봄 속에서만 특별하

게 드러난다는 뜻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허세가 진실로 바뀌는 

순간에, 우리는 진짜 멋진 글을 쓸 수 있다. 물론 대부분 허세

로 그치고 만다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한번쯤은 그러한 작업

에 진지하게 참여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진지하게 허세

를 부려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무언가를 애정하는 데 있어서 허세를 부리라는 말은, 어떤 의

미에서는 무언가를 좋아하는데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말과 

같다. 앞서 말했듯이 개인에게 있어 자신의 세계(또는 세계관)

란 그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 그러

니까 ‘잘’ 좋아해야 한다. 물론 세상의 분야나, 사물에 어떤 ‘순

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자신 주변의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것만을 무작정 쫓는다면, 자신의 세계

는 평범해질 가능성이 크며, 또한 글도 재미없어지게 된다. 어

떻게 보면 앞선 조지 벡시의 이야기와 상충될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특별한 것을 좋아해야만 특별한 글을 쓸 수 있다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골자는 평범한 

대상에게서, 특별한 것을 보는 데 있다. 거꾸로 특별한 대상에

게서, 평범한 것을 볼 수도 있다. 어떤 것이든 다 좋은 글이 된

다고 나는 생각한다. 즉, 애정에서 허세를 부리고, 동시에 허

세를 부리는 것을 애정해야 한다. 그것이 당신에게 아주 평범

한 것이 될 때까지 좋아할 수 있다. 그때에는 어떤 것을 바라

보든, 가장 평범하게, 아무런 허세없이 그것의 가장 평범한 진

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될 것이다. 좋은 글이란 이

러한 이율배반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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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그 대상은 우리 눈에 

‘있는 그대로’ 인식되기 보다는, 그에 앞서 들어와 

있는 어떤 가치나 지식에 의해 재해석된 모습으로 

인식된다. 때문에 종종 우리는 어떤 사태를 실제와는 다르게,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편견은 때

때로 거대한 폭력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가령 남성중심주

의적 시각으로 인해 억압당했던 여성, 그리고 그 역전된 형태

로 모든 남성적 형상들을 ‘억압자’로 구성하는 또 다른 편견

들.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볼 때 기존의 관습과는 다

르게 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다르게 보는 일이 가능할 때, 

우리가 보이려는 것들을 또한 다르게 보여줄 수 있다. 이번에 

소개할 책들은 ‘다르게 보기, 혹은 다르게 보이기’에 관한 것

들이다.

야콥 폰 윅스퀼, 「동물들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 (정지은 옮

김, 도서출판 b, 2012)

윅스퀼은 하이데거와 들뢰즈 같은 많은 철학자들에게 많은 영

향을 준 독일의 동물행동학의 선구자이다. 이 책은 당시 주류 

생물학이라 할 수 있는 기계론적 생물학이나 생기론적 생물

학에 반대하여, “둘레세계Umwelt”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생

물을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밝히고 있

다.(아쉽게도 이 책은 둘레세계를 일본식 표현인 “환경세계”로 

옮기고 있는데, 이러한 용어는 언뜻 보기에 “환경Umgebung”

과 구분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운 선택이다. ‘둘레세계’라

는 표현은 김재인이 「들뢰즈의 스피노자 연구에서 윅스퀼의 

위상」에서 제시한 번역어이다.)

둘레세계는 환경보다는 보다 협소한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환경이 어떤 생명체에게나 무차별적으로 주어지는 조건을 일

컫는 대신 둘레세계는 환경의 일부로 특정 생명체에게 유의미

하게 작용하는 영역이다. 가령 짚신벌레에게는 이차원적인 행

동 패턴이 그의 둘레세계를 결정짓는다. 대부분의 자극은 마

이너스(-)부호로 표시되며, 이는 짚신벌레가 어떤 대상과 만났

을 때 뒤로 물러서는 일을 일컫는다. 반면에 먹잇감인 부패균

에 닿았을 때에는 플러스(+)부호로 표시되며, 짚신벌레는 이

를 먹어치우며 전진한다.

이 책은 생명체들에게 각각 고유한 지각의 종류와 특징들을 

열거하면서, 인간과는 다른 지각의 체계를 드러낸다. 윅스퀼

이 이와 같이 각각의 생명체들이 다른 지각 체계를 통해, 서

로 다른 세계를 살고 있음을 드러내는 이유는 동물들을, 나

아가 인간들을 대상의 차원이 아닌 주체의 차원에서 살펴보

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계는 그 자체로 주어

져 있다기보다는, “인간 주체의 능력에 따라 윤곽 지어진, 자

연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다”(133면)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각 생명체들의 지각이 갖는 차이, 즉 둘레세계의 차이를 인지

하는 일. 나아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존재함을 파악하는 

일. 그리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지점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존 버거, 「다른 방식으로 보기」 (최민 옮김, 열화당, 2012)

존 버거의 「다른 방식으로 보기는」 앞서 현대미학사에서 하태

진의 번역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동문선 편집부의 번역으로 

「이미지 - 시각과 미디어」라는 이름으로 두 종류가 나온 바 있

다. 원전은 1972년 펭귄에서 출간한 것으로, BBC의 텔레비

전 시리즈인 Ways of Seeing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전개된 생

각들이 묶인 것이다. 프로그램 이름이자 책 이름이기도 한 원

전의 제목을 직역하면 ‘보기의 방법’ 혹은 ‘보는 방법’이다. 이 

책은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 이미지의 영향을 받으며, 이 이

미지라는 것은 “재창조되거나 재생산된 시각”이라는 주장을 

한다. 즉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 사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가공된 형태로 인식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우리의 시각이 갖는 이러한 속성들을 따지면서, 

저자는 눈이 갖는 일종의 폭력성을 드러낸다.

이 외에도 저자는 시각에 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한다. 가령, 

첫 번째 장은 발터 벤야민의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에 나

타난 생각의 영향을 많이 글로, ‘이미지’에 대한 고찰이 담겨있

다. 가령, 과거에 회화를 보는 방식에 있어서 사람들이 취했던 

방식은 그 회화를 신비화한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카메라가 

발명된 이후에는, 사람들이 회화를 대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음을 지적한다. 이제 사람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회화작

품을, 특히 그 회화의 복제품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회화의 원

본은 그것이 원본이라는 가치 이상의 것은 담지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예술작품을 누구나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

서, 이미지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존 버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과거의 예술은 더 이상 

과거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권위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미지의 언어가 들어섰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언어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다.”(40면) 첫 번째 장 

이후, 책은 이미지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이를 어떻게 봐

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한다. 세 번째 장에서는 회화에 나타난 

남성 중심의 시각 문제를 건드리면서 젠더의 문제를, 다섯 번

째 장에서는 회화와 자본의 관계를, 일곱 번째 장에서는 이 

시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미지인 광고에 대해서 다룬다. 책

은 모두 일곱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짝수에 해

당하는 장에는 도판들만 나열되어 있을 뿐 저자의 코멘트는 

달려있지 않다.

이지은, 「감각의 미술관」 (이봄, 2012)

이 책에는 FIVE SENSES AND CONTEMPORARY ART라

는 영어제목이 붙어있다. 굳이 옮기자면 오감과 현대 예술 정

도가 될 것이다. 저자가 구분하는 감각의 다섯 가지 갈래는 

“바라보기”, “들어보기”, “만져보기”, “맡아보고 맛보기”, “배

설, 그 원초적 유혹”이다. 후각과 미각을 하나로 합하고, “배

설”을 다섯 번째 자리에 놓았다. 이 책에서 저자가 소개하는 

미술은 눈으로 보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감을 모두 

자극하고 활용하는 체험들이다. 저자는 새로운 미술의 경향

을 소개하면서 그동안 미술사를 지배했던 낡은 담론을 전복시

키려는 기획을 슬쩍 내보이기도 한다.

미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에서 저자가 오감을 끌어들이는 이

유는, 바로 “미술은 아직도 ‘보는 것’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함이다. 이제 더 이상 미술은 ‘보는 것’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존 버거의 「다른 방식으로 보기」는 ‘다르게 

보기’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시각’의 굴레에 

갇혀 있지만, 이 책은 ‘시각’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작업들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보다 급진적인 시도이다. 저자는 원근법을 

위시한 시각중심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감각들을 활

용하고 자극하는 미술들을 살핀다. 시선이 갖는 위력으로부터 

벗어나 온몸을 긍정하는 활동으로서의 미술.

이 책에서 소개되는 작품들 혹은 퍼포먼스들은 우리가 흔히 

알던 미술에 대한 통념을 뛰어넘어서 행위의 한계에 까지 가

닿는 실험적인 면모를 보인다. 자신의 몸을 회화의 도구로 삼

는 것을 넘어서서 전시되는 것으로 활용하는 모습들이 나타

나는가 하면, 린다 벵글리스나 비토 아콘치 등의 작가들은 기

존의 성에 관한 통념들을 전복하는 도발을 감행하기도 한다. 

오를랑의 경우는 성형 수술을 통해 자신의 신체를 변형하면

서 기존의 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까

지 한다. 심지어 그녀는 수술 장면을 생중계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함께 식사를 하는 퍼포먼스라든가, 배설을 하는 

퍼포먼스 등 쉽게 상상하기 힘든 다양한 활동들이 책에서 다

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통념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다르게 볼 수 있을 것인지, 혹은 다르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인

지 하는 고민의 흔적들이다. 이러한 일들은 기존의 체계나 가

치들이 갖고 있는 모순을 드러내어 그에 대한 일종의 전복을 

행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보다 잘 소통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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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연기군 전동면 청송리에 위치한 운주산은 연기군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운주산이란 

이름은 구름을 받치고 있는 기둥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산 정상에서 북쪽으

로는 천안과 독립기념관이, 동쪽으로는 청주가, 남쪽으로는 조치원 및 대전이, 서쪽으로는 전의

와 공주가 내려다보이는 곳입니다. 조치원읍에서 국도 1호선을 따라 천안방면으로 가다보면 전

의면 경계에 이르러 운주산성 입구 푯말을 발견할 수 있고, 푯말을 따라 진입로로 올라가면 주차

장이 보입니다. 주차장에서부터 등산로(약 8㎞)를 오르면 운주산성 입구에 다다르게 됩니다. 운

주산성은 1989년 12월 29일 충청남도기념물 제7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백제시대에 건립된 운주

산성은 해발고도 460m에 위치하여 길이 3,210m, 규모 5만 5541㎡의 유적지입니다. 백제부흥운

동의 최후 구국항쟁지로 알려져 있어 역사적으르도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지난 10월, 가벼운 마

음으로 운주산을 올라보았습니다.

오전 10시, 등산을 하려는 사람으로 북적이는 주차장을 지나 고산사를 먼저 방문했습니다. 고

산사는 밝은 색채를 가진 아담한 곳이었습니다. 혹여 고요한 정적을 깨뜨릴까 발걸음을 조심하

며 등산로에 올랐습니다. 등산로에 들어서자마자 가을은 한층 짙은 내음을 풍겨냈습니다. 살짝 

일렁이는 바람에도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지고, 내딛는 걸음마다 바스락 소리를 내는 마른 낙엽

이 가을 정취를 가득 느낄 수 있게 해주었지요. 주차장에서 마주쳤던 수많은 등산객분들은 곧장 

운주산성 위 정상 쪽 주차장으로 차를 옮기셨는지 등산로는 조금 한가했습니다. 덕분에 고요한 

가운데 얕게 흐르는 계곡 소리와 낙엽 바스러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요. 연기군에서 가장 높

은 산이라는 운주산, 운주산 아래에서 운주산성까지 가는 길은 산행하는 이를 달래주는 바람이 

함께하였습니다.

흙과 거대한 바위, 계곡 물 소리와 나무로 둘러싸인 등산로를 지나자 탁 트인 공간인 운주산성

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운주산성까지 이르는 등산로가 가을 정취에 어울리는 곳이었다면 운주산

성은 초록색 작은 들판으로 이루어져 있어 신비한 느낌을 자아냈습니다. 키가 작은 초록 풀들이 

만연해있고 자그마한 곤충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요. 들꽃들이 저마다 색을 뿜어

내는 생명력으로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들판 사이로 운주산성이 말간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

니다. 운주산성이 백제의 마지막 격전지였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 묘한 광경에 넋

을 잃고 멈춰서서 한 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곽 안 광장으로 들어서면 눈 앞에 또 다른 광경이 펼쳐집니다. 성곽 안의 공터는 넓고 자연과 

잘 조화된 하나의 쉼터로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경사가 거의 없는 평평한 공터의 중앙에는 연못

이 두 개 있고, 주변에는 넓게 잘 닦여진 길이 있어 지친 다리를 잠시 쉬어가기에 안성맞춤인 곳이

었습니다. 길 위에는 작은 애벌레가 꼬물꼬물 기어가고 색색의 작은 나비들이 날아다녔지요. 숲 

공원에서는 산성음악회를 개최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느린 걸음으로 숲 공원을 지나 운주산성 

정상 초입부근에 다다르면 그곳에는 등산객을 위한 안내전광판과 주차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

습니다. 운주산을 전부 오르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그 부근까지 차를 이용하여 산을 우회

하는 도로를 따라 올라오신 뒤에 등산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주산 정상까

지 가는 길은 이뇨·해독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비목나무군락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정상에 

가까워서인지 등산로는 다소 가파른 듯 했지만 그 길이 그리 멀지는 않았습니다. 맑은 날씨 덕에 

운주산 정상에서 조치원 읍내와 독립기념관, 천안시와 청주시 등까지 내다보았습니다. 

고산사에서 운주산성까지, 운주산성과 숲 공원, 숲 공원에서 운주산 정상까지 이르는 3개의 등

산코스는 저마다 다른 모습을 지녔습니다. 담담하게 산행을 즐기고 싶은 사람과 아이들과 함께 

공원 산책을 즐기고 싶은 사람, 본격적인 삼림욕과 등산을 즐기고 싶은 사람 모두에게 운주산성

은 자리를 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이 아쉽다면 한 번쯤 시간을 내 운주산성을 방

문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치열한 일상에서 벗어나 조금 더 느긋한 하루를 만날 수 있기를. 

운주산(雲住山)을 

오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