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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펴내면서

여러분의 격려와 도움 덕분에 드디어 21호 석삼지가 탄생하였습니다.
아 ~ 정말 감동의 물결입니다.
처음 ‘석삼지’를 만들려고 했을 때의 흥분되던 마음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수학과의 중요한 학술지이기 때문에 저에게 온 부담감도 적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선배와 동기들의 충고와 격려 덕에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
았나.. 생각합니다.
더욱 멋지게 만들고 싶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 같아 걱정이 앞섭니다.
학술지를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번 기회로 알게 되었고,
먼저, 함께 취재하고 제작을 도와주신 여러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힘들여 만든 만큼 많은 배움의 기회가 되었으니,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격려와 도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 수학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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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수학과예요!
(인사말)

∘학과장 인사말
∘학회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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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 인사말

김재겸 교수님

오래 전 광안리 바닷가에 ‘추억만들기’라는 경양식집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
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업시간에 이 집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우리 인간
이 살아가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추억 만들기가 아니겠느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은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할 뿐 아
니라 생활의 소중한 활력소가 됩니다. 특히 힘든 상황에 처하였을 경우 아름
다운 추억의 회상은 그 어떤 약보다 효과가 높은 보약의 역할을 하곤 합니
다.
대학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마지막의 학창 시절입니다. 즉, 대학은 학창
시절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학창 시절의 경험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었을 때는 더 이상 경험해볼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며
평생 동안 가슴 속에 담고 사는 추억입니다. 대학을 다시 다닌다 하더라도
원래의 추억을 대치할 수 있는 추억을 만들기는 힘들 것입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추억, 학교 앞 골목에서 취하여 비틀거리던 추억, 수
업 땡땡이 치고 친구 자취집에서 놀던 추억, A 받은 추억, F 받은 추억, 학
우들과 여행 갔던 추억, 낮선 여행지의 뒷골목에서 어울려 한잔 하던 추억,
MT 가서 밤을 하얗게 새운 추억, 체육대회에서 이기거나 졌던 추억, 데이트
추억, 학교 앞 주점에서 개똥철학을 논하던 추억, 학우들과 다투었던 추억
등 하나같이 꽃보다 아름다운 추억이고 보석처럼 소중한 추억이고 돈으로는
가름할 수 없는 값진 추억일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추억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
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대학 시절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으며 되돌릴 수도 없
습니다. 아름답고 소중하고 값진 추억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는 수학과 학
생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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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장 인사말
01‘ 홍영표
학회장을 시작할 때의 그 설레임을 느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올해도 어느
덧 마지막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매년 느꼈던 거지만 올해는 유난히도 빠
르게 지나간 한 해 인거 같습니다.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으로 1년을 열심히
일해보자고 다짐했었는데 막상 이 글을 시작하니 많은 반성이 되는 것 같습
니다.
모두와 함께한 자리는 아니었지만 힘들게 한명 한명 알아낸 신입생들과 시
작한 예비대... 졸업식과 일정이 겹치면서 선발대, 후발대로는 나뉘어 졌지만
모두가 첫 대면을 했던 오리엔테이션... 학과의 개강총회... 많이 추웠지만 끝
까지 즐겨준 이과대의 개강총회인 해오름식... 조금 먼 길이었지만 수학과만
의 첫 엠티인 신입생복학생 환영회... 쉽지 않은 경험과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었던 3박4일간의 농활... 학과주점에서 2박3일을 보낸 학교의 축제 대동
제... 게임대회 전 종목을 석권했던 사이버제전, 함께 즐기며 뛸수 있었던 이
과대 체육대회..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짧게나마 올 한해의 일들이
스쳐지나 갑니다.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도 많았지만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
다면 내년에는 조금 더 단결되는 수학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단결됨이라함의
의미는 우리과 학생 개개인들이 더 잘 알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
어서 단결이란 나 하나의 작은 노력일 수 있습니다. 나의 노력하는 작은 몸
짓이 사람들과 학과에는 소중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나 하나로부터의 작은
노력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수학과라는 힘이 모여질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
다운 꽃을 바란다면 흙과 뿌리를 돌봐야 하듯이 수학과에 웃음과 활기가 넘
쳐흐르는 아름다움을 바란다면 나 하나의 작은 변화를 돌봐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마음으로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해 제가 일을 함에 있어 좋은 조언을 해주신 교수님들...
그리고 일이 있을 때 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함께해준 부학회장, 집
부들... 행사 때마다 자리를 빛내준 재학생들... 우리 사랑스런 신입생들... 모
두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전통과 역사를 가질 수 있는 수학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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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논문만들기 대작전
(논문)

∘chapter.1 피보나치수열
∘chapter.2 초월수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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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나치 수열과 황금비
02‘진종민
1. 피보나치는 누구인가?
▶피보나치<Fibonacci, Leonardo ; 1175-1250경>
이탈리아의 수학자. 피사 출생. 피사의 레오나르도 다 빈치
라고도 불린다. 아라비아에서 발달한 수학을 섭렵하여 이를
정리․소개함으로써, 그리스도교 여러 나라의 수학을 부흥
시킨 최초의 인물이 되었다. 아버지가 아프리카 북안(北岸)
부지항(港)의 피사의 상무관장(商務館長)으로 있었기 때문
에, 어려서부터 수판(數板)에 의한 계산법을 배우고 또한 이슬람교 학교에서
인도 기수법(記數法)을 익혔다고 한다. 그 후 이집트․시리아․그리스․시칠
리아 등지를 여행하여 갖가지 계산법을 습득한 다음 피사로 돌아와, 1202년
《주판서(珠板書)》를 저술하였다. 15장으로 된 이 책은 아라비아의 산술 및
대수(代數) 지식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당시의 수학서의 결정판으로서 그
후 수세기 동안 유럽 여러 나라에서의 수학원전(數學原典) 구실을 하였다.
기하학에 대한 저서 《기하학의 실용》(1220)에서는 유클리드를 소개하고 몇
가지 정리를 증명하기도 하였다.

2. 피보나치 수열의 발견
생후 한 달이 지난 토끼 한 쌍은 번식하기에는 너무
어리지만 두 달이 지나면 번식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
진다. 이 두 마리의 토끼가 두 번째 달부터는 이런 방
법으로 한 마리의 토끼도 죽지 않고 계속해서 번식한다
면 각 달의 첫날에는 몇 쌍의 토끼가 있는가?

☞ 피보나치가 세계의 여러 곳을 여행하다가 인도-아라비아 수학의 실용성
을 통감하고 귀국한 후 1202년에 지은 산반서(算盤書, Liberabaci)에 나오는
문제이다. 이 문제의 풀이에 나오는 수열을 나중에 E. Lucas라는 사람이 "피
보나치 수열"이라고 이름을 붙일 만큼 유명한 수열이다. 피보나치는 어느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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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기르던 토끼가 새끼를 번식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 수열의 아이디어
를 착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도 이 수열이 얼마나 위대한지, 어떻게 사용
될 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고

자연에서 전혀 예상 밖의 곳에서 모습을 드

러내며 또 피보나치수열의 이웃한 항의 비, 즉 1:2, 2:3, 3:5, 5:8, 8:13, ... 은
점점 황금비에 가까이 가는 등 놀라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

보나치라는 이름이 지금까지 유명한 것입니다.

< 월별토끼집단의가계도>

3. 피보나치 수열이란?
제1항과 제2항을 1로 하고, 제3항부터는 순차적으로 앞의 두 항을 취하는 수
열.
이를테면,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합, 제4항은 제2항과 제3항의 합이 되
는 것과 같이, 인접한 두 수의 합이 그 다음 수가 되는 수열이다.
즉, 1, 1, 2, 3, 5, 8, 13, 21, 34, 55,… 인 수열이며,
보통 a1＝a2＝1, an=an-1+an-2

(n≥3)일반화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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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황금비란 무엇인가?
어떤 양(量)이 대소(大小)로 2분되어 그 작은 부분과 큰 부분과의 비(比)가
큰 부분과 전체와의 비와 같을 때의 그 양쪽 부분의 비.즉, 황금비(黃金比).
이 비를 숫자로 나타내면 1:1.618이다.

A

P

B

왼쪽 그림과 같이 선분 AB위에 점P를 잡아 
  
  
  
 가되게 분할
할 때, 점 P는 선분 AB를 황금분할 한다고 한다.
황금분할의 비는 아름다움의 비로서 책, 그림, 엽서,tv의 화면 ,사진, 건축물,
조각품 등에서 많이 이용되고 볼 수 있다. 그리스의 플라톤은 “황금분할은
자연계의 모양을 아름답게 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완전한 것이다.” 라고 말
하였듯이 황금분할은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의 왕의 무덤에서 발견되고 있는 황금비는 그리스
의 4세기경부터 그리스인들 의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켜 피타고라스학파에
이르러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다.

5.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 구하기.
이 수열을 F(n)으로 놓고
F(1)=1
F(2)=1
.
.
.
F(n+2)=F(n+1)+F(n)
F(n+2) - F(n+1) - F(n) = 0
F(n+2) - a F(n+1) = b (F(n+1) - a F(n)) ‥①
F(n+2) - (a+b) F(n+1) + ab F(n) = 0
∵a+b=1, ab=-1
2

x -(a+b)x+a b = 0
x 2 - x-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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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1± 5
2

Let a = 1 + 5 , b = 1 - 5
2
2
Let G(n) = F(n+1) - a F(n)
①로부터 유도 G(n+1) = b G(n) ← G(n) 은 공비가 b인 등비수열
i.e G(n) = G(1) bn-1
G(1) = F(1+1) - a F(1) = F(2) - a F(1) = 1 - a = b

∵a+b=1

∴ G(n)= F(n+1) - a F(n) = b*bn-1 = bn 즉,
n-1

=G(1)b

i.e F(n+1) - a F(n) = bn

similary

F(n+1) - b F(n) = an

(b-a) F(n) = bn- an
F(n) =

b n- a
b- a

n



  
  

      
=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

※ 파스칼 삼각형과 피보나치 수열의 관계

옆의 그림은 파스칼의 삼각형
이 피보나치 수열과 관련이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파스칼의
삼각형에 서 대각선 방향으로
수를 더하면 피보나치 수열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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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보나치 수열의 성질
1) 연속하는 두 수의 합이 다음에 나타난다.
2) 수들이 홀수, 홀수, 짝수로 이어진다.
3) 4의 배수 번째에 있는 수들은 3의 배수이다.
4) 이웃하는 두 수의 차이들도 같은 규칙의 수열을 이룬다.
5) 피보나치수열의 인접한 두 항의 최대공약수는 1 =>(F(n),F(n+1))=1
6) 피보나치수열과 황금분할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피보나치 수열에서 연속한 항들의 비를 택하면 다음과 같은 수열을 얻는다.
1/1 (=1), 2/1 (=2), 3/2 (=1.5), 5/3 (≒1.667), 8/5 (=1.6), 13/8 (≒1.625),
21/13 (≒1.615), 34/21 (≒1.619), 55/34(≒1.618), 89/55(≒1.618), …

놀랍게도, 이 수열의 극한은 실제로 황금비

1 + 5 이다.
2

피보나치수열의

인접한 두 항의 비는,
n+1

n+1

F(n+1)
a
-b
=
F( n)
a n -b n

이고,

n+1
n+1
1+ 5
∴ lim F(n+ 1) = lim a n - b n
=a =
F( n)
2
n→∞
n→∞
a -b

∵ ∣b∣ = ∣ 1 - 5 ∣ < 1
2

← 황금비

이므로,


n
=0 이다.
lim b = 0 , lim 
n→∞

→∞

그림은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하여
황금 직사각형을 연속적으로 작도
한 것이다. 먼저 한 변이 1인 정사
각형 두 개(피보나치 수열의 제 1,
2항)를 나란히 그리고 다시 이 두
변의 합을 한 변(길이 2 - 피보나
치 수열의 제3항)으로 하는 정사각
형을 그린다. 다시 피보나치 수열의 제2, 3항의 합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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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그리고, 다시 제3항,4항의 합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려나가는
식으로 그려나가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직사각형은 작도가 진행됨에 따라 황금 직사각형이 되
는데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보나치 수열의 비는 황금비를 이루기
때문이다.

7. 황금분할의 작도와 비
1)황금분할의 작도

   로할때 
    
 가 된다.

A

O

D

F

C

E

(작도)

B

1)위 그림 정사각형ABCD에서 변BC의 중점O를 잡는다.
2)점O를 중심으로 선분OD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그려 선분 BC의 연장
선과의 교점 E를 잡는다.
3)점E에서 선분BE의 수선을 그어 변 AD의 연장선과의
교점 F를 잡는다.
4)직사각형ABCD의 가로.세로의 길이의 비가 황금비이다.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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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황금분할의 비

A
B

E

P O

D

C

1.위 그림 정오각형 ABCDE안에 각꼭지점에서 꼭지점끼리 대각선을 이
은 다음그림에서

∠   ∠   ∠   ∠   ∠   ∠   
  
  
 ⇒ 
  
  
  

∴∆  ∽∆   
   
 
LET 



  
          
     
             
 ± 

∴  


  
   ∵      


a

A

1

P

a-1

B

 를내분하는점  에서 
  
 라고하자
2.위 그림에서 




       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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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피보나치 수열과 황금비의 예
1)피보나치 수열의 예

① 솔방울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각각의 껍질들은 나선을 그리며
밖으로 흩어지고 있는데, 시계
방향으로는8개의

나선이

있고

반시계 방향으로는 13개의 나선
이 그려지고 있다. 즉, (8, 13)의
피보나치 수열의 쌍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솔방울이 다 그
러할까?(어떤 사람은 자기 마을의 해송(海松)이 (5, 8)의 쌍을 이루는 것을
직접 관찰한 적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 역시 피보나치 수열의 쌍을 이
룸은 틀림없다.)
② 해바라기 씨의 경우, 둥근 씨
주머니 전체를 위에서 들여다보
고 있으면 각각의 씨앗들은 나
선을 그리며 밖으로 흩어지고
있는데, 한쪽 방향으로는 n 개의
나선이 있고 다른 쪽 방향으로
는 m 개의 나선이 그려지고 있
어, (n, m) 의 피보나치 수열의
순서쌍을 이룬다.

해바라기의 꽃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의 씨앗들

이 두가지 다른 방향으로 달리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시계방
향으로 배열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시계반대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 수
는 각 21,34(34/21=1.618)이다.종류에 따라 큰 해바라기의 경우 55,89,심지어는
89,144의 배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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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황금비의예
1. 사람의 얼굴은 인종, 민족, 성별, 연령 등등
에 따라 각양각색이지만, 신체에 있어서 팔등
신 혹은 구등신이라 하여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균형미가 수치로 표현되고 있듯이, 얼굴에서도
그 나름대로 가장 이상적인 균형 즉 ‘황금비’를
찾아볼 수 있다.
보통 계란형의 얼굴을 가장 미인형이라고 하
는데 얼굴 둘레에 직사각형을 그려보면 황금사
각형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입을 지나가
는 가로 선에서 코를 지나는 가로 선까지의 길이(a)와 코를 지나가는 가로
선에서 눈의 중심을 지나는 가로 선까지의 길이(b)의 비율을 살펴볼 때도 황
금비( a : b = 1 : 1.618)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코에서 입까지의 길이(a)
와 턱 끝에서부터 입까지의 길이(c)의 비율도 황금비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2.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비례도

먼저 인간의 신체를 살펴보면, 개인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배꼽이 몸
전체를 상반신과 하반신을 1:1.618로 황금분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배
꼽 위 상반신에서는 머리끝에서 목까지와 목에서 배꼽까지의 길이의 비가
1:1.618이고, 하반신에서는 발끝부터 무릎까지와 무릎부터 배꼽까지의 비율이
1:1.618로 나타난다. 또한 목 위에서 황금분할을 나타내는 위치는 코끝이 된
다. 즉, 목에서 코끝까지와 코끝에서 머리끝까지의 비율이 1:1.618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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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손안에서의 황금비
손 안에서도 여러 가지 황금비를 찾아낼 수 있
다. 왼쪽 사진과 같이 집게손가락을 구부 려 보자.
각 마디의 관절뼈를 꼭지점으로 하여 나타나는 직
사각형의 모양은 황금비를 이루 는 황금사각형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 손가락의 마디마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
펴보자. 왼쪽 그림과 같이 손가락 바깥 쪽의 각 관절에 점 A, B, C, D를 찍
고 손가락의 첫 번째 마디의 길이를 AB, 두 번째 마디의 길이를 BC, 세 번
째 마디의 길이를 CD라 하면
AB : BC, BC : AB + BC, BC : CD, CD : BC + CD
가 황금비인 1 : 1.618과 유사하게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인간의 손가
락 마디마디에서조차도 황금비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몸 안 곳곳이 황금비를 이루는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왼쪽 그림처럼 한쪽
팔을 폈을 때에도 황금비
를 찾을 수 있는데 손 끝
에서 손목관절과 팔꿈치
관절과의 길이사이에서도
황금비가 나타난다.
4.악기속의 황금비
깨끗한 소리, 탁월한 울림, 그리고 폭 넓은 음역 등 물리적인 음향 법칙으로
보거나 형태적인 완전성으로 보거나 바이올린만큼 완벽한 악기를 찾기란 쉬
운 일이 아니다. 외부의 곡선 하나에도 음향 원리가 반영되어 있으며 길이와
두께, 휘어진 각도까지도 이유 없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바로 바이올린이
다.
바이올린의 몸체와 바이올린의 가장 윗 부분부터 f홀의 가장 아래 부분까지
의 길이의 비가 황금비를 이룬다. 또한 바이올린 몸체의 길이와 바이올린 전
체의 길이의 비도 1 : 1.618이다.

18 『 2006년 제 21 호 석 삼 지 』
5.사진속의 황금비
황금분할이라는 말은 미술에서 구도를 잡을 때 쓰는 말이다. 하지만 이 황금
분할은 사진에서도 쓰인다. 사진에서도 필름이나 인화지 등이 황금비를 따르
고 있다.황금분할은 가장 실패할 확률이 적으며 안정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구도로 특히 풍경사진에서 많이 사용된다. 수직구도 사진에서
황금분할을 잘 사용하면 위부분이나 아래부분이 적거나 많이 포함되어 사진
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아래 사진처럼 화면을 정확히 가로와 세로 3등분씩하고 서로 교차하는 점
이 바로 황금분할점이 되는 것이다. 이 지점에 찍고자 하는 피사체를 놓고
촬영하면 구도에 안정감이 생긴다.

6.고대예술품속의 황금비
밀로의 비너스는 대좌를
제외한 전체의 높이가 약
209cm이고,

머리는

약

26cm이므로 거의 팔등신
상이라 할 수 있다. 미술
평론가의 해석에 따르면
이 상의 여러 부분이 5 :
8의 비율로 되어 있다고
한다. 이 비율이 상 전체의 구성에 있어서 매우 안정감을 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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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497년에 침공한 페르시아에 의해 아테네 전 시가지는 물론 아크로폴리
스에 있던 모든 건물들이 파괴되어 버렸고, 파르테논은 B.C 447년에 건축하
기 시작하여 B.C 438년까지 계속되었는데 이 때부터 신전으로 쓰기 시작한
것이다.
파르테논신전이 그토록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아름다운 대리석의 장식과 수
학이 잘 어울려 조화를 이루는 데 있다. 즉, 신전 각 부분이 정확하게 기하
학적인 비율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 지붕과 기둥높이의 比 ( DA : AC = 1 : 1.6 )
* 가로와 세로의 比 ( DC : AB = 1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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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이집트인들은 등간격으로 매듭이 있는 줄을 가지고 길이의 비가
3 : 4 : 5인 직각 삼각형을 만들었고, 이를 피라미드와 신전등의 각종 건축물
에 사용했다고 한다.

여기서 길이의 비가 3 : 4 : 5인 직각삼각형의 최단선

분과 최장선분의 비는 3 : 5로 황금비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
로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밑면이 정사각형의 각 변으로부터 중심에 이르
는 거리(OM)와 능선(PM)의 길이의 비가 1:1.616으로 황금비에 가깝다.

7.앵무조개의 껍질- 등각 나선(황금나선의 구조)
황금분할의 구조는 인간이 만든
특정 조형물이나 자연의 주어진
정적인 상태에 대한 심미적 분석
에는 유용하나 동적인 상태의 분
석에는 한계가 있다. 자연의 동적
인 상태(성장, 발전, 진행 등)를 황
금분할의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서는 황금나선구조의 이해가 필수
적이다. 등각나선이란 곡선이 그려지면서 그 형태가 전혀 변함이 없는 유일
한 나선을 말한다. 즉 어디서 각을 재든 같은 각이 나오는 곡선이다.
앞에서 본 황금비율을 내재한 직사각형은 위와 같이 정사각형 A, B, C, D,
E, F, G … 등으로 무한히 나눌 수 있다. 정사각형 A는 각 변이 2단위이고
B는 √ 5 - 1 = 1.236, C 는 2-1.236=0.763 … 등으로 구성된 각 변을 가진
정사각형이다.
이러한 정사각형들 A, B, C, D, E, F … 등으로의 진행은 이론적으로는 점
Q를 향해 무한소로 진행되어 갈 수 있으며 각각의 사각형들은 서로 황금분
할로 분할되어 있다.
그 예로 정사각형 A는 전체 사각형의 나머지 부분(사각형 EBCF)과 황금분
할을 이루고 있고 정사각형 B는 사각형 HCFL과 황금분할을 이루고 있다.
황금분할을 내재한 직사각형의 Q를 중심으로 각 정사각형에 내재한 1/4원
(호)을 그려 나가면 그림8과 같은 나선형구조의 호들이 연결된 형태를 보여
줄 것이다. 이 호들의 연결된 형태를 황금나선(Golden Spiral)이라 하며 그
진행은 무한대로 뻗어나갈 수 있다. 이 황금나선의 연결된 각 호들의 상호비
율을 측정해 보면 황금비율을 내재하고 있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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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황금나선의 한 각각의 호와 그 반지름은
1.618의 비율로 커나가므로 황금나선은 중심
을 향해 무한소로 수축되며 동시에 무한대로
팽창해 나감을 알 수 있다. 변형되지 않는
일정한 비율(1.618)을 유지하며 무한대로 팽
창하는 황금나선의 특징은 다른 어느 모형에
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며 고대 이집트인들의 사후세계의 개념(일
정하게 팽창하는 무한정의 공간과 무한대의 시간)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집트
인들은 황금나선의 황금비율을 피라미드 건축 시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신비한 자연의 비밀을 담고 있는 피보나치 수열. 즉. 피보나치 수열이라
는 간단한 하나의 대상에서 동물이나 식물 뿐만이 아니라 인간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게 피보나치 수열을 발견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말은 수학의
아름다음과 실용성이 우리 주위에 널리 퍼져 있다는 말과 같다.
결국 피보나치 수열과 이수열이 만들어낸 황금비율은 자연속에 내재된채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계는 이같은 수학적
질서에 맞춰 운행하고 그속에서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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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월수

에 대하여
06' 이광욱

수  는  와 같이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 즉 무리수이다.  의 역사가
2000년 이상인 반면  의 역사는 400년도 채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수 
는 ‘수학’적으로는  이상의 중요성이 있으며, 그 쓰임새도 훨씬 더 다양하다.
그렇기에 여기에서 우리는  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의 유래
 는 언제 발견이 되었을까?
우선 조금은 복잡한 복리법을 한 번 알아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복리법은

      (  :원리합계,  :원금,  :연이율,  :기간)
이다. 물론 금융업에는 온갖 종류의 복리 계산법이 있는데, 1년, 반년, 1개월,
심지어 1일을 주기로 복리가 계산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1년에  번
복리로 계산한다고 가정하자. ‘환산 주기’마다 은행은 연이율  을  나눈 값


을 사용한다.  년 동안 번의 환산주기가  번의 환산 주기가 있으므로, 원


금  의  년 뒤의 원리합계는 다음과 같다.




      
위 식에서 원금    , 연이율    , 기간    이라고 가정한다. 그럼 원
리합계 S는 다음과 같아진다.




     
여기서 우리의 목표는  의 값이 커질 때 이 식의 행동을 조사하는 것이다.
다음 표를 한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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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에서  의 값이 일정 크기이상 커지자 유효숫자가 변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의 값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 식     의 특이한 행동을 발견한 사람은

알 수는 없다. 그래서 나중에 기호  로 나타낸 이 수의 정확한 탄생 일자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그러나  의 기원은 17세기 초, 네이피어가 로그를 발견
한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는 국제 무역이 엄청나게
증가한 시기였으며, 모든 종류의 금융거래가 확산된 시기였다. 그 결과, 복리
계산법에 대단히 큰 관심이 기울여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수  가 처음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의 극한값은 존재하는가?
lim   


→∞




우리는  의 정의를   lim    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



 의
lim   


→∞

극한값이 존재하는가를 알아보자.
먼저, 다음 수열   에서  의 값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 어떤 극한값에 수렴
함을 보이자.
















            ⋯    … 
수열   의 부분 합은 항을 추가할 때마다 증가하므로, 모든  에 대해서

       이 성립한다. 즉, 수열   은 단조 증가한다.    인 자연수에 대
해서    ∙  ∙  ∙  ∙⋯∙    ∙  ∙  ∙⋯∙      이므로, 다음이
성립한다.









          ⋯ 
 



그럼 좌변의 둘째 항부터는 공비가  인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 등비수열의

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   



 

그러므로 수열   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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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조수렴정리
    이 단조 증가 수열일 때,
    이 위로 유계이면, →∞ 일 때, 어떤 극한값으로 수렴한다.
이다. 즉,   은 3에 의해서 위로 유계이다.

단조수렴정리에 의해서 수열   은 어떤 극한값  로 수렴한다. 또, 이 증명
에서   은 2와 3사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면     이다.)


이제, 수열        을 생각하자. 이 수열이   과 똑같은 극한값으로

수렴함을 보이겠다.   은 이항정리에 의해, 다음이 성립한다.

  
     ⋯ 










 

         ∙   …         ⋯     ∙ 









      ∙    ∙   …   ∙ 


각 괄호 안의 값은 1보다 작으므로,   ≤   이다. 따라서 수열   도 역시
위로 유계이다. 그리고 모든  에 대하여        이 성립한다. 즉, 수열

  은 단조 증가한다. 그러므로 수열   도 ‘단조수렴정리’에 의해서 어떤 극
한값  에 수렴한다.
이제    임을 보이자. 모든  에 대해서   ≤   이므로,  ≤  이다.
이와 동시에  ≥  임을 보이겠다.  을  보다 작은 고정된 정수라고 하자.

  의 처음    개의 항은 다음과 같다.






        ∙   …         ⋯     ∙ 






그런데    이고 모든 항이 양수이므로, 위의 합은   보다 작다. 이제 
값은 고정시킨 채로  의 값을 한없이 증가시키면, 그 합은   에 접근하고,
반면에   은  에 접근한다. 그러므로   ≤  이고, 이에 따라  ≤  이다.
이미  ≥  임을 보였으므로,    가 성립한다.

그러므로



 의 극한 값은 존재한다.
lim   


→∞







<cf> lim    lim     lim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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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리수인가?

 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자.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하자. 먼저  가 유리수라고
가정하자. (단,      )


   (  는 서로소인 정수이다.  ≠  )






           ⋯  ⋯
   

위 식의 양변에    ∙  ∙  ∙⋯∙  을 곱하자.
그러면 좌변은 다음과 같이 된다.


 ∙      ∙  ∙  ∙  ∙⋯∙    ∙  ∙  ∙  ∙⋯∙   

한편, 우변은 다음과 같이 된다.
     ∙  ∙⋯∙    ∙  ∙⋯∙  ⋯    ∙     


    ⋯
       

좌변은 정수들의 곱이므로 분명히 정수이다. 우변에서 중괄호{} 안의 식은
마찬가지로 정수이다. 중괄호{} 뒤의 식은 정수일까? 이제 이것들의 합도 정
수가 아님을 보이자.  ≥  이므로 다음과 같은 식을 얻는다.








  ⋯≤    ⋯   

⋯







 
 
 ∙
 





  ⋯ 은 등비    인 무한 등비급수이다.  
여기서 식   
  






이므로 등비급수는 수렴하고, 그 합은    을 만족한다.


 

따라서 좌변은 정수이지만 우변은 정수가 아니므로, 분명히 모순이다. 그러
므로  는 두 정수의 비가 될 수 없고, 무리수이다.

초월함수

 의

미분과 적분



초월 함수  를 미분하거나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그 결과를 물론
우리는 알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과정을 한
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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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 급수(Taylor Series)
어떤 함수  가 구간       에서 무한번 미분가능이라고 하자. 그러
면 점  에서의 테일러 급수는 다음과 같다.

′′ 
   
       ′  ∙              ⋯


※맥클로린 급수(Maclaurin Series)

   에서의 테일러 급수(Taylor Series)를 맥클로린 급수라 한다.
′′
′′′ 
       ′  ∙    ∙     ∙   ⋯


초월함수   를 맥클로린 급수에 의해서 전개하면,
∞

  

            ⋯ 





   



나타낼 수 있다.
※수렴 반경
∞

거듭제곱급수

 





에 있어서




,  



  lim sup 


→∞

∞

일 때,  을

   의 수렴반경(radius of convergence)이라 하고,






구간      을 수렴구간(interval of convergence)이라고 한다.
※비판정법(ratio test)
∞

급수

  에 있어서, 모든 자연수





 에 대하여,  ≠  이라고 하자.

(a) 적당한 실수      과 적당한 자연수  가 존재해서,  ≥  인
모든 자연서  에 대하여





  
≤  이면



∞

  는 수렴한다.





(b) 적당한 실수    과 적당한 자연수  가 존재해서,  ≥  인 모든
자연수  에 대하여





  
≥  이면



∞

  은 발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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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정법의 따름정리



∞

급수

  에 있어서,









 
  일 때,
lim 

→∞



∞

(a)  ≤    이면 급수





은 수렴한다.



∞

(b)    이면 급수







은 발산한다.

(c)    이면, 급수의 수렴성의 판정이 불가능하다.
∞

급수





극한값은



에 있어서,



  



  



 
이 존재하면 lim 
lim 
  도 존재하고 그

→∞
→∞



 
과 같음이 알려져 있다. 그리고   lim 
lim 
   을

→∞
→∞

 
  lim sup 
  으로 바꾸어 생각하여도 성립한다.

→∞

∞

그러므로   






에서 비판정법의 따름정리에 의하여,



 
 



  

 lim   
lim 

→∞
→∞   










  


이 성립한다. 즉, 극한값 lim  이 존재하므로, lim
이



→∞
→∞


존재하고,



 



  

  


값이 존재한다. lim sup  의 값은,
lim sup  


→∞
→∞

  lim sup
→∞



 lim



 


→∞

 




  


 lim   lim   






→∞
→∞



 








이다. 그러면 수렴반경  은       ∞ 이고, 수렴구간은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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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함수       의 미분과 적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한   의 Taylor 급수 전개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정리를 이용하여
미분과 적분을 쉽게 구할 수가 있다.
※항별(term by term)미분
∞

거듭제곱급수    

   의 수렴반경이    일 때,






 는 수렴구간

    위에서 미분가능하고, 다음이 성립한다.
∞

′   

  







   

※항별(term by term)적분
∞

거듭제곱급수    

   의 수렴반경이    일 때,






 는 임의의 구간

 ⊂     위에서 적분가능하고, 또한 다음이 성립한다.
∞






    




    





  의 수렴반경이 ∞ 이므로, 위의 정리에 의하여   는  ∞∞  , 즉
ℝ 위에서 미분가능하고, 다음이 성립한다.
  ′  

∞

  

∞



∞



′        

  













따라서  를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는 ℝ 위에서 적분가능하고, 다음이 성립한다.




∞



∞





   
       
  






∞






∞




         













따라서   의 부정적분 역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는,

  의 미분이   가 되는 것으로부터 적분 공식도   가 됨을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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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현재까지도 초월수 e의 성질에 대해 연구는 진행되고 있다. 또한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 초월수 e의 값에 더욱 정확히 근접해나가고 있다. 언제인가는
e의 정확한 수렴 값이 나오기를 빌며, 여기서 초월수 e의 값을 대략적으로
나타내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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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학의 카운슬러
(수학이야기)

∘수학퀴즈 - 발상의 전환
∘포커의 확률
∘수학자의 수학적인 묘비
∘퍼센트의 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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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퀴즈 - 발상의 전환
어디에선가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일명 ‘아인슈타인 문제’라
고 하여 이 문제는 세계인의 98%가 못 풀거나, 풀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그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는 틀린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문제) 금붕어를 키우는 사람은 누구?
전제:
1. 색깔이 다른 5채의 집이 일렬로 있다.
2. 각 집마다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다.
3. 다섯 사람은 어떤 종류의 음료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동물을 기르고
있다.
4. 어떤 두 사람도 음료나 담배, 또는 키우는 동물이 일치하지 않는다.
조건:
1. 영국 사람은 빨간집에 산다.
2. 스웨덴 사람은 개를 기른다.
3. 덴마크 사람은 차를 마신다.
4. 초록집은 하얀집의 왼쪽 집이다.
5. 초록집에 사는 사람은 커피를 마신다.
6. 펠멜(Pall Mall)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새를 기른다.
7. 노란집 사람은 던힐(Dunhill) 담배를 피운다.
8. 한가운데 집에 사는 사람은 우유를 마신다.
9.노르웨이 사람은 첫 번째 집에 산다.
10.블렌드(Blend)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 옆집에 산다.
11. 말을 기르는 사람은 던힐 담배를 피우는 사람 옆집에 산다.
12. 블루 매스터(Blue Master)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맥주를 마신다.
13. 독일 사람은 프린스(Prince) 담배를 피운다.
14. 노르웨이 사람은 파란집 옆집에 산다.
15.블렌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생수를 마시는 사람과 이웃이다.
*위에 펠멜, 던힐, 블렌드, 블루 매스터, 그리고 프린스는 담배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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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발상을 전환해봅시다.
저 위의 전제와 조건을 읽어봅시다.
답을 역으로 추적해서, ‘독일인이 금붕어를 기른다’라는 말이 어디 나와 있을
까요?
즉, ‘동물을 기르는 사람 4명 외에 남은 한 명이 꼭 금붕어를 기른다는 보장
이 되어있는가?’
라고 생각해봅시다. 과연 이 질문의 답을 저 전제와 조건에서 찾을 수 있을
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추리를 해서 나온 맨 마지막 사람, 즉 조건에 제시된 나머니 4사람과 다른
동물을 기르는 그 사람이 금붕어를 기르겠지.”
하지만 이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동물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죄다 5가지씩
빠짐없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만큼은 4가지 제시되어있습니다. 즉, 1가지가 빠져있죠.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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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자면 우리는 문제를 보고, 은연중에 나머지 1가지 동물을 ‘금붕어’라고
머릿속에 새기고 만 것이죠. 전제를 다시 잃어보세요. 그 어디에도 나머지 1
가지 동물이 금붕어라는 말이 없죠?
즉, 그 남은 1가지 동물은 소가 될 수도, 쥐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어디에도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은 무조건 금붕어를 기른다’라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금붕어’를 기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어보는 문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즉, 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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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의 확률
포커 게임은 여러 가지의 약(約)으로 강약을 가리는 도박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
약이 되는 확률을 계산해 보면 그 강약 순위가 수학적으로 계산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확률이 낮은 약이 확률이 높은 약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
다면 과연 각각의 약의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제부터 그것을 알아보기로 하
겠습니다. 포커에는 조커를 넣고 하는 것과 안 넣고 하는 것은 2가지 방식이 있
습니다.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즐기는 조커를 안 넣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
만 실었습니다.
★ 포커 패의 조합의 수

★ Royal Flush [로티플]
같은 무늬로 A,K,Q,J,10이 갖추어진 패로 각 무늬마다 1가지씩 모두 4가지이
다.
확률 =
★ Straight Flush [스티플]
같은 무늬로 끗수가 연속된 패로 일명 백 스트레이트라고 불리는 A,2,3,4,5에
서부터 9,10,J,Q,K까지 9가지의 숫자 조합이 있으며, 각 무늬마다 동일하므로
총 36가지의 조합이 있다(J,K,A,2,3과 같은 순환 연속은 불가. A는 높은 곳과
낮은 곳 어디에도 끼일 수 있음).
확률 =
★ 4 of a Kind [포카드]
같은 숫자의 패 4장이 나오는 조합. 나머지 1장은 어떤 패라도 상관없다.
같은 패 4장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모두 13가지(카드 숫자의 수와 동일)이며,
나머지는 어떤 패라도 상관없으므로, 경우의 수는 13 × (52-4) = 624가지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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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
★ Full House [풀 하우스]
5장중 3장이 서로 같은 숫자이고 나머지 2장도 서로 같은 숫자인 패. 예를 들어
3,3,3,8,8등.
카드 3장의 조합의 수 =

× 13 = 52가지

나머지 끗수의 패 중에서 카드 2장이 되는 조합의 수 =

× (13-1) = 72가

지
이 2가지는 서로 성질이 다르므로 경우의 수는 52 × 72 = 3,744가지
확률 =
★ Flush [플러시]
숫자에 관계없이 같은 무늬 5장으로 구성된 패.
특정한 무늬에서 5장을 뽑는 경우의 수 =
모두 4가지 무늬가 있으므로 구하는 총합 = 1,287 × 4 = 5,148가지
여기에는 앞의 2와 3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5,148 - 40 = 5,108가지
확률 =
★ Straight [스트레이트]
무늬에 관계없이 숫자가 연속된 패. 순환 연속은 불가하며 A,K,Q,J,10 및
A,2,3,4,5 의 조합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특정한 숫자 5개가 숫자 중복 없이 나오는 경우의 수 =

= 45 =

1,024
스트레이트가 되는 경우의 수 = 1,024 × 10 = 10,240
여기에는 앞의 2와 3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10,240 - 40 = 10,200가지
확률 =
★ 3 of a Kind [트리플]
같은 숫자 3장이 포함된 패. 나머지 2장은 어떤 패라도 상관없다.
카드 3장의 조합의 수 =

× 13 = 52가지

그것과 다른 끗수의 패 = 4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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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두 끗수와 다른 끗수의 패 = 44장
나머지 2장은 순서를 바꾸어도 같으므로 경우의 수 =
확률 =
★ Two Pair [투페어]
2장이 같은 숫자로 된 패가 2조 갖추어진 패. 포 카드는 제외. 예를 들어
3,3,8,8,10. 나머지 1장은 어떤 패라도 상관없다.
카드 2장의 조합의 수 =

× 13 = 78가지

나머지 끗수의 패로써 카드 2장의 조합의 수 =

× 12 = 72가지

앞의 2가지 끗수와 다른 끗수의 패 1장의 경우의 수 = 44가지
2개의 짝은 서로 성질이 같으므로 경우의 수 =
확률 =
★ One Pair [원페어]
같은 끗수의 패 2장이 포함된 패. 나머지 3장은 어떤 패라도 상관없다.
카드 2장의 조합의 수 =

× 13 = 78가지

앞의 끗수와 다른 끗수의 패 1장의 경우의 수 = 48가지
앞의 2가지 끗수와 다른 끗수의 패 1장의 경우의 수 = 44가지
앞의 3가지 끗수와 다른 끗수의 패 1장의 경우의 수 = 40가지
나머지 카드 3장은 서로 성질이 같으므로 경우의 수 =
확률 =
★ No Pair [노페어]
지금까지 설명한 어느 약에도 해당되지 않는 패.
확률 =

정말 놀라운 확률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포커는 재미로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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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자의 수학적인 묘비
수학자의 묘비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적지 않은 수학자의 묘비에
는 자신이 발견한 수학적 업적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몇 명
의 수학자의 묘비에 관한 사례를 실어보았습니다.

디오판토스의 묘비
지나가는 나그네여, 이 비석 밑에는 디오판토스가 잠들어 있소. 그의 생
애를 수로 말하겠소. 일생의 1/6은 소년시대였고,1/12은 청년시대였소. 그
뒤 다시 일생의 1/7을 혼자 살다가 결혼하여 5년 후에 아들을 낳았고, 그
의 아들은 아버지 생애의 1/2만큼 살다 죽었으며, 아들이 죽고 난 4년 후
에 비로소 디오판토스는 일생을 마쳤노라.
그리스의 수학자 디오판토스의 묘비에 새겨진 말입니다. 그는 유클리드 이래
유행했던 기하학에서 벗어나 수 자체를 다루는 대수학 연구에 골몰했다고
합니다.. 특히 방정식에 몰두했던 그는 묘비에서까지 방정식 문제를 출제했
던 것이죠.





이 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x+  x+  x+5+  x+4=x 이 되죠. 이 방정식을




풀어 x를 구하면 84, 즉 디오판토스는 84세까지 살았습니다..실제로 디오판토
스는 246년에 태어나 330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오판토스처럼 묘비에 자신의 업적과 관련한 일들을 새겨 놓은 수학자들
이 적지 않습니다.

아르키메데스의 묘비
아르키메데스도 그런 경우인데요. 그의 묘비에는 원기둥과 그 안에 꼭 들어맞는
크기의(수학적으로 표현해 '원기둥에 내접하는')구가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

것은 그의 업적 중 하나인 '원기둥에 내접하는 구의 부피는 원기둥 부피의  '라

는 발견을 나타낸 것이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구가 원기둥에 내접할 때, 원기둥 밑면의 반지름은
r이고 높이는 2r이 된다.




구의 부피 : 원기둥의 부피 =  π  : 2π  =  : 2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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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우스와 뉴턴의 묘비
19세기 독일의 수학자 가우스는 이미 18세 때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 갖고 정
17각형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스스로도 어렸을 때의 이 발견이
대견했던지, 가우스는 주변 사람들에게 묘비에 정17각형을 그려달라고 요청했
죠. 그러나 그의 소원은 있는 그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묘비 대신 그의 고
향 브룬스빅에 있는 기념비에 정17각형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뉴턴은 물리학자로서 뿐 아니라 미적분학을 정립한 수학자로도 유명합니다. 아
르키메데스. 가우스와 더불어 3대 수학자로 꼽힐 정도이죠. 다른 두 사람 모두
묘비에 업적을 새겨 놓았는데 뉴턴이라고 빠질 리 없죠. 그의 묘비에는 '이항정
리'가 씌어 있다고 전해집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항정리란 (a+b)ⁿ처럼 두 항
을 더한 것의 거듭제곱을 전개하는 공식이죠.
야곱 베르누이의 묘비
수학사에서 훌륭한 수학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가문은 스위스의 베르누이 일가
입니다. 베르누이 일가의 대표적인 수학자 야곱 베르누이는 ‘등각나선’ 이라는
것을 생각해냈죠. ‘등각나선(等角螺線)에서는 곡선 위의 각 점에서 그은 접선이
곡선과 이루는 각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죠. 일설에 의
하면 야곱 베르누이는 묘비에 등각나선을 그리고 ’나는 변하지만 똑같이 일어설
것이다.‘라는 비문을 새기도록 요청했다고 하죠. 그러나 등각나선을 잘못 이해
한 석공이 소용돌이 무늬를 그려 넣었다는 에피소드가 전해져 옵니다.
어찌보면 묘비명에까지 수학을 새기고자 하는, 수학에 대한 애착이 그들을 위대
한 수학자로 만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수학과 여러분은 묘비에 어떤 것을 새기고 싶으신가요? 이를 생각해 본다
면 지금부터의 삶이 확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른쪽에서부터 아르키메데스, 가우스, 뉴턴, 베르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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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센트의 마술
*복잡한 할인혜택，계산할 줄 알아야 실속 챙긴다 .
도심의 길을 걷다보면 상가 곳곳에 붙어 있는 할인 광고문이 요란하죠. 백화점
에서 세일을 할 때에도 그 할인 폭은 소비자들의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작게는 20~30%에서 크게는 70~80%에 이르는 할인 품목을 꼼꼼히 살펴보아
긴 안목에서 이 세일 기간을 이용하는 것도 삶의 지혜라고 볼 수 있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물건 가격에 대한 할인율이 크고 많은 것을 선호하지
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할인율에 대한 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충 짐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철도청에서 운영하는 고속열차 케이티엑스(KTX)를 보자. 철도회원인 경우는
운임의 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역방향 자리인 경우는 5%, 그리고
동 발매기를 이용할 경우 1%를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다. 이 때 이 사람은 이들
할인율을 그대로 더한 11%를 할인 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이것은 정답이 아니
다. 그러므로 정확한 계산법을 알아야 속지 않을 수 있다. 어떻게 계산할까? 예
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경우 10만 원이 든다고 하자. 11%를 할인
받으면 11,000원을 제외한 89,000원을 내면 될 것 같지만 자동 발매기에서 요
구하는 돈은 이보다 많다. 왜 그런지를 계산해 보자. 철도회원은 5%를 할인을
받으니 5,000원이 작은 95,000원이 된다. 여기서 역방향 자리를 사게 되면 이
가격의 5%를 할인 받으니 4,750원이 작은 90,250원이 된다. 그리고 자동 발매
기 할인 1%는 바로 이 가격의 1%인 900원으로 계산되어 실제 가격은 89,350
원이 된다. 즉, 생각한 것보다 350원이 더 필요하다. 철도청은 이런 계산법으로
적용하지만 그 계산법을 모르는 시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다. 단지 그
계산법을 잘 모른 죄가 있다고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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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얽힌 수학적 구조를 살펴보자. 처음 할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 다
음부터 붙은 할인은 그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위의 계산
을 식으로 만들기 위해 처음 요금을 a원이라고 하자. 철도회원은 5% 할인 받으
니 이 가격은 a-a×0.05 = a(1-0.05)이다. 그리고 역방향 좌석은 이 값의 5%를
할인 받으니 그 가격은
a(1-0.05) - a(1-0.05)×0.05 = a(1-0.05)(1-0.05)
마지막으로 자동 발매기의 1%를 할인 받은 가격을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a(1-0.05)(1-0.05)(1-0.01) = a×0.893475
즉, 할인율은 11%가 아니라 약 10.65%이다. 이것은 할인 카드를 이용할 때 더
욱 큰 계산 차이가 난다. 30%짜리 할인 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이 역방향 좌석표
(5%)를 자동 발매기(1%)에서 샀다고 하면 이들의 단순한 합인 36%가 아니라
는 것을 이제는 알았을 것이다. 즉,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보통 요금 10만원에
서 36%를 할인 받아 64,000원만 내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갔는데 자동 발매
기에서 계산된 요금은 이보다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 계산을 해보자. 10
만원에서 30%를 할인하면 70,000원이 되고 여기에 5%는 3,500원이므로
66,500원, 그리고 1%는 665원이므로 65,835원이다. 무려 1,835원의 차이가
난다.
그런데 또 하나 의문이 생겼다. 할인하는 계산 순서를 달리하면 요금에 어떤 차
이가 있을까? 즉, 5%를 먼저 받고 그 다음 1%까지 받은 다음에 30%를 할인하
면 아까의 경우와 얼마의 차이가 나며, 어떤 경우가 더 요금이 작아질까를 고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얼마든지 착각을 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것은 원래의 요금이 a원이라면 할인된 결과의
식이 a(1-0.30)(1-0.05)(1-0.01)이 될 것이고 이들 괄호끼리 서로 바꿔도 곱셈
에 대한 교환법칙이 성립하므로 그 결과는 같다는 것을 초등학생이면 알 수 있
다.
그러므로 같은 동네에 있는 어떤 두 가게 A, B에서 똑같은 가격으로 파는 물건
을 A는 처음에 10%를 할인하다가 나중에 20%를 추가로 할인했고, B는 처음에
20%를 할인하다가 나중에 추가로 10%를 할인했다면 두 가게의 물건값은 똑같
다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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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고민할 문제는 똑같은 비율을 올렸다가 내리는 경우이다. 똑같은 물건
에 대하여 다음 두 가지 경우의 결과는 어떨까?
(i) 처음에 10% 내렸다가 다시 10%를 올린 경우
(ii) 처음에 10%을 올렸다가 다시 10%를 내린 경우
이것도 역시 상식적으로 여러 고민이 있을 수 있다. 그 고민은 두 가지인데, 첫
째는 (i)과 (ii) 중에서 어떤 가격이 클 것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결과는 처
음 가격과 같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다. 첫째 고민의 답은 두 결과가 다르지 않다
는 것이다. 그것은 처음 가격에 두 값 (1-0.1), (1+0.1)을 서로 반대로 곱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처음 가격보다 많아질까요? 아니면 작아질까요? 하는 두 번째 고민의 결과는
놀랍게도 두 경우 모두 작아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위의 두 값을 곱하면 1-0.01 = 0.99이므로 원래 가격보다 1%가 작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10% 올렸다가 10% 내리든지, 아니면 내렸다가 올리
든지 하면 원래의 가격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왜 1% 작아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절대부등식 중의 하나인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
계 때문이란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a=1-0.1, b=1+0.1로 두면 두 값의 합
은 a+b=2이고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 ( )에서 두 수의 곱 ab는 두 수가 같
을 때 최대가 되기 때문에 원래의 가격이 가장 크고, 위와 같이 두 번 바뀌면 그
결과는 항상 작아지는 신기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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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수학인～쉬어～
어～서～
(쉬어가기)

∘내몸 개혁 프로젝트 비타민
∘생활속 위기탈출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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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 개혁 프로젝트 비타민
웰빙(Well-being)의 관심은 해가 지나도 식을 줄을 모르죠? 우리 수학과 여러
분들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
하게 만들어주는 음식과 상식 BSST10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인이면 꼭 먹어야하는 최고의 밥상 BEST 10 !
① 마늘
-하루 반쪽, 꾸준한 마늘 섭취가 암을 50%까지 예방.
② 콩
-콩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급격한 혈당상승을 억제하여 당뇨병을 예방.
③ 고등어
-주 2회 고등어 섭취!
불포화 지방산이 혈액 청정하여 혈액순환을 도와 심장병을 예방.
④ 호두
-비타민E가 노화를 억제! 하루 한 개의 호두는 무병장수의 비결 !
⑤ 부추
-항산화 작용 베타 카로틴이 노화의 원인 활성산소 발생 억제
⑥ 보리
-최고의 자연식 강장제. 말초신경 활동증진 기능향상.
⑦ 버섯
-칼로리는 낮고 포만감은 높이는 식이섬유가 과식을 억제하고 다이어트에
최고 !
⑧ 김
-눈의 비타민인 비타민A가 시력보호 야맹증 예방하고 시력을 보호 !
⑨ 달걀노른자
-달걀노른자에 든 뇌의 먹이 레시틴이 기억력 증진 치매 예방
⑩ 풋고추
-비타민C가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 증진 ! 하루권장량 풋고추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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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에서의 오해와 편견 속설 BEST 10 !
① 어두운 곳에서 책을 보면 눈이 나빠진다?
- (X) 어두운 환경과 시력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것이 안과 전문의들의
분석이다. 다만 밝은 불빛은 독서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눈의 피로
를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② 잇몸질환이 있는 경우 잇몸약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
- (X) 치태나 치석 같은 물질이 잇몸에 자극을 주어 질병이 일어나고 진행
되는 것을 잇몸질환이라고 한다. 약을 먹어서 치태나 치석이 없어진다면 모
르겠지만 그렇지 못하므로 잇몸약을 먹어도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③ 머리는 매일 감는 것이 좋다?
- (O) 머리는 매일 감는 것이 좋다. 두피에 쌓인 노폐물, 비듬, 지방, 박테리
아 등을 없애려면 머리를 자주 감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보너스
상식 ! 머리를 매일 감으나, 2~3일에 한 번 감으나, 탈모증과는 아무런 상관
이 없다.
④ 아미노산 음료를 마시면 근육이 잘 만들어진다?
- (O) 아미노산 음료에는 브랜치드 체인 아미노산이 들어 있다. 이 아미노
산은 간을 통과하지 않고 인슐린으로 바로 분해되어 근육에 즉각적으로 도
달한다. 이론상으로는 근육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실제 아미노산
음료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함유량은 1~2g으로 극히 소량이며 그 양은 멸치
1마리, 장조림 1쪽 분량에 해당된다.
⑤ 술은 불면증에 도움이 된다?
- (X) 음주 후에는 몇 시간이 안 돼 잠에서 자주 깨거나 얕은 잠을 자게 된
다. 알코올의 진정효과가 최적 수면상태인 렘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술
은 불면증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불면증을 유발한다.
⑥ 담배를 끊었다 다시 피우면 더 나쁘다?
- (X) 금연을 했던 사람과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는 사람의 폐를 비교해보면
한 번이라도 금연을 실천햇던 사람의 폐기능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훨
씬 좋은걸로 나타났다.
⑦ 운동 직후에는 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
- (X) 운동이 끝난 후에는 물이나 우유를 1컵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보통 운동 후에 아무것도 먹지 말고, 심지어 물도 마시지 않아야 한다
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지방을 분해하는 데는 충분한 수분이 필요하기 때
문이다. 특히 우유는 수분을 공급해줄 뿐만 아니라 단백질이 풍부해 운동으
로 인해 손상된 근육을 빨리 회복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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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변비가 있으면 살이 찌고 배가 나온다?
- (X) 비만은 피하지방의 과다로 생기는 현상이다. 변이 차면 복부팽만감이
느껴지고 가스가 차기 때문에 배가 나올 수 있지만, 일명 ‘똥배’는 복강 내
지방이 많아져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변비와는 무관하다.
⑨ 변비가 있으면 여드름이 생긴다?
- (X) 변비와 여드름이 서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
이 여드름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소화장애와 변비도 유발한다. 스트레스로
인해 변비와 여드름이 동시에 생기는 것이다.
⑩ 머리를 때리면 뇌세포가 죽는다?
- (X) 꿀밤을 먹인다거나 출석부 따위로 때리는 정도로는 뇌세포가 파괴되
지 않는다. 뇌는 두개골로 싸여 있고 3개의 막과 뇌척수액으로 보호되고 있
기 때문에 약한 충격에는 뇌세포가 죽지 않는다.

수학인을 위한 건강 10 계명 !
① 스트레스는 하루를 넘기지 말자 !
-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 긍정적 사고를 갖는 것이 중요해요 !
② 술은 2잔 이하 ! 이틀은 금주하자 !
- 술에 의해 손상된 간이 회복되는 시간은 최소 이틀 !
③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하자 !
- 이 세 가지를 아는 것이 성인병 예방의 지름길 !
④ 하루 30분씩, 1주일에 4회 이상 운동하자 !
- 규칙적인 운동은 위의 세 가지에 대한 필수 조건
⑤ 치아를 소중히 하자 !
- 식후 3분의 양치가 수백만 입 속 세균을 막는다.
⑥ 6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자 !
-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로 균형잡힌 식사 !
⑦ 하루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자 !
- 충분한 수면은 좋은 호르몬을 분비한다.
⑧ 금연하자 !!!!!!!!!!!!
- 금연으로 막을 수 있는 질병이 무려 천 가지나 된다고 한다.!
⑨ 항상 웃자.
- 하루에 15분 이상 웃으면 이틀을 더 산다 !
⑩ 항상 밝은 모습인 수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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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위기탈출 NO.1
우리의 생활 속에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요
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서 가방이나 옷을 걸 수 있는 옷걸이가 없을 때
- 먼저 공중전화 카드를 꺼내고, 다음은 자신이 사용할 만큼의 티슈를 빼고
절반 정도를 남긴 후,

(반으로 접을 수 있는 휴대용 티슈) 전화 카드를 세

로로 넣는다. 그리고 봉투를 반으로 접어, 문을 열고 생긴 틈 사이에 끼워넣
으면 4kg까지의 짐을 견딜 수 있는 즉석 옷걸이가 탄생된다고 하네요.

안경을 잃어버린 위급한 상황!
- 가지고 있는 크래커를 눈에 대고 뚫린 구멍으로 보면 훨씬 잘 보이기 때
문에 안경을 찾을 수 있어요.

좁은 틈 사이에 중요한 물건이 들어가 버렸을 때..
- 이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방법이지만, 약 1분정도 어깨를 두드린 후 다시
팔을 뻗으면 팔 주변 근육이 늘어나 평소 팔길이보다 길어져 물건을 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
* 물파스 : 와이셔츠의 립스틱 볼펜 뿐 아니라 비닐장판의 매직 낙서까지 지
울 수 있음

와인의 코르크 마개가 빠지지 않을 때
- 빠지지 않는 것으로 모자라 마개가 부러지고, 남은 부분까지 와인에 박혀
버렸을 때
첫 번째, 40cm의 노끈을 준비한다.
두 번째, 노끈의 중간부분을 가닥가닥 나눈다. 이때 양쪽 끝은 연결된 상태
로 두어야 한다.
세 번째, 노끈을 깨끗한 물로 씻어 말린다.
네 번째, 노끈을 와인병 속에 넣어 흔들어 코르크 마개가 shRMs 사이로 들
어오게 한다.
다섯 번째, 강한 힘으로 잡아당겨 마개를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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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풀려 귀찮은 신발끈
- 끈은 섬유를 꼬아서 만든 것인데 끈을 묶게 되면 섬유와 섬유사이에 들어
간 공기가 진동을 받아 섬유 속에서 점점 풀어지게 되죠.
그런데 물을 적시면 공기를 밀어내어 서로를 끌어당기므로 섬유끼리 밀착
하게 되어 그 형태가 유지되요. 물이 말라도 밀착한 채로 있기에 공기가 들
어갈 간격이 없어 잘 풀리지 않게 되죠...하지만 전체에 물을 적시게되면 삼
투압 효과가 없어져 그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듭과 매듭 양옆에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야 합니다.

두루마리 휴지가 덜 풀리게 하는 법
- 두루마리 휴지의 한 쪽에 한 줄로만 물풀을 바르면 굴려도 풀리지 않고,
실제 사용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네요.

베이비파우더로 샴푸하기
- 머리를 감아야 하는데 샴푸가 없을 때, 귀찮을 때, 외출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이비파우더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베이비파우더를 머리에 골고루 뿌리세요.
두 번째, 헤어드라이어로 베이비파우더를 털어내며 머리를 말리고 빗질하기.
물로만 감으면 유분이 많아져 며칠 전 감은 것처럼 떡져 보이게 되는데 베
이비파우더는 유분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헤어드라이어로 골고루
잘 퍼지게 한다면 깔끔하게 된답니다.

급할 때 7분 만에 밥 짓기
- 첫 번째, 먼저 불린 쌀을 세 숟가락만 퍼서 머그컵에 담습니다.
두 번째, 쌀을 고르게 편 뒤, 차가운 생수를 준비해 약 삼 센티미터 정도 부
어줍니다.
세 번째, 준비된 머그컵에서 밥물이 새나가지 않도록 컵 받침을 얻고 전자레
인지에서 삼분만 조리합니다.
네 번째, 밥물이 새어나가지 않게, 삼분이 지나면 일분간 그대로 놔둡니다.
다섯 번째, 일분이 지난 후, 다시 삼분동안 전자레인지로 조리합니다.
7분이면 간단히 맛있는 밥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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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골목대장 글빡이
(우리들의 글)

∘작은세상 가로등이 되어 外
∘예비대를 다녀와서 外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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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세상 가로등이 되어
03‘이아영

하늘이 토해내는
별빛 한가득 그 따스함 속에
말없이 그저 고개만 떨군다.
아무 기척 없는
좁은 골목길안 작은 세상을
외로이 밝게 비춘다.
내 가슴속 메아리가
온 세상에 넓게 퍼질 때면
다시 돌아온다던 그아이...
지금은 텅 빈 한적한 곳이지만
언젠가 아이가 돌아와 눈부시게 빛날
그 곳 작은 세상을 밝게 비추며
오늘도 간절히 기도한다.
작은 세상 한가운데 서서 함박웃음 크게 짓는
아이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그날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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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
04‘ 박소영

사랑이 아름답다고 했나요
아니지요
그대의 투명한 마음 때문이지요
원목 보다 순백한 마음으로
사랑을 하려는 당신이 아름다운 것 입니다

사랑이 눈부시다고 했나요
아니지요
그대의 깨끗한 눈빛 때문이지요
새벽이슬 닮은 눈빛으로
사랑을 말하는 당신이 아름다운 것 입니다

사랑이 행복 이라고 했나요
아니지요
그대의 애틋한 고백 때문 이지요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처럼
사랑을 울리는 당신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은 스스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사랑이 오직 그 이름으로 눈부신 것은
영혼을 적시는 그대의 눈물 때문이지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오직 사랑을 위하여 애쓰는 당신
사랑 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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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움
01‘ 윤양석

솔숲 사이
좁다란 샛길
외로움 못 이겨 떨어지고
동토를 향하는
가을 잎 위해
바람과 고목이
나란히 불러주는
상여소리가 섧다.
바람에 떼밀리다
누군가 주울 듯싶어
초라히 머무는
하나의 가을 잎
좋은 사람 많아도
내 한 사람 없어
눈 감고 혀 깨무는
하! 홍차 빛 외로움
이미 느낌을 넘어
고통이 되어버린
아픈 이 외로움을
주정이라도 할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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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5초 짜리 인내심
05‘ 한민수

우리 아파트 앞 건널목에는 조그만 신호등이 있다. 평소 버스를타러 갈 때
나 마트나 은행, 그리고 공원에 산책하러 갈 때도 어쩔 수 없이 하루에 족히
서너 번은 지나다니는 그런 신호등이다. 나는 이 앞에만 서면 종종 조바심을
느낀다.
약속시간에 삼십분 정도는 무리 없이 기다려주는 그리 참을성이 없는 성격
도 아니건만, 어쩐 일인지 이 신호등 앞에만 서면 나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아마도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곳이라 더 유혹적인지도 모르겠다.
때론 곧 초록불로 바뀌는 행운으로 건너갈 때도 있지만, 대개 조금 더 기다
려야 하거나, 아님 횡단보도에 발을 들여놓기 직전 빨간불로 바뀌는 불운으
로 다시 초록불로 바뀔 때까지 온전히 기다려야 할 때가 많다. 그럴 땐 왠지
억울한 기분까지 든다.
이렇게 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하는 신호등의 대기시간이, 도대체 몇 분인
지 궁금하여 한번은 시간을 재어본 적이 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1분 5초,
즉 65초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다. 슬며시 웃음이 나왔다. 이정
도 짧은 시간에 마음을 정돈하지 못하는 자신이 우스웠기 때문이리라.
생각해보면 '인내'라는 두 글자는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꽤나 필요한 단어인
것 같다. 웬만한 일에 인내심이란 것을 발휘하면, 나중에 후회할 일은 훨씬
줄어든다. 어떤 사건 앞이나, 또는 인간관계에서. 간혹 상대방에게 목소리가
높아져 갈 경우에도 잠시 호흡을 고르고 한 박자만 쉬면, 나중에 자신에게
칭찬하게 되는 일이 종종 있지 않던가. 그런 경우가 생기면 자신에게 이야기
하고는 한다. ‘한 박자만 늦게, 한 번만 더 생각하기’
간혹 자그마한 일에 침착성을 잃기도 하지만, 차라리 큰일에는 비교적 인내
심도 있고 의연하기도 했던 것 같다.
비교적 큰일에는 그리 인내할 수 있었건만, 오늘은 못나게도 짧은 신호등 앞
에 이리 흔들리며 서 있다. 어쩌면 이 모습이야말로 감추어진 진짜 나의 모
습일지도 모를 일이다.
‘그냥, 건널까... 아니, 기다릴까...’
나는 오늘도 예외 없이, 기껏 1분 5초짜리 인내심에 이렇게 시험 당하고 있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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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06‘ 우승희

여행은 언제나 나에게 값진 무언가를 깨닫게 해준다. 그래서 나는 여행을 무
척 좋아한다. 아마 이건 아버지의 영향일 것이다. 어려서부터 나는 건축 일
을 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 이 곳 저 곳 여행을 많이 다녔다. 이번에도
나는 첫 대학생활을 보내고 맞은 방학을 쉽사리 보내고 싶지 않아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다. 내가 이번에 가기로 결정한 곳은 일본의 세 번째 도시라고
하는 후쿠오카. 물론 나에게 도시는 중요치 않았다. 그냥 다른 문화를 접한
다는 자체가 나는 마냥 설레였다. 여행 중에도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벗어
나는 여행은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다. 물론 우리나라도 멋진 곳이
많지만 우리나라는 내가 숨 쉬고 이야기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이미 나의
몸에 길들여져 있는 문화 자체이기 때문에 외국여행은 조금 더 뜻 깊다. 후
쿠오카, 아니 일본에 도착하고 내 눈엔 이미 콩깍지가 씌어졌다. 분명 우리
부산과 특별히 다를 건 없는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공기도 다른 것 같고 별
천지 같은게 신기하게만 느껴졌다. 같은 동양 사람도 신기하고 흔히 보는 높
은 빌딩들도 신기하고 달리는 차들도 신기하다. 물론 일본은 중국만큼 크지
도 않았고 빌딩들도 낮았지만 그런 건 나에게 문제 되지 않았다. 나에겐 다
새로운 것들이라는 것, 그 자체로 신선했다.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접한 것
과는 비교도 안 되었다. 난 또 한 번 이제껏 내가 살고 있었던 곳은 우물이
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곧 나는 우물 안에만 사는 개구리였던 것이
다. 물론 내가 일본이라면 마냥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 책도 찾아서 읽
고 일본 드라마도 직접 받아서 보기도 하지만 과거에 일본이 했던 일은 잊
지 않고 잘못되었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일본은 분명히 선진국이라는 점이다. 일본은 수년째 경기침체기라고 말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세계에 미치는 일본의 힘은 대단하다. 그리고 그의
발판은 일본 문화에 있다고 나는 느꼈다. 일본은 틀림없이 문화 선진국이었
다. 일본인들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행하는 일상
적인 일이겠지만 나에겐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고 문화 충격이었다. 내가 첫
번째로 느낀 문화충격은 음식점이나 상점에서 일본인들은 귀찮고 짜증나는
일일지라도 웃음을 잃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물론 그들에겐 억지웃음이고 가
식적인 점 일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 점에서 왜 그들이 대단하다고 느낀
것일까? 그리고 그들은 항상 말 앞에 미안하다는 말을 붙이는데 이것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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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을 중요한 행동규범으로 여기는 일본인들의
특징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점이다. 언제나 자기 자신
이 옳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과는 반대였다. 이런 일
본인들의 특징은 물건을 파는 상점 점원들뿐만 아니라 길을 지나가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느낀 문화 충격
은 교통문화이다. 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의 한 부분인
교통문화. 그 나라의 교통문화를 알고 싶다면 버스를 타면 금방 느끼고 알
수 있다. 나 역시 후쿠오카를 둘러보기 위해 시내버스를 주로 이용하였는데
이번에도 역시 버스 운전기사 아저씨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최대한
안전하고 승객들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최선을 다했으며 정류장, 정류장마다
정확히 그리고 안전하게 그 지점에서 멈춰 섰다. 우리나라처럼 도로에 버스
가 서고 사람들이 도로까지 달려가 버스를 타는 모습은 볼 수 없다.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들 서로서로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말싸움을 하거나 먼저
가려고 하는 모습 또한 볼 수 없다. 교통문화는 교통문화 뿐 아니라 그 나라
문화의 성격이나 특징을 알 수 있다고 생각 하는데 이만하면 일본문화는 다
봤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은 욕심내지 않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
며 ‘고맙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들이 왜 선진국인지를 그들의 특징과 문화를 통해 뼈저리
게 느꼈다. 아무리 우리나라 쫓아가고 중국이 거의 따라 잡았다고 하여도 남
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일본의 선진문화를 따라 잡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번 여행도 나에게 값진 경험을 갖게 해주었음은 틀림없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한계점을 느낀 순간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언젠간 문화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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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대를 다녀와서
06‘ 강민주

다른 과 친구에게서 우리 과 예비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마침 예비
모임 하기전날 이 소식을 들어서 다행이었다. 다들 처음 보는 애들일테고 선
배들도 처음 보는 것이니 무척 긴장하고 학교를 갔다.
이제 진짜 대학생이라는 생각도 들고, ‘친구들과 어떻게 친해질까?’ 고민도
많이 했다. 학교정문에서 그전에 미리 ‘싸이월드’에서 친해진 애들과 만나서
같이 갔는데, 그중에 우씨, 유미가 처음본 사이인데도 얘기도 잘하고 전혀
어색함이 없었다.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애들과 같이 이과대 건
물을 찾아갔다. 교실에는 우리 과 말고도 다른 과 애들이 많이 앉아 있었다.
시끌벅적 .. 처음 보는 친구이고 선배들이라 어색해 하며 어쩔 줄 을 몰라하
며 자리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자리 앞에 놓인 과자를 먹으면서 어색함을 풀
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어서만은 어색함을 풀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선배들과 동기들과 함께 자기소개도 하고 이름도 물어보고 친해지기
위해 노력했다. 중간에 장기자랑 시간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진모와 영희가
커플게임에 참가하고, 두 번째로 나랑 용호, 대훈이, 유미 등.. 과별 게임에
참가했다. 종이를 입에서 입으로 옮기는 건데 진짜 처음 보는 애들끼리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하는 생각에 못할 것 같이 뻘쭘해 하다가 ‘에이 모르
겠다! 이왕 하는 거 많이 옮겨서 일등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눈 딱감고 열심
히 했다. 당연 우리 과가 1등이었는데 상 같은 건 없었다ㅠ
여러 가지 게임을 즐기고 나서 선배들과 함께 과별로 친해지기 위해 모임
을 가졌다. 이과대 모임과는 다르게 과별로 모여서 있으니 단아하고 좋았다
ㅋㅋ 선배들 얼굴도 알고 이름도 익히면서 재미있게 놀았다. 지금생각해보면
그때당시 더 친해지지 못하고 더 재미있게 못 논게 조금 아쉬운 것 같다.
나도 후배가 들어올 때 쯤 이면 예비대 때 재미있게 해줘야지 ㅋㅋㅋ
즐겁고 재미있는 하루였다.
아직까지도 잊지 못할 기억들이 많은 날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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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를 다녀와서
06‘ 최용호

2006년 2월 20일. 기다리고 기다리던 06학번 수학과 신입생 친구들과 선배님
들을 모두 한자리에 볼 수 있는 O.T날이었다.
난 고등학교 졸업식 때문에 후발대로 출발하게 되었다. 졸업식을 마치고 부
랴부랴 집으로 와서 졸업식 때 맞았던 밀가루 때문에 샤워도 깨끗이 하고
새로 산 옷을 입고 경성대를 향해 갔다.
27호관에 가니 수학과 선배들이 보였다. 체육관 안으로 들어가니 이과대 학
생들이 있었다. 난 그나마 예비대도 갔고, O.T공연 준비도 해서 선배님들을
몇몇 알아서 좀 까불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학생들이 모이고 인원체크
를 한 다음 버스에 올랐다. 나랑 대훈이랑 윤영이랑 영재선배는 생활경영학
과와 같은 버스를 탔다.
우린 정말 말없이 경주까지 갔다.
경주에 도착하니 총학생회장님과 부회장님 이과대 회장님과 부회장님 그리
고 간부들이 기다리고 계셨다. 내려서 방 배정을 받고 방으로 올라가 짐을
풀었다. 난 O.T공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집부 방으로 갔다. 우리의 O.T공연
은 ‘왕의남자’ 연극이었다. 나, 유미, 윤영, 민주, 대훈, 하나, 대관, 몇몇선배들
과 마지막연습에 한창이었다. 저녁시간이 되어 밥을 먹으러 내려갔다. 밥 하
나는 정말 맛있었다. 밥을 먹고 다시 올라와 마지막 점검을 하고, 공연하는
장소로 갔다. 공연하는 장소에 도착하니 무척 떨렸다. 이과대생들이 다 보고
있는데 실수는 안할라나 걱정이 많았다.
드디어 수학과 차례, 무대에 올라가니 조금전의 긴장감이 싹 사라졌다. 멋
진 무대를 끝내고 내려오니 너무 잘한 것 같았다. 각 과마다 공연을 끝내고,
이과대 회장님과 부회장님의 ‘철미와 미애‘ 공연이 있었다. 춤도 잘추시고 노
래도 잘부르셨다. 그 다음은 각 과 학회장님들의 차례였다. 복고댄스와 개인
춤을 추는데 우리 과 학회장님은 너무 어설펐다. 다음은 각과 마다 한명씩
올라가서 게임을 하였다, 우리 과는 정아가 올라갔다. 다른 과 남자와 함께
휴지를 떨어뜨려 안아서 잡는게임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잘 못하더니 나
중에는 무지 잘하였다. 이제 모든 공연이 끝나고 수학과 자리가 마련되었다.
2월달 생일이신 선배의 생일파티도 몰래 준비하고 선배들과 06학번 친구들
과 인사도 있었다. 각 과 학회장님들께서 한분씩 찾아와서 인사도 하시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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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와 춤도 추시고 가셨다. 이제 마지막 OT뒷풀이를 방에서 하였다.
선배들과 더 친해질수 있는 기회였고, 모든 사람들이 게임도 열심히 하고 술
도 열심히 마셧다. 난 선배들과 친구들한테 더 친해지기 위해서, 발에 불이
나도록 이리저리 다녔다.
열심히 게임을 하다가 피곤해서 잠시 쉬러 간 곳은 여자방이었는데, 여자애
들은 신나게 고스톱을 치고 있었다. 재밌어 보여서 나도 고스톱을 함께 치려
고 기다리다가 잠시 눈을 붙였는데, 눈을 뜨니 아침이었다. 자고 일어나보디
애들이 내 얼굴에 화장품으로 낙서를 했다고 하였다. 다음날 아침밥을 먹고,
공연했던 곳으로 다시가 롤링페이퍼를 만들었다. 전날 밤에 열심히 게임을
하셨는지 주무시는 선배들도 있었다. 롤링페이퍼를 다하고 이제 부산으로 가
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러 갔다. 버스가 늦게 오는바람에 우리과는 단체 사
진도 찍고, 말뚝박기를 하고 놀았다. O.T때의 말뚝박기는 잊을 수가 없다.
(한마디로 하늘을 나는..ㅋ) 정말 무서운 말뚝박기였다. 말뚝박기를 하고 나
니 버스가 왔다. 부산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은 정말 조용했다. 얼마나 열심
히 놀았으면 모두들 그렇게 다 그렇게 자던지..
개강하기전 O.T란 자리는 정말 좋은거 같았다.
선배들과 친구들과 개강하기 전 친해질 수 있어서..
내년에는 새로 들어오는 후배들을 위해서 더 잼있는 OT를 보내겟다고 다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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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총회
06‘ 이광욱

대학교에 입학하여 처음으로 '개강총회'라 불리우는 행사를 한다는 것을 알
았다. 대학교에 갓 입학하여 처음으로 들어본 단어인 만큼, 나에게는 '개강총
회'라는 말은 무척이나 생소했다. '개강총회가 무엇일까?','대학에서는 이런
것도 하는구나!'라는 의문반, 기대반으로 개강총회를 하는 날을 기다렸다.
드디어 개강총회를 하는 금요일이 다가왔다. 모든 수업을 마친 후, 개강총
회를 하기로 한 강의실로 갔다. 신입생인 우리가 수업을 가장 늦게 마쳤는
지, 강의실에는 선배들이 미리 와서 개강총회 준비를 거의 끝내놓았다. 선배
들의 지시에 따라서 준비된 자리에 앉아서 강의실을 한번 둘러보았다. 왠
걸!? '개강총회가 그냥 고사를 지내는 것 인가?'라는 생각이 퍼뜩 지나갔다.
그리고 가슴 한구석에서는 실망감이 차오르는 것을 감출 수 없었다. 하지만
고사상의 돼지머리를 보았을 때, ‘아! 무엇인가 이것은 특별하겠다.’라는 생각
을 감출 수 없었다 .어느 선배가 그린 것 인지는 모르겠지만, 귀여운 돼지머
리가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 그림을 보자 다시 기대감이 차오르기 시
작했다. 곧 교수님들이 오셨고, 개강총회가 시작되려 하였다.
개강총회는 우리 수학과의 연혁소개로 부터 시작되었다. 연혁소개 후, 작년
수학과의 지출내역 보고가 있었다. 둘다 썩 재미있는 내용이 아니었기에 감
겨 가는 눈을 힘겹게 붙들고 있었다. 그 사이 수학과의 무사안일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내는 순서가 왔다. 고사를 지내기 전 기획부장 선배가 축문을 읽었
는데, 축문의 내용이 너무나도 재미있어 강의실에 모인 사람들의 웃음을 자
아내게 하였다.
그리고 이제 학회장 선배를 필두로 하여, 부학회장 선배, 각 학년 총대, 부
총대가 대표로 나가 절을 하였다. 그 속에 무엇인지 모를 숙연함과 진지함을
엿볼 수 있었다. 교수님들을 대표하여서는 김재겸 교수님이 나오셔서 절을
하셨는데, 교수님이 돈을 돼지 입에 넣으시려 하자 여자 선배들이 ‘교수님
코에 꽂아주세요’ 라는 부탁을 들어 코에 꽂아 주시는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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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가 끝이 나고, 김재겸 교수님께서 우리과 교수님들에 대한 소개가 있으
셨다. 개강총회를 통해서 입학 전 우리과 교수님들에 대한 궁금증을 약간이
나마 풀 수가 있었다. 하지만 교수님 1분이 대학원 수업 관계로 참석하시지
못하여서 조금은 안타까웠다.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신입생 위주)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 이를 통해 멀고 무섭게만 생각 되었던 교수님들이 나
에게 조금이나마 더 친근하게 느껴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다.
또한 개강총회를 통해서 대학 생활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을 없에고, 여러
좋은 선배들과 친해지게 되는 계기가 되어 나에게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
다.
마지막으로 선배가 읽었던 축문의 글처럼, 2006년 한 해 동안 우리 수학과
에 나쁜 일 없이 즐겁고 좋은 일만이 가득하길 기원한다. 그리고 수학과 동
기들과 선배님들 모두 즐겁고 보람된 대학생활의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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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
06‘ 박정혜

입학을 하고 대학생활에 적응이 되어 갈 때 쯤 신복을 간다는 소식이 전해
져왔다. 처음에 신복 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동기들과 선배들과 다 같이
놀러간다는 생각에 너무 기대가 되었다. 신복 가는 날 우리들은 즐거운 마음
으로 버스에 올라탔다. 게임을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대구 황
학골 휴양림으로 향했다. 웃고 떠드는 사이에 황학골 휴양림에 도착했다. 제
일 먼저 보였던 것은 넒은 운동장과 그리고 우리가 머물 곳이었다. 도착하자
마자 각 조별로 짐을 풀고, 간단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점심시간이라 각자
조별로 준비한 음식재료들로 선배들과 함께 맛있는 요리를 해서 나눠먹었다.
너무 배고팠던 터라 너무 맛있었고 그야말로 꿀맛 이었다. 점심을 먹고 난후
조금의 휴식을 가진 뒤, 우리 수학과 는 모두 운동장으로 나갔다. 남자, 여자
한 줄씩 선 다음 자기와 옆에 선 사람과 짝이 되어 짝 피구를 했다. 여자가
남자 뒤에 서서 공을 이리저리 피하는 놀이었는데, 오랜만에 해보는 놀이라
너무 재미있었고, 짝과 팀을 이루어서 하다 보니 서로서로 몰랐던 얼굴도 익
힐 수 있었고, 사이가 더 좋아진 것 같아서 좋았다. 짝 피구가 끝난 후 닭싸
움, 4인 5각 등 여러 가지 게임들을 했다. 동기들과 선배님들과 게임을 하면
서 서로서로 어울려가며 친해졌다. 너무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지도 몰랐다.
놀이가 끝난 뒤, 저녁을 먹으로 숙소로 들어갔다. 선배님들께서 맛있는 저녁
을 준비해 놓으셨다. 빙 둘러 앉아 이야기를 하면서 맛있게 저녁을 먹었다.
저녁을 먹고 나니 해는 저물었다. 모두 강당으로 가서 각 조별로 준비한 장
기 자랑을 했다. 조별로 장기자랑이 시작하기 전에 학회장님의 공연부터 시
작 되었다. 춤, 노래 등 각조에서 재미있게 준비했다. 예비역 선배님들의 공
연도 이어졌다. 군복을 입고 공연하는 모습이 멋있었다. 공연이 끝난 후 우
리들은 밖으로 나가 캠프파이어를 하였다. 타들어 가는 모닥불을 보면서 게
임도 하고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캠프파이어가 끝난 뒤 강당에서 서
로 더 친분을 쌓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는 우리는 다시
학교로 돌아 왔다. 신복을 통해 서로를 더 알게 되었고, 우리 수학과가 더
단합되고 동기들과 선배들과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에 너무 즐거
운 시간들 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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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06‘ 김경화

5월15일 우리는 수업을 다 마칠 시간 6시쯤 2층 강의실에 모여서 교수님들
과 스승의 날 파티를 할 계획을 세우고, 선물과 약간의 과자 음료수를 준비
했다. 전 학년이 모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오랜만에 보는 선배들도 많았고,
전혀 보지 못한 선배들도 있었다.
나와 친구 몇 명은 6시보다 좀 더 일찍 도착해 선배들이 준비해 놓았던 책
상에 앉아 교수님들을 기다렸다. 그때는 내가 아직 일학년이라 권오상 교수
님 이외에는 아는 교수님이 없었다. 내가 속해있는 과에서 수업을 하시는 교
수님들이 어떤 분들일지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조금 시간이 흐른 뒤 김재겸 교수님이 들어오셨다. 다른 우리 과 교수님들은
일찍이 연락을 받으시지 못하셨거나 특별한 사정 때문에 참석을 하시지 못
하셨지만 계획했던 대로 스승의 날 빠질 수 없는 스승의 은혜 노래와 준비
한 선물을 증정하고, 학회장님이 준비한 짧지만 항상 감사하다는 내용의 글
을 읽었고, 그 순서가 끝난 후에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과자와 음료를 마
실 수 있었다 그리고 교수님의 말씀이 이어졌다.
김재겸 교수님은 차근차근 웃는 얼굴로 말을 이어가셨다 인상이 참 좋은 분
이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천히들 먹고 고맙다는 말을 남기며 나가셨다.
그 뒤를 학회장님이 따라가 몇 마디 나누고는 가버리셨다.
나와 친구들도 가시는 교수님에게 인사를 하고 과자 먹기에 바빠졌다.
고등학교 스승의 날과는 뭐가 다를까 궁금했었는데 대학도 별반 다를 게 없
었다. 약간 다른 게 있다면 고등학교는 그날은 수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
래서 행사가 많은 5월 달은 좋았던 것 같다.
내년이 되면 수학과 교수님들과 좀 더 친해져 스승의 날 행사에 좀 더 적극
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진지해 질수 있겠다고 도
생각했다.
스승의 날 행사도 내가 대학 들어 와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추억거리가 되
어서 기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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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고도 길었던 3일간의 대동제
06‘ 강하나

나에게 고등학교에서의 대학생활은 그 어떤 무엇보다도 기다림과 설레임으
로 항상 채워졌었다. 대학축제도 마찬가지였다. 많은 언론매체에서 봐왔던
모든 대학교축제는 고3이었던 나에게 있어 대학을 준비하는 나에게는 위로
였고, 설렘으로 다가왔다. 신입생티를 아직 벗어내지 못한 채 입학 몇 달 후
에 치러진 거대한 학교 대 행사 대동제!! 나는 이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려
왔던가.
5월, 그 따사로운 햇살을 등지고 며칠동안을 친한 친구들과 학교 곳곳을 순
찰하며 정말 보기에도 며칠동안 힘들게 준비했을 볼거리를 눈코 뜰 새 없이
둘러보았다. 학교 정문을 타고 쭉 올라오니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풍선 터
뜨리기. 퀴즈풀기. 타로카드 점보기 등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이 또한
묘한 즐거움이 있다. 단대별로 준비한 행사에서도 난 오랫동안 그 자리를 채
우면서 축제를 즐기고 있었다. 예대 앞에서 했던 내 기억 속에 오래 남는
‘너 나와!!’ 이 역시 참 기억에 남는다. 그중에서도 어느 신입생이 선배인 누
나에게 고백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부럽던지. 그래도 뭐니뭐니해도 제일 우
리 학교축제행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공대 운동장에서 거대하게
치뤄졌던 무대행사, 정말 명성이 자자한 가수이자, 우리 학교가 모교인 여러
가수들이 와주셔서. 그 무대가 더욱 빛났다. 나는 이과대 앞에서 치러진 주
점에서 일을 도와주어서 그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갔던 친구들의 왈,
“정말 끝내주는 ,간 걸 후회하지 않을 그런 무대였다고…….”
일 년에 한번 있는 행사에서 그 무대를 보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
하지만 나는 주점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동기들과 선배
님들과 찌짐도 구웠고, 서빙도 했다. 친구들과 선배 몰래 주워 먹었던 그 김
치전의 맛이란.. 정말 우리에게 대선배이신 졸업하신 선배님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우리 과가 아닌 많은 사람들도 많이 방문해줘서 이과대 앞을 빛내주
었다. 그날 늦은 저녁까지 선배들에게도 많은 좋은 이야기를 듣고, 나누며
나에게 있어 너무 좋은 시간들이었다. 벌써부터 1년 후 대동제가 기다려진
다. 나도 그때는 참여할 수 있으면 되도록이면 참여해서 더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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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활
06‘ 류미희

우리는 3박4일 산청으로 농활을 갔다.
9시까지 이과대 학생들 모두는 공대운동장에 모였다.
다같이 모여서 총학생회 회장님과 부회장님의 잘 다녀오라는 인사말씀을 듣
고 버스를 타고 출발했다.
우리 과는 20명 정도 농활을 가게 되었다. 그래서 물리과와 함께 버스를 탔
다. 갈땐 다른 과와 같은 차를 타고 가서 서먹하기도 했다. 2시간 정도를 버
스타고 산청에 도착 했다.
모두 내려서 방을 배정 받고 짐정리를 하고 일 나갈 준비를 했다. 그러나 우
리 과는 첫째 날에 일을 나가지 않고 숙소 근처에 잡초를 뽑았다. 잡초를 뽑
고 숙소 주변정리를 하다 보니 숙소 옆에 계곡이 있었다. 날씨가 더웠는데
계곡을 보니 한결 마음이 시원해졌다. 잡초를 뽑고 숙소로 다시 들어가 씻고
밥 먹을 준비를 했다. 저녁을 먹고 우리 과 여학생들은 설거지를 했다.
첫째 날이라 그런지 고무장갑이 준비되지 않아 맨손으로 해서 투정도 부렸
지만 나름대로 즐거웠다. 숙소에서 쫌 쉬다가 이과대 학장님이 오셔서 인사
말씀을 듣고 약간의 뒷 풀이를 하고 다음날을 위해 모두들 일찍 잠들었다.
둘째 날 모두들 새벽같이 일어나 선배들이 준비해주신 맛있는 아침을 먹고
일하러 갈 준비를 했다. 얼마 기다리고 있으니 일하러 갈 곳의 주인아저씨가
트럭을 끌고 우리를 데리러 오셨다. 우리 과 여학생들과 4명의 물리학과 남
학생과 같이 일하러 게 되었다. 모두들 들뜬 마음으로 트럭을 타서 10분정도
지나니 도착하였다. 선배들의 말로는 딸기 따는 것을 도와주러 간다고 들었
는데 도착을 하니 비닐하우스 안의 딸기는커녕 흙만 보일 뿐이었다.
우리가 할일은 딸기 모종을 심기위한 과정이었는데, 흙과 비료를 적당히 섞
어서 나르고 플라스틱 같은 곳에 일일이 담는 것이었다. 처음엔 마냥 즐거웠
다. 딸기 따는 것이 아니라 실망도 했지만 나름대로 재미있었다. 그러나 시
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땀이 흐르고 온몸이 쑤셨다. 그땐 어찌나 시간이
가지 않던지...
하지만 점심때가 되어 주인아주머니께서 밥 먹으러 가자고 하여 다시 들뜬
기분으로 트럭을 타고 주인아주머니 댁에 갔다. 아주머니 댁에 도착하니 맛
있는 밥과 반찬이 준비되어 있었다. 열심히 일한 탓인지 밥맛이 꿀맛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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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밥을 먹고 다시 일을 하고 저녁때가 다되어 다시 트럭을 타고 숙소로
향했다. 숙소로 와서 모두들 씻고 저녁 먹을 준비를 하여 저녁을 먹었다. 소
화를 시키며 놀다가 약간의 뒷 풀이를 하며 모두들 잠이 들었다.
그 전날 열심히 일한 탓인지 새벽에 일어날려니 온몸이 너무 지쳐 있었다.
일하러 가기 싫은 생각만 가득했지만 아침밥을 먹고 준비를 하여 일하러 갔
다. 아침엔 가기 싫어 투정도 부렸지만 또 막상 일을 하러 가니 언제 그랬냐
는 듯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했다. 둘째 날 일하러 갔을 땐 우리 과 학회장
님도 같이 가서 일을 도와 주셨다. 일을 하고 있으니 아주머리께서 딸기를
가져 오셨다. 그 딸기의 맛을 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오고 숙소를 떠나기 하루전날이라 모두들 모여 각과별로 그림일기를 썼
다. 초등학교 때 써보고 안 써본 그림일기 나름대로 재미있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마지막 밤이었다. 마지막 밤이라 그런지 정말 아
쉬웠다. 그렇게 또 하루가 가고 아침이 밝아오고 우린 숙소를 떠날 준비를
했다. 숙소 주변정리를 하고 짐을 챙겨 나와 각과별로 기념사진도 찍고 버스
를 타고 학교로 돌아갔다. 일하는데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보람찬 날들
을 보낸 것 같다. 다음에 또 농활을 올 것을 다짐하며 좋은 추억을 만들어
돌아올 수 있어서 무척이나 행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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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못할 졸업여행
01‘ 김옥현

졸업여행을 다녀온 지도 벌써 5개월이 넘었다. 따스한 봄날의 포근한 햇빛을
잊을 순 없듯이, 우리 3학년의 졸업여행도 잊을 순 없을 것이다. 무턱대고
맡은 총대에 준비할 것이 많았던 졸업여행은 나에게 학교생활을 좀 더 활기
차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었다. 보기완 다르게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약간의 소심함과 거기에 약간의 다혈질을 가진, 한마디로 친해지기
어려운 나는 이런 다짐을 했었다. ‘내가 먼저 다가가자.’ 쉽지 않다는 걸 알
기에 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명분을 찾았고 그래서 맡은 것이 총대였다.
어쩔 수 없었지만 우리 과 애들에게 연락할 기회가 많았고(단체문자였지
만), 과 행사 등 참여할 기회가 많아졌다. 이렇게 시작된 일이 우리들만의 단
체여행인 졸업여행으로 이뤄졌다.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셨고, 우리 3학년 애
들 역시 나와 잘 맞아서 다들 친해지니 밝고 착하고 잘 노는(?) 아이들이었
다. 시간이 지나 졸업여행의 모든 일들이 기억나지 않지만 몇 가지 일들만은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중 하나는 언제 어디서나 먹어대는 술학과(!)인
우리들... 어디서들 챙겨왔는지 꺼내온 소주들은 우리를 기쁘게 했다. 첫날
뭘 했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한데, 교수님이 사주신 일본 맥주를 시작으로
그 다음날 집에 갈 것도 아닌데, 택시타고 사라져 버릴 수 있는 부산도 아닌
데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다. 내일을 위해 먼저 잠이 든 아이들도 있었지만
몇몇의 (그 사람들의 인격을 위해 별명으로..ㅋ) 흥국이, 쓰레기 회장을 비롯
한 별명을 부르기에는 무서운 지윤햄!!!!이 우리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물론 괭한 눈과 향기로운 소주의 맛이 느껴지는 입으로... 그때까지 그 모텔
에는 우리밖에 없는줄 알았다. 하지만 아침에 문을 열고 나오는 또 다른 외
국인과 눈이 먼 일본인 부부를 보는 순간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
다.
일정을 위해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했고, 첫날밤을 불살랐던 분들은 차에서
뻗어 지냈다. 왠만해선 경적을 울리지 않는, 아니, 전혀 울리지 않는 도로위
차안에서 그들은 하루종일 잤다... 둘째날 밤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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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처음 걸음마를 뗀 아이들처럼 이곳저곳 부끄럽없이 떠들고 돌아다녔
다. 일본어를 전혀 못하는 우리는 되지도 않는 영어와 몸짓으로 물건을 사고
사진을 찍고 정신없이 돌아다녔다. 길거리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다며 누가
말을 꺼내자, "재수없다." "부럽다." 등의 자신들의 생각을 내뱉었지만 나는
쓰레기 없던 그 길에 쓰레기를 만들어 주었다. 즉, 쓰레기 있는 길이 된 것
이다. 그렇다. 일본길에도 쓰레기는 있다...
일본의 여러곳들 돌아다니면 다들 느끼겠지만, 일본은 흡연의 나라이다. 이
동하는 버스안에서도 흡연이 허용되고, 대부분의 음식점또한 흡연이 허용된
다. 한 블럭을 움직여도 담배 자판기는 꼭 하나씩 있었다.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 필 수 있었다. 그렇다. 일본은 폐암으로 망
할것이다.
우리를 가장 즐겁게 한 것은 마지막 날의 자유여행이었다. 짜여진 일정대로
움직이며 구경한 우리는 차안에서 보낸 시간이 많이 아깝다. 그리고 재수없
던 가이드까지...
아무런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일본에서 주어진 우리의 자유시간은 즐거웠던
만큼 너무 빠르게 흘러갔다.. 우리들끼리 사먹었던 맛있는 스시.. 하지만 맛
있기로 유명한 라면은 우리의 뒤통수를 때렸다. 내가 음식을 남긴 건 일본의
라면이 처음이자 마지막 일 것이다. 쇼핑에 지름신이 들어 이것저것 산 우
리, 세일할 때의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싼 듯했다. 패션이 우리나라보다 발
전했다는 것조차 인정하게 만들었다. 일본에서 상영하는 우리나라 영화, 배
용준이 그려진 양말, 어딜가나 우리를 '욘사마'로 부르는 사람들, 일본에서
만난 우리나라 사람, 보아가 나오는 CF는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들었다.
출발할 때 우리의 설레임은 충분한 가치를 만들었고, 나도 우리 과 애들과
많이 친해졌다. 분명 지금도 인사하며 웃는 이유가 이 여행이 아니었나 생각
한다. 사진으로나마 아직도 우리를 미소짓게 만드는 여행을 나는 모든 이들
에게 추천하고 가는 길에 나도 데려가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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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제전
06‘ 최유미

우리는 9월 20~21일 이틀에 걸쳐 가을제전이 열렸다.
첫째 날인 20일에는 사이버 제전이 열렸다. 구경하러온 우리에게 부학회장님
이 오셔서 ‘틀린그림찾기’를 하겠냐며 물으셨다. 그래서 구경밖에 할 것이 없
었던 우리는 하겠다고 하였다. 처음엔 마음을 비우고 시작을 하였다. 한 게
임 한 게임 하다 보니 경쟁심이 생겼다. 나중엔 모두가 하나가 되어 컴퓨터
앞에 옹기종이 모여 두 눈을 크게 뜨고 틀린 그림을 찾는데 여념이 없었다.
우리는 한 게임씩 모든 게임을 이겨 결승전까지 가게 되었다. 결국 마지막
게임인 결승전에서 마음을 졸이고 게임을 펼쳤다. 그 결과 결승전에서 우리
가 승리를 하게 되었다. 너무 기뻤다. 그리고 우리 과는 거의 모든 게임에서
도 모든 우승을 차지하였다. 이것으로 첫째 날의 사이버 제전이 끝났다.
둘째 날인 21일에는 체육대회가 열렸다. 종목으로는 여자 발야구, 남자 축구
결승전, 릴레이 등등이 있었다. 나는 여자 발야구에 출전하게 되었다.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는 정말 우리 일등을 차지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
과 달리 상대편이 너무 잘해 결국 우리는 여자 발야구에서 첫 경기에서 패
배를 하였다. 정말 아쉬웠다. 그래서 우리는 여자 발야구경기에서도 지고 남
자 축구경기에서도 졌기 때문에 구경만을 해야만 했다. 드디어 마지막 경기!!
릴레이 경주가 시작되었다. 나는 그 릴레이 게임에 친구와 함께 출전하였다.
우리는 3등만 하자는 마음으로 릴레이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첫 주자가 모든
몸싸움에서 이겨 일등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두 번째 주가인 나는 오
기가 생겨서 열심히 달렸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성 번째 마지막
주자까지 잘 뛰었다. 하지만 결과는 일등에서 밀려난 이등이었다. 그래도 우
리는 생각보다 잘했다고 생각하고 만족하였다. 우리 과는 체육대회에서 최종
4등을 하였다. 이것으로 체육대회는 끝이 났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들이 나와 율동을 하는 것으로 시작해 우리 과 다른 과
학생들이 나와 노래도 부르고 장기도 보여주었다. 게다가 우리 과 남자아이
두 명의 춤까지..이어서 칵테일쇼 등 많은 무대 쇼를 볼 수 있었다.
이틀은 짧은 날이지만 그래도 아주 보람되게 재미있게 보냈던 거 같다. 그래
서 후회 없는 이틀은 보낸 거 같아 기분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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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우다 엠티
06‘ 편슬기

3월 31일.. 우리는 드디어 프라우다 엠티를 떠났다. 엠티 장소는 해운대!! 우
리는 금요일 수업을 모두 마치고 해운대로 향했다. 수업이 끝난 시간은 4시!
수업을 모두 다 마치고 우리 1학년들은 2학년 선배의 지도하에 엠티 장소인
해운대로 갔다. 우리의 숙소는 지하철역에서 조금 먼 곳이었다. 해운대 바닷
가를 한참 걷고 나니 우리의 숙소가 보였다. 우리는 밖이 상당히 추웠기 때
문에 얼른 숙소에 들어갔다. 숙소에 들어가니 우리보다 먼저 온 2학년 선배
들이 있었다. 선배들은 우리보다 먼저 도착해있었다. 선배들은 우리가 첫 엠
티라서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셨다. 제일 중요한 저녁!! 선배들이 밥을 해주셨
다. 고기에 찌개에, 맛있는 밥에! 우리는 배가 많이 고팠던 터라 선배들이 해
주신 밥들이 너무 반가웠다. 우리 1학년들은 정말 맛있게 먹었다. 2~3그릇
먹는 애들도 있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우리는 해운대 바닷가로 향했다. 원
래 목적은 물에 빠지는 것!! 하지만 그 3월 달의 날씨는 무척이나 추웠다. 도
저히 바다 들어갈 수 없는 상황! 우리는 바다에 들어가는 대신, 추운 바닷가
에서 게임을 하기 시작했다. 1학년 대 2학년 선배들의 말 타기 대결을 했다.
말 타기를 다 끝내고는 수건돌리기를 했다. 걸린 사람은 약간의 벌칙을 받으
면서 재미있게 했다. 벌칙으로 노래도 불렀다. 그리고 수건돌리기를 다 끝내
고는 쥐잡기란 게임을 했다. 이 게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몰랐던 게임이
지만, 몇 사람의 설명으로 이 게임이 시작되었다. 쥐잡기란 게임은 술래인
고양이를 한명 정해놓고 한 3명 정도의 쥐들을 정해놓은 뒤 나머지 사람들
이 삥 둘러서 쥐를 지켜내는 게임이었다. 앞에 두 개의 게임도 재미있었지
만, 우리는 마지막 쥐잡기 게임이 제일 재미있었던 거 같다. 우리가 그 추운
날 백사장에서 뛰어 다녔다. 우리는 3가지의 게임을 신나게 하고는 우리의
숙소로 향했다. 향하는 도중 몇 명의 남자들에 의해 몇 명의 여자들이 바다
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우리는 숙소로 들어와서 모두들 씻고는 1학년과
2학년의 화합의장이 펼쳐졌다. 선배들과 우리는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 좀
있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소개를 시작했다. 그렇게 소개를 함으로써 우리는
서로서로를 알게 되었다. 3월 31일의 프라우다 엠티는 선배들과 친해질 계기
다 되었고, 우리 1학년들도 많이 친해졌던 것 같다. 정말 재미있는 엠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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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06‘ 우지혜
책으로 먼저 발간되어서 눈길을 끈 영화.
이나영과 강동원이 주연이라서 더 눈길을 끈 영화.
바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우.행.시.였다.
사형수인 정윤수와 부유하고 화려한 집안의 딸이지만 상처가 많은 문유정.
이 두 사람의 이야기였다.
겨울의 어느 날, 문유정은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
다. 그런데 수녀인 모니카고모가 찾아왔다. 널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
서 데리러 왔다는 것. 썩 내키진 않았지만 고모를 따라나섰다. 그곳은 교도
소였다. 만남의방에 있었더니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사형수인 정윤수였
다. 내내 고모에게 거칠고 불쾌하게 구는게 맘에 안들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
음이 끌렸다.
정윤수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돈을 구하려다가 사람을 죽이고 들어온 사
형수였다. 교도관에 의해서 만남의방에 이끌려갔다. 그곳엔 모니카수녀와 한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어렸을 때 동생이 좋아했던 애국가를 불렀던 가수
문유정이였다. 다른 사람들처럼 동정심 가득한 눈빛이 아닌 사늘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게 또 다른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 네 번째 다섯 번째,,,,,,,,,,,,,,,,,,.
매주 목요일 10시~1시까지. 처음에 문유정은 고모의 부탁이라 어쩔 수 없이
교도소로 향했다. 서로 매몰찬 말들로 밀어내기만 했지만, 여러 번 만나면
만날수록 처지는 다르지만 서로가 닮았음을 알아가면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
기하게 된다.
유정의 아무도 모르던 상처.
처음으로 유정은 윤수에게 털어놓게 된다.
어렸을 때 사촌오빠에게 당했던 성폭행. 엄마조차 처신을 바로하고 다니지
못한 자신의 탓이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며 뺨까지 때렸던,,,,,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를 눈물을 쏟으며 윤수에게 이야기했고, 윤수도 교도소까지
들어오게 된 사연을 이야기했다.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돈을 구하려고 하다가 어떨 결에 사람한명을 죽이게
되고 다른 사람이 죽인 두 명까지도 자신이 죽인 걸로 누명을 쓰게 되서 교
도소에 들어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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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눈물을 흘리며 터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절망감으로만 가득 찼던 그들
은 행복함을 느끼게 된다. 빨리 죽고만 싶었던 윤수는 처음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유정은 더 이상 자살은 생각할 수도 없게 되었다.
매일 목요일이였으면 좋겠다는 말도 안되는 생각을 가지게 되지만, 유정과
윤수가 함께할 수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윤수가 유난히도 기분 좋게 밥을 먹고 있던 어느 날, 교도관이 면회신청이
왔다며 말해준다.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유정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유정과 모니카수녀는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윤수는 유정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했다.
“신께서 허락하신다면 살아서 마지막으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내 입으로
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 말을 꼭 하고 싶었다고...... 사랑한다고 말입니
다. 유정씨 사랑합니다.”
그들의 눈에선 쉴 새 없이 눈물이 쏟아졌고 검은 커튼이 쳐졌다.
그들의 행복했던 시간들은 이렇게 끝났다.
그리고 영화도 끝이 났다.
정말 오랜만에 찡하고 감동적인 영화를 본 것 같았다.
영화를 보는 내내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오랫동안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을 것 같다 이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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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스타
06‘ 이대관

내가 2006년도에 극장에서 본 영화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였다. 88년
도 가수왕을 한 인기가수 최곤. 하지만 그는 가수왕을 한 뒤에 폭행, 대마초,
음주 등의 이유로 어느 작은 카페에서 기타를 치는 신세가 되고 만다. 하지
만 그는 아직 자신이 스타라 굳게 믿고 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카페에서
손님과 시비가 붙고 결국 사장과의 다툼으로 일이 커지고 만다. 결국 최곤은
유치장 신세가 되고 마는데, 일편단심 매니저 박민수는 합의금을 찾아다니던
중 지인 방송국 국장을 만나고, 최곤이 영월에서 DJ를 하면 합의금을 내준다
는 약속을 받아낸다. 프로그램명은 ‘최곤의 오후의 희망곡’. 하지만 자기가
대 스타라도 되는 줄 아는 최곤, 일단 시작은 해보는데 DJ이 자리를 쉽게 생
각하는 그의 라디오 방송은 시작부터가 쉽지가 않다. 선곡 무시는 기본, 막
무가내 방송도 모자라 부스 안으로 커피까지 배달시킨다. 지국장과 담당PD
마져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정도로 막부가내로 행동한다. 그러던 어느 날
부스 안으로 커피 배달을 온 김양의 사연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에 신금을
울리며 점차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간다. 그 뒤로 여러 곳에서 전화가 오고
엽서가 줄을 잇는다. 거기다 최곤을 최고의 선배라고 생각하는 동네 락 그룹
이스트리버의 도움으로 인터넷에 최곤의 라디오 프로그램 ‘최곤의 오후의 희
망곡’ 카페가 생기게 된다. 최곤이 했던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는 이 카페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인기를 얻게 된다. 첫 방송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최곤의 오후의 희망곡’이 100회째를 맞이하게 된다. 100회 방송은 최곤의 카
페를 만들어준 이스트리버의 부탁으로 야외 공연을 하게 된다. 물론100회 특
집으로 한 야외공연은 대성공을 이룬다. 이제 예전의 최곤이 아니다 최곤은
영월에서 라디오 DJ를 하면서 제 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최곤의 오후
의 희망곡‘은 탄탄대로로 날이 갈수록 인기는 더더욱 높아지고 결국 서울로
가게 된다. 하지만 최곤의 옆에서 항상 최곤의 뒷바라지를 했던 매니저 박민
수는 최곤과 계약하겠다는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권유로 최곤 곁을 떠나
고 최곤은 다시 하루하루를 힘없이 살아간다. 그리고 결국 최곤의 라디오 프
로그램은 마지막 방송을 맞이하게 되고 마지막 방송에서 아버지를 찾는 애
를 게스트로 맞이한다. 아이의 이야기가 다 끝나고 최곤 역시 매니저를 찾는
방송을 하는데,,, 이 방송을 듣고 최곤의 매니저는 다시 최곤의 곁으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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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 영화 라디오스타는 철없는 락가수가 영월에 내려가서 여러 가지를 얻
음으로써 많은 것을 배운다. 늘 옆에서 지켜주던 매니저의 고마움을 새삼스
레 느끼고,,, 영화라디오 스타는 단순한 웃음을 전해 주는게 아니라 영화를
본 뒤에 마음에 훈훈함을 주는 그런 영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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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이건 아니잖아 ♬
(앙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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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인들의 앙케이트 결과
☺ 수학과 최고의 얼짱?
남자부문

여자부문

1위 - 김성민

1위 - 김경화

2위 - 김갑룡

2위 - 최한나

3위 - 서지윤

3위 - 강선옥

4위 - 한민수

4위 - 최유미

☺ 수학과 최고의 몸짱 ?
남자부문

여자부문

1위 - 홍영표

1위 - 류미희

2위 - 박신정

2위 - 엄다영

3위 - 김옥현

3위 - 김경화

4위 - 문연근

4위 - 박보미

☺ 수학과 최고 마음짱?
남자부문

여자부문

1위 - 김갑룡

1위 - 이아영

2위 - 김명현, 이대관

2위 - 우승희

3위 - 진종민

3위 - 강민주

4위 - 김성민

4위 - 김보영, 김미리

☺ 첫인상만 좋았던 사람?
1위 - 안민정 교수님
2위 - 박신정
3위 - 김갑룡, 김성민
4위 - 김려윤, 안진모,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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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인상부터 한결같이 좋은 사람?
1위 - 이병수 교수님
2위 - 김갑룡, 최한나
3위 - 김승원, 이대관 , 박신정
☺ 커플 맺어주고 싶은 사람?
1위 - 박신정♡박승혜
2위 - 진종민♡??
3위 - 이대관♡강하나
권순혁♡최아람
4위 - 이대관♡김경화
박정혜♡이광욱
☺ 떡볶이가 1개 남았을 때 눈치없이 재빨리 낚아챌 것 같

은 사람은?
1위 - 이대관
2위 - 박성진
3위 - 김성민
4위 - 민경두, 한민수, 이은미, 김대훈
☺ 한 끼만 굶어도 성질나올 것 같은 사람은?
1위 - 박성진
2위 - 홍영표
3위 - 강민주, 최임호
☺ 깡패를 만났을 때 가장 비굴하게 굴 것 같은 사람은?
1위 - 박성진
2위 - 이대관
3위 - 문연근, 김갑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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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과에서 머리가 가장 클 것 같은 사람은?
1위 - 홍영표 ( 압도적인 지지...98%)
2위 - 민경두
3위 - 윤양석
4위 - 진종민
☺ 매일 씻어도 안 씻은 것 같은 사람은?
1위 - 김갑룡
2위 - 황상현
3위 - 권순혁, 김려윤
☺ 수업시간에 참 보기 힘든 사람은?
1위 - 설민준
2위 - 김성민
3위 - 홍영표
4위 - 박차연
5위 - 하정아
☺ 반면, 술자리에서는 제일 먼저 와 있는 사람은?
1위 - 박희섭
2위 - 김려윤
3위 - 홍영표
4위 - 김성민, 황상현, 민경두
☺ 짝퉁을 입어도 메이커 같은 사람은?
1위 - 서지윤
2위 - 김경화
3위 - 유찬석, 정영선
4위 - 노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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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커를 입어도 짝퉁같은 사람은?
1위 - 권순혁
2위 - 김경화
3위 - 홍영표
4위 - 김갑룡, 김려윤, 신연리
☺ 남자(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 여자(남자)는?
1위 - 최용호
2위 - 박성진
3위 - 문연근
4위 - 전수현
5위 - 김경덕
☺ 화장 지우면 못알아 볼 것 같은 사람은?
1위 - 류미희
2위 - 김미연
3위 - 박소영, 정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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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이면 공감한다. 머피의 법칙?
- 자주 보이던 버스가 정말 바쁠 때는 안 온다.
- 필요 없을 때는 잘 보이다가 꼭 찾으려고 할 때는 없다.
- 꼬박꼬박 출석할 땐 출석체크 안하다가, 내가 빠지면 출첵한다.
- 바쁠 때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면 항상 꼭대기층 또는 1층에 있다.
- 수업 늦어서 발바닥에 불나도록 뛰어갔더니..휴강!!!!!(아니면 교
수님이 늦게 들어오신다.)
- 추리한 모습으로 산뽀할 때면 마주치기 싫은(이쁘게 차려입은)
아이를 만난다.
- 시험 다치고 나오면, 못풀었던 문제의 답이 생각난다.
- 매일 열쇠 들고 다니다가 안가지고 간 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 정말 열심히 공부한 부분은 시험에 안나온다.
☺ 내 인생 가장 후회되는 선택은?
- 부모님께 대들었을때
- 술 많이 마신 것
- 게임에 빠졌을 때
- 남자로 태어난 것...(?)
- 1학년때 좀 더 놀아보지 못한 것
- 고등학교 때, 오해가 생겨서 멀어진 친한 친구와 화해하지 못하
고 졸업한 것
- 대학 1학년에 공부 안하고 완전 논 것
- 담배 핀 것
- 휴대폰 24개월 할부 한 것
☺ 내가 정말 소심하다고 느껴질 때
- 딴 생각하다가 다른 사람의 인사를 받아주지 못했는데, 정말 죄
의식 느낄 때
- 별것도 아닌일에 무지 신경쓰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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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준 돈 못받을때 안절부절 못하는 내 모습 보고
- 100원에 째째해질 때
- 장난으로 한 말 두고두고 마음에 담고 있을 때
- 중국집에 전화해서 주문할때, 부끄러워서 친구 시킬 때
- 내가 하고 싶은 말 못하고 되돌아올 때
- 누구는 사주고 난 안사줄때(ㅠㅠ섭섭)
☺ 자다가도 벌떡! 지우고 싶은 망신의 순간은?
- 이성과 같이 있는데 생리적인 현상을 못참고 저질렀을때-_-;;
- 남자친구 앞에서 술 먹고 꼬장부린 것
- 술마시고 필름 끊겼을때 한 행동들..(노래방 가서 테이블위에 올
라가서 생쇼한것, 자판기와 싸운 것...등등)
- 초등학교 6학년때, 운동회 예행연습시간에 뜀뛰기하는데 마지막
구호는 외치지 말라고 했는데, 6학년 전체중 나혼자 크게 외쳐서
전부 다시 연습한 일
- 길거리에서 넘어졌을 때
- 버스 맨 뒷자리에서 졸다가 급정거때 앞으로 굴러서 大자로 뻗은
일
- 지나가는 사람이 친구인 줄 알고 불러 세웠는데, 친구가 아닐때
- 박스티 입은 아가씨에게 임신한줄 알고 자리 내줬을때(만원버스
에서..)
-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사이로 머리가 끼었을 때
- 만원 버스에서 점잖게 구두 신고, 급정거때 넘어졌을 때
☺ 2006년 일어난 수학과 good뉴스?
- 사이버 제전 우승 휩쓴거
- 홍영표 학회장 당선
- 202, 203호 강의실 좋아진 거
- 11월 16일 견학가는 거
- 후배가 생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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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일어난 수학과 bad뉴스?
- 학회실 사용 금지
- 총학생회장 사건
- 사이버 제전 1등은 많이 했지만, 참여율이 너무 없었다
- 체육대회 4등
- 화학과에 축구 6:1로 진거

☺ 이번에 일어난 총 학생 회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 원칙대로 살아야지
- 그 사건의 내막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뭐라 할 수 없다고 본
다.
- 자기 스스로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잘 모르겠다. 회장의 안티세력, 회장 둘다 합의하여 벽보 그만 붙
이시길
- 불쌍하다
- 각 학교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자신이 반성한다면 용
서를 해주어야 한다.
- 사퇴하여야 한다. 처음에는 안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지만 학생
회장의 변명같은 글과 뉘우치지 않는 듯한 글을 보며 사퇴해야 한
다고 생각했다.
- 남은 학기 학생회장이 학생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
음한다.
- 너무 조용히 넘어가는 우리 학교가 너무 싫다. 내 돈 돌리도..
- 나는 이과대 복도에서 학생회장 반성문을 통해 처음 알았다. 개
인뿐 아니라 전체에 망신이지만 반성도 하고 사퇴도 한다면.. 그걸
로 마무리 짓는게 괜찮을 것 같다. 안 좋은 일로 크게 떠들고 마녀
사냥 식의 처우는 썩 좋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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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려 역사와 백두산이 자기 나라의 것이라고 주장하

는 중국과,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에 대한 자
신의 생각은?
- 중국과 일본도 물론 나쁘지만, 우리 것을 우리 것이라고만 우기
면서도 여태 모르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 더 나쁘다.
-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우리의 역사는 나쁜 것이든, 좋은 것
이든, 우리의 손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 너네땅은 무슨..-_-+ 중국&일본 진출 해주는게 어디냐 이것들
아!!-_- 학생, 젊은이, 청년들이 역사공부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 것 같다.
-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 중국의 만주 벌판은 우리것이라 우기고 ! 일본의 대마도는 우리
땅이라고 우겨야 한다!!
- 중국, 일본 나빠요~
- 국익을 위해 그럴 수도 있다. 띠실하게 대응하는 우리 나라가 답
답할 뿐..
- 어처구니 없삼
- 우리나라가 태도를 불분명히 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정치
인들..정신차리시길..
- 너희는 개념은 안드로메다에 두고 왔니?
- 우리나라의 잘못이 크겠지...
☺ 수학과 교수님께 바라는 점?
- 시험문제 쉽게 내주세요 !
- 수업시간 꽉 채워서 수업해주세요 ! 애들 말 듣고 수업 그만하지
마시고ㅠ
- 교수님~ 조아요~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 전공과목인데 B+ 이상은 주세요~
- 학점 잘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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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는 제대로 ~ 지금 쓰고 있는 크기의 2배로..
- 휴강좀 합시당
- 학업에 매진하도록 미워도 최선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 알아들을 수 있게, 수준에 맞게 수업해 주세요.
- 전공시간표 몰아서 짜주세요~ 학교 안오는 날도 좀 있게 ㅠㅠ
- 수업 너무 꽉꽉 채워서 하지마세용
- 수업 좀 한글로 합시다! 굳이 영어로 해야하는 이유가 뭔가요 ㅠ
- 교수님~ 소풍가요 ~ ♡
- 되도록 오후에 수업해요
- 시험기간 피해서 레포트 내주세요
- 재미있게 수업해 주세요
☺ 수학인에게 바라는 점?
- 잘 살아보세
- 시험 준비로만 수학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닌, 평소에도 수학을
열심히 하는 수학인이 됩시다 !
- 어느정도는 하자
- 훌륭한 사람이 되자
- 더 이상의 공식은 만들지 말자
- 김대훈을 많이 도와주시길 ~!
- 좀 더 자신의 인생에 충실했으면..
- 대출은 이제 그만..
- 우리 모두 공부하자 !
- 너무 열심히 공부하지 말고,행사에 참여해서 놀면서 합시다 ㅋㅋ
- 남은 2006년 알차게 보내삼
- 어려운 문제 같이 해결하자
- 선, 후배 사이 지금처럼만 좋았음 좋겠어요
- 조용히 수업 듣자 !

시끄러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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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수학과 ! 놀아줘～
(쉬어가기)

∘별자리별 잘나갈 때 & 망가질 때
∘알아두면 좋은 생활영어/일본어
∘TO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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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자리별 잘나갈 때 & 망가질 때
양자리(03.21~04.20)
☀잘나갈 때
리더. 에너지가 넘친다. 다른 사람을 훌륭히 도와 그들의 꿈을 이루게 해
준다. 도전을 받아들인다. 타인의 가장 좋은 면을 본다. 타인을 위해 위험
을 무릅쓴다. 약자를 보호한다. 명확, 진솔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목
숨도 바친다. 모두가 포기할 지라도 자신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망가질 때
최고가 아니면 못산다. 성급하다.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
지 않고 행동한다. 참을성 부족. 질투가 많다. 말을 안 듣는다. 이기적. 충
동적. 사람 성격이나, 사물 특성파악에 둔감. '...을 해라.' 라는 말을 아주
싫어한다.

황소자리(04.21~05.20)
☀잘나갈 때
주의 깊다. 사려 깊다. 조심스러운 예측, 견해. 믿음직스럽다. 고요, 참을
성이 있다. 우아, 예술적 재질. 철두철미, 면밀, 경청하기, 아주 사랑스럽
다. 다른 이들의 재능을 인정한다. 재치가 비상하고 젠틀하다. 평온, 침착
하다. 시간관념이 철저하고 정돈된 분위기를 좋아한다.
☀망가질 때
제멋대로이고 완고하고 고집이 세다. 상습적이고 물질만능적이다. 굼뜨
고 둔감하고 말을 잘 안한다. 수시로 창피해 하고, 지루한 인간이다. 생각
을 너무 많이 해서 행동이 미뤄진다.

쌍둥이자리(05.21~06.24)
☀잘나갈 때
호기심이 왕성하다. 재미있고 유쾌하고 매력적이다. 다재다능하다. 넓고
자유로운 마음. 생기가 넘친다. 재빠르다. 자극제 역할을 한다. 창의적이
고 선입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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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가질 때
침착하지 못하다. 싫증을 잘 낸다. 이중인격 성향이 있다. 뭔가 비실용적
인 면이 있다. 참을성이 없고 성급하다. 변덕이 심하고 불안정하다. 수다
가 많다. 신경과민이다. 권모술수. 무책임하다
게자리(06.22~07.22)
☀잘나갈 때
끈기가 있고 빈틈이 없다. 직관력이 뛰어나다. 친절, 동정심, 가정적이
다. 뛰어난 기억력. 돕고자 하는 자세와 배려심이 깊다.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안다. (무언가 또는 누구)를 보호하려 한다.
☀망가질 때
소유욕이 심하다. 쉽게 상처받고 시무룩하다. 까다롭고 심술궂다. 자신
을 모욕했다면서 자꾸 물고 늘어진다. 이기적이고 권모술수. 내성적. 권
력남용.
사자자리(07.23~08.23)
☀잘나갈 때
정직하고 충직하다. 밝다. 위엄 있고 가정에 대한 자부심이 깊다. 용기가
넘치고 생기발랄하다. 다정다감하고 관대하며 인심이 후하다. 책임감이
있다.
☀망가질 때
고집이세다. 남을 잘 무시하고 거만하다. 샐쭉거리기를 잘하며 독선적이
다. 뽐내는 걸 좋아하고 상대방에 대해 무관심하며 배려를 하지 않는다.
과도한 신뢰를 얻으려 애쓰면서 다른 사람을 평가를 절하한다. 눈에 띠
려고 발버둥. 상처받고 나서 냉랭해진다.
처녀자리(08.24~09.22)
☀잘나갈 때
타고난 젠틀함에 동정심까지 겸비하고 있다. 사람들과 공감대가 잘 통
하고 자비롭다. 정돈되고 항상 준비된 자세. (건강)등에 박학다식하고 위
트가 넘친다. 매력적(정신적&육체적).따뜻한 마음을 지녔고 근면성실하
며 헌신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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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가질 때
게으른 사람을 향한 가차 없는 비판. 까다로움. 신경질적이고 독단적이
다. 어수선하다. 우울증과 신경과민이 있고 걱정도 많다. 얌전한 척을 하
지만 엉뚱하고 지나친 생각을 한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내성적이지만
끝없이 요구한다.
천칭자리(09.23~10.23)
☀잘나갈 때
모든 일에 협조적이라 좋은 동료가 된다. 미적 감각과 예술적 감각, 세련
미를 두루 갖추었다. 뚜렷한 자기의사로 인해 좋은 타협가가 될 수 있다.
굳은 확신과 신념이 있으며 사랑스럽고 로맨틱하고 센스도 넘친다. 페어
플레이정신이 투철하다. 선한 동기에 의해 일을 추진한다. 지적인면이 발
휘되고 진지하다. 귀엽고 매력적이며 대화가 잘 통해 훌륭한 중재자역할
을 한다.
☀망가질 때
자아도취(나르시즘)이 있다. 게으르고 나태하다. 샐쭉거리고 칙칙하며
우유부단하다. 권모술수. 거만하고 경솔하다.
전갈자리(10.24~11.21)
☀잘나갈 때
자아 비판적이다. 탐구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 매사에 통찰력이 강하
다. 끈기가 있고 역동적이며 (무언가를) 보호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세밀하며 감정이 풍부하고 감각적이라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다.
동정심과 배려심이 깊고 확고부동성을 지니고 있다. 강한 집중력을 가지
고 있고 패배나 실패 인정이 빠르고 정확하다.
☀망가질 때
자기 파괴적이고 무정하다. 거만하고 의심, 질투, 소유욕이 많아 위험인
물이다. 쉽게 성내고 고집이 세지만 혼자 우울하며 비관적이다. 참을성이
없고 교활하며 복수심 또한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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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수자리(11.22~12.21)
☀잘나갈 때
솔직하며 터놓고 지내는 것을 좋아한다. 낙관적이고 정직하며 공평하다.
탈속적이고 사람들의 장점을 잘 본다. 매사에 열정적이며 영감이 번뜩인
다. 천진난만하며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자극제가 된다. 태평스럽고 감각
적이다.
☀망가질 때
따지기 좋아하고 참을성이 없다. 매사에 안절부절 못하고 자신의 재능
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비판적이다. 투기(도박)심리가 자란다. 광신
도 기질이 있으며 생각이 복잡하다. 적절한 계획을 잘 못 세우고 설교하
려 든다. 슬픔을 부정하고 무책임하다. '자유'를 속박한다고 여겨지는 모
든 '책임'을 두려워한다. 실수투성이에 띨띨하고 자기 멋대로 이다.
염소자리(12.22~01.19)
☀잘나갈 때
준비가 철저하고 조직력이 강하다. 체계화를 잘하고 열심히 일한다. 주
의가깊다. 용의주도 하며 현실적이다. 빈틈없고 신중하다. 양심적이며 두
려움이 없고 위험을 예측한다. 필요하다면 위험을 무릅쓸 확률도 높지만
현실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이며 수구적이다. 배려심이 깊어 좋
은 어드바이스를 한다. 전통을 지키고 권위를 존중한다.
☀망가질 때
무조건 자기것이 최고라 여기는 이기적인 면모를 띄고 있다. 남을 혹사
한다.(예: 노예감독관, 악처, 엄한 교사 등) 용서하지 않고 걱정이 끊이질
않는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결정을 내린다. 매우 비관적이며 절대 만족하
지 않는 완벽 주의자 이다. 운명론자이다. 출세(간판이나 지위) 지향적인
면을 띄고 있다.
물병자리(01.20~02.18)
☀잘나갈 때
대화가 잘 통한다. 사려 깊고 배려가 깊다. 협조적이며 믿음직해서 타인
에게 의지가 된다.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부드러운 개혁가이다.
생각과 행동이 자주적이며 창의력이 풍부하다. 사람들에 대한 지대한 관
심을 가지고 있고, 충직한 우정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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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가질 때
좋은 아이디어를 남과 공유하지 않는다. 요령이 없고 무례하고 사악하
고 심술궂다.
취향이 조잡하고(별남) 자기중심적이다. 신념을 위해 싸우기를 거부한
다. 불확실성,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 남의 사생활에 대한 쓸데없는 관
심을 갖고 있다.

물고기자리(02.19~03.20)
☀잘나갈 때
사랑이 넘치고 배려심이 깊다. 남을 의심하지 않는다. 호의적이고 후하
다. 수줍음이 많고 로맨틱하다. 창의적이고 고민에 빠진 사람들을 도우려
한다. 신비주의 경향이 있어 신비롭다. 동정심이 많이 자비롭고, 타인을
깊이 이해한다.
☀망가질 때
자기 연민에 빠진다. 어리바리하고 의존적이지만 과격하다. 우울, 도피,
현실감각을 상실한다. 타인의 문제에 감정적으로 개입하고 모든 일을 자
기 탓으로 한다.(자책감) 쇼킹한 행동으로 입방아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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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생활 영어
세계화 시대에 맞게 영어회화정도는 기본이죠? 생활에 자주 쓰는 문장들을
영어로 한 번 모아보았습니다.

Let's meet at the park.
공원에서 만나자.
Call me later.
나중에 전화해
What's new?
무슨 일 있니?
Nothing much.
별로 없어.
Cheer up.
힘을 내.
May I use your telephone?
전화 좀 써도 됩니까?
You look so good
너 아주 멋있구나.
Horray
만세~
Enuoy your meal
맛있게 먹어
Why did you cry?
왜울었어?
Come away
좀비켜줄래
Sleep tight
코자자
sleep on it
생각해봐
Let me do it later
나중에 해줄게
Hold on tight
꽉잡아.
I was left out in the cold.
나 바람 맞았어.
If you cheat in the examination,
너 컨닝하면 끝이야.
you will be flunked.
My intention is good.
나 악의 없는데..
I am going to take the lead.
내가 맡을게.
I don't want to lose my face,
나 체면 절대 깎이고 싶지 않아.
never ever.
It hurts my conscience.
양심이 꺼려져.
Don't talk big
큰소리 치지마.
I have to make my way in the
난 내 힘으로 해낼거야.
world.
I'd like to vacate for a few
난 며칠 좀 쉬려고..
days.
It's Hot !
뜬다!
Don't chicken out !
겁내지마.
Anything else?
그밖에 다른 건 없나요?
Come clean
시침떼지 마세요.
You missed the boat !
한 발 늦었어요!
Cross my heart.
맹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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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fot it !
You've got me.
What's cooking?
Stick to it !
For here or to go?
Lighten up.
Let's cover all the bases.
A penny for your thoughts.
He's a riot.
It took you long enough.
He broke the ice.
She's a heartbreaker.
That’s news to me.
Don't be a pushover.
Things didn't pan out.
Don't sweat it.
Soup's on!
Look me up some time.
Thanks for cheering me up.
He's full of hot air.
It's all for the best.

한번 해보는 거야!!
너에겐 손들었어
뭐 재밌는일 있어요?
끈기 있게 계속 해봐.
여기서 드실 건가요, 아니면 가져가
실 건가요?
걱정마.
철저하게 하자.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니?
그는 정말 유쾌한 사람이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그가 어색한 분위기를 깼어.
그녀는 매정한 사람이야.
처음 듣는 얘기인데.
만만한 사람으로 보이지 마.
일이 잘 안 됐어.
염려 마.
밥 먹자!
언제 한번 연락해.
기운을 북돋아줘서 고마워.
그는 허풍쟁이야.
다 잘 되려고 생긴 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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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생활 일본어
이번엔 일본의 기본 회화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실례합니다.
부탁합니다.
잠깐 기다려주세요.
모르겠습니다.
다시한번 천천히 말해주세요.
써 주세요.
안 됩니다.
됐습니다.
좋습니다.(좋아요)
괜찮습니까?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세요.
다녀왔습니다.
(어서)돌아오세요.
잘먹겠습니다.
잘먹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굉장하다.
위험하다.
생일 축하합니다.

どうも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도-모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すみません。(스미마셍)
しつれいします。
(시쯔레-시마스)
おねがいします。
(오네가이시마스)
ちょっとまってください。
(조또마떼구다사이)
わかりません。
(와카리마셍)
もっとゆっくりはなしてください。
(못또윳쿠리하나시떼구다사이)
書(か)いてください。
(카이떼구다사이)
だめです。(다메데스)
けっこうです。(캇코-데스)
いいですよ。(이이데스요)
だいじょうぶですか。
(다이죠부데스까)
いってきます。(잇떼키마스)
いってらっしゃい。(잇떼랏샤이)
ただいま。(타다이마)
おかえりなさい。
(오카에리나사이)
いただきます。
(이타다키마스)
ごちそうさまでした。
(고치소-사마데시타)
ほんとうですか。(혼또-데스까)
すごい。(스고이)
あぶない。(아부나이)
おたんじょうびおめでとう。
(오탄죠비오메데또-고자이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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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세계화 시대인 만큼 토익에 대한 관심은 매우 크죠? 게다가 일상생활 및 비
즈니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실생활에도 매우 중요한 토익. 게다가 올 12월에는 희망자에 한해서 말하기.
쓰기 추가한다고 하는데요. 정리해보았습니다.
기존의 토익

12월 ‘토익시험’ 이렇게 바뀐다 !
말하기 20분간 11문항, 쓰기 60분간 8문항시험 출시 전 온라인 통해 모의시
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올2006년 12월 처음 치러지는 토익의 말하기와 쓰
기 시험은 각각 20분간 11문항, 60분간 8문항을 풀어야 합니다.
토익 개발 기관인 미국의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가 “토익 말하
기 및 쓰기 시험의 도입은 듣기, 읽기, 말하기 그리고 쓰기 등 언어의 4가지
영역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줄 것”이라며 “제도 변화에 따라 시험점수를 활용
하는 기관들은 보다 쉽게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TS의 온라인 채점 네트워크를 통해 응시자의 답변의 발음, 억양, 문법, 어
휘, 답변의 관련성 및 완성도 등을 평가하는데요. 시험은 약 20분 정도 소요
되며 말하기 능력을 다각적으로 측정하는 11문항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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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은 ◎문장 읽기(2문항)◎ 사진 묘사(1) ◎질문에 답하기(3) ◎주어진 정
보를 이용해 답하기(3) ◎해결책 제안하기(1) ◎의견 제시하기(1) 등 여섯 가
지입니다.
① “대화 못하면 고득점도 불가능”
- 말하기 시험의 난이도는 단순히 문장을 읽는 수준에서 영어 면접 수준까
지 다양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2번 문제의 경우 5~6줄의 주어진 단락을 45초간 준비한 뒤 45
초 동안 읽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돈을 적게 받아도 여가 시간을 보장하는 직업들이 인기를 끌고 있
는데 이에 대한 당신은 생각은 무엇인가’라며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11번 문
항의 경우는 15초 생각한 후 60초간 답변해야 하는 면접 수준의 문제였습니
다.
사진 묘사 유형은 시장에서 바나나의 무게를 달아 파는 장면을 보여주고
45초간 답변하도록 요구했는데요.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 답하는 형태는 창업 세미나에 대한 안내장을 30초간
보도록 한 뒤 질문에 답하는 문항이 예시됐습니다.
성적은 점수와 레벨 두 가지 형태로 주어지며 200점 만점입니다. 또 레벨등
급은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있습니다.
② 문어 능력 측정한다.
- 쓰기 시험은 응시자의 문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채점
은 전체 구성, 문법의 적절한 활용과 정확성 그리고 어휘 능력을 고려해 진
행됩니다.
시험시간은 60분 정도이며 작문 능력을 다각적으로 측정하는 8문항으로 구
성되는데요. 유형은 ◎사진에 근거한 문장 만들기(5문항, 8분) ◎e-메일 답장
쓰기(2문항, 10분) ◎의견 기술하기(1문항, 30분) 등 세 가지입니다. 사진 묘
사 유형은 두 단어 정도를 보여준 뒤 한 문장을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e메일 답변 유형에선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 연락하라”고 보낸 e-메일에
두가지 이상의 요구를 담아 e-메일을 보내도록 요구했습니다. 또 의견 기술
하기 유형에선 직업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 300단어 이상의 글을 쓰
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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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평가도 200점 만점이며 레벨 등급은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있습니다.
중상급자들 사이의 영어 활용능력 수준을 차별화하고 보다 광범위하고 효
율적인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말하기, 쓰기 시험과 같은 능동적인
영어 시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우선 ‘말하기 시험’과 ‘말하기
및 쓰기의 통합 시험’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시행될 것이며 전국 IBT 시
험 센터 네트워크를 통해 더욱 편리한 시험 환경을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익 말하기·쓰기 시험은 3회까지 통합해 시행되며 4회째(2007년 3월)부터는
말하기와 쓰기가 각각 따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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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동아리 속으로
go!go!
(동아리 소개)

∘프라우다
∘짚신
∘스페이스

『 2006년 제 21 호 석 삼 지 』 97
<프라우다>
저희 프라우다는 수학과 내의 학술부이며 학술지인 석삼지의 편집을 맡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프라우다의 어원은 ‘진실, 진리’ 라는 뜻이며, 우리가 속
한 사회속에서 진정한 진리를 찾고자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
해, 따뜻한 마음과 정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1기부터 13기 까지 토론
활동을 통하여 의견 및 정보를 교환하고 활동으로 소소감과 협동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왕성한 활동으로 프라우다는 수학의 여러 다양
한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며, 선,후배 수학인들과 함께 우정을 돈
독히 하여 진정한 대학 생활을 배우로 익히는데 큰 역할을 하는 동아리입니
다. 마음이 따뜻하고 많은 것을 배려할 줄 아는 수학인 들에게는 언제나 열
려있는 동아리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언제나 노력하는
저희 프라우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인생수업 -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外
20 세기 최고의 정신의학자이자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와 그녀의 제자 데이비드 케슬러가 죽음으로 내몰린 사람들을 인터뷰해,
삶에서 꼭 배워야 할 것들을 정리한 책. 2004년에 사망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마지막 책으로, 그녀가 살아가는 동안 얻은 삶의 진실들을 담고 있
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 로렌 와이스버거
말 한마디로 세계 4대 패션 컬렉션 스케줄을 바꾸는 여자, 미국 『보그』
편집장의 어시스턴트였던 저자가 자신의 체험담에 신랄하고 유쾌한 유머, 그
리고 발칙한 상상력을 버무려 패션 에디터들의 세계를 위트 있게 그려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지방 출신 앤드리아는 세계 최고의 패션지 『런웨이』 편
집장 미란다 프리스틀리의 개인 어시스턴트로 일하게 된다. 하지만, 미란다
프리스틀리는 지옥에서 온 악마나 다름없고 우아한 겉모습과 달리 『런웨
이』에서의 일은 결코 만만치 않다. 과연 이 일이 영혼을 바칠만한 것인지
앤드리아는 고민하기 시작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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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에서 만난 다섯 사람 -미치 앨봄
이 책은「에디의 천국」이란 이름으로 출간되었던 것의 개정판이기도 하다.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이 예리하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지는 소설.
사양길에 접어든 놀이공원의 정비공으로 팔십 평생을 살아온 주인공 에디는
공원에 놀러 왔다가 위험에 처한 어린 소녀를 구하려다 숨을 거두게 되는
데… 사후에 그가 다다른 천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하던 곳과는 전혀 다
른 모습을 띠고 있다.

그 낯선 천국에서 에디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던 다섯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에디는 그들과의 만남을 통
해 그 동안 보잘 것 없어 보이기만 하던 자신의 삶에 숨겨져 있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된다. 자신이 그토록 떠나고 싶어했던, 고독과 우울에 싸여
불행한 말년을 보냈던 놀이공원 로비 피어가 바로 자신에게는 천국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 사이먼 싱
`xn+yn=zn:n 이 3이상의 정수일 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정수해 x,y,z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경이적인 방법으로 이 정리를 증명했다. 그러나 이
책의 여백이 너무 좁아 여기 옮기지는 않겠다...`
17 세기 프랑스의 아마추어 수학자의 수학자 피에르 드 페르마가 남긴 이
한마디에, 지난 350여 년 간 수학자들은 여지없이 짓밟힌 자존심을 추스리며
추스르며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언뜻 보기에 초등학생도 풀 수 있을 정도로 간단
해 보이는지만, 당대 최고의 석학들도 이 정리 앞에서는 꼼짝없이 무릎을 꿇
어야 했던, 수학 역사상 수수께끼였고 난제였다. 그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 일생을 바쳐왔지만, 끝내 빗장은 열리지 않는 듯했
다. 그러나 영국의 수학자 앤드루 와일즈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하
는데 성공, 1997년, 마침내 볼프스켈 상을 수상하면서 수학사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소년 시절 도서관에서 이 정리와 처음 접하던 순간, 그것을 증
명하는 데 일생을 걸기로 맹세했던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무성한 실패담 속
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7년이라는 세월을 홀로 견뎠다. 마침내 그의 꿈
은 40대에 실현되었다.
그런 그의 꿈을, 멀리 피타고라스 시대부터 `수학의 아름다움` 미쳐버린 사
람들의 꿈을 한 편의 `드라마`로 엮어놓은 이 책은 수학에 친숙하지 못한 독
자들에게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갖고 있는 역사와 명멸해 간 위대한 천재
들의 치열한 삶을 흥미롭게 펼쳐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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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신>
안녕하십니까? 수학과 동아리 ‘짚신’입니다.
짚신은 ‘지푸라기’라고도 불리는데 94년 창단기 선배님들을 시작해서 지금은
12기까지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지푸라기’는 “내가 사는 이 땅
을 내 발로” 라는 구호로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입니다. 우리나라 전
국 곳곳을 여행하고 산을 등반하면서 공부에 얽매여져 있는 몸과 마음을 풀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1. 합천 일대 지도
◎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시 : 대구시 부근에 이르면,
대구시로 들어가기 전에 고
속도로를 벗어나서 '해인사
'표시가 된 길로 진입하면
88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됩
니다. 88고속도로를 30분정
도 운행하면 해인사 IC를
만날 수 있다.
◎ 해인사 IC 에서는 해인
사까지 약 20분정도가 소요
된다.

2. 해인사
합천의 해인사(海印寺)는 경남과 경북을 가르는 사찰로 삼보사찰 중의 하나
인 법보사찰이다. 삼보사찰이란 불교에서 말하는 삼보(三寶, 즉 불佛, 법法,
승僧을 말함)를 각각 대표하는 사찰을 이르는 말이다. 나머지 불보사찰은 양
산의 통도사이고 승보사찰은 순천의 송광사이다.
해인사가 법보사찰이 된 것은 바로 팔만대장경 때문이다. 불가에서 법이란
곧 불경을 의미하고 우리나라 최대의 불경인 팔만대장경이 이 해인사의 장
경각에 있기 때문에 해인사가 법보사찰이 된 것이다. 팔만대장경은 원나라의
침입 때 불력으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만든 불경목판으로 강화도의 선원사
에서 만들어, 깊고 깊은 산중에 있는 이 해인사로 옮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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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는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장경각 외에도 일주문, 봉황문, 해탈
문, 구광루와 대적광전 등의 건물이 있다. 그리고 구광루 왼쪽에 있는 약수
는 물맛이 좋기로 유명하다.
또 일주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철스님의 사리탑이 있다. 길옆에 넓은 터를
조성해 그 가운데 사리탑을 놓았는데, 사리탑의 형태는 사리탑의 초기 형태
인 원형을 따라 현대적으로 조성했다. 또 해인사에는 국보급 문화재가 많다.
장경판고(국보 제52호)와 대장경판(국보 제52호)이 대표적이고 이 외에도 석
조석가여래좌상(보물 제265호), 청량사 청량사 삼층석탑(보물 제266호), 반야
사 원경왕사비(보물 제128호), 원당암 다층석탑 및 석등(보물 제528호), 치인
리 마애불입상(보물 제222호), 석조여래입상(보물 제264호) 등의 문화재가 있
다.
팔만대장경
앞의 여러 대장경들이 모두 없어져 전해지지 않으나 해인사에는 팔만대장경,
고려대장경(高麗大藏經), 재조고려대장경(再彫高麗大藏經)등으로 불리워지는
81,258장의 대장경판이 1962년 12월 20일 국보 32호로 지정 받아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다.

왜 팔만여 장의 경판을 새겼을까? 우연히 만들다 보니 이렇

게 된 것인가?
불가에서 팔만 혹은 팔만 사천이란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즉 많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부처님의 많은 가르침을 일컬을 때 팔만사천법문
(法門)이라 하고 사바세계의 수많은 번뇌도 팔만 사천 번뇌라고 부른다. 팔
만대장경의 팔만이라는 숫자에는 부처님의 법문을 새겨서 인간의 번뇌를 씻
어낸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우선 이 대장경판의 내력을 간단히 알아보자.
수 십 년에 걸쳐 완성된 초조대장경과 의천의 속장경은 고종 19년(1232)몽골
군에 의하여 무참히 모두 불타버리고 말았다.

무력한 고려 조정은 몽골과의

항쟁을 위하여 서울마저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기게 된다.

이에 고려는 다시

한번 부처님의 힘을 빌어 외침에 대처하고 민심을 수습코자 대장경을 새길
계획을 세운다.

대장도감을 새로이 설치하고, 고종 23년(1236)부터 38년

(1251)년까지 장장16년간에 걸쳐 다시 대장경을 조성했다.
경판은 처음 강화도성(江華都城) 서문 밖의 대장경 판당(板堂)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후에 같은 강화도의 선원사로 옮겨졌고, 그 후 조선 초기에 서울
근처의 지천사로 옮겼다가 다시 해인사로 옮겨져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져 왔다. 그러나 아직은 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팔만대장경판은 상당 부분 초조대장경 인쇄본을 그대로 나무에 붙여 복각
했다는 일부 일본인 학자들 중심의 주장도 있으나 항상 우리의 역사를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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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만 보는 그들의 못된 시각일 따름이다.

초조대장경을 바탕으로 하고

송`거란본과도 비교하여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고쳤고 빠진 것을 찾아 넣었
으며 초조대장경에는 없었던 경서도 참고하여 본문을 다양하게 보완하였다.
이런 노력 끝에 이루어진 팔만대장경은 북송의 칙판대장경을 효시로 20여종
에 이르는 각종 대장경이 잇달아 나왔다고 하나 다른 어느 대장경보다 본문
이 충실하여 오자와 탈자가 거의 없는 완벽한 대장경이다.
초조대장경에서 속장경, 팔만대장경으로 이어지는 경판의 제작은 현종 2년
(1011)에서 고종 38년(1251)에 걸쳐 고려가 가장 어려웠던 국가적 위기에 시
기에 장장 2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해 이룩한 거국적 대사업이었다.

대장

경의 완벽한 제작은 문화국으로서 고려의 위신을 드높였을 뿐 아니라 인쇄
술과 출판술의 발전에도 크게 공헌하여 그 문화사적인 면에서도 우리 민족
의 영원한 자랑거리이다.
그 외에도 일주문, 봉황문, 해탈문, 구광루, 대적광전 등이 있다.
<주변의 볼거리>
성철스님 부도탑
소중한 가르침, 무소유의 청빈한 삶, 장
좌불와의 올곧은 수행정신으로 유명하
신 성철큰스님의 부도탑입니다.
영지
예전에는 아주 넓은 연못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근간에 만들어진 작은 못이 있을 뿐이다. 전설에 의하면 해인
사 전경이 이 연못에 비치었다고 전하며 그래서 못의 이름을 영지(影池)라고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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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
스페이스는 수학과 내의 전산동아리입니다. ‘전산부’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서 1995년‘ 스페이스로 개명하고 지금까지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같은
정보화시대에 컴퓨터 관련 자격증 하나 없다면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동아리에서는 컴퓨터에 대한 깊은 연구는 하지 못하지만 서로 조금씩
도와가며 자격증 준비도 하면서 실력도 쌓고 자기 계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자주 얼굴을 맞대며 선·후배간의 정도 쌓고 있습니다. 수학과
학생으로 전산 및 수학의 학문에 뜻을 둔 학생은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격증정보>
1. 워드프로세서: 기업에서 다량의 문서처리가 이루어지면서 빠르고 정확한
문서작성이 요구되고 있음.
<워드프로세서>검정은 컴퓨터의 기초사용법과 아울러 효
율적인 문서작성을 위한 워드프로세싱 프로그램 운영 및
편집능력을 평가하는 국가자격시험임.
① 시행처: 대한상공회의소
② 응시자격: 제한 없음
③ 검정절차: 필기시험 합격 후 실기시험
(필기시험 유효기간: 시험 합격일로부터 2년, 실기시험은 상설로 가능)
④ 실기시험 수험프로그램: 한글97, 한글2002, MS-Word2000, 훈민워드2002
⑤ 합격 결정 기준
필기: 매 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 이상
실기: 100점 만점에 1급은 80점 이상, 2~3급은 70점 이상
⑥ 검정 수험료
필기시험:8,700원 실기시험:10,300원
급수 시험방법

1급

2급

시험과목
워드르포세싱

필기시험 pc운영체제

출제형태

시험시간

객관식60문항 60분

pc기본상식
실기시험 문서편집 가능
컴퓨터 작업형 30분
워드프로세싱 용어 및 기능
필기시험 pc운영체제

객관식60문항 60분

pc기본상식
실기시험 문서편집 가능

컴퓨터 작업형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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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필기시험

워드프로세싱 용어 및 기능

pc운영체제
실기시험 문서편집 가능

객관식 40문항 40분
컴퓨터 작업형 30분

2. 컴퓨터활용능력: 산업계의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영업, 재무, 생산 등의 분
야에 대한 경영분석은 물론 데이터 관리가 필수적임.
<컴퓨터활용능력> 검정은 사무자동화의 필수 프로그램
인 스프레드시트(SpreadSheet), 데이터베이스(Database)
활용능력을 평가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임.
① 시행처: 대한상공회의소
② 응시자격: 제한 없음
③ 실기시험 수험프로그램: MS-Office XP, 훈민시트 2000
④ 합격결정기준
*필기: 매 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실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1급은 매 과목 70점 이상)
⑤ 수험료
*필기시험:9,500원 *실기시험:11,800원
⑥ 시행횟수: 연4회
급수 시험방법

시험과목
컴퓨터 일반

1급 필기시험 스프레드시트 일반
데이터베이스 일반
실기시험 데이터베이스 실무
컴퓨터 일반
필기시험
2급
스프레드시트 일반
실기시험 스프레드시트 실무
컴퓨터 일반
3급 필기시험
스프레드시트 일반
실기시험 스프레드시트 실무

출제형태

시험시간

객관식60문항 60분
컴퓨터 작업형 90분
객관식40문항 40분
컴퓨터 작업형 40분
객관식40문항 40분
컴퓨터 작업형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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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수학과 패밀리
(주소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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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주소록
학번
2006542001
2006942002
2006842003
2006742004
2006642005
2006542006

이름
강민주
강하나
김경화
김대훈
김려윤
김세영

전화번호
01045726305
01193384512
01192315773
01193369126
0175614805
01025597553

2006942007 김은주 01028112179
2006842008
2006742009
2006542010
2006942011
2006842012
2006742013
2006642014
2006542015
2006942016
2006842017
2006742018
2006642019
2006942020
2006842021
2006742022
2005942030
2006642023
2005842036
2006942025
2006842026
2006742027
2006642028
2006542029
2006842030

김진주
김현민
김희윤
류미희
문성탁
박명건
박승혜
박신정
박유진
박정혜
변한기
변형석
서정완
설민준
송민철
송사라
송희정
심보경
안진모
양효준
오은경
우승희
우정례
우지혜

0162427715
01071514367
01657116104
0195790402
0185595068
0164772145
01075672585
01696550890
01064780665
01195391824
01195023442
01098331742
01096822245
01055595948
01079970301
01039381036
01055755699
01067746886
0165820652
01066381207
01062861576
01064735025
0167243452
01028771362

주소
동래구 온천1동 59 3/6
사천시 빌리동 로얄맨션 가 -101
사하구 감천1동 부영역산 APT 104-901
강서구 대저2동 521-12 18/2
금정구 구서1동 471-12
금정구 구서1동 금강APT 102-1906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동백APT
102-504
사하구 하단2동 1161-2 가락타운 115-703
창원시 명서동 81-11
수영구 망미1동 동방맨션 6-104
김해시 안동 한일APT 104-404
연제구 거제4동 769
경남 양산시 동면 법기리 422-3
해운대구 우2동 삼환APT 103-1903
금정구 구서동 롯데캐슬 502-402
수영구 남천2동 삼익비치APT 205-802
진주시 상평동 207-2
진구 연지동 산 14-2
연제구 연산9동 선경APT 103-804
울산중구 부정동 324-12
남구문현1동 73-1 현대1차APT 106-1303
남구 감만1동 181-1 13/2
남구 용호동 482-2번지
금정구 부곡동 624-24 문화주택
금정구 남산동 0174-56
화명동 대림쌍용APT 703-1602
목포시 남교동 5-6
동래구 안락동 뜨란채APT 211-1802
인천 연수구 연수3동 세경APT 103-1204
경남 거제시 옥포2동 미진비치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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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번

이름

전화번호

2006742031 유찬석 01085532363
2006542033
2006942034
2006842035
2006742036
2006642037
2006542038

이광복
이광욱
이대관
이미훈
이신희
이은영

01022731841
01075909032
01696115718
0118808921
0168638679
01192075338

2006942039 이창형 0195807603
2006742040
2006642041
2006542042
2006942043
2006842044
2006742045
2006642046
2006542047
2006942048
2006842049
2006642050
2006542051
2006942052

정영희
정혜은
조윤영
조혜은
조희선
최병훈
최수아
최용호
최유미
편슬기
하상수
하정아
함영진

01696200312
01094785509
01997494784
01087020479
0114895661
01028826870
01067703293
01191614481
01098448803
01082791205
01025623018
0186778110
01698282627

주소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경남2차 APT
202-0102
밀양시 삼문동 대우 APT 303-1102
마산시 완월동 전원파크 1-706
북구 화명동 대림APT 401-2306
연제구 연산9동 망미주공APT 112-1302
남구용호2동 563-1 주공 APT 101-1211
진구 범전동 26-66 11/2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133 염포APT
111
김해시 장유면 한림리츠빌APT 1002-805
진구 연지동 190-58 삼선빌라 501
수영구 수영동 494-17 23/5
사상구 학장동 579-1
진주시 하대2동 117-37
남구 대연5동 303-6 동원APT 102-2203
기장군 철마면 142 해영농원
해운대구 반송1동 250-59 13/4
북구 화명동 대림APT 408-1602
울산 동구 방어동 193-1 나래골든맨션
김해시 삼방동 한일APT 8-1507
울산남구 야음2동 동부APT 305-702
울산 남구 선암동 풍산사택 8-203

2학년 주소록
학번
2005642001
2005542002
2005842004
2005742005
2005642006
2002742009
2005642010
2005542011
2005942012
2005742014
2005642015
2005742017
2002842035

이름
강금주
강미진
공수경
권순혁
권지원
김경덕
김승원
김은혜
김주나
김향원
노현정
문연미
민경두

전화번호
0166027515
01067228334
01193163726
01193464297
01098895115
01025462646
0165801178
01048078722
0186764692
01048496526
0166111983
01096823476
01090845269

주소
진구 범천2동 경남아파트 102동
경남 진해시 석동 396번지 우성빌라
연제구 거제1동 거제1차 현대홈타운
경남 밀양시 가곡동 746-8번지
사하구 괴정4동 656-20번지
연제구 연산2동 840-22번지
금정구 서3동 아신아파트 1동
사상구 주례1동 동일아파트
사하구 괴정3동 협진 신태양
경남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 벽산아파트
경남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화인아파트
진구 부전1동 344-53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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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542016
2005842018
2005742019
2005542020
2003742021
2005842022
2003542023
2004742024
2005642024
2005542025
2005942026
2005742028
2002942042
2003942029
2005842031
2005742032
2005942035
2005742037
2005642038
2005642042
2005942044
2005842045
2002942075
2005742046
2005642047
2005942049
2005742050
2002642087
2005542052
2005742055
2005642056
2002942101

박경인 01117661400
박보미 01048301618
박상우 01045877129
박성진 01698182302
박우영 01698895902
박차연 01193317916
박현정 0118457486
박혜민 01063846297
방주미 01197627160
배혜진 0165307361
백옥남 01098084485
변정연 0168578684
서동진 0175667217
손석우 01023703231
신미홍 0187226108
신인혜 0184050771
심강순 0167238205
안희록 01096081428
엄다영 01195712434
이선화 01993804622
이행진 01067190518
장나영 01071753527
전수현 01025210209
전정현 01193435901
정영선 01045900912
정진형 01193989519
정형정 01195578964
진종민 01025700722
최아람 0166836225
최한나 0193666484
한민수 01193196643
황상현 01031897111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한신아파트
북구 화명3동 현대2차 203-1601
영도구 동산1동 오륙빌라 101
남구 대연3동 향수원룸 202
사하구 신평1동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금오타운
경남 진해시 여좌 845-8번지
남구 용호3동 도원주택
서구 안남동 송도 고려빌라 805

연제구 거제1동 쌍용 104-1704
서구 서대신동 3가 161-13번지
부산광역시 화명동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정우6차센트라빌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중리 제일408
구포2동 731-25번지
영도구 동삼1동 절영아파트 216-404
금정구 금사동 삼한그린피아 206
동래구 사직3동 146-8번지
영도구 신선2가 55-27번지
수영구 망미1동 826-13번지
서구 서대신동 구덕자유 705
중구 보수1동 동일빌라 101
북구 만덕1동 협성파크 103-311
동삼동 한진로즈힐 102-504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동서그린 706
경남 김해시 외동 한국아파트 211-1504
연제구 거제4동 유림아파트 114-1701

3학년 주소록
학번
2002541001
2004742001
2002841003
2001841001
2003642003
2004742006
2004542008
2004942009

이름
강두석
강선옥
강성하
강지관
김미리
김미연
김보경
김보영

전화번호
01037676779
01071974605
01037961122
01098332103
01192071034
01698686227
01695151170
01022256324

주소
진구 범천동 252-3번지
진구 당감2동 93-4번지 5통2반
해운대구 재송2동 글로리아타운 7-103
수영구 망미1동 431-24번지
해운대구 반여1동 현대그린아파트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3동 445-23번지
연제구 연산4동 1160-1번지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2동 우방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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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541009 김세용 01045725850 동래구 사직1동 662-8번지
2004542012 김수정 01085226235 사하구 하단동 세양리버빌라트 402
2001941013 김옥현 01092314107 사상구 모라2동 화인아파트 101-204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1183-1번지 삼호
2004842014 김은정 0163454562
아파트 101-2110
2004942015 김지연 0116104686 남구 대연3동 50-44번지 에덴원룸103
2001941021 김직용 0185809453 경남 양산시 웅상읍 명곡리 757-20번지
2004642020 노향희 01098922581 해운대구 반송2동 삼한맨션 2-501
2001841030 류성욱 01048573532 동래구 온천3동 덕성빌라 701
2000741037 문연근 0164877106 주례3동 럭키 16-501
2001941034 박동성 01067605833 해운대구 반송2동 327-20번지
2004942022 박소영 01025271175 마산시 함포구 장군동 3가 20-13번지
2004642025 박효선 01099800635 중구 영주2동 239-52번지
2000441048 박희섭 01032295997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1동 389-22번지
2000741053 서지윤 0118831968 부산광역시 초읍
2001941047 성진영 01025607220 영도구 봉래동 3가 132-5번지
2004942031 신여민 01082867295 진구 연지동 20-8번지
2004842032 신연리 01030708930 연제구 연산3동 현대동덕아파트
2001841051 심영재 0168359307 부산광역시 다대포
2004642034 양점미 0118456531 연제구 거제4동 동방알파빌라 202
2004542035 양혜령 01696223780 수영구 망미1동 774-114번지
2003542027 오현정 01093131335 사하구 괴정1동 975-1번지
2001741060 윤양석 01045578495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001641061 윤주상 01030509946 해운대구 반송2동 216-25번지
2003842029 이아영 01193217801 남구 대연6동 1600-485번지
2004642039 이은미 01122114895 북구 덕천2동 416-17번지
2004742042 임혜정 01195510232 사상구 모라1동 장인마스터빌 503
2004942045 정예원 01193362267 수영구 민락동 23-13번지
2002741077 정재환 01195404878 수영구 민락동 34-6번지
2004642048 최은아 01195059746 연제구 연산9동 주원빌라 A-302
2004542049 하주희 01099293877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대한아파트
2004842050 한지연 0187361142 해운대구 송정동 193-2번지
2001641102 홍영표 01048477628 남구 용호3동 대광아파트 101-1204

4학년 주소록
학번
2003842001
2000741011
2003742002
2002941011
2000341015
2002641014
2003542004
2002941016

이름
강은주
김갑룡
김경심
김명주
김명현
김보영
김봉수
김선희

전화번호
0167257459
0118791543
01055841884
01085448391
01193224304
0165813438
01193712126
01098995224

주소
북구 구포2동 993-1번지
경남 양산시
진구 가야1동 5-20번지
북구 화명동 대림타운 401-2001
사하구 감천1동 감천유림2차 204-1202
금정구 청룡동 87-2 범양아파트3-602
진구 범천4동 1185-2번지
진구 양정동 현대 21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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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541021
2002841017
2003942005
2003642044
2000241024
2001741015
2003742007
2002541029
2003541014
2002541033
2003542013
2003742048
2003842015
1999241024
2001841035
2003942019
1996151030
2003542022
2002941048
2003542045
2003642026
2002641055
2003942028
2001841064
2002741063
2003641045
2000441080
2003841033
2003841052
2003642035
2003642049
2003741053
2002641078
2003742039
2002941084
1999241087
2002941089
2001652097
2002941063
2003742043
2003641063

김성민
김수라
김슬아
김영진
김용현
김원영
김은정
김현영
김효겸
나하나
류은주
문선혜
문현정
박경동
박병수
서경민
성동일
손원희
손현진
안다혜
안송희
오정민
유지운
이백산
이아영
이유진
이지영
이효선
장미주
장은미
정다은
정미영
정주미
조보희
조혜진
최우진
최은진
최지영
하가영
한우리
현미소

01046664744
0163578832
01096129764
01698898479
01079979856
01045088012
0178545025
0165843809
01194419144
0192711347
0195999959
01088440470
01195114433
01038641982
01193092110
01031890918
01073757877
01071836240
01696635414
0115858846
0198504421
01193444493
01117589923
01039287463
01195082403
01193443078
01094492507
01074741651
01195538448
01095160222
0168525811
01030908203
01196238481
0118345745
01193411311
01099220132
01098286585
0165557376

해운대구 반여1동 신동아 102-1802
서구 동대신동 3가 77-89번지
기장군 대다리 금강궁전아파트 506호
금정구 구서1동 동광아트빌라 가-501
동래구 명장2동 518-17번지
연제구 거제2동 눌원빌라 D-201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392-34번지
동래구 온천2동 882-50번지
수영구 광안 1동
사하구 다대동 삼한 210-1901
연제구 연산2동
동구 범일1동 1311-79번지
사상구 주례1동 310-11번지
동구 좌천4동 984-2번지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662-4번지
사하구 다대2동 코오롱아파트
중구 대청동 4-81번지
남구 대연3동 마로니에 906호
해운대구 반송2동 난흥아파트 101-602
영도구 봉래동 영광골든타워 2005호
동래구 명장1동 66-33번지
영도구 봉래동 3가 139-5번지
남구 용호1동 414-36번지 화성빌라201
북구 화명동 코오롱아파트 105-1106
해운대구 좌동 현대아파트
동래구 낙민동 171-9번지
사하구 감천1동 101번지
사하구 엄궁동 42-19번지
경남 김해시 부원동 74-27번지
서구 동대신동 3가 77-105번지
사하구 다대1동 몰운대아파트
남구 대연동
남구 용호4동 한진훼미리타운 2-904
진구 개금3동 신주공아파트 212-304
동래구 명장1동 63-6번지

사상구 덕포1동 청구아파트 101-206
통영시 정량동
01077582447 해운대구 재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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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후기남녀의
뒷이야기
(편집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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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 : 벌써 프라우다에 들어와서 책을 만든지도 4년째네요.. 올해도 책만든다고
수고 많았고, 점점 발전해가는 프라우다가 되길 바라며, 내년에도 열심히
합시다 !!
아영 : 벌써 석삼지가 나왔네요. 제 글이 석삼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고했어용~
소영 : 2006 한 해 정말 수고 많았어요~ 멋진 책이 완성 되어서 매우 기쁘네
요! 나날이 발전하는 프라우다가 되길♡
양석 : 이번 해도 별로 한 것도 없이 한 해가 가버렸네... 한나가 수고가 많았어
남은 한 해도 좋은 일들만 있길..
옥현 : 빨리 석삼지가 나와서 어서 보고싶어 !!!!!!!!
한나 : 힘들기도 했지만 즐겁게 책을 만들었어요. 아~ 책이 나온다니 너무 뿌듯
하고 기대가 되네요. 모두들 감사합니당~
수경 : 전 프라지다입니다. ᄏᄏ
민수 : 벌써 석삼지가 나오다니 정말 시간 빠르네요~ 모두들 수고했어요 !
성진 : 이렇게 애들이랑 같이 책을 만들어 보니, 정말 힘들었지만, 나름 재밌었
습니다. 하지만 제가 표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말 뿌듯합니다. 표지가
정말 상큼하죠? 누구작품인지 정말 궁금하네?
슬기 : 이 책을 만듦으로 인해서, 잘 써보지도 않던 글을 쓰게 되었다. 진짜 뜻
깊은 시간이었다. 앙케이트 조사도 잼있었고 ~ 이 책이 나오고 난 뒤 이
책을 읽으면 더 잼있을 것 같다.
하나 : 솔직히 내가 한 것은 대동제 글과 설문조사 밖에 없다. 이 책을 만들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닌 한나언니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다. 언니 수고하
셨어요~>ᆷ< 다음에는 수학과로서 수학 관련 글도 내가 정리 한 것을 올
려보고 싶다.
정혜 : 글 쓰는 건 힘들었지만, 보람되고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 책에 내 글이
실린다는게 신기하기만 하다.
민주 : 이번에 처음으로 석삼지를 만들어 내는거라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고..
많이 참여하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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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희 : 항상 놀고와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곤 했는데, 이렇게 글로 쓰니 생각보
다 어려웠고 ~ 내가 쓴 글을 다른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하니 쫌 부끄러
운 것 같다. 하지만 나름 즐거웠던 것 같다 ^^♡
승희 :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글이 책에 실린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나의 글이 책에 실리게 되어 신기하고 뜻 깊은 일이었던 것 같고,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참여했으면 좋겠다.
대관 : 정말 오래만에 글이란걸 써봤다. 내용은 별 것 없었지만 최선을 다해 썼
다는 것에 의의를 두려고 한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용호 : 프라우다에 들어오면서 공집합이란 걸 알았다. 성진 횽아는 정말 고마운
분이다. 이런 글 쓸 기회가 있다는게 정말 좋다.
경화 : 내가 쓴 글은 다른 동기들과 선배들이 보는게 좀 쑥스럽긴 하지만.. 막상
보면 뿌듯할 것 같애요 ^-^ 모두들 수고하셨어요~
지혜 :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런 글 쓴 거 오랜만이었는데, 나름 열심히 일 했어
요.. 내 글이 남들에게 보여진다는 생각에 괜히 그랬지만, 뿌듯하기도 할
것 같아요. 내년에는 더 많이 참여할게요 ᄒ
유미 : 글을 쓰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오랜
만에 써 보는 것이라서 뜻 깊었어요 ~ 그리고 참 재미있었어요 ~ 모두들
수고하셨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