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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암 윤세영 재단

세상을 밝게 만들려는 SBS미디어그룹의 비전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인성과 덕성을 고루 갖춘 미래형 인재를 키우고자 합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국가의 미래를 밝히고, 우리 미디어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예술의 수준을

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미래의 인재들이 자신이 받은

세계 수준까지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즐거운 나눔을 실천하여 따뜻한 세상,

사랑을 세상 곳곳에 퍼트리며 행복한 미래를 펼쳐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윤세영 이사장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영석 이사

김일순 이사

안병훈 이사

김두희 이사

김우식 이사

서정우 이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명예교수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사)한국골든에이지포럼 공동대표 회장
참행복나눔 운동본부 이사장

도서출판 기파랑 대표
통일과나눔재단 이사장

前 법무부장관
前 검찰총장

(사)창의공학연구원 이사장
前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언론인연합회 회장

오지철 이사

오택섭 이사

이현구 이사

이수성 이사

이연숙 이사

김영수 감사

前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前 한국관광공사 사장
前 TV조선 대표이사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前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前 국무총리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총재
한국여성의정 상임대표

前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장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이사장
PBA 프로당구협회 초대 총재

정해창 이사

강훈 감사

이덕주 감사

전윤철 감사

변호사
前 법무부 장관

변호사

도서출판 에디터 회장

前 19대-20대 감사원장
前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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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국내외 대학원 장학프로그램

고미영

김민철

고려대학교 컴퓨터· 전파통신공학과 석사과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SBS문화재단
장학생들,

Ko
Mi
Young

Kim
Min
Chul

박미진

이가경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극지연구소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석사과정

동량지재로 성장할
첫걸음을 딛다

Student

극지생명과학연구부 석사과정

지난 7월 SBS문화재단은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한민국을

컴퓨터· 전파통신공학과 석사과정), 김민철(서울대학교

이끌 인재를 양성하고자, ‘2019년 국가미래인재 육성을

법과대학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박미진 (서울대학교

위한 국내외 대학원 장학생’ 7명을 선발했다. 올해 처음

산림과학부, 극지연구소 극지생명과학연구부 석사과정),

시작한 이 장학프로그램에는 171명의 대학원생이

이가경(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석사과정),

응시했고, SBS문화재단이 위촉한 이학, 공학, 인문,

이세형(서울대학교 Data Science & AI laboratory)이다.

사회학계의 유명 교수진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1차

SBS문화재단은 장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해 국가

서류심사와 2차 심사위원회 심사 그리고 3차 면접 심사를

동량지재로 성장하도록, 국내 대학원생은 최대 9천7백만

통해 외국 대학원 장학생 2명, 국내 대학원 장학생 5명을

원, 외국 대학원생은 최대 USD 446,000까지 학비와

선정했다.

생활비를 지원한다.

외국 대학원 장학생은 이우석 (Massachusetts Institute of

지난 10월, SBS문화재단은 장학생 선발 3개월을 맞아

Technology, MIT 재료공학과 박사과정),

장학생들과 이메일로 대담 인터뷰를 진행했다.

홍성완(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경제학 석·박사통합

인터뷰에는 외국 대학원 장학생을 대표해 홍성완

과정)이고, 국내대학원 장학생은 고미영(고려대학교

장학생이, 국내 대학원생은 박미진 장학생이 참여했다.

Park
Mi
Jin

Lee
Ka
Kyung

이세형

이우석

홍성완

서울대학교 Data Science & AI laborator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경제학 석·박사통합 과정

MIT 재료공학과 박사과정

Lee
Sae
Hyung

Lee
Woo
Seok

Hong
Sung
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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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래인재육성 장학생에 선발되고,
3개월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제 꿈은
생태학자입니다.
흔히 환경은
경제성장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들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환경을
연구해야 하고,
환경을 잘 보전하기
위한 지혜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Q. 박미진 장학생은 요즘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박미진(이하 박) 아, 장학

석사 논문의 주제는 무엇인지요?

생이 된 지 벌써 3개월이

박 요즘 연구실 식구들과
스터디하며 동물행동학

됐네요. 학비를 마련해야

과 집단유전학을 공부하

한다는 마음의 짐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아침에 연

는 중입니다. 같이 책과 논문을 읽어보며 현재 연구 중인 개인적인 주제 외에도 더 흥미로

구소로 출근해서 논문이나 책을 읽고,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다녀온

운 연구주제가 없는지 살펴보기도 하고요. 지금은 북극의 대형 육상 초식동물에 관심을 두

북극 다산과학기지의 자료들을 정리하는 것인데, 이를 논문화하는 것이 올해 목표입니다.

고 있습니다. 이들이 야생에서 어떻게 먹이를 섭취하는지, 어떻게 그 환경에 적응해 잘살

제 꿈은 생태학자입니다. 흔히 환경은 경제성장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들 합니다. 틀린 말

게 됐는지를 유전적으로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환경을 연구해야 하고, 환경을 잘 보전하기 위한 지혜를 남겨야 한

최근엔 공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었습니다. 드론을 이용해 북극 조류와 국

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날이 변화하

내 멸종 위기 조류(저어새)를 모니터링한 내용이었습니다. 제 석사 논문 주제도 이런 유사

는 지구환경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이를 연구해, 과학적 체계를 만들어가는 생태학자의 삶

한 방법론을 이용해 드론의 가시광선과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로 대규모 해양 조류 서식지

을 살고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며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를 촬영하고 모니터링해서 구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홍성완(이하 홍)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계량경제학을 수강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

Q.	홍성완 장학생은 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홍 개인적으로 결혼, 출

다. 경제학 석·박사 통합과정 1학년에게 중요한 공부니까요. 이 과목들을 꼭 이해하고, 이해

	경제학적 모델로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평가하는

산, 육아 등 ‘개인적 영역’

도를 평가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매일 수업내용을 복습하고 숙제하느라 바쁘지만,

일에 관심을 두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의 행동을 경제학적으로

체력증진을 위해 필라테스 수업을 들으며 건강을 다지고 있습니다. 제가 머무는 펜실베이

	경제학도로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다고

설명하고 이런 행동들이

생각하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니아주 스테이트 컬리지(State College)는 대도시와 떨어져 있는 대학마을입니다. 겨울이

상을 분석하는 것에 흥미

길어서 다이내믹한 문화생활을 경험하기 힘들지만, 15분이면 통학이 가능해서 서울과 도
쿄에 있을 때보다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Q.	홍성완 장학생은 일본에서 석사를 마치고,

홍 ‘저출산 고령화 현상

미국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했습니다.

에 대한 원인 분석과 정

	그 이유는 무엇인지, 두 나라에서 공부하며 어떤 차이를
느끼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책적 해결에 대한 연구’
를 하기 위해,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를

겪은 일본에서 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미국 유학을 생각했습니
다. 미국에서 학계의 최전선을 경험하고 한국의 현실을 설명하는 경제학 연구를 하는 것

모여 나타나는 사회적 현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계량경제학을
수강하며,그
수업내용을 복습하고
숙제하느라 바쁘지만,
체력증진을 위해
필라테스 수업을
들으며 건강을
다지고 있습니다.

를 갖고 있습니다. 2017년 한국은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생
산 가능 인구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2050년에는 세계에서 65세 인구 비
중이 일본 다음으로 높은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양한 정책들이 동원됐지만, 저
출산 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고,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의 재원 고갈 문제라는 시한
폭탄이 한국 사회 앞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먼저 겪은 일본이나 싱가포르, 그리
고 서유럽으로 인구 유출을 겪는 헝가리, 폴란드 등에서 다양한 정책이 동원되고 있습니
다. 학계에서도 저출산 현상이 왜 나타났는지, 어떤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는지 등 다양한
연구가 있었고요. 저는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교육 경쟁’이라는 한국사회의 특수성과 관
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 경쟁’을 반영하는 생애주기 모형을 설계하는 방법으

이 목표였거든요. 사실, 동경대에서 연구가 재미있었고, 미국으로 가게 되면 석사부터

로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접근하는 새로운 연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열심히 공부

다시 공부해야 해서 좀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인 선배가 일본 사회를 연구하고 싶

하는 중입니다.

은 것이 아니라면, 경제학계에 기여하고 싶다면, 미국으로 가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해

솔직히, 석·박사통합과정 1년 차인 제가 이 문제의 해답을 말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큰

서, 마음을 다잡게 됐습니다.

틀에서 저출산 기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 어렵기에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할 것 같습

일본과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사소하지만 참 인상 깊었던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경대의 경

니다. 지금까지 합계출산율이 1.5명 이하로 내려간 나라 중에 다시 1.5명 이상 수준으로

우는 과거 기출문제를 학교에서 공개하는 반면에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의 경우는 기출

회복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출산율 관련 정책 목표를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바

문제를 구하는 것이 학문적 정직성에 위배된다고 보더군요. 공부에 기출문제는 필요하지

탕으로 교육, 연금, 의료보험 예산을 설정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않다는 이상적인 마인드가 담겨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학계 최고 교수들이 자

합니다. 한국 사회가 저출산이라는 새로운 트렌드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각국의 정책 효

주 이곳까지 세미나를 하러 온다는 겁니다. 미국이 세계 경제학계의 중심이라 그런가 봅니

과를 평가하고 한국 사회에 맞는 효율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학계의 역할이라고 생

다. 매주 유명 교수들이 학교로 와서 연구 중인 논문을 발표하고, 이곳 교수들과 대학원생

각합니다.

들과 토론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미국에서 유학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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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연구과제에 손도 대지 못할 때, 제 연구가 쓸모없다는 느낌이 들 때, 저는 “우리는 거인
의 어깨에 올라탄 난쟁이일 뿐이다.” 는 말을 떠올립니다. 간단히 말해서, 현대의 성취는 과
거 세대가 쌓아 올린 것들이 없었다면 이룩할 수 없었던 것이니 겸손하라는 취지의 말인
데, 저는 이 말을 곱씹으며 제가 거인의 어깨에 올라탈 수 있다면, 거기서 조금이라도 손을
뻗을 수 있다면, 아무리 제가 난쟁이처럼 작아도 다음 세대에게 더 큰 거인을 남겨주는 일
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거인의 어깨를 향해 올라가고 있는 학생입니
다. 언젠가 완전히 올라탈 수 있게 되는 날까지 열심히 해야겠죠.

Q.	끝으로 두 분께 앞으로의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박사 과정까지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박사학위란
독립적으로 하나의
연구를 설계해,
수행하고 완성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칠 사람에게
수여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 생태학자가 되고자 하
는 꿈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직 1년밖에 대학원 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연구를 진행하면서 여러 어려
움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계
속해서 상기하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
리자면, 박사 과정까지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생
각하는 박사학위란 독립적으로 하나의 연구를 설계해, 수행하고 완성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칠 사람에게 수여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런 자신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
도록 하루하루를 잘 보내려고 합니다.
홍 짧은 시간에 제가 목표로 하는 엄밀한 이론과 방법론에 따라,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

Q.	박미진 장학생은 여름방학에 연구차 북극 다산기지에

박 겨울에는 연구소에서

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설익은 주장을 하기보다 서두

다녀왔다고 들었습니다. 겨울방학에도 연구차 다시

주로 남극으로 연구를 하

르지 않고, 긴 호흡으로 조금씩 제 연구의 깊이를 채워나가는 것을 목표로 정진하겠습니다.

현지로 떠나세요?

러 많이 갑니다. 아쉽게
도 저는 북극 지역에서만

연구하고 있어서 이번 겨울방학에는 연구소에 있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겨울 철새들이 국
내로 이동하고 있기에 재갈매기 등 해양 조류 포획작업에 참여하러 국내 출장을 다닐 것
같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어떤 연구를 할 것인지 논문들을 찾아보며 실험을 설계하고
실험용품들을 구비해두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과정이 연구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Q.	공부하고 연구하는 일은 어쩌면 자신과 싸움처럼

박 저는 다른 분야의 연

지난하고 힘든 일입니다. 공부가 힘들 때, 연구하다가

구자들과 대화를 합니다.

벽에 부딪쳤을 때, 어떻게 극복하는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시각을 깨달을 때
도 있고, 연구가 잘 진행

되지 않는 부분의 원인이 무엇인지 스스로 정리가 되거든요. 무엇이든 혼자서 해결하려면
더 힘들어집니다. 특히, 대학원생인 저는 주위에 배울 수 있는 분들이 많아서 참 다행입니
다. 그리고 연구가 정말 안 될 때는 단기적인 돌파구로 잠깐 연구에서 떨어져 운동이나 취
미활동을 하며 휴식을 취합니다. 학부 때부터 오케스트라 동아리를 했던 저는 주로 악기
연습을 하는데, 정신 집중이 잘 됩니다. 뭔가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면 맹점이 발견될 때도
있고, 부족한 점을 보충할 의지도 샘솟곤 합니다.

설익은 주장을
하기보다 서두르지
않고, 긴 호흡으로
조금씩 제 연구의
깊이를 채워나가는
것을 목표로
정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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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Can we make social media
good for society?

1부는 이선 주커먼 MIT미디어랩 교수의 주제발표 <Can we

던지던 시대는 끝났고, 토론장을 만들어서 언론사와 독자의

make social media good for society?>로 시작했다. 그는 먼

생각을 융합하는 저널리즘 기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저, 인류의 기술발

선 주커먼 교수

달이 우리 사회를

가 만든 소셜플렛

어떻게 바꿔놓았
는지, 미디어의 발
달이 어떻게 진행
됐는지, 소셜미디
어가 현대사회에

즘은 인터넷 접속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정보를 유통할 수 있다. 우리는 페이
스북이나 유튜브, 카카오톡 등에 올린 정보로 생산자가 되고 동시에 소비자도

수진 교수는 점
점 양극화되고 있
는 우리 사회에

될 수 있다. 누구나 미디어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될 수 있는 환경에서 저널리즘

<Gobo>가 메시

언급했다.

의 고민이 깊어졌다. 구글, 페이스북의 광고 수입은 늘어났지만, 종이신문 광고

지를 향상해줄 수

이선 주커먼 교수

는 죽어가고 있다. 지금 북미지역의 저널리즘도 타격이 크다. 무분별한 정보의

있을지 물었다. 프

의 주제 발표가 끝

유통 속에서 양질의 저널리즘을 추구할 방법도 모르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랑스 저널리스트

나고, 박홍원 교수

소셜미디어를 조작,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댓글을 조작하거나, 로봇 하나가 천

카림 벤 칼리파는

의 사회로 이재국,

명의 사람인 것처럼 댓글을 올릴 수도 있다. 일부 회사는 돈을 벌고자 컴퓨터 프

프랑스에서 언론

최수진 교수 그리

로그램 오류로 발생하는 버그를 고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

사 광고를 독점하

토론이 이어졌다.

사회적 갈등과
미디어를 이야기하다

예전에는 신문, 방송국을 가진 회사가 정보를 유포하고 시민들이 소비했다. 요

용해보았다는 최

미치는 영향 등을

고 이정환 대표의

SBS문화재단, 한국 언론학회

폼 <Gobo>를 활
이선 주커먼 교수의 주제발표 요약

이재국 교수는 “

다. 그래서 일부 학자는 소셜미디어의 종말을 주장한다. 유튜브나 카톡을 스마
트폰에서 지워야 한다고도 한다. 물론 소셜미디어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
니다.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에 도움이 될 소셜미디어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추적 광고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의 2%를 과세하자는

던 구글을 정부가
규제를 강화해 해
법을 찾게 해준 사

전 세계적인 소셜

제안을 하고 싶다. 싸이월드가 나오고 20년이 지났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은

례를 소개하며, 미

미디어 구글, 페이

우리 정보를 갖고, 우리 성향을 추적하며 타깃 광고를 했다. 그 결과, 광고 규모

국기업에 맞선 프

스북, 트위터가 미

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다. 이들이 매년 추적 광고로 2천억 달러를 버는데, 2%만

랑스 사례를 소개

국의 회사고, 공영

과세를 해서 소셜미디어에 대해 연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했다. 이에 주커먼

방송도 아닌데 추

교수는 첨단기술

적 광고 과세가 가

강국인 한국이 왜

SBS문화재단은 우리 언론 발전을 위해, 지난 11월 1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국 언론학회와 공동으로,

능한지”를 물었고, 이정환 대표는 “요즘 언론이 독자의 눈치

미국 기업에 좀 더 평등한 경쟁 조건을 촉구하지 않는지 묻고

<사회적 갈등과 미디어>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1부와 2부로 나뉘어 열린 세미나에는 김춘식 한국 언론학회장, 박홍원

를 보는 경우도 있고, 뉴스를 어디로 어떻게 전달할지 모르

싶다며, 프랑스보다 더 강력하게 외국 기업에게 한국법을 따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선 주커먼 MIT미디어랩 교수, 이미나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이재국 성균관대

겠다는 언론사의 고민”을 전하며 언론이 메시지를 세상에

르라고 주장할 것을 부탁했다.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정환 미디어오늘 대표, 최수진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제임스 기어리 하버드니먼재단 부소장,
프랑스 저널리스트 카림 벤 켈리파, 이브 팔만 스페이스십 미디어 대표 등 국내외 미디어 전문가들이 참석해,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SBS문화재단은 3시간 동안 이어진 세미나를 요약, 주요 내용을 지면으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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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분노산업을 넘어서: 국민갈등 해소를 위한
솔루션 저널리즘의 실천

2부는 이미나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의 주제발표 <분노

리스트로 일한 이브 펄만 대표는 대화 저널리즘을 언급했다.

산업을 넘어서: 국민갈등 해소를 위한 솔루션 저널리즘의 실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 남부 사람들과 캘리포니아에서 클

천>으로 막을 열었다. 이 교수의 연구는 SBS문화재단 국가미

린턴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아 대화 저널리즘을 시도하며,

래의제 연구지원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저널리즘의 변화를 천천히 조절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며,

이미나 교수의 발제 후, 박홍원 교수의 사회로 제임스 기어

솔루션 저널리즘의 실천이 쉽지 않은 현실을 지적했다.

리 부소장, 저널리

토론자들은 솔루

스트 카림 벤 켈리

션 저널리즘에 대

파, 이브 펄만 대
표가 2부 토론을

해 느끼는 저항감
이미나 교수의 주제발표 요약

시작했다.
제임스 기어리 부
소장은 ‘솔루션 저
널리즘 접근방식

을 표현했고, 이미
나 교수는 이를 어

비판기능은 언론의 본질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비판 중심이 된
언론 보도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고, 미디어 수용자들에게 다른 접근이 필요하
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보도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고쳐져야 하는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를 보도해야 한다. 이것이 솔루션 저널리즘이다. 우리가 진행

느 정도 인정했다.
이 교수는 “솔루
션 저널리즘도 전

으로 보도했던 미

한 연구 분석 결과, 한국 사회는 노사, 빈부, 세대의 갈등이 심했고 특히 이념 갈

달자의 관점이 개

국의 지진과 총기

등이 가장 심각했다. 한국 사회에 희망을 느낀 것보다 좌절이나 분노를 느낀 사

입되어 있을 수 있

사고에 대한 언론

람들이 많았다. 이때 언론은 무엇을 했나, 무엇을 해야 하나 주목해야 한다. 실

고, 현재 모든 언

보도’를 예로 들

제 언론에 대한 신뢰를 조사한 결과 38개국 조사대상국에서 한국의 신뢰도는

론을 솔루션 저널

며, 솔루션 저널리

세 번째로 낮았고, 한국 뉴스에 대한 신뢰는 꼴찌를 기록했다. 현실적으로 한국

리즘으로 전환하

즘이 독자에게 얼

에서 솔루션 저널리즘 실천은 어렵다. 시간, 예산상 문제도 해결해야 할 이슈

자는 것”이 아니

마나 많은 영향을

다. 전반적인 솔루션 저널리즘 실천 모델이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 기자

라며, 그러나 많

미치는지 설명했
다. 또 사회경제적
정의를 위해 사법

개인의 네트워크와 취재능력에 의존한 기존 뉴스 취재와 보도방식을 탈피해야
한다. 대학에서는 미래 세대 언론인 교육을 하며 솔루션 저널리즘 교육을 해야
한다. 솔루션 저널리즘을 실천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운용모델도 필요하다. 언
론사는 미디어 비평의 형식으로 솔루션 저널리즘을 시작해야 하고, 언론 보도

은 언론인이 이것
에 공감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

제도의 문제를 폭

방식의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 오피니언 코너를 만드는 것도 좋다. 솔루션 저널

토론회 분위기는

로한 미국의 마셜

리즘을 실천하며 미디어 역할을 재점검해야 한다. 이것이 본질적인 미디어 개

점점 고조됐다. 토

프로젝트를 솔루

혁이다. 독자와 관계를 재정립하고, 소통하는 언론이 되어야 한다.

론자들과 객석에

션 저널리즘의 좋

서 활발한 질문과

은 예로 소개했다.

답변이 오갔다. 솔

저널리스트 카림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언급했다. “세계

루션 저널리즘에 관한 관심은 뜨거웠다. 박홍원 교수는 토론

는 지금 어떤 매체를 통해 뉴스를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전

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한국 언론 보도가 객관적인 관찰자를

달해야 임팩트 저널리즘을 보여줄 것인가”를 고민한다면서,

가장하면서 실제로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현실”을 언

솔루션 저널리즘을 실천하기 위해 뉴스룸과 기자가 긍정적

급하고, 외국인 토론자들이 한국 언론에 대해 오해하지 않기

인 관점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오랫동안 저널

를 당부했다.

18

19

SBS문화재단

미래와 인재
SBS Foundation
News Magazine

화제의 펠로우

‘최선의 진실’을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삶을 추구하다

지난 9월 30일, 여현교 채널A 기자가 제348회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
이화·SBS문화재단 프런티어 저널리즘 스쿨 11기를 수료하고, 2018년 9월
채널A 기자로 입사한 지 1년 만에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1년 차 기자가
사건을 발굴하고 주도적으로 취재에 참여해 상을 받은 드문 경우였다.
SBS문화재단은 여현교 기자를 만나 치열했던 그의 취재기를 들어보았다.

이달의 기자상 수상한 이화·SBS문화재단
프런티어 저널리즘 스쿨 11기 여현교 기자

Journalist
Yeo
Hyun
Gyo

“이달의 기자상은 저 혼자 받은 것이 아

한 그림이라고 설명했다. 탐사보도팀은

니라 채널A 탐사보도팀 기자 4명과 팀

미리 찍어온 현장 사진을 분석했다. 타

장, PD, 작가가 함께 받은 상입니다. 함

살 혐의는 없어보였다. 경찰발표도 그

께 취재하고 노력해서 받은 상이죠. 먼

랬다. 현장에서 발견된 통장기록을 봐

저, 제가 경찰에서 관악구 봉천동 아파

도 그랬다. 경찰이 먼저 아사로 추정했

트에서 모자의 사체가 발견됐는데, 새

고, 국과수에서도 아무런 타살 흔적이

터민으로 추정된다는 이야기를 입수했

없다고 발표했다.

습니다. 수습 때, 변사사건을 많이 봤지

숨진 모자는 탈북민 한○○ 씨와 아들

만 이건 좀 다르다는 감이 왔습니다. 아

김○○ 군. 탐사보도팀은 숨진 한 씨가

들의 나이가 5, 6세로 어렸고, 모자가 각

2009년에 탈북했고, 10년 후 아사체로

각 다른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새터

발견된 것에 주목했다. 그사이에 어떤

민으로 추정된다는 것 때문에 취재해야

일이 있었는지, 그녀의 10년 인생을 추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팀장한테 이야기

적했다. 한 씨가 탈북 초기에 운전면허

했고, 이은후 선배와 바로 현장으로 나

와 제빵사 자격증을 취득하며 의욕적으

갔습니다.”

로 살았던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녀와

현장은 악취가 너무 심했다. 주변 이웃

같은 해에 탈북해서 하나원에 들어갔던

을 취재했는데 죽은 모자에 대해 아는

동기들을 수소문해 찾았다.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 단절된 가구

“2009년은 탈북민이 3,000명이나 됐

였다. 폴리스라인이 쳐진 상태에서 창

던 대량 탈북이 일어난 해였습니다. 저

문 틈으로 집안을 살펴봤다. 악취는 코

는 한 씨 동기들을 만나서 그녀가 어떻

를 찔렀고, 특수청소업체와 함께 들어

게, 어느 지역에서 탈북했는지, 어떤 사

간 현장은 참혹했다. 집안 벽과 창틀, 문

람이었는지 취재했고, 이은후 선배는

틀에는 아들이 그린 낙서가 빼곡했다.

한 씨 통장기록에 있는 통영에 내려가

모두 입을 강조해서 그린 사람 얼굴들

그녀의 10년 인생 기록을 추적했습니

이었다. 심리상담사는 배고픔을 표현

다. 한 씨의 10년 인생 기록을 추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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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대량 탈북 이후 10년이 지났는

니케이션 미디어학부 이재경 교수의 강

해서 동기들보다 유리했습니다. 영상

데, 그동안 탈북민들이 어떻게 살아가

의를 듣기 전까지는 그랬다. 이 교수의

메커니즘을 잘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고 있는지, 어떤 제도가 부족해서 이 모

강의는 사회학도였던 그의 가슴에 기

이런 실무교육보다 FJS에서 저널리즘

자가 소외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취재해

자의 꿈을 심어주었다. 이재경 교수의

의 기본원칙을 배우고, 참된 언론인이

서 8월 12일에 보도했습니다.”

강의가 너무 재미있고, 교수님이 좋아

되는 길을 알게 된 것이 더 좋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시작한 취재 보

서 강의를 따라다니는 시간이 늘어날

도가 ‘이달의 기자상’으로 이어졌다. 상

수록, 갈등이 깊어졌다. 오랜 꿈이던 PD

앞으로 10년, 사회 곳곳을 돌며

을 받고 여현교 기자는 두 가지 마음이

의 길을 가야 할지, 새롭게 기자의 길로

마음에 담을 일을 찾고,

동시에 들었다. 과분한 상을 받은 것이

나서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래

그 길을 걷고 싶어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 누군가의 죽음

서 네덜란드와 독일로 교환학생을 떠났

을 보도해서 상을 받았다는 것이 가슴

을 때, 카메라를 메고 유럽 전역을 돌며

FJS PD반에서 1년을 수료한 여현교는

아팠다. 기자가 쓴 기사가 주목받고, 관

촬영을 다녔다. 여전히 마음을 정하지

그러나 원하는 언론사에 입사하지 못했

심을 받아야 사회에 변화를 일으킬 수

못했다. 그런 그에게 이재경 교수가 프

다. PD가 되는 길은 기자보다 좁았다.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의 기사가 관심

런티어 저널리즘 스쿨(FJS)에서 공부할

FJS 2학년에 진급한 그는 언론사 입사

을 받은 건 좋았지만, 그것 때문에 좋

것을 권했다.

를 위해 오랫동안 이어오던 갈등에 종

고 기쁘다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미안

“일단 PD에 관한 공부를 더 해보고 싶

지부를 찍었다. 방송기자의 길을 선택

했다. 그 마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어서 FJS 11기 PD반에서 공부했습니다.

한다면, 그가 원했던 시사 교양 PD와 비

PD반은 기자반과 수업이 달랐어요. 자

슷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기자가

기소개서와 기획안 쓰는 훈련과 동시에

돼서 세상을 더 배우고, 알고 나면 정말

영상 수업을 받았습니다. 제가 발표 울

원하던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있을 것

렁증이 있었는데, 조욱희 SBS PD님 도

같았다. 문제는 기자와 피디 사이의 괴

이화여대 사회학과 1학년, 여현교의 꿈

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PD반에서 영

리를 메우는 일이었다.

씩 커나갔다. 누군가와 각을 세우는 일이

본원칙을 생각한다. 이렇게 저널리즘의

은 다큐멘터리 PD였다. 2학년 때, 커뮤

상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채널A에 입사

“아직 기자 준비가 덜 됐던 저는 언론사

유난히 불편한 성격 때문에 경찰취재가

기본원칙을 지키는 기자로 성장하고 싶

필기시험에서 계속 탈락했었습니다. 그

힘들었고, 수원집까지 출퇴근이 힘들어

다는 여현교 기자의 미래가 궁금했다.

런데 기자반에서 공부한 지 6개월 만에

서 임시로 얻은 고시원 생활 때문에 우

“앞으로 10년은 제가 꿈꾸어왔던 대

기회가 왔습니다. 채널A에서 인턴 전환

울했지만, 그는 수습기자로, 사건팀 기자

로 사회 곳곳을 돌아다니며 어떤 부분

제도가 있었고, 필기와 면접을 합산한

로 경력을 쌓아갔다. 그리고 지난 7월, 강

에 힘을 쏟고 싶은지 찾고 싶습니다. 그

인턴시험에 운 좋게 합격했습니다. 전

력하게 원했던 탐사보도팀 기자가 됐다.

때쯤 한두 분야는 마음에 담을 것 같고

환용 인턴 40명이 6주간 인턴을 하며,

기자는 사건을 취재하며 사람을 만나는

요. 그다음에는 그 분야를, 그 이슈를 갖

매 순간 평가를 받으며 경쟁했습니다.

직업이다. 취재원들과 이런저런 일로

고 달려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0

상황을 즐기자고 마음을 다졌어도 스

부딪칠 때마다 그는 스승 이재경 교수

년 후에는 우리나라 언론 환경이 많이

트레스가 심했습니다. 40명 중에서 5

의 가르침을 떠올린다. “기자가 뉴스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기자와 PD의 분야

명만 최종합격할 수 있었으니까요.”

내보내기 전에 취재원에게 원고를 보여

가 허물어질 수도 있겠고요. 10년 후의

여현교는 6주간 인턴과정과 최종 공채

주며 검수를 받는 뉴욕타임스의 사례처

저를 지금 확실하게 그릴 수는 없지만,

시험을 거쳐 채널A 8기 기자가 됐다. 강

럼, 우리 언론도 실명취재를 하고, 취재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진실’을 사람들에

남 라인에 배치돼, 무섭고 엄한 선배 밑

원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거쳐, 왜곡 없

게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일을 계속하고

에서 혹독한 수련을 거치며 기자로 조금

는 보도를 해야 한다.”는 저널리즘의 기

싶습니다.”

	이재경 교수의 강연 그리고 FJS로
이어진 인연

탈북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제도가 부족해서
이 모자가 소외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취재해서 8월 12일에
보도했습니다.

10년 후의 저를 지금
확실하게 그릴 수는
없지만,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진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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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신진학자
연구지원사업

신진연구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디딤돌,
‘미디어 신진학자 연구지원사업’

SBS문화재단은 2018년부터 우리 미디어를 발전시키고자 젊은 미디어학자들을 선발, 연구비를 지원하는 ‘미디어
신진학자 연구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미디어 연구를 위해 올해도 SBS문화재단은 박진우 박사 등
9명의 미디어 신진학자를 선발, 지원한다.

박진우 박사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강사)

입문기
단순히 궁금했습니다.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유모차를 이끌고 촛불을 든 많은 사람을 보는 순간.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촛불
의 힘, 정치적 음모론과 같은 거대 담론 혹은 정치적 호기심은 아니었습니다. 질문은 생각보다 매우 단순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몇백만의 사람들이 이곳에 온 계기와 과정은 무엇일까? 누군가는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
과 함께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 뉴스를 보고 온 사람, 분위기가 궁금해서 온 사람 등등. 이런 저의 궁금증은 꼬리에 꼬리를 물
고 계속됩니다. 사람들은 왜 새로운 소문을 쉽게 믿는 것일까? 어떤 소문은 믿고, 또 다른 어떤 소문은 믿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소문들이 모이고 모여서 역동적인 여론이 생겨나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움직이는 생물과 같
은 사회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보고 싶었습니다. 구체적인 진로 혹은 향후 목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박사과정
진학을 통해 이런 갈증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도약기

Park
Jin
Woo

Doctor

탈진실(post-truth) 현상이 전 세계적인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이크 뉴스(fake news)의 생산과 확산이 사회적
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페이크 뉴스의 정보를 신뢰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페이크 뉴스를
구전하려는 의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페이크 뉴스 혹은 허위 정보가 가장 많이 유통되는 미디어 중 하나가 카
카오톡 단톡방이라 하는데 왜 하필 카카오톡 단톡방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박사과정 기간 중, 그리고 졸업한 현
재까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주위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뉴스 수용자의 잠재된 혹은
편향된 인식이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는 이용자가 스스로 구축한 네트워크 정보 환경 내에서 정보 교류가 일어나는 전통
미디어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널리즘 차원의 미디어 수용자 연구에선 정보의 신뢰도 및
구전 의도가 정보의 성격 혹은 고립된 개인의 심리적 결과물임을 전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저널리
즘 수용자 연구는 서로의 연결망으로 구축된 정보 환경 내에서 정보를 접하는 수용자의 국지적 정보 환경 인식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의 발전은 연구 분야를 막론하고 1000 피스의 퍼즐을 맞춰가는 많은 연구자의 노력의 산물이라 생각합니다. 미디어 학
계의 신진연구자로서 1000 피스의 퍼즐 맞추기 공동 작업에 참여하기 위한 첫걸음을, 디딤돌을 SBS문화재단의 <미디어 신
진학자 연구지원> 프로그램이 놓아주었습니다. 이제 퍼즐을 손에 들었으니 적합한 곳에 놓아 퍼즐 전체를 완성하는 작업에
동참해야 하겠지요. 젊은 학자의 패기와 도전정신으로 눈, 코, 입 중 하나의 부분을 완성해본다는 각오로 임해보겠습니다. 좀
더 좋은 퍼즐 조각을 위해 힘써 주신 SBS문화재단에 감사한 마음을 기억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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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제작과 보관 그리고
기록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다

2019 올해의 작가,
이주요
국립현대미술관과 SBS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2019
올해의 작가상> 최종 수상자로 이주요 작가가 선정됐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한 <올해의 작가상>은 SBS문화재단
예술 분야 사회공헌 주요 사업으로, 한국 현대미술의
가능성과 창의적 역량을 보여주는 작가들을 발굴하고
후원해 미술문화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상이다.

	2019년 11월 28일 오후 6시,
올해의 작가상 최종 수상 시상식 퍼포먼스

SBS문화재단은 후원 작가 4명에게 각각 4천만 원씩
상금과 작품 전시 기회를 부여하고, 올해의 작가로 최종

“2019 올해의 작가상 최종 수상 작가는 리…”

선정된 작가에게는 1천만 원의 추가 후원금을 지원한다.

심사위원장 더크 수누아르 벨기에 뷔일스 현대미술센터 관

SBS는 올해의 작가상 작가를 조망하는 다큐멘터리를

장이 최종 수상 작가를 호명했다. 환호의 박수가 터져 나왔

제작, 방영한다.

다. 앞줄에 앉았던 젊은 여자 작가가 무대에 올랐고, 시상식

이주요는 설치, 영상, 드로잉,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를

이 이어졌다. 꽃다발을 받아 든 그녀가 수상소감을 전하려는

포괄하는 작가다. 동시대적인 문제를 다루며, 패러다임을

듯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들었다. 조용한 그녀의 카리스

바꾸는 과감하고 영민한 시도를 보여준 작가로 평가받고

마에 술렁거리던 객석이 잠잠해졌다. 담담한 표정의 그녀가

있다. 심사위원장 더크 수누아르 벨기에 뷔일스

지그시 객석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어디선가 낭랑한 목소리

현대미술센터 관장은 이주요의 작품을 “작가 개인의

의 수상소감이 들렸다. 무대의 그녀는 미동도 없는데, 객석을

문제에서 출발해 미술 전반과 기관적 차원의 담론을

감도는 또렷한 목소리. 이주요 작가였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

끌어내고, 실천적 해결책을 제안하는 작품”이라며,

이 불편한 예술가, ‘작가의 인물보다 작품으로 평가받고 싶은’

“과잉생산 시대에 작품의 제작, 보관, 기록의 모든 과정에

예술가, 이주요가 선보인 이날의 시상식 퍼포먼스는 새로운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느낌의 시도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SBS문화재단은 이주요 작가를 만나, 그의 작품 이야기를

“대신 상을 받아준 친구는 타고난 퍼포먼스 자질이 있는, 미

들어보았다.

술 하는 친굽니다. 사실, 시상식 퍼포먼스를 하기까지 참 고민
이 많았습니다. 다른 후보 작가님들께 제일 죄송했고요. 제가
최종 작가로 상을 받은 건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한 상황
이었습니다. 예술작품은 하나하나가 모두 다르고 우열을 평
가할 수 없는 것인데,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되어버린 거
잖아요. 다른 후보 작가들과 함께 힘을 모아 전시를 만든 것
인데, 혼자 뽑혀나가서 칭찬을 받은 것 같아서 정말 불편했고
미안했습니다.”

Jewyo
Rhii

Artist

26

27

SBS문화재단

미래와 인재
SBS Foundation
News Magazine

삶은 누구에게나
힘든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2019 올해의 작가상 전시회,
예술가 주요리(Jewyo Rhii)를 바꾸다

예술가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극도로 불안한 적도
있었지만
그것을 견디는 것이
예술가의 일이기도
합니다.

이주요 작가는 설치미술가다. 4살, 5살 어린 시절부터 만들
기를 좋아했고 만들기에 몰입했던 그는 현대미술계가 주목
하는 예술가로 성장했다. 20여 년간,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을 오가며 많은 작품을 만들고 전시도 했다. 전시뿐 아니라 공
연, 출판 등 폭넓은 행보를 보이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그는 가변적이고 임시적이며 견고하지 않은 일상
재료들에 관심을 두는 작가고, 그것들의 심리적, 물리적 조합
과 사적인 경계와 공적인 경계가 교차되는 지점에서 사회와
그 주변부에 존재하는 것들에 가치를 찾는 작업을 해오고 있
다. 그의 대표작 <나이트 스튜디오>, <Two>, <Commomly

대리 수상 퍼포먼스가 펼쳐진 <2019 올해의 작가상> 최종 수상 작가 시상식

Newcommer>도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들이다.
그러나 이주요 작가가 <2019 올해의 작가상> 전시에서 선보
인 <Love your Depot>는 기존 전시회들과 달랐다. 전시장에
그의 작품은 없었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창작자가 아닌 기획
자였다. 다른 작가의 작품이 존재하는 전시회, 그러나 그 자체
가 곧 이주요 작가의 작품이 되는 <Love your Depot>의 탄

다른 후보 작가들과 함께
힘을 모아 전시를 만든 것인데,
혼자 뽑혀나가서 칭찬을 받은 것 같아서
정말 불편했고 미안했습니다.

이 되어 예술작품의 잠재적 소멸을 유예시키고, 존재를 지속
하게 하는 창의적인 제안이 실현되었다.

생 과정이 궁금했다.

<Love your Depot> 전시를 기획하고, 전시를 이어나가는 동

“서울시에서 젊은 작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후

안 이주요의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작품을 만들

배 작가인 박지혜 씨를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제게

때마다, 아침부터 저녁 9시까지 작업에만 몰두하느라 일상

이주요 작가 약력
학력
영국 런던 첼시 컬리지 조소과 석사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순수미술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서양화과 학사

‘전시가 끝난 작품을 어디에 보관하느냐’고 묻더군요. 그러면

명 중 1명으로 추천됐으니, 전시내용을 제안해서 응모하라는

의 삶에서 사라졌던 그가 이제 사람들 속으로 돌아왔다. 그

개인전

서 그녀가 작품을 전시하고 폐기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랫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직 준비는 덜 됐지만, 지금이 약속을 지

는 이번 전시회가 잠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전시로 끝

2017	《BARBED》, Wilkinson Gallery, 영국, 런던

동안 힘들게 작업한 작품을 열흘간 전시했는데, 전시 후에 작

킬 시점이라 생각하고 <Love your Depot> 전시 기획안을 냈

나는 것이 아닌 실제로 구현되도록 노력하는 중이다. 작품을

품을 빼기도 힘들고 보관할 곳도 없어서, 작품을 만들 때 썼던

습니다. 다행히 올해의 작가상 후보 작가로 선정됐고, 기획 내

만드는 과정부터 버려지는 과정까지 이해가 되는 제도를 만

톱으로 다 조각조각 썰어서, 전문 업체를 통해 버리는 비용마

용대로 전시도 잘 구현된 것 같습니다.”

들고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맑은 눈을 반짝이며 작품 이야

저 절약하려고 대형 생활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린 이야기

<Love your Depot>는 이주요 작가가 실제로 구현하고자 하

기를 하는 그에게 아티스트로서의 삶이 행복하냐고, 뜬금없

였습니다. 서글픈 이야기죠. 그런데 저는 후배에게 앞으론 나

는 미술관의 창고 시스템에 대한 견본 모델이다. 전시회가

이 물었다.

아질 거라는 말을 못 했습니다. 현실이 그러니까요.”

끝난 후, 갈 곳 없는 작품들을 보관하는 시스템을 효율적으

“삶은 누구에게나 힘든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예술가의 삶

후배 작가의 이야기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남의

로 만든 곳이다. 전시장은 크게 작품창고, 랩(방송국, 미디어

이 너무 힘들어서 극도로 불안한 적도 있었지만 그것을 견디

일 같지 않았다. 그의 현재이기도 했다. 그래도 선배로서 뭔

랩, 5층 타워), 콘텐츠 연구소이자 공유 창작소인 ‘팀 디포’로

는 것이 예술가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대로 예술가

가 해야 했다. 그는 후배 작가에게 약속했다. 돈도 힘도 없어

구성되어 있다.

로 못 살겠다고 무너지려는 순간에 극적인 기회가 찾아오더

서 도와줄 수는 없지만,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그는 조건이 좋지 않았던 제3 전시실의 특성을 살리느라 노

라고요. 그래서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빈털터리가 될 때까지

그렇게 뜬금없이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킬 기회가 생각보다

력했다. 고생 끝에 5층 타워를 만들었고, 타워 2층에 박지혜

또 예술을 합니다. 그만두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많

빨리 찾아왔다.

작가의 작품도 전시했다. 이렇게 <Love your Depot>는 작가

은 일로 힘들게 삽니다. 저는 예술로 힘들게 살고 있으니 영광

“작년 말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올해의 작가상 후보작가 12

들의 작품 보관 창고이자 창작과 공연이 가능한 새로운 공간

이고, 감동이고, 참 좋고 행복합니다.”

2015	《OF PICTURES》, Sophie’s Tree, 미국, 뉴욕
《DEAR MY LOVE》, Ursula Walbrol Gallery, 독일,
듀셀도르프
2014	《COMMONLY NEWCOMER》, 퀸즈뮤지움, 미국,
뉴욕
《JEWYO RHII, Wilkinson Gallery》, 영국, 런던
2013 《나이트 스튜디오》, 아트선재센터, 한국 서울
	《WALLS TO TALK TO》, MMK, 독일,
프랑크푸르트
	《WALLS TO TALK TO》, 반아베뮤지움,
네델란드, 아인드호벤
2012	《WALL TO TALK TO》, Ursula Walbrol Gallery,
듀셀도르프, 독일
2010	《Project》, 나이트 스튜디오, 이태원 스튜디오,
한국, 서울
주요수상
2010 제3회 양현미술상,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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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수업
행복한 시간
교사와 아이들 모두가

SBS문화재단

Kang
Shin
Hye

다. 그래도 좋았다. 여기저기서 와자작 와자작 과자를 먹으
며 열심히 작품을 만드는 아이들은 18살 고등학생이라기보
다 천진한 유치원생 같았다. 강신혜 선생님은 부지런히 아이
들 사이를 오가며 과자 그림을 카메라에 담았다. 20분 후, 과
자로 그린 아이들의 행복이 완성됐다. 강신혜 선생님은 미리
찍어둔 과자 작품들을 영상으로 보여주며, 2학년 4반 친구들
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인지, 언제 행복을 느끼는지 알아보
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과자로 그린 행복의 순간은 다양했다. 가족들과 크
리스마스를 보낼 때, 자동차 여행을 할 때,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들을 때, 화창한 날 바닷가에 누워있을 때, 친구들과

Teacher

눈사람을 만들었을 때, 좋아하는 사람과 눈이 마주쳤을 때, 손

수원 동원고등학교 2학년 4반의 행복 파티

을 잡았을 때, 지금 과자를 먹고 있는 행복수업시간, 등등. 각
자의 방법으로 행복을 생각하고 찾은 아이들을 보며 문득 행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생활과 윤리를 가르치는 강

복을 찾아 세계여행을 한 프랑스와 를로르의 책, 《꾸뻬 씨의

신혜 선생님이 커다란 비닐봉지 가득 과자를 들고 교실로 들

행복 여행》이 떠올랐다. 이미 교실 안에서 행복을 찾은 아이

어섰다. 4명씩, 6명씩 모여 앉은 아이들 책상에도 과자봉지들

들은 꾸뻬 씨처럼 세계를 떠돌며 행복을 찾을 필요 없을 것

이 보였다. 수업 시간에 과자라니! 경건한 ‘생활과 윤리’와 전

같았다.

혀 어울리지 않는 과자가 자꾸 신경 쓰였다.

행복을 이야기하는 아이들의 표정은 이미 최고의 행복을 느

“지금부터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과자로 표현해 보세요.”

낀 자들의 것이었다. ‘행복이란 자전거로 징검다리를 건너는

낭랑한 강신혜 교사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이들 얼굴에

것’, ‘행복은 집’,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SBS문화재단-서울대학교 교사행복대학은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다’는 신념으로 2014년 3월에 처음 문을 연,

달콤한 미소가 번졌다. 각자 준비한 과자에 선생님이 나눠

철학적인 이야기도 나누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그

국내 최초의 교사를 위한 행복심리학 집중 워크숍 프로그램이다. 매년 전국 초, 중, 고교 교사들이 행복대학에서

준 과자까지 쌓인 책상 위는 이미 맛있는 행복 파티가 시작

들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행복 수업이

공부하며 행복을 배우고, 학생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있다. SBS문화재단은 올해 처음 교사행복대학과 인연을 맺은 수원

됐다. 아이들이 신이 난 얼굴로 A4용지에 과자 그림을 그렸

끝났을 때, 아이들의 얼굴은 달콤한 과자만큼이나 말랑말랑

동원고등학교 강신혜 선생님과 제자들을 만나, 그들의 행복한 교실을 지켜보았다.

다. 작품을 만드는 것보다 입으로 들어가는 과자가 더 많았

행복해져 있었다.

30

31

SBS문화재단

미래와 인재
SBS Foundation
News Magazine

행복대학 새내기 강신혜, 이론으로 행복을 만나다

처럼 과자를 갖고 행복을 표현하는 수업이 있는가 하면, ‘돈
과 명예가 과연 행복의 전부일까?’라는 주제로 진지한 토론

“윤리 교사인 저는 그동안 다양하게 인문학 수업을 시도했었

을 벌이기도 했다. 이렇게 행복이론을 심도 있게 다루는 수업

습니다. 행복교육은 유치원 교사인 언니를 통해서 작년에 처

은 대학에서 윤리를 전공하고 호주에서 정치철학 석사를 마

음 알게 됐어요. 언니가 행복 수업을 했고, 아이들이 너무 즐

친 강신혜 선생님에게는 더 적합한 수업이었다. 아리스토텔

거워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저도 행복교육에 대해 자료를

레스나 칸트 등 다양한 철학자들이 이야기한 행복을 전해줄

찾아보고, 언니에게 조언을 얻어서 행복 수업을 해봤습니다.

수 있어서 더 좋았다.

작년에 여중에 근무할 때 처음 했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

“다음 수업에는 ‘감사하기 표현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아이

다. 행복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친구 간에 오해를 풀고, 닫혔

들이 언제, 왜 감사한지 고마움 리스트를 만들어서 표현할

던 마음이 열리고 관계가 회복되는 엄청난 효과가 생겼어요.”

때, 저는 그 모습을 촬영해서 함께 영상을 보며 이야기를 나

올해부터 수원 동원고등학교에서 ‘생활과 윤리’를 가르치게

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제 수업 아이디어는 대부

된 강신혜 선생님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도 행복 수업을

분 교사행복대학 동기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선생

하고 싶었다. 아니 대학 입시를 준비하느라 마음이 피폐해진

님들 모두 경력 10년 미만 젊은 교사라 그런지 의욕적으로 수

제자들에게 행복 수업이 꼭 필요하다 생각했다. 본격적인 행

업 방법을 올리고, 공유하고 있거든요. 오늘 한 행복 과자 수

복 수업을 하고자 그는 교사행복대학 11기에 입학했다. 그동

업도 교사행복대학 선생님들과 공유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안 행복교육 교재만 갖고 수업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심도 있
게 행복을 배운 것은 처음이었다. 우선 행복을 다양한 관점에

교사행복대학에서 공부하며, 더 행복해진 나날들

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행복을 이론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이 신기했다. 행복이론에 대해 배우고 나니 더 탄탄해진

행복수업을 시작하고, 강신혜 선생님과 제자들에게 신기한

느낌이었다. 교사행복대학에서 배운 것들을 아이들에게 알

변화가 일어났다. 행복 수업을 하기 전과 후가 확연히 달라진

려주고 싶은 욕심도 생겼다. 입시 준비에 시달리는 제자들에

것이다. 1학기 때, 수업은 입시 위주로 이루어졌었다. 아이들

게 하루빨리 행복 수업을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1학기 때, 교

은 서로를 경쟁자로 여겼다. 유인물을 공유하지 않으려고 했

과서 공부를 다 끝냈다. 2학기부터는 주 2회 모의고사 문제

고, 친구 관계도 자신의 이익과 성적 위주로 이루어졌다. 날

를 풀고, 일주일에 한 번은 인문이나 철학 수업과 함께 행복

카롭고 예민해진 아이들에게 강신혜 선생님은 지식을 전달

수업을 할 계획이었다. 문제는 행복 수업에 대한 학부모와 학

하는 교사일 뿐이었다. 2학기 들어 행복 수업이 시작되자, 교

생들의 편견이었다.

실 분위기가 느슨해졌다. 행복을 이야기하며, 제자들은 스승

“명문 동원고등학교는 면학 분위기가 정말 좋은 학굡니다. 그

을 지식 전달자가 아닌 삶을 함께 나누는 인생 선배로 생각

래선지 학부모와 학생들이 입시와 상관없는 행복 수업에 대

했다. 스승과 제자 사이도 친해졌고 자유로워졌다. 행복교육

해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제 교육관을 존중해달라

이 삶의 윤활유가 된 것 같았다. 아이들이 기뻐하고 편안해하

고 했습니다. 수능이나 현실적인 입시 제도를 무시하는 것도

며, 서로서로 소통하고 단합하는 모습에 강신혜 선생님은 희

아니고, 입시에만 매달리기에 너희들 나이가 너무 찬란하고

열을 느꼈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교사행

아름다운데, 우리가 행복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

복대학의 신념이 저절로 이해됐다.

야 하지 않겠느냐고요.”

강신혜 선생님은 제자들이 웃는 소리를 들을 때가 제일 행복

제자들은 “사실 선생님 수업이 즐겁다”며, 강 선생님의 교육

하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이 행복을 위해, 오늘도 내일도 그

관을 따라주었다. 이렇게 시작된 행복 수업은 한 달에 2번. 강

는 행복 수업을 이어갈 생각이다. 우리 아이들 모두가 행복해

신혜 선생님이 가르치는 2학년 다섯 개 반 학생 100명을 대

지기를 바라며.

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수업의 주제와 방법도 다양하다. 오늘

제 수업 아이디어는 대부분 교사행복대학 동기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경력 10년 미만 젊은 교사라 그런지 의욕적으로 수업 방법을 올리고, 공유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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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창
수
의
24시간 공연

<Why should?
Why should’nt?>

Park
Chang
Soo

문화 예술의 대중화와 젊은 예술가 양성을 돕고자 SBS문화재단이 2015년부터 후원하는 <하우스콘서트>는 관객과
연주자가 같은 높이의 마룻바닥에 앉아 오감을 열고 연주를 즐기는 작은 공연이다.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연주자와 관객이 모두 행복해지는 이 공연의 기획자이자 대표는 피아니스트 박창수다.
얼마 전, <하우스콘서트>에서 특별한 공연을 알려왔다. 박창수 대표의 24시간 연속 공연, <Why should? Why
shouldn’t?>다. <하우스콘서트>가 늘 새롭고 신선한 공연을 기획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24시간 공연은 정말
특별하게 느껴졌다. 더구나 올해가 처음이 아니란다. 작년에 박창수 대표가 혼자 공연했던 것에 이어, 올해는 게스트
연주자 24개 팀을 초청해 합동 공연을 한단다. 더 놀라운 것은 즉흥 공연이라는 것! 어떤 연주를 할지 협의 한 번 하지
않고, 리허설도 없이 즉석 공연을 펼친다는 것이다. 과연 가능할까 싶었다. 박창수 대표가 각각 24개 팀 연주자들과
어떤 협연을 펼칠지도 궁금했다. 문제는 공연장에서 24시간 공연을 지켜보는 것이었다. 밤을 새우며 공연을 볼 일이

Pianist

걱정이었다. 다행히, 그의 공연은 인터넷 채널로 생중계되었고, SBS문화재단은 우선 그의 24시간 공연을 영상으로
지켜보았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3시, 그의 23번째 공연이 열리는 도곡동 율하우스를 찾았다.

34

35

SBS문화재단

미래와 인재
SBS Foundation
News Magazine

3 p.m./ take 23: 박창수 ×추다혜, 이한주, 임희영,

은 재원이다. 일렉트로닉 기타리스트 이한주는 시각디자인

무대로 나와 춤사위를 펼쳤다. 소리꾼의 소리와 박창수의 피아

Kentaro Kujirai

을 전공한 미디어와 사운드 작업자고, 이화여대와 동대학원

노 그리고 이한주의 일렉트로닉 기타가 묘하게 조화를 이뤘다.

을 졸업한 임희영은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춤을 제시하는

일본과 한국의 춤꾼들은 즉흥 공연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율하우스 무대는 단출했다. 목재로 지어진 24평 공간에 피아

MUTDANCE 단원이다. Kentaro Kujirai는 일본 부토의 역사

환상적인 어울림을 자아냈다. 작은 공간을 휘저으며 큰 춤을

노 한 대가 달랑 놓여있었다. 하우스콘서트 무대가 그렇듯 객

라 불리는 아키라 카사이 댄스컴퍼니 멤버로 활동했고, 2015

추는 그들이 서로 부딪치지 않고 춤사위를 보여주는 것도 신

석은 따로 없었다. 마룻바닥에 앉거나, 1인용 의자가 몇 개 놓

년부터 다양한 분야의 퍼포머들과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

기했다. 어느새 박창수의 피아노가 게스트들의 공연을 뚫고 중

여있는 것이 전부였다. 공연은 매시 정각에 시작했다.

다. 부토란 일본 전통예술 ‘가부키’, ‘노’와 서구 현대 무용이 만

심에 서기 시작했다. 박창수가 연주에 몰입할수록 그의 열정을

오후 3시. 2시 공연이 끝나고 휴식을 취하느라 부산하던 객석

나 탄생한 아방가르드 무용의 한 장르다.

받아내기에 피아노가 버거워 보였다. 그렇게 26분간 단아하게

이 먼저 조용해졌다. 짧은 적막이 흘렀고, 박창수 대표와 게스

공연이 시작됐다. 게스트들이 뿜어내는 그로테스크한 분위기

펼쳐졌던 무대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죽은 이의 영혼을 위로하

트들이 입장했다. 따로 만들어진 무대가 없는 공간이 꽉 찬 느

가 무대를 압도했다. 소리꾼 추다혜의 소리는 특별했다. 작은

는 진혼곡을 보는 것 같았다. 피아니스트와 춤꾼, 소리꾼 그리

낌이었다. 그의 23번째 공연 게스트는 소리꾼 추다혜와 일렉

체구에서 울림이 크고 긴소리가 흐느끼듯 퍼져 나오자, 일본

고 기타리스트는 조금 전에 만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

트로닉 기타리스트 이한주 그리고 MUTDANCE 단원 임희영

부토 무용가 Kentaro Kujirai가 흐느적흐느적 춤을 추기 시작했

로 완벽한 즉흥 공연을 창조했다. 30명 남짓한 관객은 그들이

과 일본 부토 무용가 Kentaro Kujirai였다.

다. 음울한 무대 분위기가 전형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관

빚어내는 하모니에 압도되어 숨을 죽였다.

서울예대와 중앙대에서 민요와 노래연기를 공부한 소리꾼

객에게는 생소했다. 전위예술을 보는 느낌인데, 이상하게 편안

“박창수 대표의 24시간 즉흥 공연은 첫 타임부터 관객이 많았

추다혜는 씽씽밴드 보컬이었고, 경기국악제에서 대상을 받

했다. 박창수의 피아노가 합세했다. 무용가 임희영이 난입하듯

습니다. 새벽 3, 4시에도 관객이 많았고요. 박창수 대표는 현

초대 게스트와
교감에
근거해서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게스트 중엔
즉흥연주가 처음인
분들도 많았고,
그런 연주자들이
참여했다는 것이 더
의미 있었습니다.

대음악 중에서 가장 전위적인 음악을 하는 분입니다. 실험과
도전을 멈추지 않는 작곡가고요. 그의 연주는 폭발적인 에너
지를 갖고 있어서 관객들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편입
니다. 평소에 박창수 대표는 말소리도 행동도 조용한데, 피아
노 앞에서 연주할 때는 야수처럼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들어
서 예쁜 음악은 아니지만 아름다움이 정형화된 것이 아니기
에, 박 대표의 연주를 좋아하고 들으러 오는 관객들도 많습니
다. 이번 공연도 24시간을 함께 하는 관객들이 몇 분 계세요.”
강선애 하우스콘서트 수석매니저는 박창수 대표의 연주를
난해하면서도 서정적이라고 표현했다. 박 대표의 24시간 공
연을 지켜보는 그의 얼굴에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24번

그의 연주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관객들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편입니다. 평소에 박창수 대표는
말소리도 행동도 조용한데, 피아노 앞에서 연주할 때는
야수처럼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째 마지막 공연까지 30분 정도 시간이 남았다. 마지막 공연

창수 대표의 피아노와 프리 뮤지션 강태환의 알토 색소폰의

게스트는 색소포니스트 강태환. 세계 프리뮤직 계의 거장이

따로 또 같이 연주가 23분 동안 이어졌다. 난해하지만 서정

다. 공연 대기실에는 박창수 대표와 노장의 프리 뮤지션 강태

적인 마지막 무대였다. 조용한 감동의 물결이 객석을 휘감았

환이 낯선 타인처럼 조용히 앉아만 있었다. 연주를 위한 사전

다. 즉흥연주 대가들의 무대를 지켜보는 관객들의 얼굴에 행

준비는 전혀 없었다. 지금까지 다른 게스트들도 그랬단다. 어

복한 미소가 번졌다.

떤 연주를 어떻게 할지, 서로 비밀을 지키려는 사람들처럼 침

공연이 모두 끝났다. 프리 뮤지션 강태환이 퇴장하고, 박창

묵을 유지하고, 무대에서 그 열정을 풀어놓았단다.

수 대표가 그의 피아노 곁에 섰다. 열정적으로 피아노를 연
주할 때와 달리, 박 대표는 작고 여린 목소리로 공연을 마친

4 p.m./ take 24: 박창수 ×강태환

소감을 전했다.
“작년에는 솔로로 24시간 공연을 했고, 올해는 게스트를 초

드디어, 박창수 24시간 공연의 마지막 무대가 시작됐다. 박

청해서 24시간 공연을 했습니다. 원래 공연은 솔로보다 듀

36

37

SBS문화재단

미래와 인재
SBS Foundation
News Magazine

엣이나 트리오가 편하거든요. 이번 공연은 게스트들이 계

로 무대가 채워질지, 러닝 타임이 얼마나 될지 몰랐고요. 초

에 쉬면서 눈을 붙일 수 있었거든요.”

끝낸 기쁨에 들뜬 모습이었다. 그러나 무대 뒤에서 만난 박창

속 바뀌니까 새로운 느낌으로 공연이 이어지고, 24개의 공

대 게스트와 교감에 근거해서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게스

관객들이 모두 돌아간 시간, 하우스콘서트 식구들이 부지런

수 대표의 표정은 담담했다. 왜 이렇게 24시간이나 계속되는

연이 모여서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에 중점을 두었

트 중엔 즉흥연주가 처음인 분들도 많았고, 그런 연주자들

히 뒷정리를 시작했다. 박 대표의 공연을 함께하느라 24시간

무모한 공연을 기획했는지 물었다.

습니다. 일체 협의 없이 무대에 올랐기에 각각 어떤 에너지

이 참여했다는 것이 더 의미 있었습니다. 솔직히 제게는 작

이상 잠을 못 잤을 텐데, 생동감이 넘쳤다. 성공적으로 공연을

“우리 사회는 너무 가벼워져 있습니다. 현대화될수록 깊이 생

우리 사회는 너무 가벼워져 있습니다. 현대화될수록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배제되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한 시간짜리 공연을
던지는 것보다 짧은 것에 익숙해진 우리 사회에 이렇게 긴 호흡으로 가는
공연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년보다 힘든 무대였지만, 함께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

후 5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 24시간 동안 박창수 대표

각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배제되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혼을 한 연주자에게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립니다.”

의 공연을 지켜본 열성 관객 중 한 명이었다.

그래서 생각하고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한

물었다.

“모든 공연이 다 좋았습니다. 다 특색 있는 즉흥 공연이었으

시간짜리 공연을 던지는 것보다 짧은 것에 익숙해진 우리 사

“우선 밥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연 24시간 전부터 밥을

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박창수

회에 이렇게 긴 호흡으로 가는 공연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48시간째, 음료수만 마시고 버텼습니

의 음악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음악가가 있다

었습니다.”

다. 우선 밥 먹고, 씻고 자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래

박창수 대표의 24시간 공연이 모두 끝났다. 마지막 인사를 하

는 사실에 감사하고요. 꼬박 하루 동안 공연을 보는 일도 힘들

가까이 앉아서 보니 박창수 대표의 손가락마다 테이프가 감

야 다음 음악을 준비하겠지요?”

는 그에게 쏟아지는 박수 소리가 특별하게 들렸다. 동탄에서

지 않았습니다. 24시간 공연이었지만, 공연은 매 시각 정시에

겨있었다. 연주하느라 손가락 여기저기 물집이 생겼고, 그게

온 현지숙 씨의 얼굴엔 아쉬움이 가득했다. 그는 11월 1일 오

시작해서 30분 정도, 짧게는 15분 정도였기에 공연 사이사이

너무 아파서 테이프를 감고 피아노를 쳤다고 했다. 부상 투

24시간 계속된 무대가 모두 끝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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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서암 장학생

서암 윤세영 재단이
가르쳐준

‘공익’을 위한
삶

2019년 9월 1일 저녁 6시. 서암 장학생

고시 준비 2년 만에 일반토목직 5급 행정고시에

박태현(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4학년)은

최종 합격

춘천의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

Park
Tae
Hyeon

있었다. 그날은 춘천 사시는 부모님의

“2차 합격소식은 울면서 알렸지만, 3차 최종 합격은 활짝 웃

이삿날이었다. 이사를 돕고자 춘천에

으며 부모님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솔직히 최종 합격까지 많

왔던 그는 분리수거장에서 이사하며

이 떨렸고 긴장했었습니다. 고시 2차에 합격하면 다 붙는다

생긴 쓰레기를 버리고 있었다. 그때,

고 생각하지만, 1.3배 수로 합격자를 뽑기에 불합격할 수도

스마트폰에 진동과 함께 문자가 떴다.

있거든요.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나,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다행히 박태현은 3차 시험까지 무사히 통과했고, 지난 10월

<2019년도 5급 공채 제2차 시험 합격자
공고가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게재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예정보다 빠른 발표였다. 전혀 예상치
못한 문자에 놀라 온몸이 떨려왔다.
정신이 혼미해지며 비밀번호까지
헛갈렸다. 작년에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던 터라, 더 초조했다. 합격 여부를

Student

확인하는 짧은 순간,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1일, 2019년도 국가 일반토목직 5급 행정고시에 최종 합격했
다. 행정고시 준비를 시작한 지 꼭 2년 만이었다. 그런데 왜
하필 고시였을까? 건설환경공학을 전공한 공학도가 굳이 공
무원의 길을 선택한 배경이 궁금했다. 어쩌면 안정적인 직업
을 원했을 거라고, 지레짐작하며 그의 속내를 들었다.
“솔직히 저는 공무원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몰랐고, 그런 이유
로 공무원을 선택한 건 아닙니다. 대신, 누군가 제게 왜 공무원
이 되려 하느냐고 물으면, ‘공익’ 때문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막연하게 ‘공익’에 기여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 서암 윤세영 재단으로
부터 혜택을 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결과는 합격이었다. 와락 눈물이 솟았다.

공익(公益)이란 공공의 이익, 즉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쓰레기를 부여잡고 한참을 울었다. 겨우

말한다. 고등학교 때부터 서암 윤세영 재단과 인연을 맺어온

정신을 차린 박태현은 서둘러

그는 자연스럽게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며 성장

분리수거를 하고, 집으로 올라가

했다. 어떻게 해야 서암 윤세영 재단에서 받은 혜택을 남에게

가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 늦둥이

돌려주며 ‘공익’을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한때, 기업가

막내아들의 행정고시 합격소식에

가 되어 사회나 교육적으로 도움을 주는 재단을 설립하려는

가족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기쁨의

꿈을 꾸기도 했다. 창업을 도모해보기도 했고, 대학원 진학이

눈물을 흘렸다.

나 전문자격증을 취득해서 ‘공익’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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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기도 했다. 그와 동시에 박태현은 끊임없이 자문했다. 자

“서암 장학생으로 참 많은 혜택을 받아서 일까요? 저의 가치

신이 진정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신이 선택한 길을 후회 없

관의 근원은 서암 윤세영 재단과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서

이 걸어갈 수 있을지를. 그리고 깨달았다. 그가 추구하는 진

암 장학생 친구들과 만나며 많은 것을 배우고, 긍정적인 자

정한 삶은 돈도, 편리한 생활도 아닌, ‘사회 공익’이라는 것을.

극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봉사활동이

그는 현실적으로 ‘공익 실천’이 가능한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

제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서암 윤세영 재단 덕

다가 행정고시를 떠올렸다. 무슨 일이든 성실하고 책임감 있

분입니다.”

게 하던 그에게 공무원은 적성에 꼭 맞는 일이었고, 공익을 추

서암 윤세영 재단 덕분에 습관처럼 ‘봉사’를 하게 됐다는 이

구하는 공직생활에서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야기를 할 때, 그의 눈빛이 참 다정했다. 행복해 보이기도 했

그는 험난한 고시 공부의 길로 성큼 들어섰다.

다. 그동안 고시를 준비하느라 소홀했던 신림 종합복지관에
서 다시 봉사를 시작할 거라며 웃었다. 문득 ‘공익’을 실천하

짧고 굵게 빨리 끝내자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

고 싶은 꿈을 향해 첫발을 디딘 박태현의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이 궁금했다.

“기술행정 분야는 일반 행정 분야와 달리 고시를 준비하는 학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적인 공무원, 공학적 지식도 뛰어난 전

원이 없습니다. 시험도 매년 다른 유형이 나오고, 공부할 양

문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은 제 전공인 사회

도 많아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무조건 열렬히 공부하는 방

기반시설에 대한 일을 할 텐데요. 교량과 같은 대형시설의 안

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9시부터 밤 10시 반까

전문제라든지, 씽크홀 같은 지하시설물 관련된 문제를 해결

지 도서관에서 죽어라 공부했고, 고시를 준비하는 친구, 후배

하도록 더 많은 전문지식을 쌓도록 매진할 겁니다. 그래서 10

들과 스터디를 결성해서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고시 준비를 시작하고 박태현의 일상은 매일매일 똑같았다.
잠자는 시간만 빼고 공부에만 매달렸다. 2년간 이렇게 공부
에 몰입하다 보니 몸과 마음이 지쳐갔다. 고시 공부는 짧고 굵
게, 빨리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죽기 살기로 공부에 매진했다. 힘들 때마다 고생하시는 부모

년, 20년 후에는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에 대해 직접 관련된

서암 장학생 친구들과 만나며 많은 것을
배우고, 긍정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봉사활동이 제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서암
윤세영 재단 덕분입니다.

정책을 시행하고 법안을 입안하는 전문가가 되어있을 겁니
다. 물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는 삶을 살 거고요.”

님을 생각하며 버텼다.
진인사대천명이었다. 하늘은 최선을 다한 그가 꿈을 이루는
것을 허락했다. 행정고시에 최종 합격한 그는 내년 5월부터
연수원에서 4개월 동안 중앙연수를 받고, 다시 4개월간 지방
연수를 받은 뒤 중앙부처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서암 윤세영 재단과 함께한 7년,
사회공헌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준 시간
서암 장학생으로 살아온 7년간 박태현은 참 많은 것을 배우
고 느꼈다. 서암 윤세영 재단은 그에게 사회공헌에 대한 가치
를 부여해주었고, 훌륭한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주었다. 인
문학 세미나와 인문학캠프에 참여하며 지식세계를 넓힐 기
회를 제공했고, 봉사하는 삶의 가치도 알게 해 주었다.

10년, 20년 후에는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에
대해 직접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고 법안을
입안하는 전문가가
되어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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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암 장학생
새내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내기 서암 윤세영 재단 장학생 이유민입니다. 제가 서암 윤세영 재단 장학생이 되다니, 제 인
생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서암 장학생이 되어서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하고, 경제적 걱정
없이 봉사활동까지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새내기 장학생으로 처음 장학증서를 받고, 서암 윤세영 재단과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저는 참 많은 것
을 느꼈습니다. 우리 장학생들을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로 맞아주시고, 인생의 길라잡이가 될 당부의 말씀
을 해주신 이사장님과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노력과 성찰을 통해 훌륭한 업적을 이룬 두 분을 보면서
저도 항상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장학생 선후배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가치관을 공유하며
서로의 계발에 기여해 멋진 대학생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노력하고
성장하겠습니다

오찬을 즐기며, 서암 윤세영 재단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암 장학생들은 봉사활동을 하며
나눔을 실천해야 하고, 인문학 세미나와 인문학 캠프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문계열을 전공하며 누
구보다 인문학에 관심이 많은 저에게 인문학 프로그램은 서암 장학생으로서 누리는 특권처럼 느껴졌습니
다. 돈을 주고도 참석하기 힘든 인문학 세미나와 인문학 캠프에 참여할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은 줄 모릅니다.
서암 윤세영 재단이 ‘장학생들 간의 친목’을 장려하는 것도 인상 깊었습니다. 장학생 선후배가 대학 동문들
처럼 유대감을 갖고 교류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니 참 신기했습니다. 훌륭한 선배님들께 좋은 기운
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속으로 신나기도 했습니다. 더 멋진 일은 장학생들과 MT를 가고, 송년회 등을 통
해서 친목을 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학생들끼리 선의의 자극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회
가 될 때마다 장학생 선후배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가치관을 공유하며 서로의 계발에 기여해 멋진 대학생
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서암 장학생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
솔직히 아직 서암 윤세영 재단 장학생이 된 것이 실감 나지 않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렇게 큰 선물을 받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너무 행복한 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장학금이 헛되지 않도록 저
자신뿐 아니라 더 나아가 타인, 사회를 위해 학업에 정진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서암 윤세영 재단의 장학금은 우리 장학생들이 사회에 공헌할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서암 장
학생인 저는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더 노력하고 성장할 생각입니다. 서암 장학생으로서 책임감
을 느끼고 타인과 공동체에 기여하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도 해 봅니다.
앞으로도 서암 윤세영 재단과 좋은 인연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근면하고 성실한 생활 태도로 대학 생활
을 마치고,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서암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게 과분한 기회를 주신 서암 윤세영 재단에 감사드립니다.

이유민(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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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암 장학생
교환학생기

대한민국 서울에서 미국 오리건주로

그러나 일방적으로 강의를 듣던

교환학생을 떠났을 때, 마치 서울

한국에서와 달리 미국은 활발한 토론

쥐가 시골로 내려간 기분이었다.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10주간의

사실, 교환학생의 삶은 여행뿐 아니라 매 순간이 소중한 경험의 연속이었다. 샐러

서울과 달리 오리건주는 가까운

한 학기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다.

드 가게에서 샐러드를 주문하는 사람을 처음 봤을 때도 그랬다.

편의점도 15분이나 걸어가야 했고,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는 학습방식이

“양상추, 당근, 양파, 방울토마토, 오이 넣어주시고, 고수는 많이, 그리고 올리브는

쇼핑몰에 가려면 반드시 차가 필요한

새로웠고 효율적이라 흥미진진했다.

조금만 넣어주세요. 음, 프로틴은 없어도 되고, 드레싱은 이탈리안으로 주세요.”

곳이라 그렇게 느꼈던 것 같다.

나는 오리건주 생활에 빨리 적응했고,

참 당혹스러웠다. 샐러드 하나 주문하면서 무슨 요구가 저리도 많을까 생각했다.

처음엔 정말 불편했지만, 곧 새로운

미국 다른 도시들과 중남미 나라들로

이런 주문법이 낯설었던 나는 음식 주문이 어렵고 불편하기도 했다. 그런데 시간

매력을 찾을 수 있었다. 오리건주의

눈을 돌릴 여유까지 생겼다. 특히,

이 지나며 불편하던 이 주문법이 미국인들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법

산과 폭포, 바다, 호수 그리고 공원을

중남미로 떠났던 경험은 내게 평생

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미국은 개인주의가 만연한 나라다. 하지만 이곳의 개인주

돌아다니며 하이킹, 트레킹, 캠핑,

잊히지 않을 추억을 선물했다.

의는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아니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래프팅 등 자연과 가까이하는 경험을

무궁무진한 매력의 멕시코, 아날로그

다름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국의 개인주의였다.

하게 된 것이다. 한국에서 도심을

세계의 쿠바, 마추픽추의 나라

한국에 있을 때는 나는 내게 쏟아질 불편한 시선과 비난이 무서워 남들과 달라 보

벗어나지 못했던 나에게 모든

페루, 우유니 사막의 볼리비아까지.

이지 않기 위해 개성을 살리기보다 평범을 추구했다. 물론 미국인처럼 당당하게

순간순간이 정말 값지고 즐거웠다.

새로운 곳으로의 여행은 도전이면서

내 취향을 요구하며 샐러드도 주문하지 못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

사실, 오리건 대학교에서 공부는

동시에 즐거움의 연속이었다. 새로운

랐기에 말하지도 못했다. 그런 나를 돌아보며 내가 나를 잘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

타이트한 일정의 연속이었다.

문화를 접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았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시간은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며,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2학기 제인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이야기하면서 넓은 세상을 나의

싫어하는지,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고민하고 깨닫는 소

3학기 제였고, 수많은 리딩과 퀴즈,

무대로 만드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

중한 시간이 되었다.

다양함이 넘치고, 다름이 존중받는 나라, 미국

과제들이 항상 휘몰아치듯 주어졌다.

나를 찾고,
나를 키웠던
시간
미국
오리건주에서
보낸 1년

작은 봉사였지만, 한국을 대표해 외국인들이 한국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사실에 마음 뿌듯했다.
미국에서도 계속되는 나눔의 실천
교환학생으로 오리건에서 생활하는 동안 서암 윤세영 재단에 감
사하는 마음이 더 깊어졌다. 서암 윤세영 재단이 있었기에 등록
금 걱정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미국으로 떠날 수 있었고, 해외에
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소중한 기회도 얻었다. 그래서 내가 재
단에서 받은 도움을 누군가에게 돌려주는, 또 다른 나눔을 실천
하고 싶었다. 오리건주 유진 farm에서 봉사했고, 아시아 이민자
들이 주축이 돼서, 서로 다른 문화를 체험하는 행사 Asian Celebration에서 외국인들에게 한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봉사활동
도 했다. 작은 봉사였지만, 한국을 대표해 외국인들이 한국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사실에 마음 뿌듯했다.
이렇게 미국에서의 1년은 나를 키운 시간이었다. 서암 장학생으

박정하(고려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로 자부심을 갖고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던 시간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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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학장학생
봉사활동기

마지리에서
벽화 그리기 봉사
백승준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3학년

올해부터 체계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자 교내 봉사동아리
기브(GIV)에 가입했습니다. 기브의 봉사활동은 다양합니다.
유기견, 유기묘 보호 봉사와 지역 아동들을 위한 교육봉사, 벽
화 그리기 봉사 등등. 저는 그 가운데 벽화 그리기 봉사를 선
택했고,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벽화마을에서 열심히
벽화를 그렸습니다.

2년째 계속되고 있는 ‘벽화 그리기’,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다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는 기브에서 2년 전부터 벽화 그리기를
하며,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마을입니다. 마을 곳곳에
는 이미 예쁜 벽화들이 그려져 있지만, 아직 벽화를 그려야 할
곳도 많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저는 먼저, 동아리 일원들과 함
께 깨진 벽을 보수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멋진 벽화를 그
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부서진 벽을 메꾸고 낡고
부서진 콘크리트를 떼어냈습니다. 지난 2년간 군대에서 비슷

2019년
서암 윤세영 재단

한 작업을 했던 터라 수월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허리 높이의
넓은 벽면을 다듬는 작업은 생각보다 버거웠습니다.

봉사활동기

하나의 벽화를 완성하기까지, 우리는 여러 번 마을을 방문하
며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제 손길이 벽에 닿
아 아기자기한 그림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은 행복했습니다.
예술 쪽으로 진로를 정한 제게는 정말 꼭 맞는 봉사였습니다.
지역주민 어르신들이 애정 어린 목소리로 고맙다고 하셨을

서암 윤세영 재단 장학생들은 항상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봉사하며

때는 가슴이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을 어르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봉사’는 가장 중요한 철학이

신들의 격려 속에서 벽화를 완성했습니다.

되었습니다. 올해도 서암 장학생들이 보내온 ‘봉사활동 보고서’ 가운데 3편을

사실, 벽화 그리기 봉사는 그동안 제가 해왔던 실내 봉사와 크

선정, 봉사를 실천하는 현장을 공개합니다.

게 달랐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땀 흘리며 작업하는 봉사여서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조원
들과 끈끈한 정도 느꼈습니다. 진정한 땀의 가치를 찾게 해 준
벽화 그리기는 정말 재미있고 신나는 봉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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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가게’에서

배운 삶의 지혜
박창준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1학년

저는 ‘아름다운 가게’에서 업무지원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
아름다운 가게’는 많은 기증자가 가게로 직접 가져온 옷, 신

8번의 만남, 그리고 진정한 나를 찾는 여정

발, 운동용품 등등 다양한 물품들을 기증받아서 운영하는 곳

이번 멘토링 봉사는 그동안 제가 했던 수많은 봉사보다 뜻깊

입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기증한 신상품도 있지만, 대부분은

었습니다. 그동안은 학습적인 부분에 치중하느라 멘티들과

쓰던 물품들을 기증받는데, 가게는 기증받은 물품들을 본부

아주 친해지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함께 인생에 관해 이야기

로 보내서 새 상품처럼 만든 다음 다시 받아와 판매하고, 수

를 나누고 문화생활을 하면서 멘토와 멘티가 아닌, 동네 언니

익금을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곳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사회

나를

와 동생처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적 약자를 도우며 자원 재활용까지 하는, 이름처럼 참 아름다

우리는 총 8번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1주 차에는 연세대학교에

운 가게입니다.

찾아

서 첫인사를 나누고, 학식을 먹으며 간단한 소개를 나누었습니
다. 2주 차에는 배드민턴을 함께 치며 친해졌고, 운동 후 함께

사회적 약자를 돕고, 자원 재활용까지 하는 아름다운 가게

밥을 먹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주 차에는 연세

솔직히 아름다운 가게에서 봉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대학교 탐방을 하며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했고, 4주 차에는 중

했던 교육봉사나 도서관 도서 배열처럼 단순하지도 않았습

간고사에 맞춰 과목별 공부법과 문제 풀이를 하며 학습적으로

니다. 옷이나 기타 물품들을 배열하는 일은 문제가 없었지만,

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돕기도 했습니다. 5주 차에는 대학로에

손님들을 상대하는 일이 힘들었습니다. 아직 사회 경험이 없

서 뮤지컬 <빨래>를 보고, 이주노동자들과 가난에 대해 진실

는 제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유연하게 대하는 일은 버거웠

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6주 차에는 인생 그래프

습니다. 손님들과 1대 1로 마주하며 계산을 하는 일, 기증품을

를 그리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논의하는 중간점검 시간을 가

받는 일에도 서툴렀습니다. 손님들의 질문에 적절하게 답하

졌습니다. 7주 차에는 멘티들의 진로에 맞춰 활동을 계획해서

지 못해서 다른 봉사자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봉

저는 법인 ‘함께 나누는 세상’에서 진행하는 봉사 프로그램 ‘

진행했고, 마지막 8주 차에는 한강에서 산책을 하며 추억을 쌓

사를 하는 틈틈이 다른 봉사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았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에 참여했습니다. ‘나를 찾아 떠나는

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봉사 후반에는 처음에 느꼈던

여행’은 내가 누구이고 어떤 꿈을 갖고 있으며, 미래의 희망을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은 정말 빨리 흘렀습니다. 다양한 활동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발견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과 속 깊은 대화를 통해 우리는 함께 발전할 수 있었고, 봉사

이제 제법 아름다운 가게 업무에 익숙해져서일까요? 앞으로

미래를 향한 분명한 이유와 목표를 찾고 자발적으로 삶을 개

라기보다 진정으로 나를 찾아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도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

척해 나갈 수 있게 하는 활동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같았습니다.

회에 지속해서 기여하는 서암 장학생이 되고 싶습니다.

떠나는 여행
이재원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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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장의
사진

박준상(FJS 프렙스쿨 4기 /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현정(2014년 SBS문화재단 극본공모 당선작가)

황재동(서암 장학생 /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이홍희(서암 장학생 /서울대 약학기본과정)

올 한 해 갈 곳을 잃어 방황하고 있을 때,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늘
엄마였다.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고, 내 청춘을 변함없이 응원해주
는 엄마. 엄마의 생일축하 손편지 덕에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다.

함께 일하는 분들과 제주도 따라비 오름에 갔을 때의 사진입니다.
카메라 하나에 나이 많은 어른들이 참 즐거워하고 있네요. 따라비
오름은 기대했던 만큼 아름다웠고, 기대 이상으로 즐거워서 여태 쌓
여 온 많은 고민이 씻겨 내려간 곳이었습니다.

지난 2월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SPIE Medical Imaging 학회에 참석
해,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비록 제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첫 국
제학회 참석이었고 첫 논문발표였습니다. 올해 가장 의미 있는 일
이었습니다.

지난 9월, 제가 사회복지 유공자로 선정되어 서초구청장 표창을 받
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행한 멘토링 봉사가 우수사례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서암 윤세영 재단의 봉사 지원 사업이 없었다면 불가능
했을 일일 겁니다. 앞으로도 제가 받은 도움을 남들에게 베푸는 참
된 장학생이 되겠습니다.

최수진(2015년 SBS문화재단 극본공모 당선작가)

유성미(2019년 SBS문화재단 극본공모 당선작가)

김성산(서암 장학생 / 고려대 경제학과)

김정우(서암 장학생/ 서울대 불어교육과)

가을의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무서워서 눈은 감고 있었어요. 여행은
다시 갈 수 있지만, 인생은 한 번뿐이니 숨지 말자는 생각이 드네요.

대체 또 어떤 대상에게 이렇게 무한한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한
다. 15년 동안 한순간도 미울 때가 없었던 사랑하는 나의 반려견 또
아. 무지개다리를 건넌 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부르면 달려 올
것만 같다.

태국 파타야에서, 친구들과 숙소 수영장에서 수영하다가 찍은 사
진입니다. 우리, 앞으로 이렇게 멋진 경치를 보면서 살자고, 고난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힘을 모아 인생을 살아가자고, 파이팅하면서요!

올해 11월, 한국 컴패션에서 자선 축구대회를 열었습니다. 저희 팀이
우승했고, 저희 팀 이름으로 후원금 4,700만 원을 태국에 기부했습
니다. 제가 직접 기부한 것은 아니지만, 일상에서 벗어나 취미활동
을 즐기다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던,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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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트

코펜하겐의 악몽

내 인상이 별로였나? 아니면 호, 혹시 한나가 인종차별주의자? 유색인종에게 적대감을 느끼는
인간인가, 하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

원소영 / 방송작가 <느리게 살아서 즐거운 나날들> 저자

한나는 교묘하게 나를 홀대했어. 분명히 데보라가 친구를 데려가겠다고 말했을 텐데,
나를 완전 불청객 취급하더라. 데보라에겐 포근한 이불을 주면서 내겐 거칠거칠한 담요 한 장만
한나의 집을 나와 인어공주 동상으로 가는 버스를 탔어. 괜히 코펜하겐에 왔다고 후회하면서 말이야.

주었고, 내가 샤워를 하고 나오자마자 욕실 청소를 대대적으로 하는 거야. 은근 기분 나쁘게 말이야.

발걸음이 완전 천근만근이었어. 너도 알지? 내가 원래 ‘소탐대실’ 하잖아. 작은 것에 욕심부리다

커피를 마실 때도 그랬어. 내가 분명히 에스프레소를 마시겠다고 했는데, 내 커피에 우유를 잔뜩

큰 것을 놓칠 때가 많았지. 지금도 그런 것 같아. 세상엔 공짜가 없다는 진실을 발견한 것 같기도 하고.

넣어주더라고.

어쨌든 나는 지금 버스에서 내렸고, 세상살이의 전의를 상실한 사람처럼 터덜터덜 인어공주 동상을
향해 가고 있어. 스피노자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한 것처럼,

티볼리 공원에 놀러 갔을 때도 한나는 공원을 돌아다니면서도 계속 데보라와 마드리드에서의 추억만

내 덴마크 여행이 종말을 향해 가더라도 오늘은 코펜하겐 구경을 해야 하니까.

이야기했어. 공감대가 없는 나는 절대로 낄 수 없는 대화였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도
내내 불편했어. 초대해준 답례로 내가 저녁을 사겠다고 하자, 각자 계산하자며 단칼에 내 호의를

사실, 코펜하겐 여행은 충동구매처럼 시작됐어. 내 룸메이트 데보라가 부활절 방학에 친구의 초대를

무시하더라. 갑자기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신세가 서러워서 밤엔 잠이 안 왔어. 그래서 아침 일찍

받았다며, 코펜하겐에 같이 놀러 가자고 나를 부추겼거든. 데보라가 누구냐고? 나랑 네덜란드

일어나, 혼자 커피 한 잔만 겨우 마시고 집을 나온 거야.

대학에서 공부하는 교환학생인데, 오지랖은 넓지만 마음이 비단결이야. 참 좋은 친구지.
나는 물가 비싼 덴마크에서 ‘숙박비’를 해결할 수 있다는 데보라의 유혹에 홀라당 넘어가 그녀를

너도 코펜하겐에 인어공주 동상이 있는 거 알지? 안데르센 동화 ‘인어공주’를 테마로 1913년에 조각가

따라나섰어. 그렇게 지옥의 문으로 들어선 거지.

에드바르트 에릭슨이 제작한 동상이야. 규모는 좀 실망스러워. 누군가 그러더라. 왜 인어공주 동상으로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몰리는지 모르겠다고. 나도 자그마한 인어공주 동상을 보며 잠깐 그런 생각이

데보라를 초대한 친구 한나는 전형적인 북유럽 여자였어. 커다란 덩치에 짧은 커트머리 스타일이 살짝

들었지만, 외로운 내 신세 같아서 가슴이 찡해지더라. 그래도 인어공주는 같이 사진 찍겠다고

보이쉬한 느낌이었지. 스페인어를 전공했고, 마드리드에서 공부할 때 데보라의 도움을 많이 받았나 봐.

난리 치는 관광객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 나보다 나아 보였어.

오지라퍼 데보라가 얼마나 알뜰살뜰 한나를 보살폈을지 상상이 가더라.
인어공주 동상을 지나, 천천히 산책하듯 돌길을 걸어 게피온 분수로 왔어. 시원한 물줄기를
그런데 말이야, 데보라를 따라 한나의 집으로 들어서는데, 오소소 소름이 돋듯 한기가 들었어. 집이

바라보노라니 기분이 조금 나아지더라. 로코코 양식의 아말리엔보리 궁전을 구경하고 나왔을 때는

추웠냐고? 아니, 한나가 온몸으로 내뿜은 냉랭한 적대감 때문이었어. 데보라는 전혀 몰랐겠지만,

음울했던 기분을 떨쳐버릴 수 있었지. 내가 좀 단순하잖아. 배도 고파졌고. 버스를 타고 니하운 항구로

나는 단번에 느낄 수 있었지. 당황했지. 왜 초면인 나를 저렇게 못마땅한 눈으로 볼까?

향했어. 코펜하겐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 내가 정말 가고 싶었던 곳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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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텔 톤의 노랑, 주황, 초록, 하늘색 건물들이 눈부시게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주욱 늘어선 항구의
풍경은 정말 환상이었어. 지금은 멋진 레스토랑들이 들어선 세계적인 관광명소지만, 한때 이곳은

“한나, 왜 너답지 않게
진주한테 심술을 부리고 그래?”

싸구려 선술집들이 즐비했던 서민적인 항구였대. 나는 살짝 선술집 분위기가 나는 카페에 자리를
잡았어. 음식 맛이 좋았고, 진한 에스프레소도 정말 훌륭했지. 근데 여기서 친구들과 맥주를 마셨으면

와, 감동. 데보라도 한나의 이상 행동을 눈치채고 있었던 거야. 내가 불편할까 봐 모르는 척했던 거지.

더 좋았겠다 싶더라. 그런 생각이 들자 다시 우울해졌어. 아무리 내가 ‘혼자 다니겠다.’는 메모를 남기고

순간 꾹꾹 눌러 참았던 서러움이 삐질삐질 눈물처럼 삐져나왔어. 나도 정말, 진심으로 한나가 왜

나왔지만, 전화는 고사하고 문자 한 통 없는 데보라한테 섭섭한 마음도 들었고.

나한테 못되게 구는지 알고 싶었거든. 한나도 호락호락하지 않았어. 몇 번이나 “내가 뭘?” 하면서
시치미를 떼더라.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데보라가 아니지. 데보라가 좀 집요한 면이 있거든.

우울함을 털어버리려고 니하운 운하 크루즈를 탔어. 천천히 유람선을 타고 파스텔 톤의 아름다운

결국, 한나가 자백처럼 이유를 실토했는데, 그게 참… 허무하더라.

항구 경관과 코펜하겐 시내를 둘러보았지. 암스테르담보다 위도가 높아서 추울 줄 알았는데,
햇살이 좋아서 그런지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이 따뜻했어. 암스테르담의 운하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물도 깨끗했고. 처음으로 코펜하겐으로 여행 오기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 그렇게 날이 저물도록
코펜하겐을 쏘다녔어. 시청사를 둘러보고, 시청사 광장 근처에 있는 안데르센 동상에서 관광객처럼

“너무 닮아서. 아닌 거 아는데,
진주가 내 첫사랑을 뺏어간 여자랑
너무 닮아서 나도 모르게 화가 났었어. 미안해.”

기념사진도 찍고, 스트르외 쇼핑거리를 둘러봤지.
한나는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그녀의 아픈 첫사랑을 털어놓았어. 그녀의 남자를 뺏어간 여자는
어느새 날이 저물었어. 알지? 내가 원래 해 떨어지면 집에 들어가야 하는 집순이인 거. 습관대로 집에

일본에서 유학 온 여자였대. 둘이 결혼까지 하고 일본으로 가버렸나 봐. 오해는 풀렸지만 허망하더라.

가야 하는데, 한나와 마주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어.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다 아프더라.

나랑 닮은 일본 여자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신기하고. 그렇게 우리는 화해하고 좋은 친구가 되기로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한나네 집 벨을 눌렀어.

약속했어. 해피엔딩이었던 셈이지.

“진주! 빨리 들어와. 같이 술 마시자.”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부터 술국을 끓였어. 새롭게 친구가 된 한나에게 나의 비상식량인 냉동건조
북엇국을 끓여준 거지. 근데 부엌으로 나온 한나가 이상했어. 자기 부엌을 함부로 쓴다고 막 화를 내는

얼굴이 발그레해진 데보라가 잔뜩 들떠서 나를 거실로 이끌었어. 술판이 벌어졌더군. 빈 와인병 하나가

거야. 당황한 나는 어쩔 줄 몰라 허둥거렸지.

뒹굴었고, 테킬라는 반쯤 비워졌고, 나초와 함께 맥주도 몇 병 놓여있더라. 한나의 눈이 게슴츠레한

그때, 데보라가 부엌으로 뛰어 들어오며 소리쳤어.

걸 보니 벌써 많이들 마신 것 같았어. 술기운 탓인지 한나의 눈매가 한결 부드러워 보이더라. 얼마나
다행이던지. 나는 맥주를 홀짝이며 안도의 숨을 쉬었어. 그렇게 몇 잔, 술이 더 오갔고, 술 취한 한나가
흥흥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데보라가 사이다 같은 질문을 날렸어.

“진주. 미안해. 한나가 어젯밤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
얘가 술 취하면 필름이 끊기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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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언론인

교수

오광수

강명현

권형기

김대호

김상재

김일두

경향신문사 부국장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방송통신연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정치학 전공 교수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제주대 메카트로닉스공학과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교수

2019년 5월 시집 《이제 와서 사랑을 말하는

편집위원장

국제학술지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

2019년 5월 《블록체인 거버넌스: 커뮤니케

2019년 과학기술의 날 과학기술정보통신

제 9회 KINC 융합연구상 시상식에서 최다

건 미친 짓이야》(애지) 출간

《한국 방송정책의 이념》(한울) 출간

tions and Development》에 논문<Varieties of

이션이해총서》(커뮤니케이션북스) 출간

부 장관 표창

수 융합논문부문 최우수상

2019년 대한기계학회 실험역학 학술상 수상

기자들이 뽑은 올해의 과학자상 수상

김명환

2019년 ICAE 어워드 수상

Qian Baojun Fiber Award 수상

Globalization and National Economy> 게재
강재원
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구인회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교수

2019년 대한기계학회 실례성 부분 총계 학

2019 한국 10대 나노기술 선정

2019년 9월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9년 9월 《수리암호학개론》(경문사) 출간

술대회 조직위원장

Asia Pacific Acamedy of Materials 임명

국제정보보호대학원 원장 취임

2019년 2월 《21세기 한국의 불평등》(사회평

2019년 반도체 디스플레이학회 총계 학술

론아카데미) 출간

김미정

대회 조직위원장

김일수

강정인

《21세기 한국의 불평등》으로 대한민국 학술

한양대 건축학부 교수

2019년 반도체 디스플레이포럼 운영 위원장

고려대 법학전문 대학원 명예교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원 우수 도서상 수상

한국 주거학회 학술상 수상

2019년 5월 《교차와 횡단의 정치사상》(까

공저 《Getting Even》(Blooms Bury) 출간

2019년 9월 《성소수자의 권리 논쟁》(세창
김성태

출판사) 출간

김범수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김남두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장 겸 미디어대학원

김정기

강현숙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석좌교수

2019년 3월 한국학 관련 학술지 가운데

장 취임

한양대 언론 정보 대학 신문방송학과 교수,

동국대 경주 캠퍼스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2018년 12월 《문명의 텍스트로 읽는 「국가」》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로 평가

파라미타칼리지 학장

(세창출판사) 출간

받는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24,

김순양

2019년 9월 《소통하는 인간, 호모 커뮤니쿠

no. 1, pp. 149-171에 이승만 정권 시기 한

영남대 정치행정대학 행정학과 교수,

스》(인북스) 출간

김대건

국 민족주의의 분화에 대해 살펴본 논문,

행정대학원장, 사회과학연구소장

권상희

강원대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Are North Korean Compatriots ‘Korean’?

2019년 2월 《사회복지행정의 개혁과제》(법

김정현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사회과학대학 부학장

The Trifurcation of Ethnic Nationalism in

문사) 출간

중앙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언론정보대학원장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대표 취임

South Korea during the Syngman Rhee Era

2019년 4월 책임저자로 공저, 《Media, Hu-

정부혁신 전략 추진협의회 위원 선임

(1948-1960)> 출판

치) 출간

문화재청 세계유산 분과 문화재 위원 선임

man, Society in Asia-Korea and Uzbeki-

원장

2019년 11월 한국광고홍보학회 16대 회장 선출
김우룡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김찬석

서울국제음악회 조직위원 선임

청주대 미디어콘텐츠학부 교수

stan》(시간의 물레) 출간.

김대식

2019년 2월 역서 《노드엑셀을 이용한 소

UNIST 물리학과 특훈교수

2019년 8월 공저 《커뮤니케이션 이해 총서

셜 미디어네트워크 분석》(컴원미디어) 출간

2019년 울산과학기술원(UNIST) 물리학과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PR 광고 기획》( 커뮤

특훈 교수 취임

니케이션북스) 출간
2019년 8월 공저 《국방인문 총서 12번째스마트 프레젠테이션》(국방부 국방정신전
력원)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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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문중양

박현규

양승찬

이광호

이창현

정연숙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사단법인 국제퇴계학회 회장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강원대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교수

2019년 7월 《의산문답, 천지와 인물에 대한

《Biosensors and Bioelectronics》저널 Asso-

제 47대 한국언론학회 회장 선출

2019년 12월 역서 《퇴계 선생이 엮은 옛사

KBS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선임

2019년 2월 공저 《식물생태 데이터 북》(자

우화적 일탈》(아카넷) 출간

ciate Editor로 선임

2019년 3월 공저 《김담, 조선의 하늘을 열

연과생태) 출간

람들의 마음 닦기》 출판기념회 개최
송상헌

2019년 10월 역서 《퇴계 선생이 엮은 옛사

이창희

다》(느티나무) 출간

배영

중앙대 창의ICT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람들의 마음 닦기》(학자원) 출간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

한상필

2019년 공저 《Science and Confucian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교수

교수

2019년 5월 역서 《퇴계의 사람공부》(홍익

2019년 4월 공저 《공존과 지속》(민음사) 출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 광고홍보학과 교수

Statecraft in East Asia》(Leiden, Brill) 출간

2019년 6월 정보문화유공 대통령표창 수상

중앙대학교 창의ICT공과대학 학장 취임

출판사) 출간

대한산업경영학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장대익

민현식

서지용

심재윤

이경렬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한동섭

서울대 국어교육과 교수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포항공대 전자전기공학과 부교수

한양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ict융합학부

한국인지과학회 회장 취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2019년 11월 1일~3일 베이징 포럼에서 ‘The

2019년 11월 제8회 여신금융포럼에서 ‘국

2019년 6월 심재윤 교수가 제안한 ‘확장형

미디어테크놀로지 전공 교수

2019년 8월 《사회성이 고민입니다》(휴머

제32대 한국방송학회장 취임

Creation of Hangeul Civilization and Sus-

내 캐피탈사의 현황 및 향후 성장방향’ 강연

양자컴퓨터 기술융합 플랫폼 센터’가 과학

2019년 2월 《디지털시대의 광고매체론(개

니스트) 출간

tainable Development Challenges’ 강연

2019년 11월 해외저명저널 《SSCI》에 논

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국내 기초연구

정판)》(서울경제경영) 출간

2019년 7월 역서 《종의 기원’, 찰스 로버트

황상민

2019년 11월 9일 일본 한국어 교육학회 학

문 <The Impact of the Regulation of LTV

분야 최대 사업인 선도연구센터의 공학분

다윈》(사이언스북스) 출간

황상민의 심리 상담소 대표,

술대회에서 ‘한국어 역사문화 교육의 방향

and DTI of Korean Policy Mortgage Loans

야 (ERC)에 선정. 이 센터는 향후 7년간 135

이기동

과 내용’ 기조 강연

on the Loans for Household in Commercial

억의 정부출연금과 13.5억의 도비를 지원받

연세대 영어영문학과 명예교수

장소원

황상민 심리상담소에서 3부작 다큐 영화,

Banks, Housing Policy Debate> 게재

게 된다. 심재윤 교수는 센터장으로서 11개

2019년 6월 《이기동 영어 구동사 연구(불변

서울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제작

국내 유수의 연구진을 이끌며 대형으로의

사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쓴)》(교문사) 출간

국어학회 회장

박남식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명예교수

설동훈

확장성을 갖는 국내형 양자컴퓨터의 구축

서울대학교TEPS 20주년기념창안감사패수상

전북대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

연구를 수행할 예정.

사회과학연구소장

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2019년 3월 국어학회 회장 취임

홍용택
서울대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이내윤
가천대 바이오나노대학 바이오나노학과 교수

장하용

부학부장

박정형

2019년 5월 한국조사연구학회 한국갤럽 학

양난주

저널 《Analytical Chemistry》 (IF=6.350)

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2019년 11월 ‘스트레인 분포를 제어해 신축성

성균관대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학과장

술상 수상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학과장

및 《Advanced Materials Technology》

사회과학대학 학장, 행정대학원장

인쇄회로기판 기술을 개발, 기계적인 변형에

2019년 해외 저서 《Aspects of Diffrential

2019년 1월 한국이민학회 회장 취임

2019년 7월 제8회 세계인구의 날 기념식에

(IF=5.395)에 논문 <휴대형 종이기반 현장

2019년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취임

도 변화 없이 동작하는 시스템 구현 기술을

서 국민포장 수상

진단칩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식중독균을

Geometry IV》(Morgan & Claypool publishers USA) 출간

성중탁

개발’ 차세대 디스플레이 상용화 과정에 기여

선택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연구>와 <홍합

전종우

경북대 로스쿨 교수

여재익

유래 접착 성분인 도파민을 다양한 표면에

단국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박종희

국무총리실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우주항공전공 교수

선택적으로 코팅하는 연구>등 총 2편이 표

2019 단국대학교 범은학술상 연구 업적 부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외교학부 교수

원 선임

2019년 10월 무기체계 성능 및 안정성 정밀

지 논문으로 게재

문 총장표창 수상

2019년 제 1저자로 논문 <Detecting Net-

2019년 10월 공저 《나은 총서-평등기본법

해석 소프트웨어 개발에 기여한 공을 인정

work Changes’, Bayesian Analysis> 발행

재정에 관한 연구》(재단법인 나은) 출간

받아 방위사업청장 표창장 수상

한 공로로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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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수상자

국내박사과정

미디어 신진학자

국가미래인재 장학생

임헌영

강수미

윤정원

이태재

이신혜

박미진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사무총장(간사)

동덕여대 예술대학 회화과 부교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카이스트 부설 나노종합기술원 나노바이오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Ph.D.

서울대 산림과학부 대학원 석사 2년차,

2019년도 경기 칠보산 학술 종합조사 참여,

2019년 10월 《포스트크리에이터: 현대미

2019 Who’s Who in the World (35th Edition),

개발팀 선임연구원

2019년 2월 《Sage journals》에 article <Web

극지연구소 극지생명과학연구부 연수생

‘사찰 주변 양서, 파충류 생태 조사 및 복원

술, 올드 앤 나우》(그래파이트온핑크) 출간

Marquis Who’s Who 세계인명사전등재

18년째 ‘나노바이오센서·칩 기술상용화 지

Series, YouTube, and Politics: Affective and

2019년 9월 공저자로 논문 <Detection

2019년 7월 제29회 대한민국 과학기술우

원센터’ 운영 중

Emotional Dimensions of WIGS Lauren’s

of two Arctic birds in Greenland and an

박재준

수논문상 수상

2019년 11월 독일 예나에서 랩온어칩 전문

User Comments> 발표

endangered bird in Korea using RGB and

압구정 모제림 성형외과 원장

2019년 5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기업인 독일 ‘Mildendo’사와 한국 센서 전문

2019년 11월 《Mediatized Transient Migra-

thermal cameras with an unmanned aerial

2019년 1월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비뇨의

대한용접접합학회 논문상 수상

기업인 ‘센서테크’와 함께 ‘마이크로 입자 계

tion: Korean Visa-stats Migrants’ Everyday

vehicle (UAV)> 출판

수기’ 국제공동개발을 위한 3자 MOU 체결

Lives and Media Use》(Lexington Books) 출간

에 관한 연구’ 수행

학과 겸임조교수 부임
이루다
손창식

Kumamoto University, Japan, Associ-

정재현

신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

ate Professor

Temple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산학협력단 단장

2019년 2월 일본 쿠마모토현 여성 과학자

of Instruction

2019년 3월 한국태양광발전학회에서 주관

상 수상

2019년 《한국만화/웹툰 총서:박봉성 평론》

하는 국제태양광학술대회(GPVC 2019)에

(커뮤니케이션 북스) 출간

서암 장학생

서 GPVC DAEJOO AWARD 수상

이정훈

학술논문에 대한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

2019년 7월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취임

명지대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정보학과 부

《A&HCI》에 논문 <Webtoons go viral?: The

2019년 10월 한국태양광발전학회 2020년

교수, 주식회사 닥터프로랩 대표이사

globalization processes of Korean digital

김도헌

수석부회장 당선

2019년 2월 주식회사 닥터프로랩 대표이

comics. Korea Journal> 게재

스포츠동아 스포츠 부장

사 취임

한국연구재단 KCI 등재지에 논문 <Taste of

2018년 3월부터 스포츠 부장

오영인

2019년 3월 명지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

Korea: Governmental discourse on national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미얀마사무소

과학정보학과 부교수 승진

cuisine and its articulation of nation-ness.

사무소장(3급 차장)

2019년 4월 보건산업유공자 한국보건산업

Ehwa Journal of Social Sciences, 35(1), 153-

한국농어촌공사 미얀마사무소 파견

진흥원장 표창

186> 게재
2019년 9월 <디지털만화규장작 웹사이트
>에 온라인 에세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
스는 미국 만화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
나?>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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