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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올해는 본교가 개교한지 35주년이 되는 해다. 지난 2006년 한강 이남에 있는 대

학으로서는 최초로 비전이 선포되었고, 이후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던 학교가 조금 숨 고

르기를 하고 있는 현재, 3월 17일 농심국제관에서 본교 부총장의 이·취임식이 개최되었

다. 14대 부총장으로 임명된 식품생명학과 조홍연 교수는 취임사에 세종캠퍼스의 새로

운 역사를 써 내려가겠다고 다짐하며 제2의 창학과 ‘퀀텀점프(Quantum Jump)’를 비전

으로 제시하였다. 동시에 구체적인 목표로서 캠퍼스 특성화, 미래창의인재교육, 수월성 

융합연구, 대외협력 극대화, 행정시스템 혁신, 자랑스러운 명품 캠퍼스 구축, 지속가능한 

수익 사업 발굴의 7대 목표를 제시하였다. 조홍연 부총장을 만나 진솔한 목소리와 목표

를 들어보았다. 글 김유석 사진 홍인철

본 인터뷰는 조홍연 세종부총장 취임 후 4월 7일 진행된 것입니다.

제2의 창학, 퀀텀점프!

조홍연 신임 부총장 

KU Sejong  Special - 1

	 “세종캠퍼스가	침체했다.”

	 그렇다면	그러한	침체를	이겨내기	위해서	

	 제2의	창학과	퀀텀	점프를	비전으로	

	 제시하신	건가요?

일단 제2의 창학이라는 말은 저보다 총장님께서 먼저 제시하신 비전

입니다. 아주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캠퍼스의 중요한 것은 

차별성이라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제2의 창학이라는 말은 교육이나 

연구나 대외협력 그리고 행정 분야에서도 수월성과 차별성을 확보하

는 것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퀀텀점프는 그러한 확보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한 계단씩 차례차례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에 열 계단 오십 계단씩 빠르게 변화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세종이 

정상의 위치에 도달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시한 비전입니다.

	 7대	목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계획은 저에게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다

듬는 과정에 있습니다. 올해 5월 초까지는 이러한 계획을 끝낼 생각이

고요. 7개의 목표에 해당하는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할 생

각입니다. 일단 사업에 따라서 안암과 세종과의 규정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가속기 실험동과 산학협

력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 임기 중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대	목표를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구성원의 참여라고 생각해요. 참여를 이끌어 내고 많은 목소

리를 듣기 위해서 인문대, 경상대, 과학기술대학의 학과장 회의, 교수

회의에 다 한 번씩 참석했습니다. 저는 현장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

니다. 정책을 집행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현장에 잘 녹아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 학과의 학과지원 선생님들 조교 선생님들까

지 모두 모여서 회의실에서 전부 만났습니다. 애로사항도 듣고 시정

해야 할 사항도 듣고 지금 세종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총장님도 이런 데에서 공감대가 겹칩니다. 실제로 1

개월에 한 번씩 세종에 총장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정책과 안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를 늘려서 더 경쟁력 있고 미래

지향적인 캠퍼스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부총장으로	취임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부총장이	되시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왔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이전엔 과학기술대학에서 학장을 맡았었죠. 작년 8월 31일에 과기대 

학장직을 내려놓고 안식년을 떠나면서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임 총장님께서 부총장직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셨고, 세종캠퍼스 교

수님들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셔서 부총장직을 수락하게 되었습

니다. 대부분의 교수님이 임명동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년이 될 때까지 부총

장을 맡는 거잖아요? 정말 이 자리에 깊은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

다. 세종을 위한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생각, 다짐을 

시간 날 때 마다 하고 있죠. (웃음)

	 부총장님께서	바라보신	

	 본교의	현주소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91년도에 이 학교에 왔어요. 그때만 해도 안암에 있는 학과들

보다 성취도가 우수한 학과도 있을 정도로 수준이 높았어요. 90년대 

중후반 정도까지는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학교에 다녔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학부생들을 위해서 작동했어야 했던 교

육프로그램들에 문제가 생겼다고 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세

종캠퍼스는 한 마디로 표현하면 침체했다고 생각해요. 침체한 원인

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캠퍼스가 고려대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주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점은 교수님들, 

교직원분들, 학생분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캠퍼스의 중요한 것은 차별성이라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제2의 창학이라는 말은 교육이나 연구나 대외협력 그리고 행정 

분야에서도 수월성과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퀀텀점프는 그러한 확보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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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법	특강	온라인	활용교육	

	 방향과	방법	열려

4월 30일 본교 행정관에서 ‘교수법 특강 온라인 활용교육과 방향과 

방법: MOOC, Flipped class를 중심으로’가 열렸다. 교수학습지원

센터의 주최로 열린 이번 특강은 본교의 전임교원들에게 온라인 플랫

폼을 활용한 교육을 홍보하고 유치시키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연사를 맡은 김규태 정보전산처장은 염재호 신임 총장의 온라인 강

의 정책과 유연학기 정책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

한 교내의 온라인 교육규정 마련을 통해서 인터넷 강의 제도가 완성

되었으며, 이 제도를 통하여 온라인 강좌에 대한 지원이 있다는 것

을 설명하며 교수진의 온라인 강의 활용을 독려하였다. 김규태 처장

은 이에 대하여 “교내의 LMS(블랙보드 시스템)가 MOOC와 Flipped 

class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과 이미 연계되어 있어 온라인 강좌를 쉽

게 개설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위한 교수학습지원팀의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라고 자세히 설명하였다. 김규태 처장은 미래

의 교육이 온라인을 활용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으며, 교육 당국의 

K-MOOC 정책의 실행 등 온라인 교육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 역시 활

발히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역설하며 특강을 마무리하였다.

06

MOOC, Flipped class

미래의 교육이 온라인을 활용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으며, 교육 당국의 

K-MOOC 정책의 실행 등 온라인 

교육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 역시 활발히 

이루어져 있다. 

무크(MOOC : 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웹기반의 온라인 공개강좌를 가리킨다. 

온라인의 교육이 정규교육의 보조 수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수업과 시험시

스템을 포함하는 완전한 대학 교육의 대체수단이 되는 것이다. 무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좌를 널리(massive) 공개(open)하기 때문에 기존 대학 교육 체계를 크게 바꿀 것이라고 

예상된다. 글 김유석

대학교육의 변화를 이끄는 고려대학교

01. ‘교수법 특강 온라인 활용교육 방향과 방법’ 열려

02. 고려대학교, K-MOOC의 선두주자로 나아가다

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K-MOOC

새로운 영역을 선도하다

KU Sejong  Special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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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K-MOOC의	선두주자로	

	 나아가다.

무크(MOOC : 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웹기반의 온라인 

공개강좌를 가리킨다. 온라인의 교육이 정규교육의 보조 수단에 머

무르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수업과 시험시스템을 포함하는 완전

한 대학 교육의 대체수단이 되는 것이다. 무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좌를 널리(massive) 공개(open)하기 때문에 기존 대학 교육 체계

를 크게 바꿀 것이라고 예상된다.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탄생한 무크는 2012년 스탠포

드 대학의 무크 포맷인 코세라가 대 성공을 거두면서 급격히 성장했

다. 현재 무크의 탄생지인 미국 뿐 아니라 일본, 중국, 유럽 등에서 

유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부도 이러한 시류에 응답하여 한국

형 무크(K-MOOC : 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를 도

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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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명 ‘거꾸로 교실’이라고 불리는 플립드 클래스(Flipped class)

역시 주목받고 있다. 플립드 클래스는 가정에서 인터넷 수업을 한 뒤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학습 방법을 의미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시스템이며 몇몇 대학교와 사이버 대학교들을 중심으로 유

행하고 있다.

본교는 교육부의 한국형 무크 10대 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플립드 

클래스를 이용한 온라인 강좌 역시 계획하고 있다. 신임 염재호 총장

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취임사와 더불어 여러 차례 온라인 강좌

와 연관된 유연학기제의 실행을 강조해 왔다. 본교는 이러한 무크를 

비롯한 온라인 강좌와 학교 현장에서의 강좌가 서로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첫째는 온라인 공개강좌를 위한 제도적인 마련이다. 본교는 올해 1

월 온라인 강의 정책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체계의 마련을 위하여 온

라인 교육 규정을 다듬었다. 이 규정은 무크와 더불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모두 활용하는 강좌인 플립드 클래스를 다루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온라인 강좌를 개설하는 교수들은 학교로부터 장비

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둘째는 온라인 공개강좌를 위한 포맷의 마련이다. 본교는 올해부터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의 포맷을 EKU에서 블랙보

드(Black Board)로 옮겼다. 블랙보드 시스템은 강의자료 업로드와 

본교는 이러한 온라인 활용 강좌를 

최초로 실행하는 선구자가 되었다.

이는 미래의 대학교육에 대한 

대비이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반가운 일이다. 본교의 

새로운 도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한국 대학교육의 발전을 

이끌기를 기대한다.

MOOC, Flipped class

과제 제출의 기능에만 충실 했던 EKU와는 달리 유튜브, 플리커 등의 

프로그램들과 호환되며, 무크와 플립드 클래스와도 원활하게 연동된

다. 이에 대하여 교수학습 지원센터 김신웅 연구원은 “강의의 질 향상

과 온라인 강좌 수업을 위하여 블랙보드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이는 

국내 최초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제도적, 시스템적인 준비를 통해서 현재 본교 안암캠퍼스에서

는 이번 1학기부터 플립드 클래스와 무크에 해당하는 강좌를 개설

하여 실행하고 있다. 김규태 처장은 “이번 온라인 활용 강좌에는 한

문학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온라인 강좌 개설에 대한 본교의 제도적 

지원이 훌륭하다는 증거”라고 역설했다. 그리고 본교 세종캠퍼스 역

시 교수법특강 온라인 활용교육과 지속적인 워크숍을 통하여 온라

인을 활용하는 강좌가 활발히 개설될 전망이다.

무크와 플립드 클래스는 미래 교육의 기술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시

스템들이다. 무크 플랫폼 형태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플랫폼인 에덱스

는 3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의 무크 플랫폼

인 코세라는 12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울산

과학기술대 등 플립드 클래스를 이용한 대학원 수업역시 확산 하고 

있다. 

본교는 이러한 온라인 활용 강좌를 최초로 실행하는 선구자가 되었

다. 이는 미래의 대학교육에 대한 대비이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 반가운 일이다. 본교의 새로운 도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한

국 대학교육의 발전을 이끌기를 기대한다.

고려대, 조홍연 세종부총장 취임 

세종캠퍼스 

제2 창학을 위해 7가지 목표 제시

고려대학교(총장 염재호)는 3월 17일(화) 오후 3

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농심국제관 국제회의

실에서 제13·14대 세종캠퍼스 부총장 이·취임식

을 개최했다.

염재호 고려대학교 총장은 식사에서 “개교 35주

년을 맞이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올해가 제

2 창학의 출발점”이라며, “세종캠퍼스가 21세기 

‘개척하는 지성’을 길러내는 데에 있어 ‘미래융합캠

퍼스’로 거듭나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중이온

가속기 연구실험동과 산학협력관을 조만간 착공

하겠다”라고도 했다. 염 총장은 “세종캠퍼스 발전

을 위해 앞으로는 자신이 세종캠퍼스에서 열리는 

처장회의에도 매월 1회 참석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승일 전 부총장은 2년 6개월간의 임기에 대한 

소회와 신임 부총장에 대한 당부를 밝힌 이임사

에서 “세종캠퍼스를 융합전공 중심 캠퍼스로 발

전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염재호 총장님

과 세종캠퍼스 교수님들께서 압도적인 지지로 인

준을 해 주신 조홍연 부총장님이 힘을 합하게 되

었으므로, 제가 하지 못하여 항상 마음속에 맺혀

있는 세종캠퍼스의 숙원사업들도 두 분의 전적

인 지원 하에 좋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확신”한다

고 밝혔다.

조홍연 신임 세종부총장은 취임사에서 “세종캠

퍼스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데 혼신의 힘

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올해 설립 35주년을 맞

은 “세종캠퍼스의 제2 창학을 위한 퀀텀 점프

(Quantum Jump)”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 조 부총장은 “캠퍼스특성화, 미래창의인재

교육, 수월성 융합연구, 대외협력 극대화, 행정

시스템 혁신, 자랑스러운 명품캠퍼스 구축, 지속

가능한 수익사업 발굴” 등 7대 목표를 제시했다. 

본교 행정학과 출신인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축사에서 “앞으로 세종시와 세종캠퍼스가 함께 

발전토록 하자”라며, “지난 2006년 구상한 신

도시 제3캠퍼스 조성의 속도를 이젠 낼 때”라며 

“고려대가 정부청사 시대를  맞은 세종시 발전의 

제2 추동력이 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행

사에는 염재호 고려대학교 총장을 비롯하여 이

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임상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의장, 선경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

사장, 정순찬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

조홍연 신임 세종부총장은 1973년 고려대 식품공

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식품공학 석사, 일본 

교토대에서 농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동안 

고려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소장, NURI 식품바이

오사업단장, 건강바이오식품사업단장, 국무총리

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과학

기술대학 학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지난 3월 1일 

고려대학교 제14대 세종부총장으로 임명되었고, 

임기는 2017년 2월 28일까지 2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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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인문대학 춘계 

심포지엄 ‘나의 인문학’ 열려

R&D 미래전략 

제 1회 특별 심포지엄 열려

인문대학이 주최한 2015 인문대학 춘계 심포지

엄이 ‘나의 인문학’을 주제로 4월 16일부터 17일

까지 열렸다. 대천 한화리조트에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은 인문학·사회과학·예술학 각 세 분야

의 전공교수가 최근 연구주제와 경향을 설명하고 

토론을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북한학과의 가브로센코(Gabroussenko) 교수는 

‘1950년대 북한, 소련 가족의 운명 : 알려지지 않

은 비극’이라는 이색적인 주제로 북한과 소련의 국

제결혼 및 그 추이를 다루었고, 이어서 독일문화

학과의 서장원 교수가 인문학 위기 시대에서 인문

학의 진정한 실체에 관해 ‘Studia humanitas와 

Art liberales’를 발표하여 논쟁을 벌였다. 또한 미

디어문예창작학과의 박유희 교수는 권위주의 하

의 영화 검열에 대해 ‘한국영화 검열과 재현의 역

학 : 박정희 정권기를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방병선 인문대학장은 “인문학과 사회과학, 예술 

분야의 융복합적 입장에서 미래지향적 학문의 발

전을 시도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기획하였다”라며,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5월 6일 농심국제관에서 본교 광전자신소재연구

소가 주관한 ‘이산화탄소 재활용을 위한 R&D 미

래전략 제1회 특별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날 

강연은 R&D 정책전문가들을 초청해 기후변화의 

전망과 그에 따른 피해 인식을 높이고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토론하기 위해 열렸다. 

첫 번째 강연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주요 

내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환경부 이형섭 박사가 

맡았다. 

강연에서 그는 배출권거래제의 내용과 적용대

상 등을 설명해 배출권거래제의 효용성을 강조

하였다. 두 번째 강연은 ‘포집 이산화탄소의 산업

원료 활용 전망’이라는 주제로 한국화학연구원

의 김범식 박사가 맡아 산업원료로서의 이산화탄

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서 세 번째 강연은 

‘CCS(carbon capture & storage)기술의 현재

와 미래’라는 주제로 (재)한국이산화탄소포집 및 

처리연구개발센터의 박대성 박사가 맡았다. 강연

에서 그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인 CCS

가 차세대 저탄소 녹색성장을 가능하게 할 기술

이라고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강연은 ‘산

업공정 발생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자원화 기술 

개발’이라는 주제로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황계순 박사가 맡았다. 그는 산업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것이 새로운 자

원 기술이 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

강연에 참가한 우문영(신소재화학과 15) 학우는 

“강의를 통해 CO2가 여러 가지 방안으로 활용되

어 자원이 된다는 사실에 놀랐고 나 역시 미래를 

위한 자원 개발을 위해 힘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

다”라고 소감을 남겼다.    

세종경영연구소와 SSK 삶의 질 연구단이 합동 

주최한 ‘공동 정책심포지엄’이 5월 20일 석원경상

관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기업-가정-지역

사회 지속가능 모델’을 주제로 세 조직의 협력, 발

전을 위한 연구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첫 발제를 맡은 오단이 세종경영연구소 교수는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제목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은 낮은 지속가능성의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캄

보디아의 ‘L-Beauty’와 ‘고엘공동체’를 예시로 들

며 사회적 기업을 제시했다. 김종선 과학기술정책 

연구원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에서 사용자 참여 

활성화 방안 ― 사회·기술 시스템 전환의 관점’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그는 공급자 중심의 사회문

제 해결 정책을 문제점으로 제시하면서 다방면의 

4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세종시 

철도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한국 철도산업 경쟁력 

확보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

현 의원과 이해찬 의원이 주최하고 본교 경제통계

연구소와 세종시 철도클러스터 건립 추진 위원회

가 주관한 이 세미나에서는 철도클러스터 조성의 

필요성을 연구하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세미나는 본교 경제학과 김원년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이종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

대학원 교수가 ‘학교철도의 철도 부품개발 활성

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발표 이후에 장대성 우송

대학 철도차량시스템학과 교수, 이경철 철도기술

연구원 정책기술 융합연구 실장 등 석학들과 관

계자들의 토론이 벌어졌다. 

세미나를 주최한 박수현 의원은 “세종시와 공주

시에 철도R&D의 인력양성과 기업유치에 중점을 

둔 철도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지속적 의견수렴만이 현대사회 문제점을 해결하

는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다음으로 김은정 부경대 교수는 ‘지속가능한 사

회적 돌봄 체계구축에서 공동체적 접근에 관한 연

구’ 발제에서 지역공동체를 지리적 영역, 돌봄생

산의 장, 돌봄역량 보유 주체로서 유형화하여 사

회적 돌봄의 공동체적 접근을 제시했다. ‘여성의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과 정책

적 함의’를 발제한 박정열, 손영미 서울과학종합

대학원생은 30대에 급격히 떨어지는 여성 경제활

동 참가율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공무원, 기업 

근로자, 해외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

과를 발표하였다.

주용제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실질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주제를 구체적으로 논

의할 수 있도록 물꼬를 튼 것 같다”라며, “사회적 

개발, 국제 협력 개발은 이윤과 이익이 아닌 소명

과 책임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심포지

엄에 참석한 김유진(경영학과 14) 학우는 “사회

에서 대두되는 문제점들을 상기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배울 수 있었던 기회였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SSK 삶의 질 연구단 - 

고려대학교 세종경영연구소

‘공동 정책심포지엄’ 열려

세종시 철도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세미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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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 본교 한국학연구소가 주최한 ‘2015년 

한국학연구소 춘계 학술대회’가 ‘번역의 난제들’을 

주제로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수많은 학우와 

교내외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본교 및 타교 교

수들이 발제한 뒤 종합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

되었다.

첫 발제를 맡은 양기찬(수원대학교 연극영화학

부) 교수는 ‘번역, 현상과 실제: 희곡 작품의 번역

과 문제’에서 희곡 작품 번역을 근거로 제시하여 

어휘/어감, 사회문화적 현상 등으로 인한 차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번역법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봉준수(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는 ‘번역

과 정체성: 누가, 무엇을, 왜?’ 발제에서 번역의 권

력 문제를 다루었다. 그는 국내의 영어 위상으로 

인해 번역이 하나의 고급문화로서 사회문화적 정

3월 30일 콜롬비아 교육부 부장관(나탈리아 아리

사 라미레스/Natalia Ariza Ramirez) 및 관련 인

사들이 본교를 내방하였다. 이번 방문은 본교의 

우수한 교육시스템에 대한 벤치마킹과 국제교류 

관련 논의를 위해 주한 콜롬비아 대사관의 요청

으로 이루어졌다.

체성 형성에 이용된 예시를 들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김랑혜윤(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

수는 ‘재귀대명사의 번역에 대한 고찰’에서 단순히 

재귀대명사를 일대일 대응으로 번역할 수 없으며 

대명사가 지시하는 선행사 등 통사적·담화적 환

경을 복잡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부에서는 김형엽(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

수가 ‘번역과 언어 정보의 역할: 귀추, 귀납, 연역’ 

논문을 통해 언어 위주의 번역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번역자 교육을 위한 세 단계의 훈련과정

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정우(경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번역 보편소의 한 사례 ― 

텍스트 유형에 따른 명시화의 차이 ―’ 논문에서 

번역 보편소의 선택적 명시화와 의무적 명시화에 

대한 가설을 세웠다.

학회에 참여한 안혜민(영어영문학과 12) 학우는 

“전공을 공부하며 막연하게만 느꼈던 번역의 어려

움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들을 수 있어 유익했

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4월 2일 학술정보원에서 ‘2015 학술전자정보 박

람회’가 열렸다.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이 행사는 다양한 전자정보 서비스를 소개하

는 한편 개편된 학술정보원 홈페이지를 홍보하여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개최되었다. 현재 학술정보

원 홈페이지에서 전자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교

보문고, 교육미디어, 신원 데이터넷 등 14개의 기

업이 홍보 부스를 운영했으며 오디오북, e-book, 

논문 검색 등의 서비스를 직접 시험해 보였다. 이 

서비스는 학생들에게 공무원 시험, 한자 급수와 

관련된 온라인 강의, 출처가 명확한 논문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이용 안내 확인 스탬프를 모은 학

생들에겐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받을 기회

가 주어졌다.

행사에 참여한 최성옥(미디어문예창작학과 14) 

학우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논문, 통계자료 사이트 등 다양한 정보를 많

이 얻었고 앞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

고 소감을 남겼다. 

‘2015년 한국학연구소 

춘계 학술대회’ 열려

콜롬비아 교육부 부장관 일행 

본교 방문

학술전자정보 박람회 열려

학생홍보대사 홍랑이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의미 있는 활동을 벌였다. 이날 홍랑 12명은 약 

40명의 환경미화원분과 함께 새벽 일찍부터 교내 

청소에 나섰다. 환경미화 일정이 끝난 뒤 단원들

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평소 어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른 

시간부터 학생들의 편의공간을 관리해주시는 분

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분들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며 감사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 참여한 홍랑 안혜민(영어영문학과 12) 학

우는 “미화원 아주머니께 조금이나마 감사의 마

음을 전달해드릴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호연학사 호연4관에 위치한 스카이카페에서 기숙

사생 영어실력향상을 위한 영어 프로그램을 진행

한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뤄지며, 각 요일마다 한명의 교환학생이 주제토

론이나 게임, 프리토킹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다. 또한 화요일 오후 5시부터 7시, 수요일 6시부

터 8시에는 외국인 교원과 함께 영작이나 면접 인

터뷰 등 전문적인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영어 교육을 맡은 Thomas Enda Kelly 교원은 

“한국 학생들은 영어 수업은 열심히 듣지만, 이후 

이를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라며, “영어 스피킹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는 스카이 카페 같은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여 다양한 영어를 쓰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당신도 나의 어버이입니다.’

스카이카페, 

기숙사생 영어실력향상 

프로그램 실시

4월 28일 본교 행정관 부총장실에서 LG U+의 교육전산망 장비 기증식이 진행되

었다. 이번 전달식을 통해 LG U+는 6천만 원 상당의 QoS(Quality of Service)

장치를 기부하였다. QoS장치란 데이터를 목적지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보내기 

위해 대역폭, 우선순위 등 네트워크자원을 할당해 주어진 네트워크자원에 각종 

응용프로그램의 송신 수요를 지능적으로 맞춰주는 기술이다. 이번 기부를 통해 

본교는 유선 랜 구간과 달리 QoS장비가 없었던 무선 랜 구간에도 QoS장비를 설

치하게 되었다. 한편, 올해 LG U+와 본교는 교육전산망 3년 재계약을 확립하였

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학생들은 더 나은 인터넷서비스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5월 19일 본교 행정관에서 학생문화기금전달식이 열렸다. 학생문화기금은 5월 7

일에 개최된 제3회 ‘aKUStic Festival’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나눔 장터에서 학우

들이 자율적으로 기부한 수익이며, 총액 595,900원이 모였다. 

학생문화기금 기부에는 학생홍보대사 홍랑과 사회봉사단을 비롯하여 한국기독

학생회(IVF), 13학번 여학우, 좋은 우리, 고타투 등 총 6개 동아리 및 학생단체가 

참여하였다. 학생문화기금은 향후 재학생들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사용될 예정

이다.

1. LG U+와 교육전산망 장비 기증식 및 MOU 체결

2. 학생문화기금전달식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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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전인지, 김민선 학우가 국내외를 막론하

고 각종 필드에서 우승하여 본교의 위상을 드높

였다. 김세영(사회체육학부 11) 학우는 3월 19일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 오아후 코올리나 골프클

럽에서 열린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경기는 역

전을 거듭하여 일궈냈기에 더 특별했다. 김세영은 

18번 홀에서 티샷이 물속으로 빠지는 난항을 겪

었다. 그러나 위기를 벗어나 자웅을 겨루던 박인

비와 연장전에 돌입하며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연장전에 돌입하여 두 사람 모두 티샷을 나란히 

페어웨이로 보낸 상태에서 김세영의 두 번째 샷이 

샷 이글로 연결되며 승리를 확정지었다. 김세영 

학우는 “매번 우승할 때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

거나 장애물을 극복하는 일이 생기곤 한다. 어떻

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기분

은 좋다”라고 우승 소감을 전했다.

전인지(사회체육학부 13) 학우는 4월 19일 열린 

한국 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삼천리 투게더 

오픈에서 초대 우승컵의 주인이 되며 시즌 첫 승

을 거뒀다. 이어 5월 10일에는 일본 여자프로골

프(JLPGA) 투어 월드레이디스 챔피언십 살롱파

스컵에서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2위인 우에다 모

모코를 4타 차로 여유 있게 제치며 이뤄낸 이번 

승리는 신기록의 연속이었다. JLPGA 투어 데뷔

를 메이저대회에서 치르고, 심지어 우승까지 이뤄

지난 4월 30일 고려대학교 약학대학이 베트남국

립농업대학교(Vietnam National University of 

Agriculture, 이하 VNUA)와 학문교육협력을 위

한 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학

교는 향후 감염병 관련 전임상 및 임상실험에 협력

하고 교수와 학생의 인적교류와 협동연구를 진행

할 계획이다.

VNUA은 베트남 수도 Hanoi에 위치한 국립대학

으로 베트남 수의학 분야에서 최상위 랭킹을 차

지하고 있다. 이 대학은 1956년에 설립되었으며 

약 1,340명의 교직원과 38,484명의 학생들이 재

학 중이다. 이번 MOU 체결을 위해 VNUA에서는 

총장(Tran Due Vien) 및 수의과대학 학장(Trinh 

Dinh Thau)을 포함한 14명의 관계자들이 본교

를 방문하여 학생들의 교육여건 및 행정시스템을 

살펴보았다.

낸 경우는 JLPGA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또

한 전인지는 20세 273일의 나이에 우승함으로써 

대회 역대 최연소 우승자(이전 최연소 우승자는 

21세 215일) 기록을 경신하였다. 이번 우승을 통

해 전인지는 세계랭킹 24위에서 21위로 순위를 

세 계단 뛰어오르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김민선(국제스포츠학부 14) 학우는 5월 3일 무

주군 안성면의 무주 안성 CC에서 열린 한국 여자

프로골프(KLPGA) 투어 제5회 KG·이데일리 레이

디스오픈에서 트로피의 주인이 되었다. 김민선은 

대회 마지막 날 버디만 무려 8개를 기록하며 8언

더파 64타를 쳤다. 또한 최종합계 18언더파 198

타로 KLPGA 투어 사상 54홀 최소타 타이기록

도 세웠다. 지난해 데뷔한 김민선 학우는 이번 우

승을 통해 개인 통산 2승째를 달성하였다. 그녀

는 많은 이가 우려하는 2년 차 징크스에 빠지기는

커녕 드라이버 샷 평균 비거리 1위를 달리는 등 패

기 넘치는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자 골프 천하 평정!

약학대학, VNUA와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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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 본교 농심국제관에서 학술정보원 주최 

‘KU Sejong Reading Plan’의 일환인 ‘이야기가 

있는 도서관’이 열렸다. 연사를 맡은 유시민 작가

는 ‘나의 한국 현대사’라는 책을 중심으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개인의 삶을 조명해야 함을 표방했

다. 특히 현재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자유, 권리가 

역사적 투쟁과 발달과정 속에 생겨났기 때문에 더

욱 소중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끝으로 청년들이 

과거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미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전달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황현정(공공행정학부 

15) 학우는 “현재의 젊은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

한 자질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유

시민 연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옳고 그름을 가

리는 ‘도덕적 본능’과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준비 

기간을 견디는 ‘인내력’이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본교 한국학연구소가 주최 및 주관하고 세종시가 

후원하는 제1기 세종 인문지리학교가 열렸다. 세

종 인문지리학교는 5월 2일부터 6월 13일까지 개

교식과 수료식을 포함해 6회에 걸쳐 농심국제관

에서 매주 토요일 이뤄졌다. 세종시 역사문화자

원의 스토리텔링 연구(본교 한국학연구소 개발)

를 바탕으로 기획된 세종 인문지리학교는 ‘세종시

의 어제, 오늘, 내일로 떠나는 인문 여행’을 주제

로 삼고 있다. 네 번의 수업은 ‘백제가 살아있는·

세종을 기억하는·국난을 극복해 온·미래를 창조

하는 세종시’라는 소주제로 강연과 답사를 겸하여 

진행됐다. 신동학 문화체육관광과장은 “인문지리

학교가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소통의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인문학 소양 함양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세종 인문지리학교 열려

유시민 ‘나의 한국 현대사’ 

명사 초청 강연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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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법 특강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노하우 대공개’

4월 30일 석원경상관에서 세종교수학습지원센터

가 주최한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노하우 대

공개’ 학습법 특강이 열렸다. 이번 강연에서는 ‘대

학생활 진로 정하기’, ‘변화하는 산업을 알자’, ‘멋

진 대학생활이란?’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대학생

들의 취업 전략과 미래 설계법을 전달하였다.

강연을 맡은 한국갭이어 진로 컨설턴트 최경희 연

사는 다양한 박람회에 참여하여 관심의 폭을  넓

히고 발전하는 기술에 발맞춰야 함을 역설하면서, 

3D 프린트 산업과 오큘러스VR 등을 예시로 소개

했다. 또한 그녀는 본인의 관심 분야의 자료를 폭

넓게 정리하여 전망 있고 전공과 접점이 있는 분

야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달했다. 토익 점수 

등 부수적인 도전이 아닌 실전을 배울 수 있는 참

신한 도전을 해야 하며, 새로운 사람과 지역을 접

할 필요가 있고, 노하우 없는 활동과 장기적인 기

획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의에 참여한 이맑음새(미디어문예창작학과 13) 

학우는 “천편일률적인 대외활동이 아니라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 겉보기에 전공과 관

련 없다고 생각하는 직종에서 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방법 등 대학생활을 넘어 향후 삶까지도 생각

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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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 본교 농심국제관 국제회의실에서 국제

교류교육원의 주최로 ‘2015년 2학기 세종캠퍼스 

해외 파견 교환학생 설명회’가 열렸다. 

해외 파견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파견시점을 기

준으로 총 학기평균 평점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학부생의 경우 2학기 이상, 편입생은 1학기 이상

의 성적조건을 소지해야 한다. 그리고 파견 대상

학교의 최소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회학과 콜로키움 열려

해외 파견 교환학생 

설명회 개최

국제교류교육원은 위 조건을 충족한 지원자의 자

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 지원자와의 영어면접 총 

세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외 파견 교환학생 프로그램 

설명에 앞서 ITS(International Town at Sejong)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제공했다. ITS 프로그램

은 본교 재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외국의 교환학생

들과 함께 생활하며 영어실력을 키울 수 있는 생

활학습형 프로그램이다. 

설명회 진행을 맡은 국제교류교육원의 홍석경 주임

은 13개 국가의 각 협정학교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파견학생들의 경험담을 소개하였다. 설명회에 참석

한 서연아(경영학과 13) 학우는 “교환학생 프로그

램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어 유익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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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인간의 몰락

기차는 꽃그늘에 주저 앉아

일본행정의 역사와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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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 저술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회학과 김윤태 

교수의 신간 『사회적 인간의 몰락』이 지난 3월 출

간되었다. 그는 이 책에서 고립되고 원자화한 경

제적 인간이 확산하면서 사회적 인간이 서서히 죽

음을 맞이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그에 따라 우리 

사회가 어떤 양상으로 변화해가는지, 또 왜 사회

가 점점 약화하고 분산되고 해체되는지 비판적으

로 조명하고 있다. 

책 속에는 사회적 인간의 몰락을 증명하는 6가지 

사회현상으로 노동 유연화와 현대판 프롤레타리

아인 '워킹 푸어'의 출현, 국가의 쇠퇴와 자본의 

지배, 오리엔탈리즘, 네트워크 속에서 고독한 대

중, 수동적인 시민을 양산하는 '관리된' 민주주의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현상들의 지

속 및 개인주의·자본주의의 팽배가 개인뿐만 아니

라 사회를 피폐하게 할 것이라며 비판한다. 더불

어 사회 참여 및 공동선의 추구를 피력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 김윤태 / 이학사 / 페이지 351

전 미디어문예창작학과 교수 김명인 시인의 새 시

집 『기차는 꽃그늘에 주저앉아』가 3월 출간되었

다. 김명인 교수는 1973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등단한 이후 시집 『동두천 東豆川』, 『머

나먼 곳 스와니』, 『물 건너는 사람』, 『파문』, 『꽃

차례』, 『여행자 나무』 등을 출간하며 활발한 창작

활동을 이어왔다. 『기차는 꽃그늘에 주저앉아』에

는 2001년부터 가장 최근에 창작된 시들이 시간 

역순으로 담겨 있다. 주목할 점은 모든 시가 10

행 내외라는 형식을 고수함으로써 실험적인 면모

를 띤다는 데에 있다. 이렇게 10행으로 수렴하는 

시편들은 시의 산문화라는 경향과 뚜렷하게 구분

되는 지점에서 독자에게 고유한 서정 세계를 선

보인다. 김명인 교수의 말에 따르면, “시의 형식은 

움직임의 질서”이며, “그 내적 필연성에 따라 상호 

의존적으로 시를 구체화한다.” 따라서 “시인이 형

식으로 고르고 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시어

가 형식으로 고르고 시는 써지는 것이다.” 즉, 이 

시집의 형식미는 의지에 의한 발생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필연이다.

저자 김명인 / 민음사 / 페이지 88

공공행정학부의 김상봉 교수가 번역한 『일본행정

의 역사와 이론』이 고려대학교출판부에서 발간되

었다. 김상봉 교수는 도쿄공대에서 사회공학 박

사학위를 받고 일본 미쓰비시종합연구소, 노무리

종합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등 일본의 행정 분야에

서 다년간 경력을 쌓은 바 있다. 또 한국도시행정

학회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본교 공공행정학부

장·행정대학원장·사무처장을 역임하는 등 국내에

서도 꾸준히 행정 전문가로 활약해왔다. 『일본행

정의 역사와 이론』은 일본의 행정과 정책 그리고 

정치제도를 역사와 이론이라는 양 측면에서 접근

한다. 

1부에서는 내각제도 및 각종 행정 제도의 형성과 

발전(역사)을 다루고, 2부에서는 행정학의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일본의 행정 현실을 파악

하고 설명함(이론)으로써 두 시각에서의 접근을 

실현한 것이다. 이는 한국의 행정 현장이나 주요 

행정 이론 및 제도들을 일본의 행정 현실에 비추

어 볼 기회를 제공한다.

저자 가사하라 / 히데히코 / 역자 김상봉 /

고려대학교출판부 / 페이지 360

4월 29일 본교 인문대에서 사회학과 콜로키움 

‘디지털, 소셜 플랫폼, 그리고 지속가능성’이 열렸

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사회학과 김윤태 교수

가 사회를 맡았고, 김좌우태 UCO마케팅 그룹대

표가 발표를 진행했다. 김좌우태 대표는 사회학

의 주요개념과 더불어 소셜플랫폼과 사회적 경제

의 주요논의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특히 사회적 

경제의 실제 사용사례와 이에 따라 수반되는 한

국 경제의 변화에 대한 예측에 집중하였다. 김좌

우태 대표는 “디지털 플랫폼 안에서 소셜파워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역설하며 강의를 마쳤다. 

발표가 끝난 이후에는 질의응답과 토론이 진행되

었다. 윤수병(사회학과 13) 학우는 “부의 재분배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의 힘이 작용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했다. 김좌우태 대표는 “부의 분배과정

에서 사회적인 기업들을 활용한 사례를 서유럽과 

북유럽의 경우에서 잘 찾아볼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다”라고 

대답하며 강의를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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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사회체육학부가 국제스포츠학부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탈바꿈한지 2년째가 되었다. 그리

고 올해 국제스포츠학부에 새로운 신입생으로 소치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쇼트트랙의 공상정 

선수(국제스포츠학부 15)가 입학하였다. 공상정 선수의 본교에 입학한 이유와 소감, 그리고 

본교에서 그리는 청사진을 진솔하게 들어보았다. 글 김유석

KU Sejong People 

쇼트트렉 금메달리스트 

공상정 학우

최근 국가대표 선발 2차 자격대회에서 좋은 성

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에 대한 소감과 2014-2015시즌 준비과정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어요?

부상 때문에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어요. 국

가대표로도 활동하지 못했고요. 부상에서 회복하

면서 기본기를 다시 다지는데 집중했습니다. 코치

님과 함께 기본적인 활주자세부터 시작했습니다. 

밸런스를 찾는데 집중했고 이것이 좋은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본교 국제스포츠학부에 입학하게 된 이

유와 소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고려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크게 2가지에요. 첫 

번째는 제가 저희 학년 운동선수 중에서 성적이 

가장 좋았어요. 덕분에 고려대학교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고려대학교를 진학

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자유롭게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

이에요. 한국체육대학교나 광운대, 경희대 같은 

타 대학교는 쇼트트랙이 팀 종목이에요. 대학의 

팀에서 소속된 상태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반면

에 고려대학교는 쇼트트랙이 개인 종목입니다. 따

라서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개인훈련에 더 전력을 

다할 수 있고 생활의 루틴을 바꿀 필요도 없었어

요. 이 두 가지 점이 고려대학교에 진학하게 된 이

유입니다.

본교 재학생 동계종목 선수 중 막내로서 학교에 

대해 바라는 점이 있나요?

운동선수로서 학교에서 많은 지원이 있으면 좋죠. 

(웃음) 좀 단순한 이야기지만 학교에서 나눠준 트

레이닝복이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고려대학교 마

크가 달린 운동복을 입고 운동을 하고 싶은데 하

나 밖에 지급을 못 받았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부

터 개선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대표 자리를 놓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입장

에서 쇼트트랙 선수로서의 자신 있는 종목이나 

특기가 있나요?

다른 선수들과의 비교보다는 저의 장점에 더 집중

하고 싶어요. 500m에서는 제가 강점이 있다고 생

각하고 있어요. 제가 순발력이 좋은 편이에요. 특

히 단거리에서 스타트를 할 때 순발력이 아주 중

요해요. 지구력을 좀 더 요구하는 1000m 이상의 

종목보다는 순발력에 강점을 두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국가대표 선발전 외에도 오사카 주니어 선

수권 대회에서 종합1위를 했는데 이에 대한 소

감이나 비결이 있나요?

이번이 제가 마지막으로 나갈 수 있는 주니어 대회

였어요. 이제 나이가 찼거든요. (웃음) 정말 마음

을 편하게 먹고 출전했어요. 부담감보다는 즐기자

는 마음으로 출전했는데 이 점이 좋은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선수 그리고 학생으로서 앞으로의 계획과 꿈에 

대해서 말해주시겠어요?

선수로서는 매일 한 단계씩 더 성장하는 것이 목

표입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을 목표로 하고 있

습니다. 가장 가까운 3차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

생으로서는, 대학생활을 좀 더 즐기고 싶어요. 선

수생활과 함께 대학생활에서의 학업생활도 재미

있게 하고 싶어요.

공상정 선수는 대학에 막 입학한 여느 새내기들

과 다를 바 없는 풋풋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다. 그

리고 선수로서의 자기분석과 계획이 명석하였다. 

또한 선수와 학생으로서의 당찬 포부를 보였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펼쳐질 ‘금빛레이스’

를 향한 그녀의 여정을 기대해 본다.

2014 제19회 코카콜라 체육대상 우수단체상

2014  제22회 소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금메달

2012 제28회 회장배 전국남녀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대회 여자고등부 500m 금메달

2012 제29회 전국남녀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대회 금메달 

2018 평창을 

향한 

금빛레이스!

이번이 제가 마지막으로 

나갈 수 있는 주니어 

대회였어요. 

정말 마음을 편하게 먹고 

출전했어요. 부담감보다는 

즐기자는 마음으로 

출전했는데 이 점이 좋은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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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걸어보지 않은 길을 가려면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기에 대개 우리는 안

전한 길을 택하곤 한다. 하지만 우리가 편하게 걷는 길도 분명 과거 누군가의 수고

로 만들어졌다. 북한학이란 분야가 그렇다. 가까이 있지만 늘 베일에 싸여 있고, 쉽

게 입에 올리기 어려운 역사적 배경이 있다. 북한학이란 학문분야가 생기고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모두 열정과 용기를 가지고 이 분야를 택한 사람들 덕

분이다. 본교의 북한학과에도 첫 발자국을 찍은 선배들이 있다. 북한학과를 1기 입

학·졸업하고 다시 모교의 강단에 선 홍은정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글 김민정 사진 홍인철

KU Sejong People 

북한학과 

홍은정 교수

1997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1기 입학

2000  고려대학교 북한학 학사 

2003  고려대학교 대학원 북한학 석사 

2014  중국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

2015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임용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

어떤 계기로 북한학과를 선택하게 되셨는지 궁

금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학생

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전공을 선택할 때도 제가 

관심 있는 사회과학 분야를 살펴보았습니다. 수능

시험을 치른 97년에 고려대학교에 북한학과가 처

음으로 신설되어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또한 한

국인에게 특별할 수밖에 없는 북한을 전공으로 공

부한다는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져 북한학을 전공

으로 선택했습니다.

북한학과 1기로서 선배가 없다는 점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선배가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길로 어떻게 가

야 할지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제게 도전의식이 생기는 장점이기도 했죠. 대학생

활은 동아리(정치경제학연구회)를 통해서 배우고

자 했습니다. 1기이기에 사람이 적어서 다른 과와 

다양하게 교류하고 배움을 충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학을 공부하다가 중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

신 특별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북한학과에 입학하였을 당시 학과장이셨던 김동

규 교수님께서 “북한을 공부할 때 동북아시아에

서 중국과 일본을 연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이다”라며 “중국어나 일본어 가운데 하나를 제2외

국어로 선택해서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강조하셨

습니다. 당시에 중국을 더 알고 싶었기에 대학을 

다니면서 중국학부 수업을 20학점 이상 이수하였

습니다. 이 관심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이어져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관한 소고’라는 

졸업논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중국 방송에 출연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중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웨이보’(한국의 트

위터), ‘보커’(한국의 블로그) 등의 SNS 활동

을 했습니다. 중국외교, 중북관계, 남북관계 등

을 공부하여 ‘중한양국의 대북전략의 협력과 갈등

(2003-2010)’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런 

제 전공을 중심으로 SNS 활동을 했고, 이를 지켜

보던 홍콩 봉황TV의 PD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

다. 그렇게 ‘이후이시탄(一虎一席谈)’이라는 토론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출연한 것은 저의 중국 유

학생활 가운데 잊지 못할 추억거리가 되었습니다.

모교 강단에 서시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

니다.

모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은 학문을 하는 

입장에서 가장 뿌듯한 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

니다. 또한 10여 년 전에 제가 공부하던 자리에서 

같은 전공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볼 때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북한학을 전공하는 데 어려운 

점을 알고 있기에 좀 더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다

가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기

쁨’과 ‘책임’, 이 두 단어가 현재 모교의 학생들 앞

에서 강의 하는 심정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 같

습니다.

북한학과의 진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북한학과에서는 정치와 경제, 군사, 외교,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등 북한과 관련된 모든 것을 배

울 수 있습니다. 저처럼 북한공부를 박사학위까지 

연결해 학문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북한과 

관련된 통일부나 국가정보원 등에서 일하는 방향

도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한반도의 정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정책과 관련된 직업을 가질 수

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학과 재학생에게는 전공공

부뿐만 아니라 영어와 제2외국어 공부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는 오늘날 국제화 시대에 좀 더 많은 

곳에서 환영을 받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교수님의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중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이번 학기에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통일 이후에는 북한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연구는 더욱 활기를 띠고 

새로운 방향으로 확대·발전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북한 및 중국의 외교를 연

구하는 사람으로 재미있는 삶을 꾸려나가고자 합

니다. 북한에 관심이 있는 우리 학생들도 북한을 

잘 이해하는 통일요원의 자격을 갖추어 통일 이전

이나 이후에 사회의 각 분야에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홍은정 교수의 삶은 언제나 새로움과 도전으로 가

득 차 있다. “선배가 없었기 때문에 두렵기도 했지

만 한편으로는 도전의식이 생기기도 했다”라는 말

은 열정으로 가득 찬 그녀의 인생을 보여준다. 용

기 있게 남들이 걷지 못한 곳을 뚜벅뚜벅 걸어나가

는 북한학과와 홍은정 교수가 있기에 분단 70년

이라는 시간 앞에 선 이들의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북한학을 전공하는데

어려운 점을 알고 있기에

좀 더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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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는 다양한 소모임과 동아리들이 있는데 이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것이 ‘대학생통일북한연

구회 - UNIS’이다. 전국에 단 두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 북한학과 중 하나가 본교에 있다는 것만으

로도 흥미로운데, 전국적으로 가장 큰 북한연구회까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놀랄만한 사실일 것이

다. 본교 북한학과 학술소모임 ‘북한연구21’로 시작하여 2014년 대학생통일북한연구회-UNIS라

는 이름으로 정식 출범한 UNIS가 소모임으로 작은 발걸음을 떼어, 어떻게 전국 대학생 통일동아

리에서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의 학술단체가 되었는지 UNIS의 회장 김우섭(북한학과 11) 학우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글 추지영 사진 홍인철

KU Sejong People 

UNIS 

김우섭 회장

2006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학술 소모임 ‘UNIS’ 설립

2012 ‘북한35호실’로 개명

2014 ‘UNIS’로 재개명

2015 현재 북한학과 42명과 객원연구원 14명, 

 총 구성원 56명으로 활발히 활동중

실천하는 

지성으로 통일을 

위하는,

UNIS

‘대학생통일북한연구회-UNIS’라는 이름으로 다

시 새롭게 출범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요?

UNIS가 규모나 영향 면에서 많이 성장했고, 단순

한 학술 소모임이 아니라 학술단체로서 모습을 변

모해야겠다는 판단으로 작년 새롭게 출범했습니

다. 사실 인원수도 많아지고 나름대로 학회의 전

문성을 갖추려다보니까 욕심도 저절로 커졌다는 

것이 제일 큰 이유겠네요. 그래서 작년에 조직과 

구성을 재정비하고 회칙도 만들어서 나름의 전문

성도 갖추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UNIS 안에서 

쌓은 경쟁력을 밖에서도 활용해보자는 차원에서 

대외활동도 겸하게 되었습니다. 

UNIS는 주로 무슨 활동을 하나요?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학술 

연구’ 활동이고, 나머지는 ‘통일의식 함양 및 고취’ 

활동입니다. 학술 연구 활동은 쉽게 얘기해서 북한

과 통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

을 전시를 하거나 발표하는 활동입니다. 예로 세미

나, 포럼, 동국대 연합포럼, 학술제, 토론회, 연구

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매년 만드는 학회지 사업 

등이 있습니다. 통일 의식 함양 및 고취 활동은 일

반 학생들과 UNIS 회원들을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선 북한인권 사진전, 관련된 강사를 

초청하는 정기 강연, 매 방학마다 북한 전문가들

로 구성하여 진행되는 정기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또 ‘이만갑-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관련한 분들을 

모셔서 토크콘서트를 열기도 하고, 일반 학우들을 

대상으로 ‘대학생 통일을 그리다’라는 이름으로 자

신의 전공이 통일 이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는 프레젠테이션 대회를 개

최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다양한 활동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UNIS에서 있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작년 말에 ‘대학생 통일문제 토론회’가 열렸습니

다. UNIS 뿐만 아니라 객원연구원, 그리고 동국대

학의 북한학과 학우들을 포함한 전국 대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 가지고 있는 통일에 대한 생

각을 바탕으로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UNIS가 

주도하고 타 대학의 학우들을 초청을 해서 열렸다

는 점이 뜻 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매 정기회의 

때마다 쓰는 발표글이나 소논문 중 우수한 것들

을 뽑아 매년 말 학회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한 해 

동안의 연구가 집약된 것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뿌

듯하기도 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 특히나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의견을 이야기하

는 곳이니만큼 어려운 점은 없나요?

사실 인원이 56명이나 되다보니까 어려운 측면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UNIS로 출범하기 전 제

도와 회칙을 다듬는 과정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줄이고자 노력했습니다. UNIS는 조직화가 세세

하게 잘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장과 부회장과 

더불어 고문위원이 포함되어있고, 그 하위에 정치

안보 연구부, 산업경제 연구부, 사회문화 연구부, 

총무부, 연구지원부가 나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체

계적으로 인원을 나눠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

원수에 비해서 크게 문제되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

습니다. 

앞으로 UNIS에서 무엇을 할 계획이신가요?

작년 활동의 연장선상에 이어가는 것도 있지만 

올해 추가된 활동들도 많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UNIS에서는 중국어 스터디를 시작하는 등 교양

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

습니다. 앞으로 기획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대학

동아리로서 유일하게 참가하게 되어 그 준비를 

하고 있는 통일부에서 주관하는 통일박람회가 있

습니다. 또한 각자 UNIS 내에 마음 맞는 사람들

끼리 팀을 이루어 대외활동을 나갈 수 있도록 장

려하는 중입니다. UNIS는 무엇을 구체적으로 할

지보다 내부적으로 탄탄하게 다져지는 것을 우선

으로 해서, 차츰 외부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대

외활동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올해의 계획이자 

목표입니다.

김우섭 학우는 UNIS의 회장으로서 ‘여럿이 함께’

와 ‘배움의 즐거움’을 강조하였다. UNIS가 여럿이 

함께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진정한 학술

모임으로 이어나갈 수 있기를 대표로서 바라고 있

다며, 그러한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생각이

라는 뜻을 밝혔다. 앞으로도 UNIS가 본교 북한학

과, 나아가 전국 대학생을 대표하여 통일과 북한

에 대한 학술적 갈증을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는 

학술단체로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통일과 북한에 대한 학술적 갈증을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는 

학술단체로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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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학부 

7+1 제도의 모든 것

KU Sejong Global

7+1 제도는 총 8학기의 학사 기간 중 한 학기는 중국 현지 대학교에

서 학문을 익히자는 취지로 2005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 제도를 활

용하면 중국 남경사범대학에서 한 학기를 정식 이수하게 된다. 현지

에서 중국어를 익히며 수시로 사용할 수 있고, 중국 문화 및 통상 분

야에 관해 실질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더불어 현지에서 한 학기를 

수강하고 나면 전공과목에서 총 18학점을 인정받게 된다.

주목할 점은 본교에 등록금을 낼 때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

는다는 데에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교에 정식 등록해

야 하고, 동시에 현지 학교에 각종 교육비용을 납입해야 한다. 즉 경

무릇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어렵다고들 한

다. 두 마리 토끼의 각 면면을 살펴보면 상반

된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학업

과 견문도 잡기 어려운 두 마리 토끼라고 할 

수 있다. 즉 학점을 우수하게 관리하면서 국

내 및 국외 각지를 마음껏 활보하기는 생각

보다 쉽지 않다. (견문 넓히기가 반드시 여행

과 같은 직접적 체험으로 귀결되지는 않지

만, 견문 넓히기의 하나로 여행이 분명히 요

구된다는 데에 주목하자) 학생들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교환학생 제도나 방학 중 

연수를 택하곤 한다. 그리고 여기, 위 선택지

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제도가 하나 있

다. 바로 본교 중국학부의 7+1 제도이다. 

글 이승원

제적으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제도를 이용하는 모든 

학우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용자는 해외 연수가 주는 부

담으로부터 한결 자유로워진다. 심지어 성적 장학금이나 국가 장학

금의 이중수혜가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한다면 부담은 더욱 줄어든

다. (단, 현지에서 수강하게 되는 6과목 중 4과목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장학금 전액을 본교로 환수한다)

제도의 기본을 살펴봤다면 이제 7+1 제도의 모집 요강을 파악할 차

례다. 매년 4월과 10월 즈음에 신청이 시작된다. 신청은 중국학부 재

학생(1학년 및 마지막 학기 재학생 제외)이어야만 가능하다. 편입생, 

이중전공생, 부전공생도 신청 가능하며, 실제 제도 이용자의 추이를 

고려하면 매 학기 최소 1명 이상이 참여한다고 하니 중국학을 1 전공

으로 삼지 않은 학우들도 귀 기울여 볼 만하다. 

모집 기간이 완료되면 학부위원회에서 성적과 기타 사항을 참고하

여 매 학기 30명을 선발한다. 기숙사 및 비자 등의 수속은 학교 측에

서 진행하며 제도 이용자는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 혹은 비

용을 현지에 제출해야 한다. 여권의 경우 연수 시작 일을 기점으로 6

개월 이상 사용 가능해야 하고, 각종 비용은 반드시 기한 내에 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항공료·비자 대행료의 경우 발해유학원에, 

현지 학교 등록비·수업료·기숙사비 등은 해당 교에 직접 납부) 방학 

중 국내에서 진행되는 OT를 거치고 나면 학생들은 남경사범대학에

서 수학을 시작한다. 남경사범대학에서 지정된 6개 과목을 수강해야 

하므로 본교의 수강신청은 할 필요가 없다. 현지에 대해 탐구해보

자. 중국 남경(南京)은 상해 북쪽 두 시간 거리에 있고, 도시 총면적

은 6,516㎢, 인구는 약 800만 명이다. 상해 주변에서 가장 현대화된 

도시이며 수시로 운행하는 특급 열차, 고속버스, 전철 등이 있어 도시 

간 이동이 매우 편리하다. 근처에는 소주, 항주, 무석 등 유명한 관

광 도시가 자리 잡고 있다. 

NanJing Normal University

中國
CHINA

KU Sejong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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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몇 번 다녀오거나 한국에서 많은 중국인 친구를 만나본 경우가 아니

고서야, 처음 한 달 동안은 중국어를 배우고 온 학생과 전혀 배우지 않은 학

생 사이에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공부를 하고 온 학생들은 차차 중

국 생활에 익숙해지고 나면 기본 실력을 바탕으로 더욱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고,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기 마련이에요. 즉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어 실력

을 쌓고 오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중국어 실력이 월등하게 늘고, 자연히 현지 

적응도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현지에서 편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어느 정

도의 선행학습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중국 현지에서의 적응과 수업

을 따라가는 것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학생이 학

업 성취 과정에서 문제를 겪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뜻이죠. 현재 남

경사범대학에서는 1학년 1~8반부터 3학년까지 수준별 수업을 제공하고 있

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어 실력을 쌓고 오지 않은 학생도 학기 초에 치르는 분

반 시험을 통해 자기 수준에 맞는 반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개강 후 첫 이

주 안에는 다른 반으로 옮겨도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노력만 있으면 

충분히 수업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좋은 점을 꼽자면,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업, 취미활동 등 거의 모

든 생활이 중국어로 이루어집니다. 덕분에 수업에서 배운 단어나 문장을 바

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한편 대부분의 중국 학생이 한국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중국인 친구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은 것도 장점입니다. 개인적

으로는 중국생활에 아주 만족하고 있는 중이라 힘든 점이 거의 없지만, 주변

에 중국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고생하는 학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또 가족이

나 친구들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길다 보니 힘들어하는 학우들도 있고요.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

할 때는 책을 통해서만 배우던 중국문화를 현지에 와서 접해 보니, 한국에 있

었다면 느끼지 못했을 값진 순간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만약 

7+1 제도를 통해 중국 남경사범대학에서 공부하면서 한 학기를 보낼지, 한

국에서 한 학기를 보낼지 고민하는 학우들이 있다면, 두려워 마시고 기회가 

있을 때 한 번쯤은 꼭 중국에서의 생활을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현지에서 생활하기 전에 미리 중국어 

실력을 쌓아야 할 것 같은데, 

실력이 어느 정도여야 수업을 따라가기가 

수월한가요?

01

02

03

현지에서 생활하고 공부하며 느낀 좋은 

점, 힘든 점을 들려주세요.

미래에 7+1 제도를 통해 중국 

남경사범대학에서 공부할 학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외에도 남경 시내에서 30분 거리에 남경 국제 녹구 공항이 위치하

여 세계 각지에서 운행하는 항공편을 환승의 불편함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입출국이 쉽다. 한편 남경사범대학은 중국 국가 211

공정의 중점대학인 동시에 강소성 중점 육성대학이다. 1965년 베

트남 유학생을 시작으로, 현재 외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 중 

하나이다. 1996년 5월에 국제문화교육학원을 정식으로 설립하여 

2000년 5월 남경사범대학 국제문화교육학원은 국무원교반에서 해

외 화교 교육기지로 선정되었으며, 2003년에는 교육부의 국가 대

외 한어 교학기지로 지정되었다. 현재 매년 60여 개 국가에서 유입된 

1,400여 명의 유학생이 남경사범대학에 재학 중이다.

현지에서의 일과는 다음과 같다. 출국 직후 남경사범대학의 현지 

OT를 비롯한 학교의 공적인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 밤 11시까지

는 기숙사에 입실해야 하며 유학생 식당에서 식당카드를 사용하여 

식사할 수 있다. 수업은 평일 5일간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초

급과 중급레벨로 나뉘어 진행된다. 초급레벨 학생들은 중국어 독

해, 문법, 작문, 듣기, 말하기, 중국정치경제개황의 6개 과목을 수

강한다. 중급레벨 학생들은 중국어 독해, 문법, 작문, 듣기·말하

기(한 과목으로 간주), 중국정치경제개황, 상무한어의 6개 과목을 

수강한다. 중국정치경제개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은 수준에 따라 

반을 나누어 다른 외국인유학생들과 함께 경쟁하며 진행된다. 학

기가 종료되면 해외연수 이수자들에게 주어지는 수료증과 성적표

가 본교로 전달된다. (단, 연수 성적은 해당 학기의 성적 장학금 대

상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제도 이용자의 생생한 소감을 들을 차례다. 이번 학기 

7+1 제도에 참가한 변재환(중국학부 11) 학우의 이야기를 들어보

았다.

중국학부 11학번 변재환 학우 

Interview

7+1 제도의 도입 당시 학교 당국은 길림대학교로 학생들을 파견했고 

등록금의 70%를 장학금으로 제공했다. 한편 올해부터 남경 사범대

학교로 협정학교를 변경하였고, 몇 년 전부터 장학금을 80%로 확대

하는 등 발전하는 면모를 보였다. 지리 조건과 학업 환경을 고려하

여 협정 학교를 변경하고, 면학을 장려하고자 장학금을 확대했다는 

사실들은 이 제도가 학우들을 위해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증명한다. 

개선을 모색해온 제도 앞에 시큰둥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마

주함을 택하는 것이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는 젊은이가 지녀야 

할 열정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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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국제교류교육원이 주관한 ‘International 

Day’가 4월 7일 중앙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Central Michigan University, 

Florida Atlantic University 등을 비롯한 28

개의 교환학생 협정대학교에 대한 홍보가 이

루어졌다. 대학별 팸플릿, 홍보기념품과 전

통 먹거리 등이 제공되었으며 행사를 주최한 

ITS(International Town at Sejong) 프로

그램 참여 해외교환학생 및 교내 학생은 질문 

답변을 통해 구체적인 대학정보를 전달했다.

교환학생 박람회, International Day 개최

5월 21일 농심국제관에서 국제교류교육원

이 주관한 제6회 ‘ITS 영어 말하기 대회’와 

제7회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렸

다. 매학기 진행되는 이 행사는 ITS프로그

램에 참여중인 학부생들과 외국인 교환학생

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참가자들은 대회

를 통해 그동안 쌓아온 언어 실력을 점검하

고 서로의 문화를 교류할 수 있다. 이날 1

부의 ITS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는 총 7팀의 

학생들이 무대에 올랐다. 참가 팀 중 일부

는 ‘Love is an open door’, ‘You raise me 

up’ 등 노래와 퍼포먼스를 통해 영어 말하기 

언어로 교류하는 

문화

실력을 발휘했다. 또 프레젠테이션을 준비

한 팀들은 ‘대학 생활 탑3’, ‘복고패션’ 등을 

주제로 각자의 기량을 보였다. 심사를 맡은 

Eric Bannerman 교수와 유혜정 교수는 ‘한

국을 즐길 수 있는 두 가지 문화’를 주제로 

발표한 정예진(식품생명공학과 13) 학생에

게 1등을 수상하였다.

이어진 2부에서는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

회가 진행됐다. 심사는 유혜정 교수, 한수

정 주임강사가 진행했으며, 7팀이 대회에 참

가하였다. 참가 학생들은 태권도 시범, 자유

주제의 프레젠테이션과 노래 및 퍼포먼스를 

준비하여 무대에 꾸몄다. 1등 수상의 영예는 

‘니가 돌아오면’ 노래와 ‘Call me baby’ 노

래 및 안무를 통해 수준급의 한국어 실력을 

해외 파견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한 학기 혹

은 두 학기 동안 해외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

하여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 이 프로그램은 파견시점 기준 2학기 이

상 성적을 보유한 학부생이나 1학기 이상 

성적을 보유한 편입생 중 총 학기 평균 평점 

3.0 이상이고 파견 대상교의 최소 요구 조건

을 충족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선발은 

매 학기 초와 말에 진행하며, 서류와 면접을 

통해 이뤄진다. 행사에 참여한 연초록(영어

영문학과 11) 학우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설

명회나 교내 팸플릿에서는 찾을 수 없는 정

보를 얻을 수 있는 행사였다”라며, “구체적

으로 본인과 맞는 협정교를 찾는데 많은 도

움이 되는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글 최이슬 사진 홍인철

보여준 Jade Johnson(University of West 

Florida) 학생에게 돌아갔다.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1등을 수상한 정예진 학우는 “외국

인 친구들이 우리나라만의 문화를 놓치지 않

았으면 해서 찜질방과 배달문화를 소개했다”

라며, “무대 공포증이 있었는데, 이번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어로 발표하고 생각지도 못

했던 상도 받아서 앞으로는 무대에서 더 많

이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영어,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이처럼 

학생들의 언어 이해도를 점검하는 동시에 서

로의 문화를 배울 수 있게끔 역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언어 실력 향상을 위한 흥미

와 집중력을 이끌어 내어 지구촌 사회를 살

아가는 학생들에게 더 폭넓은 시야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KU Sejong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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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축제 문화의 

선두주자

5월 7일 중앙광장 및 교내 전역은 환경을 생각하는 푸른 물결의 움직임으로 가득했다. 중앙광장 일대는 나눔장터에 

줄줄이 들어선 학생들과 자연과 어우러진 싱그러운 악기 소리로 붐볐다. 올해로 제 3회를 맞이한 aKUStic Festival은 

학우들의 환경보호의식을 고취하고 새로운 친환경 대학 축제문화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홍보전략팀과 학교홍보

대사 홍랑이 주최한 행사이다. 이제 aKUStic Festival의 다양한 행사들에 대해 직접 알아보자. 글 이수현 사진 신승환 홍인철

aKUStic Festival

Life 
& 
Culture

01

그린워크는 학교 둘레길을 걸으며 여유를 즐기고, 

퀴즈 및 포토 미션에 참여해 상품을 받아갈 수 있

는 프로그램이다. 캠퍼스 산책을 하며 퀴즈를 푸는 

‘퀴즈 미션’과 학교의 아름다운 길 4곳의 푯말 앞에

서 사진을 찍는 ‘포토 미션’ 등을 통해 학우들은 학

교 곳곳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학술정

보원에서 시작해서 농심관에 이르기까지 학교 전

체를 탐방하며 캠퍼스의 아름다움을 속속들이 즐

길 수 있다. 그린워크에 참여한 김한나(미디어문예

창작학과 15) 학우는 “이 행사를 통해 우리 학교에 

생각보다 예쁜 이름을 가진 길이 많다는 것을 깨달

았고 교정을 지날 때마다 그 이름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 기쁘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린 라이딩은 자전거로 학교 정문에서 학생회관 

언덕까지 오르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자전거를 대체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린 라이

딩 운동의 일환으로, 학우들에게 환경 보호에 대

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한다. 정문 옆 주차장 부스

에서 출발해 빨리 도착한 학생들에게 선착순으로 

경품을 제공한다. 평소 자전거를 애용하는 학우

들이 많이 참가했으며 힘들어 이마에 땀이 맺혔지

만 얼굴에는 즐거운 미소가 가득한 학생들의 자

전거 행렬이 이어졌다.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나눔 장터는 학우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제품과 서

비스를 제공했다. 중앙 광장 일대에 형형색색의 

부스들에서는 판매할 물품들을 정리하는 학우들

의 바쁜 손길이 이어졌다. 홍랑은 솜사탕, 사회봉

사단(KUSSO)은 카나페와 아이스티, 학교 홍보

소식지 KU Sejong은 달고나를 만들어 팔았다. 

그 외에도 학생들은 나눔 장터에서 중고 도서, 사

진엽서, 책갈피, 헤나타투 등 다양한 물품을 구매

하거나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었다. 

나눔장터를 통해 발생한 판매수익금은 판매자들

의 자율적인 기부를 통해 학생문화기금으로 적립

되며, 교내 구성원들의 문화 예술 활동 진흥을 위

해 쓰일 예정이다. 나눔 장터에 참여한 홍랑의 최

은지(컴퓨터정보학과 14) 학우는 “열심히 준비한 

나눔 장터의 수익이 뜻 깊은 일에 쓰인다고 하니 

뿌듯하고 많은 이들에게 학교에 대해 알릴 수 있

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악기와 목소리로 공연하

는 언플러그드 콘서트(Unplugged-concert)

는 학우들의 많은 참여로 이루어졌다. 어쿠스

틱 광장에서 진행된 이 행사에서는 오후 5시 

30분부터 15분 내외로 어장관리, 시나리오, 토

닥토닥, 어이쿠, 화석의 노래 등의 교내 밴드가 

연주를 선보였다. 밴드의 아름다운 선율이 자

연의 소리와 어우러지며 학생들의 귀를 사로잡

았다. 저녁 7시 30분부터는 원더그라운드, 김

사월X김해원, 신현희와 김루트 등의 초청 밴드

가 공연을 선보였다. 각 팀의 개성에 맞는 곡들

과 학우들의 열띤 참여로 어쿠스틱 광장의 열

기가 뜨거웠다. 

언플러그드 콘서트에서는 연주자의 목소리와 기

타 선율이 자연과 어우러져 관객에게 직접 다가온

다는 느낌 때문에 전자음을 이용한 공연보다 더 

담백하고 친숙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언플러그

드 콘서트를 관람한 조수현(미디어문예창작학과 

15) 학우는 “이 행사를 통해 눈과 귀를 사로잡는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즐거웠다”라고 

말했다.

모두를 위한 기숙사 축제 ‘오픈 하우스’

어쿠스틱 페스티벌의 흥이 가시기도 전에 학교는 다시 한 번 떠들썩해졌다.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어진 ‘오픈 하

우스(OPEN HOUSE)’ 홍보 포스터가 기숙사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오픈 하우스는 본교 호연학사 사생회에서 주최

하는 기숙사 축제이다. 해마다 1학기면 사생회의 활동 부스를 체험하고 다양한 먹거리는 즐길 수 있다. 오픈 하우스

는 기숙사 축제이지만 사생뿐만 아니라 비사생에게도 문을 열어놓는다. 글 김민정 사진 신승환 홍인철

진리관 식당이 오픈 하우스를 맞아 11시부터 모

든 학우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했다. 이어 13

시부터 17시에는 학생증을 지참하고 학과, 학

번, 이름, 출입할 방 번호를 적으면 사생과 대

동 하에 기숙사 내부를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

었다. 외국인 교환학생과 한 방에서 생활하는 

ITS(International Town at Sejong)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학우의 방을 방문해보았다.

“저에게 ITS는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다르

고,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같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배운 시간이었어요. 또 이렇게 오픈 하우스

를 계기로 ITS를 소개하게 돼서 기쁘네요.” (양승

원, 북한학과 13)

12일 13시에는 노래방 행사가 열렸다. 기숙사 건

물들 중앙에 설치된 무대 위에서 연신 학우들의 

손에 마이크가 쥐어졌다.

“노래방 행사 도중에 비가 오기도 했지만 끝까

지 자리를 지키며 들어주는 학우들이 있어서 힘

OPEN HOUSE

을 낼 수 있었습니다. 남진의 트로트 ‘둥지’를 불

렀는데 이를 통해 축제 분위기가 유쾌하게 바뀔 

수 있었다는 점에서 뿌듯합니다.” (박영웅, 공공

행정학부 14)

사생회의 향수 만들기 부스에는 많은 학우가 모여 

있었다. ‘코코 마드모아젤’, ‘그린티’, ‘화이트 머스

크’ 등 샘플향수를 시향하고 준비된 베이스에 오

일을 넣고 향수를 만드는 체험이 마련되어 있었다. 

“저는 사생회 소속이 아니지만 스텝으로 지원했

어요. 향수 만들기 참가비 3000원은 네팔에 성금

으로 보내지는데 이렇게 정성을 모을 기회가 생겨

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참여하는 학우들

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향기처럼 다른 사람이 행

복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곽다

연, 사회학과 15)

오픈 하우스는 비사생도 제약 없이 다양한 활동 

부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축제는 사생에게는 기숙사를 더욱 깊게 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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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비사생에게는 기숙사 생활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기숙사에 살지 않다 보니 기숙사 내부는 물론이

고 외부의 중앙마당도 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데 오픈 하우스를 계기로 여러 곳을 둘러볼 수 있

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중앙무대에서 엄청난 바람

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래를 열창해주는 학우들이 

있어 즐거운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우리 

학교 기숙사를 가깝게 느끼게 된 시간인 것 같습

니다.” (최지원, 북한학과 14)

첫날 ‘휘몰이’의 공연과 기원제가 시작을 알리면서 

성공과 안전을 기원한 덕분인지 오픈하우스는 흥

겨움 속에 막을 내렸다. 초청 어쿠스틱 밴드 ‘11

시 11분’과 ‘동경소녀’ 또한 즐거운 음악을 들려주

고 떠났다. 마지막 날에는 폭우가 내렸지만 사생

회의 재빠른 대처 덕에 휘성의 축하무대는 예정대

로 진행되었다. 사생과 비사생 그리고 사생회가 

하나 되었던 오픈 하우스였다.



마케팅이 스며든 학교,  

학생이 교실의 Hero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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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부 송수진 교수

마케팅 3.0은 우리 분야의 화두다. 마케팅 1.0 시

대의 소비자는 소비만 하는 존재이고 회사가 만

들어 낸 상품과 서비스를 수용적으로 받는 객

체였다. 마케팅 2.0은 “co-creation between 

consumer and company”의 시대로, 소비자가 

시장화되는 객체가 아닌 기업에 원하는 걸 주장

하고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생산을 이끄는 시대

였다. 마케팅 3.0은 소비자와 기업뿐 아니라 소비

하지 않는 사람들 (non-user), 즉, 일반 대중이나 

회사의 직원과 종업원, 언론도 브랜드의 가치와 

의미 생성에 영향을 끼치는 세대, “co-creation 

by multi-stakeholders”로 들어섰음을 말한다.

마케팅 1.0 시대의 기업처럼, 전통적으로 학교는 

교수가 이야기하는 장소였다. 교수는 말하고 학

생은 듣고.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의 구분

과 서열이 명확한 곳. 학교를 이런 곳으로 정의하

면, 이를 대체할 위협 요소들은 많다. 그 중 대표

적인 것은 책과 인터넷 강의이다. 정보의 요약으

로 치자면 책은 한 학기의 강의보다 많은 분량을 

한 권에 담을 수 있고, 강의의 재미로 따지자면 

교수법의 최강자가 학부 수준의 기본 지식을 요

약해서 재미있게 구성해 전달하는 인터넷 강의를 

이기기는 힘들리라.

그럼, 왜 굳이 인터넷 강의나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내용을 배우기 위해 학생들은 대학에 오는

가? 대학의 수업만 가지는 강점은 무엇일까? 인

터넷 강의와 책이 못 주는 대학의 수업만이 학생

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얼까? 내가 속한 집단

이 어디냐에 따라 통쾌하게도 두렵게도 느껴지는 

질문이다. 이 질문의 되풀이 끝에 얻은 인사잇은 

흥미롭게도 마케팅 3.0 시대의 시장과 소비자의 

특징과도 유사하다.

인터넷 강의와 책과 대별된, 학교만의 특징은 첫

째, 구성원이 누구냐에 따라 학생과 교수 사이에 

매 학기 새로운 경험이 창조된다는 것, 둘째, 교

수자가 학습자의 활동에 대해 개별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것, 셋째, 교수자에서 학습자로, 학

습자로부터 교수자로, 학습자 상호간이라는 세 

방향에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시장-Market’에서 이미 ‘능동적인 소비자-Em 

powered Consumer’가 무엇인지 경험하고 그

렇게 살고 있는 ‘새로운 세대인 학생들-New 

Generation of Students’은 전통적인 학습의 방

법에 의구심을 던지고 교실의 벽을 허물기를 원

한다. 정적인 학습 방법과 교수자의 일방적인 지

식전달에 답답함을 느끼기도 한다. 마케팅 2.0과 

3.0시대를 통해 소비의 주도권을 가지고 생산에

도 참여하게 된 학생들은, 비슷한 것을 수업에서

도 기대하며, 또 스스로의 학습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함도 있다. 과거 좋은 제품을 통해 만족하던 

소비자들은 이제는 제품을 포괄하는 경험을 원한

다. 경험은 한결같지 않다. 마치 한 가수가 한 공

연을 여러 번 해도, 콘서트에 참여한 사람의 반응

에 따라 더 즐거운 시간을 함께 만들어 내는 것처

럼, 경험은 경험을 제공하는 자의 능력만큼 경험

을 원하는 사람의 수용성과 이해도, 반응력에 따

라 그 결과물이 달라진다. 

교수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식 강의에서는, 학습의 

책임을 교수가 지고, 강의의 질 역시 교수의 능

력에 100% 달려있게 된다. 그러나, 학생이 학습

의 주도권을 나누어 가지면, 교실은 ‘지식을 전달

하는 장소’에서 ‘배움을 경험하는 장소’로 탈바꿈

된다. 비록 같은 교수가 같은 과목을 가르칠 때에

도, 참여하는 학생들의 기여와 반응에 따라 매 학

기 전혀 다른 결과물, 학습 경험이 발생한다. 학생

들이 학습의 주도권을 나누어 가질 때, 즉 수업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 받을 때 다차원적 배움 또한 

이루어진다. 교수가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할 때 

일어나는 1차적 배움, 학생이 교수에게 질문·반

론·토론하며 일어나는 2차적 배움, 이 과정을 지

켜보는 학생들의 머리 속에서 일어나는 질문·고찰

과 다른 학생의 발표에 질문하거나 대답하며 학생

들 상호간에 일어나는 3차적 배움. 

이렇게 학생들에게 학습의 주도권을 나누어 줄 

때, 교수자는 어떤 방식으로 학문적 권위를 발산

하고 또 어떻게 수업에 기여할 수 있는가? 

현대 소비자들은 나만을 위한 제품을 선호한다. 

일대일 마케팅, mass customization이 유행하

는 이유이다. 또한 불편함이 발생했을 때 즉시 이

를 위한 해결책이 제시되길 원한다. 나만의 독특

한 욕구와 개성을 반영한 제품이 잘 팔리고 나만

의 불편함을 고려해주는 기업이 사랑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학생들도 교실에서 ‘일반적이고 보편

적인 지식’을 배우면서도 동시에 나는 현재 어디에 

와 있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개선될 수 있는지, 배움이 막 일어나

고 있는 현장에서, 전문가의 시선을 통해 ‘개별적

인 피드백’을 제공받기 원한다. 또한 그렇게 피드

백을 받는 다른 학생과 교수의 대화를 지켜보며 

스스로 자신을 객관화 시키며 배울 점을 찾아 적

용하기도 한다. 

학생들에게 수업에 기여하게 하며 동시에 즉각적

이고도 개인적인 피드백을 통해 성취해야 할 기준

에 도달하도록 격려하면, 마케팅 3.0이 스며든 학

교에선 학생이 HERO가 아닐지.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KU Sejong Reading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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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Plan
지난해 5일 교육부와 한국학술정보원(KERIS)이 발간한 ‘2012 대학도서관 통계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전국 414개 

대학 도서관의 재학생 대출 도서 수는 2만4334권으로 1인당 연간 평균 10권도 되지 않는다. 이는 대학생의 독서 실

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저조한 독서문화를 개선하고자 ‘KU Sejong Reading Plan’을 내걸었

다. 올해로 두 번째인 KU Sejong Reading Plan은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우들의 독서문화 정착에 이

바지할 것이다. 글 이수현

KU Sejong Reading Plan에서는 말하기와 글쓰

기 능력의 향상을 위한 세 가지 프로그램 ‘독서클

럽’, ‘독서 PT대회’, ‘독후감대회’를 진행한다. 독서

클럽은 지도교수와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책을 선

정한 뒤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

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독서 PT대회는 청중 앞에서 자신이 선정한 

책 내용을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 대회이다. 독서 

PT대회에서는 고전 분야에서부터 환경·경제 분야

의 서적까지 망라하여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참

가자는 물론 청중들까지 색다른 방식으로 다양한 

도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독후감대회는 비평적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며 독서활동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이다. 

소통·공감·리더십 함양을 신조로 건 프로그램에

는 ‘이야기가 있는 도서관’, ‘BOOK 돋움’이 있

다. 이야기가 있는 도서관은 책과 관련된 명사를 

초청해 강연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저자를 직접 만날 기회를 제공해 학우들

의 지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이다. 

BOOK 돋움은 독서 홈페이지를 개설해 학생들

이 도서에 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한 프로

그램이다. 이 홈페이지에서 학우들은 추천도서 

정보를 얻거나 본교 도서 관련 행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또한 인상 깊었던 책을 다른 학우들

에게 추천할 수 있는 ‘공감 Talk’과 도서 활동 내

역에 따라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 ‘독서 마일

리지’도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독서문화 정착을 지향하는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다독이고(多讀以高)’, ‘도서

관 이용안내 투어’가 있다. 다독이고(多讀以高)는 

한 학기 동안 본교 권장도서 100선 및 테마도서 

중 10권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추천도서 분야의 스펙트럼이 넓으므로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우들은 생각의 폭을 확장할 수 있다. 

도서관 이용안내 투어는 도서관을 잘 모르는 신

입생을 대상으로 이용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

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도서관에 대한 학우들

의 인식을 높여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된다. 주 2회 대출반납실, 각 자료실, 열람실, 

스터디 룸, 기타 서비스 공간 등에 대한 서비스 이

용 안내가 이뤄지며 투어를 마친 학생에게는 소정

의 기념품도 주어진다. 

이처럼 KU Sejong Reading Plan은 각 주제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우들에게 제공하

고 있다. KU Sejong Reading Plan의 다독이고

(多讀以高)에 참여 중인 최성옥(미디어문예창작

학과 14) 학우는 “평소 책 읽을 시간을 따로 내는 

것이 어려웠는데 이런 행사를 통해 목표를 세우고 

책을 읽게 되어 좋았다”라며 “독후감을 쓰며 하나

의 글로 내 생각을 정리해나가는 과정이 인상 깊

었다”라고 소감을 남겼다.   

다문(多聞), 다독(多讀), 다상량(多商量)이란 많

이 듣고, 많이 읽으며, 많이 생각한다는 뜻으로 중

국의 구양수가 글을 잘 짓는 비결로써 이른 말이

다. 우리 시대의 대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자질이

지만 부진한 독서 실태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 그

러한 와중 본교의 KU Sejong Reading Plan은 

학우들이 독서에 친숙함을 느끼고 올바른 독서 

습관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학생들은 다양한 독서 경험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으며 한 뼘 더 성장해 나갈 것이다. 독서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삶의 지혜를 발견

해 나갈 학우들의 밝은 미래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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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렵이었던 것 같다. 습작이란 걸 하고 있었고 시

내의 문학 동아리에 나가 말도 안 되는 시를 내놓

고 친구들과 떠들어댔으며 교복 차림을 두려워하

지 않고 술에 취해 길거리를 쏘다니곤 했지만, 그

건 어디까지나 취미 생활이었다. 그런데 국어시간

에 읽은 신흠의 시조가 모든 걸 바꿔 놓았다.

노래 삼긴 사람 시름도 하도 할샤

닐러 다 못 닐러 불러나 푸돗던가

진실로 풀릴 양이면 나도 불러 보리라

이 석 줄이 화살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혔다. 노래

는 곧 시이니, 말 가지고 어떻게 안 되는 시름을 

시를 지어 풀어보겠다는 내용이었다. 이건 바로 

내 얘기가 아닌가. 시름이란 희로애락 우여곡절의 

인생 애환이라는 점에서 나를 옥죄는 가난과 안 

되는 연애와 답이 안 나오는 입시라는 것이 다 이 

시름의 품목들 아니겠는가. 그걸 풀어주는 것이 

시라면 한 번 해볼 만하겠구나 싶었다. 

그리고 도서실 앞 벤치에서 두보(杜甫)의 시를 읽

던 그해 봄. 그 중 어딘가에 이런 두 줄이 있었다.

위인성벽탐가구(爲人性僻耽佳句) 

어불경인사불휴(語不驚人死不休)   

“내 사람됨이 편벽하여 좋은 글귀 탐내기를, 시를 

지어 사람을 놀래지 못하면 죽어도 쉬지 않으리

라.” 이 구절에 스민 대시인의 결의는 자못 으스스

하지만, 나는 왠지 저 ‘경(驚)’자에 꽂혔던 것 같다. 

시를 써서 다른 이를 놀래주고 싶다, 놀라서 펄쩍 

뛰어오르게 하고 싶다, 자빠지게 만들고 싶다. 이

런 철없는 열광에 휩싸였을 때 봄은 깊었고, 내 병

도 한 고비 더 깊어갔을 것이다. 

나는 시적 상상력의 본령이 ‘놀람’에, 그러니까 경

이에 있다고 지금도 믿는다. 시가 되어 있는 시라

면 어떻게든 읽는 이의 감각을 새롭게 하거나 인

식에 변화를 초래하거나 감정을 요동하게 하는 

힘을 품고 있을진대, 이것들은 다 놀람에 얹혀 오

는 것이 아닌가.

문학 병(病)을 누르고 억지 공부를 해서 대학엘 

들어갔다. 대학만 가면 금세 시인이 될 줄 알았는

데 그게 그렇지가 않았다. 시름은 깊어가고 경이

의 순간은 찾아오지 않았다. 그제야 알았다. 시인

에게는 인생 시름에 더해 시 쓰기가 안 돼서 생기

는 또 다른 시름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인생 고뇌에 깊이 몸을 빠뜨린 시가 제 시

름을 등에 업고 일어설 때는, 그러니까 ‘시적인 것’

에 접속할 때는 어김없이 어떤 놀람의 순간이 찾

아온다. 그리고 거기에는 언제나 어떤 ‘낯선 말’이 

있다. 시름 가운데서 경이를 찾으려 한 것이, 시

를 ‘낯선 말’과 ‘벼려 낸 말’의 결합체로 이해하려 

한 것이 나의 시 쓰기이자 시 공부였다. 경이의 순

간이란 제 시름에 투철한 인간에게 내려지는 신의 

선물 같은 것이다. 나에게 시름이 있을진대 남에

게 시름이 없을까. 나의 이십대는 격동의 시대였

다. 소박하게 말하면, 그 시대는 인간 고통의 실상

과 원인에 대해 차가운 분석과 뜨거운 투쟁이 넘

치던 시대였다. 그런 분위기에서 나는 나의 시름

을 타인과 세상의 시름에 더듬더듬 접근시키려 했

시름과 

경이와 대신 代身

던 것 같다. 시인이 의지한 윤리 가운데 하나는 그

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서였다. 타인의 처지와 세상의 상태에 귀 기울여 

얻은 내용을 글에 담으려는 태도는 진지하게 쓰

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당위이다. 대신 말한다

는 건 우선은 이런 뜻일 터이다. 그런데 시 쓰기의 

실제에 있어서도 시인은 깊은 의미에서, 무언가의 

대신(代身)이다. 그는 자기 작업의 어느 단계에서 

명징한 의식의 주인이기를 그치고, 의식 너머의 

낯설고 불분명한 존재들에게 제 정신을 내어주는 

때가 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는 막다른 지점

에서 오래 견디다가, 그는 불현듯 제 내부의 다른 

목소리와 접하고 이를 받아 적기도 하는 것이다. 

‘낯선 말’은 결국 이 타자의 말인 듯하다. 그렇기에 

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말일 때가 많다. 바

쁘고 살기 힘들고 다른 좋은 것이 많아서이기도 

하겠지만, 어려워서 시를 멀리하는 경우가 흔한 

것 같다. 하지만 진정으로 어려운 문제는 아무도 

쉽게 써낼 수 없다. 명백한 전언과 손쉬운 교훈과 

포장된 ‘힐링(healing)’보다 더 시에 해가 되는 건 

없을 것이다. 신음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하지

만 신음보다 더 인간의 고통을 생생히 전해주는 

말이 있을까.

시에 있어서도 삶에 있어서도 힐링은 ‘허팅

(hurting)’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인간은 순백의 

어린애가 아닌 것이다. 정직하게 시름과 마주하는 

이라면 개인의 실존적 곤경에 대해서건 공동체 삶

의 어둠에 대해서건 언어의 치유능력을 수긍하게 

되는 경이의 순간을 체험할 것 같다. 어쩌면 온갖 

분별없는 조장을 일삼는 송인(宋人)의 세계에서 

하늘이 무너질까 봐 노심초사하는 기인(杞人)의 

모습으로 사는 이가 시인일 것이다.

미디어문예창작과 이영광 교수

KU Sejong Colum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