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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공ㆍ자전 학제 문제, 구성원 반대에 방향 전환
(생명공학부)

생공은 생명공학대학으로 승격, 자전은 모집단위 유지

<4면에서 계속>

출발선 끊었던 중도, 잘 쓰고 계시나요?

유영재 기자 ryuno7@skknews.com

지난 26일, 인사캠 중앙학술관 개관식이 열렸다. 새
모습을 갖춘 중도는 테이프 컷팅식을 통해 본격적인

첫 출발을 디뎠다.

아이캠퍼스,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오다

바뀐 중도 운영, 시험기간엔 특히 유념!

정송이 기자 sogn@skknews.com

수강 신청 시작된 하계 계절 수업

출입ㆍ발권 시스템 변경… 열람실 운영 시간 숙지할 것

지난 4월부터 오픈… 동영상ㆍ게시판 등 이용 가능

17일 2차 수강신청 마감, 개강은 22일부터

서준우 기자 sjw@skknews.com

이번 학기 종간합니다
지면안내

김희연 기자

엄보람 기자

ohyeah@skknews.com

maneky20@skknews.com

▶ 4면 자전 모집단위 유지 결정

▶ 5면 소셜 펀딩

▶ 6면 새로운 중도

▶ 8면 독립잡지

▶ 9면 책값거품

▶ 12면 최재천 교수

2011년 기사 및 만평 공모전에
응모해주신 모든 학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부 심의 결과 이번 공모전은 당선작이 없음을 알립니다.
2012년에는 보다 활발한 홍보와 모집 활동을 통해
양질의 작품을 선별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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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부 로드맵, 진로 일방통행?
로드맵에 학우들 불만 계속돼

‘도움이 도움되지 않아…’

에너지 창의경진대회

지난 3일 제2종합연구동에서 열린 대학생 창의경진대회 전시에 자전거로 물을 정화하는
‘H2OPE’
가 전시돼있다.
지민섭 수습기자

부족한 공지로 혼란 빚어

좋은 강의는 꼼꼼한 강의평가에서부터

일방적 수업편성, 다양성 훼손

정송이 기자 song@skknews.com

리포트 표절 예방 위한‘밈체커’

글로컬 설명회에서 방송계 정보 듣자!
정재윤 수습기자

제3회 사회과학부 포럼, 오는 8일 열려

지민섭 수습기자
권정현 수습기자

김원식 수습기자

바로잡습니다

성균어학원, 하계 IEP 참여 학생 모집
장애 학우 위한 점자 도서 제작 봉사단 모집

김은진 수습기자

조원준 수습기자

이해영 만평기자 ventimind@skknews.com

성균 나들목

리크루팅 및 취업정보

■2011학년도 해양생활관 운영안내
인사캠

■ 현대하이스코 리크루팅

자과캠

■ 대한전선 리크루팅
■취업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 루이비통 코리아 채용설명회
■ LG전자 HA본부(R&D 신입연구
원 채용) 리크루팅
■제7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개최
■ 국민연금공단 채용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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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조사의 요지, 서베이리서치센터

SKKorts(스코츠)는 SKKU와 Sports의 합성어로
‘성균관대 스포츠’라는 뜻입니다.

SKKorts

중요 조사연구 선택적 시행… 특히 EASS가 주목돼

배구부, 춘계리그 4강 진출 확정
마지막 경기서 명지대 3:0 제압…이달 20일부터 4강전 돌입

차윤선 기자
yoonsun@skknews.com

현장에서 중국의 비즈니스를 체험하다
기업체 방문ㆍ시장조사 등 연구과제 수행

전 세계 대학생과 함께 하는 계절 학기
국제계절학기 ISS로 해외 석학 수업과 다양한 외부 활동까지
설우윤 기자 dndbs91@skknews.com

??

?

김희연 기자

일단 이번 주 성대신문 기사에서 각 질문의 답을 찾고,
그 글자를 표에서 하나씩만 지운 후,

남은 글자로 단어나 문장을 만드세요
마지막으로 인터넷 성대신문(webmaster@skknews.com)으로 재빨리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을 보내실 때 △이름 △전공 △학번 △휴대폰번호를 함께 적어주시고
제목에 [퍼즐응모] 말머리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 추첨을 통해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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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호 퍼즐 정답은‘기말고사다’입니다.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답자는
이동민(건축공학07), 이지선(사과계열11) 학우입니다. 당첨된 분들께는 계좌로 소정의 금액을 지
급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hyeah@skknews.com
황보경 기자
HBK_P@skknews.com

‘명륜·율전마당’
은 학부·전공학생들을 위한 소식란입니다. 학부·전공학생회 및 학부행정실에서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각 캠퍼스 성대신문사로 가져오시거나,
FAX:(02)762-5119, (031)290-5373 또는 홈페이지(http://www.skknews.com)를 이용해 주십시오.

명륜마당
문 과 대 학

■ 글로벌 인문학 중국어학연수 프로그램

율전마당
생 활 과 학 부

■ 2011년 하계 국제품 대체강좌 개설 공고

자 연 과 학 부

■ 2011학년도 학 · 석 사연계과정 신청서 접수 안내

정 보 통 신 공 학 부

■ 컴퓨터공학 심화프로그램 공학교육인증
(ABEEK) 졸업기준 변경

공 과 대 학

■ ‘ 물산업 프로젝트매니저(PM)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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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유전공학부와생명공학부폐지철회

자전, 학생ㆍ학부모 강력한 반대에 폐지 결정 번복
간담회 및 위원회로 양측 합의 시도… 모집단위 유지 및 추후 논의 결정
<1면에서 계속>

난항 끝 모집단위 유지 결정

기조처장 출석에도 논의 제자리

유영재 기자 ryuno7@skknews.com

자전 폐지 위기는 막았지만, 여전히 남겨진 숙제들
학교 측 일방적 행정 지적돼… 자전 취지는 갈수록 희미해져

글·사진│유영재 기자

금주의 식단

교외 기숙사 농특세 감면 소송 새 국면 돌입

인사캠 은행골(600주년 기념관)
월

1심 비과세 판결에 성북구ㆍ종로구 항소 제기해

자과캠 학생식당(학생회관)
월

화

수

목

금

닭곰탕

알밥

참치김치찌개

뚝배기불고기

오므라이스

제육덮밥

비빔냉면&삶은계란

카레라이스

일품&양식

돈까스

함박스테이크

치킨커틀렛

생선커틀렛

한식

석)600년의 맛

감자수제비

된장찌개

얼큰어묵전골

뚝배기불고기

석)프랜즈

오므라이스

제육덮밥

비빔냉면&삶은계란

카레라이스

600년의 맛
비볶
프랜즈

조식

월

화

석식한식

양배추된장국

수

참살이

뚝배기부대찌개

콩나물국

목

금

파인애플볶음밥

햄야채볶음밥

브로컬리볶음밥

해물볶음밥

닭갈비볶음밥

돈육김치덮밥

중국식볶음밥&자장소스 미트볼하이라이스

볶음우동

수제비국

순두부찌개

돈부리

부대찌개

미트소스스파게티 비빔야채만두(大)
돈육김치찜

버섯매운탕

자과캠 학생식당 카페(학생회관)
목

금
월

토박이

수

제육불고기 돌솥비빔밥&계란후라이 김치만두전골

일품&양식 석식

인사캠 금잔디식당(경영관)

화

열무된장국

순두부국

뚝배기된장찌개 뚝배기사골우거지찌개 참치김치찌개

화

수

목

금

양식

왕돈까스세트

왕돈까스세트

왕돈까스세트

왕돈까스세트

일품

해산물덮밥

타워스테이크 낙지볶음비빔밥*계란후라이 치킨데리야끼덮밥

소담

야채볶음밥

메밀국수

김치볶음밥

토마토스파게티(小)

분식

새우튀김우동&주먹밥 새우튀김우동&주먹밥 새우튀김우동&주먹밥 새우튀김우동&주먹밥

알천

참치비빔밥

오므라이스

불고기야채비빔밥

뚝배기돈까스김치덮밥

즉석

김치볶음밥그라탕 삼색알덮밥&주시쿨 핫윙바베큐오므라이스

자과캠 공대식당(제2공학관)

법고을

월

화

수

목

금

조식

미역국

감자다시마국

얼큰콩나물국

아욱국

중식1

비프스튜

일식돈까스

해물잡탕밥

두부김치보쌈

중식2

왕만두전골

사골우거지국

갈비탕

참치매운탕

중식3

설우윤 기자
dndbs91@skknews.com
※ 식당 사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물볶음우동

쟁반막국수+쇠고기주먹밥 순대복음덮밥

석식1

제육비빔밥

석식2

칼제비국

불낙찌개

즉석떡볶이
닭볶음탕

새송이소시지덮밥 쇠고기양송이덮밥

삼겹살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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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social)한 당신,
재기 발랄함에 투자하라!

■인터뷰 - 텀블벅 염재승 대표ㆍ소원영 공동 창업자

소똥 굴리듯…
한푼 두푼 모아 굴리는‘소통’
구리

창의적 아이디어 재생산 가능… 소셜펀딩 자체적 신뢰 구축 필요해

■ 텀블벅을 간단히 소개해 달라

월간으로 발행하는 사진전문 독립잡지 <블링크>를 발행하는 김아람 씨. 그녀는
잡지 제작 전체를 혼자서 담당하는 1인 출판 형태로 <블링크>를 발행하고 있다.
그녀는 두 달 전, 문화ㆍ예술계 특화‘소셜펀딩’플랫폼‘텀블벅’
으로부터 프로
젝트 제의를 받았다. 그리고 지난 3일‘텀블벅’홈페이지에 잡지 <블링크>가 소
개됐다. 소셜펀딩을 통해 투자자를 모으고 있는 것.“처음에는 고민이 많았어요.
프로젝트 실패가 <블링크>에 대한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까 두려웠어요. 하지만

■ 회사를 설립하게 된 계기는

소셜펀딩이 독립적 예술 창작가들에 대한 아카이브(archive)가 될 수 있고, 사람

■ 우리나라는 예술가에 대한 지원이
열악한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죠”

■ 학생 신분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회사 운영상 어려운 점은 없나

견고한 서비스 구축 통해 신뢰 쌓아야
■ 텀블벅이 갖는 의미는

독창적ㆍ창의적 예술, 창업 진흥시키는 매력

국내에도 다양한 플랫폼 등장
■ 지금까지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때는

■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유정미 기자 sky79091@skknews.com
■■
■

기사도우미

팟캐스트：애플의 아이팟과 방송을 결합해 만든 신조어로, 포터
블 미디어 플레이어 사용자들에게 오디오, 비디오 파일 형태로 각
종 콘텐츠를 제공하는 맞춤형 개인 미디어.

글·사진│양명지 기자
ymj1657@skknews.com

이제는 집에서도 편하게

성대신문을 받아보세요.
성대신문은 현재 매 호 배포와 배송으로 독자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배포는 교내 곳곳에 마련된 배포대와
외부 배포대 등을 통해, 그리고 배송은 신청하신 분들께 우편으로 이뤄지고 있지요.
저희는 지난 8월 31에 발행된 제1465호 개강호부터 달라진 우편 배송 시스템을 통해 신문을 무료로 발송해 드리
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 인문사회캠퍼스│ Tel. 02-760-1243
│ 자연과학캠퍼스│ Tel. 031-290-5370
│ email │ webmaster@sk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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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에너지 전달할 중도,
❶

그 겉과 속

❷

❸

지난 5월 26일, 드디어 중앙학술정보
관(이하：중도)이 정식으로 개관했다.
위치는 전과 같은데 학생증을 가지고
들어선 중도는 예전과 다르다. 매점과
커피샵, 넓어진 열람실, 그리고 많아진

❺

스터디 룸까지. 여기저기 바뀐 것들이
많다. 1층부터 4층까지 새로워진 중도
의 겉과 속을 관찰해 보자.
정송이 기자 song@skknews.com
·지민섭 수습기자 jms2011@skknews.com

❹

❻
❶ 따뜻한 햇살이 커다란 창문을 통해 전해지는 오후,
학우들이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❷ 새 모습을 갖춘 도서관에 많은 학우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❸ 3층의 킹고 카페, 컴퓨터를 사용하며 휴식을 취하
는 학우들의 모습이 보인다.

❹ 도서관 내에 생긴 카페와 매점이 공부에 지친 학
우들의 휴식처가 되고있다.

❺ 4층, 각종 저널과 잡지들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❻ 4층에 학우들의 두뇌에 빽빽한 지식을 심어줄 도
서들이 빽빽히 꽂혀있다.

❼ 넓어진 중도, 계단으로 정복하라!
❽ 새로워진 중도. 이전에 이용하지 않았던 학우들도
“한 번쯤은?”
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❼

❽

제1507호

성균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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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캠 만남 - 박선규(법60) 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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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色
만남

자과캠 만남 - 전승우(전자전기06) 동문

글·사진│ 황보경 기자
HBK_P@skknews.com

글│ 김희연 기자 ohyeah@skknews.com
사진│정송이 기자 song@

성균돋보기

S-ONE
s-one제공 제공

성균관의 1%, 세계를 이끄는 1%를 향해

서준우 기자 sjw@skknews.com

제3회 다산 경제학 우수논문상 공모
Dasan Best Paper Prize in Economics)
(D

다산 경제학 우수논문상 공모
■목적 : 본교 학부생들의 우수한 경제학 논문 작성을 장려하기 위함
■지원자격 : 본교 재학중인 학부생 (전공 불문, 휴학생 포함)
단독 저자 및 3人이내 공동 저자 가능

■논문주제 : 경제학 관련분야의 자유 주제
■시상내역 : 최우수상 1편 100만원, 우수상 1~2편 각 50만원
■논문 작성 요령
○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
한글 : 휴먼명조체 ; 12포인트 ; 줄간격 160%
영어 : Times New Roman ; Font size 12 points ; Double spaced
○ A4용지 15매 이상
■논문제출
○ 접수기간 : 2012. 1. 16(월) ~ 1. 27(금)
○ 제출내용 : 신청서 1부, 논문출력물 3부
신청서 다운로드 : 경제학부 홈페이지 (http://ecostat.skku.edu/)

○ 제출처 : 다산경제관 3층 경제학부 행정실 (02-760-0942)
■심 사 : 2012년 2월 다산경제학 우수논문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시상식 : 2012년 2월 경제학부 전공진입식 행사
■유의사항
○ 논문 제출마감일 현재, 타 논문공모전의 수상작은 제외함.
○ 심사중 혹은 시상이후라도 표절 등 윤리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입상을
취소함
○ 심사결과 수준작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음

경제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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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란 말 그대로 잡다한 것들을 모아 놓은 종이묶음이다. 그
얄팍한 갈피갈피를 탈탈 털면 다양한 목적을 지닌 이야기들이 쏟
아져 나온다. 잡지의 끝에는 반드시‘이익’
을 갈구하는 누군가가
서있기 마련. 하지만 요즘, 온전히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단으
로 잡지를 선택하는 고고한 무리들이 생겨나고 있다. 독립잡지라
는 자유로운 이름 아래 문화의 다양성을 살찌우고 있는 그들. 독
립잡지는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왜‘독립’
이며 어찌하야‘잡지’
인가

문화다양성 도모하는 용감한 잡지

구하기=별 따기?…‘깨는’구성 돋보여

내겐 너무 무거운 독립의 무게
글│ 엄보람 기자 maneky20@skknews.com
사진│정송이 기자 song@
*기사 내용 및 인용된 멘트 일부는 2010년 12월 KT&G 상상마당에서 개최한 제20회 열린포럼‘2010 독립적 목소리, 잡지를 말하다’
의 도움을 받았음을 밝힙니다.

■대학생독립잡지<tag !t> 인터뷰

잡지로전하는20대의,20대를위한이야기
<tag !t> 제공

서준우 기자 sjw@skknews.com

<tag !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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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값 속 버블을 터뜨려라!
지나친 화려함에 가격 부담 증가… 표지, 맞춤 제작 등 여러 대안 있어
서점의 해외서적코너를 돌다 보면 거의 손바닥만 한 크기에 질 낮은 종이로 제작
돼 무게마저 가벼운 책들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들을 자세히 보면 이
름만 들어도 알 정도의 베스트셀러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에 놀라고, 가격이 5천 원
내외로 매우 저렴하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라게 된다. 내가 사려는 국내 책도 이
렇게 나온 것이 없는지 찾아본 경험, 당신도 있는가?

인터랙션,
기계와 인간이 소통하다
예전에는 공학자들이 기계를 만들면 소비자는 이를 일방적으
로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반대로 인간이 어
떻게 기계를 쓰는지를 알고 기계를 만든다. 이러한 시대적 역발
상을 인터랙션 사이언스학과의 조광수 교수에게서 들어봤다.

엄보람 기자

외모지상주의, 이젠 책마저!

진퇴양난의 대학 교재 값

거품 줄이는 선진 출판문화

ⓒHoria Varlan

ⓒZepfanman.com

황보경 기자 HBK_P@skknews.com
■■
■

기사도우미

손익분기점：특정 기간 동안 어떤 상품의 매
지장본(페이퍼백)

출액이 상품의 총 제작비용과 일치하는 지점

양장본(하드커버)

심심풀이 독서퀴즈 !
추첨을 통해,

1등에겐 아웃백 외식 상품권(5만원)이 !!
오우~ 이거 심심풀이 정도의 사이즈가 아닌데요? ^^
성균관 학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1. 추천도서
※
※
※
※
※

지식 e채널
미술관에 간 화학자 - 전창림
생명이 있는것은 다 아름답다 - 최재천
물리학자는 영화에서 과학을 본다 - 정재승
아웃라이어 - Gladwell, Malcolm

- 명륜 학우분들은 도서관 학생 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skkulsc.com에서 답안 양식을 받으신 후
skkulsc@naver.com으로 답안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4. 응모 기한 - 6월 7일(화) ~ 6월 10일(금)
5. 당첨자 발표 - 6월 15일경

2. 상품 내역
1등 (1명) - 아웃백 외식 상품권 5만원권
2등 (1명) - 영화 예매권 2장
3등 (1명) - 던킨&베스킨 쿠폰
특별상 (3명) - 이디야쿠폰

3. 응모 방법 - 십자말 퍼즐을 다 채우시고, 노란색 색
칠된 칸을 조합하신후 하나의 사자성어를 만들어주세
요 ! 답안을 작성한 신문을 오리셔서 삼성학술정보관 1
층에 설치된 무인부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명륜 학우들을 위한 작은 배려

글·사진│차윤선 기자 yoonsun@skknews.com

*십자말 퍼즐 외에 답안지 제출용으로 필요한 요소
(기입란 등)
- 이름
- 학번
- 헨드폰 번호
- 최종 낱말 조합 답안 란

가로열쇠
① 다윈의 진화론은 ○○○ 교리의 중심 사상을 부정하는
이론으로 인식되어 당시 사회의 도덕적 기반을 위협하
는 불온한 사상으로 공격받았다. (물리학자는 영화에서
과학을 본다 P. 177-185)
②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에 숨어 있는 힘으로서 어릴
때 일수록 이것이 많다고 한다.
③ 짐승을 가두어 기르는 곳 or 말하는 이가 자기와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
④ 영국 출신 록 가수가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지에서 흥행에 성공을 거두는 경향으로 비틀즈는 1964

십자말풀이 퍼즐

년 2월 미국에 도착하면서 시작하였다. 음악계에서 흔
히 말하는 이 단어는‘○○○○ 인베이젼’이라고 한다.
(아웃라이어 p. 64-67)
⑤ 열람실 좌석은 일정시간동안 도서관 밖에 나가있으면
‘○○○○’
됩니다.
⑥ 자폐증이나 뇌기능장애를 가진 이들이 천재성이나 뛰어
난 재능을 보이는 현상. (지식e season 6 p. 70-79)

세로열쇠
❶ 홀바인의 작품‘대사들’
에는 프랑스를 상징하는 수탉이
○○○를 공격하는 모습이 천구의에 그려져 있다. (미술
관에 간 화학자 p. 198-205)
❷ 공룡시대부터 존재했다고 알려지는 곤충으로서 영어이
름이 이와 관련이 있다. 한 시간에 약 40km를 비행할
수 있다고 하며, 모기를 잡아먹는 익충은?
❸ 프란스 드발 박사는‘고릴라’
라는 이름의 암컷 침팬지
가 여러 차례 아기를 잃고 몇 주씩이나 다른 침팬지들
을 멀리하며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모습을 관찰했
다.‘고릴라’
의 병명은?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
다. P. 65-69)
❹ 거룩한 신자나 순교자를 이르는 말로서 모든 번뇌를 끊
고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다.
❺ 이 시대에 사회적으로 보통 사람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지식
❻ 작자 자신의 일생을 소재로 스스로 짓거나, 남에게 구
술하여 쓰게 한 전기로서 외국과 같은 경우 대통령이
은퇴하여 쓴 ○○○이 인기가 많다고 한다.
❼ 보어와 동료들은 서부영화에서 항상 주인공이 이기는
이유를‘자유의지는 결코 ○○○○을 앞지를 수 없다’
라고 결론 내렸다. (물리학자는 영화에서 과학을 본다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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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물목」은 얕은 시냇가에 사람들이 건너기 편하도록 놓아둔 큰돌이라는 뜻입니다.

현재 시각, 새벽 3시 27분

100년 이면 충분하다
이상구(수학) 교수

문찬미(철학09)

생애의 첫 대학생활 한 학기를 마치며

독자 여러분의
원고를 받습니다

캠퍼스 순찰대‘자로(子 )’에게 부탁한다

기사, 칼럼에 대한 의견 및 반박
의 원고를 보내주시면 여론면에
기재되고, 동시에 소정의 원고료
를 드립니다.
기재할 내용 : △계좌번호(원고료 지급
목적) △학번 △전공 △성명 △ 제목
E-메일 : webmaster@skknews.com
홈페이지 : www.skknews.com

손상규(인과계열11)

김지혜(경제10)

그까짓 것

안개가 흩뿌리는 두근거림
사진칼럼

정송이 기자 song@skknews.com

정송이 기자 song@skknews.com

제1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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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사회를 위한 조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유정미 사회부장 sky79091@skknews.com

대학생 자살과 베르테르 효과 (Werther effect)

백성흠(인과계열11)

독자사진투고

윤도현(인과계열11)

종
왜 스쿨버스는 요금을
남겨주지 않을까요?

사랑이란…
계절의 변화처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
너무나도 가까워서 무뎌진 감각 사이로 아무 말 없이, 불쑥 찾아오곤 합니다.

이소윤(의상07)

김지혜(자전11)

고유진(시스템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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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청춘, 아름답게 방황하라”
고등학교 때 국어 공부깨나 한 사람이라면 <황소개구리와 우리말>이라는 글을 기억할
것이다. 그럼 이 글의 저자가 생물학, 그중에서도 동물학의 권위자라는 것도 기억하시는
지. 국어 교과서에 글이 실리는 과학자라니, 알고 보니 그는 지난 2008년 호주제 폐지에
앞장서고 에코과학과 통섭의 개념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국내 최초’
라는 업적
을 남기고 있었다. 팔방미인 최재천 교수를 만나봤다.

산과 들을 좋아하던 소년

■해외 유명 대학의 오래 축적된 데이터에 비해 우리나라는 연구 기
간이 짧아 경쟁력이 뒤진다고 들었는데

■ 학부로 서울대 동물학과를 졸업했다.‘동물학과’라니 생소하고
도 특이한데, 특별히 전공을 택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 학생들을 가르치는 본업 외에도 강연, 집필, 연구 등 많은 활동을
하려면 부지런해야 할 것 같다.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 내는 노하우가
있다면
■ 과학자 하면‘글 잘 쓰는 사람’하고는 거리가 멀 것 같은데, 글을
쉽고 재밌게 잘 쓰시는 비결은 무엇인지

오지랖이 넓다고?!
■ 서울대 학사에 하버드대 석ㆍ박사까지, 누가 봐도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잘했나

■ 강연도 하고 방송출연이나 언론 기고 활동도 활발하다. 이렇듯 과
학을 대중에게 보다 친숙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 2005년 <통섭>이라는 책을 번역함으로써 화제를 모았다. 간단히
융ㆍ복합이라 표현할 수 있는 통섭 개념을 국내에 처음 도입한 사람으로
서 우리 학교의‘비전 2020’등 학과 통폐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픈 청춘에게
■『여성시대에는 남자도 화장을 한다』의 집필과 호주제 폐지에 생
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등 생물학자가 여성 관련한 일이라니 특이하
다. 평소에 여성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

동물학자의 길

■‘OO 세대’라는 식으로 끊임없이 규정지어지고 있는 현 20대다.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하는 대학생들에게, 인생 선배로서 해 주고 싶
은 말은

이 동물학자가 사는 법
■ 교수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 우리가 동물의 행동을 관찰하고 분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분야는

■현재 이화여대에서 에코과학부 교수로 계신데, 어떤 걸 가르치나

글│양명지 기자 ymj1657@skknews.com
사진│정송이 기자 so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