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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펴내면서

올해로 벌써 22회 석삼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도움 덕분에 이렇게 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
습니다.
수학과의 중요한 학술지이기 때문에 저에게 꽤나 큰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학과 선배와 동기들의 충고와 격려덕분에 이렇
게 책을 펴낼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멋지게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었지만, 제가 미흡하여
조금은 부족한 책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기만 합니다.
이 책을 펴내기 위해 함께 노력해준 수학과 선배, 동기, 후배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들여 만든 만큼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개인적인 바람으로 내년에는 이
것보다 더 멋진 책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집니다.
수학과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도움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학과 F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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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인사드립니다~
(인사말)

∘학과장 인사말
∘학회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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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 인사말>

김재겸 교수님

석삼지 인사말 원고 청탁을 받고는 1년이 또 훌쩍 지나갔구나 하고 느꼈습니
다. 작년에도 석삼지 인사말 원고를 썼었는데 바로 얼마 전에 쓴 것만 같이 느껴
집니다.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비하여, 지나간 날들은 너무나 빨리 흘러간 것 같
이 느껴집니다.
수학과 학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화살같이 지나간 대학생활의 날
들에 비하여 남은 날들이 훨씬 더 적은 고학년 학생들에게는 더욱 더 피부에 와
닿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날들도 그야말로 화살같이 지나갈 것임을 곰곰이 계
산하여 보면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학년 학생들도 지나간 날들이 얼
마나 빨리 지나 갔었던가를 생각하고 남은 날들을 지나간 날들과 비교해 보면
남은 날들도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화살처럼 지나가는 대학생활의 날들을 얼마나 충실히 보내느냐가 여러
분들의 장래의 방향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날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들의 몫입니다. 대학생활의 날들이 여러
분들의 장래를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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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장 인사말 >
01김옥현
수학과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석삼지의 22번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학우 여러분의 1년동안 지내온 아름다운 글들과 학우들의 노력으로 나온 수학이
야기들 여러가지의 앙케이트는 석삼지를 더욱 빛나게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
습니다.
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려나 했더니 어느덧 겨울인 듯 쌀쌀한 날씨가 찾아
오고 있습니다.
저는 학회장 선거를 통하여 이자리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여러분과 같은
수학과 학우로서 같이 어울리고 함께 해왔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앞에 서면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타과보다 월등히 나은
자신있고 당당하게 살아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 기회에 저의 미흡함을 너그러히 용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회장이라는 위치에서 행하였던 모든 일들은 저에게 많은 추억을 주었고 힘이
되었고 성장이 되었습니다. 옆에서 많은 힘이 되어준 우리 부학회장에게 깊은 감
사를 드리고, 언제나 묵묵히 도와준 집부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따스했던 봄날에 밝은 모습의 신입생을 맞이하고, 그들과 재학생이 하나 되어
지내온 1년이라는 시간이 강물처럼 흘러 바다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은 유유히 흐르는 강물이라고 바라만 보다가 한해를 보내고 있지 않으
신지요.
인디언들에게 11월달은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닌 달'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아직 한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대학 시절은 끝
나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언제나 빠른 시간들이지만 그 시간은 언제나 추억으로 돌아와 우리
의 곁을 지켜줍니다.
여러분들의 지나간 올 한해가 행복한 추억으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조그마한 바램입니다.
한해동안 저를 지켜봐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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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학아!!! 노~올자~
(수학이야기)

∘수학 퀴즈
∘7대 미해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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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 퀴즈 >
『4의 신비』
자정이 다 되도록 서류작업을 하고 나서 침실로 가려는데 크리스티나 방문 아
래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것이 보였다. 문을 열고 방안에 들어가 보니 크리스티
나가 머리맡에 스탠드를 켜 놓고 책에 푹 빠져 있었다. 어쩐지 요즘 얼굴이 창백
하고 눈 아래가 까맣다 싶었는데 지난 며칠간 밤이면 그렇게 책을 읽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게 문명했다.
“너 내일 아침 여섯시 반이면 일어나야 하고 또 얼마 안 있으면 수학 시험을
본다면서 여태 이러고 있어? 어서 불 끄고 자라!” 나는 크리스티나를 야단 쳤다.
“에이, 지금 한참 재미

있는 데 읽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읽고 요.” 크리

스티나는 책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입을 삐쭉거리면서 대꾸했다.
나는 도대체 무슨 책이기에 그러느냐고 물으면서 책을 빼앗았다. “아서 코난 도
일이 쓴 ‘네 개의 신비’라는 소설이에요. 셜록 홈즈 탐정이 나오는 소설이라고요.
이제 주세요!” 크리스티나는 잔뜩 골이 난 표정으로 말했다.
“수학시험 끝나면 돌려주마. 그리고 내일 오후엔 소설 대신 계산에서 4의 신비
를 밝히는 연습을 좀 해야겠다.”
다음날 오후 나는 크리스티나에게 풀어야 할 문제를 설명해 주었다. “4를 네 개
써서 1부터 2,3,4,5 이렇게 계속 숫자를 나타내는 거다. 4를 정확하게 네 번 써
야지, 더 많이 스는 것도 안 되고 더 적게 쓰는 것도 안 된다. 물론 수학 기호는
더하기든 빼기든 곱하기든 아니면 분수 기호든 제곱근 기호든 얼마든지 사용해
도 된다. 내가 예를 하나 들어 주마, 4를 네 번 써서 1을 만드는 방법을 여러 가
지가 있단다.” 나는 크리스티나의 책 표지에 4 네 개로 1을 표시하는 식 세 가
지를 써주었다.

1= 


     






∙

∙

“4를 네 번 써서 나타내지 못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가 뭔지 알아 맞혀봐라.”
내가 크리스티나에게 낸 문제의 답은 무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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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계산을 못하면 손해』
몇 주 전 다락방을 치우다가 나무로 된 커다란 주사위 하나를 발견했다. 겉에
하얗게 니스칠을 한 그 주사위는 몇 년 동안 거실에서 꽃병 받침대로 쓰였던 것
이다. 처음에는 그냥 버릴까 했는데 작은 딸 사라한테 쌓기나무 장난감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둥근 톱을 가져다가 잘라서 똑같은 크기의
정육면체 쌓기나무 64개를 만들었다, 그런데 톱으로 자르기 전에 니스칠 벗겨내
는 걸 깜빡하는 바람에 쌓기나무들은 군데군데 하얀 면들이 보였다.
지난 수요일 저녁식사를 마치고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시청하고 있는데 부엌에
서 아내가 소리쳤다. “당신이나 크리스티나 둘 중에 누가 와서 그릇 닦는 것 좀
도와줘요!” 크리스티나는 내가 사라에게 만들어준 쌓기나무로 주사위놀이를 하고
있었다.
크리스티나와 나는 누가 가야 하는지 잠시 옥신각신 했다. 그러다가 크리스티나
가 나에게 주사위를 던져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내가 좋다고 했더니 크리스티
나는 쌓기나무 64개를 몽땅 주머니에 넣어 와서는 탁자 위에 얼려놓았다. “아빠
가 주머니 안을 들여다보지 않고 한 개를 꺼내서 저한테 주세요. 그걸 제가 던져
서 하얀 면이 나오면 제가 설거지를 하러 가고 아니면 아빠가 가시면 어때요?”
나는 공편한 제안이라고 생각해서 그러겠노라고 대답했다. 당연히 내가 졌다. 아
내가 씻은 그릇을 마른행주로 닦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고 깜찍한 녀석한테
내가 넘어가고 말았다는 걸 알아챘다.
크리스티나의 제안에서 하얀 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인가?

『교수님의 나이』
교수와 조교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눕니다.
교수 : 좀 전에 내 방에 왔다간 세 사람이 나이를 모두 곱하면 2450이고, 모두
합치면 자네 나이의 두 배 일세. 그들의 나이를 알겠나?
조교 : (잠깐 생각해 보더니) 모르겠습니다.
교수 : 그렇지, 모를 수밖에. 모르는 게 다연하지. 그런데 그 세 사람 모두 나보
다 나이가 적다네.
조교 : 아. 그럼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는 몇 살일까요?
물론 나이는 모두 자연수이고, 이 문제는 잘못된 곳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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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수차 마방진』
n을 3보다 크거나 같은 홀수라 할 때, n×n마방진을 만들어 보세요.
※ 3×3 마방진은 회전과 뒤집는 것을 제외하고 꼭 한 가지뿐이고, 5×5 마방진
은 회전과 뒤집는 것을 제외하고 275, 305, 224가지가 있습니다.
( 마방진이란 아래처럼 숫자를 배치하여 가로, 세로, 대각선의 숫자의 합이 모두
같게 만든 것을 말합니다.)
8

1

6

3

5

7

4

9

2

『몇 도일까요?』
세 각이 30°, 60°, 90°인 직각삼각형 ABC의 두 변 AB와 AC를 연장하여, 
 =

 = 
 가 되게 합니다. 이 때 ∠  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해답은

맨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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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7대 미해결 문제>
2000년 5월 클레이 수학 연구소(CMI)는 파리에서 공개적으로 열린 회견을 통하
여 일곱 개의 미해결 수학 문제를 제시하고 각각에 1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
었다.
그 문제들은 여러 나라의 수학자들로 이루어진 선정 위원회가 오늘날 수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선정한 것들이다. 현상 공모 발표는 꽤 큰 반향
을 불러일으켰고, 여러 주 동안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총 700만 달러 - 문제당 100만 달러이며 공모기간은 무제한이다 - 의 상금은
미국인 부호 랜던 클레이에게서 나왔다. 1년 전 그는 비영리 단체인 클레이 수학
연구소(CMI)를 그의 고향인 메사추세스 주 케임브리지에 설립했다. 설립목적은
수학 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CMI는 파리에서 열린 발표회를 주관했
으며, 밀레니엄 현상 공모의 행정업무를 맡을 것이다.
일곱 개의 문제는 CMI 과학 자문회가 선발한 국제적으로 유명한 수학자들로 구
성되고 CMI의 재정 지원 책임자인 자페가 지휘하는 소규모 선정 위원회에 의해
서 수개월에 걸쳐 선정되었다. 미국 수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자페는 현재
하버드 대학 클레이 수학 교수직을 맡고 있다. 선정 위원회는 선택된 일곱 개의
문제가 오늘날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미해결 문제라는 것에 합의했다. 대부분의
수학자들도 동의할 것이다. 그 문제들은 수학 주요 분야의 핵심에 있고, 전 세계
최고 수학자들의 노력을 무색하게 한 문제들이다.
문제 선정에 참여한 전문가들 중에 앤드루 외일스 경이 있다. 그는 6개월 전 페
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한 장본인이다. 만일 그가 없었다면 330년이다 된 페
르마의 마지막 정리 증명 문제 또한 밀레니엄 문제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와일스
와 함께 선정에 참여한 전문가로는 자페 외에 아티야와 테이트 - 이들이 파레에
서 문제를 발표했다 - 프랑스의 알랭 콘느, 미국의 에드워드 위튼이 있다.
이상하게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클레이는 수학자가 아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원에
서 영어를 전공했다. 하지만 그는 모교의 수학 교수직 재정을 지원하며, 클레이
수학 연구소를 지원하고(그가 현재까지 클레이 연구소에 기부한 금액은 9000만
달러이다), 이제는 밀레니엄 현상 공무까지 지원한다. 그가 이렇게 발벗고 나서
는 이유는, 중요한 분야에 주어지는 공공 재정이 너무 낮다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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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말한다. 대규모 현상 공모를 주최하고 이를 알리는 발표회에 세계 언론을
끌어들임으로써, 클레이는 밀레니엄 문제들 - 또한 수학 일반 - 이 국제적인 대
중매체의 주목을 받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왜 파리에서 발표회를 연 것일까?
역사가 있다. 정확히 100년 전인 1900년 파리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파리에서는 제 2차 국제 수학자 회의가 열렸다. 8월 8일 당시 수학계를 이끌던
독일 수학자 힐베리트는 초청 강연에서 20세기 수학을 위한 안건들을 제시했다.
강연에서 그는 그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미해결 문제 스물세 개를 나열했다.
소위 "힐베르트 문제들"이라고 불리게 된 그 문제들은 수학자들을 미래로 이끄는
횃불이였다.
힐베르트가 제시한 문제들 중 소수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쉬웠고 곧바로
해결되었다. 또 일부 문제들은 정확한 대답이 불가능할 만큼 불명료했다. 그러나
대부분위 문제들은 매우 난해한 수학 문제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 "참된" 힐베르
트 문제들 중 하나를 분 사람은 수학자 사회에서 노벨상에 결코 뒤지지 않는 명
성을 얻었다. 문제를 푼 수학자들은 노벨상 수상자처럼 성취의 보상을 얻기 위해
서 여러 해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해답이 옳다는 것에 수학자 사횔가 동의하
는 순간 영광과 포상이 주어졌다.
2000년까지 참된 힐베르트 문제들은 하나만 제외하고 모두 해결되었다. 수학자
들에게 새로운 과제를 부여할 때가 온 것이다. 두 번째 밀레니엄을 마감하는 시
점에서 최대의 문제들은 무엇일까? 모든 사람들이 수학계의 에베레스트 산이라
고 인정한 미해결 문제들은 어떤 것들일까?
파리 발표회는 역사를 재현하려는 노력이기도 하지만, 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
다. 와일스가 지적했듯이, 밀레니엄 문제를 발표하는 CMI의 목표는 힐베르트의
목표와 약간 다르다. "힐베르트는 그의 문제들을 통해서 수학에 지침을 주려고
했다"라고 와일스는 말한다. "우리는 중요한 미해결 문제들을 지적하려고 할 뿐
이다. 수학의 기획 전반을 대변할 문제를 골라내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서, 밀레
니엄 문제들은 수학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말해 주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은 현재 수학의 최전방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
한 정지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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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밀레니엄 문제들은 어떤 것들일까? 오늘날의 수학은 상당한 배경지식
없이는 의미있게 전달하기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일단 문제들의
명칭을 말하고 그 문제들이 무엇과 관련되는지를 간략하게 이야기하겠다.

1. P vs NP Problem (P 대 NP 문제)
; 이 문제는 밀레니엄 문제들 중에서 유일하게 컴퓨터와 관련된 문제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의아하게 여길 것이다. "요새는 수학 연구를 대부분 컴퓨터로 하
잖아?"라고 반문할 것이다. 정말 그럴까? 아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물론 맞
는 말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수치 계산은 컴퓨터에 의해서 수행된다. 그러나 수
치 계산은 수학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며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다.
전자 컴퓨터는 수학에서 나왔지만 - 컴퓨터를 위해서 필요한 수학의 마지막 단
계는 최초의 컴퓨터가 제작되기 수년 전인 1930년대에 완성되었다 - 지금까지
컴퓨터 세계에서 발생한 중요한 -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할만한 - 수학
적 문제는 단 두 개에 불과하다. 그 두 문제는 계산기계라기보다는 개념적 처리
과정으로 이해된 컴퓨터와 관련된다. 물론 이런 이해가 실제 계산에 대해서 중요
한 함축을 가질 가능성은 열려 있다. 두 문제 중 하나는 헬베르트의 1900년 문
제 목록에 들어있다. 그 문제 - 특성한 방정식들은 컴퓨터로 풀 수 없음을 증명
하라는 문제 - 는 1970년에 해결되었다.
다른 한 문제는 더 최근에 제기되었다. 그 문제는 컴퓨터가 얼마나 계산과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다. 컴퓨터 과학자들은 계산과제들을 두
개의 주요 범위로 분류한다. P형 과제는 컴퓨터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E형 과제는 컴퓨터로 완수할려면 100만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안타깝
게도 공업이나 상업에서 발생하는 주요 계산과제들은 대부분 세 번째 문제인 NP
형에 속한다.NP형은 P형과 E형의 중간인 것처럼 보인다. 정말 그럴까? NP형 과
제가 실은 변형된 P형 과제인 것은 아닐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NP와 P가 다
르다고 믿는다.(즉, NP형 계산과제는 P형 계산과제와 다르다고 믿는거죠). 그러
나 30년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NP가 P와 같은지 여부는 증명되지 않았다.
이 문제의 해결은 공업, 상업, 그리고 인터넷을 비롯한 전자통신에 커다란 영향
을 끼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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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oincaré Conjecture (푸앵카레 추측)
; 거의 한 세기 전 프랑스 수학자 푸앵카레가 처음 제시한 이 문제는 다음과 같
은 간단해 보이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 사과와 도넛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정말이지 이 질문은 100만 달러의 상금과는 거리가 먼 질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질문은 어렵다. 왜냐하면 푸앵카레가 보다 일반적인 경우들에 적용될 수 있는
수학적 해답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 요구 때문에, 한 입 먹어보면 알지 않느냐
는 자명한 해답들은 제거된다. 푸앵카레 자신이 제시한 해답을 알아보자. 만일
당신이 사과 표면에 고무 밴드를 늘여놓았다면, 당신은 그 밴드를 천천히 움직여
서 한 점이 되도록 축소시킬 수 있다. 고무 밴드를 자를 필요도 없고, 표면을 떠
날 필요도 없다. 반면에 도넛 둘레를 한 바퀴 감도록 고무 밴드를 늘여놓았다고
해보자. 이 경우에는 고무 밴드나 도넛을 자르지 않는 한, 고무 밴드를 한 점으
로 축소시킬 방법이 없다. 축소되는 밴드를 이용한 이 구분법을 사과와 도넛의 5
차원 변양태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까? 푸앵카레가 묻는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놀랍게도 아직 아무도 이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푸앵카레 추측에 따르면, 고무
밴드 발상을 이용해서 4차원 사과를 식별할 수 있다.
이 문제는 현대 수학에서 가장 흥미로운 분양들 중 하나인 위상학의 핵심에 놓
여 있다. 위상학은 그 자체로 흥미롭고 때로는 기발한 발상으로 수학적 이성인들
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 예를 들면 위상학은 도넛과 커프 잔이 심층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말한다 - 수학의 여러 분여들과 관계된다. 위
상학의 발전은 컴퓨터 칩을 비롯한 전자부품의 설계와 생산, 운송, 뇌 연구, 심
지어 영화산업에도 영향을 끼친다.

3. Navier-Stokes Equation(내비어-스톡스 방정식)
;내비어-스톡스 방정식들은 배의 몸통 주위를 흐르는 물이나 비행기 날개 우이
로 흐르는 공기 같은 유체와 기체의 흐름을 기술한다. 그 방정식들은 수학자들이
말하는 이른바 편미분방정식이다. 과학이나 공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은 의례적
으로 편미분 방정식의 해법을 배운다. 내비어-스톡스 방정식들은 외관상 대학
미적분학 교과서에 나오는 편미분방정식 연습 문제와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러
나 외관은 기만일 수 있다. 오늘날까지 그 누구도 내비어-스톡스 방정식의 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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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을 찾을 단서조차 발견하지 못했다 - 그런 공식의 존재 여부조차 밝혀지지
않았다.
이 실패에 아랑곳하지 않고 해양공학자들은 효율적인 배를 설계하고, 항공공학자
들은 우수한 비행기를 설계한다. 내비어-스톡스 방정식을 푸는(2차방정식 해의
공식과 유사한) 일반 공식은 없지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특정 형태의 방정식들에
대한 근사적인 해를 구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양-밀스 문제와 마찬가지
로 내비어-스톡스 문제 역시 수학이 다른 분야를 따라잡을 것을 요구한다. 이
문제의 경우에는 공학자들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을 수학이 따라잡아야 한다.
"따라잡는다"는 표현이 그릇된 인상을 줄지도 모르겠다. 뒤쳐지기 싫어하는 수학
자들의 자존심이 관건이라는 인상 말이다. 그런 인상을 가진다면, 과학적 지식이
발전해고는 방식을 오해한 것이다. 수학은 본성상 추상적이기 때문에, 현상을 수
학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장 깊고 확실하게 이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무엇인가를 더 깊게 이해하면, 그것을 더 잘 이용할 수 있다. 질량 간극 가
설의 증명이 물리학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과 마찬가지로, 내비어-스톡스
방정식 풀이는 해양 및 항공공학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4. Riemann Hypothesis(리만 가설)
; 이 문제는 1900년 힐베르트가 제시한 문제들 중 미해결로 남아 있는 유일한
문제이다. 어떤 특정한 방정식의 가능한 해들과 관련된 이 기묘한 형태의 문제가
수학의 미해결 문제들 중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에 전 세계 수학자 대부분이
동의한다.
이 문제는 1859년 독일 수학자 리만에 의해서 처음 제기되었다. 리만은 다음과
같은 오랜 수학적 질문에 대한 답을 추구하고 있었다 : 소수들이 무엇인가 패턴
을 가지고 있을까? 기원전 350년경 유명한 그리스 수학자 유클리드는 소수가 영
원히 계속된다는 것을, 즉 무한히 많이 소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더 나
아가 실제로 소수를 나열해보면, 수가 커질수록 소수가 점점 '엷어져서' 드물게만
나타나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소수에 관해서 이 이상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사실상 할 수 있다. 리만 가설이 증명된다면, 소수와 소수의 분포에 관한 우리의
지식이 발전할 것이다. 또한 그 증명은 수학자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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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귀결을 가져올 것이다. 그 증명은 소수들의 패턴을 훨씬 넘어선 수학적 귀결
들을 가질 뿐 아니라, 물리학과 현대 통신기술에도 응용될 것이다.

5. Hodge Conjecture (호지 추측)
; 이 문제는 현재 위상학에 결여된 또 하나의 조각이다. 이 일반적인 문제는 어
떻게 단순한 대상들로부터 복잡한 수학적 대상을 구성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다.
이 문제는 아마도 밀레니엄 문제들 중에서 일반인이 이해하기가 가장 어려운 문
제일 것이다. 기반에 있는 직관이 다른 문제들에 의해 덜 분명하거나, 다른 문제
들보다 더 난해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일반인이 경험하게 될 어려움은 호지
추측이 특정한 종류의 추상적 대상들을 분류하기 위해서 수학자들이 사용하는
기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호지 추측은 그 분류법의 심층에서 나오며 추
상 수준이 높다. 그 추상 수준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은 점점 높아지는 추상 수준
들을 거쳐 올라가는 길이다.
호지 추측을 향한 길은 20세기 전반기에 수학자들이 복잡한 대상들의 모양을 탐
구하는 강력한 방법을 발견하면서 열렸다. 그 방법의 기반에 있는 발상은 주어진
대상의 모양을 단순한 기하학적 벽돌들을 짜맞춤으로서 어느 정도까지 근사시킬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그 방법은 매우 유용했고 여러 방식으로 일반화되었
다. 수학자들은 그 방법들을 발전시켜 강력한 기법들을 만들어냈다, 결국 많은
다양한 종류의 대상들을 나열한 목록에 도달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기법들이
일반화 되는 과정에서 기하학적 근원이 흐려졌다, 수학자들은 기하학적 해석이
전혀 없는 대상들도 목록에 포함시켜야 했다. 호지 추측은 중요한 대상들의 집합
(투사 대수 다양체projective algebraic varieties라고 불린다)에 대해서는, 호지
회로라고 불리는 조각들이 기하학적 조각들(대수 회로라고 불립니다)의 조합이라
고 주장한다.

6. Birch and Swinnerton-Dyer Conjecture(버츠와 스위너톤-다이어 추측)
:이 문제에서 우리는 다시 리만 가설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이 수학 영역으로
돌아오게 된다. 고대 그리스 시대 이래 수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대수 방
정식의 모든 정수해를 기술하는 문제를 놓고 씨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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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² + y² = z²
이 특정한 방정식에 대해서는 유클리드가 완벽한 해답을 제시했다 - 즉 모든 해
들을 산출하는 공식을 제시했다. 1944년 와일스는 2보다 큰 임의의 지수n에 대
해서 방정식
x^n + y^n = z^n
이 0이 아닌 정수해를 가지지 않음을 증명했다.(이 결론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이다). 그러나 더 복잡한 방적식들에 대해서는 정수해가 있는지, 혹은 어떤 정수
해가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렵다. 버치와 스위너톤-다이어 추측은 그 난
해한 방정식들 중 한 유형에 대해서 가능한 해들에 관한 정보를 제시한다.
이 문제는 리만 가설과 관련이 있으며,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소수에 대한 우리
의 전반적인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이 리만 가설 증명처럼 수
학 이외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버치와 스위너톤-다이어
추측 증명은 수학자에게만 국한된 관심사로 판명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문제를 비롯한 많은 수학 문제가 "실용성이 없다"고 판정하는 것은 어
리석은 일이다. 물론 "순수 수학"의 추상적 문제들을 연구하는 수학자들은 대개
어떤 실용적인 귀결에서 동기를 얻기보다는 지적 호기심에서 동기를 얻는다. 그
러나 순수 수학에서의 발견이 중요한 실용적 귀결을 같는다는 사실은 역사 속에
서 누차 입증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학자들이 개발한 기법들이 전혀 다른 문
제들에 응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종종 입증되었다. 와일스가 페르마의 마지막 정
리를 증명한 것이 전형적인 그런 사례이다. 이와 유사하게 버치와 스위너톤-다
이어 추측의 증명 역시 다른 용도가 발견될 새로운 발상들을 포함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7. Yang-Mills and Mass Gap(양-밀스 이론과 질량 간극 가설)
; 수학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계기는 상당 부분 과학 특히 물리학으로부터 주어
진다. 예를 들면 수학자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17세기에 미적분학을 발명한 동기
는 물리학을 위해서였다. 미적분학은 연속 운동을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기술하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과학에 혁명을 일으켰다.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방법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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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러나 미적분학의 기반을 이루는 수학이 제대로 완성되기까지는 약 250
년이 더 필요했다. 지난 반세기 정도에 걸쳐서 개발된 물리학 이론과 관련해서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일곱 번째 밀레니엄 문제는 수학자들에게 물리
학을 따라잡을 것을 요구한다.
양-밀스 방정식들은 양자물리학에서 나왔다. 그 방정식들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50년 전에 물리학자 양전닝과 로버트 밀스가 중력을 제외한 자연의 힘들을 기술
하기 위해서 정식화했다. 그 방정식들은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방정식으로부
터 도출된 예측들은 전 세계 실험실에서 관찰된 입자들을 설명한다. 그러나 실용
적으로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양-밀스 이론은 아직 수학적으로 완성되지 않았
다. 일곱 번째 밀레니엄 문제가 요구하는 것 중 하나는 , 그 이론을 공리로부터
출발해서 수학적으로 전개하라는 것이다. 요구되는 수학적 이론은 실험실에서 관
찰된 여러 조건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특히 그 이론은 양-밀스 방정식들의 해
라고 상정된 것들과 관련된 "질량 간극 가설"을 (수학적으로)입증해야 한다. 대부
분의 물리학자들은 이 가설을 받아들여 전자가 질량을 가지는 이유를 설명한다.
질량 간극 가설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양-밀스 이론을 올바르게 수학적으
로 전개했는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좋은 시험기준이라고 여겨진다. 그들 역
시 전자가 왜 질량을 가지는지 엄밀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그렇다는
것을 관찰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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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여행가자!!!
(쉬어가기)

∘추천 외국 여행지
∘머피의 법칙&샐리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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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외국 여행지
< 호주 >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국제공모전에서 1등으로 당선된 덴마크
의 건축가 이외른 우촌(Jrn Utzon)이
설계한 것으로 1973년 완공되었다. 역
동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지만 건축하
는 데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논란이 많
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여왕 엘리자베
스 2세가 개관 테이프를 잘랐다.
시드니 항구에 정박되어 있는 요트들의
닻모양을 되살린 조가비모양의 지붕이 바다와 묘한 조화를 이루며, 지금은 시드
니를 상징하는 건물로 인식될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하버브리지의 남동쪽에 위치하며, 공연 예술의 중심지로서 극장과 녹음실, 음악
당, 전시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시드니심포니오케스트라 및 오스트레일리아국
립오페라단·무용단 및 여러 연극단의 본거지이며, 도서관시설도 갖추고 있다.
1976년부터 이곳의 감독직을 맡고 있는 피아니스트 리처드 보닝게(Richard
Bonynge)가 그의 아내인 조안 서덜랜드(Joan Sutherland)와 함께 운영해 나
가고 있다. 조안 서덜랜드는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이
다.
『에어스 록』
사암질이며, 해발고도가 867m이며, 바닥에서
의 높이 330m, 둘레 8.8km이다. 앨리스스프
링스 남서쪽 약 400km 지점에 있으며, 시각
과 구름의 농도에 따라 색채가 변한다. 이곳에
서 서쪽으로 30km 떨어진 지점에는 역암으로
된 돔 모양의 기암(奇岩)들이 늘어선 올가산
(1,069m)이 있다. 겨울철에는 앨리스스프링
스에서 관광버스 및 유람 항공편이 운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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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드베리어 리프』

면적 20만 7,000㎢. 길이 약 2,000km. 너비 약 500~2,000m. 북쪽은 뉴기니
남안의 플라이강 어귀에서 남쪽은 퀸즐랜드의 레이디 엘리엇까지 이어져 있다.
대부분이 바다에 잠겨 있으나 군데군데에 무수히 많은 조그마한 산호초가 바다
위에 나와 있어 대륙의 방파제와 같은 외관을 한다. 대륙과의 사이의 초호(礁湖)
는 수심 60m 이하의 대륙붕이며, 해저는 평탄하여 동쪽으로 약간 경사져 있을
뿐이다. 또한 바깥쪽은 급경사를 이루어 갑자기 깊어지며, 파도가 높고 세다. 초
호 안을 항행하는 것은 많은 암초 때문에 위험하나, 근래에는 관광시설이 발달하
였다. 북부의 케언스 부근에는 산호초에 열대수족관을 만들고 해저에서 수중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였다. 관광의 중심은 케언스와 브리즈번인
데, 관광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뉴질랜드>
『퀸스타운』
퀸스타운(Queen's town)이라는 지
명은 '여왕의 도시'라는 뜻인데, 빅토
리아 여왕과 그 모습이 어울린다고
하여 이러한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와카타푸 호숫가에 위치한 퀸스타운
은 서든알프스의 아름다운 모습을 잘
가지고 있으며, '레포츠의 수도'라고
불리는 곳인 만큼 다양한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이 곳에서는
세계에서 최초로 상업적인 번지점프
가 시작된 곳이며, 4계절 동안 스키

《제22호 석삼지》 23

를 즐길 수도 있다. 또한, 19세기 사금채굴로 번영했던 애로타운을 그대로 보존
한 기묘한 가로수길과 광부들이 사용했던 오두막집과 상점을 구경하는 것도 색
다른 경험이 될 것이다.
『로터루아』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관광지이다. 로토루아
부근은 아직도 화산활동이 활발하여, 골짜기
마다 지열지대가 형성되어 김이 무럭무럭 솟
아오르며, 온천과 간헐천이 많이 있다. 또한,
지난 날의 화산활동으로 조성된 많은 화산호
와 한가로운 목장풍경 등 풍부한 자연경관이
펼쳐진다. 게다가 마오리족이 많이 살고 그들
의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
의 발길을 끌고 있다.

『타우포』

호반도시 타우포는 로토루아와 더불어 북섬 관광의 중심지이다.
타우포 호수는 뉴질랜드 최대 크기의 호수이자 뉴질랜드에서 가장 긴 와이카토
강의 발원지이다. 크기가 서울시만한 거대한 호수로 화산구조성의 함몰로 만들어
졌다. 호반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이 유명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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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방콕』

타이어로는 크룽텝(Krung Thep:천사의 도시)이라고 한다. 원래 방콕은 대안(對
岸)에 있는 톤부리시(市)의 한 지구에 지나지 않았으나, 예로부터 상업의 중심지
로 번영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국제적으로 방콕이 크룽텝을 대신하게 되었다. 사
이암만(灣)으로 흘러드는 차오프라야강(江)의 하구에서 약 30km 상류의 왼쪽
연안에 있으며 오른쪽 연안의 톤부리시를 편입하여 수도권을 이루었다.
기후는 전형적인 열대 몬순 기후에 속하여 1년 중 가장 더운 4월의 평균기온이
30℃, 최저기온인 1월은 25.6℃로 연교차가 불과 4.4℃이며, 1년 내내 고온이
계속된다. 한편, 일교차는 하루에 최대 10.2℃나 된다. 연강수량의 대부분은 5∼
10월의 우기에 집중되며, 이 기간에는 남쪽 해상에서 불어오는 남서 몬순의 영
향을 받는다. 11∼2월의 북동 몬순의 계절에는 강수량이 극히 적고, 대기는 서
늘하고 건조하여 1년 중에서 가장 쾌적하다. 3∼4월에는 지배적인 계절풍은 없
다.
18세기까지는 중국 상인의 취락에 지나지 않았으나, 1782년에 왕도(王都)로 정
해진 후부터 오늘날의 대(大)방콕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방콕이 차오프
라야강의 굴곡부에 위치하여 방위하기 편리한 데다가 하구에 가까워서 외국무역
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방콕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 있
어서 타이의 중심이다. 가령 행정에 있어서는 방콕에 있는 내무부가 지방행정을
통할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도 중앙에서 임명된다. 전국적인 상거래도 방콕에서
행해지며, 공장건설도 방콕과 그 주변지역에 집중해 있다. 교육에 있어서도
1950년 말까지는 대학이 방콕에만 존재하였다. 또 승단(僧團)의 조직도 지방행
정을 본따서 방콕을 정점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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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방콕의 중앙집권화를 반영하여 통신·운수도 이곳을 기점(起點)으로
전국에 방사상을 그리며 뻗어 있다. 방콕은 타이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
아의 중심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ESCAP(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ECAFE(유엔 아시아 ·극동 경제위원회)를 비롯한 유엔 산하의 여러 기구와
SEATO(동남아시아 조약기구) 등의 국제기구가 이곳에 있다. 이러한 방콕은 근대
에 와서 경제발전과 더불어 크게 변모하였으며, 근대적인 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시내에는 대소 300의 사원이 있을 만큼 일찍이 불교의 꽃을 피워 온 도시이다.
왕궁에 인접해 있는 프라케오 사원에는 약 60cm 높이의 에메랄드 불상이 있어
서 일명 에메랄드 사원이라고 부르는 가장 유명한 사원이다. 그 밖에 대리석으로
만든 대리석사원, 누운 석가상이 있는 포 사원, 방콕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아룬 사원 등이 있다. 출랄롱콘대학을 비롯하여 각국 대사관·국제기구·은행·
회사·국립박물관·병원·호텔 등 근대적인 시설과 건축물이 많고, 일요일마다
왕궁의 광장에서 열리는 아침 시장과 수상(水上)시장, 국립박물관, 파스퇴르 독
사연구소 등은 타이의 문화와 풍속을 소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옛 사원과
함께 관광객의 흥미를 끌고 있다.
방콕은 타이 제1의 무역항이었으나 차오프라야강의 수심이 얕아서 선박의 운항
이 자유롭지 못하여 약 20km 하류에 있는 사무트프라칸과 사이암만 연안의 코
시찬이 외항의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쌀과 티크재(材)이고, 수입품으
로는 기계류와 섬유제품 등이 많다. 시의 북부 교외에 있는 국제공항은 동남아시
아 국제항공로의 중심이다.

『파타야』
방콕에서 동남쪽으로 145km 떨어진 곳에 있는 휴양지이다. 40년 전만 해도 작
은 어촌이었던 이곳은 베트남전쟁 때 우타파오에 미국 공군기지를 건설하기 위
해 병사들이 왕래하며 휴가를 즐기러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오늘날 아시아 휴양
지의 여왕이라 불릴 만큼 국제적인 휴양지가 되었다.
아름다운 모래사장, 청정하고 따뜻한 바닷물과 더불어 연중 내내 윈드서핑, 수상
스키, 스노클링,스킨다이빙, 파라세일링, 제트스키, 바다낚시 등 각종 해양 스포츠
를 즐길 수 있고, 밤의 여흥과 갖가지 음식, 풍부한 과일, 다양한 쇼핑센터 등 천
의 얼굴로 관광객들을 즐겁게 해준다. 또한 파타야 주변의 삭섬, 란섬 등 아름다
운 섬들과 여러 휴양지 및 다양한 위락시설 등은 보다 한적한 곳에서 휴가를 즐
기려는 가족단위의 관광객들에게도 최적의 휴양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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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관광지로는 코코넛과 망고 농장, 난초 재배지와 식물원이 있고 매일 민속공
연과 코끼리 쇼가 열리는 농눅 빌리지, 기상천외하게 생긴 병들을 전시하고 있는
병박물관, 타이의 문화적 유산과 역사가 100개가 넘는 소형 모델로 제작되어 전
시되고 있는 미니시암, 전세계에서 수집된 이상한 이야기 또는 물건들이 전시되
어 있는 ‘리플리의 믿거나 말거나 박물관’ 등이 있다. 또한 백만 년된 화석식
물이 전시되어 있고 식물원이 있는 백만년석조공원과 악어농장도 있다.

『푸켓』
'타이의 진주'로 알려져 있는 푸
껫은 방콕에서 862Km 정도 떨
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세계
적인 휴양지로 아름답고 변화무
쌍한 해안선과 석회암 절벽, 숲
이 우거진 언덕이 있으며 주변에
는 32개의 작은 섬들이 흩어져
있다. 총면적은 500㎢이며, 안다
만 해협과 크라비해에 접해 있
다. 길이가 660m인 사라신 다
리와 1992년에 개통된 다리로
내륙과 연결되어 있다.
20세기 초부터 유럽자본에 의해
주석채굴이 시작되었으며, 타이
유일의 미국계 주석 제련공장이 있어 타이 주석 생산량의 1/3을 산출한다. 그
밖에 고무 재배가 성하며 연안어업도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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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몽마르트르』
파리 시내에서 가장 높은 해발고도
129m의 언덕을 이룬다. ‘마르스
(군신)의

언덕(Mont

de

Mercure)’이라는 뜻이라고도 하
고,

‘순교자의

Martyrs)’에서

언덕(Mont

des

유래하였다고도

한다. 1860년 파리에 편입되었다.
272년 성(聖)도니와 2명의 제자가
순교한 곳이며, 12세기에 베네딕트
파의 수녀원이 건립되었다. 그 일부
인 로마네스크 양식의 생피에르 성
당은 지금도 남아 있다. 2월혁명
(1848) 전에 여기서 정치집회가
열렸으며, 파리코뮌(1871)도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1880년경부터 남쪽 비탈
면에 카바레 등이 들어서기 시작하였으며, 기슭에 있는 클리시·블랑시·피가르
등의 광장 부근은 환락가가 되었다.
또한 근대미술의 발달을 촉진한 예술가들이 살았던 지역으로서도 유명하다. 특히
19세기 후반 이래 고흐·로트레크를 비롯한 많은 화가와 시인들이 모여들어 인
상파·상징파\·입체파 등의 발상지를 이루었으나, 20세기부터 점차 몽파르나스
로 옮겨갔다. 그러나 언덕 위에 세워진 사크레쾨르 대성당(1910년 완성)은 순
례지로서 신자들이 끊임없이 찾아들고 있으며, 또 유서 깊은 저택과 물랭루주 등
의 카바레가 있다. 그 외에도 옛집이 늘어선 거리는 19세기의 모습을 그대로 지
니고 있어, 아직도 화가들이 많이 찾아든다.

『베르사유』
프랑스 일드프랑스주(州) 이블린현(縣)의 주도(主都). 파리의 남서쪽 22km 지
점에 위치하며, 17세기 말~18세기에 부르봉 왕조의 궁전이 있던 곳으로 유명하
다. 도시는 궁전을 중심으로 질서정연하게 도로가 뻗었고, 3줄의 아름다운 가로
수가 있는 큰 도로는 절대왕정의 자취를 엿볼 수 있어 호화찬란한 궁전과 정원
을 중심으로 관광도시를 형성한다. 베르사유의 기원은 17세기 전반 수렵을 즐겼
던 루이 13세가 고요한 마을에 불과했던 이곳을 수렵장으로 만들고 작은 성(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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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은 것에서 비롯한다. 그 후 루이 14세가 1661년 건축가 르보, 실내장식가
르 브룅, 정원예술가 르 노트르 등
을 초빙하여 궁전을 짓고 1672년
왕궁이 이곳으로 옮기자, 왕국의 수
도로서 정치·문화·사교의 중심이
되었다. 루이 14세 시대는 황금시
대를 이루었으므로 베르사유의 명
성은 높았으며, 빛나는 고전주의 문
화의 전당(殿堂)으로서 자리잡았다.
그 후에도 증축·개축되었으나 프
랑스혁명 초에는 혁명의 무대가 되
어 도시는 황폐화되었다. 1837년의 왕정복고 후 왕궁은 L.필립에 의하여 박물관
이 되었다. 역사적으로 기록할 만한 것은 1871년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에서 프
랑스가 패배한 후 프로이센 왕(王)이 독일 황제로서의 즉위식을 이 궁전에서 거
행한 것, 제3공화정 초기의 의회가 열렸던 것, 1919년 6월 28일 제1차 세계대
전 후 강화조약의 조인(調印)이 이루어졌던 것 등이다. 정원(庭園)은 전형적인
프랑스 정원으로, 기하학적으로 구성된 데다가 수로(水路)와 샘물이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으며, 자연을 인간의 예술에 복종시키려는 서구사상(西歐思想)을 엿볼
수 있다. 주변에는 루이 14세의 별궁이었던 대(大)트리아농과 마리앙투아네트가
거주했던 소(小)트리아농이 있다.

『에펠탑』
이것을 세운 프랑스의 교량기술자 A.G.에펠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1889년 파리의 만국박람회장에 세
워졌으며 높이는 984피트(약 300 ｍ)로 그 이전에
건설된 어떤 건물에 비해서도 약 2배에 이르는 높이
였다. 재료에는 프랑스에서 제조된 7,300ｔ의 시멘즈
마르탕 평로강(平爐鋼)이 사용되었다. 탑에는 3개소
에 각각 전망 테라스가 있다.
파리의 경치를 해치는 것이라고 해서 심한 반대가 있
었으나 그대로 남아 무전탑(無電塔)으로서 이용되었
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55피트의 텔레비
전 안테나가 덧붙여져서 텔레비전의 송신탑으로 사용
되고 있다. 탑의 높이는 건설 후 약 40년간 인공 건조물로서는 세계 최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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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브르 박물관』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궁전을 미술관 건물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장된 미술품의
규모는 세계 최대이다. 원래 루브르궁에는 역대 프랑스 국왕들, 특히 프랑수아 1
세, 루이 13세, 루이 14세 등이 수집해 놓은 방대한 양의 미술품이 소장되어 있
었는데 프랑스 혁명 후인 1793년 국민의회가 그것을 공개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미술관으로 정식 발족하고 그 뒤로도 꾸준히 미술품 수집이 계속되어 오늘날의
대미술관이 이루어졌다.
개관 이래 프랑스 미술의 중심적 구실을 하면서 전 세계의 미술가나 미술 연구
가 및 애호가들이 수없이 찾아들어 파리의 빼놓을 수 없는 명소가 되어 있다. 특
히 젊은 화가나 조각가에게 거장(巨匠)들의 작품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술 발전에 기여하는 의의는 매우 크다. 또한 루브르미술관의 관
장(館長)이 전국의 공·사립 미술관 운영을 총괄하도록 되어 있어, 프랑스 미술
관 행정의 총본산이기도 하다.
수집된 미술품은 고대에서 19세기까지의 오리엔트 및 유럽 미술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으며, 등록이 완료된 것만 해도 총 20만 점을 넘는다. 작품은 각 부
분마다 연대·지역별로 분류되어 광대한 루브르궁전의 북동(北棟)을 제외한 거
의 모든 건물의 각 층에 배치되어 있다. 회화·공예 부문은 2·3층에, 조각 부문
은 1·2층에 진열하고 있다. 또한 19세기 인상파 이후의 회화 부문 역시 루브
르미술관 소관인데 그 작품들은 '인상파미술관'에 전시하다가, 1986년에 완공된
오르세미술관으로 옮겨 전시 중이며,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을 비롯하여 모
네·드가·피사로·르누아르·세잔·고흐 등 근대 회화에서 선구적인 위치를 차
지하는 화가들의 우수작을 한눈에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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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피의 법칙 & 샐리의 법칙
< 머피의 법칙 >
머피의 법칙이란??
일종의 경험법칙으로, 미국 에드워드 공군기지에 근무하던 머피(Edward A.
Murphy) 대위가 1949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당시 미공군에서는 조종사들에
게 전극봉을 이용해 가속된 신체가 갑자기 정지될 때의 신체 상태를 측정하는
급감속 실험을 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나중에 조사해 보니 조종사들에게 쓰
인 전극봉의 한 쪽 끝이 모두 잘못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는 한 기술자가 배선을
제대로 연결하지 않아 생긴 사소한 실수 때문이었다.
전극봉을 설계한 머피는 이를 보고 "어떤 일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
고, 그 가운데 한 가지 방법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면 누군가가 꼭 그 방법을
쓴다"고 말하였다. 머피의 법칙은 바로 여기서 유래하였다. 그 뒤 일이 좀처럼 풀
리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꼬이기만 하여 되는 일이 없을 때 흔히 이 말이 사용
되면서 일반화되었다. 다시 말해서 머피의 법칙은 자신이 바라는 것은 이루어지
지 않고, 우연히도 나쁜 방향으로만 일이 전개될 때 쓰는 말이다.
예컨대 매일 버스를 타고 출근하다가 그날따라 택시가 타고 싶어 택시를 탔더니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든가, 열심히 시험공부를 했지만 운이 나쁘게도 자신이 놓치
고 보지 않은 곳에서 시험문제가 출제된다든가 하는 것이 모두 머피의 법칙에
속한다. 이와는 반대로 우연히도 자신에게 유리한 일만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가리켜 샐리의 법칙(Sally's law)이라고 한다.

일상생활에서의 머피의 법칙 예
- 그냥 지나칠 때는 자주 오던 버스도 타려고 기다리면 죽어도 안 온다.
- 가려움은 손이 닿기 어려운 부위일수록 그 정도가 심하다.
- 뜻밖의 수입이 생기면 반드시 뜻밖의 지출이 더 많이 생긴다.
- 큰맘 먹고 세차를 하면 꼭 비가 온다.
- 고장 난 제품은 서비스맨이 당도하면 정상으로 작동한다.
- 공부를 안 하면 몰라서 틀리고 어느 정도 하면 헷갈려서 틀린다.
- 급해서 택시를 기다리면 빈 택시는 반대편에만 나타난다. 기다리다 못해 건너
가면 먼저 있던 쪽에 자주 온다.
- 찾는 물건은 항상 마지막으로 찾아보는 장소에서 발견된다.
- 동창회에 가면 좋아하는 사람은 결혼했고, 상관없는 사람들끼리만 2차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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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팅에 나가 ‘저 애만 안 걸렸으면’하는 애가 꼭 짝이 된다.
- 운전하다 기름이 떨어져 주유소를 찾으면 꼭 반대쪽에서 나타난다.
- 바겐세일에 가보면 꼭 사려는 물건은 세일 제외품목이다.
- 보험에 들면 사고가 안 난다. 사고 난 사람은 꼭 생명보험에 안 든 사람이다.
- 공중화장실에서 제일 짧은 줄에 서면 꼭 안의 사람이 큰일을 보는지 오래 걸
린다.
- 우산 들고 나가면 흐리던 날도 활짝 갠다.
- 소풍, 운동회, 야유회 땐 소나기가 온다.
- 급할 때는 휴지가 없고 휴지가 있을 땐 화장실이 없다.
- 모처럼 탄 좌석버스 좌석은 하나도 없다.
- 신호등은 내 앞에서 빨간 불이다.
- 변기에 앉는 순간 전화벨이 울린다.
- 짧은 줄을 목표로 해서 달리기 시작하면 그 줄이 갑자기 길어진다.
- 담배에 불을 붙인 순간 버스가 온다.
- 우산을 샀더니 비가 그친다.
- 생활 설계사가 지나가고 나면 꼭 보험에 대해서 묻고 싶은 말이 생각난다.
- 치통은 치과문 닫는 토요일 오후부터 시작된다.
- 라디오를 틀면 언제나 제일 좋아하는 노래의 마지막 부분이 나온다.
- 헤어스타일을 바꾸려고 작정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스타일이 멋지다고 한다.
- 펜이 있으면 메모지가 없고, 메모지가 있으면 펜이 없고, 펜과 메모지가 둘다
있으면 메모할 일이 없다.
- 전화번호를 잘못 눌렀음을 깨닫는 순간 상대방이 통화중인 경우는 절대 없다.
- 기가 막힌 문구가 떠오르는 때는 꼭 편지를 넣고 풀로 붙인 직후다.
- 집에 가는 길에 먹으려고 생각한 초콜릿은 언제나 쇼핑백의 맨 밑바닥에 깔려
있다.
- 버스 안에서 간만에 듣는 좋은 노래가 나올라치면 꼭 안내방송이 나온다. 또
도로가 꽉 막혀 있을 때면 어김없이 트로트가 나온다.
- 사면서 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드는 물건일수록 계산대에서 바코드가 잘 찍히
지 않는다.
- 들고 있는 물건이 무거울수록 그리고 옮겨야 할 거리가 멀수록 코는 그만큼
더 가렵다.
- 코를 심하게 고는 쪽이 항상 제일 먼저 잔다.
- 잘 보이고 싶은 그와 함께 노래방에 같이 갈 확률과 노래 부를 때 삑사리가
날 확률은 정비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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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위를 굴릴 때 6개중 어떤 숫자 하나면 나오지 말았으면 하지만 꼭 그 숫
자가 나온다.
- 열심히 공부한 내용은 항상 안 나오고, 가볍게 넘긴 부분에서만 시험문제가
나온다.
- 평상시 안 막히던 길도 내가 가면 막힌다.
- 영화표 살 때 꼭 내 앞에서 매진된다.
- 야한 비디오 빌려서 나오면 길에서 아는 사람 만난다.
- 배고파서 집에 뛰어들어 왔는데 밥통이 비어 있다.
- 내가 좋아하는 여자들은 내 친구들을 좋아한다.
- 간만에 목욕탕가면 휴일이다.
- 옷 사고 나면 다음날부터 세일 시작.
- 초등학교 때 물체주머니 사면 내 꼬마전구만 고장 나 있다.
- 주번인데 실내 체육 할 때.
- 온몸에 비누칠 하면 물이 안 나온다.
- 없는 돈 쪼개서 화장품 겨우 샀는데, 다음날 친구로 부터 똑같은 화장품 선물
받을 때.
- 일찍 가서 수업 들으면 출석 안 부르고, 간만에 늦게 가면 출석 꼭 부른다.
- 약속은 이중삼중 꼭 겹친다.
- 후즐근하게 하고 바깥에 나가면 꼭 예전에 좋아하던 누군가를 만난다.
- 우리 집은 13층인데 내가 집에서 나오면 엘리베이터가 12층을 내려가고 있
다.
- 내가 가는 길만 차가 막혀서 옆 차선으로 가면 그 길이 막힌다.
- 문자 메일 30개 꽉 채워놓으면 업그레이드하라고 연락 온다.
- 산지 하루 만에 휴대폰이 화장실 변기 속에서 헤엄칠 때
- 화장실에서 2줄로 서 있는데 내가 서있는 줄은 잘 안 줄어들고 반대 줄만 줄
어들고 또 반대 줄로 가면 아까 있었던 줄이 줄어드는 경우
- 집에서 TV로 축구 경기를 시청할 때 우리가 볼 때는 골이 안 터지다가 화장
실이나 잠깐 자리를 비우면 골이 터져있는 경우
- 찾는 물건은 항상 마지막으로 찾아보는 장소에서 발견되는 경우

< 샐리의 법칙 >
샐리의 법칙이란??
일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꼬이기만 하여 되는 일이 없을 때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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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피의 법칙(Murphy's law)'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즉 머피의 법칙은 자기가
바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우연히 나쁜 방향으로만 일이 전개되어 거듭 낭패
를 당하는 경우에 쓰는 말이다. 반대로 샐리의 법칙은 일이 우연히도 자기가 바
라는 바대로 진행되는 경우에 쓴다.
예를 들어 약속 시간보다 늦게 약속 장소에 도착했더니 자신의 기분을 알기라도
하듯 상대방은 자신보다 약간 늦게 도착하는 경우, 또는 맑은 날에 우산을 들고
나왔더니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경우, 시험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시험 직전
에 급하게 펼쳐 본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 경우 등이 모두 샐리의 법칙에
해당한다.
여기서 샐리는 1989년에 제작된 라이너(Rob Reiner) 감독의 미국영화 《해리
가 샐리를 만났을 때 When Harry Met Sally》에서 계속 좋지 않은 일만 일어
나다가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이끌어 가는 여주인공 샐리의 모습에서 빌려 온 것
이다.

일상생활에서의 샐리의 법칙 예
- 건널목에 도착하자마자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뀐다.
- 시험때에 시험문제가 바로 5분전에 공부한 부분에서 나온다.
- 내가 30분정도 늦은 약속에 그는 35분 늦게 나온다.
- 극장에서 새치기를 한 덕분에 십만번째 관객으로 뽑혀 상품을 탄다.
- 처음 친 고스톱에서 쓰리고를 맞았는데 막판에 화투장 한 장이 모자라 파토가
난다.
- 마음에 안든 스카프가 처치곤란하여 엄마에게 드린 날, 그날이 알고 보니 엄
마의 생일이다.
- 우산을 안가지고 나갔더니 평소 찍어둔 그녀가 우산을 씌워준다.
- 외출을 마치고 귀가하자 소나기가 내린다.
- 평소 내다버리려고 마음먹은 자전거를 마지막으로 타고 나갔더니 자가용이 들
이 받는다.
- 강의에 지각을 했는데 그날 출석을 늦게 불렀다.
- 택시타려고 서있는데 마침 바로 앞에서 손님이 내린다.
- 지각이라 잔뜩 기가 죽어 교실 문을 여는데 선생님이 아직 안 오신 경우
- 공부하다 졸리던 참에 갑자기 정전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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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뭉치자!! 뽐내자!!
(우리들의 글)

∘별 하나의 눈물 外
∘가을 제전 外
∘화려한 휴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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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하나의 눈물 >

03정의철

하늘에 비가 내려와....
별 하나가 울고 있어...
그리움의 눈물인지
외로움의 눈물인지
알수가 없는 설움의 눈물이야
찬바람 불어 가슴을 파고 드는 아픔
떠나보내야 하는 영혼의 눈물이야
그토록 사랑했던 가슴을 내려 놓고 있어
사랑이 아닌 사랑을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거야
가야 할 사랑인거야
보내야 할 사랑인거야
잊어야 할 사랑은 잊을테야
보내야 할 사랑은 보낼테야
이 가슴이 외로운 건
홀로 남아 있음이 아닌 걸
한 없이 파고 드는
사랑의 아픔인 걸
눈물을 보이지 말고
그렇게 아픈 영혼을 달래야 하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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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구인지 아나요? >

04박소영

아침이 수없이 지나가고
낮동안 내가 만난 사람도 있고
저녁이면 홀로 별을 헤어보면서
긴 이야기를 하면서 주고받지못한 날또한
많았습니다.
일분이 아까워
뭔가를 해야했던 날이 지나고
한시간이 지루해
기지개를 켜던 날또한 수없이 지내보고
하루를 멍하니 홀로 뒤적이던 날에는
울면서 홀로 아파했던 날또한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긴세월이 되고
긴세월이 나를 퇴색시키면서
나 또한 그냥 무디어가는 삶에 휩싸여
나이에 또나이만을 보태는것을 알고서
어쩔수없는 인간임을 자아시켜 보던
날또한 많았습니다.
그렇게 세월과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렇게 삶을 영위하는 난 누구일까요.
차마 내가 누구라고 그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 못한 못난 내가 여기 서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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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황 >

04황주석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얘기도 듣고싶지 않다
그저 시원한 밤바람과
따스한 음악만이 날 위로해줌 된다
그 누구도 필요치 않다
외로움 속에 길들여진 무기력한
내 육신은 갈 곳을 잃어
길가를 배회한다
복잡한 도시 속 한가운데의
난 홀로 서 있다
서커스단의 광대처럼
공허한 웃음을 뒤로한 채..
시간의 미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보인다
그 미로속의 난 없다
난 이 복잡한 곳이 싫다
이유없이 싫다
갈 곳을 잃은 방랑자처럼
더한 외로움만이 날 기다리니..
이렇게 우울한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고 싶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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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억 >

03김정환

너와 밟고 지나온 그자리를
다시한번 돌아본다.
혼자서..
너와 함께왔던 기억을 들추어내면서
지금은 혼자서 느껴본다.
함께 사랑했던 믿음과
함께 주고받던 맘으로 했던
어제를 기억하는것을
언제부터인가 내습관이 되어버렸고...
그것이 가끔은
내맘에 새겨지는 아픔과 눈물로
뒤범범이 되는것을
마다하지않고 난 가슴팍으로 새겨넣는
습관또한 내것이 되어버린지 오래였는데...
어제도 역시 난
너에게 조금이나만
내 미안함을 건넬수있지않나 싶어서....
혼자서 어제를 기억하려한다.
너가 남긴 말들과 건네준 너미소로 하여
내오늘을 버틸수있기에...
난 언제고 너와함께 했던 그길목마다
그장소..그음악들과 하면서
내오늘을 사랑하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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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의 명(明)과 암(暗) >
07류정호
‘지하철은 약속 시간을 지켜드립니다.’ 부산 지하철 노선도에 붙어있는 문구다.
지하철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목적지까지 정확한 시간에 우리를 실어 나른
다.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은 교통수단이라곤 전혀 없는, 한마디로 오로지 두 발만
이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러다가 동물을 다루면서 말 타는 법을
배웠고 현재까지 널리 쓰이는 바퀴를 발명하게 된다. 바퀴는 이전보다 훨씬 유용
한 도구였지만 그 당시만 해도 바퀴의 재료는 나무였다. 때문에 마차가 돌부리에
걸리거나 하면 끝내는 한쪽이 부서지고야 말았다. 그러다가 바퀴의 재료가 점점
발달함에 따라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속도의 범위도 넓어졌다. 시속 300km를
넘나드는 ktx도 이젠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다. 하지만 교통수단이 발달할수록
땅 위의 도로는 더욱 더 혼잡해졌다. 심각한 교통체증을 덜기 위해 생각한 획기
적인 것이 바로 지하철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백 년 전, 런던에 처음 지하철이
운행을 시작한 이후 지하철의 효율성 때문에 세계 각국으로 퍼져 나갔다. 우리나
라도 교통 체증이 점차 혼잡해지자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해 오던 전차를 없애고
지하철을 건설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전국의 광역 도시에까지 널리 보급되어서
지하철만 타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어디든 다녀올 수 있다.
현대 문명의 상징으로 일컬어지는 지하철. 하지만 그 과학 기술의 향연 뒤쪽에
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가 곳곳에 드리워져 있다. 밤이 깊어지면 갈 곳 없
는 노숙자들이 신문이나 상자 뭉치를 들고 하나 둘 모여든다. 특히 추운 겨울철
이 되면 역내는 그야말로 북새통이다. 우리는 지하철에서 최첨단 현대 문명과 어
두운 빈민들의 삶 모두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지하철역 계단 구석에서 또는 지하
철 안을 돌아다니며 구걸하는 아이의 모습을 떠올리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다.
뉴스에서 자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를 하면 빠지지 않은 곳이 바로 지하철
역 승강장이다.

언제부터 지하철역이 생명을 앗아가는 끔찍한 살인 장소가 되었

는가. 현대의 각박한 생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늘도 삶의 의미를 잊은 채
지하철에 오른다.
분명 지하철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해준다. 하지만 우리가 편리함에
물들어 가는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닐까. 주위의 이웃들을
둘러보자. ‘이웃사촌’ 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너무 멀어진 것 아닐까. 우리 조상들
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덕목, 정을 되살릴 때다. 오늘만큼은 지하철을 타는 것
보다 이웃들과 야기를 나누며 걸어 보는 게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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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대를 다녀와서.. >

07김효정

우리과 클럽에 들어가니 예비대 한다는 글을 보았다.
예비대.... 예비대 한다는 글을 처음 보았을 때 도대체 뭐하는 것일까? 생각이 들
었다.
예비대 모임 전날 많이 긴장되고 설레였다.
예비대 모임 하는날 아침에 신입생 토익 설명회를 들으러 아침 일찍 친구들을
만났다.
다들 처음 보는 친구들이었다. 예비대 전에 싸이월드를 통해 친구들과 미리 친해
져서 만났을 때 그다지 어색 하지는 않았다.
신영, 경희, 현희, 학래는 네이트 온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서 만나니 참 반가웠
다.
예비대가 낮에 시작해서 친구들과 점심을 간단히 먹고 학교로 올라갔다.
막상 학교에 다시 올라왔는데, 예비대 장소가 어느 건물인지 알지 못해 동기들과
많이 돌아다녔다.
예비대 장소인 27관 교실에 가니 우리과 말고 다른과 애들도 많이 있었다.
우리과가 있는 자리에 가니 처음 보는 친구들이 많았다.
자리에 앉아 처음 보는 친구들과 어색해 과자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다.
선배들과는 처음 보는 것이라서 많이 어색했다.
그래서 자기소개도 하고, 서로 서로 이름도 물어보며 친해질려고 노력했다.
예비대 중간에는 장기자랑 시간이 있었는데, 과별 게임을 하였다.
처음에는 강태용과 조승현이 커플게임에 참가했고, 두 번째로는 윤경이가 입에
사탕 많이 넣기 게임에 참가했다.
간단한 게임이 끝나고, 과별로 동기들, 선배들과 친해지기 위해 모임을 가졌다.
입학하기 전에 이렇게 선배들, 동기들 얼굴과 이름도 익히고 좋았다.
저녁에 우리과 따로 뒷풀이를 하였는데, 거기서 선배들과 동기들과 더 많이 친해
진 것 같다.
내년 예비대때는 더 재미있고, 후배들이 재밌어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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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강총회 >
07이신영
학교 게시판에 “몇월 몇일 몇시에 몇호에서

수학과 개강총회 합니다.” 라는 문

구가 보였다. 개강총회? 그게 머지? 하는 의문만 가득했다. 처음 들어 보는 단어
라 많이 생소했고 개강총회가 어떤 건지 멀 하는 건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만
큼 기대도 많이 되었다.
드디어 내가 기대했던 개강총회 하는 날!
수학과 개강총회 하는 강의실로 들어갔는데 이미 선배들이 준비를 끝내고 교수
님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의실로 들어가는 순간 “개강총회가 고사 지내는 건
가?” 라는 말이 머릿속에 스쳐지나갔다. 어떤 선배가 그린 돼지 그림인지 돼지머
리 그림과 과일 몇 개들이 등이 있었고 칠판엔 수학과의 연혁이 적혀 있었다. 얼
마 지나지 않아서 선배들과 동기들로 한 강의실을 가득 채웠고 곧이어 교수님들
도 들어오시기 시작했다. 그리곤 정숙한 분위기에서 개강총회가 시작되었다.
기획부장 선배의 연설로 개강총회는 시작되었고 수학과의 연혁소개가 있었고 작
년 수학과의 지출내역 보고도 있었다. 늦은 오후라 잠도 오기도 했고 재미있다고
하기 보다는 약간 지루함도 있었다. 칠판에 적힌 수학과의 연혁을 들으면서 이때
까지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그리곤 학회장 선
배와 부학회장 선배, 각 학년 대표로 총대와 부총대, 마지막으로 집부선배들이
차례로 나가서 절을 하였다. 순간 왠지 모를 진지함이 한 강의실을 가득 채웠다.
선배들이 절을 다 하고 나서 교수님들을 대표 하셔서 김재겸 교수님이 나오셔서
절을 하셨다. 교수님이 절을 하시고 나서 수학과 교수님들의 간단한 소개도 있었
다. 소개가 끝난 후 교수님께서는 신입생의 위주로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다. 멀
고 무섭게만 느껴졌던 교수님들이 이제는 조금이나마 더 친근하게 느껴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좋았다. 한편으로는 지루했고 한편으로는 이런 고사를 지내
는 걸 처음 하니깐 신기하기도 했었다. 고사가 끝난 후 선배들이 떡이랑 과일 등
나눠 주셨다. 처음으로 고사를 지내고 나서 고사떡이며 과일들을 먹어보았는데
맛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수학과 개강총회를 통해서 수학과 교수님들의 얼굴을
익힐 수도 있었고 대학 생활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도 없앨 수 있었고 여러 선배
들과 친해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 좋은 경험 이였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2007년 한 해 동안 수학과에 나쁜 일 없이 즐겁고 좋은 일만 가득하
길 기원하고 더불어 선배님들 동기들 모두가 알차고 보람된 대학생활의 한 해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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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를 다녀와서 >
07박경희
2007년 2월 25일, 기다리던 O.T날이였다.
친구들이랑 만나서 이과대 앞에서 수학과 다 모였다. 명찰 나누어 주는 걸 받고
서 난 다음, 체육관으로 가서 이과대 학생들이 전부 모여서 인원체크 한 다음에
버스에 올랐다. 경주에 도착해서, 강당에 수학과 끼리 모여서 제일 잘 앉아 있어
서 제일 먼저 밥 먹으러 갔다. 식당이 호텔식 같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서 방
배정하기 전에 장기자랑 연습하러 간다고 짐은 효정이한테 맡겨 놓고, 장기자랑
하는데 4명 정도 필요해서 학래, 찬양, 태현, 선정이를 직접 캐스팅 했다. 장기자
랑 연습 하러 방에 가서 하게 되었다. 처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많이 연습을
하다가 소품 준비도 하다 보니깐 저녁시간이 되어서 밥 먹으러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고 공연장소로 갔다. 공연 장소에 도착하니깐 사
람들이 많았다.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걱정이 되면서 조금 떨렸다.
수학과가 장기자랑 첫 공연이라서 대기실에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에
하는 행사를 다 못 봐서 아쉬웠다. 드디어 장기자랑이 시작되었고 수학과 ‘백설
공주’ 연극이 시작되었다. 차례가 되면 뒤에서 나와 무대에 올라가야 되는데 리
허설도 해보지 못한 상황이라서 많이 걱정도 되었는데 그래도 끝마치고 내려오
니깐 정신이 없었지만, 예상외로 잘했다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각 과마다 공연하
는 것을 보고 있다가 사회자가 과에서 잘 생겼다는 사람 나오라고 했는데 수학
과에서는 상원, 태현, 승현이가 나갔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승현이는 못 데리고 왔었고, 상원이는 나를 데리고 나갔고, 태현이는 선
정이를 데리고 나갔다. 각자 소개한 다음, 커플 댄스를 추는데 같이 추다가 탈락
했는데도 문화상품권을 받았다. 나중에는 학회장님들 공연 봤는데 정말 춤을 잘
췄다. 이제 모든 공연이 끝나고 수학과 자리가 마련되었다. 선배들과 07학번 친
구들과 인사도 하고, 각과 학회장님들께서 한분씩 찾아와서 인사 하시고 가셨다.
교수님들과 조교님들과도 술자리를 함께 했었다. 나중에 친구끼리 인사도 하면서
같이 놀았다. 나중에 피곤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여자방에서 쉬고 있다가 얘기하
면서 거의 시간을 다 보내고 아침이 되기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잤다.
다음날 늦게 일어나서 아침밥을 안 먹고 버스가 늦게 오는 바람에 단체사진 찍
고 기다리니 버스가 왔다. 부산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은 다들 피곤해서 아무말
없이 잤다.
개학하기전에 이렇게 선배들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여서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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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동제 >
07양현희

오늘은 내가 기다림과 설레임으로 기다렸던 경성대학교 대동제가 시작하는
날이다.
대동제에는 여러 가지 볼거리가 많았다
삼일 동안 열린 대동제에는 우리학교 각 단과대 과별로 주점(요번 해엔 우리과가
주점을 하지 않아서 무척 아쉬웠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풍선 터트리기,
퀴즈풀기, 타로카드 점보기, 벼룩시장 같은 것을 열어서 재밌는 구경거리가
많아서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었다.
특히 27호관 앞에 특별무대에서 하는 행사들(가수 씨야와 김장훈이 와서 공연과
우리 학교 학우들과 즐거운 게임+ 이벤트를 했다.)이 제일 재밌었다.
이동차를 이용해서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하는 깜짝이벤트를 열어주는 행사도
멋있었지만 나는 뭐니뭐니 해도 우리과 애들이 있는 튜닝 동아리가 이과대
앞에서 라이브 하우스를 해서 구경했는데 그게 제일 멋있었다.
밤에 아름다운 조명과 어울어진 밴드공연은 지금생각해도 보러가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멋졌다.
재밌는 볼거리와 먹거리가 가득한 축제기간에 나는 기숙사 자.봉을 하는 바람에
기숙사에서 일손을 돕고 게임진행을 돕는다고 축제구경을 많이 하지 못해서 좀
아쉬웠다.
셋째 날은 드디어 모두가 기대하던 퍼레이드를 하는날~!!!
나는 수학과가 모이는 이과대 정문에 모였다
우리과는 빨간색 티셔츠를 단체로 맞춰 입고 왔다.
우리과 퍼레이드 인원들이 다모이자 다른 단대들이 모여 있는 27호관 앞으로
갔다.
우리가 27호관 앞으로 갔을 때 는 벌써 여러 학과들이 줄을 맞춰 정렬하고
있었고 색색의 옷들을 맞춰 입은 모습들이 너무너무 멋있었다.
행진을 하기위해 학과 대표들이 준비하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들은
학과에서 준비한 도시락과 시원한 얼음물도 마시면서 즐겁게 수다를 떨고
놀았다
잠시 후 퍼레이드를 시작할 시간이 되자 각 과별로 줄을 맞춰 씩씩하게
걸어나갔고 일학년인 나는 신기하고 재밌어서 선배들은 따라가며 마냥 즐겁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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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학교 정문을 지나 도로가로 가니 경찰들이 퍼레이드 행사를 위해 바리케이트를
쳐서 차들을 막고 차도하나를 내어주어 우리는 마냥 편하게 갔다.
경찰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씩씩하게 행진하는 모습이 재밌기도 하고 멋있어서
기분이 좋기만 하였다.
애들과 얘기도 하고 장난도 쳐가면서 즐겁게 걸어갔다
그런데 생각보다 행진하는 길이 멀어서 점점 지쳤고 그때 쯤 광안리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다.
바다를 보니 얼마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신나고 기분이 들떠서 더 열심히
걸어갔던 것 같다.
무대에 다와서는 학과장님들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자리를 정했는데 3번째로
앉게 돼었다.
아쉽게도 맨 앞은 아니였지만 무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먼 거리는 아니여서
좋았다.
잠시 뒤 공연이 시작었다.
공연이 시작되자 공연장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졌고 가수 린과 싸이가 마지막을
장식했다
목이 쉬도록 소리도 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뛰기도하고 신나게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퍼레이드할 때 땀을 뻘뻘 흘려가며 걸어간것이 힘들었지만
행사가 다 끝나고 나선 웃음 띈 얼굴로 돌아올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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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복 >

07김효정

3월달 수학과 행사중 하나인 신복은 신입생과 복학생들을 위한 단합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신입생인 나로서는 들뜨면서 기대도 되었다.
신복가는 날 아침 이과대 앞에서 모여 봉고차 몇대로 나뉘어서 출발하였다. 가는
차안에서 서로 이야기도 하면서 우리는 양산 무지개 산장으로 향했다. 곧 그곳에
도착했고 미리 정해놓은 조별로 방안에 들어가 짐을 풀었다. 점심을 먹고 우리는
산장 뒤로 모였다.
먼저 남자, 여자 짝이 되어 짝피구를 했다. 여자가 남자 뒤에서 공을 피하는 놀
이인데 여자가 공에 맞으면 아웃! 사실 짝피구라는 놀이를 처음 알았다.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당황했지만 금방 익힐 수 있었다. 무섭게 날아다니는 공을
피한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짝피구가 끝나고 3명이서 한 조가 되어 서로의
발을 묶어서 목적지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3인4각 경기, 닭싸움 등 여러 가지 게
임을 했다. 게임하는 장소가 죄다 흙으로 되어있어서 흙먼지가 많이 날려 게임하
는 동안 고생이었다. 그래도 게임을 하면서 동기들이나 선배님들과도 더욱 더 친
해졌다.
게임을 끝낸 뒤, 잠깐의 휴식시간을 가지고 음식 콘테스트 준비에 들어갔다. 각
조별로 만들 음식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해와서 요리를 시작했다. 서툰 실력이
라 실수도 많았지만 서로서로 도와가며 요리한 탓에

더욱 더 재미있는 시간이

었다. 요리하는 동안 밖은 캄캄해져있었다.
음식을 다 만든 뒤, 우리는 산장 윗 층으로 올라갔다. 먼저 학회장님의 말씀이
이어졌고 그 뒤엔 점수가 걸려있는 게임을 시작했다. 많은 점수를 받은 조에게는
상품이 걸려있었다.
상품을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으로 게임은 훨씬 더 흥미로웠다.
게임이 끝나고 각 조별로 준비한 장기자랑을 선보였다. 처음보는 아이들의 장기
에 정말 감탄이 절로 나왔다. 춤, 노래 등 각 조에서 준비한 장기자랑을 하는 동
안 그 전에 만들어 놓은 음식들을 교수님들께서 드셔보신 뒤 가장 맛있는 음식
하나를 선정하셨다. 음식 콘테스트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
문에 그 결과발표는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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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조별로 장기자랑이 끝나고 예비역 선배님들이 군복을 입고 모두 나와 우리들
앞에서 신고를 하는데 정말 멋있었다. 신입생인 나로서는 처음보는 광경인지라
정말 신기하기도 했다. 그 뒤에 예비역 선배님들의 차력쇼가 이어졌다. 신체 일
부를 이용해서 젓가락 부러뜨리기, 스타킹 머리에 뒤집어 쓰기 등등 정말 웃긴
차력쇼였다.
공연이 끝난 뒤, 우리들은 조별로 만들어 놓았던 음식들을 먹으면서 서로 이야기
도 하며 더 친분을 쌓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그렇게 하루는 지나갔다.
그 다음날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떠날 준비를 했다. 떠나기 전 산장 앞에서 기념
촬영을 했다. 학년별로 한 장씩, 단체로 한 장 , 마지막으로 예비역 선배님들의
인간 탑 사진까지...
인간 탑 정상은 웃고있었지만 맨 밑에 있는 선배님들은 참으로 안쓰러워 보였다.
신복을 통해서 선후배간 또는 동기들간에 더욱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
었던 것 같다. 내년에도 올 이 순간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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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필 >

07임대호

사람들에겐 모두 자신의 꿈이라는 것이 있다. 꿈이 있기에 목표가 있고 그 목표
를 실천해가면서 진정한 성인이, 진정한 삶을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나에게
그런 꿈이 생길만한 계기를 만들어주고 그 목표를 생기게 해주고 내가 그 꿈을
만들었던 중1시절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
중1,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나에게 꿈이 무엇이냐?” 물었다면 과학자, 판사, 변
호사라는 초등학생들이 꿈꾸던 그런 직업을 골랐을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공부
를 했고, 목적도 없이 학교라는 사회가 만들어 준 것을 따르는 것이 나의 생활이
었다. 그런 나에게 꿈을 생길 기회를 준 사람은 바로 담임선생님이었다. 나의 담
임선생님은 국어선생님이셨고, 누가 반할 그런 외모를 가지신 않으셨지만, 잘 웃
으시는 그런 여자선생님이었다. 개구쟁이 우리 반을 맡은 선생님은 매일 잔소리
를 하셨고, 그런 담임선생님을 싫어하는 아이들까지 생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선생님께서 상담을 하신다며 하루에 한명씩 아이들을 부르기 시작했다. 무엇
을 상담하는 건지 몰랐던 나는 먼저 한 애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아이들은 또 잔
소리라며 이런 저런 쓸데없는 말이라 하며 넘어갔다. 역시 잔소리구나 라고 생각
한 나는 집에 늦게 가는 것이 싫어서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담임선생님을 피해
도망쳤다. 결국 어느 날 잡혀 상담을 하게 된 나에게 담임선생님이 물으셨다.
“넌 꿈이 머니?” 정말 진지하게 처음으로 나에게 물어본 한마디에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당황했던 나는 “그런 건 나중에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 하니 담
임선생님은 “꿈을 정하면 앞으로 네가 살아가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
이 많아질 거란다. 그리고 그 것이 너의 모든 것이 될 거야.” 라며 상담을 끝내
셨다. 5분채도 안된 잔소리라는 상담. 그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두 말
을 들으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었다. 그렇게 멍하게 한 달 동안 어떤 일도 하
지 않고 있었고, 그렇게 멍하게 있는 나를 이상하게 여겼는지 담임선생님이 날
부르셨다. “몇일 전부터 무슨 일이 있었니? 심각한 일이 있어 보이는구나.” “전
에 상담했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진
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담임선생님도 그 말을 듣고 심각하
게 고민을 하시기 시작하시며 “좋아하는 것이 있니?” 라고 묻자 또 할 말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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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 정말 좋아하는 것도 없었던 그 시절에 또 하나의 과제를 준 것이다. 그
런 상태에서 갑자기 하나가 떠오른 것이다. 언제부터 인지는 몰라도 할 일이 없
을 땐 수학문제를 푸는 습관이 있었다. 학습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는지는 몰
라도 그냥 할 것이 없으면 했다. 그것이 딱 생각이 떠오를 때 수학선생님이 수업
하던 그런 그림이 떠올랐고, 그렇게 나의 꿈이 생겼다. “선생님, 저 수학선생님
이 되고 싶어요...” 어떤 배짱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목표가 생겼고,
일단은 어떤 과목이든 다 잘해야 된다는 선생님의 말에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하
기 시작했었다. 그렇게 어느덧 고3, 그렇게 목표가 생겼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대학교에 왔다.
사람들에겐 꿈이 있지만 그 꿈을 실천하기에는 많은 좌절감을 겪을 수도 있다.
그렇게 때문에 그 꿈을 생각하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비록 되지
못해도 그것은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라도 이뤄
낼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수학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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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학생연대활동을 다녀와서..... >
07김민정
우리 이과대 학생들은 4월 25일부터 3박 4일로 산청에 있는 수련원에 농촌학
생연대활동을 가게 되었다.
듣기만 했던 농활을 가게 되어 설레었지만 우리 과에서는 참여를 많이 하지
않아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했다. 우리 과는 물리학과와 함께 버스를 타고 2,3시
간정도 지나서 산청에 도착했다.
첫날에는 일을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밭으로 나갈 복장을 갖추고 나니 창문
너머 운동장에는 여러 대의 트럭과 승용차가 있었다. 아저씨들이 운동장에 서있
는 이과대 학생들을 8,9명씩 트럭에 태우고 일할 곳으로 데리고 갔는데 우리는
생물학과 여학생들과 우리 과 학회장님과 함께 딸기 밭으로 가게 되었다. 그곳에
서 우리가 할 일은 아주머니들이 따놓은 딸기를 중앙에 있는 큰 비닐하우스에
옮기고 그다음에는 큰 비닐하우스에 있는 딸기 바구니를 트럭으로 옮기는 일이
었다. 우리가 왜 트럭에 옮기냐고 아저씨께 물었더니 딸기를 서울로 시집보내는
거라고 하셨다. 일을 하는 중에 딸기를 먹으면서 하라고 한 바구니를 주셨는데
일을 하다가 먹어서 그런지 더 달고 맛있게 느껴졌다. 배가 부를 만큼 딸기를 먹
트럭 뒤에 올라타고 다른 아이들이 일하는 곳에 들러서 빵도 먹고, 막걸리도 먹
고 난 후에 다시 수련원으로 돌아갔다.
수련원에 일찍 돌아와 샤워를 마치고 우리 과 학생들과 근처에 있는 산청 고
속도로 휴게소에 가서 맛있는 것을 사먹었다. 선배님들이 휴게소에 갈 때는 위험
하니 말하고 가라고 했지만 너무 배가 고파서 그냥 다녀오곤 했다.
저녁에는 선배님들이 해주시는 밥을 먹고 식당에 모두 모여앉아 술로 피로를
풀고 노래로 친목도모를 하였다.
둘째 날은 아침부터 일하러 갔는데 승용차를 타고 화학과 남학생 2명과 아름
이와 나는 작약 밭으로 갔다. 밭에 도착하니 그늘은 하나도 없고 엄청 넓은 밭
위에 풀들이 일렬로 심어져 있었다.
남학생들은 밭에 있는 돌을 통에 담아서 밖으로 빼내는 일을 했고 아름이와
나는 밭의 바깥쪽에서 자라고 있는 나쁜 풀들을 뽑았다. 그런데 그 풀들의 뿌리
가 얼마나 깊은지.... 적어도 10cm는 넘는 것들이었다. 우리는 쪼그려 앉으려니
다리가 아프고 남학생들은 무거운 돌을 옮기려니 허리가 아팠다. 이 밭에는 우리
외에는 일하는 사람도 없었고 땡볕에 우리 넷만 남겨놓는 아저씨가 원망스러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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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간식으로 컵라면을 먹었고, 조금 뒤에 점심을 먹었다. 아름이와 나는 너무
힘들어서 밭을 기어서 다니기도 했다. 2시쯤에는 차라리 돌을 옮기는 일이 더 낫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학생들과 일을 바꾸기로 했다. 무거운 것만 빼면 풀 뽑
는 것 보다 나았고 아저씨도 우리가 남학생들보다 일을 더 잘한다고 하셨다. 어
제 일한 것이 정말 쉬운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둘째 날 저녁도 막걸리를 마시고 다른 과 친구들, 선배님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우리는 물리학과 학생들과 같은 방을 사용했는데 이 날 저녁에는
우리끼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그런 후 피곤하게 일한 탓인지 잠도 빨리 들었
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셋째 날 아침이 밝았다. 눈뜨기가 싫었고 몸도 이곳저곳 쑤시고 오직 좋은 아
저씨와 함께 가야겠다는 생각만 들었다.
결국 우리가 도착한 곳은 다른 딸기 밭이었는데. 이 날 우리는 비닐하우스 하
나를 완성하고 왔다. 비닐을 덮어씌우고 그 안에 딸기 모종을 심기 위한 준비를
해두는 일이었다. 본토에 영양분이 닮긴 흙을 담고 그것을 한판에 40개씩 담아
두었고 비닐하우스 안에는 천을 깔고 양쪽에는 딸기 줄기가 판에 깔리지 않도록
줄기를 빼내는 일을 했다. 봄인데도 너무 덥고 비닐하우스 하나를 만들려니 둘째
날 못지않게 힘이 들었다.
점심을 먹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손자, 손녀를 생각 하셔서 인지 맛있는
것을 많이 준비해주셨다. 후식은 딸기밭에서 딸기를 따먹었고 5시가 넘어서야 겨
우 숙소로 돌아올 수 있었다.
마지막 저녁에는 농활 때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그림일기를 전지에 써보는 시
간을 가졌고 그 일기를 부총대가 발표를 했고,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났다.
다시 부산으로 돌아가는 날 아침, 짐을 챙기고 운동장과 숙소 주변을 과별로
구역을 나누어 청소를 하고 강가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후 다시 버스에 올랐다.
피곤에 지친 몸과 마음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은 조용했다. 지금 다시 떠올려 보
니 우리가 맛있게 먹는 딸기를 비롯한 채소, 과일이 힘들게 땀 흘린 후에 나오는
값진 것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시골에 계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좋은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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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제전 >

07왕아름

9월 20일. 이 날 우리는 이과대 가을제전이 열렸다. 작년과는 달리 이번 년도에
는 체육대회만 하였다. 그래서 우리 이과대 전체는 아침 9시30분에 학교 운동장
에서 집합을 하였다. 도착하고 몇 분이 지나 축구가 시작했다. 우리학과 선배들
도 축구를 무지 잘하였다. 축구 결승전에는 우리학과를 이기고 올라간 통계학과
와 물리학과와의 승부였다. 전반전과 후반전의 치열한 승부 끝에 무승부로 끝이
나서 연장전으로 들어갔다. 처음부터 아주 흥미진진하게 많이 긴장되는 게임이었
다. 그러나 끝내 승부가 나질 않아 승부차기를 하였다. 결과는 역시 물리학과가
통계학과를 깨고 우승을 차지하였다. 그리하여 선배들이 물리학과는 이과대 체육
과라며 한탄을 하셨단다. 아이들의 체력도 건장하고 왠지 만만치 않은 상대임은
틀림없었다. 이 다음 순서로 여자 발야구 예선이었다. 우리학과는 의상학과랑 붙
었다. 모든 아이들이 발야구의 경기 방식을 잘 알지 못했다. 그래서 선배들이 10
분 정도 경기 룰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빼야만했다. 하지만 예상외로 우리학과 여
자아이들의 운동신경이 뛰어난 탓인지 이해능력이 뛰어난 탓인지 경기를 아주
멋지게 소화해내고 있었다. 우리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다. 그리고 1회에 많은 점
수를 얻었다. 그러나 수비가 너무 약한 탓에 점수를 조금 내주게 되었지만, 숙연
이와 현희를 비롯해 많은 아이들이 열심히 경기에 임해주었기 때문에 실점을 하
는 일을 범하진 않았다. 그리고 계속되는 우리의 공격에 우리학과는 의상학과를
아주 큰 점수 차로 승을 거두었다. 이렇게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응원을
하다보니 벌써 점심시간이었다. 맛있게 점심을 먹고는 박 터트리기를 하였다. 이
게임은 모든 사람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 룰을 아주 잘 알고있
었다. 우리학과는 청군이었다. 청군이라.. 왠지 느낌이 좋았다. 하지만 아쉽게도
청군이 지고 말았다. 나름대로의 변명이 있다. 우리학과의 박이 테이프랑 풀로
너무 꽉 붙어 있지 않았나 하는 변명 말이다. 많은 아이들이 실망을 하였지만 박
을 향해 공을 던질 때만큼은 아주 재밌었다. 바로 다음에 발야구 4강전이 이어졌
다. 우리학과는 물리학과를 만났는데 심판의 오심과 점수조작으로 인해 아쉬운
패배를 했다. 발야구 결승은 또 정보통계학과와 물리학과의 대결이었다. 이 결과
는 정보통계학과의 승으로 돌아갔다. 이제 줄다리기와 팔씨름, 릴레이 계주가 남
았다. 먼저 줄다리기는 남자선배들과 1학년 여자아이들이 나가 생물학과와 붙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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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생물학과를 단번에 이겼다. 그런데 4강에서 아이들이 손을 다쳐 그다지 힘
을 쓰지 못하였다. 경기는 졌지만 우리학과가 무지 자랑스러웠다. 여자 팔씨름과
계주도 아주 흥미진진했다. 이것으로 체육대회는 막을 내렸다.
생각해보니 이 날 뒤풀이가 아주 인상깊었다. 사회자를 초빙하여 이과대만의 아
담한 축제를 즐겼다. 사회자가 퀴즈를 내고 맞추는 사람에겐 어마어마한 상품을
주었다. 의상학과와 몇몇 아이들의 춤 실력도 뽐내고, 우리과 장기자랑 순서에서
는 성철이가 노래를 불렀다. ‘유리의 성’ 아주 뜨거운 반응에 분위기를 띄우고
좋았다. 고백 이벤트 순서에선 복잡한 삼각관계의 진실이 밝혀졌지만 예쁘게 생
긴 여자아이는 두 남자의 우정이 깨질걸 염려해 거절하였다. 보는 사람들의 입에
서 안타깝다는 반응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리고 전형적인 아줌마 스타일의 한
아주머니께서 아들을 찾으러 왔다며, 그 남자아이는 생물학과의 한 아이였다. 이
렇게 많은 이벤트들을 보며 우리는 피자와 맥주를 즐겼다. 축제도 어느덧 막을
내릴 때쯤 풍선을 한 개씩 한 개씩 나누어주었다. 그리고는 사회자가 뒤를 돌아
보라고 하였다.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다. 오티, 신복, 농
활 등 여러 가지 추억들이 담겨진 사진들이 하나하나 영상으로 보여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우리학과부터 나왔다.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하나 떠오르는 것이다. 다
른 학과들도 하나 둘 나왔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나눠가졌던 풍선을 하늘 높이
멀리멀리 날려보냈다. 너무 예뻤다. 그 순간 갑자기 분수대 앞에서 폭죽이 터졌
다. 너무 멋있는 광경이었다. 이렇게 우리 이과대 축제는 막을 내렸다. 작년에는
이틀에 걸쳐 열렸지만 올해는 하루로 끝난 것이 아쉽긴 하지만 아주 멋지고 재
밌고 즐거운 하루였다. 내년 이맘때쯤 무지 기다려지고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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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견학을 다녀와서 >

07금화경

아침부터 날씨도 맑았던 2007년 9월 13일 목요일, 우리 수학과는 포항제철소로
현장학습을 떠났다. 꽤나 오랜 시간동안 버스를 타고서 도착한 포항제철소는 나
무도 많고 곳곳에 분수도 있어 여기가 제철소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예쁘고 깨끗
한 모습이었다.
겉으로 보기에 너무 크고, 거대해서 대체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을
까 궁금했던 건물 안으로 처음 들어가서 우리가 본 건 밝은 주황색의 두껍고 네
모난 철이 큰 기계안팎을 왔다갔다 거리면서 점점 얇아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는데도 그 열기가 얼마나 뜨겁던지, 혹여나 얼굴이 익지는
않을까 얼굴을 감싸 쥐고서 신기하게도 점점 얇아져가는 철을 마냥 신기하게 구
경했다.
잠깐이었지만 공장내부 구경을 마치고, 포스코 직원이 된 마냥 직원분들과 함께
맛있는 점심도 감사히 먹고 난 뒤엔 친절하고 상냥한 안내원 언니를 따라 차례
로 포스코 역사관 관람을 했다.
깨끗하고, 너무나도 멋진 포스코 역사관은 2층과 3층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포스코의 발전과정, 옛날의 철 문화, 박태준 초대 회장의 업적들, 포스코의 첫
시작인 '롬멜하우스'를 다시 재현해 놓은 건물, 실제 용광로를 1/3크기로 축소해
놓았다는 용광로뿐만 아니라 철의 여러 가지 재료들, 포항제철소·광양제철소의
실제 축소 모형,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등 여러 가지 볼 거리와 친절한 안내원
언니 덕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너무나도 재미있게 구경했다.
이렇게 유익했던 포스코 견학이 끝나고, 우리가 하룻밤을 머물 숙소에 도착하여
짐을 풀고선 숙소 바로 옆에 있는 보경사에 다시 모였다.
길도 험하고, 돌도 많아서 조금은 힘들었지만 폭포를 보고가자는 목표하에 선배
들과 조교님, 그리고 교수님도 모두 함께 열심히 산을 올랐다. 정말 올라도 올라
도 끝이 없을 것 같던 길 끝에 상상했던 폭포보다 굉장히 크고, 멋진 폭포가 보
이기 시작할 땐 괜시리 가슴이 뿌듯했다. 내려올 땐 조금은 뒤쳐진 우리를 위해
우리 뒤를 지켜주신 멋쟁이 학회장님의 배려덕에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다. 그렇
게 우리들의 등산은 저녁 여섯시쯤이 되어 끝이났다.
산을 내려와서 각자 방 배정을 받고, 저녁을 먹으러 식당으로 갔는데, 완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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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닭 백숙이 뽀얀 속살을 드러내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열심히 산을 탄 탓일까, 백숙이 맛있었던 탓일까. 어쨌든 너무 맛있게 저녁을
먹은 뒤에 잠깐의 휴식시간을 가지고 여덟시 반까지 모두가 한 곳에 모여 즐거
운 시간을 가졌다. 교수님과 학회장님의 말씀도 듣고, 친구들과 선배들과 이렇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참 좋았던 것 같다.
이동하는 버스에서 내내 잤던 탓에, 늦은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고 밖에서 포항
의 공기를 마음껏 느끼며 대학에서의 첫 견학을 마무리 했다.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견학에 참여하지 않아서 조금은 아쉬웠지만, 꽤나 유익하
고도 재밌었던 포스코 견학과 함께한 선배·친구들과의 시간들은 오래도록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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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오카를 다녀와서.. >
05최한나

4월29일 일요일 맑음.
전날에 너무 설레여서 잠을 못잔 탓인지 눈밑에는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왔
구나..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일본에 가는 날. 전날에도 몇 번이고 확인했던 짐과 여권
을 또 확인하고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했다. 우리가 타고 갈 배는 ‘코비호’.
후쿠오카와 부산을 세 시간만에 오갈 수 있는 쾌속선이다. 덕분에 세 시간동안
전날 이루지 못한 잠을 해결한 뒤 일어나니 벌써 후쿠오카가 내 눈앞에 있었다.
잠에 덜 깨서 입국심사를 마친 뒤, 우리는 가이드언니를 따라 버스에 올라탔다.
그리고 먹었던 점심도시락-_-.. ‘일본에 왔으니 일본문화에 적응 해야지..’ 다들
같은 생각이었는지, 먹는 동안 아무말이 없었다.
점심식사를 끝낸 뒤, 첫 번째 일정으로 ‘아사히 맥주공장’으로 갔다. 맥주공장을
가는 동안에 모두들 들떠있었다. 다들 같은 마음이었으리라... 맥주 시음...
가는 동안에 구경했던 차창 밖은 굉장히 조용했다. 하필 우리가 갔던 날이 일본
에서 1년에 1번 있다는 ‘골든위크’.. 일본 사람들의 일종의 연중휴가이다.
아사히 공장도 ‘골든위크’기간을 맞이하여 맥주공장의 견학만 가능한 상태였다.
공장 기계들은 다들 멈춰있었고, 빈 공장안을 둘러보는 것으로 만족해야했다. 그
치만 그 뒤에 있었던 맥주시음으로 아쉬운 마음도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 일정
으로 향했다.
그 다음으로 텐진 거리를 잠시 구경한 뒤, 태재부 천만궁(신사)로 향했다. 신사
앞에도 역시 ‘골든 위크’를 맞이하여 문을 닫은 상점이 많아 굉장히 아쉬웠지만,
만지면 공부를 잘 하게 된다는 소의 뿔도 만져보고, 신사에 들어가 우리나라 동
전을 던지고 소원도 빌었다.
이렇게 저렇게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에 도착한 우리의 숙소 에르비호텔. 호텔이
라고 해서 건너편의 큰 호텔을 기대했지만, 우리가 간 곳은 맞은편의 아주 조그
마한..그야말로 이름만 호텔인-_-곳이었다. 방이 좁건 넓건, 우리는 그 전날 사
놓은 ‘육개장’컵라면에 김치를 얹어먹고 바로 곯아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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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0일 월요일 흐린 뒤 비.
부은 눈으로 호텔의 아침식사를 하러간 우리 일행..아침식사에는 미소된장국과
맛없는 김, 계란말이, 소시지가 전부였다. 정말 간소하면서도 왠지 느끼한..
우리는 아끼고 아끼던 김치를 서슴없이 풀어헤쳤다.
아침 식사를 하고 후다닥 준비해서 제일 처음 간 곳이 방재센터. 일본은 지진,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는 나라인 만큼, 국민들에 대한 교
육 시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었다. 그곳에서 수화기로 불 끄는 훈련과, 지진 체
험, 폭풍 체험, 비상구 탈출 체험을 한 뒤, 각종 체험으로 헝클어진 머리를 다시
빗으며 그다음 코스로 향했다.
그 다음 코스는 ‘일본속의 네덜란드’ 라는 하우스텐보스.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벌린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우리가 일본에 온 것인지, 네덜란드에 온 것인지
착각할 정도로 아름다운 경치 때문이었다.

역시나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하우스텐보스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반나절
의 자유여행이었는데도 모자랄 정도였으니 말이다. 그 유명하다는 하우스텐보스
의 짬뽕을 먹어보지 못하고, 왠 칠리버거를 먹었던 것만 빼면 정말 완벽한 자유
여행이었다고나 할까..?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돌아온 호텔. 어제와 같이 또 라면에 김치를 얹어먹고 얼
굴에 황토팩까지 하고 또 우리는 다음날의 일정을 위해 잠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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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화요일 맑음.
셋째날은 우리가 가장 기다렸던 자유여행의 날.
전날에 먹던 라면에도 김치가 모자랐던터라 아침에는 어쩔 수 없이 느끼한 아침
밥은 그대로 먹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아침 식사를 끝내고 곧장 나와 무작정 지도를 들고 하카다역으로 걸어갔
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100엔샵’으로 향했다. 우리나라의 ‘1000원샵’과 같은
것인데 역시나 없는게 없었다. 그래도 생각보다 살 게 없었던 지라 사탕 몇 봉지
만 사들고 나왔다. 그렇게 하카다역 주위를 구경하다가 시간은 벌써 점심시간.
바로 우리가 향한 곳은 100엔 회전 스시집. 모든 스시가 100엔이었다. 들어갔더
니 사장아주머니가 정말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 “Welcome!!!Welcome!!" 하는
데.. 아주머니께 그냥 일본어로 하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스시는 정말 맛있었다. 몇 접시를 먹었는데 딱 두 개, 비린내 엄청 심한 스시 빼
고는 정말 모두 입에서 살살 녹았다. 그래도 돈 아낀다고 몇 접시 못먹고, 아쉬
움을 뒤로한 채 간 곳은 ‘캐널시티’. 지도를 펼쳐서 한참을 걸어가 찾았다. 캐널
시티는 도심형 쇼핑몰인데, 그곳에 디즈니샵, 키티샵 등 정말 없는 가게가 없을
만큼 큰 초대형 쇼핑몰이다. 광장에서는 ‘아바’의 ‘댄싱퀸’에 맞춰 거대한 분수쇼
가 펼쳐졌고, 우리는 끝층까지 샅샅이 안가본 곳 없이 다리 아픈 것도 잊고 열심
히 구경했다. 캐널시티를 나와 몇 개 외우고 간 일본어로 겨우겨우 일본사람에게
물어 찾아간 버스정류장. 그리고 우리는 100엔 버스를 타고 텐진 거리로 나왔다.
또 일본사람들에게 물어물어 쟈니스 샵, 솔라리아 등을 다 둘러보고 지칠대로 지
친 아이들은 결국 호텔로 돌아가고, 해가 저물어도 지칠 줄 몰랐던 세 명만이 남
아 10시 전까지 텐진 거리를 샅샅이 다 둘러보고난 뒤 호텔로 돌아왔다. 호텔로
돌아온 우리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정말 녹초였다. 교수님과 3학년 전체와 함
께 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지만, 친구들과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그렇게 일본에
서의 마지막 밤은 지났다.

이렇게 짧았던 일본여행은 끝이 났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일본을 뒤로한 채,
디카에 담아온 우리들의 추억들을 몇 번이고 다시 되돌려 보았다. 아쉬웠던 점도
많지만, 그만큼 즐거웠던 점들도 많았기 때문에 더더욱 기억에 남는 여행이 아닐
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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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파더를보고 >
07정선영
대게 사람들은 예고편을 보고 영화를 보지만 나는 영화를 보고 예고편을 본다.
예고편을 보면 내용이 지레 짐작될 뿐 아니라 큰 기대를 가지기 때문이다. 하지
만 마이파더는 예고편을 보고도 꼭 보고 싶게 만든 영화였다. 우선 논란이었던
다니엘헤니의 연기를 보고 싶었고,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 사형수를 미화시
킨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개봉 전부터 시끌했던 영화였음에도 주위반응이 괜찮았
기에 더욱 보고 싶었다. 이 영화를 간략히 나타내자면 오랜만에 보는 커피 같은
감성영화였다. 따뜻하지만 씁쓸한, 가슴 한켠이 아려오는 슬픈 영화다.
영화는 처음부터 슬프게 전개되지는 않았다. 조금씩 그리고 서서히 보는 이의
마음을 두드렸다. 어찌 보면 버려졌다는 생각에 친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을 텐데
주인공인 제임스파커는 그렇지 않았다. 원망보다는 사형수인 아버지를 위해 탄원
도하고 서명운동까지 하며 그를 위해 노력하였다. 첫 만남에서의 어색함이 가득
했던 주인공의 얼굴엔 어느새 아버지를 위한마음으로 행복해하는 표정이 가득해
진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영화가 중반부로 들어서면서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나도
그들 중 하나였다. 정말 장면 하나하나가 눈물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교도소 면회실의 유리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작은 상처를 걱정하는 모습, 미국
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노래라며 친아버지에게 이어폰을 통해 노래를 들려주는
장면, 감기 조심하라며 익숙지 않은 한국말로 아버지를 걱정하는 주인공의 모습.
특히 아버지의 진짜 과거를 알게 되고 자신의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제임스가 길에서 난동을 부리며 ‘난 신도 안 믿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까지 했어’
라며 울부짖은 장면에서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비록 살인자이고, 진짜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란 걸 알지만 제임스는 그가 자신의 아버지이길 바랐으며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 같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제임스가 돌아가기 전 아버지를
만나는데 왼쪽가슴을 두드리며 어설픈 발음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며 또 한번 울 수밖에 없었다. 주인공이 울음을 꾹 참으며 자신의 마음
을 전하는 모습이 너무도 슬퍼 실제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마치 내가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다. 영화는 그렇게 날
울리고 실제 인물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끝이 났다.
다니엘헤니의 의외의 연기가 날 놀라게 했고, 친아버지 역을 한 김영철의 노련
한 연기는 내 눈물샘을 자극하는데 크게 한몫했다. 간간히 웃을 수 있고, 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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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을 쥐어짜게 하지 않는, 하지만 눈물이 끊이질 않으며 감동적이고 슬픈 영화
였다. 보고나서는 어딘가 모르게 씁쓸함도 느껴졌다.
가끔은 이렇게 한없이 울 수 있는 영화를 보는 것도 기분 전환하는 하나의 좋
은 방법이란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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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브를 보고 >
07김보경
친구들이 예전부터 재미있다고 추천해 준 영화라 시간 나면 꼭 보고 싶었다.
이번 방학동안에 이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잔잔하고 감동적인 영화라 기대했던
만큼
재미있었고 특히 강혜정의 장애인 연기는 정말 인상 깊었다.
상은이는 나이는 20살이지만 7살짜리 지능을 가진 정신지체 3급인 아이이다.
엄마와 둘이 살고 동화 속 공주를 좋아하는 순수한 상은이는 길에서 포돌이 인
형탈을
쓴 종범이를 만나게 된다. 상은이는 종범이를 보고 첫 눈에 반하고 종범이를 마
법에서
풀린 왕자님이라고 생각한다. 종범이도 상은이를 좋아하지만 정신지체 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서로 만나게 된다. 하지만 종범이는 곧 상은이가 정신지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상은이를 피하게 된다. 상은이는 종이가 자신을 피하자 허브를 가지고 파출소에
찾아
가지만 종범은 상은을 쫒아내고 허브를 버린다. 그 시기에 상은이엄마는 암이라
는걸
알게되고 상은을 혼자두고 떠나는게 걱정되어 한해마다 필요한 물건을 챙겨 짐
을 싸기
시작한다. 상은이는 엄마가 짐을 싸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별일아니라고 생
각하고
종범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많이 속상해 한다. 종범이도 상은이를 만나지 못해
서
상은을 그리워하고 결국 상은이와 종범은 다시 만나게 되고 상은이 엄마의 병은
점점
악화 되어간다. 상은이의 친구인 영란이가 할마니가 짐만 싸다가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엄마가 싸둔 짐을 불태워 버리고 엄마와 상은이는 서로 부둥켜 앉
고 운다.
병이 점점악화되는 엄마를 지켜보던 상은은 엄마와 함께 여행을 가게된다. 허브
밭이
펼쳐져있는 허브농장으로 여행을 떠나지만 허브밭에 도착하기전에 엄마는 죽게
된다.
상은은 엄마가 떠난 후 특기인종이접기로 취직을 하게되고 꿋꿋하게 살아간다.
영화를 보면서 웃음도 있었지만, 정말 눈물이 그치지않았다. 특히 엄마와 여행
을
갈 때, 밤에 자전거에 엄마를 태우고 허브농장에 가려고 하는 장면이 너무 슬펐
다.
엄마를 떠나 보냈지만 꿋꿋하게 살아가는 상은이를 보면서내가 뿌듯헀고, 엄마에
대해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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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려한 휴가 >
07박혜미
1980년 5월 18일 전라남도 광주...
군부의 계엄령 확대에 항의하는 시위로 술렁인다...
네주인공이 등장한다..
강민우(김상경)는 택시기사이고 동생을 잃고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봐가며 시위에
가담한다.
박흥수(안성기)는 예비역 대령 출신이며 택시기사 사장.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에 분
개하여 시민군을 조직한다.
박신애(이요원)는 간호사로서 따뜻한 성품을 가졌고 5월 27일 광주 시내를 돌며 가
두 방송을 진행한다.
강진우(이준기)는 고등학생으로 친구의 죽음을 목격하고 시위에 가담하다 결국 총살
당한다.
강민우는 어렸을 적에 부모님을 여의고 아끼는 동생 강진우와 함께 살아간다. 강민
우는 진우와 같은 성당에 다니는 박신애를 마음에 품고 있다.
어느날 이들은 함께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간다. 영화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
면 한 대학생이 쓰러지면서 들어오고 그 뒤고 군인 한명이 들어와 막 때리기 시작한
다. 이 날부터 사건은 시작되었다.
이날부터 무고한 시민들은 하나둘씩 죽어간다. 그중에서도 진우의 절친한 친구가 죽
음을 당한다. 이일에 충격받은 진우는 형 민우가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날부터 학
교학생들을 이끌고 시위에 가담한다. 그사이 진우는 군인들의 총에 맞아 숨지고 만
다. 이일에 충격을 받은 민우는 도청의 태극기와 함께 무고한 시민들의 죽음을 애도
하기 위해 태극기와 함께 검은천을 묶어 올린다. 이에 박흥수는 더이상 무고한 시민
들의 죽음을 볼 수가 없어서 시민들을 모아 시민군을 조직한다. 시민들이 힘을 모아
시위를 하자 군부들은 한풀 꺽인다. 시민들은 모두 기뻐한다. 하지만 텔레비젼과 신
문에는 시민들의 죽음을 알리지 않는다.
또 전쟁이 시작될 조짐이 보인다. 박흥수는 자신의 딸과 강민우과 서로 사랑하고 있
다는걸 알고 둘을 같이 도청에서 보내버린다. 신애는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지않지
만 어쩔수없이 민우를 따라간다. 신애와 함께 가던 민우는 터널속에서 차를 멈추고
신애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건낸뒤 다시 도청으로 돌아온다. 그런 민우를 붙잡지 못
하고 신애는 이렇게 외친다. "민우씨, 내일 아침에도 데릴러 와주실꺼죠?....."
민우는 꼭 데리러 가겠다고 말한 뒤 미소를 지으며 도청을 향해간다.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도청에는 시민군말고도 이 싸움에 참여하겠다고 신부님을

《제22호 석삼지》 63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집결한다. 모두들 희망을 가지고 대장인 박흥수를 따
르며 총을 하나씩 집어든다. 박흥수는 무전기에 대고 이런말을 한다.
"여러분, 옆사람의 얼굴을 봐주십시오. 오늘밤 함께할 전우의 얼굴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랑스럽습니다."
군부들이 쳐들어 오기 시작한다.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다. 시민군들은 열심히 힘껏
총을 발사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하나둘씩 죽음을 면치 못한다. 하나둘씩 죽어가는
사람들은 무전기에 대고 자신의 이름을 말하면 잊지말라고 말한뒤 숨을 거둔다. 그
중에서도 용대는 우연한 계기로 친하게 지내던 인봉을 무전기로 부른다. 하지만 인
봉은 대답이 없다. 용대가 계속해서 불러봐도 인봉은 대답이 없다. 인봉은 총에 맞아
숨을 거둘 직전이다. 그 옆에 계시던 신부님에게 인봉은 천국으로 보내달라고 한
다..... 신부님은 기도를 한다. 인봉과 용대도 죽음을 맞이한다.
신애와 아버지를 꼭 지켜드리겠다고 약속한 민우는 대장님과 끝까지 함께 있는다.
하지만 대장님을 뒷문으로 나갈것 같이 하시더니 나가는 민우를 뒤로한채 문을 닫아
버린다. 그리고 신애를 부탁한다. 민우는 안된다고 울부짖는다. 하지만 대장님은 끝
까지 신애를 행복하게 해주라고만 말한다. 그길로 다시 건물안으로 들어온 박흥수
대장님은 총에 맞아 숨을 거둔다. 도망을 가던 민우도 군부들에게 걸려 총살을 당한
다.
신애는 차를 타고 가며 광주 전시내에 가두 방송을 진행한다. 신애는 이렇게 외친다.
"광주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우리의 형제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잊지 말아 주세요.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영화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5.18... 절대 잊을 수 없는 아니 잊어서는 안될 우리의 역사이다. 이 영화는 영화이기
이전에 우리의 슬픈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었다.
이영화를 보면서 느낀것은 영화는 물론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 되었다지만 상업적이
기 보다는 지금의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 주고있다.
그리고 이영화를 통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민주, 이러한 것들이 어떤 한
영웅에 의해 한 순간에 이루어 진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피땀 흘린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화는 보는 내내 웃음과 눈물이 끝이지 않았다. 코끝이 찡해지고 가슴이
뭉클해 졌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있다. 바로 배우들의 열연이었다. 마치
정말 광주 시민이듯이 감정에 몰입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가슴이 뭉클해 지는것 지
어낸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의 실화를 토대로 만들어 졌기 때문일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지켜 주고 싶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그날의 작전명 ...............
<화려한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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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취업하자!!
(수학과에 관련된 직업)

∘보험계리인
∘손해사정인
∘정보보호분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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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리인 >
보험계리인은 수학, 확률, 통계적 방법을 응용하여 보험, 연금, 퇴직연금 등에
대한 보험료 및 보상지급금을 계산한다. 보험 및 연금회사의 상품개발부, 수리
부, 계리부나 연금컨설팅 회사나 보험계리법인 등에서 일한다.
▶ 어떤 직업일까요?
시대변화에 따라 보험상품이 변화하고 있다. 보험계리인은 시대변화에 따라 보험
상품으로 어떤 것이 필요하고, 보험료가 어떤 수준에서 책정되어야 하며, 금리와
금리 변동률, 그리고 영업비용과 회사이익 등을 고려하여 보험상품을 개발한다.
또한 보험상품의 운용과 보험료가 적정하게 책정되어 운용되고 있는 가를 확인
한다. 보험, 연금과 관련된 미래의 위험도를 계산하기 위해 수학, 확률, 통계 및
위험이론을 응용하며 미래의 수익가치에 대한 지표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지급
준비금 평가 및 산정, 변동준비금 산정, 미경과 보험료 평가 및 산정, 안전할증
율 결정, 장기보험 운영, 재보험 계획수립 등을 수행한다.
이들은 보통 보험회사, 보험개발원 및 유관기관의 상품개발부나 계리부에 소속되
어 보험계약자가 손실을 보지 않도록 보험상품을 심사하며, 보험사의 재무 건전
성을 파악하는 금융감독원 등에서도 일할 수 있다. 회사 내에서 보험계리인들은
대부분 중견간부와 중역진을 형성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만큼
작업환경이나 보수는 좋은 편이다.
▶ 무슨 일은 하나요?
- 사망률, 사고, 질병, 장애 및 퇴직율을 판단하고 각종 통계를 작성, 분석한다.
- 시대변화에 따라 어떤 수준에서 책정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하며 금리와 금리변
동률, 그리고 영업비용과 회사 이익 등을 고려하여 보험상품을 개발한다.
- 보험상품의 운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보험료가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를 확인한다.
- 수학, 통계학, 확률, 재무이론 등의 지식을 적용하여 화재, 자연재해 및 실업
에 관한 확률표를 구성하고 보험료,책임준비금,대부금의 계산 및 기타 보험사업
전반에 걸친 수리업무 및 통계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 보험 및 연금계획을 설계하거나 검토하고 보험료를 계산하며, 보험률의 산정
과 조정 및 검증업무를 수행한다.
- 시장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요율산정, 지급준비금 평가 및 산정, 변동준비금
산정, 미경과 보험료 평가 및 산정, 안전할증율 결정, 장기보험 운영 등을 수행
한다.
- 위험(risk)평가를 통해 국내의 사회제도와 경제실정에 적합한 보험상품을 개발
하고 보험상품별 원가를 분석한다.
- 회계연도 말에 각종 적립금, 준비금 등을 평가하여 보험계약준비금을 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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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보험회사의 손익을 계산하여 발생원인을 규명한다.
- 보험계약자가 지급한 거수보험료를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투자분
석업무를 하기도 한다.
▶ 요구되는 자질은 무엇인가요?
- 업무수행능력 : 수리력, 전산, 논리적 분석, 판단과 의사결정, 창의력
- 지식 : 산수와 수학, 경제와 회계, 법, 영업과 마케팅, 의료
- 성격 : 분석적 사고, 혁신, 독립성, 꼼꼼함, 신뢰성
- 흥미 : 관습형(Conventional) , 진취형(Enterprising)
▶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보험계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보험개발원이 시행하는 보험계리인 자격증을 취득
해야 한다. 이는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며,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하고 금융감독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보험회사,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
보험협회 등)에서 6개월간의 수습과정을 마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써 보
험계리인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시험과목 중 회계학과 보험이론 및 실무, 보험수리가 포함되어 있어 수학이나 통
계학 등 회계 관련분야와 경영학,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 유리하다.
이 분야 업무가 어렵듯이 자격증 시험도 상당히 어렵지만 자격증만 취득하면 보
험업계에 진출하기 쉽고, 보험업계의 종사자일 경우에는 인사고과, 연봉책정, 승
진인사 등에 유리하며 별도의 자격수당이 지급된다.
보험계리인은 보험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숫자적인 감각이 요구되므로 수학,
통계학, 회계 등 관련분야의 대학교 이상을 졸업하는 것이 유리하며, 최근에는
경영학, 경제학과 출신도 보험계리인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다. 보험계리인은 섬
세하게 변수들을 고려하고 힘든 결정의 순간에 냉철해 질 수 있어야 하며 정확
성 및 분석적 사고를 갖추어야 한다.
▶ 여기에 물어보세요!
보험개발원 02-368-4000 (http://www.kidi.or.kr)
금융감독원 02-3771-5000 (http://www.fss.or.kr)
한국보험계리인회 02-782-7440 (http://www.actuary.or.kr)
대한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http://www.knia.or.kr)
생명보험협회 02-2275-0121 (http://www.klia.or.kr)
한국화재보험협회 02-780-8111 (http://www.kf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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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인 >
손해사정인은 각종 자동차, 항공기, 선박 사고나 화재 사고 등 보험회사(손해보
험)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들에 대해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보험 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피해정도 등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등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 어떤 직업일까요?
보험업법에 의하면, 손해사정인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거나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손해사정인을 전문영역에 따라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1종 손해사정인은 화
재보험과 특종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을, 2종 손해사정인은 해상보험의 손
해액 및 보험금 사정을, 3종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대인 및 대물 손해액 및 보험
금 사정을 다루는 것으로 되어있다.
본래 손해사정인이란 직종은 선주 및 화주, 공동해손 채권자가 해난으로 인한 손
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공동해손이 발생했을때 해난과 무관한 제3자가 공정한
입장에서 해난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영국의 해손정산인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영국에서는 공동해손이 발생했을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피해 조사
를 의뢰받은 검정원이 사고의 정도와 원인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손정
산인이 피해액을 산정하여 사고를 마무리하게 된다. 따라서 영국의 경우에는 검
정원과 해손정산인의 직역이 구분되어 있다.
▶ 무슨 일을 하나요?
손해사정인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은 손해사정인의 정의에 어느 정도 언급
되어 있다. 앞에서 인용한 보험업법에는 손해사정인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를 보다 구
체적으로 규정한 손해사정인 관리규정 시행세칙에는 손해사정인은 첫째, 손해 발
생 사실의 확인, 둘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여부의 판단, 셋째, 손
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넷째, 기타 손해사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손해사정인이 되는 길은?
손해사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보험감독원이 주관하는 손해사정인 시험에 합격해
야 한다. 손해사정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파
산자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제약은 없다. 손해사정인 시험은 1차 시험
과 2차 시험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1차 시험과목은 보험업법, 해상보험이론, 회
계학, 영어, 보험계약법(상법 해상보험편 해상편)이며 시험방법은 선택형을 원칙
으로 하고 기입형을 병용할 수 있다. 2차 시험과목은 손해보험의 손해사정 이론,
각종별 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실무이며,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고 선택형
또는 기입형을 병용할 수 있다. 1차 시험의 합격 기준은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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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하며, 2차 시험의 경
우에도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을 득점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감독원장이 손해사정인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미리 선발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범위 안에 해당하는 자
에 대하여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보험감독원장이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손해사정인 시험에 최종적으로 합격하였다고 해서 바로 손해사정인 업무를 시작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기간 동안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손해사정인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거친 다음
에는 보험감독원에 등록하여 손해사정인으로서 관련업무를 독자적으로 맡아 처
리할 수 있게 된다. 실무 수습까지 마치고 독자적으로 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
격을 갖춘 손해사정인은 그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크게 일반 보험회사나 상사
등에 고용되어 손해사정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고용손해사정인과 손해보험사
업자나 상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독립손해사
정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여기에 물어보세요!
금융감독위원회 www.fsc.go.kr
금융감독원 www.fss.or.kr
대한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보험개발원 www.kidi.or.kr
보험연수원 www.insurance.or.kr

< 정보보호전문가 >
컴퓨터보안전문가는 컴퓨터 시스템의 보안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컴퓨터 시스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인 까닭에 컴퓨터
보안전문가는 정보자산을 보호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정보보호전문가로도 부른
다. 컴퓨터와 정보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거의 모든 생활에서 컴퓨터시스템
이 사용되며, 대부분의 정보를 컴퓨터시스템에 저장한다. 과거에는 컴퓨터시스템
이 기업이나 기관 내에 독립적으로 존재해 외부의 접근이 차단되었지만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다
▶ 무슨 일을 하나요?
컴퓨터보안전문가는 정보보안을 책임진다. 크래커를 비롯한 외부의 접근을 막아
정보유출을 방어한다. 그래서 컴퓨터보안전문가는 대부분 보안시스템 개발업체나
컴퓨터백신 개발업체, 정보보안 컨설팅업체 등에서 근무한다. 이들이 하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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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정책을 수립하고, 정보보안에 대한 예방책을 세우며, 시스템에 대한 접근 및
운영을 통제하고, 외부의 침입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탐지해 대응하거나 손상된
시스템을 복구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통상 하는 일은 또한 각종 컴퓨터바이러스의 발생이나 해커의 침입에
대비한 보안 시스템, 방화벽(Firewall)을 구축하는 일이다. 바이러스에 감염되거
나 크래킹 당했을 때는 원인을 찾아내고 빠른 시간에 복구해야 한다.
전문적인 침입자에 대응하고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시스템 전반에
걸친 넓고 깊은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컴퓨터 업계에서도 컴퓨터
보안전문가라고 하면 최고의 컴퓨터 실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
▶ 관련 자격증은?
먼저 국내를 보자.
국내 보안관련자격증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시행하는 SIS와 정보통신교육원
에서 시행하는 민간자격인 정보보호관리사(SMAT : Security Managing Ability
Test) 자격증,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에서 시행하는 인터넷보안전문가 자격증이
있다. 현재 SIS만이 국가공인이 되어있는 상태다.
SIS 자격검정시험은 1, 2급 공히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어플리케이션 보
안, 정보보호론 등 4개 주요과목으로 치러진다.
국제자격증에는 CISSP와 CISA 자격증이 있다.
CISA(정보시스템감사사)는 1987년도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자격증으로 역사가 오
래 된 편이다.
1969년에 미국에서 EDPAA라는 이름으로 오늘날의 ISACA(Information Systems
Audit and Control Association : 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가 창설되었고 협회에
서 1981년부터 CISA(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국제공인정보시스템
감사사)라는 시험제도를 실시해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몇 만 명만 취득한 희소성 있는 자격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에 1명이 합격한 이후로 취득자가 점차 늘고 있다.
시험은 객관식 200문제로 평범하지만 시험 일자가 매년 6월 둘째 토요일로 정
해져 있고 서울을 비롯한 전세계 도시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특징이 있다. 한국어
로 응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전하기는 쉽지만 시험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의
외로 취득이 쉽지 않다.
미국 유럽은 CISA를 CPA(공인회계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대우할 정도로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감사원, 금융기관, 국방 관련, 회계, IT 전문
업체, 컨설팅, 언론 등에서 폭 넓게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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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지망생인 학생의 경우 CISSP를 취득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안전문가
를 꿈꾸는 취업 지망생이 가장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자격증이 CISA다. 물론
CISA를 취득한다고 해서 보안업체에 쉽게 취업이 되는 것이 아니다. 중소 보안
업체라면 CISA만 취득해도 취업이 어느 정도 보장되지만 중견 기업 이상이라면
학벌과 실력, 경력 등을 고루 겸비해야 한다.
업무가 전문적이고 높은 실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컴퓨터보안전문가의 연봉은
매우 높은 편이다.
자격증이 필요하지만 국내 자격증만으로는 중견 기업 취업이 쉽지 않다. 중견
보안업체에 취업하려면 국외 자격증인 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CISSP :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Professional)와 정보시스템감사사(CISA :
Certified InformationSystems Auditor) 등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CISSP(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는
1989년에
설립한
ISC2(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Certification Consortium, http://www.isc2.org)
의 국제적인 정보보호 전문가 자격증이다. 국내에 알려진 것은 불과 4년 정도에
불과하며 전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통용되는 자격증이다.
국내에서는 1년에 네 차례 정도 시험을 보며 6시간 동안 총 250 문제의 영어 문
제를 풀어야 하므로 영어 실력도 뛰어나야 한다. 문제는 난이도가 있어 세계 평
균 합격률이 30%에 불과하다.
응시 자격이 있는데 정보보호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하므로 대
학생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실무 근무자가 취득하는
자격증이다.
▶ 여기에 물어보세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www.kisia.or.kr

한국정보보호진흥원

www.kisa.or.kr

한국정보사회진흥원

www.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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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누구?! 누구?!
(앙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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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수학과를 알아보자!! >
◎ 첫인상이 가장 새침떼기 같았던 사람은?
1위 김윤경
2위 김민정
3위 이신영, 안수진
◎ 첫인상이 가장 순진해 보였던 사람은?
1위 양현희
2위 박정혜, 방주미
3위 권순혁, 안수진
◎ 첫인상과 성격이 매우 상반되는 사람은?
1위 박소윤
2위 신진우
3위 강태용, 안수진, 박상우
◎ 수학과 최고의 얼짱은?
1위 김경화
2위 이병수 교수님, 김세훈
3위 김윤경, 이정희
◎ 수학과 최악의 몸꽝은?
1위 방기룡
2위 민경두
3위 정대혁
◎ 수학과에서 서로 잘 어울리는 커플은? (단, 학과 C.C는 제외요!!)
1위 이신영♡강태용
2위 박상철♡박혜미
3위 진혜식♡박규태, 정대혁♡김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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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커플 정말 닭살이다!!!
1위 김현수♡김윤경
2위 박종훈♡강하나
3위 김준식♡박소윤
◎ 수학과 최악의 바람둥이는 누구?
1위 김준식
2위 양원준
3위 신진우
◎ 이 사람 정말 일편단심이다.
1위 이성철
2위 김준식, 양현희
3위 남연모, 김보영, 권순혁
◎ 여장(남장)이 가장 잘 어울 릴 것 같은 사람은?
1위 강태용
2위 전수현, 서중원

1위 송숙연, 양현희
2위 김향원

◎ 정말 낯가림 없이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1위 송숙연
2위 김준식
3위 김학래, 민경두
◎ 정말 옷이 날개인 것 같은 사람은?
1위 김윤경
2위 강태용
3위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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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는 모습이 가장 이쁜 사람은?
1위 안수진
2위 김창훈
3위 이신영, 신진우, 김윤경, 왕아름, 최한나
◎ 다중인격일 것 같은 사람은?
1위 민경두
2위 이광욱
3위 신진우
◎ 스킨쉽을 잘 하는 사람은?
1위 장승환
2위 이광욱, 김현수
3위 신진우, 서지윤, 정성훈
◎ 술 자리에서 항상 끝까지 보이는 사람은?
1위 송숙연
2위 양원준
3위 신진우, 이아영
◎ 술 자리에서 가장 빨리 사라지는 사람은?
1위 김창훈
2위 류정호
3위 이신영, 정선영
◎ 가장 몸무게가 많이 나갈꺼 같은 사람은?
1위 권기용
2위 방기룡, 박상철
3위 민경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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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자랑 밤길을 걸으면 듬직하다.
1위 양현희
2위 박경인
3위 이아영, 강미진
◎ 이 남자랑 밤길을 걸으면 불안하다.
1위 남연모
2위 권순혁, 김현수, 손석우
3위 이광욱, 장문창
◎ 졸업하면 재대로 성공할 것 같은 사람은?
1위 김창훈
2위 박찬양
3위 정재환
◎ 분위기 파악 제일 못할 것 같은 사람은?
1위 이광욱
2위 권순혁
3위 박소윤, 김윤경, 박종훈
◎ 이사람 정말 머리 크다!!
1위 박종훈
2위 김세훈
3위 김학래, 진종민
◎ 사막 한가운데 혼자 떨어져도 살아남을 것 같은 사람은?
1위 송숙연
2위 장승환
3위 이광욱, 김주나, 김경화, 민경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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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서 누군가 꼭 도와줘야지만 생활이 가능할 것 같은 사람은?
1위 김현수
2위 양현희
3위 문기호
◎ 07년 최고의 망신의 순간은?
- 수학과 견학갔을때
- 교실 잘못 찾아 들어갔을때
- 수업시간에 콧물나서 코 풀었는데 마치고 책상에 책보다 휴지가 더
자리 많이 차지 하고 있었을때
- 정의철이 총대로 뽑혔을때!!
- 학회장님이 수학과 대표로 정체모를 춤춘 사건!!
- 신복때 송숙연의 춤
- 신복 게임할 때
- 예술대에서 춤을 춘 사건!!
◎ 선배․후배․동기들에서 하고 싶은말 한마디!
- 수학을 사랑하고 느껴라...
- 인사좀해라!
- 친하게 좀 지내자구욧!!
- 취업은 전쟁이다
- 쉬엄쉬엄 공부하자!
- 파이팅!!!!!!!!!!!!
- 후회없이! 대학생활 확실히 즐기자! 인생에 뭐있나! 아싸리 함 놀자!
- 즐겁게 지내요
- 잘 부탁드립니다^^
- 열심히 공부하세요~
- 다 같이 모여 놀아보자...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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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과에 하고 싶은 말!
- MT 안가나?
- 제발 놀아주세요ㅜ
- 난 수학과 에이스~
- 화이팅 ㅋㅋ
- 지금처럼....
- 단합이 잘 됐음 좋겠어요
- 아자! 아자!
- A4용지 좀 많이 주세요 ㅜ
- 열심히 합시다~
- 앙케이트 질문좀 바꿔라 참신한걸로!
- 우린 최고다!
◎ 수학과 교수님들께 하고 싶은말
- 사랑해요♡
- 학점 좀 잘 주세요~
- A+잘 주세요~
- 제발 칠판에 수업해주세요
- 시험 문제 쉽게 내주세요~!
- 수고하셨습니다
- 모르는거 물어볼때 친절하게 가르쳐주세요.
- 딱딱한 과목이라고 딱딱하게만 수업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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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난 어떤 타입?!!!!
(쉬어가기)

∘혈액형에 관한 간단한 고찰
∘TOE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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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FL에 대해서>

01. about TOEFL
▶ 토플(TOEFL)이란?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주관

ETS(Education Testing Service), 미국 소재

대상

미국, 캐나다 등의 영어권 국가에 유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

점수

120점 만점(iBT기준)

▶ 토플시험의 형태
1. PBT (Paper Based Test)
현재의 토익 시험과 같이 종이에 인쇄된 문제지와 OMR 답지를 사용해 시험 보
는 형태
한 달에 한번 여러 명의 응시자가 동시에 시험을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9월까지만 시행되었으나, 2007년 특별시험이 5회 실시
될 예정
2. CBT (Computer Based Test)
컴퓨터를 사용해 시험 보는 형태
개별로 컴퓨터 앞에서 시험을 치르므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시험을 보더라도
응시자마다 다른 문제를 풀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9월까지 시행
3. IBT (Internet-Based Test)
Speaking(말하기) 테스트가 추가되는 새로운 형태의 차세대 토플
공식적으로 2005년 9월 24일 미국을 시작으로 점차 전세계로 확대되어 시행
한국에서는 2006년 9월 1일 부터 시행
▶ iBT 토플의 특성
1. Speaking영역이 추가되고, Structure영역이 사라진다.
2.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의 한 가지 능력만을 평가하는 유형의
문제

외에도,

Listening-Speaking,

Reading-Listening-Speaking,

Reading-

Listening-Writing 과 같은 통합형 문제가 출제된다.
3. 응시자의 실력에 따라 난이도가 컴퓨터상에서 조절되는 CAT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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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ptive Test)방식이 아닌, 예전의 PBT에서와 같이 정해진 문제들이 일정한 조
합에 따라 출제되는 방식이 채택된다.
4. iBT의 총점은 120점이고 시험시간은 약 4시간이며,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의 순으로 진행된다. 시험은 1년에 30-40회 정도 실시되며, 시험은 전용 컴퓨터
단말기가 마련된 ETS의 Test center에서 치러지게 된다.
5. iBT는 인터넷을 이용해 시험 접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 후 15일이
면 시험 성적도 확인할 수 있고,우편물로 수취도 가능하다. 또한, 성적은 총점과
함께 영역별 점수까지도 평가된다.
6. 네개 시험 영역 모두 note taking이 허용되며, 문제를 풀 때 이 내용을 참고
할 수 있다. note taking 용지는 시험이 끝나면 모두 수거된다.
▶ iBT 토플의 시험영역
- Reading
- Listening
- Speaking
- Writing

02 iBT의 구성
▶ iBT의 구성
iBT의 전체 시험 구성과 문항 수, 제한시간은 다음과 같다
시험영역

출제 지문 및 문항 수

시험시간

점수범위

iBT TOEFL상의
변화 및 특징
＊지문길이가 길어졌으며,
다양한 구조(multiple focus)의 지문이 출제됨.
＊문장

＊3-5개 지문 출제
Reading

간략화하기(sentence

＊1지문당 길이:700단어 60~100분

0~30

＊각각 12~14문항 출제

simplification),
전체요약문
완성하기(summary),
정보를 분류하여 표의
빈칸 채우기(category

Listening

＊2-3개 대화 출제

60~90분

0~30

chart)문제 추가.
＊대화 및 강의의 길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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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고, 실제 상황에
더욱 가까워짐.
＊들으면서

＊1대화당 길이 :3분

Note-taking하는 것이

＊각각 5문항 출제

허용됨.

＊4-6개 강의 출제

＊화자의 태도, 목적 및

＊1강의당 길이:3-5분

동기를 묻는 문제 추가

＊각각 6문항 출제

미국 이외의 영어권 국가
네이티브의 발음 도입
휴식

10분
＊2개 독립형 문제
(independent tasks)

Speaking

＊4개 통합형 문제
(intergrated tasks)

＊1개 통합형 문제
(intergrated tasks)

20분
준비시간:
15~30초
답변시간:
45~60초
20분

(independent tasks)

익숙한 주제에 대해 의견
말하기

총점:

＊통합형 문제(3-6번)

0-30

읽고 들은 내용에
기초하여 말하기

0-5
＊통합형 문제가 추가됨.

Writing
＊1개 독립형 문제

＊독립형 문제(1-2번)
0-4

총점:
30분

＊반드시 타이핑 해야 함.

0-30

03 토플 시험 점수
▶ Speaking의 점수
1) iBT Speaking평가요소
시험관들은 수험자의 주제 전개능력, 전달능력, 그리고 언어 사용능력을 평가한
다. 주제 전개능력에서 시험관들은 수험자가 주제를 언급하고 관련된 정보를 제
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시험관들은 수험자들이 통합형 유형 문제에서 정보
를 효과적으로 종합하여 요약하였는지를 살핀다. 이때 응답내용의 전달이 명백하
고 자연스러운지, 문장전체에 걸쳐 의견이 일관적인지를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시험관들은 수험자의 어휘와 문법의 정확성을 평가한다.
2) iBT Speaking점수 환산법
모든 Speaking문제들의 답은 디지털 방식으로 녹음(기록)되어 ETS의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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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ing Network로 보내진다. 수험자의 응답은 점수의 신뢰성을 위해 최소 3명
의 시험관에 의해 채점된다. 응답은 0-4의 점수로 기록되고, 6문제의 평균은
0-30의 점수로 환산된다.
▶ Writing의 점수
1) iBT Writing평가요소
통합형 영역(Integrated Section) 통합형 영역은 요약문의 전개와 구성뿐만 아니
라 적절한 어휘 및 문법 사용 여부, 내용의 정확성 등의 요소를 평가하여 채첨
한다.
강의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매우 잘 선별하고 독해 지문에 제시된 정보와 관련
지어 조리 있고 정확하게 정보를 나타낸다. 요약문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약간의 언어상 실수는 있으나 글의 내용이나 맥락을 애매하게 만들거나 거스리
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독립형 영역(Independent Section) 독립형 영역도 마찬
가지로 전반적인 글의 전개와 구성, 적절한 어휘의 선택과 명확한 문법 사용 여
부가 채점의 기준이 된다.
효과적으로 주제와 문제를 서술하고, 명료하게 적합한 설명, 예시 및 세부사항을
사용하여 체계적이고 자연스럽게 구성되고 전개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관
성, 연속성, 통일성을 보여준다.
2) iBT Writing점수 환산법
Writing문제의 답은 ETS의 시험관이 직접 채점하며, 통합형 영역과 독립형 두 개
의 영역을 각각 0-5점 사이의 점수로 매긴 후 각 점수의 평균 점수를 0점-30점
사이의 점수로 환산된다.
예) 통합형 영역에서 3점을 받고 독립형 영역에서 4점을 받은 경우 (3+4)/2=3.5
? Rubric Mean Average
(평균점수) 3.5점을 환산표를 이용하여 Scaled Score (환산 점수)로 변환하면
22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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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논문이야기

∘An everywhere continuous
but nowhere differentiabl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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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everywhere continuous
but nowhere differentiable function >
함수 가       ∈ℝ 에서 미분가능이면     에서 연속이다.
그러나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로     가 있으며,   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이다. 이 함수처럼 연속이나 미분 불가능한 점을 가지는
함수의 예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즉, 정의역의 모든 점에서 연속이나
정의역의 몇몇 점에서 불연속인 함수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실수 전체의 집합 ℝ 의 모든 점에서 연속이 되나 단 한 점에서도
미분계수를 찾을 수 없는 함수는 아주 특별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ℝ 상의
모든 점에서 연속이나 모든 점에서 미분 불가능한 함수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1930년에 B. L. van der Waerder이 도입한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ℝ→ℝ 함수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사전지식으로 다음의
평등수렴의 정의를 살펴보자.

정의 1. 평등수렴    → ℝ  ⊆ ℝ  이고 각 자연수  에 대하여
함수열    이  에 평등수렴할 필요충분조건은 임의의    에 대하여

 ≥  인 모든  ∈ℕ 과 모든 ∈  에 대하여

    
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한 함수  는   의 평등극한이라고 한다.

위의 평등수렴 도입의 직관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평등극한의 직관적인
개념은 단순하다. 점별극한함수 를 알게 되면, 각 자연수  ≥ 에 대하여
모든 함수   의 그래프들이 "cylinder" 또는 "tube"사이에 머물러 있을 때(즉,
줄무늬가    와    의 그래프들 사이에 존재한다), 는 수열   의
평등극한이다(그림1.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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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     이라 하면    ∞
의 극한함수는


  



≤


로 점별수럼한다. 앞의 평등수렴의 예에서처럼    의 주변의 실린더 형태로

   에       에 대하여 도식하였다(그림 1.2). 모든 함수   은   에

다다르기 위해서 "cylinder" 바닥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는 에 평등수렴하지 않는다. 그리고 각 함수열   가 연속이더라도
는 연속이 아니다.

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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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음 정리들을 사전 지식으로 조사하였다. 다음의 정리는 Weierstrass
M―판정법이다.

정리 1. (Weierstrass M-판정법)  이  위에서 정의된
함수열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 각 ∈ℕ 과 ∈  에 대하여    ≤   를
만족하는 음이 아닌 실수열이라고 하자. 만약 급수

  은


 위에서 평등수렴이다. 그리고 또한,

 이 수렴하면,


 는


 위에서

평등수렴이고 동시에 절대수렴이다.

정리 2. 각 자연수 ∈ℕ 에 대하여  이  ⊆ ℝ 위에서 ℝ 로 연속이고



이

 위에서  에 평등수렴하면,  는  위에서 연속이다.

다음은 B. L. van der Waerder의 연구를 조사한 내용이다.

정리 3.   ℝ → ℝ 인 함수로써 ℝ 상의 모든 점에서 연속이나 모든 점
에서 미분 불가능인 함수가 존재한다.

   ℝ → ℝ 함수
    =dis  ℤ  =inf     ∈ℤ 
를 정의하자. 그래프가 구간       , ∈ℤ 에서 기울기 ± 의 직선으로
구성되는 "톱니 모양의" 연속함수가 되도록
         
로 정의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각 자연수 ∈ℕ 에 대하여,   가 기울기가
± 이고  ≤    ≤ ・  인 직선들로 구성되는 톱니 모양의
연속함수이다(그림1.3,그림1.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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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그림 1.4

이제
∞

  ℝ → ℝ,

  





   .

를 정의하자. 앞의     의 정의의 가정  ≤    ≤ ・  로부터
・  은 각 ∈ℕ 과 ∈ℝ 에 대하여    ≤ ・  를 만족하는 음이
∞

아닌 실수열이고





∞

 ・ 

  ・






은   
인


무한등비급수이므로 수렴한다. 그러므로 Weierstrass M-판정법에 의해서 급수
∞





   는

ℝ에서 평등수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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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는 ℝ 위에서 연속이다. 우리는  가 ℝ에서의 어느 점에서도 미분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ℝ 을 고정하자. 그리고
 ±   
을 두자. 그러면 각 자연수 ∈ℕ 에 대하여,       ∈      
이도록  의 부호를 택한다. 함수  가 이 구간에서 기울기 ± 을 갖기 때문에,
         
          
± 
    

 
이다.   일 때,   의 그래프 역시 구간 와    사이에서 기울기 ± 을
가진다. 따라서
         
    ±  




이다. 반면에,   이면,
       ±      
은 정수이며,   가 주기가 1이기 때문에
          
이다. 결론적으로,


       
         












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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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수 정수,

이

짝수일 때

짝수 정수,

이

홀수일 때

이므로 극한
      

lim 

→

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는 임의의 ∈ℝ 에 대하여 미분 불가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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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동아리로 빠져보세요~!
(동아리 소개)

∘프라우다
∘짚신
∘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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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우다>
저희 프라우다는 수학과 내의 학술부이며 학술지인 석삼지의 편집을 맡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프라우다의 어원은 ‘진실, 진리’ 라는 뜻이며,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 진정한 진리를 찾고자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따뜻한 마
음과 정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1기부터 13기 까지 토론 활동을 통하여
의견 및 정보를 교환하고 활동으로 소소감과 협동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합니다. 왕성한 활동으로 프라우다는 수학의 여러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며, 선,후배 수학인들과 함께 우정을 돈독히 하여 진정한 대학 생활
을 배우로 익히는데 큰 역할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많은 것을
배려할 줄 아는 수학인 들에게는 언제나 열려있는 동아리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언제나 노력하는 저희 프라우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
랑합니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 사이먼 싱
`xn+yn=zn:n 이 3이상의 정수일 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정수해 x,y,z는 존재하
지 않는다. 나는 경이적인 방법으로 이 정리를 증명했다. 그러나 이 책의 여백이 너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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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해 보이는
지만, 당대 최고의 석학들도 이 정리 앞에서는 꼼짝없이 무릎을 꿇어야 했던, 수학
역사상 수수께끼였고 난제였다. 그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
일생을 바쳐왔지만, 끝내 빗장은 열리지 않는 듯했다. 그러나 영국의 수학자 앤드루
와일즈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하는데 성공, 1997년, 마침내 볼프스켈 상을
수상하면서 수학사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소년 시절 도서관에서 이 정리와 처
음 접하던 순간, 그것을 증명하는 데 일생을 걸기로 맹세했던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무성한 실패담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7년이라는 세월을 홀로 견뎠다. 마침내
그의 꿈은 40대에 실현되었다.
그런 그의 꿈을, 멀리 피타고라스 시대부터 `수학의 아름다움` 미쳐버린 사람들의 꿈
을 한 편의 `드라마`로 엮어놓은 이 책은 수학에 친숙하지 못한 독자들에게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갖고 있는 역사와 명멸해 간 위대한 천재들의 치열한 삶을 흥미롭게
펼쳐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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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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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곳곳을 여행하고 산을 등반하면서 공부에 얽매여져 있는 몸과 마음을 풀 수 있
는 동아리입니다.
1. 합천 일대 지도
◎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시 : 대구시 부근에 이르
면, 대구시로 들어가기 전
에 고속도로를 벗어나서 '
해인사'표시가 된 길로 진
입하면 88고속도로를 이용
하게 됩니다. 88고속도로를
30분정도 운행하면 해인사
IC를 만날 수 있다.
◎ 해인사 IC 에서는 해인
사까지 약 20분정도가 소
요된다.

2. 해인사
합천의 해인사(海印寺)는 경남과 경북을 가르는 사찰로 삼보사찰 중의 하나인
법보사찰이다. 삼보사찰이란 불교에서 말하는 삼보(三寶, 즉 불佛, 법法, 승僧을
말함)를 각각 대표하는 사찰을 이르는 말이다. 나머지 불보사찰은 양산의 통도사
이고 승보사찰은 순천의 송광사이다.
해인사가 법보사찰이 된 것은 바로 팔만대장경 때문이다. 불가에서 법이란 곧
불경을 의미하고 우리나라 최대의 불경인 팔만대장경이 이 해인사의 장경각에
있기 때문에 해인사가 법보사찰이 된 것이다. 팔만대장경은 원나라의 침입 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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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으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만든 불경목판으로 강화도의 선원사에서 만들어, 깊
고 깊은 산중에 있는 이 해인사로 옮겼다고 한다.
해인사는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장경각 외에도 일주문, 봉황문, 해탈문,
구광루와 대적광전 등의 건물이 있다. 그리고 구광루 왼쪽에 있는 약수는 물맛이
좋기로 유명하다.
또 일주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철스님의 사리탑이 있다. 길옆에 넓은 터를 조
성해 그 가운데 사리탑을 놓았는데, 사리탑의 형태는 사리탑의 초기 형태인 원형
을 따라 현대적으로 조성했다. 또 해인사에는 국보급 문화재가 많다. 장경판고
(국보 제52호)와 대장경판(국보 제52호)이 대표적이고 이 외에도 석조석가여래
좌상(보물 제265호), 청량사 청량사 삼층석탑(보물 제266호), 반야사 원경왕사
비(보물 제128호), 원당암 다층석탑 및 석등(보물 제528호), 치인리 마애불입
상(보물 제222호), 석조여래입상(보물 제264호) 등의 문화재가 있다.
팔만대장경
앞의 여러 대장경들이 모두 없어져 전해지지 않으나 해인사에는 팔만대장경, 고
려대장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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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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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많다는 의미

가 포함되어 있는데, 부처님의 많은 가르침을 일컬을 때 팔만사천법문(法門)이라
하고 사바세계의 수많은 번뇌도 팔만 사천 번뇌라고 부른다. 팔만대장경의 팔만
이라는 숫자에는 부처님의 법문을 새겨서 인간의 번뇌를 씻어낸다는 의미도 포
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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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쟁을 위하여 서울마저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기게 된다.

이에 고려는 다시 한번

부처님의 힘을 빌어 외침에 대처하고 민심을 수습코자 대장경을 새길 계획을 세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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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
는데 후에 같은 강화도의 선원사로 옮겨졌고, 그 후 조선 초기에 서울 근처의 지
천사로 옮겼다가 다시 해인사로 옮겨져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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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알려져 왔다. 그러나 아직은 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팔만대장경판은 상당 부분 초조대장경 인쇄본을 그대로 나무에 붙여 복각했다
는 일부 일본인 학자들 중심의 주장도 있으나 항상 우리의 역사를 부정
적으로만 보는 그들의 못된 시각일 따름이다.

초조대장경을 바탕으로 하고 송`

거란본과도 비교하여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고쳤고 빠진 것을 찾아 넣었으며 초
조대장경에는 없었던 경서도 참고하여 본문을 다양하게 보완하였다.

이런 노력

끝에 이루어진 팔만대장경은 북송의 칙판대장경을 효시로 20여종에 이르는 각종
대장경이 잇달아 나왔다고 하나 다른 어느 대장경보다 본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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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경의

완벽한 제작은 문화국으로서 고려의 위신을 드높였을 뿐 아니라 인쇄술과 출판
술의 발전에도 크게 공헌하여 그 문화사적인 면에서도 우리 민족의 영원한 자랑
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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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인사
전경이 이 연못에 비치었다고 전하며 그래서 못의 이름을 영지(影池)라고 했다
고 한다.

《제22호 석삼지》 105

<스페이스>
스페이스는 수학과 내의 전산동아리입니다. ‘전산부’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서
1995년‘ 스페이스로 개명하고 지금까지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같은 정보
화시대에 컴퓨터 관련 자격증 하나 없다면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동아
리에서는 컴퓨터에 대한 깊은 연구는 하지 못하지만 서로 조금씩 도와가며 자격
증 준비도 하면서 실력도 쌓고 자기 계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자주
얼굴을 맞대며 선·후배간의 정도 쌓고 있습니다. 수학과 학생으로 전산 및 수학
의 학문에 뜻을 둔 학생은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
다.
<자격증정보>
1. 워드프로세서: 기업에서 다량의 문서처리가 이루어지면서 빠르고 정확한
문서작성이 요구되고 있음.
<워드프로세서>검정은
율적인

문서작성을

컴퓨터의

위한

기초사용법과

워드프로세싱

아울러

프로그램

운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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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민워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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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목
워드르포세싱

필기시험 pc운영체제

출제형태

시험시간

객관식60문항 60분

pc기본상식
실기시험 문서편집 가능
컴퓨터 작업형 30분
2급 필기시험 워드프로세싱 용어 및 기능 객관식60문항 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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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운영체제

3급

pc기본상식
실기시험 문서편집 가능
컴퓨터 작업형 30분
워드프로세싱 용어 및 기능 객관식 40문
필기시험
40분
pc운영체제
항
실기시험 문서편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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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기시험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일반
필기시험
2급
스프레드시트
실기시험 스프레드시트
컴퓨터 일반
3급 필기시험
스프레드시트
실기시험 스프레드시트

일반
실무
일반
실무
일반
실무

출제형태

시험시간

객관식60문항 60분
컴퓨터 작업형 90분
객관식40문항 40분
컴퓨터 작업형 40분
객관식40문항 40분
컴퓨터 작업형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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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우리가 사는 곳은?!!
(주소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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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2007541001
2007941002
2007841003
2007741004
2007641005
2007841008
2007741009
2007541010
2007941011
2007841012
2007641014
2007941007
2007941016
2007841017
2007741018
2007641019
2007941020
2007841021
2007541024
2005742023
2007941025
2007841026
2007741027
2007641028
2005542034
2007741031

강태용
곽성광
구민선
권기용
금화경
김민정
김보경
김세훈
김윤경
김창훈
김학래
김현수
김효정
남연모
류정호
박경희
박상철
박소윤
박찬양
박태현
박혜미
방기룡
송숙연
송재용
신진우
안수진

2007641032 양현희
2007941034 왕아름
2007541038 이성철
2007941039 이신명
2007741040
2007541042
2007941043
2007841044
2007741045

이신영
이정은
이효정
임대호
장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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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641046
2004842046
2007941048
2007841049
2007541051

정선영
정현섭
조승현
최성한
황선주

2학년
2006542001
2006942002
2004542003
2006842003
2003854012
2004842005
2004642007
2006542006
2006942007
2003642008
2004642016
2006842008
2003842010
2003742011
2006742009
2002641028
2003642012
2003641018
2006642014
2006942016
2006842017
2003642017
2006942020
2004842028
2006742022
2006642023
2005842036

강민주
강하나
권현근
김경화
김경훈
김두희
김민주
김세영
김은주
김정환
김지원
김진주
김태겸
김태성
김현민
김현실
남정욱
박규태
박승혜
박유진
박정혜
박종훈
서정완
서중원
송민철
송희정
심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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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742033
2006742027
2006642028
2006542029
2006842030
2006742031
2006942034
2006742036
2006642037
2006542038
2003542031
2003742034
2004642043
2006742040
2003842038
2006644035
2006642041
98152041
2003941056
2006542042
2006842044
2003841057
2003741058
2003942041
2006942048
2006842049
2006542051
2006942052
2004742051
2002841102

양원준
오은경
우승희
우정례
우지혜
유찬석
이광욱
이미훈
이신희
이은영
이재훈
장승환
전익수
정영희
정의철
정주은
정혜은
정혜진
조성현
조윤영
조희선
진혜식
최명남
최상원
최유미
편슬기
하정아
함영진
황주석
황태랑

3학년
2005642001
2005542002
2005942058
2005842004

강금주
강미진
강민찬
공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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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742005
2005642006
2002741009
2005842059
2005642010
2004942013
2005942012
2003542009
2004942018
2005742014
2005642015
2005744017
2002841035
2005542016
2002641037
2005842018
2003741021
2005842022
2005642024
2005542025
2005942026
2005742028
2003941029
2002841049
2005842031
2005742032
2005742037
2003841034
2005642038
2001541062
2005642042
2001741078
2004942040
2004842041
2003942032
2005942044
2005842045
2002941075
2005742046
2003542036

권순혁
권지원
김경덕
김보영
김승원
김윤미
김주나
김준식
김진희
김향원
노현정
문연미
민경두
박경인
박민혁
박보미
박우영
박차연
방주미
배혜진
백옥남
변정연
손석우
송두성
신미홍
신인혜
안희록
어일선
엄다영
이근정
이선화
이재영
이정희
이주영
이지혜
이행진
장나영
전수현
전정현
정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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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642047
2005945041
2005942049
2005742050
2003842047
2002641087
2001941097
2005542052
2005742055
2002941101

정영선
정예림
정진형
정형정
지상미
진종민
천동철
최아람
최한나
황상현

4학년
2002541001
2004742001
2002841003
2001841001
2003642003
2004742006
2004542008
2004942009
2001541009
2004842014
2004742015
2001941021
2001841030
2000741037
2003842015
2001941034
2004942022
2004642025
2000441048
2000741053
2001941047

강두석
강선옥
강성하
강지관
김미리
김미연
김보경
김보영
김세용
김은정
김지연
김직용
류성욱
문연근
문현정
박동성
박소영
박효선
박희섭
서지윤
성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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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942031
2004842032
2001841051
2000441064
2003942046
2001741060
2001641061
2000141075
2003842029
2003642030
2004642039
2002841071
2004742042
2004942045
2003542040
2003942050
2003842042
2004542049
2004842050
2001641102

신여민
신연리
심영재
여춘호
오수경
윤양석
윤주상
이민수
이아영
이연주
이은미
이현주
임혜정
정예원
조은영
최임호
하은미
하주희
한지연
홍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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Ⅺ. 우리들의 뒷이야기
(편집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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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 : 올해도 어김없이 석삼지가 탄생하네요^^ (기대기대~)
프라우다가 예전보다 활짝 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맘이 아프네요ㅠ
그렇지만 이렇게 꿋꿋하게 책이 탄생하는 건 뒤에서 묵묵히 프라우다를
지켜주는 이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며 얼굴에 함박미소
를 한번 띄워봅니다^^
멋진 석삼지가 나올 수 있게 도와준 교수님들과 수학인 모두에게 감사
인사 드리며 그리고 무엇보다 밤새워가며 편집하고 있는 우리 사랑스런
프라우다 후배님들께 박수를 보냅니다~(짝짝짝짝~)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하지만 멋진 석삼지 기대할께~ㅋ 수고
많았어^^
프라우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한나 : 다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제가 많이 도와드려야 했는데 그러
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구, 멋진 석삼지가 나올 것 같아서 정말 기대 됩니
당.
광욱 : 올해 프라우다 장을 맡으면서 미흡한 점이 너무나도 많았는데요. 저를 많
이 도와준 선배들과 동기들 그리고 부족한 저를 1년동안 잘 따라주었던
후배들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프라우다 사랑합니다~ ^^
정혜 : 드디어 책이 나왔다. 좋은 내용을 실을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우리들이
책을 힘들게 만든 만큼 학우들이 책을 재미있게 읽어줬으면 좋겠다.
슬기 : 정말 뜻깊었던 시간들이었다. 정말 힘들게 편집을 했는데, 이렇게 책이 나
온다니.. 믿을수가 없다. 우리 프라우다 사람들의 모든 정성이 담겨있는
책!! 모두들 책 만드느라 수고하셨어요^^
주석 : 드디어 프라우다 석삼지 발간... 올 한해도 모두 수고 많이 했어요. 날씨
가 많이 추워질 텐데 다들 감기 조심 하구요. 책 펴내느라 모두 수고하셨
어요. 즐거운 한해 마무리 합시다~
하나 : 꺄오 >ㅁ< 드디어 석삼지가 나왔다!!! 안의 내용도 더 알차고 볼 것도
많아서 너무 기대가 된다~ 수학과 학생들♡ 많이많이 봐주세용^^
경화 : 앙케이트 설문지 잃어버린 의철선배! 저주할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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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 책을 펴내면서 참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재미있는 내용이 많은 것 같아 뿌
듯합니다 ㅎㅎ

현희 : 고등학교 때 이후로 가장 긴 글을 쓴거 같다. 생각 보다 글 쓰는게 쉽게
않아서 힘들었다. 프라우다 파이팅!!
경희 : 글을 쓰게 되면서 추억이 떠올리면서, 선배들과 동기들 함께한 행사여서
즐거운 추억이 된 거 같았고, 이런 책을 쓰게 돼서 뜻깊었다.
신영 : 대학와서 학교행사들이 많아서 좋은추억 많이 만든 것 같구요. 이런글들
을 적게 돼서 1년을 다시 되돌아 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 기분 좋았어
요. 수학과 파이팅!!
혜미 : 영화감상문이라는 걸 처음 써봤는데 다시 한 번 더 영화에 대해서 생각
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김효정 : 프라우다 들어와서 처음으로 석삼지 책을 만들었는데, 올해 수학과 행
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글을 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석삼지 만들면
서 재미있었고, 프라우다 파이팅!
정호 : 책을 만드는 데에 글을 하나 적었지만 다른 건 한게 없는 거 같다. 뭘 해
야 할까......
찬양 : 처음으로 책 만드는 데에 참여했다. 처음이라 미숙한 점이 있지만 다음에
참여할 때에는 더 잘하고 싶다.
정환 : 우리과 학생들의 여러 가지 앙케이트 조사를 통해 재미있었고 편집후기에
참여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
보경 : 글 쓰는게 힘들긴 했지만 재미있었다.ㅋㅋ
내 글이 석삼지에 실린다는게 부끄럽긴하지만
나름 자랑스러운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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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 : 오랜만에 글도 쓰고 좋은 경험이었고 힘든 점도 없진 않았지만 뿌듯했다.
화경 : 별로 한 일은 없지만, 제 글이 실린 책이 나온다니 뿌듯한걸요. 고생하신
선배님들, 친구들 모두 수고하셨어요~^^
이효정 : 글 쓰는데 진땀 뺏지만 그래도 쓰는 동안 새록새록 그때의 기억이 떠올
라 뜻 깊은 시간이 된것같다.
책에다 실리니 더욱 뿌듯하다!!^^
의철 : 석삼지를 쓰며 여러가지 수학과에 알지못한 일들과 여러가지 재미잇는 글
과 앙케이트를 볼수잇엇고 석삼지에 내가 좋아 하는 글을 올릴 수 잇었어
참좋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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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 수학 퀴즈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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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 신비』
더하기와 빼기, 곱하기 그리고 분수 기호와 제곱근을 사용하면서 4를 네 번 써
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는 18이다. 그러나 19는 어떤 기호를 사용해도 4
를 네 번 써서 표시할 수 없다. 4가 네 번 들어가게 해서 1부터 18까지의 숫자
를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가운데 하나씩 예를 들면 다
음과 같다.

1= 



7=  -4



13=  + 



 
2=  + 
 

8=4+4+4-4


3= 



9=  +4+4



4=  +4


  
10= 


∙
5= 



11= 

   



17=  + ∙ 



6=  +4


  
12= 


18= ∙ +4- 


14=4+4+4+ 


15=  +4

16=4+4+4+4

『확률 계산을 못하면 손해』
큰 나무 주사위를 잘라 만든 작은 주사위 64개의 겉면은 모두 합해 384개이며
그 가운데 96개는 큰 주사위 겉면에 있던 것이므로 하얀 색이다.
크리스티나는 주머니 안에 잇는 작은 주사위 64개 중 하나를 보지 않고 꺼내
던져서 하얀 색 겉면이 나올 때 설거지를 돕겠다고 제안했다. 이 제안에서 하얀
색 겉면이 나올 확률은 384개의 겉면 가운데 우연히 96개의 겉면이 나오게 될


수학적 확률과 같으므로  =  =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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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도일까요?』
그림처럼 보조선을 그리면, 사각형 BCEF는 정사각형이 되고 ∠ DBF=60°이므로
이등변삼각형 BDF는 정삼각형이 됩니다.
따라서
∠ DEF=(180°-60°-90°)÷2=15°이고,
∠ CED=90°-15°=75°

『교수님의 나이』
2450=2×5×5×7×7이고 세 사람의 나이의 합 가운데 같은 값이 나오는 것은 (7,
7, 50), (5, 10, 49)의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조교의 나이는 32살. 그러나 문제는 조교가 아니라 교수의 나이를 묻고
있습니다.
가능한 두 조합 (7, 7, 50), (5, 10, 49) 가운데, “그 세 사람 모두 나보다 나이
가 적다네”라는 교수의 말이 힌트가 될 수 있는 것은, 교수가 50살에 세 사람이
(5, 10, 49)일 때뿐입니다.
그러므로 교수의 나이는 50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