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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 . SBS 문 화재단 프런티 어 저 널 리 즘 스 쿨

FJS 10년을 축하하는 자리에는 희망이 넘쳤다

프런티어
저널리즘 스쿨(FJS)
10년,

프런티어 저널리즘 의지를 다지다
2007년에 문을 연 이화 프런티어 저널리즘 스쿨, FJS는 7년간
100여 명의 기자를 배출한 저널리즘 전문 교육기관이다. 역량 있
는 저널리스트를 양성하는 곳으로 주목받던 FJS는 2013년 12월,
SBS문화재단과 공동운영협약을 맺으며 새롭게 도약했다. 이름도
이화·SBS문화재단 프런티어 저널리즘 스쿨로 바뀌었다. SBS문화

한국 언론의
미래를 논하다

재단은 FJS 운영에 필요한 연간 운영비를 후원하고, 저널리즘 교
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강의실을 준비했으며, 수강생 전원
에게는 장학금 혜택을 주었다. 또, 기존의 기자 양성시스템에 PD
교육프로그램을 더해 시사 교양프로그램의 품격을 높이는 데 앞
장섰다.
SBS문화재단의 지원을 받기 시작한 FJS 8기 수강생부터 언론사
합격률도 높아졌다. FJS 8기의 경우 조선, 동아, JTBC, KBS, SBS 등
언론사 기자 17명과 KBS, SBS 등 방송사 PD 3명 그리고 아나운서
와 영상편집기사, 언론 관련기관 1명씩 등 총 23명의 합격생을 배
출했다. FJS 9기 역시 유명 신문사와 방송사 기자 18명, 방송사 PD
4명, 언론 관련기관 1명 등 23명의 합격자를 냈다. 아직 언론사 입
사를 치르고 있는 10기의 경우, 기자 7명과 PD 2명, 언론 유사기관
2명 등 지금까지 11명의 졸업생이 합격의 기쁨을 안았다.

지난 11월 5일 이화여대 SK텔레콤관 508호에서 프런티

벌써 10년, 앞으로 20년, 30년 동창회를
기약하다

어 저널리즘 스쿨(Frontier Journalism School. 이하
FJS) 10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FJS 설립 주역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의 이재경 교수를 비

FJS 10년을 기념한 FJS 동창회가 열리던 시각엔 광화문에서 대

롯한 4명의 교수진과 FJS 1기부터 10기까지 졸업생과 재

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한창이었다. 토요일 저

학생 40명 그리고 SBS문화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

녁임에도 많은 기자는 현장을 지켜야 했다. 행사 참석을 약속했던

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FJS 10년을 자축하고, FJS의 미

FJS 졸업생들도 광화문으로 발길을 돌렸다. 졸업생 40명만이 FJS

래를 함께 이야기한 자리였다.

10년을 축하하는 자리에 참석했다.

인사말을 통해 졸업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이재경 교수
8

자기소개하며 인사를 나누는 시간
S B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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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FJS 졸업생들과 함께하다
FJS 8기 문현경(JTBC 사회 2부) 기자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행
사는 서로를 소개하고 인사를 나누는 일부터 시작했다. 이재경 교

FJS OB 모임,
초대 총무에 문현경 기자

-릴레이 인터뷰-

수를 비롯한 교수진의 인사가 있었고, FJS를 수료하고 처음 만나
는 선후배 간의 소개 시간도 이어졌다.
“현장에서 일하며 힘들 때마다 가장 생각나는 것이 FJS였습니
다.”
“FJS는 제가 기자가 될 수 있도록 기초부터 가르쳐 준 곳입니다.”
“좋은 기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FJS에서
배웠습니다.”
“FJS는 기자가 된 제게 좋은 징검다리였습니다.”
“힘든 시절을 함께 보낸 FJS 동료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 자리가 우리가 언론을 밝히는 등불이 되도록 서로 격려하는
모임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8시. 1부 행사를 끝내고 이화여대 ECC의 중식당 케세이호
로 자리를 옮겨 본격적인 FJS OB 모임을 시작했다. 늦은 저녁을 먹
는 중에도 테이블 곳곳에서 “제2의 관훈클럽을 능가하는 모임이

FJS는 나를 성장시키는 채찍질

되자”는 이야기나 “공부하는 언론인이 되어야 한다” “FJS에 부끄럽
지 않은 언론인으로 성장하자”는 다짐이 흘러나왔다.

“FJS 동창회에 꼭 가고 싶었는데, 광화문 광장 촛불집회를 취재하느라 참석하지 못했습니

OB 모임을 만들며 동창회장 격인 총무를 뽑자는 의견도 오갔다.

다. 제 마음의 고향 같은 FJS가 벌써 10년이 됐네요. 언론사 시험에 떨어지고 완전 백수 상

기수별로 대표를 뽑은 FJS 졸업생들은 오늘 모임을 주선하고 사

태로, 피폐한 마음으로 FJS를 만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회를 본 JTBC 문현경 기자를 초대 총무에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지상 기자는 처음 FJS를 만났을 때 충격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그동안 언론사 입사를

앞으로 10년 후, 20년이나 30년 후에는 FJS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

위해 다녔던 학원들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다. 다른 학원들이 어떻게 하면 시험에 합격하

해 있을지, 밝은 미래를 상상하게 된다.

는지, 출제 경향은 어떤지를 가르쳐주던 것과 달리 FJS는 ‘기자가 된 후에 어떤 기자가 되어

“오늘을 계기로 FJS OB 모임을 만들고, 우리 저널리즘 발전을 도

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가르쳐 준 곳이었다. 그래서일까, 헤럴드 경제 기자를 거쳐 중앙일

모하는 제2의 관훈클럽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에 입사한 지 6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 기자를 열혈기자로 키운 힘은 FJS라고 생각한다.

졸업생들의 소개와 인사말은 제각기 달랐어도, FJS에 대한 사랑

“FJS는 저에게 저런 기자가 되어야 하는구나. 저런 글을 써야 하는구나. 저런 기사를 쓰면

과 신뢰가 넘치는 자리였다.

전율을 느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곳입니다. 실제 입사 동기들은 이런 걸 모르고
이지상 기자

이재경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졸업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저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 FJS 3기)

널리즘의 선봉에 선 스승의 참 면모를 보여주었다.

기자가 돼서 당황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리 FJS에서 겪고 고민을 했었
기에 이후에 다른 동기들보다 기자 생활을 더 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즘 저널리즘의 힘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저널리스
이지상 기자는 2015년 4월 ‘제296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당시 타 신문 사설에서 언급할 정도로 주목받았던 기사는 ‘심층진단 대

트가 정권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을 다시 갖게 됩

한민국 국회의원’. 국회의원들이 권력을 남용해서 재산을 증식시킨 사례를 일일이 조사해서 시리즈로 보도한 기사였다. 매일매일 쫓기는

니다. 이렇게 기자들이 제 몫을 다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교육의

힘든 일정 속에서, 정치부 동료 기자들과 피 말리는 심층 토론을 거치며 어렵게 쓴 기사는 이 기자에게 자신감을 심어준 계기가 되기도 했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FJS가 할 일이 많습니다. 앞

다. 주로 스트레이트 기사를 쓰던 이 기자는 기획 기사가 갖는 큰 울림을 알게 됐고, 긴 호흡의 기사가 갖는 힘을 느끼기도 했다.

으로 FJS 동문 모임을 통해 더 공부하고, 자신을 채찍질하는 언론

현장을 뛰는 이 기자는 아직도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는 일’이 힘들다. 직업상 늘 불편한 질문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이 쉽지 않다. 그래서

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재경 교수의 축사가 끝나자 졸업생들이 준비한 깜짝 이벤트가

고민이 많고 마음이 아프다. 그럴 때마다 이 기자는 FJS를 떠올린다. 매 순간 고민하고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

이어졌다. 이 교수를 비롯한 4명의 교수께 ‘우리의 미래는 기자의

할 때도 FJS를 생각한다. 그곳은 이 기자에게 채찍질 같은 곳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FJS는 멋있는 기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키워주는 곳이

손에 달려있다는 신념으로 FJS를 만들고 가르쳐준 것에 감사하는

기도 하다. 이 기자는 FJS 선후배들이 활약하는 모습을 보며 경쟁심을 느끼고, 자신을 더 단련시킨다고 한다.
“우리는 FJS에서 자비로 공부했으나 이제 탄탄한 SBS문화재단에서 지원을 해주니 운영이 더 잘 되리라 믿습니다. 선배들의 발자취나 후

마음’을 담은 감사패와 꽃다발을 선물했다.
초대 총무로 추대된 문현경 기자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배들의 활동이 제게 자극이 되는 것처럼 FJS OB 모임도 활성화돼서 서로 긍정적인 시너지를 내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FJS
수강생들은 왜 합격용 강의를 안 해주나, 하는 불만은 버리셔도 됩니다. 기자가 되고 나면 FJS 수업의 소중함을 알게 될 테니까요. 단언컨
대, FJS 강의는 기자가 된 후 정말 도움이 됩니다. FJS도 이런 가르침의 원칙을 계속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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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언론상 수상의 주역 이슬기 기자를 만나다

FJS와 짧은 만남 그리고 긴 울림

‘생활고에 시달린 세 모녀 동반자살’, 이른바 송파 세 모녀 기사로 3대 언론상(한국기자

CBS 보도국 사회부 김광일 기자는 ‘백남기 농민 부검문제’나 ‘최순실 게이트’ 등 핫한 사

상, 관훈언론상, 삼성언론상)을 수상한 이슬기 연합뉴스 기자도 FJS에서 ‘저널리즘의 기본

안을 취재, 보도하고 있었다. FJS 10년 행사가 있던 날도 광화문 촛불 집회를 취재하느라

원칙’을 배운 기자다.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다.

“영광스럽고 분에 넘치는 큰 상들을 받아 얼떨떨했습니다. 그보다는 제가 쓴 기사가 사람

올해 김 기자는 마포 정신장애인 형제 사망사건 단독·연속보도로 한국기자협회·국가인

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벅찼

권위원회가 수상하는 ‘제5회 올해의 인권보도상’을 수상했고, 13세 지적장애아 ‘하은이’ 성

습니다. 기자가 ‘기레기’라고 손가락질당하지만, 여전히 사회를 위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매매 둔갑 판결 단독·연속보도와 구의역 사고의 주범, ‘메피아’ 계약 단독·연속보도로 제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느꼈고요. 그렇다고 기자로서 달라진 건 없습니다. 어제 특종을 해도

309회 이달의 기자상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또 ‘하은이’ 보도로 노근리 평화재단에서 시

오늘 물먹는다면, 오늘 먹은 물 때문에 또다시 괴로워하는 게 기자거든요. 대신, 게을러서

상하는 ‘제9회 노근리평화상 언론상’도 수상했다. 모두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연을 먼저 동

취재해야 할 사안을 놓치거나 써야 할 기사를 못 쓰고 넘어가는 일은 없도록 일상의 성실

감하고 독자들과 공감할 수 있도록 취재하고 보도한 결과였다.

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슬기 기자
(연합뉴스 미디어여론독자부 기자. FJS 5기)

“7살 지능을 가진 13살 지적장애아가 5일 동안 차례로 남자 6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김광일 기자

이슬기 기자는 연합뉴스 6년 차 기자다. 대학 졸업 후 언론사에 입사하고자 FJS에서 마음
을 다잡고 공부했다.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강조하는 FJS 수업이 좋았다. 빌 코바치와 톰
로젠스틸이 쓴 책 이름이기도 한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FJS에서는 강조했다. 특히, 언론
인이 충성해야 할 대상은 권력이나 자본이 아닌 ‘시민’임을 강조하는 가르침이 좋았다. 배
움의 울림은 컸다. 그래서 기자로 일하면서 가치관이 흔들리고 유혹을 느낄 때마다 FJS에
서 배운 기본을 되새기려고 노력한다.
“기자들은 팩트에 기반 해 출입처의 잘못된 점을 제대로 지적하는 기사를 쓰고 싶어 하지
만, 이런 기사일수록 취재하기가 더 어렵죠. 취재가 안 돼서 매일 좌절의 연속입니다. 일이
힘들어서 짜증이 날 때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FJS에서 공부하던 시절, 얼마나 간절히 기자
가 되고 싶었는지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스립니다.”
이슬기 기자가 FJS에 거는 기대도 크다. FJS가 지금처럼 저널리즘을 잘 가르치고, 제대로
된 언론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성장, 발전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자신처럼 기자를 꿈
꾸며 공부하는 후배들이 당장 입사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공부에 매몰되기보다 평생 기자
생활에 도움이 될 지식의 그릇을 빚는다는 생각으로 FJS에서 공부하기를 당부했다.

(CBS 사회부 기자. FJS 9기)

법원은 아이가 스마트폰 채팅앱에서 재워줄 사람을 찾는다는 방을 개설해 남성들을 만났
다는 이유로 자발적 성매매라고 판결했습니다. 취재일정에 쫓겨 급하게 기사를 처리했다
면 그냥 건조한 기사를 쓰고 끝냈을 겁니다. 그러나 당사자를 직접 만나 취재해야 할 것 같
았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상처 주는 일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결국, 엄마가 지적장애를 가
진 딸에게 가상공간에서라도 친구를 사귀게 해주고 싶어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알려주었
는데, 거기 그렇게 나쁜 사람이 많을 줄 몰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억울하고 안타까
운 사연에 먼저 동감했고, 독자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기사를 썼습니다. 이렇게 ‘당사자’와
직접 만나야 좋은 기사가 나온다는 진리를 깨달은 건, 2년 차 초년생인 제게 좋은 수업이
됐습니다.”
김광일 기자는 FJS에 입학한 지 3주일 만에 CBS에 합격했다. FJS와 함께 한 시간은 짧았
다. 그러나 FJS는 걱정 많고 혼란스럽던 시절, 그에게 소속감을 선물해준 안식처였고 제대
로 된 기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준 곳이었다. 기자가 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
르쳐준 곳이기도 했다. 또, 취재현장에서 FJS에서 함께 공부한 친구들을 만나 서로 신뢰를
주고받을 수 있던 것도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
“종종 마감에 쫓겨 충분히 취재를 못 할 때가 있습니다. 일의 특성상 피할 수 없지만, 초심
을 잃지 않고 더 열심히 해야지요. 앞으로 FJS 선후배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습니
다. 그리고 FJS OB 모임이 제2의 관훈클럽 이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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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펠 로 우

안순일 교수,
대기과학 분야 최초로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

지난 9월 21일, 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안순일 교수가 제
61회 대한민국학술원상을 수상했다. 자연과학 기초 부분

안순일 교수

수상자로 선정된 안 교수를 축하하기 위해 그의 연구실을

1985년 서울대학교 대기과학과에 입학해 서울대학교 대학

찾아가던 날은 코끝이 빨개질 정도로 추웠다. 겨울바람도

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은 뒤, 서울대학교 기초과학연

매서웠다. 햇살이 좋아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연세대학

구원 연구 부교수로 근무했다. 1998년 미국 하와이대학교

교 과학관 538호. 활짝 열린 그의 연구실 문을 통해 햇살

국제 태평양연구센터에서 박사 후 연구원을 거쳐 전임연구

이 복도까지 쏟아졌고, 안 교수가 자료 더미에 둘러싸인

원으로 근무했다. 2005년부터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대기

채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다. 맹렬한 추위는 어느새 사라

과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고 없었다. 연구를 방해한 것이 미안해, 얼른 수상을 축
하하는 인사부터 건넸다. 막, 연구에서 빠져나온 안 교수
는 차분한 얼굴로 수상의 기쁨을 전했다.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지만, 대기과학 분야에서 대한민
국학술원상을 받은 것이 처음이라 더 좋았습니다. 다른
기초과학 분야보다 대기과학이 뒤처져 있다고 느끼고 있
었기에 더 기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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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과학 분야 최초의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

무궁무진한 엘니뇨를 연구하다

세상에서 연구가 제일 행복한 사람

대한민국학술원상은 우리 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영예로운 상

안 교수가 200여 명의 학자와 함께 쓴 IPCC 5차 보고서를 보여

엘니뇨는 남아메리카 열대 지방의 서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한 번도 공부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연구

이다. 대한민국학술원이 매년 우수한 학술연구 논문이나 저서를

주었다. 방대한 양의 연구결과를 담은 두꺼운 책자가 묵직했다. 이

흐르는 바닷물이 2~7년마다 한 번씩 유난히 따뜻해지는 현상

하고 논문을 쓰는 시간이 제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니까요. 오

낸 학자 가운데 우리나라 학술발전에 크게 기여한 학자를 선정해

책을 쓰고자 2, 3년 동안 전 세계 학자들이 원고료 한 푼 받지 않고

이었다. 보통 크리스마스 전후에 나타나던 엘니뇨가 적도 지

히려 연구를 방해하는 일들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수여하는 상이다.

연구에 매진했다고 한다. 리포트를 쓰는 동안 4번 정도 분야별 주

역의 날짜 변경선 부근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대학 시절부터 공부하는 시간, 연구하는 일이 제일 즐겁고 좋

대한민국학술원상은 또, 수상 후보자 추천부터 최종 선정까지 심

저자들끼리 만나서 일주일 정도 회의를 하고, 다른 분야끼리도 회

서 지금은 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소보다 5개월 이상,

았다는 안 교수는 지금도 좋지만, 미국 하와이대학교 국제 태평

사과정이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안 교수도 2015년 겨울에 한국기

의를 거쳐 조율 과정을 갖는다.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기후학자

0.5℃ 이상 높게 계속되는 현상을 엘니뇨라고 한다.

양연구센터에서 보낸 8년의 연구기간을 가장 행복했던 날들이

상학회 추천을 받아 학술원에 원서를 넣고 올 7월에 수상 소식을

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진정한 봉사의 순간이다.

엘니뇨가 나타나면 동남아시아에서는 가뭄, 남아메리카에서

라고 회상한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연구에만 매진할 수

들었다고 했다. 여러 차례 분과심사와 본심사가 이어졌고, 15인의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인간의

는 홍수가 생긴다. 또 태평양 온도가 올라가면 태풍이 자주 발

종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회의를 거쳐 수상자로 선정된 것이다.

활동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국제적인 대책을 마

생하고 그 위력도 강해져 피해가 커진다. 페루 연안에서는 엘

그의 연구사랑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학교에서도 학생을 가

선정 과정이 엄격했던 만큼 명예도 큰 상이다.

련하기 위해 1988년에 설립한 유엔 산하 국제 협의체다. 1992년

니뇨로 어획량이 감소하는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특히, 지구

르치는 시간 외에는 연구에 집중하고, 퇴근 후에도 가족들과 저

그의 논문 주제는 ‘엘니뇨 현상을 설명하는 역학적인 방법을 비

리우 환경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온난화 때문에 엘니뇨가 자주 일어나, 이런저런 피해로 이어

녁을 먹고 나면 슬그머니 컴퓨터 앞에 앉는다. 연구 스타일도 특

선형적으로, 한계를 극복해서 효과적으로 연구해 나가는 방법을

1997년 발효된 교토의정서의 이행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특별

지고 있다.

이하다. 시간이 날 때마다, 집중이 될 때마다, 아무 곳에서나 연

다룬 것’이었다. 논문 외에도 안 교수가 지구온난화와 엘니뇨에 관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주로 하는데,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특

한 연구에 매진했고, 엘니뇨 변동 메커니즘을 규명해서 미래 기후

별보고서를 만들었다. 이런 노력이 인정되어 2007년 노벨평화상

안순일 교수는 석사학위 논문을 쓰며 엘니뇨에 관심을 두기 시

하고, 취미생활도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연구만큼 그의 흥미

변화를 예측한 일, 기후변화에 대비할 핵심원리를 제시한 공로 등

을 수상했고, 올해 한국인으로 처음으로 이회성 고려대학교 교수

작했다. 대기공학과 2학년 시절, 수업을 들으며 기후를 연구하는

를 끄는 일은 없단다. 안 교수는 정말 못 말린다. 타고난 과학자

을 인정받아 상을 받았다.

가 IPCC 의장에 당선됐다.

과학자가 되기로 결심했고 대학원에 진학해서 엘니뇨 연구를 필

가 틀림없다.

“2011년 가을부터 2012년 여름까지 SBS문화재단의 지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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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 보고서, 기후학자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는 일

있었던 시절이었다.

구한다. 물론 가족들과 함께 하는 행사에 빠지지 않으려 노력

생의 업으로 삼은 것이다.

아 어바인 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에서 연구년을 보

“엘니뇨 연구는 무궁무진합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공부하

냈습니다. 그때 정말 마음껏 연구했어요. 연구년을 보내는 내내

고 연구했어도 끝을 모르는 블랙홀 같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IPCC 5차 리포트를 썼습니다. IPCC리포트는 전 세계 과학자들이

얼굴을 가진 엘니뇨의 다양성을 연구합니다. 2000년대에 들어오

모여서 현재 기후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서를 쓰는 작업

며 엘니뇨의 발생 지역도 옮겨졌는데, 기후변화에 의한 것인가 아

입니다. 2013년에 보고서가 완성됐는데, 파리기후변화협약을 만

니면 우연히 일어난 현상인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엘니뇨

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이 책을 기본으로 우리가

의 발생과 진폭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엘니뇨

얼마나 CO₂ 소비를 줄여야 하느냐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도 합

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다. 주 저자만 200명이 넘는데, 제가 유일한 한국인으로 참여했

엘니뇨의 과학적 현상을 알아내고 밝히는 그의 연구 과정은 끊

습니다. 아마 이런 과정이 학술원상을 받는데 기여를 하지 않았을

임없는 자료 분석과 모의실험과 연구에 의존하고 있다. 끝이 보이

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상의 저변에는 SBS문화재단과의 인연

지 않는 길을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달려가는 마라토너 같은 느낌이

도 있는 셈이지요.”

들었다. 연구가 힘들지 않을까 걱정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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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미래의제 집중연구지 원

연세대 사회학과 한준 교수가 제안하는

대한민국 新 인구론,
생활 공공성과
착한 성장사회

Q. 올해 연구주제를 ‘대한민국 新 인구론’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비도 늘었고, 자녀 양육 문제로 일과 가족 간의 긴장이 커졌다. 자
녀를 적게 낳다 보니, 과잉 교육투자로 교육비 부담도 증가하면서
가족과 교육 간에도 갈등이 생겼다. 더구나 높은 수준의 교육을

우리나라는 저출산의 덫에 빠져있다. 저출산은 경제적으로는 저
성장과 불안한 미래를 초래하고, 사회적으로는 가족생활의 경험

받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못 구하면서 교육과 일 사이에도 갈등
이 발생했다. 한마디로 가족-일-교육의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다.

과 규범을 바꾼다. 또 세대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갈등을 유발
하기도 한다. 문제는 저출산·고령화가 나날이 심각해진다는 것인
데, 그 배경에 인구 보너스 시대에 당연시되어왔던 생각들이 장애

Q. 가족-일-교육 삼각관계를 OECD의 국가들과
비교했다는데, 결과는 어떤가.

물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도의
연구가 필요했다.

가족-일-교육의 삼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제 비교를 했
더니, 우리나라는 31개국 중 31위로 꼴찌였다. 분야별로 보면 노

SBS문화재단은 우리 사회의 질(Social Quality)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2년

Q. 저출산의 덫 메커니즘을 가족-일-교육
삼각관계 모형으로 설명했다고 들었다.

동시간, 남녀 고용률 격차, 공교육비 비율은 30위에서 29위를 기
록했다. 이는 여성들이 가족과 일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이고, 출산율이 낮아진 이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부터 <착한 성장사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대한민국 新 인구

가족-일-교육의 삼각관계가 선순환하느냐, 악순환하느냐에 따라

론, 생활 공공성과 착한 성장사회’를 주제로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고령화 문

출산율이 달라진다. 출산하려면 결혼을 하고 가족을 이루어야 한

제를 연구했다. 그 결과는 지난 11월 SBS <미래 한국리포트>로 방송돼, 널리

다. 가족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을 통해 소득을 얻어야 하

알려지기도 했다.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연구위원장인 한준 연세대학교 사

고, 일자리를 얻으려면 가족들은 또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이렇

회학과 교수를 만나 더 자세한 연구 과정과 결과를 들어본다.

게 가족-일-교육의 삼각관계가 1980년대까지는 선순환했다. 인
구 보너스 시대에 고도 경제성장 시기에는 고용이 계속 늘어났
고, 경쟁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앞서가기 위해 자녀 교육에 아낌

있는 통계였다. 그나마 청년실업률과 청년실업률 변화가 각각 18
위와 24위로 나은 편이었다. 하지만 교육비에서 공공투자의 비중
은 작았다. 우리나라는 교육수준이 높은 나라지만 실업률이 높은
것은 문제였다. 결국, 가족-일-교육의 연계균열이 세계 최저 출산
율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 연구의 분석 대상 5개국을 살펴본 결과,
가족-일-교육의 삼각 축이 선순환하는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다
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없이 투자했다. 가부장적 제도와 문화에 큰 반발이 없었기에 가
족-일-교육의 삼각관계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사회적 기
반이 되었다.

Q. 가족-일-교육의 선순환이 어긋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라고 생각하는가.

Q. 저출산의 덫에 빠진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현재 우리는 가족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가 가장 크다. 교육은 과
열되어 있고, 교육을 많이 받은 젊은이는 일을 못 구해서 가족을
못 만드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시스템을 바꾸어서 교육의 과열을

90년대 무렵부터가 아닐까 생각한다. 80년대부터 여성 교육이
늘어났다. 사실, 그동안 가부장제도는 여성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유지될 수 있었다. 여성들이 교육을 받을수록 가부장적 구조는 유
지가 어려워졌다. 인구 보너스 시대가 끝나고 가부장주의가 약해
지면서 가족-일-교육의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 90년대
후반 이후 경제적 위기의 효과도 있다. 맞벌이 부부가 늘었으나 소

18

막는 것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독일처럼 적성에 따라 직업 교육
을 받는 방법도 좋다. 내가 일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배우는 것이,
너무 교육을 많이 받고 일자리를 못 구해서 사장되는 것보다 낫다.
저출산이 계속되면, 젊은 층인 에코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늘
어나는데, 자신들이 돌려받는 몫은 줄어드는 상황이 된다. 이 때문
에 세대 간의 갈등은 더 심화할 것이다. 정치적 선택에서도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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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투표의 결과 노인들이 많아서 젊은이들의 선택이 무시될 수밖
에 없으면 결국 젊은이들이 반기를 들기 시작한다. 사회는 더 유지
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사회, 경제 모두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다.

Q. 그동안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 꾸준히
시행되었다. 그런데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고령화 정책은 단기적이고 대중적이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부었으나 전혀 효과가 없던 것이 지금까
지 정책이다. 원인과 배경을 보지 않은 정책이었던 것 같다. 더 큰
문제는 CEO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다. 어느 대통
령도 저출산 대책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한국사회의 심각한 문
제고,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재임 기간 중에 효과가 안 나오더
라도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이 없었다. 단임제 때문
이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하면 악순환만 된다. 문제의 심각
성을 깨달아야 한다. 출산율을 일단 1.5로 올려도 거기서 다시 출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그렇다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Q. 이번 연구를 하면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보았는가.

교육비 부담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다. 우선 교육비 부담 축

가족-일-교육이 선순환된다면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자녀를 많

소를 위한 학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 복선형 학제를 도입해서 인

이 낳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지금의 삶이 만족스러울 때,

문 교육과 직업 교육을 선택하게 하고, 직업학교를 선택했더라도

출산율은 증가한다. 그러나 지난 2004년 미래 한국리포트에서 이

나중에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남녀

문제를 다뤘고 다시 12년 만에 이 프로젝트와 마주했는데, 변화는

임금 격차도 해소해야 한다. 우리나라 성 평등 지수는 세계 115위

없고 문제는 진전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 당시에는 노후대책에 대

로 최하위권이다. 저임금 장시간 근로에 빠진 여성들은 결혼을 안

해 그렇게까지 우려를 안 했는데, 지금은 40대부터 노후를 걱정한

하고 결혼을 해도 출산을 꺼리게 된다. 남녀 임금 격차 해소는 저출

다. 퇴직연령이 앞당겨진 원인이 있겠지만, 인생의 절반도 안 살았

산 탈출을 위한 첫걸음인 셈이다. 마지막으로 가족복지가 이루어

는데 노후를 걱정해야 한다는 현실은 국민에게 어마어마한 부담

져야 한다. 노년 복지와 미래세대를 위한 청년복지의 형평성이 유

이다. 이런 현실을,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세대 회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한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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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의제분야 해외연구지원대상자 연수기

브렉시트(Brexit)와
옥스퍼드 생활

지난 4월 SBS문화재단에서 장학증서를 받을 때만 하더라도, 영국이 EU를
탈퇴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브렉시트가 현실화
되기까지는 최소 2년의 세월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영국 파운드

김정호 교수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SBS문화재단 지원으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중국과의 교역 확대가
한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는 중이다.

화가 약 15% 평가 절하된 상황은 뭔가 영국의 경제 상황이 암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약 3개월이 걸렸던 비자
발급 과정을 거쳐 가족과 함께 8월 말에 이곳 옥스퍼드에 도착했습니다. 개인
적으로 오스트리아에서 몇 년 살아본 경험이 있기에 같은 유럽인 영국 생활에
바로 적응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습니다만, 제 생각이 틀렸음을 확인하는 데
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머타운의 부동산 중개소

프란체스코 빌라리 교수와 사회학과 사무실 앞에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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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로 어수선해진
영국,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처음 도착해서 닥친 난관은 살 집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집을 찾고, 약속 후
에 방문하고, 마음에 들면 계약하는 지극히 단순한 과정 사이사이에 생각지 못한 상황이
속출했습니다. 일단 매물이 많지 않았습니다. 월세의 경우 보통 한 달 반에서 두 달 전부
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와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집을 찾고 있었던 저희는 계획을 수정

부동산 계약을 통해
영국인의 열린 협상을
배우다

해야 했습니다.

계속 찾아보던 끝에 시내에서 남동쪽으로 떨어진 동네에서 집을 찾았습니다. 집주인과
의 얘기도 잘 진행되었는데, 이번에는 세입자 신용조사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보증금이 월세의 두 배 정도밖에 되지 않고, 세입자의 권리가 잘 보장되어 있습니다. 좋은
제도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 집주인은 세입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철저히 합니다. 신용조
사업체는 세입자의 소득, 신용불량 여부뿐만 아니라 지난번 집주인의 의견까지 조사합니

저희가 처음에 집을 찾던 지역은 도시 중앙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북쪽에 있는 서머

다. 멀리 외국에서 얼마 전에 들어온 저희는 이곳 신용조사업체의 기준에 의하면, ‘요주의

타운이라는 동네였습니다. 놀랍게도 동네 상점가에는 열 집 중 거의 세 집 정도가 부동산

인물’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도 부당한 평가라고 인정했으나, 신용조사업체의 판

중개소였고, 가는 중개소마다 정신없이 바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영국의 부동

단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걱정하던 끝에 집주인이 1년 월세를 선납하는

산 시장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계속 호황이었고, 보수당 정부는 올해 초에 주택

조건을 제시했고, 저희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나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려는 정책까지 발표했습니다. 브렉시트 이

저희가 들은 바에 의하면, 영국에서의 집 구하기 경험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았습니다.

후 부동산 시장이 조금 가라앉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영국 파운드화의 약세로 해

돌이켜보면,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배운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영

외 구매자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옥스퍼드는 런던에서 가깝고, 좋은 중고등

국에서의 계약은 정형화된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

학교가 많아 대학교 주변 등 특정 지역은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영국 통

다. 작은 사례이나 부동산 계약을 하는데도 영국인들은 협상에 열려 있는 자세를 가지고

계청에 의하면, 올해 9월까지 1년간 전국 평균 부동산 가격이 7.7% 상승했는데, 옥스퍼드

있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요.

는 전국 평균보다 더 높은 런던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생각했던 지역 범위를 조금 넓혀, 첫 주에 대여섯 집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와 달리 집집마다 특성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집부터 최근 아파
트까지 집 구조와 주변 환경이 다양했습니다. 집 구경 자체도 새로운 경험이어서, 좀 더
오래 하고 싶었으나,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저희는 한 집을 골랐고, 부동산 중개소에 연락
했습니다. 중개소에서 알려준 대로 기본 정보와 함께 계약 신청서를 작성했는데, 웬걸 이

다양한 전공자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연구 분위기

새집에 들어가서 새살림을 차리는데 3주 정도 시간을 보내고 나니 10월 초가 되었고, 대
학의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하던 캠퍼스에 학생들이 분주하게 다니기 시작했습니
다. 저를 초대한 분은 사회학과에 프란체스코 빌라리 교수로 인구구조의 변화 및 예측에
관한 연구를 합니다. 빌라리 교수는 이탈리아 보코니 대학교에 있다가 이곳에 온 지 4년

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는 집주인이 신청자가 나오는 대로 바로 계약을 하는 것이

되었는데, 내년 여름에 다시 보코니 대학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왜 떠나기로 했냐는 질

아니고, 몇 명의 신청서가 쌓일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세입자를 고를 수 있었습니다. 물

문에 빌라리 교수는 웃으며 브렉시트 때문이라고 답을 하는데, 전적으로라고 말할 수는

론 세입자도 여러 군데 신청을 할 수 있었고요. 경제적으로 보면, 시장에서 서로 가장 원

없겠지만, 약간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영국의 대학교는 EU로부터 많은

하는 사람들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참으로 피곤한 일이었

연구지원을 받는데, 과연 브렉시트 이후에 재정적인 여건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학교

습니다. 경제학의 본고장이 좀 다르긴 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어린 아기가 있고, 기

관계자들은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본 계약은 2년이나 1년만 거주하기를 원하는 저희는 이 곳 집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다

옥스퍼드 대학교 사회학과는 경제학과 정치외교학과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 매력적인 세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신청하고도 연락을 받지 못하는 경

실제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들

험을 두 번이나 겪게 되었습니다.

들면, 빌라리 교수 등 사회학자들은 경제학자들과 인구학 분야 논문 읽는 모임을 정기적

런던정경대의 아드난 칸 교수의 파키스탄 세무직원의

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사회학과와 경제학과 그리

근로유인에 대한 세미나 (위)

고 다른 단과대학에서 개최하는 많은 세미나에서 다양한 전공을 가진 연구자들이 격이 없

너필드 대학(Nuffield College)에서 (아래)

이 의견을 교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1년 후에는 그러한 분위기에 어울리는 연구자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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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방송 작가 마스터클 래 스

마음을 사로잡는 글쓰기,
마음을 사로잡은 강연회
김혜정/ 방송작가
<햇빛 사냥> <화이트 크리스마스> <경숙이, 경숙아버지> 등 집필

풍자와 해학의 작가 위화, 작가의 ‘용기와 책임’을 말하다
“아마 지금 한국의 남성 작가들은 다들 술 마시러 간 듯합니다. 여
성 작가들만 참석한 것 같습니다.”

나오는 걸 보면 영 답이 없는 건 아닌 모양인데… 문제는 어렵사리 그 답을 찾아냈
다 싶어도, 재활용이 안 되는 일회용 밴드처럼 그 수명이 일회성에 그치고 만다는
것이다. 소위 대박이 났던 작품을 리메이크해본들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기는커녕

흘러 그의 손에 들어온 책은 앞의 몇 쪽이 없거나 결말 부분이 떨
어져 있기 일쑤였다. 시작이 없는 이야기는 그래도 읽을 만했지만,

치 있는 웃음을 선사하며 시작된 위화의 강연은, 《허삼관 매혈기》

결말이 없는 이야기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나마도 책을

《인생》 《형제》 등 암울했던 시대를 풍자와 해학으로 담아낸 작가

한 권 보고 나면 바로 다음 책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한 달 혹은 그

답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위트 있는 말솜씨로 지루할 틈을 주지

이상을 기다려 다음 책이 손에 들어올 때까지 ‘별일이 없다면 매

않았다. 치과 의사를 보조하는 발치사로 일하던 그가 작가가 된 계

일 밤 결말을 생각’하며 상상력을 길렀다는 그가 힘주어 덧붙였다.

“당시는 어떤 일을 하던 월급이 같았습니다. 나는 치과에서 매

이라면 누구나 품게 되는 물음이 아닐 수 없다. 이따금 세상의 갈채를 받는 작품이

권의 책을 볼 수 있었는데, 족히 1,000여 명의 손을 거친 후 흘러

수적으로 여성 작가들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던 장내에 재

기부터가 재밌다.

어떻게 하면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방송가에서 글밥을 먹는 사람

년기를 보낸 그는 제대로 된 책을 읽지 못했다. 어쩌다 요행히 몇

“생활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생활이든 특별한 재능을 기르
게 해줍니다.”

일 8시간, 5년간 1만 개의 이를 뽑았죠. 길 건너에 문화관이 있었

Amor Fati!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여 긍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온종일 거리를 여유 있게 돌아다니

본래의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다던 니체의 말이 오버랩 되는 순간

는 것 같은데 월급이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왜 일을 안 하냐고 물

이었다. 독자들을 매료시킨 위화만의 풍자와 해학은 바로 그런 인

었더니, 그냥 거리를 어슬렁거리는 게 자기들 일이라고 했습니다.

생관에서 시작되는 건지도 모른다.

나도 그런 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문화관에 들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그에게도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

갈 수 있냐고 물었고, 소설을 발표해야 한다기에 그때부터 소설을

는 문제는 늘 고민이라고 했다. 하지만 작가가 독자를 위해 글을 쓴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는 건 매우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잘라 말한다. 만약 독자가

하지만 대부분의 책이 압류되고 폐기되었던 문화혁명기에 청소

한두 명이라면 매일 전화해서 어떤 이야기, 어떤 인물을 좋아하는

본전도 못 찾고 끝나기 일쑤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트렌드, 변화무쌍한 시청자의
욕구는 언제나, 이미, 또 다른 무언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끊
임없이 새로운 답을 요구하는 수수께끼를 풀어야 하는 것이다.
방송작가들의 그런 고민을 함께 해보고자 지난 5월 20일, ‘마음을 사로잡는 글쓰
기’를 주제로 ‘방송작가 마스터클래스’가 열렸다. 그동안 알랭 드 보통, 노지마 신
지, 앤서니 자이커 등 문학과 방송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자신의 족적을 남기
고 있는 많은 작가들이 ‘방송작가 마스터클래스’를 다녀갔다. 한국방송작가협회
와 SBS문화재단의 공동 주최로 어느덧 다섯 돌을 맞고 있는 마스터클래스의 이
번 선택은 그 이름만으로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세계적인 중국작가 위화(余
華), 그리고 ‘심슨 가족’의 수석작가였으며 제작자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대니얼 전(Daniel Chun)으로, 500여 명의 방송작가들과 작가 지망생들이 참석
한 가운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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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물어보고 글을 쓸 수 있지만, 만 명, 백만 명으로 늘어난다면 사

“가장 좋은 충고이자 가장 짜증 나는 충고는 바로 매일 글을 쓰

는 곳과 생활 수준 등 모든 게 다른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라는 것입니다. 글을 더 많이 쓸수록, 영감은 더 쉽게 떠오릅니다.”

없기 때문이다. 대신 스스로 독자가 될 수는 있다. 작가가 되어 이

창의성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자신에게 통하는지를

야기를 서술하는 동시에 독자가 되어 글쓰기의 균형감을 유지해

찾는 것도 중요하다. 그는 운전을 하면 생각이 잘 떠오르기 때문

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독자가 되어야 하고,

에, 중요한 브레인스토밍이 있거나 대본을 쓰기 전에는 드라이브

중간에 어려운 국면을 만나더라도 상투적으로 타협해선 안 된다.

를 한다. 또한, 자신만의 콘셉트와 장면에 대한 목록을 나무에 새

용기 있게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내고, 한 자 한 자 자신의 글을 쓸

겨, 사무실 곳곳에 걸어두고 본다. 누가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처

때 비로소 독자를 감동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는 그를 보며 문득 궁

럼 보일지 모르지만 도움이 된다.

금해졌다. 다음 작품은 언제 나오나요?

물론 그는 자신만의 글쓰기 10대 원칙도 세워뒀다. ‘그러나’와
‘따라서’, 3막 구조, 성패, 고조, 반전, 동기부여, 전제의 약속, 게

<심슨 가족>의 대니얼 전, 좌절의 순간에도 영감을 끌어내는 작가

임 장면 등등… 그리고 그중의 몇 가지 항목을 손글씨로 쓴 뒤, 사

이어진 대니얼 전의 강연은 2010년 애니어워즈 TV 프로덕션 각

진으로 찍어서 휴대폰 잠금 화면으로도 걸어뒀다. 수시로 체크할

본상을 안겨준 <심슨 가족>의 영상으로 시작되었다. 삼십 대 중

수 있도록.

반에 벌써 <심슨 가족> 외에도 <오피스> <그랜드파더드> <해피

그 치열한 미국의 드라마 시장에서 승승장구한 그의 비결이 뭘

엔딩스> 등 많은 인기작품의 집필 및 제작자로 화려한 이력을 쌓

까? 그는 한 번도 자신의 글에 만족해본 적이 없고, 성공했다고 생

아가고 있는 그가 한국인 2세라는 사실에, 많은 참석자가 강연 내

각하지 않는다고 고개를 저었다. 글을 쓰기 위해 앉아 있을 때마다

내 무한한 친근감을 느끼며 뿌듯한 엄마 미소를 짓고 있었다는 걸

정말 못쓴다고 느끼고, 훌륭한 글은 쓰지 못할 거라고 좌절한다지

그는 알까?

만, 그에게는 이미 그런 순간에도 영감을 끌어내 수 있는 자신만의

하버드 학벌에 훈훈한 외모까지,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환영받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지 않은가, 부럽게도.

존재였을 것 같았던 그가 코미디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묻자 뜻밖
의 대답을 내놓는다.

그러고 보니 위화도 앞서 강연에서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말을

“아시아인들이 거의 없는 미국의 작은 마을에 살았기 때문이었

했었다.

습니다. 코미디는 제가 그 공동체에 융화되기 위해 노력한 방법이

“영감은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글을 쓰는 과정에서 등장한

자, 가치를 증명할 방법이었던 거죠.”

다. 쓰지 않으면 영감은 생기지 않는다.”

지금은 아시아인들이 많은 LA에 살고 있기에 스스로 아웃사이더

결국, 날마다 쉬지 않고 쓰고 볼 일이다. 그러다 보면 시청자의 마

같다고 느끼지 않지만, 어딘가에 속하기 위해 ‘항상 자신을 증명’해

음을 사로잡게 되는 날이 오리라 기대하면서…

야 했던 그때의 느낌을 잊지 않으려 노력한다. 그것이 코미디를 하
는 중요한 동기이기 때문이다. 타국에서 이민자로 산다는 것이 어
떤 것인지 얼핏 이나마 알 것 같았다.
그는 TV 작가라면 글쓰기를 습관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다. 쓸 만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까지 기다린 후 일을 시작한다면
아마추어다. 프로라면 영감을 끌어내는 자기만의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어떻게 영감을 끌어낼 것인가?
세계적인 중국작가 위화(余華)
28

한국계 하버드 출신 작가 대니얼 전
S B S

F o u n d a t i o n 29

S BS문화재단 극 본공모 당 선 작 가 를 만 나 다

드라마는 나의 인생
최수진, 최창환 남매작가
어느 날, 강력부 검사가 눈을 떴는데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면...
더구나 가슴에 붉은 번호표가 붙어있는 사형수가 되어 있다면 어떨까?
인생이 뿌리째 흔들리는 충격적인 상황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까, 드라마라면 또 모를까,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치부하게 된
다. 그렇다. 드라마 이야기다. 지난 2015년 SBS문화재단 극본공모에서 최우
수상을 받은 최수진, 최창환 남매 작가가 2017년 1월부터 시청자들과 만날 드
라마 <피고인> 이야기다.
“공모 당선 후, SBS에서 조영광 감독님을 만났는데, 제가 2013년에 써둔 기
획안 <피고인>을 보고 같이 일 해보자고 하더군요. 대본 작업을 시작했고, 편
성회의를 거쳐 1월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아내와 딸을 죽였다
는 누명을 쓰고 사형수가 된 강력부 검사의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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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서까지 함께 작업할 수 없을 겁니다. 평생 살면서 싸울 일이

와 공동으로 미니시리즈 <사랑해>를 집필하며 드라마 작가로 데뷔

드라마의 세계에서 작가는 창조주다. 드라마의 인물을 창조하

별로 없었는데, 함께 작업하면서부터 싸움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

했다. 그 후, 2011년에 황은경 작가와 미니시리즈 <시티 헌터>도 썼

드라마 작가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몇몇 유명 작가를 제외한 대

고,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존재다. 우리가 사는 세상

언이 아닙니다. 사이가 좋으면 우리가 열심히 안 하고 있나 싶을

다. 두 편의 미니시리즈를 썼으나 최 작가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

부분 현역 작가들도 그럴진대 작가 지망생의 현실은 더 열악하다.

이 대본 없는 드라마라면, 작가가 창조한 세상은 철저하게 대본에

정도니까요.”

고, 지명도가 오르지도 않았다. 계약금을 받고 작업하던 드라마가 엎

불확실한 미래, 경제적인 어려움, 창작의 고통 등등 가시밭길이 따

어지는 불운도 겪었다. 하지만 드라마를 향한 그녀의 사랑은 쉽게 식

로 없다. 드라마를 공모할 당시 최수진 작가의 삶도 그랬다.

치열하게 <피고인>의 세상을 창조하다

의해 움직이는 곳이다. 그만큼 대본을 창작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
고, 죽을 맛이라는 소리다. 최수진, 최창환 남매 작가 역시 치열하
게 <피고인>의 세상을 창조하고 있다. 잠자는 시간을 빼고, 대본
작업에 집중, 또 집중하는 중이다.
남매 작가의 공동 집필은 좋은 점도 있다. 우선 외롭지 않아서 좋
다. 창작의 고통을 나누어 질수도 있다. 하지만 의견이 다를 때는

최수진, 최창환은 극본공모 당선 작가다

지 않았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믿어야 한다

“글을 쓰겠다고 생각하면서부터 가난했습니다. 쪼들리며 살았어

최수진 작가는 다른 무엇보다 드라마가 좋았다. 재미있었고 하

“글을 쓰다 보면 내가 정말 재능이 없구나, 하는 생각에 미쳐버릴

요. 글을 써서 사는 일은 힘듭니다. 더구나 남동생까지 작가의 길

고 싶었다. 그래서 잘 다니던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MBC 시사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막 볶아댑니다. 그런데 그 과

로 들어섰으니, 막막함과 불안감이 더 컸습니다. 실력을 쌓으면서

교양국에서 번역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배유미 작가의 드라마 보

정이 좋고, 또 드라마도 좋은 거예요. 만신창이가 되어도 드라마가

버티는 수밖에 없었지요. 100% 나를 던져야 했습니다. 그런 각오

조 작가가 되었다.

좋으니 어쩔 수 없지요.”

로 글을 쓰면 못할 것이 없으니까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서로를 끊임없이 설득해야 한다. 치열하게

“보조 작가를 하며 드라마 작가가 어떤 각오와 태도로 일하는지,

최 작가는 드라마 작가라는 불확실한 미래를 쫓으면서 항상 이

공모에 당선되기 전까지, 아무도 믿어주는 이가 없을 때, 남매 작

싸울수록 결과물이 좋다는 것을 알기에 남매는 싸우고, 충돌을 넘

이 일이 얼마나 피 말리는 일인지 알았습니다. 험난한 일을 과연

길이 맞는지, 자신에게 반문해 왔다.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좋은

가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험난한 작가의 길을 갔다. 언젠가 좋은

어서서 대립도 하고, 감정이 상하기도한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결론은 하고 싶더라고요. 글을 쓰

대본을 공부하고 습작을 하면서 때를 기다렸다. 그리고 2015년에

글을 꼭 쓸 거라 다짐하며 노력했다. 공동 집필을 통해 남매가 함께

더 좋은 대본을 위해서라는 것을 서로 알기에 의견충돌이 일어나

고 싶었고, 평생 글을 쓰며 살고 싶었습니다.”

SBS문화재단 극본공모에서 미니시리즈 <천 원짜리 변호사>로 최

만들어낸 드라마 세상이 얼마나 멋진지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우수상을 받으며 이 길이 ‘나의 길’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 동

극본공모를 통해 길을 열어준 SBS문화재단에 감사하는 마음이다.

더라도 오래가지 않는다. 어쩌면 남매라서 가능한 일인지 모른다.
“저희가 남매가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싸울 수도 없고, 이렇게 싸

그렇게 3편의 드라마 보조 작가를 하고, 2008년에는 정현정 작가

생을 드라마 작가로 인도한 일 역시 잘 한 선택 같았다.

“방송국에서 대본 리딩을 하는 동안, SBS가 신인 작가를 키워주

“혼자 작업하면서 힘들 때, 동생에게 의견을 구했는데 대화가 잘

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해야 SBS문

통했습니다. 재능도 있어 보였고요. 함께 작업해보고 싶어서 동생

화재단 극본공모에서 당선된 작가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겠구나,

에게 작가교육원을 다니라고 추천했고, 이후 같이 작업하게 됐습

싶더군요. 책임감과 의무감에 어깨가 무겁지만 그래서 더 잘하고

니다. 노트북을 앞에 놓고 각자 생각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각자

싶습니다.”

작업을 하다가 또 계속 같이 이야기하고 쓰는 방법으로 작업했습
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같이 쓴 작품을 공모한 거라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당선돼서 너무 기뻤습니다.”
누나를 따라 드라마 작가의 길로 들어선 동생 최창환 작가도 그
때의 선택을 참 잘한 결정이었다고 믿는다.
“중학생들 수학을 가르치는 일보다 누나가 권해준 드라마의 세계

최수진, 최창환 남매 작가는 공동 집필의 장점을 살려, 더 재미
있는 드라마를 쓰며, 한 작품 한 작품 점점 발전하는 작가가 되기
를 소망한다. 이제 그 첫걸음을 내디뎠다. <피고인>으로 시청자
를 만나고, 시청자들과 함께 호흡하며 더 좋은 작가로 거듭나리
라 믿는다.

가 더 재미있었습니다. 물론 힘든 길인 것을 압니다. 방송 준비 과정
은 전쟁이니까요. 그래도 흥미진진합니다. 도전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누나가 고생하면서도 왜, 드라마를 포기하지 못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창작은 고통이지만 대본이 잘 나올 때 만
족감이나 성취감에는 다른 일에서 얻을 수 없는 희열이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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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의 작 가상

<올해의 작가상>

수상 작가들,
한국 현대 미술을 세계로 알리다
국립현대미술관과 SBS문화재단이 개최하는 <올해의 작가상> 수상 작가들이 해외에서 활발하게 전시회를 열며 한국
현대미술을 세계로 알리고 있다. 올해로 5회를 맞는 <올해의 작가상>은 매년 4명(팀)의 작가를 선정, 후원하는 시상제
도로, SBS문화재단은 지금까지 22명의 작가를 후원하고 있다.

2015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올해의 작가상> 작가들, 광주 비엔날레를 빛내다

임민욱 작가의 프랑크푸르트 포르티쿠스 전시 전경

이수경 작가는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와 러시아 에르미타주 박물

<올해의 작가상> 수상 작가들은 광주 비엔날레에서도 활약했

관에서 도자전 ‘흙, 불, 혼-한국도자명품전’을 열었고, 함양아 작가

다. 문경원·전준호 작가는 2012년 광주비엔날레 최고 작품상인

는 동아시아 3개국이 주관하는 ‘불협화음의 하모니’ 전시에 참여

‘눈 예술상’을 수상했고, 임민욱(2012년 후원) 작가도 2006년

하며 신작 ‘The Sleep’을 보였다. 함 작가의 신작은 대만 콴두 미술

광주비엔날레 광주은행 상을 수상했다. 임민욱 작가는 2014 광

관에서 2016년 7월 처음 전시되었고 2016년 9월 서울에서 열린

주비엔날레에서도 ‘네비게이션 아이디’ 퍼포먼스와 영상 작품을

SEMA 미디어시티 비엔날레에서도 소개되었다.

전시하며 주목받기도 했다. 그 밖에 신미경(2013년 후원) 작가는
상하이 록번드 미술관에 전시된 조해준 작가의 작품

2015 베니스 비엔날레 그리고 <올해의 작가상>
수상 작가들

2015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각광을 받은 문경원·전준호 작가

주비엔날레, 함양아(2013년 후원) 작가는 2010년 광주비엔날레

도 2017년에 스톡홀름 현대미술관 메가신3에서 <news from no-

전시에 참여했다.

where> 프로젝트를 전시할 계획이다. 2012년부터 시작된 이 프

가 되었다.

<올해의 작가상> 수상 작가들은 2015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획

장지아(2014년 후원) 작가는 리알토 지역에서 영국의 마크 왈린

기적인 전시회를 열며 관심을 받았다. <2012 올해의 작가>인 문

저와 함께 전시와 퍼포먼스를 벌였고, 오프닝 당일 1,000여 명의

경원·전준호 작가는 최악의 전시장소로 꼽혀 온 베니스 비엔날레

관객이 다녀갔다. 장지아 작가는 2014년 올해의작가상 심사위원

한국관을 최고의 전시장으로 탄생시켰다. 두 작가는 한국관의 원

톰 트레버가 기획하는 전시에 초청되기도 했다. 톰 트레버는 2018

통형 유리 건물을 활용해 LED 패널로 만들고, 외부에서도 볼 수

년 영국 아틀란틱 프로젝트 트리엔날레의 총감독으로 한국 작가

있는 영상 작품을 전시했다. 이렇게 제작된 문경원·전준호 작가

로는 유일하게 장지아 작가를 초청해 개막전시를 준비 중이다.

의 7채널 영상 작품 ‘축지법과 비행술’은 한국관 내부와 외부에 설

임민욱(2012년 후원) 작가는 앱솔루트사가 전 세계에서 활발하

치되었고, 프리뷰 당일 4,500명의 관객이 입장해 성황을 이루었

게 활동하는 작가와 평론가를 선정해 수상하는 앱솔루트 미술상

다. 해외 예술전문 매체에서는 한국관을 ‘pavilion 전시 10선’에 넣

파이널 5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기도 했다. 또, 전시 주제인 ‘All The World’s Future’에 맞는 미래

34

적 컨셉과 한국관 건축물을 작품의 일부로 끌어들인 형식이 이슈

2004년 광주비엔날레, 이수경(2012년 후원) 작가는 2006년 광

로젝트는 카셀도쿠멘타 13을 시작으로 시카고, 취리히 등에서 현
지의 작가와 건축가, 학자들과 함께 그 지역의 정체성과 예술의 담

<올해의 작가상> 수상 작가들의 꾸준한 해외 전시
올해는 조해준(2013년 후원), 이수경, 함양아 작가의 해외 전시
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조해준 작가는 신작 ‘곰과 아버지’를 제작, 상하이 록번드 미술관

론을 담아 전시하는 프로젝트 전시회다.
미국과 독일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임민욱 작가
역시, 2017년에 비엔나 쿤스트할레에서 설치와 영상 작업을 총망
라하는 미디어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Rockbund Art Museum)에서 열린 Tell Me a Story: Locality and
Narrative 전시에 참여했다. 아시아 출신 현대 미술가가 11개의 이
야기를 통해 아시아의 독특한 지역 문화를 보여주는 전시에서 조
작가는 한국의 신비로운 지역 문화와 현대미술을 보여주는 작가
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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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의 작 가상

2016 올해의 작가, 믹스라이스

재야의 미술가,
‘이주(移住)’를 노래하다

국립현대미술관과 SBS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2016 올해의 작가상> 수상자로 듀오 그룹, 믹스라이스가 선정됐
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한 <올해의 작가상>은 SBS문화재단 예술 분야 사회공헌 주요사업으로,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
할 역량 있는 작가를 후원해 미술문화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상이다.
후원 작가 4명(팀)에게 각각 4천만 원씩 상금과 작품 전시 기회를 부여하고, 올해의 작가로 최종 선정된 작가는 1천
만 원의 추가 후원금을 지원받는다. SBS는 수상 작가를 조망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영한다.
<2016 올해의 작가상> 수상자인 믹스라이스는 다양한 형태의 재개발로 구축된 한국의 특수한 사회 시스템 속에 감
춰진 인간과 식물의 다양한 ‘이주(移住)’ 현상을 주제로 작품을 선보이는 작가다. 국내외 심사위원단은 믹스라이스의
작품을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강제 이주당하는 식물들의 모습을 통해, 개발 우선 시대에 벌어지는 커뮤니
티의 붕괴 현상을 그렸고, 시간과 역사의 단절에 대해 진정성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평했다.

재야의 미술가, 제도권의 인정을 받다
믹스라이스는 현대미술 그룹이다. 멤버는 조지은, 양철모 단 두 명

“올해의 작가상 후보로 선정됐을 때, 전시회를 준비할 수 있어서

이고, 이들은 부부 사이다. 제도권 밖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우리 사

좋았습니다.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몇 달간 전시회를 준비했는데,

회 변두리 이야기를 작품으로 만들어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거친

전시가 좋았다는 칭찬을 들어서 더 좋았고요. 정말 후보 작가로 만

재야에서 활동하던 믹스라이스가 <2016년 올해의 작가>로 선정되

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작가를 축하해 주러 갔던 시상식장에서

었다. 드디어 제도권에서 인정을 받은 것인데, 서교동 작업실에서 만

수상의 영예까지 안게 됐으니 더없이 기뻤죠. 어깨도 살짝 무거워졌

난 믹스라이스는 들뜬 기색 하나 없이 덤덤하고 평온해 보였다. 슬

고요. 그렇다고 마냥 들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일상으로 돌

쩍 수상소감을 묻자 조지은 작가의 입가에 슬며시 미소가 번졌다.

아와야지요.”

조지은, 양철모 작가, 따로 걷던 길을 함께 걷다
원래 믹스라이스는 조지은 작가가 다른 예술가들과 함께 만든 그

양 작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진작가로 활동하며 이주노동자

룹이었다. ‘혼합 잡곡밥’이라는 뜻처럼 미술작가들만의 그룹은 아

의 삶을 찍고 있었어요. 각자 다른 곳에서 이주노동자에 관심을 두

니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멤버들이 탈퇴하고 조 작가 혼자

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양 작가의 작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만나게

남았을 때, 운명처럼 양철모 작가를 만났다.

됐고, 자연스럽게 믹스라이스가 재결성된 거죠. 그렇게 활동하다

“저는 이주노동자센터에서 비디오다이어리 작업을 하고 있었고,

가 결혼까지 했고요.”

믹스라이스 멤버, 양철모(좌) 작가와 조지은(우) 작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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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올해의 작가>가 된 유명세를 치르나 보다 짐작했는데 아니었

“가능할지 모르지만, 심리적으로 여유를 갖고 일하면 좋겠습니

다. 조만간 퐁피두센터에서 열리는 전시회를 준비하러 파리로 출

다. 매일매일 쉬는 날 없이 일하느라 바빠서 몸도 그렇지만 마음이

국할 예정이라, 미리미리 생업을 처리하는 중이란다.

더 지친 것 같아요.”

상업적이지 못한 믹스라이스는 전시회를 할 때마다 가정경제가
휘청거린단다. 전시회 준비를 하려면 생업은 물론이고 아이 돌보

조 작가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양철모 작가가 자신의 바람을
털어놓았다.

는 일까지 포기해야 하는데, 수입이 끊기는 것과 반대로 생활비와

“그동안 게으름 피우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는데, 바쁜 일정 때

아이를 맡기는 비용이 추가되니 적자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내

문에 마석에 만든 ‘공장의 불빛’에는 신경을 못 쓴 것이 마음에 걸

년 파리 퐁피두센터 전시회를 앞둔 부부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립니다. 이곳이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이 되도록 더 노력하

“그래도 전시회를 준비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재미있는 것은

고 싶습니다.”

지역적이고 소박한 우리 작품을 세계가 주목해 준다는 겁니다. 인
부부 작가가 된 후, 믹스라이스의 활동은 더 활발해졌다. 이주노동자들과 협업을 통해 사진, 드로잉, 디자인, 만화, 벽화, 영상, 페스티벌
기획, 글쓰기 등 전방위적 활동을 14년째 이어오고 있다. 상업 작가가 아니다 보니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부부가
늘 함께하며 이런저런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도네시아에서 열린 샤르자 전시회에서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우

쉬는 날 없이 일해도, 큰돈을 벌지 못해도 믹스라이스의 예술은

리의 로컬한 작품이 세계 미술계에서는 글로벌한 것으로 비친다

항상 즐겁다. 미술이 우리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천천히 바꾸고 있

는 것을요.”

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나저나 잠시도 쉬지 못하는 양철모 작가 때

또박또박 믹스라이스의 해외전시회를 소개하던 조지은 작가에

믹스라이스의 작업방식은 독특하다. 이주노동자들과 협업을 한다지만, 작품을 위해 그들을 만나는 것은 아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믹스

문에 믹스라이스는 더 바빠질 것 같다.

게 앞으로의 바람을 물었다.

라이스를 필요로 할 때, 예를 들어 그들이 연극공연을 하면 부부는 한국인 배우로 출연하며 포스터 사진을 찍거나 연극연습 동영상을 만
든다. 이 모든 과정의 결과물을 갖고 있다가 전시 의뢰가 들어오면 그것을 작품화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미술적 관점에서 볼 때, 그들
의 작품은 소박하다 못해 초라해 보일 때가 많다. 양철모 작가가 그 이유를 차분하게 설명했다.
“이주노동자들과의 관계, 커뮤니티와 함께했던 흔적을 미술이라는 제도 안에서 보여주는 것이 저희 작품입니다. 물론 작가만의 특수
성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자체가 증거이자 작품이기에 화려하게 꾸미지 않으려고 합니다. 개념미술인 거죠. 행위
에 가깝기도 하고… 우리는 회화나 미디어 작가는 아니니까요.”

작가 경력
조지은
경원대 회화과 졸업 (1998)
홍익대 산업디자인대학원 사진디자인전공 졸업 (2004)
양철모

다양한 모든 작품 활동의 주제는 모두 ‘이주(移住)’
믹스라이스가 ‘이주’를 주제로 만든 작품은 다양하다. 마석 동네

식물의 ‘이주’로 범위가 넓혀졌다. 이번 올해의 작가상 전시에서 호

페스티벌 공연을 기획했고,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의 이야

평을 받은 ‘덩굴연대기’가 바로 식물의 이주를 다룬 작품이다. 이

기를 다룬 만화책 ‘다카로 가는 메시지’, 마석가구단지 이주노동자

렇게 믹스라이스는 정착하지 못하는 인간과 시간을 뺏겨버린 식

의 이야기를 그린 ‘바다에 갔다 온 계곡 개구리’ 등을 출판했다. 최

물들의 ‘이주’경로를 뒤쫓으며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던 ‘축적된 시

근에는 안양APAP에서 ‘21세기 공장의 불빛’ 공연과 전시를 했다.

간’과 ‘남겨진 시간’의 의미에 대해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중이다.

해외전시도 꾸준히 가졌다.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믹스라이스의
작품 주제는 오직 하나, ‘이주’다. 그리고 사람으로 시작된 ‘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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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예술대 사진과 졸업 (2002)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졸업 (2012)
주요전시
2016 안양APAP ‘21세기 공장의 불빛 2016’
2015 Sharjah Biennale, The Past, the Present, the Possible, Sharjah, UAE
2014 경기북부 고스팅, 메이크 샵 아트갤러리, 파주, 경기도
2014 Read (residency east asia dialogue), Research and Innovation Centre of Visual Art/TNNUA
2014 3회 MDF 마석동네페스티벌, 녹촌 분교 운동장, 경기도

인터뷰 중에도 믹스라이스를 찾는 전화가 계속 걸려왔다.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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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am
Scholarship
Foundation

서암학술장학재단

동행 인터뷰

나를 찾아가는 길에서
스승을 만나다
고려대 미디어학부 민영 교수와 박민준 장학생 동행 토크

박민준 장학생은 부모님이 녹화해준 과학비디오를 보며

대학에서 미디어학을 공부하고 영상 제작과정을 경험하

자랐다. 과학을 좋아하는 아들을 위해 부모님은 꾸준히 과

는 동안 확고했던 박민준의 꿈에 균열이 생겼다. 영상 제

학 다큐멘터리를 보여주셨다. 내심 아들이 과학자가 되기

작과정의 실무가 그와 맞지 않는 것 같았고, 과연 이 길을

를 바랐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다큐멘터리 속 과학보다

계속 가야 할 것인가, 하는 회의도 들었다. 그러나 어떤 길

영상에 끌렸다. “저런 장면은 어떻게 찍었을까?”로 시작

로 가야 좋을지, 마음을 잡지 못했다. 그즈음, 평소 존경하

된 그의 호기심은 중학교 시절 단편영화를 만드는 저력으

던 민영 교수가 2013년 SBS문화재단 미디어연구 교수

로 이어졌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영상매체로 구현하는 일

로 선정된 펠로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 교수의 강의

에 점점 매력을 느꼈다. 사람들이 그가 만든 영상을 재미

를 들으며 넘치는 카리스마에 압도되었고, 그 안에 감춰

있게 보고, 영상이 던진 메시지를 한 번쯤 생각해주면 좋

진 따뜻한 마음마저 알고 있던 그는 내심 반가웠다. 그래

겠다는 바람으로 방송 PD를 꿈꾸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서 SBS문화재단이 맺어준 인연에 감사하며 민영 교수의

꿈을 이루고자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에 진학했다.

연구실을 찾았다.

미래를 이야기하다
민영 교수는 지난 학기 영어강의 ‘정치 커뮤니케이션’에서 박민준

한 열의에 감탄했다. 당연히 박민준은 학점도 좋았다. 더구나 그 제

장학생을 처음 주목했다. 주로 3, 4학년 학생들이 듣는 어려운 전

자가 서암장학생이라는 것을 알고 더 반가웠다. 동시에 자신의 미

공과목을 이제 막 전공을 듣기 시작한 2학년 학생이 수강했던 터

래를 걱정하느라 다소 어두워진 제자의 표정이 안쓰러웠다.

라 관심이 갔다. 수업을 진행하며 어린 제자의 적극성과 학문에 대

민영-

아직 2학년인 민준에게 진로 고민은 좀 이르다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지금의 이런 생각과 고민이 쌓여서 미래
가 되는 것이지만… 조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민준-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농사일을 점점 힘들어하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제가 빨리 진로를 정하고 직업을 가
져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늘 괜찮다고,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하라고 하시지만 4남매의 장남인 제 마
음은 편하지 않거든요.

민영-

학생들이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으로
직업을 구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무엇보다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나를 알려고 노력하는
일이 괴로운 작업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고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이 무엇인가를 찾고 알아야 합니다.

박민준-

늦가을의 교정에서 민영 교수와 박민준 장학생
42

제 꿈은 오직 하나, 방송 PD가 되는 것이었는데… 대학 와서 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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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교환학생
민영-

힘들겠지만, 나보다 운이 좋은 경우라고 생각하세요. 하하. 나는 과학, 수학을 잘해서 이과를 갔고, 대학에서 지

박민준-

구과학교육을 전공했어요. 그 학문을 싫어했던 것은 아닌데, 대학 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길을 발

저는 교환학생도 지원해보고 싶습니다. 교수님의 유학 경험에 비추어서, 어느 나라 어떤 학교가 좋은지 알려
주세요.

견하게 됐습니다. 서울대 학생회 활동을 하며 신문과 잡지 발간을 하면서 이쪽 학문이 훨씬 내게 맞고 즐겁다는
것을 알게 된 거지요. 대학원에 진학해서 언론정보학을 공부하고 언론사준비도 했는데, 공부를 하며 채워지지

민영-

않는 갈증을 느꼈어요. 우물에서 물을 길어내야 하는데 바닥이 보이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또 물을 길어야 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다양해서 꼭 집어 말하기 어렵지만,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를 생각하고 특화된 학교
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티오가 적어서 교환학생으로 외국 대학에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언론인이 계속 글을 써야 하고 세상을 계속 분석, 비판해야 하는 것이 너무 호흡이 짧
다고 느꼈습니다. 과연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계속 언론을 공

박민준-

저는 미국은 힘들 것 같고, 영국에서 교환학생을 하고 싶어요.

민영-

예술에 관심이 많으니, 영국이 더 좋겠네요. 프랑스도 좋고요. 팁을 준다면, 교환학생 지원을 할 때, 서류심사에

부하는 학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힘들었으나, 나를 찾고 고민하다가 결국 좋아하
는 일을 찾은 경우지요.

서 눈에 띄어야 합니다. 평범한 자기소개로는 주목을 못 받아요. 왜 교환학생이 되고 싶은지 특별한 무언가가 있
박민준-

동감합니다. 저도 PD에 대해 공부하고 알아나가며, 교수님처럼 우물이 바닥났는데, 계속 무언가를 짜내야 하는

어야 하고, 나를 차별화시켜야 합니다. 물론 성적도 중요하고요. 참, 고려대학교에서 하는 남미와 중국 연수 프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PD가 돼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다는 순진한 제 생각이 실현 가능할까

그램 알고 있어요?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문학과 문화산업’을 제2 전공으로 선택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영화와 음악을 좋아하
는 제가 예술에 충실하며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자는 생각에서요.

박민준-

네. 학교에서 비행기 표와 체류비를 주고 8주 동안 페루나 중국에서 집약적으로 언어연수를 받는다고 들었습니
다. 문화, 예술을 하려면 중국어도 꼭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군대 다녀온 다음에 저도 그 프로그램에 지원할 생각

민영-

무엇을 하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직 2학년이고 군대도 가야 하니, 시간은

입니다. 교환학생 경험도 꼭 쌓을 생각이고요.

많아요. 조급하지 않게 나를 찾아 나갈 수 있으리라 믿어요.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민영 교수는 박민준 장학생이 처음 전공
수업을 들으며 겪고 있는 혼란과 어려움을 차분하게 다독여주었

44

을 많이 보고. 그것을 통해 나를 생각해 보라”는 의미로 책 읽기
를 권했다.

다. 요즘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같아 고민이라는 그에게 대학생활

연구실을 나서는 박민준 장학생의 표정이 한결 편안하다. 스스로

을 잘하고 있다고, 누구보다 잘 가고 있다며, 격려도 해주었다. 그

에게 다시 한 번, “잘하고 있다고, 지금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서두르

리고 나를 찾아가는 중요한 길을 나선 그에게 “다른 사람의 생각

지 않고 나를 찾자”고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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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교환학생 보고서

네덜란드에서 보낸
성장의 시간
김유학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3년)

탈북학생을 가르치다 교환학생을 선택하다

느꼈고 신기했습니다. 때로는 그 어린 학생이 겪은 현실에 경악하

원래 교환학생은 제게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해외에서

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 나의 경험은 지나치게 한국에

학생 신분으로서 살아본다는 것도 매력적이지만, 제게는 다른 목

만 국한되어있다.’ 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

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1년 조기졸업을 생각하고 있었고, 교환학생

게 사는지 실제로 경험해 보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생겼습니다. 그

을 간다면 이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렇게 저는 교환학생이 되기로 했습니다. 또 많은 나라가 인접해 있

그러다 ‘여명’이라는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탈북 학생을 가

는 유럽에서 공부한다면, 제게 부족한 해외경험을 극대화 할 수 있

르치게 됐습니다. 그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문화적 차이를

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유럽으로 교환학생을 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 마스트리트대학교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는 서암
학술장학재단 1기 김유학입니다. 타지에서 생활하면서 참 많은 일을 보고, 듣
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서암장학생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앞으로 교환학생을 가실 분들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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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헤이그 여행을 하며 만난 네덜란드 노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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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의 나라 네덜란드,
‘토론식’ 수업을 하는 마스트리트 대학교
유럽에서 제 시선을 사로잡은 나라는 네덜란드였습니다. 네덜란
드는 제가 알고 있던 풍차와 튤립의 나라라는 이미지 외에도 한국
에서는 금지된 다양한 것들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개방성의
최전선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네덜란드 마스트리트 대학교는 경험의 극대화를 꿈꾸는 제
게 최적의 학교였습니다. 교환학생의 비율이 총 학생의 30%에 해
당할 정도로 다양한 문화권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고, 한국에서
경험하기 힘든 PBL(Problem Based Learning)이라는 ‘토론식’ 수

것으로 보고 동양인들이 공유하는 가치를 저평가하고 있었습니

트에 들어가니 많은 노인이 왁자지껄 떠들며 맥주를 마시고 있었

다. 어떤 학생은 중국의 비위생적인 화장실 문화에 대해 언급하

습니다. 축제는 젊은이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제게 충격적

며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비슷하다는 생각을, 화장실뿐 아

인 장면이었습니다. 많은 노인이 젊은이들과 당당하게 어울리며

니라 다른 위생 상태도 나쁠 것이라는 선입견을 품고 있어서 안

오랜 시간 연습한 춤을 선보였고, 모두가 그 모습에 열광했습니다.

타까웠습니다.

순간, 한국에 이렇게 노인들이 젊은이들과 어울려 즐길 축제가 있

한류의 온도 차이도 느꼈습니다. 서구인들은 아시아 하면 중국,

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있다고 해도 잘 어울리며 즐길 수

일본, 인도를 떠올렸고, 한국은 그냥 아는 나라 정도였습니다. ‘싸

있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이의 강남스타일’과 같은 한류열풍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별로 주
목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동양권 친구들은 한류에 관심

기숙사에서 만나는 작은 국제 축제

이 많았고, 적극적으로 한국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서 위로를 받았
으나, 한류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업이 학교의 기본적인 수업방식입니다. 14~16명의 학생이 한 수업

기숙사는 전 세계 학생들이 모인 공간입니다. 우리는 같은 복도

에 배정되고, 수업 전에 토론할 내용을 읽어간 다음 교수님과 함께

를 공유하는 친구들끼리 복도파티를 열어 각 나라의 전통음식을
같은 복도를 쓰는 친구들과 음식을 나누는 복도 파티

2시간 동안 읽기 자료에 대한 자신들의 관점을 토론하는 방식, 한

요리해 먹기도 하고, Beer Pong 이라는 이벤트를 주최해 외국인
들과 함께 어울리는 장도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했지

국 교육에서 가르치는 배움의 개념과 반대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까 스스로 공부한 후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믿음을 갖고 자기

헤이그 여행으로 노년의 삶에 관심을 갖다

생각을 학생들과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수업방식의 장단점이

만. 같이 만든 음식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하며 친해졌습니다. 다른
문화에서 나고 자랐지만, 사람 사는 모습은 다 비슷비슷하다는 것
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업을 주관하는 교수님과 학생들 간 거침없

여행만큼 나를 자라게 하는 것이 또 있을까요? 교환학생에게 여

는 토론은 한국에서 결코 찾아보기 힘든 장면이었고, 하나의 문제

행은 공부만큼 중요한 경험입니다. 독일과 벨기에 사이에 위치한

추석에는 마스트리트에서 공부하는 한국 교환학생들끼리 추석

에 대해 정말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네덜란드는 유럽 전역으로 여행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제 첫 여행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우리나라에 대한 향수와 우리 음식에 대한

서 찾아보기 힘든 진귀한 풍경이었습니다.

지는 ‘헤이그’였습니다. 한국사에서 배운,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던

그리움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곳입니다.

공부하면서 독일인에 대한 편견 아닌 편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독일인들은 대체로 토론수업을 주도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가

마우리츠하이스 왕립미술관에서 요하네스 페르메이르의 ‘진주

이제 한 달 후면, 교환학생 기간이 끝납니다. 그동안 경험한 것도

장 논리적으로 말했기 때문인데, 너무 직설적으로 말을 해서 다른

귀걸이를 한 소녀’를 보고 친구들과 헤이그를 돌아다니다가 ‘Airb-

많았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싶습니

문화권 학생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nb’를 통해 노부부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생활에 여유가

다. 서암학술장학재단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생활하고, 더 성숙

오리엔테이션 당시 대학 측에서는 ‘독일인 주의보’를 알려주며 그

있는 노부부는 ‘네덜란드’보다 ‘홀란드’라는 나라 이름을 좋아하고,

한 서암인이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의 직설적인 말에 상처받지 말라는 당부까지 했습니다. 살아온

여행자에게 방을 저렴한 가격에 빌려준 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

문화권에 따라 말하는 방식이 직설적일 수도, 한국인처럼 우회적

는 데서 즐거움을 찾는 분들이었습니다.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잘

일 수도 있다는 것을 교과서에서 접했었는데, 막상 직접 확인한 것

된 유럽 노년의 삶이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노년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독일 ‘옥토

은 제게 ‘역사적인 순간’ 같았습니다.
PBL 수업을 하며 서구권 학생들이 아시아 사람들에 대해 갖고

버페스트’에 참가해, 마음껏 축제를 즐기는 노년의 모습을 보며 관

있는 생각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시아를 ‘집단주의적이고

심은 더 깊어졌습니다. 뮌헨에서 처음 보는 독일인들 틈에 끼어 맥

복종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생각했고, 서양의 기본 가치만 우월한

주를 마시며 축제를 느낄 때였습니다. 무심코 축제가 한창이던 텐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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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암학술 장학재단 201 6 년 봉 사 활 동 기

서암학술장학재단
2016년 봉사활동기

장월초등학교에서 동행 활동기
안지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3년)

서암장학생들은 늘 봉사의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장학생들은 꾸준하고 다
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서암학술장학재단은 장학생들이 보내온 ‘봉사활동
보고서’ 가운데 3편을 선정, 공개합니다.

제가 3년째 참여하고 있는 ‘서울 동행 프로젝트’는 동생 행복 도
우미의 줄임말로, 재능 나눔 활성화 및 공교육 강화를 위해 대학생

기 싫다고 떼를 쓰는 친구도 없었고, 차분하게 학습시간이 운영되
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봉사자들이 초, 중, 고 동생들에게 학습 및 예체능 활동을 지원하

공부 시간이 끝나면 간식을 먹고 자유 시간이주어졌습니다. 저

는 교육 봉사활동입니다. 올해 저는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장월

는 솔직히 공부 시간보다 아이들에게 스스럼없이 다가갈 수 있는

초등학교에서 돌봄 교실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돌봄 교실에

놀이시간이 좋았습니다. 워낙 아이들이 밝고 예뻐서 얘기도 걸고

서 방과 후 아이들의 학습 및 숙제 지도와 간식 준비, 휴식시간 지

놀이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아이들이 먼저

도를 보조하는 역할로, 매주 금요일마다 22명의 붓꽃반 친구들과

저를 반겨주고 같이 놀며 친구처럼 즐겁게 지냈습니다. 붓꽃반 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구들은 유난히 같이 춤을 추거나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음악프로처럼 순서와 소개를 정해 장기자랑을 하고, ‘돌봄

먼저 학교에 가면 이야기학습, 수학, 칠교놀이, 그림 그리기, 숨은
그림찾기 등 다양한 활동부터 했습니다. 저는 오늘 학습 분량을 확
인하거나 채점을 하고 설명이 필요한 친구들을 도와주는 일도 했

교실 복면가왕’ 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선생님이자 친
구가 되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프로그램 이름처
럼 동생들의 행복을 도울 수 있는 봉사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습니다. 자신의 수준과 속도에 맞게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공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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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덕 노인복지센터에서 보낸 여름

보육원 ‘영락의 집’ 멘토링 봉사

장원일

전광식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1년)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년)

마포구에 위치한 보육원 ‘영락의 집’에서 열리는 멘토링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동안 학술적 멘토링 봉사를 주로 했었는데, 이번
멘토링은 아이들과 놀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친밀하게
대화하며 그들이 겪었을 마음속 상처를 보듬어주는 멘토링은 어
려워도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양한 나이의 여자아이들과 대화하기가 제일 큰 부담
‘영락의 집’에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여자아이들이 삽니
다. 남자아이들이 아닌 여자아이들 그것도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
들과 대화를 하려니 남자인 저는 부담이 컸습니다. 어려움도 많았
습니다. 나이별로 관심사가 다르고, 생각의 깊이가 다른 아이들에
게 다가가기 위해 특별한 대화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아이를
이번 여름방학 내내 대구 삼덕 노인복지센터 노인생활복지관에

는 꽤 고된 작업이었고, 어르신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동시에 만나다 보니, 이야기 주제를 맞추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

서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설거지와 주방보조 일을 했고, 어르신

기울이는 일도 어려웠습니다. 갑자기 치매 어르신들끼리 싸움이

도 나이 차이가 덜 나는 여고생들은 공감대가 있었으나, 초등학생

물론 학기 중에는 과제나 시험부담 때문에 체력적으로나 정신적

의 말동무가 되어드리거나 각종 놀이 활동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일어나 말려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황하는 저와 달리 복지

을 만날 때는 교사가 된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특히 모두 여자

으로 주말마다 봉사를 가는 일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가끔 주말에

관 직원들은 침착하게 대처를 잘하시더군요. 한 직원은 “치매 어르

아이들이라 말과 행동에 신경이 쓰였고, 늘 조심하느라 긴장을 늦

쉬고 싶다는 유혹에 들기도 했지만, 저를 만나 행복해하고 웃는 아

신들이 기억은 잃어버렸어도 모두 감정이 있으니 진심으로 대해

출 수 없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저는 계속 멘토

치매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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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덕 노인복지센터는 치매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을 돌봐드리는

야 한다.”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치매 어르신들을

다행히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곳입니다. TV나 인터넷으로만 치매를 접해본 저는 치매 어르신들

적당히 대한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그 후,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과 놀아주고, 아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멘토의 책임

이 갑자기 화를 내지 않을까, 제가 과연 어르신들을 잘 돌볼 수 있

대하려고 더 노력했습니다.

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매 순간 반성하고 저를 끊임없이 고쳐 나

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막상 봉사를 시작해보니 모두 기

이번 봉사를 통해 느낀 점, 배운 점이 참 많았습니다. 힘든 사람을

간 결과였습니다. 아이들은 마음을 열고 고민을 이야기했고, 저는

우였습니다. 어르신들이 모두 제게 친절하셨고, 저의 재미없는 이

돕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이 ‘봉사는 사람을 진정

인생 선배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고, 이

야기도 웃으며 받아주셨습니다. 그저 식판을 갖다 드리거나, 어르

으로 대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

런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법이나 공감하는 방법을 배

신들의 체조나 놀이 활동을 도와드렸을 뿐인데 연신 고맙다며 제

로도 다른 봉사활동을 하면서 더 많은 가치를 깨닫고 싶고, 더 많

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힘들기도 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

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며 제가 더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링을 하며 봉사의 즐거움을 느낄 예정입니다. 그래서 더 발전한 제
모습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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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llowship
With
Fellows

펠로우광장

한장의 사 진

자유를 향한 비상

그래도 ‘희망’은 있다?!

신나는 서암 가을 운동회~

삶의 숨은 그림 찾기

최승필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런던 LSE 방문 교수)

한지영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4년)

박태현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3년)

16년 만에 다시 온 런던은 지쳐있었다. 내 이름을 적어 처음 편지

사진 속의 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네. 가장 오른쪽 그

를 보내온 사람은 지방자치 단체장이었다. 중앙정부 교부금이 줄

림의 가위 모양 손가락 캐릭터를 따라 해 보는 중입니다.

어 지역사회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선 지방세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 사진은 제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호안 미로 특별전>을

는 거였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정책 연구는 여전히 활발하게

관람하며 찍은 재밌는 사진입니다. 사실 특별전에서 전시된 그림

발표되고 있었지만, 빈부 격차도 거리의 노숙인도 좀처럼 줄지 않

들은 대부분 얼핏 보기에도 이해하기 힘든, 난해한 추상화들이었

는 것 같았다. 여름을 앞두고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를 국민투표로

습니다. 아무리 도슨트의 설명을 듣거나 그림의 해석을 살펴보아

결정했다. 도대체 이 사회에서 뭘 배운단 말인가. 지칠 때마다 미술

도 그림이 주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지 파악하기 힘들었죠. 그래

관으로 숨어들었다. 학교에서 5분, 10분, 20분, 30분 걸으면 과거

서 저는 제 느낌대로 그림을 해석해봤습니다. 그림 속에서 재미있

로 돌아갈 수 있는 미술관들이 있었다. 가장 멀리 떨어진 테이트갤

는 요소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특정 상황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내

러리에서 이 그림을 보곤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눈이 가려진 채,

보았더니 따분했던 그림들이 훨씬 다채롭게 느껴졌습니다.

하나의 현만 남은 리라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지구에 앉아있는…

미술관의 그림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숨겨진 재미들이 많을 것

19세기 영국화가 조지 프레더릭 워츠는 이를 <희망>이라 불렀다.

입니다. 따분한 일상 속에서 벗어나 이렇게 그림도 감상하고, 올
바른 답만을 쫓기보다는 삶 속에 숨겨진 소소한 즐거움을 찾으며

일에 치여 사는 우리 사회 가장들의 모습이 다 그렇듯이 어느덧
일이 주는 중압감과 사람들 사이에서의 피로감, 그리고 가족들과
의 서먹함이 찾아왔다. 그래서 가족들과 훌쩍 여행을 떠났다.
석양이 내리는 바닷가의 노을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노을을
배경으로 하는 피사체의 모습은 실루엣으로 사람의 동작을 아름

2016년 10월 8일, 서암학술장학재단의 제1회 장학생 운동회가
있던 날이다.
체육관에 도착하니 친구들이 초록색 유니폼을 입고 줄을 맞추어

그 순간을 만끽하는 것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바쁘
게 지나왔던 2016년을 마무리하며 우리 모두 잠시 여유를 가져보
면 어떨까요?

앉아 있었다. 문득 학창시절 운동회가 떠올랐고 오늘 운동회가 좋
은 추억이 될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들었다.

답고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가족들이 각각 작품을 하나씩

운동회는 성공적이었다. 우리 팀이 이길 때는 물론이고 지고 있

만들어보자고 했다. 나는 ‘자유를 향한 비상’이라는 주제를 택했

을 때도 흥겹기만 했다. 함께 신체 활동을 하면서 평소에 못 보았

다. 딸아이가 촬영한 사진 속에서 나는 훌쩍 자유를 향해 뛰어오

던 친구의 장점을 발견했고, 친구들이 꼭 필요한 순간들을 느끼기

르고 있었다.

도 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해지는 경험을 한 것 같았다. 앞으로
도 장학생 운동회가 계속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10년 후, 20년 후
에도 다시 모여, 저 사진처럼 밝은 미소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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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트

아는 남자와
베네치아를 걷다

은애가 남자를 만난 건 베네치아 수상버스 바포레토에

은애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천천히 그녀만의 여행을 시

서 였다.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하려고 막 정류장

작했다.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오래된 건물의 향기를 맡

으로 들어오는 수상버스를 잡아탔고, 기절할 듯 놀란 눈

고, 골목길 끝에서 만난 광장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으로 그녀를 쳐다보는 남자와 눈이 딱 마주쳤다. “어?”

예쁜 물건으로 가득한 기념품 가게를 둘러본 뒤, 검색으

은애와 남자는 서로를 알아보았다.

로 찾은 맛집에서 랍스타 파스타를 먹으며 오롯이 그녀

“아, 안녕하세요. 유럽여행 중이신가 봐요.”

만의 시간을 보냈다. 가문에 없는 노처녀 딸 때문에 살맛

“네. 그쪽도요?”

안 난다며 우울해 하는 아빠와 주말마다 선보러 나가라고

얼떨결에 인사를 하던 은애는 아차, 싶었다. 천연덕스

닦달하는 엄마를 벗어난 것만 해도 천국에 있는 기분이었

레 인사를 나눴지만, 이 남자가 누군지 생각나지 않았다.

다. 그렇게 달콤한 행복에 겨운 그녀가 딸기 맛 젤라또를

누구였더라? 두루뭉술하고 귀여워 보이는 얼굴에 배까지

입에 물고 리알토 다리로 천천히 다가설 때였다.

적당히 나온 이 오동통한 남자를 어디서 봤더라? 아무리

“어, 또 만났네요.”

기억을 더듬어도 떠오르지 않았다.

리알토 다리를 걷던 남자가 그녀를 발견하고, 이산가족

“베네치아 처음이세요? 저는 세 번째 오는데, 올 때마
다 느낌이 달라요.”

상봉이라도 한 것처럼 반갑게 다가왔다.
이런, 몹쓸 우연이 또 있다니… 은애는 마지못해 억지

남자가 듣기 좋은 중저음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절

미소를 지으며 그와 마주 섰다. 아, 다시 봐도 가물가물

거리는 동안, 은애는 그가 누군지 기억하려 애쓰고 있었

하니 생각이 안 나는 얼굴이다. 분명히 아는 사람 같은데,

다. 이런,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정신을 집중해도 도무

그가 누군지 정말 모르겠다.

지 모르겠다. 회사에서 오가며 마주친 얼굴일까? 혹시 작

“잘됐다, 리도섬 갈 건데, 우리 같이 갈래요?”

년에 다니던 영어학원에서 본 사람? 그것도 아니면 그냥

은애는 천진함으로 중무장한 남자를 차마 내칠 수 없었

동네아저씨? 에잇 모르겠다. 제풀에 지친 은애의 기분이

다. 아는 남자와 리도섬을 걷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림 같

급격히 다운됐다. 모처럼 혼자만의 여행인데, 잘 알지도

았다. 그녀는 남자를 따라 리도섬으로 가는 수상버스를

못하는 남자 때문에 방해를 받은 것 같아 짜증도 났다.

탔다. 화려한 호텔들이 즐비하고 해변에는 비키니를 입은

“어머, 소나기가 그쳤네요. 저는 여기서 내릴게요. 그
럼, 즐겁게 여행하세요.”
바포레토가 정류장에 멈추자 은애는 서둘러 작별을 하
고 냉큼 수상버스를 빠져나왔다. 그녀의 돌발행동에 놀

미녀들이 선탠을 즐기는 리도섬. 그곳은 매년 베니스영화
제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 영화 사랑꾼인 은애는 영화
제 기간이 아니라도 세계 3대 영화제가 열리는 베를린과
베니스 그리고 칸은 꼭 가보고 싶었다.

란 남자가 어어, 하며 허둥거리는 사이 바포레토 문이 닫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혔다. 휴, 멀어지는 바포레토를 바라보며 은애는 이제야

베니스영화제를 생각하며 은애가 불쑥 질문을 날렸다.

안정을 찾은 느낌이 들었다. 가라앉았던 기분이 풀어지

“슬픈 영화요. 영화는 무조건 슬퍼야 해요.”

며 홍홍 콧노래도 나왔다. 이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베

영화는 무조건 슬퍼야 한다는 건, 그녀의 지론이었다.

네치아에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여행을 즐

은애는 놀랍고 신기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길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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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팝콘 먹으면서 엉엉 울 수 있고, 스트레스도 쫘악
풀리잖아요.”
은애는 하마터면 손뼉을 치며 동조할 뻔했다. 갑자기
두리두리 곰 같은 이 남자가 친근하게 느껴지며 그와 동

풀어 올랐다.
“우울한 날은 뭐해요?”
“걸어 다녀요. 다리가 아플 때까지 걸은 다음에 커피를

행하기 잘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리도섬을 산책하며

마시며 나를 위로해요.”

은애와 남자는 각자의 여행일정과 여행지에서 맛본 음식

“어, 나도 그런데…”

과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을 이야기했다. 뜻밖에도 두

그 순간이었다. 그녀의 궁금증이 더는 참지 못하고 빵

사람은 공통점이 많았다. 맥주보다는 와인을 좋아하고,

터져버린 순간. 두 사람이 1번 바포레토를 타고 리도섬

달달한 커피보다 진한 에스프레소 커피를 즐기고, 자기

을 나와 52번과 41번 바포레토를 연달아 갈아타고 막 무

계발서보다 소설이나 에세이집을 읽고, 일본 소설가 중

라노섬에 내렸을 때였다.

에서는 히가시노 게이고를 좋아하고, 은근히 잘난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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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이 짙어질수록, 남자에 대한 궁금증이 풍선처럼 부

“혹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만난 사인지 아세요?”

어디서 어떻게 만난 사인지 생각이 안 나서요.”
고해성사 같은 그의 말에 비로소 은애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아, 이 남자도 그랬구나.
“근데 뭐 어때요? 이렇게 만났는데… 정식으로 인사하
죠, 우리.”
남자가 두툼한 손을 내밀며 진솔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
라보았다.

원소영
방송작가,

“안녕하세요, 고민영입니다.”

《느리게 살아서
즐거운 나날들》 저자

그 순간, 은애의 머릿속 기억의 회로에 번쩍 불이 켜졌

알랭 드 보통이 괜히 싫고, 고기보다는 생선을, 과일보

은애는 폭탄을 투하하듯 몹쓸 질문을 던지고 말았다.

다. 아, 이 남자… 작년 이맘때 맞선을 본… 오동통하고

다 채소를 선호하는 것까지 참 많은 부분이 닮아 있었다.

아주 잠깐 침묵이 흘렀고, 당황한 그의 눈빛이 심하게 흔

두리둥실 한 몸에 푸근한 얼굴을 가진, 이름마저 곰 인형

조근조근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도 그가 누구인지 추

들렸다. 갑자기 어색해진 기류에 은애의 얼굴도 후끈 달

이던 남자. 키 크고 샤프한 남자를 좋아하는 그녀가 이름

적하는 은애의 안테나는 멈추지 않았다. 와인을 좋아한

아올랐다. 화장 안 한 맨얼굴로 외출했다가 짝사랑하는

이 곰 인형이 뭐냐며 단번에 퇴짜를 놓고, 기억에서 지워

다는 말에 와인 동호회 멤버인지 슬쩍 떠보았더니 역시

남자를 만난 것 같은 민망함이 엄습했다.

버린 맞선남이었다.

나 아니었고, 도서관에 자주 간다는 말에 혹시 도서관에

“우, 우리는 오늘, 바포레토에서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은애입니다.”

서 마주친 얼굴인가 싶어 사는 동네를 물어보기도 했다.

어색한 침묵을 깨고 남자가 은애를 바라보았다.

조은애는 푸훗 터지는 웃음을 참으며 고민영의 손을 잡

아니었다. 취향은 같아도 은애와 남자 사이에 현실의 공

“네?”

감대는 하나도 없었다.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그에 대한

“사실, 저도 난감했어요. 분명 아는 얼굴인데, 우리가

았다. 푸근하고 참 따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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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희

김백건 강릉고

박수아 남해해성고

이재건 청석고

김수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SBS 시사교양본부 차장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 원장/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소희 강원사대부고

배주한 마산고

이지현 춘천여고

김시경

고려대

경제학과

2016년 8월 시사교양본부 교양

명지전문대 객원교수

언론정보대학원장

김제겸 동아고

배희연 낙생고

임수

김지원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4CP로 발령

‘(사)작은도서관 만드는 사람들’ 홍보이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 위원 취임

김찬결 거창고

변찬혁 대진고

임영훈 경남고

문진인후 서울대

2015년 6월 《리더의 서재에서》

2016년 2월 《미디어이론 1, 2》
(글로벌콘텐츠) 번역 출간

손민

임예림 철원여고

이건하

고려대

(21세기북스) 출간

김창휘 광주제일고

컴퓨터학과

김태근 진주동명고

송재완 창평고

임정훈 대륜고

이세기

연세대

수학과

2016년 4월 논설위원에서

최원석

<Terresterial TV Homapage Analysis:

김하늘 복자여고

신소망 풍암고

정도현 경복고

이소현

고려대

경영학과

수석논설위원 임명

조선일보 PM실장

Focused on KBS, BBC, NHK, and ABC

김현수 춘천고

신현철 경동고

정성진 부산고

이예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2016년 5월 《신문이 보이고 뉴스가

Hyperlink Structure> 발표

김효성 신철원고

윤재원 대전중앙고

조윤서 거제제일고

장원일

서울대

경영학과

김재중

남우진 경북고

이다은 김화고

주혜린 철원여고

전혜진

서울대

경영학과

경향신문사 오피니언팀 팀장

김대건

박건우 수내고

이동훈 전주고

지소현 선일여고

주성현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2016년 9월 《동아시아 부패의 기원》

강원대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박나현 안산강서고

이성호 나주고

진남형 서울고

진윤성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동아시아) 번역, 출간

정교수로 승진

박병건 세광고

이성희 김화고

최재백 분당중앙고

하기헌

연세대

생명공학과

박상민 철원고

이승현 대전고

홍내경 원주고

광주숭일고

광주인성고

사회복지학과

김명호

《Best Paper in INTECH 2016》에 논문

국민일보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들리는 시사인문학》(북클라우드) 출간

춘천 시민연대 대표 취임
방문신
SBS 보도국 선임기자

김대호

2016년 7월 한국 언론인협회 선정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올해의 참 언론인상> 대상 수상

2016년 10월 《4차 산업혁명》
(커뮤니케이션북스) 출간

국가미래의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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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교수

김일두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박성복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김정호

아주대 경제학과

이종민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홍원식

동덕여대 교양학부 교수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조신욱

울산대 물리학과

유은길
한국경제TV 보도본부 산업팀 팀장

김도연

2016년 3월 《HELLO! 부동산창업》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에듀컨텐츠휴피아) 출간

2016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위원회 위원장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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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문송천

안순일

이장규

조장옥

한상필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장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

연세대 대기과학과 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경제학회 회장

한양대 광고홍보학부 교수

2016년 2월 언론진흥재단 언론진흥기금

2016년 9월 유럽아이티학회(Euromicro)에서

2016년 9월 제61회 대한민국학술원상

2016년 10월 에티오피아 국립 아다마

2016년 3월 한국경제학회장 취임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관리위원 위촉

아시아를 대표하는 이사로 선임

(자연과학기초 부분) 수상

과학기술대학교 총장 임기를 마치고 귀국

SED에서 발간하는 저널 《Review of

Psychology》에 발표한

2016년 2월 KT 스카이라이프 방송사

Big Data 분야 세계 저명학술지 《Big Data

Economic Dynamics》에 공저 논문

<Individualism-Collectivism: Its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위촉

저널》에 논문 <Conformance of Social

여재익

<Business cycle uncertainty and

Implications for Cross-cultural

2016년 9월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장 및

Media as Barometer of Public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이재진

economic welfare> 게재

Advertising> 논문이 Google 인용 750회,

KU미디어 센터장 취임

Engagement> 게재

2016년 10월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

한양대 사회과학대학

소장 취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채영길

인용빈도 상위 1% 이내에 들어, 미국, 영국,

2015년 제11회 신양공학상 학술상 수상

2016년 2월 《한국 언론 ADR의 현실과

한국외국어대 사회과학대학

프랑스,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의

쟁점》(컬처룩) 출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학술지에서 널리 인용되고 있음

김민찬

박정형

제주대 화학공학과 교수

성균관대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교수

2009년 학술지 《THE JOURNAL OF

2015년 해외저서 《Aspects of Differential

유광수

2016년 11월 한국 언론법학회 제9대

2016년 National Communication

2016년 10월 International Business

CHEMICAL PHYSICS》에 발표한 논문

Geometry Ⅰ,Ⅱ (joint with P. Gilkey and

서울시립대 신소재공학과 교수, 대학원장

회장 취임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의

Awards의 마케팅 분야 심사위원장으로

<Epoxide reduction with hydrazine on

R.Lorenzo)》(Morgan & Claypool

2015년 3월 대학원장 취임

2016년 10월 한국 편집기자협회

Advancing Engagement:

로마에서 열린 시상식 참여

graphene: A first principles study>가

Publishers USA) 출간

2016년 10월 《내가 꿈꾸는 나만의

한국편집상 대상 심사위원장 역임

Communication Technology, Social

피인용 회수 100번 돌파

2016년 6월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The 7th

전원주택 짓기》(좋은땅) 출간

《한국언론학보》 및 《언론과 법》 등

Media, and Cult 세션에서 <Profiles of

등재지에 논문 3편 게재

Problematic Smartphone Users:

Pacific RIM Conference on Mathematics

American and South Korean College

교육대상수상자

이창희

Student’s Psychological Traits and

배용호

2016년 11월 후쿠오카에서 제26차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Mobile Phone Usage>로 Top Paper 수상

소백산자락길 위원장

학회에서 <On harmonic manifolds> 강연

국제퇴계학회 개최

반도체공동연구소 소장

미분기하 국제학술회의 주간 교수

2016년 6월 정약용의 《대학공의》,

2016년 1월~2018년 1월까지 서울대학교

최승필

《대학강의》,《소학지언》,《심경밀험》(사암)

반도체공동연구소 제18대 소장 취임

한국외국어대 법학대학원 부원장

번역 출간

2016년 1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16년 5월 《법의 지도》(헤이북스) 출간

김우창

에서 <Universal Curvature Identities and

이광호

카이스트 산업시스템공학과 부교수

their applications> 강연

사단법인 퇴계학연구원 국제퇴계학회 회장

카이스트 자산운용미래기술센터 개소 및

2016년 10월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센터장 취임
2015년 11월 영어원서교재 《Robust
Equity Portfolio Management》(Wiley)
제1 저자 출간

박홍규

2016년 7월 영주문화관광재단

정회원 선정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대표이사 취임
임영숙
광주 효동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원감

김한준

정교수 승진

이건우

2016년 4월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

최정욱

서울시립대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Nature Communications》 및 《Nano

서울대 공과대학 학장

(SID) 석학회원(Fellow)선정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6년 10월 IEEE INTERNATIONAL

Letters》 등 해외우수저널에 논문 게재

2016년 11월 WEEF&GEDC 2016

2016년 2월 동작 주파수가 1GHz 이상인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오정숙

CONFERENCE ON SYSTEMS, MAN AND

2016년 5월 박홍규 고대연구팀,

공동대회장을 맡아 The World

유기반도체 기반 정류기를 개발,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사업 일환으로

목향초등학교 교장

CYBERNETICS에서 논문 <Semantic Text

나노 레이저압력센서 개발

Engineering Education Forum & The

저명학술지 《Advanced Electronic

인도의 지정 카스트(SC)와 기타 후진계층

목향초등학교 교장취임

Classification with Tensor Space

2016년 7월 ‘인공 망막’에 응용될 1차원

Global Engineering Deans Council 개최

Materials》 표지 논문으로 게재

(OBC) 우대정책을 비교 연구 중

Model-based Naïve Bayes> 발표

반도체 개발
이신화

임성진

하창식

한국 UNESCO 경기도지회 이사

2016년 9월 Sustainability(SSCI)저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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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CI 인용 230회로 광고학문 분야

원장연수 중

임헌영

논문<Patent-Enhancing Strategies by

서지용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부산대 고분자공학과 교수

2016년 8월 경기도 평생학습교육관

Industry in Korea Using a Data

상명대 경영학과 부교수

2016년~2017년 MIT Center for

2016년 8월 세계 기후환경포럼에서

2016년 1월 부산대학교 석학교수로 임용

갤러리에서 한·일, 한·중 미술작품

Envelopment Analysis> 게재

2016년 6월 해외 저명학술지 《Estudios

International Sutides 방문 교수

<에너지 프로슈머와 진화하는 전력시장>

2016년 4월 수필집 《자서전 217쪽》

전시회 개최

de Economia(SSCI)》에 논문

유엔평화구축기금(PBF) 사무총장

발표

(교음사) 출간

남기석

<Relationship between leverage and

자문위원

2016년 11월 2016 Seoul International

2016년 5월 제26회 수필문학상 수상

전북대 화학공학부 교수

the bargaining power of labor unions:

Energy Conference에서 <Electricity

서울대학교 개교 70주년 “한국을 빛내는

evidence from theoretical and empirical

Market for E-Prosumer in Korea> 발표

70인의 서울공대 박사” 선정

perspectives> 게재

F E L L O W SFellowship
HIP WITH
F EFellows
L L O W S 65
with

국내박사과정
강수미
동덕여대 예술대학 회화과 조교수
총괄기획자로 ‘2016 비평 페스티벌(The
Critic Festival)’ 개최
한국미학회에서 <유동하는 예술:
비엔날레 문화와 현대미술의 미학적
특수성> 발표
2016년 7월 20th International Congress
of Aesthetics에서 <Reading, Eating and
Aesthetic Experiencing: Knowledge
of Contemporary Art through Walter
Benjamin’s Theory> 발표
강주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2016년 10월 《압록강은 다르게 흐른다》
(눌민) 출간
김정웅
중앙대학교 생명과학과 조교수
《Developmental Cell》에 논문 발표
(IF 9.4)
박재준
압구정 모제림 성형외과 원장
2016년 11월 트랜드 서적 《빅픽처 2017》
(생각정원) 출간
성재영
중앙대학교 화학과 교수 / 창의연구단장
대한화학회 신국조학술상 제1호 수상
중앙대학교 창의연구단
(세포화학동력학연구단) 단장 취임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 취임
학술지 《Nature communications》에
논문 <Contribution of RNA polymerase
concentration variation to protein
noise> 게재.
《Physical Review X》에 논문

66

<Quantitative Understanding of

이애주

황현두

이화·SBS문화재단

윤명진 (FJS 9기)

Probabilistic Behavior of Living Cells

한국과학기술연구원 Post.doc

몬테레이 공과대학 조교수

프런티어 저널리즘 스쿨(FJS)

문화일보 입사

Operated by Vibrant Intracellular

2016년 11월 Italy institute of technology

《Advanced Materials Technologies, In

Networks> 게재

에서 해외 Post.doc

press》에 공저 논문 <3D carbon

김수진 (FJS 8기)

김경환 (FJS 10기)

2017년 1월 일본 국립 Kamamoto

electrode based triboelectric

동아일보 교육법인 동아 이지에듀 기자

채널A 입사

신승숙

University Tenured-track accosted

nanogenerator> 게재

동아 이지에듀에서 발간하는 입시 서적

강릉원주대학교 연구교수

Professor 임용 (Department of Applied

《Scientific Reports》에 공저 논문

《수시 구술면접 이 질문 꼭 나온다》,

김다혜 (FJS 10기)

2016년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에서

Chemistry and Biochemistry)

<Human breast cancer-derived factors

《특목고 갈까? 자사고 갈까?》, 《합격률

뉴스1 입사

<모의 강우에 의한 급경사면의 수리

2016년 5월 Paper publication as First

facilitate CCL19-induced chemotaxis of

높이는 2017 수시마무리 전략 case 21》에

수문반응과 토사유출 변화>에 대한 연구

author (Aeju Lee) <Spherical polymeric

human dendritic cells leading to

저자로 참여

논문 발표로 젊은 연구자로 선정

nanoconstructs for combined

dysfunctional inflammatory T cells>,

《Advances in Meterology》 SCIE 급

chemotherapeutic and anti-

<Muscle contraction phenotypic

안귀령 (FJS 8기)

저널에 논문 <Universal Power Law for

inflammatory therapies. Nanomedicine:

analysis enabled by optogenetics reveals

YTN 입사

Relationship between Rainfall Kinetic

Nanotechnology, Biology and

functional relationships of sarcomere

Energy and Rainfall Intensity> 게재

Medicine>

components in Caenorhabditis elegans>

윤선영 (FJS 8기)

게재

SBS A&T 영상본부 영상편집팀

박선영 (FJS 10기)
언론중재위원회 입사

조선일보 입사

이유진

2016년 9월 웹툰 단행본 《윤직원의

군산대학교 물리학과 조교수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연구원

태평천하》(시드페이퍼) 출간

2016년 군산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로 임용

주간경향에 <이유진의 중국 도읍지

박의연 (FJS 10기)

기행> 연재

곽삼우 (FJS 9기)

윤정원

2016년 10월《고대도시로 떠나는 여행》

국민일보 입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보)

(글항아리) 번역 출간
장대근

(34th Edition)》 2017 등재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전문연구원
Marquis Who’s Who 2016 인명사전 등재

이상임

TV조선 입사

현대홈쇼핑 PD 입사
안소영 (FJS 10기)
김율 (FJS 9기)

조선비즈 입사

충북 MBC 입사
원지영 (FJS 10기)

대구 경북과학기술원(DGIST)
기초학부 조교수

김하경 (FJS 9기)

2016년 9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동아일보 입사

울산 MBC 입사
이주원 (FJS 10기)

기초학부에 임용
노아름 (FJS 9기)
이신범

한국언론진흥재단 입사
신중훈 (FJS 10기)

김경영 (FJS 9기)

세계 인명사전 《Who’s Who in the World

김은빈 (FJS 10기)
뉴스핌 입사

양정엽

Marquis Who’s Who에서 발간하는

김승현 (FJS 10기)

MBN 입사

더벨 입사
조상연 (FJS 10기)

대구 경북과학기술원(DGIST) 조교수
2016년 6월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안보겸 (FJS 9기)

조교수 임용

KTV 입사

SBS 입사
최지선 (FJS 10기)

2016년 3월 Phoenix, USA, Materials
Research Society에서 MRS postdoctoral

오선민 (FJS 9기)

award 수상

JTBC 입사

동아일보 입사

F E L L O W SFellowship
HIP WITH
F EFe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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