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을 펴내면서

올해로 벌써 23회 석삼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책을 만드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절실히 느끼면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었지만 저의 미흡한 실력 때문에 부족하거나 조금은 부족한
석삼지가 되진 않았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우선 이 책을 만들 수 있게 도움을 준 여러 학우들에게 감사드리며
내년엔 더욱더 알차고 유익하게 발전한 석삼지가 나오길 기대하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쪼록 이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수학과 화이팅~!

- 수학은 지극히 뻔한 사실을
전혀 뻔하지 않게 증명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 게오르그 폴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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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들의 글 <수학자 이야기 + 독서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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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학자 피타고라스에 대해서 - 07 김효정
수학자 오일러에 대해서 - 07 정선영
수학자 가우스에 대해서 - 07 이효정
현대 대수학의 아버지 힐베르트 - 정주은
학문의 즐거움 - 서정완

Ⅳ. 가볼만한 여행지 <여행지 소개>
∘ 여행을 떠나요 - 07 박경희, 07 박혜미
∘ 여행지조사1 - 08 이소영
∘ 여행지조사2 - 08 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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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대 - 08 조경실
O·T - 08 이선미
신·복 - 08 이기석
개강총회 - 08 정윤아
프라우다 M·T - 08 홍동수
짚신 M·T - 08 조윤주
견학 - 08 최은지
농촌 봉사 활동 - 08 박진수
대동제 - 08 최희영
지리산 여행 - 07 남연모
이화제 (체전) - 08 황수진

Ⅵ. 영화 감상문
∘
∘
∘
∘

영화감상문 - 08 최은하
영화 이글아이를 보고 - 08 송용혁
어거스트 러쉬 - 07 김보경
뷰티풀 마인드 - 07 금화경

Ⅶ. 수학과 이야기2 <수학과 행사사진>
Ⅷ. 누굴까?! 누구?! <수학과 앙케이트 조사>
Ⅸ. 쉬어가는 코너
∘ SUDOKU
∘ 축구에 관한 세계의 기록들

Ⅹ. 우리 동아리가 최고~! <동아리소개>
∘짚신
∘프라우다
∘스페이스

Ⅺ. 논문 이야기
Ⅻ. 수학과 연락처

Ⅰ인사말.

∘학과장 인사말
∘학회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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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 인사말>

한응섭 교수님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
산엔 이미 단풍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연도 올 한 해를 마무리 해 갑니다.
우리 과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석삼지를 만듭니다
또한 재학생과 동문이 함께 하는 수학인의 날도 엽니다..
이 행사들이 마무리되면 4학년은 졸업하고
새로이 신입생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제23호 석삼지를 만드느라 수고한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그리고 원고를 기꺼이 만들어준 학생들과
이를 지도하여 주신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석삼지와 수학과의 무궁한 발전을 우리 모두 기원합시다.
수학과장 한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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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장 인사말 >

김

준

식

수학과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석삼지의 23번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학우 여러분의 1년동안 지내온 아름다운 글들과 학우들의 노력으로 나온 수학과이야기들
로 인해 석삼지가 더욱 빛나는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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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장이 되었습니다. 옆에서 많은 힘이 되어준 우리 부학회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언제
나 묵묵히 도와준 집부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뒤돌아보면 언제나 빠른 시간들이지만 그 시간은 언제나 추억으로 돌아와 우리의 곁을
지켜줍니다.
여러분들의 지나간 올 한해가 행복한 추억으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조그마한
바램입니다.
한해동안 저를 지켜봐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Ⅱ. 교수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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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솔의 고마움

이병수 교수님
아직도 오른손으로 식사를 하는 인도인을 볼 수 있고, 손가락을 이용해
서 양치질을 하는 시골 노인들을 볼 수 있으니, 정확히 모르기는 해도 칫
솔과 숟가락의 원조는 아마도 손가락인 것 같다.

칫솔은 숟가락과 함께

인간이 필요해서 만든 것 중에서 입 안에서 사용되는 몇 안 되는 도구 중
의 하나이다. 그것은 매일 세 번 정도는 우리의 손을 매개체로 해서 하루
총 십분 정도의 작업을 하는 필수 불가결한 물건이다. 물론 대체할 수 있
는 열 개의 손가락이 있지만 능률면에서 칫솔만큼이나 하겠는가?
며칠 전 우리 집 목욕탕 겸 화장실에 오랜 시간 흩어져 있는 칫솔이 모
두 몇 개인지를 대충 헤아려 보았다. 식구가 다섯 명인데 칫솔의 수는 스
무일곱 개였다. 참 많은 것 같다고 느껴 왔지만, 칫솔통 안팎으로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것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다. 가끔 오셔서 주무시고
가시는 부모님, 방학 중 놀러오는 조카와 생질, 그리고 질녀들, 곗날이라
가족들과 함께 와서 하룻밤을 묵고 가는 친구들, 처제와 동서들, 멀리서
다녀가는 동생 가족들이 흘리고 간 것들이 대부분이였다. 올 때는 새 것
을 사 가지고 오거나 여기에 와서 새 것을 산 경우들이다. 어머니께서는
목욕탕 안 선반위에 일정하게 두고 오실 때마다 챙겨 사용하시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 한두 번 쓰고, 갈 때는 잊어버리고 두고 간 물
건인데, 다음에 오면 쓰겠지, 혹은 그 때 돌려줘야지 하고 생각을 해 봤
지만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 한두 번밖에 사용하지 않은 것을 과감히 버
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흔쾌히 사용하기도 그렇고 해서 무심결에 두고
봤다.
나는 이제 이 칫솔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먼저 우리 가족들이
사용하고 있는 칫솔이 어느 것인가를 알아야 했다. 다섯명이 다 모여야만
정리가 가능한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마음을 먹은 지 한 달 후.
다 모여서 확인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최종결정을 내린 후, 각자 자기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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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루만 개인적으로 직접 보관하도록 했다. 물론 자세한 설명을 하여
이해를 얻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친족이나 친구 가족들의 칫솔을 일단
끓는 물에 삶았다. 확실한 소독을 한 것이다. 한두 번밖에 사용하지 않은
칫솔이라 거의 새 것과 진배 없었다. 그리고 친족이나 친구들이 사용한
것이라 재 사용에 무리가 없다고 느꼈으며. 칫솔 한 개 값이 천 오백원
이라고 할 때 약 삼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래서 가족들에게 당분간 칫솔을 사지 말고 이것을 재 사용할 것을 당부한
후 일정한 곳에 두었다. 어렵게 자라서 그런지, 절약이 미덕이라고 생각
한 나의 신념 때문인지, 혹은 물건을 천대시하면 그만큼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결정했는지 모른다. 이유야 어쨌든지 나는 이
칫솔들을 다 사용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의 이 순수하고도 간곡한 바람은 가족들의 호응을 전혀 얻지
못했다. 우선 고등학교에 다니는 녀석이 나의 염원을 슬며시 거절하고 새
칫솔을 구입하여 사용했다. 어제는 나와 가장 가까이 지내는 친구(나는
나의 아내를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거금(?)을 들여 우리 가족들
의 칫솔을, 여분을 포함해서 모두 여덟 개를 사왔다. 더군다나 다른 애들
이나 나의 칫솔은 아직도 사용이 가능한 데도 말이다. 이 친구의 주장은
“궁상을 떨지 말고 마음 편하게 살자”이고. “궁상과 절약은 전혀 다르다”
는 나의 의견은 그 친구에게 전혀 먹혀들지가 않았다.
이제 나는 이십여 개의 새(?) 칫솔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만 했
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어려움이 있을 때 호젓한 산 속을 걸으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었고, 컴컴한 화장실에서 편한 마음으로 무리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었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나의 주장을 내 친구에게 끝까
지 내세울 수는 없었다. 나 혼자 그 많은 칫솔을 사용함으로써 내 친구와
나의 큰 녀석에게 나의 바람을 전하기로 했다. 식당에서 사용하는 숟가락
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한 번 씻은 후 거림낌없이 재
사용하며, 심지어 끓는 물에 삼지도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입 속으로
하루에도 수십번,. 혹은 수백 번씩 들락 날락거리지 않는가? 우리는 그것
을 알면서도 그렇게 사용하는 것에 심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 그
러나 한두 번밖에 사용하지 않은, 그것도 친족이나. 지기들이 사용한 칫
솔을 끓은 물에 삶았는데도 사용하기가 꺼리고 있다. 이것은 분명 관습의
문제이고 인식의 문제이며, 따라서 우리 각자의 마음의 문제이다. 나와
관계되는 모든 일은 나의 마음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기억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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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 세상에 어떤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나 칫솔 한 개의 값이 오만원
이나 한다면, 모르긴 해도 친족이나 지기들이 칫솔을 흘리고 다니지도 않
을 것이고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새 칫솔을 사 오지도 못했을 것이다.
최소한 칫솔의 가격에 의해 우리의 인식이나 관습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비록 칫솔에 한정된 이야기이지만. 실제 우리 생활의 많은 경우에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 하다.
우리는 잘못된 관습을 버리고 내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종이 한 장의
무게는 너무나 가벼워 단 한 번의 콧바람에도 쉽게 날아가지만, 그것이
쌓여 한 권의 책이 될 때는 어지간한 바람에 미동이나 하겠는가? ‘티끌
모아 태산’ 이라는 속담이 이제는 넉넉한(?) 사람들의 궁상스런 이야기라
는 넋두리를 들을 때 우리 인간들은 좀 더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다짐한
다. 이제 새롭게 된 칫솔을 사용하지 않는 애들과 그들의 의견에 따라 새
칫솔을 사온 나의 친구에게 마음의 허전함을 전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 이제 이십여 개의 새 칫솔을 아무리 헤프게 쓰려고 해도 앞으로 일
년 이상을 걸릴 것 같다. 나는 올해도 이십여 명의 자고 가는 친구나 친
족들을 맞이할 것이다. 그들이 다시 칫솔을 흘리고 가면 내년에도 칫솔을
살 필요가 없게 된다. 손님들에게 일일이 칫솔을 챙겨 줄 수가 없으니 말
이다. 두고 간 칫솔을 냉정히 처리할 수 있는 마음은 털끝만큼도 없으니,
나는 앞으로도 아마 평생 남이 한 번 사용한 칫솔을 깨끗이 삶아 재사용
할 것이다.
비록 하찮은 칫솔이지만 그것의 가치는 엄청나다는 것을 마음속에서 알
아야 한다. 우리가 언제 다시 휴대용 칫솔인 손가락을 사용해야만 할 때
가 올지도 모른다. 하찮은 것이라도 그것의 고마움을 진정으로 알아야 내
마음이 보답을 받을 것이다.

수필 부산 동인회
“隨筆” 통권 49호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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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성수학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

김승원 교수님
오늘이 11월의 첫 월요일이네요. 하루 종일 무엇인가 할 일을 잊은 것 같다는
느낌이 있더니 잠자리에 막 들려는 순간 원고 청탁을 받은 것이 기억나서 결국 노
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제 소개에 대한 글을 부탁 받았는데 글을 쓰기 시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에 입학한 것이 1990년이니까 그때로부터도 어느덧 19년 가까이 흘
렀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인 만큼 여러 가지 기억들이 남아 있지만 오늘은
우리 경성대 수학과의 일원으로 글을 쓰고 있는 만큼 수학과 관련하여 지낸 시간
들을 추억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석삼지를 만드는 것처럼 저도 대학 때 몇몇 과 동기들과 함께
“셈터 소식지”라고 하는 학과 내의 전공 학회지를 만들었습니다. “셈터”는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활동했었던 전공학회였는데 아쉽게도 얼마가지 못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당시 서강대에는 많은 수의 다양한 동아리가 있었는데 입학할 때
만 해도 수학 외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과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
회를 버리고 전공학회를 선택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
금 생각해보면 함께 모여서 토론하였던 수학들이 우스운 것들도 많았고 굉장히
미욱한 수준이었지만 열정 하나 만큼은 오히려 수학자가 된 지금 현재 보다도 훨
씬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의 전문 분야는 위상수학이지만 제가 대학에서 가장 좋아했던 과
목은 3학년 때 배운 현대 대수학이었습니다. 수학의 각 분야는 서로 유사한 점이
있으면서도 각기 독특한 향기가 있는데 학부에서 배우는 여러 과목 중에서 아마
도 대수학이 풍기는 향기에 가장 매료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저는 수원에서
서울로 통학을 하였기에 매일 왕복 2시간 정도씩 전철을 이용했었는데 앉아 있던
서 있던 항상 현대 대수학 교재와 씨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박승안 교수
님(서강대에 재임하시다가 재작년에 은퇴 하셨습니다)의 책에 있는 연습문제를 원
없이 풀어 보았는데, 각 문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수준은 전혀 아니
었고 다만 대수적 증명법에 충분히 숙달될 수 있었던 것이 제가 얻은 가장 큰 소
득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몇몇 가지 일들에 미쳐서 정수론과 현대 대수학을 제외하고는 4년 1
학기가 될 때까지 그다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고 성적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 때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것을 그 후에 몇 년 동안 메우느라고 엄청나게 고생
한 기억이 나네요.) 졸업이 다가오자 부모님께서는 제게 취직을 원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최소한 10년 이상 수학에 승부를 걸어보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대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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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오자마자 고등학생 과외 지도를 시작하여 당시에는 꽤나 경력이 붙어 있었기
에 내심 생활비까지 충분히 벌 수 있다는 생각이 그러한 결정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 같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과정 한 학기를 마칠 때 즈음에 서강대로 새로운 교수
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 분이 결국 제 지도교수님이 되셨습니다. 교수님의 전공분
야는 대수적 위상수학! 앞으로 대수학을 전공할 것인가 위상수학을 전공할 것인가
둘을 놓고 한창 고민하던 차에 제 귀에 들려온 대수적 위상수학이라는 분야는 아
내를 처음 만나던 날 만큼이나 상당히 끌렸고 지도교수님의 수업에 청강을 들어
간 지 정확히 한 달 만에 대수적 위상수학을 전공분야로 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
다. 물론 허락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고 다행히 자격시험을 잘 치룬 덕에 지
도교수님의 논문지도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석사 1학년 때의 1년을 제외하면 나머지 대학원 생활 7년 동안은 세미나를 한
기억밖에 없습니다. 대충 계산해 봐도 최소한 500회 이상인데 한 번 할 때마다
쉬지도 않고 3시간 이상씩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대여섯 시간도 하곤 했었습니다.
심도 있는 책이나 다른 사람의 논문 이해, 문제 풀기, 이전에 제기된 여러 가지
수학 문제의 증명, 새로운 아이디어 창조 및 토론 그리고 논문 작성 등이 세미나
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즐거운 시간도 꽤 있었지만 매번 세미나를 준
비하는 것은 숨이 턱턱 막히는 상당히 힘든 일이였습니다. 같은 팀의 선배들과 작
당해서 슬쩍슬쩍 세미나를 째기도 했었는데 지도교수님은 충분히 눈치챌만한 경
우에도 항상 모르는 척 넘어가 주시곤 하였습니다. 그 때 팀 선배 중 한 분은 지
금 진주 경상대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이미 적지 않은 양의 노하우가 축척되어 있기 때문에 박
사학위를 받아도 일반적으로 곧장 하나의 독립된 학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서 보통 2-5년 정도 Post-Doc(박사후 과정)을 밟게 되고 그런 연후에 비로소 한
사람의 학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시기의 최대 장점은 자신의 연구를 할 시간이
충분히 확보된다는 것이고 가장 큰 단점은 비슷한 나이의 주변 사람들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았던 관계로 UCLA
에서 2년 그리고 고등과학원에서 1년 동안 마음껏 연구를 할 수 있었고 그 때 인
연을 맺은 사람들과 지금도 공동연구를 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사실 UCLA로 나
갈 때 영어회화는 거의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수준이었는데 일상생활이야 아내의
도움으로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었지만 세미나를 비롯한 학교에서의 모든 일은
제가 직접 부딪혀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진땀나는 생활의 연속이었
습니다. 지금 생각해보건대 만약 전공이 수학이 아니었다면 이것이 도무지 가능하
기나 한 일이었는지 정말 의심이 갑니다.
이 곳 경성대에서의 생활은 제 인생으로 보자면 막 반환점을 돌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제부터는 연구 만큼이나 교육도 제게 중요한 일인데 사실 여러
분과 함께 하다보면 그 자체가 즐거운 일이고 저도 또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
다. 지금은 대부분 3학년 학생들과 알고 지내고 있지만 3학년 친구들과의 생활이
즐거운 만큼(저만 일방적으로 즐거웠던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의 생활도 즐거우리라 상상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짬짬이 쓰다보니 어느덧 화요
일 늦은 밤이 되었네요.

Ⅲ. 우리들의 글
<수학자 이야기 + 독서 감상문>

∘ 수학자 피타고라스에 대해서 - 07 김효정
∘ 수학자 오일러에 대해서 - 07 정선영
∘ 현대 대수학의 아버지 힐베르트 - 정주은
∘ 학문의 즐거움 - 서정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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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자 피타고라스에 대해서.. >

07학번 김효정
피타고라스의 생애
피타고라스는 그리스의 철학자, 수학자, 종교가였다. 그는 에
게 해의 사모스 섬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나이가 탈레스보다
50살쯤 아래이고 또 밀레투스에 있는 탈레스의 고향 근처에
서 살았던 것으로 미루어 피타고라스가 탈레스의 밑에서 공
부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는 많은 지역을 여행하기를 좋아하고 혼자 있기를 싫어하
는 사람으로 제자 한 명과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수학적 지
식을 쌓아 나갔다. 그가 인도와 영국에까지 여행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었으나 아마 이집트와 바빌로니아를 여행하면서 얻
은 수학적 지식으로 체계를 구축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가 여행을 끝내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 이오니아 지방은 페르시아의 지배아래
있었고 사모스는 폴리클라테스의 압제정치 밑에 있었다. 그래서 그는 하는 수 없
이 남부 이탈리아에 위치한 그리스의 항구도시인 크로톤으로 이주하였다.
운 좋게도 그는 그곳에서 최고 부자 밀로의 후원을 받게 되었으며 제자이자 밀로
의 딸 테아노와 많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였다. 밀로는 자신이 살고 있
는 근처에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 한 곳을 내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피타
고라스 학회'인 것이다. 한 기록에 따르면 피타고라스는 메타폰툼으로 피신을 했
으나 그 곳에서 살해된 듯하다. 이때 그의 나이가 75세에서 80세 사이쯤 되었다.
피타고라스, 메달(395~410)-본래 종교모임이지만 그가 창설한 피타고라스 승려
회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사고에 영향을 준 원리를 형성했고 수학과 서구
합리철학의 발달에 기여했다.
피타고라스는 BC 532년경 남부 이탈리아로 이주했는데 아마 사모스의 참주정치
를 피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곳에서 그는 크로톤(지금의 크로토나)에 도덕·정치 아카데미를 세웠다. 피타고
라스의 가르침을 그의 제자들의 것과 구별하기는 어렵다.
그의 저작 가운데 남아 있는 것은 전혀 없으며, 제자들은 스승의 권위를 아무렇
게나 인용해 자신들의 교리를 정당화하려 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피타고라스는 객관세계 및 음악에서 수(數)가 갖는 기능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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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에 관한 이론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다.
종종 그의 이름과 결부되는 그밖의 발견들(예를 들면 정4각형의 변의 길이와 대
각선 길이의 약분 불가능성 및 직각3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 등)은 아마도 피타고
라스 학파의 제자들이 나중에 밝혀낸 것인 듯하다. 더 나아가 피타고라스 자신에
게서 직접 나온 지성적 전승의 대부분은 과학적 학문이라기보다는 신비주의적 지
혜에 가깝다.
사상정리)
-모든 수의 합은 원이다-피타고라스
-"신에게 고유한 숫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
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신은 모든 숫자의 합
이기 때문이다.
-내가 '만물은 수로 이뤄져 있다'고 한 것은 모
든 만물이 자기의 고유 영역이 있다는 뜻이다.
즉 자기만의 성질이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만
물은 모두 자기 성질을 통하여 조화를 이루도
록 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신의 의지다.
-'모든 물체의 근원은 수'라는 내 말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본질을 설
명하기 위한 말일 뿐이니까.
-모든 숫자의 합은 원이다. 원이라 함은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태양도 원의 모양을 하고 있고, 달도, 별도 그
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모두 원을 그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주도 원을
그리며 돌고 있다.
-별과 달과 해 그리고 이 땅이 모두 원을 그리며 돌고 있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항상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되어 있다. 모든 물질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영혼도 예
외가 될 수 없다. 모든 영혼은 반드시 원을 그리며 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
게 마련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사람도 언젠가 돌고 돌아서 다시 사람의 자리로 돌
아오는 것이다. 그것이 신이 만든 조화의 법칙이다.
-이 모든 조화가 이룩된 세계, 그것을 일러 피타고라스는 '코스모스'라고 규정했
다.
-이 같은 사상은 결국 생명존중 사상을 낳게 되고, 또 '우주가 곧 나'라는 물아일
체 사상을 낳았던 것이다.

16

≪ 제23호 석삼지 ≫

피타고라스의 업적)
① 피타고라스의 정리
② 홀수와 짝수의 분류
③ 삼각수와 사각수
④ 홀수의 합과 사각수의 관계
⑤ 완전수의 발견
⑥ 친화수(우애수)의 발견
⑦ 무리수의 발견
⑧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2직각임을 증명
⑨ 황금분할과 황금비
⑩ 정삼각형의 작도
⑪ 정다면체는 5종류(정4면체,정6면체,정8면체,정12면체,정20면체)뿐이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직각삼각형의 직각을 포함하는 두 변 위의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빗변 위의 정
사각형의 넓이와 같다'라고 하는 정리.
이는 고대 인도나 바빌로니아 중국등에서도 3:4:5의 삼각형에 대한 것은 알려져
있었으나 증명되지 못하였고. 오늘날은 가장 일반적인 유클리드의 증명법을 포함
해 100여종의 증명법이 존재 한다고 한다.
또 직각삼각형의 세 변이 될 수 있는 세 자연수의 비 또는 짝을 피타고라스의 수
라고 한다. 이 세 수에 같은 수를 곱해서 생기는 세 수도 피타고라스의 수가 된
다.
ex) [3,4,5] [5,12,13][6,8,10][8,15,17][9,12,15][]7,24,25][2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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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자 오일러에 대해서..>

07학번 정선영
오일러 [Leonhard Euler, 1707.4.15~1783.9.18]
그는 18세기의 가장 뛰어난 수학자라 할 수 있다.
업적의 양이나 질에서 어느 수학자도 오일러를 능
가하기는 어렵다. 일생 동안 500여 편의 저서와 논
문을 발표하였고, 현재까지 나온 전집만 하여도 75
권에 이른다. 심지어 그가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였
을 때에도 그의 연구 활동은 위축되지 않고 계속되
었다. 오일러가 살아 있는 동안 과학잡지나 학술지
들은 실을 글이 떨어질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
데, 이는 오일러가 잡지에 기고한 논문이 워낙 많았
기 때문이다. 또한, 그가 죽은 후 43년이 지나서야
그의 저서들을 모두 출판할 수 있었다고 한다.
1707년 스위스의 바젤에서 태어난 오일러는 목사였던 아버지의 바람으로 한때 신
학 공부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뛰어난 재능과 근면성으로 당시 유명했던
수학자 베르누이의 인정을 받아, 그의 도움으로 1727년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
크 아카데미에 임용되었다.
그가 처음 임용된 자리는 수학이 아닌 의학부였는데, 그는 이 자리를 위해 생리
학을 공부하였으며, 이때 귀의 생리학을 공부하면서 음향의 본성과 전파에 대한
논문을 쓰기도 했다.
또한 오른쪽 눈의 시력약화로 요양 중 음악에 흥미를 가져 ‘새로운 음악 이론의
시도’라는 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학이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할 때에도 그의 관심은 언제나 수학적인 방향으로 귀착되었다. 다니엘 베르누이가
스위스로 돌아간 이후 오일러는 그 뒤를 이어 수학 교수 자리에 앉았고 눈부신 활
약을 보여주었다.
1735년 그는 마침내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었으나 이러한 신체적 결함 역시 그의
연구 생활을 조금도 저해하지 못하였고, 오일러는 수학 분야뿐만 아니라 그 응용
분야로 역학, 유체 역학, 광학 등의 주요한 문제들을 연구하였다.
러시아의 억압적인 정치 상황에 싫증난 오일러는 1747년에 프러시아의 프리드리
히 대왕의 초청을 받아들여 베를린 과학 아카데미로 자리를 옮겼다. 그런데 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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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생활은 프리드리히와의 불화로 행복하지 못했다. 프리드리히는 수학을 장려하
는 것을 의무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는 자신이 수학을 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경멸하였다. 프리드리히는 오일러가 재미없고, 너무 조용하고, 잘난 체하지
않는 학자라고 생각했다. 이 프러시아의 대왕은 오일러의 한쪽 시력이 약하다는
것에 개의치 않고 그를 '수학적 외눈박이'라고 불러댔다. 그러나 오일러의 재능은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화, 하수, 운하, 연금제도 등의 실질적인 문제에 그를
기용했다.
오일러는 프리드리히와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자 1766년 예카테리나 2세의 간절한
초청을 받아들여 다시 러시아로 돌아왔다.
1771년 왼쪽 눈마저 실명 상태가 되었으나 그는 연구 활동을 계속했고 처음에는
아들에게, 후에는 서기에게 연구 내용을 받아쓰게 하면서 물 흐르듯 쏟아지는 그
의 연구와 활동을 중단하지 않았다.
오일러는 삼각 함수의 기호 사인(Sin), 코사인(Cos), 탄젠트(Tan)와 호수의 기호i,
자연 대수의 밑수 e를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사람이다.
오일러의 자취는 어느 수학 교과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해석학, 미분방정식,
특성함수, 방정식론, 수론, 미분기하학, 사영기하학, 확률론 등의 수학 분야뿐만
아니라 물리학 분야에서도 뛰어난 업적을 남겼고, 또한 변분계산법과 복소함수론
을 만들기도 했다.
또한, 그의 기억력은 비상했는데 처음 100개의 소수를 다 외우고 있을 뿐 아니라,
제곱, 세제곱, 네제곱, 다섯, 여섯 제곱수까지 외우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수표
를 뒤적이고, 연필을 꺼내어 종이에 계산을 하고 있는 동안 그는 2414 나 337
같은 수를 암산으로 해 버릴 수 있었다. 그는 아주 어려운 계산도 암산으로 해냈
는데 50자리까지도 정확하게 계산해 낼 수 있었다고 한다.
오일러는 실명에도 불구하고 죽는 순간까지 수학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
는 어떤 이와 천왕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그는 쓰러지면서 마지막으로 “나는 이제 죽는다.”라는 말을 남기고 의식을 잃었다
고 전해진다. 1783년 9월 7일이었다.
오일러 명성의 일부는 그가 지은 교과서 때문이기도 한데 아마 그의 가장 잘 알려
진 책은 1748년에 출판된 [무한소 해석 입문Introductio in Analysin Infinitorum I,
II]일 것이다.
이것에 이어 1755년에는 [미분법Institutiones Calculi Differentialis] 을, 1768~74
년 사이에는 세 권으로 된 [적분법Institutiones Calculi Integralis I, II, III]을 츨판
해서 오늘날에 이르는 해석학의 일반적인 방향을 인도한 셈이 되었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오일러의 업적은 ‘오일러의 정리‘와 ’쾨니히스베르그의 다
리 건너기’가있다.
* 오일러의 정리
오일러의 공식은 구와 연결 상태가 같은 다면체에서 꼭지점의 개수 v 와 모서리의
개수 e , 면의 개수 f 사이에 성립하는 식으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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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E + F = 2
* 쾨니히스베르그의 다리 건너기
약 200여년 전 발트해의 소련과 폴란드 국경 근처에 위치한 쾨니히스베르그라는
도시에는 다음 그림과 같은 7개의 다리가 놓여진 강이 흐르고 있었다.
‘같은 다리를 두 번 이상 건너지 않고 모든 다리를 산책할 수 있을까?

그는 먼저 강이나 다리와 같은 복잡한 요소들을 연결 상태만 같도록 단순화하였
다. 강으로 나누어진 육지의 각 부분을 점으로 표시하고, 다리는 그 점들을 잇는
선으로 표시하여 옆과 같은 그림을 얻었다.
각각의 점들을 두 가지로 나누었다. 한 꼭지점에 연결된 변의 개수가 짝수 개이면
그 점은 짝수점, 홀 수 개이면 홀수점이라고 한다. 짝수점에서는 늘 두 변이 짝이
되어 들어오면 나가게 되고, 홀 수 점에서는 들어온 후 나가지 못하는 변이 꼭 한
개 있게 된다. 따라서 홀수점의 개수가 0인 도형은 어떤 점에서 출발하더라도 출
발한 점에서 끝나도록 한붓그리기를 할 수 있으며 홀 수 점의 개수가 2인 도형은
한 홀수점에서 출발하여 다른 한 홀수점에서 끝나도록 한붓그리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한붓그리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홀수점의 개수가 4
개인 쾨니히스부르그의 다리 그림은 한붓그리기가 불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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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자 가우스에 대해서.. >

07학번 이효정
가우스 [Karl Friedrich Gauss, 1777.4.30~1855.2.23]
1777년 독일의 부른스비크에서 태어난 가우스
는 18세기와 19세기에 걸친 수학사상 로도스
섬의 아폴로 거상과 같은 존재이다. 또 그는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수학자로 세계적으로
아르키메데스, 뉴턴과 함께 지금까지 위대한
3대 수학자의 한 사람으로 누구나 생각하고
있다. 아버지는 고된 노동을 주로 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고집이 세서 교육의 가치
를 별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어
머니는 비록 교육은 받지 않았지만 공부를 장
려하고 평생을 두고 아들이 하는 일을 자랑스
럽게 생각했다고 한다. 가우스는 때때로 신동
의 징조를 보였는데 세 살 때 아버지의 사업
장부에서 계산 착오를 찾아냈다고 한다.
초등학교를 다니던 10세 때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선생님이 피곤하여 쉬고 싶었는지 학생들에게 조용히 책상에 앉아
1부터 차례로 100까지를 더하라고 말했었다. 이 정도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교사가 말을 마친 지 얼마 안 되어, 그리고 학생들이
'1+2+3+4+5=15' 이렇게 겨우 하고 있는 동안 가우스는 걸어 나와서 그 답을 선
생님 책상 위에다 써 놓았다. 이 예상하지 않았던 결과 때문에 교사의 표정은 의
심과 당황으로 어떠했을까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문제를 푸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분을 보지 않고 전체를 보는 일이다. 어떤 학생은 문제를 받자마자 1 더하
기 2는 3, 거기가 3을 더하면 6, 거기다 4를 더하면 10, 거기다 5를 더하면 15
… 이렇게 덤벼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2+3+4+…를 써 놓고 어떻게 더하면
빨리 더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사람이 있다. 1+4=5, 2+3=5,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 더하면 5가 세 번 있는 것을 알 게 된다. 그래서 거기까지의 답은 15이다.
오일러는 부분이 아니고 1부터 100까지 머릿속의 전부를 써놓고 어떻게 빨리 더
할 수 없을까를 생각했던 것 같다. 그의 방법은 마술도 아니었으며, 번개처럼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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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더할 수 있는 능력도 아니었다. 그것보다는 일생 동안 그와 함께 하였던 사물
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벌써 가졌던 것이다. 이야기는 이렇다. 그는 먼저 1부터
100까지를 머릿속에 써놓고 생각하였다. 어떻게 하면 빨리 더할 수가 있는가?
1+100=101, 2+99=101, 3+98=101, … 이렇게 101이 50개가 있다. 따라서 그 합
은 101*50=5050으로 알아냈던 것이다. 이 모든 생각들이 번개처럼 한 순간 그의
머리를 스친 것이다.
어릴 적부터 비상한 수학적 재능을 보였으므로 대공 페르디난드의 눈에 들어 15
세에 명문 괴팅겐 대학에 입학하여 3년 뒤에 졸업하였다. 그가 정 17각형을 발표
한 것은 입학한 이듬해인 1796년의 일이었다. 그는 초기에 언어학자가 되어볼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이 정 17각형의 작도를 발표한 뒤 수학자가 되는 것이 좋겠다
고 결심을 굳혔다고 한다. 1799년 헬름슈타트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는데 그 때
제출한 논문이 유명한 대수학의 기본정리의 증명이었다.
가우스의 다른 분야의 주된 업적은 유클리드, 페르마, 오일러의 전통을 이은 수론
에 과한 것이다. 1801년에 수론에 관한 걸작 <수론연구>를 발표하였다. 한마디
말하면 여기서 정다각형을 작도하는 논의(예상 외로 복소수와 연관을 갖고 있는)
와 이 작도와 수론과의 연관성을 논함으로써 논문을 끝마치고 있다. 이 수론은 그
가 사랑하던 것 중 하나였는데 한때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수학은 과학의
여왕이요, 수론은 수학의 여왕이다.'
나이 30에 기하학, 대수학, 수론에 이정표적인 발견을 한 가우스는 괴팅겐 천문대
장으로 임명 받았다. 이 직업은 평생의 직업이 되었으며 그에게 수학의 현실 세계
에 대한 응용을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 이것은 수론과는 엄청나게 다른 세상
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 분야에서도 뛰어났었다. 그는 소행성 케레스의 궤도를 찾
아내고, 지구의 자장을 그려냈다. 그는 또한 베버와 함께 자기학의 초기 학생이기
도 했다. 이 분야에 끼친 업적 때문에 지금도 물리학도들이 가우스를 존경하여 자
장의 세기의 단위로 '가우스'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베버와 협동하여 유선
전신기를 발견하기도 했는데 이는 더 야심적이고 대규모였던 모스보다 수년 앞선
것이다. 그의 수학적 응용은 천문학, 측지학, 전자기학뿐 아니라 수학의 응용에도
최소자승법, 곡면론, 퍼텐셜론 등 순수 수학에 못지 않을 만큼 큰 업적을 남겼다.
그래서 뉴턴처럼 순수와 응용 두 분야에 혁혁한 성공을 거두었다.
뉴턴과 가우스는 유사점이 많았는데 수학에서 뿐 아니라 심리적인 영역에서도 그
랬었다. 두 사람 다 성격이 차고 언제나 거리감을 느끼게 했으며 혼자 떨어져서
연구하기를 좋아했다. 비록 가우스는 19세기의 훌륭한 수학자 몇 사람을 제자로
두고 있기는 했지만 두 사람 다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다. 그뿐 학문적
인 논쟁의 아귀다툼을 싫어했다. 뉴턴은 젊은이로서 연구결과가 대중 앞에서 논란
의 대상이 되어 고난을 받는 것보다는 자기 안에서 오히려 성숙되는 것을 좋아했
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우스도 그의 새로운 발견이 당대의
유력한 과학적 의견과 부딛쳐 소리내는 것에 현기증을 내고 있었다. 이런 일은 비
유클리드 기하학을 발견했을 때 겪었던 바다. 1800년 초반까지에 그는 세계의 지
도적인 수학자로 자리를 굳히고 있었다. 그렇게 되자 그가 발표한 논문들이 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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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사 끝에 결점이 드러나지 않을까 해서 충격을 매우 걱정하였다. 대수학의 기
본정리의 놀라운 증명을 세상에 내놓은 일이나 삼각형의 내각의합은 180보다 작
을 수 있다는 것을 발표하는 것이 그런 걱정을 가져오는 것 중의 하나였다. 가우
스는 용감히 이런 일들을 발표하는 편이 아니었다. 뉴턴처럼 놀라운 발견을 접어
서 서랍 깊숙이에 넣어 놓는 편이었다.
이렇게 완고하고 보수적인 그에게도 예측할 수 없는 한 면이 있었던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이것은 프랑스의 수학자 제르멩에 대한 태도이다. 그는 19세기 초에 갖
가지 고난을 극복하고 수학계에 명성을 얻은 여자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자가
수학을 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사회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어린 소녀
로서 제르멩은 아버지 방에서 본 수학에 크게 매력을 느꼈었다. 특히 그녀는 플루
타르크가 아르키메데스의 죽음을 기술하면서 삶 자체보다도 수학을 더 사랑했다
고 쓰고 있는 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 그러나 그녀가 수학을 정식으로 배우
겠다고 말했을 때 부모는 깜짝 놀라서 반대했다.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금지되자
그녀는 촛불 밑에서 몰래 읽기 시작했다. 비밀스럽게 공부하고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하자 그녀에게서 초를 빼았고, 춥고 어두운 방에서 이런 짓을 못하게 하기 위
해 옷까지도 빼았아 갔다. 이런 극단의 방법도 제르멩을 좌절시킬 수 없었던 것은
그녀의 신체적인 내구심과 수학에 대한 뜨거운 사랑 때문이었다.
그녀가 일반적인 수학을 터득하자 고등수학에 도전할 차비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학의 교실에 들어가서 공부한다는 생각은 허용될 수 없는 터무늬 없는 생각이
었다. 교실 밖에서 귀동냥을 하기도 하고, 동정적인 남학생으로부터 노토도 빌리
기도 하고, 알아 들을 수 있는 데까지는 받아쓰기도 해서 수학을 계속하였다. 고
등 수학의 세계에 어려움이 많은 꾸불꾸불한 길을 통해 올라간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제르멩은 드디어 이를 해내고 1816년에는 탄성의 수학적 이론에 관한 훌
륭한 논문을 발표해서 프랑스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게까지 되었다. 그러는 동안
그녀는 여자로서 태어난 씻을 수 없는 죄를 탄식하지 않고 르블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하고 논문을 발표했다. 또 이런 가명으로 세계의 유명한 수학자들에
게도 편지를 썼다. 처음부터 가우스는 이 프랑스의 교신자의 재능에 큰 감명을 받
았다. 르블랑은 말할 것도 없이 <수론연구>를 주의 깊게 읽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그녀는 그 속에 포함된 결과에 약간의 일반화와 확장을 제안했다. 그러다
가 1807년에 이르러 가우스는 그 교신자가 여자인 소피 제르멩인 것을 알 게 되
었다. 자신이 드러나자 제르멩은 자기 고백과 같은 글을 가우스에게 보냈다.
… 전에 저는 선생님과 교신하면서 르블랑이라는 가명을 써서 글을 썼으므로 말
할 것도 없이 그런 은혜의 회신을 받을 만하지 못하였습니다. … 바라옵기는 제가
자신을 숨겨온 것 때문에 선생님께서 익명인 저에게 보여주신 영광을 빼앗아 가
지 않기를 빕니다. 그리해서 좀 시간을 내셔서 선생님의 근황을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우스가 관용과 이해심을 가지고 그녀에게 답장을 쓴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그
는 르블랑이 제르멩으로 '변형된 것'을 '놀라움'으로 받아들였으며 수학계의 불평
등을 깊이 통찰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어쨌든 가우스는 그녀의 수학적 업적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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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게 대단한 기쁨'을 주었다고 거듭 칭찬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했다. "내가
만일 최근에 편지에 감히 몇 마디 덧붙인다면 그것으로 내가 관심을 보이는 증거
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러면서 논법에 잘못을 지적하였다. 제르멩의 수학이 가우
스에게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편지에 의하면
즐거움을 준 것은 그녀의 수학이 아니고 그녀 쪽인 것 같다. 제르멩은 그의 본색
이 들어난 후에도 생산적인 활동을 계속 하였다. 1831년에는 가우스 자신의 주장
으로 제르멩은 괴팅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다. 이야말로 19세기 초 여
성에게 주는
최대의 영예였다. 그러나 불행하게 그녀의 죽음이 이 학위수여는 할 수 없게 만들
고 말았다. 가우스는 그 뒤 어떻게 되었는가? 78세를 향유하고, 거의 반세기 동안
을 기관장으로 있었던 괴팅겐의 천문대에서 일생을 마쳤다. 일생을 마칠 즈음에
그의 명성은 거의 신화적인 위치까지 올라갔으며, 수학의 왕자라고 하면 다름 아
닌 가우스를 뜻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신은 다른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다. '적게
그러나 원숙하게'라는 것이었다. 가우스는 그의 생애에 비교적 논문을 적게 낸 사
람이었다. 그의 논문 가운데 미발표된 것만도 십여 명의 유명한 수학자들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언제나 그의 저작이 일으킬 큰 기대를 마음에 두면서 그는 완
전하고 가능한 한 결점이 없을 때까지 출판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쪽이었다. 가
우스는 오일러만큼 쓰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한 번 쓰면 수학계는 그것을 눈
여겨 보아야 했다. 그가 남겨 놓은 과일들은 수학이 기대하는 가장 완숙한 상태로
익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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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대수학의 아버지 힐베르트 >

정

주

은

다비트 힐베르트는 벨라우에서 태어났다. 힐베르트 가문은 상인이나 장인이었고
다비트 힐베르트의 할아버지는 18세기 때 놋그릇을 만드는 기술자였다. 아마도
힐베르트의 가문은 18세기 때 유명한 가문이였던거 같다.
다비트 힐베르트는 다른 소년들과 같이 소년 시절을 보냈으며, 힐베르트가 살고
있는 곳, 대 성당에서 철학자의 납골당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었다. 그리고 다비트
힐베르트의 어머니는 별자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자랐는데 아마도 이런
어머니의 조기 교육으로 인해 힐베르트가 수학의 관심을 가지게 된 거 같다.
그리고 힐베르트가 어머니의 별자리 이야기 들으면서 보통의 수와는 달리 1과
그 자신으로만 나누어는 것이 소수라는 것을 알게 된 거 같다.
힐베르트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되었는데, 고등학교에서 만난 민코프스키는
수학적 재능이 뛰어났으며 공부도 잘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았다. 하지만
힐베르트는 능력이 뛰어나지도 않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이 나쁜 것도 아니
였고, 공부도 못하는 것도 아니였다. 하지만 힐베르트는 친구들에게 자기 자신을
시시한 사나이로 표현하였지만 그의 친구들은 힐베르트의 좋은 점을 많이 알고
있어서 나쁘게 말하는 친구들이 없었다.
그런데도 힐베르트는 언어에 관련된 과목과 물리는 우, 수학은 수, 받아서
왠만한 졸업 시험도 면제 받기도 하였다.
힐베르트는 자기를 시시한 사나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만큼 공부에 대한 열정이
뛰어난거 같다. 그리고 책의 한 부분 중 힐베르트가 남긴 말이 있는데 “나는
학교에서는 수학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다. 뒤에 다시 그것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난 이 글을 보면서 힐베르트는 수학을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수학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다.
확실한건 힐베르트는 수학이라는 과목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힐베르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로 진학하게 되었다. 힐베르트는 대학이
자유로운 곳이라는 것을 알 게 되었다.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과목들을 고를 수 있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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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베르트는 이런 자유로 인해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다. 힐베르트는 처음
대학 왔을 때 아버지의 뜻을 이어 받을 수 있는 법학과 아닌 수학과를 선택했다.
힐베르트는 법이 아닌 수학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거역 할 수
받게 없었던거 같다.
첫 강의는 적분학, 곡률론을 배웠다. 그때 당시 힐베르트 때에는 대학교 편입이
유행이여서 편입하던 학생들이 많았는데 힐베르트도 때 마치 편입을 하여 다른
대학교에서 선형미분방정식을 배우게 되었다.
힐베르트가 만약 편입을 하지 않았더라면 선형미분방정식을 배우기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힐베르트는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 정이 없다는 것을 알고 편입하기
전의 학교로 다시 편입하게 되었다.
힐베르트가 편입 후 아직 17세 밖에 되지 않는 허르만 민코프스키는 과학원의
수리과학 그랑프에 몰두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지만 그는 프랑스어를 잘 몰라
프랑스어로 번역을 하지 못하고 짧은 서문과 함께 논문을 제출하여야 했는데,
민코프스키의 논문을 읽은 심사위원이 논문 내용이 재미가 있어 민코프스키는
위대한 수학자를 밀어내고 수리과학 그랑프에서 수상하게 되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수상을 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큰 자극을 주었다.
힐베르트도 자극을 받아 더 수학에 몰두 했다. 힐베르트는 모든 과정을 마치고
학위 논문을 준비중이였다. 하지만 힐베르트는 학위 논문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독창적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싶어 했다.
그는 대학 교수의 조언을 듣기 위해 교수를 찾아가 그의 뜻을 전하니 일반화에
대한 것은 다른 사람이 했으니 대수적 불변식 이론이 다루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치만 그는 대수적 불변식이 아닌 데카르트의 해석기하학의 발명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학위 논문을 준비하면서 기하적을 추상화 시켜서 쉽게 다룰 수 있게 되었고,
대수적은 구체적과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 할 수 있었다.
힐베르트는 대수적 불변식은 어렵게 되었있는 것을 자기만의 독창으로 문제를
풀어 자기의 독창성을 과시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힐베르트는 교수 시험을 준비했는데 1885년대에 그는 합격을 하였다.
그는 합격을 하고 수학에 더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의 흥미는 기하학, 정수론,
불변식 이론, 대수학 등 모든 분야 걸쳐 그이 훌륭한 업적인 기하학 함수론에
관한 리만의 위대함을 발전시키기 위해 열심히 하였다.
그리고 힐베르트는 많은 강의를 듣고 세미나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그치만
힐베르트는 클라인의 강의 세미나에 더 많은 참석을 하였다.
힐베르트는 클라인의 강의가 좋았기에 다른 교수 강의 세미나 보다 클라인의
강의를 많이 들었든거 같다. 책의 내용 한 부분 중에 클라인의 강의가 좋았다는
말도 있었다. (“그의 강의는 대단히 명쾌합니다.”)라고 아마도 그만큼 클라인의
강의가 좋았다는 뜻 인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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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힐베르트는 클라인, 후르비츠 이 두명의 교수 추천으로 파리를 갔는데,
아마도 힐베르트에게는 파리에서의 공부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거 같다.
힐베르트 교수의 추천으로 파리에 가게 되었는데 정말 피리에서의 공부가
힐베르트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힐베르트는 파리에서 64세의 노인을 만났는데, 그 노인은 젊은 수학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었고, 그는 이진법의 상호법칙도 설명해주고 문제를 내어
이진법을 삼진법으로 확장해서 풀어보라고 권하기 까지 하였다.
64세의 노인 에르미트는 대단한 수학자인거 같다. 에르미트는 과학과 관련 없는
수학도 많이 알고 있는거 같다. 에르미트는 나이만 64세 노인이지만 속은 젊은
패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수학자인거 같다.
파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힐베르트는 클라인에게 편지를 보내어 이런저런 수학과
관련된 내용과 학교의 강의 대한 내용을 적어 클라인에게 편지를 보내어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었다. 수학에 관심 깊은 힐베르트는 여행을 잘 안해서
편지 내용에는 자기의 여행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았다.
아마도 힐베르트는 여행을 갈 시간을 수학 공부를 더하고 싶은 욕망이 강해
여행을 자기 않았던거 같다.
정말 힐베르트는 수학이라는 과목을 너무 좋아하는거 같다.
힐베르트는 얼마 후 병을 앓아 한 달 가량 고생했다. 풍토병에 걸려 할 수 없이
수학자를 방문하는 일과 교수 자격시험을 연기 할 정도로 많이 아팠다.
그치만 그는 자기 강의와 화합에는 꼭 참석을 했다.
그리고 힐베르트는 얼마 뒤 자기 고향에 돌아왔다. 고향으로 돌아온 뒤에
교수자격 시험을 위해 그는 논문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치만 힐베르트의 논문은 좋은 평을 받지 못하여 많이 힘들어하고 방황까지 할
정도 였다.
아마도 그이 논문이 견해가 너무나 형식적인 면에 강했기 때문에 힘들어 했던거
같다.
그리고 힐베르트는 공동 토의 시험에 합격을 하여 교수 자격 취득이 확실해
졌다.
힐베르트는 클라인에게 편지를 써 교수 자격에 대한 내용을 적어 보냈다. 그 뒤
힐베르트는 사강사가 되었고 그는 자기가 모르는 분야를 택해 학생들과 같이
공부해가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를 마음을 먹었다.
그리치만 힐베르트의 첫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 사이에
수학물리학에 흥미를 가졌던 민코프스키와 힐베르트는 서로의 우정이 돈독해지고
있었다.
19세기 후 힐베르트의 강연은 개회식때에 행해지도록 되어있었는데 그의 강연이
느릿느릿하여 수학 분과 일반 분과의 합동 회의를 하게 되었다.
처음 강연은 40세가 안되는 남자가 했는데, 독일어를 얼마 듣지 못하는 청중을
위해 천천히 강연하기 시작하였다. 그 강연은 수학과 과학의 역사부터 시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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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인거 같다. 아니면 수확과 과학이 아닌 수학과 물리를 관련시켜서 발표하는거
같았다.
프랑스의 원로 수학자가 이렇게 말했다. “하나의 수학적 이론을 당신이 거리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이것을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만들기 전에는 완성되었다고 말 할 수 없다”라고 아마도 이 말은 그의 강연을
비판하는 말 인거 같다.
프랑스 원로는 그의 강연이 썩 좋지는 않은거 같다. 그치만 그의 강연은 수학이
어려워 질 수 록 사람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수학이 어려워 질 수 록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의 정열을 쏟았을
것이다.
그의 강연은 수학과 물리를 연결하여 수학의 미래에 대해 열정을 쏟았을 정도로
열심히 당연을 했다. 그리고 강연은 끝을 내렸다.
그리고 몇 년 뒤 전쟁이 시작 되었다. 그 전쟁으로 인해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그리고 전쟁을 통해 많은 사람들도 목숨을 잃을 정도로 전쟁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힐베르트는 친구들 보다 더 많이 살았지만 그도 늙어 죽음을 마지하게
되었다.
현대 수학의 아버지 힐베르트를 읽으면서 많은걸 느꼈다.
원래 힐베르트는 천재는 아니였지만, 수학의 매력을 알게 된 후로 수학에 대해
천천히 알아가는거 같았고, 그리고 그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까지 수학에 대한
정열을 포기하지 않은거 같다. 내가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거 알게 되었다. 수학
문제가 어렵다고 외면하지 말라는 것이였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다. 만약 그가 전쟁을 겪지 않았으면,
아니면 현대 20세기 사람이였다면 현재 그는 책보다 더 위대한 수학자가 되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힐베르트가 그 시기에 태어났기에 더 많은
수학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거 같다. 그리고 힐베르트는 수학 공부를 즐기는
사람이였기에 남은 인생을 수학자로 살았던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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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문의 즐거움 >

서

정

완

사람들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하물
며 나 자신만을 생각해봐도 누군가의 말을 듣지도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고 생각하며 또 그렇게 행동을 한다. 하지만 “학문의 즐거움”의 저자인 “히로나카
헤이스케”는 “책을 통해 위인의 삶을 접하는 것은 젊은이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생활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소중한 인생의
스승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고 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사람들에게
서 항상 장점을 배우려고 노력했다.
“히로나카 헤이스케”부모님은 각자 아이들을 데리고 재혼한 사람 이였다. 헤이스
케의 아버지는 직물 도매상과 공장을 경영하고 있었다. 헤이스케가 어렸을 때에는
아버지 사업이 워낙 번창해서 아주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일본이 2차 세계 대전에서 패망하면서 헤이스케의 집안은 급속히 가난해지기 시
작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비관하지 않고 바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행
상을 할 정도로 긍정적 인생관과 강한 생활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한 그의 아
버지에게서 헤이스케는 긍정적인 인생관과 강한 생활력을 배웠다.
헤이스케의 어머니께서는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헤이스케
가 하는 질문이 어렵거나 어머니께서 모르는 것이어도 “모르겠다!” 라는 말은 절
대 하지 않으셨다. 더욱이 화를 내는 일도 없었다. 그의 어머니는 오히려 “글쎄
왜 그럴까?”라고 말하며 헤이스케가 그것에 대해 더욱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 줬다. 그리고 자기 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을 찾아가 질문에 답을 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도 하셨다.
헤이스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하는 것보다는 끝까지 해내는 것이 중요하
다고 생각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나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다. 지금까지의
나는 무엇을 할 때 그것을 끝까지 다 할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얼마나 시간이 걸
릴까?”, “ 다른 사람은 다했겠지?” 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한 생각 때문인지 무엇
을 할 때 하기 싫다는 생각도 하고, 의욕도 별로 나질 않았다. 이제는 나도 그런
버릇을 버리고 “무엇을 할 때는 시간을 생각하지 말고 그 일을 꾸준히 열심히 해
야겠다.” 는 생각을 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
도 노력하다보면 조금은 나아 질 것이다. 그리고 헤이스케는 “인생에서 남의 눈을
의식하다가는 비약하지 못할 때가 있다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이것만은 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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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결심을 하기위해서는 배짱이 필요하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헤이스케는 처음 대학을 입학할 때 물리학 세미나와 수학 세미나 두 가지를 선택
했다. 그러한 그는 수학이 모든 학문의 기본이라는 것에 매력을 느껴 점점 수학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한 그는 소련의 수학자 폰트랴긴이 쓴 <<연속군론>>을 다루
고 있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수학에 대한 흥미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러
던 어느 날 대수기하학에서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소개되고 있는 세미나
에 참석 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특이점 해소”였다. 그러한 그는 그때부터 자
신도 모르는 사이에 “특이점 해소”라는 연구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고 그는 결국
“특이점 해소”를 정리 하고 그것으로 인해 수학에서 최고의 상이라고 할 수 있는
필드 상을 수상했다.
헤이스케는 “특이점 해소”를 연구하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유연성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교훈은, 욕망이 창조에 필요한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지만, 어디 까지나 자
기 내부에서 생긴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는 것이다. 마지
막으로 얻은 교훈은, 창조는 실제 만들어 보아야 비로소 가치가 생긴다는 것이다.
헤이스케가 얻은 이러한 교훈은 무엇인가를 창조 할 때만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
든 필요하다. 유연성은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가장 필요 할 것이다. 누군가 자신
의 의견만을 강조하면 그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남의 의견이 옳다고 말하면 자신의 의견이 없이 다른 사람에 끌려가는 거
처럼 보일 것이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나의 생각과 남의 생각을 서로
공유하면서 좋은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을
할 때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하게 되면 그 일은 재미도 없고 의욕도 없다.
헤이스케는 자신이 성공하게 만든 것은 남들보다 재주가 뛰어난다 라든가 두뇌
가 명석해서가 아니라 노력과 끈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헤이스케는 무엇을 배우
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질문 하는 것이라고 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면
모르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의 질문을 받았을 경우 정확하게 대답하기
위해서는 자신인 알아야 하기 때문에 배워야 한다는 것이 헤이스케의 생각이다.
나는 이 책을 주위의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거나,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 하는
사람에게 추천을 해주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주위의 사람을 조금은
소중히 생각했으면 좋겠다.

Ⅳ. 가볼만한 여행지
<여행지 소개>

∘ 여행을 떠나요 - 07 박경희, 07 박혜미
∘ 여행지조사1 - 08 이소영
∘ 여행지조사2 - 08 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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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을 떠나요! >

07학번 박경희, 07학번 박혜미

“인도의 꽃” 세상의 경이중의 하나 아름다움 섬 몰디브
몰디브 공화국은 1,190개의 산호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6개의 아톨로 이루어
져 있습니다. 그 중 202개가 사람이 사는
섬이며 100여개가 리조트섬입니다. 적도
를 가로지르는 인도양의 한가운데 흩뿌려
진 듯 보석 같은 몰디브의 섬들은 열대의
천국이라 할 만큼 그 모습이 희귀하고 아
름답습니다. 야자수로 장식된 섬들과 눈
에 띄게 흰 모래톱, 터키색의 환초에 둘
러싸인 바다, 바닥까지
보이는 따뜻
한 바닷물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아름다운 산호군과 물고기가 여행
자를 유혹합니다. 적도를 가로지르는 인
도양의 한가운데 빛나는 산호 보석을 뿌
려 놓은 듯한 아름다운 섬들로 일찍이 마르코 폴로는 몰디브를 “인도의 꽃” 이라 표현했
으며, 아이반 바투다는 “세상의 경이중의 하나”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몰디브는 4시간이 느리며, 리조트에 따라 아일랜드 타임을 적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말레시간보다 1시간 빠르기 때문에 한국과 아일랜드 타임을 적용하는 리조트와
는 3시간 차이가 됩니다. 몰디브의 기후는 1년 내내 따뜻한 몬순기후이고 우기에 스콜(소
나기)가 있습니다. 주변국과는 달리 계절의 변화가 거의 없는 편이지만 두 계절풍중에서 5
월 10월사이의 남서계절풍은 더 많은 비와 바람을 동반합니다. 기온은 연 평균 매일 최고
30.4에서 최저 25.4도 까지로 변화를 보입니다.
서울에서 몰디브까지 가는 방법은 오직 하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가장 편한 스케줄은
싱가폴 항공으로 경유하여 몰디브까지 편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아직 직항은 없습니다)
대부분 당일 연결이 가능하지만(오전9시 서울 출발 경우) 일단 싱가폴에서 비행기를 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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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는 시간의 여유가 있어 싱가폴 관광까지 할 수 있으니 몰디브 가는 길에 주어진 보너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녁 비행기로 서울
을 출발하신다면 싱가폴에서 1박을 하시고 느긋하게 싱가폴
관광을 마친 후 몰디브로 가실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싱가
폴까지는 6시간 소요되며 싱가폴에서 몰디브까지의 비행시
간은 4시간 30분입니다. 몰디브 공항에 도착하시면 어두운
발이 되며 간단한 수속을 마치고 나오시면 현지 리조트 가이
드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신비로운 작은 섬 “티니안”
티니안 섬은 마리아나 제도의 3개의 주요 섬들 중 가장 인구가 적은 섬입니다. 북마리아
나 제도 연방 섬의 사이판에서 남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이판에서 약 5km가량 떨어져
있는 섬으로 비행기로는 10분 가량 걸리며 페리로는 50분에서 1시간 가량 걸립니다. 티니
안 주요 마을인 산호세는 작고 아담하며, 정다
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섬의
2/3를 미군이 점유하고 있는데 한때 군사 행동
지역으로 바빴던 이 지역도 관광객에게 개방되
었고 정글이 다시 자라고 커다란 이국적인 나
무들이 자라나면서 여행객의 눈길을 모으고 있
으며 로타보다 더 조용한 듯해 보이는 이 섬에
거대한 라스베가스 타입의 카지노 리조트인
“다이너스티 리조트 & 카지노” 가 생기면서 더
매력적인 섬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섬은 3
분의 1이 목장이며 이곳 사람의 수보다 8배나
많은 약 8,000마리의 소가 방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티니안의 바다는 대규모 낚시대회가
열릴 정도로 어족이 풍부한 곳으로 낚시를 목적으로 이 섬을 찾는 관광객도 많습니다. 티
니안섬에는 아직 국제 공항이 없기 때문에 사이판을 거쳐 국내선 항공기가 배편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티니안 국제 공항이 공사중인데 완성이 되면 더욱 편하게 티니안
섬으로의 여행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연중 따뜻하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며, 일
년 내내 여름입니다. 티니안 섬의 관광지로는 타가유적, 산호세마을, 고래구멍 해안, 자살
절벽, 출루비치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래구멍 해안은 오랜 세월 파도의 영향으로
바다 밑 바위부분에 여러 개의 복잡한 구멍이 생겨 바닷물이 밀어칠 때마다 이 구멍들을
통해 바닷물이 10m 가까이 치솟습
니다. 하고이 공군기지 동쪽에 위치
해 있습니다. 그리고 출루비치는 원
주민 남녀커플이 별점을 치는 별 모
래밭입니다. 별 모래라고 부르는 것
은 가서 비치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
다. 모래가 별모양입니다. 산호가루
로 이루어진 모래알들 중에 별모양
을 한 모래가 있는 이곳은 미혼남녀가 손바닥에 모래를 찍어 별모양의 모래가 많이 붙어
있으면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관습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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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당신, 일곱빛깔 바다가 부르는 곳 지상낙원 피지로 떠나라!
지구의 반대쪽 남반구, 비행기로 열 시간을 더 날
아가야 도착하는 피지는 대한항공의 CF<아주 특별
한 곳, 당신은 특별합니다>로 우리에게 친숙한 남
태평양의 지상낙원입니다. 광고에서처럼 하늘색 물
감을 뿌려 놓은 한폭의 수채화를 연상시키는 에메
랄드빛 바다와 찬란한 태양, 끝없이 떠다니는 뭉게
구름, 너무도 아름다워 남태평양의 거친 파도도 피
해가고 시간조차 더디 가는 작은 섬나라가 피지입
니다. 피지는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 면적만한 크
기로 330여 개의 화산섬으로 이루어져 이중 110여
개의 섬이 무인도이며 큰 섬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산호초 섬이어서 순수한 자연의 아름
다움을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피지는 특징적인 문화유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특히
30m에 달하는 카누, 전통민속 노래와 춤인 메케, 천장을 높게 한 독특한 가옥인 부레 등
이 유명합니다. 국제공항이 있는 난디는 피지에서 세 번
째로 큰 도시로 피지의 관문입니다. 피지가 자랑하는 관
광지가 대부분 이곳에서 출발하며 난디를 중심으로 주요
휴양지들이 집중돼 있습니다. 고급 호텔과 리조트, 쇼핑
센터 등이 밀집돼 있어 활기찬 분위기를 느낍니다. 피지
에 가서 꼭 해봐야 할 것은 경 비행기타고 333개의 아
름다운 섬과 산호 구경하는 것으로서 하늘에서 보는 피
지와 육지에서 보는 피지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입
니다. 상공을 나라 남태평양 한 가운데를 날면 숨이 턱
막힙니다.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색과
기이한 모양의 산호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또,
스노클링 하며 <니모>와 <도리>, 반짝이는 푸른 불
가사리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광고에 등
장한 ‘하트 섬’ 을 구경해야 합니다. 대한항공 <피지
편>에 등장한 아찔한 하트 섬과 두 연인이 사랑을 속
삭이던 모래 섬. 이섬들의 현지 명칭은 타바루아섬과
샌드뱅크섬! 이런 아름다운 섬을 보기 위해 우리는
기꺼이 10시간을 날아옵니다. 피지의 바다는 일곱 가
지 푸른 빛깔이 난다고 합니다. 시간, 장소 그리고 일조량에 따라 그 색이 오묘한 층을 이
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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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조사1

< 소매물도-등대섬 >

08학번 이 소 영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아름다움에 대미를 장식하는 섬. 바다와 섬이 있는 가장 아름
다운 풍경을 상상해 그린들 이만한 그림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은 감흥에 벅찬 숨을
토하게 하는 곳이다. 대도시의 찌든 현대인이 꿈꾸는 파라다이스가 있다면 소매물
도가 바로 그 곳일 것이다. 비취빛 바다와 초원위의 하얀 등대가 투명한 하늘과
만난다. 섬 주변의 기기 묘묘한 갯바위들이 그 아름다움을 절정에 달하게 한다.
이국적인 멋이 가득한 등대섬 전경은
소매물도 제 1위 볼거리이며, 그저 바
라보는 것만으로도 여행의 참 맛을 느
낄 수 있게 해준다. 대부분의 사라들이
등대섬 때문에 소매물도를 찾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에선 보기 드
문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기
때문 푸른 초원이 펼쳐진 언덕 위에 하
얀 등대, 한번쯤 꿈 꿔 본 낙원의 모습
이 눈앞에 펼쳐진다. 이 등대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뱃길을 확보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그래서인지 등대섬엔 서글픈
아름다움이 서려 있다. 민가 사이로 난 좁은 산길을 30분 정도 오르면 푸르고 하
얀 등대섬이 펼쳐진다.
한려해상의 수려한 섬들을 품고 있는 통영. 당연 돋보이는 소매물도는 쿠크다스
과자의 CF에 등장, 그 아름다움이 널리 알려져 쿠크다스섬이라는 애칭도 붙었다.
섬을 둘러싼 쪽빛 바다, 섬 주변에 에워싸듯 서 있는 기기묘묘한 갯바위들이 연출
하는 숨 막히는 비경에 섬 여행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다. 대도시의 찌든 현대인
이 꿈꾸는 파라다이스가 있다면 소매물도가 바로 그 곳일 것이다. 비취빛 바다와
초원위의 하얀 등대가 투명한 하늘과 만난다. 섬 주변의 기기묘묘한 갯바위들이
그 아름다움을 절정에 달하게 한다. 정기 여객선으로 30~40분정도. 소매물도 선
착장에서 내려 정상 망태봉까지 오르면 쪽빛 바다와 눈부신 파도, 푸른 잔디가 어
우러진 이국적인 풍경에서 오붓한 데이트를 즐길 수 있다. 소매물도 등대섬은 여
객선을 타고 섬에 내려 도보로 여행을 할 수 있고. 동네의 작은 배를 이용 해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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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도 할 수 있다. 특히 소매물도는 경치가 아름답기로 소문이 나서 사진작가뿐만
아니라 배낭족들도 많이 찾는다. 본섬 앞 50~70m 앞에 하얀 등대가 오롯이 서
있는 등대섬이 있다. 하루 두 차례 썰물 때 마다 소매물도와 하나로 이어지는데
물이 빠지면 자갈길을 따라 걸어서 오갈 수 있다. 이때면 해수욕을 즐길 수 있고
조개와 소라 등 각종 해산물을 잡는 재미가 쏠쏠하다. 소매물도의 백미는 마을에
서 가파른 살길로 이어진 정상 망태에서 바라보는 등대섬과 그 뒤로 펼쳐지는 짙
푸른 바다를 바라보면 이국적인 남해의 풍경이 그림같이 들어온다. 이곳 저구항과
소매물도는 영화 파랑주의 촬영지로 잘 알려져 많은 관광객들의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여행에 앞서!!
*당일 여행의 숙지사항
섬에는 관광위락 시설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섬의 작은 매점에서 컵라면등 간단한 주전부리를 구할 수는 있다.
술은 팔지만 담배는 팔지 않습니다. 다른곳에서 판매하니 필요하시면 문의 바람.
특히 현재까지는 식당이 없음으로 당일코스의 관광객들은 음식을 준비해 오는것
이 좋다.
*1박이상 여행의 숙지사항
섬전체가 민박형태로 숙소를 제공함으로 모든 식 재료 및 취사도구는 소지하는
편이 좋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식사는 제공되지 않음
찾아가는 길
*부산출발
1)부산→남해고속도로→통영
*고속버스편
각지역버스터미널→통영터미널(도착버스터미널) 통영터미널→통영여객선터미널
(10분 간격으로 시내버스 운행. 택시로 5분거리)
*여객선(매물도 페리호)1 일 2회 운항 (07:00,14:00)(90분걸림)
*통영 여객선터미널에서 출항하여 매물도를 거쳐 통영 여객선터미널로 돌아옴
여행볼거리
가장아름다운 등대가 있는 등대섬
대부분의 사람들이 등대섬 때문에 소매물도를 찾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곳
의 등대는 최고로 아름답기로 정평이나 있기 때문. 푸른 초원이 펄쳐진 언덕 위에
하얀 등대가 단아하게 서 있다. 이 등대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조선을 수탈하기
위한 뱃길을 확보하려고 세운 것이다. 그래서 인지 등대섬엔 서글픈 아름다움이
서려 있다. 이 섬에는 현제 4명의 등대지기와 본 섬 출신의 일가족 4명이 관사에
서 살고 있다. 본섬 마음에서 20분정도 산길을 따라 망태봉 정상에 오르면 눈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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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고 하얀 등대섬이 펼쳐진다.
슬픈 사랑의 전설이 어린 남매바위
선착장에서 북쪽해안선을 따라 올
라가면 하나는 섬 안에 하나는 바
닷가에 떨어져 있는 비슷한 크기
의 바위 2개를 발견할 수 있다. 이
것이 슬픈 전설을 지닌 남매바위
다. 예전에 KBS 전설의 고향에도
나온 적이 있다. 190여 년 전 ‘허
씨 부부’가 돛단배를 타고 매물도
를 지나다 풍랑에 떠밀려 결국 매
물도의 입도조로 정착했다. 그들은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적막한 섬
에서 몇해를 보낸뒤 남매 쌍둥이를 낳게 되었다. 쌍둥이는 둘 가운데 하나의 명이
짧다고 전해오는 이야기를 듣고 허씨 부부는 고민 끝에 별수 없이 동생인 딸을 소
매물도에 갖다 버린다. 그 뒤 아들이 20대 청년으로 성장할 때까지 허씨 부부는
아들에게 작은섬에는 절때 건너가지 말라고 입버릇처럼 일렀다. 그 까닭을 모른채
부모의 말만 따라온 아들이 하루는 산에 나무를 하러갔다가 작은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부모의 엄령이 떠오르면서 호기심이 일었다. 그는 그날 밤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작은 섬에 헤엄쳐 건너갔다. 거기서 그는 같은 또래의 뭉실
뭉실 피어나는 처녀를 만났다. 두 젊은 남녀는 섬의 호젓한 분위기에 젖어 곧 열
정에 빠졌다. 청년은 큰 섬에 돌아갈 일마저 잊고 둘이 깊은 정을 맺기에 이르렀
는데 그 순간 마른 하늘에서 번개가 치며 벼락이 떨어져 두 남녀는 (남매 바위0로
편해 버렸다는 것이다.
소매물도 힐하우스
거의 섬 중에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건물인듯... 이번 8월 15일 정도 까지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아무튼 산속에 아담하게 묻혀있는 아담한 학교다. 지금은
물론 폐교이다.
정문 앞에 작은 분수도 있는 것이 정말 그곳에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졸졸졸 물이
흐르고 있었다면 더 없이 귀여운 학교 일 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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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조사 2

< 남 이 섬 >

08학번 신 승 호
남이섬의 자랑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에 있는 남이섬은 본래는 섬이 아니었으나 청평댐 건설로
인해 물이 차 만들어진 북한강의 섬이다.
섬의 둘레는 약 6Km이고 넓이는 13만여평인데 섬의 중앙부에 8만여평의 잔디밭
이 조성되어 있고 섬둘레에는 밤나무, 포플라니무 등이 병풍처럼 서 있어 산책하
기는 그만이다.
남이섬 선착장에서 곧게 뻗은 길을 따라 섬으로 들어가 보면 이 섬의 이름이 유래
된 남이장군의 묘소가 있다. 남이장군은 17세에 무과에 급제하고 조선조 세조 13
년에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여 공신이 되었으며. 27세에 병조판서가 되었으나 세
조가 죽고 예종이 등극한후 역적으로 몰려 28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였다. “남
아 이십에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 훗날에 누가 대장부라 하리오..” 라는 귀에 익
은 시 한수가 남이장군의 시로 전한다.
이곳 남이섬에는 넓게 펼쳐진 잔디밭과 밤나무,자작나무,은행나무,단풍나무,소나
무들을 심은 숲을 가꾸고 각종 놀이시설. 숙박시설, 동물원, 식물원, 유람선까지
완벽하게 조성하여 종합 휴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으며 남이섬은 사계절 자연
의 아름다움과 운치를 간직한 곳으로서 젊은 이들에게는 낭만을. 연인들에게는 추
억을. 가족과 직장인들은 따사로운 정을 듬뿍 담아가는 휴식공간으로 사랑받고 있
다. 특히 2002년 TV드라마 “겨울연가”의 촬영지로 널리 알려져 내국인뿐안 아니
라 홍콩등 동남아 지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
아오고 있는 유명한 관광명소가 되었다.
남이섬 산책로
*메타세퀘이아길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메타세쿼이아는
1977년경 서울대학교 농업대학에서 묘목을 가
져와 남이섬에 심어졌습니다. 키가 빨리 자라고
우아하며 기품이 이국적인 맛과 웅장 자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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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하는 이 길은 ‘겨울연가’ 촬영으로 더욱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손님들의 촬영 명소로 자리하고 있으며 남이
섬의 상징나무길이기도 합니다.
*은행나무길/벗길
중앙광장에서 별장촌 초입으로 향하는 약 80여 미터의 중앙 은행나무길은 가을이
되면 노란 카펫을깔아 놓은 듯 하여 사진촬영에 가장 인기 있는 길 중의 하나 입
니다. 별장촌 끝에서 연인의 숲을 거쳐 남단 창경원에 이르는 강변 아기은행나무
길은 연인들에게 특히 인기가 좋습니다. 벗길은 중앙광장에서 수영장과 정관루로
향하는 벚나무길입니다.
벚꽃이 만발하는 4월 중하순쯤이면 가족이나 벗과 함께 거닐며 사진 찍기에 안성
맞춤입니다. 벚나무의 ‘벚’을 친구를 나타내는 ‘벗(友)’으로 바꿔 쓴 것이 특징입니
다.
*잣나무길
남이섬에는 잣나무길이 많습니다. 선착장에서 중앙광장으로 향하는 중앙 잣나무
길, 별장촌에서 남단으로 향하는 연인 잣나무길, 호텔에서 남단으로 향하는 호반
잣나무길 등이 대표적입니다.
*자작나무길/튤립나무길
자작나무길은 섬의 북단 천경원에서 남동쪽으로 강변을 따라 뻗어 있는 길입니다.
자작나무는 수피의 색이 하얀색으로 밤에는 엷은 달빛에도 길을 밝혀줄 정도로
우아한 아름다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튤립나무길은 자작나무길이 끝나는 지점
부터 남동쪽 강변 산책로 약 300여 미터에 걸쳐 조성되어 있는 오솔길로서 수재
선생께서 씨앗을 심어 키웠다고 합니다. 녹황색의 꽃이 마치 튤립 꽃과 같다고 하
여 튤립나무라고 불립니다.
남이섬 이야기
*장군터
역사와 시대를 넘어 삶의 호연지기를 기르는 곳
장군터는 2001년 겨울 끝자락, 남이섬의 간벌목이
화목으로 사용되던 것을 막기 위해 "남이장군 친구
들" 이란 컨셉으로 우리나라를 빛낸 100인의 장군
상을 세운 곳입니다.
김주담과 강 근, 이기홍이 자료수집과 캐릭터 디자
인을 담당하였습니다.
장군상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마자 방문객들의 사진
촬영 명소가 된 이곳 장군터는
그동안 조경의 변화로 몇 차례 걸쳐 장군상이 이동되면서 오늘의 모습으로 바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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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습니다.
장군터를 만든이유
" 역사와 시대를 넘어 호연지기를 뽐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곳을 장군
터라 부르기로 한다. 장군터는 삶의 문화속에서 새로움을 재발견 하는일, 삶을 자
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려는 이들을 위한 꿈의 놀이터이다. 이곳에서는 진리와 진
실이 굴절되지 않고 거짓이 오래 서있을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 같은 이곳 밤하늘에 늘 깨어있는 별처럼 초롱초롱한 마음들
에겐 언제나 열려있는 꿈터이다. 내일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는 이들의 삶의
장이다.".
*버스로 가는 방법
동부터미널에서 춘천행 버스를 타고 춘천에 도착해서 춘천에서 가평행 버스를 이
용해서 가평에서 남이섬 선착장으로 가서 배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다.
*부산 동부 터미널→춘천
-운행시간: 07:20분/08:10분/09:50분/10:40분/11:30분/12:20분/13:10분/14:00분
/15:40분/16:30분/17:30분/18:30분
-소요시간: 6시간
-요금: 26000원

Ⅴ. 수학과 이야기1
<수학과 행사 이야기>

∘ 예비대 - 08 조경실
∘ O·T - 08 이선미
∘ 신·복 - 08 이기석
∘ 개강총회 - 08 정윤아
∘ 프라우다 M·T - 08 홍동수
∘ 짚신 M·T - 08 조윤주
∘ 견학 - 08 최은지
∘ 농촌 봉사 활동 - 08 박진수
∘ 대동제 - 08 최희영
∘ 지리산 여행 - 07 남연모
∘ 이화제 (체전) - 08 황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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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대를 다녀와서.. >

08학번 조경실
우리학교 클럽에 들어가 보니 예비대를 한다는 글을 보았다. 예비대 전에 싸이월
드를 통해 친구들과 미리 친해졌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예비대 갈꺼냐고 물어보
니 못 간다는 사람도 있었고 간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가는 사람만 예비대 때 이
과대건물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예비대 모임 하는 날 이과대 앞에서 친구들을 만났다. 예비대전에 우리 과 동기
들 몇 명은 따로 만난 적이 있어서 어색하지는 않았지만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었
다.
예비대를 하는 장소인 27호관 중앙도서관으로 갔다. 그 장소로 갔을 때는 우리
과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우리들은 당황하고 있는데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갔
다. 우리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대별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과 애들도
많이 있었다.
우리과가 있는 자리에 가니 아무도 없어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았다. 자리에 앉아
처음 보는 친구들과 어색해 과자랑 음료수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다.
선배들과도 처음 보는 것이라 많이 어색했다.
그래도 선배들이 우리의 이름을 물어보면서 이름표를 나눠줬다. 서로의 이름을
알아야했기에 우리는 한사람씩 일어나 자기소개를 하고, 서로의 이름을 외우고 친
해지려고 노력했다.
우리들이 어색하게 있었는지 선배들이 우리들 사이사이에 앉아서 이야기도하고
같이 게임도 하였다.
예비대 중간에 장기 자랑하는 시간과 과별로 게임을 하였다.
우리과 학회장이 사회를 봤기에 우린 더 열심히 하려고 했다. 처음에 과별로 학회
장과 부학회장 소개를 하였다. 다음에는 사회자가 퀴즈를 내고, 맞추는 사람은 앞
으로 나가서 춤을 췄다. 두 번째로 입에 사탕 많이 넣기 게임을 했다. 그다음에
커플게임을 했다.
우리과는 선배와 동기가 커플게임에 참가했고, 노래를 부르며 수건을 옆으로 넘
겨 노래가 끝날 때 수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자리 위로 올라가서 춤을
쳤다. 걸릴까봐 조마조마했지만, 걸리지는 않았다. 게임이 다 끝나고 몇 분 동안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해서 있었는데 우리들 사이가 어색한지 선배들이 우리한테
말도 걸고 해서 어색한 게 조금은 나아졌었다. 있던 자리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
고, 우리과는 동기들과, 선배들과 친해지기 위해 모임을 가졌다.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선배들, 동기들 이름과 얼굴을 익힐 수 있어서 좋았
고, 친해질 수 있어서 더더욱 좋았다.
내년 예비대때는 올해보다 더 재미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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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를 다녀와서.. >

08학번 이선미
2008년 2월 18일 ~19일 신학대랑 이과대는 경주 교육 문화회관으로 O.T를
갔다.
아침 9시쯤에 이과대 건물 앞에 모였다. 우리는 주황색 종이에 이름과 학번이 쓰
여진 이름표를 받았고 , 체육관으로 향했다 .
강당에서 각 과별로 줄을 섰다. 그리고 인원파악을 하고 문과 대학 쪽으로 대기
하고 있는 버스를 타로 올라갔다. OT는 학교에서의 두 번째 행사 이었던 것 같다.
나는 예비대를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 참여하는 행사이기도 했다. 경주에
도착해서 우리는 8명 정도 인원씩 조를 배정받았고, 각 방에 가서 짐을 풀었고 개
회식을 했다. 그리고 교가도 배워서 교가도 불렀다. 교가를 부르고 나서 각 과의
교수님들 소개도 했다 .
마치고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미리 저녁은 준비되어있었다. 쇠고기 전골과 4가
지정도의 반찬과 함께 우리는 들어오는 순서대로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었다.
어색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다. 그리고 저녁에는 각 단대별 장기자랑 시간이 있
었다.
우리 과는 08학번 몇 명이 ‘웅이 아버지’ 꽁트를 했다. 각 과의 장기자랑 중에
유일한 꽁트 였다. 다른 과들의 대부분은 춤을 췄다. 재미있게 다른 사람들의 장
기자랑을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각 과의 장기자랑을 다 보고나서 레크레이션 같
은 것을 했다. 각 과별로 둥글게 모여서 게임도 하고, 2줄로 앉아서 또 몇 가지게
임을 했다. 게임을 하면서 걸려서 벌칙 받게 될까봐 스릴 있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했다. 가장 오래된 동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대 위 로 올라오라고
해서 가장 오래된 동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상품을 주기도 했다.
모든 공연들과 레크레이션이 끝난 후 각 과별로 자리가 마련되었다.
우리 과는 화학과와 같은 곳에서 모였다. 우리가 갔을 때는 이미 테이블이 준비
되어 있었고, 선배들이 해준 음식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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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선배들과 인사도 하고, 학회장, 부학회장님들이 각 테이블에 와서 건배도
하고 한 말씀 씩 하셨다. 그리고 교수님들이 인사도 하시고, 집부 선배들 소개도
했었다.
이과대 회장, 부회장님들의 인사시간도 있었다.
인사말씀이 끝난 후, 각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먹다가 방으로 올라가 밤늦게까지
방에서 게임을 하며 놀다가 조금 피곤하기도 해서 빈둥빈둥 돌아다니며 몇몇 애
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 하면서 보내다 보니 날이 밝아왔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을
먹고 12시에 버스가 다시 데릴러 오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잔디 있는 곳에서
각 과별로 사진도 여러 장 찍었다. 그렇게 놀다가 버스가 와서 버스를 타고 부산
을 향했다.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은 경주로 갈 때와 달랐다.
거의 모두 다 피곤해서 버스에서 잠을 청했다. 잠에서 깨어나니 어느덧 부산이었
다.
1박2일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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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복을 다녀와서.. >

08학번 이기석
처음 대학을 들어와서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었다. 그러
나 많은 학교 행사를 겪으면서 점차 그런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행사가 아마도 이 신입생, 복학생 환영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신복을 갔던 날짜가 선배들을 조금 알고 갔던 때라 원래 알고 있던 선배들과는 더
욱더 친해질 수 있었고, 수업은 같이 듣지만 몰랐던 선배들은 인사를 할 수 있어
서 좋았던 기회였다. 처음 신복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기합을 받는다는 소문 때문
에 가기를 꺼려했지만 전혀 그런 것 없이 소중했던 시간 이였던 것 같다.
요번 신복 장소가 학교 바로 옆에 위치한 금련산 수련원이여서 너무 자주가 던 곳
이라 실망하기도 했지만 교통이 편하고 아는 곳이라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했다.
일단, 새로운 사람들과 하루를 보낸다는 생각에 기대감이 아주 컸다. 신복 가기
전에 장기자랑과 음식 마련을 위해서 조를 나누어서 활동하는데 주장님들이 다
선배님들이셔서 듬직하고 좋았다. 우리 조장 선배님도 신복전날 고기도 사주시고,
장도 같이 보면서 많이 친해지고 좋았다. 신복 장소에 도착해서 제일 처음 시작한
행사인 체육대회에서 선배들과 몸을 부대끼며 몸 개그도 하면서 서로 망가져서
재있고 더욱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두 번째 일정 이였던 음식 만들기가 가장 인
상에 남는 행사였다. 우리가 갔던 날은 비가오고 취사장과 숙소까지의 거리가 멀
었기 때문에 춥고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서 그런지 더욱 더 기억에 남는다. 서로 힘들었기 때문에 의지하고 많이 도와
줬던것 같다.
얼마나 힘들게 음식을 만들었던지 정작 음식을 다 만들고 나서 먹지도 못해 조금
은 아쉬웠다. 저녁을 먹고 한 행사인 레크레이션 시간은 내가 가장 기다렸고 또
그만큼 재미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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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조가 늦게 편성되어 장기자랑 준비 할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완벽하다고 느
낀 장기는 없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어설프고 부족한 모습이 더 인간적이고 웃
음을 많이 유발했다. 나 역시도 장기자랑에 나가기로 했는데 장기자랑 시작할 때
까지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급하게 만든 장기가 아이들에게 웃음을 주어 친구,
선배 모두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느낌이였다. 이 시간에 복학생 선배들과 교수
님들의 소개도 이어졌다. 앞으로 4년간 볼 소중한 인연을 만나서 값진 시간이였다
고 생각한다.
인연도 만났으니 그 인연을 더욱더 돈독하게 해줄 술자리가 이어졌다. 밤새 서
로에 대한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게임도 하면서 가족처럼 모두 친해졌다.
나 역시도 군대를 가고 그러면 몇 년후에 새내기가 아닌 복학생으로 이 행사에
참석 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아마도 이번 신복이 가장 먼저 생각 날 것이다. 이렇게 신복을 곧
들어올 후배들도 많이 참석해서 재밌는 추억을 많이 만들어 두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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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강총회 >

08학번 정윤아
3월 8일 강의실로 모이라는 총대의 말에 1학년들은 모두 개강총회가 무엇인지
잘 모른채 강의실로 향했다. 그곳에 도착하니 개강총회라는 글귀와 함께 이것 저
것 많은 것들이 준비 되어 있었다. 그리고 곧 사회자의 인사로 개강총회가 시작되
었다. 앞쪽에는 교수님들이 앉아 계셨고 뒷쪽에는 선배들이 서서 조용하게 개강총
회에 임했다.
개강총회의 처음순서는 기획부장이 수학과의 연혁소개와 작년 수학과의 지출내
역에 대해 보고를 하는 것이었다. 연혁소개로 작년에 무엇을 했는지 이번에도 무
엇을 할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신입생들은 아무것도 몰랐기에 지루하기도 했고 조금 떠들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교수님들의 소개에 이어 다음순서는 수학과가 잘되기를 기원하며 고
사상에 절을 하는 순서였다. 학과장이신 한응섭교수님을 처음으로 학회장,부학회
장을 비롯하여 각 학년의 총대,부총대 그리고 집부들이 나와 차례로 절을 하였다.
절 할때 만큼은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 진행 되었다. 그 다음엔 편입생들
의 소개도 이어졌고 모두들 박수로 환영해주었다. 이렇게 고사와 소개가 끝이나고
선배들이 준비해놓은 떡과 과일 과자 등을 먹으며 선배들과 친구들과 이야기도
했다. 처음보는 선배들도 많았는데 얼굴을 익힐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았다. 마지
막으로 짚신 , 프라우다, 스페이스 과 동아리를 소개하며 가입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렇게 개강총회는 마무리지었다. 처음에는 설레이기도 하고 지루할거 같다고 생
각했지만 앞으로 대학 4년동안 나에게 지식으로 도움을 주실 교수님들도 보고 함
께 활기차게 대학생활을 즐길 선배들도 만나서 좋았다. 선배들과 교수님이 기원한
것처럼 올 한 해 동안 수학과에 좋은 일만 가득하고 항상 활기찬 수학과가 되었으
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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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우다 M.T >

08학번 홍동수
4월25일 날씨가 화창한날에 엠티를 가게 되었다.
수학과에 와서 든 프라우다 동아리 엠티였다. 신입생으로 처음으로 가는 엠티라
서 더욱 설레었다. 처음에는 아는 선배도 몇 분 없고 그래서 약간 어색하게 생각
되었지만 엠티를 가서 지내는 동안에 어색함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맨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만 가고 나중에 오는 사람도 있긴 했지만 사람들이 점차 모이고 해서
엠티분위기가 났다.
우리가 엠티를 간곳은 송정해수욕장에 위치하고 있었다. 바다도 있고 하니 한사
람씩 물에 빠뜨리기를 하게 되었다. 아직 날씨가 쌀쌀하긴 했지만 너무 추워서 떨
고 그렇지는 않았다. 다들 여벌에 옷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모두다 걱정 없이
놀고 즐거워했다. 사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물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와서 그
런지 여벌의 옷들을 준비 하지 못 한 것 같다. 물놀이가 끝이 난후 다들 샤워를
하고나니 몇몇은 피곤해 해서 잠을 자기도 하고 잠을 자지 않는 사람들은 서로 모
여서 게임을 하기도 했다.
그렇게 조금씩 날이 저물어서 저녁이 되었다. 저녁에는 우리끼리 고기 파티를 시
작하게 되었다. 맨 처음에 불을 피워야 했다. 근데 불을 피우는데 번개탄에 불이
잘 붙지 않아서 시간을 많이 허비했다.
번개탄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조금씩 음식들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고기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들도 있고 해서 다 같이 음식을 준비했다. 음식을 준비
하면서 서로 돕고 이야기도하면서 조금씩 남은 어색함도 사라지고 좀 더 가까워
진거 같아 보였다. 그렇게 저녁식사를 만들어서 다 같이 먹었다.
식사가 끝이 난후 마당에 있는 평상에서 복불복 게임을 하게 되었다. 맨 처음
게임은 어떤 과자 안에 크림을 넣은 것 과 고추냉이를 넣은 것을 골라서 먹는 게
임 이였다. 크림이 든 과자를 택한 사람은 맛있게 먹을 수 있었지만 아닌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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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먹는 것도 어려웠다.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을 택해서 같이 먹을 수 있었다.
그리고 2번째 복불복 게임은 레몬 먹기였다. 레몬 냄새만으로도 시큼함을 느낄
수가 있었다. 몇몇 걸린 사람들 중에는 너무 시어서 못 먹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아무느낌 없이 먹는 사람도 있었다. 그냥 먹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복불
복 게임 이였다. 하지만 다들 재밌어 하고 즐거워했다.
또 우리가 있는 곳에 다른 학교에서 엠티를 온 것 같았다. 그 학교에서도 복불복
게임을 하는 것 같았는데 우리와 비슷한 게임을 했다. 그쪽에서도 레몬 먹기를 하
는데 거기서는 다른 곳에 가서 같이 먹고 오기 그런 게임 이였다. 처음에는 그냥
한명을 지목해서 같이 먹기였는데 다음번에 또 왔을 때는 같이 먹는 걸 사진 찍어
서 오기였다. 그렇게 서로 재미있게 게임도 하고 해서 더욱 재미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게임도 끝나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게 되었다. 그래서 피곤한 사람들은 방
에 들어가서 잠을 자기도 하고 잠이 오지 않는 사람들은 남아서 게임을 더 하기도
했다. 어떤 게임을 하다가 그 게임이 질리면 즉석에서 생각나는 게임을 하면서 재
미있게 놀았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들 피곤한지 모든 사람이 잠을 잤
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사람들은 청소를 하고 아
직 잠이 덜 깬 사람들을 깨우기도 하면서 엠티의 마지막을 보내었다.
다들 피곤이 덜 풀려서 그런지 보기에도 피곤해 보이는 사람도 있긴 했지만 다
들 집으로 향하면서 즐겁게 갔다.
이번 엠티에서 사진을 그리 많이 남기고 하지는 못 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했
지만 선배들과 또 같은 동기애들과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좋았었
던 것 같다. 내년에도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그때도 이렇게 즐거운 엠티가 되었
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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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짚신여행을 다녀와서.. >

08학번 조윤주
<짚신>이라는 동아리에서 처음으로 엠티를 가게 되었다 . 장소는
재약산!!선배들이 재약산에 오르는게 힘들다고 겁을 주어서 설렘반 두려움반으로
엠티를 가게 되었다~!
가기전 우리들은 봉고팀과 기차팀으로 나누어 출발을 했다. 난 편하게 봉고를
타고 가게 되었다.
기차팀이 먼저 숙소에 도착을 하였고, 먼저 도착한 동기들과 선배들은 떳다
게임을 하였다.
하지만 그 게임으로 인해 문의 유리가 깨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착하자 또 다시 밥 먹기 전까지 떳다 게임을
하였다.
밥을 먹고 저녁이 되자 우리는 본격적인 게임을 하게 되었다.
우선 잘생기팀 못생긴팀으로 나누어 과자 한박스를 걸고 낱말 맞추기 게임도
하고, 상자안에 들어있는 물건의
이름 맞추기도 하면서 놀았다.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인 천생연분게임~
민지-승환선배, 서영이-수현선배, 재현이-숙자언니 열이-은지 등등...모든
사람들이 커플로 짝지어 져서 게임을 시작하였다.
먼저 풍선 빨리 불어 터트리기를 하여 반 이상의 커플들이 탈락되었고, 살아남은
커플들은 체력테스트를 하였다.
커플이 된 남자가 여자를 들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며 게임이 진행이 되었고,
결국 게임에서 재훈선배와-보미 커플이 1등하였고, 수진언니-상현선배가 2등
나-필이 3등을 하며 게임은 끝이 났다.
그다음날 재약산을 올라가기 위해 우리모두는 일찍 잠을 잤다.
둘째날 우린 아침부터 산을 타기 위해 준비를 하였고, 4시간 동안 산을
타게되었다.
처음에는 웃으면서 장난치며 올라갔지만 점점 힘이들었다.
하지만 올라가면서 물도 마시고, 다리도 건너고, 초콜렛도 먹고 경치고
구경하면서 모두 다 정상을 향해 올라갔다.
처음에는 햇빛이 비치치 않아 좋았지만 정상에 도착하니 몹시 추웠다.
하지만 정상에 도착하니 뿌듯하였다. 전부 정상에 도착하여 사진을 찍고, 나무를
껴앉으면서 내려왔다.
내려오자 마자 배가고파 라면을 끊여 먹고, 씻고, 잠도 자고 , 말타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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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도 하면서 휴식시간을 보냈다.
저녘이 되자 김치찌게도 끊이고, 삼겹살도 구워서 맛있게 밥을 먹었다.
그리고 나서 술판이 벌어지게 되었다.
여러종류의 게임을 하면서 웃고 떠들고 술도 마시면서 재미있게 보냈다.
마지막날 우린 아침부터 일어나서 밥먹고 씻고 집에갈 짐을 챙겼다.
짐을 챙기다 음식이 조금 남아서 소영이가 떡 꼬지를 해주었다, 정말 맛있었다.
그러고 나서 집에 왔다.
엠티를 가게 되어 동기들과 더욱더 친해지게 되었고, 또 많은 선배들도 알게 되고
친해지게 되어서 좋았다.
비록 재약산 갔다온 다음날 다리가 아프고 피곤하였지만, 기억에 많이 남는
엠티였다.
하지만 내년에는 재약산이 아닌 다른곳으로 엠티를 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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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학을 다녀와서.. >

08학번 최은지
2008년 5월 15일 아침,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처음 가는 견학이라 나는 설레었
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욱 빠른 걸음으로 이과대 앞으로 갔다. 예정된 시간보다 빠른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선배, 동기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친구들과 같이 얘기
를 하면서 버스가 오기를 기다렸다. 1학년들은 다 같이 한 버스에 탔다. 하지만
같이 못가는 친구들도 몇몇 있어 아쉬웠다. 동기들이 없는 빈자리를 선배들이 채
워주셨다. 9시가 되어 거제도로 향하는 버스가 출발했다. 두 시간 정도 걸리는 오
랜 시간이었지만 선배들과 같이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 가니 금방 거제도에 도착
한 것 같다. 중간에 옥포정이라는 곳에 다 같이 둘러앉아서 우리는 간단하게 점심
식사를 했다. 모두가 같이 먹는 점심이라 정말 맛있었다. 점심을 먹고 예쁜 경치
를 배경삼아 사진도 찍고 휴식을 취했다. 뒷정리도 깔끔하게 하고 다시 버스를 탔
다. 거제대교를 지나 처음 본 것은 통영 문화마당의 거북선이었다. 이순신장군의
흔적들이 많은 것 같았다. 그리고 간 곳은 대우조선해양(DSME)이었다. 버스를 타
고 조선소 안으로 들어간 건 처음이라 넓고 너무 큰 배들의 포스에 많이 놀랐고
그저 신기했다. 말로만 듣던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배를 세계에 수출하는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안내원의 설명을 들어서인지 더욱 편하고
쉽게 구경할 수 있었다. 그리고 대형 배와 배를 만드는 장면들을 가까이에서 본
것만으로도 큰 경험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구경을 하고 우리는 조선소에서 단체
사진을 남기기 위해 버스를 세우고 내렸다. 뭐니 뭐니 해도 남는 건 사진인 것 같
았다. 선배들이 먼저 인간 탑쌓기로 사진을 찍고 우리 과 단체사진을 찍었다. 이
렇게 대우조선해양의 견학은 끝나고 남망산 공원을 갔다. 바다와 이순신장군의 동
상이 있었다. 바다와 같이 긴 계단이 어우러져 경치가 무척이나 예뻤다. 바람도
솔솔 불어 최고의 관광지였다. 거제와 통영에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 많았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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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간 곳은 남망산 조각공원이다. 그 곳에서는 여러 예술품들이 있었다. 예술가들
의 심오한 뜻을 감상할 수는 없었지만 신기한 것들과 재밌는 것들이 많았다. 해양
관광공원도 가서 해저터널도 구경했다. 하루 만에 통영과 거제를 왔다 갔다 하며
관광지를 이렇게 많이 구경해서 기분이 좋았다. 정말 견학 오기를 잘한 것 같다.
여러 관광지를 둘러보고 오후 늦게 숙소에 도착했다. 한 방에 우리 과 전체가 사
용했다. 숙소가 너무 크고 모두 같이 사용해서 더욱 좋았다. 맛있게 저녁을 먹고
오늘 하루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쉬었다. 선배들은 밤에 있을 스승의 날 행사 준
비를 한다고 바쁘게 움직이셨다. 밤이 되자, 교수님들과 졸업하신 선배들이 오셔
서 같이 스승의 날 행사를 시작했다. 교수님께서 들어오시자 우리는 모두 일어서
서 스승의 날 노래를 불렀다. 똑같은 스승의 날 노래인데 고등학교 때 부르던 느
낌과는 사뭇 달랐다. 그리고 소정의 선물도 드렸다. 교수님과 우리는 마주앉아 선
배들이 맛있게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교수님과 학회장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다. 그리고 선배, 동기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 날의 추억을 사진으로 남기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밤늦게 잠든 우리는 그 다음날, 선배들이 깨워주셔서 부스
스한 모습으로 잠에서 깨었다. 빡빡한 일정으로 피곤했을 텐데 모두 힘든 내색 없
이 끝까지 웃는 모습이었다. 아침을 먹고 숙소 정리를 마치고 학교로 가는 버스를
타러 갔다. 돌아가기 전, 통영 하늘의 구름들은 정말 다양하고 예뻤다. 아쉬운 1
박 2일의 견학 일정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왔다. 모두 수고했다는 말을 하고 헤어
졌다. 좋은 선배들과 동기들이 함께해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고 알찬 견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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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활을 다녀와서.. >

08학번 박진수
농활,, 농촌봉사활동의 줄인 말이다. 농촌봉사활동이란 봄 가을에 일손이 부족할
때 힘이 남아도는 대학생 장정들을 무상으로 고용하여 일을 돕게 하는 것이다. 무
려 3~4일씩이나 말이다. 물론 밥은 준다. 그렇지만 이곳에서 우리는 돈보다 훨씬
값진 것을 얻어간다.
이제 그곳에서 얻은 것과 느낀 것을 써보려고 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1/3의 것 밖에 느끼지 못했다. 남들 3일씩 일하는걸 나는
하루만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빠질 수 없는 수업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
는 둘째날 저녁에 가서 셋째날에만 일을 하고 왔다.
그래서 다른 일은 잘 모른다. 하지만 딸기 비닐하우스에서 비닐 뜯는 일 하나는
제대로 안다. 비닐을 뜯는 것은 처음에는 정말 허리도 아프고 비닐하우스다 보니
아무래도 안이 너무 따뜻해서 따뜻하다 못해 더워 죽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가,, 공부빼곤 뭐든 꼼수를 알아내어 최대한 쉽게 쉽게 빨리
잘 한다는 박진수 아닌가. 역시 나는 비닐 두 개째를 뜯으면서 이미 나는 꼼수를
발견했다.
그래서 좀 더 빠른 손놀림으로 우리 쪽 일을 끝냈다. 안이 너무 더웠기 때문에
빨리 끝내는 것이 정말 상책이었다. 중간에 국수도 먹었는데 참,, 진짜 참,,, 맛있
다. 참,,꿀맛이다. 이말 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름이 참인가 보다.
그렇게 먹고 또 잠깐 일을 하였는데 정말 일이 바로 끝나 버렸다. 어제도 일했
던 대혁선배와 승호의 말을 들어보면 이곳의 일이 조금 쉬운 편이라고 했다.
내가 잘해서 빨리 쉽게 끝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엄청 쉬운 일이었던 것이
다.
그렇게 일을 끝내고 우리는 딸기 밭 근처로 가서 딸기를 먹었다. 딸기가 엄청
달고 맛있었다. 원래 딸기는 차가워야 제 맛인데 그 딸기는 뜨뜻미지근해도 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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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글했고 설탕이 따로 필요 없이 정말 달았다.
농사하시는 아저씨 아주머니 말로는 거기 딸기는 부산에는 팔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단가가 너무 세어서 부산에는 팔아봤자 어차피 팔리지도 않아서 서울에 있
는 모 백화점에서만 판다고 하였다.
이렇게 맛있는 딸기를 나의 고향인 부산에서는 맛도 볼수 없다니 정말 안타까
운 현실이다. 아무리 비싸더라도 시식코너에 가서 살짝살짝이라도 먹어 볼 수라도
있다면 좋을텐데,,,
다음에 서울에 가게되면 모 백화점가서 거덜날 정도로 시식을 해버려야겠다.
그렇게 시골에서의 나의 하루가 정말 정신 없이 가버렸다.
친가 외가가 모두 부산에 있어서 태어나서 한번도 체험해보지 못했던 시골체험
이었다. 솔직히 나는 쉬운 일을 가서 별 어려움 없이 일하고 돌아왔는데 다음에
가게되면 힘든 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고된 일에서 오는 보람이란 그걸 해보지
않는 사람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희열이기 때문이다. 군대 제대하고 농활을 한번
더 가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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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동제 >

08학번 최희영
5월27일 대학교 입학 후 처음 있는 축제 시작의 날 이였다. 대학축제는 처음
이라 많은 기대와 설렘을 안고 축제를 맞이했다. 대동제에는 여러 가지 볼거리가
많았다. 일단 기숙사에서 오픈하우스를 했다. 나는 기숙사에 살기 때문에 이방 저
방 돌아다니며 예쁜 방을 구경했다. 보기에도 며칠 동안 힘들게 준비했을 볼거리
를 눈코 뜰 새 없이 둘러보았다. 그 다음으로 학교정문으로 올라오면서 풍선 터트
리기, 퀴즈풀기, 타로카드 점보기, 벼룩시장, 물총싸움 등등 많은 볼거리와 참가할
것들이 즐비했다.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 보였다.
우리 과는 주점을 열어서 선배들이 만든 음식도 보았고 다른 과들 주점구경도 재
미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첫째 날 밤에 27호관 앞에서 열린 무대행사였
다. 시작이 7시였지만 나는 여러 과들이 준비한 음식들도 사먹으면서 6시부터 기
다렸다. 그런데 이미 자리는 꽉 차있었다. 많은 학우들 모두가 기대했던 것 같았
다. 시작 시간이 가까워 올수록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시작 후 한 시간쯤은 중간에
있던 나는 나갈 수 조차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어떤 남학생의 고백하는 것, 의대 밴드, 색소폰 연주, 춤추는 것 등등 정말 재미
있었다. 마지막엔 모두가 기다렸던 가수 DJ.DOC가 등장했다. 순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나또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함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다들 정말 흥분 되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인지 정말 시간이 빨리 갔다. 그렇게 공
연은 끝났고 다음날을 기대했다. 축제 때는 학우들이 참가 할 수 있는 여러 행사
가 있었는데 펀치레이디, 구토유발자 또 바디 페인팅 등이 있었다.
펀치레이디는 여자들끼리 권투하는 것이 였는데 스릴 있었다. 남자들만 하는 운동
인줄 알았는데 여자들끼리 하니까 더 재밌었다. 구토유발자는 복불복 행사였는데
요즘 tv에서 많이 나오는 거라 기대되었다. 그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았다.둘째 날
에는 길거리에서 열린 벼룩시장을 둘러보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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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기자기한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 열심히 팔고 있
었다. 그 모습이 재밌기도 했고 신기한 물건들도 많았다.
그리고 기숙사 앞으로가서 팔에 꽃을 그렸다. 어렸을 때 얼굴에 그려본 것을 빼고
처음으로 그려본 것이 였는데 그 다음날 지우기 아까 울 만큼 예뻤다.
그리고 내가 가장 기대했던 가수 8eight가 왔다. 그동안 실제로 공연을 보고 싶어
했던 가수여서 기대를 안고 강당으로 향했다. 강당에 가니 전날 만큼 많은 사람들
이 모여있었다. 그리고 공연을 시작했었는데 강당에서 해서 그런지 더욱 무대에
집중 할 수 있었으며 가수와 호흡 할 수 있었다. 정말 소름끼치도록 멋있는 무대
였다. 셋째날 대동제의 하이라이트인 퍼레이드를 하러 이과대 앞으로 모였다. 학
교 정문을 지나 도로가로 가니 경찰들이 퍼레이드 행사를 위해 바리케이트를 쳐
서 차들을 막고 차도하나를 내어주어 우리는 편하게 걸어 갔다.
애들과 얘기도 하고 장난도 쳐가면서 즐겁게 걸어갔다. 그런데 생각보다 행진하는
길이 멀어서 점점 지쳤고 그때 쯤 광안리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다.
광안리에서는 다 같이 풍선을 날리기도 했다. 도착 후 잠시 뒤 공연이 시작되었
다. 공연이 시작되자 공연장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졌고 가수 거미와 노브레인 ,K2
가 마지막을 장식했다. 마지막 날이라 목이 쉬도록 소리도 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뛰기도 하고 신나게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삼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생각해보니 짧았지만 추억이 너무 많아 길었던 축제
인 것 같다. 처음으로 한 축제였지만 기대 이상 이였고 볼거리 먹거리 등이 다양
했던 나의 1학년 축제를 잊지 못할 것 같다. 내년에 새로운 대동제를 기대하며 3
일간의 부푼 마음을 접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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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산을 다녀와서.. >

07학번 남연모
방학을 며칠이 안 지나서 학회장인 준식선배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배들이랑 교수님들이랑 진학캠프로 지리산을 가자고 전화가 왔다. 지리산을 출
발하기는 당일 나는 늦잠을 자서 지각을 하는 바람에 나로 인해 버스가 20정도
기다리고 말았다. 버스 안에는 교수님들과 선배와 후배들이 타고 있었는데 늦게
도착해서 많이 미안했다. 교수님도 같이 가고 행사인데 날씨도 안 좋고 오늘 일이
잘 안 풀렸다. 버스를 타고 한 3-4시간을 지나니깐 지리산에 도착을 했다. 예약된
민박에 들어가 짐을 풀고 바로 산을 타러 갔다. 처음에 식당에 가서 간단한 점심
과 물을 받고 잠깐 버스를 타고 지리산 입구에 갔다. 노고단까지 다 같이 올라갔
다. 차를 몇 시간을 타고 바로 등산을 하려고 하니 숨도 차고 힘들었다. 하지만
계속 등산을 하니 적응이 되었다. 노고단까지 힘든 사람들과 여자동료들은 정상까
지 무리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먼저 숙소로 돌아가고 노고단에서 점심을 간단히
해결했다. 교수님들 몇몇 후배랑 선배들은 다시 정상으로 향했다. 물이 많이 없어
우리는 매우 힘들었지만 정상을 향해 계속 올라갔다. 올라가는 길옆에는 곰 조심
이라는 문고가 있었는데 곰이 나올까봐 조금은 걱정이 되고 무서웠다. 3팀 정도
그룹을 지어 올라갔는데 후배 호철이랑 권오상교수님과 같이 올라갔다. 권오상교
수님을 오늘 처음 보았기 때문에 어색함속에서 계속 걸어올라 갔지만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숙해지고 지루하지 않았다. 정상에 다가오니깐 구름이 많이
끼고 점점 추워져갔다. 그렇게 계속 올라가니 천왕봉에 도착했었고 먼저 온 후배
들과 선배들이 있었다. 정상에는 청왕봉이라는 비석이 있었는데 기념사진을 찍고
재미있게 놀고 있으니깐 한응섭교수님과 선배들이 올라왔다. 정상에서 휴식을 취
하고 나서 우리는 늦기 전에 내려가기로 했다. 올라오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려서
빨리 갈 거라고 우리는 예상했다. 그런데 올라오는 사람마다 힘들어 하고 거의 탈
진 상태처럼 보였다. 우리는 왜 이리 힘들어 하는지 몰랐고 앞으로 일은 예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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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못했다. 한 시간 정도를 걸어 내려가니 산장이 보였고 거기서 음료수를 마시면
쉬고 있었다. 그런데 큰일이 일어났다. 선배 중 한명이 너무 많이 걷는 바람에 탈
진을 하게 된 것이다.. 선배는 거의 내려갈 수도 없는 지경까지 상태가 안 좋았다.
그런데 아직 거리는 4km나 남아있었다. 119를 부를까 아니면 선배혼자 선장에서
잘까 여러 생각을 해봤지만 날씨도 안 좋고 혼자 있기는 너무 위험해서 조금 휴식
을 취하고 내려갔다. 그런데 나도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았다. 올라갈 때는 이렇
게 시간이 안 걸렸는데 내려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시간이 많이 가지라는 생각
이 계속 들었지만 이곳은 곰이 자주 출현하는 곳이라서 잘못하다가 위험해 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에 정신력으로 내려왔다. 선배들과 교수님들도 힘들어 하는 모습
이 보였지만 우리 모두 끈기 있게 내려 왔다. 5시간이지나 이제 입구가 보이기 시
작했다. 나는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안심하고 내려왔다. 숙소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저녁을 먹으로 식당으로 갔다. 식사를 하면서 선배들의 취업조언도 듣고 교
수님들의 상담을 하면서 하루가 지나고 숙소에서 잠을 잤다. 잠을 자고 일어나니
온몸이 힘들었다. 아침을 먹고 학교로 왔다. 지리산에 오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
고난이 생기고 힘이 들어도 끈기를 가지고 나가야한다는 것을 느꼈고 교수님들과
선배에게 많은 취업 조언을 듣고 뜻있는 여행이 되었다.

≪ 제23호 석삼지 ≫

61

< 이 화 제>

08학번 황수진
9월 25일. 이날은 이과대 체육대회가 열렸다. 대학 와서 처음 있는 체육대회.
어떤 종목이 있는지 어떻게 시작되는지 참 궁금했다. 아침 9시까지 대운동장으로
모여서 체육대회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대운동장에 모이니 우리 과는 축구를 하고
있었다.
결승전까지 올라간 축구! 축구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도 흥미진진했다. 축구응원
을 하는 동안 한쪽에선 과별로 천막을 치고 있었다. 과별 천막이 다 펼쳐지고 나
서 국민체조를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처음 하게 된 국민체조. 뭔가 어
색하기도 했지만 색다르기도 했다. 국민체조가 끝난 뒤 과별로 앉아 응원을 하게
되었다. 사회자는 우리 과 학회장이 하게 되었는데, 지금생각하면 재미난 사회 였
던 것 같다. 재치 있는 그 입담!
국민체조 뒤 첫 경기였던 양궁이라고 하기에 정말 활 쏘고 그런 건 줄 알았는
데, 그런 것이 아닌 실내화 날리기였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끼리 많이 하던 놀이
라서 추억도 떠오르곤 했다. 그 이후에 했던 세발자전거 경주! 우리 과엔 너무 불
리한 경기였던 것 같다. 페달 고장 난 것이 우리 과 자전거가 되다니……. 정말
절망적이다 싶었는데 우리 과 선수들이 고장 난 자전거에도 불구하고 잘해주었다.
세발자전거를 다른 과 사람들은 의외로 정말 잘 탔다. 세발자전거를 타고 난 뒤에
event라고 해서 OX퀴즈를 해서 이기는 사람에게 백화점상품권이 걸려있단 소리
를 듣고 귀가 번쩍!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상식부족으로 몇 문제까지 가다
탈락되어버렸다.
마지막까지 남은 남자3명이서 춤 대결이 있었는데, 노래만 나오면 몸을 가만히
두지 않는 의상학과 한 남자 분! 춤으로 승부를 내버렸다.
다음종목은 씨름! 씨름 응원하는 것도 재미있었다. 여자들은 이기는 씨름으로 남
자는 지는 씨름으로 승부를 내려고 했다. 여자들 씨름이 정말 삭막해보이기 까지
했다. 우리 과는 결승전까진 가지 못했지만, 여자 씨름이 이길 듯 말 듯 한 구경
하는 것이 정말 흥미진진했다. 남자 씨름은 지는 씨름을 했는데 지는 씨름이 더
재밌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다. 먼저 앉으려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씨름. 이렇게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응원을 하다 보니 벌써 점심시간이 왔다.
점심시간에 맛있게 김밥을 먹고 휴식시간을 좀 가진 후에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남자6명, 여자3명으로 줄3개를 3개의 과가 승부를 내려고했는데 하다 보니 줄이

62

≪ 제23호 석삼지 ≫

끊어져버렸다. 하는 수없이 두 개의 과가 승부를 내게 되었는데, 처음에 경기를
하게 된 과랑은 시간문제 식으로 이겨버렸다. 그래서 우리 과가 당연히 결승전까
지 갈 줄 알았는데, 물리과 앞에서 저버렸다. 힘으로 하는 건 역시 화학과의 승리
였다.
이어져서 여자 발야구 예선이었다. 우리학과는 의상학과랑 붙었다. 우리 과 대부
분 애들이 발야구의 경기방식을 잘 알지 못해서 어디에 어떻게 수비를 해야 하는
지도 잘 몰랐다. 그래서 선배가 오셔서 설명을 해주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아도
그냥 우선 하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 경기가 시작되었는데, 먼저 공격이 시작된 의
상학과의 점수가 일점씩 날 때마다 정말 조마조마했다. 하지만 우리 과의 운동신
경이 뛰어난 탓인지 의상학과와 점수 차가 점점 늘어나더니 이기게 되었다. 공에
대한 공포증 때문에 공을 자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막상 경기 앞에선 이기고 보
겠다는 그런 정신이 나오게 되었다. 5분 쉬다 생활경영학과와 다시 붙게 되었는
데, 생활경영학과는 뭔가 모를 포스가 느껴졌다. 역시 첫인상이 어딜 가지 않고
처음부터 많은 점수 차가 나게 되었다. 점수 차가 많이 나다보니 할 의욕도 사라
지게 되었다. 그래도 끝까지 해보았지만 결국 지게 되었다. 오랜만에 달리기도 하
고 공도 잡아보고 재미있었다. 발야구에서도 결승전까지 올라가지 못한 우리 과.
제일마지막 경기인 계주에 메달의 희망을 걸어봤었다.
남자선수 3명, 여자선수 2명! 이과대학생들이 원을 만들고 선수들이 뛰는데 정
말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잘 뛰었었다. 우리 과가 달리는데 한명씩 따라잡을
때마다 정말 환호가 끊이질 않았다. 마지막 주자인 우리 과 선배께선 한 바퀴를
달리는데 앞사람과 넘어지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 달려서 3등으로 끝날
수 있었다.
비록 우리 과는 많은 메달을 얻지 못했다. 우리는 비록 최종우승을 하지 못했지만
협동심을 얻어 참 기분 좋게 1부 행사를 끝 낼 수 있었다.
이어서 한 시간 뒤에 2부 행사인 축제가 시작되었다.
이과대 주차장에 무대가 설치되고 과별로 앉아 피자도 먹으면서 2부 행사를 기다
리게 되었다. 과별로 장기자랑도 시작되고 추첨도 하고! 우리 과는 춤을 추게 되
었는데 많은 반응이 있었다. 화학과에선 춤추러 나온 여자의 갑작스런 남자친구
있냐는 질문에 남자친구까지 올라와서 스킨십에 관객 쪽에서 울러 퍼지는 그런
소리들…….
추첨을 하는데도 서로 번호가 될지 조마조마하고 나오는 그럼 함성들!! 축제를
하고 있는데 내리는 빗줄기 때문에 빗줄기를 피해가면서 우산도 쓰고 했는데 금
방 그쳐서 축제를 더 즐길 수 있었다. 대학교에 처음 와서 즐기는 체육대회라 더
욱더 재미있었다.
내년 체육대회를 기대하고 싶다.

Ⅵ. 영화 감상문

∘ 영화감상문 - 08 최은하
∘ 어거스트 러쉬 - 07 김보경
∘ 뷰티풀 마인드 - 07 금화경

≪ 제23호 석삼지 ≫

65

< 영화 감상문 >

08학번 최은하
배우가 꿈인 깡패. 깡패보다 더한 배우 영화는영화다!!
감독 장훈 출연 소지섭, 강지환, 홍수현, 고창석
당신은…단 한번이라도 죽을 만큼 싸워본 적 있는가?누구나 한번쯤은 다르게
살아보고 싶은 욕망이 있다.
한번쯤은 내가 아닌 다른 나로 살아가고픈 꿈.
싸움꾼의 본성을 지닌 액션스타는 한 때 배우가 꿈이었던 깡패에게 영화출연을
제안한다.
깡패의 출연 조건은 단 하나! 연기가 아닌 실제 싸움을 하는 것!
처음엔 서로가 서로를 경멸했지만 어느 새 진짜 싸움의 매력에 빠지는 그들.
“인간은 싸워봐야 진짜 자신을 알 수 있다.” 당신은 단 한번이라도, 죽을 만큼
싸워 본 적 있는가?
단 한번이라도, 남과 다르게 살아보고 싶은 꿈을 실현해본 적 있는가? 여기에
우리를 대신해 두 남자가 한 번쯤 살아보고 싶었던 삶 속에 뛰어들려 한다.
배우가 꿈인 깡패. 깡패보다 더한 배우 두 남자의 완전히 다른 삶이 교차하기
시작한다.
영화를 촬영하던 배우 장수타는 액션씬에서 욱하는 성질을 참지 못해 상대 배우
를 폭행, 영화는 제작 중단 위기에 처한다.
또한 어떤 배우도 깡패 같은 배우 수타의 상대역에 나서지 않아 궁지에 몰린다.
그는 궁여지책으로 룸싸롱에서 사인을 해주며 알게 된 조직폭력배 넘버 투 이강
패를 찾아가 영화 출연을 제의한다.
누구도 모르게 영화 배우의 꿈을 갖고 있었던 강패는 수타의 제안에 흥미를 느
끼며 출연에 응하는 대신 한가지 조건을 내건다.
액션씬은 연기가 아닌 실제 싸움을 하자는 것! 배우가 안되었으면 깡패 못지 않
은 싸움 실력을 갖추었을 것이라 자신하는 수타 역시 이 조건을 받아들이고, 두
사람의 치열한 전쟁과도 같은 영화 촬영이 시작된다.
주인공은 하나!
싸우다 죽어도 좋다! 깡패라는 현실을 벗어나 배우란 꿈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
은 강패, 배우로서의 자존심을 위해 액션 배우에서 진짜 싸움꾼이 되어가는 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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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이라도 다르게 살고 싶었던 두 남자의 최고의 한판이 시작된 것! 주인공은 하
나, 최고의 결말을 향한 두 남자의 싸우다 죽어도 좋을 이 숨막히는 대결의 최후
의 승자는 누구일까? 궁금하게 만드는 영화였다.
기억에 남는 씬은 이 장면이다. S#13. 룸살롱, 수타의 룸 / 밤
수타 (보며 무시하듯) 왜 그러고 살아요? 짧은 인생?
강패 (살기가 번뜩이며) !!
수타 나중에 자식들한테 창피하지 않겠어요?
강패 (먼저 표정을 풀고) 야! 폼은 제대로네... 폼은 카메라 앞에서나 잡아야지!
어차피 연기는 다 가짜 아냐?
수타 (우습다는 듯) 당신이 연기가 뭔지나 알아?
강패 별거 있나? 인생 잘 만나서 편하게 흉내나 내면서 사는거지...
S#32. 종로 뒷골목/ 낮
봉감독 컷! 다시!
강패 (짜증스럽게) 또 왜?
봉감독 눈빛 좀 더 잔인하게 해줘요!!
강패 (감독을 짜증스럽게 보며) 감독! 나한테 무슨 감정 있어? 뭐야? 뺑이 돌리
는 것도 아니고!
봉감독 좋다. 표정 지금처럼!
강패 (노려본다)....
봉감독 그만할까요?
(할 수 없이 자리로 돌아가는 강패. 재밌다는 듯 의자에 앉아 보고 있는 수타.)
수타 (비아냥거리듯) 연기 별거 없지? 날 보지 말고, 카메라를 봐야지!
다르게 살아보고 싶었던 사람들의목숨을 건 긴장과 반전의 드라마다른 세계를
살아온 강패와 수타가 전쟁을 벌인다.
패권을 놓고 벌이는 두 제국의 독기 오른 충돌처럼 최고의 액션, 그리고 마지
막 주인공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그들은 자존심 하나만을 남겨 놓은 채 진짜 승부
를 벌인다. 서로를 조롱하고 충돌하며 긴장의 끝, 그 폭발할 것 같은 라스트를 향
해 달려간다.
그러나 그 두 싸움꾼의 승부엔 싸움 말고 또 다른 재미가 숨어 있다. 우물 안
개구리가 우물 밖의 세계를 발견하듯, 서로의 세계를 동경하게 된다는 것.
현실과 영화의 세계를 오가며 ‘진짜’이고 싶은데 흉내내고 연기를 하는 수타와
배우이고 싶은데 밑바닥인 강패가 다르게 살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제 깡패는 사람 죽이는 일 대신 진짜 연기를 하고 싶고, 배우는 연기 대신 진
짜 승부를 하고 싶어진다.
당신이 이 영화의 감독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장수타, 영화의 주인공이 상대배우 두 명에게 진짜 주먹질을 해 버렸다.
촬영은 중지됐고 깡패보다 더한 배우와 연기를 하겠다는 배우는 세상에 없다.
그리고 어느 날, 수타는 진짜 깡패를 데려온다.
조직폭력단의 넘버 투인 잔인 무도한 남자이지만 배우의 꿈을 가졌던 깡패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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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배우로 낙점되었다.
단 깡패의 조건은 연기가 아닌 실제로 싸운다는 것이다. 싸워서 이기는 자가 주
인공이 된다. 어차피 이기면 그만이니까...
사람 목숨 서넛은 보내 보았을 진짜 파이터와 깡패보다 더한 기고만장한 스타가
붙는다면? 승부는 이미 끝났다.
그러나 그들의 무대는 영화현장. 연기초보와 진짜 배우의 승부라면 결과는 또
다르다.
때로는 서로를 조롱하고 때로는 상대를 질시하며 최고의 열린 한판을 향해 치닫
는 두 싸움꾼의 승부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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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이글 아이”를 보고.. >

08학번 송용혁

2008년 9월 10일에 개봉한 D.J. 카루소 감독의 액션 스릴러 영화 이글 아이는 개봉 후
예매순위와 평점에서 1위를 차지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영화는 한 남자와 두
남자의 평범한 일상을 보여주며 시작된다.
평범한 복사기회사의 직원인 제리 쇼는 자신의 쌍둥이 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찾아간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통장에 75만 달러가 입금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욕심에 돈을 인출해서 집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도착한 그의 집에는
최첨단 무기와 여권이 배달되어 있고 곧 한명의 여성에게 전화가 걸려온다. 그 전화의
내용은 30초 후에 FBI가 온다고 제리 쇼에게 도망가라고 명령을 한다. 그러나 제리 쇼는
믿지 않았는데 그녀의 말 그대로 곧 FBI가 와서 제리 쇼를 체포해 간다. 변호사 비서로
일하고 있는 레이첼 홀로맨은 무능력한 남편과 이혼을 하고 자신의 아들인 샘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데 샘은 어린이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위해 워싱턴 D.C에 홀로 보내게 되는데
레이첼 홀로맨에게도 곧 그녀의 전화가 걸려온다. 그 전화의 내용은 ‘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아들이 타고 있는 열차를 탈선 시키겠다.’였다. 레이첼 홀로맨은 믿지 않고 911에
신고 하려했지만 레이첼 홀로맨의 휴대전화는 이미 그녀에게 점령당한 상태였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검은색 벤에 타라고 명령한다.
한편, FBI에게 체포당한 제리 쇼는 다시 전화를 받게 되고 그녀는 탈출계획을 세워났으니
엎드리라고 명령했다. FBI와 추격전을 벌이던 제리 쇼는 검은색 벤에 타라는 명령을 받고
벤에 타서 자신처럼 그녀의 명령을 받은 레이첼 홀로맨을 만나 같이 도주하게 된다.
그녀의 지시대로 따른 제리 쇼와 레이첼 홀로맨은 FBI를 따돌리고 그녀의 명령을 따라
미션을 수행한다. 그런데 제리 쇼는 그녀를 믿지 않아 그녀가 자신의 정체를 밝힌다고
쇼핑몰의 홈시어터 판매점으로 오라고 한다. 그 곳에서 제리 쇼는 자신에게 전화한
그녀가 컴퓨터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하지만 자신이 도망치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녀의 명령을 듣는다.
제리 쇼의 형 이든 쇼는 미국의 전국을 감시하는 아리아라는 제리 쇼에게 명령을 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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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가 정부를 바꾸기 위해 살해를 저지르고 공포스러운 계획을 하는 것을 알아챈다.
그래서 이든 쇼를 교통사고로 죽게 만든다. 이든 쇼가 죽기 전에 아리아의 계획을
해제시켜놓아서 이든 쇼와 쌍둥이인 제리 쇼를 불러들여 그 계획을 실행 시켜야 했다.
결국 제리 쇼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FBI에게 붙잡히고 만다.
레이첼 홀로맨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그곳을 빠져 나오게 되고 목걸이를 받았는데 그
목걸이는 소리가 나면 폭파하는 폭탄으로 되어 있었다. 레이첼 홀로맨은 아들인 샘의
어린이 오케스트라를 보러가게 되는데 아들인 샘의 트럼펫에 폭탄을 폭파시키는 음파를
내뿜는 물건이 들어있었다. 이 모든 것은 아리아가 계획한 일들이었다. 그 사실도 모른 채
레이첼 홀로맨은 아들이 살아 있는 것을 보고 아들에게 달려간다.
아리아가 폭파계획을 세운 것을 알게 된 미국 정부도 제리 쇼를 도와 아리아를 해제
시키려고 한다. 결국 제리 쇼의 난동으로 오케스트라는 끝나고 아리아의 폭파계획은
무산되어버렸다.
영화는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계획하는 그녀에게 호기심이
생겨 영화를 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흥미를 끌어들인다. FBI와의 도주하는 장면의
스케일이 매우 커서 영화의 긴장감을 돋워 주는 것 같다. 하지만 그녀의 정체가
컴퓨터라는 것을 알고 이 모든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영화의 흥미는 떨어 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치밀한 계획과 감독의 상상력으로 그 흥미를 채워 주는 것 같았다.
큰 스케일과 액션으로 많은 기대를 했지만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조금 실망스럽다.
아리아라는 미국을 지배하는 컴퓨터의 존재...미국의 강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난
영화를 보고나서 결국 미국 자기나라 자랑한다고 생각했다. ㅋㅋ 이 영화는 아이로봇과
비슷한 스토리이다. 아이로봇에서도 컴퓨터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이글아이도 컴퓨터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여기서 이 세상은 곧 컴퓨터의 시대가 온다고 보여준다. 영화를 보고
많은 비판 글도 있었지만 나는 재미있게 보았고 친구들에게도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중에
하나였다. 별점을 주자면 5점 만점에 4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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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스트 러쉬를 보고.. >

07학번 김보경

작년 이맘 때 쯤, 쌀쌀했던 때인 것 같다. 감동있는 영화를 좋아하는 나는 잔잔
한 감동이 있다는 어거스트러쉬를 보기 위해 영화관으로 향했다. 거기에다 조나
단 리스 마이어스와 프레디 하이모어가 등장한다니, 고민할 것도 없이 표를 끊었
다. 원래 기대를 하면 실망이 큰 법이라서 왠만해서는 기대를 안 하는데 워낙 이
런 영화를 좋아하는 탓에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었다. 기대를 하며 앉아 있으니 불
이 꺼지고 영화가 시작 되었다.
밴드 싱어이면서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첼리스트인 라일라가 우연히 파티에서
만나 서로 사랑하게 되지만, 라일라의 아버지에 의해 둘은 헤어지게 된다. 그러나
라일라는 루이스의 아이를 가졌지만 아버지가 아이는 유산되었다고 거짓말을 하
여 그런 줄로만 알고 지낸다. 루이스와 라일라의 아이, 에반은 고아원으로 보내지
게 되는데, 에반은 “음악은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귀 기울이기만 하면 되요.”라
는 에반의 대사처럼 모든 사물의 소리나 자연의 소리를 그냥 흘려듣지 않고 음악
적으로 듣게 되고 천재적인 음악적 재능을 가진다. 에반은 엄마 아빠를 찾기 위
해 고아원을 나와 무작정 뉴욕으로 오게 된다. 루이스도 라일라와 헤어진 뒤 밴
드를 한동안 안하다가 다시 음악을 시작하기 위해 뉴욕으로 오게 되고, 라일라도
챌리스트를 그만두게 되고, 나중에 아버지에게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듣고 아
이를 찾으러 뉴욕으로 오게 된다.
에반은 뉴욕으로 와서 공원에서 기타를 연주하고 한 흑인 아이를 만나게 된다.
그 흑인 아이는 길거리 공연을 하며 위저드 밑에서 생활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의
소개로 에반도 거기서 함께 생활한다. 위저드는 에반의 음악적 재능을 알아보게
되고, 기타의 실력도 알아보고 길거리 공연을 하게 한다. 여기서 에반이 기타를
처음 보고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프레디 하이모어가 직접 연주한 거라는데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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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굉장했다. 위저드는 에반의 가명을 ‘어거스트러쉬’로 지어주고, 많은 음악을 가
르쳐 어거스트의 공연으로 돈을 벌어 생활을 한다. 라일라는 어거스트를 찾기 위
해 도움을 청하러 가서 아들이 살아 있다는 걸 알고 왜 이제야 찾으려고 하냐는
질문에 “내 아들이 살아있는걸 11년 2개월 15일이 지나서야 알았죠. 날짜를 셌거
든요.” 라는 대사를 하는 데 몸이 찌릿찌릿 하였다. 왜냐하면 어거스트가 고아원
에서 상담을 할 때 “11년하고 16일이요 날짜를 셌거든요.” 라는 대사를 하였기
때문이다.
어거스트는 위저드 밑에서 계속 생활을 하다가 계산적이고, 돈 욕심이 많은 위저
드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한 교회로 도망친다. 악보를 하나도 모르는 어거스트는
교회에 한 아이에게서 음표 몇 가지를 배우고, 그것을 이용하여 작곡을 하고, 파
이프 오르간을 연주한다. 그것을 본 교회 목사는 어
거스트를 쥴리어드 음대에 특별전형으로 입학시킨
다. 어거스트는 학교를 다니면서 작곡, 지휘 등 많
은 것을 배우고, 실력이 향상되어 매년 열리는 학교
야외음악회의 교향악의 지휘를 맡았다. 하지만 어거
스트를 이용하여 돈을 별려고 하는 위저드는 자신
을 어거스트의 아버지라고 속이고 교회에서 데리고
나온다. 그렇게 어거스트는 다시 길거리 공연을 하
며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때 마침 자신의 진짜 아버
지인 루이스를 만난다. 루이스는 어거스트가 자신의
아들이란 걸 알지 못한 채 어거스트와 기타에 대한
이야기,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기타
연주를 한다.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연주를 즐기며 하는 장면이 안쓰러우면서도
다행이다 싶었다. 루이스는 어거스트의 기타 실력을 보며 놀라고, 어거스트는 자
신이 지휘 하기로 한 야외음악회 이야기를 하며 못 가게 되었다는 얘기를 한다.
루이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거스트에게 연주회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가라
고 하고 자신도 가겠다고 한다. 라일라도 쥴리어드 음대 출신이라 야외 음악회에
서 첼로를 연주하기로 하고, 라일라도 자신의 아들, 어거스트가 어디에선가 자신
의 음악을 듣고 곧 만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어거스트도 역시 자신의 음악을
듣고 엄마 아빠를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어거스트는 위저드에게 음악회를
꼭 해야겠다는 말을 하고 위저드에게 벗어나서 야외 음악회 무대에 서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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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음악을 연주하면 부모님이 듣고 찾아올거예요” 라는 어거스트의 말처럼 루
이스와 라일라는 음악에 이끌려 어거스트가 연주하는 앞쪽 까지 다가가 결국 세
사람은 모두 만나게 된다.
나에게 기대를 한 영화 중에 실망하
지 않은 영화가 몇 개 없는데, 이 영화
는 나를 실망 시키지 않았다. 라일라
와 어거스트의 날짜를 새는 대사에서
역시 엄마와 아들은 어느 것에서든 통
하게 되고, 연결이 되어 그 장면을 보
며 마음이 좋으면서도 안타까웠다. 그
렇지만 루이스와 라일라, 그리고 그들
의 아들 어거스트, 이 셋 사이를 음악
으로 연결시켜 음악으로서 다시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잔잔한 감동으로 마음을
훈훈하게 했다. 이미 연기를 잘하기로 소문난 프레디 하이모어와 조나단 리스 마
이어스의 연기는 나를 영화에 빠져들게 만들었고, 이 둘이 직접 노래하고 연주한
것을 들으며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었다. 잔잔한 감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추
천 해주고 싶은 영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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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풀 마인드를 보고.. >

07학번 금화경
수려한 외모와 뛰어난 수학실력을 가진 천재 수학자 존 내쉬의 일대기를 상세하
게 그린 '뷰티풀 마인드'는 지금 현재 수학과에서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 나에게
있어 매우 흥미로운 영화였다.
영화 속에서 존 내쉬 역을 맡은 '러셀 크로우'라는 배우를 썩 좋아하진 않았지만
이 영화를 보고 난 뒤엔 내가 생각하는 존 내쉬의 이미지는 그냥 '러셀 크로우'라
는 배우로 굳어져버릴 정도로 이 영화 속에서 러셀 크로우는 뛰어난 연기를 보여
줌은 물론 존 내쉬의 배역을 너무나도 잘 소화해냈다.
이 영화는 존 내쉬가 스물한살이 되는 해에 프린스턴 대학 수학과 대학원에 입
학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프린스턴 대학원에 장학생으로 입학한 존 내쉬는 조금은 무뚝뚝하고 어리숙해
보이지만, 자신만의 독창적인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 가슴 속에 엄청난 열정을 지
닌 멋진 청년이었다. 우연히 친구들과 함께 간 술집에서 만난 금발의 미녀를 둘러
싼 친구들의 경쟁을 지켜보던 중 영감을 얻어 1949년, '균형이론'을 발견하게 되
는데 그의 나이 고작 21살 때였다.
5년후, 제2의 아이슈타인으로 떠오른 존 내쉬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MIT 교수로
승승장구하던 중 정부의 비밀요원인 윌리암 파처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고, 신문과
잡지에 숨겨져있는 소련군의 암호를 해독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후로 수업을 빼먹고 하루종일 암호해독에만 빠져있
기 일쑤였던 존 내쉬에게 그의 수업을 듣던 한 물리학도, 엘리샤가 다가왔다. 그
렇게 둘은 사랑에 빠져 결혼에까지 골인하게 된다.
어느 날, 암호해독 자료를 전달하고 오던 존 내쉬는 자신이 소련군 스파이에게
뒤쫓기고 있음을 깨닫고 점점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아내에게 끝까지 이 사
실을 숨기는데, 이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낀 엘리샤는 결국 존 내쉬를 정
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한다.
정신병원에서의 진단은 충격 그 자체였다. 정신의 암이라고 불리는 정신분열증이
었다. 심각한 망상, 환각, 사고와 감각 교란, 의지력 상실 등이 나타나는 정신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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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으로 인해 존 내쉬는 그 동안 자신만의 망상과 환각 속에서 비밀요원인 윌리엄
파처라는 인물을 만들어 수취인이 없는 암호해독 결과를 붙이고, 소련군 스파이에
게 뒤쫓기는건 물론, 대학시절 자신의 룸메이트였던 절친한 친구 찰스와 그의 조
카까지 망상과 환각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 냈던 것이다.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남편의 모습을 바라
보고 있어야 했던 엘리샤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 후로 30여년 동안 정신
분열증을 앓던 존 내쉬의 옆에는 그의 아내 엘리샤가 항상 있었다.
그렇게 헌신적인 아내 엘리샤의 사랑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음으로써 완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신분열증에 저항하여 비로소 현실에 조금씩 적응하게 된
존 내쉬에게 또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1994년, 21살에 발견한 '균형이론'으로 존
내쉬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존 내쉬가 노벨상을 수상하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천재 수학자 존 내쉬의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삶을 담은 영화 '뷰티풀 마인드'는 끝이 났다.
백발이 된 존 내쉬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고, 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감을
말할 땐 내가 괜히 더 마음이 벅차고, 눈시울이 붉어졌었다. 단지 영화를 한 편
본 것이지만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삶을 산 실제 인물의 이야기라 그런지 더 사실
적으로 보게 되고, 더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다.
정신분열증이라는 병에 대해 궁금해져서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정신분열증을 치
료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뿐더러 완치하기도 어려운 병이라고 한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파커와 찰스, 그리고 찰스의 조카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존 내쉬의 정신분열증이 완전히 치료된 게 아님을 암시하는 듯하였으나 이제 그
들을 신경쓰지 않고 무시하려했던 존 내쉬는 스스로의 의지로 정신의 암이라는
정신분열증을 완전히 극복해 낸 것이다.
존 내쉬가 이런 삶의 큰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은 변함없이 자신의
곁을 지켜준 그의 아내 엘리샤의 사랑이 아니었을까.
노벨상을 수상하고 수 많은 사람들 앞에 선 존 내쉬가 "난 당신 덕분에 이 자리
에 섰어요. 당신은 내 모든 존재의 이유예요."라고 짧지만 큰 울림으로 엘리샤를
응시하며 이야기할땐 정말이지 다른 어떤 멜로 영화보다 더 감동적이었다.
27 페이지의 아주 적은 양의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해 준
존 내쉬의 '균형이론'은 아직까지도 여러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이론으로 받아들
여지고, 쓰여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론을 무려 나와 같은 나이인 21살에 발
견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고 대단하기만하다.
이렇게 존 내쉬가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하늘이 일부러 시련을 주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런 시련을 존 내쉬는 멋지게 이겨냈지만 말이다. 존 내
쉬 그는 그저 남들과 다르게 조금 아팠을 뿐, 모든 것을 이겨낸 이 세상 누구보다
빛나는 사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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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아직까지 살아있는 존 내쉬는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로, 연로한 나
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신의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러셀 크로우가 열연한 영화 속 존 내쉬와 실제의 존 내쉬는 얼마나 차이가 있을
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존 내쉬의 일대기가 책으로 나오고, 영화화가 될 정도로 존
내쉬는 보통 사람과 다른, 조금은 힘들게 특별했던 삶을 살았던 게 분명하다.
같은 수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써 존 내쉬의 천재성에 조금은 기가 죽기도
했지만, 오로지 하나의 목표에 자신의 온 열정을 쏟아 붓던 그를 보면서 여러 가
지로 느끼고, 배운 점도 많았고, 딱 봐도 어려워 보이는 수학 공식들을 멋있게 써
나가는 영화 속 존 내쉬의 모습을 보면서 괜시리 뿌듯해지기도 했다.
영화도 좋았고, 연기자들의 연기도 참 좋았지만 존 내쉬의 삶을 두 시간 안에 온
전히 담아 내기는 조금은 힘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전에 읽다가 만
700페이지의 책 '뷰티풀 마인드'가 너무 보고싶어졌다. 다음번엔 책 속에서 존 내
쉬를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해야겠다.

Ⅶ. 수학과 이야기2
<수학과 행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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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누굴까?! 누구?!
(수학과 앙케이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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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 앙케이트 조사
첫인상이 가장 좋았던 사람
1위 양현희
2위 김준식
3위 민서영
첫인상은 좋았지만 보면 볼수록 깼던 사람
1위 민서영
2위 최은지
3위 박진수
수학과 최고의 얼짱+몸짱
1위 하수진, 박재형
2위 민서영, 이승현
3위 최은지, 홍동수
수학과 최악의 몸꽝
1위 박진수
2위 민경두
3위 오호택, 김건우, 최희영
수학과에서 서로 잘 어울리는 커플(단 C.C는 제외!!)
1위 이재현 ♡ 강민지
2위 홍동수 ♡ 정은주
3위 민서영 ♡ 송용혁
수학과 최고의 술버릇을 가진 사람
1위 박진수, 홍동수
2위 장은지
3위 송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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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 모습이 가장 이쁜 사람
1위 서경화
2위 방정희
3위 이현우
무인도에 가면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
1위 이현우
2위 정대혁, 양현희
3위 이재현
스킨쉽을 잘 하는 사람
1위 이현우
2위 김정규
3위 김경준
우리 과 최고의 매력녀and 매력남
1위 이현우
2위 강민지
3위 방정희
남자지만 지켜주고 보호해 주고 싶은 사람
1위 이기석
2위 권순혁
3위 이현우
여자지만 믿음직스럽고 강해보이는 사람
1위 강민지
2위 우지혜
3위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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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배우자에게 잘할 것 같은 남자와 여자
1위 방정희, 조정열
2위 김혜진, 김경준
3위 이선미, 이현우
가장 안 씻을 것 같은 사람(이 사람은 씻어도 안 씻은 것 같다)
1위 오호택
2위 박진수
3위 김건우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사람
1위 민서영
2위 박진수
3위 남연모
깡패를 만났을 때 가장 비굴할 것 같은 사람
1위 박진수
2위 송용혁
3위 김경준
결혼을 제일 늦게 할 것 같은 사람은? 결혼 못 할 것 같은 사람
1위 박진수
2위 오호택
3위 김동혁
집에서 야동 많이 볼 것 같은 사람
1위 이기석
2위 이현우
3위 김건우

83

Ⅸ. 쉬어가는 코너

∘ SUDOKU
∘ 축구에 관한 세계의 기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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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DOKU
: 가로 * 세로 : 0~9 까지 겹치지 않고
작은 박스안의 숫자가 0~9 까지 겹치지 않도록 숫자를 배열하는 게임.

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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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1 5
2 9 3

6

8
6

8
4 7

5 2
4

9

5 6
9 7 6 4
7 4
1 5

5
6

➁

1
3

5
8

2 5
3 7
1 9 2 4 6
6
9 6 4 3 8
5 1
3 4
5 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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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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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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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에 관한 세계의 기록들
-월드컵 1호골
프랑스의 루시엥 로랑(Lucien Laurent)은 30년 7월 13일, 1회 우루과이대회때 1
조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전반 19분 역사적인 월드컵 1호골을 넣었다.
-2대회 5골씩 득점
페루의 쿠비야스(Cubillas, Teofilo)-1970년 멕시코대회 5골, 78년 아르헨티나대
회 5골.
-최연소 득점선수
펠레는 1958년 스웨덴대회 8강 대 웨일즈전에 17세 7개월 23일의 나이로 출전해
1-0 결승골을 넣어 최연소득점선수의 기록을 갖고있다. 이 대회에서 펠레는 모두
6골 득점.
-1경기에서 7명이 득점
74년 서독대회. 유고슬라비아 9-0 자이르 경기에서 7명의 유고선수들이 골을 넣
어 한 경기에서 가장 많은 선수들이 득점하는 기록을 낳았다. 바제비치 3골, 6명
1골씩.
-무효4골
74년 서독대회 북중미카리브지역 최종예선. 트리니다드는 아이티와의 경기에서
살바 도르사람인 주심에 의해 4골이나 노골선언당해 4-1로 패했다. 트리니다드의
첫 본선진출 기회가 아이티의 첫 본선진출 기회로 바뀌게 되고 말았다.
-무효골
왕자의 노골-82 스페인대회 4조 프랑스:쿠웨이트. 3-1로 앞서고 있는 프랑스의
알렝 기레스(Alain Giresse) 가 후반45분 네 번째 골을 넣자 쿠웨이트선수들은 주
심에게 항의했다. 한 관중이 울린 휘슬이 주심의 오프 사이드 휘슬로 오인되어 자
신들의 행동을 멈추게 했다는 것이었다. 쿠웨이트의 파하드왕자도 경기장에 들어
가 이의를 제기하자 스투파르주심(소련)은 프랑스의 골을 무효 선언했다. 그 뒤
프랑스는 다시 한골을 넣어 4-1로 이겼다.
78년 아르헨티나대회 3조 스웨덴과의 경기 1-1 동점에서 브라질의 지코(Zico)가
코너킥에서 넘어온 공을 헤딩으로 성공시켰으나 주심이 종료휘슬을 울려 인정받
지 못했다.
-전경기 득점자
70년 멕시코대회 우승팀인 브라질의 자이르징요(Jairzinho)는 결승까지 6경기에서
매번 득점, 7골로 최다경기 연속득점한 선수다.
-도둑질한 프리킥과 골
70년 멕시코대회 1조 멕시코와 엘살바도르 경기. 엘살바도르의 FK을 멕시코선수
가 몰래 차 득점까지 했다. 주심 영국의 테일러(Taylor)는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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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수 1경기 최다골
축구사상 한 경기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폴란드 태생의 스테판 스타니
스로 레이싱 소속의 그는 1946년 12월13일 프랑스 1부리그 레이싱-오브리 아스
투리오의 경기에서 16골을 기록했다.
국제대회 최다골은 12년 스웨덴올림픽때 독일-러시아 경기에서 독일의 고트프리
드 푸시가 기록한 10골이다.
월드컵 최다골은 94년 미국월드컵 B조 소련의 살렌코가 카메룬과의 경기(6-1)에
서 기록한 5골.
-월드컵 외 최단시간 골
FIFA사상 최단시간골-2.5초. 1998년 12월 26일 우루과이의 도시대항 축구경기에
서 소리아노팀의 리카르도 올리베(22세)가 프레이 벤토스전에서 경기개시 2.5초만
에 골을 터뜨려 FIFA의 공식인정을 받았다.
-여자축구 최다골
57-0
2001년 3월 5일 열린 잉글랜드 여자축구 웨스트 미드랜드리그에서 윌렌홀 타운이
버턴 브루어스에 57-0으로 기록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골이 평균 1분45초마다 터
진 셈이다. 윌렌홀 팀은 경험이 적은 어린 선수들로 구성된 버턴을 맞아 일방적인
공격으로 이처럼 믿어지지 않는 골 세례를 퍼부었다. 이처럼 놀라운 골 기록이 나
오자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확인 조사에 착수했다.
-예선 최단시간 골
93년 11월 17일 유럽 2조 잉글랜드와 산 마리노 경기에서 산 마리노의 다비데 구
알티에리(Davide Gualtieri)가 9초만에 득점. 잉글랜드 GK는 David Seaman이었
다. 다비데의 이 골은 산 마리노 대표팀의 역대 월드컵 예선 18경기(88골 실점)에
서 얻은 두 번째 골이었다. 이 경기에서 산마리노는 다비데의 최단시간 선취골에
도 불구하고 잉글랜드에 7-1로 패했다.
-월드컵 외 최단시간 골
2.5초. 1998년 12월 26일 우루과이의 도시대항 축구경기에서 소리아노팀의 리카
르도 올리베이라(22세)가 프레이 벤토스전에서 경기개시 2.5초만에 골을 터뜨려
FIFA의 공식인정을 받았다. 상대 선수들이 미처 자리도 잡기전에 주심의 호르라기
소리와 동시에 올리베이라가 동료의 킥오프를 받아 바로 슛한 것이다.
-K-리그 최간시간 골
1986년 4월 12일(강릉) 축구대제전 한일은행의 권혁표가 대우와의 경기에서 19초
만에 넣은 골이다.

Ⅹ. 우리 동아리가 최고~!
(동아리소개)

∘짚신
∘프라우다
∘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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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 신>
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이 땅을 내 발로” 라는 구호를 외치며 우리나라의 땅을 모두 정
복할 꿈을 가진 수학과 여행 동아리 짚신이에요.
짚신은 94년도 창단기 선배님들을 시작해 지금은 08년도 15기까지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
습니다. 마음 맞는 동기, 선·후배간이 모여 우리나라에 대해 알아보고 여행해보며 공부에
얽매여 있는 몸과 마음을 풀며 친목을 더 다질 수 있답니다. 대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MT, 여행을 다양한 장소를 다양한 컨셉으로 갈 때마다 새롭고 재밌는 추억을 쌓을 수 있
는 동아리에요. 어려울 수 있는 선.후배, 친구 사이를 여행 한번으로 의리를 만들게 하고
감정이 없던 남녀사이도 여행 한번으로 사랑을 싹트게 하는 대학 필수 아이템이에요. 다
같이 산도 등반하며 오르막길에서 서로 잡아주고 챙겨주고 정상에서 함께 사진도 찍으며
힘든 일, 즐거운 일 모두 함께해 동아리 내의 친목이 유독 좋아요.
짚신에는 이런 특별함이 있어요!
......... KOREA

(↑ 표충사 재약산 정상에서^^ )

(↑계곡에서 재밌는 물놀이)

(↑ 우리가 2박 3일간 묵엇던 곳)

(↑표충사 가는길 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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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계곡, 농촌, 바다 등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명소들을 직접 가보고 감탄하고 많은 것을
느끼며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조금씩 알아갈 수 있어요. 도시에서 느껴보지 못했
던 맑은 공기, 아름다운 새소리, 밤하늘의 별들을 느낄 수 있고, TV에서만 보던 농촌일도
직접 체험해보며 몰랐던 많은 것을 알아갈 수 있어요. 짚신에서는 한국을 알 수 있어요

......... 추억
아름다운 곳을 언제나 함께하는 너무나 좋은 선.후배, 동기가 있어 평생에 남을 추억도 절
로 쌓인답니다. 짚신이 하는 건 모든 게 추억이 되요.
평범하고 멀쩡하게 갈 수 있는 여행을 게임, 복불복 등으로 색다르게 다녀오는 뭔가가 다
른 재미있는 여행을 다녀와요. 계곡에 다 함께 빠져 물놀이도 하고 다이빙도 하며 점수도
서로 매겨보고, 다함께 모여 밥을 먹고, 선후배 함께 술자리를 해 학교생활에 대해 얘기도
서로 하고 서로에 대해 속 얘기도 하며 서로 신뢰를 쌓고 화목을 다져갈 수 있는 동아리
에요.
알짜배기 여행 동아리 짚신과 함께
여행을 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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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우다>
저희 프라우다는 수학과 내의 학술부이며 학술지인 석삼지의 편집을 맡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프라우다의 어원은 ‘진실, 진리’ 라는 뜻이며, 우리가 속한 사회속에서 진정한 진
리를 찾고자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따뜻한 마음과 정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1기부터 13기 까지 토론 활동을 통하여 의견 및 정보를 교환하고 활동으로 소소
감과 협동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왕성한 활동으로 프라우다는 수학의 여러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만
들며, 선,후배 수학인들과 함께 우정을 돈독히 하여 진정한 대학 생활을 배우로
익히는데 큰 역할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많은 것을 배려할 줄 아는 수학인 들에게는 언제나 열려있는 동
아리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언제나 노력하는 저희 프라우다가 되겠습니
다.
비운의 여자 수학자 라파엘의 '히파티아
일반적으로 여자는 수학을 못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것을 입증하기 온갖
생리학적, 사회학적 예를 들고는 하는데
사실 이것은 개인적 편차일뿐 모두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다.
<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여성 수학자 중
가장 찬란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그리스의 여성
수학자 히파티아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본다. 히파티아는 알렉산드리아의
수학자이자, 무세이온(오늘날의 박물관)의
관장이었던 테온의 딸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수학을 배웠으며,
이탈리아와 아테네로 유학을 갔다오기도
했다. >
그녀의 수학적 재능은 특출하였으며, 특히 남을 가르치는데 소질이 있어 당시
그녀의 강의를 듣기 위해 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물론 이에는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가 한 몫 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수 많은 수학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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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려 끙끙거리던 문제를 단번에
풀어냈다고 하니 단순히 외모 때문에
인기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이 증명된다.
수학자이기도 하지만 철학에도 능통했던
그녀는 신플라톤주의를 취하고 있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세속적인 욕망이나
물질적인 면을 매우 낮게 취급하기도 한
여성 철학자이기도 했다. 그녀의
철학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다.
히파티아의 강의를 듣던 학생 중 하나가
그녀에게 반해 사랑을 고백했다. 그녀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자신의 마음을 토로한 것이다. 그러자 그녀는 월경 때
입었던, 더럽혀진 옷가지를 모아 그 학생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당신이 사랑하는 나의 참모습이다."
이라며 육체적 아름다움에 대해 헛된 것으로 이야기했다. 구혼자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아 마음을 바꾸었다고. 이러한 점 때문에 그녀는 '철학과 결혼했다'고
불리우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철학적 굳은 신념 때문에 그녀의 생애는 비극으로 끝이 난다.
알렉산드리아의 교구에 키릴루스라는 인물이 주교로 오며 문제가 발생한다. 그가
오기 이전만 하더라도 비록 종교적 관점은 달랐지만 히파티아는 기독교
지도자들에게도 호의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시기심이 많던 키릴루스는 히파티아가 거리를 지날 때 수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표하는 것을 보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 더구나 히파티아의 신플라톤주의는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단이나 다름 없었다(하지만 실제 신플라톤주의의 여러
사상적 이론이 훗날 기독교에 영향을 주게 된다). 단순히 이런 이유 때문만이
아닌 키릴루스와 정적으로 대립하고 있던 알렉산드리아의 지도자 오레스테스와의
대립에 히파티아가 악영향을 주고 있어 제거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어쨌든,
프랑스 소설가인 드니 게디는 히파티아의 죽음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415년 어느날, 알렉산드리아의 그리스도교 광신도들이 길을 지나던 그녀의
마차로 달려들어 그녀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가벗긴 채 성소로 끌고 갔다.
그리고는 칼날처럼 예리하게 깎은 굴껍데기로 그녀를 고문한 뒤 산 채로
불태워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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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
스페이스는 수학과 내의 전산동아리입니다. ‘전산부’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서 1995년‘ 스
페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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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자주 얼굴을 맞대며 선·후배간의 정도 쌓고 있습니다.
수학과 학생으로 전산 및 수학의 학문에 뜻을 둔 학생은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많은 관심
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격증정보>
1. 워드프로세서: 기업에서 다량의 문서처리가 이루어지면서 빠르고 정확한
문서작성이 요구되고 있음.
<워드프로세서>검정은
율적인

문서작성을

위한

컴퓨터의

기초사용법과

워드프로세싱

프로그램

아울러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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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목
워드르포세싱

필기시험 pc운영체제

출제형태

시험시간

객관식60문항 60분

pc기본상식
실기시험 문서편집 가능
컴퓨터 작업형 30분
워드프로세싱 용어 및 기능
2급 필기시험
객관식60문항 60분
pc운영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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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2.

pc기본상식
실기시험 문서편집 가능
컴퓨터 작업형 30분
워드프로세싱 용어 및 기능 객관식 40문
필기시험
40분
pc운영체제
항
실기시험 문서편집 가능
컴퓨터 작업형 30분

컴퓨터활용능력:

산업계의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영업,

재무,

생산

등의

분

야에 대한 경영분석은 물론 데이터 관리가 필수적임.
<컴퓨터활용능력>
인

검정은

사무자동화의

스프레드시트(SpreadSheet),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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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출제형태

시험시간

객관식60문항 60분
컴퓨터 작업형 90분
객관식40문항 40분
컴퓨터 작업형 40분
객관식40문항 40분
컴퓨터 작업형 40분

Ⅺ. 논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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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ng a sequence which converges to a number

 

 ∈ℤ    

권순혁
이 과제는 실해석학 교재 Introduction to Real Analysis(저자 : R.G. Bartle)
의 72쪽의 다음 예제 3.3.5로부터 시작되었다. 책의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
다.
The Calculation of
Square Roots

We now give an application of the Monotone Convergence Theorem to the
calculation of square root of positive numbers.
3.3.5. Example

Let    ; we will construct a sequence    of real

numbers that converges to 
.
다음의 몇 가지 정의와 정리들을 살펴본 후 예제의 증명을 소개하고자 한다.
정의 1.

    을 실수열이라 하자. 만일,  가 다음의 부등식을 만족시키

면  는 증가한다고 말한다.
  ≤   ≤⋯≤   ≤     ≤⋯

 가 다음의 부등식을 만족시키면  는 감소한다고 말한다.
  ≥   ≥⋯≥   ≥     ≥⋯

 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는 단조수열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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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em 1.

단조수렴정리

실수열의 단조수열이 수렴할 필요충분조건은 유

계인 것이다. 더욱이,
(a) 만일      이 유계인 증가수열이면,

lim  sup   ∈ℕ 
(b) 만일      이 유계인 감소수열이면,

lim  inf   ∈ℕ 

Theorem 2.

(a)      그리고      이 각각 와 에 수렴하는 실수

열이라 하고, ∈ℝ 이라 하자. 그러면 수열들          ․   그리고
 는 각각        그리고 로 수렴한다.
(b)      이 에 수렴하고      이  에 수렴하는 영이 아닌 실수열



이고  ≠ 이면, 몫의 수열  는  에 수렴한다.



예제 3.3.5의 증명
Let     be arbitrary and define





       



 for ∈ℕ

(1)

We now show that the sequence    converges to 
 (This process
for calculating square roots was known in Mesopotamia before 1500 B.C.).
We first show that   ≥  for  ≥  . Since   satisfies the quadratic
equation              , the equation has a real root. Hence the
discriminent       must be nonnegative; that is,     ≥  fo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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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ee that    is ultimately decreasing, we note that for  ≥  we
have



    
              ․  ≥  .









Hence,     ≤   for  ≥  . The Monotone Convergence Theorem implies
that   lim   exists. Moreover, from Theorem2, the limit  must satisfy
the relation







     .




whence it follows that    or     . Thus   
.

실해석학 교재에서 제시된 위의 예제에서 
 에 수렴하는 수열에 대하여 다
루었다. 하지만 기원전 1500년 전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에 수렴하는
수열





       



 (∈ℕ )을 어떻게 생각해 내었는지 궁금했다. 위의 수열의

구성은 수치해석학 교재에서 볼 수 있는, Newton Method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
 
 ∈ℤ   에
을 알게 되었고 이를 다음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이 과제에서는 

수렴하는 수열을 Newton Method를 이용하여 구성할 것이며    인 경우는 위
예제와 동일한 수열이 구성되어짐을 알 수 있다.
   에 대해 
 를 근으로 갖는 이차방정식은     이다.        =0라
고 두자.   을 방정식    의 근 
 에 대한 초기 근사값이라 하고, 
에

대한 모든 근사값들을 포함하는 구간에서 ′ 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에
서  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는 ′  이므로, 접선의 방정식은
      ′      

이 된다. 이 접선은  의 좌표의 값이 0일 때  축과 만나므로, 
 에 대한 다음
근사값   는
      ′       

을 만족시킨다. ′  ≠  일 때, 이 식을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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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된다.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게 된다.
   


           
 







여기서 기원전 1500년 전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미 알려졌던 
 를 구하
는 식 (1)을 얻게 되었고 식 (1)은 Newton's Method에 의해서 생성되는 
의
근사값을 구하는 수열과 동일한 수열임을 알게 되었다.
여기서 사용된 Newton's method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Newton's Method
   의 근에 대한 근사값    은 근사값  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이제, 
 에 수렴하는 수열을 생각해 보자.        라고 두자. 그러면

앞에서 소개한 Newton's Method에 의해서,
   
   
          
′   
 
   

.
 
 
일반적으로, 
 ∈ℤ   에 수렴하는 수열은

   
      
   

(2)

가 됨을 쉽게 알 수 있다.
위의 식 (2)에서        를 선택했을 때,   이 
 에 수렴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Mathematica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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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Mathematica프로그램에서는
          

과 같이 
   ⋯ 에 수렴함을 알 수 있고 예제의 증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조감소하면서 
 에 수렴함을 수치적으로 입증하였다.
뿐만 아니라, 위의 Mathematica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임의의 양의 실수  에
대하여 
 에 수렴하는 단조감소수열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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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위의

Mathematica프로그램은

         의

근사값을

구하는

Newton's Method를 적용하였다. 임의의 자연수  와 임의의 실수  에 대하여
 


 의 근사값을 구할 수 있다. 위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의 근사값을

    이라 두고 구하면 이 되고,

Mathematica로 구한 값이라고 볼 수 있는

N[5^(1/3)]와 비교할 때 충분히 근사값을 얻음을 입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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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수학적 모형화를 통한 근사해 구하기
신 인 애

1.수학적 모형화
어떤 현상이나 상황에서 유익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현상이나 상황을 수학적으
로 기술하는 것을 수학적 모형화(mathematical modeling)라고 한다. 수학적 모형
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수립된다.

(1)수학적 모형화의 과정
(ⅰ)관찰 및 가설: 관찰을 통하여 필요한 가정 또는 가설을 세운다.
(ⅱ)수학적 모형화: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필요한 변수를 선택한다.
변수 사이의 관계식을 수립한다.
(ⅲ)해 구하기: 수학적 기법을 통하여 관계식을 분석하여 해를 구한다.
(ⅳ)검증: 알려진 사실 또는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그 해를 검증한다.
수학적 모형을 수립할 때, 다음과 같은 상반되는 두 가지 요구사항을 염두에 두
어야 한다.
(2)수학적 모형화 과정 시 요구사항
(ⅰ)실제 현상을 충분히 설명 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정확한 모형을 만들 것
(ⅱ)수학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한 간단한 모형을 만들 것
2.인구증가에 대한 수학적 모형화
(1)맬더스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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맬더스는 인구증가율은 항상 현재의 인구에 비례한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를 시각  에서의 인구라고 하면  는 그 순간의 인구증가율이 된다. 맬더


스의 가설에 의하면  는   에 비례하므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


 



이러한 인구모형을 맬더스의 인구모형, 자연성장모형(natural growth model), 또
는 지수성장모형(exponential growth model)이라고 하고 양의 실수  를 비례상수
이다.
맬더스는 비례상수  의 값으로 0.03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당시의 연 인구증가율
이 인구의 3%라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다. 1800년 당시 세계인구는 9억이었으
므로 1800년을 시간상 원점으로 두면 맬더스의 인구모형은 다음과 같이 미분방정
식으로 표현되고

  P, P(0)=9(억명)



(2.1)

이 미분방정식의 해는


P(t)=9
이며, 이것은 미분방정식(2.1)을 만족한다.

그렇다면 맬더스의 인구모형은 얼마나 정확하게 미래인구를 예측하는가? 다음
표는 1800 년을 기점으로 맬더스 모형에 의한 인구예측과 실제 세계인구를 10년
단위로 기록한 것이다.
년도

t

1800

0

1810
1820
1830
1840
1850
1860
1870
1880
1890
19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맬더스모형

9
12.1
16.4
22.1
29.9
40.3
54.5
73.5
99.3
134.0
180.9

세계인구

년도

t

맬더스모형

세계인구

9

1910

110

244.2

18

9
10
10
11
12
13
14
14
16
16

1920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210

329.8
445.2
601.0
811.3
1095.3
1478.7
1996.2
2694.9
3638.1
4901.1

18
21
21
27
30
35
42
51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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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맬더스 모형과 세계인구 비교
(출처 : The Universal Almanac, 2000)

맬더스의 인구모형과 세계인구를 비교 해보면 2000년도의 실제 인구는 60억인
데 비해 맬더스의 모형은 3638.1로 약 60배가 넘는 인구를 예측하고 있다. 이러
한 오차는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 예를 들어 전쟁, 질병, 식량문제,
인구정책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인구를 모형화한 데에서 기인한다.
이 모형은 이상적인 조건 아래에서의 인구 모형, 예를 들어 먹이와 공간이 충분
할 때의 박테리아 등으로는 적합하지만 일반적인 인구모형으로는 적합하지가 않
다. 일반적인 인구모형에서는 인구가 적은 초창기에는 지수성장을 하다가, 인구가
어느 한계에 도달하거나 한계를 넘어 서면 인구증가율은 감소하거나 심지어는 인
구가 줄어드는 현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2) 로지스틱 모형
앞에서 연구한 맬더스 모형은 인구가 상대적으로 클 때 인구가 작을 때보다 예측
력이 떨어지며 인구가 늘어날수록 제한된 식량과 공간, 전쟁, 또는 다른 요인에
의하여 인구증가는 둔화된다.
다음 표는 한국통계청에서 발표한 1년을 주기로 한 우리나라 인구에 대한 조사
로 총인구수와 인구증가율을 나타낸 도표이다.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인구
(천명)
41,622
42,031
42,449
42,869
43,296
43,748
44,195
44,642
45,093
45,525
45,954

인구
증가율(%)
0.9840
0.9940
0.9900
0.9947
1.0446
1.0210
1.0112
1.0113
0.9573
0.9421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인구
(천명)
46,287
46,617
47,008
47,357
47,623
47,859
48,039
48,138
48,297
48,456
?

인구
증가율(%)
0.7245
0.7133
0.8397
0.7430
0.5592
0.4979
0.3763
0.2054
0.3305
0.3296

<표 2.2> 대한민국 인구 및 증가율
(출처 : 한국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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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시간에 따른 인구 및 인구증가율>

위 그래프는 <표 2.2>에 근거하여 시간에 따른 인구 및 인구증가율의 변화를 그
린 것이다.
여기서  년도의 인구증가율은
년도의 인구    년도의 인구
∙ 
  년도의 인구

로 정의했다. 위 그래프로부터 인구가 많아지면 인구증가율은 감소한다는 가정이
타당하다.
따라서 맬더스모형에서 비례상수 를 인구에 영향을 받는 어떤 감소함수  로 변
형하여 생각할 수 있다.
즉, 어떤 감소함수  에 대하여



    또는     




(2.2)

임을 가정할 수 있다.

 가 가장 간단한 선형함수인
      
라고 가정하면 식 (2.2)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또는      



이 모형은 1840년경 벨기에의 생물학자이자 수학자인 베르헐스트에 의하여 인구
를 예측하기 위한 수학적 모형으로 고안되었으며, 이 방정식을 로지스틱방정식
(logistic equation)이라 부른다.
어떤 생명체가 살고 있는 시스템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구가  이라 하자.
이 수를 그 시스템의 수용용량(carrying capacity)이라 한다. 인구가 시스템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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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용량에 도달하면 더 이상 인구의 증가는 불가능하므로      이 된다.

     이라고 가정하면

       ,          ⇒   



이므로 (2.2)는 다음과 같다.
로지스틱 방정식
자연성장률이  이고 수용용량이

인

로지스틱 방정식 다음과 같다.



     



이 식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ⅰ) 인구  가 수용용량  에 비하여 아주 작을 때:


는 0 에 가까우므로



≈  이다.


따라서 인구가 수용용량에 비하여 아주 작을 때 로지스틱모형은 지수성장(자연성
장)과 유사한 변화를 보인다. 이런 이유로 상수  을 자연성장률(natural growth)이
라 한다.
(ⅱ) 만약 인구  가 수용용량  에 가까워질 때:


는 1에 가까워지고 따라서



≈ 0 이다.


따라서 인구가 수용용량에 가까워지면 인구 변화는 미미해진다.
(ⅲ) 인구가 수용용량보다 작은 경우(      ):


>0


이므로 인구는 증가한다.
(ⅳ) 인구가 수용용량보다 큰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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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인구는 감소한다.
(ⅴ)




가    일 때      가 최대값을 가지므로 인구증가율은







   일 때 가장 높다.

(3) 로지스틱 미분방정식의 풀이
로지스틱 방정식은 변수분리 가능하므로 변수분리하여 쓰면 다음과 같다.


  부분분수를 이용하여


   





      이 되며


        
    



      
 
이다. 따라서 양변을 적분하면 다음을 얻는다.

           로그의 성질에 의하면

        ,


       ,


   ,




이다. 여기서  ± 



이다. 이 식을  에 대하여 풀면
 

   



⇒



 

 



  이므로




을 얻는다.
   
이와 같이 로지스틱 미분방정식의 해로 주어지는 함수를 로지스틱 함수(logistic
function)라고 한다. 초기조건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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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로지스틱방정식의 해
로지스틱방정식의 초기값문제



          



의 해는 로지스틱함수


    
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구는 수용용량  로 수렴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lim     

이다.

→∞

(4) 로지스틱방정식을 이용한 대한민국 인구증가율의 예측 추이
앞에서 제시한 대한민국 인구 및 인구증가율에 대한 <표 2.2>,<그림 2.1>에
근거하여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여 수학적 모형을 구성하여, 수학적 풀이에 근거
하여 해를 구하고 검증, 해석해 보고자 한다.
[과제 2.1]
(ⅰ) 1987년, 1997년, 2007년의 인구를 이용하여 로지스틱 함수의 상수를 계산하
여 2008년의 인구를 추정한 것과 실제 인구는 어떻게 차이날 것인가?
(ⅱ) 2005년, 2006년, 2007년의 인구를 이용하여 로지스틱 함수의 상수를 계산하
여 2008년의 인구를 추정한 것과 실제 인구는 어떻게 차이날 것인가? 그 결과를
(ⅰ)과 비교해보아라.
(ⅲ) 인구증가율만 가지고 2008년의 인구를 추정한 것과 실제 인구는 어떻게 차
이날 것인가?
[풀이]
(ⅰ) 풀이과정을 수학적 모형화 과정별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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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및

대한민국 인구는 로지스틱 모형을 따를 것이다.

가설
1987년을 시간    으로 나타내기로 하자. 년 후의 인구를   
라고 하면
수학적
모형화

              
이다.  는 로지스틱 모형을 따르므로


    
      
이다.
이 식에           을 대입해 보면


  
      

  
      
이다. 이 연립방정식은  과 에 대한 비선형연립방정식이다. 이 경
해
구하기

우 풀이는 가능하지만 너무 복잡하여 수학용 소프트웨어 메이플을
이용하였다. 위 문제를 예를 들어, 다음 명령어를 입력하여 실행하
면
<solve({45954=41622.*L/((L-41622)*exp(-10.*r)+41622),
48456=41622*L/((L-41622)*exp(-20*r)+41622)},{L,r});
다음과 같이 과  에 대한 근사값을 구할 수 있다.
=0.07,

 =51200

따라서 시간 에서의 인구는

   
검증

 ∙ 
 ∙ 

 
   
     

이며,    을 대입해 2008년도 인구를 예측해보면 약 4862만7
천명이다. 이는 2008년 중반까지 실제 한국의 인구가 약 4860만
명이므로(자료:미국 인구 조회국) 상대오차는 0.00055 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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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ⅰ)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구해보면  =0.00658 ,  =96594 로 나오며 2005
년을  =0 으로 두었으므로,  =3 을 대입해 2008년도 인구를 예측해보면 4861만
4천 7백 명이다. 오차는 0.00030으로 (ⅰ)보다 정확하다. 따라서 로지스틱 모형으
로 예측할 때에는 최근 자료를 이용해서 구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ⅲ) 수치적 자료와 오차가 가장 적은 곡선을 최적곡선이라고 한다. 수학용 소프
트웨어 Mathematica를 이용하여 1987년을 기점으로 시간을  라 하고  에 대한
인구증가율을 이용하여 최적곡선을 구하여 인구증가율을 예측하여 보자.
①      형태의 최적곡선으로 인구증가율 예측하기
1차 곡선을 구하여 인구증가율을 예측하기 위하여 다음 명령어를 입력하여 실행
하면
f[t] = Fit[{{0, 0.984}, {1, 0.994}, {2, 0.99}, {3, 0.9947}, {4, 1.0446}, {5,
1.021}, {6, 1.0112}, {7, 1.0113}, {8, 0.9573}, {9, 0.9421}, {10, 0.7245},
{11, 0.7133}, {12, 0.8397}, {13, 0.743}, {14, 0.5592}, {15, 0.4979}, {16,
0.3763}, {17, 0.2054}, {18, 0.3305}, {19, 0.3296}}, {1, t}, t]
다음과 같이 최적곡선    를 구할 수 있다.

      
이 최적곡선과 수치적 자료를 그래프로 함께 나타나면,

<그림 2.2> 수치적 자료와 그 최적곡선①

<그림 2.2>와 같다. 최적곡선        에  =20 을 대입하면
0.31051이 나오므로 2008년의 인구는 약 4847만 1천명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실제 한국인구와의 상대오차는 0.0026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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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형태의 최적곡선으로 인구증가율 예측하기

<그림 2.2>에서 인구증가율의 분포를 분석하였을 때        형태의 최적

곡선을 구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①과 같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최적곡선    를 구할 수 있다.

        
이 최적곡선과 수치적 자료를 그래프로 함께 나타내면,

<그림 2.3> 수치적 자료와 그 최적곡선②

최적곡선        



이다.

  

=0.0806512가 나오므로 2008년의 인구는 약 4849만 5천명으로 예측할 수 있으
며, 실제 한국인구와의 상대오차는 0.00215로 로지스틱방정식보다 크나 ①에서의
상대오차보다는 작음을 알 수 있다.
3. 로트카-볼테라 방정식
(1)일계자율계 연립미분방정식
앞에서 언급한 인구증가 양상과는 달리 먹이사슬 관계에 있는 두 개체 집단의 해
는       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립미분방정식


     



     


으로 표현되어진다. 이러한 연립미분방정식을 일계미분방정식계(system of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라고 한다. 초기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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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어지면 초기값문제(initial value problem)라고 한다. 로트카-볼테라 방정식처
럼  ,  가 독립변수  와 독립인 경우 이 시스템을 자율적(autonomous)이라고 하
고, 간단히 일계자율계(first order autonomous system)라고 부른다.
일계자율계 연립미분방정식


    



    


을 일계자율계 연립미분방정식이라고 한다. 두 함수의 순서쌍(       )이
위 식을 만족하면       를 위 식의 해라고 한다.

위 일계자율계 연립미분방정식을 따르는 생태계문제를 다음과 같이 생각해보자.
[과제 3.1]
초목이 풍성한 섬에 풀을 먹고 사는 초식동물과 초식동물을 먹고 사는 육식동물
이 있다고 하자. 편의상 초식동물은 토끼, 육식동물은 여우라고 하자. 여우의 유
일한 식량은 토끼이고 토끼를 잡아먹는 맹수도 여우뿐이라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토끼와 여우는 공존하는 것이 가능한가? 만약 그렇다면 토끼와 여우의 개체 사이
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하겠는가?
시간  에서 토끼의 수를    , 여우의 수를    라고 하자. 토끼와 여우의 성
장률을 찾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기로 한다.
(ⅰ) 여우가 없는 경우 토끼는 자연성장을 한다.


    


(ⅱ) 토끼가 없는 경우 여우는 개체수에 비례하여 감소한다.


     


(ⅲ) 토끼와 여우가 같이 존재하는 경우, 토끼와 여우가 만나는 횟수는 토끼의 수
와 여우의 수의 곱  ∙  에 비례한다.
(ⅳ) 토끼의 수는 여우와 만나는 횟수에 비례하여 감소한다.

118

≪ 제23호 석삼지 ≫

(ⅴ) 여우의 수는 토끼와 만나는 수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이러한 가정을 미분방정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앞에서 소개한 일계자율계
연립미분방정식을 얻는다.
로트카-볼테라 방정식


   



   


여기서     는 양의 상수이다. 이러한 모형을 먹이사슬에 대한
로트카-볼테라 방정식(Lotka-Volterra equations)이라고 한다.

(2) Euler 방법을 이용한 근사해 구하기 및 근사해 분석

초기치가 주어진 미분방정식           ∈   의 근사해를 구하

기 위하여 구간    를 균등하게 분할하자. 주어진 양의 정수 N에 대하여

      …    


이고          이다. 주어진 ( )에 대하여 관계식


            ⋯   
은 근사해를 나타내며 여기서 은 해    의   에서의 근사값을 나타내며

 ≈    일반적으로  이 커질수록 참값에 더 가까워진다.
[과제 3.1]
섬에 살고 있는 토끼의 수를    , 여우의 수를    라고 했을 때, 실험을 해본
결과 토끼와 여우의 개체수는 다음의 상수

           
에 대하여 로트카-볼테라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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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족한다고 하자.
처음 섬에 토끼 500 마리가 있었다고 하자. 다음과 같은 여우의 초기값에 따라
토끼와 여우의 개체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앞에서 소개한 미분방정식의 근사해를 구하는 수치해석학의 이론인 Euler방법을
적용하면,

         
         
이며 여기에 초기값을 대입해 근사값을 구한다.
수학용 소프트웨어 Mathematica를 이용하여 초기값          
으로 다음 명령어를 입력하여 실행하면,
f[t_,x_,y_]:=0.6 x-0.02 x*y
g[t_,x_,y_]:=-0.4 y+0.001 x*y
t0=0;x0=500;y0=10;a=0;b=30;n=500;
t=t0;x=x0;y=y0;h=(b-a)/n;
euler[{t_,x_,y_}]:={t+h, x+h*f[x,y] , y+h*g[x,y]}
app1=N[NestList[euler,{t,x, y},n]];
appx=Table[{t0+h*i, app1[[i,2]]} ,{i,1,n}];
appy=Table[{t0+h*i, 10 app1[[i,3]]} ,{i,1,n}];
eux=ListPlot[appx,PlotJoined->True];
euy=ListPlot[appy,PlotJoined->True];
Show[eux, euy]
경우1 에서의 그래프가 나온다. 경우2, 경우3도 초기값만 바꿔주어 실행한다.
초기값을 대입하여 나온 근사값들에 대하여 그래프를 그려 보면 다음과 같다. 여
기서 실선은 토끼의 수를, 점선은 여우의 수에 10을 곱한 수를 나타낸다.
이 그래프들을 관찰하여 보면 다음 사실들을 알 수 있다.
• 경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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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분석: 토끼, 여우 일시적으로 증가
이유: 토끼의 자연성장률>토끼의 사망률, 여우는 풍부한 먹이가 있다.

• 경우2:          
결과분석: 토끼 감소, 여우 증가
이유: 토끼의 자연성장률<토끼의 사망률, 여우는 풍부한 먹이가 있다.

• 경우3:          
결과분석: 토끼와 여우 모두 감소
이유: 토끼의 자연성장률<토끼의 사망률, 여우는 식량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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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경우 모두 토끼의 개체수와 여우의 개체수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주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 토끼의 증가는 여우의 개체수를 증가시키고 여우의 증가는 토
끼의 감소를, 토끼의 감소는 여우의 감소를, 또 여우의 감소는 토끼의 증가를 유
발한다. 이러한 규칙은 시간에는 상관없이 토끼와 여우의 개체수에 의존하여 진행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먹이사슬에 관한 수학적 모형화이고 공생관계를 수학적으
로 모형화한 식을 살펴보자. 다음 과제에서 꽃과 꿀벌 사이의 공생관계를 수학적
으로 모형화하고자 한다.
[과제 3.2]

   는 꽃의 개체수이고    는 꿀벌의 개체수라고 할 때       는 다음의
공생모형을 가진다고 하자.


        ......①



       



......②

(ⅰ) 꿀벌이 없거나 꽃이 없는 경우 꽃과 꿀벌의 인구성장은 각각 어떤 양상을 보
이는가? 꽃이 없는 경우 꿀벌은 수용용량이 100이고 자연성장률이 0.03인 로지스
틱 모형을 따른다.
따라서 꿀벌과 꽃 중 하나만 존재할 때에는 시간이 지나면 모두 100으로 수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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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ⅱ) 공생을 나타내는 항은 무엇인가?
①식에서는 만약 꿀벌이 꽃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항은  ∙  이고
②식에서는 ①식과 마찬가지로 꽃과 꿀벌과의 공생관계를 나타내는 항은
 ∙이다.
(ⅲ) 꿀벌과 꽃의 공생모형을 앞의 방법으로 근사적으로 구해보자.
초기값으로           을 대입하였으며 다른 경우에도 그래프 모
양은 다음 그래프와 같다.

위 그래프에서 꽃과 꿀벌은 다른 방해요인만 없다면, 같이 증가하는 공생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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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ouse
전익수
continouse
연속이란 무엇인가? 연속이란 사전적 의미로 끊이지 아니하고 죽 이어지거나 함
을 말한다.
알아 보고자 하는 내용은 수학적 의미에서의 연속에 관한것이다. 연속에 대해서
많은 수학 분야에서 배운다. 해석학, 위상공간에서도 연속에 대해서 다룬다. 고
등학교 과정에서도 연속함수에 대해서 배운다. 이 세가지 같은 연속에 대해서 배
운다. 과연 이것들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질까? (해석학과 위상공간을 다루는 범
위가 달라서 위상공간은 실수에서만 다룬다.)
우선 서로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필요한 간단한 정의부터 알아보자.
1. 정의
 ∈      에 대해서
        ∈  
일 때, 개구간이라고 한다.
2. 정의

 ⊂  ,  ∈  에 대해  를 포함하는 적당한 개구간        가 존재하여
 ∈       ⊂  (단, ∀∈   )
를 만족하면  를  의 내점(interior point) 이라고 한다. 그리고  에 속한 모든
점이 내점으로 되어 있는 집합을 개집합(open set)이라고 한다.
3. 정의

〈〉을  의 수열,∈  이라 하자. 이때 임의의   에 대하여 적당한 자연수
 가 정해져서    인 모든 자연수 에 대하여
  ∈       
을 만족하면 〈 〉은 에 수렴한다(converge)라고 한다. 그리고 를 〈 〉의 극
한(limit)이라 하고 기호로는

lim    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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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표시한다.
개집합의 예.
    ∈  에 대해서,
(1)
(2)  ∪  
(3)  ∞ 
위의 예와 같인 각각의 개구간과 그 각각의 개구간을 합집합을 한 것도 개집합
이다.
아래의 각각은 연속을 말하는 것이다.
Ⅰ는 해석학적으로 보는 연속의 의미.
Ⅱ,Ⅱ′는 위상공간에서 보는 연속의 의미.
Ⅲ는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연속의미.
Ⅰ.∀  ∈  ∀   ∃   ·       ⇒        
Ⅱ. 임의의 개집합  에 대해서     가 개집합이다.
Ⅱ′. ∀개구간       가 개집합이다.
Ⅲ. lim      일 때 ( 단, lim   가 존재하고    가 a에서 정의 된다.)
→

→

연속이다.
이제 Ⅰ,Ⅱ,Ⅱ′,Ⅲ 의 관계를 알아보자.
(1)Ⅰ⇒Ⅱ
∀  ∈  ∀   ∃   ·       ⇒         라고 하자.

 를  의 개집합이라 하자.
  ∈    라 하자.
 적당한  에 대하여            존재하여
∈ 

         ⊆  이다.
가정에 의해           인   가 존재하여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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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Ⅱ⇒Ⅱ′
개집합  에 대하여      가 개집합이라 하자.

 는 개구간이므로 개집합이다.
∴      는 개집합이다.

(3)Ⅱ′⇒Ⅰ
임의의 개구간  에 대해서      가 개집합이라 하자.

     가 개집합이므로 임의의  ∈   에 대해서

  ∈         ⊆     를 만족하는 적당한 개구간이 존재한다.
적당한 개구간에 대해서
         ⊆          ⊆  를 만족한다.
∴∀  ∈  ∀   ∃   ·       ⇒        
(1), (2), (3) 에 의해서 Ⅰ⟺Ⅱ⟺Ⅱ′ 가 동치임을 알았다.
마지막으로 Ⅲ,Ⅱ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Ⅲ′ 수열 〈 〉이  로 수렵할 하면, 수열 〈   〉이    로 수렵한다.
즉,   → 이면    →   이다.
Ⅱ, Ⅲ′ 가 관계를 보이면 된다.
(4)Ⅱ⇒Ⅲ′

 가 개집합이면      가 개집합이라 하자.

〈〉→하자. 즉, ∀   에 대해서 적당한 ∈  가 존재하여    인 모든
자연수 에 대해   ∈        이다.
  ∈     라 하자.
가정에 의해 적당한   에 대해   ∈       ⊆      이다.
⇒ 적당한   에 대하여    ∈        ⊆  이다.
∴   ∈         이므로 〈 〉→ 이면 〈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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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Ⅲ′⇒Ⅱ

〈〉→ 이면 〈  〉→  라 하자.
즉, ∀   에 대해서 적당한  ∈  가 존재하여    인 모든 자연수 에 대
해   ∈        이면 ∀  에 대해    ∈         이다.

 가 개집합이라 하자.  ∈     라 하자.
 가 개집합이므로 적당한 ∀  에 대해서   ∈      ⊆  이다.

⇒ 적당한 ∀  이 존재하여   ∈       ⊆     이다

∴     는 개집합이다.
(4), (5)에 의해서 Ⅱ,Ⅲ′ 은 동치이다. Ⅲ′는 Ⅲ의 확정된 계념이기 때문에 Ⅱ,Ⅲ
도 동치관계이다.
따라서, Ⅰ,Ⅱ,Ⅱ′,Ⅲ 는 서로 동치 관계이다.
이제 두 함수가 연속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자.
①   
②가우스함수

Ⅻ. 수학과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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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학번

성명

E-Mail주소

학번

성명

E-Mail주소

2008941001 강민지 vnvndn0@nate.com

2008741030 이선미 leesunmi3310@hanmail.net

2008841002 강진구 wlsrn89@dreamwiz.com

2008641031 이소영 ghkdlxmwns@hanmail.net

2008741003 구은영 rn1220@hanmail.net

2004742038 이승현 adamgus@naver.com

2008641004 김경준 kkjjhr055@hanmail.net

2008541032 이재현 jh89825@daum.net

2008941006 김동혁 reg8512@hanmail.net

2008941033 이정현 13252425@hanmail.net

2008841007 김보미 pooh2554@hanmail.net

2008841034 이현우 gosn1989@naver.com

2008641009 김정규 kim3971@dreamwiz.com 2008741035 임윤미 yunmicjswo@nate.com
2008941010 김찬영희 kdch33@nate.com

2008641036 장은지 ghghdmswl2@naver.com

2008841011 김춘일 wizard4601@naver.com

2008541037 정윤아 s8909011@hanmail.net

2008741012 김하늘 friends758@naver.com

2008941038 정은주 eunjoo524@nate.com

2008541014 김혜진 snoopy7829@naver.com 2008841039 정재근 kun55@dreamwiz.com
2008941015 동규현 end132@naver.com

2008641040 정현아

2008841016 민서영 sysyforever@hanmail.net 2008541041 정호철 hochi11@dreamwiz.com
2005942017 박민호 20915chunjea@cyworld.com 2008941042 조경실 jks890802@nate.com
2005942021 박재형 pjhliongm@naver.com

2008841043 조민정 ojeoysfz072@hanmail.net

2008741017 박진수 anemone123@naver.com 2008741044 조윤주 my891030@hanmail.net
2008641018 방정희 01195316025@hanmail.net 2008641045 조정열
2008541019 배정철 st0118@naver.com

2008541046 최은지 haha0891@naver.com

2008841020 변지현 mercury6403@naver.com 2008941047 최은하 llliill-y-@hanmail.net
2008741021 서경화 skh8796@hanmail.net

2008741049 최희영 rororo89@naver.com

2008641022 석정현 godqhr574269@hanmail.net 2008541050 하수진 adorm84@naver.com
2008941024 송용혁 dydgur90@naver.com

2008941051 홍동수 ehdtndirkwl@hanmail.net

2008841025 신승호 ssh1356@naver.com

2008841052 황수진 sunflowerhsj@hanmail.net

2006942025 안진모 jm_love87@hanmail.net

2008741053 황재필 jaepill1989@naver.com

2008741026 오호택 chanbi89@yahoo.co.kr
2008641027 윤동조 ttr89814@naver.com
2008541028 이기석 rltjr111@naver.com
2008941029 이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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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학번

성명

E-Mail주소

학번

성명

E-Mail주소

2007541001 강태용 djsmashfuture@hanmail.net 2008741030 이선미 leesunmi3310@hanmail.net
2007941002 곽성광 carisma-7@hanmail.net

2008641031 이소영 ghkdlxmwns@hanmail.net

2007841003 구민선 9alstjs@hanmail.net

2004742038 이승현 adamgus@naver.com

2007641005 금화경 mrandyb@naver.com

2008541032 이재현 jh89825@daum.net

2004942004 김건우 rjsn204@nate.com

2008941033 이정현 13252425@hanmail.net

2005542007 김기훈 rlgns111222@naver.com 2008841034 이현우 gosn1989@naver.com
2007841008 김민정 llllmjllll@hanmail.net

2008741035 임윤미 yunmicjswo@nate.com

2007741009 김보경 ksmq82@hanmail.net

2008641036 장은지 ghghdmswl2@naver.com

2004742010 김성진 somangu@naver.com

2008541037 정윤아 s8909011@hanmail.net

2007941011 김윤경 yook8811@naver.com

2008941038 정은주 eunjoo524@nate.com

2007841012 김창훈 last-hoon@hanmail.net

2008841039 정재근 kun55@dreamwiz.com

2007941016 김효정 01068090506@hanmail.net 2008641040 정현아
2006542010 김희윤 hydnwjd@hanmail.net

2008541041 정호철 hochi11@dreamwiz.com

2007841017 남연모 nym8109@dreamwiz.com 2008941042 조경실 jks890802@nate.com
2003942014 문기호 nanmoonkh@hanmail.net 2007741040 이신영 dltlsdud12@nate.com
2007641019 박경희 qkrrudgml016@hanmail.net 2005542043 이영민 dudalsdudrn@hanmail.net
2007841021 박소윤 younimint@naver.com

2007541042 이정은 powerofrich@hanmail.net

2007541024 박찬양 parkpark0427@nate.com 2007941043 이효정 finkylove1004@hanmail.net
2007941025 박혜미 hmlvoe03@naver.com

2007841044 임대호 dennis1107@nate.com

2004942027 서상범 shfoddl1231@hanmail.net

2004542044 전종규 jjk3215@hanmail.net

2004742029 성민근 nalla830@naver.com

2007641046 정선영 oops_du@hanmail.net

2007741027 송숙연 tnrwk25@dreamwiz.com 2004842046 정현섭 whiteplus1004@nate.com
2005542034 신진우 lnternetkalisma@hanmail.net

2005642051 조근회 jkjk204@hanmail.net

2007741031 안수진 sujinsweety@naver.com

2007941048 조승현 01048710631@hanmail.net

2007641032 양현희 hhy385@hanmail.net

2006942043 조혜은 wissmdream@naver.com

2007941034 왕아름 llllfly@hanmail.net

2007841049 최성한

2005842040 윤종환 myass181818@naver.com

2007541051 황선주 qasasp@hanmail.net

2007941039 이신명 soll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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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학번

성명

E-Mail주소

2004542003 권현근 lazenski@hanmail.net

학번

성명

E-Mail주소

2006542029 우정례 nya-o-ing@hanmail.net

2006842003 김경화 01192315773@hanmail.net 2006842030 우지혜 016-449-1362@hanmail.net
2003854012 김경훈 hadeath666@nate.com

2006742036 이미훈 dlftkdlfdbr@hanmail.net

2004642007 김민주 remind35@nate.com

2006742054 이선희 yi0604@hanmail.net

2006542006 김세영 rltpdu@naver.com

2004842037 이수행 7581280@hanmail.net

2006942007 김은주 kej2179@naver.com

2006642037 이신희 sinhee0103@hanmail.net

2003642008 김정환 doochi84@nate.com

2006542038 이은영 7jinyoung@dreamwiz.com

2004642016 김지원 moralgod@hanmail.net

2003542031 이재훈 wogns27@nate.com

2006842008 김진주

2004642043 전익수 tozi1313@hanmail.net

2003842010 김태겸 guma36@nate.com

2006742040 정영희 four-clover77@hanmail.net

2003742011 김태성 xotjd85@nate.com

2003842038 정의철 nowneon@hanmail.net

2006742009 김현민 snowlove117@hanmail.net

2006644035 정주은 sky93961814@naver.com

2002641028 김현실 lexel@nate.com

2006642041 정혜은 ysj333love@hanmail.net

2003642012 남정욱 penguin1984@nate.com

2003941056 조성현 aqcua0823@hanmail.net

2003641018 박규태 ggari2000@hanmail.net

2006542042 조윤영 ddowong@hanmail.net

2006642014 박승혜 lovemi18@lycos.co.kr

2006842044 조희선 blisssun@korea.com

2006942016 박유진 overgirl0603@hanmail.net

2003841057 진혜식 akaichar@hanmail.net

2006842017 박정혜 red80326@hanmail.net

2003741058 최명남 choi5342@dreamwiz.com

2003642017 박종훈 acdangjh@dreamwiz.com 2003942041 최상원 tobarasu@hanmail.net
2006942020 서정완 demongod10@hanmail.net

2006942048 최유미 dbal0611@hanmail.net

2004842028 서중원 kingstard@hanmail.net

2006842049 편슬기 phyun210425@hanmail.net

2006842053 송민규 clanroka@naver.com

2006542051 하정아 OoJungAoO@yahoo.co.kr

2006742022 송민철 mc-loveholic@hanmail.net

2004742051 황주석 brave_@hanmail.net

2006642023 송희정 shj30622@hanmail.net

2002841102 황태랑 violettr@hotmail.com

2005842036 심보경 qhruddlekt@hanmail.net
2001841056 안철희 ach7272@daum.net
2006742027 오은경 ahdduwnd@nate.com
2006642028 우승희 stimulus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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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학번

성명

E-Mail주소

학번

성명

E-Mail주소

2005642001 강금주 kgod102601@hanmail.net

2005742032 신인혜 dsfsa_in@yahoo.co.kr

2005542002 강미진 estt1025@naver.co.kr

2005742037 안희록 hh32614@hanmail.net

2005942058 강민찬 kmc4922@nate.com

2004642034 양점미 didwjaal@nate.com

2005742005 권순혁 ksh861029@hanmail.net 2003841034 어일선 sunny2983@hanmail.net
2005642006 권지원 angelkjw1987@hanmail.net 2005642038 엄다영 umdayadhk@hanmail.net
2002741009 김경덕 kkdzero@naver.com

2001541062 이근정 wseraph@naver.com

2001541009 김세용 smmisato@hanmail.net

2005642042 이선화 10100713@hanmail.net

2005642010 김승원 ksw860630@naver.com 2001741078 이재영 pangzoa@hanmail.net
2001941013 김옥현 rla2hyuny@nate.com

2004942040 이정희 deer251@nate.com

2004942013 김윤미 cutedog2000@hanmail.net 2004842041 이주영 love86jy@hanmail.net
2005542011 김은혜 hellosbc@hanmail.net

2005942044 이행진 veryme@dreamwiz.com

2005942012 김주나 im-kjn@hanmail.net

2002841071 이현주 sesiltalk@hanmail.net

2003542009 김준식 8938669@hanmail.net

2005842045 장나영 nahyuk35w@nate.com

2004942018 김진희 wlslwg@hanmail.net

2002941075 전수현 yuigh@nate.com

2004642020 노향희 shgidgml0915@nate.com

2005742046 전정현 junghyun915@hanmail.net

2005642015 노현정 sy-believe@hanmail.net 2003542036 정대혁 j3pdh567@yahoo.co.kr
2005744017 문연미 gasina0402@hanmail.net 2005945041 정예림 smlyl@hanmail.net
2002841035 민경두 -love-ing@hanmail.net 2002741077 정재환 blaze3x3@naver.com
2001841035 박병수 psb-82@hanmail.net

2005942049 정진형 aledmajh@hanmail.net

2005842018 박보미 bomi0212@yahoo.co.kr

2005742050 정형정 mhj23hj@hanmail.net

2003741021 박우영 lepion@nate.com

2002641087 진종민 jjm0722go@naver.com

2005842022 박차연 pcy7711@hanmail.net

2005542052 최아람 aramchio@hanmail.net

2005642024 방주미 bangju-mi@hanmail.net 2004642048 최은아 anuiohc@hanmail.net
2005542025 배혜진 gljzz@hanmail.net

2005742055 최한나 o193666484@nate.com

2005942026 백옥남 baekoknam@hanmail.net 2002941101 황상현 hzjang@nate.com
2003941029 손석우 sw1403@hanmail.net
2002841049 송두성 sdszzangg@hanmail.net
2005842031 신미홍 mlm1515@lycos.co.kr

편 집 후 기
07 양현희 - 석삼지 후기를 적으려고 하니 또 한 해가 저물어 가는 것 같아요.
작년 이 때쯤 후기를 쓴 것 같은데 또 쓰네요. 동기들, 도와주신
선배님들 정말 감사하구요. 수고 많이 하셨구요. 내년에도 좋은 책
이 발행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7 이신영 - 편집하느라 힘들었구요. 책 만드는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모두들 수고 하셨구요 책 재미있게 봐 주세요.
07 김윤경 - 친구들과 오랜시간 동안 만든다고 힘들었지만 즐거웠고 소중한 추
억으로 기억 될 것 같아요. 모두들 수고 하셨어요. ^^
07 김효정 - 벌써 23회 석삼지가 나왔어요. 두 번째 석삼지를 보게 돼서 반갑구
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07 정선영 - 글 쓰는 건 힘들었지만 보람되고 뜻 깊은 시간 이였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푸라우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07 이효정 - 내가 쓴 글을 다른 동기들과 선배들이 보는 게 쑥스럽긴 하지만
뿌듯해요. 내년에도 좋은 책이 만들어졌음 좋겠어요.
07 박경희 - 이번에 처음으로 석삼지를 만들어 내는 거라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
기도 하고 설레이네요. 책 만든다고 수고 하셨어요!!
07 박혜미 - 책 만들면서 1년동안의 일의 다시 돌이켜 볼 수 있어서 뜻깊은 시
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프라우다 파이팅!!
07 김보경 - 힘들기도 했지만 즐겁게 책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빨리 석삼지가
완성 되어 책으로 다시 보고 싶어요.
07 금화경 -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두 번째 석삼지를 만들었어요. 내년에도 더
좋은 석삼지가 완성되었으면 좋겠구요. 더 나아가 프라우다의 많은
발전이 있었음 좋겠습니다.
08 조경실 - 처음으로 석삼지를 만들어 보는데 새로운 경험을 한 것 같아 올해
의 기억에 남아 있을 것 같아요.
08 이선미 - 석삼지에 넣을 글을 적으려고 하니 1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
게 되었던 것 같았어요. 내년에도 더 좋은 책이 나왔으면 좋겠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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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이기석 - 어떤 책이 나올지 많이 궁금하고 참여 하지 못한 것 같아 많이 아
쉬워요.
08 정윤아 - 내 글이 남들에게 보여진다는 생각에 괜히 그랬지만 뿌듯하네요.
내년에는 더 많이 참여 할게요.
08 홍동수 - 고등학교 졸업하고 정말 오랜만에 글이란걸 써보았어요. 선배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08 최은지 - 선배님들 책 만드시니라 수고 많이 하셨구요. 많이 도와드리지 못
해 죄송하구요. 내년에도 수학과 프라우다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8 박진수 - 제 글이 석삼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프라우다 선배들 수
고 많이 하셨습니다.
08 최희영 - 올해도 책만든다고 선배들 수고 많이 하셨구요. 내년에는 더 열심
히 참가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08 황수진 - 글을 쓰면서 내용은 별 것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 썼다는 것에 의의
를 두려고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08 최은하 - 오랜만에 글을 써서 힘들었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열심히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