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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Of

SEOAM SCHOLARSHIP FOUNDATION

Message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단단해 지는 끈

그 인연의 열매가
세상을 이끄는 힘입니다.

Message

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SBS문화재단은

또 한 번 충격에 휩싸였고 누구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29억 1천만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고 공익사업을 확대해 국가발전의 토대를

원을, 서암학술장학재단은 1989년부터 지

구축하는 장기적인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SBS문화재단과 서암학술장학재단은 최선

난해까지 총 198억 7천만 원을 각각 지원

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관심과 격려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국민

했습니다.

모두의 단결된 힘과 정부의 올바르고 현명한 대처, 그리고 전 세계의 하나된 노력으로 곧 지금의 위기
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년이면 SBS문화재단은 설립 17주년, 그
리고 서암학술장학재단은 설립 21주년을

「연심기묘(緣尋機妙)」
라는 말이 있습니다.‘좋은 인연이 보다 좋은 인연을 찾으니, 그 발전하는 모습이

맞습니다. 이에 재단 소식지인‘미래와

실로 기묘하다’
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연의 폭이 넓어질수록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림

인재’2호에 더욱 풍부하고 재미있는 소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과 정보를 가득 담아 발행하게 되었습니

우리는 일생을 살며 참으로 많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말들을 되뇌어보니 여러분들과의 인연이 얼

새로운 세기, 2000년을 맞으며 기뻐했던 우리가 벌써 2010년이라는 새해를 맞으려 하고 있습니다. 최

다. 지난해 지원대상자 및 수상자분들을

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게다가 세계를 이끌어갈 미래의 인재를 키운다는

근 몇 년 동안 국제사회는 세계적 기업의 도산 등으로 경제불황의 한파가 이어지고 있으며 국내 경제도

포함한 많은 분들의 무한한 관심과 성원

좋은 뜻으로 맺어진 인연은 그 어떤 끈보다 단단하고, 그 열매는 어떤 것보다 실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영향을 받아 많은 국민들이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

덕분에 재단 소식지를 성공적으로 창간할

러분들의 변치 않는 따뜻한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두 재단은 계속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수 있었음을 지면을 빌려 감사드립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왕성한 연구 활동 뿐 아니라 후학 지도와 인재 양성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신 분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소외계층을 위해 보이지 않게 애쓰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재단을 위해 따끔한 충고와 함께 무한한 응

질책과 격려 또한 부탁드립니다.

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SBS가 방송을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 아래 설립한 SBS문화재단은

남은 2009년, 아름다운 끝맺음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라며 경인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

SBS교육대상을 비롯한 교육학술분야, 방송언론, 문화예술, 그리고 사회분야에서 땀 흘려 노력하시는

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분들을 지원함으로써 공익재단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나

작년부터 계속된 글로벌 기업들의 금융위

라의 발전과 인류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서암학술장학재단은 그동안

기에 이어 얼마 전‘두바이 쇼크’
에서 촉

추진해 온 일반 장학사업과 국내 박사과정 연구지원사업 등을 더욱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발된 지구촌 금융위기의 여파로 전 세계가

감사합니다.
2009년 12월
이사장

윤세영

SBS FOUNDATION
SEOAM SCHOLARSHIP FOUNDATION

사랑디딤_ 우리가 하는 일

SBS문화재단 사업소개

SBS문화재단은 창립 이래 현재까지‘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함께 잘사는 사회’
를 추구하며,
사회정의 실현과 인류 사회에의 공헌이라는 신념으로 사회공익을 위해 이바지하겠습니다.

SBS FOUNDATION

서암학술장학재단 사업소개

서암학술장학재단은 국가발전과 인류평화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각종 학술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SEOAM SCHOLARSHIP FOUNDATION

ACTIVITY

방송언론부문
* 총 68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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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인 해외연구 지원ㅣ 방송관련 학술연구 지원
한국 언론발전연구 지원ㅣ 미디어 학술지 발간비 지원
미래 방송 인재 육성 지원

문화예술부문
* 총 35억 원 지원

}

청소년 문화연구 지원ㅣ 실크로드 대외협력 프로그램 지원
환경문화의식 고취 지원ㅣ 문화예술 공연 지원
우수 도서 출판 지원

ACTIVITY

국내 박사과정 연구지원
* 총 192명에게 29억 9천만 원 지원

}

대상인원 : 매년 40여 명
지원기간 : 2년
지원규모 : 등록금 전액 및 연구비 연 8백 40만원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 분야의 눈부신 발전

문화는 그 나라와 민족의 생활수준을 가

서암학술장학재단은 인문·사회분야와 이·공 분야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연구주제

으로 방송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늠하는 척도입니다. 날로 다양화되는 국민

의 적합성이 뛰어난 청년학자를 대상으로 박사 학위 과정의 등록금 전액과 연구비를 지

방송계에서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SBS문

대중의 새로운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원하고 있습니다.

화재단은 21세기 다매체 다채널 시대를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풍요로운 생활을

맞아 한국의 방송사업을 선도하는 기업의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SBS문화재단이 추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 청년학자들의 높아만 가는 학구열은 미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재단으로서 방송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

구하는 사회적 역할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꿈과 희망이기도 합니다.

로 대처하고 우리 방송을 세계화, 선진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SBS문화재단은 21세기 문화예술 개척자로서 새로운 문화의 장을 열어 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언론계에 종사하고 있는 우수 인력을 선발하여 해외연

기 위해 청소년 문화 연구와 실크로드 대회협력 프로그램, 문화예술 공연 등

학문의 깊이와 그 수준을 두텁고 높게 하는 국내 박사과정 연구지원 사업은 21세기 고급

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관련 학술연구 지원 등 우리 방송의 발전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재 양성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과 전문방송인 육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육학술부문
* 총 116억 원 지원

}

SBS교육대상
교수 해외연구 지원
학술연구지원

사회부문
* 총 10억 원 지원

}

시각장애인 수술·진료비 지원
불우·소외계층 지원
시민단체 지도자 육성 지원

장학금지원
* 고등학생 총 814명에게 27억 8천만 원 지원
대학생 총 781명에게 61억 원 지원

}

대상인원 : 고등학생 매년 140여 명
대학생 매년 120여 명
지원기간 : 고등학생, 대학생 졸업 때까지
지원규모 : 고등학생_ 공납금 전액
대학생_ 등록금 전액

21세기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SBS문화재단은 기업경영의 목적이 이익

육성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SBS문

창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의 실

화재단에서는 다양한 교육환경 개선활동과

현에도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세대를 이끌어 갈 인재들이 건전한 인성을 갖추고 학문에 정진할 때 우리의

지원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매년 SBS교육

때문에 방송사업이라는 기업의 주요 활동

미래는 그만큼 밝습니다.

대상을 통해 참된 교육자를 시상함으로써

이외에 사회공익 활동에도 지대한 관심을

교육인들의 자질 향상과 국내 교육계의 발

표명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폭을 넓혀가고

서암학술장학재단은 우수한 고등학생·대학생에게 공납금 및 등록금 전액을

전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인문·사회과학분야와 이학·공학 분야에서

있습니다.

졸업 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응용성이 높은 주제를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에게 해외체류경비 및 항공

4백만 장애인을 비롯한 우리사회에서 소외된 불우한 이웃들에게 꿈과 용기를

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 주제에 따라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세계 곳곳

북돋워 주고자 시각장애인의 수술·진료비 지원 사업, 불우·소외계층 지원

우수한 인재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면학에 열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

의 유수한 연구기관의 현장에서 선진학문을 연구하도록 하여 국내 관련분야의

사업 등을 통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차세대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될 수

발전과 후진양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원 높은 사회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SBS FOUNDATION
SEOAM SCHOLARSHIP FOUNDATION

사랑디딤_ 우리가 걸어온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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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 I E F HISTORY
SBS FOUNDATION

SEOAM SCHOLARSHIP FOUNDATION

HISTORY

HISTORY

서암학술장학재단 설립
출연금 1억(출연자:이사장)
일반장학사업(고등학생,대학생)개시

1990

11

SBS 창립총회에서 공익법인 설립 결의

1999

01

영화문학상, 언론인 해외연구 지원사업 등 지원

1993

10

재단법인 SBS 문화재단 설립, 기본재산 3억 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0-2

1999

12

기본재산 230억 9천8백만 원으로 증액

2000

01

모범사회활동대상, 방송인 저술지원사업 등 지원

1990

02

출연금 3억으로 증액(출연자:이사장)

1994

01

기본재산 19억 5천만 원으로 증액
환경보전사업, SBS석좌교수,
해외대학 한국학과 지원사업 등 지원

2000

03

기본재산 231억 4천5백만 원으로 증액

1992

01

출연금 63억으로 증액(출연자:이사장 및 (株)태영건설)

2000

12

기본재산 281억 4천5백만 원으로 증액

1992

07

2001

03

기본재산 285억 9천3백만 원으로 증액

국내석 박사 연구지원사업 개시
교수 및 언론인 해외연구지원사업 개시
서암교육대상 제정

2001

12

기본재산 299억 5천만 원으로 증액

1993

01

출연금 93억으로 증액(출연자:(株)태영건설)
서암문고 지원사업 개시

2002

02

기본재산 300억 원으로 증액
1993

11

출연금 194억으로 증액(출연자;이사장)

1994

01

출연금 204억으로 증액(출연자:(株)태영건설)

1994

04

청소년 문화예술지원사업 개시

1995

01

출연금 214억으로 증액(출연자:(株)태영건설)
외국인학생 국내유학지원사업 개시

1995

1995
1996

1996
1997

1997

1998

01

03
01

03
01

03

01

기본재산 59억 5천만 원으로 증액
SBS교육대상(舊서암교육대상), 실로암안과병원
수술·진료비 지원사업
문인사적 징표사업, 방송국제학술심포지엄 지원사업 등 지원
기본재산 65억 5천만 원으로 증액
기본재산 125억 5천만 원으로 증액
하버드대 한국학교수직 설치,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등 지원

기본재산 199억 9천8백만 원으로 증액
강서구 등촌동 58-1 SBS공개홀로 재단사무국 이전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 지원사업 등 지원

08

2002

03

교수해외연구 지원사업 등 계속사업 지원

2002

12

기본재산 350억 원으로 증액

2003

03

체육꿈나무 육성지원 사업 등 계속사업 지원

2004

04

아시아 경제포럼 개최 지원 사업 및 계속사업 지원

2005

02

기본재산 355억 원으로 증액

1997

01

출연금 231억으로 증액(출연자:(株)태영건설)

2005

12

기본재산 420억 원으로 증액

2001

03

출연금 234억으로 증액(출연자:(株)태영건설)

2006

12

기본재산 505억 원으로 증액

2002

12

미디어 학술지 발간비 지원사업 개시

기본재산 134억 3천만 원으로 증액
기본재산 194억 3천만 원으로 증액
국내대학 언론학과 지원사업, 과학기술진흥지원사업,
통일연구사회발전 지원사업 등 지원

1989

2005

04

출연금 263억으로 증액(출연자:(株)태영건설)

2006

04

출연금 283억으로 증액(출연자:(株)태영건설)
체육꿈나무육성지원사업 개시

2007

04

출연금 303억으로 증액(출연자:(株)태영건설)

2008

04

서암한국학전공대학원생 해외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개시

S B S
서 암

문 화 재 단
학 술

장 학 재 단

재단법인 SBS문화재단은
‘건강한 방송, 건강한 사회’
를 방송이념으로 하는 SBS가
방송을 통해 공익성을 추구해 나가는 한편,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익기업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1993년 10월 25일 설립한
비영리 공익재단입니다.
또한 (주)태영건설이 출연한 서암학술장학재단은

기본재산 211억 9천8백만 원으로 증액
SBS문화재단 TV문학상 등 지원

2008

03

기본재산 618억 6천4백만 원으로 증액

2003

04

출연금 237억으로 증액(출연자:(株)태영건설)

재단 수익사업으로 SBS 방송아카데미 운영

2009

03

기본재산 636억 3천4백만 원으로 증액

2004

04

출연금 240억으로 증액(출연자:(株)태영건설)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을 실천하고 국가발전과 인류평화에 기여할
인재 양성을 위하여

1998

07

1989년 8월 23일 설립한 비영리 공익재단입니다.

SBS FOUNDATION
SEOAM SCHOLARSHIP FOUNDATION

사랑디딤_ 재단 사람들

SBS문화재단 이사진

윤 세 영 이사장
(주)SBS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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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암학술장학재단 이사진

김 영 석 이사

김 일 순 이사

안 병 훈 이사

김 두 희 이사

김 우 식 이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연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주)헬스로드 사장

방일영문화재단 이사장

변호사, 전 법무부장관

전 부총리겸 과학기술부장관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이 현 구 이사

오 지 철 이사

오 택 섭 이사

서 정 우 이사

이 수 성 이사

서울대학교 공대 명예교수
청와대 과학기술 특보

법무법인 율촌 고문

고려대 언론학부 명예교수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언론인연합회 회장

전 국무총리

정 해 창 이사

지 성 한 이사

이 연 숙 이사

변호사

(주)한성실업 회장

전 정무 제2장관
전 국회의원,
한국여학사협회 부회장

강 훈 감사

이 덕 주 감사

이 덕 주 감사

호 영 진 감사

변호사

도서출판 에디터 회장

도서출판 에디터 회장

묘심연구소 대표

SBS FOUNDATION
SEOAM SCHOLARSHIP FOUNDATION

사랑디딤_ 2009 Epis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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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FOUNDATION
SEOAM SCHOLARSHIP FOUNDATION

_
2009년도 SBS문화재단 & 서암학술장학재단 신규 선발자 명단 _ SBS문화재단
서암학술장학재단
2009년도 SBS문화재단과

서암학술장학재단 주요행사

2009 제 18회 SBS 교육대상

2009 언론인 해외연구지원

박보영 강원대 수학교육과 1학년

박성원 울산공고 1학년

서대식 교육대상 부문

김윤덕 조선일보 엔터테인먼트부 여성팀장

백만현 한국외대 독일어통번역학과 1학년

박원경 광주제일고 1학년

김은표 매일경제 과학기술부 기자

석민정 숙명여대 법학부 3학년

박윤태 세현고교 1학년

원재연 세계일보 정치부 차장대우

손형빈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1학년

박주원 경북고교 1학년

유병권 문화일보 정치부 차장대우

신지수 인하대 건축학부 1학년

박주화 김화공고 1학년

유은길 한국경제TV 부동산팀 차장대우

안재현 강원대 간호학과 1학년

박태현 춘천고교 1학년

이동훈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

양현모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1학년

박현준 원주고교 1학년

이종훈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오진택 강원대 영어교육과 1학년

방현희 치악고교 3학년

유명광 연세대 경영계열 1학년

서지현 부산고교 1학년

2009 서암재단 장학생_ 국내박사과정(14명)

유승리 숙명여대 문화관광학부 3학년

성우현 휘문고교 1학년

구기연 서울대 인류학과 박사과정

이승현 숙명여대 언론정부학부 3학년

송광원 안동고교 2학년

김다정 서울대 협동과정 뇌과학전공 통합과정

이영준 한국외대 행정학과 1학년

송석용 전주고교 1학년

김동은 동아대 전기공학과 박사과정

이예슬 숙명여대 인문학부 3학년

신경섭 인천고교 1학년

강원 평창 면온초교 교장
송정환 학습지도 중등 부문
경기 양영디지털고 교사
유현상 학습지도 초등 부문
전북 익산 영만초교 교장

{

2009 정기이사회 개최
SBS문화재단과 서암학술장학재단은 2009년 1월 21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정기이사회에서는 2009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신임이사를 선임했다.

강현구 생활지도 초등 부문
충남 당진 탑동초교 교장
이재석 생활지도 중등 부문
대전 관저중 교장
김두선 특수교육 부문
대전맹학교 교사

김성제 한양대 전자컴퓨터통신공학과 박사과정 이원미 충남대 영어영문학과 1학년

신유미 철원여고 1학년

박찬영 연세대 철학과 박사과정

이원준 한국해양대 항해시스템학부 1학년

우경식 공주사대부고 1학년

박찬호 연세대 물리학과 박사과정

이은주 울산대 화학공학과 3학년

유원태 철원고교 1학년

윤대엽 연세대 정치학과 박사과정

이하경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3학년

유정현 신철원고 1학년

2009 교수해외연구지원_ 인 문 / 사 회

이유경 부산대 무역학과 박사과정

전명운 인천대 행정학과 1학년

유호종 안동고교 1학년

권영준 서울대 법학대학원 조교수

이정훈 명지대 생명과학과 박사과정

조정숙 숙명여대 정치행정학부 2학년

윤희권 서울고교 1학년

김순양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

정여주 서울대 교육학과 박사과정

최슬기 강원대 국어교육과 1학년

이가혜 선일여고 1학년

시아 법학문(PALS)과정 학술 지원을 위해 올해 60,000달러를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3년간 총

박수진 서울대 지리학과 부교수

정준현 서울대 생명과학과 박사과정

최은정 명지대 문헌정보학과 1학년

이건희 서울고교 1학년

200,000달러를 지원한다.

이효녕 경북대 지구과학교육과 조교수

최주희 고려대 한국사학과 박사과정

황정아 숙명여대 국어국문학부 3학년

이설화 김화고교 1학년

정용욱 서울대 국사학과 부교수

홍웅기 광주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박사과정 황주익 울산대 화학공학과 4학년

이승훈 제주제일고 1학년

정환승 한국외국어대 태국어과 부교수

황성진 인하대 금속공학과 박사과정

이윤미 상일여고 2학년
2009 서암재단 장학생_ 고등학생 (61명)

장진호 용산고교 1학년

2009 교수해외연구지원_ 이 학 / 공 학

체육꿈나무육성지원

강민경 중앙여고 1학년

전기량 한국디지털미디어고교 1학년

서갑양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부교수

서울시 강서교육청

강민지 이천양정여고 1학년

전종석 상문고교 1학년

강창숙 유아교육 부문
경기 수원 파장유치원 교사

{
{

하와이대 로스쿨 학술지원 협약 체결
SBS문화재단은 2009년 2월13일 하와이대 로스쿨(학장 Aviam Soifer)과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태평양-아

SBS교육대상 및 교수·언론인·국내박사과정지원자
선발 심사위원회 개최

2009년 4월 교육대상 및 교수·언론인 선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교육대상 대상 수상자에 서대식 교장(강
원 평창 면온초등학교 교장) 등 7명을, 교수해외연구지원에 한국과학기술원 권세진 교수 등 13명을, 언론인 해

권명현 경기고교 2학년

전지욱 경기고교 2학년

이해웅 카이스트 물리학과 교수

서암한국학전공대학원생해외연수프로그램지원

김근영 김화공고 1학년

정다산 경복고교 2학년

최성현 서울대 전기공학부 부교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김대현 경복고교 1학년

정보교 강릉고교 1학년

이재찬 성균관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최희철 포항공대 화학과 부교수

외연구지원에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고한준 부교수 등 13명을 선발했다.
또한 국내박사과정연구지원에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 윤대엽 씨 등 14명을 선발했다.

김명규 경기고교 3학년

정윤교 철원고교 1학년

2009 서암재단 장학생_ 대학생 (34명)

김병국 한꿈학교 고등반

정형식 마산고교 1학년

최준식 고려대 심리학과 부교수
권유리 숙명여대 영어영문학부 3학년

김성환 휘문고교 1학년

조영주 등촌고교 1학년

2009 교수해외연구지원_ 항공우주공학

김동욱 서울대 재료공학부 1학년

김세름 나주고교 1학년

지승민 김화공고 3학년

권세진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김석민 고려대 정경학부 1학년

김연삼 경기고교 1학년

최지혁 경동고교 1학년

김선엽 국민대 경영학부 3학년

김은지 신철원고 1학년

최해나 춘천여고 1학년

2009 언론학교수 해외연구지원

김선영 국민대 경영학부 3학년

김진수 김화공고 2학년

한규인 철원고교 2학년

고한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김성아 춘천교대 체육교육과 1학년

김태영 청주고교 1학년

한재권 경기고교 3학년

김경모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김진섭 서울대 윤리교육과 1학년

김한나 김화고교 1학년

허남주 강원사대부고 1학년

마동훈 고려대 언론학부 교수

김화진 숙명여대 프랑스언어문화학과 3학년

김현진 김화공고 3학년

허진아 철원여고 1학년

2009년 5월 20일 SBS 등촌동 공개홀에서 제 18회 SBS교육대상 시상식 및 장학·연구지원금 전달식을 갖고,

박소라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남승민 수원대 언론정보학과 1학년

나금혁 경북기계공고 1학년

현종석 김천고교 1학년

총 44억 2천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김신복 서울대학교 부총장

한성수 한국예술종합학교 방송영상과 교수

박기현 공주교대 영어교육과 1학년

마성훈 한꿈학교 고등반

홍창현 강원사대부고 3학년

및 지원대상자 등 각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다.

황인성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명진 숙명여대 언롤정부학부 3학년

박가람 경남고교 1학년

황태운 대전고교 1학년

{

제 18회 SBS교육대상 시상식 및
장학·연구지원금 전달식 개최

SBS FOUNDATION
SEOAM SCHOLARSHIP FOUNDATION

사랑디딤_ Fellow Movements

14 15

SBS문화재단과
서암학술장학재단 Fellow 소식
교수 소식

}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강정인 교수 서강대 사회과학부 학
장, 공공정책대학원 원장 역임
2009년 3월‘한국 정치의 이념과
사상’출간,‘정치와 비전2’
(강정
인, 이지윤 옮김) 출간

언론인 소식
사업에 선정. 아토초 과학 기술 센터

하나인‘Marquis who's who’ 일 한국언론인연합회(현 회장)

술대회 참여, 2010년 3월부터 한국

(Center for Attosecond Science
and Technology: CASTECH) 설립

2010년판에 등재

동양철학회 회장 역임 예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김흥규 교수 2009년 언론학회
김성섭 교수 2009년 7월부터 9월 ‘희관 저술상’수상
까지 2009 Asia Pacific Forum
for Graduate Students Research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서울대학교 철학과
김남두 교수 2009년‘The Power in Tourism 국내유치, 세종대학교 민현식 교수 2009년 7월 한국어교
of Logos in Gorgias' Encomium ‘우수연구교수상’수상
육학회 회장 취임, 10월 국제한국인
of Helen'(김남두 교수 저술)이 수록
언어문화학회 회장 취임
된 공동저술 [New Chapters in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the History of Rhetoric(ed. 김영석 교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광주과학기술원 기전공학과
Laurent Pernot)](네덜란드 Brill 조정위원 위촉
박기환 교수‘비접촉 레이저 표면
Academic Publishers) 발간
진동 측정 장치 개발’
로 2009 국가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한양대 석좌교수
김대호 교수 2010년 1월 한국미디 김우룡 2009년 8월 MBC방송문화 상명대학교 불어교육학과
어경영학회 신임회장 취임
진흥회 이사장 취임
박정자 명예교수‘마이클 잭슨에서
데리다까지’
(기파랑) 발간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김도연 교수 국민대학교 교양과정 김윤상 교수‘지공주의(부제:새로운 성균관대학교 자연대 수학과
부장 임명
토지 페러다임 / 경북대학교 출판 박정형 교수 2009년 JSPS펠로우

‘자랑스러운한국인대상’ 수상,
‘언론 자유와 사회윤리’
(범우사)
출간

서울대 사회학과
송호근 교수 2009년 4월 15일 일
본 교토대학‘21세기 공공영역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단’
에서‘촛불시위의 사회학적 의 이영학 교수 제1회 전국기록인대회
미: 공공영역에 대한 시적 영역의 ‘국가기록 관리정책의 미래’주제
도전’
을 강의, 대통령 직속 사회통 발표, 2009년부터 인문대학 학장
합위원회 위원 위촉, 사회보장심의 부임, 2008년 4월부터 한국기록학
위원회 위원 위촉,‘인민의 탄생과 회 회장 취임
근대의 기원’
이라는 주제로 한국연
구재단‘우수연구자 지원’
에 선정,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12월 10일‘위기의 청년세대: 출구 이창현 교수 KBS 이사, 국민대 사
를 찾는다’
(송호근 외 엮음. 나남) 회과학연구소 소장 역임
출간, 1월‘독 안에서 별을 헤다’
(생
각의 나무) 출간
한양대학교 홍보학과
이현우 교수 2009년 8월부터 언
론정보대학원 학장 부임
서울대학교 법학과
안경환 교수 2009년‘법과 사회와
인권’
(돌베개) 출간

부)’
가 문화관광부 우수도서로 선정
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김동규 교수 한국방송학회 학술상 수상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김동순 교수 2009년 한국증권학
회지 편집위원장 위촉,‘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이 나아갈 방
향’
(전경련) 출간
포스텍 물리학과(레이저 과학 연구실)
김동언 교수 2007년 Krausz 교수
(독일 막스 플랑크 양자 광학 연구소
소장)와 공동 연구 양해각서(MOU)
체결, 2009년 교과부 산하 국제 과
학 기술 협력 재단에서 주관하는
Global Research Laboratory

고려대학교 법학과
김일수 교수 2007년 7월 31일 경
찰 위원장 취임

한국과학기술원 생물과학과
박태관 교수 미국생체재료학회‘클
렘슨상’수상, 2009년 4월 연례
미국생체재료학회 수상기념식 및
초청강연(미국 텍사스 샌안토니오)

연세대 물리학과
김충선 교수 2009년 5월 Bentham
e-book 에디터로 부임, 연세대학교
우수연구실적 표창자로 선발

영남대 언론정보학과
배현석 교수 국제학술지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에 논문
‘Social influence of a religious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hero: The late Cardinal Stephen
김필동 교수 2009년 3월 충남대 Kim's impact on cornea donation
학교 전교 교수회장 취임
and volunteerism' 게재
서울시립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김한준 교수 세계3대 인명사전 중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서정우 명예교수 2009년 12월 29

충남대 기계설계공학과
이영신 교수 2009 캠퍼스 특허 전략
대회에서‘한국 공학 한림원 회장상’수상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양동석 교수 2009년 한중일 회사법
연구 저술 중(학술진흥재단 지원)
서울시립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
교무처장
유광수 2009년 11월 한국센서학회
에서 한국센서기술에 기여한 업적
으로‘학술상’수상
연세대학교 철학과
이광호 교수 2009년 5월 대만대학
교 철학과 유불도 3교 현대적 의미
학술 발표 참여, 7월 연변대학교
동아시아 철학학술대회 참여, 9월
북경에 공자탄신 560주년 기념 학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장덕진 교수 2009년 10월 OECD
세계논문포럼에서‘우수논문상’수상
부산대학교 신방과
장익진 교수 2007년 9월부터 2009
년 9월까지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
학 학장 역임
강원대학교 신방과
정윤식 교수 2009년 KBS 이사 위
촉, 2010년 Marquis 세계인명사전
등재 예정
서울대 물리학과
조용민 명예교수 2009년 9월 1일
공군사관학교 명예교수, 국립울산
과학기술대학 석좌교수 역임

연세대학교 신방과
최양수 교수 2008년 11월부처 2009
년 11월까지 방송학회 회장 역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진영 교수 국제심포지엄 개최(주
제:치매 예방 / 조직위원장), 2009
년 한국인상심리학회 부회장
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하창식 교수 2009년 부산대학교
Best Researcher 수상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부
한균태 교수 2009년 1월 정경대학교
학장 부임, 2008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2009년 9월 시정권고위원 위촉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부
한상필 교수 2009년 차기광고학
회 회장 선임, 한국케이블TV 방송
광고심의 위원장 위촉, 경제인문사
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 선출,
2010년 광고학회장 취임 예정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부
허경호 교수 2009년 대검 창의혁
신단이 추진한 스피치&설득 커뮤
니케이션과정에서 스피치, 토론강
의 진행, 8월과 11월부터 서울 북
부지방검찰청과 북부지방법원에서
각각 형사조정위원과 민사조정위
원으로 활동
선문대학교 언론광고학부
황근 교수 KBS 이사로 선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황상민 교수‘디지털 괴짜’
(부제:미래
소비를 결정한다 / 미래의 창) 출간

}

경향신문 정치국제 편집국
정치국제 에디터
김봉선 경향신문 정치국제 편집국
정치국제 에디터로 선임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장,
한양대학교 신방과 겸임교수
김형배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장 역임

국내박사과정자 소식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용식 문화일보 편집국장 퇴임 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SAIS(The
Paul H. Nitze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에서 방문연구원으로 1년 활동 후
2009년 8월 귀국
동서대학교 영상매스컴학부
이완수 교수 한국연구재단 언론분
야‘우수논문 사후 지원자’선정

SBS 교양팀
남상문 차장 2009년 12월 10일 12
회 엠네스티 언론상 수상

중앙일보 전략기획실장
이하경 중앙일보 전략기획 실장 임명

서울신문 체육부
문소영 차장 2009년 11월 서울신
문 체육부 차장 임명

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대학원
제정임 교수 2008년 3월 세명대학
교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임용

매일경제신문 정치부
민석기 기자‘녹색성장주 금맥을
캐라’
(매경출판) 출간

환경운동연합 대표
지영선‘여기자 지영선의 총영사
완주기, 링컨 타운카를 타고 보스
턴을 달린다’
(이매진) 펴냄

경향신문 문화부
오광수 부장 경향신문 문화부 부장
임명
SBS 교양팀
오기현 차장‘그해 여름 그들은 왜
조용필을 불렀나? 오기현 PD, 방
북 방송교류를 통해 본 북한 사회
의 모습’발간
용인신문 객원논설위원,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 사업단장
윤승용 2009년 9월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시민주권 상임운영위원,
홍보기획위원장 역임

MBC 보도국 정치부(선임기자)
최명길 국장 라디오‘8시 뉴스의
광장’앵커
동아일보 편집국
최영훈 부국장 동아일보 편집국 부
국장 임명
KNN 경남본부
추종탁 차장 2008년 KNN HD다
큐멘터리 3부작‘고인돌루트’제
작으로‘제1회 방송영상그랑프리
문화관광부장관상(한국방송영상산
업진흥원)’
,‘2008년 방송통신위원
회 방송대상 지역발전부문(방송통
신위원회)’등 8부문 수상

홍익대학교 미학과,
現 서울대학교 인문학 연구원
강수미 2008년 [현대미술학 논문
집](현대미술학회) 12호에 논문“공
동체를 위한 예술과 공공미술”등
재, [SPACE](SCI, 공간사) 11월호
에 논문“
‘어머니-자연’
과‘언니들
문화’
의 교차점”등재, [한국미술의
원더풀 리얼리티](현실문화) 출간
경북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학부,
現‘갤러리 安’관장
강양구 2009년 3월 1일‘갤러리
安’관장으로 선임
서울대학교 의예과
김지은 2009 HOPE meeting(노
벨수상자와의 만남)에 대한민국 대
표로 참석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박찬호‘Enhancing the retention
properties of ZnO memory
transistor by modifying the
Channel/ferroelectric polymer
interface'를 Applied Physics
Letters 저널에 2009년 10월 12일
발표
단국대학교 컴퓨터학과
백승재 2008년 9월‘리눅스 커널
내부구조’
(교학사) 발간, 세계인명
사전‘Marquis who's who’2010
에디션 등재

}

침식에 대한 에너지 보존모형’
이
우수논문에 선정되어‘학위논문상’
수상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現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조교수
우경섭 2009년 8월 인하대학교
조교수 임용
상명대학교 컴퓨터과학과
이의철 세계인명사전 ‘Marquis
who's who’Science Engineering
분야 2010 Edition 등재, 세계인명사
전 IBC(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re) 2000 Outstanding
Intellectuals of the 21st Century 등
재, 세계인명사전 IBC(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re) Top 100
Scientist Award 수상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現 한국
전력공사 전력연구원 부장
장정범‘Marquis who's who’
2010년판 등재
연세대학교 세라믹공학과, 現 포
항공대 신소재공학과 교수
조문호 한국연구재단‘우수연구
60선’선정, Nature Physics에
Inpegrateg Nano Plasmoics 관
련 연구 소개

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
황현두 Lab on a Chip 2009년 2
호 표지 논문 장식, Biotronics
강릉원주대학교 토목공학과,
2009 국제학회 우수논문발표상
現 강릉원주대학교 토목공학과 수상, microTAS 2009 국제학회
전임연구원
‘젊은 연구자상’수상
신승숙 2009년 한국수자원학회에
서‘산지사면의 지표유출 및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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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 디딤_ 사람을 키우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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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대 상
수 상

소 감

서대식
강원 평창 면온초등학교 교장

휘닉스파크 스키장이 있는 태기산 끝자락에 하얀 눈이 덮이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스키와 보드를 즐기는 사람들의 에너지가 넘쳐나는 진짜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운동장 옆 생명의 숲 노목도 다음 봄 새 생명을 잉태시키기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푸른 손짓을 잠시 멈추어 두고 있습니다.
2009년의 소소한 일상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니 교육자로서 진정한 명예, SBS교육대상을 받은 그 봄날의 기쁨이 지금 이 순간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모두의

농촌학교는

마음의 고향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영예

모두가 숙연해지고 또 많은 아쉬움을 갖게 되는 한해의 마지막 달에 들어섰습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더욱 발전해 있는 제 자신을 만나기 위해 이번 한해를
잠시 되돌아보니 개인적으로 무척 뜻 깊은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2009년 SBS
교육대상에 선정됨은 교육자로 살아온 저에게는 인생에 있어 가장 큰 보람과 기쁨
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혼자 잘 해서 받은 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우선 35년의 교직생활 동안 한결같이 농촌학교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갖게 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귀한 상을
주시는 심사위원님과 윤세영 SBS문화재단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학교 일이라는 핑계 때문에 가정의 많은 부분에 소홀했던 저를 늘 이해해
주고, 격려해 주었던 집사람과 원진이, 은혜 두 남매에게 수상의 기쁨을 돌립니다.

맑은

동심을

위한 ‘HAPPY

700’

따뜻한

교육독지가,

독지가들이

함께

키우는

인재

흔히들‘교육에는 정도가 없다’
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매우 힘들고

70년대 초반 참으로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초임발령을 받은 하남초등학교 뒤편에 놓인 자그마한 펌프는 항상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대라고들 합니다.

왜냐하면 체육시간 후나 한여름 운동장에 뛰놀다 땀내 묻은 러닝셔츠를 훌훌 벗고 다가서면 콸콸콸 쏟아지던 펌프물이 등줄기까지 시원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남달리

다. 그런데 그 옆에는 어김없이 두 서너 바가지의 물이 담긴 아담한 물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름 하여‘마중물통’
입니다. 아무리 풍부한 수원을 가진 펌프라고

소외 지역의 교육을 염려하며 공부뿐만 아니라,

그 마중물이 없으면 지하수를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은 까닭이죠.

타고난 저마다의 재능과 소질도 잘 계발시켜달라는 의뢰로 많은 교육독지가와

농촌학교 어린이들! 비록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살지만, 그들은 언제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존재들이었습니다. 순진하고 착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기업인들의 따뜻한 손길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마 어느 책자에서 본

누군가 사랑과 관심으로 다가가 바르게 안내해 주기만 하면 시원한 지하수처럼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소망을 줄 희망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저는‘줄탁동시’

미래의

‘미켈란젤로의 조각교육’
도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느 날 길 가던

와 Health(튼튼한 몸과 바른 인성 구현), Amusement(학습자 요구를 반영한 즐거운 공부), Provide(지역사회 교육공동체 봉사 지원), Paddion(정열적 참여),

사람이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조각을 보고 감탄하여 전시된 원석을 가리키며

Yield(잠재적 특기적성 계발)를 의미한‘HAPPY 700'의 관점에서 학급과 학교를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감동적인 어조로 물었답니다.“여보시오. 작가양반! 이렇게 보잘 것 없는 돌로

81년 이래 지금까지 영상을 통한 교실수업 개선 및 교단지원을 위해 전국 수준화의 EBS 교육방송 프로그램을 꾸준히 활용하면서, 국내 최초로 원격화상 교육 시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소?”그때 미켈란젤로는 만면에 겸손한

스템을 벽지 복식수업 교수·학습 과정 속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도시 근교 빈민아파트 맞벌이 부모 자녀들을 위해 야간돌봄학교와 체험중심의 농촌사랑학교, 아

웃음을 띠우면서“예, 선생님! 하지만 그 형상은 처음부터 화강암 속에 있었습니다. 다만 난

름다운학교, 물사랑학교, 신나는학교를 운영해 보았습니다. 소외지역의 교육복지를 위해 농촌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깊은 교육독지가나 기업을 찾아 다

그곳에서 불필요한 부분들만 깎아냈을 뿐이지요.”

양한 무료 방과후학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한때 디지털 정보화 시대의 교육공학 사례로서 세계 석학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고, 지금도 전국

언제나 농촌학교는 마음의 고향처럼 느껴집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남은 교직생활동안 농촌학교

교육방송연구연합회 회장으로서 영상을 통한 공교육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EBS와 교총, 학교현장 연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5G 교육

환경에 알맞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휴먼웨어를 네트워킹화 하고, 현상보다는 저들 속에 숨겨진 가능성과 비전을 바라보며 자신만의 색깔로 세계적 꿈을

(Genius+Global+Green+Gate+Governance)이란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12명의 재학생들로 통폐합 대상이 된 본교를 100여 명의 외지 전입생들이 찾아오

심어가는 지역 인재를 키우는 일에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될 것을 다짐하며 귀 재단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는 학교로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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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좋은 나라 스웨덴의 노벨상 미스터리를 푸는 그날을 위해!

태국남부의 불교와 이슬람의 갈등,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김윤덕 ㅣ 조선일보 엔터테인먼트부 여성 팀장

정환승 ㅣ 한국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 부교수

연수를 떠나온 지도 넉 달이 넘었다. 처음 연수를 스웨덴으로 떠난다고 했더니

태국 남부에 위치한 쏭클라대학교에 온지 다섯 달이 지났다.

왜 그 추운 나라로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냐며 의아해하는 동료들이 많았다. 그들의 우려는 일리가 있었다.

이미 한국에서는 계절이 두 번이나 바뀌어 겨울로 들어섰지만 이곳은 일년 내내 더운 나라이다.

11월부터 급격히 떨어진 수은주와 오후 3시면 컴컴해지는 날씨 탓에 우울감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나마 우기로 접어들면서 하루에 한 두 차례 내리는 비가 더위를 식혀주고 있다.

햇빛 양이 부족해 가족 모두 입안이 헐어 1주일간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

태국은 76개의 주가 있는데 그중에 남쪽에 위치한 14개 주를 일컬어 남부라고 한다.

하지만 그런 고난(?)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연수이기에 오늘도 이‘살기 좋은 나라’속에 내가 있음이 행복하다.

그중에서 말레이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빳따니 얄라 나라티왓 3개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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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불교도와 다수의 무슬림 간에 갈등이 심한 곳이다.
내가 할 일은 바로 이곳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다.

완벽한

개인주의의

북구

나라
절반의

대강절을 하루 앞둔 11월 28일 저녁, 아파트 엘리베이터 벽에 솜 한 뭉치가 걸렸다. 4층 사는 아무개라며,‘오늘 밤 우리 집에서 파티를 하니 시끄럽더라도 이해
하시고, 정 시끄러우면 이 솜뭉치로 귀를 막으라’
는 내용이었다. 웃음이 터지기 무섭게, 3층 사는 거주자의 찬바람 쌩쌩 부는 덧글이 솜뭉치 밑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파티하는 것은 네 자유이나 법적으로 밤 11시 이후에는 아파트 내에서 소음을 일으킬 수 없다는 걸 명심하라. 이를 지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스웨덴으로 연수 온 지난 8월 이후 나는 정반대의 캐릭터를 지닌 스웨덴 사람들을 종종 만나 당황하곤 한다. 사회적 룰과 공동체적 질서를 엄히 준수하고 이를 지
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무뚝뚝한 표정의 전형적인 북구 스타일이 하나이고, 이와는 정반대로 남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거리에서 애정표현을 하거나
심지어 볼일까지 보는 자유분방형도 부지기수다. 물론 후자에는 대부분 젊은이들이 속하지만 단지 세대 차라고만 볼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

Amazing

Sweden!

희망을

품고

태국으로

향하다

6월말 빳따니주에 소재한 쏭클라대학에 짐을 풀었을 때 절반의 절망과 절반의 희망을 동시에 느꼈다.
절망이란 바로 살인적인 폭염이었다. 숙소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찌는 듯한 더운 날씨는 가히 살인적이었다. 식욕도 뚝 떨어지고 무엇을 먹어도 생각처럼 맛이 나
지를 않았다. 내가 옛날에 이곳에서 8년간 유학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래도 나머지 절반은 희망이었다. 우선은 이곳에 이슬람대학이 있고 도서관 한 코너에 남부에 관한 자료를 따로 모아 놓은 자료실이 있었다.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말레이어과 워라윗 교수가 상원위원이 되어 있었다. 또한 태국에서 가장 먼저 한국어 교육이 시작된 곳이라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특히, 인문대학 한국어과 안에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받았다. 낮에는 주로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필요한 경우 중앙도서관 2층 열람실에서 자료
를 찾고 책을 읽는다.

동료 기자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나라인데다가 아이들까지 데려온 덕분에 매일 매일의 일상이 그 자체로‘산 공부’
가 되고 있는 것은 큰 축복이다. 초등학생 큰 아
이를 통해서는 평등에서 경쟁으로 패러다임을 바꾼 스웨덴의 교육혁명이 어떤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발전해가고 있는지 낱낱이 살펴볼 수 있다. 늦둥이인 19개월
짜리 둘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는 감탄사 그대로‘어메이징(amazing)!’
한 스웨덴의 보육체계를 온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셈이다. 연수 기관인 스톡홀름
대학교 교육학과에서는 내가 필드에서 경험하는 내용들, 문제의식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주고 풀어주고 있으니 얼마나 환상적인 궁합인가. 스웨덴어와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교수들과 연구원들은 나의 시시콜콜한 질문들을 대단한 발견인양 칭찬하며 적극적으로 답해주고 관련 자료들을 모아준다.

살기좋은

노벨상의

나라

갈등의

공존 ,

풀어야

할

수수께끼

불교도와 무슬림 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태국 남부. 이곳에서 언어와 문화의 연구를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지역의 언어차용에 관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 지역 불교도와 이슬람교도들은 오래전부터 같이 부대끼며 살아오면서 적지 않은 갈등이 있어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야 어쨌든 간에 불교도가 사용
하는 태국어와 이슬람교도들이 사용하는 말레이 방언은 서로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서로 어우러져서 많은 소리변화와 어휘 차용 그리고 문법과 의미 변화 등을 가
져왔다. 이를 추적하고 분석하고 기술하는 일이 우선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자료를 찾아서 하는 일은 그런대로 진행이 되는데 현지조사와 주민들의 인터뷰는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다. 최근에도 전혀 개선 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이곳의 사

더불어 스웨덴이‘노벨의 나라’
라는 사실은 저널리스트에겐 큰 영감이자 취재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노벨 수상자가 발표되는 10월초, 그리고

정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빳따니로 들어서는 국도 곳곳에는 무장한 군경 검문소가 있고 시내 곳곳에도 총을 든 군인들이 보인다. 아침에 탁발을 나가는 승려들을

국왕이 주관하는 시상식과 만찬이 있는 12월 첫째 주는 스웨덴 사람들에겐 일종의 축제다. 인구가 9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북구의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살기

보호하기 위해 무장한 군인들이 동행하고 불교 사원에는 군인들이 상주하며 지키고 있다. 외곽을 벗어나게 되면 위험하므로 사전에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좋은 나라’
의 세계적인 롤 모델이 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의 열쇠는‘노벨상’
이 쥐고 있다는 게 요즘 나의 확신이다. 연수기간이 끝나는 내년 여름 한국으로 돌아

한다. 그래서 현지조사와 인터뷰는 아직은 엄두가 나지 않아 일정을 조금 미루어 두고 있다.

갈 때 내 손에 노벨상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벗겨낸 기획기사를 한 건 쥐고 있기를 감히 소망해본다.

그동안은 이 지역 갈등을 정치적 갈등, 종교적 갈등, 그리고 종족 갈등 등의 시각에서 논의 되어왔다.

어쨌거나 SBS문화재단이 스웨덴으로 목적지를 정한 나의 연수를 독려하고 지원하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윤세영 이사장님을 비롯해 재단 관

불교문화와 이슬람 문화, 불교사회와 이슬람사회, 두 개의 문화, 두 개의 사회가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속에서 공존하며 일어나는 갈등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

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이를 언어라는 투시경으로 좀 더 안에서 들여다보면 조금은 더 분명한 실체가 보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이며 풀어야 할 수수께끼이다.

SBS FOUNDATION
SEOAM SCHOLARSHIP FOUNDATION

열정 디딤_ Love Letter

맑은 눈동자로 세상을 비추는 빛, 마음의 어둠까지 걷어내다

가족 그리고 서암, 2009 기회의 해를 열어주다

Mrs, A.B.Zuniga

윤대엽 ㅣ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

1957년 인천, 한국인 어머니와 필리핀인 아버지 품에서 제 작은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암학술장학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은 학문적으로 내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

필리핀에서 오빠 그리고 2명의 자매와 함께 자랐고 그 곳에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장학생 지원을 준비하면서 나의 학문적 고민과 노력이

1982년 필리핀인과 결혼했고 저희 부부는 은혜 가운데 2명의 남자 아이와 2명의 여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회적 평가를 받기에 충분한지 자문하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

하지만 그 후 필리핀의 경제위기로 인한 가족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에는

2002년에 영어교사로 한국에 돌아와 강원도 철원의 작은 영어학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박사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에 새로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20 21

타국의 외로운 생활에 또 하나의 짐이 될 뻔한 당백뇨망막병증을 극복하게 해준 SBS문화재단과 실로암안과병원을 위해 오늘도 저는 기도합니다.

가족의
친애하는

SBS문화재단

여러분

사랑으로

열린

인생

제2막

2009년은 내 인생에서‘기회의 해’
로 기억될 것 같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고 저의 눈 수술을 위해 애써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보호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마음속 깊은 곳으로 부터

3월에는 첫 아들 지헌이가 탄생했다. 결혼이 사회적인 삶에 있어서 두 번째 장(chapter)이라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인간으로서의 삶에 새로운 장이 될 것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강건하게 이끌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실로암안과병원에 계신 안과 전문의 조영재 박사님과 병원관계자 여러분들, 수술비

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성장을 바라보면서 사회인으로서의 내 자신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내 자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내는 사회적

를 지원해주신 SBS문화재단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들의 격려와 인내는 제 신념을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으로나 인간적으로 내 자신을 새롭게 성장시켜주고 있기에 참으로 고맙다.

볼

수

없다는

두려움을

거두다

도전의

자신감은

서암의

선물

2008년 12월 저는 왼쪽 눈이 희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몇 달 후에는 몇 개의 점과 뒤틀린 선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던 교회의 목사님께 도

서암학술장학재단 장학생이 되면서 학문적 도전에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움을 요청한 후 곧 외국인 무료 거리진료소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병원을 안내받아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동아시아연구원이 북경대와 공동 개최한 국제회의에 발표자로 참여하였고, 오는 12월 대만에서 세계 10여 개국 학자가 참가하는 국제회의에 박

실로암안과병원 안과의사 선생님께서는 곧 망막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수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왼쪽 눈이 튀어 나온 상태로 수술 침대 위에

사과정 생으로는 유일하게 제안서 공모에 합격하여 발표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내년에는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일본 게이오 대학교에서 단기 연구를 진행할 예

있는 저 자신을 자세히 관찰하는 상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안심할 수 있도록 의사선생님께서는 수술하는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 영

정이다. 일본 연수 이후 미국과 중국에서 학위 논문과 관련한 현지연구(field research)를 준비하고 있다.

어로 최선을 다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창의와

나중에 인터넷을 통해 당백뇨망막병증으로 인해 두 눈 모두 실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검사와 수술이 영구적인 손상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단지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SBS 후원재
단과 연결되었고 그 도움으로 많은 수술비를 도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후원으로

지적

성숙이

세계와

경쟁하는

첫걸음

아직까지 국내에서 박사공부를 하는 것은 교육여건이나 사회적 편견상 불리한 점이 많다.
교육여건은 별개로 하더라도 인터넷의 발전이나 학문적 자료의 디지털화로 인해 학문을 하는데 있어서 공간적, 시간적 제약이 없어졌음에도 사회적 인식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훨씬 뒤쳐져 있다. 경제규모나 사회적 지표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버금가는 한국이 유독 학문적 성과에 있어서는 중국에 조차 뒤지고

얻은

은혜로운

날들

있는 이유다.
학문적 성과가 경제적 발전 수준과 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열정과 내용보다 형식과 간판을 중시하는 풍토의 문제가 아닐까! 발전의 시기, 서구로부터의 학습은

저는 다행히 건강한 눈을 되찾아 가고 있지만 산업 엔지니어였던 남편은 회사 건물의 화재로 인해 직업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나이도 많고 지병이 많

한국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었음에 분명하다. 이제는 모방과 학습이 아니라 창의를 바탕으로 세계와 소통해야 하는 단계일 것이다.

아 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떨어져 생활하며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지 못한 채 힘들고 외로운 시간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학문에 있어서도 한국이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것은 당면한 현실이다. 한국의 학문적 성과가 지역과 세계 사회의 발전과 지적인 성숙에 기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희는 어려웠던 시간보다 은혜로운 시간이 훨씬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시력이 지금도 계속해서 더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

그 변화의 시대가 우리 세대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전할 생각이다. 그리고 젊은 국내 박사과정 생들의 이런 도전에 서암학술장학재단이 지원해주고 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와주시는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열정 디딤_ Love Letter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Sleepless in Seattle)
유은길 ㅣ 한국경제TV 부동산팀 차장_ 미국 시애틀 워싱턴대 방문연구

‘시애틀’하면 거의 모든 한국 사람들은‘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영화를 생각하며 낭만의 도시를 연상한다.
그래서인지 필자가 시애틀로 연수 간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20년 전 추억의 영화를 떠올리며 다른 연수자들보다도 유독 부러워했던 것을 기억한다.
지금도 한국에 계신 분들과 통화를 할 때면
“정말 잠 못 들고 있냐? 영화같이 정말 비가 많이 오냐? 볼거리가 많냐?”
등을 물으시는 분이 많다.
필자도 사실 이곳에 오기 전에 궁금했던 바라, 나름대로의 취재와 경험을 통해 시애틀의 진실과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씨를

만나다

필자는 이곳에 7월초에 왔는데, 시애틀의 7, 8, 9월은 개인적으로 경험한 날씨 중에 가장 좋은 날씨라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한국의 5, 10월중 가장 아름다운 날들

늦은 9월30일 했다. 대신 겨울학기는 길다. 모두 날씨 때문이다.).

을 모아놓은 기간으로‘축복받은 날씨’
라고 표현하고 싶다. 다만 올해는 이상기후로 시애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날씨(평소 화씨70대(섭씨21도)이던 기온이

이런 문화가 아마존닷컴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국제적인 기업의 본사가 시애틀에 있게 되는 배경이

7월 29일 103(39도)도 기록)를 기록해 사실 이곳 여름에 필요 없는 에어컨이 불티나게 팔리고 냉방이 되는 공공건물에 시민들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지

되었다고 본다.

만 그 짧은 며칠을 빼고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씨가 이곳 여름 기후라는 생각이다.

또 시애틀은 아시아와 알라스카로 가는 미국 서북지역의 무역과 전략적 요충 항구도시여서 보잉사가

하지만 그 후 10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한 달 이상동안 거의 매일 비가 오고 있다. 평소에는 보슬비가 하루 종일 내린다. 때로는 한국 여름 장마 같은 폭우가 쏟아

있고 costco 역시 여기서 시작했다. 인구 60만의 시애틀, 메트로시애틀로 따져도 인구 300만에 불과

지고, 잠시 개었다가 다시 비가 오고.......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지는 않지만 흐리고 비오는 날이 계속되니 으슬으슬 추운 기운이 감돌고 이런 분위기는 겨울을 지

한 미국의 중소도시가 이렇게 큰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보면 놀라울 따름이다.

나 내년 봄까지 지속된다고 하니,‘비’
를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시애틀에 오면‘비’
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된다고 하는 말이 실감이 난다.

나무와 호수가 많고 비가 많이 내리는 바다에 면한 조용한 시애틀은 낭만의 도시일 수도 있지만 개인
적으로는 그래서‘친환경 기업도시’
라고 칭하고 싶다.

커피향

가득

벤

낭만의

도시 ,
또는

세계적

기업을

품은

친환경

도시

‘시애틀의 비’
는 그러나 이곳 사람들의 독특한 문화와 세계적인 기업창출의 원동력이 되었다.

사랑이

머무르기에

‘ 잠자리

들기

좋은

밤 ’

시애틀은 요즘 오후 4시 30분이면 밤이 된다. 12월엔 4시에 깜깜해진다고 한다.

비가 일상화되다보니 이곳 사람들은 대부분 우산을 들지 않고 자켓이나 후드티에 달린 모자를 쓰고 그냥 비를 맞고 다닌다.

위도가 높고 늘 비가 오기 때문이다. 놀 거리나 이벤트도 별로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중심의 삶

그리고 가방이나 손에는 항상 커피가 있다. 비오는 쓸쓸한 날씨에는 따뜻한 커피가 제격이어서 학교든 직장이든 거리든 시애틀 사람들 손에는 늘 커피가 있다. 원

을 살아서 일찍 귀가하기 때문에 오후 4시면 이미 고속도로가 막히고 6시 이후면 퇴근정체가 풀린다.

래 커피를 좋아했지만 필자도 이런 영향을 받아 보온병에 따뜻한 원두커피를 가득 담아 강의실이나 도서관 등 어디를 가든 하루 종일 엄청난 양을 마시고 있다.

겨울에는 해가 짧아 주로 집에서 저녁시간을 길게 보내기 때문에 시애틀에서 밤늦게 잠을 이루지 못

한국과 달리 이곳에는 자판기커피가 없어 커피 값이 많이 드는데 갖고 다니면 절약도 되고 따뜻한 커피를 계속 마실 수 있어 좋다. 시애틀의 겨울은‘커피를 즐기

할 이유는 거의 없는 셈이다. 오히려 일찍 잠자리에 들기 좋다. 아침 6시면 우리 동네 커피매장이 문을

기에 가장 좋은 날씨’
라고 표현하고 싶다. 이곳 사람들의 커피에 대한 사랑은 결국‘스타벅스’
라는 세계적인 기업을 탄생시켰고 시내 블록마다 외곽 주요지역마

열고 7시면 다운타운 쪽 고속도로가 막히기 시작한다. 직장인들이 일찍 자고 일찍 출근하기 때문이다.

다 스타벅스 같은 커피매장들을 손쉽게 볼 수 있다.

영화 속 건축가로 나오는 톰 행크스가 잠을 못 이룬 이유는 사별한 아내를 그리워해서이지, 시애틀을

‘시애틀의 비’
는 또 이곳 사람들의 공공도서관 이용률을 미국 1위로 만드는데 일조했다. 시애틀 사람들은 거주지 마을도서관에서 토론·공부모임을 하고 책을 빌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다만 시애틀의 밤 비 속에 커피를 마시며 어떤 상념에 잠기거나 책을 보며

리며 또 각종 지역 행사를 즐겨 하고 있어 시민이용률이 상당히 높고 그러다보니 도서관 시설이 아주 잘 되고 있고 특히 컴퓨터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

깊은 사유에 들어간다면 그 날 밤은 잠을 이루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록 잘 구비되어 있다.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궂은 날씨가 지속돼 사람들이 실내생활을 즐기기 때문이다(필자가 속한 워싱턴대는 가을학기 개강을 미국에서 가장

은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개별적으로는 특별할 수도 있다. 필자의 경우는?...... 양쪽 모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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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 디딤_ 이제는 인재다

‘ C E O

사 람 을

황 태 홍 씨 가

얻 는

기 술 ’의

말 하 는

저 자

다.‘인간중심’
인간이 아닌,‘업무중심’
인간이었던 그는 올

고, 그러기에 우리가 되어야 하는 인재가 바로‘필요한 곳에 꼭

인 재 경 영 ,

바른 일을 독창적으로 확실하게 해 나갔으나, 남의 의견은

맞는 사람’
인 것이다.

듣지 않았다. 생각해보니 그 당시 자기와 같은 직원이 지금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구태의연한 이야기의 다른

앞에 있다면 한 대 쥐어박고 싶을 것이라며 웃었다.

표현이고 반복일런지도 모른다. 사람이 가장 중심이고, 중요하다는 것은 세상

모난 돌로 주변사람들을 고생시켰다고 고백 아닌 고백을 한

이 다 아는 진리지만 책에서 정확하고 명료하게, 확실하게 정리 해 주고 있는

황태홍씨는‘그래서 더 인사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고말

것이다.

했다. 재미있으면서 도전적인, 그리고 돈도 버는 그런 조직

그렇다면 그 주제도 확실하게 파악해야 한다.

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능력을 조직 안에서 조화롭게 풀어 낼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 그것

그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인적자원개발 석사, 교육학 박

이 인재다.

그 리 고

인 재

사 과정을 수료하며 끊임없이 공부했고 지금은‘인재경영’
분
야의 전문가가 되었다.
그의 책 ‘CEO 사람을 얻는 기술’
에서는 기업의 힘인 인재

황태홍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PH.D(평생교육·HRD전공)

와 그 인재를 얻는 방법에 대해 쉽게 풀어놓고 있다.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산업교육학 석사

조직 내 직원들 간에 의식소통이 가능하여 유연하
면서도 단단하고 성과 높은‘육각조직’
을 구축하

인간과 동물의 수많은 차이점 중에 하나는 바로
‘지적 탐구심의 유무(有無)’
일 것이다.

지식 자체를 위해 탐구하고,

포인트(assist point) 등 그의 창의성과 실효성을

現 (주)비즈니스 클리닉 대표

따라오는 ‘공부의 이유’ 우리는 모두 계속 공

부를 한다. 학교를 졸업하면서 책을 덮어버리는 시대는 지나갔다. 인간은 지적

바로 그 곳에

탐구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계

이야기는 한곳으로 귀결되기 위해 펼쳐져 있었던 것이고,

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우리에게 지속적

결국 그의 책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 그 곳엔 역시 사람이

인 공부와 발전과 학습과 노력을 요구한다. 스스로 발전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있었다.

마는 무서운 정글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시스템으로 전체가 움직이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조직을

게다가 요즘같이‘경제위기’
,‘취업대란’
,‘청년실업’
이란 단어

위한 희생도 필요하고, 반짝이는 창의력도, 무리를 이끌 수

가 지치도록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에 포커스를 맞

있는 리더십도 필요하다. 직원을 위한 보상체계도 빠질 수

춰야 할까? 당연히 인재(人才)이다. 기업에서는 보다 똑똑하고

없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기업에 딱 맞는’인재를 찾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방
법을 연구하고 있다.

그 지식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인간만의 고유한 특징 중에 하나임이 확실하다.

글 김귀연

사진 원용준

필요한 사람이 되기

모든

과거‘인사관리’
에서 현재의‘인적자원관리’
로 변하면서 모
든 것이 아무래도 좀 더 업무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섬세하고 감성적이며 인간적인 매력을 많

거기에서 즐거움을 느끼며

사람을 빚어,

기업을 만들고,

사회를 세우는 법 강의

매경디지털캠퍼스 기획실장
농심 인사팀

그대로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끈질기게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 학사

는 일, 조직 내 성과관리 및 코칭 방법, 어시스트
접목시킨 많은 제도와 사례을 읽고 있노라면, 말

모난 돌, 모난 돌이 모여
맞춰지는
퍼즐을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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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져야 하는 업무가 인사교육업무라는 황태홍씨의 생각

실에서 만난‘CEO 사람을 얻는 기술’
의 저자 황태홍씨도 결국은 사람이 답이라

엔 변함이 없다.

고 못 박았다.

그가 말하는 인재는 무조건 뛰어난 사람이 아니

그는 부산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농심 인사팀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

다.‘기업에 맞는’사람이다. 기업에 필요한 인적

다. 직장생활을 하며 그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은‘모난 돌이 정 맞는다’
였다고 한

자원을 관리하고 교육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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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 디딤_ 만학은 나의 힘

개 그 맨

김 미 화 의

만 학 의

힘

광복 이래 최고의

26 27

개그맨, 김미화 비오는 수요일 오후, 방송국

으로 향했다. 라디오 생방송을 앞두고 있는 그녀의 시간을 뺏는 것이 조금 미안
했지만, 그녀에게‘공부’
이야기를 묻고 싶었고‘김미화’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김미화씨의 청바지에 수수한 체크무늬 남방을 입은 모습이 너무나 친근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에게 김미화씨는 시사프로그램 진행자, MC
등으로 생각될지 모르겠으나 80년대와 90년대 초반에 개그 프
로그램을 보며 TV앞에서 배꼽 잡아 본 사람이라면 단연‘김미화
= 순악질 여사’
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6살 때부터 개그맨을 꿈꿨고 그 후 단 한 번도 꿈이 바뀌어 본 적이 없다는 말
로 인터뷰가 시작되었다. 서영춘, 배삼룡을 보며 개그맨의 꿈을 키운 6살 꼬마
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개그 콘테스트를 통해 데뷔했고, 2009년 실시한
‘광복 이래 최고의 개그맨’설문에서는 55.6%의 높은 지지로 여자 개그맨 부
분 1위를 차지했다. 개인적으로 김미화씨를 최고의 개그맨이라고 생각하고 있
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확실하게 그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통계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열정의 시간은
항상 그녀를 기억한다

스스로에게 보내는

긍정의 메시지 개그란 그녀에게 삶이고,

생활이고, 직업이고, 취미이며, 즐거움이고 최고의 예술이다. 잠깐 만나 대화

40대의 대학생,

를 나누는 중에도 얼마나 개그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뼛속까지 개그맨인지 느

그녀는 대학원에 입학해서 만학도의 꿈을 이어가고 있다. 성

낄 수 있었다. 못한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 본 일이 없었다.‘개그맨이 안 되

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에 입학했더니 일부에서는 스포츠학

었다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라는 류의 질문은 입으로 뱉을 필요도 없

과 교수인 남편과‘캠퍼스 커플’
이 되었다고 부러워했다. 꿈

이 삼켜버려야 했다.

과 낭만이 있는 단어, 항상 들으면 설레는 바로 그 단어, 캠.

개그만 생각하다보니 그것을 위해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히 따라왔다.

퍼.스.커.플.

97년도에는 중앙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과 과정을 수료했다. 정식 입학은 아니

사실 부부는 수원 캠퍼스와 명륜동 캠퍼스로 나뉘어져, 실제

晩學, 늦은 나이에 다시 공부를 시작해

었지만 방송의 편성과 과정, 흐름 등을 배울 수 있었다.

로 학교에서 만날 일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그녀는 행복한 미

그 공부의 힘을 전 국민에게 보여주며

그때의 경험이 2001년에 성균관대학교 입학을 결심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소를 지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녀의 이미지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대학교에 입학해 공부를 하려는 그녀에게‘교수님’
을 하라고 권하는 대학도 있

‘만학(晩學)의 힘’
이란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 가장 먼저 떠오른 이름이 바로‘김미화’
였다.

‘웃기는 여자’김미화씨는 한때
본명보다 순악질 여사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당시‘음메, 기죽어! 음메. 기살어~’
라는 유행어 한번
안 따라해 본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게다가 캠퍼스 커플!

올해

‘개그맨 김미화’
를 보고 미인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아마 드

었지만, 그녀가 원하는 것은 명예나 사회적 명성이 아니었다.

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김미화씨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김미화씨는 힘들게 공부하고 싶었다고 했다. 연예인이기 때문에

상쾌한 짧은 머리에 반짝이는 눈으로 자신의 삶과 목표와 꿈에

특혜를 받는 것은 사양이었다. 교수님들께도 미리‘엄한’지도를

대해 이야기하는 그녀는 그 누구보다 빛이 나는 미인이었다.

부탁드렸고, 방송 때문에 수업에 몇 번 빠졌더니 급기야는 F가
나오기도 했다. 그녀는 빌었다.
김미화는

2009년 현재 그녀는 단순히‘웃기는 여자’
가 아니다.
지적인 개그맨의 롤모델이 된 그녀를 만나보자.

교수님을 찾아가 제발 D라도 달라고, F를 거둬 달라고 부탁드렸다. 엄한 교수
님은 강경하게 F를 주셨고 그녀는 한 학기 수업을 더 들었다. 지금도 솔직히 섭
섭하다며 웃었다. 하지만 그때의 경험이 그녀를 더 열심히 공부하게 했음을 우

글 김귀연

사진 박진규

리는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렇게 죽을 때까지 배우고 싶다고 했다.

1964년 9월 22일 태어나 1983년 KBS 개그 콘테스트로 데뷔했다.
2002년 기자들이 뽑은 2001년 최고의 선행 연예인. 2003 세계청년봉사단(KOPION) 홍보대
사. 2004년 MBC연기대상 라디오부문 우수상. 2007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2009년 이웃돕
기 유공자 포상식 대통령 표창. 2009년 제3회 제주세계델픽대회 홍보대사.
現 성균관대학교언론정보대학원 재학. 라디오‘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진행

SBS FOUNDATION
SEOAM SCHOLARSHIP FOUNDATION

10

감성 디딤_ 2009 Hot Issue

2009 Hot Issue

2009 Best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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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cm, 47kg의 작은 몸이 세상을 뒤흔

들고 있다. 끊임없는 노력으로부터 시작된 기적이다. 피겨 유망주로 수줍은 미소를 짓던 그녀가 어느새 우아한
(때로는 너무도 관능적인) 눈매와 몸짓으로 빙판을 넘어 세계를 매료시켰다. 까딱이는 그 손끝에 관중들은 마법
에 걸린 듯 환호하고 박수 치며 꽃과 더불어 갈채를 쏟아낸다. 그렇게 김연아는 은반 위의 요정, 아니 이제 여왕
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신기록들을 얼마나 더 경신하는가가 관건이라면 맞을까.

대한민국의 희망, 세계의 별이 된 소녀
백조는 물 아래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발 덕분에 우아하게 물 위를 유영한다 했던가. 김연아를
보면 영락없이 백조를 닮았다. 처음 스케이팅 슈즈를 꿰어 신었던 6살의 어느 날 이후 길지 않
은 인생의 대부분을 추운 빙판 위에서 고군분투했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지금의 우아하고 찬
란하기까지 한 그녀의 모습과 위치가 어지간한 노력으로는 불가능했으리라 짐작이 가기 때문이
다. 연습벌레라 칭해질 만큼 스스로에게 엄격한 면모는 승부욕의 건설적인 발현이었다. 그 누구보
다 자신에게 엄한 잣대를 정해 놓고 스케이트 슈즈가 일주일이면 닳아 없어질 만큼, 감기를 친구 삼

(시간 순 기재)

공포의 살인마, 강호순 검거
2009년 1월, 희대의 살인범 강호순 검거로 온 나라
가 떠들썩했다. 2006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
지 경기도 서남부 일대에서 여성 7명을 살해 한 사실
이 밝혀졌다. 한편 강호순은 안산시 본오동 장모 집
에 불을 질러 장모와 처도 살해했다고 자백해 충격을
안겨 줬다.

만인의 연인, 이영애 극비 결혼
한국 남자들뿐만 아니라 한류의 바람을 맞았던 수많
은 남성들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다.
이영애는 24일 미국에서 재미교포 사업가인 정모씨
와 극비리에 결혼식을 올린 것이다. 정씨는 미국 일
리노이 공대를 졸업하고 미국계 IT 관련 업종에 종사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대의 양심, 김수환 추기경 선종
김수환 추기경이 2월 16일 87세를 일기로 선종했다.
그는 시대의 양심과 공동선을 추구하며 민주화에도
큰 영향을 끼쳤으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가난하거
나 병든 사람과 함께 해 국민의 존경과 신망을 받아
왔다.

유진박 감금·폭행 사건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이 협박ㆍ감금설이 사실이라
고 밝혀 충격을 줬다. 유진박은 인터뷰에서“개런티
가 담배였다. 힘도 없는 나를 심하게 때렸다. 죽을 뻔
했다"고 전 소속사의 폭행과 부당 대우가 있었음을
주장했다. 이 사건은 현재 수사를 재개한 상태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5월 23일 김해 사저 뒤 봉화산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해 서거했다.
A4용지에 남긴 열줄 정도의 짧은 유서에는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 너무 많은 사람을 힘들게 했다"며 박
연차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 괴로운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전설로 잠들다.
그 이름만으로도 세계를 뒤흔들었던 팝의 황제 마이
클 잭슨, 투어 연습 기간 자택에서 사망. 그가 불렀던
노래가 다시 빌보드 차트를 점령했고, 투어 리허설
필름은 영화로 개봉되어 박스오피스를 강타했다.
Long Live the KING!

글 정이슬

얼음 위에서 환상적인 몸짓으로 우리의 심금을 울리던 대한민국 피겨
‘퀸’덕에 기쁜 마음으로 2009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까지 시대의 큰 별이 연달아 저문 검은 그림자의 한 해였다. 하지만 다행히도 순백의

다. 안타깝게도 좋은 소식보다는 무거운 소식이 자꾸 수면 위를 차고 올라 우리들을 안타깝게 만드는 일이 잦았다. 특히 김수환 추기경, 노무현

‘다사다난했던 한해’
. 한 해가 저물 때 즈음이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다. 하지만 2009년만큼 끊임없이 화제를 몰고 다녔던 해는 별로 없을 듯하

별들의 수난시대, Black or White

아 갈고 닦은 실력은 6년 만에 드디어 국제대회 우승이라는 결실을 맺는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연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8월 18일 폐렴으로 서거했다.
헌정 사상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뤄 대통령
에 취임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
(IMF) 금융위기 극복, 햇볕정책, 남북 정상회담, 노
벨 평화상 수상 등 그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큰 업적
을 남겼다.

나로호 발사와 실패
한국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는 발사 후,
1단 엔진과 2단 킥모터는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위성이 정상적으로 분리되었으나, 위성보호덮개인 페
어링 분리의 이상으로 위성을 목표궤도에 정확히 올
려 보내지 못했다.
2010년‘나로호’2차 발사를 준비 중이다.
신종인플루엔자 확산·공포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이하,‘신종플루’
라 함)가 확
산되면서 감염자 및 사망자가 속출하여 위기단계가 최
고단계인‘심각단계’
로 격상되었다. 개인별 예방수칙으
로 손을 자주 씻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타미플루 보급
에 이어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김연아, Queen Yuna!
피겨 불모지 대한민국에서 피겨의 즐거움을 꽃피운
국민 여동생, 아니 국민 여왕 김연아를 만날 수 있는
2009-2010 시즌이 시작되었다. 새 프로그램에 맞
춰 본드걸로 돌아온 김연아는 2009-2010 그랑프
리에서 세계신기록 경신(1차, 5차대회), 그랑프리파
이널 우승을 통해 세계최고임을 증명했다.

는 척박한 국내 환경 속에서도 꾸준한 연습과 자기계발을 통해 결국 지난 3월 세계피겨선수권대회에서
여자 싱글 사상 처음으로 200점대를 돌파하면서 피겨 역사를 새로 쓰더니, 11월 다시 한 번 피겨그랑프리
5차 대회에서 쇼트 프로그램 세계신기록을 갱신, 12월 그랑프리파이널 우승까지 거머쥐며 일신우일신(日
新又日新)을 몸소 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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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우리의 Queen, 연아!
2006-2007시즌, 은퇴까지 고려할 만큼 그녀를 괴롭혔던 허리 부상과 그로 인한 슬럼프, 그 전후로
매 경기마다 부딪쳤을 절망의 시간들이 오롯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버티도록 하는 힘이 되었다. 놀
라운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녀는 시니어 데뷔 이후 단 한 번도 포디엄(1~3위 선수들의 시상대) 밖
으로 밀려난 적이 없다. 그런 지금, 그녀는 새로운 도전을 눈 앞에 두고 있다. 2010 벤쿠버 동계올림
픽. 자신의 우상이었던 미셸 콴도 이루지 못한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금메달이라는 꿈을 위해 김
연아는 지금도 서늘한 은반 위에 소금기 가득한 땀을 흩뿌리며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녀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한다 해도, 어느 경기에서 가슴 철렁한 엉덩방아를 다시 선보인다 해도,
우리는 그녀가 은반에서 떠나는 그날까지 김연아를 응원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지난 시절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그녀가 빙판 위에서 쏟아 부은 노력과 열정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일상 속에서
더 큰 희열을 맛보게 된 우리가 김연아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세다피
계시겨
기쓴역
사
록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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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07시즌(시니어 첫해)
2006년 11월 5일 스케이트 캐나다, 3위 입상으로 시니어 무대 데뷔
2006년 11월 9일 트로피 에릭 봉파르, 한국 최초로 시니어 대회 우승
2006년 12월 17일 그랑프리 파이널 대회(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우승
-점프요소 2점대 가산점(+2.00)을 받은 세계 최초의 여자 선수
-시즌 모든 경기의 SP, FS에서 3회전+3회전 연속 점프를 모두 성공한
유일한 선수
-시니어 데뷔 연도에 그랑프리 파이널에 진출한 역대 3번째 선수
-시니어 데뷔 연도에 그랑프리 파이널 우승을 차지한 역대 2번째 선수

2009년 2월 4대륙 선수권대회(캐나다 밴쿠버) 우승,
쇼트 세계기록 경신(72.24점. 2007년 자신의 기록 재경신)
2009년 3월 세계선수권대회(미국 LA) 우승
-쇼트에서 자신의 세계기록 세 번째 경신(76.12점)
-여자싱글 사상 최초 200점(총점) 돌파·세계신기록 수립(207.71점)
-여자싱글 프리에서 가장 높은 프로그램 수행 점수(PCS) 기록
(피겨 전 종목을 통틀어 최초로 PCS 점수에서 8점대 기록, 현재까지
유일한 기록)

2009-2010시즌
2007-2008시즌
2007년 3월 23일 세계선수권(일본) 쇼트 세계신기록 수립(71.95점),
시즌(2006/2007)랭킹 1위 기록
2007년 11월 24일 컵 오브 러시아 우승, 프리 세계최고기록(133.70점) 수립
2007년 12월 14일 그랑프리 파이널(이탈리아 토리노), 대회 2연패 달성
(여자싱글 사상 세 번째 기록)
-한 시즌에 그랑프리 시리즈·파이널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한 역대 세 번째 선수

2008-2009시즌
2008년 11월 그랑프리 컵 오브 차이나 우승, 그랑프리 대회 5연속 우승 달성

2009년 10월 트로피 에릭 봉파르 우승
-프리프로그램 세계신기록 경신(133.95점)
-여자싱글 사상 최초의 210점 돌파(최종 210.03점)
-그랑프리 대회 6연속 우승 달성
2009년 11월 스케이트아메리카 우승
-쇼트 자신의 세계기록 네 번째 경신(76.28점)
-그랑프리 대회 7연속 우승 달성
2009년 12월 그랑프리파이널(일본 도쿄) 우승
-피겨 사상 첫 1년 全 대회 우승 기록(2009)

SBS FOUNDATION
SEOAM SCHOLARSHIP FOUNDATION

감성 디딤_ Free Talking

피 겨

코 스 튬

이 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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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1

안 세탁을 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미셸 콴(미국)은 세계적인 디자이너 베라 왕이
디자인을 한 의상을 입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코스튬의 사전적 의미는‘무대에서 시대나 인물의 역할을 나타내는 의상’
이지만 경기
에서는 선수가 입고나오는 의상과 소품, 메이크업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피겨 선수

강렬하고 우아한 김연아의 코스튬은 세계의 표준

들의 화려한 코스튬과 독특한 메이크업은 경기 전후에도 우리의 눈을 뗄 수 없게 만든

피겨계의 베스트 드레서로 꼽히는 김연아의 코스튬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짚고

다. 특히 김연아의 빠져들 듯한 깊고 짙은 스모키 메이크업은 대한민국 여성들의 눈꼬

넘어가야하는 것은 역시 시니어 데뷔 무대를 장식하며 세계에 그 존재감을 강렬히

리가 1mm쯤 더 올라가도록 유행을 선도했고, 매번 화려하면서도 절제된 그녀의 의상

알렸던 록산느의 탱고 프로그램 의상*이다. 검은색의 원피스에 붉은 색 프릴과 은

은 예술적 조화의 최고봉을 이뤄낸다.

빛의 주얼리가 조화된 이 코스튬은 검은 머리의 소녀가 여성으로 변모했음을 보여
주는 일종의 성인식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요염한 눈꼬리와 매혹적인 춤사위는 보
는 이들로 하여금 피겨스케이팅 계에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음을 화려하게 알렸다.

여왕이 되고 싶은가?
코스튬에 답이 있다

긴장감 가득한 탱고 곡조와의 궁합도 퍼펙트였다.
지난 시즌 '죽음의 무도' 의상**은 굉장한 호평을 받았다. 온통 검은 색에 주얼리로
화려함을 더한 코스튬 속의 그녀. 관중의 심장에 총구를 겨눈 본드걸***을 연상케
하는 이 의상은 앞에 장식된 보석과 그것을 한톤 가라앉혀주는 검은색으로 고급스

피겨스케이팅만큼 의상이 경기의 흐름과 분위기에 영향을 끼치는 스포츠 종목도 드
물 것이다. 더욱 슬림하고 길어 보이는 실루엣과 더 아름답고 풍부한 동작을 부각시
키기 위해 의상의 힘을 빌리곤 한다. 체형의 단점도 커버해주고 선수의 몸짓과 하나

갈라쇼의 포스터. 그 인기를 짐작케 해준다.

피겨스케이팅 경기 후 벌어지는 갈라쇼

과 매치가 잘되는 의상으로 프로그램을 한층 더 살려주었다.
갈 라

들기 때문에 의상에 들어가는 장식들은 매우 섬세하고 화려하다. 하지만 의상에 너

감점대상이 된다. 점프를 방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스커트가 길거나 너무 커도 안 된다. 속살이 보이는 부분은 살
색의 비치는 원단으로 덮고 장식물이나 머리에 부착된 것은 떨어지지 않게 고정시켜야 하며 깃털장식은 사용하면

무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와 촌스럽거나 너무 눈이 부셔버리는, 또는

안 된다. 장신구는 격렬한 동작을 하다가 떨어질 경우 빙판 위에 잘 드러나지 않아 선수의 경기에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살색 때문에 옷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지경에 이르러 경기의 흐름을 부자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지 품목에 해당하지만 단단히 고정시킨 것에 한해 착용이 가능하다.

스럽게 만들게 된다.
일체형으로 제작되는 피겨 경기복은 변형이 적고 움직이기에 편한 원단이 사용된
다. 김연아의 의상은 한 시즌에 3벌을 준비하는데 올 시즌부터 캐나다에서 만들고
있으며 김연아와 어머니, 디자이너가 의논해 결정한다. 김연아의 매니지먼트사 IB스
포츠 관계자는“의상 한 벌에 150만∼200만 원이다. 변형을 막기 위해 한 시즌 동

이 야 기

글 이 경 수

피겨 코스튬 규정
국제대회에서 노출이 심한 경기복은 규정상 허용되지 않으며 심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의상은 연출 점수에서

** 김연아의‘죽음의 무도’프로그램 의상

오페라의 갈라쇼

소매를 덮는 의상은 김연아의 가늘고 긴 팔을 더욱 돋보이게 해준다. 무엇보다 음악

가 되어주는 피겨 의상이니 한 벌에 100~500만 원에 이른다. 모두 수작업으로 만

* 김연아의‘록산느의 탱고’프로그램 의상

발레공연의 갈라쇼

러운 인상을 준다. 등 부분은 깊게 파여 파격적이면서도 더욱 날씬한 인상을 주고

미적 효과와 과학이 만난 고가의 예술품

Blue is Gold
김연아를 비롯해 우승 후보군의 선수들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2010 밴쿠버 올림픽을 앞둔 이번 시즌부터 프리

****을 입기 시작했다. '올림픽 프리스케이팅에서 파란색 옷을 입으면 금메달을 딴다'는

스케이팅 의상으로 파란색

속설 때문이다. 1998년 나가노 겨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타라 리핀스키(미국)를 시작으로 2002년 솔트레이크의 사

점에서 예술공연의 갈라쇼는 대중적으로도 인기가 높다.

Show must go onAll about
Gala show

라 휴즈(미국)·2006년 토리노의 시즈카 아라카와(일본) 모두 마지막 날 푸른 계열의 옷을 입었다.‘올림픽 블루’
라

**** 금메달 염원을 담은
김연아의 2009-2010시즌프리스케이팅 의상

역시 금메달을 향한 열정을 담아
**** 안도 미키(일본)
클레오파트라 컨셉의 파란 의상을 선보였다

스포츠의 꽃, 피겨스케이팅 갈라쇼 그리고 아이스쇼
스포츠에도 갈라쇼가 존재한다. 특히 예술성이 높거나 개인기를 뽐내어 눈요기가
되는 종목들 위주로 갈라쇼가 성행되고 있는데 체조, 피겨스케이팅 등이 이에 해
당된다. 2004년에는 FIFA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갈라쇼가 열려 브라질의 축
구선수 호나우지뉴가‘올해의 선수’
로 뽑히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김연아 선
수가 국제무대에서 눈부신 활약을 거듭하면서 피겨스케이팅 공연이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정규 프로그램보다 자유롭고 대중적인 갈라쇼에까지 대중들의 관심이

는 말이 나돌 정도다.

*** 진짜 본드걸을 연상시키는
김연아의 2009-2010시즌 쇼트프로그램 의상

전체 공연을 관람하는 것보다 시간이 짧고 유명한 부분을 온전히 즐길 수 있다는

요즘 흔하게 쓰이는‘갈라쇼(Gala show)’
는 문화생활이 적었던 중세시대에 오페라,

이어지고 있다. 세계 선수권대회나 동계올림픽의 갈라쇼는 본 경기가 모두 끝난

음악회 등의 행사 당시 이탈리아인들이 빼입었던 전통 축제 의상‘갈라(Gala)’
에서

뒤 최종점수를 기준으로 상위권 선수들에게만 허락되는 특권 무대이기에 관중들의

파생된 말로, 큰 경기나 공연이 끝난 후 축하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오락행사를 뜻한

기대감이 더욱 크다. 또한 공식적인 대회와 별개로 선수들의 의지에 의해 단발성

다. 오페라, 뮤지컬, 발레 등 문화공연에 주로 쓰이던 이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

이벤트로 갈라쇼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2008년 크리스마스와 지난 8월 김연아

전부터 김연아의 활약으로 피겨스케이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대중들에게 익숙한 단

선수의 주최로 세계 유명 피겨선수들이 선보인 아이스쇼 역시 이에 속한다.

어가 되었다.

기술과 예술성을 중요시하여 클래식 위주의 배경음악에 필수요건인 동작들을 배치
하는 공식 대회와 달리 선곡부터 의상, 프로그램 일체를 선수가 자유로이 연출할 수

포인트만 콕 집은 클래식 갈라쇼, 최고의 공연

있고 결과에 대한 긴장감이나 부담감이 덜하기 때문에 피겨스케이팅이나 체조와 같

오페라나 발레 등 공연의 갈라쇼는 주로 공연 전체가 아닌 하이라이트 모음 공연

은 스포츠 갈라쇼에서 더 멋진 공연이 이루어지기도 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형식으로 이루어 지는데, 유명한 성악가로 세기의 프리마돈나라 칭해지는 마리아
칼라스가 선박왕 오나시스를 처음 만난 것이 파리 데뷔 갈라쇼였고, 그녀의 마지
막 공연 역시 1965년 6월 5일 코벤트 가든에서 열린 로얄 갈라콘서트였다.
발레 갈라쇼의 경우 로미오와 줄리엣의 발코니 장면, 돈키호테의 3막 결혼식 장면
등 각 작품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엮어서 공연하며 특별한 무대 배경 없이 무용가

‘갈라쇼’
도 우리말이 있다?
국내 일각에서는 갈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흔히 이뤄지는‘갈라쇼’
라는 말을 우리말로 다듬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이‘갈라쇼’
를 대신할 우리말을 공모하자 무려 523개의 제안들이 쏟아졌다. 그 중 아래의 우리
말 후보 6개를 선정,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다.
갈라쇼 우리말 후보 : 덤공연/ 감사공연/ 뒤풀이공연/ 뒤풀이(한)마당/ 갈무리마당/ 마무리잔치

나 배우가 자신의 배역에 맡는 의상을 입고 등장한다. 클래식 갈라 콘서트에서는
긴 클래식 곡의 전체를 연주하지 않고 관객들이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소절들을
모아 공연을 펼친다.

당신은 어떤 말에 한 표를 던졌는가? 투표 결과 많은 사람들이‘뒤풀이공연’
을 선택했다.
앞으로는 좋은 공연이나 경기를 볼 때‘갈라쇼’
라는 명칭보다‘뒤풀이공연’
이라는 말을 써보자. 낯선 외국의 말
보다는 훨씬 더 흥을 돋우어 줄 테니.

SBS FOUNDATION
SEOAM SCHOLARSHIP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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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공연, 세계적 이슈가 되다

+

평양공연 모습

등 과감한 개혁을 감행했다. 동시대 작곡가들의 다양한 곡들

3대 오케스트라단 중 하나이다. 동정 하나 하나가 주목감이

을 가장 먼저 해석하고 연주해 시대정신을 읽어내는 교향악

지만 그 중에서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공연이 지난해에

단으로 뉴욕 필하모닉의 명성은 지금 절정을 달리고 있다.

있었다. 2008년 평양 공연이 그것이다.

그것을 가능케 한 앨런 길버트와 뉴욕 필하모닉이 2009년

전통적인 우방국이거나 수교국의 악단들인 모스크바 국립음

역대 상임 지휘자

가을, 한국을 찾았다. 이 젊은 마에스트로의 건장한 체구는

악원 교향악단, 중국 국립교향악단, 독일 청소년필하모닉 오

유렐리 코렐리 힐 (1842-1847)
테오도르 아이스펠트 (1848-1865)
칼 버그만 (1855-1876)
레오폴트 담로슈 (1876-1877)
시어도어 토머스 (1877-1891)
안톤 자이들 (1891-1898)
에밀 파우어 (1898-1902)
월터 담로슈 (1902-1903)
바실리 사포노프 (1906-1909)
구스타프 말러 (1909-1911)
요제프 스트란스키 (1911-1923)
빌럼 멩엘베르흐 (1922-1930)
아르투로 토스카니니 (1928-1936)
존 바비롤리 (1936-1941)
아르투르 로진스키 (1943-1947)
브루노 발터 (1947-1949. 음악 고문)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 (1949-1950)
디미트리 미트로풀로스 (1949-1958)
레너드 번스타인 (1958-1969)
조지 셀 (1969-1970. 음악 고문)
피에르 불레즈 (1971-1977)
주빈 메타 (1978-1991)
쿠르트 마주어 (1991-2002)
로린 마젤 (2007-2009)
앨런 길버트(2009-)

오케스트라 안의 작은 소리 하나하나까지 받아들이기 위한

로 여겨지는 미국의 관현악단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
이었다. BBC 특파원은 뉴욕 필하모닉의 평양 공연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가장 탁월한 문화적 교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
고, 북한에서는 300여 명에 가까운 파견단의 입국을 허용하
는 등 전례 없는 행보를 보였다. 자린 메타 뉴욕 필 사장은 "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음악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의미
심장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뉴욕 필과 로린 마젤은 2008년 2월 25일에 베이징에서 특별
기편으로 평양에 도착하였고 이튿날 동평양대극장에서 조선

Alan Gilbert

시리즈인‘콘택트(Contact)'를 도입하고, 신작 초연을 늘리는

뉴욕 필하모닉은 빈 필하모닉, 베를린 필하모닉과 함께 세계

케스트라 등이 그곳에서 공연을 가진 바 있었으나, 적성국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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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와 미국 국가 연주 후 본 공연이 시
작되었다. 바그너의 오페라 '로엔그린' 제3막 전주곡, 드보르

것처럼 보인다. 그 손짓에 융화되어 울려 퍼지는 음원들은
섬세하지만 날카롭지 않게, 그의 든든한 외모만큼이나 거대
한 에너지로 표출되고 있었다.

New York Phil kid와 다문화 오케스트라

+

뉴욕 필하모닉은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가운데 여러 국적의
단원들이 많이 활동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특히 동양
계 단원이 많다. 현재 102명의 단원 중 한국 7명(부악장 미
셸 김을 비롯해 리사 김, 장민영, 함혜영, 김명희, 권수현, 에
일린 문), 중국 6명, 일본 4명, 대만 2명 등 동양계 단원이
20명에 달한다.
앨런 길버트의 어머니(현재 뉴욕필 단원) 역시 동양인이다.

뉴욕이 뿔났다. 쿠르트 마주어(82),

자크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 거슈인의 교향시 '파리의

로린 마젤(79) 등 노장들이 19년

미국인'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공연 후 기립박수가 쏟아졌고

동안 이끌어온 뉴욕 필하모닉의 연

앙코르 연주로 무려 3곡이 연주되었다. 비제 모음곡 '아를의

주 스타일에 식상함을 느낀데다 세

여인' 제2번 중 파랑돌, 번스타인의 오페레타 '캔디드' 서곡(무

필 단원이었기에 New York Phil kid이라고 불리며 해외공

계적인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인과 리카르도 무티에게 보낸 러브콜도 거절당하고 만 것이다. 하지만 고진감래의 진리는 통하는 법인가. 뉴욕타임즈가 극찬한 젊은 마에스트로 앨런

지휘 연주), 그리고 우리 전통곡인 최성환의 관현악 '아리랑'

연까지 따라다녔던 어린 소년이 지금은 이 오케스트라의 수

길버트(42)를 음악감독으로 맞아들인 후 뉴욕필은 과감한 조치로 변화의 시동을 걸었다. 이러한 개혁 속에서도 뉴욕 필하모닉은 여전히 세계 최고이며 평화롭고 안정적이다.“우

으로 관중들의 가슴을 울리며 뜨거웠던 무대의 막을 내렸다.

장이 된 것이다. 그는“주빈메타 시절부터 거의 매주 공연장

리가 여전히 함께 앉아서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 점이 가장 중요하다”
라는 그의 말처럼.

이 공연은 조선중앙방송과 문화방송, 유로아츠 인터내셔널과

에서 살다시피 했다. 부모님이 공연을 하면 집이 텅텅 비기

ARTE 프랑스 등의 방송사들에 의해 전 세계로 실황 중계

에 함께 가야만 했다”
며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되었다.

그는 보통 오케스트라 단원들 앞에서도 엄마(Mom)라고 부

감미로운 개혁의 선구자
Alan Gilbert of 'New York Philharmonic'

생계를 위한 부업장에서 세계 최고의 예술집단으로의 변모

글 정이슬

사진 SBS 제공

+

미국인 아버지 마이클 길버트는 1971년부터 2001년까지 뉴
욕 필 단원이었고 일본에서 태어난 어머니 다케베 요코는
1979년 입단해 지금까지 연주하고 있다. 부모님이 모두 뉴욕

르는데 연습시간에 늦은 다케베를 향해 "엄마, 이제 오면 어

+

1842년 유렐리 코렐리 힐(Ureli Corelli Hill)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주축이 되어 뉴욕 시에 필하모닉 협회를 설립했다. 하지만 단원들은 적은 임금 등으로 인한 불만 등으로 자주

새 시대를 향한 도전, 앨런 길버트의 개혁

교체되었으며, 생활고를 타개하기 위한 부업 활동 등으로 인해 연주력이 답보 상태에 있었다.

앨런길버트는 젊음과 패기를 무기로 뉴욕 필하모닉에 젊은

앨런 길버트가 온다는 소식에 많은 고전음악 애호가들을 흥

수십 년 간의 재정비를 거쳐 1958년 레너드 번스타인이 직책을 이어받았으며, 번스타인은 CBS(현 SONY Classical)에 방대한 양의 레퍼토리를 녹음하고 '청소년 음악회' 등의 텔

숨결을 불어넣었다. 그 변화는 가시적인 것부터 시작되었다.

분시켰던 뉴욕 필의 이번 내한공연은 SBS의 주최로 성황리

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해 악단의 명성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번스타인 재임 시기부터 종래의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에서 '뉴욕 필하모닉' 이라는 단축형의

오케스트라의 자리 배치가 바뀐 것이다. 제1바이올린과 제2

에 이뤄졌다. 길버트는 한국인 단원에 대해 "전 세계에서 한

공식 명칭으로 바뀌었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바이올린이 지휘자의 양쪽,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으로 배

국 음악가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아주 열정적이고

이후에는 이 시대 최고의 지휘자라는 명성과 지지를 받고 있던 주빈 메타도 뉴욕 필하모닉을 거치게 되는데 1991년까지 재임했으나, 악단의 연주력이 점차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

치되었고 첼로는 제1바이올린 옆으로, 콘트라베이스는 무대

재능이 뛰어나다. 나도 한국 동료들과 실내악을 연주하며 어

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웠다. 메타 이후에는 쿠르트 마주어와 로린 마젤이 차례로 상임 지휘자를 맡았으며, 올해부터 앨런 길버트가 수장으로 활동 중이다.

의 가장 오른쪽에서 왼쪽 끝에 배치되었다. 또한 현대음악

떡해요?"라고 말해 웃음바다가 됐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2009 뉴욕 필하모닉 내한 공연 포스터

울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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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이란 즐겁고 유쾌하며 예뻐야만 하는 것

Pont Neuf, Paris

피아노 치는 소녀

+
Pierre-Auguste Renoir

+

사상 최대의 전시, 사상 최고의 감동으로 다가오다

‘행복을 그린 작가’

국내 최초로 열린 르누아르展은 성공적이었다. 인상주의 시기의 최고 걸작품을 소

속에는 주로 아름다운 여인이나 꽃, 귀여운 어린이들, 화창한 야외의 풍경이 등장

장하고 있는 파리 오르세 미술관과 오랑주리 미술관 소장 걸작들을 중심으로 전

한다. 이들은 하나같이 온화하고 밝은 표정을 짓고 있으며 여인들의 발그레한 볼

세계 40여 공공미술관과 개인 소장 작품 118점을 한자리에 모았다. 1점 가격이

은 터지기 직전의 꽃봉오리처럼 건강하고 싱그럽다.

700억 원에 달하는 작품들이 전시되었으며 전체 그림에 대한 총 보험가격은 1조

르누아르는 1841년 프랑스에서 가난한 양복재단사의 다섯 아들 중 하나로 태어났

원이었다고 한다.‘시골 무도회’
에서 춤을 추고 있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여인은 나

으며 젊은 시절에는 공방에서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견습공으로 일했다. 그가

중에 르누아르의 부인이 되는 알린느 샤리고이다. 전시작 중 최고가 작품으로 평

살았던 시대에 보불전쟁이 일어나 전쟁에 소집되기도 하고, 제 1차 세계대전이 일

가되는 이 그림은 오르세 미술관에서도 국보급으로 분류해 가격을 책정하지 않았

어났을 때는 그의 두 아들이 전방에서 부상을 당하기도 하는 등 피비린내 나는 전

을 정도라고 한다. 물론 그의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따뜻함과 감동을 돈으로 환산

장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었다. 이렇게 우울한 상황 속에서도, 바질이‘텅빈 물감

할 수는 없다. 진짜‘사랑’
이 담긴 그 수줍은 미소의 가치를 돈으로 바꾼다는 생각

튜브를 붙들고 무언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계속 짜내고 있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자체가 알린느 샤리고에게 미안해진다.

가난했던 초기에도, 르누아르는 유쾌한 낙천주의를 버리지 않았다. 그는 한결같이

60만 명이 넘는 관람객과 만난 이 전시를 통해 대중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인상주

‘그림이란 즐겁고 유쾌하며 예쁜 것이어야 한다, 세상에는 이미 불유쾌한 것이 너

의 대가의 발자취를 따가 갈 수 있었고, 선진 전시문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갔으며,

무 많은데 또 다른 불유쾌한 것을 만들어낼 필요가 어디 있는가!’
라고 주장했고,

미술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냈다.

그의 작품들을 철저하게 그런 그의 사상을 따랐다.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소소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술관을 나오는 우리 모두의 얼굴에 행복이 물들어

행복이 바로 그의 그림, 그 자체이다. 19세기 후반, 미술사의 격변기를 살았던 뛰

있다는 사실이다.

어난 대가들 가운데서‘비극적인 주제를 그리지 않은 유일한 화가’
로 일컬어지며

이제, 따뜻한 마음으로 가슴속에 그 미소들을 담고 우리의‘일상의 행복’
으로 돌

무려 5,000여 점이 넘는 유화 작품을 남기고 인상주의의 대가로 영원히 남았다.

아간다.

보사, 서울시립미술관이 공동으로 르누아르展을
개최했다. 이 전시는 2007년 모네展, 2008년 반
고흐展에 이은 인상주의 대가들을 소개하는 세

번째 전시로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열린 르누아르 회고전이었다. 세계의, 세기의 거장들이 우리에게 한발씩 다가오고 있다. 미술책에서만 보던 그림들이 이제는 우리 눈앞에 펼쳐
진다. 그중 르누아르는 보는 사람들에게 거장의 예술 외에도, 행복의 미소를 함께 가져다주었다.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번지는 행복

글 김귀연

사진 SBS 제공

+

어릴 적 엄마 손에 이끌려 피아노 학원에 다녀 본 사람이라면 거의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판타지가 있다. 자신이 햇빛 쏟아지는 연습실에 앉아 악보를 보며 건반에 손을 얹은 모습
을 상상해보면 떠오르는 바로 그 장면.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놀다가 허겁지겁 피아노 학원을 향해 달리느라 체육복 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당연히 검은색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왔건만. 머릿속에 그려지는 장면 속 우리
는 반짝이는 금발머리를 리본으로 묶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채 피아노 앞에 앉아, 사랑스럽고 온화한 표정으로 악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손가락 끝은 우아하고, 당장에라도 모차
르트처럼 연주를 해 낼 것 같은 분위기이다. 실제 창밖의 날씨와는 상관없이 상상 속 그 장면의 날씨는 당연히 햇살이 눈부시다.
대체 현실과는 사뭇 다른 이 이미지는 어디에서 와서 우리에게 피아노에 대한 판타지를 불어넣게 되었을까. 정답은 바로 르누아르.그 눈부신 색 앞에 우리는 매료되고, 그 따뜻함
이 피부에 느껴져 르누아르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피아노를 치는 소녀들’외에도 그 유명한‘시골 무도회’
,‘그네’
,‘책 읽는 소녀’등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르누아르의 그림들이다.

+

르누아르展 입장권에 선택된 작품도 이‘피아노를 치는 소녀들’
이었다. 그의 그림

지난 5월 28일부터 9월 13일까지 SBS와 한국일

르누아르를 완벽하게 표현한 한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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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하는 소녀

선상파티의 오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