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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Think, 
Big Future 

고려대학교는 서울캠퍼스와 세종캠퍼스를 

양 축으로 미래를 준비할 개척하는 

지성을 키워내려고 합니다.

행정 수도에 위치한 세종캠퍼스는 

제2의 창학을 선포하고

서울캠퍼스에서는 시도하지 못하는 

새로운 융합 학문으로 특성화했습니다.

그리고 최첨단 교육, 연구시설을 확충하여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미래의 교육을 

이끌어나갈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혁신적인 학부 개편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의 융합 학문 중심 대학으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1. 중이온가속기 실험동

2. 산학협력관

3. 창의교육관

4. 광장

5. 문화스포츠대학교육관

6. 정문

06 07

과학기술대학	

과학기술대학은	21세기에	대비하여	인류	사회	발전에	필수요소가	되는	자연과학연구의	활

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자연과학분야의	기초적	이론을	터득하고	그것을	실제

에	적용한	실험·실습	및	연구활동을	통해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심혈

을	기울이고	있다.

응용수리과학부 데이터계산과학전공, 사이버보안전공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부 디스플레이융합전공, 반도체물리전공

신소재화학과  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학과  전자및정보공학과  생명정보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전자·기계융합공학과  환경시스템공학과  자유공학부

공공정책대학	

공공정책대학은	21세기	한국	정부의	새로운	심장부인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국가정책의	입

안,	집행,	평가업무를	수행할	공직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세종시는	중앙정부

부처와	국책연구원들이	입주한	한국행정의	메카로서	국가정책	및	공공서비스를	설계할	탁

월한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공공정책대학은	국가를	이끌어갈	미래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로	첨단이론을	습득하고	정부기관과	연계하여	실무능력

을	함양할	수	있는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정부행정학부  공공사회·통일외교학부 공공사회학전공, 통일외교안보전공

경제통계학부 경제정책학전공, 국가통계전공, 빅데이터전공

약학대학	

약학대학은	약학	고유의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과	국제적	소통능력을	함양토록	함으로써	글로벌	

리더로서	21세기형	전문약학인	양성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이를	위하여	신약개발	연계교육을	강

화하며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도록	차별화된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여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약학과

글로벌비즈니스대학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인으로서	활약할	국제적인	감각과	지적	능력을	갖춘	인재,	글로벌환경변화

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비즈니스	기초교육과	외

국어교육을	강화하고,	비즈니스	이론	및	실무교육을	접목하여	응용력과	현장적응력을	갖춘	융합

적인	글로벌비즈니스에	전문	인력을	길러낸다.

글로벌학부 한국학전공, 중국학전공, 영미학전공, 독일학전공 융합경영학부 글로벌경영전공, 디지털경영전공

문화스포츠대학	

문화스포츠대학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문화,	예술과	인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

게	하는	스포츠의	연계를	통해	지덕체의	전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학이다.	이를	

위해	문화유산(고고미술,	문화ICT)과	문화	창의(문화콘텐츠,	미디어문예창작)의	지식	융합의	새로

운	문화	패러다임	교육과	스포츠	과학과	스포츠	비즈니스,	이를	뒷받침하는	교양	교육을	주	내용

으로	하는	탈물질적	지성과	야성을	갖춘	신지식인의	요람이다.

국제스포츠학부 스포츠과학전공, 스포츠비즈니스전공 문화유산융합학부 고고미술사학전공, 문화ICT융합전공

문화창의학부 미디어문예창작학전공, 문화콘텐츠전공

미
래
로
의 

투
자

정문 신축 및 전체 조감도

총 4개동 신축(연면적 10,053평 증축) 계획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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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세종캠퍼스는	세계	최초	가속기학과를	운영하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	동력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오늘날	글로벌	기술경쟁은	기초과학에서	승부가	나고	있습니다.	

물질의	기초를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가속기	과학이	기술개발의	

돌파구를	열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명. 중이온가속기실험동 신축

용도. 교육연구시설

건축면적. 3,125.4m2 (945.44평)

연면적. 8,448m2 (2,560평)

규모. 지하1층, 지상5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구조

용도.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과, 전자및정보공학과, IBS 사업단 및 가속기과학과, 클린룸, 강의실

문화스포츠대학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문화,	예술과	

인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스포츠의	연계를	통해	지덕체의	

전인	인재를	양성합니다.	문화스포츠와	비즈니스,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의	결합	등	융복합의	맹아로서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단과대학으로	

연구와	교육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명. 문화스포츠대학교육관 신축

용도. 교육연구시설

건축면적. 2,013.44m2 (609.07평)

연면적. 7,236.9m2 (2,193 평)

규모. 지하1층, 지상5층

용도.    문화창의학부, 문화유산융합학부, 국제스포츠학부, 평생교육원, 교수연구실, 계단강의실, 실습실, 행정실, 강의실, 세미나실

대덕	연구단지와	세종시를	잇는	지역	교육과	연구의	명실상부한	

중추가	되고자	합니다.	

산학협력관	신축을	통해	본교의	탁월한	연구	성과들이	지역	산업	전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창의교육-실용연구	역량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명. 산학협력관 신축

용도. 교육연구시설

건축면적. 2,365.57m2 (715.59평)

연면적. 11,880m2 (3,600평)

규모. 지하1층, 지상6층

용도.    세종산학협력단, 신소재화학과, 생명정보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계속되는	도전과	개척으로	세계명문의	모델	글로벌	레지덴셜	캠퍼스로	

성장한	우리는	세종특별자치시	오송과학단지	출범과	함께	

더욱	중요해진	국토	균형발전의	성장엔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의	크리에에이티브한	도전이	지금도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사업명. 창의교육관 신축

용도. 교육연구시설

건축면적. 1,741.00m2 (526.95평)

연면적. 5,610m2 (1,700평)

규모. 지하1층, 지상5층

용도.    RC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미래인재개발원, 패컬티라운지 및 학생공용공간, 화상회의실, 세미나실, Workshop Room, 토론실, 라운지, 다목적홀, 국제컨퍼런스룸

산학협력관 산학협력관

1. 중이온가속기실험동 3. 문화스포츠대학 교육관

2. 산학협력관 4. 창의교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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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로의 첫 발걸음에 앞서,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데이터계산과학전공 안인경 교수

전공 소개

데이터계산과학전공은	수학	지식을	응용하여	유용한	데이터를	산출하고	

설계한	모델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여	여러	산업문제를	해결할	인재를	배양

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적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세워

진	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컴퓨터	계산으로	현상을	분석해	향후	상황

을	예측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자	합니다.

교육 과정

1학년은	기본적인	교양과목과	‘미분적분학’,	 ‘전산수학’	등을	배웁니다.	2

학년이	되면	심화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계산수학’,	‘선형대수학’,	‘해석학’,	

‘수치해석학’등의	과목들을	공부하게	되죠.	3학년부터는	앞서	배운	수학을	

기본으로	‘수리통계학’,	 ‘산업수학’,	 ‘금융수학’,	 ‘보험수학’,	 ‘위상데이터분

석’,	‘실무데이터분석’	등을	다룹니다.

진출 방향

수학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라면	어디에나	진출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데이터계산과학전공은	데이터처리	분야를	분석,	모델링,	계산으로	분류하

고	있어요.	학생들에게	각	분야에서의	핵심	기초	기술을	습득시키고	대표	

산업	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실무	교육도	제공함으로써	사회에서	요구

하는	다양한	데이터	관련	분야로	진출하도록	장려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대학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대한민국 사이버 보안의 중심을 꿈꾼다

사이버보안전공 강은숙 교수

전공 소개

올해	세계	5대	컨설팅	회사가	발표한	‘앞으로	유망한	분야’에는	정보	보안

이	빠지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최근	국내	여러	대학이	관련	학과를	신설하

고	있는데요.	안암캠퍼스의	사이버국방학과는	이미	사이버	보안	교육에서	

독보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우리는	사이버국방학과가	구축한	시스템과	교

수진을	공유하여	일반	사이버	보안	부분에서	약진하고자	합니다.

교육 과정

1학년은	‘통계학’,	 ‘정보보호개론’	등	전공	이해의	바탕이	될	교양	강좌를	

이수합니다.	2학년은	‘암호수학’,	컴퓨터	과목	등	심화한	수학	지식과	컴퓨

터	지식을	학습하죠.	3학년부터는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분석하는	‘디지

털포렌식’	등의	보안	기술을	배워요.	4학년은	해킹하거나	해킹에	대응하는	

법을	실습하고,	빅	데이터	보안과	핀테크	등	심화된	보안	기술을	다룹니다.

진출 방향

올해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정보	보호	직유’	직위가	신설되었는데요.	이

는	국가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는	부서이며,	사이버	보안	관련	전공자를	우

대합니다.	또한,	유통·서비스·통신·금융업	등	모든	회사에는	고객	정보

와	회사	기밀	등을	관리하는	보안	전문	부서가	존재합니다.	우리	학과를	전

공한	학생들의	진로는	밝을	수밖에	없죠.

차세대 디스플레이 인재가 되는 지름길  

디스플레이융합전공 전상훈 교수

전공 소개

산업	구조가	급변하면서	기존의	디스플레이	기술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없는	시대에	이르렀는데요.	그래서	우리	학과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에	주목했습니다.	플렉시블	디스플레이(Flexible Display),	웨어러블	디

스플레이(Wearable Display)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VR(Virtual 

Reality),	AR(Augmented Reality)	기술과의	접목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

1학년은	전공의	기초가	되는	수리,	물리,	화학을	공부합니다.	2학년부터

는	학부	공통의	기초	물리학	과목을	다룸과	동시에	디스플레이	개론	수업

을	들으며	특성화의	기틀을	쌓고요.	3학년은	실제	디스플레이	소자를	디자

인·공정하는	단계를	밟습니다.	4학년이	되면	현업에서	쓰일	만한	공정과	

이론을	접하고,	대학원	연구나	산학	협력에	참여할	기회도	누릴	수	있죠.

진출 분야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과	졸업생들은	삼성,	LG,	하이닉스	등	관련	대기

업과	부품·소재·장비를	취급하는	다국적	기업에	많이	취업하고	있습니

다.	또한	졸업생의	20%	이상은	동	대학원을	포함한	국내외	대학원에	진학

하여	연구자로서의	길을	걷고	있죠.	이러한	흐름은	디스플레이융합전공	학

생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급 과학기술인의 

출발, 

과학기술대학의 

첨단 인프라로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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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반도체 분야의 선두주자로

반도체물리전공 이관우 교수

전공 소개

요즘	반도체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실리콘	바탕의	일반적인	반도체가	아

닙니다.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를	넘어서는	융합	반도체	소자가	출현하고	

있어요.	반도체물리전공은	이런	변화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반도체물리전공에서	더욱	특화시켜	나온	전공입니다.	반도체	물리,	자성체	

물리,	초전도	물리,	양자정보이론	분야를	중심으로	삼고	있죠.

교육 과정

1학년은	디스플레이융합전공과	함께	수리,	물리,	화학을	공부합니다.	2학

년부터는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부	공통의	기초	물리학	과목을	공부하

면서,	반도체	물리의	기본	개념을	배웁니다.	3학년	때는	반도체	회로를	중

점적으로	다루고요. 4학년	때는	실제	반도체	소재에	대한	공정과	실습을	

거치고,	교수님들과	함께	학부	수준의	반도체	연구·개발도	진행합니다.

진출 방향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과	졸업생들은	삼성,	LG,	하이닉스	등	관련	대기

업과	부품·소재·장비를	취급하는	다국적	기업에	많이	취업하고	있습니

다.	또한	졸업생의	20% 이상은	동	대학원을	포함한	국내외	대학원에	진학

하여	연구자로서의	길을	걷고	있죠.	이는	디스플레이융합전공	학생들과	마

찬가지로	반도체물리전공	학생들에게도	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날개

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학과 조현중 교수

학과 소개

우리	학과는	급속한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고자	탄생했습니다.	오늘날	기술

이	지능화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초연결·초지능’을	지향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학과의	교육	역량을	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했어

요.	특히,	빅데이터	및 IoT	관련	과목을	강화해	재학생이	급변하는	기술	변

화	속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교육 과정

1학년은	‘컴퓨터언어’,	‘컴퓨터기초’	과목을	통해	코딩의	초석을	다집니다.	

2·3학년	학생들은	‘알고리즘’,	 ‘운영체제’,	 ‘자료구조’,	 ‘컴퓨터네트워크’	등	

컴퓨터	공학의	근간을	이루는	전공	지식을	습득하죠.	4학년	학생들은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최신	기술들을	접해볼	수	있는	‘병렬프로그래밍실습’,	‘스

마트폰애플리케이션개발’	등	다양한	전공	확장	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진출 분야

전공	지식과	프로그래밍	능력	등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에서도	점점	

중요해지는	추세입니다.	전공	지식과	실력을	충실히	갖춘다면	국내·외	어

디서든	꿈을	펼칠	수	있는	셈이죠.	창업의	경우,	소프트웨어의	국제적인	판

매망	구축	등	소프트웨어	분야가	유리합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창업	프

로그램을	잘	활용한다면	기업가로서의	꿈도	키워볼	수	있겠죠.

ICT·환경공학 분야의 글로벌 창의 인재로 가는 징검다리	

자유공학부 이흥식 교수

학부 소개

자유공학부는	신입생만으로	구성된	특성화	학부예요.	자유공학부	학생은	

1학년	때	ICT	및	환경공학분야	전공의	기본	개념을	학습하며	현재	산업계

에서	요구하는	학문	융합의	능력을	배양하게	됩니다.	2학년	진입	시에는	1

학년	때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적성을	찾고,	가장	적합한	전공을	선

택함으로써	전공	선택	시	겪게	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요.

교육 과정

1학년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교과목	말고도,	2학년	진입	시	전공을	원활

히	선택하기	위해	관련	과목을	수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

한	전공과	적성을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2학년	이후로는	‘전자및정보공

학’,	 ‘전자·기계융합공학’,	 ‘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	 ‘환경시스템공학’	중	

하나를	택하고,	해당	학과에	소속되어	공부하게	됩니다.

전공 선택을 도울 구체적인 방안

자유공학부	학생을	위해	가칭	‘자유전공설계’	교과목을	개설할	예정이에

요.	이를	통해	학문	융합적	사고를	배양하고,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여	최적

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세미나를	활용한다면	각	

전공의	특성과	전망	등을	미리	경험할	수	있어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마리아주

전자·기계융합공학과 박강박 교수

학과 소개

우리	학과는	산업의	기반인	전기전자,	기계,	컴퓨터	분야에	대한	융합적	역

량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여	지역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

니다.	최근에는	학문간	경계가	흐려지고	서로	결합된	산업	분야가	발전하

고	있죠.	이에	발맞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를	두루	배우며	두	분야

를	어우러지게	할	방법을	탐구하는	일이	우리	학과의	목표입니다.

교육 과정

신입생	때는	교양	수학과	일반	물리	이외에도	‘기초공업수학’,	 ‘기초역학’

을	통해	필요한	역량을	학습합니다.	특히	실험	8개	과목을	모두	필수로	지

정하여	학생들의	실무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어요.	고학년에게는	종합적인	

교육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4학년은	학기마다	지도교수님과	최소	2

회	이상	면담을	통해	진로	지도	및	자소서	첨삭	등을	받도록	의무화했죠.

진출 분야

전자·기계융합공학과	졸업생들의	진로는	대단히	폭넓습니다.	앞서	언급

했듯이	전자공학	및	기계공학의	융합	역량을	갖추고	있고	하드웨어	및	소

프트웨어	역량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ICT,	자동차,	국방,	중공업/엔지니어

링,	계측,	장비산업	등	굉장히	다양하게	진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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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과의 근접성을 기반으로 정부를 연구하다

정부행정학부 임준형 교수

학부 소개

우리	학부에서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에	주목합니다.	중앙행정

기관	중	대부분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연구의	편의

성과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관리

되는	모습을	현장에	가서	볼	기회가	많이	생겼죠.	공무원들과	대화할	수도	

있으며,	행정을	조사하기에	용이해졌습니다.	

교육 과정

이론에	응용과	실습을	더하는	교육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수업의	구조가	이

론	강의에만	그치지	않도록	계획했어요.	이론을	듣고	팀을	구성한	뒤	중앙

정부기관을	방문해서	그	현장을	조사하게	하려고	합니다.	나아가	국가공무

원들과	인터뷰함으로써	현장	문제를	분석하여	국가의	정책	대안을	설계하

도록	해서	현장감	있는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출 분야

진출	방향은	크게	두	가지예요.	공공기관의	성과	관리자로	거듭날	수도	있

고,	공법	행정에	특화된	인재로	활약할	수도	있습니다.	성과	관리는	최근	

굉장히	인기	있는	분야로	떠오르며	주목받고	있어요.	한편	공법	행정	전문

가란	단순한	공무원이	아닌	검찰	수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법무	행정	분

야의	공무원	등을	가리킵니다.

공공정책대학

College of Public Policy

통일 전문가로 향하는 레드카펫

통일외교안보전공 임재천 교수

전공 소개

변화하는	북한	문제에	따라	기존의	북한학과가	통일외교안보전공으로	성

장했습니다.	우리	전공에서는	통일·북한·외교·안보	네	분야에	통합적

으로	접근함으로써	폭넓은	지식과	통찰력을	지닌	통일외교안보전문가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전공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졸업하는	학생

에게는	‘정책학사’를	수여하고	있어요.

교육 과정

네	분야를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수의	기초	

과목과	심화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과목들은	크게	국제	관계	및	외교·안

보,	북한의	정치외교,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로	나뉘는데요.	다수의	전공과

목을	영어로	개설하여	전공생의	국제적	소통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에요.	

또한,	북한학과	대학원과의	연계를	통한	심층적인	교육	기회도	제공할	것

입니다.

진출 분야

먼저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등의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통일·

북한·외교·안보	관련	민간단체에서	일할	가능성도	크죠.	셋째,	남북한	

사이의	교류협력이	확대되면,	국내외	기업체들이	통일·북한문제	전문가

를	필요로	할	테니	일반	회사로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학술적인	관

심이	높은	전공자는	본교	북한학과	대학원에	진학함으로써	연구를	지속할	

수	있어요.

데이터 분석을 넘어, 해석하는 인재들

국가통계전공 김기환 교수

전공 소개

국가통계란	정부에서	만들어	내는	빅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경제,	환경,	사

회	등	모든	분야가	연계되어	있기에	범위가	정말	넓어요.	최근	정부에서는	

공공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와중에	본교는	행정	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에	자리	잡고	있어요.	데이터의	집결지에	위치했다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전공을	개편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교육 과정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1학년에게는	공공정책대학	내에서	열리는	

모든	전공을	수강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한편	학과	개편을	통해	세	가

지를	보강했는데요.	첫째로	국가의	공식	통계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	둘째

로	공식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캡스톤	디자인	과정,	셋째

로	자료의	수집·정리·분석을	위한	컴퓨팅	과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진출 방향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특히	일반	기업도	

기업	데이터와	국가의	공식	통계를	함께	논하기	때문에,	공식	통계	활용에	

익숙하다면	더	많은	취업의	기회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	가능성은	“기

업이	원하는	인재는	정부에서	나온	공공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업	자료와	

결합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기업	인사의	답변으로	확인한	부분입니다.

차기 빅 데이터 전문가를 환영합니다!

빅데이터전공 진서훈 교수

전공 소개

빅	데이터를	이야기할	때	통계나	수학을	빼놓을	수	없지만,	각	학과의	핵심

이	빅	데이터일	수는	없습니다.	전산,	통계,	수학	관련	학과는	그들의	학문	

영역이	있죠.	반면,	우리	전공에서는	각	전공	영역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뽑

아	빅	데이터	교육을	특화했습니다.	빅	데이터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실용적으로	교과를	구성했어요.

교육 과정

1학년은	경제,	통계	등의	개론을	학습합니다.	이와	더불어	코딩을	배우며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닦아요.	2학년이	되면	통계	이론,	컴퓨터로	

자료를	분석하는	법,	빅	데이터	구성	등을	배우죠.	3학년은	빅	데이터	분석

에	이용되는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	문서·이미지	분석	등	고급	

기법을	주로	익힙니다.	4학년은	습득한	것을	토대로	실습에	임합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

진출 분야

증권사,	은행	등의	금융사와	통신사가	대표적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

라	발생하는	데이터를	처리할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각종	쇼핑몰	혹은	

포털	사이트도	매한가지예요.	또한,	정부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	예

방,	재해	방지,	교통	시스템	개편에	빅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

요.	혹은	빅	데이터	처리를	전문적으로	내세워	창업할	수도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와의 

연계 교육으로 

실무형 공공부문 

전문 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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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대학

College of Culture and Sports

스포츠 속의 인문학 

스포츠비즈니스전공 배상우 교수

전공 소개

우리	과에서는	스포츠에	관련된	모든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그에	맞는	역

량을	키우도록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국제	스포츠	시장은	날로	커지고	

있고,	그만큼	비즈니스	기회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	기회의	현장에	뛰어들

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더욱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스포츠학부	

산하에	신설되었습니다.

교육 과정

국제스포츠학부	학생이라면	누구나	스포츠	실기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실기	과목으로는	‘마린스포츠’(스킨스쿠버,	요트	등),	 ‘아웃도어스포츠’(캠

핑,	트래킹	등),	‘하이엔드스포츠’(골프,	스키	등)가	있어요.	한편	언어	과목

도	개설됩니다.	비즈니스에서는	소통이	중요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프라퍼티스’,	‘스포츠컨버전스’	등의	심화	과목도	있습니다.

진출 분야

다양한	스포츠	협회와	스포츠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한체육회’같이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기관이라든지,	 ‘IOC’나	 ‘FIFA’와	

같은	국제스포츠기구의	일원이	될	수도	있죠.	혹은	프로야구팀	협회	등	이

윤을	추구하는	스포츠	조직에서	활동할	수도	있고요.	다른	방향으로는	개

인	비즈니스	창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융합형 인재들의 놀이터

문화ICT융합전공 이홍종 교수

전공 소개

문화ICT융합전공은	빅	데이터,	모바일,	웨어러블	기기와	같은	정보통신기

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과	다양한	문화유산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생산할	인재를	키우는	학과입니다.

교육 과정

학생들은	고고학과	미술사학의	이론	체계를	바탕으로 IT와 ICT에	관한	실

용	지식을	학습합니다.	이는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할	능력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본

격적인	IT·ICT	실습은	2학년	때부터	시작하며,	4학년이	되면	문화ICT융합

설계-캡스톤	디자인	과목을	수강합니다.

진출 방향

3D	기술을	배워	문화재	디지털복원전문가나	3D	스캔	전문가가	될	수	있

습니다.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홀로그래피를	이용한	디지털	전시	전문가

로서	박물관에서	일할	수도	있죠.	또한,	방송사나	언론사의	기자나	PD,	게

임	시나리오	작가	및	기획자,	역사	관련	다큐멘터리	작가로	활동할	수도	있

습니다.	유네스코와	같은	문화재	관련	국제기관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문학을 사랑하고, 문화를 창조하는 사람들

미디어문예창작학전공 홍창수 교수

전공 소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미디어문예창작학전공은	순수문예와	실용문예가	

어우러진	국내	최고의	미디어	글쓰기	메카를	지향합니다.	소설,	시,	희곡,	

비평	등	순수문예	활동을	통해	최고의	전문	작가를	양성하는	한편,	공연	제

작,	영화	시나리오,	방송구성,	광고	및	출판,	게임	스토리텔링	등을	교육하

여	새로운	미디어	시대를	선도할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죠.	

교육 과정

우리	전공에서는	시,	서사,	비평,	희곡	강의를	전공	필수로	개설해	기초적인	

문예	창작	능력을	습득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2007년부터	순수문예	창작뿐

만	아니라,	영화,	공연기획,	TV	드라마,	광고,	애니메이션,	디지털스토리텔

링	관련	강의를	개설	및	보강하여	최근	미디어	관련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는	등	커리큘럼을	능동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출 방향

졸업생	대다수가	광고,	언론,	출판,	방송	계열로	진출하며,	이	밖에도	공연

기획자,	영화감독,	프로듀서,	게임기획자,	웹툰	작가,	교직원,	노무사	등	진

출할	수	있는	직업은	매우	다양합니다.	창작과	연구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라면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하여	좀	더	깊이	있게	학업을	지속할	수도	있

고요.	대학	재학	중	또는	대학원	진학	후	등단하는	학생도	다수	있습니다.

문화, 예술과 

스포츠의 연계를 통해 

지덕체의 전인 인재를 양성

재미있게 살고 싶은 사람들의 배움터, 문화콘텐츠전공 

문화콘텐츠전공 김정우 교수

전공 소개

문화콘텐츠전공은	2017학년도에	신설되는	전공입니다.	우리	전공에서는	

영화,	게임,	광고,	음악과	같은	여러	콘텐츠를	두루	가르칩니다.	이것이	신

설된	이유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이용한	사업이	굉장히	유망하기	때문이

에요.	우리	전공은	무형의	자산으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방법론

을	교육합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느끼는	재미에	관해	연구하는	셈이죠.

교육 과정

1·2학년에게는	‘문화콘텐츠개론’,	‘대중문화개론’	등	기본을	가르칠	계획입

니다.	3학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장르를	나눠	수강하며	실습을	겸하려고	해

요.	4학년	때는	실습이	전공의	주축을	이루고,	졸업	작품을	만들게	할	생각

이에요.	실습	위주의	과목을	많이	만들어서	학생들이	사회에	빨리	투입될	

수	있게	교육하려	합니다.

교육 목표

대학생활	내내	학생들이	재미있게	학교에	다녔으면	합니다.	다만	재미있기	

위해서는	직접	해야	하는	일,	즉	실습이	많으니	힘든	점도	있을	거예요.	부

디	그런	힘든	일마저	재미있게	즐기기를	소망합니다.	전공을	통해	아이디

어가	통통	튀는,	자기	표현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이를	발판으

로	삼아	게임,	영화,	광고,	음악	등	여러	분야로	진출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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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비즈니스대학

College of Global Business

약학대학

College of Pharmacy

가자, 독일로! 문화 융합의 역동성을 이해하는 독일 전문가 

독일학전공 김갑년 교수

전공 소개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독일학은	어문학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독일의	사회·경제·문화을	연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죠.	이에	

발맞춰	우리	전공은	이미	독어독문학과에서	독일문화학과로	명칭을	달리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변화를	시도하려고	해요.	글로벌학부의	독

일학전공으로	개편하여	더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학문이	되고자	합니다.

인재상 

독일적	사고와	사상을	접하고	역경을	스스로	이겨내는	창의적	인재를	추구

합니다.	독일적	사고란	근면성실하며	원칙을	따르고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

하는	것이라고	요약될	수	있죠.	저는	독일에서	이러한	가치가	실현되는	현

장을	목격했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을	주도하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독일학전공을	통해	배워	보기	바랍니다.	

교육 과정

단기적으로는	지역과	문화를	학습하는	것에	목표를	둡니다.	장기적으로는	

독일과	유럽	분야의	전문가를	배출하려	하기에,	전문적이고	융합적인	교육	

시스템을	마련했어요.	예를	들면,	정치학이	결합된	‘EU의통합과동아시아

정치’,	스포츠	마케팅을	융합한	‘유럽스포츠마케팅’	등이	있습니다.	독일학

전공	안에서	관심	있는	타	분야를	함께	배울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해외 진출, 이제는 꿈으로만 남겨 두지 마세요

글로벌경영전공 박철 교수

전공 소개

글로벌경영전공에서는	경영	지식을	교육하고	국내외를	바라보는	넓은	시

각을	함양하게	하는	데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한편	영미학,	중국학	등의	어

문	계열	전공이	속한	글로벌학부가	글로벌경영학전공과	함께	글로벌비즈

니스대학을	구성하는데요.	글로벌학부와	협력하여	국제	시장을	다양한	측

면에서	섬세하게	다룰	능력을	갖추도록	커리큘럼을	다듬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

1·2학년에게는	비즈니스의	기초를,	3학년에게는	비즈니스	심화	과목을	가

르칩니다.	4학년에게는	현장	실습	위주의	강의를	제공하고요.	이를	위해	

기존에	존재하던	이론	위주의	과목을	대폭	폐지하고	실무	위주의	과목을	

새로이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론과	더불어	실무	능력까지	지닌	인재를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진출 분야

첫째로는	국내외	기업체	취업,	그리고	창업입니다.	둘째로	자격증을	취득

한	후	전문직에도	종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충청권	대학에서	공인회계

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저력을	지녔습니다.	그	외에도	요

즘	부상하는	병원이나	구호단체	같은	비영리	기구,	비정부조직인	NGO나	

NPO에	나아가는	길도	생각해	볼	수	있을	테고요.

세계로 가는 길목에서 고려대학교 약학대학과 함께

약학대학 육순홍 교수

대학 소개

본교	약학대학은	2010년	8월에	설립되었고,	2011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

여	어느덧	여섯	번째	새로운	식구를	맞이했습니다.	신설된	지	6년이	막	지

났지만,	짧은	시간	내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2013년	QS	세계	대학평

가에서	세계	100위	안에	진입한	후로	줄곧	이	자리를	지켰죠.	두	차례	치

러진	약사고시에서도	전원	합격이라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교육 과정

교육	과정은	전반기(3~4학년)와	후반기(5~6학년)로	나뉩니다.	전반기에는	

약학의	기본	과목들을	교육합니다.	강의	중	40%	이상은	영어로	진행돼요.	

후반기에는	실무에	주력합니다.	병원,	지역	약국,	제약기업,	약학대학	연

구실에서	실습이	이루어져요.	그중	고려대학교	3개	병원(안암병원,	구로병

원,	안산병원)에서	진행하는	임상	실습은	국내	최고의	임상	교육	프로그램

이죠.

진출 분야

첫째로	대학원에서	공부를	이어간다면	더	전문적인	약학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병원	약사가	될	수	있어요.	이미	우리	약학대학은	국

내	최고임을	인정받았고,	많은	졸업생이	국내	대형병원	약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제약사	연구원	분야로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

로	보건·의료	분야의	국가기관에서	활약할	수도	있고요.

신약개발과 

첨단의료 연구를 선도하는 

전문 약학인을 양성합니다

전공에 관한 더 많은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On-line KU Sejong News에 방문해 보세요! 

People 카테고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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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한민국(문예창작학 16) 원우

Q1.

학문의	자율성이	분류	체계에	종속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전통학

문이라고	부르는	분류	체계는	그것이	삶에	기여하는	한에서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실용과	융합을	기치로	내건	세종캠퍼스의	학사구조	개

편을	적극	환영합니다.	다만	그것이	단순히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것에	그

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종의	목표는	안암과	구별되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Q2.

비교적	늦은	나이에	대학원에	입학한	이유는	자유롭고	싶다는	욕망	때문이

었습니다.	조금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자유로운	삶	속에는	제가	원하

는	것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저에게	학문은	그것을	추구하는	것	이상도	이

하도	아니죠.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런	생각만큼은	변하지	않았으면	합

니다.

크림슨 클럽

김밥천국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점 고현아 사장

Q1.

평소	따뜻하고	순박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학생들에게	큰	애정을	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려대학교가	지닌	본연의	가치와	전통을	지켜나가면

서	계속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자

긍심과	자신감을	지니고	학교생활을	한다면	취업난	등	본인이	당면한	어려

움을	당차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Q2.

저에게	이곳	고려대는	아주	특별한	학교입니다.	여러	힘든	시기가	있었지

만	고려대	학생들의	응원과	지지로	극복했고,	이곳에서	많은	영감을	얻어	

사업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더욱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	메뉴를	개

발하여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그	성원에	보답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세종평생교육원

세종인문지리학교 제8기 이경한 수강생

Q1.

우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신	세종시와	학교	측에	진심으로	감

사의	말씀드립니다.	비단	고려대뿐	아니라	세종시	전체가	급변하고	있는데

요.	특히	교육	인프라가	꾸준히	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

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와	고려대	세종캠퍼스의	지속적인	상

생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Q2.

저는	세종시에서	나고	자랐던,	또	삼십여	년을	교직에	종사했던	사람으로

서	고려대와	함께	변화하는	세종시를	문화	융성	도시로	만드는	일에	기여

하고	싶습니다.	세종시를	교육과	더불어	관광,	예술	등의	인프라를	두루	갖

춘	복합	문화	도시로	가꾸어나가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

와	세종캠퍼스가	제공하는	스토리텔링을	비롯한	다양한	인문학	강좌들을	

두루	수강하여	제	역량의	거름으로	삼고자	합니다.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	

장차	크게	봉사하고	싶습니다.

본교에 부임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김정우 교수문화콘텐츠전공	 제가	전공하던	문화콘텐츠	분야의	학과가	본교에	

새롭게	개설되면서	교수자로	부임했습니다.	더불어	모교라는	점도	크게	작

용했어요.	모교에서	후배들을	가르칠	기회이기에	기쁘게	이를	받아들였습

니다.

김희석 교수사이버보안전공	 본교에서	정보보호학을	공부하면서	후학을	양성

하고	함께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해왔어요.	영국에서	박사	과정	수

료	후	연구원	생활을	할	때도,	대전	연구소에서	근무할	때도	기회가	된다

면	반드시	본교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우명숙 교수공공사회학전공	 저는	사회학을	전공했고,	박사	논문과	이후의	연

구에서는	‘한국과	복지국가의	관련성’에	주목했는데요.	학교에서는	학부의	

사회학,	대학원의	사회복지학을	가르칠	사람을	요구했기에	조건에	부합하

는	제가	임용된	듯합니다.

임승엽 교수국제스포츠학부	 제가	부임한	국제스포츠학부는	사회체육학부에서	

국제스포츠학부로	변화했는데요.	변화의	성공에	힘입어	체육학계에	널리	

알려졌지요.	그러다	국제스포츠학부의	채용	공고를	접했고,	지원하여	본교

에	부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나요?

안남일 교수문화콘텐츠전공 “생각하라,	그리고	행동하라!”	

노수연 교수중국학부	 자신의	열정을	쏟을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해	보지	않고	평생	아쉬움을	갖기보다는	무엇이든	과감히	도전

해	보는	것이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LIU WEI 교수중국학부	 韩国与中国是邻居，在政治、经济、文化上的交

流越来越频繁，韩国需要汉语人才也会越来越多。要想把汉语学好，首

先，要甩掉怕的心里，多跟老师和中国同学会话交流。其次，要记住反复

是学好语言最好的办法。

앞으로의 포부를 말씀해 주세요. 

김정우 교수문화콘텐츠전공 지금	제게는	우리	세종캠퍼스에	새롭게	생길	문화

콘텐츠전공이	하루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과의	커리큘럼	구성부터	시작해서,	운영	방안,	관련	내규	등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이전	대학에서는	학생들과	단순히	교수와	

제자의	관계였지만,	모교에	온	이상	교수와	제자의	관계를	넘어	선배와	후

배의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후배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자신의	가치

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싶습니다.

안남일 교수문화콘텐츠전공 문화창의학부의	문화콘텐츠	전공은	신설	학과인	

만큼,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의	특화된	대표	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수연 교수중국학부	 우리	사회,	나아가	세계가	필요로	하는	바른	인성

의	인재를	양성하고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가	한-중	교류의	새로운	교두

보가	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김희석 교수사이버보안전공	 열정을	갖고	연구·교육할	거예요.	또한,	학생들이	

마음	편히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할	것

이고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도자이자	조력자가	될	것

입니다.

우명숙 교수공공사회학전공	 거창한	포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세종캠퍼스에	오

면서부터	달라진	건	예전보다는	더	많은	학생을	가까이에서	자주	만난다

는	것인데,	이건	부담이기도	하지만	기대가	되는	일입니다.	학생들을	만나

는	일이	즐겁고	보람된	일이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LIU WEI 교수중국학부	 将来，可能会跟现在一样，无论是在教学，还是

研究上都会兢兢业业，恪尽职守。希望有一天会成为在韩中国教授的佼

佼者。

임승엽 교수국제스포츠학부 교육자로서의	포부는	간단합니다.	학생들이	고려

대학교를	졸업한	후	좋은	직장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자로

서	해야	할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국제스포츠학부	커리

큘럼	중	제가	담당하는	수업에	충실하고	학생들이	졸업과	취업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저	자신을	희생하고자	합니다.

세종캠퍼스는 이제 4개월 후, 학과 개편으로 새롭게 거듭납니다. 그동안 

서로 다른 위치에서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온 신임 교원들, 세종캠퍼

스의 새로운 시작과 함께 그들이 써 내려갈 새로운 역사와 이야기를 기대

하고, 응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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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개교 36주년을 맞이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진정한 배움터

가 되기 위해 여러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신임 

교원의 부임인데요. 내년부터 시작되는 학과 개편을 맞아 이들은 어떤 

결의를 품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신임 교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볼까요? (총 10명의 신임 교원 중, 연락이 닿은 7분의 의견으로만 작성

했음을 밝힙니다.)

Q1. 최근 우리 학교가 생동감 있게 변하고 있는데요.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Q2. 학교가 변하듯 모두가 크고 작은 변화를 맞이할 텐데요. 

 달라질 자신의 미래에 응원을 보낸다면?

Cover Story. 3 Cover Story. 4

Big Think, 
Big Future  
변화를	마주한	

학교	안팎의	시선

Big Think, 
Big Future  
신임	교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다

취재.	이승원·최은혜 취재.	김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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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기보다	아름다운

미스코리아	우정상	수상자-	
장휘북한학과 12	학우

취재·사진.	최은혜

미스코리아 대회를 치르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

으시다면?

대회 당시 저는 반장을 맡았는데요. 반장은 34명 

후보들의 긴장을 풀어 주고 독려하는 역할을 합니

다. 그런데 대회 바로 전날, 제가 발을 헛디뎌 무대

에서 굴러 발목을 심하게 다친 거예요. 온종일 퉁

퉁 부어 있는 발목 때문에 리허설에 참여하지 못

하고 무대 동선을 눈으로만 익히고 있을 때, 친구

들이 많은 위로와 걱정을 건넸습니다. 그때 동료들

에게 정말 깊은 우애를 느꼈어요.

우정상은 동료들이 직접 주는 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특

별해 보여요. 소회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힘든 시간이 지나고 특별상 수상자에 제가 호명되

어 무대 중앙으로 나갈 때 제 손을 꼭 잡아주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들에게 사랑과 인정

을 받는 일이 얼마나 벅찬지 경험했죠. 지금도 친

구가 손을 꼭 잡아주던 순간과 신뢰가 담긴 악력

에서 오는 감격이 선해요.

흔히들 ‘미스코리아’라 하면 화려한 무대에서 외모를 뽐

내는 모습을 떠올리곤 하는데요. 그 이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지원부터 당선까지의 준

비 과정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미스코리아 지역 예선에서 지역 대표로 선발된 후

보자만이 본선에 출전할 기회를 얻습니다. 모든 

후보자는 한 달간 합숙하며 여러 선생님의 교육 

아래에서 훈련에 임하게 되는데요. 본선 무대에서 

본인에게 알맞은 헤어와 메이크업을 완벽히 소화

하기 위한 준비 뿐 아니라 스피치와 인성 교육도 

받아요. 매일 새벽에 스스로 운동하며 체력을 키

우고, 워킹과 포즈를 연구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지덕체를 고루 갖춘 여성으로 거듭나기 위

해서랍니다.

미스코리아를 준비하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들었어요. 수차

례의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 한 나라의 미를 

대표하는 자격을 얻는 대회이기 때문에 지덕체를 

고루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이를 위해 ‘외면이 예

쁜’ 여성이 아닌 ‘생각과 행동이 아름다운’ 여성이 

되도록 끊임없이 스스로 채찍질하고 다듬으려고 

노력했어요.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해지는데요. 그중 미스코리아 출

신이라는 점과 연관된 것이 있나요?

저는 현재 본교 북한학과에서 통일과 북한 인권 

등을 주제로 공부하고 있어요. 또 대통령 직속 기

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2030 청년자문

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이런 여러 활동을 토대

로 훗날 국제기구에서 남북 통일과 북한 인권 문

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되려 합니다. 미

스코리아 출신 통일부 장관이 되어 통일된 한국

에서 ‘제1회 미스코리아 대회’를 여는 것도 제 꿈

이에요.

그녀는 몸에 깊이 밴 긍정과 배려로 주위를 편안하고 행

복하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녀를 진정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 주위에 대한 감사, 그

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따스한 시선이리라. 예쁘고 잘난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예쁘기보다 ‘아름다워서’ 

미스코리아가 된 그녀가 만들어 나갈 미래가 더욱 기대

되는 이유다.

“미스코리아는 예뻐야 한다.” 어떻게 보면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러나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미의 상징으로서 내면을 성숙하고 아름답게 갈고 닦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자리하고 있다. 

미스 강원 출신인 장휘(북한학과 12) 학우는 ‘2016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우정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우정상은 선발 기간에 합숙했던 동료들이 주는 상인 만큼 그 의미가 사뭇 남다르다. 

이는 그녀가 외모로만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미스코리아라는 것을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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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으로	세종시의	

행복을	설계하다-	
독일문화학과	김갑년	교수

취재.	김혜원

사진.	서준혁

세
종
시
의 

행
복
을 

설
계
하
다

인
문
학
으
로

<인문학, 세종시를 행복도시로 만든다>는 

어떤 사업인가요?

<인문학, 세종시를 행복도시로 만든다>는 세종시

를 행복도시로 만들기 위해 한국연구재단에서 지

원받아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세종특별자치시

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공공, 민간, 지역공동체의 소통을 전

망하고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인

문학을 바탕으로 세종시에 다양한 가치와 신뢰·

협력의 문화가 깃들게 하려 합니다.

이 사업을 기획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1세기가 되었음에도 조치원은 새롭고 확고한 정

체성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여기에 ‘신도시 건설’

이라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세종시는 정체성의 혼

란을 겪게 되었죠. 이렇다 보니 도시의 본질을 확

실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 과제로 대두했습니다. 

이를 위해 구도심과 신도심을 아우르고, 세종시의 

독특함과 특수성을 기반으로 개성을 뚜렷이 하는 

작업이 필요했어요. 특별자치시민의 위상과 자부

심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의식, 프로그램도 요구

되었고요. 저는 인문학이 행복도시를 구축하는 열

쇠로 작용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인프

라가 완성되지 않은 지금이 바로 그 열쇠를 사용

할 최적의 시기겠지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사업 설계도를 살짝 공개하신다면요?

프로그램은 크게 인문강좌, 인문주간, 청소년 인

문주간, 인문체험으로 나뉩니다. 3년간 강연 54

회, 포럼 27회, 집담회 27회, 체험학습 27회를 열 

예정이에요. 15주(4개월)간의 활동을 1기로 묶었

는데요. 1기는 강연 6회, 포럼 3회, 집담회 3회, 

체험학습 3회로 구성됩니다. 이런 식으로 얼개를 

짜면 1년이 곧 3기이고, 이것이 하나의 주제를 향

하도록 설정했어요.

1년 차에는 ‘타자의 이해’와 ‘소통의 치유’, 2년 차

에는 ‘정체성 탐구’와 ‘공존의 의미’, 3년 차에는 

‘인문도시의 미래’와 ‘행복도시 확산’을 소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소주제는 모두 ‘통합

과 융화’라는 대주제를 향해 있어요. 세종시의 통

합과 정체성 확립을 모색하기 위해서 말이죠.

사업이 어떤 효과를 낳으리라 기대하시나요?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을 매개로 인적·물적·지

적 자원을 교환하고 공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

다. 민간, 공공, 지역 간의 유대감이 끈끈해지는 

것은 물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네트워크가 형성

되겠지요. 이후 지역 단체와 인문학 교육 콘텐츠

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지역 시민의 의식 수준 향

상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테고요. 결국 세종시는 

인문학 대중 교육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처음을 결정짓는 일은 언제나 막막한 법이다. 신생 도시

에 새로운 가치를 접목하려는 일도 분명 쉽지 않았을 터

다. 더군다나 그것이 인문학이라니. 언뜻 생뚱맞은 듯한 

그 시도를 지역 기관마저도 미덥지 않아 했다. 그러나 김

갑년 교수는 그 누구보다 확신에 차 보인다. 인문학으로 

세종시를 곱게 포장하기 위해 어느 하나 허투루 하지 않

고 무수히 고뇌한 결과이리라. 그가 바라는 대로 세종시

가 행복도시로 거듭나길 소망해 본다.

지난 7월, 본교 독일문화학과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김갑년 교수가 제안한 사업 <인문학, 세종시를 행복도시로 만든다>가 

2016학년도 인문도시지원사업에 최종 선발되었다는 것이다. 

올해로 출범한 지 5주년에 접어든 세종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김갑년 교수가 꿈꾸는 세종시를 찬찬히 들여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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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거울을	비추다-	
괴담	The KU	
김성욱북한학과	10	학우

취재.	최은혜

사진.	서준혁

거
울
을 

비
추
다

시
대
에

안녕하세요, 김성욱 학우님. 평소 괴담의 달인이라 불리

신다고 들었는데요. 괴담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진행

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블로그 <괴담의 중심>을 운영

하면서 일본 괴담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2012년

에는 『일본도시괴담』 1권을 출간하고, 월간 웹진 

<미스터리> 필진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지

금은 아쉽게도 휴간 중이에요. 군대에 있을 때에

는 에센티 웹툰 작가님과 협업하여 웹툰 <그로테

스크>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에는 『일

본도시괴담』 2권을 출간했고요. 작년부터 쌈무이 

웹툰 작가님과 함께 블로그의 번역 괴담들을 라

디오 드라마로 각색, 제작하고 있습니다.

과연 괴담의 달인이 맞으신 것 같네요. 괴담을 좋아하게 

되신 계기가 있다면? 

2009년, 그러니까 수능이 끝난 뒤였어요. 하도 

심심해서 읽을거리를 찾다가 괴담을 몇 편 읽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작했다가 한국에서 읽을 만

한 괴담은 전부 다 읽은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일

본 원서로 된 괴담까지 읽게 됐고, 저만 이 내용

을 알기에는 아쉽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일본 괴

담을 직접 번역해서 블로그에 올리기까지 했죠. 

괴담을 읽고 직접 번역을 하면서 점점 괴담의 비

밀스러운 매력에 빠져들게 됐어요. 

괴담의 비밀스러운 매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

실 수 있을까요?

괴담에는 사회의 가장 어두운 단면이 투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속학에서도 괴담은 주의 깊게 

다루는 소재예요. 당시 사회의 음습한 풍속을 확

인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본 괴담을 예로 

들면, 일본은 빈 집에서 귀신이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본 사회가 급격하게 고령화되면서 

실제로 빈 집이 많이 생겨났어요. 거기에 귀신이 

산다고 믿기 시작하면서 괴담이 생겨난 거죠. 저

는 그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사람들에게 

괴담으로 내면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일본도시괴담』 을 출판하게 되신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는 평소에 괴담 수요층이 탄탄하지 않다는 점

이 안타까웠어요. 생업이 가능하게끔 여건이 조

성된 일본 괴담 시장과 달리 한국은 아직 그런 

환경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괴담을 많

은 독자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제 일이라고 생각

하게 되었어요. 이는 결국 다양한 콘텐츠가 뿌리

내릴 수 있는 토양을 형성하게 되겠지요. 이런 

생각을 하던 찰나 제가 취미 삼아 블로그에 번역

해서 올린 일본 커뮤니티의 괴담을 보시고 출판

사에서 책 발간을 제안하는 메일이 왔어요. 제가 

기꺼이 응했으리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괴담과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괴담 시장이 존재하고 또 제가 그 시장에서 활동

하는 이유는 괴담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본도시괴담』의 서문에서 말

했던 것처럼, 괴담을 통해 사람들이 시대의 부족

함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여 더 행복한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날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괴담을 번역해서 올릴 거예요. 그

리고 괴담을 만드는, 소비하는 사람들의 부름에 

열심히 응답할 겁니다.

가끔 뻔하다는 소릴 듣지만 그만큼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았던 괴담, 

그러나 단순한 유희의 한 방식으로 치부되었던 괴담의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한 사람이 있다. 

자타가 공인하는 괴담의 달인인 김성욱 학우(북한학과 10)의 괴담 사랑은 

그가 지닌 해박한 괴담 지식만큼이나 남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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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박물관,	

꿈꾸는	스토리텔러-	
이야기산업연구소	대표	

허지이국어국문학과	11	학우

취재.	최은혜

사진.	계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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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지이 학우님. 직접 설립하신 ‘이야기산업

연구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이야기산업연구소는 이야기로 세상을 바꾸려

는 회사예요. 최근 광고나 문화 등 여러 분야에

서 스토리텔링이 단연 화두잖아요. 그런데도 우

리나라에는 아직 제대로 된 이야기 회사가 없어

요. 그래서인지 기업이나 정부 기관에서 저희에

게 직접 일을 요청하신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

래서 우리가 아예 마음먹고 세운 이야기 회사가 

바로 이야기산업연구소입니다.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 공익을 위해 저희의 스토리를 

제공하기로 한 거예요.

교내 창업경진대회에서 ‘박물관 스토리텔링’을 주제로 1

등을 차지하기도 하셨는데, 박물관 스토리텔링이 무엇인

가요?

박물관 스토리텔링이란 말 그대로 박물관을 대

상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기존의 설명

형 박물관을 이야기형 박물관으로 바꾸는 작업

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물의 본질을 파악

하고 전달하는 것은 단순하고 따분한 해설이 아

닌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서야 비로소 가능하게 

되죠. 모나리자의 진가가 모나리자에 얽힌 도난 

사건이나 <다빈치 코드> 등의 이야기를 통해 비

로소 드러났듯이 말이에요. 박물관 스토리텔링

은 이렇듯 박물관에 있는 유물의 본질을 이야기

를 통해 효율적으로 전달하려고 시도하는 일입

니다.

스토리텔링이라는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어떤 능력을 갖

추어야 할까요?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게, 스토리텔링은 단순히 

글을 잘 써야 성공하는 분야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대상의 본질을 올바로 파악하는 것과 그것

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깊이 교감하는 것이지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상대의 마음 깊숙이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좋은 스토

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스토리텔링 산업의 취업이나 창업 전망은 어떤 편인지 

궁금합니다.

요즘에는 광고, 관광, 공공산업, 농업, 음식, 건

축, 의료 다양한 분야에서 스토리텔링 수요가 급

증하는 반면, 스토리텔링 전문가는 너무나도 부

족한 실정이에요. 수요의 다양성을 고려해 보면 

이야기 산업의 전망은 밝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

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문계 대학생들이 살아남

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아닐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창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

니다.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 라고 하니, 창업이라고 

거창하게 생각지 말고 일단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행에 옮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도, 정부에서도 청년창업을 많이 지원하고 있으

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본교의 세종창업교육

센터를 잘 활용하시면 분명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창업을 꿈꾸는 모든 분의 멋진 스

토리를 응원합니다!

이야기의 진흙탕 속에 묻힌 뿌리를 살려 더 많은 사람을 

찾아 널리 뻗어가게 하는 것. 그것은 그녀를 창업의 길

로 안내한 원대한 꿈이다. 그녀의 노력과 꿈이 만들 ‘살

아 있는’ 이야기로 가득한, 그래서 더욱 살맛 나는 미래

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사람이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행위인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목놓아 강변한다. 이야기산업연구소 대표 허지이(국어국문학과 11) 학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그녀는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위해 

직접 발로 뛰고 있다는 점이 다른 이들과 다르다. 스토리텔링 ‘이야기산업연구소’를 설립하더니, 

지난 5월 본교 세종창업교육센터가 주최한 창업경진대회에서 박물관 스토리텔링을 주제로 

1등을 거머쥔 것이다.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약하는 스토리텔러 허지이 학우의 도전을 

직접 스토리텔링 해보고 싶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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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민속문화축전의	꽃,	

세종대왕과	소헌왕후-	
박세준영어영문학과	10

이서은영어영문학과	15	학우

취재.	김효정

사진.	양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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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과 왕비 선발대회’(이하 대회)에서 최종 선발되

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종민속축전의 홍보대

사로서 이번 행사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박세준 학우(이하 세준) 세종민속축전은 ‘2016 세종

민속문화의 해’를 맞이해 기획된 축제입니다. 세

종대왕의 묘호를 따 출범한 세종시를 기념하고자 

‘세종대왕 어가 행렬’을 기획했다고 해요. 첫째 날

은 어가 행렬 재현, 둘째 날은 전국대표무형문화

재의 공연으로 이루어졌어요.

이번 대회를 모르는 학우가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

고 지원하셨나요?

세준 저와 이서은 학우(이하 서은)는 본교의 

‘KUS-ON 학생홍보단체’ 소속입니다. 저는 학생

홍보기자로, 이서은 학우는 학생홍보대사로 활동

하고 있죠. KUS-ON 담당이신 조제홍 선생님께

서 대회를 소개해 주셔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

은 마음에 지원했습니다.

본선 경합 때 ‘세종대왕과 나, 소헌왕후와 나’를 주제로 3

분 스피치를 펼치셨다고요.

세준 저는 세종대왕과 나의 ‘인간적인 공통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

시려 했을 때 반대가 많았지만 결국 뜻을 굽히지 

않으셨듯이, 저도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프로 

정신이 있거든요. (웃음) 뭐든지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서은 세종대왕의 뒤에 가려진 탓에 ‘소헌왕후’를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실은 그분

의 내조 덕에 세종대왕이 가장 큰 성군이 될 수 있

었어요. 저는 이 부분에 중점을 두어 세종대왕 옆

에서 그를 빛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이야기

했어요.

왕과 왕비로 선발되고 난 후 겪은 일 중에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서은 어가 행렬이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복장을 

갖춰 입고 제가 역사 속의 인물인 양 연기하는 건 

특이한 경험이었어요. 사람이 대규모로 동원된 것

도 신기했고, 무엇보다 처음 하는 일이라서 더더

욱 그랬어요.

박세준 학우에게 ‘세종대왕’이, 이서은 학우에게 ‘소헌왕

후’가 어떻게 기억될지 궁금해요.

세준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 이외에도 여러 업적을 

남기셨고, 아직도 후손에게 존경받는 위인이잖아

요. 이번 축제에서 세종대왕 역을 수행하며 그분

의 위대함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종대왕

은 앞으로도 제게 잊지 못할, 가장 빛나는 추억으

로 남을 거예요.

서은 이번에 소헌왕후에 대해 새로이 알게 되었어

요. 부친이 역적으로 몰려 왕후의 자리가 위태로

웠는데도 왕비로서 책임을 다한 분이라는걸요. 저

에게 소헌왕후는 대학 생활의 추억이며, 다른 역

사적 인물보다 친숙한 존재로 남을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되어 본다는 건 어떤 기분일

까요? 부담감이 크지만 그만큼 설레고 의미 있는 일일 

거예요. 세종대왕과 소헌왕후를 추억하는 두 학우의 표

정에서 행복이 묻어난 것도 그 때문이겠죠. 훗날 다시 오

늘을 떠올렸을 때, 미소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기를 기원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10월 7~8일, ‘세종민속문화축전 2016’(이하 세종민속축전)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왕과 왕비를 선발하여 어가 행렬을 재현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본교의 학우들이 행렬의 주인공으로서 세종대왕과 소헌왕후 역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럼 세종대왕 역의 박세준(영어영문학과 10) 학우와 

소헌왕후 역의 이서은(영어영문학과 15) 학우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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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제로	시대를	만든다-
강상욱	

에너지-제로	조명센터장

취재.	김세영

사진.	계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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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을 맡고 계신 본교 에너지-제로 조명센터가 어느

덧 개소 1주년을 맞았어요. 에너지-제로 조명센터를 세

우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소에 열을 올리는 국제

적 흐름 앞에 산업은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

다. 그러던 중 본교는 전 세계 에너지 사용량의 

약 20%가 ‘조명’에 쓰인다는 사실에 주목했어

요. 태양광만으로 발광하는 신소재를 개발해서 

이 20%를 절약하고자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얼마 전 ㈜지엘비전에게 에너지-제로 조명센터의 ‘퀀텀닷 

조명 기술’ 이전을 하셨는데요,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낮

은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엘비전은 벤처 회사지만 독자적인 조명 소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려대의 ‘퀀텀닷 조명 

기술’과 ㈜지엘비전의 기술을 접목해 신개념 조명 

기구를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퀀텀닷 조명 기술’이란 무엇인가요?

LED 전구는 다른 조명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습

니다만 성능에 한계가 있습니다. 등기구로 제작 

시 효율이 저하되고, 밝기에 영향을 미치는 배광 

각도가 좁아요. 또한, 자연광에 가까운 LED 조

명의 경우 높은 제조비용이 들고, 공급사에 따른 

발광 편차가 심합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 바로 ‘퀀텀닷 조명 기술’ 입니다. 퀀

텀닷이란 빛을 받으면 각각 다른 색을 내는 양자

를 나노미터 단위로 주입한 반도체 결정입니다. 

빛을 받으면 스스로 발광하기 때문에, 태양볕만

으로 발광이 가능하죠. 우리는 이 소재를 기존 

LED 조명에 반사형 필름으로 적용하였고, 이를 

통해 기존 LED의 단점을 모두 극복했습니다. 이 

‘퀀텀닷 조명 기술’을 이용해 만든 첫 조명 기구

가 이번에 ㈜지엘비전과 함께 제작한 다운라이

트 조명입니다.

‘퀀텀닷 조명 기술’을 기반으로 울산대학병원과 ‘LED 의

료 융합 분야’의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하셨는데요. 

이 기술을 의료 분야에 가장 먼저 도입하신 이유가 궁금

합니다.

자연광과의 닮음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연색 

지수가 있는데요. 수치가 100에 가까울수록 태

양광과 비슷한 빛을 냅니다. ‘퀀텀닷 조명’은 연

색 지수(CRI)가 95로 매우 높아요. 따라서 ‘퀀텀

닷 조명’은 환자에게 따뜻한 햇볕 아래에 있는 듯

한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또한, ‘퀀텀닷 조명’

은 눈부심 지수가 3으로 기존 LED 조명보다 현

저히 낮습니다. 이는 의료진에게 높은 선명도와 

시인성을 제공하고 시신경 손상을 낮추므로 수

술 시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죠.

끊임없이 연구하시는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교수님만

의 연구자로서의 사명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었지만, 

기초기반과학은 아직 아시아에서 지역적인 두각

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초기반과학 발전을 

위해서는 풍부한 인적자원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의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죠. 이러한 국

가적 상황을 통감하기에, 한 명의 개인일 뿐이

지만 열 사람 백 사람의 몫을 담당하는 연구자가 

되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포부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응용과 실용에만 집중하는 듯 보이지만 기

초과학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늘 해왔

던 것처럼 기초과학 연구에 충실하고 세계적인 

연구 논문도 내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본교

의 일원으로서, 학부 학생들에게 질 높고 진지한 

학습 환경을 조성해 주고 싶어요.

30년의 세월 동안 신기술을 연구하고 업적을 쌓아가는 

강상욱 교수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떠오른다. 한 번의 연구에 그치지 

않고 계속 새 분야로 나아가는 그의 열정 덕에 그는 항

상 최고, 최초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 지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분야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그

의 도전과 열정을 존경하고 응원한다.

24시간 밝은 조명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형설지공’은 낯설기만 한 성어이다. 

그러나 이 불편한 상황이 돌연 생활이 될지도 모른다. 지구는 지나친 석탄 사용으로 오염되었고 

이제 우리는 석탄 에너지 소비의 20%를 차지하는 ‘조명’ 또한 아껴야만 한다. 

와중에 석탄 에너지가 전혀 들지 않는 조명 기술을 개발했다는 본교 에너지-제로 조명센터의 

소식은 반갑기 그지 없다. 자랑스러운 소식을 자세히 듣고자 

에너지-제로 센터장 강상욱 교수를 만나 보았다.

Center for Energy -

Zero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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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것이	알고	싶다-	

04.	드디어	만나다!	
베일에	싸여	있던	

전문직진출	멘토링하우스

우토로	마을을	감동시킨	

호연학사의	‘작은	선물’

취재.	이승원

사진.	계유진

취재.	김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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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전문직진출 멘토링하우스와 만나는군요. RC 센

터를 운영했던 올 한 해, 전문직진출 멘토링하우스의 풍

경은 어땠는지요?

한국 대학 사회에는 아직 덜 알려진 이 프로그램

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이 우려의 목소리

를 드러낸 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자연히 

저도 설렘과 함께 두려움을 느꼈어요. 

하지만 학기 중에 통합 과제, 분반 토론, 경진대

회 등 여러 활동을 진행하면서 차츰 변화가 찾아

왔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경진대회나 체험학습

과 같은 능동적인 활동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학기 끝 무렵에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지 

물으면 수업 시작 시각이 너무 늦다는 응답 말고

는 크게 나오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1

학점으로는 아쉬우니 학점을 늘리고 싶다는 의

견도 나왔고요. RC를 통해 공유협력 정신을 배

우고 타 과 친구들과 만날 수 있어 즐거웠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또한, 멘토의 도움 덕에 대

학생활에 쉬이 적응할 수 있어서 고맙다고도 하

더군요. 이런 얘기들을 접할 때마다 굉장히 뿌듯

하고 기쁩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프로그램이기에 하우스의 수장으로서 

고충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가장 난처하셨나요? 또한, 이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도 궁금합니다.

학기 초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가 하우스 전체에 

감돌 때 아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식이 개선되었어요. 신입

생의 능동적인 참여를 강조한 경진대회나 체험

학습 못지않게 멘토링 또한 개선에 큰 역할을 했

어요. 학기 초부터 저희 하우스에서는 개별 멘토

링을 시작했습니다. 스무 명의 신입생 멘티마다 

재학생 멘토 한 명을 할당했는데, 어떤 멘토 친

구는 하루에 일곱 시간을 멘토링에 쏟는 바람에 

목이 쉴 정도였어요.

재학생 멘토들이 보인 자발성과 적극성이 정말 

좋은 효과를 낳았습니다. 멘토가 먼저 멘티의 고

민에 귀 기울이자 신입생 친구들이 언니나 오빠

를 따르듯 멘토를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바란 

RC의 모습이 실현되어 뿌듯하기 그지없었습니

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토론하는 문화가 형성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멘토링을 통해서 이 가

능성이 많이 열린 셈이죠. 그리고 교육 멘토(대

학원생 멘토)도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재학

생 멘토들을 살뜰히 이끌었기에 교육 멘토와 재

학생 멘토 사이의 유대가 매우 끈끈했어요. 유대

감 덕분에 열의 넘치는 개별 멘토링이 가능했던 

게 아닐까 짐작합니다.

점차 달라지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무척 행복했다는 

강경래 교수님의 눈빛에서는 진심 어린 보람과 기쁨이 가

득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멘토들의 열정과 노고에 고마워

하시는 것만큼이나 필자도 그분께 교육자의 헌신적인 덕

목을 배울 수 있었답니다. 

앞으로 RC를 대할 때는 한 점 우려 없이 기대와 응원만 

건네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KU것이 알고 싶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지금까지 ‘KU것이 알고 싶다’에서 창의문화감성 하우스의 교수님과 

글로벌역량 하우스의 멘토, 멘티만 만났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문직진출 멘토링하우스의 강경래 교수님을 만나고 왔답니다. 

한번 모셔볼까요?

우토로 마을은 제2차 세계대전 중 교토 군 비행장 건설을 위해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이 거주하는 마을입니다. 

2008년, 우토로 마을은 일본 정부에 의해 강제 퇴거 위기를 맞았지만 재일동포와 일본인, 한국의 시민단체 등

이 힘을 합쳐 ‘우토로 지키기’ 운동을 펼친 결과, 주민들의 강제 퇴거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우토로 마을 재건축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본교 호연학사 사생회는 

마을 주민들에게 소정의 후원금과 따뜻한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여 주민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는데요. 

그 훈훈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Mentoring 

House

Utoro

Vi l 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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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연학사의 후원 활동은 매년 진행된 것인가요?

매년 저희는 오픈하우스 축제 기간에 사생회 운영 

부스에서 발생한 총수익을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

부하였습니다. 올해도 처음부터 이익보다는 기부

를 위해 부스 운영을 기획했기 때문에 모든 과정

에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모금 활동의 대상을 왜 우토로 마을로 선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학우분들께 친숙한 대상이면 좋겠다고 생

각했었습니다. 학우분들의 성금이 고스란히 전해

질 곳이기 때문이었죠. 여러 대상을 놓고 고민하

던 중, 작년 가을에 방송한 ‘무한도전-배달의 민

족’ 편이 떠올랐고, 많은 학우분들이 방송을 통해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이틀간 

오픈하우스 부스 운영을 할 때, 많은 학우분들이 

<무한도전>의 우토로 마을 방송 편을 떠올리시며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후원금과 학우들의 응원 메세지는 

어떻게 마련하신 건가요?

후원금은 오픈하우스 기간 동안 사생회가 운영한 

‘드라이플라워 판매 부스’와 ‘석고 방향제 부스’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단순

히 물질적인 부분만 전달하기보다는 사생분들의 

마음도 함께 전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5월 25일 진리관 석식 시간 동안, 학우분

들에게 포스트잇을 나눠드리고 우토로 마을을 향

한 응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오픈하우스 축제에 

참여한 학우부터 ITS 외국인 학생들까지 많은 분

들이 응원의 한 마디를 작성해주셨고, 이를 모두 

취합하여 수익금과 함께 우토로 마을 주민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우토로 마을 주민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분들의 마음을 모두 헤아릴 순 없지만, 철거 

확정 소식 이후 전해진 후원금과 응원메시지라 더

욱 뜻깊어 하셨을 듯합니다. 평소 사회 각계각층

의 후원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중 청년들의 후

원은 많지 않았다고 하셨던 담당자분의 말씀이 기

억에 남습니다. ‘미디어 오늘’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젊은 학생들의 후원을 많이 반가워하셨습

니다. 본교 학우들의 진심어린 응원메시지가 주민

분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습

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픈하우스 수익금을 통한 기부 활동은 사생회가 

매년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기부 활

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학우분들의 마음을 모아 전

달했던 것은 추억이지만, 우토로 마을에 위한 작금

의 관심이 추억으로만 남진 않았으면 합니다.

올 여름 유달리 무더웠던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우토로 

마을을 위한 사생회의 애정이 우리의 마음을 후끈 달아

오르게 하네요. 사생회가 새롭게 나아갈 발걸음, 그들의 

한 발짝 한 발짝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제28대	사생회	

기획실행부장	

이가람

미디어문예창작학과	13

학우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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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INSIDE’	- 
2016년	정기	고연전을	추억하며

취재.	김세영

사진.	계유진,	정대교

고연전은 이다. 선정규 세종 부총장

“ 일상에 지친 교우들과 재학생들은 일 년 중 단 이틀, 고연전 기간에 한마음으로 고려대학교를 응원하며, 

평소에 잊고 지내던 열정을 발산합니다. 즉, 고연전은 우리 교우들의 열정 응집체입니다.”

고연전은 이다. 임양균전자및정보공학과 11 학우

‘고연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심장이 빨리 뛰어요. 마치 소풍 가기 전날 떨리는 기분처럼 말이죠. 

그만큼 고연전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청춘을 돌려주는 것 같아요.”

고연전은  이다. 최하늘경영학부 15 학우

“ 고연전은 우리 부모님이 대학에 다니던 시절부터 고려대와 연세대의 상징이었잖아요.  

고대인의 단합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고연전이야말로 고려대 그 자체가 아닐까요?”

고연전은 이다. 이소윤중국학부 15 학우

“ 고연전의 매력은 누가 뭐래도 역전극인 것 같아요. 경기에 지고 있다가 역전 점수가 터질 때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죠.”

고연전은  이다. 정주연응용통계학과 14 학우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고연전은 저에게 열정, 환희, 감동 등 너무 많은 의미랍니다.”

고연전은    이다. 종려시유학생 학우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 공간에 모여 한마음으로 같은 팀을 응원한다는 건 정말 신기하고 멋진 일이에요.”

고연전은  이다. 양교용유학생 학우

“어떤 응원곡이 나오든지 모든 사람이 함께 부르는 모습은 정말 보기 드문 장관이에요.”

고연전은 이다. 한민석경제학과 10 학우

 “제겐 올해가 네 번째 고연전이에요. 올 때마다 신나고 즐거운 게, 아마도 고연전 중독 현상인 듯해요.”

그날의 태양 같던 열정과 의지가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그때 한마음으로 청춘이었습니다. 

자꾸만 추워서 안으로 움츠리게 되는 요즈음이지만 그 열정만큼은 월동한 새싹처럼 고이 잠들어 있을지언정 

함부로 꺼지지 않을 거예요. 그 마음을 고이 간직한 채로, 내년 9월에 만납시다. 또다시 청춘으로요!

민족 고대인이라면 누구든 매년 9월이 다가옴과 동시에 마음이 설레죠. 

매년 9월 즈음에 열리는 정기 고연전 때문입니다. 지난 9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열린 2016년 정기 고연전에서는 우리 고려대학교가 2승 2무 1패로 

멋지게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지요. 선수들의 열정 어린 땀방울만큼이나 

빛나는 우리 학우들의 넘치는 패기와 젊음도 승리에 힘을 보탰는데요. 

다가오는 과제와 시험으로 싱숭생숭한 요즈음, 

다시 단단해질 수 있는 용기를 얻기 위해 고연전에 임했던 

우리의 마음을 되짚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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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나에게 고연전은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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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

청춘

사이다

중독

말 그대로(   )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축제

고려대 그 자체

감탄의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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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과	내가	함께	성장하는	

공간,	징검다리	뉴스위크

취재.	정수아

사진.	양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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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종우 학우님. ‘징검다리 뉴스위크’를 소개

해 주시겠어요?

‘징검다리 뉴스위크’(이하 뉴스위크)는 뉴욕에서 

발행되는 시사 주간지 《NEWSWEEK》를 바탕으

로 영어독해와 영어발표토론을 하는 동아리입니

다. 1990년에 창립하여 올해 26주년을 맞이했죠. 

저희는 ‘인화(人化)’, 즉 사람이 화합한다는 신조로 

활동하고 있어요. 항상 이 신조를 생각하며 동아

리를 운영하기 때문에, 회원들이 중고등학교 시절

의 친구들처럼 편안하고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우 여러분은 저희를 흔히 ‘뉴스위크’

라고 알고 계시는데, 정확한 명칭은 ‘징검다리 뉴

스위크’입니다. ‘징검다리’는 선배가 후배의 길을 

이끌어준다는 뜻으로 붙인 이름인데요. 그래서 동

아리 선배님들이 종종 오셔서 저희의 진로 고민도 

들어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시는 편입니다.

뉴스위크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로 《NEWSWEEK》 잡지 기사를 해석하고, 배경

지식을 조사하고, 그것을 발표하면서 토론합니다. 

시험 기간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

녁 7~9시에 활동하고 있어요. 준회원은 30분 동

안 발표하며 영어 실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춰지면 정회원 칼럼니

스트로 승격되어 1시간 동안 영어 발표와 PPT 개

인 발표를 진행합니다. 또 자신이 만든 콘텐츠를 

동아리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리기도 하고요.

뉴스 기사를 가지고 발표하다 보면 조금 어렵고 

긴장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Monday Special Time’(이하 MST)

이라는 활동을 통해 영어 발표를 연습합니다. 

MST는 한국어로 자신이 잘 아는 분야를 발표하

는 거예요. 가령 최근에는 야구단 ‘한화 이글스’의 

역사와 현 상황을 발표하는 학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맥주’를 주제로 발표했는데요. 맥주의 종류

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맥주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순위를 매기고 시음회도 진행했습

니다. ‘발표’라고 하면 자칫 긴장되고 어렵다고 느

끼실 수 있는데, 이렇게 재미있는 요소를 더하면 

훨씬 편한 분위기에서 발표 능력을 키울 수 있답

니다.

얼마 전, 뉴스위크가 ‘우꽈달’ 프로젝트에 우수단체로 선정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수단체 선정을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우꽈달’ 프로젝트는 삼성교육전문기

업 멀티캠퍼스 OPIc이 주관한 ‘우리 동아리방·과

방이 달라졌어요’라는 프로젝트예요. 주관처가 전

국 대학의 동아리·학과의 지원서를 받고 그들의 

활동 목표와 과정을 심사해 총 40개 팀을 우수단

체로 선정하죠. 선정된 팀에게는 동아리방·과방 

리모델링 지원금 70만 원과 함께 OPIc 할인권과 

온라인 교육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프로젝트는 어떻게 알고 지원하셨나요?

지난 여름방학 때, 동아리 회원 한 분이 제게 ‘우꽈

달’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게시물을 소개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동아리를 소개할 겸 아무 기대 없이 

지원했는데, 신기하게 우수단체로 선정되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웃음) 이 프로젝트는 올해 

처음 개최되었는데요. 우수단체로 선정되면 지원

금뿐만 아니라 OPIc 모의고사 무료 응시권도 주고 

다양한 혜택이 많아서 다음에 다른 동아리나 학과 

회장님들도 지원해보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학에 입학하기 전, 누구나 한 번쯤은 ‘동아리’에 대한 로망을 가져 봤을 것이다. 

서로 다른 우리가 같은 뜻을 가지고 모여 하나가 되는 곳. 

아직은 부족하지만 내 옆의 누군가를 통해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곳.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 발걸음이 향하는 곳. 여기, 당신의 꿈을 실현해줄 동아리가 있다. 

‘징검다리 뉴스위크’ 회장 하종우(국제스포츠학부 14) 학우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3938

징검다리	뉴스위크	

회장	

하종우

국제스포츠학부	14	

학우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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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단체 선정으로 받은 지원금은 어디에 사용하셨나요?

먼저 빔 프로젝터와 스크린을 설치했어요. ‘동아

리방’은 누군가에게는 공강 시간에 와서 쉬는 공간

이고,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는 공간, 혹은 새벽에 

와서 기타를 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그

래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환경의 동아리방, 오고 

싶은 동아리방을 제공하고 싶었어요. 빔 프로젝터

와 스크린을 설치한 후로는 여기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영어 스터디를 할 수도 있고, 주말에 영화

를 보며 맥주를 마실 수도 있어요. 얼마 전 월드컵 

최종 예선을 했을 때는 회원들끼리 치킨을 먹으며 

축구 경기를 응원하기도 했답니다. (웃음) 책장과 

앨범도 구매했는데요. 예전에는 유리문이 있는 책

장이라서 손이 잘 가지 않았는데, 새로운 책장을 

마련하면서 26년간 보관해 온 회원 명부록과 앨

범, 잡지를 다시 정리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회

원들이 동아리를 알아가고 추억하는 데 좋지 않을

까 해서요.

차곡차곡 쌓아온 앨범과 기록들이 참 보기 좋네요. 

‘우꽈달’ 프로젝트 우수단체로 선정된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저희를 우수단체로 선정해 주신 멀티캠퍼스

의 관계자분들께 감사합니다. 사실 동아리 운영의 

대부분은 선배님들의 기부로 이루어지고 외부 지

원은 적은 편인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동아리방

을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고, 회원들에게 좋은 것

을 제공해 준 듯해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요. 동아

리 회원들도 이번 계기로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

아 덩달아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뉴스위크가 어떤 동아리로 남길 바라시나요?

사실 바로 어제 신입 회원분이 오셨는데, 동아리 

뒤풀이를 마치고 영어뿐만 아니라 선배님들과 나

누는 이야기가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아리가 추구하

는 방향으로 잘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

다. 저는 뉴스위크가 적어도 한 가지 정도는 얻어 

갈 수 있는 동아리였으면 좋겠어요. 영어, 인간관

계 어떤 것이라도 좋아요. 그렇게 동아리에 대한 

애정도 갖고, 동아리 명칭에 걸맞게 한 명 한 명이 

서로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동아리가 되

었으면 합니다.

혹시 동아리 가입을 망설이는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 있다면요?

요즘에는 동아리도 그렇고 학과도 그렇고 취업이 

힘들다 보니 전체적으로 신입 회원을 모집하기가 

쉽지 않아요. 실제로 많은 학우가 개인적으로 공

부하는 것을 선호하고요. 그래도 고대 세종캠 동

아리 연합회 내에는 좋은 동아리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 운영한 지 오래되다 보니 노하우가 많답니

다. 어느 동아리나 배울 점이 많으니, 꼭 우리 동

아리가 아니더라도 가입을 주저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오셨으면 해요.

깔끔하게 정리된 동아리방, 지난 26년간의 노력과 추억

이 담긴 책장에는 동아리 회원들을 아끼고 위하는 마음

이 담겨 있었다. 이 동아리방에서 같이 울고 웃던 수많

은 이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뉴스위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하종우 학우의 말처럼 앞으로도 이곳이 학우들

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보금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

원한다.

터키 유적 발굴단 참가자로 선정된 이후, 친구들

과 가족에게는 ‘여름방학에 터키로 발굴 갈지도 몰

라’라며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태연함으로 설

레는 마음을 숨기며 말했다. 하지만 실은 수천 년

의 역사가 쌓인 유적지 한복판에서의 시간을 상상

하니 영화 <인디아나 존스>가 절로 떠올랐다.

떠나기 몇 달 전, 본교 고고환경연구소에서 주최

한 국제 학술회의에 터키 출신 교수님들께서 오셔

서 터키의 히타히트 문화에 대해 강연하셨다. 이를 

통해 터키 고고학을 공부하고, 각자 담당한 부분

을 합하여 답사 책자를 만들며 차근차근 발굴 실습

을 준비해 나갔다. 드디어 7월 12일. 터키는 일교

차가 크니 꼭 스웨터를 챙기라고 터키 교수님께서 

조언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교수님의 아빠 같은 

따뜻한 마음도 함께 커다란 캐리어에 꾹꾹 담아 인

천공항으로 출발하였다. 총 10명으로 구성된 발굴 

참가단의 ‘터키에서의 두 달’이 시작된 것이다.

발굴단을 인솔하신 고고미술사학과 이홍종 교수

님과 함께 이스탄불에 도착했다. 우리는 오스만제

국 말기부터 수집한 주요 고고품이 소장된 ‘이스탄

불 고고학박물관’, 비잔틴시대와 오스만제국기의 

주요 사원이었던 ‘아야 소피아 교회’, 술탄의 거처

였던 ‘돌체바흐체 궁전’ 등을 하루 동안 간단히 둘

러보았다. 바로 다음 날엔 앙카라로 떠나서 팀별

로 정해진 유적지도 이동하였다. 2명씩 팀을 이뤄 

총 5개의 조가 계속 다른 유적지로 이동하여 작업

하도록 계획을 짰다.

이번 발굴 프로그램은 특히 히타히트(Hittite) 문

화기와 그 전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히타히

트 문명’은 기원전 1274년, 이집트의 파라오 람세

Life &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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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2세의 대군을 맞아 회전을 치르고 이들을 물리

친 카데시 전투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문명은 터키 

중북부의 아나톨리아 지방에서 기원전 18세기에 

형성되어 히타이트 제국이 멸망하는 기원전 12세

기까지 근동지역의 대제국을 위협하는 강대국으

로 위용을 떨쳤다. 우리가 갔던 히타이트 유적지

들은 주로 초기 도성과 임시 수도의 성격을 띠는 

곳이다. 방어성, 신전, 공방, 왕궁 등의 유구와 당

시의 유물들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다양한 유구를 

발굴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1.
큘테페(Kültepe)는 히타이트 제국의 문화적 모태

가 되는 카네시 소왕국이 있던 곳으로 지배층이 살

던 궁성이 있는 상부도시와 일반인이 살던 하부도

시로 이루어져 있다. 하부도시에는 특히 멀리 아시

리아에서 온 상인들이 살던 카룸이라는 교역소가 

있었으며, 이는 당시 국제 교역의 중심지였다고 한

다. 발굴 작업은 한국의 현장과 비슷한 순서로 이

루어지는데, 우리는 그중 유물을 발굴하는 일을 주

로 하였다. 때로는 유구를 실측해 볼 기회도 있어

서 우리가 만든 도면을 전해주고 올 때는 수십 년

간 지속된 쿨테페의 발굴 기록에 내가 작성한 부분

궁지, 건물지, 시장터가 발견되었고 빌딩 A에서

는 히타이트 문자로 새겨진 쐐기문자 점토판이 무

려 800개가 넘게 발견되었다. 하루는 운이 좋게도 

작은 부분을 발견하여서 하던 일을 멈추고 모두가 

박수치며 즐거워했던 적도 있었다. 이곳에서는 청

동 바늘, 조각상 주물과 같이 특이한 유물들이 많

이 나왔다. 마침 CNN 터키에서 취재를 나와 “호

잼 브론즈 블둠!”(선생님 청동 나왔어요!)이라는 

장면을 마치 드라마처럼 연출하였는데 NG가 여

러 번 나는 해프닝도 있었다. 그때 촬영한 다큐멘

터리가 터키에서 지금 방영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3.
알라쟈회유크(Alacahöyük) 유적은 각종의 금은 

장신구로 채워진 13개의 청동기시대 왕묘군과 히

타이트기에 조성된 왕궁과 신전이 발굴되었고, 터

키공화국 이후 최초의 국가적 지원이 시작되어 학

사적 가치가 큰 곳이다. 우리는 신전의 일부를 발

굴하는 일에 참여하였다. 이곳의 학생들은 무척 

친절해서 일을 하다가도 틈틈이 발굴 현장과 아나

톨리아 고고학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유적

이 위치한 아나톨리아 지방은 상당히 건조하며, 

낮에는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유지된다. 그렇기에 

더운 기후를 피하기 위해 발굴시간을 조정하여 오

전 5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발굴 작업을 진행

하였다.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작업하고 점

심을 먹은 뒤 오후 10부터 작업을 재개하는데, 그

때 함께 계시는 듀이큐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그 

전날부터 오늘까지 작업한 내용과 발견한 유물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감사하게도 터키 학생들에게 

설명이 끝난 이후 영어로 통역해 주셔서 무리 없

이 이해할 수 있었다.

4.
레술로글루(Resuloğlu) 유적은 다른 유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지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히타이트 

문화를 선행하는 청동기시대 취락으로 수장의 거

소와 대형의 저장수혈이 다량으로 발견되어 초기 

계급사회의 발달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 역사적 중

요성이 크다고 한다. 여기서 실로라 불리는 거대

한 저장수혈을 발굴하는 작업을 주로 하였다. 실

내에서 도자기를 복원하는 작업과 소금이 붙어 있

는 도자기를 세척하는 작업을 체험한 덕에 유물

이 생긴다는 생각에 정말 기분이 좋았다.

큘테페는 장기간 발굴하고 있어서 근방에 여러 채

의 건물이 있는 캠퍼스라 부르는 숙소가 있다. 우

리는 낮에는 발굴에 참여하고 저녁에는 토기의 넘

버링 작업을 끝냈는데, 일과가 끝나면 대개 이곳

에서 시간을 보냈다. 숙소 뒤뜰에 아예 야외 오븐

이 마련되어 있어서 터키 학생들과 매주 한 번씩 

야외 오븐에서 터키 피자 피데를 굽고 꼬치 케밥

을 만들며 맛있는 터키 맥주를 함께 마셨다. 그들

과 콜라 한 잔, 맥주 한 캔을 마시며 터키 동요도 

배우고 쏟아지듯 많은 별을 함께 보며 마음을 나

누는 경험도 색다른 감동을 주었다. 발굴지에는 

보통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큘테페에는 ‘베디아’라는 분이 계셨다. 매일 ‘우리 

딸’이라고 불러주시면, ‘엄마, 배고파요’라는 의미

의 터키 말인 ‘아나 아침’이라고 대답하곤 했는데 

그게 꽤나 웃겼는지 터키 친구들은 그 장면을 영

상으로 만들어 주기까지 했다.

2.
북부 초룸주에 위치한 오타쿄이(Ortaköy)는 최

상의 히타이트 유물을 볼 수 있는 곳이었는데, 왕

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 한편 이곳을 담당하시는 

타이푼 교수님은 평소에도 참기름, 간장을 자주 

드실 정도로 한국 음식을 좋아하셨는데, 하루는 

‘Korean Food Day’를 만들어 한국식 야채볶음밥

을 직접 요리하여 대접하며 마음을 나눴다.

5.
작은 언덕처럼 보이는 에스키야파르(Eskiyapar) 

유적은 전 시기의 문화층이 중층적으로 다 확인

되어, 주변 유적과 출토 유물의 편년 작업에 기준

이 되는 곳이다. 이 유적에서 일한 학생들은 발굴

을 통해 여러 문화층의 차이를 공부할 수 있었고, 

특히 숙소 담당자께서 맛있는 터키 음식을 유난히 

푸짐하게 챙겨주셨다고 한다.

그리고 쉬는 날에는 교수님들이 유네스코 세계문

화유산인 히타이트의 수도 하튜샤 유적이나 미처 

발굴할 기회가 없던 다른 유적지들, 인근 박물관 

등에 데려가 주시면서 우리가 최대한 많이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다. 또한 평소에 잘 먹고, 

혹여나 아프지 않은지 끊임없이 살펴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에 감사

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함께 일한 터키 학생들과

는 또래여서 그런지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 서로 

한국어와 터키어를 번갈아 가르쳐주기도 하였는

데, 그중 몇몇은 이미 한류 드라마의 팬이어서 매

우 적극적으로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

터키에서의 40여 일은 정말 멋진 시간이었다. 다큐

멘터리에서만 보던 멋진 유적지를 발굴했다는 것과 

서툴고 부족한 영어이지만 직접 부딪히며 소통했

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다. 게다가 터키어를 조금 

배워서 터키 학생들과 유대를 이룰 수 있었기 때문

이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내가 대학에 입학하여 우

물 안을 벗어나 바다를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한없이 부족했다는 걸 깨닫게 된 시간이기도 했다. 

정성과 마음을 다하면 모든 게 가능할 것이라는 이

홍종 교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니 터키 친구

들과 마음을 나누었고 고고학이라는 학문 하나로 

문화를, 사람을, 꿈을 다시금 배우고 자랄 수 있었

다. 이렇게 멋진 시간을, 그리고 그것을 선사해 준 

고고학을 어찌 좋아하지 않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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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계유진

How did you get to know about Sejong Campus? 

Atif Othmane Moroco_ While getting information 

about my university back home, I found that 

my school had a partnership with Korea 

University. Some of my friends went there for 

studying and told me that they were satisfied 

with their experience there; and I got a good 

impression of it because its name sounds good. 

Also, I knew Kim Yuna at the time and heard 

she was an alumna of Korea University; so, 

I thought if a famous person like her is an 

alumna there, it must be a nice school. So, 

that’s what brought me here.
Eleanor Warner USA_ I actually had a Korean 

friend from college, so I was interested in the 

country. Also, I wanted to get a chance to 

study abroad before I graduate.
Dominguez Lujan Valeria Mexico_There was a 

student from my school who talked about the 

program. She was here maybe three or four 

years ago, and she told me that it was great; 

so, I applied for it. It’s a really good program 

compared to other ones, because other 

programs were much more expensive. Also, 

the program that Korea University provides 

covers our dorms, our food, and our flight 

expense; so, I couldn’t resist.
Malek-Dubois Valentine Loic France_Last year, 

my friend went to Korea University; and 

he said it was a very good campus. Before, 

I usually went around Europe, so I know 

almost everywhere of the Europe. Though, I 

didn’t know anything about Asian countries, 

especially Korea, so I wanted to know about 

it more. Meanwhile, my friend recommended 

here, Sejong Campus.

What was your motive in coming to Sejong Campus?

Atif Originally I considered living in other 

countries to get a job, like Japan. Japan was 

my most favorite country. But when I came 

to Korea for a 10-days trip about 3 years 

ago, I came across the language, culture, and 

other things. Moreover, I found the language 

was very interesting to study, so I got into 

it because I wanted to talk to Koreans. So, I 

decided to go to Sejong Campus to learn the 

As autumn paints the campus yellow and orange, KU Sejong opens 
its gates to announce the start of fall semester. Many students 
are busy getting ready for school. Among them, there are foreign 
students who are packing to cross overseas to come to Korea 
University Sejong Campus. We, the student reporters of KUS-
ON, became curious why so many foreign students are spending 
their time and money each semester to come to our school; so, 
we interviewed foreign exchanged students about their motive in 
studying abroad and their experience here. 

KU Sejong Student PR Team, 
KUS-ON Student Reporter
Lee Seoeun, Park Chiwon, 
Lee Dogyeong, Han Taeseok, 
Ji Yeon, Jeong Seyoung, 
Kim Jaesik

Editor Lee Seungyeon

Korean language and Mechanical Engineering 

along with it.
Keeley  The  ma in  mot ive  was  tha t  my 

accommodations and meals were provided 

free of charge by the university. Also, I like the 

suburbs and the campus wasn’t in the city, so I 

could enjoy the quietness of the campus.\
Dominguez I have Korean friends back home, 

and my best friend is also Korean. So, I’ve 

already tried some Korean food such as 

Kimchi and experienced some Korean culture 

back in Mexico. I think that familiarity draw 

me here. Also, even though I don’t look like 

Korean at all, my great-great grandfather was 

Korean, so I guess that part of me influenced 

my decision too.

What did you gain from your time here?

Atif Only a month has passed since I’ve came 

to Korea, but I think I have gained many nice 

friends. Also, working in the lab is such a nice 

experience for me because I did not have many 

chances like this back in my country.
Keeley I gained a lot of really amazing friends. I 

also gained a new respect for different cultures 

and languages.
Eleanor I was very impressed about how nice 

everybody is here. Even strangers are nice to me. 
Dominguez I guess so far I’ve just gone to eat 

a lot of food and meet a lot of new people, 

which was really fun. Not only people from 

Korea, but in our program, there are people 

from other countries too; so, it’s fun to 

socialize with various people. I’ve learned 

a lot about the European culture, and their 

language. Also, I learned the difference 

between my country and others’. 
Malek-Dubois I gained a lot of travel experiences. 

Usually after school, my friend and I go to 

Seoul to look around the city. Also, the ITS 

program takes us to various festivals like 

Kimchi Festival; and last time, I went horse-

riding. I like the fact that I can visit other places 

in Korea while taking my classes. 
Urena-Serna So far, I got to know about places 

near school and meet new people. Also, I get to 

eat as much spicy Korean food as I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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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were your classes? Did you learn something 

new? Did they meet your expectations? 
Atif The thing I found very interesting in Sejong 

Campus is the active interaction between 

professors and students. I have never experienced 

such active classes as here. It’s commonplace for 

students to remain silent despite the consistent 

requests of professors for students to react; but 

here, in every class I’ve taken so far, the learning 

atmosphere prevails - discussions happening one 

after another, and consistent questions – so, I 

feel satisfied with my classes.
Keeley I think my classes are very easy. Not too 

challenging. I expected the classes to be a bit more 

challenging, but I am not disappointed in them
Eleanor : My classes are okay. I take the Korean 

language class, culture class, and social welfare 

human management. Although I don’t know 

anything about social welfare like the business 

class, they meet my expectations.
Malek-Dubois My major is biotechnology; 

so I take medical chemistry, geo chemistry, 

genetics, and neurologic. For me, I also learn 

about sport management because I haven’t 

learned such a subject and wanted to know 

more about it. I know only little content of 

sports. But, my professor explains the subject 

well enough for me to understand; so, I respect 

him. Also, generally, I like my courses.
Urena-Serna I love all of my classes so far. One 

of them, the History of North Korea, is not 

how I expected to be. However, I do like what 

I am learning because I can learn about the 

North Korean culture.

When you started packing for your trip to Korea, 

there must have been some special things that 

you had to bring with you, like things that aren’t 

available in Korea. If you were to advise someone in 

packing their luggage for their trip to Korea, what 

kind of items do you recommend? 

Atif I want to advise that if someone wants to visit 

or study in Korea, he/she should bring deodorants. 

They are more expensive in Korea than in other 

countries. I think that bringing some kinds of 

traditional foods or clothes will be good too.
Keeley If you use a specific American cosmetic 

or face care product, the chances are, you will 

have a very hard time finding them here in 

Korea. Also, if you have bigger feet or a bigger 

body, make sure you bring enough of your 

clothes. It is hard to find plus sized clothing 

here in Korea
Eleanor Well, it’s kind of strange, but I brought 

my own pillow with me. I’m all about good 

quality sleeping, so that’s my It-item. 
Dominguez I think food. I miss some snacks from 

home and Mexican candy, and I haven’t seen 

it anywhere here. Also, I brought my softball 

gloves and my ball. Well it’s not a special thing, 

but I just brought it for fun. Everything else is 

just kind of easier to leave behind because the 

markets are not so different from ours. 
Malek-Dubois I recommend bringing some 

French cheese. I ate Korean cheese, but it’s 

just not the cheese for me. It is very different 

from French. It’s also really hard to find French 

cheese here; so, I really recommend bringing 

some cheese.
Urena-Serna I would say clothing if you’re 

coming for the fall semester because daily 

temperature range here is big. 

During your experience, was there something that 

was shocking to you? Maybe like karaoke, pc room, 

or the super-fast internet? 

Atif Now I am accustomed to living here; but 

during my first visit to Korea, what really 

shocked me was the super-fast internet as you 

mentioned. Also, the large number of karaoke 

and pc rooms everywhere came to me as a 

shock. Soon I got to like them, and now I go 

to karaoke much more than I did in Japan. In 

addition, Korean guys usually use a variety of 

cosmetics to keep their skin healthy, which I 

regarded kind of strange at first but not now.
Keeley The karaoke rooms shocked me! They 

are everywhere, but I love it. Also, the number 

of couples here in Korea is amazing. Everyone 

is in a relationship. 
Eleanor The toilet. It was so strange to me 

how you must throw the paper away in the 

trash bin. I mean, we all just throw it down 

the toilet. So, I didn’t know anything about 

that. Also, there’s Wi-Fi nearly everywhere in 

Korea. Additionally, everything is delivered in 

here, literally everything. I was shocked when 

I shopped online because the products that I 

ordered were delivered in just two days. I was 

so surprised that you got yours so fast.
Dominguez The places that we go with friends 

are different. In our country, since I lived in 

countryside, we mostly just hang out in the 

fields or do other things. But here, there are 

desert cafes, karaoke rooms everywhere. I just 

love going there.
Malek-Dubois During my experience, I realized 

that most Koreans don’t like to cook. They 

just go to a restaurant instead. It is not bad, 

but it was kind of hard for me at first because 

the French usually cook their own meals and I 

love cooking.
Urena-Serna Nothing extremely shocking. I do 

love karaoke because it makes me really happy 

more than anything. I think the most different 

thing is the dormitories. There is a separation 

between gender; and in my country, they are 

usually combined.

Did you like the food here? What kind of Korean 

food did you enjoy the most? Also, was there a food 

that shocked you? 

Atif I really love Korean foods such as Kimbap, 

Bibimbap, Japchae and Tteok-bokki. They are 

very delicious. But one food was so surprising: 

Sundae. At first sight, I had no idea of what 

Sundae means and what it is made of; but after 

knowing that it is the intestines of a pig, I was 

really shocked. Even now I cannot eat it. It 

looks like worms. 
Keeley I love love love the food here. I enjoy all 

of the stews, such as Doenjang stew and Budae 

stew. The food that shocked me the most is 

pupa of silkworms.
Eleanor I really like the Pork Bone soup and 

also Kalbitang. My roommate and I eat it 

often through delivery. I haven’t had it yet, but 

the chicken feet was shocking. I’m still nervous 

about trying it.
Dominguez I really do like the food here. I like 

Kimchi, and I noticed that Koreans eat a lot 

of chickens. There’s chicken everywhere; and 

I think it’s cool. Also, the restaurants usually 

give a bunch of side dishes; in our home 

country, they don’t. And Bossam was really 

tasty.
Malek-Dubois I like Korean food; but for me, it is 

too spicy. I think Koreans love the spice flavor. 

I like spicy, but only a very little. For me, it is 

impossible to eat spicy food every day. Also, 

Koreans eat rice three times a day. In France, 

we also eat rice, but once per week. I think it 

is incredible eating rice every day. That’s a very 

big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France.
Urena-Serna I love Korean food so much, 

especially fried chicken and beer. I like spicy 

food, too. Also, I love Gimpitang and Tteok-

bokki.

What do you think you will miss the most after you 

go back to your country?

Atif Many things, but I will remember my 

many nice friends and the delicious food.
Keeley The people I met and the food. I have 

already become very close to the Koreans here. 

It will be really hard to leave them next year.
Eleanor The thing I will miss the most are 

probably the food and my friends obviously.
Dominguez Probably the environment. I’m now 

used to seeing Koreans everywhere. They are all 

kind and try very hard to start a conversation 

with us. And I think the atmosphere and the 

food will also be missed.

Urena-Serna : The atmosphere and the friendly 

people. It’s only been a month, but I know that 

when I go back to my country, I will miss this 

country. I will definitely regret if I don’t do 

more things here in Korea before I head back.

The exchange students haven’t stayed that long in 

Korea, so they are not familiar with the Korean 

culture yet. But one thing is for sure. They have 

already made good friends and are enjoying their 

time here at Sejong Campus. We hope they visit more 

places in Korea and grow attached to our culture; 

and like the exchange students before them, go back 

to their home country and spread the news about 

their pleasant time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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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The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strives 

to facilitate research in the areas of natural 

sciences that are critical to social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It is dedicated to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and creative human 

resources through the learning of basic 

theories, application of those theories to 

experiments and training, and other research-

related activities.

The College of Science and Technology consists 

of ten departments, with highly-capable 

professors from each department endeavoring 

to produce human resources equipped with 

scientific explorative abilities as well as 

knowledge of the various theories underlying 

advanced sciences. It provides excellence in 

education services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using advanced lecture rooms, 

laboratories, and state-of-the-art equipment 

and tools. Thus, graduates can obtain work as 

highly-skilled professionals in various areas of 

society.

□ Faculty of Applied Mathematical Sciences:  

Data Computational Sciences, Cyber Security

□ Faculty of Display and Semiconductor Physics: 

Display Convergence, Semiconductor Physics

□Faculty of Interdisciplinary Engineering Studies

□Department of Advanced Materials Chemistry

□Department of Computer Convergence Software

□ Department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Engineering

□Department of Biotechnology & Bioinformatics

□Department of Food and Biotechnology

□ Department of Electro-Mechanical Systems Engineering

□ Department of Environmental Systems Engineering

College of Public Policy

As various central government offices and 

national research institutions have been 

relocated to Sejong City, it has now become 

the central  region for establishing the 

government policies needed for research, as 

well as education on public policy. In response 

to such needs, the College of Public Policy was 

established. 

In the Department of Economics and Statistics, 

students study how to analyze the economy, and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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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offers students courses in not only statistics, 

but also those emphasizing an understanding of 

the foundation of government policy. 

The Department of Public Sociology and 

Korean Unification/Diplomacy focuses on the 

Public Sociology required for developing a 

society, with studies centered on researc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 potential for Korean unification. 

Th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supports students studying public administration 

of the government, particularly, the ne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 Faculty of Public Administration

□ Faculty of Public Sociology & Korea Unification:  

Public Sociology, Korean Unification·Diplomacy·Security

□ Faculty of Economics and Statistics: Economic Policy, 

National Statistics, Big Data Science

College of Culture and Sports

The College of Culture and Sports aims to 

develop professionals who have knowledge, 

virtue, and physical strength through culture, 

art, and sports education. To this end, the 

college provides cultural education and general 

education. Cultural education combines the 

knowledge of Cultural Heritage (archaeology 

and art history, and culture ICT) and Culture 

Creativity (culture content, and creative 

writing and media studies). General education 

combines the knowledge of Sports Science and 

Sports Business.

□ Faculty of Global Sport Studies:  

Sport Science, Sport Business

□ Faculty of Cultural Heritage Convergence: 

Archaeology and Art History, Culture ICT Convergence

□ Faculty of Culture Creativity: Creative Writing and 

Media Studies, Culture Contents

College of Global Business

The College of Global Business aims to 

provide basic business education and foreign 

language education in a systemic way. With 

basic, organized business education and 

foreign language education as its foundation, 

the Col lege of  Global  Business  unites 

regional theories of Korea, China, America, 

and Germany with business theories and 

practical skills. By doing so, we will produce 

professionals with expertise in global business 

and regional experts who are equipped with 

practical ability and field adaptability.

□ Faculty of Global Studies: Korea Studies, Chinese Studies, 

English Studies, German Studies

□ Faculty of Convergence Business:  

Global Business, Digital Business

College of Pharmacy

The College of Pharmacy of Korea University 

was established to produce professional 

pharmacists and related professionals as 

global leaders of the 21st century by helping 

the students to acquire pharmaceutical 

knowledge, practical skills and international 

communication skills. To achieve this goal, 

education associated with new medicine 

deve lopment  has  been  enhanced,  and 

specialization strategies were set up to improv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Moreover, the 

College of Pharmacy has established organic 

relationships with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within the Osong/Ochang/

Daedeok Research Complex as well as other 

research agencies and companies specializing 

in pharmacy-related areas. This is to play 

a critical role as an education institution in 

the formation of BT industry cluster for new 

medicine development in the Chungcheon 

area.

□ Department of Pharmacy

If you have further questions or want to learn more, 

please visit our online English homepage website: 

http://sejong.korea.ac.kr/mbshome/mbs/eng/index.

do. This is the end of our cover story, but it’s just the 

start for KU Sejong news. In the next chapters, you 

will be able to see how students and faculty from KU 

Sejong change the world, and how KU Sejong itself 

enhances its value. So, don’t stop now, rea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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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 Sejong Student PR Team, 
KUS-ON Student Reporter
Lee Seungyeon
Editor Conrad Brub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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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와	행사

제51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 대전-충청권 1위 거둬

□  제51회 공인회계사 자격 2차 시험에서 7명 최종 합격

□  2008년 이후 최종 시험 합격자 총 28명 배출

6월	25~26일,	양일간	치러진	제51회	공인회계사	자격	2차	시험에	본교	출신	학우	

7명이	최종	합격했다.	이는	본교	개교	이래	단일	연도	최다	합격자이며,	대전-충청

권을	통틀어	최다	합격자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다.	본교에서는 2008년	이후	

총	28명의	최종	시험	합격자가	배출되었으며,	특히	최근 3년	동안에만	13명의	최종	

합격자를	배출하여	합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본교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들의	취업	역시	최고	수준이다.	2010년	이후	합격한	

23명의	최종	합격자	전원이	우리나라	4대	메이저	회계	법인에	취업하였으며,	합격

자	발표	이전에	입사가	확정될	만큼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뛰어난	성과	뒤에는	본교	경영학부에서	운영하는	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시

험	준비반	‘지관정’이	있다.	본교	출신의	공인회계사를	매년	초청하여	1학년의	진로	

설계를	돕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	관심이	있는	학생을	위해	자격시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그	비결이다.	

지관정의	오광욱(경영학부)	지도	교수는	“회계·산업	전문가를	초빙해	특강을	여는	

등	학생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불안감이	해소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결국	

선후배	간의	교류를	통해	만든	선순환	시스템이	효과를	보인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올해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자	명단(가나다순).

고대근(경제),	김민종(경제),	박형동(경영),	변정수(경영),	신민혁(경영),	

신승호(경제),	오인택(경영)	이상	7명.

취재_김혜원

06미래인재개발원 세종창업교육센터 개소식 열려

9월	5일	오후	3시,	본교	학술정보원 B107호에서	미래인재개발원	세종창업교육센

터(이하	창업교육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본	식은	김창겸	미래인재개발원	운영지원

팀장의	경과보고와	선정규	세종	부총장의	기념사,	정균화	미래인재개발원장의	센

터	소개순으로	진행되었다.

선정규	부총장은	“창업교육센터	개소는	새로운	시대에	맞춰	나아가고자	하는	본교

의	의지	표현”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그리고	“센터를	빛내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거

침없는	개척	정신과	끈기가	필요하다.	본교에서	또	다른	스티브	잡스가	나오길	바

란다”라며	인재	양성에	기대를	내보였다.	정균화	미래인재개발원장은	“학교	측에

서	학생들의	창업	교육을	위해	많은	공간을	내어	주신	데	감사하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가	나오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창업교육센터는	이번	시설	조성으로	3D	프린트기와	회의실,	멘토실,	동아리실,	창

업카페	등	약	90평의	공간을	본교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이는	SK	그룹에서	지원받

은	것으로,	본교는	작년	말	‘SK	청년	비상	프로그램’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취재_김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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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日 동경공업대로부터 중이온 가속기 기증받아

□  국내 대학으로서는 최초로 보유하게 되는 중이온 가속기를 기반으로  

가속기 과학 연구 역량의 획기적 제고 기대

□  중이온 가속기의 다양한 저에너지 이온빔을 활용하여  

재료·물성·생명·반도체 개발 연구 활성화할 것

고려대(총장	염재호)가	일본	동경공업대로부터	첨단	연구설비인	중이온	가속기*를	

전달받는	기증식이	7월	28일	본교에서	양교의	관계자	및	국내	가속기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기증식에서	선정규	세종	부총장은	“동경공업대의	가속

기	기증은	그동안	지속된	양교간	기술협력	사업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국경을	넘는	

양교간의	학술	및	기술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가속기	전문가

들은	고려대의	중이온	가속기	확보를	환영하면서,	이제	국내	민간대학에서도	가속기	

과학을	활용한	연구개발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리라	의견을	모으고	있다.

본교	과학기술대학은	2014년부터	세계	최초로	과학기술대학원에	가속기학과를	설

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중이온	가속기의	확보로	중이온	가속기	구축	연구뿐만	

아니라,	자체	가속기의	다양한	저에너지	이온빔을	활용하여	재료·물성·생명·반

도체	등의	연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권광호	과학기술대학장은	“오늘날	글로벌	

기술경쟁은	기초과학에서	승부가	나고	있다.	물질의	기초를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가속기	과학이	기술개발의	돌파구를	열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어	“이번에	기증받은	중이온	가속기를	국내	타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대폭	개방하겠다”라고	운영	방침을	밝혔다.

본교는	2013년에	기초과학연구원(IBS)과	MOU를	체결하여	주요	가속기	및	실험	연

구시설	장치들을	확보하고	가속기	과학연구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는	미국,	일본	등	

기초과학의	선진국보다	현격히	떨어진	가속기	과학기술	분야의	격차를	최단	시간에	

좁히기	위해	노력하기	위함이었다.	그러한	노력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둔	것은	국내

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속기	전문가	육성인데,	가속기를	확보함으로써	실제적인	

연구를	활성화하여	더욱	경쟁력	있는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본교

는	그동안	추진해온 KU-MAGIC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암	치료용	가속기	개발을	

통해	의료기술	사업화의	성과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세종시	관계자는	본교가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중요한	가속기	과학을	전문적	

	

	

으로	교육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였다는	것에	동의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과

학벨트기능지구인	세종특별자치시가	명실상부한	과학	도시로서	위상을	확립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리라	기대감을	나타냈다.

**		선형	가속기에서는	전하를	띤	이온빔이	가속관을	통과하는데,	이	가속관은	적

당한	길이로	나뉜다.	가속관과	가속관	사이에는	전압이	걸려	있어서	이온빔

이	이	가속관을	통과할	때마다	전압의	방향이	바뀌므로	가속된다.	이런	방법으

로	일렬로	늘어선	가속관을	통과하면	이온빔은	큰	에너지로	가속될	수	있다.	

중이온	빔의	종류,	에너지는	이온원과	가속기에서	폭넓게	선택할	수	있고,	조사	

강도,	시간,	면적	등은	가속기의	조정,	빔	분리	기술	및	조사	기술의	고도화로	자

유자재로	제어할	수	있다.	이러한	중이온	가속기는	재료·질량분석·반도체·바

이오·생명과학	분야의	첨단	영역을	개척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첨단	연구장비

이기에	새로운	연구분야를	창출해	낸다.	또한,	탄소빔을	포함한	다양한	이온빔	

인출,	응용	기술,	고도의	빔	기술에	관한	연구	개발이	세종캠퍼스	중이온	가속기	

실험동에서	향후	진행되어	첨단	이온빔	활용연구가	크게	기대된다.

**		Korea University-Medical Applied R&D Global Initiative Center	첨단과학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술	개발	프로젝트..

취재_김혜원, 사진_계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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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년 교수의 사업, 2016 인문도시지원사업에 최종 선발돼

본교	독일문화학과	김갑년	교수가	제안한	사업	<인문학,	세종시를	행복도시로	만

든다>가	2016학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인문학대중화사업’(이하	인문도

시지원사업)에	최종	선발되었다.	인문도시지원사업은	인문학을	국민에게	보급하여	

인문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올리고	국민	행복을	구현하기	위해	한국연구재

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갑년	교수는	세종시를	행복도시로	만들기	위해	본교	

세종평생교육원·세종시	교육청·세종시청과	함께	<인문학,	세종시를	행복도시로	

만든다>를	제안했다.	이	연구는	공공·민간·지역공동체를	아우르는	소통과	해결

책을	제시하여	다원적이고	민주주의적인	가치와	신뢰·협력의	문화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한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3년간	약	3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김갑년	교수는	“세종시에	위치한	대학으로서	지역	사회에	공헌할	수	있어	매우	기

쁘다.	우리	세종캠퍼스와	세종시청,	그리고	세종시	교육청이	협력하여	규모가	큰	

인문학	연구에	선정된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취재_김혜원

약학대학 정용우 교수, 바이러스 감염 제거하는  

면역세포 생존 핵심 인자 발견해

메르스 등 감염병 대응 백신·치료제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

최근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등	새로운	감염병이	늘었지만	이를	예방하고	치료하

는	백신·치료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약학계가	면역세포	연구에	집중하

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면역세포는	몸속에	들어온	바이러스를	제거하

고	이를	기억하여,	같은	바이러스가	또다시	침투하면	이를	없애는	역할을	하기	때

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한·미	공동연구를	통하여	세균	감염	시	생성될	수	

있는	면역세포	중	하나인	‘기억	T세포’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인자를	발견했

다고	7월	24일	밝혔다.	본교	약학대학	정용우	교수와	미국	예일대	수잔	캑	교수가	

공동연구로	이뤄낸	성과다.

‘기억	T세포’는	감염병에	재감염될	때	원인균을	빠르게	제거하는데,	정용우	교수팀

은	이	세포가	생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CCR7’을	최초로	발견했다.	정	교수팀

은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사업	지원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이런	성과를	얻었다.

정용우	교수는	“CCR7이	결핍된	기억	T세포는	허파	또는	골수에	감염하는	병원균

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기억	T세포의	생성·유지·생존	등에	관한	연

구가	시급했는데,	이번	연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어	“폐와	골수에서	기억	T세포의	생존과	증식이	많이	나타난	연구결과는	독감,	메르

스	등	호흡기	감염병에	대응하는	백신·치료제	개발에	새로운	과학적	단서가	될	것

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연구는	자연과학분야의	세계	학술지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지난	6일	자로	게재되었다.

취재_김혜원

04공공정책연구소 SSK 지원사업 중형단계 연구에 선정돼

	

	

본교	공공정책연구소	SSK	연구팀(연구	책임자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이	‘한국사회

과학연구(SSK)	지원사업’(이하	SSK	지원사업)	소형단계를	넘어	중형단계	연구에	

진입했다.	이번	진입으로	공공정책연구소는	2016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총	6

억	9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공공정책연구소는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	관계와	한반도	미래’라는	대

주제	아래	<국내외	북한이탈주민들의	국가정체성과	한민족	통합	패러다임	연구>

를	지난	2013년	소형단계에서	진행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중형단계에서는	실질적

인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한반도	통일을	위한	북한	행태	예측	연구>를	향후	3년

간	수행하며	분야별	추진	전략과	통일·안보연구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SSK	지원사업은	총	3단계(소형-중형-대형)로	구성된	10년	장기	사업으로,	사

회과학	분야의	학문	자생력을	강화하고	사회문제에	관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한

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한다.	상위	단계로	진입할	때마다	단계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특히	우수	연구집단에는	예산이	증액된다는	점에서	양질의	연구가	기대된다.

취재_김혜원, 사진_양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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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대학 특성화(CK) 사업에 2개 사업단 신규 선정

9월	5일,	본교	홍문표(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과)	교수가	이끄는	사업과	이홍종(고

고미술사학과)	교수가	이끄는	사업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대학	특

성화(CK)	사업	재선정	평가에서	신규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사업은	대학자율(유형)	비공학(분야)의	‘인공지능	디스플레이

반도체	융합디바이스	창의인재양성	사업’(3개년 36억	원)과	국가지원(유형)의	‘문

화ICT 융합인재	양성사업’(3개년	9억	원)이다.

우선	‘인공지능	디스플레이반도체	융합디바이스	창의인재양성	사업’은	융합형	디스

플레이와	반도체	소자를	포함하는	‘인공지능형	융합	디바이스	산업’에	요청되는	창

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앞으로	본	사업은	충청권의	대표	전략산업이자,	동

시에	제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산업의	미래	20년을	선

도적으로	준비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홍문표(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과	교수)	 ‘인공지능	디스플레이반도체	융합디바이

스	창의인재양성	사업’	단장은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과는	지난	10년	동안	디스

플레이와	반도체	분야의	특성화를	위해	치열한	노력을	한	결과,	세종캠퍼스의	대표

적인	특성화	학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7년부터	‘디스플레이융합전공’과	‘반도

체물리전공’으로	구성된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부’로	새롭게	변신하는	시점에서	

CK사업단에	선정된	것은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우리	학과의	특

성화	2단계	과정이	순조롭게	안착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성화	모델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라고	앞으로의	각오를	다졌다.	

‘문화ICT	융합인재	양성사업’은	문화재	관련	기관의	인력	수요가	정체되는	현실을	

타개하고,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인력과	아이디어가	요구되는	문화산업	분야에	적

극적으로	진입하기	위해	인문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시도하여	IT기술	분야와	연계

한	특성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홍종(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문화ICT	융합인재	양성사업’	단장은	"본	사업은	현

재의	고고미술사학과와	2017학년도부터	개편될	‘문화유산융합학부’	내	‘문화ICT융

합전공’이	하나가	되어	신청한	대학	특성화	사업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고

미술사학’은	‘고고학’과	‘미술사학’으로	구분되는데	이	둘의	공통점은	유형의	문화

유산을	학술적으로	연구하여	그	안에	내재된	당시	역사를	재구성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화유산을	학술적	연구만이	아닌	더	나아가	‘문화산업화’시킬	

수	있는	방안	즉,	고고학과	미술사의	스토리를	컴퓨터	기술과	접목하여	미래	문화

산업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관련	컴퓨터기술을	습득케	

하고	항상	스토리를	만들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함께하는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영화,	게임,	3D,	AV,	VR	등의	문화산업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

할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CK	사업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학의	강점	분야를	

특성화해	대학이	경쟁력을	갖도록	학부를	지원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이다.	지난	

2014년에	시작해	2018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본	사업은	올해로	사업	3년	차를	맞

았으며	우수한	신규	사업단에	진입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	사업단의	성과	관리를	유

도하고자	재선정	평가를	했다.

취재_장준호

기부자가 기금의 사용용도를 학교에 위임하는 발전기금으로서 고려대학교가 

세계의 명문사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세계석학 초빙, 우수교원 확충, 교육시설 확충, 

실험실습 기가개 확충, 정보통신망 확충, 복지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됩니다.

고대 발전기금

본교,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에 행정전문대학원 설립

□  올해	11월부터 신입생 모집

□  명실상부한 국가공무원 대상 전문 행정대학원으로 운영 포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가	2017학년도	3월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에	행정

전문대학원을	개원한다.	본교는	지난	9월	중순	교육부로부터	행정전문대학원	설립

을	인가받아	오는	11월부터	49명(석사	39명,	박사	10명)을	모집하고,	1997년부터	

특수대학원	형태로	설립해	운영하던	행정대학원은	폐지한다고	밝혔다.

본교	행정전문대학원은	공공부문의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혁신,	성과관리,	전략기

획,	정책분석·평가,	갈등관리와	협력적	거버넌스	등에	전문화된	공직	엘리트	및	

정부	컨설턴트	양성을	목표로	운영된다.	특히	세종정부청사와	대전정부청사	인근

에	있다는	점에서	국가공무원	대상의	명실상부한	전문	행정대학원을	육성하겠다는	

고려대의	포부가	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전문대학원은	석·박사	학위과정

을	두며,	2017년	입학정원은	49명(석사	39명,	박사	10명)이다.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행정학/정책학	학술	박사(Ph. D)뿐만	아니라	현안	해결에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	박사학위(Doctor of Public Administration/Public Policy:  

 

 

 

DPA/DPP)를	수여하는	두	가지	트랙으로	운영된다.

행정전문대학원	개원을	준비해온	남성욱	행정대학원장은	“세종캠퍼스는	지난	20

년간	대전	지역에서	행정대학원을	운영하여	공무원	재교육	기관으로서의	다년간의	

풍부한	노하우와	공직	인재	양성	경험이	있다.	21세기	한국행정의	신	중심지에서	

첨단이론과	실무를	연계한	‘사례	중심	연구	및	교육’의	메카로	거듭나겠다.	오는	10

월에는	세종정부청사에서	전문대학원	입시	설명회를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취재_김혜원

발전기금

기부자가 기금의 사용용도를 학교에 위임하는 발전기금으로서 고려대학

교가 세계의 명문사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세계석학 초빙, 우수교원 확충, 

교육시설 확충,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정보통신망 확충, 복지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됩니다.

장학기금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원됩

니다.

건축기금

대학에게 건축은 지식을 부화시키는 둥지입니다. 대학에게 건축은 미래

의 방향을 제시하는 표지판입니다. 건축기금은 백년대계를 향한 든든한 

지식의 둥지를 세우는 데 사용됩니다.

연구기금

모든 제한과 경계를 허물고 학문과 학문, 대학과 기업, 고려대와 세계가 

손을 잡아 최고의 연구 성과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고려

대의 사명입니다. 연구기금은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지정발전기금

교육, 연구, 장학, 건축, 시설 등 사용용도와 기금사용처를 지정할 수 있

습니다.

핵심추진사업기금

캠페인의 목적에 맞게 사용됩니다.

핵심추진사업

연구역량강화, 교육내실화, 학문·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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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제리너스

후원자	이승원

약정구간	Bronze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행복11길	3

전화	044-864-4250

송하 한정식

후원자	강경순

약정구간	Bronze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운주산로 72

전화	044-864-0044

도가네 매운탕

후원자	도규완

약정구간	Silver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용암리 204-3

전화 044-863-0333

촌집

후원자	정경희

약정구간	Silver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충현로 12

전화	044-868-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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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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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	박수만

약정구간	Silver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행복4길	29-1

전화	044-865-7117

본가 장수촌

후원자	김정미

약정구간	Bronze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행복	12길	9-15

전화	044-868-2979

삼화아구

후원자	이은자

약정구간	Bronze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행복12길 9-21

전화	044-867-5658

박인승 소아청소년과의원

후원자	박인승

약정구간	Gold

주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	67번길	12	

(소사본동, 소새울KCC스위첸)

전화	032-342-7060

라벨메종

후원자	양태규

약정구간	Silver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문화길 21

전화	044-865-1195

세종시화훼협동조합 법인

후원자	박동만

약정구간	Silver

주소		세종시 금남면 장재리	386-2

전화	044-865-1195 

김밥천국

후원자	양승범

약정구간	Silver

주소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호익플라자

전화	044-860-1896

청록고을

후원자	이세광

약정구간	Bronze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세종건재가설

후원자	이덕재

약정구간	Silver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번영1길	5

전화	044-3156-4428

샤브향

후원자	박경순

약정구간	Silver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문예회관길2	1층

Roastree

후원자	최승남

약정구간	Bronze

주소		서울시 강북구 인수봉로	28가길	16호	B01

웹사이트	www.roastree.co.kr

온라인 기부

고려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약정)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24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후 약정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기부하기. http://fund.korea.ac.kr

팩스, 이메일, 우편 및 문자전송 약정

약정서를 작성하시고, 팩스, 우편 또는 문자, 이메일로 보내시어 약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일반기금 약정하기

팩스. 044-860-1409

이메일. nanum@korea.ac.kr

우편. (30019)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2511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홍보전략팀

고대 세종 건축기금 기부 약정하기

팩스. 044-860-1409

이메일. nanum@korea.ac.kr

우편. (30019)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2511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홍보전략팀

전화약정

고려대학교 기홍보전략팀 기금담당자와 직접 통화하여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부 문의. 044-86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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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소식지 

KU Sejong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문제의 정답을 성함, 핸드폰 번호와 함께 

kuszine@korea.ac.kr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해 드립니다.

-

2017년 2월 28일까지 많은 참여 바랍니다.

35호 KU Sejong의 커버스토리에는 학사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교수님들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아래에서 말하고 있는 전공은 무엇일까요?

현대인이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며 살아가면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활용하는 일을 

특화한 전공은 무엇일까요?

전공

KU Sejong의 

스토리텔러, 

The 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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