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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인사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간다 싶더니 어느덧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SBS문화재단과 서암학술장학재단은 ‘세상을 밝게 만들려는 SBS미디어
그룹의 비전’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지난 2011년에 나무를 한그루 심었습니다.
두 재단이 해오던 사회공헌사업을 시대 변화에 맞게 재조정하고 SBS미디어그룹의 다른 사회공헌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하려는, ‘사업 재편’의 나무였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2년, SBS문화재단은 국가의 미래를 밝히고, 우리 미디어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예술의 수준을 세계 수준까지 향상시키려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서암학술장학재단도
공부만 잘 하는 인재가 아닌 인성과 덕성까지 갖춘 미래형 인재를 키우기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인문학
강좌 수강 기회를 제공하고 장학생들의 봉사 활동을 뒷받침해왔습니다.
다행히 ‘사업 재편’의 나무가 여러분의 성원 덕에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SBS문화재단이
우리 사회의 질을 높이고자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함께 추진해온 「착한 성장 프로젝트」는 거버넌스의
중요성과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냈고, 방송 콘텐츠의 수준을 최고로
높이기 위해 한국방송작가협회와 공동주최하는 「방송작가마스터클래스」는 국내 최고의 방송작가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년째 국립현대미술관과
공동으로 주최한 「올해의 작가상」도 우리 미술 작가가 세계무대로 뻗어나가도록 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암학술장학재단 사업 재편의 나무도 무사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장학생들이 ‘자신이 받은
사랑을 세상 곳곳에 퍼트리기를 바라는 우리의 희망’처럼 스스로 봉사단을 만들어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화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재편의 나무가 뿌리를 내린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나무에서 파릇한 새잎이
돋아나고 꽃이 만발할 수 있도록 나무를 정성껏 가꿔야 합니다.
경기 침체와 초저금리 시대의 장기화로 사회공헌사업의 여건이 어려워졌지만 SBS문화재단과
서암학술장학재단은 새해에도 계속해서 세상을 밝게 만들어 나가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나무에서
크고 풍성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려면 나무를 잘 손질하고 적절히 거름을 줘야 하듯이,
아직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더 좋은 사회공헌사업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4년 갑오년 새해,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SBS문화재단·서암학술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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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문화재단 & 서암학술장학재단
이사진 소개

윤세영 이사장
SBS미디어그룹 명예회장

SBS문화재단

서암학술재단

김영석 이사

김일순 이사

안병훈 이사

이현구 이사

오지철 이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도서출판 기파랑 대표이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TV조선 대표이사 사장

(사)한국골든에이지포럼

前 조선일보 부사장

前 대통령 과학기술특별보좌관

前 한국관광공사 사장

김두희 이사

김우식 이사

서정우 이사

이수성 이사

변호사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前 부총리겸 과학기술부장관
前 연세대학교 총장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언론인연합회 명예회장

前 국무총리

前 법무부장관

공동대표 회장

오택섭 이사

정해창 이사

지성한 이사

강훈 감사

이덕주 감사

이연숙 이사

이덕주 감사

호영진 감사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명예교수

변호사
前 법무부 장관

한성실업 회장

변호사

도서출판 에디터 회장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총재

도서출판 에디터 회장

묘심연구소 대표

KAIST 정보미디어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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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문화재단
세상을 밝게 만들려는 SBS미디어그룹의 비전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국가의 미래를 밝히고, 우리 미디어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예술의 수준을 세계 수준까지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즐거운 나눔을 실천하여 따뜻한 세상,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Fel l ow f 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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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펠로우
이건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장

세계기계공학분야의 상위 2%,
ASME 석학회원이 되다

2013년이 저물어가던 11월 중순, 미국으로부터 낭보가 날아왔다. 이건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장이 세계 최대학회인 ASME 석학회원
에 선임되었다는 소식이었다. ASME(미국기계학회) 석학회원은 전 세계 12만 명 회원 중 단 2%에게만 부여되는 자격으로, 1880년 학
회를 창립한 이래 3000명만이 이 자리에 올랐다. 연구업적과 교육, 전문분야에 대한 공헌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회원에게만 석
학회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배순훈 박사와의 아름다운 인연

노력하는 석학회원 이건우 교수, ‘내 사전에 시간낭비는 없다’
“제가 예전에 영어로 교과서를 한 권 썼는데, 반응이 꽤 좋았습

이건우 교수는 ‘Think Tank’ 광고로 유명했던 배순훈 전 정보

니다. 인세도 많이 받았고, 중국어와 그리스어, 러시아어 그리고

통신부장관과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다. 일면식도 없던 두 사람

한국어로 번역될 정도로 인기였어요. 아마도 그 공로로 석학회

의 인연은 197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공대 기계공

원이 된 것 같습니다. 제 책이 워싱턴 대학교와 아리조나 주립대

학과를 졸업한 이건우 교수는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 MIT로

학교 그리고 미시건대학교, 홍콩폴리테크닉대학교 등 세계 여러

유학을 가고 싶었다. 그래서 대학을 마치고 방위로 군복무를 하

나라 대학 교과서로 채택된 것이 업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지

는 동안에도 열심히 유학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입학을

요. 또, 제가 산업체와 더불어 실용적인 연구를 주로 합니다. 연

하려면 MIT졸업생의 추천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리

구를 통해서 창업한 회사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사실도 인정을 받

나라에서 MIT 졸업생을 찾는 일이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던 그

은 것 같습니다.”

시절, 이 교수는 배순훈 대우전자 사장이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
았다는 정보를 듣고 무작정 그를 찾아갔다.

이건우 서울대 공과대학장을 만나러 가는 길. 세계적인 석학회
원이 된 기쁨에 살짝 들떠있을 그의 모습을 상상했다. 9월에 공

“그때 제 나이 스물넷이었습니다. 허름한 군복을 입은 방위병이

과대학장으로 취임했으니 겹경사가 분명했다. 그런데 이건우 교

약속도 안 하고 대우전자 비서실을 찾아갔는데, 유명 인사였던

수의 표정이 무덤덤했다. 조심스럽게 자신이 석학회원에 선정된

배순훈 사장님이 선뜻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추천서도 써주셨고

이유를 짚어보는 모습도 진지했다.

요. 그 고마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저도 그분께 꼭 보답
을 하고 싶었는데, 정말 기회가 오더군요.”

평소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이건우 교수는 석학회원이 된 것을
기뻐하는 대신, 자신이 할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우리

1979년, 추천서를 받은 이 교수는 동갑내기 부인과 결혼하고 유

나라와 미국의 기계학회를 연결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는 매개체

학길에 올랐다. 그 시절, 대부분 유학생들이 그랬듯이 이 교수도

가 되고 싶어 했다. 예를 들면 석학회원으로서 중계자가 되어 미

어렵게 공부했고 힘들게 살았다. 국제전화요금이 아까워서 집에

국기계학회의 각종 인증권한을 대한기계학회가 대신 처리할 수

전화도 못했고, 비행기요금이 무서워서 방학 때 한국에 가는 일

있는 권한을 부여받도록 하는 것이다.

은 상상도 못했다. 첫 학기에는 영어가 서툴러서 조교자리를 구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할 때, 일일이 미국기계학회를 찾

하지 못하는 바람에 생활이 더 힘들었다. 아내는 공부하는 남편

아가서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

을 도와 베이비시터 일을 했고, 그는 학위를 못 받으면 죽겠다는

런데 미국기계학회가 인증하는 권한을 부여받으면 한국에서도

각오로 열심히 공부했다. 그 결과, 이 교수는 4년 6개월 만에 석

일을 처리할 수 있고, 우리 기업이 미국을 오가느라 낭비하는 시

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가 서울공대 교수로 일 할 때였습니다. 배순훈 박사님 아들이

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12

앞으로 할 일을 이야기하는 이 교수의 눈빛이 소년처럼 반짝였

마침 기계과에 입학했고, 저처럼 MIT로 유학을 가고 싶어 했습니

다. 할 일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넘쳐서 행복한

다. 배 박사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고 싶었는데 정말 잘 된 일이

비명을 지를 것 같았다.

지요. 즐거운 마음으로 이번에는 제가 추천서를 써주었습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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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을 바꿔야 나라가 산다
이건우 교수는 우리 공과대학을 바꾸겠다는 생각으로 학장이 되
었다. 서울공대를 바꾸는 것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공대를 실
사구시의 대학, 산업경제에 도움이 되는 대학으로 만드는 것이
꿈이다. 그래서 공대교수들도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이건우 교수
1978년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1984
년 매사추세츠공과대 대학원에서 기계공학 박
사를 취득했다. 1984년부터 2년간 미 일리노

공대교수 중에 부자가 나오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 교수는 실용적인 학문을 추구한다. 기계공학뿐 아니
라 모든 공학은 생활에서 사용가능한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고 생
각한다. 공학은 자연과학과 달라서 연구를 했으면 제품으로 연결
이 돼야 한다고 믿는다.

이대 어바나샴페인캠퍼스 기계공학과 조교수

“2002년에 SBS문화재단 일반교수 해외연구 지원 사업에 선발

를 역임하고 1986년에 서울대 공대 기계설계

돼서, 2003년 한 해 동안 미국 스탠퍼드에서 연구년을 보냈습니

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다. 그곳에서 공학교수가 아닌 의사들과 같이 일하면서 의료기기

서울대에 재직하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초

를 연구했어요. 이 일이 계기가 돼서 요즘은 무릎관절수술용 로

대원장을 맡아 우리나라 융합연구의 기초를 다

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함께 일하던 의사들이

졌다. 또 한국캐드캠학회 부회장, CAD저널 편

회사를 설립했는데, 제가 같이 개발한 인공척추디스크로 설립한

집장, 한국공학한림원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회사입니다. 물론 저도 창립멤버고요. 남미를 거쳐서 독일시장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대한기계학회 수

서도 판매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공학은 이렇게 우리 실생활과 직

석부회장을 거쳐 제57대 대한기계학회 회장에

접 연결된 학문입니다.”

취임했다.

실사구시 학문이 되는 공학은 자연과학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이 교수는 대학을 평가하면서 공대교수들의 논문숫자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이건우 교수는 같은 길을 걷는 후배들에
게 ‘최소한 10년 단위로 인생의 목표를 만들고 살라’는 당부를
남겼다. 아무 계획 없이 사는 것보다 10년 뒤의 자기 모습을 그려
놓고 살라는 이야기다. 인생의 목표가 있으면 바른 삶을 살게 된
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남에게 인생의 목표를 굳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혼자
만이라도 인생의 목표를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 역시, 말은
못하지만 10년 후의 비전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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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의제 연구지원

2012년, SBS문화재단은 우리사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손잡고 <착한 성장사회>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 장덕진교수가 말하는

착한 성장사회를 위한 해법-한국형 거버넌스

우리사회가 지금보다 도약, 발전하려면 사회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SBS문화재단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는 다각적
인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구의 선두지휘를 맡았던 장덕진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은 <착한 성장사회>를 위한
‘한국형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형 거버넌스란 무엇인지, 우리사회의 당면과제인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장덕진교수에게 직접 들어본다.

Q.2013년 연구주제를 ‘거버넌스’로 잡은 이유는 무엇인가

Q.미국과 같은 시장형 국가보다 스웨덴 같은 합의형국가가 한국과
잘 맞는 이유는 무엇인가

착한성장을 위해서는 성장과 복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작년
에 그리스, 이탈리아, 독일, 터키, 한국을 중심으로 OECD 34개국

지금까지 우리는 발전을 떠올리면, 무조건 미국과 비슷해지는 것

을 비교연구 한 결과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다. 그리스, 이탈리아,

이라고 생각해왔다. 예전에는 맞는 말이었으나 앞으로는 불가능하

독일이 모두 복지지출 수준이 높은데,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유로존

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조건이 다르기에 미국을 발전모델로 삼으

위기에 빠진 반면 독일은 한층 더 견실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었다.

면 안 된다. 미국은 내수시장규모가 큰 나라고, 우리나라는 수출의

앞의 두 나라에 비해 독일의 거버넌스 수준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존도가 높은 나라다. 축구경기로 비유하자면, 우리는 매번 힘들게

일이었다. 우리나라도 복지지출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에

A매치 경기를 뛰어야하는데 미국은 국내경기만 해도 된다는 이야

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느껴졌다. 그래서 연구주

기다. 매번 A매치를 뛴다는 것은 삶의 속도가 빨라지고, 피곤해 진

제를 거버넌스로 정했다.

다는 소리다. 20년 된 자동차를 타고 시속 150km로 달린다면 얼
마나 불안하겠는가. 결국, 국내에서 합의가 잘 이루어져야하고, 우

Q.올해는 어느 나라를 연구대상으로 삼았고, 연구과정은 어떻게

리 체질에 맞는 합의형 국가를 모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

진행되었나

론을 내렸다.

올해는 스웨덴, 독일, 프랑스, 일본이 비교 대상 국가였다. 유럽
의 병자취급을 받던 독일이 10년 사이에 유럽의 강국으로 변했으

Q.거버넌스의 수준이 높은 스웨덴에서는 매년 정치, 정책 박람회

니 당연히 연구대상이 됐고, 스웨덴은 대표적인 복지국가다. 프랑

가 열린다고 들었다

스는 갈등은 많으나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나라고, 일

스웨덴에서는 매년 7월 말, 고틀란트 섬에서 ‘알메달렌 위크’ 행사

본은 우리와 비슷한 면이 많은 나라다. 특히, 고령화문제가 심각한

가 열린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지, 우리 연구팀도 고틀

데 이는 복지정책에 많은 제약을 가져다준다. 어떻게 하면 일본처

란트 섬으로 들어가는 배표가 없어서 고생했었다. 행사는 8일간 열

럼 되지 않고 프랑스를 넘어 독일, 스웨덴처럼 될까 하는 생각으

리는데, 정치권과 각각의 이익집단, 시민단체와 일반시민까지 모두

로 연구를 했다.

모여서 스웨덴의 현안과 미래를 이야기한다. 행사기간 내내 곳곳에

OECD국가들은 크게 보아 세 가지 유형의 사회적 합의의 틀을 갖

서 토론회가 열리고 미디어는 이를 하루 종일 시청자에게 전한다.

고 있었다. 미국, 캐나다처럼 복지지출이 낮고 자유방임주의적 시

어디서나 정치인을 만날 수 있고, 장관들이 정부정책을 설명하는

장을 가진 ‘시장형 국가’와 이탈리아, 스페인처럼 국가주도적인 시

중에도 반대자들의 시위가 거침없이 이어진다. 이렇듯 알메달렌은

장경제를 가진 ‘남유럽형 국가’ 그리고 스웨덴, 독일처럼 복지지출

평등과 소통의 장, 열린 민주주의의 장이다. 이런 정치문화는 국민

이 높은 조정시장경제와 합의제 민주주의 특징을 가진 ‘합의형 국

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기를 원했던 올로프 팔메 수상이 46년 전,

가’가 있다. 그중 한국과 잘 맞는 유형이 합의형 국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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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리포트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장덕진 교수

트럭위에서 연설을 하면서 시작됐다. 그리고 이 문화가 바로 스웨

고용 같은 노동시장의 문제들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사안이

일해서 일 안하는 90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입장이 된다. 지금처럼

다 이런 문제들을 자기들 임기 내에 끝낸다는 조급함에서 벗어나

덴의 ‘사회적 합의’의 기초를 만들었다. 요즘 스웨덴의 최대 고민

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연구를 통

젊은이들이 취직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2040년에는 심각해진

장기적 안목에서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정부가 정확한 중

거리인 일자리 문제도 이렇게 ‘노, 사, 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 생각보다 많은 합의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다. 지금은 크게 실감을 못하겠지만 10년 후 부터는 실감을 하게 될

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정치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회
복된다면 한국도 합의형 거버넌스의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자리 나누기를 예로 들어보자. 사람들의 선입견과는 달리 민주

것이다. 현 정부와 다음 정부 안에 합의형 거버넌스를 만들어 놓아

노총 관계자는 몇몇 전제조건들이 충족된다면 일자리 나누기에 동

야 한다.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도 자칫 세대 간의 전쟁이 될 소지

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나누기에 동의하는 여론도 높은

가 많다. 젊은이들을 우리 사회의 아웃사이더로 남게 하지 않을 사

물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넘어야 할 난제들이 많다. 정부는 일

편이었다. 전체 국민 3명 중 2명은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지금 받

회적인 합의도 필요하다.

방적인 통치가 아니라 주요 사회적 파트너들과 함께 합의하는 질

는 임금의 일부를 양보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노동계

서, 즉 협치의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지금보다 합

에 이런 양보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기본급의 비중이 낮고 각종 수

의제 민주주의 요소가 더 강화되어야 하고, 노조는 지금보다 더 광

당으로 채워져 있는 왜곡된 임금구조를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 장

한국형 거버넌스가 없기 때문이다. 누가 참여해서 어떤 방식으로

노동시장의 약자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해서 명실상부한 사회적 파

범위한 대표성과 책임을 가져야한다. 기업은 노동을 성장의 동반

시간 노동을 해야 수당을 포함한 소득이 일정 수준 보장되는 상황

대화하고 합의를 시도한다는 대화의 틀이 있다면 합의에 도달할 수

트너로 발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사회적 대화를 통

자로 인식하고 책임과 성과를 함께 나눌 준비를 해야 한다. 불신의

에서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양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

있을 텐데, 그런 대화의 틀이 없다보니 번번이 갈등으로 귀결된다.

해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고용률을 높이고, 고용의 유연성을

경험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작은 약속부터 함께 만들어내고 그것을

문이다.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합의를 이루려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양극화된 일자리의 격차를 줄이고,

Q.올해 연구의 포커스는 ‘일자리 창출’이다. 하지만 청년실업문제

하는 것이다. 정부가 노사 어느 한쪽에 치우친다는 인상을 주는 한,

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지 않는가

더 이상 대화와 합의는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둘째는 정부가 정

Q.스웨덴처럼 한국도 사회적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지킴으로써 신뢰의 경험을 쌓아나가야 한다.

Q.정부뿐만 아니라 노사의 합의와 노력도 필요할 것 같다
그렇다. 사회적 파트너들을 조직화하고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노
력도 해야 한다. 산별노조로의 전환과 협약적용률 재고 등의 구체

Q.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것이 실제로는 왜 어렵다고 생각하는가

적 방안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또, 양대 노총은 비정규직을 비롯한

첫 번째 정부의 역할은 법을 존중하고 ‘공정한 중재자’의 역할을

Q.합의에 관한 국민들의 생각도 알아보았는가
국민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안타깝지만 그렇다. 현재 한국의 부양률은 45다. 이는 일하는 사

책수단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

실시했다. 그리고 여론조사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진짜 속사정을

람 100명이 일하지 않는 사람 45명을 먹여 살린다는 말인데, 아무

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세제혜택과

듣기 위해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표적 집단 인터뷰를 진행했다.

리 실업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지금이 건국 이래 일하는 사람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거나, 노조가 일자리 나누기를 쉽게 할

세 번째로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 관련 학계 등 다양한 인사들을

이 가장 많은 시기다. 그런데 2040년을 넘어가면 부양률이 90을

수 있도록 수당 중심의 임금구조를 바로잡아주는 것이다. 무엇보

심층면접해서 당사자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들어보았다. 임금이나

넘어간다. 우리사회가 가속도로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100명이

18

더 착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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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구결과 발표

SBS문화재단이 이어준
특별한 인연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홍용택 교수 |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황재동 학생

스타스승과 핫한 제자, 우리 과학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
연예인만 팬이 있는 것이 아니다. 과학계에도 스타와 팬은 존재한다.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홍용택교수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1학년
황재동이 바로 그런 관계다. 지난 1년간 SBS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미 스탠퍼드대학교에서 연구를 마치고 돌아온 홍용택교수의 이야
기를 직접 듣기위해, 2013년 서암학술장학재단의 대학장학생으로 선발 된 황재동학생이 홍교수의 연구실을 찾았다.
교수와 학생의 만남. 연구내용에 관한 딱딱하고 어려운 이야기가 오갈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공상과학영화 이야기를 재미
있게 나누듯, 홍교수의 편안한 설명과 그것이 마냥 신기하고 흥미로운 황재동학생간의 훈훈한 대화가 오고갔다.

홍용택 교수 연구내용 소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홍용택 교수는 이번 SBS문화재단의 지원

정은 우선 플라스틱 기판에 금속 전극 잉크로 게이트 전극을 인쇄

을 받아 잉크젯 프린팅으로 ‘유기트랜지스터’를 만들 때 성능을 크

하고, 그 위에 유기 절연체 잉크로 게이트 절연막을 찍어내고, 그

게 향상시키는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유기트랜지스터는

후 금속 전극 잉크로 소오스-드레인 전극을 형성한 뒤 계면처리를

탄소 구조를 골격으로 한 반도체 성질을 띠는 ‘유기물질 반도체’를

하고, 그 위에 유기반도체를 찍어내는 것이다. 게이트 절연막과 소

이용해 만든 트랜지스터다.

오스-드레인, 유기반도체 사이의 맞닿는 면인 ‘계면’의 특성은 유

트랜지스터는 게이트와 소오스-드레인으로 구성되는 전자회로

기트랜지스터의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기존의 기술로

구성요소인데, 수도꼭지를 틀면 문이 열려 물이 저장된 공간에서

는 게이트 절연막과 소오스-드레인의 계면의 성질이 다르고, 각각

공급되어 싱크대의 드레인으로 흘러가듯이, 트랜지스터에서 전류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를 흐르게 하는 전하들이 공급을 담당하는 소오스와 빨아들이는 드
레인 사이를 흐르며, 게이트가 수도꼭지처럼 흐름의 양을 조절하

연구팀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계면처리법을 개
발해 제작 효율을 높였다. 연구팀은 계면처리단계에 연필.전기 장

게 된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트랜지스터는 게이트 전극층, 게이트

비.장난감 등에 폭넓게 쓰이는 폴리스티렌 구조에 여러 가지 기능

절연막층, 소오스-드레인 전극층, 유기 반도체층을 수직으로 쌓는

기를 덧붙인 물질을 이용했다. 그 결과 게이트 절연막과 소스-드

다층 구조로 되어 있어, 각각의 층을 원하는 패턴을 형성하면서 쌓

레인의 계면을 분리해서가 아니라 동시에 한 번의 인쇄공정으로 처

아 가는 방식으로 만들게 된다. 이러한 다층 구조의 전자소자를 잉

리할 수 있게 됐다.

크젯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면 공정 방식이 간단해 지고, 신문이나

홍용택 교수는 “잉크젯 프린팅을 기반으로 전기회로를 만들면 필

광고지를 찍어 내듯이 전자 소자 및 회로를 인쇄해 낼 수가 있다.

요한 부분에만 잉크를 떨어뜨리면 되기 때문에 재료의 낭비가 없

일반 프린터에 컬러와 흑백 카트리지가 있듯이 금속 전극 잉크, 유

다는 장점이 있다”며 “미세패턴까지 구현하지는 못했지만 유연한

기 절연체 잉크, 유기 반도체 잉크를 담고 있는 카트리지를 이용하

회로를 구현할 수 있는 등 발전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연구

여 쌓기 원하는 수만큼 카트리지를 바꾸어가며 수차례 인쇄를 반

결과는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 9월 14일자 ‘프런티스피스’ 논문

복해서 소자 제작이 이루어진다. 인쇄 공정을 이용하면 종이, 플라

으로 실렸다. 표지 논문과 동등한 수준의 논문이라는 얘기다. 또

스틱, 신축성 기판 등 기존 반도체 공정을 적용하기 힘든 물질과 표

이 연구결과는 학술지 전문 출판사 ‘와일리’에 핫토픽 논문으로 선

면상에 전자 소자를 용이하게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작 공

정되기도 했다.

사제 간의 대화는 홍용택교수의 연구이야기로 시작됐다. 홍교수

황재동 : 이번 연구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탠퍼드의 바오교수님

는 차근차근 자신의 연구를 설명해주었고, 이를 듣는 황재동학생

과 함께 하신 건데요. 어떻게 공동연구를 하게 되신 건지, 연구파

의 눈빛은 그 누구보다 진지했다.

트너의 선택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홍교수의 연구에 관심이 많았던 황재동학생은 미래과
학을 앞당길 홍교수의 연구업적에 찬사를 보냈고, 궁금한 부분에

홍교수 : 바오교수님과는 국제학회나 학술지를 통해서 서로 이름

대해서는 조목조목 질문을 하는 열띤 모습도 보여주었다. 홍교수

은 알고 있었습니다. IEEE Spectrum에 바오교수님이 개발하신

의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끝나자 황재동학생의 호기심 가

기술과 제 인터뷰 기사가 함께 실린 것이 계기가 돼서, 적극적으

득한 질문세례가 이어졌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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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공동연구 논의를 하게 됐습니다. 서로에 대한 기대치와 유명

기 힘들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조금 더딜

황재동 : 교수님이 연구하시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도도 긍정적으로 작용했고요. 이렇게 연구파트너를 정할 때는 일

지라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요.

은 무엇인가요?

야 선택이 쉽습니다. 공동연구를 할 때는 상호보완이 되고 시너

황재동 : 이건 제 고민이기도 한데요. 제가 하고자 하는 연구 분

홍교수 : 연구비? (웃음) 열정, 재미.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교

지효과도 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도 서로 아이

야가 미래에는 사장 될 분야라는 걸 알면서도 그 연구를 계속 해

수가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과 자신이 스스로 좋아서 하는 사람

디어를 교환하고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야 하는 걸까요?

은 분명 다릅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연구를 재미있어해야하고,

숲을 못 보는 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나무만 보다가 답답해지면
위로 올라가지 않겠어요? 나무 위로 올라가 숲을 보는 날이 올 겁

단 각자 전문성이 있어야하고 국제학회에서 이름이 알려져 있어

니다. 황재동학생은 본인의 장단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열정이 중요합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황재동 : 교수님께서 연구파트너를 찾을 때, 서로의 전문성과 더

홍교수 : 사장될 거라는 걸 어떻게 알죠? 점쟁이도 아니고… (웃

불어 유명도도 참고로 하신 느낌입니다. 이렇게 학계에서도 이름

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완전히 사장되는 기술은 없다고 봅니

황재동 : 저는 평소에 적당히 하는 것을 못 참는 성격입니다. 무

값이라는 것이 중요한가요?

다. 그리고 기존 자신의 연구를 통해 실력을 쌓은 사람이라면 새

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성격이라 생활이 너무 빡빡합니다. 너무

홍교수 : 내 연구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찾아와 진

로운 분야에 들어가도 6개월에서 1년 안에 따라 잡을 수 있다 생

몰입하다보니 나무만 바라보고 숲은 못 본다는 이야기도 자주

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 황재동학생의

홍교수 : 이름값은 어디에서나 중요합니다. (웃음) 그러나 내가

각합니다. 또 많은 경우 자신의 전공분야를 활용해서 성공하는

들어요.

장단점을 보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빛

이름을 내고 싶은 것보다 남들이 내 이름을 알아주는 것이 더 중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달려있다

요하겠지요? 소위 이름값을 내려면 자신이 맡은 일을 열심히 하

고 생각합니다. 연구가 핫 한 것이냐, 비인기 연구냐가 중요한 것

홍교수 : 열심히 하는 것, 좋습니다. 우리 대학원생들을 보면, 처

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운도 필요하겠지만, 자신이

은 아니라 봅니다. 분명 기술의 트랜드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음부터 끝까지 너무 열심히 하려는 친구들이 있고, 이해는 안 돼

황재동 : 감사합니다. 최근에 자주 들었던 착용 가능한 기술에 대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는 부분을 꾸준히 하다보면 언젠가는 주위

들과 의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관해서

도 핵심은 파악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자는 일의 진행이 느리

해, 그리고 처음 접해보는 프린팅 기술에 대해 알게 되어 유익한

에서 알아주게 되고, 명성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명성이 쌓이

많은 교수, 선배들과 책들도 참고해 가면서 생각해 보는 것 중요

고 답답하고 힘들어요. 반면에 후자는 일의 진행이 빠른 편입니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평소 제 성격이나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는 것만큼 책임감도 중요합니다. 내 실수 한 번으로 모든 것들이

합니다. 물론 장인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뭐

다. 그래도 정답은 없습니다. 장단점은 모두 있는 법이니까요. 계

부분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

일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요. 명성을 쌓는 것은 힘들어도

가 좋고 나쁘고는 없습니다. 자신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연구할

획을 세울 수 있으면 계획대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탄력적으로

습니다. 제 삶에 큰 용기를 준 시간이었습니다.

무너지는 건 한 순간이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행동이 중요합니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대처할 마음가짐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사실, 학계에서도 ‘실력 있는 사람이 운 좋은 사람을 따라가

22

23

B etter S chool

S B S foundation & SEOAM s c holar s hip foundation

교육이 살아야 미래가 산다
6.25전쟁 당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는 천막학교를 세워가
며 교육에 힘썼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교육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했다. 그 결과 전쟁으로 모든 것

미래학교 인증지원사업

지(智)와 예(藝)로 꿈(Dream)을 키우는
행복한 학교, 영종중학교

을 잃은 나라에서 OECD 가입국으로, 외국의 원조를 받던 국가
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했다. 성장의 원동력은 물론 교육
의 힘이었다.
우리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사회 모든 분야가 전문
화, 다양화 되어가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학교교육은 변화에 능동
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채, 입시위주의 획일화 된 틀에 묶여있다.
학생들의 적성과 미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대학진학만
을 목표로 하는 기형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허브도시, 인천 영종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옛것과 새것이 만나 아름다운 변화를 주도한 곳은 바로 영종도

이에 SBS문화재단은 전쟁 중 천막학교를 세우는 심정으로, 이

하늘도시에 위치한 영종중학교. 전교생 91명이던 작은 학교가 514명으로 늘어나면서 영종중학교는 신축교사로 이사를 하고,

시대 잘못된 교육현실을 바로잡고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공교

63년 전통의 교육노하우를 최첨단 교육시설에 담아 미래형 학교로 거듭나고 있다.

육을 제대로 세우고자 2011년부터 미래학교 인증지원사업을 하
고 있다. 현행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창의적인 교육프로그
램을 시행하고 있는 우수한 학교를 선발해서, 학교가 학생들에
게 미래형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시로 던지고 답을 찾아간다. 그때, 교사는 그들 옆에서 적극적인

미래학교 선발은 각 시도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지원한 학교들

조력자 역할을 하며 다양한 일과 직업의 세계를 설명해 준다. 학

가운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5가지 평가척도(창의성, 사

생들이 꿈을 찾는 일은 그 어떤 교과수업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회성, 수월성, 형평성, 다양성)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진다. 서면

수업을 하다가 진로교육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 반드시 5분 이상

심사는 기본이고 학교 실사를 통한 방문조사와 학생심리검사까

은 진로와 연계된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지 평가한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미래학교가 선정

그리고 ‘진로캠프’와 같은 다양한 체험형 진로활동 프로그램

되는데 그중 한곳이 바로 영종중학교다.

도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

과연 미래학교로 인증 받은 영종중학교는 어떤 방법으로 미래형

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직업체험의 기

인재들을 키우고 있는지, 영종중학교의 미래형 교육을 만나본다.

회를 얻게 된다.
또, 영종중학교에서는 1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를 시행하

I have a dream and passion

고 있다. 자유학기제는 적성검사를 통해 본인의 적성을 파악하고

영종중학교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은 ‘꿈’과 ‘끼’다.

적성에 따라 교과관련 진로 프로그램을 1인당 3가지씩 선택해 3

영종중학교 학생들은 스스로 꿈을 찾기 위해 내가 하고 싶은 것,

시즌에 걸쳐 체험하는 것이다. 아직 한 학기만 진행된 상태라 정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수

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지만 자유학기제에 대한 학생
들과 학부형 교사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자유학기제’가 진행되는 한 학기동안에는 시험을 보지 않는다.
기존의 지식 중심의 평가대신 ‘포트폴리오 평가’, ‘토론평가’, ‘발
표평가’가 이루어진다.

창의성은 키우고, 학습 흥미는 높이고
영종중학교 학생들은 점심을 먹고 나면, 하나 둘 도서관으로 모
여든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도서관으로 향하는 학생들이 제
법 많다. 이렇게 책을 가까이 하는 영종중학교 학생들은 누구나
개인 독서록이 있고, 매일 20분 동안 ‘사제동행 독서시간’도 갖
는다. 또, ‘독서퀴즈대회’ ‘독서주관행사’ 등 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도 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영종중학교 도서관을 교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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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학부형들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것. 학생, 학부모, 교

년 한 해만 해도 전국에서 시행된 각종 대회에서 무려 54개의 상

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이것이 영종중학교가 지향하는 학

을 수상했다. 이 모든 성과는 2010년부터 진행된 단위학교 과학

교의 모습이다.

영재학급운영과 과학 동아리 활동, 그리고 교실수업과 사이버가
정학습을 연계한 수업이 낳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책 읽는 학생이 많은 영종중학교는 국어수업도 특별하다. 주로
토론과 발표로 진행되고 있어서 다양한 사고와 폭넓은 지식을 갖

영종중학교의 가장 큰 자랑은 ‘과목 간 융합수업’이다. 영어와

추어야 한다. 풍부한 독서를 통해 논리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를

수학, 혹은 사회와 과학을 한 가지 주제 혹은 연계되는 주제로 묶

키운 학생들에게 국어시간은 자신을 표현하고 가다듬을 수 있는

어서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방식도 특이하다. 한 교실에 투입된

기회가 된다.

2명의 교사가 학생들을 자극하며 흥미를 이끌어낸다. 학생들이
새로운 교육을 경험하게 되는 융합교육은 사실 교사들에게는 힘

영종중학교의 창의적인 수업은 영어, 수학, 과학수업에서도 빛

든 도전이다.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연구하고 준비해야

을 발한다.

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래형 교육을 향한 열망으로 교

먼저, 영어의 경우 ‘4 Skills’ 중심의 영어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사들은 의미 있는 도전을 계속 할 생각이다.

있다. 근처 인천공항으로 실습을 나가 직접 외국인과 대화를 나
누며 영어와 친해지고, 영어 스토리 리딩을 하면서 독서평가를

학습흥미를 높이려는 영종중학교의 노력은 ‘수준별 이동수업’

하고 있다. 화상 시스템을 이용한 원어민 수업을 활성화하고, 교

에서도 엿볼 수 있다. 영종중학교는 수준별로 수업을 진행하고

내 영어 말하기 대회도 인기리에 열리고 있다. 모두 학생들의 영

있는데, 조사결과 85%의 학생들이 결과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

어실력을 올려주는 알찬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래서 일부과목에서 시행중이던 수준별 학습을 전 교과로 확대
할 계획이다.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수학의 경우는 수학영재반과 동아리 활
동으로 만족도를 높이고, 기초학력 학생들을 위해서는 ‘또래 튜

그밖에도 영종중학교는 방과 후 교과연계 프로그램으로 사이버

터 프로그램’과 ‘교과 보충반’ 등을 진행해 모두가 만족하는 양

학습과 저소득층자녀와 기초학습 미달학생을 위한 교사별 ‘1:1

질의 교육을 제공한다.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 지역 내 특목고인 하늘고등학교
학생들과 연계를 통해 ‘맨투맨, 멘토링’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과학은 영종중학교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자랑한다. 2012

이를 통해 학생들은 정서적 교류를 나누고 학습에도 도움을 받

를 통해 학생들은 배려와 나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몸소 느끼며

고 있다.

인성이 바른 미래의 인재로 성장하고 있다.

배려와 나눔의 인성교육

스스로 자라는 학교

“학생들이 자신들의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영종중학교 곳곳에는 여러 개의 QR마크가 붙어있다. 스마트폰

학교와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으로 스캔을 하면 곧 바로 짧은 동영상들이 흘러나오는데, 대부
분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동영상들이다.

구교정 교무주임의 말처럼 영종중학교는 학생들의 끼를 응원하
고 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점심시간에 강당에서 ‘창의 나눔 마

또, 학교 안에는 꿈과 직업에 관한 문구와 학생들의 다짐을 적어

당’을 운영하는데 이는 짧은 시간에 전교생들 앞에서 자신의 끼

놓은 포트폴리오도 많다. 영종중학교 학생들은 자신들이 왜 공

를 마음껏 선보이는 시간이다.

부를 해야 하는지 나름의 이유를 갖고 있다. 점수를 잘 받고 진

영종중학교에서는 또 학교폭력과 왕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프

학을 잘하기 위해, 칭찬받기 위해 막연하게 공부하지 않는다. 꿈

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각 학급마다 ‘솔로몬상담’이라는 이름

을 품고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체험한다. 그리고 학업에 열중하

의 또래상담을 두고 있는데, 이는 교사와 학생간의 의사소통 창

며 미래를 준비한다.

구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학교폭

고여 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다.

력과 왕따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미래의 인재를 키워내는 학교교육이 지금, 현재에 머물러 있다

학생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1인 1전통음악 인성 인증

면 그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교육은 살아 숨 쉬는 생물체처

제’ 프로그램도 있다. 정서적으로 불안한 학생들에게 전통음악을

럼 그 시대와 함께 능동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야 한다. 눈앞의

통한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인데, 학생들은 전통악기를 배우고

현실보다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

연주와 합주를 하면서 성취감과 정서적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

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진 학교, 그 학교에서

를 모두 잡았다며 좋아하고 있다.

꿈을 키우는 학생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희망이다.

이 외에도 학생들이 지역 내 청소년 단체와 연계한 각종 봉사동
아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와 기회를 제공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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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언론인 해외 연구지원 대상자 연수기

미국 민주주의의 두 얼굴
정부의 새해 예산법안 처리시한(9월 30일)을 넘겨 벌어진 일이다. 설마했는데 실제 10월 1

중앙일보 정치부기자 정효식

일부터 각 부처 필수요원을 제외한 공무원이 출근을 하지 않았다. 예산법안이 통과 안 돼 월

SBS문화재단 지원으로 미국 워싱턴 D.C.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급을 못받는단 이유에서다. 연방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소속인 국립공원도 문

(SAIS) 한미연구소(USKI)에서 ‘미국의 대중국 및 북한 민주주의 원조

을 닫았다. 그런데 불행히도 내 부모님이 한국에서 추석을 쇤 뒤 미국 서부로 패키지여행을

(U.S. Democracy Assistance toward China and North Korea)’를

위해 로스앤젤레스로 입국하던 날 셧다운이 시작됐다는 거다. 결국 부모님은 그랜드캐니언,

주제로 연구하고 있다.

요세미티같은 국립공원은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셔야 했다. 비싼 비용을 치
루고 온 미국 여행인데 셧다운 때문에 반쪽짜리가 됐다. 설사 내가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해
도 한국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어땠을까. 우리는 정부가 문을 닫고 공무원이 출근안하
는 사태를 그냥 참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내가 본 미국은 신기할 정도로 조용했
다. 16일 동안 이렇다 할 소요도 없었다. 기억에 남는 게 정신질환을 앓던 여성 한 명이 승용
차로 의회 앞을 돌진하다가 경찰의 총격에 사망했다는 정도다. ‘셧다운’ 사태는 의회에서 여
야가 타협해 예산법안이 통과되는 것으로 끝났다. 그게 미국 헌법이 정한 절차기 때문이다.
최근 연구소 미국인 직원인 새라베스와 점심 식사때 비슷한 얘기가 나왔다. 미국 생활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게 뭐냐고 묻길래 나는 비극적인 총기사건이 벌어지는 데도 개인 총기
소유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거라고 답했다. 그러자 총기소유는 미국 독립때부터 전통과 문
화, 헌법상 권리여서 규제에 대해 찬반이 크게 엇갈려 쉽게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설명

미국의 민주주의를 연구하겠다며 워싱턴 DC에 온 지 벌써 11개월

이 돌아왔다. 결국 결론을 낼 때까지 더 많은 비극이 벌어지더라도 강제로 총을 뺏진 못한

이다. 그런 내게 ‘미국식 민주주의’가 좀처럼 이해할 수 없던 적도

다는 말이다.

여러 번이었다. 불편하고 피해를 보는 일까지 생겼다. 미국 민주주

내 연구 주제는 미국의 권위주의 국가 중국과 북한에 대한 민주주의 원조다. 미국은 대외원

의에 두 얼굴(?)이 있었던 셈이다.

조정책의 한 분야인 민주주의 원조로 매년 수 조원(상당부분은 이라크, 아프간 재건비용)

우선, 뭐든 즉석에서 해결하는 식 의 한국 생활에 익숙한 나에게 미

을 쓰며, 일부를 우리와 밀접한 중국과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쓰고 있다. 연구를 하면서 거

국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는 대단히 낮았다. 누구나 미국 정착을 위

듭 느낀 건 민주주의란 특정한 제도같은 어떤 목표, 해답이 있는 게 아니라 과정과 절차란 점

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자동차면허증. 그걸 발급받는 데까지(사

이다. 그래서 누군가 해답을 대신 쓸 수 없다. 결국 과거의 한국이 그랬듯 중국과 북한 민주

실은 한국면허증을 근거로 교환받는데) 보통 한 달이다. 그 사이

화도 미국의 원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지난한 과정과 절차가 필요할 거

DMV(Department of Motor Vehicles) 사무실을 최소 서너 번은

란 생각이 든다.

찾아 가야하고, 한번 갈 때마다 1시간 이상씩 기다려야 한다. 내 연
구실 룸메이트인 중국인 여자 교수는 중국과 미국 주정부 사이 운
전면허인정이 안 돼 면허시험을 새로 치르는데 10번이나 DMV 사
무실을 오가느라 두 달을 허비했다고 불평을 터뜨리기도 했다. 물
론 그 분이 미국 교통법규에 익숙하지 않아 면허시험을 다섯 번 이
나 떨어진 탓도 있지만, 미리 설명하지 않았다가 추가로 서류제출
을 요구하는 등 번거로운 행정절차(Red tape) 때문인 적도 여러
번이었다고 한다. 사회보장번호(SSN)를 신청할 때도 비슷했다. 사
람이 몰려 줄을 길게 서는 곳인 줄 모르고 갔다 접수도 못하고 돌
아오기도 했다. 그런데도 항상 보게 되는 건 미국 사람들이 이런
행정서비스 지연에 대해 불평 한마디 없이 자기 차례를 잘도 기다
린다는 거였다.
미국 민주주의 두 얼굴을 보여주는 압권은 지난 10월 벌어졌다. 바
로 16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Shutdown)’이다. 미국 의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개혁(Obamacare)에 반대해 미국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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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의 자율규제

프로그램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제3장 아동 및 청소년에

또 다른 인상적인 광고는, 비록 양은 많지 않지만, 태양열 에너

게의 배려)에서도 ‘미성년자의 흡연, 음주를 긍정적으로 묘사하

지 광고이다. 아마도 일본이 태양열 에너지 기술에 있어서 세계

지 않는다’(제22조)고 규정하는 정도이다.

에서 가장 앞 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겠으나 무엇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흡연 장면이 그렇게 많지 않으며 대개

보다 역시 에너지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자동차 광고와 일

형사 관련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경향이 있다. 긴박감이 강하게

맥상통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광고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결핍의

작용하는 형사드라마가 많다는 것도 일본 TV의 특징이기도 하

경제’라는 일본식 경제발전 논리와도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SBS문화재단 지원으로 일본 불교대학교에서 '방송광고시장에 대한

다. 그 중에서도 무분별하게 흡연 장면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꼭

즉 항상 부족하고 결핍된 상황을 남겨서 이를 채우려고 애써 노

수직적 규제 정책의 법적 쟁점과 수평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흡연 장면이 필요한 곳에서만 이를 내보낸다는 인상을 받았다.

력하는 과정을 통하여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논리이

즉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경우에만 흡연장면을 내보

다. 실제로 일본인 개인들의 내핍 생활은 눈물겨울 정도인데 일

내고 시간대도 주로 9시 이후이며 흡연을 미화하는 방식으로 그

본인들을 이러한 생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산다. 그런 측면

리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일본 방송의 자율규제

때문인지 우리나라에서는 만연한 루키즘을 찾아보기도 힘들고

체제가 적절히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하겠다. 어떤

드러내 놓고 사치를 하는 장면도 목격하기 어려웠다.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이재진

가족과 지인들의 걱정(?)을 뒤로하고 홀로 일본으로 떠나온
지 벌써 9개월을 지나 연구년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2006
년 첫 번째 연구년을 미국으로 다녀 온 만큼 두 번째 연구년에는
일본으로 연구의 관심과 범위를 넓혀보자는 생각이 강했다. 그
런 와중에 SBS의 도움으로 일본으로 연구년을 올 수 있었고, 이
는 연구자로서의 시각을 넓히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일본의 문화를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일본 하면 일단 좋다/싫다의 이분법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필자의 경우에도 일본 하면 그다지 인식이 좋
지 않다. 아마도 역사적 감정과 관계의 문제가 여전히 강하게 남
아있기도 하고, 독도나 위안부 문제 등을 둘러싼 계속된 대립 때
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런 이유로 일본은 단지 관광이나 온천 가

방송사는 흡연장면을 아예 안 내보내는 곳도 있다고 한다. 이러

논외로 살짝 덧붙이자면 방송광고의 경우 가장 최근의 특징은

한 점은 한편으로는 일본 사회의 배려의 측면이 아닐까 싶다. 표

의료광고의 지상파 TV 방송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일본

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그 규제를 방송사에 맡겨서 사

도 의료광고로 인하여 많은 시간 논의를 거듭해왔다. 시청자들의

회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복지를 위해서 의료광고를 하는 것이 좋은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일본 TV의 또 다른 인상은 토크 쇼가 많이 늘었다는 것이다. 드

좋은지에 대한 사회적 대립이 오랜 동안 지속되어 왔다. 예를 들

라마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다. 다양한 연령대의 출연진이 참여

어 ‘성형외과 병원’ 광고는 치료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못된

하는 토크 쇼에서는 다양한 주제가 이용된다. 이 때 일반적으로

정보로 호도할 수 있다는 반대여론이 대단히 높았기 때문에 광고

밝히기 어려운 개인사인 이혼이나 개인적인 실패의 경험담을 웃

업계의 오랜 동안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야 TV 광고

음의 소재로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 토크 쇼에서는 가끔

를 확대해서 허용하게 되었다. 물론 방송광고로 나가기 위해서는

씩 머리를 때리는 장면이 나온다. 웃기기 위한 과장된 행동이라

광고제작의 조건이 대단히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일단 지상

고 생각되면서도 우리나라 TV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장면이라서 ‘

파 방송에서 의료광고를 보는 것도 우리나라와 상당한 차이를 보

왜 저렇게 머리를 때릴까’하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나중에 들

여주는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으니 일본은 자학하는 것으로 웃음코드를 만드는 문화가 녹아있

는 곳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했으나 몇 년 전 김정운 교수의 ‘일

이상으로 TV의 단면을 통해 일본 사회의 배려와 자학 그리고

다는 말을 듣고서야 조금 이해가 되었다.

본 열광’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일본을 좀 더 깊이 연구해보고 싶
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 교수는 책에서 일본을 읽는 세 가지 코드
를 배려, 결핍, 자학이라고 보았다.
언론학을 전공하는 필자가 일본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테레비(TV)를 켜는 것이었다. 물론 이전에도 일본 TV 드라마를
몇 편 보기도 했고 여행 갔을 때 잠시 TV를 시청을 한 적은 있지
만 이번처럼 TV를 본격적으로 들여다 본 적은 없었다. TV는 현재
일본인의 생활과 문화의 단면을 가장 가감 없이 보여주는 매체이
다. 과연 일본 TV(지상파)는 뉴스에서부터 드라마, 교양프로, 그
리고 광고에 있어서 김정운 교수가 말 한 배려와 결핍 그리고 자
학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나름대로 살펴보고자 했다.
일본에 있어서 TV 규제는 수평적 규제이며, 자율규제(일본에
서는 자주규제라고 함)이다. 규제에 있어서 매체의 특성이 크게
고려되지 않으며 법적 규제보다는 제도적 규제를 지향하고 있다.

광고(CM)의 경우에도 일본의 문화적 코드가 드러난다. 일본의

에 기초한 것이다. 김정운 교수가 말하는 세 가지 코드와 의미가

방송광고 규제는 여타의 방송 프로그램들처럼 자율규제가 기본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일본의 TV는 배려와 자

이다. 무엇보다 광고와 관련된 자율기구(예를 들어 JARO)나 방

학, 그리고 결핍의 단면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전달하

송 전반에 걸친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기구(예를 들어 BPO)에서

는 방식은 대단히 조심스럽다. 사회적 물의를 낳거나 사치를 부

제정한 윤리강령 등이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

추기거나 폭력성이 강한 내용은 자율규제를 통해 걸러내고 있다

다. 중간광고도 허용된다. 중간에 광고가 튀어나와 처음에는 불

는 느낌이 들었다. 전문가들은 10여 전과 비교하면 TV가 많이 건

편이 있었으나 언제쯤 광고가 나오겠구나 하는 예상이 가능하도

전해 졌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필자가 보기에도 선정적인 장면이

록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되어 거부감이 점차 줄어들고, 오히려

줄어들고 가족 드라마의 경우 우리나라에서처럼 스토리가 복잡

프로그램 시작 전후에 엄청 많은 광고들과 마주하지 않아도 좋아

하게 꼬여있거나 뺨을 때린다든지 하는 자극적인 장면이 거의 없

서 부담 없이 광고를 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 물론 방송의 진행 속도도 우리나라보다 느리고 박진감도 떨

할 때 인식 못하고 그대로 방영했다가는 방송 사고가 된다. 출연

방송광고의 경우 인상적인 것은 자동차 광고가 많다는 것이다.

어지는 면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일본의 지상파 TV는 절제된 방

자가 아니라 관객이나 스태프들의 담배 피는 장면이 우연히 잡힌

아마도 일본은 자동차 왕국이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송을 통해서 일본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의

다고 해도 심의대상이 된다.

전문가에게 들은 얘기는 일본에는 11개사의 자동차 회사가 있고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방송규제 철학의 이면에는 2차 대전 이후의 ‘언론 자유의

이러한 우리나라 규제분위기에 익숙해진 탓인지 처음 TV 드

보장’이라는 의식이 깔려 있다. 일본의 매체규제의 특성을 잘 보

라마에서 담배 피는 장면을 접하면서 좀 놀랐다. 아마도 사회적

여주는 것이 바로 드라마에서 자주 보이는 ‘흡연 장면’이다. 우리

으로 담배 피는 것에 관대한 일본의 분위기도 작용할 수 있으며

나라는 당연히 흡연 장면이 규제된다. 자칫 담배 피는 장면이 조

흡연 장면을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보

금이라도 비치기만 하면 바로 방송심의에 걸린다. 촬영이나 녹화

인다. 단지 흡연 장면과 관련하여 NHK나 ‘민간방송연맹’에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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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핍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물론 개인적인 인상

그 중 국가적 대표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도요타의 경우 승용차
만 74종을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자동차 광고의 핵심은
‘효율성’이다. 빠르고 튼튼한 차보다는 연료의 효율성이 높은 소
형 자동차 광고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일본은 연비가 좋은 고효
율의 소형자동차 생산을 더욱 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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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의제 관련 교수 해외 연구지원 대상자 연수기

으로 일본에 결코 뒤지지 않던 조선이 일본에 침탈되는 국치를 당하게 된 원인에는 일본
에 메이지 유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사건의 시작이 요시다 쇼인(

메이지 유신의 태동지,
일본 야마구치에서

吉田松陰)이란 한 선각자의 가르침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도 주목하게 된다. 요시다 쇼
인은 자신의 고향인 하기에 송하촌숙(松下村塾)을 세워 그곳 청소년들에게 앞선 서양
문물과 서양의 국사학을 가르치고 일본을 위기에서 구하려면 막번(幕藩) 체제를 붕괴
시키고 천황을 중심으로 민중이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그
의 문하생들이 훗날 메이지 유신을 주도하거나 유신정부를 이끌며 일본 근대화에 큰 족
적을 남기게 된다. 대표적인 메이지 유신의 주역이었던 이토 히로부미, 기도 다카요시,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박진우

다카스기 신사쿠, 야마가타 아리토모, 쿠사카 겐즈이 등이 요시다 쇼인의 수제자들이다.

SBS문화재단 지원으로 일본 야마구치대학교에서 '고령화 시대의 성장과

지금은 요시다 쇼인 신사(神社)로 조성된 구역 안에 위치한 송하촌숙을 방문했을 때 자

복지의 선순환'이라는 주제로 연구하고 있다.

그마한 공부방에 지나지 않은 이곳에서 역사를 바꾼 주역들이 배출되었다는 점에 교육
의 힘을 절감하였다. 그리고 바로 옆 동네에 위치한 이토 히로부미의 생가를 보며 우리
역사와의 악연에 묘한 감정이 들었다.
한편,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30년 만에 일본은 청일전쟁을 일으켜 승리하고 다시
10년 후에는 러일전쟁에서 이기면서 세계열강에 진입하게 된다. 나는 그동안 일본 역사
를 보면서 근대화가 시작된 지 30-40년 만에 청나라와 러시아에 승리하고 그 여세를 몰
아 미국에 상대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만큼 급성장한 일본의 저력이 무엇인가 늘 궁금
했다. 아직은 짧은 시간이지만 일본에 머물면서 내가 얻은 답은 '좋은 것을 받아들여 내
것으로 취한다'는 뜻의 '이이토고토리' 정신이 아닌가 싶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본은 모방에 능한 나라이다. 하지만 모방을 넘어 자신의 것으로 창조해 가는 저력을
지닌 나라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일본의 역사 도시인 나라와 교토를 방문하여 일
본의 사찰과 정원, 그리고 유물과 미술품을 보면서 중국과 우리나라를 통해 전해진 불교
와 문화를 자신의 것으로 독특하게 발전시켰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메이지 유신 이

방사능 문제와 껄끄러운 한일관계 등에 대한 주변의 우려를 뒤

이 열려 있었고 지금도 부관(釜關) 페리가 매일 운항되고 있다.

로 하고 2013년 3월부터 일본으로 와서 야마구치현(山口縣)에

이러한 지리적 위치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많은 교류가 있었고,

위치한 야마구치 국립대학에서 고령화 문제에 관한 연구를 하고

곳곳에 임진왜란 때 잡혀온 도공들이 모여 살던 곳과 이들로부터

있다. 야마구치현은 일본 혼슈섬의 가장 남쪽 끝에 위치한 곳으

전해내려 온 도기가 이 지역의 특산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옛

로 큐슈섬과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야마구치 대학은 현청(縣廳)

날 야마구치현이 조슈로 불리우던 때의 중심 도시였던 하기(萩)

소재지인 야마구치시에 위치하고 있다. 야마구치시는 인구가 약

는 임진왜란 때 잡혀온 이작광(李勺光)과 그의 동생 이경(李敬)

20만에 불과하고 아름다운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전원도시이

에 의해 시작된 도기(茶器) 생산지로 유명하다. 소박함 속에 절

흔히 우리는 일본을 '가깝지만 먼 나라'라고 얘기하고, 일본인은 혼내(本心)를 잘 드러

다. 한국에서는 비행기로 후쿠오카 공항을 통해 들어와서 차로 2

제된 아름다움을 갖춘 이곳 도기는 손님에게 좋은 차를 귀한 다

내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한다. 그만큼 일본을 제대로 파악하고 일본인을 정확하게 이해

시간 반 정도 달리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으로 온 이유는

기(茶器)에 담아 함께 마시는 것을 최고의 대접으로 여기는 일본

하는 것이 싶지 않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제 일본에 와서 지낸지 반 년이 조금 지난 시점

고령화 문제 전문가인 일본인 교수가 있고 좋은 조건의 연구 환

인들에게 매우 유명하다.

에서 감히 일본과 일본인에 대해 논한다는 것이 섣부른 일이란 것을 잘 알기에 남은 기

경이 제공되기 때문이었다. 야마구치가 일본 근대화의 분기점이

이러한 문화적인 교류와는 별개로, 이 지역은 메이지 유신을

었던 메이지 유신(明治維新)의 태동지로서 유신을 주도하고 이

주도하고 훗날 조선 침탈에 앞장섰던 인물들의 출신 지역이란 점

후 정한론을 앞세워 조선을 강점한 주동 인물들이 대부분 이 지

에서 우리와는 짓궂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대표적인 인

역 출신이라는 것을 이곳에 온 다음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리고

물로서 메이지 일본을 설계했고 정한론과 대동아공영권 사상의

현재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해서 아베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

기반을 만든 요시다 쇼인, 일본 초대 총리였고 안중근 의사에게

스케, 그의 친동생으로 한일협정 체결 당시 일본 총리였던 사토

피격된 이토 히로부미, 조선병합 당시 일본 총리였던 가쓰라 다

에이사쿠, 최근에는 간 나오토 총리 등 지금까지 10명의 총리가

로, 명성황후 시해 당시 공사였던 이노우에 가오루, 초대 조선 통

야마구치 출신으로 일본의 47개 현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은 총

감인 테라우치 마사타케, 초대 조선 정무총감인 야마가타 이사부

리를 배출한 지역이란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

로 등을 들 수 있다.

옛날에는 조슈(長州)로 불리우던 야마구치(山口)는 지리상으

나는 메이지 유신의 유적지들을 돌아보면서 일본이 메이지 유

로 일본에서 우리나라 부산과 가장 가까운 곳이어서 야마구치현

신을 통해 부국강병에 성공한 반면에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

의 항구도시인 시모노세키와 부산 사이에는 오랜 옛날부터 뱃길

에 대한 통한을 다시 한 번 절감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나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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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도 서양의 문물과 신식 무기를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 발전시키고, 새로운 제도와 법
률을 도입하여 독특한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 간 결과로 급속히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
었던 것이다. 현대에 와서도 이러한 '이이토고토리' 정신이 이어지면서 기존 제품이 일
본인의 손을 거치면 독특하고 실용적인 신제품으로 재탄생하여 세계시장을 석권해가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간이라도 더욱 일본을 알고 일본인을 이해하는데 노력하고자 한다. 특히, 고령화 문제라
는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우리와는 20년 앞서 이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을 제대로 분석하
여 타산지석으로 삼는 일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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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의 남자들, 노지마 신지 그리고 알랭 드 보통

으킨 작가이기도 하고, <101번째 프러포즈>가 우리나라에서도 리메이
크 된 바 있었기 때문에, 그를 만나고 싶어 하는 작가는 나만이 아닐 거

디큐브 시티의 강연장 앞은 두 남자를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라고 생각했다.

방송작가들로 이미 가득 차 있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줄서서 입장 순서
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이 보게 될 두 남자는 바로 ‘알랭 드 보통’, 그리

그러나 노지마 신지를 강사로 초빙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2013 방송작가 마스터 클래스>를 듣고...

고 ‘노지마 신지’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로 다섯 손가락 안에

그는 일본 방송작가협회에 소속되지도 않았고, 대중 앞에 나서는 것

들 스위스 출신 영국작가 <우리가 사랑했을까>의 ‘알랭 드 보통 (Alain

을 무척 꺼리는 데다 혼자 고독하게 작품을 쓰는 작가라는 정보를 입

나의 감성으로 그의 마음을 두드리라
그러면 그 문이 열린다

de Botton)’. 그리고 <101번째 프러포즈>로 유명한, 일본의 상징적인

수했다. 섭외가 힘들 거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방송작가협회와 SBS문

드라마 작가 ‘노지마 신지(野島伸司)’. 그 중에서도 노지마 신지는 내

화재단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고, 그 덕에 노지마 신지를 만날 수 있

가 꼭 만나고 싶었던 남자다.

게 된 것이다.

드라마 작가 송정림

또 한사람의 초빙 연사는 ‘알랭 드 보통’으로 회의 참석자들 만장일

노지마 신지와의 인연(나의 일방적인 짝사랑 비슷한 것이지만)은

치로 정했다.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다. 동생이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었는데, 나
는 당시 TV 소설 집필을 하나 마치고 일본에 가서 동생 자취방에서 일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라는 책으로 처음 알랭 드 보통을 대했을

본 드라마를 보았다. 그때만 해도 일본 드라마를 국내에서 구해서 보기

때 나는 마음에 번개를 맞은 듯 했다. 사랑에 빠지고 이별하고 다른 사

가 힘들던 시기였고 더구나 인터넷어서 쉽게 다운 받아 보는 것은 있

랑을 만나는 사랑의 과정을, 재치와 지성적인 철학관을 적절히 버무리

을 수도 없던 때였다. 동생이 옆에서 통역을 해주고 나는 화면을 보곤

며 능수능란한 필치로 그려내고 있었다. 사랑에 대한 직관과 통찰력,

했는데 드라마 하나에 완전 빠져들고 말았다. 동생이 학교에서 돌아오

현란한 글솜씨에 감탄하고 있는데 그 소설을 스물세 살의 젊은 철학

지 않으면 대사를 이해할 수 없어서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그래서 괜

자가 썼다고 했다. 스물 세 살이라니... 그의 천재성에 강한 질투를 느

히 늦게 들어온다고 타박했고, 테이프에 녹화해둔 드라마를 틀면서 피

껴야 했다.

곤한 동생 붙잡고 통역해달라고 졸랐다. 그 드라마가 바로 노지마 신

“모두가 힘을 사랑한다. 하지만 너는 내 약한 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

지가 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드라마였다. 그 후 노지마 신지가 쓴

니?”라고 묻는 작가,

작품은 모두 구해서 봤다. 동생은 그의 드라마가 나오면 테이프에 녹

“너는, 내가 잃어버릴 수도 있는 모든 것을 벗어버린 나를 사랑하는

화해두었다가 한국에 올 때 건네곤 했는데, 귀찮아하는 동생의 구박을

가? 내가 영원히 가지고 있을 것들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가?” 이런 질

견디며 통역해달라고 괴롭혔다. <101번째 프로포즈> <인간실격> <세

문을 던지는 작가를 어떻게 만나고 싶지 않겠는가. 예상했던 대로 그의

기말의 시> <골든 볼> <고교 교사> <프라이드> <장미가 없는 꽃집> 등

감각적이고도 철학적이고 창의적인 글쓰기에 힌트를 얻고 싶어 하는

등... 노지마 신지의 드라마는 단 한 번도 나의 기대를 배신하지 않았다.

작가들이 정말 많았고, 그를 만나기 위해 강연장 앞으로 몰려들었다.

고독한 천재 노지마 신지와 천재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을 만나기

눈빛이 예리하고 순수한 노지마 신지의 인생 최초 강연

위해

강연은 노지마 신지부터 시작되었다. 떨리는 마음을 누르며 그를 기

그 후 많은 세월이 흘러 올해 봄, 방송작가협회에서 전화가 왔다. 협

다리고 있는데 그가 수줍은 듯 쑥스러운 듯 발걸음을 옮기며 연단으

회와 SBS문화재단이 작년에 이어서 방송작가 마스터클래스를 열게 되

로 올라섰다. 세련된 검은 수트 차림이었고, 생각보다 훨씬 잘 생긴 얼

었는데, 초청강사 선정 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연락이었다. 2012년에는

굴에, 오십이 넘은 나이가 믿기지 않는 동안에, 덥수룩한 장발이었다.

미국 드라마 <하우스>의 작가인 ‘데이비드 쇼어’와 <번 노티스>의 작

앞자리에서 그의 눈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고집스럽게, 예리하지

가인 ‘맷 닉스’가 강연한 바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초청 강사를 누

만 순수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설프게 피식 웃으며 그가 서툰 한국말

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었다. 작년에 이어서 미국 작

로 인사를 건넸다.

가들이 거론되었다. 그러나 그들을 초청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

“안녕하세요? 저는 노지마 신지입니다.”

다. 그 당시 우리나라가 전쟁 위험지역으로 알려질 만한 사건이 있었

사람들이 박수를 치자 쑥스럽고 민망해 어쩔 줄을 모르는 그가 정말

고, 그 때문에 한국에 오기를 꺼려한다는 것이다. 그때 내가 제안했다.

노지마 신지가 맞나? 번번이 여러 명의 조연출을 갈아치우는 그가 맞

“노지마 신지 어때요?”

올 한 해를 돌아보니 가슴 뛰는 사건이 하나 있었다. 나의 인생에서 꼭 만나고 싶은 남자들, 그런데 도저히 만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었던 남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남자를 한꺼번에 만났다.

작자가 맞나? 그보다는 살짝 삐딱한 고독한 반항아가 더 어울리는 모

라마 리메이크 붐이 또다시 일고 있었고, 그렇다면 일본 드라마에 어

습이었다. 어쨌거나 일본 사람들도 만나기 힘들다는 노지마 신지가 우

떤 매력이 있는가, 궁금한 작가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지

세상이 온통 꽃향기로 어질어질한 5월 3일, 두 남자를 만나러 디큐브 시티로 달려갔다. 중요한 약속도, 으슬으슬한 몸살기운

난해에 미국 작가들을 초빙했기 때문에 올해는 일본 작가들로 그 분

도 개의치 않았다. 내 인생에 이 두 남자를 만날 기회를 어떻게 또 맞을 수 있겠는가 말이다. 마치 첫사랑 연인을 만나러 가

위기를 전환시켜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더구나 노지마 신지

는 것처럼 내 두 발이 허공에 새하얀 낮달처럼 둥둥 떠 있었다.

가 어떤 작가인가! 1988년 일본 후지 TV 시나리오 대상을 수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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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담당 PD가 과로로 입원해야 할 정도로 강행군을 시키는 혹독한 제

사심이 잔뜩 들어간 제안이었다. 그러나 그때 우리나라에서 일본 드

리 앞에 서있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들을 수 없었던 그 인생의 최초의
강연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신념이 느껴지는 말
투로 그의 집필 노하우를 공개했다.

서 화려하게 데뷔했고, 그 후 내놓은 작품마다 화제와 논란을 일으키

그의 집필 노하우 첫 번째는, 글을 밤에 쓰지 않고 낮에 쓰는 것이라고

는 ‘일본 최고의 문제 작가’가 아닌가! ‘노지마표 드라마’ 신드롬을 일

했다. 그는 젊은 시절에는 하루 24시간 밤낮으로 골방에 틀어박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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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썼다고 했다. 그런데도 늘 시간이 모자랐다. 간혹 토막잠이라도 자

를 해버리면 남은 28일이 행복하다는 것이다. 드라마 집필 역시 미리

게 될 때는 기절했다 깨어나는 경우였다고 회상했다. 이러다가는 내가

미리 집중해서 하고 나머지 시간은 여유를 즐긴다고 했다. ‘노지마’의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집필 방식에 대해 고민했고,

이름이 ‘놀지 마’로 들리는 순간이었다.

작업의 몰입도를 높이는 방법을 찾아냈다. 그것은, 밤이 아닌 낮에 글

책에서 지혜를 찾는 당당한 철학자 아랭 드 보통

을 쓰는 것이었다. 주로 오전 시간에 집필하는데, 밝은 시간에 글을 쓰

노지마 신지의 매력에 푹 빠진 채 짧은 휴식 시간을 갖고 난 후 알랭

면 작품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집중력도 높아진다고 했

드 보통을 만났다.

다. 오전에 약 서너 시간 에너지를 모아 창조력을 폭발시킨다고 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철학자이기도 한 알랭 드 보통 (Alain

그의 집필 노하우 두 번째는, 다른 작가들처럼 큰 그림을 미리 만들어

de Botton). 그는 1993년 소설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로 데뷔했

두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중요한 영상씬을 정한 후, 그냥 되는대로 쓴

고, 소설 <프루스트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방법들>로 대단한 반응을 일

다고 했다. ‘감성’을 붙들고 이야기를 전개해나간다는 것이다. 머리로

으킨 작가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작가’로 불리는 ‘알랭 드 보통’. 그를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누구나 아는 뻔한 스토리가 나오기 때문에 자신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하며 설레는 가슴으로 기다렸다. 드디어 연

의 감을 믿고 감각적으로 빠르게 써내려간다고 했다. 머리로 아니라 느

단에 모습을 드러내자 환호가 쏟아졌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성큼성큼

낌으로, 마음으로 쓰는 것이 그의 두 번째 집필 노하우였다.

걸어와 연단에 섰다. 그리고 본론으로 바로 돌입했다. “우리에게 예술

시대의 어두운 현실을 묵직하게 담아내는 사회성 짙은 드라마에서,

은 왜 필요할까요?”

감성을 흔드는 로맨틱한 트렌디 드라마에서, 가슴을 울리는 홈드라마

노지마 신지가 느리고 서투르고 수줍은 듯한 매력이 있다면, 알랭 드

까지, 수십 년간 폭넓은 작품 세계로 대중과 호흡할 수 있었던 비결, 과

보통은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매력이 느껴졌다. 예술이 존재하는 이

연 무엇일까?

유는 우리 인간이, 인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다. 예술은

“저는 내 감성이 이 시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합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해주고, 슬픔을 아름답게 해준다는 것이

니다. 감성은 어떤 시대든 통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 그리고 그리 아름다울 것 없는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해

그가 지난 25년 동안 대중과 소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바로,

준다고 했다. 그는 마네의 그림 중에서도 아스파라거스를 그려놓은 작

머리로 계산하고 재단하지 않는, 가슴으로 쓰는 감성이었다.

품을 가장 좋아한다고 했다. 사소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강연을 듣던 어느 작가가 이런 질

기 때문이다.

문을 했다.

강연을 듣는 동안 문득 영화 <아메리칸 뷰티>의 한 장면이 생각났다.

“저는 마감일이 임박해서야 글이 나옵니다. 작가님도 그런가요?”

시커먼 비닐봉지가 굴러다니는 장면. 정말 아무 것도 아닌 비닐봉지 하

노지마 신지는 뜻밖의 대답을 들려줬다. 그는 절대 일을 미루지 않는

나가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는 장면에 샘 멘더슨 감독은 음악을 입혔다.

다고 했다. 쪽대본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마감일 임박해서야 글이 나

그래서 그 하잘 것 없는 비닐봉지의 움직임은 춤이 되었다. 그래, 그것

온다면 왜 작가 일을 하냐고 했다. 그는 학교 다닐 때에도 방학하면 방

이 예술이지. 알랭 드 보통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학숙제부터 해버리고 나머지 날을 신나게 놀았다고 했다. 2일간 숙제

알랭 드 보통은 우리 모두는 불안에 빠져있다고 했다. 사회적으로 아

주 성공한 남자들의 모임에 나갔는데, 모두 불안해하더라는 것이다. 누

스러운 듯한 모습을 보였다. 나는 아쉽게도 노지마 신지와 같은 자리에

군가는 우리 아버지를 실망시킬까봐 두렵다고 했고, 누군가는 아이를

앉지 못했다. 그러나 나중에 들으니 그가 아주 비밀스러운 사적인 얘기

실망시킬까봐 두렵다고 했다. 그런 불안의 요소를 희망으로 바꿔주는

까지도 하며 그 자리에 같이 앉은 사람들과 친해졌다고 한다. 또, 알랭

작업이 바로 예술이라고 그는 말했다.

드 보통은 작가들과 연출자들이 그의 책을 가져와 사인을 받자 일일이
웃으며 다정하게 사인도 해주고 함께 개인적인 얘기를 나눴다.

그는 강연의 말미에, 우리에게 기대를 건다고 말했다. 12세기의 베니
스, 19세기의 영국, 20세기의 미국에서 그랬듯이 모든 위대한 국가에

알랭 드 보통은 스물 세 살의 나이에 히드로 공항에서 이륙하는 순

는 위대한 예술가들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제 21세기에는 한국에서 예

간 소설 구상이 떠올랐다. 그래서 승무원에게 말했다. “종이와 펜 주

술이 꽃필 것을 믿는다고 했다.

세요.” 그렇게 써내려간 소설이 바로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였다.
알랭 드 보통과 노지마 신지, 내 평생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들과 만나

“작고 사소한 영감이 주는 지혜와 만나세요. 지혜를 찾는 마법은 따

고 돌아오는 길에 나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로 없습니다.”

내 감성이, 창작 욕구가 나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그는 책에서 지혜를 찾는다고 대답했다. 그의 서재에는 겨우 한 두 문
장 정도로 영감을 주었던 책들로 가득하다는 것이다.

“종이와 펜 주세요.”

작가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
“당신이 실제로 겪은 얘긴가요?”
그러나 작가는 살인하지 않아도 살인자의 얘기를 쓸 수 있는 것이다.
그 상상력은 주변의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책 속에서 그
지혜를 찾아보라고 그는 조언했다. 작가는 다른 사람의 작품을 읽고 그
것을 자신만의 지혜와 의미로 구체화시키는 직업이라는 것이다.
알랭 드 보통은 영국 런던에 어른들을 위한 ‘인생학교’를 설립했다고
했다. 모든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만한 것이 있다고 그는 믿고
있었다. 우리가 했던 실수를 번복하지 않을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인
생도 공부하면 더 이상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마음에서 인생학교를
시작했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서울의 건축에 대해 무척 아쉬워했다. 문화가 예술이 없는 삭
막한 도시 풍경, 우리의 자화상은 아닐까, 부끄러워지려고 하는데 그
가 따뜻이 위로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최고만이 최고는 아니다. Good~!

송정림 작가 (사진 우측)

Enough~! 괜찮아~. 괜찮아~.”

드라마 SBS <미쓰 아줌마>, <녹색마차>,KBS <너와 나의 노래> <약속> 등

강연을 마치고 몇몇 작가들과 SBS 연출자들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

책 <내 인생의 화양연화>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감동의 습관>
<신화처럼 울고 신화처럼 사랑하라> <사랑하는 이의 부탁>

는 자리를 가졌다. 노지마 신지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수줍은 듯, 쑥

<명작에게 길을 묻다> <영화처럼 사랑을 요리하다> <뭉클 365> 등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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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문화재단의 새 언론발전 지원 사업 1

글로벌 행정학 석사과정 지원 사업

서울대 글로벌 행정학 석사 과정
서울대 글로벌 행정학 석사 과정의 수업은 모두 영어로 진행된다. 외국 협력대학에서 수업을 따라가려면 영어 구사능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대 행정대학원 수업도 영어로 이루어진다. 외국 협력대학으로는 미국의 시러큐스 대학과 듀크대학, 그리고 USC대학이
선정됐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은 글로벌 석사학위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이들 3개 미국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도록 협약

SBS문화재단은 한국 언론의 질적 향상을 돕기 위해 2014년 9월부터 현역 언론인들이 <서울대 글로벌 행정학 석사과정>에서

체결을 마친 상태다. 일본 메이지 대학 등 다른 유명대학과도 협약 체결이 추진되고 있다.

수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2년 과정으로, 먼저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1년을 수학하고, 외국의 협력대학

현역 언론인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학할 연구 분야는 일자리와 복지, 교육, 에너지와 환경, 통일 등 5개 분야다. SBS문화재단은

에서 나머지 1년을 수학하는 프로그램이다. 2년 과정을 마치고 나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외국의 협력대학으로부터 각각

“우리나라가 더 도약하려면 이 5가지 분야의 현안 해결이 시급하다”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에 따라 이 5가지 분야의 연구를 지원하기로

석사학위를 취득한다. SBS문화재단은 선발된 언론인들이 이 프로그램에서 수학에 전념할 수 있도록 1년간의 서울대 행정대학원

했다. 2014년 9월부터 시작되는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고자하는 현역 언론인들은 학부시절 전공과 상관없이 지원신청을 할 수 있고,

수학 경비 전액과 1년간의 외국 협력대학 수학경비 일부, 월 2천불씩의 외국 체재비, 그리고 외국대학 왕복 항공권을 지원한다.

지원신청 접수는 2014년 상반기에 이루어진다.

이 프로그램을 보는 중견 언론인의 눈
언론인들의 고민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의 수준이 보

원로교수의 웅얼웅얼 거리는 발음을 듣는 것은 거의 고문 수준이

잘 것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고민은 갈수록

었다. 더구나 1년 과정으로는 석사학위를 취득하기란 불가능했다.

심각해지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1년간 영어로 강의를 듣

소수 언론이 정보를 독과점 하던 시절에는 독자나 시청자들은 미

는 과정을 통해 어학능력을 끌어 올리고 나머지 1년은 외국의 유수

디어가 던져주는 뉴스를 아무 저항 없이 받아들였다. 그런데 인터

대학에서 공부하게 된다고 한다. 한마디로 명품 연수코스라고 해야

넷과 모바일로 상징되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독자와 시청자들이 정

할 것이다. 이 과정에 선발되는 언론인은 현업의 경험에 지식을 결

보를 습득하는 경로가 다양화되면서 양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기

합하고 석사학위까지 받게 되는 유익한 과정을 밟게 될 것이다. 항

자보다 많이 알고 깊이 아는 전문가들이 너무 많은 것이다. 어지간

상 변화를 주도하는 SBS문화재단의 창조적인 실험이 언론계에 새

히 연구해서 쓰지 않으면 혹평받기 십상이다. 상대적으로 '짧은 가

로운 바람을 몰고 올 것을 기대한다.

방끈'의 비애는 취재원들을 상대하면서도 자주 발생한다. 연구소
는 물론 정부와 기업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도 요즘은 박사학위 소
지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SBS문화재단이 국내 1년+해외 1년의 석사학위 취득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은 획기적이다. 기존의 1년 단위 해외연수 프
로그램으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바
쁜 현업 업무 때문에 충실한 연수준비 기간을 갖지 못한 대부분의
글로벌 행정학 석사과정 국내 수업이 1년간 이뤄질 서울대 행정대학원 전경

언론인 연수생들은 해외 대학에 가더라도 언어 소통능력이 떨어져
강의를 제대로 소화하기도 어려웠다.
2000년에 SBS문화재단의 연수생으로 선발돼 미국 인디애나 대학
에 연수했던 필자도 동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공인 영어

이하경

성적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있다. 특히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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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지망생들의 반응
언론계의 러셀, SBS문화재단에게 고맙습니다
러셀(russel)이라는 등산용어가 있습니다. 눈이 많이 쌓인 산을 오를 때, 선두가 눈을 헤쳐 가며 길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고된
작업이지만 한 사람의 노고로 일행 전체가 빠르고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SBS문화재단의 새 언론발전 지원 사업 2

이화 . SBS문화재단
프런티어 저널리즘 스쿨 공동 운영 사업

이번 SBS 문화재단의 프런티어 저널리즘 스쿨 수강생 학비 전액 지원은 ‘우리나라 언론계의 러셀’에 비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
다. 우리나라 언론계가 발전하려면 우수한 기자, PD지망생이 많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사회적 토대는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개설된 저널리즘 스쿨들은 모두 100만 원 이상의 교육비를 받았습니다. 돈이 궁한 언론사 입사 준비생들에게 매우 큰
액수입니다. 대학의 정규 커리큘럼만으로는 언론사 입사에 성공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기자, PD 지망생들이 저널리즘 스

강로사
서울여대 언론홍보학과 4학년

쿨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지만 비싼 비용 때문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지 못해 재능이 있는데도 기자나 PD의 꿈
을 포기하는 학생들까지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SBS문화재단이 저 같은 언론사 입사 준비생들에게 ‘가뭄의 단비’를 내려준 것이
나 다름없습니다.

SBS문화재단은 유능한 인재의 언론계 진출을 돕기 위해 2014년부터 이화여대 프런티어 저널리즘 스쿨을 공동 운영하기로

큰 도움을 주기로 하신 SBS문화재단에게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덕분에 6년 간 합격자를 95명이나 배출한 프런티어 저널리즘

2013년 12월 13일 이화여대와 협약을 체결했다. 프런티어 저널리즘 스쿨은 기자가 되고자 하는 국내외 대학의 재학생들과

스쿨에 경제적 부담 없이 지원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SBS문화재단에서 마련해주신 길을 따라 ‘기자’라는 목표 지점까지 포기하
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꼭 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는 기자가 돼서 언론계의 러셀 역할을 해주신 SBS문화재단의 뜻을 살릴 수 있

졸업생들을 위해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소가 지난 2007년부터 운영해 온 저널리즘 기초교육기관이다. 지난 7년간

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100여명의 수강생이 이 스쿨을 통해 언론계로 진출했다.

메마른 대지의 단비와 같은 소식입니다
제 꿈은 프로듀서가 되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미국 예술대학에서 필름과 영상을 공부했고, 지난 4년 간 제가 지닌 창의

2013년 12월 13일 윤세영 SBS문화재단 이사장과 김선욱
이화여대 총장이 이화여대 본관 접견실에서 프런티어

력과 상상력을 이야기로 만들고 영상화하는 작업에 매진했습니다. 시나리오도 써보고, 영상도 찍고, 유럽의 다양한 예술영화 작

저널리즘 스쿨 공동 운영 협약서에 서명했다.

품들에 관하여 토론도 하며 다양한 시각적인 언어를 배워왔습니다.
프로듀서는 대중들과 시각적으로 소통하는 아티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방송 언론의 발전을 위해선 다양한 배경의, 다양
한 생각의 힘을 가진 인재들이 있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THINK OUTSIDE THE BOX라는 문구처럼, 다
양한 창의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인재들은 분명 언론사의 일반적인 틀을 깨고, 더 멋진 프로그램을 창조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송윤수
시카고 예술대학교 졸업
(영화예술, 비디오 전공)

이런 믿음을 갖고 프로듀서가 되려던 저에게 이화.SBS문화재단 프런티어 저널리즘 스쿨은 메마른 대지의 단비처럼 반가운 존재
입니다. 해외에서 그리고 예술대학에서 공부를 해온 저를 포함한 많은 유학생들에게 방송 언론사 입사란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언론사 커리큘럼을 접해보지 않은 저에게 이화.SBS문화재단 프런티어 저널리즘 스쿨은 더 없이 든든한 지원군
입니다. 제가 유능한 방송 프로듀서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더 멀리 뛰게 해줄 발판이 되어 주리라 믿습니다.
더욱이 이화.SBS문화재단 프런티어 저널리즘 스쿨 수강생에 대한 학비 전액 지원은 수강생들에게 더 막중한 책임감과 열정을 부
여 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꿈을 계속 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신 SBS문화재단에 감사를 드리며, 더 좋은 커뮤니케이터가
될 수 있도록 전진하겠습니다.

SBS문화재단은 프런티어 저널리즘 스쿨 수강생 전원에게 수강료 전액 장학 혜택

꿈을 향한 동반자, 이화 SBS문화재단 프런티어 저널리즘 스쿨

이 돌아갈 수 있도록 2014년부터 스쿨 운영에 필요한 연간 운영비 전액을 지원

미디어학부에 다니고 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희 과에선 뭐 배워?”, “신문 기사를 쓰기도 하고 그러니?” 그런 얘

할 예정이다. 또 수강생들이 저널리스트에게 필요한 기본 필수 자질 뿐 아니라 휴

기에 어떤 부분은 ‘그렇다’, 어떤 부분은 ‘아니다’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외부에서 보는 시각과 실제 이루어지는 저널리즘 교육에

머니즘과 프로페셔널리즘, 그리고 협동정신까지 갖출 수 있도록 이화여대가 마

는 차이가 있습니다. 학문과 실무, 고전과 최신을 모두 만족시키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련한 전용 강의 공간(강의실 및 스터디룸)의 시설과 디자인을 2014년 개강 전까

언론사의 문턱을 두드리는 많은 학생에게 이런 상황은 조금 아쉽습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은 따로 공부해야 하니 막막합니다. 그

지 개선하기로 했다.

러니 대학생활을 열심히 하고서도 ‘내가 뭐 배웠지?’ 하며 스터디 모집 글을 클릭하게 됩니다. 이화.SBS문화재단 프런티어 저널
리즘 스쿨은 예비 언론인들의 이런 갈망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신문과 방송의 현실 쟁점에 대해 충분히 탐구할 수

커리큘럼도 미디어환경의 변화 추이에 맞춰 대폭 개선된다. 프런티어 저널리즘 스

이웅희

쿨은 그동안 취재와 글쓰기, 기사작성 등 기자 지망생들을 위한 실무 교육을 주로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4학년

제공해왔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영상의 기초 등 시사교양PD 지망생들을 위한

있습니다. 뛰어난 강사님들이 소단위 수업을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세심하게 지도해주십니다.
또 이화.SBS문화재단 프런티어 저널리즘 스쿨은 입사 시험과 관련된 실질적인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지적 호기심만 충족하고 현
실은 그저 지망생에 그치는 상황이 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시험 과정에서부터 각각 준비해야할 것들, 그리고 현직 출신들의 유

프로그램을 추가해 모든 수강생들이 취재와 기사작성 교육은 물론 영상 제작 교

용한 팁까지 알아갈 수 있습니다. 현실에만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본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학

육까지 받도록 할 예정이다. 수강생들이 깊이 있고 흡인력 있는 기사를 쓸 수 있

생들이 온라인 매체를 운용해보도록 지도합니다. 기자가 되더라도 활자 중심의 사고에 매몰되면 곧 경쟁력을 잃을 것입니다. 새

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빅 데이터 저널리즘 기법과 내러티브 저널리즘 기
법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도 추가될 예정이다. 매체 간의 경계가 무너지는 미디어
빅뱅 시대, 콘텐츠가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시대에는 멀티 플레이어형 언론인의
양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프런티어 저널리즘 스쿨의 강의실로 사용될 이화.SK텔레

로운 미디어 활용법을 배워 롱런할 수 있는 기초를 닦을 수 있습니다.
사회로 나가는 것은 드넓은 바다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출항을 앞두고 어쩔 줄 몰라 망설이는 초보 항해사들이 있습니다. 이

콤관 508호 강의실 전경. 위쪽 사진의 모습이 아래쪽 사

화.SBS문화재단 프런티어 저널리즘 스쿨은 언론계라는 대양에 관한 지식과, 실질적인 항해술을 동시에 가르쳐줍니다. 이화.SBS

진의 모습처럼 개선될 예정이다.

문화재단 프런티어 저널리즘 스쿨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더 많은 자신감과 능력을 가지고 기자에 도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
의 꿈이라는 대륙에 도달하는 그 날까지 이화.SBS문화재단 프런티어 저널리즘 스쿨과 항상 함께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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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올해의 작가 공성훈

예술의 이름으로
강요된 아름다움을 거부한다

국립현대미술관과 SBS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올해의 작가상> 2013년 수상자로 성균관대학교 미술학과 공성훈 교수가 선정됐다.
SBS문화재단의 예술분야 사회공헌 주요 사업인 <올해의 작가상>은 한국현대미술을 대표할 역량 있는 작가를 후원, 한국현대미술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후보작가 4팀에게는 각각 4천만 원씩 상금과 작품 전시 기회가 부여된다.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 공성훈
교수의 작품세계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방송된다.
<2013 올해의 작가상> 수상자인 공성훈 교수는 다양한 방식으로 도발적인 주제의식을 선보였던 작가로,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풍경
화를 그리며 독창적인 회화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올해의 작가상 심사위원단은 그의 작품을 “회화의 혁신이라는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여
일군 성취도가 뛰어나고, 일상의 미세한 주제에 몰두하는 힘과 회화에 밀도 깊은 심리적 차원을 불어넣는 공력이 인상 깊다”고 평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공모전에 작품을 내지 않았습니다. 별로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가끔 잡지나 신문에서 내주는 걸로 만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을 받으니 참 고맙더군요. 그동안 작품 한답시고 집에도 잘 못 들어갔
고, 그림도 못 파는 작가였거든요. 이제야 가족들에게 체면이 서고 고맙
다는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상을 하고 나니까 모르는 갤
러리에서 막 연락이 오더군요. 그동안 크게 주목받는 작가가 아니라 제
스케줄대로 작업을 했었는데, 이러다가 여기저기 휩쓸려서 작품에 소홀
해지겠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작가상 수상의 기쁨도 잠시, 그는 어느새 일상으로 돌아와 자신의 작품
에 몰두하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그림을 그렸는지 그의 손가락 끝에는
오래된 굳은살처럼 짙은 물감도 묻어있다. 그는 여전히 작가로, 후학을
양성하는 교육자로 빠듯한 시간에 쫓기는 예술가였다.

먼 길을 돌아, 다시 회화 앞에 서다
공성훈교수는 일정한 스타일이 없는 작가였다. 다양한 변신 자체가 그
의 스타일로 여겨질 정도로 획기적인 예술가였다. 페인팅이나 목탄 소
묘에서 전자 매체에 이르기까지 그의 변화는 다양했다. 사실, 그의 변
화는 작가이전부터 시작됐다. 서울대학교 서양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산
오늘의 작가, 일상으로 돌아가다
수상이후, 공성훈 교수의 일상은 더 바빠졌다. 평소 집과 학교 그리고

42

업대학 전자공학과로 편입을 한 특이한 이력도 그의 변화본색을 보여
준다.

작업실을 오가던 그의 발길이 멀리 프랑스 파리와 스페인 마드리드로

“졸업하고 나니 허망했습니다. 화가가 되려고 하는데 어디에 발을 디

향했다. 그의 작품세계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곳

디고 서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분명하고 구체적인 것으로

에서 공 교수는 좋아하던 화가 고야와 엘 그레코의 작품을 만나고 돌아

부터 미술을 다시 시작해 보고 싶었습니다. 유일하게 물질을 다루는 예

왔다. 피곤한 일정 탓인지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더 빛나보였

술인 미술을 제대로 하려면 뜬구름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

다. 먼저, 수상을 축하하는 인사부터 건넸다. 이번이 그에게는 첫 수상

니다.”

이었단다.

설치미술을 할 때도 그의 사회적이고 예술적인 시도는 끝없이 이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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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수많은 예술가들이 설치미술에 뛰어들 무렵, 그는 미루어두

공성훈교수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사회에게 말을 걸

었던 숙제를 하듯 회화의 길로 들어섰다.

고 있다. 불안한 사회에 희망을 주는 그림을 그리고 싶지만, 대책도 없

“솔직히 저는 크게 바뀐 것 같지 않습니다. 고정된 형식이나 매체가 있

이 무조건 희망만 이야기하는 것은 사기 같아서 자신의 방식대로 문제

었던 것이 아니니까요. 제 경우는 이사를 하면 작업이 바뀝니다. 외환위

제기만 하고 있다.

기 때, 갈현동에 살다가 벽제로 이사를 하고 힘겹게 살았습니다. 직장이

1994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졸업

용인이었거든요. 하루 4시간 넘게 출퇴근에 시달리고 집에 돌아오면 오

1991 서울산업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밤중인데, 한 집에 살던 보신탕용 개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곤 했습니

1987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다. 벽제라는 변두리 동네에서 느낀 정서를 그림에 담고 싶었고, 특히 개

개인전

들을 그리고 싶어서 회화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2012 «파도», OCI 미술관, 서울, 한국

그는 자유를 박탈당한 예술가였다. 생활을 책임지느라 직장을 다니던

2002 «Night View around My Home», Aktions Galerie, 베를린,

그에게 허락된 예술가의 시간은 모두가 잠든 밤이었고, 작업도 혼자서

독일 외 다수

할 수 있는 것만 가능했다. 마침, 개를 그리고 싶다는 바람과 맞물려 그
는 회화를 시작했다. 어렵다는 생각에 엄두도 못 내던 작업이었지만, 하

2인전

고 싶은 이야기를 그림에 담을 수 있어서 좋았다. 그렇게 회화의 길로 들

2012 «공성훈, 김성룡», 문앤박 갤러리, 부산, 한국

어서서 13년을 달려왔다. 예전에 하던 설치미술과 달리 전시회 요청도

2002 «Not So Smooth : Midori Mitamura x Sung-Hun Kong»,

없는 고독한 작업이었다. 그는 매년 혼자 개인전을 열며 자신의 회화세

시세이도 갤러리, 동경, 일본 외 다수

계를 지켰다.
“제게 설치는 우리 사회를 향해 늘 투덜대는 작업이었지만, 회화는 하고

주요 단체전

싶은 말을 투덜거리지 말고 하자는 생각으로 시작한 겁니다. 읽고 싶은

2012 «韓畵流 : 韓國當代繪畫», 국립대만미술관, 대만
2007 «한국현대미술 중남미 순회전: 박하사탕», 칠레 산티아고

책이 있는데 찾을 수 없다면 직접 책을 써야 한다는 말처럼, 제가 직접 해

현대미술관, 칠레&아르헨티나 국립미술관, 아르헨티나 외 다수

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지요.”

화가, 화백 대신 작가로 불리는 이유
“예전에는 미술 하는 사람에게 ‘화백’이라는 호칭을 썼는데, 요즘은 ‘작
가’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작가는 세상에 대한 태도를 갖
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그리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과 삶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작가’라고 하는 거지요.”
세상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갖고 싶다는 공성훈 교수는 여전히 캔버스
앞에 서면 긴장과 두려움에 시달린다. 전투에 임하는 자세로 몸과 마음
을 맑고 깨끗하게 가다듬지만 작업을 하다보면 늘 시간이 부족하고 집
중력이 떨어지는 한계에 부딪친다. 작업은 체력싸움이라고 했던 말을
절감하며 힘들어하지만, 실은 이 모든 과정을 즐기는 것이 회화의 매력
이다. 그래서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쁜 일과 속에서도 그는 붓을 놓지 못
하고 있다.
인터뷰 중에 계속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전시회와 인터뷰관련 의뢰전
화가 이어졌고, 인터뷰 중간에는 학생들의 졸업 작품 전시 디스플레이
를 살펴야했다. 그에게는 작가 못지않게 교육자의 꿈도 소중하기 때문
이다. 언제나 의식 있는 작가로 남기를 바라는 공성훈 교수에게 마지막
바람을 물었다.

왜 미술은 아름다워야만 하는가

“인간이 노화하면서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명사고 늦게까지 기억

<오늘의 작가상> 수상작품, 겨울여행은 불안한 느낌을 주는 풍경화다.

하는 것이 부사라고 합니다. 사건은 기억 못하지만 감정은 남는다는 건

미술은 특히 그림은 아름다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도전장을 낸 것 같

데요. 제 작업이 부사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미술은 명사적으로 개

은 작품에는 그의 깊은 속내가 담겨있다.

념을 강조하는데, 저는 감정을 보여주는 부사적인 그림을 그리고 싶습

“미술은 현실을 반영해야 하는데, 한국미술은 그렇지 않더군요. 미술은

니다.”

막연히 아름다워야 한다고들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미술도
문학처럼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미술은 슬픔을 표
현하는 유행가만도 못해요. 지금 우리사회는 살기가 힘듭니다. 대한민
국의 정서는 우울하고, 억울하고, 불안하고, 복지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
지세대는 자기만 성실하게 일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지만 지금은
그런 세상도 아닙니다. 자기책임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사회적인 시스
템이 문제라는 생각이 제 그림에 담겨있기에 불안이 느껴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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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암장학생 자원봉사기

오늘은 행복바이러스 전파하는 날
기획에서 마무리까지 서암장학생들의 100% 리얼 자원봉사기

오후 1시 신림종합사회복지관
난곡은 서울의 대표적인 산동네 판자촌이었다. 지금은 재개발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그 아래동네 낡은 주택가 지하단칸방에는 아직
판자촌의 흔적이 남아있다. 갈 곳 없는 판자촌 사람들은 이곳으로 흘
러들어 일흔을 넘긴 노인이 되었고, 어렵게 추운 겨울을 나고 있었다.
오늘 봉사단은 이들을 돕는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에 참여했다. 독
거노인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 도배와 장판
을 새로 하는 일인데, 서암장학생들은 재능기부자들이 도배와 장판을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짐들을 옮기고 세간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
을 맡았다.
“일이 힘들 겁니다. 그래선지 봉사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대학
생자원봉사로는 여러분들이 처음이니 잘 부탁드립니다. 일을 할 때 주
의사항이 있는데요. 어르신들의 낡은 소지품을 마구 버리지 마세요. 예
전에 어떤 자원봉사자가 낡은 명함집을 버렸다가 어르신이 낭패를 당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후 1시 50분 봉사현장 도착

봉사현장으로 떠나기 전, 서암장학생들은 간단하게 사전교육을 받았

본격적인 봉사가 시작됐다. 서암장학생들은 4명씩 2조로 나눠서 나란

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도 불타올랐다. 이제 출발이다.

히 붙은 어르신들의 방으로 흩어졌다. 오래되고 손때 묻은 어르신들의
세간을 옮기는 서암장학생들의 손길이 조심스럽다. 짐을 빼내자 낡고
덕지덕지 곰팡이 핀 벽지가 드러났다. 낡은 벽지를 뜯어내는 일도 봉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

사자의 몫이다.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서울시에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암장학생들은 신나게 벽지를 뜯어내기 시작했

서 매년 시행하는 <희망온돌> 프로젝트 중 하나다. 소외계층의 열

다. 뿌연 먼지를 뒤집어쓰며 벽지를 말끔하게 뜯어내는 모습은 물을 만

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재능기부자들이

난 고기처럼 생기발랄하고 에너지가 넘쳤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보일러교체, 장판, 도배, 단열재보완, 청소 등의 봉사를 하고 있다.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혔다. 새 벽지를 바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를 마치자, 서암장학생들은 밖으로 내놓은 짐들을 반짝반짝 깨끗하게

오후 1시 30분 봉사 장소로 이동 중

닦았다. 한 시도 쉬지 않고 참 부지런히 손을 놀렸다.
“또 할 일 없어요?”

“솔직히 내가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는 건 오늘이 처음

11월 17일 일요일 오후 1시. 8명의 서암장학생들이 신림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모여들었다. 갑자기 추
워진 날씨 때문에 몸은 잔뜩 웅크렸지만 소풍을 나온 아이들처럼 들뜬 표정이었다. 오늘은 박태현(서

일이 끝나갈 무렵, 양쪽 집을 바쁘게 뛰어다니던 막내 김태훈(서울대

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일할 거고, 어르신들의 말벗도 되어드리고 싶

물리천문학부 1학년) 장학생이 생글거리며 선배들에게 다가왔다. 각

어요.”

오를 단단히 하고 와서 그런 가, 그는 오늘 일이 하나도 힘들지 않다며

복지관을 나서며 봉사단의 유일한 홍일점 김지수(연세대 자유전공학

울대 건설환경공학부 2학년) 장학생을 중심으로 서암장학생들이 의기투합해 만든 봉사단이 첫발을

부 1학년) 장학생이 야무진 포부를 밝혔다. 이에 질세라 서암장학생들

내딛는 역사적인 날. 혼자보다 함께해서 더 즐거운 서암장학생봉사단을 따라서 봉사현장으로 밀착취

은 너도나도 봉사를 잘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매서운 칼바람도 젊음

재를 나갔다.

으로 무장한 그들의 기세를 꺾을 수 없었다. 무거운 장판을 어깨에 들

남는 힘을 과시했다. 어르신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
도록 작은 힘을 보탠 것이 마냥 즐겁다는 표정이다.

쳐 메고 봉사현장으로 향하는 서암장학생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
다 경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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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 휴식, 달콤한 수다타임

고 싶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친구들과 함께하면 쉽게 할 수 있을

“10분만 쉬고 합시다.”
누구 하나 꾀부리지 않고 열심히 해서 일 진행이 빨랐다. 덕분에 예정
에 없던 휴식시간이 주어졌다. 서암장학생들은 골목에 서서 음료수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다.
“아까. 어르신이 갑자기 화를 내서 놀라지 않았어요?”

것 같았다. 마침, 늘어나는 서암장학생들 간의 구심점도 필요했고 단합

오후 6시 봉사 끝

을 할 수 있는 모임도 절실했다. 그는 자연스럽게 서암장학생들이 함

“혼자서는 봉사를 하고 싶어도 엄두를 못 냈는데, 이렇게 같이 하니까,

께 하는 봉사단을 구상했고, 동료들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봉사단

친근함도 두 배, 보람도 두 배로 불어난 기분입니다.”

을 조직했다.

“맞아요. 이렇게 같이 일하니까 서로서로 친해지고, 혼자서 봉사할 때

“저도 제대로 된 봉사는 오늘이 처음인데, 할머니들이 좁은 집에서 이

보다 능률적이고, 즐겁고, 지루하지 않고, 정말 좋아요.”

렇게 열악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할머니 생각

“처음에는 놀랐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저희한테 화나서 그런 게 아니

봉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서암장학생들의 입가에 웃음이 가득했다.

도 많이 했고요. 집에 가면 더 잘해 드려야겠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라 원래 가끔 그러신대요.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좋은 분이셨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그 누구보다 부자가 된 하루였다.

들을 못 구해서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이 지연됐다는 이야기를 들었

어요. 마음의 상처가 많아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입니다.”

봉사를 하던 중에 작은 사고가 있었다. 자격지심 탓인지 처음부터 봉

이번이 첫 봉사라는 박서혁(서울대 서어서문학과 1학년) 장학생의 고

사 받는 것을 못마땅해 했던 할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낸 것이

백에 이어 소록도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상원(고려대

다. 분위기가 얼어붙었으나 서암장학생들은 곧 특유의 친화력으로 어

정경대학 1학년) 장학생이 경험자답게 한 마디 거들었다.

르신의 화를 풀어드렸다.

“오늘 봉사를 나와서 느낀 건데요. 이곳이 5년 전 소록도 모습과 비슷

“저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세상을 더 넓게 보게 됐습니다. 초등학생을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소록도는 지원도 많이 받고, 봉사자들도

가르칠 때는 아이들의 시선을 알 수 있고, 어르신들께 봉사를 할 때는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그분들의 시선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
게 보이는지 알 수 있고요. 시각장애인 봉사 때는 실제 도로가 그분들
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습니다. 모두 봉사를 통해서 알게 된 사
실들이지요.”
서암장학생봉사단을 조직한 박태현 장학생이 봉사경험담을 털어놓
았다. 그는 봉사를 하면서 느끼는 기쁨과 보람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

오후 5시 아직도 봉사 중

많이 옵니다. 그래서 설렁설렁 일하는 봉사자는 발을 붙이지 못할 정

재능기부봉사자들의 도배와 장판 작업이 끝났다. 이제, 청소를 하고

도거든요. 이곳도 소록도처럼 지원도 많이 받고, 봉사자들도 많이 오는

다시 짐을 방으로 옮겨야 한다. 서암장학생들은 부지런히 걸레를 빨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했다. 더운 물은 꿈도 못 꾸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시린 손

봉사는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서암장

을 호호 불며 걸레를 빨고, 방을 깨끗하게 청소했다. 밖으로 내놨던 짐

학생들은 오늘 봉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며 흡

을 모두 제 자리로 옮기고 정리하는 일을 끝으로 오늘 봉사가 끝났다.

족한 표정을 지었다.

한결 깨끗해진 방으로 들어서는 어르신들이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자
서암장학생들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다.

봉사를 통해서 서암장학생들은 사회의 이면을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
들의 진로와 꿈도 돌아보게 되었다. 서암장학생들은 ‘보상을 구하지 않
는 봉사는 남을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자신도 행복하게 한다.’는
간디의 말을 떠올렸다. 겨울바람을 뚫고 집으로 돌아가는 서암장학생
들 사이로 행복바이러스가 잔잔하게 퍼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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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암학술장학재단 장학생 인문학 아카데미

미래의 리더, 인문학으로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다

한 여름의 축제,
인문학캠프
지난 7월 13, 14일 서암학술장학재단 장학생 11명은 플라톤 아카데미가 주최하는 ‘인문학 캠프 – 책 읽는 정선’ 프로
그램에 참여했다. 국내 유일의 인문학 확산 공익 재단 ‘플라톤 아카데미’ 주최로 열린 캠프에서 서암장학생들은 세상과
소통하는 인문학의 즐거움을 이야기했고, 강원도 정선, 영월, 평창지역의 고등학생 꿈나무들을 만나 그들의 꿈을 응원하
고 지지해주는 멘토링 활동도 펼쳤다.

서암학술장학재단은 미래의 인재, 서암장학생들이 보다 넓은 세상과 만나고, 리더십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플라
톤 아카데미’ 주최로 여름에는 ‘2013년 인문학 캠프’가 열렸고, 깊어가는 가을밤에는 마음을 울리
는 ‘인문학세미나’의 장이 펼쳐졌다. 이제, 서암장학생들은 인문학과 함께 더 높은 세상으로 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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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관념을 깨는 인문학세미나

이번 인문학캠프의 하이라이트는 선후배가 함께 한 ‘멘토링’시간

캠프의 시작은 ‘imagine! 인문학적 상상력으로 세상과 소통하라’

서암장학생 11명은 각자의 전공분야에 맞게 후배 고등학생들과 조

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였다.

를 이룬 뒤, 같은 꿈을 꾸고 있는 후배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연세대학교 김상근교수의 강연,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학생

도움말을 전했다. 자신만의 공부비법을 전해주거나, 치열하게 고

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민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었고, 이승재 동

민했던 인생이야기를 들려주고, 대학생활과 함께 시작되는 학문의

아일보 기자의 강연은 영화 속에 숨어있는 인문학적 코드를 찾아보

다양성과 깊이에 관해서도 알려주었다.

고 인문학이 주는 감동과 깊이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멘토와 멘티의 열기로 가득했던 정선의 밤. 어느새 훌쩍 커버린 자

가장 인기를 모은 강연은 SBS 이재익 PD의 ’인문학과 Creative‘.

신을 발견한 서암장학생들의 얼굴에는 흡족한 미소가 가득했다.

SBS 라디오 ‘컬투쇼’의 피디이자 소설가인 그는 강연 내내 학생들
과 공감대를 나누며 인생선배로 멋진 귀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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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밤의 향연,
인문학 세미나
깊어가는 가을밤에는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 주최로 지혜의 축제, 인문학 심

뒤풀이 날: 2013년 10월 31일

화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 참석한 서암장학생들은 민용태교수의 열정과 함

장소: SK G plant 3층

께 세르반테스의 <돈끼호테>를 만났고, 이태수원장의 부드러운 카리스마에 힘
입어 플라톤의 <국가>를 알게 되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서암장학생들은 어렵다
고만 생각했던 인문학에 대한 편견을 깨고 인문학과 한층 가까워진 시간을 보
냈다. 가을밤의 콘서트 같은 인문학세미나에 감동을 받은 서암장학생들은 세미
나가 끝난 후에 조촐한 뒤풀이 자리를 가졌다. 이야기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인
문학에 대한 각자의 생각으로 모아졌다.

강준구

박영균

서암학술장학재단 장학생 서울대학교 재료공학과

서암학술장학재단 장학생 연세대학교 생명시스템학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눈빛에서 꿈을 보았

“제 전공분야에 대해서 소개하는 강연시간을 가졌는데, 생각보

어요. 제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 반응해주는 모습도 인상적이었

다 반응이 좋아서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면서 듣는

고요. 아이들의 열정이 제게 큰 자극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학생

걸 보니까 저도 신이 나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제 꿈이

활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았던 아이들에게 생생한 설명을 해 줄

교수가 되는 것인데요. 집중해서 제 강연을 듣는 아이들을 보면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고민하는지 잘 알

서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 내가 꿈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

기에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도 많았고요. 이번 캠프를 통해서

가도 되겠구나, 하는 확신과 함께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특히,

제가 재단으로부터 받은 도움을 사회로 다시 환원할 수 있었던

제 전공에 대한 자부심도 높아졌고요. 많은 아이들이 순수학문

것 같아서 행복했습니다. “

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려는 뜻을 보여주어서 더 기뻤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됐다는 사실에 뿌듯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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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호 : 내게 인문학이란 수능 언어영역에

강준구 : 인문학은... 공대생인 내게 전공이

모두 : (이구동성으로) 맞다. 나도 그렇게

서 지문으로 접했던 것이 전부였다. 이런 나

외의 과목을 접할 기회를 준다는 것만으로

생각한다.

에게 인문학세미나는 인문학에 대한 내 편

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학교에서 접할 수

윤성재 : 인문학강의를 듣고 나면 항상 그것

견을 바꾸게 해준 계기가 됐다. 지금은 정말

없었던 최고의 인문학을 이렇게 만났으니

과 관련된 고전을 읽곤 한다. 그러니까 인문

일취월장했다. 인문학의 재미에 푹 빠져서

어렵지만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학은 내게 고전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대학 인문학 동아리 세미나에 참가할 정도

허남주 : 그건 인문학전공자인 나도 마찬가

거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쉽게 읽지 못했던

가 됐으니까.

지다. 사실, 학교에서는 학점걱정에 마음 놓

유명한 고전들을 인문학세미나는 쉽고 재

이세찬 : 과학고를 졸업하고 수학을 전공하

고 인문학강의를 선택할 수 없었다. 인문학

미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셈

다보니, 변명 같지만 인문학을 접할 기회가

의 난해함이 자칫 낮은 학점으로 이어질까

이다. 나에게는 신선한 자극이다.

거의 없었다. 솔직히 이번이 처음인데, 아직

두려웠다. 이렇게 학점걱정 없이 강의를 듣

김유원 : 인문학강의를 들으며 처음에는 질

인문학의 재미는 모르지만 내게 필요하다

고, 자유로운 토론도 가능한 인문학 세미나

문을 하고 싶어도 망설이기만 하고 주저했

는 건 확실하게 알겠다. 정답이 없는 인문학

덕분에 인문학의 매력에 더 빠져들고 있다.

었다. 그런데 자꾸 강의를 듣다보니 내 스스

은 수학전공자인 내게 자유로운 생각을 할

특히, 이번 세미나 인기가 높아서 참가경쟁

로 논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내 의견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 심했다고 들었다. 우리는 서암장학생이

피력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긴다. 다음 세미나

박태현 : 맞다. 공대생인 나도 공부를 하면

라 큰 어려움 없이 강연을 들은 것 같다. 정

에서는 질문을 하고 토론도 하는 멋진 모습

서 정답을 찾는 과정이 마치 플라톤이 말

말, 서암학술장학재단은 우리 인생의 멋진

을 기대해 달라.

한 이데아를 쫓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했다.

가이드고 매니저다.

서암장학생들의 뒤풀이 모임은 밤이 깊어지도록 계속되었다. 세미나를 듣고,
자신들의 생각을 함께 나누며 서암장학생들은 인문학의 힘을 느끼고 있었다. 인
생을 살아가며 껍질을 깨는 고통이 있더라도, 내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답
을 찾아가는 과정이, 진정한 인문학의 힘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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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의 조건,어떻게 해야 행복할까

행복의 비결, 긍정적인 마인드

행복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모 연구소에서 설문조사

행복 의 해법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한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우리 삶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정의했고, 영국문학의 거장 새뮤얼 존슨 역시
‘우리 삶의 궁극적인 종착역은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 또 하나.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긍정적인 마인드도

를 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돈’을 꼽았다.

필요하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말인데, 정말 그럴까?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마틴 셀리그만(미 펜실베이니아

행복연구의 선구자인 에드 디너(미 일리노이드대학교 심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행복한 사람들의 특성으로 ‘낙

리학과 교수)는 “가난에서 벗어나는 돈은 당신을 행복하

관주의’를 꼽았다. 자신에게 실패와 역경이 찾아왔을 때,

게 해 주지만, 돈이 계속해서 사람을 행복하게 해 주지 못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고방식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

한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소득이 4백만 원 이상이 되면,

다는 것이다.

더 이상은 돈이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

교통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입고도 꿋꿋한 모습으로 행복

과도 있다.

을 전파하고 있는 이지선씨도 긍정의 마인드로 행복을 찾

또, 사람들은 건강과 안정된 직장, 화목한 가족과 친구 등

은 경우다. 그녀는 자신을 연예인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

이 있어야 행복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런

람들과 마주서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었기에 큰 사고를

행복의 조건을 다 가져도 고작 8~15% 정도의 행복만 증

이겨내고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고 있는 중이다.

가할 뿐이라고 한다.

낙천적인 성격으로 알려진 류현진선수가 세계최고의 투수

문제는 행복을 찾고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동화 <파랑새>에서,

로 우뚝 설 수 있게 된 비결도 긍정적인 마인드였다. 류선

찾아 헤매던 행복의 파랑새를 집에서 발견하고 새장을 여는 순간 파랑새가

그렇다면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수는 힘든 시기가 찾아올 때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를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행복은 가까이 있으면서도 느끼기 어려운 존재다.

행복은 내가 가진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눈 지수라는 공식

극복해나갔고, 오늘의 영광을 안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있다. 즉 행복=

가진 것
인데, 행복지수가 커지기 위
원하는 것

이렇게 주어진 현실에 항상 감사하고, 늘 잘 될 거라는 희

해서는 가진 것을 늘이던가, 원하는 것을 줄여야한다. 현실

망을 잃지 않는 긍정적인 마인드는 불행도 행복으로 바꿀

적으로 원하는 것 즉, 욕심을 버리고 현실에 만족하면 행복

수 있는 무한한 힘이다. 긍정의 에너지만 갖고 있다면 행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행복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
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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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부르는 여행지
여행을 떠올리는 순간, 행복도 함께 시작된다.
여행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곳. 몸과 마음 모두 편안해지는 여행지를 찾아 나섰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또 다른 행복을 만난다.

G rdes
‘별’이 쏟아지는 프로방스 마을, 고르드 (Gordes)
행복을 찾아 나선 첫 번째 여행지는 남프랑스의 프로방스 마을
고르드.
알퐁스 도데의 <별>처럼 아름다운 사랑이 흐르는 고르드 마을을
만나러 뤼베롱 산을 넘는다. 숨이 막히도록 아름다운 광경이 눈
앞에 펼쳐진다. 산기슭에 성을 에워싸듯 돌로 지은 집들이 계단
모양으로 늘어선 모습에 탄성이 저절로 나온다.
뤼베롱 계곡 해발 635미터 산악지대에 오롯이 들어앉은 마을 고
르드는 프랑스에서도 아름다운 마을로 유명한 곳이다. 마을 입구
에 주차를 하고 천천히 걸어서 마을로 들어선다. 리들리 스콧 감
독 러셀 크로우 주연의 영화 <어느 멋진 순간>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마을의 광장이 보인다.
광장에는 매주 화요일 오전에 열린다는 아침시장이 섰다. 인구 2
천명이 사는 이 작은 마을이 와글와글 북적인다. 시장물건은 거
의가 프로방스 농부들이 직접 농사 짓거나 만든 것들. 싱싱한 올
리브절임과 라벤더꿀이 입맛을 자극한다. 시장은 인심도 후하다.
과일값을 깎아주기도 하고 덤을 얹어주기도 한다.
고르드에서는 가능한 천천히 걸어서 마을을 둘러보아야한다. 그
래야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뤼베롱산의 정기를 느낄 수 있고, 마
을이 품고 있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 마을 중앙 언덕
에는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만들어진 성이 있고, 골목길 구석
구석을 걷다보면 오래된 돌집들이 뿜어내는 온기에 마음이 따
뜻해진다.
마을의 소박한 카페는 음식이 맛있고 에스프레소의 향도 진하다.
카페에 앉아 뤼베롱 산자락을 바라보며 이곳을 배경으로 쓴 소
설, <별>을 떠올린다. 주인집아가씨를 향한 순수한 양치기의 사
랑이 별이 되어 마을로 쏟아져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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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alya

R thenburg
중세의 보석, 독일 로텐부르크(Rothenburg)

게들도 보인다. 아사삭 맛있게 슈니발 과자를 깨물며 마을산책을
계속한다. 누군가 말했다. 로텐부르크는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찾아 떠난 세 번째 여행지는 ‘중세의 보석’으로 불리는 독

충분히 행복한 도시라고.

일의 로텐부르크.

산책길은 성벽을 따라서 이어진다. 성벽으로 올라서자 도시가

로만틱가도와 고성가도가 교차하는 곳에 위치한 이 도시의 정확

한 눈에 내려다보인다. 성벽을 따라 오르락내리락 도시를 걷는

한 이름은 로텐부르크 옵 데 타우버(Rothenburg ob der Tau-

기분이 최고다. 한바탕 산책을 마치고 카페로 들어선다. 이곳 카

ber)다.

페는 독일의 다른 도시들과 달리 맥주를 마시는 손님이 거의 없

독일중세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로텐부르크 성안으로 발을 딛

다. 대신 프랑스사람들처럼 홀짝홀짝 와인을 마시고 있다. 라인

는 순간 아름다운 동화나라가 시작된다. 집집마다 걸어놓은 꽃

강가를 따라 이어지는 포도밭에서 생산된 와인일 것이다. 와인

화분이 향기를 터트리고, 중세의 건축물과 상점의 독특한 간판이

을 한 잔 주문하고 로텐부르크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

어우러져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예쁜 상점들로 가득한

야기를 듣는다.

거리는 그 자체로 이벤트다. 1년 내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느껴

로텐부르크 시장이 황제의 장군 틸리와 포도주시합에서 3리터

지는 곳이다. 아름다운 장식인형과 중세의집을 모델로 만든 도자

와인을 원샷하면서 이긴 덕분에 30년 전쟁동안 로텐부르크를 무

기인형들을 구경하느라 발걸음이 느려진다. 눈을 돌리는 곳마다

사히 지켜낼 수 있었다,는 유쾌한 전설을.

그림 같은 풍경이다. 로텐부르크의 명물, 슈니발 과자를 파는 가

지중해를 품은 도시 터키 안탈랴(Antalya)

바라본다. 세수를 하고 싶을 정도로 물이 맑고 깨끗하다.
황금빛 모래를 자랑하는 안탈랴 해안에는 최고급 리조트들이

행복을 찾아 떠난 두 번째 여행지는 터키의 지중해연안에 위치

늘어서 있다. 겨울에도 따뜻한 이곳에서는 다양한 해양스포츠를

한 휴양도시 안탈랴. 연중 일조량이 300일이 넘고 강수량도 적

즐길 수 있단다.

은 천혜의 휴양지이자, 터키의 역사와 문화를 한 자리에서 만날

커피를 마시다 만난, 터키친구를 따라서 안탈랴 근교로 나들이

수 있는 유서 깊은 도시다.

를 나간다. 탐스런 열매를 품은 오렌지나무들이 끝없이 이어진

안탈랴 여행은 도시의 상징인 구시가지 시계탑에서 시작한다.

다. 안탈랴는 터키의 최대 오렌지 생산지라는데, 오렌지나무들

기념품가게들이 늘어선 길을 지나 시내 곳곳에 있는 셀주크, 오

을 베어내고 휴양지를 조성했단다. 그래도 여전히 도시는 오렌

트만의 유적들을 감상하면서 터키의 문화와 역사를 느껴본다.

지나무 천지다. 내친 김에 안탈랴 근교 페르게와 아스펜도스 유

안탈랴의 골목길은 아기자기하고 고즈넉하다. 미로처럼 얽혀있

적지도 둘러본다. 눈부신 햇살과 함께 아스펜도스에 있는 고대

어 길을 잃기도 쉽다. 그래도 즐겁다. 아름다운 골목길을 헤매다

로마의 원형극장으로 들어선다. 극장계단에 앉아 스르르 눈을

보면 선물처럼 툭 트인 지중해를 만날 수 있으니까. 로마시대에

감는 순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국제오페라 축제의 열기가 느

만들어진 항구에는 크고 작은 요트들이 멋진 자태를 뽐내며 서

껴진다.

있다. 부둣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지중해에 가득한 햇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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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행복 찾기 <느리게 살아서 즐거운 나날들>

행복을 이야기하는 책들
누구에게나 정신에 하나의 획을 그어주는 책이 있다 - 파브르
소크라테스는 부자가 되려는 욕심을 부리기보다 독서로 더 많은 지식을 쌓으라고 했다.
부는 일시적인 만족을 주지만, 지식은 평생토록 마음을 부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여기,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책들. 읽으면 저절로 행복해지는 책들을 몇 권 소개한다.

원소영 지음, 책이 있는 풍경/ 1만5000원
“빨리빨리”를 외치며 바쁘게 살던 저자 원소영은 우연처럼 프로방스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 그곳
에서 그녀가 발견한 것은 느리게 살아서 더 즐겁고 행복한 삶. 저자는 5년 동안 프로방스 사람들과
함께 프로방스 풍경에 취하고, 예술과 어우러지며, 느리게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깨닫게 된
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진실도 알게 된다. 책안에서 저자는 고흐와 세잔, 피카소 같은 예술
가들이 사랑했던 땅, 프로방스를 진정으로 만나는 길을 보여준다. 그리고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
놓고 그들처럼 천천히 인생을 즐겨보라고 말한다. 그녀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기
를 바라면서.

법륜스님에게 듣는 행복한 인생지침 <인생수업>

자꾸 펼쳐보고 싶은 행복의 유혹 <미치도록 행복한 순간 1000가지>

법륜지음, 유근택 그림/ 휴. 1만3000원

조근형 지음, 문서빈 사진, 쓰바 그림, 걷는나무/ 1만2000원

<인생수업>은 <스님의 주례사> <엄마수업>에 이은 법륜스님의 세 번째 인생지침서다. 세대를 넘나

저자 조근형이 10여 년 동안 만나왔던 사람들에게서 하나, 둘 수집한 천 개의 행복을 담은 책. 저자

드는 인생의 멘토로서 명쾌한 삶의 지혜를 알려주던 그가 이번에는 <인생수업>을 통해서 메마른 세

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였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돌아온 대답은 예상과 달리 평범한 것

상에 행복한 메시지를 전해준다. 책 안에서 법륜스님은 누구에게나 닥쳐올 인생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거창한 것은 없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빈둥거릴 수 있는 어느

짚어주는 것은 물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숱한 욕망을 내려놓음으로써 행복해지는 인생의 길을

주말’ ‘사랑이 막 시작될 즈음의 설렘’ 같이 너무 사소하고 흔해서 무심코 지나쳤던 행복한 순간들

안내해준다. 책을 읽는 동안 스님은 우리에게 계속 ‘당신은 행복하냐고’ 묻는다. 그리고 지나간 시

을 책에 담았다. 우리가 경험했거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행복이 들어있는 책을 읽다보면, 행복은 바

절을 그리워하거나 닥쳐올 미래를 생각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살지 말라고 조언한다. 그래야 나이가

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책장을 덮는 순간 짓게 될 행복한미소를 기대해도 좋다.

들어도 서글프지 않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더 행복해지는 프로젝트 <집에서도 행복할 것>

정신과의사의 특별한 행복론 <꾸뻬씨의 행복여행>

그레첸 루빈 지음, 신승미 옮김, 21세기 북스/ 1만7000원

프랑스와 를로르 지음, 오유란 옮김, 오래된 미래/ 1만3500원

<무조건 행복할 것>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그레첸 루빈의 두 번째 행복이야기 <집에서도 행복

2013년을 뜨겁게 달군 베스트셀러 <꾸뻬씨의 행복여행>은 ‘인간은 왜 행복하지 않은가’ 라는 물

할 것>. 전작에서 그녀는 ‘행복 프로젝트’를 시작해 자신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자신의 삶을

음으로 시작된다. 작가이자 정신과의사인 프랑스와 를로르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

긍정적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 내 수많은 독자들이 더 만족스러운 삶을 찾도록 도와주었

해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정신과의사 꾸뻬를 내세워 소설을 쓴다. 꾸뻬는 진료실문을 닫고 전 세계

다. 이번에 그녀는 가정생활을 깊이 있게 파헤쳐, 집에서의 생활을 보다 행복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를 여행하며 환자들을 치료할 행복의 비밀을 찾기 시작한다. 여행을 하며 꾸뻬는 사소한 관찰을 통

있는 지혜를 알려준다. 일상생활의 범위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로 바꾸고, 집안에 나만의 성지를 만

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행복의 비밀을 발견하게 된다. 행복한 순간들

들고, 사소한 것들의 중요성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스스로의 행복에 주도권을 갖는 것. 모두 저자

이 모여 삶 전체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진실도 알려준다.

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행복해지는 방법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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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SBS문화재단 & 서암학술장학재단
주요행사

2013 SBS문화재단 & 서암학술장학재단
신규 선발자 명단

정기이사회 개최

SBS문화재단 해외연구지원사업

SBS문화재단과 서암학술장학재단은 2월 18일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2012년도 결산
보고와 2013년도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이상원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부교수

김성재 전주고

이선향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성준 김천고

방송/언론인 (10명)

정문기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정금 나주고

강상구 TV조선 정치부 차장

정봉주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교수

김지원 공주사대부고

김재중 경향신문사 정책사회부 기자

조장옥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태린 명덕여고

김종수 연합뉴스 인사교육부 차장대우

한신갑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희주 중앙여고

김태진 YTN 보도국 차장

홍태희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노원준 상문고
문영국 제주제일고

문병도 서울경제신문 사회부 차장대우
이승헌 중동아일보사 정치부 차장

‘방송작가 마스터클래스 2013’개최

이정환 ubc울산방송 취재팀 차장

서암학술장학재단 장학생

이정훈 한겨레신문 경제부 기자

대학장학생 (15명)

한국방송작가협회와 SBS문화재단은 5월 3일 서울 디큐브아트센터에서 '방송작가 마스

이철재 중앙SUNDAY 사회부문 기자

김석준 서울대학교 화학부

터클래스 2013 : 최강의 콘텐츠 창조자를 만나다'를 개최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

장세훈 서울신문 정치부 기자

김스테반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가 알랭 드 보통과 일본의 대표 방송작가 노지마 신지를 초청해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들
의 뜨거운 호응 속에서 진행된 이번 강연은 세계적인 방송콘텐츠를 만들어내려는 방송작
가들에게 창의적인 글쓰기 방법을 전수한 값진 기회였다.

‘올해의 작가상 2013’ 전 개최
국립현대미술관과 SBS문화재단은 7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총 94일간 '올해의 작
가상 2013'전을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올해의 작가상' 2013년도 수상자로는 공성훈 작
가가 선정되었다.

김시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미디어교수 (10명)

김지수 연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강재원 동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부교수

김태훈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김정현 중앙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박지현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민영

박진우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계열학부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부교수

우형진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부교수

박서혁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장대익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윤성제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인문계열

장병희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부교수

이상원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전종우 단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이지호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정동우 건국대학교 언론출판학과 교수

임서정 연세대학교 경영계열

최병구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정윤교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계열학부

한동섭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한지영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황재동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고교장학생 (45명)

김성진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고해정 김화고

김연상 서울대학교 융합과학부 부교수

권보현 거제여상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는 11월 1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미래한국리포트에서 SBS

김우창 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조교수

권봉재 부산고

문화재단 지원으로 추진 중인 ‘착한 성장사회’프로젝트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중배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권여림 강원사대부고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권태호 경남고

박종혁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

김기택 대전고

박홍규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김기현 철원고

변경민 경희대학교 생체의공학과 교수

김도형 한국디지털미디어고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김민규 제주제일고

송호영 한양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민욱 휘문고

안도경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성욱 마산고

‘착한 성장사회’ 프로젝트, 미래한국리포트에서 연구결과 발표

SBS문화재단은 2012년부터 국가미래의제 집중연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대 사회
발전연구소와 함께 우리 사회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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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희 철원여고
방준원 서울고
백종윤 신철원고
백지원 광영여고
석정미 명지고
여창열 인천고
예지수 금옥여고
이경민 경동고
이동주 경기고
이민혁 휘문고
이세기 철원고
이지홍 거제제일고
이해민 신목고
이헌우 안동고
이호형 경복고
이효진 철원여고
임미소 신철원고
임준현 원주고

국가미래의제교수 (19명)
권일웅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문준영 춘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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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일 경북고
장원지 철원여고
진윤성 춘천고
최다정 선일여고
하기헌 서울고
현병윤 청주고
현윤성 김화고

Fel l ow News

펠로우 소식

S B S foundation & SEOAM s c holar s hip foundation

신창훈
헤럴드경제 편집국 경제부 정책팀장
2013년 11월 10일 역저 《국가는 부유한데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페이퍼로드) 출간
오광수
경향신문 문화사업국장
2013년 10월 《낭만 광대 전성시대-조용필과
아날로그시대의 대중문화사 수기》(세상의아침)
출간
윤승용
한국일보 사회부 기자
아시아경제신문 논설고문, 전북대 초빙교수 선임

방송/언론인
고광남
숙명여대 겸임교수(前 KBS 기자)
2013년 3월 26일자로 YTN 감사 취임
곽태헌
서울신문 편집국장
2013년 10월 제9회 한국참언론인대상
(정치부문) 수상
권영민
중앙일보 미디어플러스 총괄대표이사
2013년 3월 1일 중앙일보 미디어플러스 총괄대
표이사 취임
김봉국
아주경제 부사장
2013년 3월 《멋있게 품위 있게-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센추리원)
2013년 10월 《승자의 안목-고전과 비즈니스에서
세상과 사람을 읽는 법을 배우다》(센추리원) 출간
문소영
서울신문 논설위원
2013년 2월 28일 《조선의 못난 개항》(역사의
아침) 출간
2013년 7월 5일 《못난 조선》(나남) 개정판 출간
외국어대 석사 논문 〈네이버 뉴스서비스 변화와
한국의 온라인 저널리즘 생태계의 특성 연구〉
민석기
매일경제신문 편집국 중소기업부 차장
공저 《도시를 깨워야 나라가 비상한다》 (매일경제
신문사) 출간
박래용
경향신문 정치에디터 겸 정치부장
2013년 6월 경향신문 정치에디터 겸 정치부장
부임

이완수
동서대학교 영상매스컴학부 조교수
(前 내외경제신문 기자)
경제현상과 미디어 보도를 접목한 저서인 《경제와
커뮤니케이션》이 2013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
학술도서로 선정
논문 〈Reflecting Absence: Representing the
Extraordinary Deaths of Ordinary Sailors in
the Media〉가 최근 미국 저명 사회과학 저널인
《Journal of Loss and Trauma: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Stress&Coping》에 게재.
이 논문은 천안함 희생자들의 죽음을 사회담론적
으로 언급

교수
강현두
서울대 명예교수
2013년 4월, 세번째 개인전 <강현두의 몸이야기>
작품전시회(베세토 갤러리) 개최
권상희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부교수
2013년 KBS 시청자위원 선임
2014년판 《Mriques Who’s Who》 인명사전 등재
《고급 커뮤니케이션 통계분석론》(컴원미디어) 출간
김근형
성균관대 생명공과대학 바이오 메카트로닉스학과
〈새로운 조직/장기 재생용 세포담체 제작〉이 영국
왕립화학회 발간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B(IF=6.1)》 저널 Coverarticle로 선정
세포 프린팅 관련 논문 13편 발표

설진훈
매일경제신문 정치부장
2013년 매일경제신문 정치부장 부임

김대식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1 nm 구멍에 밀리미터 파장의 테라헤르츠파를
집중시키고 세기를 1억배 이상 증폭시키는데 성공.
이 연구결과는 2013년 9월 3일 Nature
Communications 에 "Atomic layer
lithography of wafer-scale nanogap arrays
for extreme confinement of electromagnetic
waves" 라는 제목으로 게재

손재권
매일경제신문 산업부 기자
2013년 11월 13일 《파괴자들 Disruptors》(한스
미디어) 출간

김대호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2013년 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경제자문회의의
민간자문위원으로 활동 중

박상욱
SBS 제작부 차장/PD
2013년 11월 20일 《리더의 조건》(북하우스) 출간

김동규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013년 10월 제40대 한국언론학회 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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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서울대 수리과학과 교수 (자연과학대학 학장)
2013년 11월 21일 대한수학회장 취임
김병선
연세대 건축공학과 교수
2013년 제7대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회장 취임
김순양
영남대학교 정치행정대학 행정학과 교수
2013년 한국행정학회 편집위원장 선임
김재석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2013년 9월 1일 경북대 한국어문화원장 취임
김찬석
청주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행복한일터 국민참여 TV 광고제작 공모전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
한국언론학보에 〈전략적 쟁점 관리를 위한 정책
쟁점의 역동성〉(공동) 발표
김충선
연세대 이과대학 물리학과 정교수
시공간대칭융합연구소 소장으로 취임
민현식
서울대 국어교육과 교수, 국립국어원장
(1) 국립국어원장 취임 후 날로 악화되는 국어환경
의 개선을 위해 추진해온 ‘아름다운 우리말 가꾸기
운동’을 2014년에도 대대적으로 추진 예정
(2) 2013년 10월 25일 서울역 강당에서 〈한국어
의 위기를 넘어 희망을 열다〉로 시민강좌 특강
박동곤
숙명여대 화학과 교수
2013년 6월 《에네르기팡-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패러다임 뒤집기》(생각의힘) 출간
2013년 8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청소년
권장도서로 선정
2013년 10월 한국창의재단에서 우수 과학도서로
선정
박성희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2013년 3월 《현대미디어 인터뷰》(나남) 출간
박정자
상명대 불어교육학과 명예교수
2013년 3월 《플라톤의 예술노트》, 《플라톤의 몸
이야기》(인문서재), 2013년 9월 《스토리텔링의
비밀이 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기파랑) 출간
박정형
성균관대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교수
(1) 국제학회 초청 강연: Tokyo-Seoul
Conference in Mathematics, November 30th
(Sat) 2013, University of Tokyo(동경대학
개최)/강연 제목 〈Recent progress on universal curvature identities〉
(2) 성균관대 자연과학대학 우수논문상 수상
(2012년 2월 15일)
(3) 대한수학회 기하학분과 위원장 선임
(2012년 4월~2015년 3월)
(4) 아시아수학자학술회의(The Asian
Mathematical Conference 2013) 기하학
조직위원, 부산 벡스코 개최
(2013년 6월 30일~2013년 7월 4일)
(5) 2014년 세계 수학자 학술회의 위성학술회
의 기하학 조직위원(ICM Satellite conference.
2014년 8월 22일~2014년 8월 23일),
성균관대 개최

박종일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
2013년 7월 15일 2013년도 대한민국최고과학
기술인상 수상
박현수
단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2013년 1월, 《광고매체기획론》(한경사) 출간
박홍규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부교수
극미세 나노레이저를 개발하여 네이처의 자매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지
(Nature Communications)' 최신호(온라인판
11월 19일자)에 발표
배종태
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 테크노경영대학원장, 사
회적기업가MBA 책임교수
2013년 KAIST 경영대학의 사회적 기업가 MBA
과정 책임교수 임명
배충식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교수
2013년 4월 세계자동차공학회 석학회원(Fellow)
위촉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논문 게재(2013년)
Seo, Ji-Yong 〈A Study on the Influential
Factors of Liquidity in Korean Credit Card
Firm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KCI), 15(5), October 2013.
Seo, Ji-Yong and Keon Hee Lee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Loan Portfolio in Korean
Banks〉, Journa l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KCI), 15(4), August 2013.
Seo, Ji-Yong 〈The Effect of Global
Commodity Futures Transaction
Informationon ETF Return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KCI),
15(3), June 2013.
Seo, Ji-Yong 〈Are Bank Loans to SMEs
Procyclical? Evidence from an Analysis of
the Lending Behavior of Korean Banks〉,
South African Journal of Business
Management(SSCI), 44(2), June 2013.
Seo, Ji-Yong 〈Diversification of Crude Oil
Import Sources as Determinant Factors in
the Pricing of Petroleum Products〉, Energy
Sources, Part B: Economics, Planning, and
Policy(SCI), 8(4), May 2013.
Seo, Ji-Yong and Pando Sohn <The
clustering of IPO spreads in Korean IPO
market: Competition or Collusion?> South
African Journal of Economics(SSCI), 81(1),
March 2013.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2013년 3월, 《그들은 소리 내 울지않는다》
(이와우)
2013년 11월, 《시민의 탄생-조선의 근대와
공론장의 지각 변동-》(민음사) 출간
송호영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인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탐구한
저서 《법인론》을 출간 (신론사, 2013.11.)

안도경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에서 연구년 중
안순일
연세대 대기과학과 교수
《Nature》 2013년 12월 5일판에 논문 출간 예정
논문 〈Late-twentieth-century emergence
of the ElNiño propagation asymmetry and
future projections〉
오민규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2013년 10월 생물공학회 2013년 담연학술상 수상
우찬제
서강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도서관장
2013년 2월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회장
취임
2013년 5월 한국도서관협회 이사 취임
우형진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부교수
미국 Loyola University at Chicago에서
연구년 중(Visiting scholar)
유의선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2013년 11월 한국방송학회 제26대 회장으로 취임
윤경로
한성대 역사문화학부 명예교수
2013년 8월 《105인사건과 신민회 연구(개정증보
판)》(한성대학교출판부)으로 제9회 독립기념관
학술상 수상
윤석년
광주대 신방과 교수
2013년 11월 한국방송학회 차기 학회장 선임
이건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장
2013년 9월 1일 서울대 공과대학장 취임
2013년 11월 미국기계학회(ASME) 석학회원
(Fellow) 선임
이광호
연세대 철학과 교수
2013년 11월 1일 퇴계학학술상 수상
2013년 8월 20일 역저 《퇴계와 율곡, 생각을
다투다》(홍익출간사) 출간
2013년 7월 5일 공저 《인문학 명강》(21세기
북스) 출간
이상원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부교수
2013년 국제공학설계학술대회(ICED 13) 개최/
부조직위원장 취임(2013년 8월 19일~2013년
8월 22일, 서울)
2013년 국제공학설계학술대회 우수논문상
(Reviewer’s Favourite) 수상
이승윤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013년 4월 《에너자이저》(청림출판) 출간
이영학
한국외국어대 사학과 교수
2013년 2월 《한국 근대 연초산업연구》(신서원)
출간
2013년 6월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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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희
인하대 생활과학대 학장/전국생활과학대학장협
의회장
2013년 9월 역서 《금융 소비자 의사결정과 소비자
지식》(시그마프레스) 출간
이재찬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BK플러스 융복합
소재 글로벌인재 양성사업단 단장
삼성전기-성균관대 계면연구센터(성균관대 내)
센터장 취임
이창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공과
대학 연구부학장
서울대 공과대학 연구부학장 임명(2013년 9월
1일~2015년 8월 31일)
미국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 빅터 클리모프
박사팀과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양자점 발광
다이오드의 효율을 감소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인
오제 재결합(Auger recombination)을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양자점 구조를 개발하여 《네이처》의
자매지인 《네이처커뮤니케이션》(2013년 10월 25
일자)에 게재.
〈Bae, W. K. et al. Controlling the influence
of Auger recombination on the performance
of quantum-dot light-emitting diodes. Nat.
Commun. 4: 2661 doi: 10.1038/ncomms3661
(2013).
〈J. Lim et al., Highly Efficient Cadmium-Free
Quantum Dot Light-Emitting Diodes Enabled
by the Direct Formation of Excitons within
InP@ZnSeS Quantum Dots, ACS Nano 7,
9019〉(2013).
이해웅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석좌교수
2013년 9월 울산과학기술대 석좌교수 부임
이현우
한양대 홍보학과 교수
2013년 1월 역저 《한마디 사과가 백마디 설득을
이긴다》(서울문화사) 출간
장소원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2012년 10월~2014년 9월 YTN 시청자위원장
선임
장하용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013년 11월 9일 《미디어 윤리의 이론과 실제》
(P. Patterson & L. Wilkins. 한울아카데미 출간)
로 한국방송학회 학술상(번역 부문) 수상
장효현
고려대 문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2013년 11월 민족어문학회회장 취임
2013년 12월 동방문학비교연구회 회장 취임
정문기
성균관대 행정학부 교수
2013년 9월 성균관대 도서발전연구소 소장 부임
조광현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석좌교수
한국연구재단 2013 기초연구우수성과 선정
("IT와 BT 융합연구를 통한 최적의 암세포 사멸 유
도기술 개발")

Fel l ow News

최준식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심리학과 교수
2013년 마음 뇌 융합 심리학 단장 선정
최희철
포스텍 화학과 교수
2013년 12월 ‘자랑스러운 포스테키안상’(연구
부문) 수상
2013년 10월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자제어
저차원 전자계 연구당) 그룹 리더 선정
한신갑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013년 11월 15일 《막힌 길 돌아서 가기: 남북
관계의 네트워크 분석》(서울대학교출간문화원)
출간
홍종인
서울대 화학부 교수
2013년 탄소문화상 학술상 수상

교육대상수상자
강명숙
옥천초등학교 교사
교육학 박사학위 취득(부산대 교육심리 전공)
논문 〈초등학생 리더십의 성차와 리더십과 다중
지능의 관계〉를 《한국아동교육학회》(2013,
22(3))에 게재
고영실
前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교장
2013년 8월 31일 옥조근정훈장 수상(대통령
박근혜)

국내박사과정
강수미
동덕여대 회화과 교수
2013년 11월 저서 《비평의 이미지》(글항아리)
출간
2013년 11월 8일 서울아트하우스에서 〈코멘수라
티오: 언어로 측정하는, 언어로 균형을 이루는
지점들〉 강연
논문 "인공보철의 미: 현대미술에서 ‘테크노
스트레스’와 ‘테크노 쾌락’의 경향성"을 《미학
예술학연구》에 게재(2013.11. 한국미학예술학회)
2013년 10월 1일~2015년 9월 30일 2년간 서울
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선정
강주원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2013년 10월 《나는 오늘도 국경을 만들고
허문다-국경도시 단동을 읽는 문화인류학 가이드》
(글항아리) 출간

S B S foundation & SEOAM s c holar s hip foundation

김다정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소,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MEG센터 박사후과정 연구원
2013년도 대한뇌기능매핑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Abnormal white matter integrity of patients
with fibromyalgia" 발표
김인수
서울대 일본연구소 객원연구원
2013년 8월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일제하 조선의 농정입법과
통계에 대한 지식국가론적 해석: 제국 지식체계의
이식과 변용을 중심으로" 제출(졸업)
2013년 11월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대학원 우수
논문상 수상
김태진
충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국정부학회 교육정부 이사/27회 입법고시 출제
위원/한국반부패정책학회 운영이사 선임/한국공간
정보학회 이사/한국정책연구소 소장 부임
박선미
서울시립대 유물실 연구원
저서 《고조선과 동북아 고대 화폐》(2009. 학연문
화사)로 한국학술진흥원 2011년 우수 학술
도서 선정
박재준
신촌 세브란스 비뇨기과 의사
신촌 세브란스 병원 비뇨기과 전공의/미국
하버드 의대 리서치 fellow 겸임으로 선임(Stem
Cell Biology 전공)
박진영
연세대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번역과 번안의 시대》(소명출판) 출간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한국학전공 교수
국가기록원 공로상 수상
손창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2년 파견근무중) 태양광
PD, 신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
2013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
R&D Program의 태양광 PD로 한국에너지기술
평가원에서 2년간 파견 근무
송건형
순천향대 의약공학과 조교수
2013년 9월 1일자로 순천향대 부임
송원경
수원시정 연구원
(사)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학술상 수상(2013)
신승숙
강릉원주대학교 방재연구소 전임연구원
논문 "Sediment and hydrological response to
vegetation recovery following wildfire on
hillslopes and the hollow of a small
watershed"가 국제적으로 저명한 《Journal of
Hydrology》에 실림

구기연
한양대학교 세계지역문화연구소 박사 후 연구원
논문 "이란 도시 젊은이들의 ‘그들만의 세상’
만들기: 국가의 감정 통제와 개인들의 자아 구성"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신진학자 저술지원 사업’에
선정, 2014년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SNUAC) 모
노그래프시리즈로 출간될 예정

윤성원
수원대학교 경상대학 글로벌비지니스학과 조교수
2013년 3월 1일자로 수원대 전임 임용
2013년 8월 논문 "시청각 분야를 중심으로 본
한-EU 문화협력 현황과 ‘한-EU 문화협력의 정서’
의 역할" 출간(EU학연구, 18-1호)
2013년 10월 논문 "EU-Korea at 50: Main
Issues, Perceptions and Prospects" 출간
(EU학연구, 제35호)
윤재운
대구대 역사교육학과 교수
대구사학회 편집이사/한국고대사학회 편집이사/
고구려,발해학회 총무이사/고려사학회 편집이사
선임
논문 〈발해의 5경과 교통로의 기능〉
(한국고대사연구 63호)
공동저서 《한.중 관계 사상의 교통로와 거점》
(동북아역사재단) 출간
윤정원
삼성종합기술원 전문 연구원
2011년 세계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에 등재. 2013년에도 동일하게 등재
이애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Post.doc
논문
"Detection of Active Matrix
Metalloproteinase-3 in Serum and
Fibroblast-Like Synoviocytes of CollagenInduced Arthritis Mice"
(Bioconjugate Chemistry)
"A novel near-infrared fluorescence
chemosensor for copper ion detection using
click ligation and energy transfer"
(Chem comm)
"Biomimetic Aggrecan Reduces Cartilage
Extracellular Matrix From Degradation and
Lowers Catabolic Activity in Ex Vivo and In
Vivo Models"
(Macromolecular Bioscience)
"TNF-alpha Gene Silencing Using
Polymerized siRNA/Thiolated Glycol
Chitosan Nanoparticles for Rheumatoid
Arthritis"
(Bioconjugate Chemistry, Molecular
therapy-Nature 자매지)
이영우
숭실대 화학공학과
미국전기화학회(ECS) 수상, H. H. Dow
Memorial Student Achievement Award of the
Industrial Electrochemistry and
Electrochemical Engineering Division
세계 3대 인명사전, 2013년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에 등재
이유진
연세대 인문학연구원 소속
2013년 10월 역서 《중국철학이 등장할 때가
되었는가》(글항아리) 출간
2013년 7월 역서 《부의 본심》(중앙m&b) 출간
2013년 3월 저서 《상식과 교양으로 읽는 중국의
역사》(웅진지식하우스) 출간
2013년 4월 역서 《동양고전과 푸코의 웃음소리》
(글항아리) 출간
이의철
상명대 컴퓨터과학과 교수
2013년 5편의 SCI 등재 학술지에 논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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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제14회 대한민국 반도체설계대전 국무총리상
(금상) 수상

천승현
세종대 물리학과 교수
2013년 9월 독일 Paul-Drude-Institute
WorkShop 초청 강연

이택
서강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박사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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