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V
o

l. 
34

20
16

s.
ko

re
a.

ac
.k

r
se

jo
ng

.k
o

re
a.

ac
.k

r
K

o
re

a 
U

ni
ve

rs
ity

S
ej

o
ng

 C
am

p
us



02 03

Cover Story
past 30, next 10, 시간의 축 위에 선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06

세종캠퍼스의 초석과 기둥, 그들의 응원을 듣다 10

세종시의 주축이 학우들에게 보내는 한마디 13

People
당신도 알지 모를 한 소녀, 김그림을 만나다 14

만나고 싶었습니다, 신성태 교수님 16

날아오르는 덤보의 뒤를 쫓다 - 골프의 여제 전인지 18

크림슨으로 물든 그라운드, 그녀가 공을 차는 법 20

Life & Culture
CCP, 이게 바로 대학생활! 22

누려 봅시다, ‘장학제도!’ 24

RC로 한 학기 읽기 26

5월, 청춘의 순간들 28

그라운드 위의 새로운 맹주, 다시 보는 여자축구부 History 30

‘100세 시대’ 세종시 평생교육의 장을 열다 32

Global
Dereka's Life  36

talKU  40

Today
김세영 교우, LPGA 투어 우승하며 세계 랭킹 5위로 부상 44

중이온가속기연구실험동 기공식 개최

본교, ‘인재양성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본교 교육 시설 확충 계획 발표

이승준 교수 연구팀, 에너지제로 조명소자 개발에 성공 

공인회계사·세무사 합격자 수 대전·충청권 1위 쾌거 이뤄

과기대 업무협력 협정서 체결, 정보보호 인재 성장 기대돼 

본교 약학대학, 아일랜드 코크 국립대학과 MOU 체결 

Humans of KUS
김정섭 교수_ RC 센터 창의문화감성 멘토링 담당 44

정호운_ 영어영문학과 10(현역 번역가)

조예솔_ 공공행정학부 14

이성환_ 경영학부 14 

Outro
발전 기금: 세종 크림슨 클럽 48

Column 52

Event    58

2016 제34호

발행인 선정규

편집인 진서훈

발행처 홍보전략팀

총괄 홍보전략팀 조제홍

표지사진 땡큐땡큐 스튜디오

디자인 그래픽바이러스

구독신청

30019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2511

전화 044-860-1403, 팩스 044-860-1409

kuszine@korea.ac.kr

웹에서 보기

http://s.korea.ac.kr

http://blog.naver.com/ks_enter

https://www.facebook.com/koreaunivsejong

https://www.instagram.com/kusejong/

14

22

36

46

24

46

44

26 28

40

45

47

30

47

32

16 18 20

06 10 13 13

 편집 및 취재

- 대외협력팀 

 정대교 팀장

 강빛고은 부팀장

 서연아 정기자

 전채림 정기자

 최윤호 정기자

- 콘텐츠개발팀 

 장준호 팀장

 김민정 부팀장

 김혜원 부팀장

 김동영 정기자

 김세영 정기자

 임단비 정기자

 편집장 최은혜

- 콘텐츠디자인팀 

 서준혁 팀장

 계유진 부팀장

 강혜민 정기자

 김윤재 정기자

 박성은 정기자

 양준혁 정기자

- 탐사보도팀 

 이승원 팀장

 강정모 정기자

 이재욱 정기자

 최민지 정기자

- 해외홍보팀 

 조하늘 팀장

 박세준 부팀장

 권대원 정기자

 류동헌 정기자

 박은세 정기자

 박치원 정기자

 이도경 정기자

 이서은 정기자

 이승연 정기자

 주솔솔 정기자

 지솔연 정기자

 채준호 정기자 

 한태석 정기자



04 05

청춘의 순간들



06 0706 07

1980 1990 2000 2006 2010

Cover Story

past 30, next 10, 

시간의 축 위에 선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세종은 안암보다 

더 실용적이고 융합적인 

학문을 추구하며 

안암과 다르게 특화되어 

서로 병립할 것입니다.

1980>

개교

1. 2. 5. 6. 7.

3. 4.

1981~1990>

인문관과 행정관 완공. 지금의 제2과기관 자유관 준공

교정의 여백을 숨 가쁘게 메워 온 발전기

1. 조치원 분교 기공식(1980)

2. 90년대 초반 교정

3. 학술정보원 준공(1990)

4. 교문 준공식(1995)

5. 농심국제관(2005)

6. 호연학사 진리관(2006)

7. 석원 경상관(2010)

1991~2000>

학술정보원, 제1과기관을 비롯하여 정의관과 호상, 

학생회관 완공

정문을 현재의 위치에 옮겨 옴

2006.04.19>

VISION 2010+ 선포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Best Boarding Campus 주창

Global Residential College의 초석 수립

2010>

개교 30주년

변하지 않는 것이 이상해진 시대다. 변화의 속도

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직선이 아니라 가파른 포

물선을 자랑한다. 변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특

별함을 주지도, 타인에게 놀라움을 선사하지도 

못한다. 사람들은 이제 변화 여부가 아니라 ‘어떤’ 

변화를 일구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귀를 기울인

다. 모두의 기준이 깐깐해진 세상, 대한민국의 중

심부에 자리 잡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의 변화

는 이목을 끌기에 충분해 보인다. 독자적인 혁신

을 추구하는 것은 물론, 세상의 변화 속도와 대결

이라도 펼치려는 양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는 까

닭이다.

시설물부터 학사구조에 이르기까지, 선정규 세종

부총장은 어느 하나 소홀히 하지 않은 채 변혁을 

추구하겠다며 굳은 결의를 드러낸 바 있다. 본교가 

맞이할 새로운 국면에 대해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

펴볼까 한다. 덧붙여 본교가 구축되어 온 지난날을 

반추하며, 함께 시간의 축 위에 서본다면 어떨까?

선정규 세종부총장은 “최근 공사에 돌입한 중이온

가속기실험동이 국내외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

속기 분야의 산·학·연 석/박사 고급 전문 인력 

양성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건립 사업의 의의

를 밝혔다. 이어서 선 부총장은 “산학협력관 신설

이 학교 당국의 숙원 사업이었다”라고 역설했다. 

산학협력관은 교내 연구 인력에게 자체 연구를 위

한 공간을 제공하고 외부 기업이 대학에 들어와 

산학 간 공공연구를 진행하도록 돕기 때문에 학교

의 발전을 꾀하려면 반드시 품어야 할 공간에 해

당한다. 산학협력관의 신설이 결정되기 전, 본교

의 산학협력처는 안암캠퍼스의 산학협력단 부속 

기관으로 존재해 왔다. 따라서 세종캠퍼스에서 발

주하는 프로젝트라고 해도 수월하게 진행하는 데

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산학협력관의 신설 

계획을 바탕으로 삼아 6월 1일부터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산학협력단은 독립 기관으로 분리되

었다. 이제 연구의 기획과 실행 과정에서 에움길

이 아니라 지름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산학협력관은 제1과기대의 장소부족난의 해

갈에도 이바지할 예정이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2000년대에 거듭 기숙

사를 신축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Residential Coll

ege의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 탄탄한 밑거름은 올

해 도입된 RC 프로그램 운영을 가능케 한 핵심 요

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제 본교는 국

제기숙사 설립을 기획하며 한 번 더 도약을 준비하

고 있다. 기숙사의 규모 확장이 RC 프로그램의 공

고한 자리매김과 직결되어 있다고 추측하기란 어

렵지 않다. 한편 창의교육관의 건립 역시 RC 프로

그램을 비롯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곳에는 미래인재개발원의 산하기구인 

세종학생상담센터, 창업교육센터 등의 새 터전은 

물론, 국제교류교육원과 RC 프로그램을 위한 크고 

작은 세미나실이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취재. 김동영, 김혜원, 이승원, 이재욱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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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을 

위
한 

끊
임
없
는 

노
력 

그
리
고 

도
약

,



08 0908 09

Cover Story

past 30, next 10, 

시간의 축 위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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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로 혁신을 시도하는 본교 정체성의 핵심, 

학사구조 개편

시설물의 신축과 개조가 구성원의 두 발이 놓인 

교정 위에서 이루어진다면, 학사구조 개편은 학교 

구성원이 공유하는 의식의 터전에 축조될 무형의 

혁신일 것이다. 혁신을 추구하는 과정이 우려와 

불안을 낳는 것도 잠시, 구조 개편은 점점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본 학사구조 개편은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를 길

러내는 데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다. 기존 24

개 학과(부)가 19개 학과(부)로 개편되고, 정원은 

10% 줄어들 예정이다. 더 자세히는 정부행정과 

경제를 다루는 학부, ICT1) 융합과 NEXUS2) 분야

에 역점을 둔 전공, 사이버보안 분야, 어학 기반 

지역학 연구 등이 예견된 상황이다.

지금까지 우리 학교의 혁신 방안을 세세히 만나

보았다. 앞으로의 발전 과정에도 역경이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걸림돌도 당면하지 않은 

채 변화를 추구하는 일은 이상 속에서만 가능하

다. 아니, 이상 속에서조차 모든 혁신은 고난을 

포함하지 않던가. 

그러니 본교에 드리울 다양한 색채와 온도에 충

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묵묵히 먼 곳을 응시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다란 평행봉 위를 걸을 

때, 두 발 근처만을 응시하기보다는 더 먼 지점을 

향해야 비로소 목표 지점에 다다를 수 있다고 한

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전전긍긍하며 제자

리에 서 있기보다는 불안함을 떨치고 기어코 무

언가를 실행해야 할 시점이다.

중복학과를 모두 정리하고, 

도전적인 실용·융합 학문 

중심으로 학사 구조를 

새로이 구성했습니다. 

이제 본교는 접혔던 

커다란 날개를 펼쳐 

명실상부한 고려대학교의 

한 축으로 비상할 것입니다.

2012 2016 2018 2025

2012>

오송의생명공학연구원 준공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중심으로

2016>

VISION 2025 선포

아시아 100위권 대학 진입 목표

중이온가속기실험동 준공

2018>

산학협력관, 국제기숙사, 

창의교육관, 문화체육교육관 신축. 

과학기술관(제1과기대) 리모델링

2025>

아시아 100위권 진입

8. 9. 10.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조직도 >

과학기술대학

응용수리과학부

데이터계산과학전공

사이버보안 전공

전자및정보공학과 환경시스템공학과

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학과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부

디스플레이융합전공

반도체물리 전공

글로벌학부

한국학전공

중국학전공

영미학전공

독일학전공

융합경영학부

글로벌경영전공

디지털경영전공

신소재학과

생명정보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전자기계·융합공학과

자유공학부

문화스포츠대학

국제스포츠학부

스포츠과학전공

스포츠비즈니스전공

문화유산융합부

고고미술사학전공

문화ICT융합전공

문화창의학부

미디어문예창작학전공

문화컨텐츠전공

글로벌비즈니스대학

약학대학

약학과

공공정책대학

공공사회·통일외교학부

공공사회학전공

통일외교안부전공

경제통계학부

경제정책학전공

국가통계전공

빅데이터전공

정부행정학부

1)  Information&Communication 

Technology의 약자로, 

정보 통신 기술을 가리킨다.

2)  미래 지속성장의 위협요인인 

물/식품/에너지 관련 산업. 

기후변화대응 물산업, 

식품바이오융합 등이 해당한다.

8. 약학대학 실험실 준공식(2011)

9. 비전 2025 선포(2016)

10. 교육시설 확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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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우들에게 보내는 

역대 부총장님의 응원

● 표시열 제9대 부총장 단 한 번뿐인 삶, 그

중 대학에서의 4년을 이곳에서 보낸다는 사실을 

직시하세요. 4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

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깨닫는

다면 인생을 설계하며 그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촌음(寸陰)을 아껴 목표에 정진하게 됩니다. 힘

든 일도 있겠지만, 고대인 특유의 투혼으로 극복

하고 무한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를 바랍

니다. 아, 이런 이야기를 하니 저도 다시 고려대

학교의 학생이 되고 싶어지네요. (웃음)

● 최승일 제13대 부총장 대학 시절은 청소년

에서 성인으로 변화하는 과정이에요. 성인은 자

주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그에 따르는 책임

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인격체입니다. 장차 사회

인으로서 발전적인 역할을 하려면 전공을 열심

히 공부해야겠죠.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성숙한 

인격체가 되기 위해 내면의 소양도 쌓아 가기 바

랍니다. 언제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를 부

탁드립니다.

● 조홍연 제14대 부총장 대학 시절이야말로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이 시기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삶의 반경이 결정되는 까닭이에요. 대학 시절

을 잘 보낸 이는 1km도 넘는 원을 그리며 살게 되

지만, 그렇지 못한 이는 1m도 안 되는 원 속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맙니다. 늘 본인이 무엇을 할 것

인지를 자문자답하며 시간을 아껴 살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울수록 원칙을 지키세요. 마음이 혼란스

러울수록 말 없는 청산(靑山)과 티 없는 창공(蒼空)

을 바라보며 마음을 잘 다스리셨으면 합니다.

학우들에게 보내는 

신임 교수님의 응원

● 이혜라 교수생명정보공학과 고민의 경중을 막론

하고, 누구나 여러 가지를 고민합니다. 그 당시

올해로 개교 36주년을 맞이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짧은 듯하나, 한 세대를 훌쩍 

넘기는 시간이다. 

이곳을 거쳐 간 이들은 

수없이 많을 테고 본교가 지금의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뒤따랐을 것이다. 

과거의 누군가가 쌓았을 초석과 

현재의 누군가가 세우고 있을 기둥, 

이들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청했다.

Cover Story

세종캠퍼스의 초석과 기둥, 

그들의 응원을 듣다

취재. 강정모, 김혜원, 이승원

사진. 계유진

에는 굉장히 괴롭더라도 모든 일을 자연스레 흘

려보낼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해요. 그리고 그렇

게 흘려보낸 시간을 후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러나 한 가지 대전제는 성실함이 삶의 바탕이 되

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직 오지 않은 희뿌연 

미래를 미리 걱정하지 말고, 오늘의 순간을 그대

로 직시하며 살아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잔

잔하고 아름다운 미래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오늘이 내 인생 중 가장 예쁘고 젊

은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 한철 교수전자및정보공학과 너무 돈을 좇지 마세

요. 돈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 같지만 그게 다

는 아니거든요. 세상엔 분명히 돈보다 중요한 것

들이 많아요. 본인이 하고 싶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우직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그리고 나에게 보내는 

우리의 응원

● 이원호 학우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과12 최근 학교

가 진행하는 적극적인 사업들과 각종 프로그램

을 보며 꽤 만족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학교가 

‘고대’라는 그늘 속에서 안주했다면, 지금은 우

리 세종캠퍼스만의 길을 만들어 가는 느낌이 듭

니다. 학교의 이러한 진취적인 모습은 학생들이 

고대생이라는 자부심에 그치지 않고 세종캠퍼

스인이라는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이

바지하리라 생각해요. 요즘 20대는 극심한 취업

난에 시달리고, n포 세대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암울한 현실을 견디고 있잖아요. 모두가 힘들지

만, 학교와 학생이 힘을 합쳐 이 상황을 헤쳐나

간다면 분명 돌파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구성

원의 유대감과 주인의식을 모아서 우리 고려대

학교 세종캠퍼스를 자랑스럽고 소중한 배움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 김도이 학우미디어문예창작학과16 학사구조 개편을 

통해 많은 것이 달라진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를 

디딤돌로 삼아 발전하여 더 넓고 깊게 배울 수 있

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저도 성

장하는 학교와 함께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이제는 

새내기로서 겪는 대학교에서의 낯선 일상에 제법 

익숙해진 만큼, 일정한 궤도에 올라 능숙하게 공

부에 임하고, 다양한 교내 활동을 만끽하고 싶습

니다!

● Park Hyeon-minDepartment of English literature11 It is 

offi cially announced that there will be reorganization 

of departments in Sejong campus by the year 2017. 

Though there are controversies on whether this act 

would bring the promising future for Sejong campus 

just as the school hope for, maybe it is high time that 

people, who concern about the well being of the cam

pus, set aside the worries and doubts which has yet 

to come. Just as famous line from the movie Forrest 

Gump, we never know what we are going to get; we 

just have to prepare and brace ourselves to the upco

ming bet.

● 정수아 학우영어영문학과15 처음 우리 학교에 

입학했을 때 학교의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게 느

껴졌어요. 하지만 차차 좋은 사람들을 알아가고, 

교내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저도 모르게 

우리 학교에 스며들었고, 잔잔한 애정을 품게 되

었습니다. 어느새 학교는 저를 성장하게 하는 중

요한 원동력이 되었어요. 비록 앞으로 마주할 성

장의 과정이 아프고 힘들더라도, 소중한 나의 학

교, 나의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계속해

서 노력하고 싶습니다.

● 김세준 학우영어영문학과12 고려대학교 세종캠

퍼스에 입학한 지 햇수로 어느덧 5년이 되었네

요. 그동안 학교에 다니면서 즐거운 추억을 참 

많이 쌓았습니다. 제게 추억을 안겨준, 그리고 

안겨줄 학교가 더 발전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

춰나가면 좋겠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학교를 부

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작년

에 대학평가등급이 좋지 않았던 점이나 안암캠

퍼스와 다른 점 등이 이런 시선을 야기한 듯합니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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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는 2012년에 출범한 이래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발전을 거듭하며 본교와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중 하나로, 작년부터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이하 조치원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이해찬 국회의원은 본 프로젝트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이들이다. 그들이 학우들에게 기대하는 바를 들어 보자.
다. 하지만 저는 이런 요소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먼저 학교를 응원한다

면 많은 것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저는 항상 우

리 학교를 응원하고, 또한 제 삶을 위해 노력할 

거예요. 우리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그리고 저 

모두 파이팅입니다!

● 윤성희 학우중국학부15 다음 해부터 적용되는 

학사구조 개편을 통해 우리 학교가 훌쩍 성장하

리라 예상합니다. 학교의 풍경이 달라진다면, 학

생들이 학교생활에 즐거움을 느끼고, 더 큰 자부

심을 지닌 채 학교를 대하지 않을까요? 모두가 

열심히 생활하면서 나름의 성과를 내면 좋겠어

요. 세종시와 함께 발전하는 고려대학교 세종캠

퍼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합니다. 그 속

에서 저는 즐거이 교정을 누비며 공부에 매진하

고 싶어요. 멋진 대학생의 표본이 된 제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 김동규 학우경영학부11 4.18, 중간고사, 대동

제 등 여러 학교 행사들이 지나고 보니 어느새 6

월이네요. 교정에서 과티를 입은 15, 16학번 친

구들을 보고 있자면 ‘나도 학교 참 오래 다녔구

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에 다니는 일

도 올해가 마지막이네요. 이 사실을 실감할 때면 

6월이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기분입니다. 2016

년에도 어김없이 조프리카(웃음)가 찾아와 제 기

말고사 준비를 방해하기 시작했는데요. 3년 동

안 그래 왔듯이 끈기를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다면 4학년 1학기를 잘 마무리하리라 믿습니다. 

다가오는 기말고사뿐만 아니라 2016년을 잘 마

무리했으면 좋겠네요. 파이팅!

● 사공건 학우경제학과16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에 첫발을 디딘 지 6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 현

재 학교에는 변화의 바람이 한창 부는 듯합니다. 

이번 해에 처음 도입된 RC 프로그램부터 시작하

여 중이온가속기실험동 기공식까지, 장기적인 학

교 발전 프로젝트로 학생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학교에 대한 이미지 쇄신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

죠. 저는 이 흐름이 좋고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의 프로그램과 시설이 개선된다면 학

생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아질 테니까요. 따라서 

학교의 행보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혹여 일부 

마찰이 발생할지라도 학생이 다 함께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면 환영할 만한 결과를 이뤄 내리라 기대

합니다.

세종캠퍼스에 몸담았던, 그리고 몸담은 이들이 

보내는 응원 안에는 희망이 가득하다. 이 숭고한 

초석과 기둥은 앞으로도 교정 안에서 어우러지

며 본교의 미래를 쉼 없이 쌓아 나갈 것임이 분

명하다. 진심 어린 응원을 마음에 품고서, 전 구

성원이 차곡차곡 일상을 꾸린다면 어떨까.

Cover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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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우들에게 보내는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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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학생들이 세종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길 기대하시나요?

● 이춘희제2대 세종시장 조치원 프로젝트의 하나로 신안리에 대학 문화 거

리를 조성하려 합니다. 섭골길 대학가에 문화 거리를 조성하여 주민과 대

학생이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고, 대학생이 소공연 등 문화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에요. 프로젝트의 이런 특성상 대학생의 참여가 절

실합니다. 그래서 세종캠퍼스 학생들이 재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계획부

터 운영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다면 좋겠어요. 또한 인근 대학과 함께 

청년 문화를 이끌고, 나아가 지역공동체와도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해 줬

으면 합니다.

● 이해찬제20대 국회의원 현재 세종시는 대학생과 함께하는 조치원 프로젝

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세종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 재생 프로젝트인데요. 토목 건설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는 생각 

역시 중요합니다. 고대-홍대 간 청춘 밸리 사업은 창의적인 문화 콘텐츠가 

필요하거든요. 세종시가 하드웨어를 구축할 테니, 세종캠퍼스 학생들이 소

프트웨어를 채워 주셨으면 합니다. 학생들의 문화 수요를 충족할 뿐만 아

니라 세종시의 문화 산업이 꽃필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본교는 세종시에 소재한다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이는 학우들 역시 매한가지다. 그들은 세종시의 곳

곳을 메우며 대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열심이다. 그러니 세종시의 주

축들에게 기대를 받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리라. 그 요청에 답하듯, 본교 학

생들이 세종시의 든든한 주축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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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도 알지 모를 한 소녀, 

김그림을 만나다

취재. 김민정

사진. 계유진, 서준혁

김그림 교우님, 

뮤지컬 배우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에드거 앨런 포>는 어떤 뮤지컬인가요?

에드거 앨런 포의 일생을 다룬 작품이에요. 그의 

사랑 방식, 포와 그를 깎아내리려는 평론가의 싸

움 등 서사가 흥미로워요. <에드거 앨런 포>가 한

국에서 초연이다 보니 제가 참고할 만한 한국어 

공연이 없더라고요. 제가 영문학도여서 그를 공

부한 경험이 있기에 다행이었죠. 개인적으로 어

둡고 괴기한 이야기를 좋아해서 모음집을 읽기도 

했는데, 뮤지컬로 마주하니 기분이 색다르네요.

낯선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학생으로서의 김그림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문득 궁금해지네요.

대학에 입학하기 전부터 “엄마, 난 대학 가면 음

악 할 거야!” 하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입학하자

마자 ‘무단외박’에 들어가서 기타 치고 노래만 했

어요. 나중에 학점 메우느라고 고생했죠. (웃음) 

음악 대학원을 가고 싶어서 알아봤더니 학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맙소사. 가수로 데뷔하고 나

서도 한 학기를 다녔어요. 진짜 열심히 했고, 결

국 최고 학점을 받았죠.

무단외박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저는 ‘슈퍼스타 K1’이라는 프로그램을 한참 뒤에 

알았어요. 후에 보면서 미리 알았으면 좋았겠다

는 아쉬움이 밀려오더라고요. ‘슈퍼스타 K2’ 지

원 시기에는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민

망해서 몇 번 몰래 녹음하다가 말았어요. 그런

데 무단외박 선배님들이 한번 해 보라며 등을 떠

밀어 주셨죠. 덕분에 1차는 무단외박 합격자 선

배님들과 함께했어요. 2·3차는 아는 사람 없이 

저 혼자였지만, 선배님들께서 돼야 한다며 응원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게는 대학생활 자체가 첫 

도전이에요. 제일 재미있고, 행복하고, 자유로웠

던. 성인이 되었기에 당연히 자유를 선택한 책임

을 철저히 졌죠. 학점? (웃음)

앞으로는 어떤 활동을 이어 나가실 계획인가요?

저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가수 중 가장 친한 분이 

윤종신 선배님이세요. 친구 같고, 오빠 같은 분

이시거든요. 그분께서 ‘강한 자가 버티는 게 아

니라 버티는 자가 강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

요. 그 말에 동의해요. 요새 <무한도전>의 ‘토토

가’를 보면서 좋은 음악과 좋은 가수는 시간이 얼

마나 흐르든 모든 이의 가슴에 울림을 줄 수 있

다고 느꼈어요. 이제 저에게는 소위 ‘대박’을 내

거나 1등 가수가 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

로는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꾸준히 하는 가수가 

되려고 해요. 훗날 제 아이가 듣고 ‘엄마 노래 참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음악을 하고 싶어요. 다만 

지금은 뮤지컬에 집중해야죠. 이왕 시작한 걸 후

회 없이 하고 싶어요. 아, 장기적으로는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고 있어요. 음악을 더 깊이 배우고 

싶거든요.

강남역의 한 카페에서 만난 김그림 교우는 인터

뷰 내내 밝은 표정을 유지했다. 같은 티셔츠를 

가지고 있다며 사진기자에게 말을 거는 모습에

서는 소탈함도 느껴졌다. 하고 있는 음악에 관

해 묻자, 김그림 교우는 어쿠스틱으로 본인을 규

정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로 발을 더 넓히고 싶

다며 자신 있게 대답했다. 그녀가 마주할 도전은 

자신의 목소리만큼이나 경쾌하지 않을까. 그 과

정에 기쁘게 박수를 보낸다.

우리는 에드거 앨런 포(Edgar Allan Poe)를 미국의 스릴러 작가로 기억한다. 

포의 작품은 이불을 끌어당기게 할 만큼 서늘하지만, 그 또한 열렬한 사랑을 했던 모양이다. 

「애너벨 리」는 그가 사랑한 아내 ‘버지니아’의 죽음을 애도하는 비가이자 마지막으로 쓴 시다. 

시속에서 포는 버지니아를 ‘당신도 알지 모를 한 소녀’로 소개한다. 우리는 당신도 알지 모를, 

또 다른 한 소녀를 만나고 왔다. 뮤지컬 <에드거 앨런 포> 속 버지니아, 김그림(영어영문학과 06) 교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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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고 싶었습니다, 

신성태 교수님

취재. 김혜원

사진. 계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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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로 복귀하신 소회가 궁금합니다.

저는 1997년부터 2006년까지 본교에서 교수로 

있었어요. 제가 있던 때와 달리 석원경상관과 호

연4관이 완공되어 본교가 더욱 교정다운 면모를 

갖춘 듯합니다. 또한, 약학전문대학원을 유치하

고 중이온가속기 연구실험동을 착공하여 새롭게 

도약하고 있어 기쁩니다. 이전에도 이곳과 연을 

맺은 적이 있기에 마음 한편에서 늘 세종캠퍼스

의 발전을 기원했는데요. 다시 여기에 부임함으

로써 본교의 성장을 도울 수 있어 영광입니다.

본교의 교수로 생활하다가 삼성전자로 

이직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대학은 박사급의 인력을 확보하거나 연구비를 

조달하는 것이 어려운데, 대기업은 그렇지 않거

든요. 제 역량을 발휘해 대기업이 제공하는 좋은 

연구 환경에서 마음껏 연구·개발하고 싶었습니

다. 그리고 국가에 봉사하려는 마음도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나라 기술이 발전하는 데 

이바지하는 셈이니까요.

삼성전자에서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셨나요?

‘LCD 사업부 차세대액정연구랩장’과 ‘OLED 연

구랩장’을 겸임했습니다. 차세대 액정을 연구하

여 ‘광 배향 기술2)’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 

기술은 대비비(Contrast Ratio)와 수율을 개선

하는 데 탁월해서 현재 태블릿 PC 제품에 적용되

고 있습니다. 한편,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OLED

를 가리키는데요. OLED용 TV를 초기 개발하는 

데 힘써 TV 개발의 토대를 마련했죠. 물론 LCD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연

구랩장으로서 이러한 업무를 총괄했어요.

현재 연구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OLED의 핵심은 외광(外光)의 반사를 막는 기술

입니다. 빛이 반사되면 인간의 눈으로는 영상을 

볼 수 없는 까닭이지요. 그래서 빛의 반사를 막

아 주는 ‘원편광자’와 빛의 효율을 높이는 ‘광 축

출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LCD 분야의 연

구도 병행하는데요. ‘편광자(偏光子, polarizer)’

를 패널 안에 붙이지 않고 바깥에 코팅하는 

‘On-cell Polarizer’ 기술과 LCD 패널 안에 장

착하는 ‘In-cell Polarizer’ 기술을 개발하고 있

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의 벤처 기업인 Light 

Polymers Inc.와의 합작품이에요.

앞으로의 포부를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학교와 기업에서 생활하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게 되었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연

구·개발한 것은 그에 그치기가 쉬운데요. 저는 

단순히 이론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그 이론을 실

용하여 사업화하는 데에 힘쓰려 합니다. 현재 

진행하는 연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본교에 기

여하고 싶습니다.

신성태 교수는 1997년 본교로 부임한 이래 현재

까지 LCD와 OLED를 연구했고, 그 분야에서 자

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위치에 섰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서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다. 

앞으로 더욱 연구에 매진하여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싶다던 그의 욕심이 이를 증명한다. 그는 

인터뷰 내내 자신의 연구를 자랑스러워했으나, 

그 밑바탕에는 본교를 향한 애정과 헌신이 깔려 

있었다. 이것이 그의 자부심을 더욱 빛나게 하는 

이유다.

본교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과 신성태 교수의 이력은 독특하다. 

그는 삼성전자에서 연구원으로 지내다가 1997년에 본교로 부임해 

정년을 보장받는 정교수가 된다. 그러나 신성태 교수는 2007년에 돌연 삼성전자로 이직한다. 

그의 연구는 정부의 ‘BK 21 사업1)’에 채택될 만큼 우수했기에 갑작스러운 이직은 

모두에게 놀라움을 가져다주었다. 그런데 올해, 신성태 교수가 돌아왔다. 

그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1)  ‘Brain Korea 21  

사업’의 약자로,  

미래에 비전이 있는 

특정한 학과 또는  

연구 기관을 선정하여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대형 국책 사업

이다.

2)  기존의 러빙

(Rubbing) 공정 대신 

자외선을 조사하여  

액정을 배향(配向) 

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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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오르는 덤보의 

뒤를 쫓다

골프의 여제 

전인지 학우국제스포츠학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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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대회에 나가면 많이 떨리고 

긴장될 것 같은데요. 마인드 컨트롤 비법이 

있나요? 시험이나 면접 등 떨리는 상황에 놓인  

학우들에게 조언한다면요?

특별한 비법은 따로 없어요. 다만, 긴장되거나 

어려울 때면 스트레스를 받는 대신 그 순간에 집

중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상황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학우 여러분들도 결과에 매달

리기보다는 과정에 충실히 하고자 노력한다면 

분명히 바라던 결과를 얻으실 거예요.

‘덤보’라는 별명에 대한 본인 생각이 궁금합니다. 

‘역시 난 덤보구나’는 생각이 드는 때도 있나요?

저는 호기심이 정말 많아요. 모든 게 궁금하죠. 

먹어 보지 않은 음식은 다 먹어 봐야 하고, 해 보

지 않은 것은 다 해 봐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어

찌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지, 주위에서 팔랑귀

라고 놀릴 정도예요. (웃음) 처음에는 ‘덤보’라는 

별명이 좋지만은 않았는데요. 이제는 큰 귀로 많

은 것을 듣고, 또 그걸 토대로 높이 날아 꾸준히 

나아가는 덤보의 이미지가 좋습니다.

덤보의 특성이 골프 경기에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요. 복기할 때 아주 유용해요. 예를 들어, 스

윙이 잘 안 되면 스스로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

이 문제인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어떻게 

해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지 등을요. 이런 

것을 생각하며 연습하는 것과 무작정 연습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저는 경기를 복기하

며 저에게 맞는 답을 찾아냅니다. 이 점에선 호

기심 많고 많은 걸 들으려 하는, 덤보의 ‘큰 귀’

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골퍼 전인지’에서 ‘인간 전인지’로 초점을 

옮기고 싶습니다. 취미는 무엇인가요?

원래 나노 블록 맞추기와 드론 날리기를 좋아했

는데, 요사이 새로운 관심사가 생겼어요. 얼마 

전에 스케이트보드를 샀거든요. 동영상을 보면

서 타는 법을 조심스레 익히고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어머니의 생신이기도 했던 어버이날에는 

손수 케이크를 구워 파티했다고 들었어요. 

베이킹 실력이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니 멋쩍네요. 사실 베이킹을 배

운 적은 없는데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담아 선물

하는 걸 좋아해서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찾아보며 

만들어요. 여유로울 때 감사한 분들이나 친구들

에게 직접 쿠키나 케이크를 만들어 선물하는 편

입니다.

골프 외에 스물셋의 전인지로서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계획을 들려주세요.

우선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어요. 여행하며 많

은 것을 배우고, 또 다른 즐거움을 느끼고 싶어

서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봉사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날아오르는 덤보, 전인지 선수. 그녀는 여느 스

물셋과 다르지 않았지만, 골프 선수 이외의 삶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할 만큼 골프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운명인 듯했다. 

오는 8월, 전인지 선수는 김세영(국제스포츠학

부 11) 선수와 함께 리우 올림픽에 출전할 것이 

유력하다. 언제나 열심인 그녀 앞에 탄탄대로만 

놓이기를 기원한다.

본교 출신인 전인지(국제스포츠학부13) 프로골퍼의 별명은 디즈니의 아기 코끼리 ‘덤보’다. 

호기심이 많아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모습이 덤보와 닮았다고 코치가 붙여준 별명이다. 

그녀의 팬클럽 이름도 ‘플라잉 덤보’. 팬클럽 이름처럼,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펼치며 날아오르고 있다. 

전인지 선수는 5월 말에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Ladies Professional Golf Association) 투어 

킹스밀 챔피언십 시즌 다섯 번째 톱10을 기록했고, 현재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과 ‘US여자오픈’에 중점을 두고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여러 대회를 앞두고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프로골퍼 전인지, 그리고 인간 전인지가 궁금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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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슨으로 물든 그라운드, 

그녀가 공을 차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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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에서 득점왕을 

차지하셨습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합니다.

득점왕이 될 줄은 예상치 못했어요. 포지션이 미

드필더이기도 하고 득점보단 어시스트를 좋아하

거든요. 첫 경기 때 골이 터졌는데 그 기운이 다

음 경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창단된 지 2년도 채 안 됐지만 성적이 

화려합니다.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유상수 감독님과 이중규 코치님을 포함한 

코치진분들이 애써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기량이 뛰어난 선수에게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선수 모두의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리려고 노력

하시거든요. 각 선수도 학교의 명예를 지키고자 

열심히 임하고 있고요.

‘스포츠 서울’과의 인터뷰에서 유상수 감독님  

자랑을 하셨습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생각해 주시는 지도자’라고 말입니다.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감독님은 훈련만이 아니라 학업도 중요하게 생

각하세요. 축구에 모든 것을 걸면 안 되고, 학생

으로서 강의를 듣고 다른 학우와 어울리는 시간

도 중요하다면서요. 덕분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하.

오는 11월에는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리는  

U-20 여자 월드컵이 있습니다.  

경기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17살 때 출전 기회가 있었지만 대표팀이 아시

아에 배정된 티켓을 얻지 못해 불발된 적이 있

어요. 그래서 더 간절합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기 위해 컨디션에 신경 쓰고, 꾸준히 웨이

트로 체력을 다지고 있어요.

U-20 여자 월드컵에서 특별히  

경계하는 팀이 있나요?

모든 팀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해요. 굳이 꼽자면 

첫 경기 상대인 멕시코예요. 첫 경기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매 경기를 열심히 

해야죠. 이겨야 합니다.

선수 생활하면서 슬럼프는 없었나요? 

또, 어떻게 이를 극복하셨나요?

고교 시절 잦은 부상 때문에 자신감도 위축되고 

실력이 계속 정체했어요. 대회에 나가도 이렇다 

할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죠. 당시에는 제가 팀의 

주축이라서 몸 상태가 안 좋아도 경기에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게 부상을 더 악화시

켰죠. 지금은 감독님이 제 몸 상태를 보고 무리

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세요. 덕분에 회복도 빨랐

고, 추가적인 부상도 예방할 수 있게 됐어요.

축구 선수로서 목표하는 바가 있다면요?

당장 크게 잡은 목표는 2019년 프랑스 월드컵이

에요. 월드컵이라는 세계적인 무대에서 한번 뛰

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해외 진출도 희망하고 있

습니다.

장창 선수에게 특별히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있

는지 물었다. 그는 아스널 FC 소속의 메수트 외

질(Mesut Ozil, 28) 선수를 닮고 싶다며, 기회

를 포착하고 득점까지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희

열을 느낀다고 말했다. 

U-20 여자 월드컵에서 그가 어떤 활약을 펼칠

지 기대해 본다.

본교 여자축구단이 제24회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에서 우승했다. 

장창(국제스포츠학부15) 선수는 전체 경기 중 다섯 골을 기록하며 득점왕에 올랐다. 

오는 11월에는 국제축구연맹(FIFA) U-20 여자 월드컵의 주축 멤버로서 

그라운드를 누빌 예정이다. 그에게 여왕기 대회 소감과 향후 일정을 물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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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계기로 CCP에 도전하셨나요?

● 뚜 졸업을 앞둔 4학년인 까닭에 학교 

포털을 관심 있게 보다가 CCP를 접했습니다. 호

기심이 생기던 차에 마케팅 동아리 MMC를 같이 

하는 친구가 CCP에 참여해 본 적이 있다고 말하

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 친구와 의기투합하고 

한 친구를 더 찾아 세 명이 팀을 꾸렸습니다.

◦ 불1 저는 작년에도 CCP에 참가하고자 

팀을 기획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팀

원들과의 의견 취합이 원활하지 않아서 아쉽게

도 참여를 포기했어요. 이를 바탕으로 삼아 지금 

함께 연구하고 있는 동생들에게 CCP를 설명했

고, 이번에는 뜻을 한데 모아 참가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를 소개해 주세요.

● 뚜 저희 팀에서는 창업하고자 하는 학

생이 많은데 전문적인 도움을 구할 곳이 부족하

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에 창

업 열풍이 불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국가 

차원의 지원이 활발하고, 창업 희망자들을 위해 

‘처쿠카페’라는 플랫폼을 마련했더라고요. 일정

액을 내면 카페에서 의견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

는 구조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교내에 이와 같은 창업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

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세종창업교육센

터에서 카페를 구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는 ‘처쿠카페’에 방문해 유익한 경영 프로세스를 

익히고,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우리 학교에 

맞춤화된 프로그램을 설계하려고 합니다.

◦ 불2 최근 중국인의 한국 재방문율이 

급감하고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 현상을 

이용해 무엇인가 기획해야겠다는 데에 팀의 관

심이 쏠렸어요. 처음에는 관련 논문을 읽으며 

문제점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접 중국

인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설문지를 작성했어요. 

인사동에 가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단체 여행객과 개인 여행객을 분류해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모색했는데요. 첫째는 국가 차원의 

제도, 둘째는 기업 차원의 제도, 셋째는 저희 팀

이 제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종적으로 중국

인의 재방문율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애플리

케이션을 제작하고 싶어요.

CCP 연구를 진행하며 힘든 점은 없나요?

● 뚜 오프라인 방식의 설문조사를 진행

한 적이 있어요. 50부를 모아야 하는데 오프라인 

조사가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더라고요. 그래

서 교수님께 양해를 구한 뒤 한 수업의 수강생분

들께 설문조사를 부탁했습니다. 해야 하는 일이

니까 끝까지 해내기는 했으나 당시에는 조금 창

피했어요. (웃음) 흔쾌히 부탁에 응해주신 교수

님과 학우들께 고마운 마음이 큽니다.

◦ 불1 팀원 모두가 20학점 이상 듣는 탓

에 시간을 내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다행히 저희

가 같이 살아서 밤 시간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했

습니다. 자정쯤에 모여 연구를 진행했어요. 한편 

최종 목표인 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잦

았습니다. 지금은 합의점을 찾았는데요. 검증되

지 않은 가이드의 설명이 재방문 의사를 떨어뜨

린다는 연구 결과에 착안해 정확한 정보를 담은 

여행안내 앱을 제작하자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CCP 활동을 하며 지도 교수님의 도움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궁금해요.

● 뚜 ‘처쿠카페’의 매니저에게 메일을 보냈

지만, 읽고도 답을 주지 않아 난처했는데요. 정균

화 지도 교수님(미래인재개발원장)의 조언 덕에 해

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발신한 

탓에 답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학교의 공식적인 신

분을 드러내 접촉하라고 제안해 주셨거든요.

◦ 불1 저희 팀은 중국학부의 장용 교수님

을 지도 교수님으로 섭외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중국인이신 덕분에 한국 매체를 통해서는 접할 

수 없는 자료를 많이 접할 수 있어요. 또한, 설문

지를 작성하고 수정할 때 동참하시는 등 연구 진

행에 늘 관심을 두세요. 학생들과 소통하려 하시

고 애정을 드러내 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진행해서 좋다는 학우들의 

모습이 눈부십니다. 대학생활 중에 특정 문제를 

포착하여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러나 CCP는 원

하는 사회의 모습을 상상하고 실현할 창의의 공간

으로서 항상 우리 곁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가

오는 방학에 나를 사로잡은 문제가 무엇인지 곰곰 

정리하여 하반기 CCP에 참가해 보는 건 어떠세

요? 값진 보람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CCP,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미 잘 알고 있나요, 

아니면 그럴듯한 영어 단어를 조합해 만든 흔한 프로그램이라고 치부하시나요? 

잠시만 여기를 주목해 주세요. CCP는 시계와 달력만큼 착실하게 제 역사를 쌓아가고 있답니다. 

CCP 참여 학우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KUS-ON에서 두 팀의 연구를 엿보고 왔습니다. 

연구팀 ‘뚜앙’의 봉혜진(식품생명공학과 12, 이하 뚜) 학우, 

‘불해지연’의 정욱진(중국학부 10, 이하 불1),

임채섭(중국학부 11, 이하 불2) 학우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C C P ,

Creative 

Chal lenger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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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장학금

실질적 학생자치 실현을 위한 장학금이며, 학생

자치활동 장학금과 근로장학금으로 나뉜다. 학

생자치활동 장학금은 학생회 활동을 하는 학생

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에 해당한다. 근로 장학

금은 학생이 희망하는 근로지에서 일할 때 지급

된다. 학교 밖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대신 교내에

서 일하며 크고 작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셈이

다. 자유 장학금은 개편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아 학생에게 혼란을 주지 않은 편이다. 올

해 3월부터 시간당 7,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중수혜를 허용한다.

정의 장학금

장학금 제도 개편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

에 해당한다. 필요기반(Needed-based) 장학금

이라고도 불리며 경제적인 문제가 학업에 걸림돌

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장학금

이다. 가계가 곤란한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맞

춘다. 0분위~2분위 학생들은 등록금이 100% 감

면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에게

는 특별 생활 지원금으로 생활비가 매월 추가 지

급된다. 3분위 이상의 학생은 필요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심사는 소속 대학 및 학과의 장학위원회

에서 진행한다. 수혜를 희망한다면 반드시 국가

장학금 및 교내장학금을 신청해야 한다.

진리 장학금

진리 장학금은 개척하는 지성을 육성하기 위해 

신설된 프로그램기반(Program-based) 장학금

이다. 설립 목적에 걸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품

고 있다. 학교가 마련한 유익한 프로그램에 학생

들이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이에 실제로 응했을 

때 장학금을 지급한다. 학우들이 자기계발을 위

해 분투할 때 이를 위한 지원군이 되겠다는 취지

인 것. 학우들은 이를 통해 자신이 배우고 싶은 

분야를 안정적으로 탐구하며 학업·연구의 성취

도를 높일 수 있다. 현재 여러 기구나 학과별로 

예산이 할당된 상황이며, 각 단체는 비교적 독립

성을 확보한 채 장학금을 운용한다.

각 단과대, 학과에서는 소속 학우에게 맞춤형 프

로그램 장학금을 제공하고자 장학금의 지급 요

건을 기획하고 발표하며 바쁜 한 학기를 보내고 

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요소는 바로 ‘크림슨 마

일리지(Crimson Mileage) 장학금’(이하 크림

슨 마일리지)이다. 이는 다른 프로그램 장학금

과 마찬가지로 올해 신설된 장학 제도인데 작년 

세종경력개발센터에서 실행한 포인트 장학금 제

도를 모태로 둔다. 당시 세종경력개발센터에서

는 특강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포인트를 적

립해 주고 이를 장학금으로 환산하여 학생에게 

지급했다. 크림슨 마일리지는 미래인재개발원

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적립 범위를 확장

했으며, 따라서 세종경력개발센터·세종창업교

육센터·세종학생상담센터에서 주관하는 프로

그램에 응할 경우 크림슨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타 장학금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기에 특

히 주목할 만하다.

큰 변화를 거친 장학 제도에는 ‘자유·정의·진

리’라는 고려대학교의 교육 이념이 담겨 있는데

요. 각 장학금의 성격을 세 핵심어가 충분히 드

러내고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세 분야로 나뉜 

장학금이 고려대학교의 바람대로 장학의 사각지

대를 없애기 바라며, 동시에 적극적으로 자신에

게 적합한 장학금을 찾아 활용하는 능동적인 학

우들의 모습 또한 소망해 봅니다.

2016년 1학기 개강을 앞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학우들의 최대관심사 중 하나는 

아마도 장학 제도의 개편이었을 겁니다. 

고려대학교의 성적 장학금 폐지는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죠. 

많은 학우가 바뀐 장학 제도를 파악하느라 시간을 쏟으셨을 텐데요. 개편된 장학 제도는 

어느새 학교 안에서 무르익어가는 듯합니다. 누군가는 2학기를 내다보고 있을 지금, 개편된 장학 제도를 

다시 짚어 보려 하는데요. 다가오는 가을에는 각자에게 적합한 장학금을 더 누리기 바라는 까닭입니다.

장학 제도가 

바뀌는 이유는 뭘까요?

장학 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 걸까요?

◊  필요기반(Needed-based) 장학금의 비율을 대폭 늘려 

가계곤란자가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방지!

◊  개척하는 지성을 육성하기 위해 

프로그램기반(Program-based) 장학금을 신설!

◊  학업에서의 우수한 성취를 거둔 학생에게는 경제적 보상이 아닌 

명예와 자부심 고취를 격려!

◊  단과대학/학과별 장학위원회를 구성하여 장학금 지급의 원활함 증대!

◊  ‘가장 필요한 학생에게’ 장학금이 돌아가야 한다는 

본교의 장학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  결과보다는 육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장학 제도가 

지향해야 마땅할 취지를 실현을 하기 위해

◊  개척하는 지성으로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학업 보조금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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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기 읽기

취재. 강정모

사진. 계유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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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티. 윤준식 학우국어국문학과16

RC 센터 프로그램에서는 여러 과 학생들이 

함께하죠. 이것이 학교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나요?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같이 수업하니까 다른 과

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유익해요. 다른 과 학생과 친

해지는 것도 장점이지요. ‘글로벌’을 정말 실천하는 

느낌이랄까요. 하하. 글로벌 하우스만이 아니라 모

든 분반에 여러 과 학생들이 함께하지만요.

여러 분반 중 글로벌 하우스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국제화 시대잖아요. 사회에서도 글로벌리즘이 

중요하게 언급되고요. 제가 배우는 인문학에 세

계를 폭넓게 볼 수 있는 안목이 더해지면 좋을 

것 같았어요.

본 프로그램을 통해 얻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수업을 들으며 여러 나라의 문화를 접하고 세상

을 넓게 보고 싶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다른 

과 학생들과 가까워지고 싶기도 하고요. 수업을 

한번 듣고 나니 제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

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학

생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고, 교수님

들과 멘토 선배님들도 열정이 가득하시거든요.

 멘토. 채준호 학우영어영문학과14

RC 센터 프로그램의 멘토를 맡은 후, 

기숙사 생활에 변화가 있으신가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기숙사가 단순히 숙박 시

설이라고 생각했어요. 룸메이트들과 어색하고 

기숙사 생활이 지루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하

우스의 멘토가 되고 나서는 수업에서뿐만 아니

라 진로와 학업 등 멘티들의 고민을 상담하기 위

한 각오가 생겼달까요. 확실히 전보다 책임감이 

강해졌어요.

RC 프로그램 멘토와 글로벌 하우스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해외 생활을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학

교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

하는 편이에요. 신청할 당시에는 그저 ‘글로벌’이

라는 단어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오리엔테이

션을 듣고 활동을 시작하며 새롭게 다짐했습니

다. 해외 경험이 없는 멘티들에게, 지금까지 제

가 경험한 것들을 ‘글로벌’과 연관하여 알려 주겠

다고요. 본교에는 외국인 교환학생 친구들이 많

잖아요. 제가 아는 외국인 친구들과 멘티들을 연

결해주고 싶어요. ‘글로벌’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세계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멘토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건 언제인가요?

멘티가 필요로 하는 도움, 가령 학업, 연애, 진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멘토로서 도와줄 수 있을 때 

정말 기뻐요. 멘티로부터 따로 연락이 와서 제게 

고민이나 어려운 점을 털어놓는다든지, 수업 외

적으로 만나서 소그룹 멘토링을 하며 점점 서로 

가까워질 때 재학생 멘토로서 감사와 뿌듯함을 

느낍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멘티들과 함께 

도달하고 싶은 목표 지점이 있나요?

저는 멘티들에게 각기 다른 목표가 있다고 생각

해요. 그건 학업, 인간관계, 때로는 학교생활일 

수도 있겠죠. 그렇기에 모두가 함께 도달해야 하

는 지점이 하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멘티 모두가 각자의 바람을 이루었으면 합니다. 

첫 수업에서 멘티들에게 각자의 목표를 묻고, 그

것들을 모두 기록해 두었는데요. 멘티들이 각자

의 목표를 꼭 이뤘으면 해요.

본교가 맞이하는 변화에 발 맞추고 있는 멘토와 

멘티의 변화는 그들만의 색깔로 반짝반짝 빛나

고 있었습니다. RC라는 한 배에 몸을 싣고 긴 항

해를 시작한 그들의 도착지는 어디일까요? 기분 

좋은 의문을 던져 봅니다.

2016년 1학기가 끝나갑니다. 이번 학기의 본교는 꼭 사춘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내 여러 기관이 설레는 변화를 겪고 있으니까요. 

그중에서도 변화가 두드러지는 곳을 고르자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일 텐데요. 바로 본교 기숙사, 호연학사입니다. 

호연학사는 올해 Residential College(이하 RC) 센터가 기획한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분주한 나날을 보냈죠. 그 한복판에는 서로 어우러지며 성장한 멘토와 멘티가 있습니다. 

이들을 만나 RC 센터의 이모저모에 대해 알아볼까요?

R C로

Mentee

Men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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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청춘의 순간들

취재. 김혜원

사진. 서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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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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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들

오
월

가장 먼저 축제의 막을 연 것은 ‘대동제’.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이 행사는 ‘고세, 노

세(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노세)’라는 슬로건으

로 진행되었는데요. 워터슬라이드와 디스코팡팡

을 즐길 수 있어 학우들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본교의 ‘교육복지위원회’와 한복 업체인 ‘부

산한복데이’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복 대여 행사

는 큰 사랑을 받았죠. 이날, 곳곳에서 한복을 입

고 축제를 즐기는 학우들을 볼 수 있었답니다.

그 뒤를 이어 16일과 17일에는 ‘오픈하우스’ 행

사가 열렸습니다. 평소에는 비사생이 기숙사에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지만, 이 행사 동안에는 비

사생도 기숙사에 드나들 수 있어요. 이성관으로 

출입할 수 있다는 것도 색다른 즐거움을 주죠. 

올해 행사는 더욱 특별했는데요. 미니 게임, 캐

리커처 등의 부스와 초밥, 츄러스 등을 판매하는 

푸드 트럭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푸드 트럭의 줄

은 정말 길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남짓 기다

리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죠.

한편, 19일과 20일에는 ‘세종 록 페스티벌’(이

하 록 페스티벌)이 축제의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조치원역 야외무대에서 진행되었어

요. 그래서 세종시민과 본교 학우가 함께 공연을 

즐기며 축제의 흥에 흠뻑 젖을 수 있었습니다.

27일에는 ‘입실렌티 지·야의 함성’(이하 입실

렌티)이 마지막 열기를 불태웠습니다. 올해는 

‘ONE’, 즉 ‘우리는 응원으로 하나가 될 것’이라

는 주제로 진행되었어요. 그것에 맞게 응원곡의 

교과서인 <민족의 아리아>, <엘리제를 위하여>, 

그리고 최근의 곡 <꿇어라 연세>, <연세치킨> 

등이 재미를 더하며 고대 화합의 장을 만들었습

니다.

축제에서 공연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교내 동

아리 혹은 소모임뿐만 아니라 연예인의 초청 공

연 역시 화제였는데요. ‘베이식’과 ‘마마무’ 등은 

대동제를, ‘잔나비’와 ‘크라잉넛’은 오픈하우스의 

야간 공연을 멋있게 꾸몄습니다. 또한, 록 페스

티벌에서는 ‘REFLEX’와 ‘슈퍼키드’가, 입실렌

티에서는 ‘악동뮤지션’과 ‘샤이니’ 등이 공연하며 

관객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어요.

올해 5월은 말 그대로 축제의 연속이었어요. 다

들 한 번쯤 즐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미처 

즐기지 못한 축제가 있다면 내년을 기약해 보는 

건 어때요? 혹시 알아요? 우리가 축제 현장에서 

만날지.

5월은 축제의 계절이죠. 

따뜻한 기운이 가득 퍼지며 꽃이 만개하고, 

사람들은 나들이 장소를 찾습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의 안팎에서도 

흥겨운 분위기가 연신 이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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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 춘계 연맹전 출정식 열려

본교 행정관 제1회의실에서 춘계 연맹전 출정식

이 열렸다. 여자축구부는 본 출정식을 통해 다

시 전의를 가다듬었다. 선정규 부총장은 “부원

들이 춘계 연맹전 승리를 위해서 출전하지만 동

시에 고려대 선수로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최선

을 다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며 선수들을 

격려했다.

0331.  5:0의 화려한 성적으로 

2016 춘계 연맹전 시작

전반 7분 박예은(국제스포츠학부 15) 선수의 골

을 시작으로, 전반 11분에는 장창(국제스포츠학

부 15) 선수가 득점에 성공했다. 2:0의 점수로 

전반전을 기분 좋게 마친 가운데, 후반전에는 상

대 팀의 허점을 맹렬히 노리며 격차를 벌리는 데

에 집중했다. 그 결과 후반 13분, 26분에 손화연

(국제스포츠학부 16) 선수가 연거푸 골을 넣는 

쾌거를 이루었다. 후반 30분, 장창 선수의 두 번

째 골은 사실상 승부의 향방이 정해지는 마지막 

한 방이었다.

0412. 춘계 연맹전에서 6전 6승으로 우승

본교 여자축구부가 춘계 연맹전에서 6전 6승의 

성적을 거두며 우승했다. 한양여대와의 경기에서 

5:0으로 승리한 것을 시작으로, 울산과학대(3:2), 

강원도립대(2:0), 위덕대(2:1), 단국대(6:0), 대

덕대(8:0)를 차례로 무찌르며 정상에 올랐다.

0507. 여왕기 대회 연승 가도

본교 여자축구부가 제24회 여왕기 대회에서 2연

승을 달렸다. 제주국제대와의 맞대결에서 3:1로 

역전승하며 대학부 풀리그의 선두에 섰다.

0513. 여왕기 대회 대학부 최종 우승

본교 여자축구부는 치른 제24회 여왕기 대회 

대학부 결승에서 위덕대에 5:2로 승리하며 진

정한 축구의 여왕으로 등극했다. 올해 첫 전국 

대회인 춘계 연맹전 우승에 이어 여왕기까지 쓸

어 담으면서 전관왕에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2014년 11월, 본교 여자축구부는 국내의 10번째 대학 여자축구부로 그라운드에 등장했다. 

창단 멤버는 김예진(국제스포츠학부 15) 주장을 포함해 총 17명이었다. 

이들은 유상수 감독의 지휘 아래 동계 전지훈련으로 전열을 가다듬고 2015 첫 시즌을 시작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2015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준우승을 시작으로 ‘2015 추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과 

전국체전에서 연달아 우승컵을 들어 올렸던 것이다. 올해도 여자축구부의 성적은 눈부시다. 

‘2016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이하 춘계 연맹전)과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이하 여왕기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며 대학 축구부의 정상에 올랐다. 지금부터 본교 여자축구부의 올 상반기를 정리하려 한다. 

지난 몇 달 동안 치열했던, 그라운드 위의 생생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2015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준우승

  추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우승

 전국체전 우승

2016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우승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 우승

글로 미처 다루지 못하는 현장의 생생함은 오는 

8월, 제15회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에서 찾을 

수 있다. 본교 여자축구부는 대회를 준비하기 위

해 7월부터 경남 양산에서 전지훈련을 할 예정

이다. 선수들의 기량이 얼마나 향상돼서 그라운

드로 돌아올지 기대해 본다.

● 향후 여자축구부 운영 계획은요?

유상수(여자축구팀 감독) 경기력을 끌어올릴 겁

니다. 우리 선수들이 다른 대학의 선수들보다 뛰

어나긴 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볼 컨

트롤, 슈팅, 패스 능력 같은 기본기부터 더 정교

하게 만들려 합니다.

● 축구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김예진(국제스포츠학부15) 주장 배려가 넘치고, 

늘 밝은 힘이 느껴져요. 유상수 감독님과 여러 코

치님께서 부원들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시거든요. 

저도 주장으로서 긍정의 힘으로 팀원들을 이끌려

고 노력해요. 사실,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건 팀

원들이 잘 따라와 주기 때문이에요.

● 축구 선수로서 목표하는 바가 있다면요?

장창(국제스포츠학부15) 선수 당장 크게 잡은 목

표는 2019년 프랑스 월드컵이에요. 월드컵이라

는 세계적인 무대에서 한번 뛰어보고 싶어요. 그

리고 해외 진출도 해보고 싶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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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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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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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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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기관은 평생교육을 이

념으로 삼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창조적인 

평생학습과 지역사회의 행복 증진을 목표로 하

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으며, 대학의 교

육시설이나 정보를 공유하고 양질의 강의를 통

해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는 부속교육

기관이죠. 이곳에서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수

렴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공무원 위탁 

교육 프로그램의 진행을 도맡고 있습니다.

100세 사회가 도래한 이후 평생교육의 중요성

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응하고자 평

생교육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

습니다. 세종시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까닭에 학교 내부보다는 

외부의 관심이 평생교육원의 주변을 둘러쌌는데

요. 본교 학우들 역시 세종시의 일원이라는 사

실! 잊지 않으셨죠? 그래서 KUS-ON이 먼저 프

로그램을 체험해 보았어요.

세종 인문·지리 학교의 소풍

5월 28일, 세종 인문·지리 학교의 답사가 열렸

습니다. ‘2016 세종 인문·지리 학교’는 평생교

육원의 첫 사업이기에 의미가 크죠. 본 프로그램

은 세종시의 인문적, 정신적 지향점을 정립하여 

지역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개설되었습니

다. 답사는 충렬사-독락정-초려역사공원-세종

리 은행나무-밀마루 전망대-교과서 박물관을 

차례로 방문하며 이루어졌는데요. 

세종 인문·지리 학교 답사의 해설을 맡은 임헌

재 문화관광해설사는 “세종시에 사는 사람들이 

답사를 통해 선조들의 지혜와 슬기를 느끼고 익

히셨기를, 나아가 이 유산을 후손들에게 베풀고 

물려주어 세종시를 살기 좋게 만들기를 염원한

다”라고 말했습니다.

석학에게 듣는 우리 문화 이야기

같은 날 고복저수지에서는 ‘석학에게 듣는 우리 

문화이야기’의 체험학습이 진행되었는데요. 

이날 행사에서는 걷고 대화하는 가운데 고즈넉

한 분위기가 피어났습니다. 야외 공연장에서는 

초청 연주자가 대금과 해금으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했죠. 

강연자로는 본교 경영학부 강수돌 교수가 자리

를 빛냈는데요. 강 교수는 “인생은 속도와 높이

가 아니라 과정과 느낌에 있다.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라”라고 조언했습니다. 

체험학습에 참여한 한 학생은 “걸으며 자연을 

느낄 수 있어 즐거웠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평

생교육원 직원들께 감사드린다”라며 학우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추천의 말을 

남겼습니다.

올 1월, 본교는 새 비전을 선포했는데요. 

시설과 구조의 개편·신설을 기획하는 모습에서 기분 좋은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떨림이 불러온 메아리는 교정을 가득 메웠습니다. 

새로 둥지를 튼 미래인재개발원이나 RC 센터는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죠. 그리고 또 다른 신설기관, 

세종평생교육원(이하 평생교육원)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평생교육원은 석원경상관에 자리를 마련하고 사업을 진행하며 성장 중입니다. 

아직 학우들에게는 낯선 존재일 평생교육원. 이곳에서는 어떤 일을 맡고 있을까요?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세종 인문·지리 학교

세종시의 어제, 오늘, 내일로 떠나는 인문 여행 프로그램

목적 다양한 강연과 현장답사를 겸한 우리 지역 바로 알기 사업

공무원 위탁 교육과정

 분야 교육과정

 경제관리 아시아경제의 부상과 한국경제

 인사관리 정부 HR 관리자 역량 강화

 나눔봉사 디자인사고를 통한 나눔 봉사의 실천

 자기혁신 창조역량 개발과 강점기반 셀프 임파워먼트

석학에게 듣는 우리 문화 이야기

석학들에게 강의를 들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문화를 

바르게 알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목적  체험학습과 양질의 강의를 통하여 시민들이 

우리 문화를 올바로 이해하도록 장려

 일정 내용 일정 내용

 1회. 나를 찾아 떠나는 5회 인물로 살펴보는

 5월21일 문화여행 9월20일 100년 전

 (토) (체험학습1) (화)  우리 음악 이야기

 2회. 걷기의 미학, 6회 인물로 살펴보는

 5월28일 느림의 철학 10월18일 100년 전

 (토) (체험학습2) (화)  우리 음악 이야기

 3회. 시로 맺은 7회 인물로 살펴보는

 6월21일 우아한 노래 11월15일 100년 전

 (화)  (화)  우리 음악 이야기

 4회. 궁궐의 음악이

 8월16일 들린다 

 (화)  

 기수 개설 기간 기수 개설기간

 제5기 4.4(월)~4.25(월) 제7기 10.10(월)~10.31(월)

 제6기 5.9(월)~5.30(월) 제8기 11.7(월)~11.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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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eka's life

취재.  본교 ITS Program 참가 교환학생 

Dereka k. Bennett
사진. 서준혁

Many students at Korea University have 
absolutely no idea what ITS is or how many 
interesting programs it hosts! So, I want to 
introduce ITS, and two of the subprograms 
called ‘ International Day’ and ‘ITS Olympic 
Games’. 
First of all, ITS stands for "International 
Town of Sejong." It is a language and culture 
exchange program that is beneficial to both 
international students and Korean students. 
International students are benefited with living 
in a different environment and learning the 
Korean language, while the Korean students 
learn  the  language and customs of  the 
international students without leaving their 
home country. 
The ITS program coordinator, Alexandra 
Balobeshkina ,  was  able  to  expla in  the 
application process and payments for Korean 
students interested in the program. "Korean 
students pay for dormitory, meals and pay 
participation fees," she said. The application 
requires Korean students to fill out general 
information and write an introduction about 
themselves. After the students’ applications 
are reviewed, students are then selected for 
an interview to help match them with the best 
exchange student to share rooms with. "The 
cost altogether is around 1,300,000₩; but if 
the students comply with all performances they 
will get a 50% reimbursement," Alexandra 

explained.
The ITS Program involves many different 
performances,  such as Korean students 
completing appendixes. The appendixes are 
forms that document plans and accomplishments 
for each month on learning and improving 
English speaking skills with the help of the 
exchange students. The students are supposed 
to complete at least four hours per week of 
learning English with exchange student as a part 
of the appendix requirements as well. 
Korean students are also required to form and 
participate in clubs as part of the ITS Program. 
“The Korean and the exchange students get 
to make up these clubs and each club gets 
funded every month by the school so they 
can do different activities relevant to their 
group,” explained the program coordinator. 
This semester only five clubs were created- 
the Culture Club, Movie Club, Sports Club, 
Volunteer Club, and Travel Club. These clubs 
give all the ITS students a cultural experience 
and more opportunities to bond and get to know 
each other. 
    "The ITS program is a very convenient way 
to learn the language without leaving country, 
“explained the program coordinator. " The 
program allows students to get out of their shell, 
meet new people and get a perspective of the 
world." When speaking with KU senior, Shin 
Kyuseob, he stated, "I'm happy with the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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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because I have many chances to meet 
foreign students and I can live in a dorm with 
an exchange student." 
Apparently the dorm living arrangements is the 
most beneficial part of the program according 
to most students. Yoojin Lee, a sophomore at 
KU also mentioned being benefited by having 
a foreign roommate. "I can start my day with 
English and finish with English. Also when I’m 
in my room doing my assignments, I can ask 
my roommate questions whenever I want." She 
further explained how she is able to learn deeper 
and more about culture difference because of 
the program. 
ITS is a great program to widen the minds of 
students and experience a different culture 
within the comfort of their own country. To find 
more information about the exchange program, 
visit the international office on the first floor of 
Nongshim Hall. There you can speak with the 
program coordinator, Alexandra and the General 
Manager, Mr. Kang or the Director, Mr. Art E 
Cho about interests.
Next is about one of the programs of ITS: 
‘International Day’. International day is an 
event held every semester on Korea University’s 
Sejong campus. This event is a study abroad fair 
that aims to promote the different universities 
that Korea University is partnered with.
"We partnered with 39 universities in different 
countries and we are constantly working on 
partnering with more," explained program 
coordinator, Alexandra Balobeshkina. "Right 
now we are working on partnering with 
Singapore and Japan University too." 
International day is mandatory for foreign 
exchange students apart of ITS to participate in. 
The students are required to make poster boards 
and hand out brochures with information on 
three different universities, including their own. 
ITS programmers and students help set up tables 
and decorations in front of the library entrance 
to help attract Korean students during the event. 

The event lasts for about four hours and within 
that short amount of time, ITS students have 
to compete to get the most Korean students to 
come to their table and receive information. The 
students also get evaluated by ITS programmers 
on how much information they know for each 
university they are presenting. This winners of 
the event gets a cash prize up to 200,000₩. 
“The International day gave me a lot of 
information about Eastern Michigan. I also 
was able to get help with my application from 
a student who is an exchange student from 
Eastern at the event," said Jae Min-uk, a senior 
at KU. "I found the information from the 
event very beneficial," said Jeongwon Park, 
a senior at KU. "I learned many things about 
the universities in Germany and will consider 
studying there before graduating."
The next international day will be held during 
the fall 2016 semester around the month of 
October. If any students have any interests of 
studying abroad and seeing what universities 
are available, visit the international office inside 
of Nong Shim Hall. 
    Even though there are various programs of 
ITS, the last one that I will introduce is ‘ITS 
Olympic Games’. On May 10th, 2016, marked 
the first annual ITS Olympic Games hosted 
by foreign exchange student, Sam Nicolai and 
Korean student, Yong-soo Kim at the Nokji 
Stadium on campus. It was a little bit rainy, but 
that didn't stop the fun! Just like the normal 
Olympics, the ITS Olympics consisted of 
contests of sports among people. The games 
were opened to everyone outside of the ITS 
program and included dodge ball, "Steal the 
Bacon," soccer and relay racing. 
Dodge ball was the first game played, which 
involved players to be divided into two teams 
and try to throw a ball at each other while 
avoiding being hit themselves. It they are hit, 
they are out of the game. The team that gets the 
most people out wins. 

Next was the game of "Steal the bacon," it 
involves a group of players also being divided 
into two teams. Each member of both teams are 
assigned a number between 1 and 7. Whichever 
numbers were called by the referee, the people 
who were assigned those numbers would have 
to race to pick up the ball in the center of the 
court. Whoever got the ball first, got a point 
for their team. The team with the highest score 
wins.
Also known as a popular sport to Korea, ITS 
members and other students played soccer, 
where the object of the game is to score goals 
by kicking the ball into the opponents' goal. The 
final round of games was relay racing, which 
involved two teams of people racing against 
each other through an obstacle course and back 
to where they started.
"The games were a lot  more fun than I 
expected," said exchange student from France, 
Nicholas Slnf. All the ITS members and their 
friends where excited and filled with energy 
mainly when the finale game of soccer came 
around. "This game was awesome, it definitely 

brought out my competit ive side," said 
exchange student from Colorado, Jade Virgil.
The Olympic Games lasted for about three 
hours. In the end, the winners were announced 
for each game played and given prizes. The 
MVP of the dodge ball game was Sam Nicolai 
for outting the most people on the opposing 
team. Robin Susset, a German exchange 
student, won the MVP for leading his team to 
victory with a score of 10-4 in the "Steal the 
Bacon" game. Jade Virgil also won MVP for 
the relay race after putting her team in the lead, 
winning first place. And finally, Yong-soo Kim 
won a prize for being a great goalie during the 
soccer game. His team won, leaving a score of 
1-0 by the buzzer. Afterwards, the ITS members 
celebrated at City Pop with beer and chicken.
"Today  was  rea l ly  fun  and  I ' d  l ike  to 
congratulate Sam and Yong-soo for putting 
together a successful Olympic Games," said 
Robin Susset as he made a toast with a glass of 
beer to the rest of students sitting at the table. 
Hopefully there will be more Olympic Games 
to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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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Do you know the meaning of '썸sum’? Is 
there any similar word in your country? 

Jade Yeah, actually, in the USA, we kind-of 
describe that as like, oh, 'a thing'. Like, he has 
a thing for her, she has a thing for him but they 
haven't really made it official. Then we just say 
"Oh, you know! They have a thing." And, a lot 
of times, they even know. "Yeah, I think we 
have a thing." (laughs)
Dereka Um, well, I don't know if it's all over 
America, but in my state, we call that situation 
'talking'. So-you like somebody, you're not in 
relationship, but the feelings are mutual, and 
there may be a possibility of it becoming a 
relationship.
Courtney Yes. It's called crash! So, it's as if 
you like someone but you haven’t told them 
that you like them. During that time, they show 
signs that they like each other but are too shy to 
tell them. 

Q2. Korean men tend to pay all the dating 
fees on the first date until the date goes sour, 
if it goes bad, some ask women to “go dutch” 

Dating can be a wonderful part of the human mating process when two people meet socially for 
companionship, beyond the level of friendship. When we describe ‘Dating’, there are many ways 
in which we can portray it. These ways vary diversely from culture to culture. The most common 
idea is that ‘Man and Woman try to start a relationship and explore whether  they are compatible 
by going out as a couple. Throughout all ages, everyone dreams or imagines about dating someone 
in one`s youth with no expectations of breaking up. We`ve interviewed this topic to four KU`s 
exchange students, Jade, Dereka, Britney and Courtney. 

by sharing the dating fee. Are there similar 
occasions for dating in your country? What's 
your opinion of this dating practice?
Jade Well, in the US, usually on the first date, 
no matter if it goes good or bad, usually the 
guy always pays. It's not until they've had a 
few dates that the girls go like "Okay, how 
about I pay for this one?" or "How about we go 
together and go dutch this time“?
Dereka Um, depending on what type of person 
you are, yes. Sometimes I find myself paying 
for my private meal, but most of the time if 
this is the first the date, usually the guy pays 
whether it's bad or good. Personally, I wouldn't 
make him pay for me if the date went bad 
because I invested my time in coming out to 
view someone I'll get to know - even if I don't 
like you or I'm not paying for the meal.
Britney Well, there is a situation. I think it 
depends on the person. If the guy wants to pay 
for the first time, I’m okay with it but the second 
time if you really insist on paying it, I will be 
okay with it. I think there is a certain situation 
each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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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ney I think this situation happens a lot! 
Sometimes I think there is a new trend that the 
boys don’t pay all the fees but they already 
spent the cost. It just depends on each couple.

Q 3 .  D o  y o u  c o n f e s s  b e f o re  s t a r t i n g  a 
relationship? Do you count the days of your 
relationship?
Jade I think most of the time, yeah, you have to 
be like "Yeah, I like you. We should make this a 
thing. We should go together. We should, yeah, 
we should be together." Definitely.
Dereka Umm, I don't think so. I mean, if it's 
about wanting to be with that person, then I 
guess so, yeah, like, 'I've been liking you for so 
long, and I want be with you' type of confession, 
then yes.
Courtney It depends on the couple. But I think 
in most relationships they just start dating 
and they don’t really like say anything about 
starting their relationship until about the 4th 
date, maybe they say “Okay, do you want to be 
exclusive?” they think that’s what they should 
ask.

Q4. Are there any anniversaries like '22 or 
100 days?' In Korea, couples do something 
special, such as going to an expensive 
restaurant or presenting a special gift on the 
100th day since they dated.
Jade Usually, in the US, we don't really do that. 
Maybe after the first year, you would be like 
"Oh, we've been together for a year!" or "Oh, 
it's been 6 months!" But usually, couples count 
the year anniversary, not days. But that seems 
awesome!
Dereka No. Usually, an anniversary is only 
a yearly thing, no 1-month anniversaries or 2 
weekend anniversaries or whatever, no. (laughs)
Britney In the states? No we don’t. We usually 
just do a yearly (anniversary) day. Sometimes, 
we do birthdays or special-like holidays, but 
other than that, like if you want to focus on the 
couple, only the yearly days are pretty big or 

like six month maybe, if you are lucky.
Q5. Do you put significance on first love in 
your country? In Korea, we say that people 
can't forget their first love.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Jade Definitely! We do have the concept of first 
love. Like when you are in elementary school, 
you see this really cool boy, and that is your first 
love. Cause this is the first love feeling you've 
ever had, and I think everyone remembers it the 
most. So definitely first love is a great thing.
Dereka Um, yeah, that concept is also true in 
America. You can never forget your first love. 
I personally can never forget my first love. I 
mean, that's the first time you felt something 
strong for somebody else. 

Q6. Couples in Korea tend to wear what we 
call, "couple clothing." The same shoes, the 
same clothes, or the same T-shirts. What do 
you think of this couple practice?
Jade Okay, I think it's really cute. We don't do 
that in United States, but I've seen it, and I'm 
like "Oh my gosh, like, I wish I could find a guy 
to date that would do that with me!" (laughs)
Dereka It's corny. (laughs) I think people who 
do that, they only wear stuff like that just to 
display their relationship and for the fun of it, 
not to actually like show that they really care 
for each other. It's just a trend that everybody 
wants to do. 
Courtney I think it's fun and cute.I think it's 
cute because they coordinate with each other, 
it just shows that they aren't afraid to tell 
everyone, “Oh, this is my boyfriend or my 
girlfriend. I’m so proud to be with this person 
and I’m happy with them.

We have seen many different opinions from 
foreign exchange students. Terms which are 
used to describe ‘Dating’ vary diversely from 
culture to culture and over time. What’s your 
opinion on 'Dating’ based on the interview? We 
hope you might have a chance to mull it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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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교우, LPGA 투어 우승하며 세계 랭킹 5위로 부상

본교 출신의 김세영(국제스포츠학부 11) 프로골퍼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

어 ‘JTBC 파운더스컵’에서 72홀 최저타 타이기록을 내며 우승을 거머쥐었다. 이

는 작년에 거둔 3승에 이어 통산 4승의 성적이며, 특히 올해 첫 우승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번 경기로 그녀는 세계 랭킹 7위에서 5위로 우뚝 서며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 그녀는 4라운드 합계 27언더파 261타의 기록을 세웠는데, 이는 2위

인 리디아 고(뉴질랜드)와 5타나 차이가 나는 실적이다. 또한 ‘역전의 여왕’이라는 

별명답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8개로 10언더파 62타를 성공시

키며 역전승을 거두었다.

김세영 교우는 JTBC GOLF와의 인터뷰에서 LPGA 투어 창립자인 전설들을 가리

켜 “나도 그분들과 같은 길을 걷고 싶다”라고 존경을 표했다. 그리고 “일반 골퍼들

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며 “나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한다”라

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전설의 대열에 당당히 합류한 그녀, 앞으로 김세영 

교우가 벌일 활약에 귀추가 주목된다.

취재_김혜원

‘이승준 교수 연구팀, 양자점 발광소재 활용하여 

에너지제로 조명소자 개발에 성공’

5월 30일, 본교 광전자신소재연구소 이승준 교수 연구팀(이하 이승준 교수 연구팀)

이 ㈜지엘비젼(대표 이은미)에 ‘양자점 발광소재’ 기술을 이전하는 협약식이 열렸

다. 이 기술은 ‘양자점소재’와 ‘발광무기소자’ 기술이 융합된 ‘에너지-제로 조명 기

술’을 활용한 것으로, 자연의 햇빛을 닮아 눈의 피로가 적다는 것이 강점이다. 이 

교수 연구팀은 이를 활용해 극소량의 에너지로 ‘바르면 햇빛이 나는’ 고연색성 조

명용 등기구를 개발했다.

신 조명 기술은 이승준 교수가 제안하여 ㈜지엘비젼 연구팀의 ‘반사형 조명’으로 

융합한 것이다. 이는 현재까지 어떤 기술로도 달성되지 못했으며, 태양 빛을 가장 

많이 닮은 혁신적인 기술이다.

이 기술의 핵심은 신규 양자점 소재를 적용하여 새로운 ‘발광기구’를 설계·제작한 

것인데, 연구 결과는 특허를 바탕으로 ㈜지엘비젼에 ‘기술 이전’되었다. (특허명: 

“공기 중에 안정한 ‘CdSe’기반 ‘코어-셸-셸-셸’ 다중구조 양자점 발광소재 대량합

성법”, 특허출원일: 2016년 5월 25일)

이 교수팀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지원하는 ‘과학벨트 기능

지구 대학 역량 강화 사업’의 하나로 연구를 수행하여 이와 같은 결실을 얻었다.

취재_김혜원, 사진_서준혁

본교, ‘인재양성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본교는 학생들의 대학생활 전반을 관리하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공하고자 ‘인재

양성통합관리시스템’(이하 인재양성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이는 개인의 교과·비

교과·자율 활동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학생들을 통합적으로 지도하고, 그들의 진

로 선택을 보조하기 위함이다.

인재양성시스템은 학생 개개인의 데이터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그의 역량을 객관적

으로 파악하고, 단계·학년별 교육과 활동을 자세히 제시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특장점을 핵심 역량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성과를 분석하여 피드백까

지 제공하는데, 이는 능동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본 시스

템은 교수학습지원센터, 미래인재개발원, 학술정보원 등 관련 부서에 산재한 자료

를 구조화하여 일원화된 관리 체계를 구현한다. 결국,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학교생

활을 하여 스스로 발전하게 하는 한편,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해서 필요한 인재가 되

도록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다. 본교 인재양성시스템 담당자인 이창호 교무

기획팀 차장은 본 시스템을 “학생들이 개별 목표를 달성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본

교의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실 있는 통합 학생 관리 체계를 만들어 학교와 학생이 모두 만

족할 만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며 결의를 내비쳤다.

취재_김민정

본교 교육 시설 확충 계획 발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교육 시설 확충 계획(안)이 4월 19일 교무위원회의에서 발표

되었다. 사무처에서 발표한 이 안에 따르면, 본교는 현재부터 2018년 7월까지 3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사업을 벌인다. 이를 통해 5개 동(9,917평)을 신축하고 1개 동 건

물 일부(2,570평)를 리모델링하여 총면적 약 12,487평의 교육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

다. 계획을 단계별로 살피면 다음과 같다. 1단계 사업은 4월 21일 기공식을 하는 중

이온가속기연구실험동(이하 중이온실험동)의 신축이다. 이를 시작으로, 2단계 사업

(2016.4.~2018.1, 약 22개월)에서는 산학협력관, 국제기숙사, 창의교육관, 문화스

포츠대학교육동 신축이, 3단계 사업(2017.9.~2018.7, 약 11개월)에서는 제1과학기

술관 후면동 리모델링이 구상되어 있다. 올해에 시행될 예정인 기타 사업으로는 호연

학사 자유관 지붕 보수, (구)신봉초등학교와 체육관 북측 주택 철거 등이 있다.이로써 

과학기술대학은 중이온실험동(약 1,100평)과 산학협력관(약 2,000평) 등 약 3,100

평의 공간과 함께, 제1과학기술관 후면동의 리모델링을 쉽게 할 대체 공간 또한 확보

한다. 이를 통해 만성적으로 부족했던 실험실 공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취재_김혜원

08본교 약학대학, 아일랜드 코크 국립대학과 MOU 체결

3월 9일, 아일랜드 코크 국립대학(University College Cork, 이하 UCC) Kathryn 

Neville 보건대 기획처장, Stephen Byrne 약학대학장 외 투자유치 관계자, 행정중

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공무원 등이 본교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행복

청-UCC 약학대학-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간의 3자 MOU 체결을 위한 것으로, 이들은 

추후 약학대학 공동학위 개설, 인적 자원 교류, 공동연구 개발 등을 함께하게 된다.

UCC는 아일랜드 제2의 도시인 코크(Cork)에 있으며, 세계 200위권 수준의 아일랜드 

국립 종합대학이다. ‘QS세계대학평가(QS World University Rankings)’에서 약학대

학 49위, 생명공학대학 174위(2015년 기준)를 차지하며 바이오 분야에서 탁월한 성

적을 받았다. 본교 약학대학 역시 우수한 성과를 보이며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 

UCC와의 공동연구에서 동반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취재_김혜원, 사진_서준혁

06공인회계사·세무사 합격자 수 대전·충청권 1위 쾌거 이뤄

본교의 공인회계사·세무사 합격자 수가 대전·충청권 소재 대학 1위를 차지했다. 이

는 전국 대학 20위권에 해당하는 성과다.

본교 공인회계사·세무사 지도반 ‘지관정’(이하 지관정)에서, 올해 시행된 제51회 공

인회계사 1차 시험의 합격자 12명이 배출되었다. 지난해 합격자 8명을 합하면, 6월 

말에 예정된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최종 응시생은 총 20명이다. 한편, 4월에 이루어진 

제53회 세무사 자격 1차 시험에서는 10명의 합격자가 배출되었다. 지난해 합격자 7

명을 더해 8월 초 예정된 2차 시험에는 총 17명의 본교 학우가 응시할 예정이다.

지관정을 이끄는 본교 경영학부 오광욱 교수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최종 시험에 응

시하는 37명의 본교 소속 응시생들의 선전을 기대한다”라며 “최근의 합격생 추이를 

고려하면, 올가을에는 개교 이래 최다 공인회계사·세무사 합격생이 배출되었다는 소

식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취재_김민정

07과기대 업무협력 협정서 체결, 정보보호 인재 성장 기대돼

3월 28일, 본교 수학과 강은숙·서승현 교수의 주도로 과학기술대학과 한국전자통신

연구원(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ETRI)의 정보보

호연구본부(이하 ETRI 정보본부) 간 협약이 이루어졌다. 업무협력 체결식에는 권광호 

과학기술대학장, 이태원 과학기술대학 부학장을 비롯해 진승헌 정보보호연구본부장, 

최두호 암호연구실장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력 협정서는 사이버보안 분야의 교육을 지원하고 그를 위해 인력을 교류하며, 

이 분야를 함께 연구하여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장

치·사이버보안과 관련하여 국제 협력 연구 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하려는 내용도 포함

한다.

본교는 2017년에 과학기술대학 아래에 사이버보안전공을 신설하고, 사이버보안 인재

를 양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력을 통해, 

본교는 ETRI 정보본부와 사이버보안의 이슈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하고, 정보보호분

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ETRI 정보보호연구본부 인턴십 등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는 본교 학우들이 정보보호 인재로 성장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인턴십 프로그램은 정보보호 분야를 공부하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

며, 두 달간 ETRI 정보본부에서 행해진다.

취재_김민정

02중이온가속기연구실험동 기공식 개최

4월 21일, 본교에서 중이온가속기연구실험동(이하 중이온실험동) 기공식이 열렸

다. 중이온실험동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총면적 1,317평)로, 본교 약학대학

연구실험동 남측에 건립된다. 지하 1층에는 전기·기계·발전기실이, 지상 1층에

는 가속기실험동, 클린룸, 계측장비실이 있으며, 지상 2층에는 공동연구실, 세미나

실, 교수연구실이, 지상 3층에는 대학원생연구실과 휴게세미나실이 위치한다.

본교의 중이온실험동 사업의 시작은 고려대학교-기초과학연구원의 KU-IBS 사이

언스파크 운영을 위한 MOU 체결(2013.3.18)이다. 이후 가속기대학원 설립, 학연

교수 구성과 임용, 중이온가속기실험장치 공동 설치 운영, 관련 과학기술 연구 개

발, 전문 인재 육성 등을 목표로 차근차근 진행되어, 기공식을 개최하기에 이르렀

다. 중이온실험동이 준공된 후에는 국외에서 기증한 소형 중이온가속기 시설과 전

자 선형가속기 시설을 본 연구동으로 이전 설치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한편, 본교는 세계 최초로 가속기과학과를 일반대학원 정규학과로 개설하여 운영

하고 있다. 중이온실험동이 건립되면 본교는 가속기를 연구하기 위한 시설을 국내 

최초로 갖추게 된다. 이로써 국내외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속기 분야의 산학연 

석·박사 등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두보가 되리라 기대된다. 중이온실험동

의 시공은 래미안건설(주)이 맡았으며, 2016년 11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취재_김혜원, 사진_서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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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s of KUS

김정섭 교수

정호운 학우

조예솔 학우

이성환 학우

이성환.

경영학부14

김정섭 교수.

RC 센터 창의문화감성 멘토링 담당

타지에서 생활하면 

공허함을 느끼는 때가 있을 텐데요. 

이를 해소하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정호운.

영어영문학과10
현역 번역가

RC 센터의 설립 목적이랄까요, 

취지는 무엇일까요?

보호자의 품을 떠나 세종캠퍼스에 첫발을 내딛는 학생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낯선 환

경을 마주하면서 우울해하고 학업과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 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아요. 저는 90년대에 본교 경제학과에서 수학

했는데요. 처음 학교에 왔을 때 학교에 마음을 잘 붙이지 못했습

니다. 하지만 중앙동아리인 ‘극예술연구회 섬’에 가입한 후, 선배

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움츠렸던 마음을 열고 자연스레 학교

에 녹아들 수 있었죠. 예전에는 동아리 혹은 학과 선배들이 학교

와 신입생을 이어주는 다리였다면, 오늘날에는 창의문화감성 하

우스가 그 기능을 수행하려 합니다. 본 하우스가 제공하는 프로

그램을 발판 삼아 신입생들이 지평을 확대하도록 이끌어주고 싶

어요. 우리 신입생 친구들이 개인과 집단의 균형을 잃지 않으면

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본교라는 공동체에 정을 붙인다면 RC 담

당 교수로서 더 바랄 것이 없을 겁니다.

전공을 살려 일하시는 모습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영어영문학과와 번역 업무에는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는데, 

정말 그런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개설된 강의 중에 번역 수업이 있습니

다. 다만 전공에서 다루는 텍스트는 문학적인 

데 반해, 제가 번역하는 글은 상업적인 성격을 

띠기에 두 요소는 확실히 달라요. 그럼에도 전

공에서 배운 지식은 실제 번역에 도움이 됩니

다. 수업을 듣는 일이 곧 번역 연습인 셈이고, 

더불어 번역의 기초를 세우기에도 아주 좋아요. 

한편 과 특성상 다른 학과보다 원서를 읽을 기

회가 많은 덕분에 원서를 접할 때의 공포가 거

의 없는 편입니다. 물론 이 모든 건 얼마나 충

실히 학업에 임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웃음)

저는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다가 한국에 왔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는 부모님 없이 한국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2학년부터 아버지가 

오시기는 했지만, 향수를 심하게 느꼈어요. 원래 지내던 곳의 음

식이 그리워 이곳에서는 밥을 안 챙겨 먹곤 했습니다. 공허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이를 해소할 생각으로 사람도 

많이 만나 보고 상담센터도 이용해 봤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 외로울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지내는 법을 터득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등 혼자 해도 충분히 즐거울 만한 일에 눈길

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니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요새는 운동을 배우는 중이에요. 테니스 동아리에 활발히 나가고 

있습니다. 가입한 지는 좀 되었지만, 운동을 못하는 까닭에 참여

할 엄두가 안 났는데 최근에는 의욕이 생겼습니다. 운동도 공허

함을 없애는 데에 효과가 있더라고요. 결국, 나의 밖에서 뭔가를 

찾으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무언가를 시도하면서 만족을 찾는 과

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10월이 되면 어머니랑 동생도 

귀국하는데요. 향수에 젖어 있던 시절과 달리, 그저 반갑고 좋은 

마음으로 가족을 맞이하려고요!

방에 있는 특별한 물건을 

소개해 주세요.

‘삼봉이’라는 선인장이 가장 특별해요. 자취를 시작하면서 샀던 

식물인데요. 기숙사에 들어올 때 다른 물건은 다 버렸는데, 이 

선인장만은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아직도 제 

곁에 남은 물건입니다. 아, 물건은 아니네요. 삼봉이입니다. (웃

음) 벌써 삼봉이를 키운 지 일 년이 넘었는데요. 제 손에서만 쭉 

큰 건 아니에요. 겨울 방학에 다른 분에게 세 달간 맡긴 적이 있

거든요. 이렇게 무심한 주인 밑에서도 꿋꿋하게 잘 커가고 있어

서 기특할 따름입니다!

조예솔.

공공행정학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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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 본교 크림슨 클럽 브론즈(BRONZE) 

구간에 가입한 ‘엔제리너스’와의 관계를 기념하

기 위해 현판식이 열렸다. 본 행사에는 엔제리너

스 이승원 사장과 진서훈 입학홍보처장, 엔제리

너스의 크림슨 클럽 가입에 이바지한 이희정 과

장 등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이승원 사장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학생들

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쁘다”

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후원할 수 있도록 노

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엔제리너스가 기

부한 사업 기금은 장학 혹은 발전 기금으로 사

용될 예정이다.

엔제리너스는 맛있는 디저트와 음료를 선보이는 

프랜차이즈 카페다. 또한 총 100여 석으로 넓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시험 기간에 학생들이 

애용하는 곳이기도 하다. 오전 9시에 영업을 시

작하여 평일에는 익일 오전 1시, 주말에는 익일 

오전 2시까지 운영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

읍 행복11길 3번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전화번

호는 044-864-4250.

엔제리너스가 크림슨 클럽에 가입함과 동시에 

인근 가게 ‘센 이자카야’와 ‘송하 한정식’도 그에 

뒤따랐다. 센 이자카야는 실버(SILVER) 구간

에, 송하 한정식은 브론즈(BRONZE) 구간에 가

입한 것.

생맥주 전문점 센 이자카야는 오후 6시부터 오전 

0시까지 운영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행

복4길 29-1번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전화번호

는 044-865-7117.

송하 한정식은 민어구이 정식을 대표 메뉴로 하

며, 깔끔하고 정갈한 내부가 특징이다. 특히 자

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입맛을 돋우는 밑반찬은 

송하 한정식이 지역 주민에게 사랑받는 이유

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단, 오

후 3~5시는 휴게)까지 영업하며, 예약제로 운영

된다.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운주산로 72번

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044-864-

0044.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본교를 후원하는 이들을 위해 

‘크림슨 클럽(CRIMSON CLUB)’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는 본교에 기금을 기부한 지역 업체 및 기관과 

상생 관계를 구축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발전기금

세종 크림슨 클럽

취재. 김혜원

사진. 서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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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승 소아청소년과의원

후원자 박인승

약정구간 Gold

주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 67번길 12

(소사본동, 소새울KCC스위첸)

T. 032-342-7060

엔제리너스

후원자 이승원

약정구간 Bronze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행복11길 3

청록고을

후원자 이세광

약정구간 Bronze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라벨메종

후원자 양태규

약정구간 Silver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문화길 21

T. 044-865-1195

삼화아구

후원자 이은자

약정구간 Bronze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행복12길 9-21

T. 044-867-5658

센

후원자 박수만

약정구간 Silver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행복4길 29-1

세종건재가설

후원자 이덕재

약정구간 Silver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번영1길 5

T. 044-3156-4428

세종시화훼협동조합 법인

후원자 박동만

약정구간 Silver

주소  세종시 금남면 장재리 386-2

T. 044-866-0001

본가 장수촌

후원자 김정미

약정구간 Bronze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행복 12길 9-15

송하 한정식

후원자 강경순

약정구간 Bronze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운주산로 72

Roastree

후원자 최승남

약정구간 Bronze

주소  서울시 강북구 인수봉로 28가길 16호 B01

http://www.roastree.co.kr

김밥천국

후원자 양승범

약정구간 Silver

주소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호익플라자

T. 044-860-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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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세종
Instagram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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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께 하 는  대 화 로 서 의  비 평

지난 5월 8일 한 신문사의 보도를 통해 문학평론가이자 

본교의 교수인 이혜원 선생님(이하 ‘선생’으로 표기)이 

제27회 팔봉비평문학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

이 전해졌다. 199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문학평

론가로 데뷔한 이후 선생은 10여 권의 평론집과 문학 연

구서를 내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선생을 만나 수

상자로 선정된 소감을 들어보았다.

“깜짝 놀랐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가 다른 평론가들

처럼 화려하게 쓰는 사람도 아니고, 이슈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니까. 오랫동안 꾸준히 활동해 온 것에 대해 여러분들

이 좋게 보았기 때문에 받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선생의 평론을 읽어본 이들이라면 누구나, 단정하고 차

분한 문체로 작품의 결을 섬세하게 읽어내는 글쓰기를 

선생의 미덕이라 생각할 것이다. 팔봉비평문학상의 심사

위원들도 『지상의 천사』(천년의시작, 2015)를 수상작으

로 선정하면서 “주관적 판단을 강하게 주장하기보다 동

의를 얻을 수 있는 해석을 우선하면서 시의 결을 섬세히 

들추어내고 있었다.”라고 평하였다. 선생 외에도 평단에 

이름을 날리는 쟁쟁한 평론가들이 후보에 함께 올랐으

나, 수상자로 선생이 선정된 까닭은 그의 평론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글이었기 때문이리라.

“단정하게 쓰는 점을 좋게 본 것 같은데, 반대로 보면 너

무 교과서 같다는 평이 있어서, 그렇게도 보이는구나 싶

었어요. 예전에는 그런 말이 듣기 좋지는 않았는데, 지금

은 나에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

과서처럼 쓰는 일의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글을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비평이나 문학 연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

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글

쓰기를 하는 것도 괜찮은 일이라는 생각을 해요.”

독자들이 우리 문학 작품을 어려워하며 접근하는 일을 

꺼리는 까닭도 작품과 그를 다루는 평론의 언어가 내보

이는 난해함 때문일 것이다. 특히 미래파 논쟁을 거치면

서 젊은 세대의 문학 작품이 기성세대와 소통이 되지 않

는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였는데, 이는 2000년대 이후

의 문학작품들이 미학적인 면에 천착하는 가운데 이루어

진 난해함의 경향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난해한 작

품들을 해독하기 위해 외국의 난해한 이론에 무분별하게 

기댄 몇몇 비평의 언어 또한 문학과 독자 사이의 간격을 

벌어지게 한 것이 아니냐는 진단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

나 최근에 나타나는 문학의 흐름은 우리 삶의 현실에 관

한 관심과 그에 대한 움직임이다. 이는 작품 활동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움직임, 그리고 그

에 대한 이론적인 성찰이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나타나

고 있다.

“우리 문학은 끊임없이 순수와 참여 혹은 리얼리즘과 모

더니즘 논쟁과 같이 상반되어 보이는 두 경향이 경쟁하

듯 진행되어 왔어요. 미래파 논쟁이 있었던 2000년대 초

반에는 미학적인 실험의식이 많이 표출되었던 시기였고, 

이런 흐름이 유행처럼 문단을 휩쓸었죠. 언어와 상상을 

극한으로 실험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의미 있는 

결과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너무 유행처

럼 번져서 난해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고, 독자

와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있었어요. 하지만 

문학은 항상 현실로 돌아오려는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미래파 이후 다시 현실에 관한 관심이 일어나면서 ‘시와 

정치’ 혹은 ‘시와 윤리’와 같은 주제들이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미래파가 모두 물

러나고 문학의 흐름이 새롭게 재편된 것이 아니라는 점

이에요. 미래파에서 논의되던 시인들도 우리 사회의 현

실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들은 미래파를 

거치면서 현실을 다루는 방법이 예전과는 달라진 것 같

아요. 현실의 문제를 직접적인 목소리로 전하기보다는, 

미학적인 고민을 동반하는 글쓰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앞선 단계들을 포함하면서도 새롭게 달라지고자 하는 역

동성을 근래에 나타나는 시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현실에 대한 균형 감각과 함께 미학적인 고민을 담아내

는 이런 모습은 우리 시사에서 매우 중요한 움직임이라 

생각합니다.”

문학의 이런 흐름 속에서 선생은 김수영을 다시 보게 되

었다고 하였다. 현실적인 문제와 미학적인 지점을 문학

에서 함께 다루는 일을 김수영이 하였기 때문이다. 『지

상의 천사』에 「자유의 이행으로서의 시」라는 제목의 김수

영론을 첫 번째 자리에 놓은 까닭도 그와 같은 맥락에 따

른 것일 터이다. 팔봉비평문학상 수상 소식을 전하는 신

문 기사에선 책에 자리한 김수영론을 두고 선생의 시 읽

기가 “미세한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하였지만, 선생은 지

속해서 시에 나타난 현실과 삶의 문제에 관심을 보여 왔

다. 그중 하나로 ‘생명’이라는 주제를 들 수 있겠다. 선생

은 『생명의 거미줄: 현대시와 에코페미니즘』(소명출판, 

2007), 『현대시의 윤리와 생명의식』(소명출판, 2015)에

서 ‘생명’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였고, 그 외

의 다른 책과 글들에서도 생명에 관한 논의를 이어왔다.

“문학은 궁극적으로 모두가 다 같이 잘 사는 세계를 만들

어가고, 함께 ‘생명’을 향유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런 일들이 문학과 삶의 목표일 테니까요. 다각도로 생명

에 대한 논의들을 살피면서 그중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의미 있는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할 거예요. 우리 삶

이 추구할 만한 윤리적인 지점들에 대해 문학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선생은 주체 중심, 자기중심적인 사회가 오랫동안 지속

Column

제27회 

팔봉비평문학상 수상자 

이혜원 교수 인터뷰

올 상반기, 본교 미디어문예창작학과(이하 문창과) 교수들은 

대단한 성과를 내보였다. 

이혜원 교수는 비평집 『지상의 천사』(천년의시작, 2015 )로 

제27회 팔봉비평문학상(이하 팔봉비평상)을, 

박형서 교수는 단편 「거기 있나요」로 제10회 김유정문학상을 받은 것이다. 

이는 당신들의 기쁨인 동시에 학교의 자랑이었다.

이토록 훌륭한 교수진을 울타리로 삼은 덕에 

문창과의 농사는 늘 풍년이다. 

김태선(문창과 01 ) 교우는 

‘2011 세계일보 신춘문예’ 문학평론부문으로, 

나푸름(문창과 08 ) 교우는 

‘2014 경향일보 신춘문예’ 소설부문으로 등단했다는 것은 

이를 증명하는 하나다. 

이들이 열매로 맺어지기까지는 교수진이 각별한 영향을 주었을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이들은 ‘글’로 그 각별함을 풀어내리라.

지상의 천사.

이혜원

미디어문예창작학과 교수, 

문학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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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많은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진단한다. 그런 

문제 중 하나는 타자를 배척하는 물화의 풍조일 것이다. 

따라서 ‘생명’을 향유하는 일이란 타자를 사물화하는 것

이 아니라, 인간을 비롯한 세계와 함께하고 있음을 살피

는 움직임일 것이다. 그런 지점에서 선생의 비평은 자연

과 인간을 비롯한 공동 존재의 윤리와 정치적인 지향으

로까지 ‘생명’의 의미를 확장하는 움직임을 행하는 것으

로 보인다.

“요새 주체와 타자 문제는 굉장히 많이 거론되는 것 같아

요. 그동안 ‘타자’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

어요. 우리 문학이 타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진전이라고 생각해요. 타자를 주체가 

자기 마음대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잘 보고

자 하는 일이겠죠. 자기식으로 규정하지 않고, 타자가 지

금 어떤 상태에 있고, ‘나’는 저들과 전혀 무관한 사람인

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쉬운 말로 비평을 쓰는 까

닭은 이처럼 ‘타자’에 더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과도 떼어

놓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선생의 글쓰

현상 뒤에 본질이 있다는 인간의 의심은 미지에 대한 두

려움에서부터 출발했다. 인간은 그 빈 공간에 대한 두려

움을 어떻게든 메우고 싶어 했고, 알 수 없는 기상현상이

나 질병의 원인을 신 혹은 하늘의 어떤 존재에게 떠넘기

곤 했다. 그리하여 인간과 침팬지의 DNA가 98.8％ 일치

함을 밝혀낸 지금에 이르러서도, 우리는 창조설에 대한 

미련의 끈을 놓지 못한다. 지식의 영역을 우주로 확대했

을 때, 과학이 밝혀낸 진실이라는 것은 미미하기 그지없

기 때문이다.1) 더욱이 앎이 늘어날수록 미지에 대한 두려

움은 크기를 더했다. 그래서인지 현대의 과학자 중에서도 

신을 믿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한다.

만약 신과 과학을 동시에 믿는 것이 가능하다면, 신의 흔

적이 과학에 남아있지는 않을까? 2013년에 발표한 박형

서의 단편 「티마이오스」는 우주가 연속적으로 영원한 순

환을 반복한다는 펜로스의 등각순화우주학(Conformal 

Cyclic Cosmology)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우주

의 생성과 종말을 반복 가능케 하는 존재로 신이 등장한

다. 여기서 신은 인류의 시작과 끝, 심지어 이러한 역사가 

다시 반복되리라는 것까지 받아들여야만 곧 도래할 다음 

세계의 신이 될 수 있다. 즉, 과거를 기억하는 신의 존재

기에 나타난 움직임의 모습과도 닮았다. 문학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이들도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선생의 글쓰

기는 차근차근 작품의 결을 살펴나간다. 선생은 작품을 

비평가의 주관으로 멋대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

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인가, 그리고 작품과 자신은 어

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살핀다. 영국의 비평가 테리 이

글턴은 되도록 많은 독자에게 다가가는 일이 비평가의 

의무라고 한다. 이런 점에서 선생의 글쓰기는 하나의 모

범이라 할 수 있겠다.

“나는 비평이 결국 작품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

해요. 작품과 대화하면서 그 작품이 도달했던 어떤 상태

를 함께 하는 게 비평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 비평은 대화를 하는 일이다. 작품과 대화를 하

고, 다시 작품에 대해 독자와 대화를 한다. 대화는 ‘나’와 

‘당신’이 함께하는 일, 서로를 공감하는 일을 이른다. 우

리가 함께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면, 더욱 좋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문학이 미학과 현실에 대해 

고민하는 까닭은 바로 그 ‘좋음’을 견지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선생은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갈 것이다.

가 만들어짐에 따라 영원히 반복된다는 우주의 순환 구조

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로부터 삼 년 후, 작가는 단편 「거기 있나요」를 통해 또

다시 우주적 규모의 이야기를 내놓았다. 결국 인류에 관

한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신이 등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진화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 ‘우연’마저 과학적으로 설

계하는 <진화동기재현연구>가 벌어질 뿐이다.

<진화동기재현연구>의…… 연구 방법에서 기존의 유사 

프로젝트와 차별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진

화 재현에 실물 유기체를 이용하는 대신 특수 함수를 전

개시켜 그 연산 과정을 추적한다는 수학적 아이디어다. 

다른 하나는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수의 

전개 방향과 연계해 양자공간에 구축한 미시우주 시설

이다.2) 

그런데 이처럼 과학적으로 설계된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

의 서사에서 ‘신’을 발견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한 인간의 

‘고의적 장난’에 의해, 미시 우주계 안의 지구는 혼란에 휩

싸이고 피조물은 고통받는다. 그들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거대한 불규칙과 무지 속에서 겨우 삶을 이어 간다. 그리

Column

제10회 

김유정 문학상 수상작 

박형서 교수의 단편

「거기 있나요」 리뷰

신 과  우 주 ,  그  어 디  즈 음 에  닿 을  야 트 막 한  음 성

김태선

2011년 세계일보 신춘문예 문학평론 부문 당선

1)  예컨대 우주의 나이를 알아냈다는 현대의 과학도 결국 관측 가능한 우주의 영역 내에서만 수치화될 뿐, 

실제로 우주의 나이가 유한하다는 발견은 관측 불가한 우주의 영역에서는 의미를 잃는다.

2)  박형서, 「거기 있나요」, 『문학과사회』, 2016년 봄호, 153쪽.



56 5756 57

고 세대를 거쳐 우주로 번져 갈, 일종의 기도 행위를 거듭

한다. 이렇게 낯설지 않은 실험군의 역사는 관찰자(인간)

와 실험군의 관계를 넘어 신과 인간의 관계까지 조망하

게 한다. 그렇게 창조설의 개념은 지구의 범주를 넘어 우

주 차원으로 확장되고, 우리는 어느덧 우리 은하가 담긴 

구슬로 구슬치기하는 외계인의 모습(영화 <맨 인 블랙>의 

결말부)을 떠올린다. 인류가 아직 먼지가 되지 않은 이유

는 우리의 신이 다행스럽게도 ‘광 조교’와 같은 인간 존재

가 아니기 때문일까? 어쩌면 우리의 행성도 차갑게 식어 

갈 미래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결국 우리도 

누군가가 만든 특수 함수의 군체는 아닐까?

답을 해 보자. 신은 인간과 그렇게 다른 존재인가? 적어

도 박형서의 세계에서는 초월적 존재는 있어도, 인간성을 

초월한 인격체는 없었다. 그들은 우주의 처음과 끝에 대

한 지식이 있으면서도 도래할 미래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티마이오스」), 휴양도시 전체가 한 남자와 사랑에 빠지

기도 하며(「끄라비」), 한순간의 선택으로 문명의 일부가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거기 있나요」). 그들은 

모두 지극히 인간적인 고민에 시달리고, 샘이 많고, 얼핏 

경솔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인간의 가정으로 만들어

진 신의 존재가 인간을 닮은 것은 당연하다. 이야기의 진

행을 위해 그들은 실수해야 하지만, 단순히 실수라고 말할 

수 없는 삶의 무거움이 그 안에 존재한다. 인간이 만든 신

이건, 신이 만든 인간이건 그가 만들어낸 인물들은 치열한 

태도로 인생을 살아간다. 하나의 수식을 완성하기 위해 평

생을 바치고(「Q.E.D」), 온 생을 담아 최후의 대결을 벌이

기도 한다(「무한의 흰 벽」).

그것은 박형서라는 소설가가 소설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하다. 작가의 네 권의 작품집을 돌이켜 보면, 그가 하나의 

작품이 성공한 후 그 아류를 만들어 낸 적이 없는 작가라

는 걸 알 수 있다. 이때 소설 하나가 완성되기까지의 시간

을 단순히 그 소설이 쓰인 물리적인 시간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적어도 그의 소설은 단기간의 준비를 통해 이루어졌

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명확한, 논증적 문장들로 채워져 있

다. 그것은 삶 전반에 걸친 왕성하고 지속적인 호기심이 

만들어낸 총체적인 결과물에 가까워 보인다.

이토록 끝없는 이야기의 범람이라니, “이름을 가린다면 

내가 쓴 소설이라는 걸 알아볼 이가 없을 것”이라 말하는 

그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이다. 그가 앞으로는 

어떤 소설을 써낼지, 여전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인간은 현상 뒤에 본질이 있다고 

여긴다. 과학은 자연계를 유지하는 수많은 근본 법칙에 

대해 말하며, 세상의 모든 현상을 설명 가능한 범주 내로 

끌어들이려 한다. 그런데 과학은 모든 질문에 답을 줄 수 

없다. 과학은 인간의 DNA에 관해 설명할 수 있으나, 인

간의 존재 이유에 대해 말해 주지는 않는다. 인간이 살면

서 접하는 수많은 질문이 결국 풀리지 않는 그 자신의 존

재 이유와 맞닿아 있는 것에 비해, 과학은 극히 일부의 문

제만을 해결해 줄 뿐이다. 우리는 이 비좁은 세계에서 아

등바등 살아가고 있는데, 평범함의 원리에서 보면 우주에

서 지구 자체의 공간적 위치는 특별하지도 않다.

물론 과학의 존재가 인간에 대해 말해주는 지점은 분명히 

있다. 광활한 우주 안에, 그 모든 미지의 세계를 지적 탐

구 대상으로 보는 생명체는 인간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

리의 시선은 언제나 무엇을 알고 있는지보다 무엇을 모르

고 있는지에 향해 있다.

<진화동기재현연구>는 연구 자체에 창조설에 대한 부정

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가 진행될수록 선명해지

는 건 신의 존재이다. 그의 소설은 일상을 변주하고, 자연

과학 속 가능-불가능의 세계 안에 틈을 만들어 비집고 들

어간다. 친숙한 것들에 존재를 위협당하고 익숙한 것들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이야기는 언제나 그런 식으로 발전해 왔다. 현실과 

불가능 사이, 인류가 만들어낸 수많은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빈 공간에 대한 상상과 전복에서부

터 출발했다. 답이 부재한 빈 공간은 언제나 다른 빈 공간

의 등장으로 결코 메워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비어있지도 않는다. 현상 뒤에 본질이 존재하리라는 인간

의 믿음이, 매번 모습을 달리하며 그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중요한 건 증명 완료가 아니다. 중요한 

건 이야기의 마침이 아니라 이야기가 계속된다는 것이다. 

인간이 특별해지는 지점 또한 거기에 있다.

인간으로서 취할 수 있는 평범한 행복은 노트 바깥에 있

었다. 오직 인간으로서만이 취할 수 있는 특별한 행복은 

노트 안쪽에 있었다.4) 

중요한 건 그 ‘노트 안쪽’의 이야기. 박형서의 소설이 바로 

그것을 담고 있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나푸름.

2014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소설부문 <로드킬>로 등단

그의 소설은 일상을 변주하고, 

자연과학 속 가능 - 불가능의 세계 안에 

틈을 만들고 비집고 들어간다. 

친숙한 것들에 존재를 위협당하고 

익숙한 것들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나타난다.

박형서.

미디어문예창작학과 교수

소설가

3)  시간 순서대로 단편집『토끼를 기르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들』(2003), 

『자정의 픽션』(2006), 『핸드메이드 픽션』(2011), 『끄라비』(2014) 가, 

이외 한 권의 장편소설『새벽의 나나』가 있다.

4)  박형서, 「Q.E.D」,『끄라비』, 문학과지성사, 2014, 2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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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온고지신 이벤트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의 소식지 

KU Sejong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소식지의 콘셉트인 ‘온고지신’에 대해 

짧은 글, 시, 4행시를 작성하여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로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하여 

다음 호 소식지에 게재하고 소정의 선물을 증정 해드립니다.

-

11월 30일까지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절
취

선

보내시는 곳

1.  우편접수

30019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2511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행정관 홍보전략팀 소식지 담당자

2.  이메일접수

kuszine@korea.ac.kr

온 고 지 신

KU Sejong의 

스토리텔러, 

The 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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