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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총장대행

총학회장 장경훈

경찰행정 21 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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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매거진 창간을 축하하며

구름의 취향
마경덕

지상으로 귀향하는 저것들
추락하는 순간, 제가 태어난 곳을 알게 된다
까마득한 하늘로 유학을 떠난 것은
모두 되돌아오기 위함이었다

도시에 거주한 구름들은 호기심이 많은 십 대나 이십 대
놀이공원 지붕에 걸터앉아 거울을 보고 있다면 사춘기가 분명하다
이때부터 인증샷 셀카를 찍고 강과 바다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고
제 몸 구석구석에 대한 탐구가 시작된다
잘록하게 허리를 조이고 키높이 깔창을 깔고
저녁노을에 머리를 염색하러 우르르 몰려간다

양떼 조개 새털로 카드놀이를 시작하면
성인이 되었다는 2차 성징, 먼 하늘을 훔쳐보거나
층운이 다른 구름에게 접근했다가 따귀를 맞고 돌아와
미모의 인어구름을 들여오자고 익명으로 댓글을 단다
점심시간에 떠돌이 바람과 접속하고 번번이 자리를 이탈한다

이것들은 모두 설문지에 기록된 일상적인 통계
간혹, 별종도 있어 여우비와 교제를 하다가 하늘 학적부에서
제명되기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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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길 낭떠러지에서 점프를 하는 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 같은 것,
번개 천둥 돌풍을 다룰 수 있으면 조기졸업도 가능하다 체류기간이 짧은
구름의 손바닥을 펴보면 번개에 감전된 흔적이 있다
스미거나 박살나거나 흘러가거나, 그것은 개인의 취향이다

시작 노트
비가 내리는 새벽쯤이었다. 밀린 원고로 밤을 보내고 마지막 한 편의 시를 얻기 위해 골몰
해도 그저 막막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이었다. 늘 시를 쓰기 전 기도를 하
면 엉킨 생각이 풀리곤 했다. 기도하는 중에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고 문득 ‘구름’을 생각
했다. 자욱한 빗소리는 구름이 “지상으로 돌아오는 발소리”였다.
지상에서 머물다가 하늘로 떠난 수증기들이 대기권을 떠돌다 구름이 되고 응결된 작은 물
방울이 무거워지면 다시 비가 되어 지상으로 내려오는 순환의 방식은 신이 만든 자연의
법칙이었다.
하늘과 땅을 오가는 구름을 통해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싶었다.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으니 상황이야
어떻든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취향대로 살아가는 개인의 몫일 것이다.

마경덕
전남 여수 출생
2003년 세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
시집 『신발論』 『글러브 중독자』 『사물의 입』 『그녀의 외로움은 B형』
제2회 북한강문학상 대상 수상. 두레문학상 수상.
롯데백화점, AK문화아카데미, 강남문화원, 시 창작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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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대학교 학우분들께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등교를 못 한 지도 어느새 4학기째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내년에는 학교에 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비대면
으로 흘려보낸 시간이 아쉽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또한, 학교와 학생들의 이
야기로 채워져야 할 한세대 신문에 코로나 소식만을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안
타까웠습니다.

한세대 신문사 국원들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학우들에게
희망을 주고 더 다정한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탄생
한 것이 바로 ‘한세매거진’입니다. 한세 신문사의 새 얼굴 ‘한세매거진’은 기
존의 딱딱했던 신문 형식에서 벗어나 산업 현장에서 활발하게 뛰고 있는 선배
인터뷰, 청년 정책 소개 등 학우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더불어 밸런스 게임과
같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꾸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책으로
혹은 온라인으로 즐겁게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세매거진 1호의 주제는 ‘첫 단추’로 정했습니다. 저희 13명의
기자가 만든 한세매거진 1호가 잘 꿰매진 첫 단추가 되어 계속해서 이어져 나
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발행될 한세매거진에도 학우들의 많
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다음 호가 나올 때쯤 학교 곳곳에서 학우들의
웃음소리가 들려 오면 좋겠네요!

한세매거진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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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So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do not be dismayed,
for I am your God. I will strengthen you and help you;
I w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Isaiah 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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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순복음교회와

지난 9월 2일 여의도순복음교회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이하 기하성)

기독교대한

총회가 한세대학교 학생들을 위해 코로나-19 극복 장학금을 전달했다.

하나님의성회,

한세대학교 정상화를 위해 기도하고 재정 지원을 하는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코로나-19 극복
특별장학금 지급

기하성 총회는 한세대학교 김정일 총장 대행과 김정곤 기획처장, 백인자 혁
신성장본부장, 학생대표 등을 여의도순복음교회로 초청했다. 여의도순복음
교회와 기하성 총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
해 학부와 일반대학원에 장학금 4억 4천만 원과 영산신학대학원에 5천만 원
을 지원했다. 한세대정상화위원회 조완신 장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
에서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는 “한세대학교는 1953년 기하성
총회가 시작될 때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수도권에 세워진 학교로, 최근 어
려움을 겪고 있지만, 학교가 계속 발전하여 한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
는 학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여의도순복음교회와 기하성 총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코로나-19 극복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라며 장학금 전달의 취지
를 밝혔다. 장학금을 전달받은 한세대학교 김정일 총장 대행은 “교회와 총회
로부터 전달받은 장학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한세대학교 학생들
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
을 표했다. 이번 장학금을 유치한 한세대학교 백인자 혁신성장본부장은 “코
로나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 돼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와 총회가 한세
대 혁신성장본부를 통해 학생들에게 코로나-19 극복 장학금을 제공하는 건
특별히 교단 산하 교회의 신학대학원생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그들의
사역에 크나큰 격려와 응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번 장학금 전달
식은 학생 등록률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학교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
황에서 새 학기를 맞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희망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
면서 기획한 첫 사업이자 성과이다. 혁신성장본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대내외
활동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하는 등 대학발전
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향후 계획을 전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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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여의도순복음교회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이하 기하성)의 후원으로 본

신입생 등록금

교는 2022학년도 신입생에게 첫 학기 등록금 반값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반값 지원

한 영산신학대학원과 일반대학원 석박사 과정 신입생은 수업료 전액을 감
면해 주는 장학금 혜택을 제공한다.
여의도순복음교회 특별장학금의 규모는 학부 과정 신입생 모집정원인 612
명에게 작년 평균등록금 400만 원을 반영해 12억 2000만 원, 대학원 신학
전공 석박사 과정 신입생은 작년 평균등록금 347만 원을 신입생 모집정원
인 115명에게 반영한 4억 원으로 총 16억 2000만 원에 이른다. ‘여의도순
복음교회 특별장학금제도’는 2022학년도 수시, 정시모집 등으로 한세대학
교에 합격한 최종등록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부 장학금과 중복 수혜도 가능
하다.
백인자 한세대학교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재원 마련에 협력해 준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기하성 산하 교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한세대학교 발전기금
후원안내

부서명 : 비서실 커뮤니케이션팀(발전기금)
담당자 : 최은성(031-450-5061)
계 좌 : 기업은행(471-010400-0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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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식교육원

지난 9월 7일 본교 미래지식교육원 한세드론아카데미는 문태준 교관(범죄

한세드론아카데미

수사학·22)이 전국 최연소로 초경량 비행 장치 무인 멀티콥터 드론 실기평

전국 최연소

가 교관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드론실기평가관 합격

드론 실기평가 교관 시험은 최초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100시간의 비
행시간, 지도 조종사 시험에 합격한 후 최종 150시간의 비행시간을 채워야
응시할 수 있다.
문태준 교관은 7월 6일 경기도 화성 드론 자격시험센터에서 실시한 실기평
가 교관 시험의 모든 코스를 통과하며 합격했다. 이번 시험 코스는 드론 기
체의 위치 파악 시스템(GPS) 모드를 해제하고 자세 모드(ATTI)로 코스를
오차 없이 비행하는 시험으로 3명의 평가관 심사 기준에 의해 판정된다. 실
기평가 교관 자격증은 조종사, 지도 조종사보다 고난도의 숙련 비행 기술을
요구한다.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원 설립의 필수 자격증으로, 드론 조종
사의 비행 시험에 평가 위원 자격 전문 직업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한세드론아카데미 대표 양현호 교수는 “드론 실기평가 교관 자격자 중 전국
최연소(22세) 기록은 처음이며, 문태준 교관은 올해 한세드론아카데미에서
교관 자격을 취득한 후, 한 달 만에 교관 시험에 합격한 인재다. 한세대 드론
아카데미 개원 초기부터 보조 교관으로 함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던
어린 제자가 대단하고 감회가 새롭다며 한세대학교의 자랑으로 영광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라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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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혜 총장

김성혜(79) 본교 총장(이하 김 총장)이 지난 2월 11일 오후 2시 지병으로

별세

별세했다. 발인 및 장례예배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이영훈 담임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다. 이날 예배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온라인으
로 생중계됐다. 고인의 빈소엔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조화를
보내는 등 각계각층 인사들의 조문과 추모가 이어졌다.
김 총장은 1942년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태어나 서울예고와 이화여대 피아
노과를 거쳐 서울예고와 이화여대 피아노과를 거쳐 미국 오럴로버츠대학교
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피아니스트이자 교수로 활동하다가
1999년 한세대 부총장을 거쳐 2001년부터 총장직을 맡아 왔다.
김 총장은 ‘의와 진리와 사랑’이라는 교육이념을 가지고 실천하는 신앙인,
창조하는 전문인, 봉사하는 세계인이 되는 것을 교육목표로 20년간 한세대
학교를 이끌었다. 또한 ‘네 입을 넓게 열라’ 등 30곡 이상의 성가를 작곡했
으며, 직접 강좌를 맡아 학생들에게 매주 피아노 연주법을 가르쳤다. 사회복
지법인 가나안우리집과 성혜학회를 설립해 어려운 환경에 놓인 어린이, 청
소년 청년 등의 학업과 양육 지원에도 힘썼다.
장례예배를 인도한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는 “전 세계를 다니
며 복음을 전하시고 양로원과 고아원을 세워서 돌보시고 귀한 사역을 이루
신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우리 총장님의 헌신이 열매 맺도록 힘쓰고 우리 모
두가 그 귀한 사명을 잘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라며 추모의 말을 전했다.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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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회를

여의도순복음교회 설립자인 조용기(85) 원로 목사(이하 ‘조 목사’)가 지난

빛낸 목회자,

9월 14일 별세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조 목사는 지난 7월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지만 회

설립자 조용기 목사
별세

복하지 못하고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오전 7시 13분 세상을
떠났다. 빈소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마련됐으며 조문은 9월 15일부터 17
일까지 진행됐다. 이재명 경기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 횡희 문화체육관광
부 장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원희룡 전 제주지사,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등 정계 인사들이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장례예식은
18일 오전 8시 한국교회장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진행됐으며
장례위원장은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장종현, 이철, 소강 목사가 맡았다.
고인은 1936년 울산 울주군에서 5남 4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고교 2학년
때, 선교사들을 만나 신앙을 접했으며 다음 해 신학교 입학을 결심했다. 그
이후, 1958년 신학교를 졸업하고서 그해 5월 18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여의도순복음교회 시초인 교회를 개척했다. 이어 1970~80년대를 거치며
성장을 거듭했고, 교인 70만 명이 넘는 세계 최대 교회로 기네스북에 기재
되기도 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인 이영훈 목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 1
층 베다니홀에 마련된 조문소에서 "한국교회의 거목이요, 세계교회의 위대
한 복음 전도자"라며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희망을 잃고 실의에 빠져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신앙을 전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했다"고 조 목사를 기억했다.
정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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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of professors

교양학부 권두연 교수,

공연예술학과 김문정 교수,

이육사 탄생 117주년 기념 ‘2021 이육사포럼’ 참여

뮤지컬음악 창작진 양성 나선다
김문정 음악감독이 이끄는
‘더 피트’가 신인 뮤지컬 음
악 창작진 양성에 나선다.
더 피트는 지난 8월 27일
‘더 피트 크리에이티브: 음
악 창작진 양성 프로젝트’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멘
토링 제공, 연주자 피드백, 실연 기회를 제공해 신인 창

지난 7월 10일, 이육사문학관에서 이육사 시인 탄생

작자의 창작 능력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117주년을 맞아 이육사추모사업회가 주최하고, 안동

모집 분야는 ‘오케스트라 오프닝 곡 작곡’ 부문과 ‘뮤지

시가 후원하는 ‘2021 이육사포럼’이 개최됐다.

컬 메들리 편곡’ 부문으로, 각 1명씩 총 2명의 멘티가

10일 이육사문학관에서 열리는 포럼에는 기존의 경직

선발됐다. 김문정 음악감독과 더 피트 창작팀이 멘토로

된 분위기를 넘어 참여자와 진행자, 발표자가 서로 소

참여해 9월 29일부터 11월 29일, 두 달간 멘토링이

통하며 공감할 수 있는 자리로 진행됐다.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멘티들이 창작한 곡에 대한 더

행사는 「이육사의 아우 이원창 엽서 읽기」<발표 : 손병

피트 오케스트라 연주자의 개별적인 피드백도 받게 되

희(이육사문학관장), 토론 : 박용찬(경북대학교 교수)>,

며, 최종 결과물은 추후 김 감독 콘서트를 통해 외부에

「수이성(水生)의 청포도」<발표 : 장문석(경희대학교 교

소개될 예정이다. 김 감독은 “앞으로 한국뮤지컬 음악

수), 토론 : 김주현(경북대학교 교수)>, 「육사 문학을 읽

을 이끌어갈 멘티들에게 실질적인 창작 멘토링의 기회

는 몇 가지 단상」<발표 : 권두연(한세대학교 교수), 토

를 꾸준히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론 : 이화진(안동대학교 교수)>로 총 3개의 주제로 진

김문정 감독은 <영웅>, <팬텀>, <레베카>, <모차르트>

행됐다.

등 대형뮤지컬에서 음악감독을 맡은 대한민국 대표 뮤

이육사문학관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이육사 시

지컬 음악 감독이자 본교 공연예술학과 교수로 재직 중

인의 삶과 문학이 많은 국민에게 더욱 친근히 다가갈

이다. 최근엔 뮤지컬 <마리앙투아네트>의 음악감독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로 참여해 지난 10월 3일, 약 3개월간의 대장정을 성
료했다.

김지원 기자
사진 출처 : 한국일보

김지원 기자
사진 출처 : 더 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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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학과 테너 김종호 교수, 독창회 개최

상담센터 김희수 교수, 법무부장관 표창
본교 상담센터 소장인 김희
수 교수(상담학)가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본교 상담센터와 수원보호
관찰소는 2015년 6월 보
호관찰 대상자의 심리적 안
정과 건강한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지역사회 전문가 집단과
연계·협력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특별법사랑위원으로, 한세대 상담센터는 보호관찰 대
상 148명(684회기)을 상담했다.

본교 음악학부 성악학과 교수이자 국내외 무대에서 테

이후 수원보호관찰소의 대표적 처우 프로그램으로 법

너로 활동하고 있는 김종호 교수가 지난 3월 독창회를

무부에 보고됐고, 관·학 협력 프로그램 우수사례로 평

영산아트홀에서 개최됐다. 그는 폭넓은 연주 활동으로

가됐다. 이후,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2월 12일 법

음악가들의 모범이 되는 연주자이자 수많은 음악인을

무부 장관상을 받은 김 교수는 “상담을 통한 심리 치유

배출해 낸 교육자이기도 하다.

가 더 필요하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더 많은 도움이

국내외 주요 극장에서 오페라 ‘마농’, ‘세비야의 이발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 ‘돈 조반니’, ‘나의 벗 프릿츠’, ‘람메르무어의 루치

김 교수는 한국상담학회 차기 회장에 당선돼 2021년

아’, ‘오펜 프로베’, ‘코지 판 뚜떼’, ‘후궁으로의 도주’,

부터 2022년까지 한국상담학회 회장직을 수행하게

‘모세’, ‘쟌니 스키키’ 등 여러 작품의 주역으로 활동하

됐다.

며 다양한 배역을 충실히 소화해내는 진정한 오페라 가

김지원 기자

수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입증해 매 연주마다 관객의 호

사진출처 : 중부일보

평을 받았다.
또한 오라토리오 독창자로서 헨델의 ‘메시아’, 하이든
의 ‘천지창조’, 베르디의 ‘레퀴엠’, 모차르트의 ‘레퀴
엠’, 베토벤의 ‘장엄미사’, 바흐의 ‘크리스마스 오라토
리오’, 멘델스존의 교향적 칸타타 ‘찬미의 노래’, 브루
크너의 ‘테 데움’ 등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지원 기자
사진 출처 : 인터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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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과 박리리 교수,

경찰행정학과 박선영 교수,

KCA우수전문인어워즈 교수 부문 수상

법무부 주관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팀 합류

본교 영어학과 박리리 교

지난해 6월 26일, 법무부

수가 지난해 대한소비자

는 수용자 자녀가 겪어야

협의회(KCA)가 주최하고

했던 인권 침해로부터 이들

한국소비자평가가 주관한

을 보호하고, 나아가 수용

‘2020 KCA 우수 전문인 어

자의 원만한 사회 복귀에도

워즈’ 교수 부문에서 수상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정환

했다.

경을 구축고자 「수용자 자

KCA 우수 전문인 어워즈는 우수 전문인들의 지식과 전

녀 인권 보호 기획단」을 발족했다.

문성으로 혜택 받은 국민에게 해당 전문인이 알려질 수

현재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아동들의 인권 보호,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전문인의 자긍심 고취와 업적을 치

수용자의 원만한 사회 복귀, 재범 및 가족 비행 등에 따

하한다. 또한, 앞으로 더 유익한 지식과 전문성을 국민에

른 사회·경제적 손실방지 등을 위해 수용자 자녀에 대

게 제공해 소비자들의 8대 권리 중 ‘정보를 제공받을 권

한 국가 차원의 보호는 절실하나, 이들을 보호하기 위

리’, ‘선택의 권리’를 보장하는 효과를 목표로 실시됐다.

한 제대로 된 법률이나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박 교수는 정부 부처장 장관 전담 통역사로 활동했으

이에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기획단 팀장(교정본부장)

며, OECD 고위급 포럼 및 ASEAN+3 회의, ILO 총회

산하 4개 분과(법·제도개선팀, 정책·실무 연구팀, 대외

등 주요 국제회의에서 활약했다. 또한 EBS 영어 아나

협력팀, 전문가 자문팀)를 두고, 각 실·국 과장급 8명으

운서 활동 경력과 금성출판사 고등 영어 교과서 집필

로 구성된 실무 지원 인력뿐 아니라, 법조계·학계·시민

이력을 보유한 영어 통·번역 전문가이다. 한세대에서

단체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8명)을 포함해 구성했

는 영어 및 통ㆍ번역 분야의 강의와 연구를 담당해왔으

다. 이 중 본교 경찰행정학과 박선영 교수도 참여했다.

며, 지난 2013년에는 우수 교원 표창장을 수상한 바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기획단’은 수용자 자녀 인권 관

있다.

련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아동의 인권 보호

박 교수는 “지식과 전문성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등을 위해 6가지 유형(수용자 자녀와 가족 보호 지원에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관한 종합적 법률 마련, 교정시설 내 양육 유아 관련 법

발전에 기여하고 한세대학교의 교육이념인 의(義), 진

개정 및 시설 정비 등)의 법·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리(眞理), 사랑(愛)으로 국가와 인류문화 창달에 공헌할

법무부는 “형사사법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내에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형자의 안정적 사회 복귀·
정착과 실질적인 교정교화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

김지원 기자

고 밝혔다.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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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기획자에서 교수,

하이케어시스템협회장 ICT융합학과 신승중 교수,

그리고 배우로.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배우 신강균’

‘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 노인복지 위한
전략적 MOU 체결

본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
수 출신인 배우 신강균. 그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
학입니다.”,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등 각종 유명 광고 작
품을 남겼으며, 교수로서도 많
은 제자를 배출했다. 또한 현직
광고인이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를 담은 책도 15권 이상 출판
했다. 현재 그는 광고기획자, 교수를 거쳐 시니어 배우로 새로
운 삶을 살고 있다. 첫 주연을 맡은 단편영화 ‘연인’으로 영화
제에 출품했다. 감독과 함께한 영화 무대 인사에서 신강균 배

지난 8월 12일 ‘하이케어시스템협회(이하 HCS)’가

우는 “관객과 대화하는 시간은 단편과 장편을 떠나 주연으로

‘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 노인복지를 위한 전략적 업무

서, 감독과 함께 영화를 이끈 배우로서 관객과 만나는 시간입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HCS는 한

니다. 연극이면 바로 관객과 조우하잖아요. 바로 관객의 분위

국시니어골드클럽 회원 전용 손목밴드형 NFC 및 IC칩

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편집 작업이 필요해요.

겸용 카드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HCS는 개발 예

내가 관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화면에 표

정인 손목밴드형 카드에 결제 기능 이외에도 각종 신분

현될지 궁금증도 생깁니다. 큰 스크린에서 내 연기를 봤을 때

증을 대신해 요금할인과 입장료 면제, 지원금 충전 등

만족감보다는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되더군요.”라

의 기능과 더불어 건강증진 기능 등을 부가하기로 했

고 말하며 주연으로서 책임감을 보였다. 영화 ‘연인’은 전주

다. 특히, 지문인증으로 보안을 강화해 도난이나 분실

국제영화제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J비정상’을 수상했다. 교수

시 타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제작할 예정이다. 하이케

은퇴 후 신강균 배우는 서예, 시, 그림 등 다양한 일을 했다. 그

어시스템협회장 신승중 교수는 “시니어들이 복잡하거

가 영화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후배인 배우 정진영이 영화감

나 비용이 많이 드는 기존 제품 대신 저렴한 ‘하이케어’

독 데뷔를 준비하며 출연 섭외를 부탁한 덕분이었다. 신강균

을 통해 더욱 간편하고 편리한 결제, 인증 등의 경험을

배우는 영화, 영상작업 오디션 사이트에 포트폴리오를 등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정호 한국시니어

해 수 없이 오디션을 보러 다니며 노력했고 그 결과, 광고, 뮤

클럽협회장은 “거동이나 몸이 불편한 경우 해당 시스

직비디오 등 다양한 장르에 출연할 수 있었다.

템 개발로 편리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니어의 삶을 진솔하게 보여줄 수 있는 영화에 출연해

해당 시스템 개발에는 ㈜주경야독과 ㈜핀플넷, ㈜인성

보고 싶다”며 배우로서 바람을 밝혔다. 또한, “최대한 지금의

바이오, 비지트(BeGT) 등 각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참

인생을 즐기기 위해 산다”며 “열심히 살아왔으니 목표가 아

여할 계획이다.

닌 여정을 즐기겠다”는 말을 남겼다.

김지원 기자·사진 출처 : 매일경제

김다빈 기자·사진 출처 : 브라보마이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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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과 신현기 교수,

미디어영상광고학과 안종배 교수,

경기도 북부자치경찰 위원회 위원장 임명

인공지능 교양서 ‘인공지능이 바꾸는
미래세상과 메타버스’ 발간
국내 대표 미래학자로 꼽히
는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
장(한세대 미디어영상광고
학과 교수)이 인공지능 실
용 교양서 ‘인공지능이 바
꾸는 미래세상과 메타버스’
(출판사 광문각)를 30일 출

7월 1일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도와 관련해 경기도
자치경찰사무를 총괄할 ‘경기도 남부·북부자치경찰위

간했다.

원회’(이하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출범식은 이재

목차는 △인공지능의 개념과 역사 △메타버스의 구체

명 경기도지사와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한 가

적 적용 사례 △인공지능을 통한 비즈니스의 흐름 △인

운데 6월 30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청에서 개최됐

공지능 시대의 미래 직업 변화 △인공지능이 바꾸는 미

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자치경찰의 정착과 도민들의

디어 시장 △인공지능 시대의 정치·언론 변화 등 구성

치안 확대에 대해서도 전국에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

돼있다.

다”라고 밝혔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

안 교수는 “인공지능이 바꾸어 가는 미래세상과 메타

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 소속

버스를 다양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누구나 쉽고 재미

으로 설치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도지사가 지명하

있게 접할 수 있도록 집필되어 있다”며 “인공지능이 열

는 1명과 도의회 등 추천기관이 추천하는 6명, 총 7명

어가는 미래세상과 메타버스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

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는 방법을 알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본서를 권한다”라

시·도 경찰청장 지휘·감독권을 가지며, 담당 공무원 임

고 밝혔다.

용권, 사무 목표 수립 및 평가, 예산·인력·정책 등의 심

해당 책은 9월 9일 ‘세계 미래의 날’에 ‘대한민국 명품

의·의결권, 자치경찰사무 규칙 제정·개정·폐지권, 국

미래도서 대상’으로 선정·수상하기도 했으며, 총 328

가·자치경찰사무 및 지방·치안 행정에 대한 협의·조정

쪽으로 이뤄져 정가 23,000원에 각종 온·오프라인 서

권,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조정 요청권 등을 가져 사실

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상 자치경찰을 진두지휘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안 교수는 본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

된다. 남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는 김덕섭 전(前)

며 미래창의캠퍼스 이사장으로 미래지도사과정, 미래

대전경찰청장이, 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신현

예측전략전문가 과정, 인공지능·미래전략 최고위 과

기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겸 한국자치경찰학회 회

정, 인공지능 미래대학 콜로키움, 스마트 멀티미디어

장이 각각 임명됐다.

전문가 과정을 총괄하고 있다.
김지원 기자

김다빈 기자

사진 출처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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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대·세종대·상명대 등 3개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홍숙영 교수,

‘2021년 중국 유학생 피아노 교류음악회’

본교 미디어센터장 취임

공동 개최, 피아노학과 임미정 교수 참여
2021년 본교 미디어센터에
지난 6월 10일, 본

미디어영상광고학과 홍숙영

교를 포함한 세종

교수가 새롭게 취임했다. 홍

대, 상명대가 함께

교수는 “한세대학교 신문사,

서울 세라믹팔레스

방송국, 교육방송국의 콘텐츠

홀에서 ‘2021년 제

에 진심을 담으며, 학교와 학

1회 중국 유학생 피

생 그리고 지역사회와 교류하

아노 교류음악회’를

고 성장하는 관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최했다. 3개교는

홍 교수는 본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로 한세대학교 미

현재 박사과정을 수

디어센터장, 융합스토리텔링 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료 중인 중국 유학

SSCI급 국제 저명학술지에 연구논문 등재

생들에게 음악적 기량을 펼치고 음악학도의 기반을 만
들고자 이번 교류음악회를 준비했다. 행사는 세 학교가
모여 펼치는 음악회인 만큼 다양한 구성의 작품들을 선

지난해 2월, 본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홍숙영 교수(융

보이고자 Duo, 4 Hands, 독주곡 등 다채롭게 준비됐

합스토리텔링 연구소장)의 연구논문이 SSCI급 국제

다. 교류음악회를 기획하고 준비한 세종대 이기정 교수

저명학술지에 등재됐다. 홍 교수의 논문 ‘광고에서 스

와 상명대 김희진 교수, 한세대 임미정 교수는 “중국 유

토리텔링의 역할’이 등재된 곳은 세계 학자들 사이에

학생 중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후 본국

서 자주 인용되고 있는 경영·경제 전문학술지 ‘Journal

으로 돌아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의 꿈을

of Consumer Behaviour’ 이다. 이 학술지는 심사가

품고 있기에 수업과 연주에 있어 열정적인 자세를 보여

까다로운 사회과학 논문 인용색인(SSCI)급 등재 학술

주고 있다”고 밝혔다. 임미정 한세대 교수는 “피아노는

지로, 홍 교수는 논문에서 고객의 감성, 내러티브 레벨,

타 악기에 비해 혼자 연습 해야 하는 시간이 많아 굉장

구전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번 스토리텔링 연

히 외로운 악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타 전공 및 학교와

구는 학문적·실용적 가치가 높아 학계는 물론 기업의

넓게 교류하기보단 혼자만의 삶에 익숙해져 가곤 합니

스토리텔링 전략 수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

다. 이에 꿈을 위해 홀로 유학길에 오른 많은 중국 유학

다. 홍 교수는 “인간은 이야기하려는 본성을 지닌 호모

생들이 피아노란 공통점을 가지고 화합하여 실력향상

나란스로, 이야기 형태의 정보를 저장하려 하며, 많은

을 도모하며 학생 간, 학교 간의 시너지를 발현하는 긍

사람이 교육, 광고, 홍보 등 여러 분야에서 스토리텔링

정적인 모델을 만들고자 세 학교의 교수님들과 국제교

방식이 효과가 있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류처가 힘을 모아 본 음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스토리텔링 전문가이자 작가로 활동 중이며 한세대학

라며 음악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교 미디어센터장, 미디어영상광고학과 전공교수와 융
합스토리텔링 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김지원 기자·사진 출처 : 음악교육신문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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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대학교, 지역사회 기여로 표창 풍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실의에 빠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발로 뛰는 한세대학교 교수와 학생들
이 의왕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에서 대거 표창장을 받는다.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홍숙영 교
수와 경영학과 유혜영 교수가 이끄는 의왕부곡만날골목 서포터즈는 올 6월 창단한 이래 의왕역 앞 도깨
비시장 인근 골목을 중심으로 형성된 금잔디 상인회, 수선화 상인회, 민들레 상인회와 협약을 맺고 상인
컨설팅, 상인 스토리텔링 책자 출간, 홍보용품 제작, 소셜미디어 홍보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특
히 지역의 발달장애 화가 모임인 (사)로아트 소속 화가인 최봄이 작가와 이마로 작가의 작품을 홍보용품
과 책자의 표지에 활용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까지 끌어내는 등 사회적 의미를 담은 아이디어가 돋보인
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역사회기여로 국회의원 표창장을 수상한 이민지(한세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학생은 이번 프로젝트
의 서포터즈 단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골목을 지키며 시민들의 이웃이자 친구로 살아가는 상인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소중한 시간 속에서 배움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돕겠다”고 말했다.
홍숙영 교수(미디어영상광고)와 이민지 학생, 정서은 학생은 이소영 국회의원 표창을 받았으며, 유혜영
교수(경영학과)는 의왕시의회 윤미경 의장상, 정민지(경영학과) 학생과 최은현(미디어영상광고학과) 학
생은 경기도의회 장태환 도의원 상, 정민지(미디어영상광고학과) 학생은 경기도의회 민주당대표 박근
철 의원 상, 한세미디어센터 정진구 간사와 서포터즈 15명은 의왕시소상공인연합회장 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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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대 수상자 명단>
표창

공적분야

수상자
홍숙영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

이소영 국회의원

이민지

지역사회기여

미디어영상광고학과, 서포터즈 단장
정서은
미디어영상광고

윤미경 의왕시의회 의장
(시의장)
경기도의회 장태환 의원
(도의원)
경기도의회 민주당대표
박근철 의원 (도의원)
조병진 의왕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유혜영

지역사회기여

경영학과 교수
정민지
(경영)

지역사회기여

최은현(미디어영상광고)
지역사회기여

정민지(미디어영상광고)

지역사회기여

정진구(한세대학교 미디어센터)외 16명

의왕부곡
만날골목사람들
금잔화상인회ㆍ

수선화상인회ㆍ

민들레상인회ㆍ한세대학교 산합협력단

꽃병 / 이마로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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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of students

2020 ·2021
전국규모 공모전 수상자
2020 하반기
2020 남이섬 사진/영상 공모전 시각 우수상 - 엄채연 (미디어영상광고학과·19)
2020 남이섬 사진/영상 공모전 시각 최우수상 - 장지혜 (미디어영상광고학과·17)
2020 생활 속 기상레이더 영상공모전 우수상 - 박효연 (미디어영상광고학과·18)
제 2회 경기도 광고홍보제 장려상 - 강소희 (미디어영상광고학과·18)
제 12회 인성클린콘텐츠 정직 UCC 공모전 대상 - 배원호 (미디어영상광고학과·18)
제 12회 인성클린콘텐츠 정직 UCC 공모전 대상 - 유영종 (미디어영상광고학과·18)

2021년 상반기
프레미어클래식 음악콩쿠르(관악,플루트) 2등 - 엄슬비 (음악학과·18)
제35회 라이징 스타 콩쿠르(성악 대학부) 최우수상 - 안나 (음악학과·20)
오븐마루치킨 영상공모전 장려상 - 조관용 (국제관광학과·19)
안산스토리 영상 시놉시스 공모전 우수상 - 강수빈 (경영학과·18)

2021 상반기 경찰공무원 최종합격생
허재석 (경찰행정학과·12)

박혜빈 (경찰행정학과·14)

권준석 (경찰행정학과·15)

고건호 (경찰행정학과·16)

이한승 (경찰행정학과·16)

김건우 (경찰행정학과·16)

김재민 (경찰행정학과·17)

박다솜 (경찰행정학과·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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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우 분들의
수상 및 합격을
축하합니다.

성공적인 학교생활 = 학교 뽀개기!

학뽀

이슈인

SM엔터테인먼트부터
CJ ENM까지 정복한
김철균 선배와의 인터뷰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에게 꿈의 기업일 CJ ENM 현직자이자 선배를 만났다. CJ
ENM은 종합유선방송사업과 홈쇼핑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을 주로 하고 있다. 라
이브 커머스 채널부터 면접 팁, 취업 준비까지 알찬 내용으로 구성했으니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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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자기소개 부탁한다.
인터뷰 요청 감사하다. 한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2012년도 졸업생 김철균이다.
현재는 CJ ENM에서 근무하고 있다.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나?
DIA TV 사업부의 라이브 커머스팀 PD로 근무하고 있다. 라이브 커머스는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의 커머스형 콘텐츠를 말한다. 국
내 라이브 커머스의 예시로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 카카오 쇼핑 라이브, 배달의 민족 쇼
핑 라이브가 있다.

직무의 장·단점이 있다면?
라이브 커머스의 장·단점을 설명하면 될 것 같다. 장점은 언택트 시대와도 적합하
며 급변하는 시대상에 발맞출 수 있는 뉴 미디어 사업의 최전방에 있다는 점이다. 그리
고 기획의 자유도와 만족도가 높다. 개인적으로 단점을 말하자면 포맷이 체계적이진 않
아서 플랫폼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31

입사 전 상상했던 기업 이미지&회사 생활과 실제 모습에 차이점이 있다면?
회사 규모가 큰 만큼 수직적이고 위계질서를 중요시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
려 자유롭고 수평적이며 워라밸이 보장돼있고 개인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분위
기에 가깝다.

이전 회사가 SM엔터테인먼트라고 했는데 학우들이 해당 업계에 궁금증이 많을 것 같
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뮤직비디오 프로듀싱 관련 업무를 했었는데 업계 특성상 문화·기술을 빠르게 접할
수 있고 트렌디하다. 단점이라면 늦은 시간에도 근무하는 등 개인 시간을 가지기 어렵다
는 점이다.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며 특별히 준비했던 것이 있다면?
취업에선 경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규모와 상관없이 직무 관련 공
모전에 많이 도전했고, 수상 내역 전부를 이력서에 작성했던 것 같다. 또, 아르바이트와
인턴 활동 역시 영상 관련으로 참여했다. 본인은 기독교 방송국과 케이블 제작 스태프로
각 2달간 근무한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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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취업 준비생에게 면접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면접 팁이 있
다면?
열정과 눈빛, 자신감이 중요한 것 같다. 눈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창이라고 생
각한다. 또, 열정과 자신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직무 경험이 있다면 더욱 좋다.

취업 준비 전 휴학을 추천하는지?
휴학 기간에 무엇을 할지 목적이 분명하다면 추천한다. 휴학 전 미리 목적과 수단,
그리고 대비책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생 선배로서 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자신이 재미있어 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와 적합한지 아는 것이 중요
하다.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야 도달하기 위한 방향과 방법을 정할 수 있다. 만약 방송국
PD가 되고 싶다면 채용공고부터 확인하고 그에 맞는 스펙을 쌓는 것이 좋다.

박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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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뽀개기

알려줄게,
한세대학교!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우들과 선배들과의 교류가 없어
진 현재, 학교의 시설은 물론 학교의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신입생
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3년 동안 학교에 다닌 본 기자가 신입생들
에게 도움이 될만한 여러 시설과 장학금 제도를 알려주고자 한다.
(모든 장학금은 이수학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과락(F, 미패스) 및 채플 불합격
자는 제외한다. 단, 성적 장학금은 16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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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장학금
성적 장학금은 직전 학기 성적이 3.5 이상인 학생 중, 각 전공별 재학 인원의 8%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며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다. 단, 타 장학금을 추가로 수혜 받거나 장
학기준에 미달된 경우엔 다음 순위의 학생에게 장학금이 양도된다.

봉사 장학금
학생활동부서 및 학교에서 인정하는 부서에서 봉사한 학생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장
학금이다. 직전 학기 성적이 2.8이어야 하고 학생이 직접 전산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① 총학생회 회장
② 총학생회 부회장
③ 학생복지위원회장, 대의원회의장, 동아리 연합회 회장
④ 총학생회총무, 학생복지위원회 부회장, 대의원회 부의장, 동아리 연합회부 회장, 생활
관사 생장, 각 학부(과)학회장(각1인)
⑤ 총학생회국장(9인), 학부(과) 부학회장(1인)
⑥ 학생복지위원회 총무(1인), 대의원회 총무(1인), 동아리 연합회 총무(1인), 생활관 총
무(1인), 각 학부(과) 총무(1인), 프레이어스코랄(합창단) 총무(1인)
⑦ 학생복지위원회 국장(4인), 대의원회 국장(4인), 동아리 연합회 국장(4인), 생활관 회
계, 서기
⑧ 생활관 각 동장(11개 동), 홍보도우미
⑨ 각 학부(과) 과대표

언론 장학금
본교 언론기관에서 봉사하는 학생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직전 학기 성적
이 2.8이어야 하며 학생이 직접 전산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방송국과 인터넷 방송국, 신
문사 국원들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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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장학금
외국어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다. 토익 900점 이상, TOEFL PBT
600점 이상 또는 IBT 100점 이상, 중국어 신 HSK 6급 이상, JPT 880점 이상을 취득
하면 100만 원이 지급된다. 토익 800점 이상, TOEFL PBT 550점 이상 또는 IBT 80점
이상, 중국어 신 HSK 5급 이상 JLPT N1 이상 또는 JPT 660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에겐
50만 원이 지급된다.

한세 SNS 홍보 서포터즈 장학금
한세 SNS 홍보 서포터즈 장학금은 신입생들과 입학 예정 학생들에게 각 학과별 온라인
SNS(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등)와 개인 SNS 에서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여 한세대학교를 홍보하는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다. 활동결과에 따라,
학기 말에 80만 원을 지급해준다. 선발인원은 18개 학과 기준 18명이며 최종 평가과
정을 거쳐 최우수상 1팀(3명)에는 ‘Awards장학금’을 추가 20만 원씩, 총 60만 원 추가
지급해준다.

학교 시설 소개
도서관
도서관은 본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 중 하나다. 출입 시 학생증 혹은 본교
도서관 앱을 설치하면 발급되는 모바일 열람증이 필요하다. 1층부터 4층은 자료열람
실, 보존 서고 등이 있고 5층부터 6층은 그룹 스터디룸이 있다. 시험 기간 학생들이 가
장 많이 애용하는 곳으로 학기 중에는 9시부터 21시까지 열리지만, 시험 기간엔 24시
간 열려있으니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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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카페
본교엔 두 개의 카페가 있다. 우선, 학생식당, 디자인관, 영산비전관에 있는 ‘카페 플라
타너스’ 이다. 커피, 생과일주스, 각종 베이커리류를 팔고 있다. 다른 하나는 학생회관 1
층에 있는 ‘카페 그라찌에’다. 그라찌에는 ‘G그라찌에’ 앱을 다운받아 포인트를 적립한
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크로와상과 샌드위치를 팔고 있어 아침밥 대용으로
좋다. 본 기자는 플라타너스의 캬라멜 쿠키와 자색 고구마 라떼 그리고 그라찌에의 딸기
라떼를 추천한다.

셀프 스튜디오
영상 편집에 관심이 있는 학우들은 대학원관과 로뎀관에 있는 셀프 스튜디오를 이용해
보자. 하루 최대 3시간까지 예약이 가능하니 영상에 관심이 많은 학우에게 도움이 될 것
이다. 9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되며, 한세 대학교 교육혁신원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건실
수업 중에 아픈 곳이 있다면 학생회관 1층에 있는 보건진료소를 이용해보자. 외상 및 단
순 질환의 응급처치 및 약품을 처방해준다. 9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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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라이프 스타일

청년 혼자 잘살기
in 경기도, 군포
경기도 대학생의 로망 중 손꼽히는 것을 말하자면 바로 자취라고 할 수 있다. 하지
만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대학생에게 홀로서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청년이
도움받을 수 있는 경기도 정책과 3년 동안 군포시에서 자취 중인 박예신 학우(미디
어영상광고학과·19)의 인터뷰를 준비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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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어느 쪽에서 살고 있고 주
거 형태는 무엇인지 알려달라.
한세대에서 약 6분 거리인 당정동에 원룸 전세로 살고 있다.

소득 없는 학생이 홀로 집 구하기 힘들었을 텐데 혹시 도움
을 받은 정책이 있나? 있다면 소개해달라.
국가적으로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인 ‘청년 전세 자금 대출’
에 도움을 받았다. 청년 자금 대출은 마땅히 근로 소득이 없는
청년(만19~34세)을 대상으로 세대 7천만 원까지 전세 보증
금 대출을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그리고 이자율은 보통 연 2%
내로 합리적이다. 은행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세 자금 대출은
80%가 한도이니 참고하자.

군포시 3년 차 자취생으로서, 혹시 경기도나 군포 관련한
청년지원 정책을 알고 있는가?
전역한 지 얼마 안 돼서 신청하진 못했지만 여러 개가 있는
거로 안다. 먼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라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에서 23세를 대상으로 분기별 6만 원의 교통
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다음으로는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이라는 정책이 있다. 경기도에서 연속 3년을 살았거나 도합 7년
을 산 청년을 대상으로 약 100만 원의 지역 화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 해당 사업은
만 24세가 된 해에만 지원을 할 수 있다.

역시, 경기도 자취생 3년 차라 아는 게 많다. 혹시 마지막으로 자취 관련해서 독자들
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경기도 소재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 정책들이 많으니 꼭 혜택을 받길 바란다! 자취하
고 싶은 학우는 집 들어가기 전, 수도랑 계약서 잘 살펴보시길. 이미 자취생 동지인 학우
는 한 끼 한 끼 먹기 귀찮더라도 밥 잘 해 먹자. 파이팅!

박예신 학생의 인터뷰 외에도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소개한
다. 경기도와 군포시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여러 경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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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청년희망키움통장

2021 청년날개 사업

청년기본소득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이라는 청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만 24
세라면 해당 연도에 100만 원가량의 지역 화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행복 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이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온라인 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 능력이 있는 청년 생계 급여 수급자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하
여 자립 지원 및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는 군포시의 청년지원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만 15세~만 39세)이다. 만약
자신이 대학생인 신분이지만 꾸준히 아르바이트하고 있거나 일을 병행하는 등 근로 소
득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통장 개설을 추천한다.

2021 청년날개 사업
2021 청년날개 사업은 군포시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
하여 실시하는 면접 정장 무료대여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주소지가 군포시인 19세 이
상 39세 이하의 청년 구직자이다. 대여 가능 횟수는 연 5회 이내로 1회 대여 시 반납까
지 3박 4일이 주어진다.

이렇게 경기도와 군포시에서 진행 중인 청년지원 정책을 알아봤다. 청년을 지원하는 정
책들이 미처 다 담지 못할 정도로 많았다. ‘경기청년포털’(youth.gg.go.kr)에서 더 많은
정책과 정보를 볼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한세매거진이 청년들의 첫 시작, 홀로서
기를 응원한다!

김소영 기자·정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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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서포터즈

‘우리 부곡 골목에서 만날래?’,
부곡 만날골목
서포터즈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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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미디어의 발달로 골목상권을 찾
기보단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면
서 소비패턴의 변화가 일어났다. 소비자
에겐 간편하게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오프라인 매출
에 의존하는 상인들은 디지털 역량·기반
부재로 변화에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본교
와 부곡 상인회 3개소가 협업해 ‘부곡 만
날 골목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를 결

<부곡만날골목 서포터즈>를 하게 된 이

성했다. 서포터즈는 일회성 관심을 유발

유나 동기가 있었나?

하는 단순 홍보가 아닌 상인과의 인터뷰
를 통해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SNS 콘텐
츠, 책자를 제작·홍보한다. 그뿐만 아니
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상인들에게 변
화하는 소비패턴 및 환경, 고객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상인 스스로 위기와 변화

당동에 살고 있어서 이 근처를 잘 안다.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보니 서포터
즈를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포도 서포터즈’를 한 경험이
있는데, 상인 분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
겁고 인상 깊어서 참여하고 싶었다.

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 활동도 진행 중
이다.
서포터즈에 참여해 ‘영화 플라워 카페’를

<부곡만날골목 서포터즈> 활동이 상인과

담당 중인 정민지 학우(경영학과·18)와

학생을 1:1로 매칭해 활동하는 것으로

만나 서포터즈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고 있다, 어떤 활동을 하는지 간단히 설

과 소감을 들어봤다.

명해달라.
의왕시 부곡 먹거리촌의 40여 상인이
참여 중이고 20명의 학생이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다. 학생과 상인을 1:2로 매
칭해 인터뷰하고 스토리텔링 식으로 원
고를 작성한 후 책자로 만들어 보내드린
다. 또, 인스타그램이 없으신 상인 분들
께 인스타그램 개설과 업로드, 운영을
도와드리는 등의 활동도 한다.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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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분들께 발달장애인이 그린 그림으
로 만든 장바구니나 앞치마를 드리는 것
으로 알고 있다.

6~9월까지는 인터뷰를 진행한다고 하던
데 인터뷰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코로나 때문에 여러 번은 못 하고 상점당
두 세 번 정도 진행하고 있다.

이 활동을 하면서 제일 기대되는 부분이
어떤 건가?
사실 글 쓸 기회가 별로 없고 글도 잘 못
쓴다.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주변의 도움
으로 글 쓰는 것을 배우면서 스스로 발전

쉽다. 원래는 6월에 인터뷰를 시작했어
야 했는데 9월인 지금이 정식적인 첫 활
동이다.

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 기대된다. 또, 상
인분들께도 도움이 돼서 서로 같이 발전

오늘 정식적인 첫 활동이라고 했는데 첫

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활동을 한 소감은 어떤지?
‘포도 서포터즈’를 할 때 인터뷰를 처음

활동하며 좋았던 점과 반대로 아쉬운 점

해 봤는데, 원래 인터뷰는 예정에 없었다.

이 있다면?

질문하는데 인터넷 잡지에서 봤던 것처

좋은 점은 상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
려움이 있으면 함께 방법을 모색하고 도
움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내가 만났
던 분은 SNS를 잘하셔서 다행이지만 다
른 상인분 중에는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
다. 이런 분들에겐 서포터즈 활동이 가게

럼 풍부한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곤란했
던 적이 있다. 당황해서 추가적인 질문도
못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그런 점까
지 고려해 질문을 많이 작성했다. 사장님
도 즐겁게 응해주셔서 긴장했던 것보다
편하게 할 수 있었다.

홍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뿌듯하다.
반대로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밀려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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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고 있을 독자들에게 한 마디!
앞으로 부곡 만날 골목 상인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업로드될
예정이다. ‘부곡 만날 골목 프로젝트’, ‘부
곡 만날 골목’을 검색해 서포터즈의 활동
을 지켜봐 주길 바란다.

‘하늘의 기회는 견고한 요새에 미치지
못하고, 견고한 요새도 사람의 화합에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맹자의 말처럼 서로
힘을 합치고 소통해 나아간다면 어떤 어
려움이든 헤쳐나갈 수 있다. 서포터즈의
활동이 학생의 역량 강화는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는 그 날까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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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매거진이 ‘부곡만날골목 서포터즈’를
응원한다.

정세진 기자·황인영 수습기자

먹스타그램

혼밥도
3

3

문제없어!

최근 몇 달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이뤄지
면서, 올해 말 내지 내년 초에는 대면 수업이 가능할 것
이라는 추측이 많다. 정상적인 등교를 기원하는 마음으
로 본교 주변 맛집을 찾아 나섰다.

보통 점심시간에 선택지는 3가지 정도가 있다. 첫 번째
는 교내 학식, 두 번째는 당정역 주변 식당가, 세 번째는
담소소사골순대육개장

당정 초등학교 주변 이른바 ‘먹자골목’이다. 이번에 소
개할 맛집은 이 먹자골목에 위치해 있다. 순댓국이 주메
뉴인 ‘담소소사골순대육개장’ 군포 당정점이다. 가게 내부가 넓고 쾌적하며 회
전이 빨라 혼밥하기 좋다. 순댓국 외에도 순두부찌개, 육개장, 불고기 전골, 사
골 전골 등 메뉴가 다양하다. 본 기자는 일반 순댓국 정식으로 주문했다. 정식
은 단품 국밥에 3,800원을 추가하면 순대와 편육이 추가로 제공되는 메뉴다.
주문을 마치면 기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새우젓, 들깻가루, 다진 양념, 쌈장
을 내준다. 일반 순댓국은 소사 골과 순대, 머리 고기, 그리고 당면이 들어가 있
다. 이름은 순댓국이지만 순대보다는 고기가 더 많다. 3,800원을 내고 추가한
편육과 순대 양이 꽤 많은 편이라 식사뿐만 아니라 안주로도 손색없다. 가격대
는 국밥 메뉴가 8,000원대, 정식 메뉴가 12,000원 대로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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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을 위한 맛집 추천
3

3

3

3

33

3

33

식사를 마치고 시간이 남으면 대개 카페로 향한다. 마침
주변에 추천할만한 카페를 발견했다. ‘담소순댓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한 ‘카페 하라’다. 내외부 인테
리어가 어두운 톤의 나무로 돼 있어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카페 내부는 넓은 편이고, 계단으로 이어진 2층
자리도 있다. 아메리카노가 3,000원으로 부담 없는 가
격대다. 본 기자는 매실 아이스티와 크로플을 주문했다.
크로플은 토핑을 선택할 수 있는데, 블루베리와 아이스

카페 하라

크림 중 아이스크림을 선택했다. 사장님 한 분이 주문과
제조, 서빙을 모두 담당해 메뉴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편이다. 시
간적 여유가 있을 때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매실 아이스티는 집에서 직접 담
근 매실청 맛이었다. 달고 신 맛이 강해서 호불호가 갈릴듯했다. 의외로 만족했
던 메뉴는 크로플이다. 시럽을 뿌린 크로플 두 조각에 쫀득한 바닐라 아이스크림
이 올라가 있다. 크로플 자체가 달지 않아 아이스크림과 조합이 아주 좋다.
만족스러운 식사에 디저트까지 곁들이고 나오니, 마치 다시 등교하던 때로 돌
아간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된 이후로 입학한 신입생도
하루빨리 즐거운 학교생활을 즐기며 본교 주변 맛집을 방문할 날이 오길 바란
다. 당정 초등학교 옆 먹자골목을 방문할 때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식당 중
상당수가 일요일엔 문을 닫는다. 방문하고자 하는 식당이 있다면, 헛걸음하지
않도록 미리 휴무일을 확인하는 게 좋겠다.

박지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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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줌인

같이
‘광야’ 할래?
빛 광(光), 밤 야(夜) 어둠 속 빛이라는 뜻을 가진
광야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깊은
역사를 가진 동아리다. 현재 광야는 영상 제작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세매
거진은 우수동아리로 선정된 광야의 다양한 활
동과 매력, 향후 계획을 알아보고자 광야 김지연
학우(미디어영상광고학과·19)를 만나봤다.

● 광야에 입부하게 된 이유는?
●

●

1학기에는 시나리오, 카메라, 편집 등 영상 제

작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교육하며, 밥조(밥

정해진 주제가 아닌 원하는 주제로 영상을 제

을 함께 먹는 조)나 조별 만남을 통해 친목 활동을

작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한다.
2학기에는 광야 활동의 핵심인 영상제를 진행한

●

다. 영상제를 위한 팀 구성 후 각 팀당 다른 영상

이번 우수동아리 중 광야가 선정됐다. 선정의

장르를 부여받는다. 그리고 3개월간 팀끼리 영상

비결은?
●

제작을 한 뒤, 영상제에서 상영회를 개최한다. 영

1999년부터 2021년까지 긴 세월 동안 선배

상제는 광야 모든 회원이 참여해 각 팀의 영상을

들의 가르침을 후배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 노력

보고 한 해 동아리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간이다.

하고 있으며, 부원들이 모두 동아리에 열정을 가

여름 방학에는 영상 관련 공모전을 한다.

지고 참여해 준 덕분에 우수동아리에 선정될 수
있었다.

● 활동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과 아쉬운 점은?
● 동아리에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설명해달라.

●

48

모든 부원의 노력이 담긴 결과물을 보며 한 해

● 이 글을 보고 있을 독자들에게 한 마디!

광야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는 영상제가 가장 기
억에 남는다. 아쉬운 점은 직접 촬영하고 만나

●

서 작업하는 일이 잦은 영상동아리 특성상 코로

은 분께 전해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

나-19로 인해 활동이 어려웠던 점이다.

●

이번 인터뷰를 통해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많

광야는 언제나 열려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활동이 어려운 상황임에

다른 동아리와 차별화된 광야만의 매력은 무엇

도 신입 부원들과 기존 부원들의 노력, 그리고 열

인가?

정으로 동아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광야, 한세대
●

친목과 분위기다. 부원들 간 유대감과 의리가

대표동아리의 명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

형성돼있기에, 광야는 긴 역사 동안 선후배 간 끈

한다. 시나리오, 촬영, 편집, 연기 분야에 관심이

끈한 정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있는 학우분들이라면 광야에 지원해보는 것이 어
떨까?

● 앞으로 광야의 계획은?
김소영 기자·박나현 수습기자

●

광야는 부원들과의 의리와 친목을 바탕으로 함

께 성장하며, 편하고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는 분
위기를 가진 동아리로 지속하고자 한다. 앞으로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영상을 주제로 다양한 활동
에 도전하고 열정을 담을 수 있는 동아리가 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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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Q1
강의 시간표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5시간 연속 강의 VS 4시간 우주 공강

40%

한세대 학우
100명과 함께한
학교생활
밸런스 게임

60%

● 5시간 연속 강의
● 4시간 우주 공강

결과는 4시간 우주 공강 60%, 5시간 연속 강의
40%로 4시간 우주 공강을 선택한 학우들이 많았
다. 4시간 공강을 선택한 학우들은 4시간 공강 시
간을 활용해 과제나 다른 공부를 하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연희 저는 공강에 연습을 하기 때문에 우주 공

강은 그야말로 엄청난 기회라고 봅니다.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둘 중 하나를 골라
야 하는 상황이 찾아온다. 시간표를 만들

제리 5시간 연속 강의는 기 빨리고 너무 힘들지

때, 수업을 선택할 때 등 꼭 한 가지를 골라

만 4시간 공강은 다른 거라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

수 있으니까.

는가? 학교생활을 하면서 공감되는 상황
을 모아 밸런스 게임을 진행했다. 나라면

반면에 5시간 연속 강의를 선택한 학우들은 4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생각하면서 본교

간의 공강 시간을 버티지 못하겠다며 차라리 연속

학우 100명이 응답한 결과를 들어보자!

강의를 듣는 게 낫다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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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대 암모나이트 5시간 연속 강의해봤는데 할

뚜비 한 소절 부르자마자 교수님이 마이크 켜졌

만했습니다. 공강은 두 시간만 생겨도 우주 미아

다고 알려주기라도 하실 거 같아서… 춤은 조용하

가 된 것 같아요.

게 완곡해 버릴지도.

꼬밍쀼 5시간 연속 강의도 힘들지만, 수업이 끝

예은이 친구 마이크 켜고 노래하면 수업에 방해

난 이후엔 저만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그나

돼서라도 누구 한 명은 날 말려줄 것 같은데 춤추

마 좋은 것 같습니다. 4시간 우주 공강으로 다음

고 있으면 그냥 방관할 것 같다.

수업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 지루하고 힘듭니다.
반대로 춤을 선택한 학우들은 노래를 부르면 다
듣게 되지만 춤을 추면 눈치채지 못할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다.

Q2
실시간 강의 중 감당 가능한 실수는?

오레오집사 노래는 다른 사람들이 100% 듣기

마이크 꺼진 줄 알고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춤은 그래도 눈에 안 띄면 괜찮으니

VS 카메라 꺼진 줄 알고 춤추기

까요.

기타 의견으로는 춤과 노래 중 자신 있는 것을 선
택한 학우들도 있었다.
51%

49%

박준의 개인적으로 노래보단 춤에 자신이 있다.

조만간 실수인 척하고 강의 중에 모두에게 보여
줄 것.
● 마이크 꺼진 줄 알고 노래하기
● 카메라 꺼진 줄 알고 춤추기

몔정든 내가 노래를 잘 부르기 때문에 상관없습

니다.
결과는 마이크 꺼진 줄 알고 노래하기 51%, 카메
라 꺼진 줄 알고 춤추기 49%로 가장 치열한 접전
을 펼쳤다. 노래하기를 선택한 학우들은 노래하면
누가 말려줄 것 같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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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원을 미련 없이 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어

Q3

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 학기 동안 함께할 팀원 한 명을 고른다면?
자료조사 위키백과 긁어오는 조원

봉경민 카카오톡 읽고 답 안 하는 게 차라리 위

VS 카카오톡 읽고 답하지 않는 조원

키백과보다 냉정하게 조원을 제외할 수 있다.
뿅 아예 참여를 안 하는 거니까 합당하게 이름

을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 몫까지 제가 하고
25%

저만 점수 받죠.

75%

Q4
과제 제출 마감 5분 전, 둘 중 골라야 한다면?

● 자료조사 위키백과 긁어오는
조원
● 카카오톡 읽고 답하지 않는 조원

과제 발견하기
VS 여태까지 썼던 과제 날아가기

자료조사 위키백과 긁어오는 조원 75%, 카카오
톡 읽고 답하지 않는 조원 25%로 전자가 우세했
다. 전자를 선택한 학우들은 참여할 의지를 보이
는 조원이 더 낫다고 말했다.

37%
63%

숨 카카오톡을 읽고 답하지 않으면 했는지 안 했

는지조차도 모르고 파트 분배할 때도 좋다는 것인
지 싫다는 것인지 모르기에 그나마 자료조사를 긁

● 과제 발견하기
● 여태까지 썼던 과제 날아가기

어서라도 해오는 게 성의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보름 그래.. 위키백과라도 긁어와라 연락 읽고

답 안 해서 내 속 긁지 말고…

과제 발견하기 63%, 여태까지 썼던 과제 날아
가기 37%로 과제 발견하기가 다수의 선택을 받

후자의 경우 조별 활동에 아예 참여하지 않으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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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제출 마감 5분 전 과제 발견하기를 선택한

Q5

학우들은 노력해서 작성한 과제가 날아가는 것보

3시간 통학 시, 둘 중 골라야 한다면?

다 실수로 모르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어폰 없이 통학하기
VS 보조배터리 없이 통학하기

배고픈 돼징 그냥 못 본 척 포기하면 된다.
묭묭 한 번 정도 과제를 까먹어도 괜찮다고 생

각해요. 근데 하다가 날아가면 진짜 너무 슬프고.
억울하고 화날 것 같아요.

32%
68%

서파당 과제가 날아감= 열심히 했던 거 날아가

서 패닉 오고 눈물 나고 허무함. 과제 발견함= 애
초에 하질 않았으니 데헷콩하고 넘어갈 수 있음.
● 이어폰 없이 통학하기
● 보조배터리 없이 통학하기

여태까지 썼던 과제가 날아가는 것을 선택한 학
우들은 그래도 한 번 써봤으니 빠르게 다시 작성

보조배터리 없이 통학하기 68%, 이어폰 없이 통

해서 과제를 제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

학하기 32%로 전자를 선택한 학우들이 많았다.

았다.

보조배터리 없이 통학하기를 선택한 학우들은 이
어폰 없이는 통학하지 못한다는 것이 대다수였다.

호비 여태까지 썼던 과제들 어느 정도 틀은 잡

혀있으니 5분 동안 기억을 돌이켜 빨리 작성하면

Calientacabezas Music is my life, 충전은 동기

무사히 제출만은 할 수 있잖아요.
안녕

한테서 빌리거나 따로 충전시설을 이용하면 되는

둘 다 어이없지만 날아갔어도 머리에는

일이지만 이어폰은 빌리기도 애매하고 따로 대여

대략적으로 어떤 거 썼는지 개요 정도는 남아있

할 수도 없다.

겠지.

고대화석정령 3시간의 여정 동안 소리를 통제하

는 것만으로도 피로를 대폭 줄일 수 있다. 물론 보
조배터리가 없어도 될 만큼 충전은 철저하게 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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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폰 없이 통학하기를 선택한 학우들은 배터리

학우들은 PPT는 여러 자료를 넣을 수 있어서 분

가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보조배

량을 채우는 데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터리를 선택했다.
치자피즈 PPT 30장 이상 생각보다 쉽지 않나요?

그림이나 사진 같은 시각 자료를 많이 사용하면 훨

정뿡빵 이어폰 없으면 글이라도 읽으면 되는데

씬 쉽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10pt로 10장 이상의

보조배터리 없어서 전원 나가면 전 뭐 하죠.

리포트 과제는 소설 쓰기가 아니면 하기 힘들 것

꿍듀 이어폰은 없어도 재밌게 할 수 있는 것들

같아요.

이 많다! 오프라인 게임, 카톡, 소설 읽기 등등.
0 시청각 자료 양껏 넣을 수 있는 PPT 승.

반대로 10pt로 리포트 10장을 쓰는 것을 선택한

Q6

학우들은 리포트도 분량 채우기 어렵지 않으며 오

과제를 둘 중 골라야 한다면?

히려 PPT를 만드는데 신경 쓸 것이 많아 리포트

10pt로 리포트 10장 이상 쓰기

가 낫다는 의견이 많았다.

VS PPT 30장 이상 만들기
뽀 리포트 양식에 따라서 3~4장 정도는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

말포이 PPT는 한 페이지에 내용이 축약되어 있

는데 30장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양이고 사실 하

87%

나하나 디자인하기가 나름 오래 걸리더라고요. 리
포트는 서론 길게, 과정 길게, 결과는 결과만, 결
론 길게 쓰면 10장정도 괜찮을 거예요. 표지 목차
● 10pt로 리포트 10장

포함이면 더 좋고 각주 달면 나름!

이상 쓰기
● PPT 30장 이상 만들기

PPT 30장 이상 만들기 87%, 10pt로 리포트 10
장 이상 쓰기 13%로 PPT를 만드는 게 낫다는 의
견이 우세했다. PPT 30장 이상 만들기를 선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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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도 안 잡힘.

Q7
점심을 같이 먹는다면?

후자를 선택한 학우들은 잘 모르는 교수님과 식사

모르는 교수님이랑 같이 식사하기

를 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을 것

VS 전공 교수님들이랑 같이 식사하기

같다는 의견이 많았다.

Jasmine 두 상황 모두 부담이 되지만 모르는 교

수님과의 식사가 더 빨리 끝날 것 같아서.

27%

붕어빵 사실 교수님들 모두와 함께 한 번씩 식사

73%

를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굳이 고른다면 전공 수
업 시간이나 학과 내에서 뵐 수 있는 전공 교수님
들보다는 같이 마주 보고 함께 이야기할 기회가

● 모르는 교수님이랑 같이 식사하기
● 전공 교수님들이랑 같이 식사하기

많이 없는 교수님들과 식사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전공 교수님들이랑 같이 식사하기 73%, 모르는

학교생활과 관련된 밸런스 게임을 통해 여러 학우

교수님이랑 같이 식사하기 27%로 전공 교수님들

의 의견을 들어봤다. 질문을 보면서 공감되는 부

과 식사를 하겠다는 학우들의 의견이 압도적이었

분이 있었는가? 학교생활을 하면서 둘 중 골라야

다. 전공 교수님들과는 이미 친분이 있고 유익한

하는 상황이 올 때, 학우들의 대답들이 도움이 되

지식을 쌓을 수 있어서 전자를 선택한 학우들이

길 바라며 참여해 준 모든 학우에게 감사의 말씀

많았다.

을 전한다.

김익명 전공 교수님들과 친분도 쌓을 수 있고 진

김예은 기자

로에 관한 조언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종강 내놔 전공 교수님이랑 친해진다면 진로 상

담할 때 편하게 물어볼 수도 있고 나는 교수님이
랑 친해지는 걸 좋아해서 전공 교수님들이랑 식사
하는 거 좋다고 봄! 모르는 교수님이랑 식사같이
하면 체할 듯.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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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 플러스

스펙 업

취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전공현직자
멘토링
바로알기

전공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
여하게 된 이유나 동기가 있었나?

기독교교육·상담학과 학생으로서
상담과 관련된 현직자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참여 이유였
다. 그리고 면접, 자소서 첨삭 같이
취업 준비에 꼭 필요한 활동들을 학
교 내에서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전공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
여하게 됐다.

본교엔 학생들의 취업을 돕는 다양한 프
로그램들이 준비돼 있다. 그 중의 현직자
멘토의 직업인 보호 상담원이란 어

와 직접 소통하고, 모의 면접, 자소서 첨

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줄 수 있나?

삭 등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또한 평소에 이 직업을 희망했었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 “전공 현
직자 멘토링”이 있다. 해당 프로그램에

보호 상담원이란 가정 밖 청소년들

참여한 장채영 학우(기독교교육·상담학

이 머무는 쉼터에서 같이 지내며 아

과·18)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공 현직자

이들을 지도하고 상담해주는 사람

멘토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이다. 상담의 영역이 넓어서 아직 정
확히 진로를 정하지는 못했지만 멘
토링 활동을 하면서 해당 직업에 관
해 관심이 생겼다.

장채영 학우
(기독교교육·상담학과·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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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현직자 멘토링은 어떻게 진행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무엇이었나?

됐고,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됐나?
마지막 4회차에 진행됐던 모의 면
일부 대면 활동들도 있었지만, 대

접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학교 강의

부분의 활동이 비대면으로 진행됐

실에서 교수님, 멘토 분과 함께 실전

다.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작성해

같은 모의 면접을 진행했다. 이번 모

서 두 번 정도 멘토에게 피드백을 받

의 면접을 통해 면접에서 갖춰야 할

았고, 모의 면접 시간 중 1, 2회차는

자세, 행동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

서류 작성과 피드백 시간을 갖고 3,

고 특히 대면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

4회차는 모의 면접을 진행했다. 본

에 대해 많이 배웠다.

인의 경우 4회차에는 지도교수님이
신 박선영 교수님과 함께 모의 면접
을 진행했다.
전공 현직자와 함께 프로그램 진행
하면서 해당 직업이나 전공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생각에 변화

지도교수님은 학생이 직접 섭외해

가 있었나?

야 하나?

쉼터라는 곳이 가정 밖 청소년들과

원래는 지도교수님을 먼저 섭외한

함께 계속 지내야 하고, 교대 근무를

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보통은 본

해야 해서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버

인의 학과 교수님과 함께하는 경우

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다.

가 많다.

하지만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
면서 같은 여성인 멘토의 경험담과
조언을 들으며 ‘생각보다 힘든 일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쉼
터라는 곳의 인식 자체도 긍정적으
로 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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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하

전공 현직자 멘토링 참여를 망설이

며 좋았던 점과 반대로 아쉬운 부분

고 있거나 앞으로 참여하게 될 학우

이 있었나?

분들께 참여를 독려할 만한 한마디
부탁한다.

좋았던 점은 내가 쉽게 경험할 수 없
었던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멘토

대학생이라면 취업을 생각했을 때

링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모두 막막해할 것이다. 본인은 이 프

어떻게 보호 상담원이란 직업을 가

로그램을 통해 그 막막함이 조금이

진 분을 만나고, 직업에 대한 경험과

나마 해소됐다. 취업을 위해서 무엇

조언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겠

을 먼저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는가. 그리고 교수님과 함께 면접을

면 일단 무엇이든 도전해보는 자세

보게 된 것도 굉장히 값진 경험이었

가 필요하다. 특히 전공 현직자 멘토

다고 생각한다.

링 프로그램은 내가 관심 있거나 희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부분의 활동

망하는 직업에 대해 직접적인 조언

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과 경험을 들을 수 있어 실용적인 도

그런데도 매우 많은 것을 얻어간 활

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소서

동이었다.

피드백, 면접 훈련 시간도 있으니 취
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일
단 도전해라. 내가 어렵다고 생각해
망설이고 있는 일이 생각보다 쉽고,
나에게 맞는 길을 찾아 줄지도 모르

전공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

니 말이다.

여한 소감은 어떤가?

김지원 기자

보호 상담원이란 직업 환경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고, 나의 진로에 대해
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이 된 것 같아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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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꿀팁

비대면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학습법은?
대학생에게 학점관리는 중요하다. 학생의
성실함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
이다. 학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취업을 할
때, 대학원을 갈 때 등 유리한 점이 분명
➊ 계획표 이용하기

많을 것이다. ‘고고익선’인 학점을 잘 받
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본교 <비대

‘효율적인 학습법’이란 무엇일까? 시간은 한정돼

면에서의 나만의 학습법 공모전>에 수상

있지만, 시험 범위는 방대하다. 높은 학점을 받기

한 최희정 학우(간호학과·21)와 이예빈

위해서는 시간을 적게 들이면서 많은 내용을 이해

학우(간호학과·18)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고 외워야 한다.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강의 상황에서 A+로 가는 꿀팁을

먼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체크리스트

소개한다.

양식을 활용해보자. 일주일 동안 들어야 하는 동
영상 및 실시간 강의를 모두 정리하고, 과제 일정
을 꼼꼼히 체크한 후 각각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
지 적는다. 시험공부 계획도 빨리 끝내야 하는 것
부터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때 중
요한 점은 꼭 실현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트
레스만 받는 무리한 계획은 세우지 않는다. 끝낸
계획에는 동그라미 표시를 해 성취감을 높인다.

➋ 타임랩스(저속 촬영) 활용하기
동영상 강의를 들을 때는 보통 통제자가 없기에
해이해지기 마련이다. 그럴 땐, 딴짓하지 않고, 강
의에만 장기간 집중할 수 있도록 타임랩스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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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자. 학습을 끝낸 후 영상을 확인하며 불필요

았을 것이다.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

한 행동을 얼마나 하는지 자신의 행동을 분석한

듯이 학습 계획을 잘 세워 실천하고, 위의 팁을 참

다. 손톱 뜯기, 머리 만지기와 같은 집중을 방해하

고해서 자신에게 잘 맞는 공부법을 찾는다면 높은

는 나쁜 습관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다.

학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레 겁부터 먹지 말
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공부

➌ 줌 스터디

를 시작해보자.

시험을 준비할 때는 ZOOM 앱(화상 통화 앱)을 활

최은현 기자

용해 동기들과 함께 스터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다. 학습 내용 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도와주고 함께 찾아본다. 그리고 쪽지 시험
으로 예행연습을 실시하며 틀린 문제는 오답 노트
에 꼼꼼히 정리한다. 정리할 땐 다양한 색상의 팬
들을 활용해보자. 색을 나눠 체계적으로 학습 내
용을 분류해 보면 시험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➍ 복습 방법복습도 중요하다. 녹화 강의, 실시간
강의 등에서 학습한 내용은 당일이나 다음날까지
복습한다.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에 따르
면 최대한 짧은 기간 안에 복습할수록 기억에 더
선명히 남는다고 한다. 이때, ‘백지 복습법’을 활
용한다면 배운 내용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학습 내용을 텅 빈 백지에 쓰는 동시에 입으
로도 해당 내용을 말하며 암기한다. 그리고 외운
내용을 보지 않고 직접 써가며 정리해본다. 그리
고 틀린 부분이 있나 확인해 보고, 고치면서 한 번
더 공부한다. 기억이 나지 않았거나 틀린 부분은
따로 여러 번 반복해서 쓰며 다시 암기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학 강의에도 큰 변화가 생겼
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혼란을 느낀 학생들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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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or’s letter

12 Years of Teaching English at

Hansei University!
Hello students! If you don’t know me already, my
name is Jeremy Lucas (just call me Jeremy) and I
have been teaching English at Hansei University
for 12 years! WOW!!! I KNOW!!! SUCH A LONG
TIME!!! I really can’t believe that I have been
working at Hansei for so many years, but I have!
This was never my plan, but it became my plan,
and it has been an amazing experience! My
plan was just to teach for 1 year in an English
academy and then go back home, however, things changed quickly! I sent in
my resume to Hansei, had an interview and then I got the job! So, my Hansei
University life began in March of 2009!

During my Hansei life, I have learned many, MANY things both good bad like with
any other job. I have never taught university students, so I thought this would
be my greatest challenge. I had no idea what to expect in teaching university
students, but it wasn’t what I thought it was at all, it was the exact opposite! I
thought that they would be rude or disrespectful, but they were so kind to me
and so much fun and as a result, we connected instantly! I have enjoyed every
minute with them for 12 years, and to this day, I still feel the same way!

Over these 12 years of teaching university students at Hansei, I had to find out
how to teach them well and how to make English interesting to them. So, for the
first couple of years, I had to learn what they liked, what was effective for them to
learn, and how to make learning English fun! Every year, I learn something new

64

제레미 루카스 Global Center
on how to teach English. Teaching English from 2009 to 2021 has changed in so
many ways. Like with other teaching jobs, technology and curriculum are always
changing due to the knowledge of the students growing very quickly. Students
from 12 years ago only knew a little bit of English but students nowadays are
more developed in their English skills. It is AMAZING to see the students’ levels
of English increase compared to 2009 to the present! UNBELIEVABLE!!! SO
AWESOME!!!

As the years have gone by, I have learned so much in teaching university students
and being so thankful for my job at Hansei University. I never thought in all of my
life that I would be teaching university students the subject of English in South
Korea and especially for 12 years! Time has flown by so quickly in 12 years, but
it feels like I just started teaching at Hansei yesterday! My love and passion to
teach university students have made time go by quickly. This shows that I really
love my job at Hansei University!

When classes start back up on the campus, I can’t wait to meet and see all of you!
Please feel free to come to the foreign English department office and introduce
yourself! It would be great to get to know each and every one of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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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를 위한 생생정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보이는 어질러진 신발들
과 말리지 못해 축축한 우산. 비좁은 현관에서 신
발을 벗은 뒤 들어간 작은방에는 이곳저곳 던져
놓은 옷가지들과 개지 않은 이불이 보인다. 더군
다나 코끝에 스치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음식
물 쓰레기 냄새까지. 자취생이라면 한 번쯤 경험
해 본 적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루 날 잡고 정리
를 해야겠단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시작하면 대
충 물건만 옆으로 쌓아두기 일쑤이다. 오늘은 이
런 고충을 겪어본 자취생들을 위해 여러 가지 자
취 필수 아이템들을 선정해 봤다.

삶의 질을
높이는
자취 필수품

사진 출처
●

●

식판

사진= 오늘의집 입점 브랜드 ‘앨리건트테이블’의
식판 상품 캡쳐 사진

자취생 필수품 첫 번째는 압축봉이다. 압축봉은

신발 정리대 사진= 오늘의집 입점 브랜드 ‘디스토어’

여러 틈새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물품이다.

의 신발 정리대 상품 캡쳐 사진
●

●

압축봉

사진= 오늘의집 입점 브랜드 ‘아이리스코리아’

신발장 안에 압축봉을 설치하면 굽이 있는 구두를

의 압축봉 상품 캡쳐 사진

걸어놓거나 우산걸이로 사용할 수 있다. 신발장

타공판 사진= 오늘의집 입점 브랜드 ‘마이홈보드’의

외에도 옷장 안의 남는 공간에 설치해 모자나 가

타공판 상품 캡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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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등을 걸어놓을 수 있다. 자취방의 경우 대부분

요즘엔 식판의 디자인이 형형색색으로 다양해지

원룸같이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건조대를 설치하

고 있어 시각적으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이

기가 불편하다. 그러므로 부피가 큰 건조대 대신

것 외에도 스스로 먹는 음식의 양을 조절해 과식

압축봉을 현관에 걸어 작은 건조대처럼 사용하는

을 방지하고, 건강관리에 도움을 준다.

것을 추천하다. 압축봉은 틈과 틈 사이에 끼워서
이용하는 것인 만큼, 고정력이 강한 압축봉을 선
택해야 한다.

다음으로 추천할 아이템은 신발 정리대이다. 어
질러진 현관을 정리하기 위해선 빠질 수 없는 제
자취생 필수품 두 번째로 식판을 소개한다. 최근

품이다. 옷과는 다르게 신발은 자주 버리지 않는

들어 집을 꾸미려는 자취생이 늘어난 만큼 나무로

물품이므로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럴

된 그릇이나 식기 등을 많이 사용하곤 한다. 그러

땐 신발 정리대를 이용해 현관을 깔끔하게 정리

나 나무 식기는 잘못 보관하면 썩거나 세균이 번

해 보자. 신발 정리대를 이용하면 신발 두 짝이 차

식할 수 있어 추천하지 않는다. 또한, 일반 그릇의

지하던 자리를 절반으로 줄여 효과적으로 수납이

경우 국과 반찬용 그릇이 모두 따로 있어 설거지

가능하고, 세로로 남는 공간을 빈틈없이 이용할

하기가 번거로우므로, 편의를 위해 식판을 추천한

수 있다.

다. 보통 식판이란 단어를 보면 과거 초·중·고등
학생 때 사용했던 스테인리스 식판을 떠올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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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하기 전에 품었던 로망과는 달리, 생각보다
쉽지 않은 혼자살이에 지친 자취생들을 위해 총
네 가지의 자취 필수품을 추천해 보았다. 삶의 질
을 높이는 위 필수품들을 통해 효율적인 자취 생
활을 할 수 있길 바란다.

박서희 수습기자

자취생 필수품 마지막 추천 아이템은 타공판이다.
외출 준비를 하다 보면 항상 시간이 촉박해 서두
르기 일쑤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급해져 챙겨야
할 물건, 혹은 액세서리들을 잊은 채로 외출한 경
험이 모두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방
지하기 위해 현관에 타공판을 걸어놓으면 도움이
된다. 타공판의 장점은 공간을 거의 차지하지 않
으면서 여러 가지 물건을 수납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좁은 현관의 빈 공간인 벽에 타공판을 건 뒤, S
자 고리나 걸이식 바구니를 이용하면 된다. 바구
니 안에 향수나 귀걸이, 시계, 모자, 열쇠 등 쉽게
잊을 수 있는 물건을 배치해놓으면 나가기 전 현
관에서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가 필수인 상황에는 마
스크를 배치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석을
이용하고자 하면 철제로 된 타공판을 이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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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인
문화탐구

영화 vs 영화

친구가
우리 삶에

누구에게나 친구는 편히 기댈 수 있는 쉼터 같은

<우리들>은 밝고 청량한 색감이 돋보인다. <파수

존재다. 힘들 때 의지하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꾼>보다 다양한 색감으로 초등학생들의 순수함을

느낀다. 하지만 단지 편하다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나타내며 주인공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대한다면, 결국 균열이 생기기 마련이다. 마음

는 모습이 보인다.

속에 깊게 파인 상처는 지울 수 없는 흉터로 남는

<파수꾼>은 고등학생인 세 친구가 갈등으로 인해

다.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상대적이고, 그에 따른

친구 관계가 멀어져 극단적 선택까지 이어지는 내

아픔도 상대적이다. 누군가를 괴롭힌 이들은 친근

용을 담았다. 무리의 우두머리인 ‘기태’는 자기 친

함과 장난을 방패 삼아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구들을 하대하는 태도가 결국 본인을 외롭게 만들

다. 영화 <파수꾼>과 <우리들>은 평소에 쉽게 생

었다. 기태는 부모님과의 관계도 나빴다. 의지할

각했던 친구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곳이 친구들밖에 없었고, 누군가가 자기 위에 있

두 영화는 학교폭력, 따돌림으로 인한 친구 사이

는 상황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더욱 친

의 갈등을 주제로 한다. 청소년기에 친구가 부모

구들 사이에 상하관계를 만들며 자신의 위치를 지

님보다 소중하고 더욱 믿음이 가는 존재임을 영화

키기 위해 좋지 못한 행동을 해왔다. 결국 기태의

속에 고스란히 나타냈다. 비슷한 주제지만 나타내

태도에 불만을 가진 친구들은 기태를 멀리했고,

고자 하는 바를 다르게 표현해, 시청 후 감상 또한

뒤늦게 진심이 담긴 사과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다르다. <파수꾼>은 어둡고 짙은 색감을 비롯해

않았다. 자신의 전부이자 안식처였던 친구를 모두

다소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장면이 많다. 그리고

잃어버린 기태는 결국 안타까운 선택으로 모두의

주인공의 성격과 모습이 어둡고 부정적이다. 반면

곁에서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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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치는 영향

이와 반대로, <우리들>은 오해와 따돌림으로 틀어

무심코 저지른 가벼운 장난이 사람의 목숨을 위협

진 친구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초등학생

할 수도 있다. 폭력과 따돌림, 갈등과 다툼은 어떤

들에 대한 영화다. 선은 자신을 믿어주고 같이 행

곳에서든 일어난다. 인과응보(因果應報), 행한 대

복하게 지낼 친구를 원했다. 그런 선에게 전학생

로 대가를 받듯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 대한 대

‘지아’는 보물 같은 존재였다. 친구와 취향을 공유

가는 따라올 것이다. 남의 행복을 가로채 얻은 행

하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는 경험이 처음이었던

복은 결코 바람직한 행복이 아니다. 장난을 핑계

선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하지만 지아는 선

삼아 친구를 괴롭히거나 따돌린 적이 없는지 되돌

을 따돌리는 ‘보라’와 같은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

아보는 것은 어떨까.

며 가까워졌고 자연스럽게 선과는 멀어진다. 거
기다 보라의 이간질과 선동으로 둘의 사이에 갔던

이화수 수습기자
포스터 출처: 네이버 영화

금이 점점 커졌다. 그 와중에 항상 성적이 1등이
던 보라는 지아에게 밀렸고, 질투가 커지면서 지
아를 따돌리기 시작한다. 선이 당했던 따돌림이
자연스레 지아에게 넘어갔다. 선은 자신이 따돌림
을 당했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지아와
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고, 따돌림을 당하는 마음
이 공감되므로 그녀를 조심스레 도와주면서 영화
는 끝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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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전시

요시고
사진전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푸른 바닷속 여유롭게 헤엄치는 한 명의 남자,
시원한 해변에 빽빽이 들어서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 요즘 SNS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요
시고 사진전-따뜻한 휴일의 기록>의 대표 사
진들이다. 요시고 사진전은 인스타그램에서만
3.3만 건 이상의 게시물이 게시돼 있고, 평일
에도 약 1시간의 긴 대기시간을 자랑하는 인
기 사진전이다. 무엇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끌
어들이게 된 것일까. 본 기자가 직접 다녀와 본
요시고 사진전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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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DOCUMENTARY
두 번째 전시장에선 “현실의 기록”을 소개한다.
부제인 Explore the World 부분에서는 작가가 미
국, 두바이, 일본에서 경험한 새로운 문화를 기록
한 여행 사진으로 구성돼 있다. 이곳에선 요시고
사진전의 대표작 중 하나인 <부다페스트의 스파>
라는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각 나라의 사진 옆엔
해당 나라의 지도가 간략하게 표기돼 있다는 점
이 특징이다. 또한 “FIND YOUR DESTINATION”
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에게 잘 맞는 여행지를 찾아
주는 콘텐츠도 준비돼 있다. 옆으로 이동하면 자
신이 고른 여행지의 사진 작품을 QR코드로 내려
받아 소장할 수 있다. 각 나라의 사진 옆에는 해당
나라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작가가 겪었던 경험,
느낌, 고뇌가 적혀있어 작품에 더 몰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두바이의 사진들이 전시된 공간 바닥
엔 모래가 깔려 있고, 검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공간에는 밤에 촬영했던 일본 사진들이 전시돼 있
어 지루할 틈 없이 전시를 즐길 수 있다.

#Part1. ARCHITECTURE

#Part 3. LANDSCAPE

전시장에 들어가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건

마지막 전시장에선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관광객

축 사진에 나타나는 작가 고유의 사진 기법과 스

의 관계를 독특한 시각적 언어로 표현한 작품을

타일이다. “빛과 빛을 다루는 방식에서 영감을 얻

소개한다. 계단을 기준으로 왼편 전시장에는 작가

습니다. 좋은 빛은 항상 큰 영감을 가져와요. 온종

의 고향인 산 세바스티안의 풍경을 담은 작품들이

일 지루하게만 보였던 건물도 어느 순간 좋은 빛

전시돼 있다. 이곳에 전시된 <Animal Turista(동

을 만나면 마법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전

물적 관광객)>는 언뜻 보기엔 청량한 바다와 북적

시장 입구에 적혀진 작가의 말처럼 이곳에는 빛으

이는 사람들로 밝은 분위기지만, 그 내면엔 풍경

로 건축물에 따뜻한 색과 온도를 입힌 작품들이

을 즐기기보다 놀러 왔다고 남에게 알리기에만 집

전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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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고 사진전은 12월 5일까지 그라운드 서촌에서 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그림이 전시된 공간 또

행되니 늦지 않게 방문해 작가 요시고가 준비한

한 사진 찍는 데만 집중하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세계여행을 만끽해 보길 바란다.

요시고 사진전의 특징은 생생함이다. 자신의 작품

김지원 기자

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다준 피로와 갈증을
해소하길 바란다는 작가의 말처럼, 바닥에 모래를
깔아둔 두바이 작품관과 청량한 바닷가의 모습 등
생생한 연출이 담긴 전시회장을 나오면 마치 세계
여행을 하고 나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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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
YOUR DESTINATION

여행을 떠날 때 나는?
① 계획적이다
② 즉홍적이다

내가 즐기는
음악 스타일은?

나에게 영감을
주는 것은?

① 감성에 치이고
분위기에 취하는 LO-Fl

①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② 가슴을 웅장하게
하는 자극

② 저 세상 텐션으로
올라가는 EDM

하루를 마무리 할 때...
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② 누군가와 함께
도란도란

② 오감의 자극

① 영혼의 치유

내가 여행을
즐기는 방법은?

나에게 더
매력적인 도시는?

① 뚜벅뚜벅 두 발로
누리는 자유

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

② 거침없이 질주하는
드라이빙

② 초현실적 예술로
가득한 도시

이건 꼭 해야 해!
① 짜릿한 액티비티
② 로컬 푸드 체험

내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인생 사진은
여기서 찍을래!

① 가만히 누워서
쉬는게 최고

① 해안 도로에 세워둔
스포츠카

② 친구들과 밤새 놀며
날려버리기

② 신비로운 모래 사막
한 가운데

내가 더 좋아하는
시간은?
① 한낮의 사색
② 한밤의 감성

A

B

C

D

E

전통과 화려함이
공존하는 도시

가우디 건축의 도시

야경과 온천의 도시

숨겨진 보물이
가득한 도시

꿈과 희망의 도시

TOKYO

BARCELONA

BUDAPEST

MI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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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BAI

내가 추구하는 취향은?
① 소박하고 따스한 감성
② 화려하고 뜨거운 열정

F

G

미식과 서핑의 도시

24시간이
모자른 도시

SAN SEBASTIAN

IBIZA

편집 후기

HANSEI MAGAZINE
REVIEW ON EDITING
개편이 결정됐을 때가 더운 여름쯤이었는데 벌써 쌀쌀한 가을이 되었네요. 처음엔 많이 막막
했고, 과정도 쉽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저희 한세매거진의 콘텐츠가 학우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즐거워하실만한 내용으로 다양하게 변화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먼저 부국장 세진 언니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정기자, 수습 기자분들 모두 수고 많으
셨습니다! 특히, 수습 기자분들은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바쁘게 서로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고
신문사 활동에 참여하느라 많이 힘들었을 텐데, 마지막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인터뷰 요청에 흔쾌히 응해주신 모든 분들과 잡지 제작에 도움을 주신 홍숙영 교수님, 정진구
조교님, 박은진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기획한 밸런스 게임에 많이 참여해주신 한세대 학우분
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한세매거진이 더욱 풍성하고 알찬 콘텐츠로 제작될 수 있도록 한세대 학우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국장 / 영어학과 19학번 김지원

안녕하세요! 부국장 정세진입니다. 신

안녕하세요! 이번 마감은 신

문에서 갑자기 잡지로 바뀌어 다들 놀

문 형식이 아닌 매거진 형식이

라셨죠! 근 두 학기 동안 열심히 준비

라 신기하고 설레네요. 모두

해봤습니다. 홍숙영 교수님, 정진구

재밌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

조교님, 박은진 작가님 등 잡지 제작

다! 그리고 신문사 기자들에

에 도움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잘 따

게 비대면으로 마감하느라 고생했다고 말하고

라와 준 정기자들, 수습기자들도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싶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혼자였으면 불가능했을 텐데 함께여서 가능했습니다.

총무 / 사회복지학과 19학번 김다빈

앞으로 한세매거진의 행보 기대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
탁드립니다!

벌써 2021년도 3개월 정도
부국장 / 미디어영상광고학과 19학번 정세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학

안녕하세요! 정기자 박지담입니다. 제

교도 몇 번밖에 가지 않은 것

가 신문사 기자로 활동한 지도 어느덧

같아요. 이번 마감도 비대면

3년이 됐네요. 제 마지막 글이 신문이

으로 진행됐는데요. 학교가 그립습니다! 얼른

아닌 잡지에 실리게 돼 신기하고 설렙

다시 대면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길 바래요.

니다. 신문사로 활동하면서 가장 아쉬

이번 마감도 힘들었지만 뿌듯합니다. 모두 건강

웠던 점이 신문에 대한 학우분들의 관심이 갈수록 낮아
진다는 점이었는데, 새롭게 바뀐 한세 매거진은 많은 분
들이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자 / 경영학과 19학번 박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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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챙기시고, 많이 읽어주세요!
정기자 / 미디어영상광고학과 19학번 최은현

여태껏 기자 활동 4학기를 하면서 개인적인 후

안녕하세요 수습 박서

기나 감상 위주 기사만 써왔습니다. 이번에 첫

희입니다! 기사 쓰면

인터뷰 기사를 작성하게 돼 취재에 있어 긴장이

서 부족한 점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성공적으로 작성한 것 같아 뿌듯

많았는데, 도와주신

하고 다음에는 또 다른 종류의 기사에 도전하고

기자분들 모두 감사합

자 합니다. 또, 한세매거진 첫 호에 참여하게 돼 영광입니다!
정기자 / 경영학과 19학번 박영민

니다. 그리고 신문사에 들어온 지 6개월
이 지났는데 아직 한 번도 얼굴 보고 일한
적이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비대면이라

신문에서 잡지로 바뀌면서 새로운 시도를 많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 많이 답

이 해본 것 같아요! 특히 밸런스 게임 설문조사

답하셨을 텐데 얼른 코로나가 종식되어

에 많은 응답을 보내준 학우분들 덕분에 재미

웃는 얼굴로 만날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있게 기사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잡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지로 바뀌면서 고생한 부국장님과 국장님 그

수습기자 / 국제관광학과 20학번 박서희

리고 열심히 해준 기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많은 준비
를 하고 있으니 다음 호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안녕하세요. 수습기자

정기자 / 영어학과 19학번 김예은

이화수입니다. 올해 기
자가 돼서 처음으로 기

안녕하세요! 신문사 서승희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

사를 써 보았습니다. 매

문에 2년 동안 학교도 못가고 신문사 회의도 전부

우 어렵고 막막했는데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아쉬움이 많아요. 하루빨리

감사하게도 선배님들 도움으로 좋은 기사를

코로나 시국이 진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문

여름이 가고 점점 추워지기 시작했네요, 모두 감기

사 활동이 학교를 못 간 제게 대학생활의 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정기자 / 미디어영상광고학과 18학번 서승희

분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해줘서 정말 좋았습
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기자분들이 열심히
준비한잡지입니다.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처음 정기자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수습기자 / 경찰행정학과 21학번 이화수

첫 정기자 활동을 한세 매거진 1호 활동시기와
맞추어 진행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독자분들은

첫 잡지 출간! 이런 역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신문사 분들은 준비

사적인 순간에 참여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게 되어 정말 기뻐요!

정기자 / 미디어영상광고학과 19학번 김소영

직접 취재를 하고 인터
뷰를 진행하는 건 처음

처음 작성해보는 인터뷰 기사에 미숙한 부분이
많았지만, 여러 기자님과 수습기자님의 도움으
로 끝까지 기사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호에서도 배운 것을 토대로
더 좋은 기사 전해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수습기자 / 사회복지학과 21학번 박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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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많이 긴장되고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기자단 여러분의 도움과 조언 덕분에 무사
히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해
요! 또한 취재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즐
거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잡지이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수습기자 / 사회복지학과 21학번 황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