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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표 (校徽)

교  훈 (校 訓)

교목(校树) - 소나무(松树) 교화(校花) - 매화(梅花)

세계 속에서 굳건히 터를 잡은 무석한국학교가 빨강, 파랑, 노랑으로 상징되는 한국 문화와 조화를 이루며 세계

인으로 성장하는 무석한국학교 학생들을 표현합니다.

无锡韩国人学校的教育宗旨是巩固世界根基。红、蓝、黄三色象征着韩国文化。校标体现出无锡韩国人学

校与韩国文化相互融合、协调发展，并以国际视野培养无锡韩国人学校的学生，使之走向世界。

세계를 향해 꿈을 펼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기상 절개 : 사계절 푸른 잎을 자랑하는 소나무는 무

석한국학교 학생들이 지닌 미래에 대한 변함없는 노력

과 의지를 표현합니다.

四季常青的松树象征着无锡韩国人学校有着为未

来付出一切力量的勇气和斗志。

희망 순수 : 전통적으로 선비의 절개와 기품을 상징하

던 매화는 무석한국학교 학생들의 바른 정신과 올곧은 

성품을 표현합니다.

梅花向来代表着古代读书人高洁、坚强、谦虚的品

格及冰肌玉骨的气质。我校以梅花作为校花则寓意

着无锡韩国人学校的学生具有优良的精神和高尚的

品格。

원 - 세계를 뜻함

WUXI KOREAN SCHOOL 및 无锡韩国学校

- 세계인으로 성장하는 무석한국인의 의지

WKS - 무석한국학교

파랑, 노랑, 빨강색 - 한국을 상징하는 태극, 조화로움 상징

녹색 - 희망, 자연속의 무석한국학교

     연   혁 

2006. 08. 01 황정국 초대 교장 부임

2006. 09. 01 무석한국학교 개교(초등 예비반 1학급, 초등 4학급 총 39명)

2008. 01. 21 학교법인 무석한국학교 재단 설립인가 승인(교육인적자원부)

2008. 02. 19 무석한국학교 운영 승인(교육인적자원부)

2009. 07. 28 고등학교 과정 운영 승인(교육과학기술부)

2010. 09. 01 무석한국학교 부설 유치원 운영 승인(교육과학기술부)

2018. 02. 21 제6대 신종현 교장 부임

2020. 01. 06 제14회 졸업식(유치원 , 초등, 중등 총 154명)

2020. 03. 02 제15회 입학식 (유치원 3, 초등 7, 중등 12 총 22학급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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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장 선생님 발간사 - 작은 계획들을 세우고 실천하자
● 편집부장 인사말 - 꿈을 공유하는 책,  무석

  

교육지표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

교  훈

세계를 향해 꿈을 펼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꿈

학생의 꿈과 비전을 
키워가는 학교

인성 학력

기본이 바로 선 
사랑이 담긴 학교

교육목표

도덕인 - 인성과 감성을 겸비한 조화로운 인재

창의인 - 열정과 지성을 겸비한 창의적 인재

세계인 - 소통과 협력으로 세계를 이끄는 인재

중점교육활동

글로벌 리더 육성

세계화를 향한 외국어(영어, 중국어) 교육 강화

민족정체성 확립 및 세계문화 체험반 운영

색깔있는 인성교육

소통과 협력의 다양한 지역문화예술 교류활동

배려와 협동의 찾아가서 함께하는 봉사활동 운영

창의지성 인재 양성

적성과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방과후 운영

지성과 재능을 발전시키는 동아리활동 활성화

진로진학 VISION UP

동아리 중심의 진로탐색 활동 활성화

개인별 맞춤형 진로상담으로 나의 꿈 찾기

창의 지성교육을 
선도하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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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내는 글

  

작은 계획들을 
세우고 실천하자

이제 2020년도 세 달이 채 남지 않았습

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어떻게 보내셨나

요? 지금 돌이켜보았을 때, 만족스러운 한 

해였나요? 혹시 후회가 많이 남는 2020년

이었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

하여 많은 학생들이 아쉬움이 남는 한 해

를 보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한동안 학교에 가지 못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었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나지 못했고, 방학에는 가족들과 여행을 가는 것조차 어려웠

을 것입니다. 새해에 야심차게 세워둔 여러 계획들도 아마 거의 지키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 해였지만, 지난 시간들을 아쉬워하고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벌써 세 달 밖에 남지 않았네.”라는 생각보다“아직 세 달이나 

남았네!”라는 생각으로 남은 2020년의 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 곁에 맴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은 세 달의 시간동안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계

획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일들을 해야 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대단

한 일들로 세 달의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남들이 보았을 때, 작고 소소한 

계획일지라도 내가 지킬 수 있다면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살을 빼기 위해 남은 세 달 동안 운동이라는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학교장 발간사

신종현 교장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외출을 자제하다보니 전보다 체중이 늘어났고, 건강도 

염려가 되어 2020년이 가기 전에 운동으로 살을 빼보려고 합니다. 남은 세 달이란 시간

동안 매일 매일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와 30분 이상 사이클머신 타기’, 이것이 저의 운동 계획입니다. 

하루 24시간 중 1시간 정도의 걷기와 사이클머신 타기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작게 보

일 수 있으나, 하루하루가 모인다면 분명 엄청난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작지만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자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본다든

지, 일주일에 책 1권은 꼭 읽어본다든지, 남은 세 달 동안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는 계

획을 세워봅시다. 이런 작은 계획들을 세우고, 꾸준하게 실천한다면 분명 2021년은 

2020년보다 나은 무석한국학교 학생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3

2020 No. 9th 무석한국학교 교지

12

펴내는 글

  

꿈을 공유하는 책 , 무석

 안녕하세요, 무석한국학교 교지편집부장 신수빈입니다.

올해 초, 단순히 호기심으로 들어온 교지편집부의 기장이 되어 한 학교의 기록을 담는다

는 생각에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교지 출간을 앞두고 인

사말까지 적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편집부장으로서의 활동은 기자의 꿈을 가진 저에겐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지만, 모두가 처

음이고 저 또한 처음이었기에 때로는 실망과 좌절을 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

다 제 곁에서는 부편집장과 부원들이 함께 노력해 주었고, 모두의 노력으로 어느새 완성되어 

가는 교지를 보며 성숙해진 저와 또 하나가 되어가는 우리를 볼 수 있어서 감개무량합니다.

저는 이번 교지를 만들면서 저는 진정한 소통과 협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타인의 말에 귀 기울임과 배려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모두가 즐겁게 볼 수 있는 교지를 만들어 내기 위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거듭 물

어보고 수없이 회의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교지가 더 이상 과거 회상의 매개체가 아닌 학

생들의 꿈과 희망을 공유함으로써 학생들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것, 올해의 교지는 이러

한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무석’은 혼자의 힘으로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우선, 이번 교지가 만들어지는 데에는 

여러 도움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더 나은 교지가 나오기 위해 항상 교지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이미정 선생님, 항상 같이 땀을 흘려주고 응원을 보내주는 우

리 편집부원들,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학생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실 여러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교지편집이라는 특별한 경험을 주고,‘무석’의 발자취를 기록할 영광

을 준 무석한국학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집부장 인사말

신수빈 편집부장

우리 학교 소식

●   무석한국학교 , 2020 학년도 새학기 첫 정상 등교
●   사회적 거리두기 , 코로나 예방의 첫걸음
●   ‘독도야 , 놀자’독도의 날 행사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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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석한국학교 , 2020 학년도 새학기 첫 정상 등교

2020년 4월 20일 월요일, 무석한국학교는 선생님들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의 오랜 

노력 끝에 정상 등교를 실시하였다.

작년부터 중국 우환에서 시작되어 현재 전 세계까지 확산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기업들은 물론 전 세계에 있는 학교까지 대부분이 개학이 한 달 이상 연기되는 사

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한국은 물론, 

중국 전역의 학교가 개학이 무기한 연기된 지 무려 50일만에 등교를 하게 된 것이다. 

무석한국학교는 겨울방학 동안 한국에서 거주하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중국

에 늦게 입국한 학생들이 많아 지난 3월 2일 개학을 하게 되었다. 무석한국학교는 학생

들이 입국 후 14일간의 격리기간을 마치고 3월 16일부터 1주일 동안 원격수업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후 3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원격수업을 진행하였다. 

약 한달 간 학교와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노력과 협조 덕분에 무석 교육국의 

승인을 받고 드디어 4월 20일, 무석 교육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 속에서 등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들은 스쿨버스 탑승시간 10분 전부터 대기하여 체온을 측정한 후 탑승하도록 하

였고 하차 후 줄을 세워 담당교사가 한 번 더 체온 측정 후 1미터 간격을 유지하여 교

문 앞에 있는 열 감지 카메라를 통과하고 한 명씩 천천히 교실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교실에 입실 전 각 교실마다 배당된 비접촉 체온계로 한 번 더 체온을 측정하

고 알코올로 손을 소독 후 입실하도록 하였다. 

체온 측정은 하루에 네 번씩 실시하였고 체온이 37.3도 이상인 학생은 등교할 수 없

도록 하였다. 각 테이블마다 칸막이가 설치된 식당에 갈 때도 학급별로 동선에 겹치지 

않도록 배정된 경로로 이동하여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1미터 거리를 유지하며 식당으

학생기자 : 11학년 신수빈

로 이동하였다. 교실에 있는 동안 마스크는 착용은 필수이며 마스크는 여분으로 2~3

장씩 준비하도록 하였다. 대화나 접촉은 최소화하도록 하고 정수기 대신 개인 생수를 

지참하는 등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일정은 엄격한 통제하에 진행되

었다.

더 이상 지역사회의 코로나19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우리 모두‘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이 소중했음을 느끼게 하는 요즘, 코로나19

가 하루 빨리 종식되어 모든 생활이 정상화되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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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예방의 첫 걸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의 여파로 약 두 달간 개학이 연기되는 상황이 발생

했다. 집단감염의 우려로 미뤄졌던 개학이 4월 19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올해 첫 등교 일이었던 4월 20일, 중·고등학생들은 선생님들의 통솔과 지도하에 사회

적 거리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셔틀버스에서 본 건물로 들어갈 때 학생들은 거리를 지키며 하차했다. 열 화상 

카메라로 체온을 재기 위해 대기할 때에는 학생들 간 앞뒤 1m의 간격을 유지하였다. 

교실로 이동할 때에도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사회적 거리두기’에 경각심 있는 태도로 

임했다. 교실 내에서도 예외 상황은 없었다. 책상과 책상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두어 학

생들의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하였다.

교내에서의 또 다른 노력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촉매가 되었다. 본교의 모든 선생님들

은 학생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도록 지도 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도 담당 

선생님은 복도와 교실에 있는 학생들에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것을 계속해서 당부하

였다. 선생님들의 지속적인 권장과 통솔로 학생들은 체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

행할 수 있었다.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자발적인 움직임 또한 큰 역할을 했다. 11학년과 12

학년 학생들은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열기도 하였다. 

매일 오전 8시부터 8시 20분까지 중앙현관 앞에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팻말을 들고 다른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권장하였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합시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학생들이 자의적으로 기본 수칙을 

지킬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 주었다. 학생들이 들고 있던 팻말에는‘서로를 지키는 거

리’,‘사랑하는 만큼 떨어지세요’,‘마스크 ZONE’,‘사람에게 가까워질수록 코로나에 

학생기자 : 9학년 유상희

가까워집니다’등 교내에서 지켜야 할 예방 수칙에 관한 내용들이 쓰여져 있었다. 학생

들의 또 다른 자발적인 움직임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기시키는 데에 큰 영향을 주었다. 

자율동아리 미디어 리터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힘입어 새로운 방법으로 학생

들에게 경각심을 권고했다.‘코로나 나눠 먹을래? 아니.’혹은‘손 안 쓰고 할 수 있는 일

이 있나요?’와 같이 재치 있는 문구를 이용하여 포스터를 제작하고 학교 곳곳에 게시

하였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예방 기본 수칙을 준수할 것을 은유적으로 표

현한 것이다.

첫 등교 이후 지금까지도 초·중·고 학생들은 여전히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임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를 기본 수칙으로 하여 안전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였다.



18 19

2020 No. 9th 무석한국학교 교지우리 학교 소식

‘독도야, 놀자’독도의 날 행사 가져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올해는 독도의 날이 일요일인 관계로, 무석한국학교는 10월 27

일 화요일 독도의 날을 기념하여‘독도야, 놀자’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아침부터 독도의 날 행사를 관리하는 독도 수호대와 도와주는 봉사자, 그리고 담당 선생님들

은 첫 교시에 열리는 독도 골든벨 예선전을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뛰어다녔다. 각반은 독도 골

든벨을 기다렸다는 듯이 저마다 규칙을 만들어 게임처럼 즐기며 우승을 차지하려고 열성적으

로 참여하였다. 골든벨 예선을 마친 후 강당에서 버스킹 공연이 있었다. 우리 학교에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자리를 차지하는 무대 공연이 버스킹인데 이번 버스킹 공연이 다른 행사

의 공연보다 다른 점이 있다면 독도 공모전에 참가하여 수상하였던 UCC, 안무 그리고 CM송 

수상자들이 나와서 콜라보로 공연을 함께 하니 독도의 날 행사 공연이 훨씬 다채로웠다.

또한 독도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우리 학교 명물인 난타부와 밴드부도 출연하여 무대를 빛내 

주었다. 공연 후에는 곧장 골든벨 본선으로 이어졌다. 골든벨 예선이 각 교실에서 치뤄졌다면 

본선 대회는 학교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예선에서 탈락한 학생들은 모두 본선에 참가하는 학

생들을 응원하였다. 객관식 문제에서는 거의 모든 학생이 정답을 외쳤지만, 주관식 문제에서는 

살아남은 학생이 별로 남지 않아 빠르게 진행되었다. 특히 고등부 마지막 두 학생의 실력이 거

의 막상막하였기에 최종 우승자를 가리기 힘들었다.

골든벨 본선이 종료된후,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 독도 글자를 완성하는 독도 단체 사진 촬

영이 있었다.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서 글자를 만들어야 하는 단체 활동이었지만 학생들 전체

가 독도를 향한 의지를 표출해 내는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전교생이 동시에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움직여 주어야 하는 활동인 만큼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다행히도 학교 인근의 고층 아파

트와 학교 옥상 등 여러 각도에서 사진 촬영을 준비한 덕분에 실수를 최소화하여 수월하게 사

진 촬영에 임할 수 있었다. 

학생기자 : 11학년 김유내

점심시간을 마친 후에는 독도 부스 체험 활동이 있었다. 전체 10개의 부스가 강당(7개)과 운

동장(3개)에서 운영되었다. 대부분의 부스는 독도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홍보하는 내용으로 

다채롭게 제작되었다. 그 중에서 학생들의 호감을 가장 많이 산 부스는 쟁반 노래방, 독도 마피

아 그리고 독도 인물 동물 퀴즈 총 3개가 있었다. 쟁반 노래방은 한국이나 독도 관련 노래와 학

생들이 잘 알만한 노래를 넣어 랜덤으로 틀어 재미와 역사의식을 갖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

고. 독도 마피아는 독도를 상징하는 역할과 명칭을 부여하여 야외에서 이루어져 소풍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어 학생들의 인기를 끌었다. 독도 인물 동물 퀴즈는 강당 무대 위에서 이루어졌

다. 부스를 운영하는 학생들이 독도와 관련된 사진들과 유명인들의 사진을 학생들에게 보여주

고 맞추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독도 부스에서 활동을 참여하면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데 도장을 다 모으면 독도 로고가 그

려진 파일과 네임 스티커, 그리고 전자파를 차단해주는 스티커 등 여러 기념품을 에코백에 넣

어 지급하였다. 

이번이 처음으로 독도 수호대와 선생님들이 협력하여 시험에 지친 학생들을 위해 기획한 행

사였다. 물론 처음으로 하는 행사라 실수한 부분과 서툰 부분이 많이 있었고 시험이 끝나고 바

로 진행된 독도의 날 행사였기에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학생들도 적극 호응해 주었고 

독도의 날을 맞이하여 재외한국학생으로서 애국심과 정체성을 일깨울 수 있는 뜻 깊은 행사였

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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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동아리 기사

● 토토과
● 빙글벙글
● 언론동아리
● CIVA
● 미디어 리터러시
● MIDEA
● 차트를 달리는 무석
● 도담도담
● PIF
● MBA

토토과 : 토론 토의 과학의 줄임말로, 변

화하는 과학기술에 대해 탐구하고, 특히 프

로그래밍과 앱 제작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동아리입니다.

과학기술과 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라, 하

나의 안정적인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보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선진적인 영역을 탐구

하고 선구자가 되는 것을 선호하는 청년들

이 늘어나고 있다. 

팬데믹 사태 이후의 생활에서도 엿볼 수 

있듯, 변화하는 사회에서 안정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모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러한 꿈을 젊은이들이 품을 수 있는 데에

는 발전한 프로그래밍 기술과 플랫폼들이 

한몫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플

랫폼들을 소개하며 1인 기업 시대를 파헤

쳐 보자. 

창업의 시작은 기획이다. 기업에서 하고

자 하는 일은 무엇인지, 어떤 상품을 만들 

것인지 등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은 프로

그래밍이다. 컴퓨터 언어와 프로그래밍 플

랫폼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지 컴퓨터에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지며 뉴스로 모든 사람들의 이동 경로를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어질 무렵에, 한국의 

대학생들은 프로그래밍 앱을 이용해‘이동

경로 확인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했다. 한

국의 지도와 각 사람들의 이동경로 정보만 

있으면 자동으로 경로를 그려주는 프로그

램이었다. 이처럼 자신이 실현해내고자 하

는 목적이 뚜렷하게 존재하면, 프로그래밍

을 통해 쉽게 제작할 수 있다.

기업에서 만들고자 하는 제품이 인터넷

상에서 이용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이나 프

로그램이라면 1단계에서 해결이 가능하지

만, 실질적으로 판매하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상품’화 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플랫

폼을 이용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이번에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3D 프린팅 기술이

다. 

이 프린터는 재료만 갖춰져 있으면 입력

된 도안에 따라 입체적으로 물건을 제작해

낼 수 있다. 즉 3D 프린터만 있으면 거대한 

상품 생산 공장을 거치지 않아도 내가 원

하는 물건을 대량으로 제작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또 예를 들어보자. 현재 판매되

는 대부분의 의류들은 기업에서 디자인을 

‘뉴’플랫폼의 혁명, 창업
11학년 윤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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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하고 이를 공장에 넘긴다. 먼저 원단

을 만드는 공장에서 옷감을 생산하면, 이

를 틀에 맞추어 옷으로 만들고, 위에 프린

팅까지 거쳐 옷이 제작된다. 따라서 옷을 

만드는 기업을 차리기 위해서는 거대한 공

장을 세울 자본과 이를 가동할 인력이 필

요하다. 하지만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1인이 디자인을 기획하여 인터넷에 공유하

면, 이를 다운로드해서 누구나 자신의 집

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해 옷을 생산하고 

입을 수 있다. 후의 방법을 따르면 혼자서

도 의류 기업을 충분히 설립할 수 있는 것

이다. 1인 창업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래밍과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기

업의 물건을 만들고 판매할 수 있게 되었

다 하더라도, 아무도 이 기업의 존재를 모

르면 이익이 날 수 없다. 실제도 청년층 창

업에서 가장 화두에 오르는 문제점이 바

로‘기업의 홍보’이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소개할 플랫폼은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의 웹사

이트를 제작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플랫폼

이다. 예를 들어‘아임웹’이라는 기업은 전

문적으로 웹사이트 제작 템플릿을 제공하

고, 아이템 배치, 웹사이트 운영의 전반적

인 팁과 도움을 주는 플랫폼이다. 

게다가 새로 생성된 웹사이트를 소개하

는 카테고리도 마련하여, 창업자들끼리 서

로의 웹사이트를 공유하고 서로 홍보의 효

과를 낳을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초기 

창업자들이 자신의 기업을 홍보할 자본이 

부족하거나, 타기업과의 협력을 할 능력이 

부족할 때 아임웹과 같은 웹사이트 제작 

지원, 더 나아가 창업 지원 플랫폼을 이용

하면 자신의 기업을 알리고 신생 기업 간

의 연락을 주고받는 기회를 얻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창업을 꿈꾸는 청년이 많아짐에 따라 위

와 같은 창업을 지원하고 실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도 증가하고 있다. 만약 여러

분도‘1인 기업’설립을 꿈꾸고 있지만 어떻

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앞서 소개한 혁

명적인 플랫폼을 이용해 보길 바란다. 

빙글벙글 :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을 경

험하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생각하고 

연구하는 동아리입니다.

디자인은 인간의 기본적인 행동 양태에 

따라 제품 디자인, 시각전달 디자인, 환경 

디자인으로 나눌 수 있다. 

최근 환경디자인은 환경친화적인 디자인

인 그린디자인(green design)을 말하고 이

와 같은 디자인 영역의 분류와 정의는 너

무 원리적이기에 현실적인 디자인 문제를 

인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역사적으로 디자인은 산업 생산과 판매 

증진을 위한 것이었기에 기업의 생산활동

과 시장 유통을 중심으로 분류되었다. 

기업이 제품(상품)을 디자인하고, 생산하

고(제품 또는 상품 디자인), 포장·광고하며

(시각전달 디자인, 그래픽디자인 또는 커뮤

니케이션 디자인), 소비자들이 상품을 편리

하게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상점과 같은 공

간(인테리어디자인)을 마련하는 등의 과정

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조형적으

로 해결하는 일을 중심으로 분류된다.

에코디자인이란 환경적인 요소를 염두에 

두고 제품을 디자인하는 것, 즉 경제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를 합쳐 가장 실용적

인 결과를 찾는 것을 말한다. 

유럽의 환경 기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에코디자인의 조건에 합당한 것을 만들어

야 한다. 제품의 사용 수명을 최적화하고 

환경 배출물을 줄이고, 물질 사용량이 적

어야만 하고 재활용성 또한 높여야 한다.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넛지 디자인과 관

련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서울의 어느 한 동

네, 이곳에는 쓰레기통이 없어 늘 쓰레기가 

쌓이는 담벼락이 있었다. 

매일 같이 청소부들이 쓰레기를 가져가도 

또다시 많은 양의 쓰레기가 쌓여 CCTV를 

설치하고 경고문을 남겼지만 이 또한 효과가 

지속되지 못했다. 하지만 담벼락에 화단을 

만들어 꽃을 심었더니 사람들은 쓰레기를 

몰래 버리러 왔다가 슬그머니 다시 쓰레기를 

가지고 들어갔다. 대체 무엇이 사람들의 행

동을 변하게 한 것일까? 우리는 이것을 넛

지효과(Nudge effect)라고 한다. 

‘Nudge’란 우리말로‘팔꿈치로 꾹 찌르다’

라는 말이다. 넛지 디자인은 부드러운 개

입을 통해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디자인, 

즉 강제적인 규제나 감시 대신 자연스러운 

참여를 유도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

을 뜻한다.

넛지 디자인을 공익 캠페인에 접목하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세계적인 환

경보호단체인 WWF(국제 야생동물기금)은 

줄어드는 숲을 지키기 위해 낭비되는 화장

지를 절약할 참신한 화장지 케이스 디자인

그린디자인 : 넛지 디자인
11학년 유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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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아리 : 언론 혹은 미디어 관련 진

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모여 국내외 이슈

에 관해 발표, 토론 등의 활동을 진행하는 

동아리입니다.

사회적으로나 기업에서 언론이 하는 일

은 매우 많다. 정부 차원에서 내는 공식적 

발표에도 언론은 기자회견에서 얻은 내용

을 토대로 기사를 통해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다른 사회적 이슈 또는 화제의 

일을 언론사들이 즉각적으로 기사 또는 뉴

스, 신문을 통해 언론의 일을 한다. 그렇다

면 이 언론이 기업에서 하는 일은 무엇일

가? 현재 현대사회에서는 기업의 언론플레

이가 중요시되고 있다. 이 언론플레이를 통

해 많은 기업 이미지들이 향상 또는 실추

되기를 반복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매출 

또는 상업적 이익과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

어있다.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이 언론플레이는 

무엇일까? 우리나라 국어사전에서는 언론

플레이를 방송국이나 신문사 등의 보도 기

관에서, 어느 한 세력에게 유리한 방향으

로 여론을 몰아가려는 보도 행위라고 정의

한다. 쉽게 말하면, 방송사국이나 신문사 

같은 언론사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한 방

향으로 여론을 이끌어 가려는 행위를 말

한다. 하지만 이는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

는 여론조작과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많다. 

우선 여론조작은 개인 또는 집단의 이익

을 위해 사실 조작, 허위 사실 등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이다. 이는 개인 또

는 집단의 이익을 위한다는 점에서 언론플

레이와 흡사하지만, 언론플레이는 여론 몰

이의 일종으로, 한 단체가 기존에 우리 사

회에서 기정사실화되어 있던 정보들과 자

신들에게 새로운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

는 정보를 합치거나 편파적이고 과도하게 

보도를 하여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

어 줄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 

언론플레이는 사실과는 모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치관은 가변성이 짙어서 여

론몰이라고 치부되었던 행위가 나중에는 

공적인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였던 것으로

써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럼 이제 언론 플레이가 기업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익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자

세히 알아보자. 

예를 들어 해외에서 명품 옷을 들여오는 

A라는 업체가 있다. 이 업체는 최근에 매

을 선보였다. 이 화장지 케이스는 화장지를 

뽑을 때마다 숲이 사라진다는 경각심을 시

각적으로 전달해 준다. 이에 따라 이 광고

를 본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화장지

를 절약하게끔 유도하기 위한 디자인이다. 

이러한 디자인은 사람들이‘휴지를 적게 사

용해야지.’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여 성공

적인 넛지 디자인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NRDC(미국 천연자원협회)에서 제작한 

정수기 디자인도 이러한 넛지 디자인을 사

용해 사람들에게 물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

게 해주었다. NRDC는 정수기에 각 대륙을 

그려 물 부족 사태에 처해있는 지구를 돌아

보게 하였다. 아프리카의 수많은 아이들이 

마실 물이 부족해 죽어가고 세계는 지구온

난화로 인해 잠겨가고 있다. 이토록 비극적

인 지구촌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리는 곧 전 세계적인 물 대란이 찾아올

지도 모르는 불안한 현실 앞에 놓여 있고 

우리나라도 사실 물 부족 국가에 가깝지만 

그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 물 부

족 문제는 언젠가는 전 세계적으로 수면 위

에 떠오를 환경 문제이고 NRDC의 정수기 

디자인은 그런 물 부족에 대한 경각심을 일

깨워 주어 사람들이 물을 한 컵 마실 때마

다 물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넛지 디자인을 활용하면 자발적 참여를 더

욱 극대화할 수 있다. 일례로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사는 한 지하철역 출구에 있

는 계단의 디자인을 피아노 모양으로 설계하

고 그곳에 사람들이 발을 디딜 때마다 소리를 

나게 하였고 이로 인해 계단 옆 에스컬레이터

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계단

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66%나 증가하였다. 

비록 작은 시도였지만 기대 이상의 결과를 

안겨주었고 이를 통해 우리는 바로 몇 마디 

문구, 또는 강제적인 제도로는 사람들의 마

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

다. 시각적으로 전달되는 메시지는 아름다움

을 훼손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감성을 건드

릴 수 있고 재미있는 디자인은 사람들의 호기

심을 강력히 자극할 수 있다. 이것이 넛지 디

자인이 그 어떤 방식보다 또 다른 변화의 대

안이 될 수 있는 이유이다.

언론플레이
11학년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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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경쟁사인 B에게 

많이 밀린 상황이다. 이 A사가 자신들의 물

건들을 홍보하고 질이 괜찮다는 사실을 있

는 그대로 알리면 기사화가 될 가능성이 희

박하기에, “해외 직수입 옷, 가격 N 주째 

하락…”과 같은 A사의 질과는 관계가 크게 

없는 기사를 내보내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언론플레이의 예이다. 

이 기사가 나감으로써 이 회사의 제품이 

사진으로 나가게 되고 디자인이나 가격 등

이 합리적이게 잘 보도가 되면 매출이 올라

가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언론플레이는 이와 같이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많이 접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보는 

기사와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이 사실인지

도 잘 확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분별력 있는 자

세를 취해야 하고, 비판적인 자세로 기사를 

읽으면서 정보를 걸러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아두이노로 보완하는 세그웨이

11학년 강민수

C.I.V.A : Coding Is Very Awesome의 줄

임말로, 오픈소스인　아두이노를　사용하여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직접　구현해보고　

사물　자동화　시스템과　관련된　경험을 

쌓으며 융합적 사고방식을 기르는 것이 목표인 

동아리입니다.

최근에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것

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환경 

보호를 위해 다양한 선행을 하기 시작했다.   

그 중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며 어떠한 

환경오염물질도 배출하지 않는‘세그웨이’

가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각광받으며 통근 

및 통학 시에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럼‘세그웨이’에 대

해 알아보도록 해보자.

‘세그웨이(Segway)’는‘부드러운’뜻

의‘segu’에서 유래했고, 최초의‘세그웨

이’는 발명가 딘 케이멘(Dean Kamen)이 

만들어냈다. 그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좁

은 길에서 방향을 틀지 못하고 고생하는 것

을 보고 스스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휠체

어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개발해낸 전동 휠체어가‘아이

봇(Ibot)’인데,‘아이봇’을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균형장치를 개량하고 응용하여 

만들어 낸 것이 바로‘세그웨이’이다.

‘세그웨이’의 작동 원리는 내장된 자이

로스코프 센서와 기울기 센서, 소프트웨어

를 실행하는 듀얼 컴퓨터가‘세그웨이’의 균

형을 항상 맞추는 프로세스를 실행함에 따

라 스스로 오뚝이처럼 균형을 맞추고 앞뒤

로 추진력을 얻는 것이다. 탑승자가‘세그

웨이’위에서 무게 중심을 앞뒤로 이동시킴

에 따라 기울기의 정도를 센서가 감지하고 

그 값을 소프트웨어가 계산하여 실제 속도

에 반영이 되고 방향 전환은 원하는 방향으

로 핸들바를 기울이면 소프트웨어가 그것

을 인식하여 방향전환이 가능해지는 것이

다. 또한 전체적으로 무게가 가볍고 충전식 

건전지를 동력으로 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

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세그웨이’는 배터리 방전이나 과

도하게 속도를 낼 경우 센서 오작동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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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갑자기 멈추는 등 각종 안전사고에는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본 동아리에서는 건전지가 갑자기 방전

되는 현상에 초점을 두고 개선 방법을 찾

아보기 위해 실험을 해보았다. 

우선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소형‘세그웨

이’를 제작하고 그것의 속도, 평형성을 실

험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주행속도를 찾아 

낸 다음에 무게중심에 따라 변화하는 센

서 값을 여러 번 실험을 하면서 세그웨이

를 보완해 나갔다. 그리고 동아리의 최종 

목표인 건전지 방전현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비용 건전지를 세그웨이에 부

착하였다. 기존에 있던 건전지가 방전되었

을 때 아두이노가 이를 미리 감지하여 예

비용 건전지쪽으로 전류를 흐르게 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방전되었다는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도록 전류가 끊겼을 때 LED등

이 켜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세그웨이

가 주행 도중에 갑자기 방전이 되지 않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활동을 통해 몸을 이동해서 움직이

는 개인용 이동수단인 세그웨이는 정말 혁

신적인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초기에 안정성에 대한 논란과 지나치게 비

싼 가격으로 대중화에 실패하였지만 이러

한 세그웨이의 단점을 보완하여 현재는 다

양한 형태의 퍼스널 모빌리티들이 개발되

었다. 이러한 퍼스널 모빌리티는 유용하게 

이용이 가능하여 점점 더 많이 사용되지

만 여전히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서 안

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도 

함께 개발되어 탑재되어야 할 것이다.

미디어 리터러시 : 미디어를 읽고 신문이나 

기사를 올바르게 쓰는 법, SNS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 등을 연구하는 동아리입니다.

청소년이 SNS를 이용하는 의도, 즉 동기

는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첫째로, 사회적 동기이다.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새로운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둘째, 기능적 동기이다. 

요즈음에는 이용 시간과 기간이 길어질수

록 관심 분야와 사건, 소식 등 일상생활 속 

필요한 정보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정보 

탐색의 기능이 배가 되어 청소년의 SNS 이

용이 더 활발해지고 있다. 

셋째, 유혹적 동기이다. 

SNS는 사람들에게 꽤나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이용의 동기가 된다. 이러한 동기들로 

시작되는 SNS는 청소년에게 해를 가하는 사

례도 다분하지만 긍정적 영향을 주는 사례

도 있다.

청소년기의 또래관계에는 개인의 자아존중 

감과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써 기존의 또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

며 동시에 새로운 또래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그리고 SNS는 이러한 또

래 관계 형성의 강화를 돕는 중요한 매체로 

사용되고 있다. 더불어 청소년이 SNS를 지

속적으로 이용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는 만족도에 관해서도 주목할 필요성

이 있다.

한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SNS 이용 동기 

및 만족도가 새로운 또래관계 형성에는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SNS 이용 동기 및 만족

도가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기존의 또래관계 

강화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

지 서울시 송파구 지역 내 소재한 중·고등

학교 및 청소년 수련 관에 소속된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 326명을 대상으

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중 유효한 

청소년의 SNS가 또래 관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11학년 박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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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명 외 설문지를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활용 목적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 및 조사 결과, 청소년의 SNS 이용 동

기나 만족도 등은 기존의 또래관계보다 새

로운 또래 관계와 더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SNS 이용

은 새로운 친구들 과의 관계 형성을 가능하

게 하며 기존의 친구들과의 또래관계 강화

에 긍정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청소년의 SNS는 인맥 확대, 지

식 습득과 정보 수집의 기회 제공, 빠른 확

산과 강한 영향력 등 여러 장점이 있다. 청

소년들이 SNS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알고 

잘 활용한다면 SNS를 더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뮤직비디오 한 편이 만들어지는 과정
10학년 이현민

마이디어(MIDEA) : 영상이라는 대중 매

체에 독특한 생각과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 

특별하게 표현해내기 위한 능력을 키우는 

동아리입니다.

뮤직비디오는 오늘날 가장 많이 소비되

는 영상 콘텐츠 중 하나로, 과거 청각적 

경험이 전부였던 음악에 시각적 경험을 

더함으로써 대중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

으켰고, 국가와 문화의 벽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과 음악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최근의 뮤직비디오는 음악에 종속

된 존재에서 특별한 메시지와 신비로운 

내러티브를 담는 복합 예술로 평가받으며 

그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뮤직비디오는 어떻게 제작되어 대중 앞에 

선보여지는 것일까?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데에 있어 가장 

첫 번째 순서는 '기획'이다. 영상 제작에

서 기획이란 한 편의 영상 안에서 풀어낼 

이야기와 이를 표현하기 위한 적합한 구

성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사실상 무에

서 유를 창조해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전문 프로덕션의 경우 감독과 조감독, 

때로는 영상의 주인공까지 한자리에 모여 

정해진 주제 아래 이를 어떻게 표현해 낼

지 머리를 맞대고 끊임없이 고민한다. 그

리고 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을 반영하

여 뮤직비디오의 구성을 구체화시키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섬세하게 짜여진 촬

영 대본을 완성한다.

기획 단계를 마무리하고 나면 영상에서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촬영'이 기다리

고 있다. 촬영은 말 그대로 카메라와 삼

각대 등을 들고나가 기획 단계에서 준비

한 촬영 대본에 맞게 필요한 장면을 촬영

하는 과정으로, 경우에 따라 특별한 상

징물이나 등장인물의 연기를 중점적으로 

촬영해 이야기를 풀어내기도 하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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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돌 그룹처럼 노래에  맞는 안무가 존재

하는 경우 춤을 추는 장면을 위주로, 멤버

들이 악기를 직접 연주하는 밴드 그룹의 

경우에는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는 

장면을 위주로 촬영하게 된다.

현장에서 발로 뛰어야 하는 촬영이 끝나

면 영상을 편집해야 한다. 

먼저 며칠간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들을 

한데 모으고 수많은 영상 중 쓸 만한 영

상을 선별한다. 

영상이 모두 정리되었다면 진정한 편집

을 시작할 수 있다. 뮤직비디오의 바탕이 

되는 노래를 분석하여 노래의 진행에 변화

가 생기는 부분을 찾아 하나씩 표시해 주

고, 그 타이밍에 맞추어 영상을 삽입한다. 

다음으로는 색 보정과 장면 전환 선택이라

는 다소 어려운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색 보정은 밝기, 채도, 색조 등에 관한 

수십 개의 히스토그램을 하나씩 조절하며 

적절한 색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예술

의 영역에 해당하는 복잡한 작업이다. 물

론 각각의 상황에 알맞게 만들어진 필터

인 일명‘LUT(look-up table)’을 활용하

는 방법이 훨씬 간단하지만, 감독이 원하

는 특정한 색감이 있다면 복잡한 색 보정

의 과정이 불가피해진다. 

장면 전환은 한 장면에서 다음 장면으

로 전환되는 방식과 그 효과를 말하는데, 

그 예로는 별다른 효과 없이 바로 장면이 

바뀌는‘컷 투(cut-to)’부터 두 장면이 겹

쳐지면서 변화하는‘크로스 디졸브(cross 

dissolve)’, 화면이 확대되고 흐려지면서 

장면이 변화하는‘줌 블러(zoom blur)’ 

등 수많은 종류가 있다. 

각각의 화면 전환이 가지는 독특한 분위

기와 이에 알맞은 상황이 있는 만큼 편집

할 때 적절한 화면 전환을 선택하는 것 역

시 감독과 편집자의 능력이다. 이렇게 길

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한 편의 완

성된 뮤직비디오가 만들어진다.

완성된 뮤직비디오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고, 곧바로 대

중의 평가를 받게 된다. 

마이디어에서도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대

중에 대한 공개' 라는 마지막 단계를 준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마이디어의 활동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합 예술로서의 뮤직비

디오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차트를 달리는 무석 : 사회, 경제, 과학의 

유기적인 관계에 관심을 가지며, 사회의 발

전이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어 있다기보다

는 여러 가지 방면이 이해타산적으로 연결

되어 있다고 믿는 부원들이 모인 동아리입

니다.

현대 사회는 고도화된 과학 기술이 일구

어 낸 문명인 동시에 경제 활동의 흐름에 

의해 좌우되는 사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과학 기술과 경제 활동은 대개 사람들의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 정해지며 경제, 과학 

기술의 발전은 사회적인 기반 없이는 이루

어질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경제와 사회, 기술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

계라고 할 수 있다. 예시로는 GMO를 들 

수 있다. 

GMO의 발달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 배

경을 들 수 있지만 크게 식량 생산지의 제

한과 식량 생산지와 식량 수입지의 경제적

인 충돌, 그리고 식량 부족 등의 사회 경제

적인 원인이 있다. 특히 식량 자가 생산 능

력이 없는 선진국들이 GMO의 개발에 심

혈을 기울였다. 그렇게 특정 작물이 가지

지 못하는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결합시켜 

새로운 특성의 품종을 개발하는 GMO 기

술이 생겨났고, 이는 어떤 생물의 유전자 

중 추위, 병충해, 살충제, 제초제 등에 강

한 성질 등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더 

많은 양의, 특정 영양소가 들어 있는, 더 좋

은 품질의 농작물들이 생산될 수 있었다.  

GMO는 겉보기엔 더욱 많은 사람들에

게 더 좋은 질의 식량을 제공할 수 있어, 

세계의 식량난을 해결해 줄 혁신적인 기

술이었다. 

최초로 개발된 GMO인 '무르지 않는 토

마토’는 껍질이 딱딱해 저장 기간이 긴 장

점이 있었는데, 이는 GMO 식품 최초로 미

국 식품 의약 청(FDA)의 승인을 받았으나 

유전자 변형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마케팅 

실패로 판매가 중단됐다.

  물론 현대에 이르러서는 점검을 거쳐 

판매가 허가된 GMO는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고 코카콜라, 맥도널

드, 네슬레, 다농 등 세계 굴지의 식품 회

사들 역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식품 제

조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러나 GMO 라는 과학 기술은 여전히 사회

적으로 많은 논란과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GMO 식품을 사용하는 것이 많은 상품들

경제 사회 기술의 유기적 관계 : 독도를 중심으로
11학년 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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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마케팅 방식이나 판매량을 좌우하고 있다. 

결국 사회, 경제적인 니즈가 GMO의 발

달 배경이 되었지만 사회적인 시선과 경제

적인 효용이 이를 주춤하게 만들었고, 이

어서 과학 기술의 발달이 우리 사회의 모

습과 경제적인 효율을 변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사회, 경제, 그리고 과학이 서

로 충돌하고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는 것은 

굳이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사회에서 흔한 일이다.

사회, 경제, 과학기술은 서로를 기반으로 

두고 발전해 나간다. 그 예로는 한반도의 

동쪽 끝, 독도를 들 수 있다. 

독도는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자랑스러운 우리 땅, 이라는 대답이 나온다. 

그렇다면 독도가 왜 우리 땅인 지에 대

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독도는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라는 기록

이 여럿 남아있다. 우리의 문서인 <세종실

록지리지>, <삼국사기> 등은 물론, 일본의 

문서인 <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 일본 최

고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문서 등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도 여럿 

남아있다.

이렇듯 독도는 우리 땅임이 분명하고, 독

도를 되찾는 것은 역사적으로 큰 의의를 

갖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다. 

독도를 되찾는 것은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심지어는 과학적 의의를 갖는다. 

독도는 경제적으로 황금 어장으로서의 

가치, 지하자원으로서의 가치, 관광 자원

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며 사회적으로는 군

사적 거점이라는 가치를 갖는다. 게다가 독

도에는 여러 가지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

는데, 이 중 훌륭한 에너지 자원이자 지시 

자원인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매장량이 아

주 높아, 그 가치가 뚜렷하다고 한다. 

이렇듯 독도는 여러 가지 가치가 유기적

으로 연결돼 사회적인 이슈를 일으키고 있

는 것이고, 독도의 귀속에 대한 결정은 여

러 가지 사회, 경제, 과학적 논란들의 원인

이 될 것이다.

도담도담 : 보건 및 의료 계열 진학에 관

심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과 

직업 적합성을 찾는 기회를 마련해줌으로

써 진로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세울 수 있

는 동아리입니다.

몸이 아파 약국에서 약을 처방 받을 때

마다 약사로부터 항상 빼놓지 않고 듣는 

말이 있는데, 바로“식후 30분에 드세요.”

라는 안내이다. 

왜 하필 식후 30분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본 사람은 많이 없을 것이다. 그렇

다면 과연 이유가 무엇일까?

대부분의 약은 식도를 거쳐 위나 소장

에서 녹아 흡수되어 혈액 속으로 들어가

기 때문에 빈속에 먹어야 흡수가 빠르고 

효과도 강해 약효가 빨리 나타난다고 한

다. 하지만 그만큼 위장장애 같은 부작용

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

에 음식물이 위 점막을 보호하고 있는 상

태인‘식사 후’에 약을 복용하는 것을 권

장하는 것이다. 

약 복용 후 몸속에서 유효 혈중 농도

(약물이 약효를 나타내기 위하여 필요

한 혈액 중의 약물 농도)에 이르기까지는 

30분~2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5~6시간 

동안 지속된다. 

이 주기를 유지하려면 규칙적으로 약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5~6시간을 간격으로 식사를 하는 데에

서 착안해‘매 끼, 또는 아침 저녁 식사 후’

약을 복용하라고 하는 것이다.

‘식후 30분’이라는 시간이 정해진 주요 

원인은, 음식물이 위를 통과하는데 걸리

는 시간이 보통 30분 정도이므로, 식후 

30분 뒤에는 위에 적당량의 음식물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약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다. 또 소화와 별도로 약 

흡수를 위해 위산을 분비할 필요가 없어 

위 점막도 덜 자극하게 되기에 식후 30분

이 약을 복용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것이다.

유효 혈중 농도를 유지하고 위장 장애

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식사 전, 식간, 식

후, 취침 전 복용 등 약의 복용 권장 시

약은 왜 식후 30분에 먹으라고 할까? 
11학년 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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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따라야 하지만, 식후 30분 후에 먹

어야 하는 약을 식후 10분 또는 40분 만

에 먹는다면 몸에 약간의 지장이 생길 뿐, 

약효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기에 

30분을 정확하게 지키려다 약 복용을 잊

어버리는 것보다 식후에 바로 먹는 것이 

낫다. 하지만 모든 의약품이 이에 해당하

는 것은 아니다. 

어떤 약들은 복용법을 따르지 않을 경

우 효과가 반감 될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특성에 따라 일정 

시간에 복용해야 약효가 잘 나타나는 경

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 예로, 항생제 중 

테트라사이클린 계통은 음식물 속의 칼슘

과 결합하여 착화합물을 형성하여 약의 

효과를 떨어트리므로 공복에 복용하여야 

한다.

이처럼 약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 복용 

시간을 꼭 지켜야 하거나 복용 전 무조건 

피해야 할 음식물 등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평소 처방전 및 주의사항 등을 잘 

확인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P.I.F(물리동아리) : 평소 어렵게만 생각

했던 물리와 친해지고 물리에 대해 연구하

는 동아리입니다.

과학 시간이 되면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단어는 물리이다. 물리라고 하면 누구는 그

저 어렵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분야 중 하나

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생활 속에는 물

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우

리 주위를 자세히 관찰해보면 우리 생활 속

에는 물리가 이미 많이 스며들어 보편화 되

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렇다면 어떠한 물리 원리들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자.

처음은 가볍게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하

자. 우리는 어떻게 서있을 수 있는 것일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당연히 중력

이 있기 때문이지”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 대답은 부정할 것도 없이 사실이다. 그

럼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사람들에게“중

력은 어떠한 힘들의 작용이야?”라고 물

어보면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

수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력이라는 개념

에 대해서 알아보자. 

중력은 지구의 만유인력(우주 상의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과 자전에 의한 원심력(원운동을 하는 

물체에서 벗어나려는 힘)을 합한 힘이다. 

즉, 지표 근처의 물체를 연직 아래 방향으

로 당기는 힘이다. 

그렇다면 중력을 맨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누구일까? 맨 처음이 누구라고 

확실하게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중력을 

처음으로 법칙으로 단정지은 사람은 뉴

턴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뉴턴

은 사과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 지구에는 중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

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때의 중력에는 

만유인력만 포함되어 있었다. 게다가, 뉴

턴이 만든 중력 법칙은 태양 주위를 도

는 행성의 운동을 연구하다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중력의 발견은 사과

의 낙하 덕분이라고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다. 그렇다면 지구에 중력이 없다면 어

떻게 될까?

중력이 없다면 우리는 하늘을 둥둥 떠

다니고 있었을 것이며 우리 현생 인류는 

지금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지는 불확

실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무중력이라는 

환경에 맞게 진화를 하였을 것이기 때문

이다. 

Physics, Around Us
글: 11학년 황보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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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우리의 현재 모습을 결정해주고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중력이, 오늘

부터 어려운 친구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으면 한 번씩은 

보이는 비행기,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

니는 비행기는 대체 어떻게 날 수 있는 것

일까? 당연히 날개 덕분이다. 하지만 우리

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날개가 받는 양력

이다. 

양력이 생기는 원리는 대표적으로“긴 

경로”이론 혹은“동시 효과”이론으로 설

명된다.

“긴 경로”이론은 에어포일(비행기나 프

로펠러 등에 사용되는 날개의 모양)의 윗

면을 따라 흐르는 공기분자들의 경로가 

아랫면을 따라 흐르는 경로 보다 길어서 

더 먼 거리를 이동한다는 것이고,“동시 

통과”이론은 에어포일의 앞부분에서 아

래위로 나뉜 공기의 흐름이 에어포일 뒤

쪽 끝에서 같은 시간이 경과된 후에 다시 

합류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에어포일 위

쪽의 유체흐름이 아래쪽보다 빨라지므로 

베르누이 원리(비행기나 프로펠러 등에 

사용되는 날개의 모양)에 따라 윗면의 압

력이 아랫면 보다 작아서 위쪽으로 양력

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에어포일

의 받음각 또한 양력 발생에 있어서 중요

한 변수 중 하나이다. 

받음각이란 실제로 하늘을 나는 비행

기의 날개를 보면 날개의 앞면이 비행기

의 진행방향에 대해서 약간 들려 있을 때

의 각도를 이야기한다. 받음각이 양(+)이

면, 에어포일 주변을 지나는 공기의 흐름

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른다. 공기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 에어포일의 표면과 부

딪혀 공기의 흐름 방향이 조금씩 아래쪽

으로 바뀌기도 한다. 

즉 유체의 속도(방향과 크기)가 변한다

고 할 수 있다. 이는 뉴턴 운동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과 제3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원리 덕분에 비행기는 하

늘을 날 수 있다.

이번 내용을 끝내기 전에 베르누이 원

리가 사용된 우리 생활 속 전자제품을 하

나 설명해보려 한다. 

지금과 같은 무더위에 꼭 필요한 전자

제품인 선풍기가 요즘에는 수많은 발전

을 걸쳐 날개가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하

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날개가 없는 

선풍기가 바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날개가 없는 선풍기의 경우, 둥근 고리의 

단면은 속이 빈 비행기 날개의 모양이다. 

이 공간에 밀려 올라간 공기는 고리의 

구조적 특징으로 인하여 유속이 빨라지

게 되고 이 공기들이 빈 고리 내부의 작은 

틈을 따라 빠져나오면서 고리 안쪽 면의 

기압은 낮아지게 되어 고리 주변 공기는 고

리 안쪽으로 유도되어 강한 공기의 흐름을 

생성시킨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날개가 없어도 바람

이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베르누이 

법칙과 같은 물리 원리들은 우리 생활 곳

곳에 활용되고 있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린 

핸드폰은 충전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 

최근에는 무선충전기가 보급되기 시작하

였는데 무선 충전기에서도 물리 원리를 찾

을 수 있다. 

우선 무선 충전의 방식에는 크게 세 가

지가 있다. 바로, 자기유도 방식, 자기공진

방식, 전자기파 방식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건강상의 악영향과 

기술 부족으로 자기유도 방식만을 사용하

고 있다. 자기유도 방식은 전력 송신부 코

일에서 자기장을 발생시키면 이 자기장이 

수신부의 2차 코일에 유도돼 전류를 공급

하는 전자기 유도 원리를 이용하였다. 

전자기 유도 현상은 영국의 물리학자‘마

이클 페러데이’에 의해서 발표되었고, 이

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변화하면 그에 

따라 자속이 변화하므로 전자 유도에 의

해서 코일 내에 유기 기전력(전위가 다른 2

점 간에서는 전위가 높은 쪽에서부터 낮은 

쪽으로 전기를 이동시키려는 힘)이 발생한

다는 법칙이다. 이처럼 무선충전기에서 사

용된 전자기 유도 방식은 전자석, 검류계, 

발전기, 전동 모터, 변압기 등에서도 중요

한 하나의 원리로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물리 원리는 바로 파

동이다. 우리가 흔히 파동이라고 하면 물

리인지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파동은 

엄연히 물리의 한 부분이다. 

먼저, 파동의 의미는 어떤 한 곳의 에너

지가 흔들림을 통해 다른 곳으로 전달되

어 나가는 것을 말한다. 파동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각각의 유형은 어떻게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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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냐에 따라 횡파와 종파로 나뉘어진다. 

종파는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흔들

리는 진동이 일어나는 경우이고, 횡파는 진

행 방향에 수직하게 진동이 일어나는 경우

이다. 종파의 성분만 가지는 대표적인 예는 

소리이다. 하지만, 소리는 공기나 물과 같은 

유체 속에서 전파될 때에만 종파만의 성질

을 가지고, 만약 고체 속에서의 소리이면 

종파와 횡파 성분 모두를 가진다. 

고체 속에서의 소리라고 하면 대부분 이

해하기 어려워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지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렵게 느껴지

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지진은 P파와 S파로 

나뉘어진다고 배우는데, 이렇게 나뉘는 이

유는 지진파는 진앙지에서 일어난 흔들림

이 지구라는 고체를 통해 전파되어 나가는 

음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종파와 횡파 

성분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전파 속도의 차

이로 두가지 지진파로 분류하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파동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

보자. 파동에서 주어진 시각에 같은 모양

이 반복되는 최소 길이를 파장이라고 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최소 

시간을 주기라고 한다. 

진동수(frequency)는 같은 장소에서 단

위시간 동안 같은 모양이 몇 번이나 반복 

되는가를 나타내는 수로,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로 주어지고 전파나 빛 등에 대해서 말

할 때, 진동수를 주파수라고도 부른다.

이 그래프를 보면 파동은 Sin그래프와 

닮아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우

리는 일반적인 파동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

인 사인파들이 중첩되어 있다고 표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파동은 어디에서 사용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저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주위에 항상 존재한

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파장은 앞에

서 언급했다시피 어떠한 에너지가 다른 곳

으로 전달되는 것을 말하는데, 가장 대표

적인 예가 소리이므로 우리 주위에서 들리

는 모든 소리들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외에도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가위, 

빛의 성질을 이용한 거울, 유리, 열 전달 원

리를 이용한 보온병, 전기와 전류를 이용한 

축전기, 반데그라프 발전기, 각종 전기회로 

부품 등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많

은 수의 제품들과 자연현상은 물리라는 분

야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이처럼 우리 생활 속의 깊숙이 파고 들어 

있는 물리는 알고 보면 쉽고 재미있는 학문

이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알게 

모르게 함께하는 물리 원리들을 알아보면

서 물리에 대한 적대감과 반감을 호기심으

로 대체해보는 것은 어떨까?

글로벌 마케팅 전략 :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11학년 김서연

M B A ( M a s t e r  o f  B u s i n e s s 

Administration) : 전문 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한 경영학 석사 과정을 뜻하는 MBA이라

는 이름으로 경제, 경영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 만들어진 동아리입니다.

글로벌 마케팅은 다른 국가의 잠재적인 

구매자들의 니즈(needs)에 제품을 집중

시키는 행위다. 글로벌 마케팅 전략은 일

반적으로 기업이 새로운 시장 조사를 하

고 기업의 제품이 성공할 수 있는 국가를 

식별한 다음에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

기 위해 브랜드를 현지화하도록 한다. 이

는 더 이상 대규모의 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어떤 기업이라도 세계 시장에 대한 

이해와 창의적인 전략을 기반으로 한다면 

브랜드의 글로벌화가 가능하다. 

오 스 트 리 아 

회사인‘레드불

(Red Bull)’은 

글로벌 마케팅 

전략이 뛰어나서 

실제로 많은 미

국인들이 이 회

사가 현지 브랜드

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들의 가장 성공적인 전략 중 하나

는 전 세계에서 익스트림 스포츠 경기를 

개최하는 것이다.‘레드불 Indianapolis 

Grand Prix’부터‘레드불 Air Race 

in the United Kingdom’과‘레드불 

Soapbox Race in Jordan’에 이르기까

지 브랜드의 강력한 이벤트성 마케팅 전

략이 그들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또‘레드

불’이 세계적인 대성공을 이루게 한 요인

은‘레드불’의 포장이다. 

하버드 경영 대학교수 Nancy F. Koehn

은“레드불은 정말 세계 경제의 상품처럼 

보인다. 미국의 전통적인 청량음료처럼 보

이지도 않는다. 이것은 12 온스 캔에 들어 

있지도 않고 병에 담아 팔지도 않으며‘펩

시’나‘코카콜라’와 같은 큰 문자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전 세계 숙박시설을 나열하고 예약하

는 커뮤니티 마켓 플레이스 에어비앤비는 

2008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되었고, 이후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 3

만 4000여 개 도시에서 150만 명 이상의 

수요로 성장했다. 이 회사가 폭발적으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가장 큰 요인은 바

로 소셜 미디어이다. 

에어비앤비는 2015년 1월 해시태그 #원

리스트레인저를 중심으로 소셜 미디어 캠

페인을 시작했다. 회사 측은 이번 캠페인

을 '글로벌, 사회 실험'으로 지칭했는데 에

어비앤비가 커뮤니티에 낯선 사람을 위해 

무작위 접대 행위를 한 뒤 해당 사람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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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해시태그를 이용해 

공유하도록 한 것이다. 캠페인이 시작된 

지 3주 만에, 전 세계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콘텐츠를 

만들며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 시

작했다. 

던킨도너츠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미국 

이외에도 36개국에 3,200개 이상의 점포

를 두고 있고 이들의 핵심 전략은 메뉴 차

별화 전략이다. 

던킨도너츠는 글로벌 고객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메뉴를 발전시켰다. 

한국의‘자몽 쿨라타’부터 레바논의 망

고 초콜릿 도넛과 러시아의‘던클레어’까

지 던킨도너츠는 자신의 국제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문화적 특

징을 반영하는데 애쓰고 있다. 다른 기업

들이 기존의 메뉴를 그대로 판매하는 동

안에‘던킨도너츠 차이나’는 중국 음식에

서 자주 사용되는 재료인 말린 돼지고기

와 해초를 올린 도넛을 개발해냈다. 

현대 사회에서 기업의 대규모 성공을 위

한 브랜드의 글로벌화는 필수나 다름 없이 

여겨진다. 따라서 글로벌 마케팅 전략은 

앞으로도 많은 기업에서 꾸준히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

서는 틈새 시장 공략과 같이 자신의 브랜

드만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하다.

편집부 기획

● 무석한국학교 화제의 인물들
● 신임교사 인터뷰
● 무석한국학교 12학년 선배 인터뷰
● 무석한국학교 학생들의 교복 패션 유형
● 쉬는 시간 학생 유형
● 심리테스트
● 2020년 국내 시사뉴스
● 2020년 국외 시사뉴스



44 45

편집부 기획 2020 No. 9th 무석한국학교 교지

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제대로 실

천되고 있지 않은 문제가 가장 개선하고 

싶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4. 우리 학교에도 간혹 이성 교제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학생회장으로서 이

성 교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생들이 연애를 많이 하죠. 제 친구 중

에도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는 친구들

이 참 많은데 보면 서로 서로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고 수행평가를 준비 하는데 조언 

같은 걸 해주는 모습을 보면 저도 가끔씩

은 부럽습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수행평가, 학교행사 때

문에 바쁜 와중에도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연락도 꾸준히 하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고 많이 부럽습니다. 저에게 관심 있으

신 분은 13073474948로 연락주세요^^

무석한국학교 슈퍼 인싸, 이승연(10학년)

Q1. 무석한국학교의 장점은 무엇이 있

을까요?

일단, 저희 무석한국학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부 붙어 있어서 다들 친

하게 지낼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

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짱이랍니다.

Q2. 중국에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중국에 처음 왔을 때 불편함은 없

었어요. 한국 티비도 나오고 친구들도 다 

한국인이고 중국 음식 마라탕, 마라샹궈, 

찌파이, 꼬치를 좋아해서 불편함이 없었

는데 중국어가 부족하다 보니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점에서 좀 힘들었습니다. 앞으

로 중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Q3. 자신이 인싸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인싸가 아니고요. 저보다는 옆에 

강준혁님이 더 인싸이신 것 같습니다. 인

싸라기 보다도 성격이 밝고 친화력이 좋

은 것 같습니다. 

Q4. 올해 반장이 되셨다고 들었는데, 

반장으로서 힘드신 점이 있을까요?

평소 반장으로서 학급을 이끌어 가는 

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각기 

다른 성향의 친구들을 단합하게 만드는 

것이 반장의 의무이자 가장 힘들었던 점

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올해 초 코로나 때

문에 행동 하나하나를 보다 질서 있게 행

동하도록 이끌어야 하는게 조금 힘들었습

니다.

무석한국학교에 재학 중인 우리 학생

들! 그 중에서도 전교생이 모두 알만한 

슈퍼 인싸들을 만나 그들의 속사정과 타

지에 살면서 힘들었던 점들을 직접 듣고 

우리들이 가장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

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다.

제10대 학생회장 김윤서(11학년)

Q1. 무석한국학교의 장점은 무엇이 있

을까요?

무석한국학교의 장점이라고 하면, 대한

민국 본토 내에 있는 학교들보다 중국에 

있다는 점이 큰 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아

무래도 중국은 한국과 다른 문화를 가지

고 있고 다른 지역들과의 접근성도 좋아 

무석한국학교에서 색다른 문화를 체험해 

보는 것이 우리 학교의 장점이라고 생각합

니다.

Q2. 중국에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중국에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을 꼽으

라면 아무래도 소통 문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중

국 로컬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 저는 중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상

태였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소통은 물론이

고 수업을 듣는 데에도 굉장히 힘들었습니

다.

  제가 이 학교에 9학년 때 전학을 오

고 나서 처음 참여한 행사가 교내 임원 선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별생각이 없었

지만,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나서 임원 선

출을 하는 것을 보고‘아, 나도 학생회장

을 하면 어떨까?’‘내가 평소에 불편했던 

점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들었고,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기고자 올

해 임원 선거에 나가게 되었는데 운 좋게 

당선이 되어 학생회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Q3. 그렇다면 학생회장으로서, 학교에

서 개선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

을까요?

최근 우리 학교를 살펴보면 질서 문제

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

생이 교복을 입지 않고 생활을 할 뿐더러 

코로나 19 시국에도 제일 기본적인 마스

무석한국학교 화제의 인물들
학생기자 : 11학년 신수빈, 이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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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언제나 다정하신 젠틀

맨 정윤식 선생님

Q1. 무석 한국학교로 오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재작년에 페루에 있는 마추픽추에 갔을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올라갔는데 잉

카 문명하면 찬란한 시기가 분명히 있었

을 텐데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구나 하

고 생각할 때 문득 옛날 꿈이 생각이 났

어요. 

실제 현장에 있으면서 다 잊어버렸지만 

원래 외국에 있는 한국학교나 학생들에

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목표여서 자격

증을 땄죠. 이렇게 내 꿈을 잊고 살다가 

거기 올라갔는데 하다못해 마추픽추의 잉

카 문명도 그런데 내 남은 인생도 멋진 

꿈을 이뤄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무석 한국학교 지원하게 됐어요. 사실 그

전에도 몇 번 시도했지만 잘 안됐었는데 

결국 무석 한국학교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고 결정적으로 오게 됐죠

Q2. 중국에 처음 오셔서 제일 적응하기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언어가 안 통하는 것보다, 자가용이 없

는 것보다 더 불편했던 건 담배였어요. 제

가 원래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길거리

나 식당에서는 그러려니 해도 심지어 헬

스장, 사우나까지,, 가릴 곳이 없더라고요. 

Q3. 학생들을 줌으로 만났을 때와 실제

로 만났을 때의 느낌이 어떻게 다르다고 

느끼셨나요?

줌으로 만났을 때는 비대면이기 때문에 

무석한국학교의 대표 깡, 강준혁(9학년)

Q1. 무석한국학교의 장점은 무엇이 있

을까요?

일단 한국에 있는 일반 학생들과 비교

해서 여기 있는 무석한국학교의 학생들

이 엄청 착하고 순한 것이 장점이라고 생

각합니다. 

또한 선생님들께서도 너무 좋으시고 잘 

가르쳐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Q2. 중국에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언어의 장벽에서 오는 어려움

이 제일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또 음

식도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먹다 보니

까 지금은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Q3.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매력은 무

엇인가요?

저의 치명적인 매력은 아마도 날카롭고, 

매력적인 눈빛과 따뜻한 마음? 하지만 어

쩔 땐 차가운 나쁜 남자가 아닐까요?

Q4. 이번에 고3 출정식 영상에서‘깡’

을 추셨는데, 주변의 반응은 어땠나요?

일단 주변에서 친구들이 정말 잘 추었다

고 얘기해주고, 선생님들도 너무 잘 봤다

고 칭찬해 주셔서 저에겐 부담스러울 정

도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아무튼 친구

들과 선배들이 함께 콜라보로 제작한 이

번 UCC‘무석한국학교 깡’은 저에게 매

우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신임 교사 인터뷰
학생기자 : 11학년 박아현, 허유림

무석한국학교는 현재 개교 이후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이런 무석한국학교에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임 교사 분들께서 중국

에 들어오시게 되었다. 이에 교지편집부는 미래의 무석한국학교를 더욱 희망차게 이끌

어 가실 선생님들의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 무석한국학교에 처음 발을 들이신 신임 교

사 분들 중 네 분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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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감이 떨어졌어요. 근데 대면으로 막

상 개학을 하니까 반갑기도 하고 좋으면

서 온라인 수업 때 사용하던 음소거 기능

이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꼈어요. 하하

하 그런데 그만큼 애들이 활발하고 워낙 

서로 친하니까, 장단점이 모두 있는 것 같

아요. 가끔 온라인이 그리울 때가 있었죠.

Q4. 학교에 처음 오셨을 때 젠틀함으로 

유명하셨는데, 몸에 배어있는 젠틀함은 어

디서 유래된 건가요?

글쎄요, 선생님이 한국에 있을 때도 항

상 교실에 들어갈 때도 학생들에게 인사

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냥 먼저 인사하려

고 하고, 선생님도 예전하고 달리 서비스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의 

부족한 면을 감추려고 나이스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는 훌륭한 선생님도 많고 

각자 가지고 계시는 재능이 많기 때문에 

저는 나이스 함으로 위장한 거죠.

Q5. 선생님이 무석한국학교 학생들에

게 하고 싶은 말씀이나 이루고 싶은 개

인적인 바램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

다~

 이곳에 온 지 벌써 한 학기가 지났

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데, 저는 코로나-19때문에 더 정신없이 

보내서인지 무척 짧게 느껴집니다. 오늘

은 긴 회의 끝에 한동안 잊고 있던 오

래된 질문이 다시금 생각나서 늦은 밤

까지 고민합니다.‘학교란 무엇일까?’그

리고‘교사란 어떻게 살아야 할까?’해

외 한국학교에 대한 특별한 기대와 소

망을 가지고 와서인지 아니면 저의 앎

이 부족하고 얕은 탓인지 고민이 깊어

갑니다. 흔히들 학교를 가르치고 배우

는 곳, 희망을 노래하는 곳이라고 합니

다. 오래되지 않은 경험으로도 이곳 학

생들 역시 학교에서 나눔과 배려, 존중

을 배우기 전에‘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만 하는 구조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터득했습니다. 12특과 3특

의 특례입시, 스카이, 인서울 등을 목

표로 선행학습에 길들여져 서열과 순위

로 지쳐가지만, 그 안에서 사랑과 우정

을 싹틔우려는 모습이 길가의 분꽃만큼 

예쁘고 가엽습니다. 이러한 경쟁 문화

와 주입식 교육으로 학생들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잃고, 꿈을 꿀 기회조차 잃고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없이 그저 떠

밀려가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대열

에 서서 휩쓸려 가지 않길 바랍니다. 

공공의 가치를 배우며 주입식 교육에 

거세된 주체가 아니라 진정한 민주시민

으로서 주체적으로 자기의 길을 개척하

며 공존하는 삶, 다양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합의와 공감을 지향하는 사회

를 만드는 삶, 이것이 모두가 꿈꾸는 학

교입니다. 학교 교육은 지식을 상품화

하여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사람으로 선발되게 하는 것도 

아니며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서‘자립

하는 기술’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창의

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조기 교육보다

는 대기만성으로 기다려 주고, 서로 소

통하는 법을 가르치고 배우며 나눔과 

포용이 학교의 핵심 가치가 되는 교육

이 이곳 무석한국학교에서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또한 이곳의 모든 선생님들

이 그러한 씨앗이 되기를 소망하며, 저 

역시 부끄러운 마음으로 늦은 밤까지 

그 씨앗을 품고 꿈꿉니다.

아빠같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

시는 장국진 선생님 

Q1. 무석 한국학교로 오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한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중 재외 

한국학교에 대해 알게 되면서 준비를 했

어요. 선생님도 한국이 아닌 곳에서 학생

들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자녀

도 한국이 아닌 곳에서 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Q2. 중국에 처음 오셔서 제일 적응하기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중국에 오기로 결정할 즈음 코로나가 

터져서 걱정했던 점이 많았는데 그로 인

해 생겼던 수많은 제약 때문에 불편했던 

점이 많았지만 그 와중에도 주변 선생님

들께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해결할 수 있

었던 점이 인상 깊게 남네요. 

Q3. 학생들을 줌으로 만났을 때와 실제

로 만났을 때의 느낌이 어떻게 다르다고 

느끼셨나요?

줌으로 만났을 때는 너무 조용했어요 

물어봐도 크게 반응이 없고 수업 때도 조

용히 집중하고, 간간이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오고 해서 되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

했어요. 근데 실제로 만났을 때의 첫 느낌

은 너무 활발하게 놀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많이 다르다는 생

각이 들었어요. '놀 때랑 공부할 때랑 차

이가 있는 것 같다' 가 첫인상이었어요. 

실제로 수업을 할 때도 집중하고 저는 실

제로 만났을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중학생들은 온라인과 큰 차이가 없었는데 

고등학생이 가장 큰 차이가 느껴졌어요.

Q4. 중국에 있는 한국학교이다 보니 학

생들이 가진 국어 실력에 대해 가지고 계

시던 편견이 있었나요?

사람이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고 

여기 학생들은 다양성을 갖췄기 때문에 

제2외국어를 굉장히 잘할 것이라고 생각

했고 그만큼 국어는 한국 학생들에 비해

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생각이 얼추 맞는 부분도 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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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부분도 있었어요

Q5. 선생님이 무석한국학교 학생들에

게 하고 싶은 말씀이나 이루고 싶은 개인

적인 바램이 있다면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무석 학생들이 갖고 있는 순수함과 선

함을 잘 간직하고, 꿈을 갖고 정진하는 

학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학교 단연 인기 탑! 피줴이~

서평주 선생님

Q1. 무석 한국학교에 오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017년과 2018년 상해에서 근무했었고 

중국에서 계속 있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원래 있던 학교에서 선생님을 불러서 내

가 워낙 능력이 출중하다 보니(하하) 내가 

그때 선생님들하고 헤어지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얘기했거든, 원어민들

도 있고 하니까 “I will be back in any 

ways to China”., 그 약속을 지켰지. 근

데 왜 이제 무석이 됐느냐 무석이 선생님

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아 특히 경험 있는 

선생님들이 막 가고 싶어 하는 학교여서 

와이프랑 상의한 후에 무석이 최고여서 

무석에 오게 되었지.

Q2. 중국에 처음 오셔서 제일 적응하기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글쎄 뭐 특별히 없었고 집, 부동산 의사

소통이 안되니까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좀 힘들었고 근데 뭐 지금 생각하면 에피

소드지. 음식도 나름 현지 음식 먹는 거 

좋아해서 마라탕도 잘 먹고 고수도 잘 먹

고, 오히려 중국 들어오면서 편한 한 게 

너무 많아.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니까 

교통수단은 자전거 타면서 다니고 학교 

아이들도 한국 아이들에 비해서 더 순진

하고 순수해서 더 보람 있고 의식주 모든 

것이 너무 좋았어. 

Q3. 학생들을 줌으로 만났을 때와 실제

로 만났을 때의 느낌이 어떻게 다르다고 

느끼셨나요?

줌으로 만났을 때는 솔직히 수업이 좀 

어색했지~ 첫 만남이었으니까, 오프라인

에서 만나도 좀 어색할텐데 온라인이니까 

더 어색했지, 그런데 실제 만나니까 더욱 

반가웠지~

Q4. 학생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인기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정말 인기가 있는 거야? (하하) 굳

이 얘기를 하자면 인상적인 외모 이런 거 

아닐까 아무래도 젊은 애들은 그런 거에 

반응을 하니까 일단 민머리, 남학생들은 

몸 움직이는 걸 좋아하잖아, 내가 또 몸 

움직이는 걸 좋아하니까 최대한 아이들과 

함께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그런 부분이 

남학생들한테 어필이 되지 않았을까?

Q5. 선생님이 무석한국학교 학생들에

게 하고 싶은 말씀이나 이루고 싶은 개

인적인 바램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

니다~

"I would like U young ladies and 

gentlemen to Keep Up the Cool 

Mind and Warm Heart."

개인적인 바램이라면“태호 애마와 함께 

종주 ~~”

때론 친근하고 때론 카리스마 넘치는

이민우 선생님

Q1. 무석 한국학교에 오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사실 대학교 때부터 배낭여행을 

좋아했어요. 학기 때는 아르바이트하면서 

모은 돈으로 해외로 여행을 자주 나갔는

데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걸 좋아해서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들

도 있는데 선생님은 재미있었던 것 같아

요. 그래서 교사가 되고 나서도 해외에서 

살아본다는 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오고 싶었는데 마침 무석에 공고가 떠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Q2. 중국에 처음 오셔서 제일 적응하기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먹는 것도 괜찮고 생활 면에서도 만족도

가 아주 좋았지만 처음에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에 와서 집에만 있어야 하고 이

동을 못한다는 점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름방학 때도 여행을 갈 계획이었는데 

중국이 넓잖아요~ 갈 곳이 많은데 지금 

무석에서만 있어야 한다는 현실이 힘든 

것 같아요

Q3. 학생들을 줌으로 만났을 때와 실제

로 만났을 때의 느낌이 어떻게 달랐나요?

처음에 이제 줌으로 만나는데 체육 선

생님이다 보니까 체육을 해야 되는데 이

걸 원격 수업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되고 통제가 될까 고민하다가 체조랑 집

에서 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 해봤는데 학

생들이 너무 원격임에도 불구하고 잘하

고 출석률도 좋고 열심히 따라 하고 각자 

방에서 잠옷 입고 자다 깨서 하는데 되게 

인상이 좋았어요. 실제로 학교에 오기 시

작했을 때 처음에 되게 긴장했는데 애들 

다 보니까 인상이 되게 좋았어요. 전에 가

르치던 학교에서는 어두운 학생들이 많았

는데 여기 학생들은 밝고 체육도 즐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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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뭐든지 열심히 하는 인상이 되어서 

느낌이 좋았어요.

Q4. 무석 한국 학생들의 체육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운동을 체력 수준과 기능수준으로 나

눌 수 있는데 체력 수준은 아직 모르겠

지만 기능 수준은 남학생들 운동 수준은 

한국 학생들 보다 잘하는 것 같지만 여학

생들은 운동시간을 더 늘리면 좋을 것 같

아요. 체육 수준은 아주 좋습니다.

Q5. 선생님이 무석한국학교 학생들에

게 하고 싶은 말씀이나 이루고 싶은 개인적

인 바램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종종 좋은 기회를 놓치고 후

회하는 일이 있습니다. 특히 배움에 있어

서 '그 때 배워 놓을 걸ㅜ…’생각이 드는 

시점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국 국적이지만 중국이라는 

규모가 크고 잠재력이 넘치는 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좋은 기회 속에서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마시고 많은 경험을 쌓으세요. 

중국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굉장한 능력이며, 운동 

하나를 취미로 즐길 수 있게 배워 놓는다

면 여러분의 인생의 질은 높아질 것입니

다. 

특히 언어와 운동은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하는게 좋으며, 배움에 있어 거짓말

을 하지 않습니다. 무석한국학교 학생들

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응원합니다^^

인문사회계열 12년 특례 박현지

Q1. 학교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이 있을까요? 

무석한국학교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보

내면서 수많은 추억들을 쌓았지만 그 중

에서 작년 바자회 사회를 보았던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처음으로 학교 외 

사람들 앞에서 공연 소개와 행사를 진행

하는 경험이어서 많이 긴장하고 걱정했었

는데 열심히 준비해서 순조롭게 행사를 

마쳤었어요. 지금까지 다양한 학교 행사 

사회를 맡았었지만 바자회 사회자 경험이 

저에게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어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뜻깊었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Q2. 지금 시점에서 가장 후회가 남는 

게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10학년 때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걸 하

는 아쉬움이 가장 커요. 공부의 필요성과 

공부의 재미를 너무 늦게 알게 되어서 너

무 아쉬워요. 10학년 성적에 미련이 남은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던 제 자신이 너무 안타까워요.

Q3. 특례를 준비하며 지신만이 갖고 있는 

꿀팁이 있다면 후배들을 위하여 말씀해 주

세요. 

선생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내신

이 가장 중요해요. 내신이 좋으면 기본이 되

고, 교과외 활동과 영어, 중국어 공인 성적

이 입시에 더욱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같

아요. 그리고 자신의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

지고 교내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무석한국학교 12학년 선배 인터뷰
학생기자 : 11학년 신수빈

2020년 치열했던 입시가 드디어 막을 내렸다. 올해 무석한국학교의 고3은‘코로나’

라는 재앙 속에서도 뛰어난 노력을 바탕으로 좋은 입시 성적을 가져왔다. 12년이란 긴 

시간 동안 자신의 꿈과 미래를 향해 달려온 고3 선배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

여, 그들의 입시 과정과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들을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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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걸 증명할 수도 

있고, 자기소개서 쓸 때에도 지원할 학과에 

맞게 골라서 쓸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

다. 또한, 미리 가고 싶은 대학이랑 학과, 희

망 진로에 대해서 조사하고 계획을 세우면 

나중에 자소서 쓸 때 자신감 있게 쓸 수 있

을 거예요.

Q4. 후배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한마

디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가 재미없고 하기 싫

어하는 후배들의 마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힘들고 지칠 때마다 자신

의 목표를 되새겨보고 포기하지 말아요! 

열심히 노력하면 나중에 꼭 자신이 원하

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너

무 공부에만 얽매여있는 후배들에게는 조

금 쉬면서, 스트레스도 풀면서 공부하기

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자신이 

관심 있어 하고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모두 

다 잘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무석 한국학교 학생들, 파이팅!!

인문사회계열 3년 특례 송연지

Q1. 학교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이 있을까요? 

동아리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

아요.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스스로 깨

닫게 되기도 했고, 확실한 진로를 정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또, 평소 관

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알아

갈 수 있었고, 새로운 관심분야를 찾게 

되기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엔 임상심리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심리동

아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활동을 

하면 할수록 범죄 심리에 더 관심이 생겨

서 범죄 심리 관련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제 진로도 범죄 심리와 

관련된 직업으로 정하게 되었어요. 만약 

자신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잘 모르

겠다면 학교 활동을 다양하게 해 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Q2. 지금 시점에서 가장 후회가 남는 

게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이쯤 하면 충분하겠지 하고 스스로 만

족했던 게 가장 후회가 돼요. 막상 입시

를 끝내고 나니 매 순간 조금만 더 열심히 

했었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Q3. 특례를 준비하며 자신이 갖고 있는 

꿀팁이 있다면 후배들을 위하여 말씀해 

주세요. 

11학년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밖에 남

지 않은 지금,‘서류, 지필, 면접’중 무엇

을 위주로 준비할지 정하는 게 가장 중요

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해온 것들을 근

거로 셋 중 어느 부분이 가장 자신 있는

지 객관적으로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포

기하지 못하고 다 하려 하다가 오히려 어

떤 것도 완전하게 대비하지 못한 상태로 

입시를 치르게 될 수 있거든요. 선택과 집

중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또 한가지가 더 있다면, 저는 지필 시험

에 무슨 시, 소설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

에 최대한 많은 문학작품을 머리 속에 넣

으려 노력했어요.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시, 소설은 유명한 작품이 대부분이기 때

문에 기본으로 외우고 있어야 하는 것들

이고, 그 외에 다른 작품은 따로 문제집

을 사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으로 공

부했어요. 한 글자도 빠트리지 않고 외워

야겠다는 것 보다는 최대한 그 작품에 익

숙해지는 식으로 공부했어요. 비문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비문학 문제

는 보통 지문에 답이 그대로 나와있는 경

우가 대부분인데다 그렇지 않더라도 읽고 

나서 유추가 가능한 질문들 밖에 없기 때

문에 푸는 방법을 익히고 나면 정말 다 

맞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문학 문제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풀어

보면서 스스로에게 맞는 풀이 방법을 찾

아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Q4. 후배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한마

디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3, 고1이라면 학교 활동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진로를 찾는 데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진로를 찾아야 자신이 학

교생활을 어떻게 할지 방향이 정해지거든

요. 어떤 동아리에 가입할지, 어떤 책을 읽

을지 등등 선택지가 주어졌을 때 진로를 

구체화할수록 고민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뭐든지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아

요.

또, 다음으로 입시를 치룰 고2학년 후

배들, 3학년 1학기는 진짜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그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자연과학계열 12년 특례 이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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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사진과 자료를 저장해 놓으면 활동증

빙자료뿐만 아니라 이후 활동과 자기소개

서 작성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자연과학계열 3년 특례 윤하현

Q1. 학교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이 있을까요? 

초등학교 4학년때에 로컬학교 처음 등교

한 날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교실 들어가

기 전에 걱정된다고 하니까 부모님이“빵점 

맞아도 괜찮아! 잘 지내기만 해줘.”라고 

하셨어요. 물론 수학 40점 받아온 날에는 

꾸중을 들었지만, 힘들었던 만큼 적응력도 

키우고 더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당

시에는 별로 내키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중국학교 다니길 잘한 것 같아요.

Q2. 지금 시점에서 가장 후회가 남는 

게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저는 운동을 병행하면서 공부하지 않은 

것이 가장 후회돼요. 물론 공부하고자 하

는 의지로 잠을 줄이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명확한 한계가 있더라고요. 자

습할 때 너무 피곤해서 저도 모르게 잠든 

적이 많은데, 체력이 좋은 친구들은 꿋꿋

이 공부를 하는 모습이 부러웠어요. 체력

이 좋으면 자는 데에 시간소비를 줄이고 

여가시간도 늘어나니까 스트레스도 덜 받

더라고요.

Q3. 특례를 준비하며 자신만이 갖고 있는 꿀

팁이 있다면 후배들을 위하여 말씀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희망 대학을 일찍 정하고 전

형을 최소한으로 줄인 게 큰 도움이 됐어

요. 물론 고3 내신 성적이 나오기 전이라 

애매한 부분도 있었지만, 적어도 서류랑 지

필 이 두가지만 준비할 거라는 생각은 고2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자소서랑 활동증빙

자료 준비를 고3 초에 일찍 끝낼 수 있었

고, 다른 친구들보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

고 지필 공부에 올인할 수 있었습니다.

Q4. 후배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한마

디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뻔한 이야기지만 학교공부에 최선을 다하

세요! 지필위주로 생각하는 친구들도 내신 

열심히 해서 서류전형으로 한두개는 넣어보

는 걸 권해요. 실전에 강한 친구들도 있지

만 저는 하루만에 당락이 결정된다는 것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긴장도 많이 했는데, 

서류전형으로 지원한 대학이 있다는 사실

만으로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신이

랑 지필이 시험 범위도 겹쳐서 학교 공부 열

심히 하면 지필 공부도 수월하게 할 수 있어

요! 특히 면접 보는 친구들 과학 공부 열심

히 해요!! 화이팅!

Q1. 학교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11학년 여름

부터 동아리 부원들과 진행했던 프로젝트 

활동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해 

보고 싶었던 연구들을 하는 거라서 더 의

미 있었어요.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직접 

분해하면서 구조를 분석했던 활동이 특

히 기억에 남아요. 기계를 분해하는 작업

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또 연구한 내용으

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형식이나 앞뒤 

문맥 등 서툰 부분이 많아서 엄지원 선생

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희 힘으로 

나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도움을 받으며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많이 발전할 수 있었어요.

Q2. 지금 시점에서 가장 후회가 남는 

게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그 순간에만 할 수 있는 일보다 나중에

도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한 게 후회가 

남아요. 예를 들어 읽고 싶은 책을 읽거

나 게임을 하는 건 나중에 해도 아무 상

관이 없지만, 시험은 그때만 치를 수 있고 

입시 준비는 고등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특히 12년 특례는 대부분 서류

로만 결과가 결정되기 때문에 매 순간 입

시를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야 해

요. 공부를 더 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시험과 달리 과거의 기록을 바꿀 수도 없

고, 내고 나면 끝이니까요. 뭔가 바꿀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했죠.

Q3. 특례를 준비하며 자신만이 갖고 있

는 꿀팁이 있다면 후배들을 위하여 말씀

해 주세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자신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고 표현하

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문

장 안에 주어를‘나’가 아닌 내 친구들로 

바꾸었을 때 전혀 위화감이 없을 만큼 모

두가 비슷하게 경험한 것들을 쓰면 식상

해 보이기 쉽다고 생각해요. 어떤 활동과 

내용을 쓸지 먼저 고민하기보다 어떤 사

람으로 보이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어떤 내용을 써야 하는지 가

닥이 잡혀요. 흔한 경험이더라도 그 과정

에서 특별했던 점을 서술하면 좋은 자기

소개서를 만들 수 있어요.

Q4. 후배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한마

디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로 관련 활동을 전략적으로 만들면 

좋아요. 예를 들어 가상현실에 관한 논

문을 읽고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영어 에

세이 작성 활동에서 VR의 문제점에 대해 

서술하고, 수학 시간에는 VR 인식과 보

편화 정도에 대한 통계 포스터를 작성하

는 방식으로요.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한 가지 주제를 지속적으로 

탐구하면 서류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그

리고 모든 활동은 본인이 찾아보기 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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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은 짬을 좀 먹은 10~12학년 사

람들이 주를 이룬다. 편안해서 전부 사복

을 입는 친구들도 있고, 개성이 강렬해서 

그렇게 입는 친구들도 있다. 특히 체육이 

있는 날 주로 사복을 입고 돌아다니는데, 

몇몇 학생들은 교복으로 다시 갈아입지만, 

그 외 학생들은 자신의 강렬한 개성을 잃

지 않기 위해서 땀이 난 옷을 그대로 입

고 있거나 깨끗한 교복이 아닌 다른 옷을 

하나 더 가져와 하루 동안 자신의 패션 

매력을 뿜고 다닌다.

교복 안에 사복 입은 유형

겉만 교복을 입고 안에는 사복을 입은 

유형이다.‘전부 사복 입는 유형’처럼 대

부분 그날에 체육이 있거나 교복이 불편

해서 갈아입었지만, 교복을 안 입기에는 

선생님께 눈치가 보이거나 추워서 입은 친

구 등이 있다. 이 친구들은 학교 교복 외

피를 입었지만, 일부러 옷을 다 감추기 싫

어 옷을 다 잠가 다니진 않고 앞에만 조

금 열어서 다닌다. 분명 추워서 입었지만, 

견디고 자신의 매력을 조그마한 틈으로 

조금씩 개성을 표출해낸다.

브랜드 빠돌이 유형

이 유형은 엄청나게 좋아하는 브랜드 

하나가 정해져 

있어서 신발이

나 가방 등 항

상 똑같은 브랜

드에서 산다. 패

션에 관심이 많

은 애들이 주

로 이런 유형이다. 하나의 브랜드에 딱 꽂

혀서 그 브랜드의 상의 하의 양말 그리고 

슬리퍼까지 찾아서 입고 다닌다. 말 그대

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같은 브랜드로 갖

춰 입은 다음 자신의 패션 취향이나 일부

로 조금 브랜드 마크를 보여주고 있을 때

도 있다.

교복에 검정 슬랙스 유형

우리 학교에서 제일 흔한 유형이다. 위

에 교복은 그대로에 바지만 슬랙스를 입

고 오는 것이다. 교복 바지나 치마가 불편

해서 가장 무난하고 깔끔한 검은색 슬랙

스를 입고 학교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의 

이유이다. 검은색 슬랙스는 무엇보다 날씬

해 보이고 오염에 강하고 무난하다. 전체

적으로 교복에 튀지 않는 검정 슬랙스는 

학생다움을 잘 표출 해낼 수 있고 가성비

가 좋아 요즘에는 검은 슬랙스에 교복을 

입는 것이 유행이다.

교복 위에 내/외피 입은 유형

이 유형은 교복을 잘 갖춰 입는 유형으

로 대개 내피를 입는 친구들은 내피만 주

로 입고, 외피만 입는 친구들은 외피만 

주로 입는다. 원래 외피랑 내피는 더 따

듯하게 입으라는 의미로 같이 붙어져 있

었는데, 외피 내피를 같이 입으면 더 뚱뚱

해 보여서 분리를 해서 외피와 내피를 번

갈아 입는다고 한다.

교복 위에 사복 입는 유형

이 유형은 학생답게 멋을 추구하는 유

형이다. 위에서‘교복 위에 내/외피 입은 

유형’이 있다면 이 학생들은 안에는 교복 

밖에는 후드, 후드집업, 맨투맨, 후리스, 

가디건 등을 입는 학생들이다. 대놓고 개

성을 표출하지 않고, 소심하게 조금씩 자

신의 매력을 보여주는 학생들이다.

전부 사복 입는 유형

무석한국학교 학생들의 교복 패션 유형
학생기자 : 11학년 김유내, 박민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복을 입는 이유는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교복을 추구

하는 이유는 학생다움과 단정함, 어디 소속인지 알리고, 다음 날 학교에 무슨 옷을 입

고 가야 할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 등 여러 이유가 있다. 하지만 일률적인 

교복에서 탈피하여 자신만의 개성을 표출하기 위해 교복이 아닌 조금 다른 느낌으로 

교복과 사복을 혼용하여 착용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다음은 무석한국학교의 학생들이 교복을 착용하는 패션에는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

지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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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다. 물론 한다기보단 베낀다는 게 더 

적절하다. 하지만 숙제를 베껴도 선생님들

께 잘 걸리지 않고 혼날까봐 빠르게 끝냈

는데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다반수이

다. 평소에는 몰랐던 자신의 손에 숨겨진 

스피드를 찾아낼 수 있다.

급식 먹으려고 학교 온 형

5교시 점심시간이 다가오면 어디선가 

오늘 급식은 무엇이냐는 소리가 들려온다. 

이 친구들은 게시판에 붙어있는 급식표

에 맛있는 급식들을 형관펜으로 표시 하

는데, 급식뿐만 아니라 간식도 정말 중요

하게 생각한다. 때문에 가끔씩 맛있는 간

식이 나올 때마다 하나라도 더 먹기 위한 

쟁탈전이 일어나기도 한다.

솔직히 쪽 팔린데 참을 순 없고 체면보

단 똥이 먼저인 형

이 유형의 친구들은 사실 학교 오기 전

부터 신호를 느낀다. 뭔가 불길한 기분은 

들지만 무시하고 등교한다. 수업을 하다 

보면 배가 점점 아파오고 조급해진다. 하

지만 수업시간에 가자니 눈치도 보이고 

말하기도 뭐해서 쉬는 시간에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한다. 가끔 휴지가 모자라거

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긴급 상황이 발생

하기도 한다. 또한 친구들에게 들키면 후

폭풍을 감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학교에

서 비우지 않고 참는 학생들도 많다.

메이크업 아티스트형

쉬는 시간만 되면 거울이 붐빈다. 파우

치를 들고와 화장을 고치는 친구들도 있

고 그냥 거울만 보는 친구들도 있다. 화

장이 끝나면 다른 사람이 된다. 틴트를 

바를 때 손에 묻은 건 벽에 발라주는 게 

국룰이다. 5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화

장은 물론 고데기까지 끝마치는 대단한 

유형이다.

칠판에 낙서형

이 친구들은 칠판에 딱히 의미가 없는 

그림이나 낙서를 한다. 서로의 얼굴을 그

려주기도 하고 머리 속에 떠오르는 것을 

아무거나 적기도 한다. 하지만 낙서는 지

우지 않고 칠판당번에게 뒷정리를 맡기는 

빌런들도 있다. 이 때문에 낙서 금지령이 

떨어진 반도 있다던데..!

책상이 침대형

이 친구들은 밤에 뭐 하는지 학교에 오

면 항상 자고 있다. 수업시간엔 태도점수

를 지키기 위해 졸음을 참고 있다가 쉬는 

시간이 되면 바로 꿈나라로 떠난다. 책상

에서 엎드려 자는게 정말 불편해 보이지

만 피곤한 친구들은 책상이 마치 안방 침

대처럼 느껴진다. 비록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다음 수업을 버티는데 도움이 

된다.

스쿨워크형

이 유형의 친구들은 내일 학교가서 해

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며 항상 학교에서 시간에 쫓기며 숙제

쉬는 시간 학생 유형
학생기자 : 9학년 남하은, 김아란

우리 무석 한국 학교엔 수업시간이 끝날 때 마다 단 5분의 쉬는 시간이 주어진다. 

5분이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다음 교시가 시작하기 전까지 이 짧은 시

간 동안 학생들은 하고 싶은 것들을 해야 하는데, 과연 학생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

낼까? 그래서 우리는 쉬는 시간동안, 반에서 학급 친구들을 살펴본 끝에 친구들이 쉬

는 시간을 보내는 유형들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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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그림을 보고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올랐나요?

1. 폭발

2. 두 손

3. 나무

4.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1. 폭발

그림에서 폭발 장면을 본 사람은 매우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다. 매우 창의적

인 발상으로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

는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사람이기도 하

다. 이를 잘 갈고 닦는다면 유명한 예술가

로 성장할 잠재력을 품고 있다. 또 매사

에 매우 섬세하며 감정이 풍부해 음악이

나 미술 관련 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뛰어난 재능을 썩

히지 말고 잘 활용하길 바란다.

2. 두 손

그림을 보자마자 두 손이 보였다면 감

정보다는 이성과 논리를 중시하는 타입이

다. 항상 특정 대상과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모든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

하려고 한다. 당신의 날카롭고 냉철한 시

각은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 또 집단의 리더로 활동하면

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

야 할 방향이나‘큰 그림’을 제시하는 역

할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 당신의 감정 기

복은 크지 않으며 감정이 동요해 당신이 

문제를 일으키는 드물다. 하지만 때로는 

이성보다 감정과 본능, 직관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3. 나무

상당히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나무

와 숲을 동시에 볼 줄 아는‘매의 눈’을 

가지고 있다. 상황 전체를 따져보고 종합

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작은 단서

에서 실마리를 찾는 능력까지 두루 갖춘 

인재다. 또 눈치가 빨라 분위기 파악이 매

우 빠르다. 사람을 대할 때도 상대방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그 사람의 기분

과 감정, 생각을 알아챌 수 있어 대인 관

계에 능숙하다. 정적인 직업보다는 활동

적인 직업, 사람들을 상대하는 업종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타입이다.

심리테스트
학생기자 : 11학년 허유림, 박민서

4.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

만약 이 그림을 보고도 아무것도 떠오

르지 않거나 어떤 형상도 연상되지 않는

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당신은 현

재 스트레스, 불안, 긴장감을 느끼고 있으

며 극도로 예민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

에 학업, 업무 중 복잡한 과제를 해결하

는 것은 물론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데에

도 지장이 있을 것이다. 지금 당신에게는 

무엇보다도 휴식이 가장 필요하다.

[2] 어느 날 문득 당신은 현재 삶에 회

의감을 느끼고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그

리고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서 생활을 하

게 되지요.

그 마을의 족장님이 찾아와 한 가지 부

탁을 합니다.“옆 마을에 전해줘야 할 동

물들이 있는데, 혹시 그 동물들과 같이 

가줄 수 있으신지요?” 

당신은 그 부탁을 받아들이고 동물들

과 옆 마을까지 가는 길에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사막을 건너는 길이 너무 힘에 

부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동

물을 버리고 가기로 결심합니다.

만약 한 동물을 버리고 가야 한다면 어

느 동물을 가장 먼저 버리겠습니까?

1. 사자

2. 말

3. 소

4. 양

5. 원숭이

선택한 동물은 당신이 힘들 때, 가장 먼

저 포기하게 되는 것 입니다.

사자 = 자존심, 말 = 가족, 

소 = 직업, 양 =사랑, 

원숭이 = 친구

[3] 당신은 전생에 공주였습니다, 공주

인 당신은 옆 나라 왕자를 짝사랑하고 있

었습니다. 왕자와 결혼을 하고 싶은 공주

는 용기를 내어 왕자의 아버지인 왕에게 

찾아가 결혼 승낙을 부탁하였습니다. 왕

이 말하길, 허락해 주는 대신 조건이 있

다고 하였습니다. 그 조건은 왕자를 탑 꼭

대기에 가둬두고, 공주가 일주일 동안 기

다려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공주는 매

일매일 탑 앞에서 왕자가 나오는 일주일

을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6일째 밤, 하루만 더 기다리면 

왕자를 만날 수 있으나, 공주는 그만 떠

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공주가 떠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

하시나요?

당신이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내가 연인과 헤어지게 되는 이유”라고 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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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여행 등 거의 전 분야의 콘텐츠에

서 뒤 광고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4. 2020 의사 파업

2020의사 파업은 올해 8월부터 9월까

지 일어났던 의사들의 파업이다. 의사협

회는 2020년 8월 1일에 '독단적인 의료 4

대악 철폐를 위한 대정부 요구 사항'을 발

표하며 이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

을 경우 전국의사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

라고 하고 실제 파업에 돌입하였다. 의사

협회는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

과 인구 감소, 의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졸속 의대 정원 확대 계획

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으며, 그 외에

도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 철회, 한방 첩

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 진료 육

성책 중단,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요구하였으며, 의대생들의 국시 거

부와 동맹 휴업도 함께 이뤄졌다.

5. 인종차별 논란

매년 위트 있는 패러디와 수준 높은 분

장으로 화제를 모은 한 고등학교 졸업사

진이 올해는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

관짝'과 '방탄소년단'의 합성어인 '관짝 소

년단'을 패러디한 학생들의 분장이 인종차

별이라는 비판을 받은 것이다. 학생들은 

관을 어깨에 올려 춤을 추는 아프리카 가

나의 장례문화를 패러디하기 위해 얼굴을 

까맣게 칠했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SNS

에 게재했는데 이를 본 방송인 샘 오취리

가 자신의 SNS에 "얼굴을 까맣게 칠하는 

일은 흑인 입장에서 불쾌한 일"이라는 글

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거세

지자 오취리는“한국에서 오랫동안 사랑

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 일로 경솔했다"라

고 사과하였다.

6. 역대 최장 장마로 수해 극심

올해는 장마가 이례적으로 긴 해였다. 

1973년 이후 가장 길었으며 9월까지 대형 

태풍이 한반도를 잇달아 강타하고 지역을 

가리지 않는 게릴라성 폭우로 기록적인 

강수량을 보였다. 올 장마가 이례적인 특

성을 보인 원인으로 기후변화와 북극에서

의 이상 고온 현상이 지목됐지만 이에 대

한 반대 의견도 있었다. 무엇보다 모든 이

상 기상 현상의 원인을 기후변화로 돌리

는 태도에 대한 회의감이 나타났다. 실제 

원인으로는 한반도 주변 지역의 국지적 

대기 불안정이 꼽혔다.

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올해 초,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부

터 시작된 코로19는 국내 1월 19일 첫 확

진자를 시작으로 빠르게 퍼져 외식산업

은 물론 프로스포츠, 홈트레이닝 스타트

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영향이 드러나

고 있다. 판매 직원이 소비자와 직접적으

로 대면하지 않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

공하도록 하는‘언택트 마케팅’이 각광받

기 시작했으며 의료시설용 인테리어 자재 

또한 관심이 모아졌고, 올해 상반기 신용·

체크카드 이용액이 줄어든 반면 카드대출

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한국판 뉴딜’

정부가 7월 14일 확정·발표한 정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

련한 국가 프로젝트이다. 이는 2025년까

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

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한다. 루스벨트 미

국 대통령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

진한 일련의 경제 정책에 빗대어 코로나

19로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

기 위해 하는 프로젝트를 한국판 뉴딜이

라고 부른다.

3.‘뒷광고’대거 적발

‘뒷광고’는 소비자에게 광고임을 고지하

지 않고 하는 부정 광고를 뜻하는 신조어

로, 유튜버를 포함한 일부 인플루언서들

이 특정업체로부터 받은 광고나 협찬을 

별다른 표기 없이 순수한 리뷰인 척 자신

의 콘텐츠에 노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는 올해 8월 4일 유튜버‘참 PD’가 자신

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유튜브의 

뒤 광고와 관련된 유튜버들을 폭로하면서 

논란이 심화되기 시작했다.‘먹방’분야에

서 시작된‘뒷광고’논란은 국내 유튜브에 

매우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로 인

해‘먹방’뿐만아닌 게임, 뷰티, IT, 패션, 

2020년 국내 시사뉴스
학생기자 : 10학년 조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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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 번졌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

해 인종 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은 사실이나 폭력과 약탈에 대한 비판

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4. 태국 민주화 시위

2014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쁘라윳 

짜오차 총리가 군부 정치 개입을 불허하

는 개헌을 추진한 퓨처포워드당을 강제 

해산시켰다. 퓨처포워드당을 지지하던 태

국 청년들은 군주제 폐지, 언론탄압의 중

단, 왕실 모욕죄 폐지, 총리 퇴진과 부패

한 왕실 개혁을 요구하며 지난 7월부터 3

개월이 넘게 반정부 시위를 이어가고 있

다. 반정부를 의미하면서 민주화를 상징

하는 세 손가락 경례를 통해 시위 참가자

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굳건

히 밝히고 있다.

5. 2020 도쿄올림픽 연기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가 2020년 7

월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도쿄 올림픽이 

2021년 5월경으로 연기되었다고 밝혔다. 

다이이치세이메이 경제연수소의 나가하마 

도시히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림픽의 

연기로 7조 원의 순 손실액이 있었지만 

올림픽이 개최된다면 올림픽의 특수 효과

로 일본의 국내총생산이 약 19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6. 제이슨 데룰로, 방탄소년단 무시하는 

태도 보여

‘Savage Love(Remix)’라는 곡으로 방

탄소년단과 협업해 빌보드 핫100 차트 1

위를 차지한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제이슨 

데룰로의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제이

슨 데룰로는 빌보드 핫100 1위 축하 기념 

파티 영상에 방탄소년단과 조쉬 685를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영상의 배경음악

으로 1위 곡인 리믹스 버전이 아닌 7위를 

기록한 세비지 러브 원곡을 사용하여 방

탄소년단의 공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핫100 차트 1위가 본인 혼자만의 업적인 

듯 우쭐대는 행동에 전 세계 팬들의 분노

를 샀다.

1. 코로나 19 대응책으로 집단면역정책 

실시한 유럽

코로나 확산 초기 스웨덴, 영국, 일본

의‘집단 면역’체계가 당국 국민뿐만 아

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비판을 샀다. 집

단 면역이란 봉쇄나 격리, 검사 대신 일상

생활을 유지하며 집단 면역을 키운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면역 체계는 면역을 만

드는 동안 고 위험군에 해당하는 고령층

에게 전염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묵과했

다. 면역 체계 실시 이후 영국은 누적 확

진자 수가 1만 명을 돌파했고, 유럽의 정

세가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10월 전 세계 

확진자 수가 3000만 명을 넘어섰다.

2. 호주 산불

2019년 9월 2일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남동부 지방에서 발생하여 2020년 2월 

13 진화된 대규모 산불인 호주 산불은 인

류의 대재난으로 일컬어진다. 6개월간의 

산불로 인해 호주 산림 면적의 약 14%로, 

한반도와 맞먹는 크기를 불태웠으며 10

만 명 이상의 주민이 대피하였다. 산불의 

영향으로 10억 마리의 야생동물이 사망

했고, 코알라는 90%가 몰살되어 멸종 위

기 단계에 이르렀다.

3.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2020년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

니애폴리스에서 백인 경찰의 과잉진압

으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이 공론

화되면서 수천 명의 시민이‘숨을 쉴 

수 없다’고 외치며 플로이드의 죽음

과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blacklivesmatter 라는 해시태그가 등

장하면서 SNS 연대와 지지가 확산되었다. 

항의 시위는 사흘 만에 전국 10여 개 도

2020년 국외 시사뉴스
학생기자 : 10학년 유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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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부

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전 세계로 기하

급수적으로 확산되며 엄청난 인명피해

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는 박쥐에서 유래되어 사람 및 동물에게 

감염을 일으킨다. 즉, 감기 등 호흡기 질

환을 유발하는 RNA 바이러스, SARS-

CoV-2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이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면 1~14일 정

도의 잠복기를 가지며 발열, 기침, 호흡곤

란, 폐렴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할 경

우 사망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전 세계 치

사율은 약 3.4%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안타

깝게도 코로나

19 관련 백신

은 개발되지 않

은 상태이다. 코

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경로는 코로나 바

이러스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 코, 입 등으로 침투될 때 전염이 된다. 

비말 감염은 감염자가 기침, 재채기를 할 

때 침 등의 비말에 바이러스, 세균이 섞

여 나와 타인에게 감염되는 것으로 바이

러스의 이동거리는 2m이다. 코로나 바이

러스는 RNA 구조로 되어있어 다양성이 

크고 변이가 빈번하게 일어나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이 쉽지 않아 아직 백신조차 제

대로 나오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

하기 위해서는 예방수칙을 잘 따라야 한

다.

국내에서는 집단감염 혹은 해외 유입에 

의해 급격하게 확산되었으며 2월 29일경 

국내 일일 최다 확진자 수 813명을 기록

하였고 이에 우리 보건당국은 방역을 위

해 엄청난 힘을 쏟고 있다. 그 결과 바이

러스가 진행된 지 약 4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6월) 지역별 최다 확진자 수 일일 0

명까지 줄이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궁극

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응에 관련해 의존도

가 높아지고 좋은 평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인 관심과 호

평을 받을 정도로 좋은 성과를 이루어낸 

데에는 역시 우리나라 보건당국의 역할

이 크다. 이토록 좋은 성과를 이뤄낸 보

건당국의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

려고 한다.

기획기사
●  코로나 19, 전 세계에 닥친 위기
●  ‘한류 열풍’이 한국문화산업에 미치는 영향
●  광고홍보를 통한 마케팅
●  불법촬영 , 어떻게 예방할까 ?
●  키즈 마케팅이란 ?
●  심리상담의 기능과 효과
●  간호사의 감정노동
●  기업로고 디자인의 중요성
●  세계의 이색적인 법
●  광고로 보는 시각적 효과의 중요성
●  유튜버의 문제점

코로나19, 전 세계에 닥친 위기
교지편집부 학생기자 

김아란, 김유내, 남하은, 박민서, 박아현

신수빈, 유상희, 이다현, 조은비, 허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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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 주의 이상으로 발령된 경우 사회복

지 시설을 이용하는 감염병 취약자(어린

이(12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임신부, 기

저질환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검역법 개정으로는, 그간의 검역환경 변

화를 반영하여 검역체계 전반을 개편하

게 되었다.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지역 등

에서 체류 및 경유하는 사람들에 한해 보

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서 출입국

의 금지하여 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게 하였다. 1급 감염병 유행 시 마스크

와 손세정제 등 의약품, 방역물품의 국외 

대량 반출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국산 마스크 매점매석과 폭리를 강

경 대응하기 위함이다. 법률을 위반할 경

우 징역 1년 이하에 처해지는 조치가 취

해졌다.

마지막으로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내에

서 발생하는 감염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의료관련감염 발생 

시 자율보고의 근거와 자육보고 시 행정

처분 감경·면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외에도,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

의 이관과 보관 방법 등에 대한 준수사항

을 마련하여 의료기관 휴·폐업 이후에도 

진료기록부의 보존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신종  코 로

나 바이러스

의 빠른 확산

과 인명피해

를 최소화하

기 위한 보건당국과 정부의 이러한 조치

가 코로나 19 종식의 돌파구가 되기를 기

대하는 바이다.

올 초만 해도 중국의 문제로만 생각됐

던 코로나19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전 

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현재 

전 세계는 제2의 대공황 같은 상황에 놓

이게 되면서 가게, 기업, 그리고 정부 모두

가 혼란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기

업들의 상황이 악화되어 하나 둘씩 문을 

닫고 있다.  

3월,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인

프라 투자를 대대적으로 늘렸으며 중국 

은행들은 통화 공급을 확대하였다. 따라

서 주식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보복적 소

비가 확인되기까지 상승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이후 

여러 문제점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책임론이 부상되

며 2019년 이어졌던 미·중 무역 분쟁이 

2020년에는 중국과 유럽으로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전부터 지속돼 왔

첫째, 의료진들의 치료이다. 우리나라

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막고자 엄청난 

의료진들이 투입 및 공급되었다. 이 의료

진들은 지정된 병원에 파견되어 확진자와 

접촉자를 분리하여 관리해 주었는데, 확

진자들을 대상으로 대증치료. 즉, 수액을 

보충해 주고 해열제를 놓아주는 등 보전

적인 치료를 이어왔다. 또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관리하였고 치료 중 면역력이 자

가 생성 혹은 회복되어 완치된다면 집으

로 귀가 조치하는 등의 조치가 행해졌다. 

접촉자 관리 면에서는, 감염 증상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바이러스 감염 검사 기

지로 국민들이 방문할 시 진단하여 격리

조치 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바

이러스 여부는 검체에서 바이러스를 분리

한 후 특이 유전자를 검출해 검사하였다. 

둘째, 보건 대응책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재난안전본부 등 정부에서는 여러 차

례 브리핑하며 국민에게 대응책을 알렸다. 

그 내용은 비누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손 씻기,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회적 거리(생활 속 거리) 유지하기, 손 

소독하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

지지 않기, 사람이 많은 곳은 가급적 피

하기,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 

혹은 가까운 보건소 이용하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이 있고 외출하거나 의료기관에 

갈 경우엔 마스크 착용을 하고 위와 같은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바이러

스로, 기침을 했을 때 침이 최대 2m까지 

퍼지기 때문에 거리두기는 가장 기본적이

면서도 중요한 규칙 중 하나이다. 더불어 

현재 코로나19가 잦아든 시점에서 정부

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 두기

로 전환한 바 있다.

셋째, 보건복지위원회의 법률 개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

법을 예고하였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대응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긴

급하게 심의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원회에서는‘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등 코로나 3법을 의결하였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

행될 시 접촉자 및 의심자를 보다 엄격하

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통신기기

를 활용하여 증상의 유무를 확인하고, 검

사나 치료를 거부하는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강제 처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입원이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을 부과하도록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

화되었다. 아울러,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해외여행 이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조회하

도록 하는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

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감염병 위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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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저금리의 장기화’에 따른 문제가 잇따

랐고 금리의 장기화로 한국과 미국의 한

계 기업이 최근 크게 증가했다. 여기서 한

계 기업이란 재무구조가 부실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말한다. 이러한 한계기업이 크

게 증가한 요인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각될 수 있는‘저금리의 역습’에 대해 주

의할 필요가 있다.

바이러스의 확산과 백신 개발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의 경제는 점차 

악화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

하여 중소·중견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

들은 수출 마케팅 행사 취소, 수출품 현

지 통관·유통의 지연, 수출품 생산과 계

약 차질 등의 피해를 입었고 매출 실적 감

소, 영업 이익률 하락, 원·부자재 부족 관

련 등의 피해도 호소하였다. 

하지만 이런 악

조건 속에서도 

글로벌 브랜드들

은 코로나19 확

산 방지에 발 벗

고 나서고 있다고 한다. 각 브랜드들은 브

랜드 로고를 일시적으로 변형해 소비자들

의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를 독

려하고 있다. 그 예로, 지난 3월 20일 맥도

날드는 골든 아치를 반으로 갈라 멀리 떨

어뜨려 놓은 로고를 적용해 화제가 되었다. 

이에 감명을 받은 아우디, 폭스바겐 같은 

자동차 회사도 기존 로고의 간격을 띄어 

쓰는 방식으로 변형해 사람들에게 사회적 

거리 두기 메시지를 전달했다. 우리나라

의 브랜드로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등이 앞

서 말한 브랜드들처럼 기존 로고를 변형시

켜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담아 전달했다. 브랜드의 인지도를 활용해 

캠페인 홍보 효과를 상승시키고,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하여 코로나19의 상

황을 극복하려는 마케팅 전략이 눈에 띄

었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커짐에 따라 사

람들의 코로나 이후,‘포스트 코로나’시대

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포스트 코

로나’란 Post의‘이후’라는 의미와 코로나

가 합쳐진 합성어로 코로나 이후에 다가올 

사회적 변화를 예측하는 뜻으로 쓰인다. 

미국의 국무장관 지낸 헨리 키신저는‘코로

나 펜데믹(세계보건기구(WHO)가 선포하

는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이 끝나면 세계

는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그 이

후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

첫 번째, 코로나 사태로 인해 그동안 익

숙하지 않았던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실감할 수 있

는 것은‘언택트(Untact) 문화’의 대중화

이다.‘사회적 거리두기’가 보편화됨에 따

라 온라인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였고 과거

에는 젊은 층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비대

면(Untact) 서비스가‘반강제’적으로 소비

자 전체로 영역이 확대되었다. 또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 지급 결제 서비스가 고

도화되고, 온라인 교육 및 화상회의가 도

입되면서 ZOOM과 같은 플랫폼 사용자가 

급증하였다. 또 공적 마스크의 실시간 재

고를 확인할 수 있는 굿닥과 같은 플랫폼 

사용자도 크게 늘어났고 이런 플랫폼을 경

험해 본 사용자들은 이런 플랫폼들의 유

용성을 인식해 코로나19사태 이후에도 지

속적으로 사용할 것이라 예상된다.

두 번째, 구조

적 변화는‘보건 

정부’의 등장이

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건 

및 방역시스템의 수요가 급증했다. 향후에

도 안전할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전

염병 방역시스템을 공고히 할 것으로 예견

된다. 실제로 정세균 국무총리는 2020년 

4월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의 외청으

로 승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당도 이를 총선 공약에 포함시

킨 바 있어 질병관리 본부의 독립 혹은 승

격 가능성이 커졌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도 상당 부분 바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테니스 경기는 

통상적으로 네트 앞에서 상대편과 악수를 

하며 시작하고 경기 중 파트너와 손바닥

을 마주치며 응원한다. 하지 마 이번 코로

나19사태로 인해 이러한 접촉을 최소한 채 

라켓을 부딪치며 인사하고 응원하는 방식

으로 전환되었다. 이 외에도 엘리베이터에

서 대화를 나누지 않는 에티켓도 자리 잡

게 되었고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을 막는 

교육도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을 상

징하던 집단주의 문화도 쇠퇴하며, 개인주

의 문화로의 전환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업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일

어날 변화들을 그려보고, 그 변화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개인들도 

그런 변화에 기초에 유망한 영역으로의 진

로를 설정하고 요구되는 역량을 개발하기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을 복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책을 

마련해 하루빨리 코로나19라는 재앙을 극

복해 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도 희망

은 우리 머리 위에 드리우고 있었다. 코로

나19로 인해 사람들의 활동이 멈추면서 세

계 곳곳의 자연환경이 빠르게 복원되고 있

다. 공장 가동이 줄고 차량 이동이 제한되

면서 화석 연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질소

의 양의 대폭 감소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진원지로 주목되는 중국의 대기오염이 짧

은 시간 동안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강력

한 봉쇄령이 내려진 프랑스 등 유럽 국가

의 이산화질소 농도 또한 지난해의 같은 

시기에 비해 50% 가까이 줄어들었고 골드

만삭스, GCC 등 각종 기구는 이번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올해 전 세계의 탄소 배출

량이 5%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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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의 오염 지수가 줄었을 뿐만 아

니라 지구 생태계에도 평화를 가져왔다. 

비행기와 기차 등 각종 교통수단이 멈추

면서 소음공해가 사라지자 노랫소리로 소

통한다고 알려진 새들은 이전보다 조용

한 환경에서 편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유

람선을 비롯한 상업용 선박들의 중단으

로 바다도 조용해졌다. 해양 생태학자들

은“이 전에 선박 소음이 해양 생물들의 

스트레스 수치를 높여 번식률에 악영향

을 끼쳤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그

들이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

며 코로나19가 지구 생태계에 전반에는 

큰 회복의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자리는 동물들이 차지하였다. 매년 늘어

나는 관광객으로 몸살을 앓던 이탈리아 

수상 도시 베네치아는 관광객이 줄자 맑

은 물이 흐르고 물고기 떼가 등장하기 시

작했다. 영국에서는 염소들이 마을 곳곳

에서 출몰하였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브라질의 한 해변에서는 멸종 위기 동물

인 대모(바다거북의 일종)가 자연 부화를 

하는 모습이 보였다. 인도에서는 건물 옥

상에서 연을 날리는 원숭이의 모습이 포

착돼 SNS를 뜨겁게 달구기도 하였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인간이 숨을 

죽이자 자연이 숨을 쉬기 시작했다. 코로

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이 경제

적 손실을 감수하며 봉쇄 조치를 이어가

는 와중 나타난 반작용이 환경보호에 대

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코로나19의 확산은 환경뿐만 아니라 국

내외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산업에서는‘미디어 소

비지출, 제작 투자 및 광고 감소’와‘미디

어 사용량 증가’의 상반된 영향이 혼재되

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코로나

로 인해 주로 집에서 생활함에 따라 홈쇼

핑, 온라인 및 모바일 쇼핑 매출이 늘어나

고 있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미디어 사용

량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온라인 미디어

의 사용량이 증가하거나 가정 내 미디어 

소비가 증가하는 등 미디어 이용패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영향

이 중장기적으로 정착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취약한 

제작 부문에 대한 영향은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작 투자의 재원 감소 및 수익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제작 취소·연기와 

감염 방지를 위한 제작 방식 변화로 인하

여, 독립제작사 및 프리랜스 제작 인력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정부 역할과 

민간 부문 내 상생 협력이 강조되는 경향

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

한다. 첫째, 재정적으로 취약한 중소방송

사와 독립 제작자 및 제작 인력을 지원하

는 방안 마련과 함께 관련 업계의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방송 광고 매출 

감소에 따라 재송신 대가 및 PP 채널 사

용 대가 관련 분쟁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 간 공조 협력과 함께 정부의 사후

규제 역할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위기 

상황에서 중요성이 재확인된 EBS 채널이

나 콘텐츠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사업

자 간 공조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광고 업계도 

큰 타격을 받았

다. 광고가 대폭 

감소하면서 회사

의 매출 및 이익

이 줄어 이에 따

라 실업자도 늘

어나고 있다. 최

근 기사에 따르

면, 2020년 미

국의 광고 매출은 전년 대비 12%가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하였고 특히 수

년간 매출 하락세를 보이는 전통 미디어

가 받을 충격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인

쇄매체(신문, 잡지)는 2020년에 전년 대비 

25%의 매출 하락을 예상하고 있고, 공중

파 텔레비전은 -13%, 라디오는 -14% 그

리고 옥외매체(OOH)는 -12%라는 충격적

인 예상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매출 

하락은 광고 매출에 의지하고 있는 미디어

사들에게 직접적이고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로 인해 미국의 광고업계가 치

명타를 입은 상황에서 미국의 여러 기업

도 대응책을 발표하였다. 미국을 대표하

는 뉴스 미디어인 월스트리트의 경우 광고

주들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이

번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신문에 광

고를 집행하는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회상

률(Recall) 70%를 보장하겠다고 공표했

다. 만일 70%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같

은 지면에 같은 광고를 무료로 다시 한번 

집행해 주기로 하였다. 미디어 시장에서 까

다롭기로 소문난 월스트리트가 이러한 제

안을 한 것은 전례에 없는 일로, 그만큼 현

재 광고 미디어 시장이 위기라는 것을 반

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코로나, 코로

나가 우리에게 안겨준 것은 전염병의 공포

와 피폐한 경제이다. 전 세계가 하루빨리 

이 위기를 딛고 코로나 종식이라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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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의 대중문화가‘한류’라는 이

름으로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한국 문화 

콘텐츠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한류’는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을 기반으로 한 커뮤

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중국 및 

일본과 아시아를 넘어 주변 국가들로 확산

하는 현상을 가진다. 

이에 파생되는 한국 문화상품도 중국 

및 일본, 동남아시아 등에 비롯해 전 세계

로 유통, 소비되면서 한국 문화산업에 커

다란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또

한, 한류 현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인의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더불어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의 투자도 증

가하고 있다. 문화산업은 한나라의 전통과 

유산을 바탕으로 생산된 문화상품을 드라

마나 영화, 광고 등을 통하여 소비자들에

게 제시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은 

엔터테인먼트 요소들이 강조되어 스타를 

앞세운 콘텐츠가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이러한 모델들을 이용한 하나의 

산업을 형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SBS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와 KBS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국내외

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특히<별에서 

온 그대>에서 전지현이 입고 나온 옷이나 

신발 등은 중국에 방영되자마자 온·오프

라인에서 급속도로 판매가 이루어져 일명 

전지현을‘완판녀’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그의‘눈 오는 날엔 치맥인데’라는 대사

가 유행하면서 중국에는 없던 치맥(치킨+

맥주)이라는 음식 문화를 즐기기 위해 중

국 사람들이 치킨집에 줄을 서서 기다리

는 현상이 나타났다. 

드라마 종영 후‘공중부양 키스 장면’의 

촬영지인 쁘띠 프랑스엔 방영 전보다 관

광객이 2배 이상 늘어났다. 또한, 100% 

사전제작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 방

영된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지진 현장 

촬영지인 태백 부대의 오픈 세트장은 허

허벌판일 때에도 관광객들이 다녀간 것

으로 파악되었다. 또 드라마의 주인공 송

중기(유시진 역)를 보면서 중국 사람들은 

유시진을 따라 하는 코스프레 등을 찍어 

SNS에 올렸고 중국 정부에서까지‘유시

진 주의보’를 발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류열풍’이 한국문화산업에 미치는 영향
학생기자 : 11학년 신수빈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1/4분기 국가

(대륙)별 온라인 국외 직접 판매액은 중국

이 3,634억 원으로 나타났고, 중국이 전

체의 75.9%를 차지했다. 2016년 3월 기

준으로 한국관광공사의 관광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

객 수가 60만 1천671명으로, 전체 관광

객 수(138만 9천399명)의 절반에 이른

다. 전년과 비교하면 전체 관광객 수 증가

율이 12%인데 반해 중국인 관광객 수 증

가율은 17%에 육박하고 있으므로 통계적

으로도 유의미하게 한류가 한국 문화산

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 한 편의 드라마가 외국인으로부터 한

국 문화 상품을 소비하게 하여 경제적 효

과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촬영지 방문 관

광 등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하며, 더 나아가 국가의 이미지까지 좋아

지게 만들고 있었다. 그러므로 한국 문

화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글로벌 문

화산업의 변화하는 흐름을 알고, 자문화 

중심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국제

적인 유통 시스템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

리고 다른 나라의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하면서 다양한 문화의 흐름을 알며, 상호 

이해와 협력으로 타협하면서 국제적인 경

쟁력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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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

가 우리 일상 

속으로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광고와 마케팅

도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움직임

이 꾸준히 모이고 있다. 인플루언서 마케

팅과 스타 마케팅의 차이점에 대해 분석

해보자면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란 SNS에

서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에 달하는 팔로

워를 통해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

람들을 통한 마케팅 전략이다. 인플루언

서 마케팅은 스타 마케팅에 비해 저렴한 

가격과, 은근한 홍보효과를 낼 수 있으며 

직접 체험 후기를 올리거나 좋은 점, 단점

에 대해 솔직한 평가를 하여 단기간에 신

뢰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다면 스타 마케팅은 무엇일까?‘스

타 마케팅’이란 말 그대로 스포츠, 방송, 

영화 등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스타를 

내세워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는 마케팅 

전략을 말한다. 스타 마케팅은 스타의 이

미지가 제품의 이미지와 동일화 되어 소

비자의 구매욕을 자극하고 스타의 인기에 

비례하여 높은 광고 효과를 창출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스타의 이

미지가 하락이 될 경우 제품의 인기와 매

출 또한 감소하게 된다. 또한 스타에 가려

져 제품이 빛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경

우도 있다.

인플루언

서  마 케팅

과 스타 마

케팅의 성공

사례로는‘야나두’가 있다.‘야나두’의 광

고 홍보는 한마디로 초대박이 났다. 공식 

채널에 영상을 업로드한 후, 단기간에 100

만 조회수를 돌파한 이 광고는 영화관 스

크린까지 진출을 하여 성공하게 된다. 

현재‘야나두’는 2020년 3월 기준으로 

120만 명이 넘는 유저를 보유한 회화계의 

거대 브랜드로 성장하게 된다. 브랜드와 너

무 잘 어울리는 모델 조정석과 한번 들으면 

제대로 각인이 되어 버리는 광고 캐치프레

이즈의‘야나두’는 성공한 스타마케팅의 대

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스타 마케팅에 이

어 인플루언서 마케팅까지 정복한‘야나두’

는 최소 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플루언

서들에게‘야나두’강의 영상을 제공하는 대

가로 그들에게 후기 영상을 받고, 그 영상

을‘야나두’공식 채널에 업로드하면서 확실

하고 참신한 서비스 제공 방식을 선택했다. 

독자들도 이보다 더 참신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광고들을 관심 있게 보며 새로운 마

케팅 방법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광고홍보를 통한 마케팅
학생기자 : 11학년 박아현

불법 촬영은 촬영을 당하는 사람이 촬

영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

로 촬영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불법 

촬영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흔히 발생하는 

범죄인데, 현재 하루 평균 20건의 불법 

촬영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가장 많이 발

생하는 곳은 지하철은 물론 해변, 수영장, 

공공화장실, 도서관, 건강검진버스, 가정 

등 예상치 못한 곳이다. 범죄는 항상 어딘

가에서 일어나고, 특히 불법 촬영은 자기 

자신을 위해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좋다.

불법 촬영 범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자, 

몇몇 경찰서에서도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불법 촬영 예방활동을 전

개 중이다. 인천 삼산 경찰서는 초, 중, 고

교, 장애인 시설 등 성범죄 취약계층 대

상 신고 요령 교육 등 대상별 맞춤형 예

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버스,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성범죄 예방 스티

커를 부착하고 주민들이 불법 촬영 범죄 

발생 사실을 인지하기 쉽게 함으로써 지

하철역 출입구 에스컬레이터에 반사경을 

설치했다.

송파 경찰서에서는 현장으로 나가 불법 

촬영 및 데이트 폭력 예방 캠페인을 지

속적으로 현재까지 실시 중이다. 직접 다

양한 시설에 나가 주민들을 만나 홍보물

을 나눠주고 불법 촬영과 데이트 폭력 범

죄 예방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그들은 

송파 구청 여성 안심 보안관과 함께 몰래 

카메라 점검에 나섰다. 공공으로 사용하

는 샤워실, 화장실 등 특히 여성들이 많

이 이용하는 곳의 몰래 카메라를 검측하

고 안심 구역 스티커를 붙여 주민들에게 

더욱 안심을 주기도 하였다. 이외의 지역

에도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한 장비들이 점

점 설치 되어가고 있고, 주민들이 더 편리

하게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불법 

촬영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요즘은 불법 촬영이 학교에서도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즉 불법 촬영 예방에 대

해 교육을 하기도 한다. 여기서 학생들에

게는 총 7가지의 불법 촬영 예방 안전 수

칙을 가르친다. 

첫 번째,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는다. 두 번째, 잘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인터넷 링크나 파일

불법 촬영, 어떻게 예방할까?
학생기자 : 11학년 김유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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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 마케팅이란 일반적으로 0～14세의 

영유아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

든 어린이 관련 사업을 총칭한다. 키즈 마

케팅의 대상인 어린이 인구는 지속적인 감

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가정당 자녀를 1～
2명 정도 갖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어린이 수

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저 

출산율은 이 수치를 계속해서 감소시키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키즈 마케팅 시장규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키즈 시장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키

즈 산업의 가장 큰 매력은 불황에 큰 반

응이 없다는 점이다. 경기가 나빠 부모가 

씀씀이를 줄이더라도 아이들의 먹거리, 

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는 큰 변화

가 없다. 각 기업들이 미래 유망업종으로 

키즈 마케팅에 힘을 쏟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이다. 현재 한 가정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아동이 행사하는 영향력은 무

시할 수 없으며 아동은 미래의 고객으로

서 인정해야 한다. 키즈 소비자 행동과 성

공한 기업 사례들의 분석 결과를 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

다.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성공적 

마케팅전략의 핵심 가치는 어린이들의 꿈

과 연결된‘재미’로 귀결된다. 키즈 마케

팅에서 어린이의 성장단계에서의 욕구 즉, 

남아, 여아 간의 선 편향적 경향에 따른 

선호도, 발달단계에 따른 차이와 심리를 

이해하고, 그들의 세계관과 연계해 호의적

인 관계를 형성하는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부모의 심리를 설득해야 한다. 키

즈 마케팅에서 어린이 외에 가장 큰 영향

을 줄 수 있는 대상은 부모이며 그들의 심

리를 파악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것의 전략은‘자녀들의 교육

과 상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는 어린이의 교육

을 클릭하지 않는다. 세 번째, 타인의 동

의없이 사진·영상을 찍지도, 보내지도, 

보지도 않는다. 네 번째, 타인의 사진·영

상에 성적 이미지를 합성하지 않는다. 다

섯 번째, 타인의 사진, 영상을 퍼뜨리겠다

고 위협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잘 모르

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

구하면 어른에게 알린다. 일곱 번째, 촬

영, 유포, 협박 등으로 두려움을 느낄 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는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 촬영, 유포, 이

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

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디지

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 전화하기 

등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불법 

촬영 발생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시민

과 경찰 등 많은 사람과 시설들이 같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양한 사람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불법 

촬영이 없는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키즈 마케팅이란?
학생기자 : 11학년 박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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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지

는 단어이다. 지금부터 심리 상담의 기능

과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심리상담이란,‘내담자의 고민거리

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민

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하는 작

업’이라고 정의한다. 심리 상담은‘단순히 

고민을 털어놓는 활동’일 것이라는 편견

은 버려야 한다. 내담자가 가지고 온 고민

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결과이자 증상

일 뿐이기 때문이며, 고로 심리 상담은 내

담자의 증상에 관한 심리적 원인을 파악

하고 그 심리적 원인에 따라 치료를 행함

으로써 내담자의 심리적 힘을 고취하고, 

궁극적으로 스스로 고민을 해결할 수 있

게 돕는다. 이를 고민하는 내담자의 심리

적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려

면 몇 가지 상담 이론들이 존재해야 한다. 

그전에 기본적으로 하나의‘상담’이기 때

문에 공통된 정의가 있는데, 그것은 상담

자와 내담자 사이의 쌓이는 신뢰를 말하

는‘라포(Rapport)’, 상담자가 내담자의 

중요한 사람이 되는‘관계를 통한 치유’, 

정서를 자각하게 해 폭발적인 정서를 조

절하는‘정서 자각 및 조절’, 내담자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알게 해주는‘자기 이해와 

수용’, 자기조절을 목표로 하는‘관찰하

는 자기의 발달’이 상담의 주요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본격적으로 심리 상담을 진행할 때 심

리적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하지만 

그것의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고 다양하

기 때문에 여러 상담 이론을 근거로 각자

의 정답을 찾아 나가야 한다. 몇 가지 예

를 들어 보자면,‘인간 중심 치료’와‘인지

행동치료(CBT)’가 있다. 

인간 중심 치료는 모든 인간은 타인의 

존중을 받고 싶어 한다는 인간관을 가지

며 고민의 원인이 인간이 조건에 맞춰야

만 존중을 받는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 자

신의 욕구보다 타인의 기준에 따라 살아

가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 

이론의 치료법은 타인(치료자)에게 그 자

체로 존중받는 경험을 하게 해 자신의 욕

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스스로 원하

는 바를 알고 그에 따라 살게 되는 것이

다. 인지행동치료의 인간관은 인간의 모

적 측면을 중시하는 부모의 심리에 중요

한 요소가 되는 것으로 어린이 브랜드의 

가치를 배가시킬 수 있다.

셋째, 매체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아이

디어를 창출해야 한다. 신생아부터 청소

년기까지의 각각의 성장단계와 부모들의 

니즈(Needs), 그리고 시장 상황을 고려하

여 기획·개발·마케팅·홍보를 통해 호의

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각각 이슈를 만들 

수 있는 창구의 역할을 담당하는 매체를 

확보해야 한다.  

결국, 키즈 마케팅은 어린이들과 어린이

를 대신하여 구매자가 되는 부모에게 동

기부여하고 소비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어린이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이것이 문화로 스며들어 평생 

동안 호의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진정한 가치를 지니게 된

다. 또한, 부모들의 신뢰를 형성하여 사회

적 함의를 담아낼 때 확장성이 큰 파워브

랜드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심리상담의 기능과 효과
학생기자 : 11학년 허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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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행동은 핵심 신념이 영향을 받는다고 

정의하며 부적응적, 경직된 핵심 신념 때

문에 고민이 발생한다. 이의 치료 방법은 

핵심 신념은 자동적 사고를 통해서 접근

이 가능하므로, 내담자의 자동적 사고를 

통해 중간 신념-핵심신념으로 천천히 들

어가서 가장 근본적인 핵심 신념을 교정

한다.

‘코로나 19’사태가 발발한 요즘, 사회적

으로 격리당하며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

하는 현상이 사람들을 이른바‘코로나 블

루’로 이끌었다.‘코로나 블루’란 '코로나 

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 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

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한

다. 이 우울증은 현재 국내에서 10명 중 

6명꼴로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 때

문에 상담 심리는 이와 동시에 주목받고 

있고 증상을 겪는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결과와 효과를 도출해내고 있다.

이렇게 심리 상담은 여러 가지 상담이론

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능적 작용을 한

다.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은 자신의 문제

를 인정하는 과정이기에 심리 상담에 대

한 사람들의 인식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자신이 해결하

지 못하는 고민이 있거나 정서적으로 누

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심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감정노동이란, 실제 자신이 느끼는 감

정과는 무관하게 직무를 행해야 하는 감

정적 노동을 말하며, 이러한 직종 종사

자를‘감정 노동자’라 한다. 감정노동

을 오래 수행한 근로자의 상당수는 이

른바‘스마일마스크 증후군(smile mask 

syndrome)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 증

후군은 밝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 사로잡혀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

음은 우울한 상태가 이어지거나 식욕 등

이 떨어지는 증상을 말한다. 자신이 느끼

는 감정을 억누른 채 자신의 직무에 맞게 

정형화된 행위를 해야 하는 감정 노동은 

감정적 부조화를 초래하며 심한 스트레스

를 유발한다. 이를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

하는 경우 좌절, 분노, 적대감 등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게 되며, 심한 경

우 정신질환 또는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직업의 대표적인 예로 간호사가 

있다. 간호사는 감정 노동이 심한 직업 중 

하나이다. 병원에서의 의사는 환자를 치

료하고 간호사는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한

다. 의사의 치료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도

록 24시간 환자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간

호사의 사명은 환자들의 삶에 직접 들어

가고 고통과 죽음을 고스란히 받아내는 

것이다. 의사의 치료가 생명을 살리는 일

이라면 간호사의 돌봄은 희미해져가는 환

자의 생명을 붙잡는 일을 한다.

재직중인 전체 간호사 중 의료기관 근

무 간호사 중 잠재 이직률 57.5%, 의료법

상 간호사인력기준 위반 의료기관 86.2%, 

매일 연장근무 87.9%, 연장근무 수당이 

없는 비율 62.3%, 식사를 거르는 비율 

64.4%, 따로 휴식시간 없음, 의료기관 간

호사 중 유산, 사산 경험 29.6%, 병원내 

폭언 경험 60%, 폭행 경험 11.4%, 성희

롱 등 성폭력 경험 18.9%으로 대한민국

의 간호사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감정 노동을 겪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간호사의 현실이다.

그 동안 간호사들이 당해온 인권유린

과 열악한 처우는 끊임없이 기사화 되었

간호사의 감정노동
학생기자 : 11학년 이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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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정노동자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

자 2018년 10월 18일,‘감정 노동자 보호

법’이 시행되었다. 근로자의 건강 장애에 

대한 사업주의예방조치를 골자로 한 산업

안전보건법 개정안으로 고객 응대 과정에

서 일어날 수 있는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부터 감정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감정 노동자를 위한 보호법이 시

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병원들

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간호사는 환

자의 안전과 국민 건강이라는 중요한 축

을 책임지고 있으면서도 병원의 취약한 

위치에서 늘 처진 어깨로 살아가는 사람

들이다. 삶과 죽음 사이에 놓인 환자들을 

돌보며 누구보다 심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는 사람. 이것이 간호사들이 존중 받아

야 하는 이유이다.

간호사가 붙잡고 있는 것은 생명이다. 

누군가의 가족, 친구, 동료의 생명. 간호

사에 대한 갑질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

험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로고란 상품이나 브랜드의 정체성을 시각

적으로 표현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한 기업

의 로고는 그 기업의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

으며 소비자에게 기업의 이미지를 한 번에 떠

올리게 하고, 그러한 이미지는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러한 로고는 기업의 정

신, 철학을 담도록 하며 기업의 특징을 사람

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글자, 기호, 색 

등의 다양한 시각적 연출로 디자인을 한다. 

매우 간단해 보이는 로고들도 사실 그 안에 

기업이 추구하는 이미지가 들어있는 것이다.

로고는 시장

에서 기업 고유

의 정체성을 형

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다. 로고의 디자인으로 해당 

기업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인상적이고 효과

적으로 전달한다면 기업만의 독자적인 정체

성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로고는 기업의 홈페이지, 명함, 각종 출판

물 등 여러 곳에 사용되고 이를 접하는 소비

자들은 기업의 로고를 그 제품이나 서비스와 

연관 지어 생각하게 된다. 모든 기업은 소비

자들로부터 인정받고, 자신의 인지도를 쌓기 

위해 노력하며, 창의적인 로고 디자인은 기업

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인정을 받는 데 결

정적인 역할을 한다. 잘 만들어진 로고는 사

람들이 기업의 제품을 소비하는 데에 있어서 

확신을 심어줄 수 있고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로고의 디자인이 

중요한 또 다른 이

유는 기업이 사업 진

행에 전문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품질이 높은 로고를 그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연관 지어 

생각한다. 또한, 일반 소비자뿐만 아닌 클라

이언트들도 좋은 로고와 웹사이트 등의 마케

팅 도구를 가진 기업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한

다. 이러한 마케팅 도구는 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로고는 기업을 나타내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

야 할 요소인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문적인 로고 디자인은 

사람들의 관심을 쉽게 끌도록 도와주고, 이

는 장기적으로 좋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대부분의 메이저 기업들

은 모두 훌륭한 로고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구글이나 애플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즉, 

좋은 로고가 고객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기업의 로고는 단순한“화려한 그림”이 아

닌 사업 및 CEO의 평판 관리의 중요한 요소

이다. 그 때문에 로고는 그래픽 디자이너들

과 같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야 

하는 하나의 작품인 셈이다.

기업 로고 디자인의 중요성
학생기자 : 10학년 조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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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

회규범이다. 법은 각 나라의 고유한 특징

과 사회적 분위기를 수반하기 때문에 우

리에게 당연한 행동들이 특정 나라에서

는 불법인 경우가 있고, 반대로 우리가 이

해하지 못하는 행동이 정상일 수도 있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 사는 만큼 다를 수

밖에 없는 법률,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

했던 세계의 신기하고 이색적인 법에는 무

엇이 있을까?

스위스는 1978년 동물복지법을 도입하

여 금붕어를 혼자 두는 것을 동물 학대로 

규정하였다. 무리생활을 하는 금붕어의 

특성을 고려해 홀로 남은 금붕어가 느낄 

고독감과 우울감을 생각해 두 마리 이상

의 금붕어를 키우도록 법으로 제정한 것

이다. 

성장기 때 전자기기를 장시간 사용할 경

우 블루 라이트 노출 기간이 길어져 망막 

손상, 피부 노화, 뇌 발달 장애 등 부정적

인 영향이 미친다. 특히 0~2세 사이 유

아의 두뇌가 성장하는데 전자기기의 자극

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대만은 유아 전자

기기 사용 금지법을 도입하였다. 

2015년 1월 2세 미만의 유아가 아이패

드, 스마트폰, TV 등과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

다. 이를 어길 시 벌금으로 한화 약 165

만 원이 부과된다. 전자기기와 관련된 법

을 시행하는 국가가 하나 더 있다. 바로 

미국의 하와이이다. 하와이에서는‘산만한 

보행 금지법’이라 하여 2017년 10월 25

일부터 길거리 보행 중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PC 등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였

다. 길,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

다 적발되면 벌금이 한화로 최저 약 2만 

5천 원부터 최고 16만 원까지 부과된다.

초등학교 시절 한 번쯤은 들어봤을 별

명이 있다. 바로 이름을 변형시켜 만든 별

명들이다. 때로는 장난이 학교 폭력이 되

어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뛰

어난 아동복지정책으로 유명한 덴마크

는 이상한 이름으로 놀림 받는 아동을 보

호하기 위해 부모 마음대로 아기에게 이

상한 이름을 짓는 것을 금했다. 국가에

서 미리 정하고 허가한 이름 목록이 있고, 

그 외 이름을 짓고 싶다면 지역 교회나 

정부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깨끗한 길거리로 유명한 싱가포르는 껌 

세계의 이색적인 법
학생기자 : 9학년 유상희

판매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껌을 쓰레

기통에 버리지 않고 아무 데나 붙여 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때문에 치료

용 목적의 껌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껌을 

판매할 수 없고, 만약 판매 중 적발된다

면 한화로 약 8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부

과해야 한다. 

싱가포르의 또 다른 법으로는 초록 불 

시간 늘리기 제도가 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초록 불이 켜지는 시간이 짧다

고 느끼는 어르신과 아이들을 위해 만들

어진 법이다. 노약자들에게 발행되는 일

명‘그린 맨 플러스 카드’를 신호등에 설

치된 단말기에 가져다 대면 횡단보도 보

행 시간이 최대 13초까지 늘어난다.

고속도로에서 속도제한이 없기로 알려

진 독일 아우토반에는 조금 특별한 교통

법이 있다. 차에 기름이 없어 차에 빨간 

불이 들어올 경우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

이다. 속도 제한이 없어서 달리는 차를 멈

추기가 쉽지 않고, 그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심각한 사고나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주행 중 정차해서는 

안 된다. 또한, 벌금을 물지 않기 위해 걸

어 다니는 것이 적발되어도 벌금을 내야 

한다.

독일과는 반대로 스웨덴에서는 속도위

반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법

이 있다. 속도위반 시 한화 25만 원~66

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도로에 측정

된 차량 속도 측정기를 통해 속도위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추첨하여 한 명을 뽑

은 뒤 속도위반을 한 사람들의 범칙금을 

모두 준다. 이러한 법을 통해 스웨덴 스

톡홀름에서 차량의 속도가 약 22% 줄어

들었다.

법은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안전하

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세계 각국에 존재하는 이색적인 법들은 

우리에게 큰 웃음을 주지만 이 법들이 

인간의 삶에 있어 도움이 된다고 느껴진

다면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만한 가치가 

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개정되는 법안을 

통해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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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티브이, SNS, 등 여러 

소셜미디어에서 광고가 나올 때 채널을 

돌리거나 건너뛰기 버튼을 누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광고는 많은 사람의 이

목을 끄는 것이 중요하다. 글자가 많이 적

힌 광고보다 단순한 시각적 요소로 메시

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광고의 첫 장면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예측 가능한 광고도 있다. 

그렇기에 광고는 광고에서 전달하고자 하

는 목적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

라진다.

현재 코로나19로 심각한 확산세를 보이

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많은 사

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공익광

고 중 백 마디의 말보다 강한 시각적 효과

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게 만든 광고

가 있다. 미국 오하이오주 보건부가 제작

한‘곡선을 납작하게 만들자(Flatten The 

Curve)’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이 영상

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사회활

동과 접촉을 줄이는 사회적 거리 두기 지

침을 따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메

시지를 담고 있다.

‘곡선을 납작하게 만들자’라는 말은 코

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를 줄여서 

통계 곡선을 평평한 모양으로 바꾸자는 

뜻으로 질병의 급격한 확산 속도를 늦추

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공익광고는 처음 공중에서 떨어지는 

탁구공을 시작으로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발한다. 이어 공중에서 떨어지는 하나

의 공은 쥐덫에 걸린 채로 밀접히 붙어있

던 수많은 탁구공을 튀어 오르게 만듦과 

동시에 주변에 있던 쥐덫에 부딪히며 모

든 탁구공이 튀어 오르게 된다. 광고 후

반부에는 거리를 띄어놓은 쥐덫들이 등장

한다. 마찬가지로 탁구공이 위에서 떨어

졌지만 빈 곳에 떨어져 아무런 반응도 일

어나지 않았다. 

광고로 보는 시각적 효과의 중요성
학생기자 : 9학년 김아란

사회적 거리 두기의 중요성을 강조하

듯 광고에서는‘확산을 멈추자(Stop the 

spread)’,‘사회적 거리 두기는 효과가 있

다(Social distancing works)’라는 문

구가 나온다. 

끝으로 광고는‘작은 공간이 우리 모

두를 안전하게 만든다(A little space 

makes us all safer together)’라는 문

구를 보여주며 사람들 사이 일정한 간격

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광

고 속 거리를 둔 탁구공처럼 사람들이 사

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킨다면 코로나

19가 다른 이에게 전염되지 않는다는 의

미다. 

이렇게 넘쳐나는 광고들 속에서 위와 같

은 광고는 사람들의 흥미를 끌어 기억 속

에 남게 되고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영

향을 끼치기도 한다. 온라인 마케팅을 위

해 광고 디자인을 할 때는 과장되거나 거

짓된 정보가 아닌, 눈에 띄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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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는 인터넷 무

료 동영상 공유 사이

트 유튜브에서 활동하

는 개인 업로더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구글 계정만 있으면 누

구나 유튜버가 될 수 있다. 구독자 1000

명 이상, 시청 시간 40시간 이상이 되면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유튜

브 영상은 유튜버들에 따라 유형이 굉장

히 다양하다. 게임, 리뷰, 브이로그, 교육, 

음악, 먹방, ASMR, 뷰티, 댄스 등 이외

에도 많은 유형이 있다.

유튜브가 미디어 플랫폼의 포식자가 되

어 새로운 직업을 낳았다. 텔레비전, 라디

오 등의 기존 방송 매체는 콘텐츠를 선정

하는 주체인 방송사들이 방송법 등의 규

정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기에 콘텐

츠 선정에 제약이 강하다. 유튜버들은 관

련 규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콘텐츠 선정

에 대한 제한 없이 다양한 콘텐츠에 접근

할 수 있다는 장점과 동시에 일종의 '안전

장치'가 없다는 문제점도 보유하고 있다. 

바로 이 문제점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선

정적, 폭력적, 자극적 콘텐츠가 난무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검증되지 않은 지라시, 

고의로 왜곡된 편파 정보, 여러 조작 영

상, 유사 과학이나 사이비 등 잘못된 정

보를 전파하는 잘못된 콘텐츠들도 매우 

많다. 시청자 측도 익명성에 숨어 과도한 

인신 모독 악플이나 무분별한 저격, 선동

질 등을 일삼으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

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버는 이미 초등학생들의 워너비 직업

으로 등극했고 회사원, 중년층 등 많은 

이들의 이직, 은퇴 대안으로까지 여겨지

는 분위기다.

초등학생의 장래 희망 순위는 시대가 

어떤 직업을 우러러보는지를 보여줬다. 

1990년대만 해도 장래 희망 상위권에는 

의사, 변호사, 과학자 등이 자리하며 이

런 직업군이 선망의 대상이었다. 부모들

은 자녀에게“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

람이 되라”고 가르쳤고‘훌륭한 사람’이

란 대개 의사나 과학자였다. 그런 초등학

생 장래 희망 순위에 생소한 직업이 등장

했다. 바로 유튜버이다. 교육부와 한국 직

업 능력 개발원이 지난해 실시한 초등학

생 장래 희망 순위에서 유튜버가 5위로 

첫 등장했다.

유튜버의 문제점
학생기자 : 9학년 남하은

최근 1인 방송 열풍이 불며 유튜버 혹

은 크리에이터가 아이들의 꿈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튜버 혹은 크리

에이터가 아이들의 꿈만은 아니다. 

최근 대학생, 직장인, 은퇴자, 고령자 

할 것 없이 유튜버의 세계에 뛰어든다. 정

해진 근로 시간 동안 일하는 전통적인 노

동개념도 유튜버 앞에서 무너진다. 출퇴

근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도 유

튜버의 맛을 아는 순간 회사를 때려치우

기 일쑤이다. 

최근 V-LOG(일상생활 콘텐츠) 영상이 

인기이다. 이처럼 자신의 일상만으로도 

유튜버가 될 수 있어 아예 회사를 그만두

고 전업 유튜버로 나서는 직장인도 늘어

났다. 

한 직장인은 친한 친구가 유튜버가 3개

월 만에 2천만 원을 벌었다는 얘기를 들

으니 힘이 빠지는 게 사실이라며‘나도 해

볼까?’라는 생각이 안 든다면 거짓말이

다. 물론 그들도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겠

지만 일부 유튜버의 영상을 보면“별로 

하는 게 없어 보인다. 너무 쉽게 돈을 버

는 것 같다”고 하였다.

이처럼 유튜버가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기간산업인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십년 후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튜브의 발전은 관련된 장비업, 

미디어 등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만 관

계된 산업 분야가 너무 영상 콘텐츠 제작

에 쏠려 있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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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 소식

교지 공모전

● 문예(12)
● 기사(8)
● 평론(9)
● 기타(3)

청소기처럼

베란다 구석에

먼지 쌓인 청소기

한창 땐

잡히는 온 집안 모든 것

몽땅 빨아들일 

거친 기세로

쑤우앙 쑤우앙 휩쓸던 청소기

지금은 구석에 웅크려 있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홍길동처럼 

아침 저녁 여기 저기  

불쑥 나타나

다다다 다다다 쉼없던 울엄마 

오늘은 등 돌려 누워계신다.

으으엉 으어응 힘없는 소리 

엄마한테 청소기 소리가 난다.

글 : 11학년 박소현

문예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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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모기

위잉위잉 앵애앵

아이 간지러워

밤에 자면서 볼을 짝

낮잠을 자면서 다리를 짝

이 자식 어디 갔어

모기를 잡으려다 밤을 샜다

공부를 하면서 밤을 샌 적도 없는데

포기하고 누우면 귓가에 울리는 그 소리

위잉위잉 앵애앵

글 : 11학년 한서연

문예부문

신호등

내가 꿈꾸는 목적지가 있을 때

차들에 막혀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했어

그렇지만

이제 곧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는 차들이

멈춰설거야

빨간 불이 그들을 멈춰 세울 때

삼 초 뒤

초록 불이 나를 밝히겠지

하나 둘 셋

자 이제

앞으로 나아가

주저할 필요없이

수많은 차들 한가운데

트여진 길을

개척해보는 거야

글 : 10학년 이승연

문예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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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7학년 1반 :  We를 위한 청결한 생생정보통

7학년 2반 : 위기 탈출하고 생명 구하자

8학년 1반 : 위생을 위해 마스크를 쓰자 생각이 있으면

8학년 2반 : 위생은 일상 생활에서 필수

9학년 1반 : 위기탈출넘버원 생생정보통 KBS~ 한국방송~

9학년 2반 : 위생으로 이행시 하려니까 생각이 안나네

10학년 1반 : 위험할 때면 나타나는 생활속의 도우미, 학!생!부!

10학년 2반 : 위생관리 할래? 생사부에 이름 적힐래?

11학년 1반 : 위생을 지켜서 생명을 살리자

11학년 2반 : 위생은 중요한 생활습관

무석한국학교 학생회 캠폐인 #위생_2행시_짓기 #너희를_위한_생각

문예부문

복숭아

나중에야 알았다

너는 보기보다 약한 존재란 걸

처음에는 몰랐다

생각보다 쉽게 상처받곤 한다는 걸

딱딱한 듯 보이지만

한발 물러 기다릴 줄 아는 너

발그레한 분홍빛 얼굴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너

그래도 내가 아는 건

너는 나를 웃음 짓게 한다는 것이다

글 : 11학년 이하윤

문예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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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작과 작은 불

부모님은 장작

나는야 작은 불

장작은 작은 불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네

바람이 불 때면

자신의 몸으로 바람을 막고

비가 올 때면

자신의 몸으로 비를 막고

이제는 자신의 몸을 태워가며

불을 지피네

불씨일 때부터

자신을 희생한 장작 덕분에 

작은 불은 활활 잘도 타오르네

글 : 9학년 한희성

문예부문

Do you know Dokdo is Korean Territory?

작품 : 8학년 김주원

작품의 제목은 아직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을 모르는 해외 사람들에게 알리고 강조하기 위함이다. 일본국기에서 뻗
어 나오는 손은 일본의 독도 주장을, 일본 중간에 못이 박혀 사슬로 인해 손을 못 뻗는 표현은 독도가 일본땅이 아니라고 밝혀
진 역사적 사료들로 인해 일본이 마냥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태극기 위에는 독도의 
생물, 자원 등을 표현하였고, 태극기 뒤에는 독도의 영웅인‘안용복’선생님을 그려서 독도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예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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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년 2월 22일

슬슬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이번 겨울에 지쳐갈 때쯤이었

다. 나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길을 걸었다. 가령, 왜 나무들

은 왜 여름에 더 덥게 나뭇잎을 입고 겨울에는 그것들을 벗

을까? 뭐 이런 실없는 생각들 말이다. 길을 걷던 중 갑자기 

나는 와인이 한 잔이 하고 싶어져 자주 가는 바에 들어갔다.

“또 오셨네요”

  바에 들어가니 종업원은 내 얼굴을 외웠는지 반갑게 인사하며 내가 맨날 앉는 창가 

자리로 안내해 주었다. 회식이 있는지 조금 시끄러운 방들을 지나 나는 창가 쪽에 앉았

다. 내가 이 식당을 좋아하는 이유는 혼자 왔을 때 사색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

기 때문이다. 한강과 도시의 건물들의 야경이 절묘한 곳이다. 때마침 밖에서는 무슨 날

인지 폭죽까지 터트리고 있었다. 거리도 꽤 가까워 소리까지 들렸다. 금상첨화였다. 나

는 휴대전화를 꺼내며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그 순간 옆에서 소리가 들렸다. 

“뭐가 그리 예뻐서 사진까지 찍으십니까”나는 내 옆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조차 인

지 못하고 있었다.“아 네… 폭죽이 예쁘네요. 혹시 오늘 뭔 날입니까?

당황스러워하며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자리 앉으며 물어보았다.“허허…무슨 날… 

네 오늘이 무슨 날이긴 하죠.”노인은 손에 쥐고 있던 젓가락을 책상에 놓으며 한숨을 

쉬며 말하였다. 무채색 옷에 얼굴을 가릴 수 있을만한 큰 벙거지 모자를 쓴 그는 사케

를 한 잔 마시며 말하였다. 그의 얼굴은 검버섯과 주름으로 가득하였다. 고생을 꽤나 

하였는지 손에도 주름이 상당하였다. 나는 괜히 안쓰러워지기까지 하였다. 

“아이고, 왜 그리 한숨을 쉬십니까, 밖에 폭죽도 터트리고 이리 좋은 날인데 너무 

낙담하지 맙시다.”나는 괜히 사람 좋은 미소를 띠며 그를 향해 웃었다. 

“당신 같은 사람도 문제야. 당신도 나빠. 어휴 나 이러니 원 참...”

그는 술을 꽤 마셨는지 몇 개의 단어들의 발음을 새며 말하였다.

 나는 순간 기분이 굉장히 나빠졌다. 아니 생각해보라. 내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는가.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을 하고 이곳에서 술 한잔하러 와 폭죽놀이 사진을 찍은 게 뭐 

그리 잘못된 행동을 한 건가. 또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사람 좋은 미소를 날린 게 그

렇게까지 잘못한 행동인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말하였다.

글 : 11학년 이지홍

문예부문 독도공모전 대상 “당신 뭐야? 걱정을 해주니 왜 갑자기 시비를 거냐고?”

나는 평소에는 지르지도 못하는 소리를 자리에 일어나며 질렀다. 중간에 목이 조금 

갈라지는 소리가 났지만, 남이 들었을 때는 누구나 놀랐을 만한 목소리 크기였다. 하지

만 그는 들은 체도 안 하고 그의 말을 이어나갔다.

“당신 정도면 30살 정도 되려나? 이 시간대 이 근처의 술집에 들어오고 흰 와이셔

츠의 서류 가방을 멘 것을 보니 꽤 좋은 회사도 다니나 보군. 그럼 학창 시절 공부도 잘

했을 테고…”

그는 사케를 한 잔 더 마신 후 말하였다. 

“독도 아냐고 독도”

독도… 독도 라면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들어보았다. 나는 그 당시 성적 유지에 바빴고 

각종 교내 대회와 공모전이 독도에 대해 다루어서 사실 나는 독도를 그리 좋아하지는 

않았다. 너무 뻔하고 재미없는 주제였고 나로 하여금 하기 싫은 일을 시키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독도? 갑자기 웬 딴 말이야 당신? 진짜 뭐 하자는 거야 이 노인네”

다시금 나는 자리에 앉으며 아까보다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이 순간 본능적으로 

느꼈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 폭죽은 오늘이 다케시마의 날이어서 터지는 걸세. 일본 미친놈들이 한국에 감

사하다며 매년 국내 최고 규모로 항상 폭죽 공연을 열지. 참 예뻐… 안 그래? 자네에게

는 미안하다네. 다만 내가 조금 답답해서 그러는 걸세. 매년 오늘은 술 없이는 못 보내

겠더군.”

“우리가 찍고 기억해야 할 것은 저 폭죽이 아닐 텐데 말이지.”

그는 아까보다 더 큰 한숨과 함께 말하였다. 나는 괜히 머쓱해졌다. 그러고는 그의 이

야기를 더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입을 열었다. 

“제가 알기로는 다케시마 그러니깐 독도는 우리나라의 첫 국민 투표 사안이었고, 그 

결과 53%의 국민이 찬성하였지 않았습니까? 양국 정상이 만나 현재 독도의 남아 있는 

여러 자원물들의 가치에 수 백배 되는 돈과 함께 협의 본 것 아닙니까? 이용 가치 떨어

진 땅 주고 얻은 게 많으니 그럼 된 것 아닙니까?”

노인은 갑자기 주머니 속 담배 한 대를 꺼내며 말하였다. 

“방금 당신이 말한 것은 지난 몇 백 년 간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력을 무시한 말이

야. 독도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노력했어. 그들이 하늘에서 이 상황

을 보면 뭐라고 할까…”

괜히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궁금해져 그의 옆자리에 가 앉았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자신이 젊은 시절 역사학자였다고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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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일본에 유학을 하며, 점점 더 일본 사람들이 독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며 자기네

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자 그는 위기감을 느껴 한국으로 돌아와 공부하기 시작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본격적을 활동을 시작하려니 때는 이

미 늦었다고 한다. 그가 독도에 대해 알리면 알릴수록 사람들은 얼굴을 찌푸렸다 한다. 

“어휴 저 뻔한 얘기를 또 지겹지도 않나.”이렇게 말이다. 그렇게 그는 그 후로도 꾸준

히 목소리를 키웠지만 돌아오는 건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모욕적인 말들뿐이었다고 

한다. 

“이럴 때면 선조들이 너무 원망스럽지 뭐가 그리 바쁘고 뭐가 그리 힘들었는지…”

그는 빨간 얼굴로 창가를 보며 말하였다.

“내가 독도에 마지막까지 산 사람인데 이사해 나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나?”

조금의 침묵 후 그는 말을 이어나갔다.  

“어떻게 보면 아까 자네의 말이 맞아. 나도 이사를 하며 돈도 많이 받았고 실제로 독

도도 배타적경제 수역으로 선정되며 독도 앞바다를 한일이 공용으로 사용한 것이니 말

이야. 또 우리는 양국이 무비자로 출입국이 가능하니 곧 있으면 울릉에서 독도까지 이

어진 울릉 대교에서 차를 타고도 언제든 갈 수 있게 된다니 말이야.”

그는 대화하는 내내 테이블을 보며 대화하다 갑자기 고개를 들어 창문을 지그시 바

라보았다. 무엇을 보는지 나는 알 길이 없지만 그의 목소리 떨림에서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난 자네라도 알아줬으면 좋겠어. 무엇이든지 우리의 관심이 없어지면 안 되는 것을. 

원래 빼앗는 사람보다 지키는 사람이 힘든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 귀찮음과 힘듦을 

견뎌야 된다는 것을. 참나, 이걸 지금 자네에게 말을 하고 있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나. 

오늘 즐거웠네 나는 갈세.”

그는 딸꾹질을 하며 비틀거리며 가게를 나갔다.

나도 약 20분 후 집으로 돌아가려고 계산을 하려고 하니 종업원이 누군가 이미 계산

을 하였다고 하였다. 택시를 타려다가 괜히 걷고 싶어 나는 걸어서 집으로 향하였다. 몇 

시간 전 폭죽이 남긴 화약 냄새가 거리를 가득 매웠다. 집에 들어가 이 냄새를 빨리 없

애고 싶어 빨리 걸었다. 그렇게 걷던 중 깨달았다. 겨울에 나

무에 나뭇잎이 없는 이유 말이다. 나무가 나뭇잎에게 겨울에 

버림받는 것은 나뭇잎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여름 내내 그를 덥게 한 나뭇잎은 나무에게 불평만을 듣다가 

가을에 나무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주고 떠났다.

갑자기 나무가 불쌍해졌다. 하지만 뒤늦은 후회는 소용없는 것이다. 나무에게 남은 것

이라고는 지난 일을 반성하며 이 추위를 쓸쓸히 혼자 견디는 것이다. 

독도의 무게

나는 긴장된 표정으로 눈을 들어 컴퓨터 화면을 쳐다봤다. 

단 한번… 가볍게 한 번만 클릭하면 되는데도 괜히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심호흡을 길게 내쉰 후 눈을 번쩍 뜨고는 두

근거리는 마음으로 화면을 노려보며 마우스를 클릭했다. 

독도 경비대 지원 결과: 안성리 경사 합격

화면 중간에 떠 있는 글자를 읽자마자 일어서서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뻗었다.“야호”

한참 환호성을 지른 나는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전화기를 들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

다. 몇 번의 통화음이 울린 후 아버지께서 전화를 받았다. 평소와 같이 낮게 깔리는 무심

한 듯한 목소리였다.

“우리 딸. 무슨 일이야?” 

“치~, 아빠는 무슨 일이 있어야만 전화를 하나? 무슨 일이냐면…….아빠! 저 이번에 독

도 경비대에 합격했어요.”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아버지는 묵묵히 나를 축하해 주셨다. 목소리에 큰 변화는 나타나

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잔잔히 떨리는 걸로 보아 내심 기뻐하셨을 것이다. 

일부러 아버지에게 지원 사실을 숨긴 것도 그 때문이었다.

아버지와의 통화가 끝난 후 나는 공기가 빠진 행사 인형처럼 의자에 앉아서는 목에 걸려 있

는 팬던트를 만지작 거리며 생각에 잠겼다. 어렸을 적 아버지께서는 집에 거의 계시지 않았다. 

어머니께 물어보면 독도를 지키기 위해 집을 나가셨으니 자랑스러워 해야 한다고 하셨다. 어렸

던 나는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고, 그래서 무심코 아버지를 데려간 독도를 내심 얄미워

하기도 했다. 특히 초등학교 졸업식에 오시기로 약속해 놓고 오시지 않았을 때는 집에 돌아와 

한참을 목놓아 울면서 방에서 나오지 않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그 다음날 집으로 오신 아버지

는 독도의 모습이 담긴 팬던트를 내 목에 걸어주시고는 나를 독도로 데려가셨다. 

아버지를 따라 간 독도의 모습은 아름다웠다. 동도와 서도가 서로 이야기하듯 마주보고 

있는 모습은 질투가 날 정도로 친해 보였다. 그리고 보이는 푸른 하늘, 그 속을 달아 다니

는 하얀 갈매기 떼, 넓게 펼쳐진 파란 바다와 돌섬에 부딛혀 터지는 파도의 아름다운 하얀 

보석들은 어린 나로 하여금 감탄사조차 뱉지 못한 정도였다. 들뜬 마음을 정리하고 가게 

된 아버지의 일터에는 왠지 모를 긴장감과 엄숙함이 서려 있었다. 제복을 입고 경비대 안

으로 들어가는 아버지의 표정 역시 비장한 표정이 되었으며, 덩달아 나 역시 표정이 굳어

져 버렸다. 

글 : 11학년 한서연

문예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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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포함한 동료들 모두 총을 들고 경비를 서는 모습은 어린 나에게 약간의 무서움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다. 그 때 경직된 내 표정을 보시고는 아버지가 다가 오셔서 경비대가 하는 일

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일본인의 어로 작업 방지 및 울릉도 시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

는 등 다양한 일을 설명해 주셨을텐데 그때의 어렸던 나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여태껏 본 아버지의 얼굴 중에서 가장 자

랑스런 표정으로 독도 경비대의 일을 소개해 주셨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사주신 독도 팬던트를 

만지며 남몰래 나 역시 독도 경비대가 되자고 다짐했던 것은 아마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몇 달 뒤 나는 짐을 챙겨 독도에 도착하였다. 여러 번 방문했던 독도였지만 이번의 느낌

은 달랐다. 

독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그대로였지만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변한 듯한 느낌이었

다. 심호흡을 한차례하자 손에는 힘이 불끈 들어갔으며 머리는 차가워졌고, 어깨 위에는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독도에 도착하여 배에서 내리자 독도 경비대원들과 마을 주민분이 기다리고 계셨다. 

나는 내 어깨 위의 압박감을 날려버리려는 듯이 큰 소리로 외쳤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새로 독도 경비대로 발령 받은 안성리 경비대원입니다. 앞

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갑작스런 큰 소리에 잠시 놀라던 사람들이 나를 보고는 살며시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서 와요~ 젊은 친구가 독도를 지킨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기대 되네요~”

“몸 조심하고, 열심히 독도 지켜주세요!”

그 날 오후 일과를 마치고 주변을 산책하던 중에 아침에 나를 맞이해 주셨던 독도 주민 할

머니 한 분을 길에서 마주치게 되었다.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독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다. 

“독도경비대의 시초는 바로 독도의용수비대였어. 1952년 6·25전쟁의 혼란을 틈타 일

본인의 독도 침탈 행위가 잦아졌고 다케시마라고 쓴 푯말을 세우는 등 불법 행위가 점차 

심해졌어.” 

나에게 한참을 독도 경비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던 할머니는 어느 순간 감정이 북받

쳐 올라오셨는지 잠긴 목소리로 천천히 말씀하셨다.

“일본은 아직까지도 계속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어. 나는 그게 너무 화가 나. 

내가 죽기 전에 소원이 있다면 일본이 독도를 한국땅이라고 말하며 우리한테 사과하는 거야. 

꼭 그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

할머니와 대화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는 내 발걸음은 무거웠다. 무언가를 내뱉으면 후

련해지겠다는 생각에 뒤돌아 서서는 할머니를 향해 소리쳤다.

“할머니. 제가 그때까지 독도를 지킬게요. 할머니가 그 모습을 못 보면 제가, 제가 못 

보면 제 다음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독도를 지킬게요.”

거리가 멀어 할머니의 표정이 잘 보이진 않았지만 손을 계속 흔들어 주시는 모습에서 할

머니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독도 경비대원으로 일하는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 독도에 오는 관광객을 보호하는 

일은 물론 독도에 무단으로 침범한 일본의 배들을 체포, 나포하는 업무는 일주일에 10번이 

넘을 정도로 흔히 발생하였다. 또한 가끔 심한 몸싸움으로 번져 동료들이 다치는 모습을 보

기도하고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심한 욕설을 듣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몸과 마음이 생

각보다 빨리 지치는 것 같았다.

그 날도 마찬가지로 평소와 같이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서는 경비대 건물로 들어왔다. 평

소와는 다르게 경비대원들 자리에는 처음 보는 상자가 놓여 있었다. 해외에 있는 한국 학

교에서 보낸 택배였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택배를 뜯어보았다. 택배 안에는 귀엽고 아기

자기한 편지, 맛있는 간식 등 다양한 선물이 들어 있었다. 그 중에 제일 눈에 띄는 편지 

하나를 골라 읽었다. 

독도 경비대원님에게
안녕하세요. 독도 경비대원님. 저는 중국에 있는 무석 한국 학교에 다니고 있는 초등학

교 3학년 한주영입니다. 

독도의 날에 독도에 대해 학교에서 배웠어요. 독도는 너무 아름다운 섬인 것 같아요. 

...(중략) - 3학년 1반 주영이가-

어린 아이의 편지를 읽으며 내 입가에는 자연스레 미소가 지어졌다. 

편지 내용에는 독도에 대해 배우면서 관심을 가지고 알게 되었다는 것과 항상 몸 조심히 

하며 독도를 잘 지켜 달라는 것이 들어 있었다. 

나도 모르게 웃음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며 문득 내가 독도 경비대가 되었을 때 아버지

의 입가도 이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깨가 가벼워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아버지, 나, 그리고 주영이를 비롯한 아이들 모두 함께 독도를 지키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날따라 바라본 밤하늘의 별은 더욱 반짝거렸으며, 달빛에 비친 독도의 모습 역시 아름

다웠다. 

나는 목에 걸린 펜던트를 한번 바라보고는 경쾌한 발걸음으로 숙소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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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

조금은 추웠던 2019년 1월 1일, 새해의 아침이었다. 공휴일이라서 

학교를 안 가니까 딱히 할 일이 없었다. 늦잠을 자고도 눈 뜨자마자 

한 일은 그저 침대에 가만히 누워 멍때리는 것뿐이었다. 이대로 가

만히 있으면 새해가 그냥 의미 없이 가버릴 게 뻔했다. 그제서야 정

신을 차리고‘새해맞이 청소라도 할 거야.’라는 생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방 청소를 시작했다. 방을 훑어보면서 평소 자기관리가 안 되는 나를 보았다. 옷

은 사방으로 널브러져 있고 책은 시험공부라는 핑계와 함께 여러 개의 거대한 탑들이 되어 

있었다. 오랫동안 모른 체한 만큼 치우는 시간도 꽤나 걸렸다.

‘다 끝났다…’뿌듯해하며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무언가 나의 시선을 이끌었다. 침대 앞 책장

에 꽂혀 있는 책 들이었다.“우리도 정리해 주세요.”하고 말하는 듯 보란 듯이 삐죽 튀어나와 있

었다. 한숨을 쉬며 정리하는데 큰 책들 사이에 오래 전부터 방치해 두었던 일기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짙은 베이지색 표지에 미키 마우스가 그려져 있는 일기장. 이 일기장은 분명 6학년이 

되는 해, 열심히 일기를 쓰겠다고 엄마한테 약속한 후에 샀던 그 일기장이었다. 3년 동안 존재 

자체를 잊고 살아온 것이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펼쳐보았으나 아니나 다를까 글자 하나 없이 

깨끗했다. 현재의 나는 이전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경험했는지 등 궁금한 게 가득했

기에 과거의 나에게 조금 섭섭했다. 순간, 순간을 편하게 살기 위해 일기를 쓰지 않고 그저 시

간이 흘러가는 것에만 의존하여 살아온 내가 이기적이라고도 생각했다.

일기장을 다시 책장에 꽂으려는 순간 머릿속에 기막힌 아이디어

가 떠올랐다.‘오늘부터 당장 일기를 쓰자, 짧게 한 줄이라도… 아

니, 단어 하나라도. 지금의 나를 궁금해할 미래의 나를 위해.’마

침 새해라서 일기 쓰기에 딱 걸맞은 날이라고 생각했다. 곧바로 일

기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주변에 굴러다니던 연필 한 자루를 손

에 쥔 다음 일기장을 펼쳤다. 그런데 막상‘2019년 1월 1일 시작’이라는 문구를 적고 나니 

괜스레 걱정이 되었다. 나를 잘 알기에 일기도 예외 없이 작심삼일이 될 게 뻔히 보였기 때문

이다. 어떻게 써야 할 지도 도통 감이 안 잡혔다. 나에게‘일기’라곤 초등학생 때 숙제로 써

본 게 전부였다. 그것도 방학 때 실컷 놀다가 개학 하루 전날이 되어서야 미친 듯이 몰아서 

적은 거라 딱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한번 툴툴거렸더니 온갖 잡생각들이 

글 : 10학년 고은별

문예부문 그만하라고 유혹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기를 경시한 나에게 변화를 주고자 스스로가 원해서 시작한 일인데 이대로 포기

할 수는 없었다. 긴 내면의 전쟁 끝에 한 장의 일기가 완성됐다. 안 하던 짓을 하니 어설픔

이 한껏 묻어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것 또한 추억이 될 것이라는 바람으로 다음 날에도, 그 

다음날에도 일기를 썼다. 그렇게 새해를 시작으로 나는 일기를 쓰게 되었다. 중학생 3학년이 

되어 수학여행을 가는 5월, 남들은 옷이나 과자 등을 우선으로 챙겼겠지만 나는 달랐다. 가

장 먼저 일기장을 어느 가방에 넣을지 고민했다. 수학여행의 추억을 일기에 담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냥 기뻤다. 한 달, 두 달 매일같이 쓰다 보니 어느새 1년이 지나고‘일기 쓰기’는 나

의 습관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나는 일기에 주로 하루 중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썼

고 없는 날에는 속상했던 일, 화났던 일 등을 기록해왔다.

꽤 긴 시간 동안 일기를 쓰고, 또 이전에 썼던 것을 다시 읽으면서 크게 두 가지 깨달은 점

이 있다. 하나는‘내가 정말 이것을 좋아서 하고 있구나.’하고 느낀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일기

의 본질이다. 일기의 절대적 매력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도록 해준다. 도덕 책에 나 

나올 법한 말이지만 나는 경험으로 말한다. 가끔 친구에 대한 욕이나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들을 적는데, 이런 내용의 일기는 특히나 나를 더 성찰하게 도와준다. 이제 나에게‘일기’란 

나의 분신이자 모든 말에 귀 기울여주는 친구이다. 그리운 때가 있으면 그날의 추억으로 나

를 데려가 주는 타임머신이기도 하다.

일기를 업신여겼던 나의 태도가 정반대로 바뀔 수 있던 것

은 두 가지 감응 덕분이다. 첫 번째는 철없었던 과거의 나한테

서 얻은 감응이다.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기에 현재의 

나는 자극을 받고 끝없이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마찬가지로 현

재의 나는‘미래의 나’에게 감응의 대상이길 바란다. 두 번째

는 제 목적으로 쓰이지 못해 외로웠던 일기장에게서 얻은 감

응이다. 일기는 나에게 자아성찰의 시간을 가지게 해주고 나는 일기에게 가치와 의미를 부여

한다. 그저 소중하다. 

좋은 내용이 아니어도 좋다. 길지 않아도 좋다. 종이 한 장과 연필만 있으면 충분하다. 

나는 오늘도 일기에 나를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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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대와 이별하기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이었다. 모처럼 할 일이 없었던 나는 한 손

에 노트북을 들고 집 근처 카페에 갔다. 카페에 들어서자 고소한 원

두 향이 내 코를 간지럽혔다. 아침을 먹지 않아 배가 고팠던 나는 베

이글과 라테를 주문했다. 주문한 음식들이 금방 나왔고, 나는 자연

스럽게 빨대와 커피 컵 홀더를 챙겨 자리에 앉았다. 라테를 마시며 노트북을 켜서 한 포털 

사이트에 접속했다. 별생각 없이 여기저기를 둘러보던 차에 한 사진이 내 눈에 들어왔다. 

한 바다거북의 사진이었는데, 어딘가 이상했다. 마치 비명을 지르기라도 하는 것처럼 온 얼

굴을 일그러뜨린 거북의 코에는 바로‘플라스틱 빨대’가 박혀있었다.

그 모습을 본 나는 즉시 입에 물고 있던 빨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어쩐지 더는 

라테를 마시고 싶지 않아졌다. 향긋하게만 느껴졌던 원두 향이 마치 피비린내처럼 역하게 

느껴졌고, 내 죄책감을 자극했다. 사실 빨대를 사용하면 입가에 음료가 묻거나 컵에 립스

틱이 묻어나는 일이 적어 지금껏 음료를 그냥 마시는 것보다는 빨대로 마시는 것을 선호하

곤 했다. 그러나 그 기사를 보고 난 후 인간의 편리가 다른 생물들에게는 생존의 위협으

로도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최근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바다로 흘러가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이 1000만 톤에 가깝다고 한다. 또 별다

른 대책이 없다면 2050년에는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진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대로 간다면 바다거북뿐만 아

니라 우리의 생존조차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편리를 위해 사용한 빨대가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하지만 희망이 없다고 속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 일회용품 

사용을 점차 줄여 나간다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한 

순간에 모든 일회용품의 사용을 중단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빨대 사용이라도 줄여보는 것은 어떨까? 그래도 꼭 빨

대를 사용해야겠다면 플라스틱 빨대 대신 시중에 나와 있는 종이 빨대나 실리 콘 빨대처

럼 대체 재료로 된 것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바다거북을 위해, 또 우

리의 미래를 위해 작은 습관부터 천천히 바꿔나가자고 다짐했다.

글 : 11학년 이하윤

문예부문

해적 통 아저씨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에게 

따돌림을 받으신 적이 있었나요? 혹은 

누군가 따돌림을 받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 

하셨나요? 저는‘방관자’라는 책을 읽

고 학교폭력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

니다. 

“학교폭력을 어디에 비유하게 되면 

사람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

게 되고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 문득 생각이 난 것

이 바로 해적 통 아저씨였습니다. 어릴 

때 가족들과 함께 놀았던 해적 통 아저씨 게임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나요? 이것은 바

로 한 사람이 한 번씩 칼을 찌르다가 특정 부분을 찌르게 되면 안에 있는 해적이 날아

가는 게임인데요. 저는“해적 통 아저씨를 바로 학교폭력의 피해자로 비유해보면 어떨

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칼을 꽂는 사람들은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해적을 학교폭력 피해자라고 생각해봅시

다. 가해자들은 하나 둘 재미로 칼을 꽂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피해자가 어

떤 육체적 정신적 상태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피해자에게 칼을 꽂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재미로 칼을 꽂을 수 있겠지만, 과연 당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

각할까요? 칼을 꽂을 자리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 칼을 꽂는 순간 해적 아저씨

는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고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일 

것입니다. 마지막 칼을 꽂는 순간 해적 아저씨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날아

가게 됩니다. 마치 피해자가 극도의 스트레스와 괴로움으로 자신도 모르게 망가져 가는 

것과 같이 말이죠. 튕겨 나간 뒤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아마 더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괴로울 것입니다. 삶을 포기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말입니다. 하지만 가해

자들은 다시 해적 아저씨를 통에 넣고 다시 칼을 꽂을 것입니다. 특정 피해자에게 다시 

글 : 10학년 박성진

문예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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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가하거나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 랜덤으로 통 아저씨가 날아가

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칼을 다 꽂기도 전에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

마다 이겨낼 힘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여러분은 칼을 꽂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하고 있습니까? 혹은 지켜만 보고 계십니

까? 여러분이 혹시 지켜보고 계신다면 어디로 튕겨 나갈지 모르고, 다 포기하고 싶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주변 사람에게 듣는 따듯한 말 한마디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뒤에서 지켜 보고만 계신다면 여러분도 똑같은 방관자, 즉 피해자나 다

름없습니다. 칼을 꽂고 계신다면 이젠 칼을 뽑아주세요. 지켜보고 계신다면 손을 내밀

어 주세요. 우리의 노력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 사람에게는 매우 값진 선물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1950’s Sexism and Racism in Advertising

Did you know that advertisements about casual sexism and racism were 

prevalent in United States in the 1950s? The first thing that I’m going to 

talk about is the representative advertisements of sexism and racism in 

those days. Next, I’ll explain about the alteration of Sexism in 1950’s and 

provided more details about a racist ad. Lastly, I will give an information 

about recreation of the sexism advertisement.

‘Show her it’s a man’s world’. This is the 

slogan of an advertisement from 1951 by a 

dress clothes company, Van Heusen. The man 

sitting on the bed looks comfortable, hand-

some, and well dressed. His arms are stretched 

behind his head to symbolize how relaxed and 

carefree he is. We can presume that the wom-

en on her knees by his bed is his loyal and de-

vout wife. She’s wearing a robe which makes 

you think she has just woken up, but her hair 

is styled very nicely and she looks attractive. 

So this man is not only living a nice and easy 

life, but he also has a beautiful wife ready to 

serve his every need. She is also placing breakfast on his lap and treating 

him like the great man the world has told him he is. The ad is truly show-

ing a man’s world and women are just there to take care of them. I’m sure 

any man seeing this would think,“Wow this tie will make me a great man 

and make the world mine.”

This advertisement is originally published in 1952 by the same dress 

clothes company, Van Heusan. In this ad, the written text tells male au-

dience,“Four out of five men want oxfords … in these new Van Heusan 

글 : 11학년 신수빈

문예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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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s.”The ad portraits five middle-aged men in a line, four white men 

wearing this company’s clothing styles, and a Black man wearing tribal 

clothing. Below each man is a description of the ties. Each white man has 

an ordinary description,“New, soft, rounded collar without stays.”But the 

only man with an alternate description is the African American man,“Ru-

mor has it that even he would gladly swap his boar’s teeth for a Van Heu-

san Oxford.”

After WWII, during the 1950s and 1960s, Wom-

en's social status had changed a lot. During the 

war, while the men were off fighting, laborers were 

needed, so the women took control of the work-

force. A problem then arose when the soldiers came 

back home. The men eventually displaced the ma-

jority of women workers, and the traditional idea 

of‘a woman’s place was in the home’gained a 

popular acceptance once the war was over. The 

brief glimpse of a higher level of freedom and earning money was cut off the 

moment the men came back to reclaim the jobs they had left behind. At this 

time, advertisements being released, imposed a sexist perspective toward 

women, mocking, stereotyping, and sexualizing. A common theme among 

these advertisements is the portrayal of women being subservient to their 

husbands. The Van Heusan ad is representative of this transformative time 

after the war, when women were forced back into the roles they had want-

ed to leave behind. If this ad were released today, there would be a debate 

of how the image is portraying women in an insignificant manner. Today, 

mass media such as the Internet and television have continued to develop, 

making it easier to express one's opinions than before, and our society has 

grown enough to embrace the movement for women's rights.

The second ad is about racism. The ad is saying that only a specific type 

of gentleman is advanced enough to wear their ties, a white man. The tar-

get audience is clearly stated in this ad: Middle aged white men with money. 

Based off of evidence in the ad, high standard clothing, smiling white men 

and the text saying“want”appealing to the audience’s need for new fash-

ion. The target audience sees an ad like 

this and becomes interested. The subtext 

has a clear meaning as it is persuading the 

audience to be unlike the outcast race of 

the second man from the bottom of the ad. 

For ethos, the ad has a big problem. The ad 

is conveying that only white men are smart 

enough to be fashionable and wear clothes from Van Heusen. The fallacy in 

Pathos is that it is conveyed negatively through convincing the audience to 

"do what everyone else is doing." Because it is telling the audience to be like 

other men who are fashionable and clean unlike the "outcast" of the situa-

tion. This is shown in advertisements by white men dressed neatly, glaring 

at other man of a different race who has no clothes. The subject of the oth-

er race is considered the "outcast" which implies to the audience that they 

shouldn't be like him. Buying Van Heusen clothes will make you fashionable 

and not an outcast.

In fact, pop culture has only recently evolved to be more mindful of things 

like sexism in ads, or perpetuating toxic gender roles. Therefore, in the 21st 

century, gender discrimination advertising in the 1950s was re-examined. 

Artist Eli Rezkallah was recently inspired to create a series called“In a 

Parallel Universe,”in which he recreates sexist ads from the Mad Men era 

by placing men in the traditional female roles. He illustrates a woman look-

ing down at the man with her arms behind her head resting on the bed. 

Beside the woman, it shows a man kneeling next to the bed and serving her 

breakfast on a tray. Eli has done a complete reversal of the gender pow-

er structure to depict men in aprons, cleaning the kitchen and crying over 

burnt dinner in a hilarious twist on the sexist advertising of the 1950s.

After comparing the two types of advertisements that represent the 1950s 

in the United States, it is notable that in first advertisement about sexism 

it shows that it is a man’s world and women are just there to take care of 

them. These shocking sexist ads became more serious after World War II, 

when demands brought great changes to the daily lives of women. When the 

soldiers came home, they were deprived of their jobs. And currently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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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sts have recreated the sexist ads by flipping the traditional role of men 

and women. The second ad about racism is saying that only whites are able 

to be fashionable and clean. These ads are ridiculous because of the era we 

live in with so many women and black people who are strong and indepen-

dent, but in the past this was completely normal and was not given a second 

thought. This shows the seriousness of sexism and racism that existed at 

the time and those who have tried to improve this discrimination should be 

appreciated.

천연필터

마스크의 착용

요즘 공기 중 미세먼지 악화와 세계보건기구“WHO”

에 따르면 건강을 해치는 가장 위험한 환경 요소로 미

세먼지를 지목하면서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

하여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또한 코로

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마스크의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

수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마스크의 공급량에는 한계가 

있고, 마스크 사재기로 인하여 현재 마스크를‘금스크’라고 부를 만큼 구하기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마스크를 재활용할 수 없을까?”부터 주위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재료로 마

스크의 기능을 대신해줄 수 있는 필터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새어 나오고 있

다. 

식물의 정화 원리

모두가 아는 사실

이지만, 숲에 있는 한 

그루의 나무는 1년에 

약 6그램 정도의 대

기 중 오염물질을 흡

착할 수 있다고 한다. 

쉽게 말해 에스프레소 커피 한 잔 정도의 미세먼지를 흡수한다. 그중에서도 탁월하게 

미세먼지 흡수에 능력이 강한 공기정화 식물의 특징을 이용한 천연 필터의 제작의 가능

성이 화제가 되고 있다. 식물의 미세먼지 흡착 원리는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공기 

정화 식물은 잎 표면에 끈적한 왁스 층이나 뒷면 털에 미세먼지가 부착되어 미세먼지를 

흡착하는 원리, 잎 뒷면의 기공 속으로 미세먼지가 흡수되어 미세먼지를 줄이는 원리, 

식물에서 발생하는 음이온에 양이온을 띤 미세먼지가 붙어 입자가 점점 커지고 무서워

지면서 낙하하는 원리, 휘발성 유기 화합 물질을 흡수하여 미세먼지 생성을 막아주는 

원리 등이 있다. 

글 : 11학년 김희원

기사부문

심리테스트
글 : 11학년 박소현



118 119

교지 공모전 2020 No. 9th 무석한국학교 교지

정화 원리를 이용한 예시

코로나19 여파로 일명‘집콕족’이 늘어나면서 홈 쿠

킹, 홈 카페, 홈인테리어 등 다양한 홈 테인 먼트가 유

행하고 있는 가운데 집에서 식물을 키우는 이른바‘홈 

가드닝’이 떠오르고 있다. 기존의 홈 가드닝은 미세먼

지로 인해 그저 공기 정화 식물에 집중돼 있던 반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식물을 키우면서 얻는‘정서적 위안’이 중요시되고 있다. 또한 천연 

세정제로 에어컨 필터를 세정하거나, 천연재료를 이용한 에어컨 필터 만들기 등 정화 원

리가 일상생활에 다양하게 접목 되어 가고 있다.

심리테스트 정답

교과서로 보는 대한민국 이미지
글 : 11학년 박소현

기사부문

현대사회는 가히 브랜드 시대라고 일컬을 수 있다. 국가 이미지의 제고가 국력의 제고

와 긴밀한 연관을 가지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에 대해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어떤 방식

으로 브랜딩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GDP 11위에 달하며 산업도 발달해 세계 경제의 주역이다. 그

러나 세계에서 보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는 특정 부분에 집중돼 있으며 편향된 경향이 있

고, 왜곡된 정보가 교과서에 실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대한민국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아픈 역사도 가지고 있는 국가이

다. 세계 교과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키워드는 크게 다음의 

키워드들로 나눌 수 있다 : 한국전쟁, 중국의 종속국, 일본의 식민지국

1. 세계 교과서에서 한국의 역사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한국전쟁에서부터 시작된다. 

한국전쟁에 관해서는 대개 세계사적인 입장에서 기술이 되고, 소련과 미국의 냉전 입장

에서 한국전쟁을 서술하며, 그에 관한 한국의 입장은 누락되는 경향이 있다. 또 한국이 

소비에트 군대에 의해 독립을 했다거나(러시아 교과서, 2014), 한국전쟁의 결과로 전쟁

에 대한 자국의 이익을 들어 긍정적으로 서술하는(미국 교과서, American Past and 

Present 2) 등, 한국의 입장을 수동적이고,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희생양 정도로 묘사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수정되어야 마땅하다. 

2. 한국의 근대 이전의 역사에 대한 교과서 수록은 흔하지 않다. 수록되어 있는 몇 

안 되는 교과서들도 한국은 대개 중국의 영향을 받은 부속국으로 묘사되며, 중국의 역

사를 서술하면서 간단히 언급되는 정도에서 끝난다. 라오스의 교과서에서는‘1446년 

한국은 중국 문자와 유사한 새로운 문자를 발명하여…’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폴란드

의 교과서에서 1817년도 세계 지도에서 중국과 한국을 같은 색으로 표시하여 마치 한

국과 중국이 한 국가인 것처럼 표기하는 등, 읽는 사람이 한국이 중국의 종속국이라고 

인식할 만한 오류들을 범하고 있다. 

3.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겪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

과서에서는 우리 민족이 국권을 잃은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당시의 국제 정세에 집중된 

서술을 하며 식민 지배 당시 강대국의 자본이 설립한 여러 인프라를 언급하고, 그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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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서술로, 근대 식민지론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의 경제 성

장이 식민 지배의 산물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 

종합 :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세계의 교과서들은 수록이 다소 한정적이라는 한계

를 담고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의 입장은 누락되거나 수

동적이게 묘사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독립을 고취하기 위해

서 진행했던 3.1운동 등의 독립운동이나 독립운동가들 등의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을 위

해 진취적이었던 모습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군‘위안부’부분에서는 정보의 정확

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추가로 대한민국이 중국의 종속국이었다는 서술은 수정되어야 하며, 한반도는 중국

의 문화권에 속하는 국가였으며 대만 교과서에서처럼 일본과 중국의 가교 역할을 했다

는 서술이 들어간다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다수의 교과서에서 동해를‘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다. 이는 국제수로기구와 

제8차 유엔 지명 표준화 회의에서 거론되었듯이, 최소한‘동해, 일본해’병기가 되어야 

한다. 동해와 독도의 명칭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교과서뿐만 아니라 지도 제작사

에서도 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함이 분명하다.

대한민국은 여러 면에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면모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은 국가들은 대한민국은 발전이 덜 된 국가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북한과의 분단

과 관련된 왜곡된 이미지도 분명히 존재한다. 

1. 세계 교과서에서 한국의 경제는 성장세를 기록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

다.‘아시아 호랑이’,‘자코타 삼각지대’등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일컫는 별칭들도 종종 보

인다. 한국은 철강과 조선, 전자제품, 특히 반도체에 있어 세계적인 강국으로 묘사가 되

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이 대개 그렇듯 한국의 경제 발전도 일본의 경제 발전 

모델을 모방한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경제 회복에 기여했던 IMF

를 알리는 것 등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아직 대한민국 국민의 63% 이상이 농민이다 (라오스 교과서)와 같은 서술을 하는 

교과서도 있다, 이는 시정되어 마땅하다.

종합 : 한국의 경제는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가진다. 경제 분야에서는 긍정적인 서술

이 대부분이지만, 타국과는 차별화된 자국만의 경제 주체성을 가지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대한민국은 유구한 역사를 지니며, 이에 따라 여러 의의 있는 문화유산들을 가지고 

있으며, 유구한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다.

1.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해 수록된 해외 교과서는 많지 않다. 간혹 한국의 문화에 대

한 내용이 수록되는 교과서도 있지만 (이스라엘 교과서의 양동 마을) 극소수이다. 또한 

서울에 대해‘중국 전통문화의 도시경관을 지닌 도시’라고 설명하는 등, 중국의 영향권

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 여럿 보인다.

종합: 한국의 문화에 대해 외국 교과서들의 수록은 대체적으로 빈약하고 첨가가 절

실하다. 특히 한류열풍이 돌고 있는 현대에 K-POP와 같은 한류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

는 것도 국가 이미지에 기여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해외 교과서에 

수록된 한국의 이미지는 아프고 수동적

이었던 역사를 가진 나라, 산업화로 경제

적 성장을 일궈낸 나라, 한류의 나라 정도

로 비친다. 이는 문체부에서 2018년에 진

행한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 조사 결과와도 

유사하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대해 긍

정적으로 보는 이미지는 K-POP 등 현대 

문화, 경제수준 등이 있으며, 부정 이미지

에는 북한의 핵문제, 국제 관계가 선두를 차지했다. 

세계 최대의 스트리밍 앱인 유튜브

에‘Korea’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하면 조

회 수가 가장 높은 영상은 차례로 한류 스

타들의 영상, 운동 경기의 영상, 그리고 

북한의 영상이다.

즉, 대한민국의 대외적 이미지는 현대 

한국 문화, 북한과의 관계가 가장 큰 부분

을 차지하며, 이는 해외 교과서에서 나타

난 한국의 이미지와 대부분 일치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교육은 어떤 나라든지 그 국가의 국민의 인식과 태도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이다. 

교육은 그 다음 세대가 받는 교육과 직접적으로 귀결되고, 교육과 인식은 유기적으로 

서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큰 임무는 해외 교

육에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긍정적인 정보만을 전달하려는 것은 외국인 입장에서 거부감이 들뿐더러, 현실과의 괴

리를 낳을 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해외 교과서의 오류를 시정하는 것에 가장 집중을 해

야 할 것이다. 특히 동해와 독도 등의 지명 상 오류, 한국 전쟁과 중국과의 관계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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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적인 서술 등을 바로잡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긴 어려우며, 해외의 민간 차원에서 잘못된 지식이라는 것을 인지

하게 만들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 습득 매체는 SNS와 같은 

인터넷 매체가 가장 주를 이룬다. 이를 활용하여, 특히 한류 아이돌이나 배우 등과의 

협업을 통해 재밌고 딱딱하지 않은 방식으로 전달한다면 효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이미

지를 교정하고, 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방탄소년단’,‘블랙

핑크’등의 한류 그룹들은 그들의 활동 속에 부채춤, 한복과 같은 한국 전통문화를 녹

여 내, 해외 사람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연구를 이끌어낸 사례가 다수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려가 필요하다. 본인

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전통과 현대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국가로 비쳤으면 한다. 본

인은 앞으로 개인 차원에서 한국의 미를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정부 차원에서 위 

내용을 숙려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 나의 미래는?

여러분들은 한번쯤 산업 혁명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1차 산업혁명에서 

시작해서 현재의 3차 산업혁명까지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다. 그

리고 곧 다가올 4차 산업 혁명은 우리가 막연히 꿈꿔왔던 무인 자동차, AI 가정부, 1인 

비행기 등 상상만 해왔던 일들이 이제 눈앞에 펼쳐질 현실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여

러분들이 꿈꾸는 미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생명과학의 발전으로 질병들이 사

라지고 무한한 삶을 사는 것, 생각만으로 주위의 모든 것들이 본인의 편의대로 변화하

는 것, 눈 깜빡할 사이에 지구 여러 곳으로 이동해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광경을 여

행하는 것, 시간과 노력을 들여 공부하는 대신에 새로운 지식들을 머릿속으로 직접 전

송하는 일들 말이다. 영화 속에서만 보던 것을 현실에서 볼 수 있다니 신기하고 재미있

어 보이지 않은가? 하지만 이러한 과학의 발달이 우리들의 인생에 장밋빛 미래만을 약

속하고 있지는 않다. 다보스 포럼‘미래고용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710만개의 일

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더 미래로 가면 더욱 많은 일자리를 AI에게 빼앗길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렇기에 향후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사를 읽고 힘을 키워보는 건 어떨까?

산업혁명이란?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전반적인 사회, 경제적 

변화와 기술의 혁신, 그리고 이에 영향을 받아 크

게 변한 인류 문명의 총체를 일컫는다. 명칭만 보면 

어떤 기계나 기술의 발명에 의한 것으로 보일 수 있

으나 경제적, 사회적 조건이 누적되면서 어떤 임계

점을 기준으로 경제, 사회가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

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해 보면, 1784년 영국에서 시작된 증기기관과 기계화로 대표되는 산업혁명(기계

화)이 1차 산업혁명, 1870년 전기를 이용한 대량생산이 본격화되는 산업혁명(전기화)이 

2차 산업혁명, 1969년 인터넷이 이끈 컴퓨터 정보화 및 자동화 생산시스템이 주도한 

글 : 10학년 이상원

기사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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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정보화)이 3차 산업 혁명이며, 마지막으로 곧 다가올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

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이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살아갈 우리. 어떤 인재가 되어야 하는가?

미래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은 이전 사회가 원하던 인재상과는 다를 것이 명백하다. 

예측해 보면 전통적인 인재상인 성실함과 이해력은 더이상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없다. 

24시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일해줄 수 있는 AI가 발달될 것이고, 이

해력 분야 역시 인간의 인지를 넘어선 AI가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인

재상이 미래에 적합한 인재상이라 할 수 있을까?

 4차 산업혁명 담론의 진원지인 다보스 포럼에서는 21세기를 살아가야하는 학생들에

게 필요한 스킬을 16가지 제시했다.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스킬을 크게 3가지인 기초소

양, 역량, 성격적 특성으로 구분한 후 기초소양에 포함된 요인으로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문해력, 사직연산을 할 수 있는 산술 능력, 과학 소양, 컴퓨터에 대한 지식을 의미

하는 ICT 소양, 금융 소양, 문화적 시민 소양 등 6가지를 제시했다. 역량에 포함된 요소

는 비판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 능력, 창의력, 소통 능력, 협업 능력 등 4가지를 제시 하

였으며, 마지막 성격적 특성 요소로는 호기심, 진취성, 지구력, 적응력, 리더십, 사회문

화적 의식 등 6가지로 제시하였다. 즉, 이와 같은 16가지 능력을 갖춘 인재가 바로 미래

에 적합한 인재상이라 할 수 있다.

‘I형 인재’보다는‘T형 인재’가 되자.

‘I형 인재’라는 뜻은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뜻하는 말로써 현

재 3차 산업에서 대우 받고 있는 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를 의미하는 인재이다. 그에 비

해‘T형 인재’란 인문학적 소양과 깊이 있는 전공지식, 팀워크, 의사소통 능력을 두루 갖

춘 인재를 뜻한다. 즉, 미래 사회에서는 자신이 특기인 한가지 전공만 가지고는 빠르게 변

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한 분야에 정통하면서 다른 2~3

개 분야에서도 준전문가 수준을 뛰어넘는F형 인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미래 추천 직업

1. 개발자(프로그래머)

미래 사회는 컴퓨터와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또한 프로그램에 따라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무

한대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자라는 직업은 미래사회에서 꼭 필요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자(프로그래머)란의도와 

목적에 따라 컴퓨터 언어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직업으로 어플(app)을 만

드는 앱 개발자,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웹 개발자, 게임을 만드는 게임 개발자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프로그램)를 개발하는 직업을 의미한다. 

2. 드론 전문가

요즘 드론의 활용도는 매우 커지고 있으며, 미래에

는 더욱 그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현재에도 군사용, 

산불 확인 및 구조자 수색용, 의료용 등 여러 가지 

용도로 드론들이 사용되고 있다. 그렇기에 드론을 전

문적으로 조종하는 조종사와 새로운 드론을 개발하

고 드론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개발자인 드론 전문가

는 매우 매력적인 직업이 될 것이다. 

3. 클라우드 아키텍쳐
클라우드는 일반적인 의미로는 cloud 즉, 안개를 

의미하는 단어이지만 IT 분야에서는 다른 의미를 가

지고 있다. 이는‘가상 서버’를 의미하며, 우리가 평

소 사용하는 네이버 클라우드에 사진 및 파일을 업

로드하고 어디서든 사용 가능한 기술을 생각하면 된

다. 클라우드 아키텍쳐란 일반적인 서버를 다루는 것

이 아니라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끔 장비를 다루고 서

버를 설치하며 클라우드에 알맞는 형태로 기존 정보를 변환시켜주는 직종을 말한다.

4. 화이트 해커
현재에 값비싼 물건을 지키는 경호원 및 경찰들이 

있다면 미래사회에서는 유용한 정보를 지키는 사람

들이 필요하다. 보통 해커라고 하면 컴퓨터 시스템 

상에서 접근이 허용되지 않은 정보를 암호를 풀고 

방화벽을 뚫거나 시스템자체를 파괴하는 해커를 떠

올리기 쉽다. 보통 이런 사람들을 크래커 혹은 블랙

해커라고 부르며, 이러한 블랙해커들을 막거나 시스

템 내의 취약점을 발견해 관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시스템을 보완하는 사람들을 화

이트 해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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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나를 여기로 이끌고 왔다

SNS의 댓글들을 읽다 보면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나를 여기로 이끌고 왔다는 댓

글들이 자주 보인다. 여기서 알고리즘의 의

미는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아이템을 추

측해 적합한 특정 항목을 제공하는 시스템

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과연 

SNS의 알고리즘은 정말 무작위로 나오는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알고리즘과 추

천 영상은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나오는 것이다.

알고리즘이 사람들에게 동영상을 추천해 주는 방법은‘협업 필터링’과‘콘텐츠 기반 

필터링’크게 이렇게 2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로는‘협업 필터링’은 나와 비슷한 행동정보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나에게 추

천해 주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비슷하다면 그것에 대한 데

이터가 많아질 것이며 추천 결과의 정확도가 높아질 것이다.‘협업 필터링’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나와 비슷한 성향의 사용자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추천해 주는‘사

용자 기반 추천’과 나의 행동정보를 분석하여 그 행동정보와 비슷한 행동정보를 추천

해 주는‘아이템 기반 추천’으로 나뉘게 된다. 이것의 대표적인 웹툰을 보게 된다면 이 

웹툰을 본 사용자가 본 또 다른 웹툰으로 적힌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협업 필터링’에는 3가지의 단점이 존재한다. 첫째,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은 아무 데이터도 없으니 아무것도 추천해 줄 수 없다. 이를‘콜드 스타트’라고 부른다. 

둘째, 알고리즘은 계산량이 비교적 많다. 그러므로 정확한 결과를 낼 수 있는 반면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는‘롱테일’이라는 사용자들의 인기가 비

교적 적은 항복들은 추천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안하기 위해‘콘텐츠 기반 필터링’이 나왔다. 이는 콘텐츠 자체를 

분석하여 추천하는 방법이다. 하지만‘콘텐츠 기반 필터링’에서도 단점은 있다.‘필터 버

블’현상이다. 인터넷 정보 제공자가 맞춤형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걸러진 정보만을 접하게 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인터넷 정보 제공자가 개인이 좋아하

글 : 11학년 박수현

기사부문 는 것 위주로 정보를 보여줘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 알고리즘을 활용

하는 대표적인 SNS인 유튜브와 넷플릭스

를 보다 집중적으로 분석으로 해보자.

유튜브가 7년 동안 조회 수 중심의 추천 

방식으로 영상을 추천하였다. 하지만 한 채널 운영자는 이를 알고 악용을 하였다. 그 

후 2012년에 유튜브는 시청 시간을 핵심으로 보고 영상을 추천하였다. 유튜브가 지금

같이 정밀한 알고리즘을 사용한 것은 2016년부터이다. 유튜브는 기존 알고리즘에 머신

러닝을 도입하며 개인화된 추천을 본격화한 것이다. 유튜브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

은‘이용자의 만족도’라고 할 수 있다. 유튜브 측에서는 상세하게 알고리즘에 대하여 상

세하게 밝힌 적은 없으나 분석 결과 조회 수, 시청 시간, 좋아요, 구독 등 다양한 데이

터가 종합적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넷플릭스는 DVD 대여를 할 때부터 알

고리즘을 구축해냈다고 알려져 있다. 2006

년에 영화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고 추천 

결과를 개선할 수 있는 알고리즘 경쟁을 벌

이게 했다. 이때 개발한 알고리즘을 지금까

지도 사용한다고 알려졌다. 넷플릭스는 유

튜브와 다르게 알고리즘 방식으로 보다 투

명하게 알리고 있다. 좋아요, 선택하는 영

상과 그렇지 않은 영상, 시청 시간대, 영상 

시청 기기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비슷한 시청 패턴인 사람들끼리 분류를 하여 영상에 

태그를 하여 머신러닝을 이용하여 알고리즘이 작동하게 된다.

현재 모든 SNS는 알고리즘 개선을 위하여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인공지능”, “이제는 검색의 시대가 아닌 추천의 시대다”라

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알고리즘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알고리즘에 대

하여 관심을 가져 보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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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 마을

작품 : 8학년 서승우

고요하고 바쁘지도 않은 낮에 사람들이 집안에서 쉬고 있어 더욱 더 고요해진 마을을 그린 그림이다. 

예술부문

날로 증가하는 평균수명, 이대로 괜찮은가?
글 : 11학년 신수빈

과학기술의 발달로 현재는‘100세 시대’라고 불릴 만큼 인간의 평균수명이 점점 늘어

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 즉 고령화 문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

두되고 있다. 고령화란‘한 나라의 인구분포에서 전체 인구에 고령인구(65세 이상)가 상

대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고령화 문제로 인한 노인 역할의 상실, 노인학대, 

독거노인 등의 사회적 문제와 노인 부양 부담, 경제성장의 둔화 등 경제적 문제는 시간

이 흐를수록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직

면하고 있는 인구문제이자 인류 최대의 과제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노인문제가 더욱 다양해지고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UN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도 2000년에 65세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7%에 이르러 고령

화 사회에 들어섰다. 여기서 한국과 중국은 고령화 문제에 있어서 몇 가지 공통점과 차

이점이 보인다. 먼저 공통점으로 한·중 양국은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노인인

구 수와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에 유소년 인구와 생산 가능인구의 수와 비중은 감소하

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의 노인 부양비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양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국 고령화가 뚜렷한 지

역 차이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중국 동부지역

의 고령화 문제는 중·서부 지역보다 심각하게 일어난

다. 또,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도 발생하고 있는데 도

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2005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농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고령화 정도의 차이가 점점 커졌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중국의 고령화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기 전에 고령화가 먼저 보이는“미부선로(未富先老)”의 특징을 보인다. 

현재 한·중 양국은 고령화의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노인 

역할의 상실문제, 노인학대 문제, 독거노인문제가 대표적이다. 한국과 중국의 역할 상실 

문제는 노인이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약화되어 퇴직 이후에 사회적인 직업 역할을 상실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세대 간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의 차이 때문에 노인은 심

리적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심지어 이런 고독감과 소외감은 노인 자살 문제

기사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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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일으킬 수 있다. 양국은 보편적으로 남성 자살률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

고 특히 중국 농촌의 자살률은 한국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문제의 경우 중국이 한국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국 노인

학대 발생률이 아시아 최고라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사회문제로 

주목하기 시작한 반면 중국의 경우 최근 몇 년부터 노인학대 문제를 중시하게 되었다. 

또한 중국은 노인학대에 관한 법률 제도가 매우 미비한 상태이다. 중국은 특수 국정 때

문에 동부는 적고 서부는 많다는“동소서다(東少西多)”라는 특성과 농촌은 증가하고 

도시는 감소하는“향증시감(乡增市减)”이라는 분포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 현재 고령화 문제와 같이 독거노인 문제도 급부상

하고 있다. 양국 모두 2005년부터 60대 이상 독거노인

(노인 1인 가구)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1인 가구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소가족

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경우“공소(空巢)”노인 현상은 심각한 사회 문

제로 주목을 받고 있다.“공소(空巢)”란 빈 둥지라는 뜻으로 자녀가‘둥지’인 집을 떠라 

노인이 홀로 남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고령화 문제는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양 부담 문제, 경제성장의 둔화 문

제와 같은 경제적 문제도 초래한다. 고령화로 인하여 한·중 양국의 유소년 부양비는 감

소하는 반면에 노인 부양비가 증가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2015년부터 유소년 부양

비는 하폭 둔화될 것이고 노인 부양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경우 

2050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2015년보다 조금(1.9%)만 증가하는 반면에 노인 부양비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고령화 문제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기도 하였다. 한·중 양국의 생산 가능인구가 감

소하여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소비 위축, 저축 위축, 투자 감소에 대한 우

려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2015년 중국의 저축률이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중

국 노인의 잠재 소비시장이 매년 3000억 위안 이상인 것으로 예측되어 아직 우려할 만

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고령화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

제이므로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노력이 종합적으

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묘성인(喵星人)’과‘왕성인(汪星人)’

최근 몇 년 동안, 고양이와 개는 중국 애완동물의 절대적인 주력이 되었고 애완동물

을 키우는 나이도 더 젊어졌다. 이와 동시에 개와 고양이는‘묘성인（喵星人）’과‘왕성인

（汪星人）’이라는 새로운 호칭을 갖게 되었다.

중국인의 마음속에서 애완동물은 더 이상 

관상용이나 실용성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예

부터 강아지는 충성스럽고, 고양이는 애교를 

부려, 사람들에게 가장 친근한 동물로 인식

되었다. 더군다나 고양이와 개는 소비문화에

서 더 쉽게 포장되어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양대 전자상

거래인 천묘(天猫)와 경동(京東)은 각각 고양이와 개를 회사의 이미지 모델로 내세우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애완동물은 중국어로 총우(宠物)라고 한다.‘총(宠)’자는 갑골문에서도 발견되었다. 

갑골문자에서‘총(宠)’자는 집 한 채와 입이 큰 구렁이(龙은 蛇를 나타낸다) 한 마리의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집에 구렁이를 기르고 있음을 나타낸 글자이다. 옛날 중국 

사람들은 집에서 기르는 뱀은 상서로운 기운과 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다. 시대가 

흐름에 따라‘총(宠)’이라는 글자의 본래의 뜻은 아프고, 관심 있고, 사랑 이라는 뜻으

로 변천하게 되었다. 글자의 어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인들은 宠物(애완동물)에 대

해 "매우 사랑하고 보호하며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중국인과 애완동물의 역사는 오래되었으며 그 종류도 다양하다. 춘추시대의 위의 공

은 미련할 정도로 두루미를 좋아했다고 한다. 또 서예의 대가 왕희지는 거위의 걸음걸

이에서 서예 운필의 최고 경지를 깨달았다고 전해진다.

고대 중국인들은 보통 두 가지 이유에서 애완동물을 길렀다. 그 하나는 실용성이다. 

개와 고양이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예기(礼记)에 "迎猫为田鼠’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들쥐를 위해 고양이를 맞이한다’는 의미이다. 신중국 시대에 쥐는“四害之

一 ”로 생활에 큰 해를 끼쳤는데 고양이의 실용성이 부각되는 내용이다. 또 다른 이유

는 관상이다. 고대에는 어떤 애완동물을 기르는지에 따라 당시의 신분과 품위가 결정되

글 : 11학년 박소현

기사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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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명 대의 생활 지침서인‘장품지《藏品志》’에는 고양이와 개를 키우는 것을 우아

한 취미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소수품종의 개와 고양이는 특권층만 키울 수 있었

다. 예를 들어, 경파견(京巴犬)은 황제의 친족이나 귀족과 조정대신에게 상을 주기 위해 

궁중에서만 번식을 허용해 왔다고 한다.

요즘 인터넷의 발달로 개와 고양이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인터넷 상에서 고

양이네 관련된 이야기는 압도적으로 많다. 인터넷에는 云吸猫라는 명사(자신은 고양이

를 키우지 않아 인터넷으로 고양이를 보며 좋아한다는 뜻)가 탄생하기도 하면서 중국인

의 개와 고양이에 대한 사랑이 명실상부하게 되었다. 사실, 시대를 막론하고 애완동물

은 모두 인간의 감정투과의 대상이다. 애완동물이라는 이름보다 반려동물이라는 부르

는 것이 익숙해 진 것만 보더라도 고양이와 개는 인간 가족의 또 다른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반려동물 문화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의 생활 속에서 중국인들의 

마음 속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본교육제도의 실현 가능성에 관한 고찰
-플랫폼의 성장을 중심으로-

1. 플랫폼의 개념과 역할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더 이상 기존의 

비즈니스 운영 방식으로는 경쟁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

한 과정에서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이‘플랫폼’을 

강점으로 두고 절대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이에 대한 관

심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플랫폼’은 기차를 탈 때 

승하차 지점인‘정거장’에서 유래된 개념이다. 각자가 내

린 정의는 조금씩 다르지만, 특정 장치나 시스템 등에서 이를 구성하는 기초가 되는 틀 

또는 골격을 지칭하는 말로 폭넓게 쓰이고 있다. 실제 정거장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

해가 쉽다.

기본적으로는 이동하는 승객을 운송하는 정착점이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이 몰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다양한 상점이나 광고들이 즐비하여 부가적인 비즈니스 모델로서 수

익을 창출한다. 즉, 다시 말해서, 플랫폼이란 공급자와 수요자 등 복수 그룹이 참여해 

각 그룹이 얻고자 하는 가치를 공정한 거래를 통해 교환할 수 있도록 구축된 환경이다. 

플랫폼 참여자들의 연결과 상호작용을 통해 진화하며,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와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상생의 생태계인 것이다. 

플랫폼의 긍정적인 역할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레버리지 효과를 가장 먼저 소개

해보겠다. 이는 소위‘지렛대’효과로, 기업의 효율성을 높여 상품의 다양화를 실현 가

능하게 만들어준다. 예를 들어, 애플 앱스토어는 개발자 모두가 매달려야 57개월만에 

완성할 수 있는 앱의 개수를 5년만에 외부 개발자에게 개방함으로써 인프라를 채워냈

다. 둘째로, 수요자와 공급자의 공통의 목표를 연결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방대한 정보로부터 원하는 것을 찾고자 하는 사용자와 그들로부터 목표 집단

을 선별하려는 광고주들을 연결하는 구글은 검색 플랫폼을 개발했으며, 온라인상에서 

지인들과 편리하게 소통하려고 하는 사용자들과 이들에게 광고하거나 앱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연결하는 페이스북은 SNS 플랫폼을 개발했다. 셋째로, 소비자에게 맞

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편리하다. 넷째는, 동등한 전략적 경쟁을 펼친다는 것이다. 플

랫폼의 규모는 성공 정도에 따라 급격히 변화하기 때문에 자본력이나 네임밸류가 아닌 

글 : 11학년 윤혜린

기사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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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전략이나 규칙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즉, 다시 말해서, 비즈니스 모델로서 활용이 다양하다는 점이 산업의 융복합화의 실

현과 함께 이어져 플랫폼을 현대 핵심 전략인 다품종 소량 생산의 역할로서 활용하고

자 하는 기업들이 많아졌고, 실제 성공한 기업 사례들을 보며, 이 사업에 가치를 인정

하고 뛰어들고자 하는 층이 늘어나게 되었다. 

2. 기본교육제도의 등장

기본교육제도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소득 분배 제도인 기

본 소득제도의 이름에서 파생된 단어로, 위 논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하게 된 용어

이다. 즉, 기본교육제도는, 모든 국민 더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최소 교육자원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교육 제공 제도인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격차가 일어나고, 

의무교육이 실행되고는 있지만 교육 정도는 자본력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모든 사람들이 제공받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정보통신기

술이 발전하고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점차 구축되고 있는 현실상을 반영하여, 모든 사

람들에게 평등히 교육받을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대한 연구

와 주장이 이어져오고 있다.

기본교육제도는 기본적으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플랫폼의 융복합화와 

정보전달의 속도, 자율성이라는 장점들을 이용하여 하나의 교육자원이 모든 사람들에

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생활비 지원이나 의무교육화, 등의 제도보다 훨

씬 직접적이고 효율적으로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3. 정부의 역할-인터페이스 구축

정의된 플랫폼과 기본교육제도를 어떻게 연결 

지어 제공할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설을 세워

보았다. 먼저 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플랫폼을 생

성하는 것이다. 플랫폼을 기본적으로 형체가 없

이, 한 영역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의‘만남’

을‘주선’하는 창구라고 볼 수 있다. 외부개발자

에게 앱을 개방하고, 내부에서 앱을 거의 제작

하지 않은 애플의 앱스토어와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교육기회를 제공할 시스템을 제작해 외부에 노출시키고, 이 플랫폼에 

접속한 교육제공자와 수요자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현재 활용되고 있

는‘EBS’를 예로 들어 보겠다. 사교육비 삭감과 평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 서비스를 제

공하는 EBS는 기본교육제도의 초기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서비스의 중심이 되어 플랫폼을 직접 운영한다는 점과, 서비스 

제작이 재능기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의 교육 제도에 맞춘 서비

스만 제공된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최종적인 기본교육제도와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 번 플랫폼의 역할을 명시하자면, 비즈니스 모델의 다양

화, 산업의 융복합화, 그리고 다상품 소량생산을 원칙이자 장점으로 한다. 즉, 공급자와 

수요자의 니즈가 맞아 서로의 이익 창출을 위해 서비스를 생성하고 소비하며, 이 과정

에서 중간 연결자에게도 이익이 창출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EBS는 공급자의 이

익을 고려하지 않으며, 소비자와 상호적으로 만들어낸 니즈가 아닌 일방적으로 제공하

는 서비스를 소비자가 선택하여 이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플랫폼 인터페이스는 공급자의 자발적인 참여 및 수익 창출을 보장해야 하고, 

이 서비스가 모든 수요자의 니즈에 들어맞아 기본교육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상품을 다양화 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먼저 공급자의 참여를 위해 정부가 제공

해야 할 요소들에 대해 생각해 보자. 효과적으로 기본교육 시스템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급자들의 니즈에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플랫폼의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아니면 공급자들의 편의에 맞게 전략이 변질되거나 완

전히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이 논문에서는‘다양한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교육인프라 

제공’으로 설정해보겠다. 결과적으로 교육 서비스 제공을 사업

으로 하는 공급자가 흥미를 보일 것이다. 그들의 상품 범위에 들

어오는 인프라가 정해지면, 이제 다음은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자의 입장에서 수익 창출이 기본으로 수

행되지 않으면 사업으로 진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

어 애플, 타오바오 두 플랫폼을 통해 공급자의 수익 창출 수단을 고려해보자. 애플의 

앱스토어의 경우 가장 주요한 것은 기업의 노출과 홍보다. 애플 사용자들에게 자신들이 

제작한 앱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앱스토어는 

신규 앱을 소개하는 칸은 홈의 윗부분에 두었다. 두번째로는 공급자들의 제공 인프라

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 것이다. 앱을 다운 받은 후 앱 사용에 관해 애플이 권한을 두지 

않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타오바오도 신규 상품이나 선호도에 맞는 관련 상품을 홍보하

는 커리큘럼을 이용해 공급자의 상품을 노출시키고, 이를 소비자가 구매하고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이를 기본교육 제공 시스템에 적용시켜 보자면, 첫

번째 단계는 제공자의 서비스를 노출시키는 것이다.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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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히 실현할 수 있다. 두번째로 시스템 제공에 있어서 주체는 공급자인 것이다. 이 서비

스에 대한 권한을 정부에 두지 않는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중간 연결망인 정부의 이익 창출에 대해서다. 비즈니스 모델로

서의 플랫폼은 연결자도 이익이 생겨야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제도에 대한 시스템이라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내버려두기’전략도 효과가 있다는 입

장이다. 즉, 연결자가 시스템에 대한 이익을 챙기지 않는 것이다. 플랫폼을 공급자와 수

요자만의 상호작용 그 자체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에는 시스템 운영의 이유

가 존재한다. 먼저, 국민의 기본교육을 보장하는 제도 자체로서의 가치와, 정부의 국민 

보장 활동을 증명할 수 있다는 데에 정부의 이미지와, 국민의 지지율을 높일 수 있다는 

매리트가 존재하게 된다. 

4. 기본교육화의 전제, 평등한 기회

이제 공급자의 참여와 정부의 운영을 통해 기본교육제도의 제공 시스템이 제작되었

다. 이제 진정한 플랫폼의 운영을 위해 수요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아니면 기

본교육의 정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EBS’를 예로 들어보자면, 한국의 입시 제도에 

맞춰, 혹은 학교 교육 과정에 맞춘 강의는 존재하지만, 그 밖에 배움을 실천하기 위한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는 인프라이다. 즉, 사용 연령대가 한정되어 있고, 과목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상품 다양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모든 교육 자원

을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기란 불가능이다. 따라서 기본교육에 맞는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며, 이 기준이 소수 집단의 국민을 소외시키지 않아야 한다. 기본소득의 원칙에 빗대

어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예를 들어, 기본교육의 기준이‘한글 마스터’라면, 모든 국

민이 한글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라면 먼저 

제공자에 제한을 두면 안되고, 사용 시간에 대한 제한도 있어서는 안되며, 접속 매체를 

최대한 다양하게 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에게 시스템을 노출

시켜야 하고, 접속자를 확인하고 이용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인프라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이 정립되고 제대로 운영이 되고 나면, 점차 기준을 넓혀 더 많은 범주의 

인프라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교육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러한 평등한 기회 제공이 가능한 이유는 인터넷이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이다.‘한글 마스터’라는 동일한 예로 살펴보면, 오프라인 강사를 이용해 모든 국

민에게 제약 없이 교육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플랫폼 활용이 필수적이

며, 이를 더욱 연구 개발하면, 한 정부에서 국민에게 제공하는 인프라가 아닌, 국제단위

로 인프라를 제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예

를 들어, 정부가 연결자가 되어‘한국인의 한글 마스터’가 지금까지의 기본교육제도에 

대한 가설이었다면, 국제 연합 기구에서‘전 세계인의 한글 마스터’를 기준으로 플랫폼

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 세계인의 교육 수준을 획일화하고, 문화나 지리

적인 한계점을 극복하고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서 의의가 있다. 

5. 온라인 강의를 통해 엿본 기본교육제도의 실현 가능성

 이러한 완전한 평등 교육 실현은 먼 

얘기만은 아니다. 실제로‘코로나19’사

태를 겪으며 각 국가가 전국 단위의 교

육 자료 제공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점

점 어린 세대일수록 온라인 강의나, 온

라인 교육이 어색하지 않은 현실로 받

아들여질 것이다. 처음에 시스템 구축

이나 유지가 힘들어 보완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였고, 생방송이 아닌 녹화방송

을 진행되며 더 상황이 나아진 경우도 있다. 결국, 궁극적으로 내리는 결론은, 기본교

육제도를 실현할 수 있다는 어느 정도의 가늠이 국가단위로 생겼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아직 그 효과와 오프라인 교육과의 비교가 진행되고 있고, 집중력이나 피로도에 관해서 

우려가 되는 입장도 있지만, 기본교육제도는 오프라인 교육 대체 시스템이 아닌 교육자

원 평등을 위해 보완적으로 제공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 진행 과정에 효율

성과 실현 가능성만 보고 긍정적인 주장을 취할 수 있다. 앞서 세운 가설처럼 플랫폼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나 공급 인프라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간단하지는 않고, 사회의 

이해도나 교육 수준, 제공 매체 등을 고려해 선정되어야겠지만, 기술의 발전과 운영 절

차가 어느 정도 정립된 사회 현실에서 곧 실현 가능한 제도라고 생각된다고 위 논문을 

결론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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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전기차의 시대가 온다

정부가 2025년까지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 차 133만 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전기차는 휘발유 

차와 달리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

이어서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다. 유럽의 전기차 시장도 2019년에 43% 증가하였고 우리나라도 국

내 등록차량 기준 20대 중의 1대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장하고 있

는 전기차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고 대중화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전기차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

점은 첫째, 친환경적이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

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휘발유, 경유 등의 화석연료는 환경 및 

대기오염을 발생시킬 뿐 만 아니라 언젠가 고갈될 자원이다. 현

재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이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남용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파괴가 원인 

중 하나라고 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렇다면 환경오염을 줄이는 전기차야말로 미래세

대를 위한 탁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전기차는 유지비가 적게 든다. 전기차는 연료비가 저렴하여 디젤차 연료비의 절반 이하밖

에 들지 않는다. 또한 엔진과 변속기가 없기 때문에 오일 교체와 정비 등을 위한 비용을 쓸 필요

가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의 자동차세와 취ㆍ등록세가 매우 저렴하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등도 50% 할인 받을 수 있다.

셋째, 전기차는 승차감이 좋다. 전기차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진동과 소음이 적고 실내가 조용

하여 오래 차를 타도 피로감이 적다. 이처럼 전기차는 장점이 많지만 반면 아직도 대중화의 발목

을 잡는 단점들도 여러 가지가 있다.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은 첫째,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다. 일반 자동차가 

주유하는데 5분 정도 걸리는 것에 비해 전기차는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1시간 이상이 걸린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충전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몰리는 경우 충전하는 데만 몇 

시간씩 걸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둘째, 전기차는 구입 비용과 수리 비용이 비싸다. 전기차는 배터리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구

입 시 비용이 많이 들고, 배터리 부분이 손상될 경우 이 또한 수리 비용이 아주 많이 든다.

셋째, 전기차는 장거리 주행과 겨울철 운전이 불안하다. 전기차는 속도를 내거나 장거리 운전 

시 배터리의 사용량이 크게 올라가 배터리의 잔량이 급속히 줄어들며 날씨가 추워질 경우 배터리

글 : 10학년 윤지훈

기사부문 의 성능이 크게 저하된다. 또한 아주 추운 날씨에는 히터를 작동시키기 위해 많은 전력이 소모되

므로 추운 겨울날 고속도로 주행을 하게 된다면 운전자는 배터리의 잔여 사용량을 계속 확인하

며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전기차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단점을 대체할 만큼의 장점과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세계 각국은 전기차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배터리 기술이 세계 최대 전

기차 시장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유럽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 역시 정부의 대대적인 지

원으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하면 전기차를 발전시키고 대

중화를 시킬 수 있을까?

전기차를 대중화 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충전소 등 관련 인프

라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주유소에 주유기가 있는 만큼 전

기차 충전기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전기차 구매자들을 위해 

가정용 충전기를 설치를 지원하고 전기 사용료를 경감해 주거나 

일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높은 전기 사용료

를 감당할 수 없어 전기차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둘째, 가격대와 주행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내연기관차 수준에 이를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기차에 사용하는 배터리의 원가 절감과 성능을 높여야 한다. 지난달 테슬라 최

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배터리 가격을 지금보다 56% 낮출 수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배터

리 생산 계획 등은 없었다. 만일 현재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우리나라 LG화학이 테슬라와의 협

업을 통해 배터리의 성능을 높이고 대량으로 생산을 할 수 있다면 국내 전기자동차 시장이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 중국이 전 세계 전기자동차 판매량의 절반이

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십 년 이상 전기차 개발과 시범운영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고 전기

차 구매 시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중국은 

2020년까지 완성차 업체들이 판매량의 12%는 반드시 전기차로 팔도록 의무화 한다고 하는데 우

리나라도 지금처럼 세금을 감면해주고 보조금을 지급하며 유지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전기차 수요를 늘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내 연구진이 최근 전력반도체 핵심기술을 내놨다고 발표하였다. 전기차의 효율적 전력운용

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부품이라고 한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전기차 사업에 보조금을 

대거 투입하고 배터리시장을 점유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기술 개발은 

우리나라가 전기차 시장을 선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연구진

이 함께 투자와 기술 개발에 힘쓰고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현명한 소비자들이 힘을 합친다

면 우리나라에서의 전기차 대중화는 머지않아 이루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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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 쓴 여자의 초상

작품 : 8학년 박서현

오랫동안 안전을 위해서 멀리 떠나서 여행하지 못하여서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나 또한 여행을 떠나지 못해서 떠
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고  자유, 활기찬 사람들, 설렘, 전혀 새로운 장소에서 느끼는 소속감 등 여행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러한 감정들에 대한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사한 화관을 쓴 채 축제를 즐기는 소녀를 그림으로써, 그 
속에 설렘, 활력, 새로운 사람, 장소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자유로움을 표현해 내고 싶었고, 이 그림을 그림으로써 자유롭고 활
기찬 여행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예술부문

누가 내 지갑을 훔쳤는가!

<소피>

큰일 났어요! 학교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어요! 제 

지갑이 없어졌다고요. 안에 현금도 있고, 중요한 카드

도 있어서 꼭 찾아야 해요. 오늘 아침에 등교할 때부터 

줄곧 가방 안에 있었어요. 저는 꺼낸 적이 없는데 점심

시간에 도서관에 가려고 보니 지갑이 온데간데없이 사

라져있었어요! 범인을 찾아주세요!

2020년 11월 1일, 알파고등학교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 소피가 자신의 지갑이 사

라졌다고 신고를 한 것이다. 당일 오전 학교 밖을 나가거나, 중간에 들어온 외부인은 없

었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수사망을 좁혔다. 그리고 소피의 증언을 토

대로, 용의자를 추려보았는데,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 

<반장, 에밀리>

나는 아니야, 정말. 난 점심시간 전까지 계속 반에 있

었어. 문 밖을 나간 적이 없다고. 내가 훔쳤다면, 누군

가가 봤을 거야. 그리고 점심시간에 나는 회의가 있어서 

바빴어. 밥도 못 먹으러 갔다고. 난 계속 회의실에 있었

어. 옆반 반장한테 물어봐! 나는 정말 아니야. 

<미나>

난 소피의 가장 친한 친구야. 소피가 지갑 때문에 많

이 속상해하고 있어. 나도 짜증 나더라. 대체 누가 범인

인 거야? 뭐? 내가 훔친 거 아니냐고? 어떻게 나를 의심

해? 나는 하루 종일 소피랑 같이 있다가 점심시간 전에

는 머리가 아파서 보건실에 갔어. 끝나고 소피랑 도서관

에서 만나기로 해서 기다리다가 나도 이 소식을 들었어.

글 : 11학년 윤혜린

쉬어가는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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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안녕, 나는 에밀리, 소피와 같은 반 친구이자 도서관 

사서 일을 돕고 있어. 맞아, 오늘 소피가 책 빌리러 온다

고 했었는데 안 왔어. 뭐? 지갑을 잃어버려서 못 온 거라

고? 그거 큰일인걸. 반에서 이상한 점은 없었어. 뭐? 나

를 의심한다고? 말도 안 돼. 난 범인이 아니야. 지갑을 

잃어버린 것도 지금 알았는걸?

이 중에는 범인, 단 한 사람만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 과연, 지갑을 훔친 범인은 누구

일까?

상하이 디즈니랜드 VS 홍콩 디즈니랜드

중국에서의 명절 보내기

내가 생각하는 명절의 모습은 모든 가족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중국에 온 이후, 명절 기

간 동안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부모님과 나는 한국

에 있는 가족들을 못 만나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명절을 보다 특별하게 보내기 위해 

계획한 것이 있다. 바로 설날, 중국에서는 춘절(春节) 연휴 때마다 디즈니랜드에 방문하

는 것이다. 

2020년 춘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 내에서 혼란과 적막이 맴돌았다. 하

지만 이전의 중국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거나 그리웠던 가족을 보기 위

해 고향으로 내려가는 인구들로 북적거렸다. 그래서 춘절만 되면 중국 곳곳에서 새해에 

대한 중국인들의 기대감과 가족들과의 재회를 통한 중국인들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

다. 내가 방문했었던 상하이 디즈니랜드와 홍콩 디즈니랜드 또한 중국인들의 설렘과 행

복으로 가득 찬 곳이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 

2018년, 나는 생애 처음으로 디즈니랜드

에 방문하게 되었다. 비교적 내가 사는 쑤저

우와 가까운 상하이로 가족들과 여행을 떠

나게 된 것이다. 그때 당시 상하이 디즈니랜

드는 개업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곳이었

다. 그래서 그런지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방

문한 중국인들과 나는 새로운 시설과 새로

운 체험에 대한 기대감과 흥분으로 들떠 있

는 듯 했다. 심지어 내가 방문했을 때의 디즈니랜드는 중국 춘절 연휴였기 때문에 더욱 

사람들이 많았을 뿐더러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탓에 중국인들이 아주 많이 찾아오

는 핫플레이스였다. 

우리 가족은 가장 먼저 상하이 디즈니랜드에만 있는 놀이기구인 트론(TRON)을 타기

글 : 10학년 이승연

평론부문

<정답>
정답은 소피. 단서는 용의자 세 명의 진술에 있다. 같은 반인 에밀리와 존은 반에서의 

알리바이를, 사서인 존과 미나는 도서관에서의 알리바이를 증명해 줄 수 있다. 즉, 이 중
에서 단 한 명이 거짓을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두 번째 단서는 마지막 한마디에 있
다.‘이중 단 한 명, 즉 범인만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 용의자 세명은 서로가 서로를 입
증해 주고 있으므로 단 한 명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모순이다. 따라서 거짓을 말하고 있
는 사람은 의뢰자, 소피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용의자 중 한 명이 아닌, 전체에서 한 명이 거짓을 말한다고 서술한 것을 캐치해 내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지갑을 훔친 사람 따위는 없고, 자작극을 펼친 뒤 사례금을 받
으려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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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했다. 트론은 쉐보레와 디즈니의 공동 투자로 

완성된 시속 104km의 롤러코스터인만큼 아주 인

기가 많은 놀이 기구였다. 그래서 트론 탑승장 주

위에는 트론을 타기 위해 대기하는 사람들로 붐볐

다. 하지만 외부에만 있을 것 같았던 긴 줄은 트

론 탑승장 내부까지 이어져 있어서 우리 가족은 

약 4시간을 기다리고나서야 트론을 탈 수 있었다. 

그래도 이 대기 시간 동안 트론에 탑승한 사람들이 실내와 야외를 오가며 함성을 지르

는 덕분에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조마조마하게 차례를 기다릴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트론 탑승장 내부에 들어가서는 화려한 조명과 시설때문에 SF영화에 버금 갈 정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대기 시간 동안의 지루함을 견뎌낼 수 있었다. 그렇지만 트론

은 4시간을 기다린 내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래도 한국 롯데월드의 아틀란티스와 

같은 롤러코스터가 가지고 있는 의자의 안정감과는 달리 트론은 오토바이 구조로 되어

있어 양 옆으로, 앞 뒤로 몸이 움직이는 스릴감을 준 색다른 롤러코스터였다. 또한 트

론은 상하이 디즈니랜드의 시그니처 놀이기구이기 때문에 상하이 디즈니랜드에 가게 된

다면 꼭 한번 타 보기를 추천한다. 

이후, 트론의 대기시간에 지친 우리 가족은 더 이상 다른 놀

이기구를 오랫동안 기다릴 여력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놀이기구를 타지 않는 대신에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천천히 둘

러보기로 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관광하면서 수많은 디즈

니 스토어와 다양한 퍼레이드를 구경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도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백설공주의 성이었다. 백설공주의 성

이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건축물인 만큼 현대적이었으며, 규모

가 크기 때문에 화려함의 아우라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디즈니랜드 곳곳에서 백설공

주의 성과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사진을 찍을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추억으로 남

아있다.

홍콩 디즈니랜드

2019년, 우리 가족은 디즈니랜드 전용 라인 열차를 타고 

홍콩 디즈니랜드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 열차가 디즈니랜

드 전용 라인인 만큼 열차 곳곳에서 미키마우스의 실루엣

을 하고 있는 손잡이와 아기자기한 디즈니 캐릭터들의 조

각상들을 볼 수 있었다. 우리 가족이 홍콩 디즈니랜드

에 간 시기가 춘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하이 디즈니

랜드보다 한적 했으며, 놀이기구의 회전율도 빨라 비교

적 많은 놀이기구들을 이용할 수 있었다.

홍콩 디즈니랜드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문을 연 디

즈니랜드이며, 일곱 개의 테마구역으로 나눠져 있다는 

특징이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테마 구역은 투모로우랜드(Tomorrowland)

와 토이스토리 랜드(Toy Story Land)였다. 우선 투모로우랜드는 2017년에 문을 연 테

마구역으로 현대적인 4D 놀이기구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다. 그 중에서도 전 세계 디즈

니랜드 최초로 도입된 아이언맨 익스피리언스를 탑승해보았

는데 VR을 통해서 운영되는 놀이기구라서 그런지 탑승 이후 

조금의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렇지만 홍콩에 있는 악당을 물

리치기 위해 아이언맨과 함께 투쟁하는 이 놀이기구의 내용 

이 새로웠으며, VR을 통해 생동감이 넘치는 가상 현실을 체

험해 볼 수 있어서 기억에 남는 놀이 기구였다. 다음으로 토

이스토리 랜드(Toy Story Land)에는 정말 다양하고, 재미

있는 놀이기구들이 모여있었다. 그 중에서도 RC레이서는 바

이킹과 비슷한 놀이 기구로 양 끝을 왔다 갔다 하며 꼭대기

에서는 수직에 다다르는 높이까지 올라가는 놀이기구였다. RC 레이서는 120c비교적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놀이기구였으며, 중국에서 경험 한 놀이기구 중 

가장 스릴 있는 놀이기구였다. 또한 이 놀이기구가 꼭대기에 도달하면 아래 펼쳐지는 토

이 스토리 랜드의 전경을 한 눈에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흥미롭게 느껴졌던 것 같

다. 더욱이 RC 레이서를 탑승하기 전에 30분 이내로 대기시간이 소요되어서 2번이나 

이용했던 기억이 있다.

이 외에도 홍콩 디즈니랜드에서도 많은 퍼레이드와 디

즈니 스토어를 구경할 수 있었다. 또한 홍콩 디즈니랜드

의‘잠자는 숲 속의 미녀 성’은 정말로 공주가 잠들어 있

는 듯한 신비로움을 뿜어냈으며, 7개의 테마 구역 중앙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테마 구역을 이동하면서 자주 목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갔던 시기에 이 성의 일부가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성을 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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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디즈니랜드 방문 이후 알게 된 것

첫 번째, 패스트 트랙을 이용하여 놀이기구의 대

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패스

트 트랙은 예약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전 조

사를 통해 미리 타고 싶은 놀이기구를 생각해두고, 

디즈니 랜드에 방문하여 재빨리 예매해야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내가 방문했던 상하이 디즈니랜드의 

경우 아침 일찍 입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패스

트 트랙이 없었지만 홍콩 디즈니랜드의 경우에는 비교적 대기 시간이 짧아서 굳이 패스

트 트랙을 이용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 트랙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디즈니랜드를 보다 효율적으로 즐길 수 있는 팁이라고 생각된다.

두 번째, 돈을 많이 챙겨가야 한다. 디즈니랜드에는 많

은 디즈니 스토어가 있는데 비교적 값이 좀 나가는 상품 

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매욕을 자극시키는 귀엽고 아기

자기한 제품들이 많았다. 또한 디즈니랜드를 열심히 관광

하다 보면 출출해지기 마련인데 이때 디즈니 캐릭터의 모

습이 담겨있거나 디즈니랜드의 특색을 살린 음식을 먹어

봐야 되기 때문에 돈을 소비하게 된다.

세 번째로, 홍콩 디즈니랜드에서 디즈니랜드 전용 라인 

열차를 타기 위해서는 옥스퍼드 카드가 필요하다. 옥스퍼드 카드는 홍콩 공공 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한국의 교통카드와 비슷한 것이다. 하지만 홍콩은 공공 수

단에 따라 일회용 교통카드를 만들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홍콩을 여행하기 위해선 

옥스퍼드 카드가 꼭 필요하다. 또한 이 카드는 미리 예약해 두면 쉽게 공항에서 수령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홍콩 여행을 가기 전 미리 준비해 둬야 한다.

상하이 디즈니랜드 VS 홍콩 디즈니랜드

상하이 디즈니랜드와 홍콩 디즈니랜드의 공

통점은 정말 많은 볼거리와 재미있는 놀이기구

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하이 디즈니

랜드와 홍콩 디즈니랜드는 규모 면에서 큰 차이

가 난다. 먼저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규모가 매우 

커서 전부 다 둘러보기에 벅찰 정도지만, 비교

적 인생 샷을 남길 곳이나 디즈니랜드의 감성을 느껴볼 수 있는 곳이 많다는 장점을 가

지고 있었다. 반면에 홍콩 디즈니랜드는 규모는 작지만 디즈니랜드 곳곳을 자세히 관광

할 수 있다는 면에서 만족스러웠다. 또한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디즈니 스토어나 퍼레이

드에 중점이 맞춰져 있는 곳이라면, 홍콩 디즈니랜드는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에 중점이 

맞춰져 있는 곳이었다. 이렇게 디즈니랜드를 방문함으로써 각각의 디즈니랜드마다 서로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두 개의 디즈

니랜드를 모두 방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추억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퍼레이드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 퍼레이

드에 대한 사전 조사 소홀히 하여 제대로 퍼레이드를 즐

기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웠다. 또한 상하이 디즈니랜드

에서는 관광을 하다가 체력이 다 소모되어 일찍 디즈니랜

드를 벗어났고, 홍콩 디즈니랜드에서는 성이 공사 중이라

서 불꽃 놀이를 볼 수 없었다는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

아있다. 

2020년의 디즈니랜드

2020년의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 여행을 가지 못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무석 한국학교의 친구들과 선후배들도 이 지겨운 코로나가 빨리 없어졌음 좋겠다

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기행문을 통해 여행을 가지 못했던 것에 대한 대리 

만족을 하고, 즐거움 가득한 디즈니랜드의 모습을 그려나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더욱이 한가지 희망적인 것은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았던 상하이 디즈니랜드와 홍콩 디

즈니랜드가 일부 영업을 재개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뜻 깊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디즈니랜드에 꼭 한 번 방문해보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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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평요 고성과 먼선 여행기

14세기 중국 한나라 전통 양식이 잘 보존된 고대 도시

인‘평요고성’그리고 개자추의 전설이 서린‘면산’으로 가족

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다. 평요고성과 면산을 가기 위해 우

리 가족은 태원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태원은 산시성의 성

도이고 황하 문명의 발상지이며 중국의 최대 식초 생산지로도 

잘 알려진 곳이다. 태원 공항에 내려 평요 고성 안에 있는 숙

소로 가기 위해 차를 타고 2시간 정도 이동했다. 고성에 도착했을 때 너무 밤이 늦어 고성 안으로 

외부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숙소 주인이 고성 입구까지 마중을 나왔다. 짐이 많은 우리 가족을 

위해 직접 나서서 짐을 날라주어 무척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숙소는 고성 안에 있는 중국식 전

통가옥인 사합원 고택이었다. 그동안 묵었던 숙소와는 달리 구조가 특이하고 중국식 온돌이 깔려

있어서 신기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평요 고성 안을 다니면서 구경을 시작했다. 어젯밤에는 숙소에 너무 늦게 도

착해서 몰랐는데 고성안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컸고 옛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내가 마치 

명, 청 시대에 와 있는 것 같았다. 평요고성은 중국의 5대 고성 중 하나이고 19세기와 20세기 초 

중국 금융의 중심지였으며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한다. 고성 안에는 

옛 금융의 중심지답게 은행, 전당포 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고 명, 청 시대의 문화, 경제, 사회

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큰 골목과 거리를 걷다 보니 산시성의 특산품인 평요 소고

기와 식초를 파는 곳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었다. 파는 식초 맛을 잠깐 봤는데 기존의 식초 맛보다 

달콤한 맛이 강했다. 이 곳 식초는 한 번 마시면 반 년 간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

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성 안에 있는 옛 건물들을 많이 보았는데 그 중에서는 중국 최

초의 은행이라는 일승창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지금은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번 곳이라서 그런지 그 기운을 받고자 방문하는 중국인들이 정말 많았다. 저녁을 먹고 시내 야경

을 보러 다시 밖으로 나왔는데 상가마다 홍등이 켜져 있고 건물 모두 조명이 들어와서 무척 아름

다웠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찍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고성 안 숙소에서 이틀을 자고 개자추의 전설이 서린 면산으로 출발했다. 면산은 중국 최고, 최

대의 불교와 도교사원들이 있는 명산이며 중국의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산

이다. 면산에 도착하니 입구에 있는 개자추의 커다란 동상이 나를 반겨주었다. 면산과 관련된 개

글 : 8학년 윤재원

평론부문 자추의 전설은 아주 슬픈 내용이었다. 개자추는 이전에 황제가 세자였을 시절, 어떤 척척해내는 

똑똑했던 충신이었다. 그러나 세자가 황제가 되었을 때 황제는 개자추를 쓰지 않고 오히려 궁궐에

서 쫓아냈다. 섭섭함을 느낀 개자추는 어머니와 함께 이곳 면산에서 서로를 도우며 살고 있었는

데 황제가 개자추를 버린 것이 후회되어 개자추를 다시 불렀다. 그러나 개자추는 면산에서 나오

지 않았고 황제는 산에 불을 질러 개자추를 나오게 하려고 했으나 개자추는 끝내 나오지 않고 산

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황제는 자신의 행동이 너무 후회되고 슬픈 마음이 들어 앞으로 3일 동안 

불을 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을 먹지 말라고 전국에 명령을 내렸는데 이것이 한식의 유래가 되었

다고 한다. 한식에 대해 수업 시간에 배우기는 했지만 그 유래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는데 이러

한 이야기가 담긴 면산에 직접 가보니 정말 좋았다. 

면산에서 가장 멋진 풍경은 깎아지른 절벽에 세워진 불교 

사찰들과 도교 사원들이다. 절벽에 나있는 계단을 오르기가 

조금 무섭고 힘들지만 절벽 꼭대기에 있는 도 교 사찰 대라 궁

에서 바라보는 면산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다. 대라궁은 개

자추가 지었다는 궁으로 현존하는 도교 사원 중 최대 규모이

며 당나라를 건국한 당 태종 이세민의 전승지로도 알려져 있다. 바위에 굴을 내고 굴 안에 건물

을 지은 것도 놀라운데 그 웅장한 규모가 입이 딱 벌어질 정도였다. 천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운

동사, 정과 사 등의 사찰, 석 채 궁, 천교 등을 보니 어떻게 그 옛날에 이렇게 높은 곳에 이런 건

축물을 지었을 지 놀라울 따름이었다. 특히 정과 사 천교는 갈지자형, 또는 Z자형 철 계단으로 이

름난 엄청나게 가파른 절벽 계단으로 아래를 바라보면 떨려서 내려갈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절벽 

위에 세워진 운봉 호텔 역시 멀리서 보면 마치 공중에 호텔이 떠 있는 것 같았다. 예나 지금이나 

절벽에 건물을 짓고 자연을 즐기는 중국의 건축 기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다. 

대라 궁과 동굴 안에 지어진 여러 사찰들을 둘러보고 늦은 점심을 먹었다. 점심 식사 후에 아찔

한 절벽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하행선 버스를 탔는데 창밖을 내다보니 경치는 너무 멋지나 바

로 앞이 천 길 낭떠러지라 제발 무사히 내려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저절로 들었다. 숙소로 

돌아와 산시 성에서 유명하다는 도삭면을 먹었는데 중국에서 늘 먹던 우육면보다도 맛이 없었다. 

집으로 가기 위해 기차와 택시를 타고 태원 공항에 도착했다. 이 지역은 공장이 많아 공기 오염이 

심해서 다니는 차가 모두 전기차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전기차가 이렇게 많은 것은 처음 보았고 깜

짝 놀랐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전기 차 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많은 사람

들이 사용할 수 있게 시설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여행은 옛 중국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평이고 성과 아름다운 자연을 느낄 수 있었던 면

산을 가볼 수 있어서 아주 즐거웠다. 친구들에게도 이곳을 가보라고 추천해 주고 싶다. 중국의 오

랜 역사와 멋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다른 곳들도 또 여행을 해 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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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의 보석 바이칼 호

지난 국경절 연휴 첫날 아침 나는 새벽부터 눈이 

떠졌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지나고 옛 러시아의 

유형지였던 이르쿠츠크와‘시베리아의 푸른 눈’‘시

베리아의 진주’라고 불리는 바이칼 호를 여행한다

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부지런히 서둘러 공

항에 도착했는데 긴 연휴의 시작 일이라서 그런지 

공항에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비행기를 타고 러시

아 이르쿠츠크에 도착하자마자 냉기가 느껴졌다. 역시 시베리아구나... 오리털 파카를 

입기를 잘 한 것 같다. 공항에 도착해서 러시아 입국 수속을 하는데 같은 비행기를 탔

던 중국인들은 비자 검사를 하느라고 줄을 끝도 없이 섰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무비자 

입국이라 줄서는 과정도 없이 바로 입국 수속을 마쳤다. 우리나라의 여권파워가 정말 최

고라는 생각이 들었고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 러시아 여행의 첫 출발이 아주 좋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이르쿠츠크를 출발하여 바이칼 호수 안에 위치한 알혼 섬으로 갔

다. 차를 타고 가는 길에 양 옆으로 보이는 자작나무 숲의 단풍이 무척 아름다웠다. 마

치 공책의 겉표지에 있는 아름다운 풍경 사진처럼 보였다. 바이칼 호 안에 있는 유일한 

유인 섬인 알혼 섬으로 가는 길은 멀었다. 7시간가량 차를 탔고 다시 배를 타고 들어가

야 했다. 하지만 알혼 섬에서 본 바이칼 호수는 이러한 수고로움을 잊을 만큼 아름다웠

다. 호수는 바다처럼 넓었고 물이 정말 맑고 깨끗했다. 남북으로 길게 뻗은 바이칼 호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넓고 가장 깊은 담수호이며 남한 면적의 3분의 1크기라고 한다.

알혼 섬에 있는 부르가 마을에 있는 숙소에 짐을 풀고 북부 투어를 시작했다. 우아직 

이라는 옛 소련의 지프차를 타고 다녔는데 알혼 섬 도로는 포장이 되지 않은 길이라 롤

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었다. 북부투어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바이칼 호수를 가까이 할 

수 있었다. 맑은 물에 직접 손을 담궈 마셔도 보았다. 호수가 워낙 넓어 바다처럼 파도

가 치는데 만일 누가 사진으로만 이 광경을 본다면 바닷물을 먹는 줄로 오해할 것이다. 

바이칼 호수의 물을 마시면 5년이 젊어진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다시 초등학생의 나이

가 된다고 하니 웃음이 났다. 알혼 섬을 여기 저기 구경하고 점심때가 되니 우리차를 

운전하는 러시아인 아저씨가 바이칼호수의 물을 직접 퍼서 바이칼 호에서만 사는 오믈 이

글 : 10학년 윤지훈

평론부문 라는 물고기로 탕을 끓여주셨다. 민물생선이라서 흙냄새가 나고 맛이 없을까봐 걱정했

었는데 전혀 비리지 않고 담백한 것이 정말 맛있었다. 

러시아 음식은 중국 음식과는 달리 향신료를 전혀 쓰지 않고 식재료 그대로의 맛을 

살려 음식의 맛이 깔끔하고 담백한 것 같다. 그래서 엄마와 동생이 무척 좋아하였다. 

바이칼호를 실컷 보고 부르한 바위에서 소원을 한 가지 빌었다. 부르한 바위는 동북아

시아에서 가장 기가 센 바위로 샤머니즘의 본산지이며 소원을 딱 한 가지 빌면 그 소원

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바위근처에는 오색의 끈들이 묶여있는 13개의 세르게(샤먼기둥)

가 있는데 마치 우리나라의 성황당과 비슷한 느낌이 들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본 

부르한 바위 너머로 지는 석양과 일몰은 내가 이제껏 본 모습 중 가장 근사했다. 

알혼 섬에서 이틀을 묵고 다시 이르쿠츠크

로 돌아왔다. 그곳에서 재래시장, 칼 막스거

리, 러시아 전차 트램을 구경하였다. 길가에 

있는 레닌 동상과 도로를 다니는 트램을 보

니 확실히 이곳이 러시아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르쿠츠크에 있는 여러 군데의 유명 관광지도 둘러보았는데 러시아 정교회, 성

당들, 도시를 가로지르는 앙가라 강의 풍경이 멋있었다. 다닌 건물 중에는 발콘스키 박

물관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 곳은 제정 러시아 시대에 황제에 반대해 쿠데타를 일으

키다가 실패한 데카브리스트의 일원인 발콘스키가 이르쿠츠크에 와서 유배생활을 하며 

살던 집이었다고 한다. 건물이 아름답고 내부가 잘 보존되어있었다.

박물관에 갔다가 러시아에서 유명한 꼬치인 샤슬릭을 먹으러 갔다. 샤슬릭은 중국의 

꼬치처럼 고기와 각종 야채를 꼬치에 꽂아 숯불에 구운 음식이다. 숙소에서 알려준 샤

슬릭 식당은 근방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라고 하는데 정말 소문대로 아주 맛있었다. 또 

다른 식당에서 먹은 러시아식 팬케익인 블린과 튀김만두인 피로시키도 부드럽고 바삭바

삭한 식감이 아주 좋았다. 

저녁을 먹고 중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집에 가자니 바이칼호수를 더 보고 

싶은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이번 여행에서는 오염되지 않은 멋진 자연의 모습을 마음

껏 즐길 수 있었던 점, 영어를 아주 잘하는 친절한 숙소의 스텝들, 맛있는 러시아 음식

들이 정말 좋았다. 알혼 섬에서 만난 이르쿠츠크에서 오랫동안 사셨다는 한국인 아저씨

가 다음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보라고 추천해 주셨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 해외여행을 할 수 없지만 나중에 가족들과 꼭 한 번 다시 러

시아를 가보고 싶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 바이칼 호수에 꼭 한 번 가보라고 추천하

고 싶다. 눈이 시리도록 푸르고 그림처럼 아름다웠던 바이칼호수를 나는 잊지 못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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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예견했을 수도 있었던 영화, <감기>

2020년 COVID-19 사태가 터지면서 영

화‘감기’는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 영화

가 나온 당시 2013년에는 재미가 없다는 이

유로 평점 약 7점을 받게 됐었다. 좋은 평가

도 받지 못한 영화 감기가 이번에 어떻게 유

명해졌을까?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이 예상했

겠지만 지금 2020년의 세상의 모습과 영화 

감기 속 세상의 모습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영화에서 현재 우리의 모습과 유사한 

것은 바이러스가 전염된다는 것, 해외에서 

유입됐다는 것, 호흡기 전염, 바이러스가 변

종했다는 것 등이 있다. 하지만, 이 영화에

서 모습이 현재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병원을 

제외하면 생각보다 평온하고 거리에 사람도 

거닐며 마스크도 안 쓰는 패기도 보여준다. 하지만, 영화‘감기’에서는 현재 우리의 모

습보다 더욱 잔혹하고 공포감 있게 그려졌다. 거리에는 사람도 다니지 않고, 군대가 동

원되며, 인간을 격리시키며 폭동도 일어난다. 심지어는 사람이 죽으면 바이러스가 퍼지

는 것을 막기 위해 비닐로 감싸고 쓰레기처럼 태우기도 한다. 인권이 보장되지도 않는 

거의 나라 하나가 궤멸하는 재난 수준인데, 어찌 보면 좀비 없는 좀비영화 같은 분위기

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현재의 우리 모습과 영화‘감기’에서 그려지는 모습이 다른 이유는 영화‘감

기’의 바이러스가 현재 우리가 주의하고 있는 COVID-19와의 차이점이 크기 때문이

다. COVID-19와 다르게 영화‘감기’의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100%이다. 한국의 클럽 

가서 노는 인간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모이는 이유가 어차피 감염돼도 안 죽기 때문이

라는 말도 있었다. 한마디로 현재 우리는 코로나에 대해 경각심이 부족했다. 만약, 영

글 : 10학년 이상원

평론부문 화‘감기’처럼 치사율 100%였다면 아마 우리도 영화‘감기’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영화‘감기’는 매우 좋은 평가를 받지 못 했다. 지금이야 사람들이 지금의 상

황과 대입이 조금은 가능해져서 약간이나마 공감할 순 있겠지만 전개가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영화 초반에 바이러스에 걸린 홍콩인을 처음 장면으로 내보낼 때 불안감을 조성한 것

은 괜찮았다. 하지만, 곧 바로 나오는 구조대원이 민간인을 구하는 장면은 영화에서 집

중도를 조금 낮췄다. 주인공을 처음에 제대로 비춰주지도 않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누가 주인공인지 헷갈리게 했다. 그리고, 영화 주제와 관련도 없는 구조대원이 구출할 

때 영화에서 주는 서스펜스적인 효과도 없었고 집중도만 떨궜다. 주요 등장인물들을 청

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과 주요 등장인물들의 첫 만남을 위한 것은 알겠지만 너무 매

력 없는 상황이다. 여자의 경우 여기서 뿐만 아니라 성격에 관한 개연성이 이상하다고 

생각됐다. 등장인물들의 직업군은 마음에 들었으나 그런 상황 말고 차라리 교통사고만 

발생시켜서 등장인물들을 만나게 하거나 원래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로 설정하고 원래 

성격을 보여주는 게 더 나았다고 본다. 위급할 때의 사람성격을 소개하기는 조금 어렵

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외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요소들은 꽤나 괜찮았다고 생

각한다. 이 작품의 경우 처음에 서스펜스로 불안감을 많이 조성했는데 그렇게 다가오는 

불안감이 청자들의 다음 상황에 대한 호기심을 극대화시켰다. 그리고 그런 서스펜스를 

너무 오래 끌지도 않아서 적절하게 잘 넣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재난 영화 대부분이 그렇듯 여기서도 정부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비판한

다. 하지만, 정치인들을 좀 많이 구제불능으로 만들어 놨다. 국가 안보는 관심도 없고 

자신들의 명예에만 관심 있는 정치인들을 풍자하긴 했는데 이 뭔 능력이 돼서 정치인이 

된 건지 어디서 선착순으로 했는지 추첨제로 했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멍청하게 만들었

다. 사태에 심각성도 모르고 자본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전문가의 바이러스 발원지 

분당 폐쇄 의견을 묵살하려 한다. 심지어는 바이러스에 대한 공식발표조차 막으려고 한

다. 결과적으로 공식발표는 하게 되지만 해결이라는 명목으로 인권침해까지 하며 군까

지 동원한다. 심지어는. 외국의 말을 듣겠다며 옳지 않은 선택만 한다. 나는 이 상황을 

최악의 시나리오에 근접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퍼져나가진 

않았지만 도시 하나가 궤멸했고 다른 나라의 경우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모든 나라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정도가 됐기 때문이다.

이 영화는 개연성에 문제가 있다. 먼저, 정치인들의 멍청한 머리가 있다. 아무리 그래

도 비감염자와 감염자를 같은 곳에 모여서 격리한다는 것은 제비뽑기가 아닌 이상 선

택하지 않는 방법인데 굳이 그 방법을 선택했다는 건 일단 멍청하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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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 멍청한 머리로 정치인이 어떻게 됐는지 맞지 않다. 

두 번째로, 미르가 몸에 증상이 있는데 아무런 중간 내용 없이 그냥 통과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세 번째로, 아무도 분당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하루에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수많이 있을 텐데. 그리고, 변종이라고 해

도 바이러스가 치사율 100%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 바이러스는 애초에 

다른 생물의 세포에 기생하면서 번식하는데 다른 생물을 전부 죽여 버리면 결국에 바

이러스도 남지 않게 된다. 

이 작품은 전반적인 스토리는 괜찮았다. 하지만 개연성이 너무나 안 맞았기 때문에 

영화의 몰입을 방해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엑스트라들의 감정을 너무 없게 만들었다. 

의료진 대부분이 사람이 죽어나가든 말든 신경도 안 썼고 무슨 미래에 기계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마냥 기계같은 인간들로만 가득 차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의 아이

디어는 뛰어났지만 좋은 평점을 줄 수는 없었다.

할머니 집

작품 : 10학년 이현민

한 자리를 꿋꿋이 지키며 조금씩 말라가는 거무칙칙한 시래기는 오래된 할머니 집의 상징이자 할머니라는 존재 그 자체이다.

예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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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이 지구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지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물질, 쉽게 타거

나 모양이 변하지 않는 물질, 싸고 가벼운 물질. 

막 발명되었을 때‘더 나은 삶을 위한 화학 제

품’으로 시판된 물질. 이 재료는 바로 플라스틱

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플라스틱의 좋은 면만 생각

하는데, 과연 플라스틱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몇 년 전, 플라스틱은 실제

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은 환경친화적과 거리가 

멀다. 플라스틱은 썩지 않고, 불에 타면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며, 가열하면 내분비 파괴 

화학물질을 방출한다. 그러므로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오염의 양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지구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 된다.

몇 년 전, '자연사박물관'이라고도 불리는 동태평

양에 위치한 갈라파고스 군도의 희귀동물이 전 세

계인이 부적절하게 버린 플라스틱 오염의 증가로 

인해 멸종 위기에 직면했다는 수 많은 기사들이 

나왔다. 한때 찬란했던 바다는 끝없는 쓰레기의 

바다가 되었고 갈라파고스 동물들의 비극적인 모

습을 찍은 사진들은 순식간에 세상에 떠돌았다. 

동태평양에 떠다니는 엄청난 양의 오염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며 사람들에게 

환경 오염의 인식을 키웠다.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이 서식하는 지역에서는 신발, 장

난감, 필기용품, 양철통 등의 물품들이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다. 미세 플라스틱 오염에 

의해 죽거나 고문을 당하고 있는 이구아나, 거북이, 새, 물고기들은 한 지역의 책임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책임져야 하는 큰 문제이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양 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대기 오염도 일으킬 수 있다. 유

럽의 산맥인 피레네스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를 자랑하지만 미세 플라스틱이 함

유된 것으로 밝혀져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이 미세 플라스틱들은 이용 가능한 토

양, 물, 그리고 식량을 오염시키는 방법으로 산의 대류성 폭풍을 이용한다. 또 폐암 등 

글 : 11학년 박소현

평론부문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인체는 물론 환경

에도 서서히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우리가 살고 있는 중국은 플라스틱 문제로 

인해 한국과의 정치적 분쟁을 초래했다. 

중국발 산업오염 먼지의 공격으로 한국의 

대기오염이 악화된 가운데 중국은 동해안에 

플라스틱 쓰레기 소각장을 추가로 건설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소각 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계속 증가해 한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플라스틱 쓰레

기 문제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일 뿐 아니라 국

가 간 갈등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한

다. 카페에서 음료수를 살 때나 가게에서 음식을 살 

때, 우리는 플라스틱 빨대와 가방을 사용한다. 좀 

더 책임감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종이 빨대와 재사

용 가능한 천 가방과 같은 생태 친화적인 자원을 

사용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한두 번 버리는 플

라스틱 제품을 유리병처럼 오래가는 물건으로 교체

해야 한다. 

인간들은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플라스틱을 없애고 친환경적인 삶의 변화를 생활화해

야 한다. 이것은 환경에 대한 우리의 오염 영향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동물과 인간의 미래가 더 이상 위협받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태계는 산산조각 나고 인간은 서로를 파

괴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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쩐장 탐방 보고서

어느 한 나라에 대해 잘 알고 싶다면 그 나라 땅을 직접 밟아보고 그 나라 사람들 속

에 섞여 살아보는 것만큼 좋은 것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그 나라에 자리 잡고 

산다고 해서 저절로 그 나라통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 나라에서 나고 자란 사

람들조차 자기 나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를 보면 그 생각이 맞는 듯하다. 하물

며 그 나라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외국인이 그 나라를 제대로 알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내 경우가 그렇다. 어려서 부모님을 따라 중국에 와서 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

다. 겉으로는 중국이 어떤 나라이고, 중국인들의 성향이 어떤지는 알지만 중국통이라

고 말할 수는 없다. 게다가 이 큰 땅덩어리에 대해 다 아는 것은 둘째 치고 내가 사는 

지역 하나도 제대로 알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내 주변지역이라도 제대로 알아보자는 

마음으로 우시(无锡)에서 차로 대략 2시간 내외 거리에 위치한 쩐장이라는 곳을 찾았

다. 근대에서 현대로 이어지는 중국 역사 속에서 나 같은 외국인으로 쩐장에서 살았던 

이들 가운데 꽤나 유명한 이들이 있었다.

1. 쩐장 알아보기

쩐장은 예로부터 상업도시로 발달해서 현재는 중국의 국가역사문화명성으로 지정된 

지급시(地级市)이다. 춘추시대에는 쭈팡(朱方), 전국시대에는 구양(谷阳), 진나라시대에

는 단투(丹徒), 삼국시대는 징커우(京口)라 불렸고, 남조 송시대에는 난쉬저우(南徐州)

로, 수나라 통일 후에는 룬저우(润州)로 바뀌었다가 북송시대부터 현재까지는 쩐장으로 

불린다. 장제스(蒋介石)의 국민당 통치 기간에 난징(南京)이 중국 수도일 때는 장쑤성

글 : 11학년 이룩하

평론부문 (江苏省)의 수도로 

지정되기도 했다.

쩐장은 창강(长

江)이라고도 하는 

양쯔강(扬子江) 삼

각주 지역에 자리

한 주요 27개 성 

가운데 하나이다. 장쑤성에서 유일하게 양쯔강과 대운하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 게다

가 서쪽은 난징(南京), 북쪽은 양저우(扬州), 타이저우(泰州), 동쪽은 상하이(上海), 쑤

저우(苏州), 우시(无锡), 창저우(常州), 남쪽은 진탄(金壜)과 접해있다. 그 지리적 이점 

때문에 기원전 8세기경부터 마을이 형성되었고,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곡물들을 저장하

고 운송하는 대운하의 전초 기지로 성장하였다. 이처럼 하류 지방의 거점으로서 군사적

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역사의 굴곡도 적지 않았다. 송나라 때는 황제

에게 진상하는 비단, 견수자, 은제품을 생산하며 절정기를 보내기도 했지만, 아편 전쟁

(1839-1842) 때는 영국 군함의 포격을 받았고, 태평천국의 난(1850-1864) 기간과 20

세기에 들어와서는 대운하 일부가 폐쇄되어 경제적인 쇠퇴를 겪기도 했다. 이런 근대사

의 역사적 시련을 겪는 과정에서 쩐장 사람들은 영국과 일본에 끝까지 저항한 것으로 

유명하다.

쩐장은 여전히 국내 교역이 활발한 항구 중 하나로 장쑤성 북부와 안후이성(安徽省) 

간의 교통축 역할을 하고 있다. 원래는 전통적인 농업 지역이었으나 도시화, 산업화로 

농업의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교역품은 곡물, 면화, 기름, 목재 등이며, 대표적인 

산업으로는 화학, 제조업, 첨단기술산업, 생명공학, 신소재사업 등을 들 수 있다.

2. 쩐장의 두 외국인 발자취 따라가기

(1) 펄 벅 (Pearl Sydenstricker Buck)

흔히 펄 벅으로 알려진 펄 사이든스트리커 벅(Pearl Sydenstricker Buck)은「대지의 

집」3부작을 써서 노벨문학상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하다. 그녀는 1892년 6월 26일 미

국 선교사 가정에서 태어나 1973년 3월 6일 폐암으로 삶을 마칠 때까지 동서양을 배경

으로 80여 편의 작품을 남긴 소설가다. 중국 이름은 싸이쩐주(赛珍珠, Sai Zhen Zhu)

이며, 한국 이름은 그녀 스스로 지은‘박진주(朴眞珠)’이다.

그녀는 선교사 부모로 인해 생후 5개월 정도 되었을 무렵부터 18세까지 중국에서 자

랐다. 그 시기에 살았던 도시가 바로 쩐장이다. 그녀의 가족은 선교사들이 살던 종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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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에서 생활하지 않고 중국인들 속에 들어가 살았다. 펄 벅은 중국인 유모 손에 자

랐기 때문에 영어보다 중국어를 먼저 배웠고 중국 여자의 옷을 입고 중국인 소학교에 

다녔다. 그녀는 어린 시절 자신을 중국인으로 여겼고, 중국어가 자신의 제1언어요, 쩐장

이 자신의 고향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그녀는 푸른 눈의 동양인으로 불렸

다. 그리고 18세가 되던 해 대학을 다니기 위해 미국으로 갔다가 대학 졸업 후 다시 중

국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삶에는 많은 풍파가 있었다. 결혼생활은 원만하지 못했고, 큰딸은 발달장애인

이었다. 특히 중국 근대사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었던 그녀의 가족은 1927년, 국공 

내전 중에 국민당 정부군의 난징 공격 때 온 가족이 몰살당할 뻔한 위기를 겪기도 했

다. 그녀의 이런 고난들은 그녀의 인생과 글에 고스란히 녹아들었다.

그녀는 전쟁 중 미군으로 인해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태어난 혼혈아를 돕고자 펄벅 

재단을 설립하여 사회사업도 펼쳤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에서 자라난 자신을‘정신

적 혼혈아’라고 불렀던 그녀는, 재단을 통해 동서양의 벽을 허물고 인류 복지사회를 이

루고자 했다.

그녀는 한국에 대한 애정도 깊어서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했으며,「살아있는 갈대」,

「새해」,「싸우는 천사들」등 한국이 배경인 소설도 집필했다. 1964년에는 한국펄벅 재

단이 설립되었고, 그녀가 경기도 부천시에 세운 소사희망원은 1967년부터 1976년까지 

1,500명의 한국전쟁고아와 혼혈아동을 돌보았다. 그녀는 진정‘진주(Pearl)’처럼 아름

다운 삶을 살다간 인물이었다.

1) 펄벅문화공원(赛珍珠文化公园)
쩐장에서 18년 동안 생활한 펄 벅이 노벨문

학상을 수상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곳

이다. 쩐장 덩윈산(等云山) 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면적은 16400㎡이다. 

공원 내에는 펄벅기념관(赛珍珠纪念馆), 펄

벅옛집(赛珍珠故居), 펄벅문화공원비, 펄벅서

점(赛珍珠文化公园园碑与珍珠书屋), 그리고 

쩐장시펄벅연구회사무실(镇江市赛珍珠硏究

会办公楼) 등이 있다. 그 외에 펄 벅 가족과 

펄 벅의 삶을 담은 조각상들이 설치되어 있다. 

2) 펄 벅기념관(赛珍珠纪念馆)
5개 주제로 구역이 나뉘어있다. 제1전시구역

은‘고향 쩐장(故乡镇江)’이다. 옛 쩐장의 모습을 

사진과 글로 볼 수 있다. 제2전시구역은‘문학전

당(文学殿堂)’이다. 펄 벅의 작품들이 일목요연

하게 정리되어 있다. 제3전시구역은‘중국정결(中

国情结)’이다. 펄 벅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자료

들을 볼 수 있다. 제4전시구역은‘자선박애(慈善

博爱)’이다. 펄 벅이 펼쳤던 사회사업 관련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제5전시구역은‘진

주 영원히 빛나다(珍珠永辉)’이다. 펄 벅을 기리고자 하는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고, 펄 벅이 예전에 살던 미국의 집 내부 모습도 재현해놓았다. 

3) 펄 벅옛집(赛珍珠故居)
펄 벅이 예전에 살던 집은 20세기 초에 세워

졌다. 이 집은 청벽돌 목조 구조의 이층 건물

로, 건축면적은 423.24㎡이다. 1990년 쩐장 

시정부와 미국 템파베이 시가 공동 출자하여 

이 건물에 대한 보수작업을 진행하였고, 1992

년에 우호교류관을 건립하였다고 한다.

옛집이라 일단 외관부터가 고풍스럽다. 집에 

들어서면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다고 느낄 만

큼 깨끗하고, 가구나 장식들이 잘 정리되어 있

다. 집 구조가 현대의 집 구조와는 달라서 둘러보는 재미가 있다. 벽에 걸려 있는 사진

을 통해서 펄 벅의 소녀 때 모습도 볼 수 있다. 선교사 가정답게 기독교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장식물들도 눈에 들어온다. 

펄 벅문화공원을 전체적으로 둘러보면서 외국이지만 이방인으로 남지 않고 중국인의 

친구이자 인류애를 실천하는 세계인으로 살았던 한 사람의 삶이 묵직하게 다가왔다. 펄

벅기념관 벽에 붙어있던 중화인민공화국 2대 주석 저우언라이(周恩来)의 말이 잊히지 

않는다.

“펄 벅은 중국인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진 저명한 소설가이자 항일전쟁에 있어서 중

국에 뜻을 같이한 중국인의 친구이다.(赛珍珠是著名的小说家，对中国人民怀有深厚

的感情，对抗日战争方面同情中国，是中国人民的朋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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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었지만 이방인이 아니라 친구로 불린 펄 벅. 이 땅에서 한 외국인으로 살아

가는 내게 친구라는 말이 퍽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2)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James Hudson Taylor)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James Hudson Taylor)는 중국내지선교회(CIM, China 

Inland Mission) 창설자로 중국이름은 따이더셩(戴德生, Dai De Sheng)이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기독교 선교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1832년 5월 21일 영국에서 출생하여 1905년 6월 3일 중국 후난성(湖南省) 창

사(长沙)에서 삶을 마칠 때까지 중국 선교에 일생을 바쳤다.

그가 처음 중국 선교에 발을 내디딘 것은 21세 때인 1854년이다. 그는 상하이에 도

착하여 중국복음화선교회 소속으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 때는 중국에 태평천국의 난

(1850-1864)이 절정에 이르러 전도하려면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0여 차례 이상 쉼 없이 전도여행에 나섰다. 이 때 그는 중국인과 동일

한 옷을 입고 그들과 같은 생활양식을 따르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생활했다. 누가 

봐도 외모만 다를 뿐 중국인이었다. 그리고 당시 해안가를 중심으로만 전도하던 이들

과 달리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 전도하였다. 이러한 그의 시도는 많은 선교사들에게 영

향을 주었고, 기독교 선교역사가 해안가 선교시대에서 내륙 선교시대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1865년에 중국내지선교회를 설립하였고, 그 후 30년이 지난 1895년에는 

64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중국 선교에 헌신하였다.

하지만 허드슨 테일러는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든 많은 아픔도 겪었다. 그의 어린 딸

과 두 아들, 그리고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1900년 5월, 반외세, 반기독교 운동

으로 촉발된 의화단운동(1899-1901)이 중국 전역을 휩쓸었을 때는 135명의 선교사와 

53명의 선교사 자녀들이 살해되었는데, 그들 대부분이 허드슨 테일러의 중국내지선교

회 소속이었다.

1) 푸인탕(福音堂)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내륙 선교를 위해 쩐장에 

교회를 세우고 중국인과 같은 생활을 하며 선교

했다. 그 자취를 볼 수 있는 곳이 푸인탕이다. 푸

인탕은 1889년 미국 북감리회(美以美会)가 설립

했다. 아직도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며 그리 크

지 않은 규모의 건물이다. 하지만 역사를 담고 있

어서인지 결코 작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설립 당시에는 적지 않는 규모의 예배당이었을 

것이다. 현재는 중국 기독교인들이 교회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복음당 바로 뒤에는 1918년 설립된 총더학교(崇德学校) 건물도 자리하고 있다. 오래

된 건물이라 낡기는 했지만 복음당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소예배실 및 소모임을 위

한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2) 쉔더탕(宣德堂) 
쉔더탕은 2014년에 완공된 건물로 단투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푸인탕처럼 건물 자체의 역사

성은 없지만 허드슨 테일러 기념관이 있어서 역

사성 있는 곳이 되었다.

쉔더탕이라는 이름은‘덕을 알린다’는 뜻으로 

허드슨 테일러의 4대손인 제임스 3세(戴绍会)가 

지었다고 한다. 총 건축면적은 14,820㎡이며, 

총 투자액은 약 7,000만 위엔(元)으로 한화 119

억 9천만 원 정도이다. 건물은 예배당이 있는 건물 외에 허드슨 테일러 기념관이 있는 

더셩로우(德生楼)가 있다.

더셩로우에는 허드슨 테일러의 일생과 중국내지선교회의 역사와 사업들이 사진과 글

들로 잘 전시되어 있다. 허드슨 테일러는 숨을 거두면서 자신의 시신을 쩐장에 묻어달

라고 했다. 그의 시신은 그의 유언에 따라 양쯔강변의 뉴피포(牛皮坡) 서양인 선교사 묘

지에 묻혔다. 하지만 중국의 격변하는 역사 속에서 서양인 선교사 묘지는 훼손되어 흔

적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2013년에 쩐장 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던 중 허

드슨 테일러 부부의 묘비가 발견되어 현재 더셩로우에 전시되어 있다. 어쩌면 여기만큼 

허드슨 테일러의 발자취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곳도 없을 듯하다.

더셩로우에 들어서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을 어느 정도 사랑했는지, 그의 신앙이 얼

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는 글이 흰 벽면에 새겨져있다.

“나에게 만일 천 파운드가 있다면 모두 중국에 바칠 것이고, 나에게 만일 천 개의 

목숨이 있다면 하나도 남김없이 중국에 바치겠다. 아니, 중국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구

주를 위해 우리가 한 일이 아무리 많은들 너무 많다고 할 수 있겠는가?(假如我有千磅

英金, 中国可以全数支取, 假如我有千条生命, 决不留下一条不给中国。不! 不是中

国, 乃是基督。 这样的救主, 我们为祂所做的,会嫌太多吗?)”

안내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 쉔더탕에서는 일요일마다 약 500-600명의 기독교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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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여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그들뿐만 아니라 쩐장의 기독교인들은 허드슨 테일러를 

은인으로 생각한단다. 그가 없었으면 자신들은 기독교인이 될 수 없었을 거라면서 말이

다.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 열정적으로 소개하던 안내자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

중국인에게 은인으로 칭송받는 사람, 중국 정부마저도 중국에 공헌한 인물이라고 인

정하는 사람. 그가 바로 허드슨 테일러이다. 그를 생각하면 외국인이라서 벽이 있고, 외

국인이라서 가까워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를 구분하기 때문에 벽이 있는 것이

고,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이 없기에 가까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3. 탐방을 마치며

어느 나라에서든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겉모습이 아무리 같아 

보여도 외국인으로 드러나는 순간 나와 너의 경계가 뚜렷해지고 이방인이라는 틀에 갇

히게 된다. 그런데 탐방하면서 만났던 두 역사적 인물은 달랐다. 외국인이었지만 일생 

동안 스스로 그 경계를 허물고 이방인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그 땅 사람들과 섞여 살려

고 노력했다. 외국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 법이 없었지만 그 사실이 그 땅 사람

들과 하나 되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다. 두 사람의 진심은 통했고, 쩐장 사람들은 

두 사람을 외국인이 아닌 친구로 기꺼이 받아주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쩐장 사람

들을 사랑했던 모든 것을 기억하고, 두 사람이 남긴 발자취를 보존하며 기념하고 있었

다.

과거를 살다간 이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것만큼 좋은 역사탐방도 없을 것이다. 

몇 곳에 지나지 않지만 두 외국인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니 중국 근대사도 더듬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무엇보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외국인으로서 어떤 자세로 살

아가야 할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이 나라 사람들을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얼마

나 노력했는지, 이웃이자 친구가 되려고 얼마나 다가갔었는지를. 늘 낯선 이방인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더불어 함께하려는 친구로 살 것인지를. 이 나라 사람들과 더 많이 

어울리며, 숨겨진 역사적 발자취를 더 찾아가다 보면 어느새 나도 이방인이 아닌 그들

의 친구가 되어 있지 않을까?

The boy in the striped pajamas-John Boyne

 This book titled‘the boy in the striped 

pajamas’has a very ambiguous cover which 

makes us think deeply about the purpose of 

the image on the cover. My first glance of 

the dominant image with two boys sitting 

on each end of the fence made me confused. 

This being because the title was describing 

the outfit of the boy as‘pajamas’when it gave 

me the impression of prison uniform. Thus, 

the contradiction of the title and the dominant 

image drew my attention in this book. 

The book generally deals with a rather 

heavy subject, the topic of‘concentration 

camps’in the perspective of young, innocent boys. This book depicts the 

situation on both the Jews and the Germans in the 1940s when Adolf Hitler 

was in control over Germany. To briefly talk about the content of the book, 

a young Germany boy named Bruno moves into a countryside near the 

concentration camp. As a commandant’s son, Bruno had to stay home to 

be tutored without having to attend school. Bruno with a very adventurous 

characteristic could not with suppress his passion to explore the near 

neighborhood. This was when Bruno finally discovered Shmuel who was 

a Jew in the concentration camp. They had to sit facing each other with a 

fence isolating Shmuel inside the camp. However, this was not an obstacle 

for them to gossip and chat about things they had to share amongst each 

other. This led to Shmuel talking about his dad being gone, and Bruno 

offering help to find Shmuel’s dad. This incident lead to the tragic ending of 

the book. Bruno enters the camp without letting his dad know. Yet to know 

글 : 11학년 김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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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he Germans were planning to commit genocide. This led to Bruno 

dying with the Jews and Bruno’s family suffering from tragedy.

  This book really made me question the purpose of the author’s use of 

young boys as a narrator in third-person view. Since this book certainly 

contains the element of irony in the ending, whether it was to make the 

story content appeal to the audience, or to make the story more depressing, 

I think this was a very impressive choice in telling the story. The use of the 

young characters added the emphasis on the sympathy that the audience 

gains from reading this story. Feeling pity and sorry for not only the Jews 

in the concentration camp, but for every young generations who would’ve 

lived in that period of time. So, I think this really comes down to the books 

strength of being inclusive and original. As stories dealing with heavy 

subjects do not really use the voice of the young characters, I think this 

book really broke the frame of telling factual stories in the eyes of adults. I 

think this book is to be recommended to those who desire to read fresh and 

original contents. Including the readers who are ready for heavy contents 

and depressing endings.

노화의 종말

“노화는 질병이며, 따라 없앨 수 있다” 

노화와 유전 분야 세계 최고 권위자인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는 

본 책에서 노화는 질병, 그것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불과하며, 노

화는 인간의 필연적 운명이 아니며 노화의 원인을 제거하면 젊고 건

강하게 더 오래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단언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주장을 그저 막연한 추측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수십 년간 진행한 연구를 

근거로 대면서 이가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생물이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늙고, 또 죽는 것일까? 노화는‘정보의 상실’이라고 말한다. 우리

의 DNA에는 다양한 신체 정보가 담겨있다. 이들 중에 정보를 잃어버린 DNA는 노화하

게 되는 것이며, 이들이 바로 우리를 늙게 만드는 것이다. 노화와 죽음을 물리치기 위해

선, 저자는 노화를 질병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 

노화와 죽음을 숙명으로 보지 않고 치료의 대상으로 보는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600페이지 남짓의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

에 목차 별로 내용 요약을 해보자면, 1부: 우리가 아는 

것(과거) 에서는 노화라는 개념이 어떻게 진화를 해왔

는지에 대한 내용을 명명한‘노화 정보이론’을 소개를 

하고 있다. 또한 노화라는 질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질병이라고 여기게 된 이

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부: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현재) 에서는 노화를 

지연시키거나 아예 멈추거나 심지어는 되돌릴 수 있는 방법들과 현재 새롭게 연구중인 

치료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최종장인 3부: 우리가 가고 있는 곳(미래) 에서는 건강수

명을 늘리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스스로 죽음을 택할 때까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것이 과연 가

능한 일일까? 본 책의 독자들은 장담컨대 노화와 죽음을 새로운 시각과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글 : 11학년 박지수

평론부문



168 169

교지 공모전 2020 No. 9th 무석한국학교 교지

『서울 1964년 겨울』을 읽고

이 소설은 1964년에 쓰여졌지만 지금 쓰여졌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현대의 개인주의 세태를 잘 반영한 소설이다. 이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것 역시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기를 

꺼려하는 현대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된 작가의 의도이다. 이 소설에는 

세 명의 남자가 우연히 만나 하룻밤을 함께 보내면서 생긴 일들을 그

리고 있다. 처음 '나'와 '안'이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며 

무의미한 언행을 나누던 중 한 사내가 허름한 옷차림으로 다가와 동

행을 요청한다. 사내는 오늘 아내가 죽고 시체를 병원에 팔았다고 고백하고 오늘 그 돈을 

다 써버리겠다고 하고 세 사람은 밤거리를 배회하다 여관 투숙하게 된다. 사내는 '나'와 '안'

에게 함께 있어 달라고 하지만 '안'은 혼자가 자는 것이 편할 것이라며 사내의 부탁을 거절

한다. 다음 날 아침, 자살한 사내의 시체를 발견한 '안'은 사내의 죽음을 예상했다는 듯이 

'나'를 깨워 서둘러 여관을 벗어나고 그 둘은 각자의 길로 헤어지게 된다. 

소설 속의‘안’은 개인주의 세태의 대표적 인물이다. 하지만 결코‘안’이‘나쁜 인간’

이라고 말 할 수 있을까? 물론 착한 인물은 더더욱 아니다.‘안’은 그저 타인의 결핍에

는 관심이 없을 뿐, 현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인물이다. 만약 나 자신이 소설 속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보자. 나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 것인가? 누가 봐도 의심받을 

만한 상황에서 도망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렇다고‘안’의 행동이 옳다고 볼 

수는 없다. 타인의 죽음을 예견했음에도 그는 죽음을 방관하였고 자신의 편안함을 선

택하였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내가 자신의 생명을 해치는 것을 방조한 것이나 다름 

없다. 생명은 언제나 소중하다. 만약‘안’이 사내와 같이 있었더라면 사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소설에서 세 인물은 포장마차에서 무의미한 대화를 나눈다. 그들은 서로 간의 어떠

한 위로도, 어떠한 공감도 얻지 못하고 세 사람은 흩어지게 된다. 이들이 결코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언뜻보면 무의미한 대회이미지만 이것은 서로에게서 위로를 얻고 고독

을 함께 하려는 노력이다. 하지만 그들은 진심을 털어 놓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상처를 더

욱 끌어안고 몰려다녔던 것 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며 나의 상처

를 다시 확인했다. 이들은 타인이 받은 상처와 결핍의 크기와 정도를 알고는 있다. 하지만 

글 : 11학년 신수빈

평론부문 단지 그것뿐이다. 타인의 것과 상관없이 내게는 내 것이 더 아프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현대인들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생활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친구들끼리 모이면 모두 자신의 이야기만 하기 바쁘다. 남이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같

이 슬퍼해주고 진심으로 위로해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만일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것

만으로도 성공한 인생을 산 것이다. 우리는 SNS나 여러 매체에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

서들과 같이 화려하고 풍족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며 한편으로는 질투심, 한편으

론‘나는 왜 이렇게 살지?’라며 자신의 인생을 자책하곤 한다. 그 이유는 아마 그 사

람들의 화려함이 나의 결핍 또는 상처로 파고들기 때문이다. 우리는 때때로 힘들고 가

난한 사람들을 보며 측은함과 동정심을 느끼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나의 삶이 저들보단 

낫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기도 한다. 나의 결핍은 타인과 공유될 수 없다고 단정 짓기

는 힘들지만 공유할수록 나의 결핍에서 오는 상처의 크기는 점점 커진다. 

세 사람의 젊음은 암담하고 우울하다. 소설에서 이런 대목이 나온다“저희 25살 맞

죠?”이 구절이 상당히 인상 깊었다. 한창 꽃 다울 25살, 한창 사람들과 어울려 다닐 시

절에‘나와‘안’은 사회에 대한 짙은 회의와 반감으로 개인의 내면에 침잠하였다. 현대

에선 이런 사람들을‘애늙은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이는 또한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

의적인 세계관과도 연결된다. 

인간이란 참 간사하다. 지하철에 빈자리가 하나 있으면 서로 눈싸움을 하다가 엉덩이를 

비집고 그 자리를 차지 하는 것이 인간이다. 이런 인간들의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

리 사회이다. 그리고 이런 사회에 반감을 가진 이들이‘안’과 같은‘애늙은이'들이다. 물론 

우리 사회에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마더 테레사처럼 

헌신적이고 희생적이며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도 결국 마음 속 깊은 곳에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

그림퀴즈

1.사는게 사는게 아니다   2. 호부호형   3. 홈런   4. 박스오피스

글 : 10학년 이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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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집순이인 나에게 마스크를 쓰고 집 밖으로 나가

는 행위는 실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마 택배를 찾으

러 나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집 베란다에 나선 것이 가장 먼 

여정일 것이다. 그렇다고 지난 겨울 새로 산 카메라에 먼지가 

쌓여가는 것을 가만히 구경하고 있을 수도 없는 법이다. 그래

서, 집에서 카메라를 들었다. 

한겨울의 눈처럼 허옇게 내려앉은 먼지를 쓱 털어내고 전원

을 켠다. 마침 비도 오고 그래서 사진 찍기 딱 좋은 날이다.

카메라가 내는 찰칵 소리도 건물 외벽에 부딪히며 나는 토도독 빗소리에 자연스럽게 

녹아든다. 맑은 하늘 아래 잘만 보이던 건물들도 그 소리에 녹아들었는지 짙은 안개에 

가려 그 형체가 흐릿해진다.

자연에 의해 의도치 않은‘아

웃포커스’를 당하고 나니 찍을 

수 있는 것도, 찍어야 할 것도 

바로 눈 앞에 있는 아파트 단지

와 익숙한 생김새의 학교로 제

한된다.

오로지 가까이 있는 존재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할 수밖

에 없는 시간인 것이다.

렌즈의 화각을 조금 넓혀 가까이 있는 존재를 살피다 보니 강한 바람에 세차게 흔들

리는 나무 수십 그루가 눈에 들어온다. 대각선으로 휘날리는 수많은 빗방울들이 그 나

무와 나뭇잎들을 사정없이 때려가며 듣기 좋은 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에밀레종의 속

설 못지않게 역설적인 상황이다.) 

차분히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문득 비를 맞으며 해변을 거닐던 작년 4월의 수학여행

이 떠오른다. 그때는 흔들리는 나무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 차가운 빗방울을 맞고 있

었지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듣기 좋은 소리를 내며 즐거워했다. 

꿈꾸는 소녀

작품 : 11학년 최은서

잠을 자면서 여러가지 꿈을 꾸는 소녀가 편안한 모습으로 눈을 감고 잠을 청하고 있는 모습이다. 꿈속의 소녀는 버킷 리스
트, 미래에 하고 싶은 직업, 원활한 부모님과 친구 관계 등을 이루면서 꿈 속 재미있는 세상을 여행하는 것 같은 모습이다.

예술부문

비맞이의 원점화
글 : 10학년 이현민

기타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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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을 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 동네를 벗어나는 일조차 어려워진 지금이기에 

그때를 더욱‘추억팔이’를 하게 된다.

다시 카메라의 방향을 돌려 새로운 피사체를 찾고 

있던 와중, 마침 짙게 서린 안개가 철저히‘아웃포커

스’시킨‘익숙한 생김새의 학교’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것 역시 수많은 빗방울에게 호되게 맞고 있는 듯하

다. 가만히 이 모습을 보고 있자니 자연이 대신 나서 

왜 그렇게 좁은 공간에 많은 이들을 가두어 놓느냐고 

혼내 주는 것 같기도 하다.

한낮에 내리는 비는 나로 하여금 집을 나서지 말아

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제공해 주고 오래 지난 과거

를 추억할 수 있게 하며 뜬금없는 몽상과 망상을 이

끌어 내는 신비한 존재이다.

이제 나는 카메라의 전원을 끄고, 두꺼운 창문을 닫

고, 얇은 귀를 가린다.

낡은 전봇대 가로등

시골 할머니 집 뒷길에는 낡은 전봇대

에 매달려 있는 아주 오래된 가로등이 

있습니다. 마실 가셨다 밤늦게 돌아오시

는 할머니의 앞을 환하게 밝혀주면서 오

랜 세월 할머니와 함께한 가로등입니다. 

아침 해가 어둠을 밀어낼 때까지 가로

등은 할머니의 집과 뒷길을 묵묵히 지

켜주는 든든한 보디가드 같은 존재입니

다.

하지만 곡식들의 꽃이 피는 초여름부

터 곡식이 여물어 가는 가을까지 할머

니는 이 낡은 전봇대의 가로등을 밝히

지 않습니다. 

밤새 가로등이 켜져 있으면 밤을 잃어

버린 콩이며 옥수수가 잘 여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의 어두운 밤길보다 

곡식들이 잘 여물기를 기원하는 농부 

할머니의 마음을 알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낡은 전봇대 가로등과 할머

니의 애증 관계는 진행 중일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찾아뵙지 못한 시간이 길어져 할머니 생각이 더 많이 납니다. 어두

운 하늘에 뜬 밝은 달도 좋지만 가까운 곳에서 할머니의 밤길을 비춰주는 낡은 전봇대

의 가로등처럼 할머니 곁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처럼 달이 밝은 날에는 낡았지만 든든한 전봇대 그리고 달보다 밝지는 않지만 항

상 할머니 곁을 지켜주는 할머니 집 뒷길에 외롭게 서있는 낡은 전봇대에 매달린 가로

등이 고맙게 느껴집니다.

글 : 11학년 박소현

기타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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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혈견

 공혈견이란 개들이 피가 필요한 응급 상황에 대비해 시혈액을 공급하는 개를 말한다. 이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평생 

피를 뽑히다 삶을 마감한다. 전국의 공혈견은 약 3600마리로 추정된다. 3600 마리의 개가 헌혈에 동참한다면 공혈견은 필요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인포그래픽을 보는 여러분이 공혈견의 존재를 인식해주었으면 한다. 

인포그래픽 : 11학년 김다연 박소현 이다현 한서연 허유림

기타부문

정자기증

정자 기증이란 정자 은행에 자신의 정자를 기증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며 좁게는 
난임 부부의 해결책으로,  넓게는 저출산,  고령화 등의 문제점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인포그래픽 : 11학년 박민서 박아현 이지홍 유서현

기타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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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성에서 코로나-19에 걸릴 확률

코로나 19 가 유행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강소성에서 코로나가 걸릴 확률이 궁금해서 코로나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잊지 말고 손 씻기를 생활화 하여 같이 코로나-19를 예방
했으면 좋겠다.

인포그래픽 : 11학년 김동환 김승연 황윤수 이도현

기타부문

학급마당

●  7-1
●  7-2
●  8-1
●  8-2
●  9-1
●  9-2

●  10-1
●  10-2
●  11-1
●  11-2
●  12-1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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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피구 게임

체육시간에 무용실에서 간단한 체조와 

스트레칭을 끝낸 후 피구를 했다. 무릎을 

꿇고 하는 피구여서 한 판 하는 데 오래 걸

리지는 않았다. 다섯 판 정도 하고 선생님

께서 아이스크림 내기를 하자고 하셨다. 각 

팀의 여자 남자 대표 한 명씩 나와 눈을 가

리고 상대 팀의 몸을 먼저 터치하는 게임이

었다. 남자의 대결이 끝나고 여자의 대결을 

준비하고 있었다. 게임이 시작되고 선생님

께서는 여자 선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굴

러. 앞으로 가, 돌아.”라고 말씀하셨다. 그 

소리를 들은 여자 선수는 선생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했다. 알고 보니 장난을 치신 것

이었다. 아주 재미있는 게임이었다.

글쓴이 : 황채연

나의 흑역사

옷을 갈아입으면서 화장실에서 노래를 부

르고 있었다. 반 친구가 내 노래를 듣고 웃

었다. 근데 갑자기 친구가 조용해졌다. 그

래도 계속 노래를 불렀다. 칸에서 나오니까 

선생님이 계셨다. 창피해서 나가려고 했는

데 선생님이 나를 보고 웃으셔서 너무 민망

했다. 학교에서 선생님을 마주칠 때마다 계

속 흑역사가 생각 난다. 이 일로 나는 앞으

로 화장실에서 노래를 안 부르기로 마음먹

었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다.

글쓴이 : 이승주

휴지 소동

한 친구가 화장실에서 휴지를 찾고 있었

다. 하지만 휴지를 찾지 못해서 휴지를 빌

리러 반으로 갔는데 내 손에 휴지가 있어

서 얻어맞았다. 몇몇 친구들이“왜 화장실

에 휴지를 가져가? 혹시 똥이 급해서 그런 

거야?”라고 물어봤지만 난 그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진짜 똥이 마려워

서 휴지를 찾은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 후 

나는 앞으로 학교에서 똥을 싸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글쓴이 : 이찬영

#우리반 #엔젤_오브_엔젤 #공동규 #도헌07 #미대오빠 #김도헌 #아미 #방탄덕후 #김서율 
#과학천재 #유인슈타인 #김유찬 #워너블 #하성운덕후 #김정안 #매사를열심히 #김현성 #중
국어천재 #남희인 #사회성갑 #유머성갑 #박예성 #음대오빠 #밴드부 #박주은 #사자성어달
인 #이도윤 #순수결정체 #귀여움 #이상준 #전교일등 #ㅋㅋㅋ #이승주 #영국인 #영어왕 #이
우재 #갑부 #중국어왕 #이진우 #버섯돌이 #친화력갑 #이찬영 #엉뚱함200% #이혜미 #정
만화가 #정석원 #미대언니 #미술1등 #최시현 #반장 #학업에성실 #황채연 #노래갑 #아이클
잭슨 #이아성

뻔하지 말고 fun 하게 3번 생각하고 한번 말하자! 
언제나 활기찬 7학년 1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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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숙제

어느 날, 과학 시간에 샤를 법칙에 대한 

예를 10가지 찾아오는 숙제가 있었다. 선생

님께서 한 명을 지목하셨는데 하필 숙제를 

안 해온 정운이가 걸렸다. 불행 중 다행히 

숙제를 해온 여울이가 정운이에게 과학 숙

제를 몰래 건네주면서 정운이가 해온 것처

럼 하게 하려고 했다. 그런데 선생님은 정

운이가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간 것을 알고 

있어서 크게 웃고 크게 혼났던 기억이 있다.

글쓴이 : 강도현

007빵 게임

쉬는 시간에 007빵을 했다. 이 게임은 다

른 사람을 지목하여 빵을 받은 사람 양 옆

에 있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것이다. 우

리는 이 게임을 하다가 옆에 게임을 하지도 

않는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비명을 지르지 않으면 때렸다. 그리

고 옆 반 친구가 들어왔을 때 그 친구 옆에 

있는 사람을 지목해서 옆 반 친구가 비명을 

안 지르면 때렸다. 내가 했던 007빵 중 가

장 재미있었던 것 같다.

글쓴이 : 정여울

인도네시아의 수도

과학 시간은 선생님께서 코로나로 인해 

인도네시아에 계셔서 줌으로 수업을 한다. 

저는 인도의 수도가 인도네시아인 줄 알고 

“인도의 수도가 인도네시아인가?”라고 말

을 했다. 사실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의 수

도인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

래서 선생님도 친구들도 진짜 많이 웃었다. 

나는 너무 민망했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바보인 것 같다.

글쓴이 : 강도현

7학년 2반 학생들은 약속을 잘 지킵니다!
고운 말을 사용합니다! 수업에 집중합니다!

#농구 #키큼 #강도현 #배드민턴못침 #강태은 #자칭미인(?) #김강희 #요염한초코송이 #김수
민 #중국어천재 #김승현 #조용한 #박종욱 #모델급키 #신채연 #작지만큰 #양정운 #조용하
고키큰 #오윤석 #포니테일 #우지윤 #시험지답지 #이기중 #일본교포 #이채영 #반장 #짱구 #
장재훈 #귀염뽀짝 #정여울 #운동천재 #정용욱 #부반장 #정재훈 #우리반마이크 #정주왕 #
자칭카트고수 #정태준 #포켓몬덕후 #조승우 #조용한모범생 #최민서 #교포출신영어실력 #
손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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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반의 공부 천재

우리 반에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 공부 천

재가 있다. 문과 과목은 다 80점을 넘기겠

다며 다짐을 하였다. 첫 시험인 중국어 시

험에서는 운이 좋게 80점을 넘기며 순조로

운 시작을 하였다. 그리고 다음 주 과학 시

험에서 40점대를 받았다. 하지만 이제 시작

이었다. 이어서 본 모든 시험을 다 망치면서 

평균은 60.4점이 되었다. 이 와중에 수학

은 5개를 맞았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글쓴이 : 양인호

행운의 자리

우리 반의 과학 시간은 선생님께서 항상 

줌으로 수업을 하신다. 그렇기에 수업 시간

에 조는 학생들이 유독 많이 발생한다. 그 

중에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자리가 있다. 

선생님께 보이지 않는 자리가 딱 하나, 구석

에 있다. 학생들은 자리를 뽑을 때마다 그 

자리에 걸리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우리 반

에는 그 자리를 4번이나 앉은 y 모 씨가 있

다. 그분이 부반장이라 투표용지를 직접 제

작하기도 하였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이 투

표용지를 만든다. 저의 행복한 시절도 다 

갔네요. 

글쓴이 : 양인호

대망의 스승의 날

일 년에 하루밖에 없는 스승의 날. 물론 

모든 날은 일 년에 하루밖에 없지만 우리

는 이 특별한 날을 위해 엄청난 준비를 했

다. 우리는 롤링페이퍼를 쓰기로 정하고 종

이 가운데 우리의 단체 사진을 찍어서 붙이

기로 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선생님께 들

키지 않게 단체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여러 

힘든 작업을 거친 뒤 우리는 대망의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롤링페이퍼를 드렸다. 이를 

본 선생님께서는 감격의 눈물을 흘릴 뻔하

셨다. 존경하는 장국진 선생님 평생 건강하

세요. 사랑합니다.

글쓴이 : 양인호

家족같은 우리 반! 8학년 1반!

#인간마이멜로디#강예원#건들면물어요#권효종#영상천재#천의목소리#김태윤#팜므파
탈#박서현 #내매니저양인호#박세현#저는악기를좋아합니다#서승우#코코중독#박예원#8
학년1반간식담당#송현아#서울대수학과수석노림#양인호#카트마왕승기#이승기#노래#게
임저장소#장현태#잘생겼지운#전지운#8학년1반공주#한사랑#카이스트박사학위#정규백#
카트연습중#윤재원 #나굴용사#이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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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스승의 날

스승의 날에 특별한 추억을 선물해 드리

고 싶어 우리 8-2반은 어떤 이벤트를 할까 

논의를 하였다. 각자 개성이 담긴 손 편지

지와 꽃을 준비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

다. 스승의 날 아침 조례 시간, 선생님께서 

들어오시고 우리는 16송이의 꽃과 손 편지

를 드리며 노래를 불렀다. 선생님은 입꼬

리가 광대까지 올라갈 정도로 좋아하셨고, 

다 같이 스승의 날을 기념하며 사진도 찍었

다. 선생님께선 꽃을 모두 끌어안으시고 우

리가 드린 편지를 하나하나 읽으시며 살면

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기뻐하셨다. 우리 

역시 그런 선생님 모습을 보며 너무 뿌듯했

고 행복했다.
글쓴이 : 박희소 

반장아, 잘 가

어느 아침 조례 시간에, 이번 학기가 끝

나면 전학을 가는, 한 학기 동안 우리 반을 

위해 힘써준 반장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

하기 위해 아이들은 마지막이자 처음으로 

화장을 해주기로 하였다. 코로나 때문에 단

체 활동이 없어서 추억을 많이 만들지 못한 

것이 아쉬워 가기 전에 좋은 추억 하나 정

도는 만들어주기 위해 솜씨가 좋은 친구들

이 반장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길어진 눈

매, 날렵한 턱과 높은 콧대, 늑대 같은 섹

시한 모습으로 변신한 반장은 꽤나 만족해

하는 모습이었다.
글쓴이 : 박희소

교실에 바퀴벌레 한 마리

어느 날 점심시간에 몇몇 아이들은 밥을 

먹으러 각 많은 학생들이 교실에 남아 놀거

나 각자 할 일을 하고 있었다. 그때 교실 앞 

칠판 옆에 있던 벽의 틈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가 나왔다. 물론 두려움 때문에 바퀴벌

레가 더 커 보였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만

만치 않은 크기였다. 그렇게 모두가 패닉에 

빠졌을 때, 어느 용감한 아이 한 명이 나서

서 바퀴벌레를 잡아 쓰레기통에 던졌다. 그 

후 바퀴벌레가 탈출을 했을지, 아니면 쓰레

기봉투 안에 그대로 있었을지는 오리무중

이다. 다시는 교실에 바퀴벌레가 출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글쓴이 : 이승환

출구 없는 매력의 8학년 2반

 #인간의범위를넘어선신(神) #강수빈 #잠만보 #김휘승 #잘생긴체육부장 #박해찬 #가끔귀
여울때도있음 #박희소 #박희소따까리 #송동현 #헬창 #이기선 #우리반끔찍이 #이영재 #게
임 #공부 #이희승 #중2병매드클라운 #임현욱 #노래잘부름 #장보미 #잘가라ㅋ #정무찬 #얍
삽 #최아린 #유머감각이뛰어나고잘생긴재욱이 #한재욱 #우리반영어짱 #김은지 #미술천재
주원이 #김주원 #우리반설민석 #이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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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일등 #만년2등 #슬리핑일등 #대단한 #강재영 #내사랑콩고기사식당 #탕탕탕탕탕머
루탕 #깡하면 #강준혁 #계란아니고 #피콜로아님 #김아란 #진지한듯안한듯기가지니 #김진 
#수학만잘하는수학천재 #김호겸 #남친구함 #연락환영 #wechat #haeunnam59 #남하은 
#경시대회일등했다 #도뤽도뤽 #류도현 #칠판은나한테맡겨 #지혜로운 #송지혜 #방학동안키
클거야 #다들나보고미쳤대 #수학하면 #이아영 #찬호키쫌컸지 #롤ㄱ? #억울한 #이찬호 #분
위기메이커 #해수욕장 #리틀지건킹 #이해수 #산만해 #하지만 #키는 #개미만해 #우유빛깔 
#임예빈 #기타치는남자 #양실장 #장발이었던 #최원우 #농구 #숨겨진강자 #국밥충 #지건마
려운 #정재욱 #허세쩔어 #쌤양호실이어디예요? #운동하는 #장한재 #파키스탄석유 #재벌2
세 #전과목하나틀린 #한희성 #노래 #체육 #공부 #진짜못하는게없음 #채점안해도백점 #의
자공부하는 #유상희

선 넘지 말자 9학년 1반

그래서 개미 다리 개수가 몇 개라고? 

저희 반 친구들은 정말 바보다. 어느 날 

임예빈이라는 친구가 개미를 그렸는데 다리

가 4개밖에 없었다. 이에 몇몇 친구들이“개

미다리는 6개다!”라고 하자 논쟁이 시작되

었다. 임예빈과 몇몇 친구들은 개미의 다리

는 4개고 우리가 6개로 본 이유는 위에 더

듬이가 있어서라고 했다. 그러자 또 몇몇 친

구들은 임예빈을 바보라고 놀리며 6개라고 

반박했다. 이를 보고 계시는 최인주 선생님

께서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다. 그

래서 개미 다리 개수가 몇 개라고?

글쓴이 : 이아영

야구? ㄴㄴ 발 야구

체육시간에 발 야구 단체전을 했다. 우린 

총 4개의 팀으로 나눠져 돌아가면서 경기를 

뛰었다. 경기를 하는 동안 변수도 많아 재미

있었고 손에 땀을 쥐게 했다. 수비할 때도, 

공격할 때도 모두 고도의 전략이 필요했다. 

수행평가였기 때문에 모두가 필사적으로 게

임을 하였다. 친구들 간에 팀워크를 이뤄서 

평소 친하지 않았던 친구와 친해질 수 있는 

순간이었다.

글쓴이 : 정재욱

개학 날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가 끝나고 드디

어 학교를 갈 수 있게 되었다. 개학 전엔 줌

으로 온라인 수업을 했다. 솔직히 집중도 안 

됐고, 학교를 다닌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교육국의 허락을 받

아 개학을 했다. 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방역

에 신경을 써야 했다. 친구들과 접촉, 대화 

금지 등 제한이 있었지만 친구들의 반가운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 친구

들은 못 본 사이에 많이 달라졌다. 어떤 애

는 키가 엄청 커서 왔고, 어떤 애는 더 예뻐

져서 왔다. 전학생들도 직접 만나 즐거웠다. 

드디어 하나의 반이 된 것 같았다.

글쓴이 : 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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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상 찍기

이번 학기에서 기억에 가장 남는 에피소

드를 뽑자면 무석 홍보 영상을 찍는 것이다. 

교복을 입은 채로 촬영을 하면서 몇 시간 

동안 더운데 가만히 서있는 것이 힘들었지

만 촬영을 해볼 일은 흔치 않아 색다른 경

험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무석 홍보 영상

을 찍음으로써 9학년 친구들과 추억이 하

나 더 생기고 9학년 친구들과 더 친해진 것 

같아서 좋았다. 나중에도 이런 기회가 한 

번 더 있으면 참여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

다. 또 홍보 영상 같은 것을 찍으려면 많은 

시간과 노동, 노력이 필요한 것을 깨달았고 

홍보영상을 찍는 업체가 얼마나 힘든 일을 

하는 건지 알게 되었다.

글쓴이 : 박수빈

밀키스 소동

어느 날 간식으로 밀키스가 나왔다. 간식

으로 탄산이 나온 것이 처음이라 이 밀키스 

사건이 제 기억에 가장 남는 사건이다. 처

음 나온 탄산음료라 반 친구들의 장난기가 

발동하여 반 친구들의 탄산음료를 막 흔들

어서 터트렸다. 이 때문에 반 바닥을 끈적

해지게 만들어 친구들이 걸어갈 때마다 쩍

쩍 소리가 났다. 다음에 만약 또 탄산음료

가 나오면 다시는 이런 짓궂은 장난을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재미있었다. 

글쓴이 : 한재범

즉석에서 발표하다가 걸린 썰

학급에서 일어났던 재미있던 일을 뽑자면 

국어시간에 자신이 쓴 글을 발표하기로 해

서 번호순으로 한 명씩 발표했다. 그러다 선

생님이 한 친구를 발표를 시키셨다. 그 친

구가 발표를 하는데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

고 우물쭈물거리며 이상한 말을 하길래 어

디라도 아픈가 해서 그 친구를 봤더니 책에 

아무것도 안 쓰고 즉석으로 생각하며 발표

를 하고 있었다. 그 친구는 발표를 끝까지 

하려 했지만 선생님께 걸려서 발표를 끝까

지 하지 못했다. 하지만 저는 그 친구가 정

말 멋진 친구이고, 존경받을 만한 친구라

고 느꼈다.

글쓴이 : 김태윤

“놀 땐 놀고 할 땐 하자” 9학년 2반

#기로 #키좀그만커 #김대호씨 #김건수 #핫도그좋아 #농구도좋아 #나는 #김경민 #조용 #3
번 #그뉵빵빵 #김상휘 #크롱크롱 #낚시꾼 #김인회 #우리반 #장난꾸러기 #김주성 #뚜벅이 #
김태윤 #공부를잘한다 #힘세다 #머리가길다 #목소리크다 #박수빈 #급식사랑 #박예진 #장
수커플 #이조은 #전부치는담당 #전하윤 #9학년세스코 #최은비 #힘젤쎔 #운동젤잘함 #인
기짱 #한재범 #쿵후판다 #따꺼 #홍석민 #우유좋아하는 #홍아라 #최강승부욕 #김현규 #잠
많은 #허세왕 #유동엽 #영어잘하는 #굉장히활발한 #이여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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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업, 그리고 개학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유난히 집에서 보

내는 시간이 길었다. 저희 반에는 무려 4명

의 전학생이 있었다. 반 친구들 모두 기대

되는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고 싶어했지만 담임 선생님과 전학생들 모

두 온라인으로 첫 만남을 가져야만 했다. 

전학생 친구들은 같은 반 친구들과 직접 만

나서 얘기하고, 같이 놀면서 친해질 시간 없

이 적응을 해야만 해서 힘들었지만 서로를 

기다린 시간이 많았던 만큼 더 애틋해졌다. 

물론 개학 날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수

칙은 지켜야만 했지만 여느 개학과는 달리 

조금 더 긴장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

로 개학을 맞이하게 되었다.

글쓴이 : 이승연

윤준호 선생님

우리 담임 선생님, 윤준호 선생님이 최고

이신 이유는 시험 기간만 되면 지퍼 백 한 

봉지가 꽉 차도록 사랑으로 담아 주시는 간

식 때문이다. 우리 반 학생들 모두 그 간식

의 힘으로 열심히 시험공부를 하고, 시험지

를 잘 볼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준호 선

생님께서는 가끔씩 글귀 영상을 만드셔서 

저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곤 했다. 그래

서 우리도 윤준호 선생님을 위해 스승의 날

과 선생님 생신 기념 서프라이즈 파티를 2

번이나 준비했다. 그때마다 준비한 초코파

이 케이크로 반 친구들 모두가 함께 나눠먹

으며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반

의 소소한 행복이었다.

글쓴이 : 이승연

고등학교 생활

첫 고등학교 생활이 시작되면서 쉴 시간 

없이 몰려오는 수행평가와 외울 것이 더 많

아진 시험 때문에 우리 반 친구들이 곤혹을 

겪게 되었지만 모르는 것들을 서로 알려주

며 친구들끼리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또한 

정말 많은 조별 활동을 통해서 고등학교 생

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갔다.

글쓴이 : 이승연

하면 된다!!! 10학년 1반

 #초코송이 #바지축축 #고양이키우는사람 #강선우 #전교부회장 #고릴라 #고은별 #진지충 #
개진지 #허니 #바지뽀송 #김서영 #귀여워 #포비 #김정은 #김연욱 #허니안녕 #개에바 #바지
뽀송2 #D+57 #김은서 #기마누링 #케인스_수정자본주의 #김한울 #미스터박 #박건희 #모
기채 #왜들그리다운돼있어 #인싸 #마크장인 #박현우 #사랑꾼 #차여서모멘트삭제 #윤지훈 
#PJ #머머리 #진짜다 #왕동규 #지구에서가장많은물 #해수 #러버덕 #원소은 #동현상 #미
남 #철두 #이동현 #일본 #여우탈 #야옹 #이상원 #윌리엄 #갑분싸메이커 #구독과 #좋아요 
#이승연 #승연이양말 #리즌정 #햄스터 #이유정 #와이파이 #공유기 #아나충 #이준우 #공
실 #유튜버 #LOONA #이현민 #옹성우사랑해 #안녕쟈기 #쬰 #사막여우 #전서연 #마음의
소리 #관짝밈전지밈 #전지민 #말 #어깨1m #방송부부기장인재 #정윤원 #피또지 #숏팬츠 #
나만입을거야 #피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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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업

고등학생이 되고 난 후의 첫 학기는 코로

나로 인해 학교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

다. 그 중에서도 한 달 동안 줌을 통해 진

행했던 수업은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색다른 

경험이 되었던 것 같았다. 각자 다른 카메

라 구도부터 와이파이 문제로 수업 중 튕겨

나간 친구들까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집

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

었다. 한 달 동안의 줌 수업으로 많은 일이 

있었지만 화면을 통해 서로의 얼굴을 보고 

수업한다는 것 자체가 흥미로웠다.

글쓴이 : 남서현

예체능 2반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모든 과목

의 반 평균이 옆 반보다 낮았다. 우리 담임

선생님은 마지막 남은 예체능에 기대를 걸

으셨고 저희는 그 부담감을 안고 시합을 하

게 되었다. 우리는 연습부터 호흡이 잘 맞

는 것 같지 않아서 매우 불안했지만 박미

정 선생님께서 체육관에 내려오신 순간부

터 우리는‘아, 이거는 꼭 이겨야 된다.’라

고 생각하게 되었고, 모두 같은 마음이었는

지 질 것 같은 게임들이 이기기 시작했고 말

도 안 되게 이겨버렸다. 역시 우리 반은 예

체능이 답인 것일 수도 있다. 박미정 선생

님 사랑해요. 

글쓴이 : 박성진

비 오는 기말고사

기말고사 날이었다. 우리는 시험을 보러 

학교를 갔지만 아침부터 폭우가 내려서 물

이 가득 차 모든 학생들이 폭우로 머리를 

감았고, 양말도 다 젖어버렸다. 하지만 모

든 애들은 좋은 추억이라 생각하였다. 대부

분의 아이들은 버스가 늦게 도착해 시험을 

안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기뻐했지만 우리 

반 선생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시험은 본

다고 말씀하셔서 김이 빠졌던 경험이었다.

글쓴이 : 안성주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잠을 자지 않으면 꿈을 이룬다
 10학년 2반

#프로듀서 #강현우 #멋진유토밴 #절대음감 #권유신 #군포저승사자 #김경원 #카운팅두 #김
도현 #전교일등 #남서현 #댄스부 #박미현 #미래의 #e스포츠 #CEO #박성진 #눈치백단 #박
세진 #남친구함 #박지원 #하이큐_뽀잉 #개꿀잼배구 #안성주 #빤딱미모뿜뿜 #오경윤 #우리
반요정 #중국어천재 #유채민 #비주얼담당 #윤태식 #천천동_오렌지 #이나윤 #박서준 #이주
환 #코덕여기모여 #썬띠 #이하선 #정수기_해탈_맘껏마셔 #조은비 #무석차은우 #차민혁 #
조용 #최민준 #체육부장 #곧 #체대오빠 #최성찬 #까맣두 #흑인소울 #한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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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갈 수 있을까?

담임 선생님과 7월 11일 후이산으로 등산

을 가기로 했었다. 집합 시간은 무려 새벽 

5시 반!‘내가 그 시간에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걱정 반, 친구들과 등산을 간

다는 생각에 설렘 반으로 밤을 보냈다. 하

지만 당일 아침 비가 엄청나게 왔다. 그래

서 오후 한 시로 시간을 미뤘지만 1시가 돼

도 계속 비가 오는 바람에 그날 결국 등산

을 가지 못했다. 규빈이와 윤서는 실제로 새

벽에 나와서 엄청난 해프닝이었다.

글쓴이 : 유서현

음악회

이번 학기 음악시간에 저희는 음악 수행

평가로 음악회를 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렵

다고 생각해서 투정을 부렸다. 하지만 같은 

조 친구들과 노래를 정하고 연습을 하다가 

보니까 점점 재미있어졌고 점심시간에 점심

을 빨리 먹고 음악실에서 연습을 했다. 연

습을 하면서 많은 조들이 갈등이 있었지만 

결과물은 너무나 완벽했다. 심지어 어떤 친

구는 드럼을 연습하려고 소주에서 무석으

로 와서 드럼 수업을 받았다. 그리고 음악

회 마지막 공연은 우리 반 담임 선생님께서 

기타 연주를 해주셨다. 저희 담임 선생님께

서는 정말 다재다능 하신 것 같다.

글쓴이 : 유서현

자나깨나 말조심

이 사건은 7월 13일 종례시간에 일어난 

일이다.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종례할 시간

이 5분이 지나도 선생님께서 들어오지 않

으셔서 (평소에도 자주 지각을 하셔서 반

장이 선생님이 모시러 간 적이 많다.) 반

장 서현이가 혼잣말로“우리 담임선생님은 

왜 맨날 늦게 오시는 거야!”라고 하며 뒤

를 돌았는데 뒤에 선생님이 계셨다. 선생님

께서 멋쩍은 웃음을 지으시며“미안해 다

음에는 일찍 올게”라고 하셨다. 재미있는 

해프닝이었다.

글쓴이 : 박민서

사소한 노력이라도 지루할 만큼 반복해야
꿈을 이룰 수 있다 11학년 1반

#신발요정 #김규빈 #김별누나 #김다연 #김행복언니 #윌리엄 #김서연 #우유빛깔 #김송영 
#유네스코가아니라유내 #김유내 #김서연 #조용히해 #김윤서 #고양이좋아 #박나경 #내
가_바로_귀요민서 #박민서 #박새미언니 #박소현 #포르쉐엄마 #박아현 #ㅋㅋ루삥뽕 #박종
원 #겨빈이짝짝스~ #송경진 #집요정 #53000 #송비 #11학년1반14번 #송은지 #남친구함 
#18550181101 #연락주세요 #신수빈 #유라온엄마 #유서현 #내가_바로_이쁘다현 #이다
현 #조용한 #이동현 #김규빈친구 #문남 #이룩하 #여친구함 #이지홍 #맨날_졸린_인간 #이
하윤 #땡그리 #임서영 #모동숲_외길인생 #최은서 #반했나 #혹쉬? #최정우 #안녕하세요 #
쩌예요 #한서연 #아나스타샤-!! #허유림 #전학생 #현또삐 #이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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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아무 냄새 안 나는데? 

사건의 발달은 이러하다. 우리 반 남자아

이들의 대부분은 점심시간에 축구하는 것

을 즐긴다. 그날도 평소처럼 축구를 마친 

후 반에 돌아왔는데, 유독 날이 더웠던지

라 우리들은 땀을 엄청나게 흘렸었다. 그렇

게 반에 들어와 땀을 식히고 있자 선생님

께서 들어오셨다. 선생님께서는 들어오시

자마자 이게 무슨 냄새냐며 성을 내셨지만 

우리들은 그저 땀 냄새가 조금 나나보다 했

다. 하지만 세수를 하고 반에 들어오자 입

던 체육복을 세탁하지 않은 채로 일주일은 

묵힌 냄새가 풍겼다. 그제서야 우리는 남자

가 19명이나 되는 이과반이라 어쩔 수 없

나 보다~하며 웃었다.

글쓴이 : 남민준

이과vs문과 

시험이 끝난 후 우리는 체육시간을 빌려 

1반과 2반 사이의 반 대항전을 열었다. 종

목은 배구. 배구는 남자 한 경기, 여자 한 

경기, 복식 한 경기, 총 세 경기로 이루어

졌고 첫 번째 경기는 남자끼리 하는 배구였

다. 첫 경기라 양 팀의 응원 기세는 하늘을 

찔렀고, 2반의 담임 선생님도 지켜보시는 

자리였다. 그래서 그런지 첫 경기는 멋지게 

2반이 승! 하지만 여자 경기에서는 아쉽게 

승리를 거머쥐지 못했다. 그렇게 스코어는 

1 대 1로 마지막 복식을 진행하였는데 아

슬아슬하게 2반이 승리! 이날의 배구 경기

는 2반이 최종 스코어 2 대 1로 승리를 차

지하며 막을 내렸다.

글쓴이 : 남민준

112 피시방

다들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아는

가? 우리 반 아이들의 절반은 그 게임을 즐

기며 심지어 여자도 플레이할 정도로 핫한 

게임이다. 원래 게임은 친구들과 같이 할 

때 가장 재밌는 법! 다들 집에서 노트북을 

가져와 비가 와서 축구를 못하는 날이면 

점심시간마다 모여서 게임을 한다. 아이들

이 노트북을 가지고 게임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그때만큼은 꼭 교실이 아닌 피시방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글쓴이 : 남민준

#프로그래밍은 내꺼야 #강민수 #18051574049 #연락주세요 #김도형 #킹 #머쓱타드 #트월
킹 #제왕 #김동환 #잼나 #사랑하고 #뽀뽀 #딱대~ #김민섭 #랩잘하는줄아는 #김민수 #산중
의산은? #김산 #피아노장인 #김소현 #3대5000 #김승연 #세상귀찮 #김정원 #머루머루 #버
~억 #김형규 #공손실 #김희원 #인주쌤 #언제가요? #남민준 #11213 #남지현 #똥 #안싸는 #
요정 #박소현 #이재욱 #여친 #박수현 #공백 #박우진 #조용합니다 #박지수 #매일파이팅~^^ 
#안용호 #펄스건리븐 #윤혜린 #잠만보 #이동규 #카미나리노 #코큐 #제1형 #이승혁 #네맞
아요제가라마에요 #정재욱 #11223 #정지운  #11224 #홍리안 #강소성 #KDB #홍민호 #섭
아 #뽀뽀 #받을 #준비됐다~ #황보재민 #Ajae #황윤수

김규빈이 보고 있다! 11학년 2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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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학

올해 우리들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

다. 마스크를 무조건 착용해야 하고 가족들

과 외식하기 힘들며 친구들과 만나기 어려

운 상황이 찾아오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학생

들과 선생님들 모두 학교에 나가 수업을 하

기가 힘들어졌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개

학이 아닌 온라인 수업으로 개학을 하게 되

었다.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 생소한 

수업 방식에 힘들었지만 온라인 수업에 적응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올해로 고3

인 저희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각

자의 목표를 위해 보다 더 노력했다.

글쓴이 : 강민준

텀블러 챌린지

아이스버킷 챌린지, 덕분에 챌린지 등 여

러 의미 있는 챌린지가 진행되어 왔다. 그 

많은 챌린지 중 저희는 텀블러 챌린지를 시

작하기로 했다. 텀블러 챌린지의 원래 의미

는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여 지구의 환경에 

기여하자는 뜻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예방

을 위해 각자의 텀블러를 사용하여 각자의 

건강을 지키자는 의미도 부여하여 일석이

조의 챌린지를 진행하였다. 위챗을 통해 챌

린지를 전파하고, 12학년을 시작으로 무석

한국학교 전학년,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챌린지에 참가하여 다같이 코로나19 예방

을 실천하였다.

글쓴이 : 강민준

출정식

선배들의 졸업발표회를 볼 때마다 12학

년이 되는 선배들이 입시로 얼마나 긴장이 

될까 생각했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보

니 어느새 저희 학년의 입시가 눈 앞에 다

가와 있었다. 출정식이 시작되자, 초등학교 

1학년들이 직접 쓴 편지와 간식을 전해주

었다. 후배들이 준비한 공연을 보면서 아는 

노래가 나오면 따라 부르면서 즐기기도 했

고, 센스 있는 후배들이 만든 동영상을 보

며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 코로나로 인해 혼란

스럽기도 했지만, 이번 출정식 덕분에 긴장

감이 이전보다 사라진 것 같았다. 우리들

을 위해 출정식을 준비해주신 선생님과 후

배들 모두 감사합니다. *^^*/

글쓴이 : 송연지

You are braver than you believe, stronger than you seem, 
and smarter than you think

12학년 1반

#댄스부_그녀석 #강민준 #집순이 #집이_좋아 #권미진 #집사가_될래 #김근영 #ㅈF7l #김
어진 #옴팡사랑 #자유 #김제민 #다남 #김현겸 #0530 #탈무석 #박지유 #힘있는_장군 #박
태용 #토마토킬러 #박현지 #여러분_오해하지_마세요_비투비_정일훈입니다 #정일훈♡ #
송연지 #급식탈출 #송해준 #꽃보다 #이다인 #잠토끼 #이민희 #잘_놀다_갑니다 #이유미 
#내_인생_최고 #샛별이 #이준섭 #무적엘지 #장현우 #집인데_집가고싶다 #별에서_온_횬 #
전지현 #안녕쟈기 #정세윤 #마라탕_수혈할_사람 #구함 #정시영 #스카피 #체다치즈 #최다
은 #옐로프린세스 #피수진 #아_물고기_밥_줘야_되는데 #한재운 #세상_세(世) #기쁠_희(
喜) #홍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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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 선생님께서는 종례 시간에 잔소리도 

하시지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다. 한번

은 종례 시간이 지나도 말씀이 끝나지 않아

서 우리 반 단체로 하교 버스를 놓쳐서 시내

버스를 타고 귀가한 적이 있다. 하교 버스를 

반 전체로 놓친 적이 처음이라 재미있는 해

프닝이었다. 그리고 선생님 평가를 할 때 종

례를 일찍 끝내달라는 학생도 있었다. 이걸 

직접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포인

트! 하지만 다들 우리를 위하는 선생님의 마

음을 안다. 유현철 선생님, 항상 감사합니다.

글쓴이 : 정재현

굿 타이밍 스승의 날

똑같은 선생님, 똑같은 학생 멤버로 맞은 

두 번째 스승의 날! 선생님께서는 항상 졸

업한 후 성공해서 찾아와야 진짜 스승의 의

미가 커지는 거라고 하시지만 우리는 뭔가 

해 드리고 싶었다. 스승의 날 이벤트를 고

민하다가 혼자 계시는 선생님을 위해 무려 

‘5kg의 쌀’을 선물해 드리기로 했다! 롤링 

페이퍼와 꽃다발과 함께 쌀을 받으신 선생

님께서는 처음에는 당황하신 것 같았다. 하

지만 그날 딱 쌀이 떨어져서 마침 사러 가려

던 참이었다던 선생님! 역시 우리 반은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다.

글쓴이 : 이예슬

마지막 졸업사진

인생에 딱 한 번 있는 고등학교 졸업사진 

찍는 날! 우리 반에서 분주하게 화장을 고

치고 얼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여자들 만

이 아니었다. 멋지게 정장을 차려 입고 단

정하게 교복을 입은 옆 반과 달리, 우리 반

은,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였다. 클래시 로

얄에 나오는 게임 캐릭터부터 조커, 짱구까

지 다양한 컨셉트의 분장을 한 친구들 사이

에서 단연 최고는 예쁜 민순이(민재). 민재

는 여기저기서 인증샷 요구가 쇄도해서 바

쁜 하루를 보냈다. 정말 더웠지만 즐거웠던 

하루였다.

글쓴이 : 이예슬

불광불급 :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12학년 2반

#1 #! #고원 #기분오락가락함 #건들지마 #권관우 #무석드럼킹 #돌 #권민재 #죠르디 #체다
치즈 #김선홍 #살찌고싶다 #STONEAGE #김태현 #제흑 #박성용 #주거니 #박건희 #농구좋
아 #졸업 #박준렬 #살몬 #190530 #박준호 #이자배탁~! #맛집탐방러 #백민주 #동원OPPA 
#사랑해 #배송은 #서찌 #서상혁 #(̂ 0 )̂=b #유현재 #노랑사랑 #윤하현 #유월이 #너무좋아 
#이아람 #프로밤샘러 #인생짧고굵게 #이예슬 #친구들과_해외여행 #맛집탐방 #이자은 #투
머치토커 #프로긍정러 #장재영 #롤할사람 #기타치고싶다 #정재현 #무석한학_피바라기 #최
강묵 #잠만보 #탁규빈 #배왕짱 #030920 #홍기서 #무석_음바페 #이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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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 소식

포토 앨범
●  2020년 지나간 한 해의 
   기억을 돌아보며

2020년 지나간 한 해의 기억을 돌아보며

첫 등교(2020. 4. 20)

영어 스펠링 비 예선(2020. 4. 26) 창의 아이디어 발표 대회(2020. 4. 29) 

2020년 초부터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한 코로나19 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힘들어 올해의 

공식적인 행사들이 많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과 학생회의 노력으로 소박하게나마 다채로운 행

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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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2020. 5. 19)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2020. 5. 19)

중국어 말하기 대회(2020. 5. 8) 임원선거(2020. 5. 11)

텀블러 캠페인(2020. 5. 13) 스승의 날(2020. 5. 15)

프로젝트 중간발표(2020. 9. 12)

10학년 학급 음악회(2020. 6. 19) 11학년 학급 음악회(2020. 6. 22)

12학년 출정식(2020. 6. 24) 12학년 출정식(2020. 6. 24)

과학의 날 행사(2020.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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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앨범

체육대회(2020. 11. 4)

Feel Europe Festival(2020. 11. 27)

체육대회(2020. 11. 4)

학생의 날 행사(2020. 11. 2) 

영어 토론대회(2020. 11. 13)

편집부
활동 후기

● 2020년 교지편집부 활동을 마치며

독도야, 놀자(2020.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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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교사 이미정

2020년은 편집부 전원이 새로운 멤버로 

교체되어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스

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틀을 깨

는 새로운 교지가 나올 수 있겠다는 희망

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

할을 맡고 잘 따라와 준 편집부원들 덕분

에 ‘무석 아홉 번째 이야기’가 수월하게 

나오게 된 것 같아 이 자리를 빌려 모두에

게 응원의 메세지를 보냅니다.

“얘들아~ 한해 동안 수고 많이 했다. 너

희들은 무석 최강의 교지 편집부란다^^”

편집부장 신수빈(11학년)

기장으로서 이번에 동아리를 이끌어가

는 과정에서 제 스스로 얻은 것도 많고 부

원들에게서 배운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런 저

를 믿고 따라와 주고 응원하고 지지해 주

는 저희 부원들과 이미정 선생님께 항상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1년 동안 몸 담았

던 교지‘무석 아홉 번째 이야기’가 끝나

서 후련하기도,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지만 이번 동아리 활동은 저의 꿈을 이

루기 위한 좋은 거름이 된 것 같습니다. 모

두들 감사합니다!

2020년 교지편집부 활동을 마치며 부편집장 허유림(11학년)

갑작스럽게 부기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된 상황이 저에게 있어 부원들을 더 잘 이

끌어야 하겠다는 책임감 때문에 무거운 부

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했지만 동아리 활동

에 더욱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는 계기와 

자극제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저에게 있

어서 이번 한 해는 굉장히 유의미하고 즐

거웠던 한 해로 기억 되었으며 그 기억 속

에는 교지를 완성시키기 위해 열심히 달

려왔던 동아리 활동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아현(11학년)

이번 연도에 처음 들어와서 부원들도 교

지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미정 선생님께

서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모르는 것을 물어

보면 친절히 대답해 주셔서 힘든 건 없었

습니다. 사진 찍는 것과 글쓰기 실력을 향

상시키고 싶었는데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얻

어 가는 것 같습니다. 또 동아리 시간에 

부원들과 더 친해질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고 1년 동안 교지편집부라는 동아리

에서 많은 추억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이다현(11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 교지편집부에 들어와 

1년 밖에 활동을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지

만 교지편집부에 있던 1년을 후회 없이 보

냈던것 같아 후련합니다. 이번 교지편집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또

한 이 모든 순간을 함께 한 편집부원들과 

저희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신 이미정 선생

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유내(11학년)

교지편집부원으로 있던 이번 1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으

로 교지를 제작해보고 글을 쓰면서 저에

게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알게 된 것 같습

니다. 서로의 기사를 보고 의논하며 조언

을 아끼지 않던 과정들은 저에게 뜻 깊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1년이란 시간 동안 

함께 추억을 쌓은 부원들과 이미정 선생님

께 감사드립니다.

조은비(10학년)

처음 들어오고 나서 보니 혼자 10학년

이라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부원들과 선

생님 덕분에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

습니다. 올해 교지편집부 활동을 통해 다

양한 것들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았고, 좋은 추억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신 선배, 후배, 선생님께 감사드립니

다. 내년에도 함께하며 더욱 성장해 나갔

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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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란(9학년)

올해 1년 동안 처음 교지 편집부원으로 

활동하면서 쓰고 싶은 주제를 직접 선택하

고 기사를 작성하며 글 쓰는 실력도 늘고 

카메라 사용법도 알게 되어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옆에서 

모르는 점들을 친절히 알려주신 선생님, 

그리고 부원들 덕분에 좋은 추억이 되었습

니다. 내년에도 교집편집부원으로 함께 하

며 활동에 더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남하은(9학년)

1년 동안 교지 편집부에서 제가 직접 기

사도 써보고 고치기도 하면서 많은 점을 

배웠습니다. 처음 교지 일을 하면서 미숙

했던 저희를 잘 이끌어 주셨던 선배님들과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좋은 추억

과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상희(9학년)

교지 편집부 활동을 시작하면서 원하는 

주제로 기사를 작성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가

질 수 있어 좋았습니다. 처음이라 많이 부

족했지만 선생님과 편집부 선배님들의 도

움으로 교지를 만드는 데 재미를 느낄 수 

있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성장한 모습으로 함께 하며 배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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