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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새로운 입시정책 준비
LD학부 신설 및 광역단위 모집예정

서울배움터학생회
보궐선거 진행
외대’
s캔들, 그들의 공약은

단과대학

전공예약제 실시학과

전공예약 비율

서양어대학

프랑스어, 독일어, 노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스칸디나비아어

각 학과별(60%)
수시모집

동양어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태국어,
베트남어, 인도어, 터키아제르바이잔어,
이란어,몽골어

각 학과별(60%)
수시모집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제외

각 학과별(60%)
수시모집

인문대학

철학, 사학, 언어인지과학과

각 학과별(50%) 수시모집

*나머지 인원은 정시에서 광역모집하되, 전공예약은 아님

홍규원 가자 84kwhong@hufs.ac.kr

동원육영회 전 이사장 이숙경 여사 별세,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문나윤 기자 84beginning@hufs.ac.kr

이숙경 여사
동원육영회 설립자 故 김흥배 박사 미망인
동원육영회 이사장 재직 : 1986.6~1998.4.11

<3면에 서울배움터 보궐선거, 계속>

국·부장 고정칼럼

▶◀ 부고
한국외국어대학교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前 이사장 이숙경 여사 별세

임채윤 기자 86healing@hufs.ac.kr

내면 끝인 과회비?

홍규원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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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브리핑

양배움터 도서관 시상식‘책의 벗은 사람이다’

수강신청 취소 잊지 마세요!
◆ 신춘문예 준비하는 다독자,
군대에서도 틈틈이 공부한
모의토익 고득점자

◆ 글로벌배움터, 다독에 외국
어 교재와 전공서적도 한몫해

매경 TEST 연습해 보세요

이번 학기 매경 TEST 모의고사 일정
2회

3회

4회

4월 30일(화)

5월 21일(화)

6월 25일(화)

이번 해 개편된 학제
이민정·이은결 기자 86leg@hufs.ac.kr

새로 오신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김경보

7

박진
국제지역대학원
한국학
석좌교수

김태석
교육대학원
다문화교육
초빙교수

권익수
영어대학
영어학과
조교수

임소라
서양어대학
포르투갈어과
조교수

최은경
중국어대학
중국학부
조교수

박노근
글로벌경영대학
경영학부
조교수

양승관
교육대학원
스페인어교육전공
조교수

박소영
통번역대학원
한서과
조교수

Douglas Maxwell
Watson
영어대학
영어학과
조교수

Matthew Brinton
Tildesley
영어대학
영문학과
조교수

Guillaume
Barresi
서양어대학
프랑스어과
조교수

Juan Lucas Onieva
López
서양어대학
스페인어과
조교수

Kritsana Sombat
동양어대학
태국어과
조교수

Lu, Yong Lin
중국어대학
중국학부
교수

Wu, Xiu Cheng
중국어대학
중국학부
교수

Yin, Ji Ming
중국어대학
중국학부
교수

Mak, Yan Yan
중국어대학
중국학부
조교수

Shubhangi Shrikant
Gokhale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조교수

Darren Bean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조교수

Rebecca Neh
Delancey
글로벌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

Deborah Marie
Kim
글로벌경영대학
경영학부
조교수

Daniel Adam
Deacon
실용외국어위원회
조교수

Lonnie John
Ray Edge
통번역대학원
한영과
조교수

Jeanne Ashley
Beck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조교수

Liu, Wen Xin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부
조교수

Andrea Lazarow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김지현
통번역대학
영어통번역학부
조교수

박기봉
경상대학
국제경영학과
조교수

박정경
국제지역대학
아프리카학부
조교수

박정호
동유럽대학
우크라이나어과
조교수

이태형
자연과학대학
환경학과
조교수

이향
국제지역대학
프랑스학과
조교수

이현경
통번역대학
이탈리아어통번역
학과
조교수

Agatha Maia
Pereira
국제지역대학
브라질학과
조교수

Aminuddin
Ram
통번역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통번역학과
교수

Eden Emilee
Gillott
외국어교육센터
조교수

Fazilah Binti
Husin
통번역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통번역학과
조교수

Henrique
Goncalves
Teixeira
국제지역대학
브라질학과
조교수

Jeffrey Scott
Owen
자연과학대학
환경학과
조교수

Li Baolong
통번역대학
중국어통번역학과
조교수

Pornwipa
Chaisomkhun
통번역대학
태국어통번역학과
부교수

Terrill
Reid
McLain
외국어교육센터
조교수

Thairatana
Surasith
통번역대학
태국어통번역학과
부교수

Xue Caide
통번역대학
중국어통번역학과
교수

글로벌배움터

만평

서울배움터

이은결 기자 86leg@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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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그러운 봄처럼 찾아온 동아리박람회
◆선배가 끌어주고 후배가 밀어주는 동아리들의 향연

◆푸짐한 경품, 다양한 체험거리⋯다채로운 동아리박람회

▲서울배움터 기타동아리 취현의 부원들이 국제학사 앞에서
즉석공연을 펼치고 있다.

사진 신민지 기자

사진 양재상 기자

신민지·양재상 기자 86hufspress@hufs.ac.kr

▲글로벌배움터 야구동아리 UNION의 박상진(통번역·영어 12)군 ▲글로벌배움터 민족무예동아리 활터에서 활 쏘기 체험을 하고
있는 이경수군. 이 군은 과연 한번만에 과녁을 맞출 수 있을까.
과 한석호(인문·철학 13)군이 동아리 홍보에 매진하고 있다.

서울배움터 학생회 빈 자리 메꿔지나
이은결 기자 86leg@hufs.ac.kr
임채윤 기자 86healing@hufs.ac.kr
각주
서울배움터 단과대학 보궐선거일정
단과대학

후보

선거운동기간

선거일

서양어대학

정 김무송(서양어·네덜란드어 09)
부 박수영(서양어·노어 12)

3월 13일(수)~26일(화)

3월 27일(수)~28일(목)

일본어대학

오석진(일본·일본 12)

3월 14일(목)~20일(수)

3월 21일(목)~22일(금)

영어대학

강유나(영어·영어 11)

3월 25일(월)~4월 2일(화)

4월 3일(수)~4월 4일(목)

1) 대학평의회는 △교수 5인(교수협의회
선출) △학생대표 2인(서울배움터, 글로벌
배움터 각 1인) △직원대표 2인 △동문대
표 1인 △기타 학교 발전 기여자 1인 (총
장 위촉) 총 11명으로 구성돼 학사 운영
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13학년도 후기 석사·박사 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13학년도 후기 입시전형 일정
구 분

원서접수

전형일시

합격자발표

등록기간

특별전형

4.8(월)~4.12(금)

4.27(토) 10:00

5.9(목) 14:00

5.13(월)~5.20(월)

일반전형

5.10(금)~5.16(목)

6.1(토) 10:00

6.13(목) 14:00

6.17(월)~6.21(금)

2. 지원자격
가. 특별전형
1) 석사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3년 8월 취득 예정인 자로 학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2) 박사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3년 8월 취득 예정인 자로 석사과
정 총 평점 평균이 3.5(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나. 일반전형
1) 석사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3년 8월 취득 예정인 자
2) 박사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3년 8월 취득 예정인 자
3. 접수방법
·STEP 1 - 대학원 홈페이지 인터넷 원서접수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 및 구비서류 제출(우편, 방문 등)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접수와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4.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면접)
5.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6. 기타사항
가. 다양한 교내·외 장학금 혜택(HUFSAN, 입학성적우수, 성적우수, 외국인유학생, 학과근로조교,
재외동포재단, 학생회임원, 교학처근로조교, 정부초청, 한국장학재단, 기업체 및 단체 등)
나. 본 대학원과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학점교류 가능
다. 대학원생 학술지 논문게재 연구비 지원
라. 기타 본교 도서관 및 시설 이용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www.hufs.ac.kr/gra 참조
8.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1팀(일반대학원)
TEL. 02-2173-2386 FAX. 02-2173-3369
(우)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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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회비, 논란의 중심에 서다

책정 근거와 논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학교 평균 신입생 과회비는?

학생자치활동은 대학생활의 꽃이라 할 만큼 중요하다. 학생구성원의 친
목도모는 물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
이다. 하지만 최근 이런 학생자치문화에 얼룩이 지고 있다. 학과별 자체
적으로 걷는 학과 학생회비(이하 과회비)때문이다. 자치활동을 위해 필
수불가결한 요소지만 현재 과회비 징수 및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와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과회비에 대한 논란은 비단 어제 오늘의
◆과회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나

일은 아니다. 이번 달 11일(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서 마침내
‘과도한 학과회비 징수 등 학생회 활동 관련 협조 요청’
을 보내기에 이
르렀다. 이에 우리학교의 과회비 실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학교 측에서
는 앞으로 어떤 지침을 제시할지 학생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같이 입학한 새내기, 과회비 10만원
이상 차이나는 이유는

이은결 기자 86leg@hufs.ac.kr

쌍용건설 워크아웃, 사이버외대는 이상 무
사이버외대와 노천극장 공사현황

양재상 기자 86haveaniceday@hufs.ac.kr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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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브리핑

후쿠시마 원전 잇따른 우려
출처 REUTERS 통신

우리나라의 동아리, 궁금하지 않니?
외국인학생들이 말해주는 다양한 동아리 이야기

이번 달 13일(수)과 14일(목)에는 서울배움터, 21일(목)은 글로벌배움터에서 동아리 박람회가 각각 열렸다. 우리학교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각 동아리들이 자신의 동아리를
소개하고 뽐내는 시간이었다. 누군가는 동아리를 친목다지기의 장으로 여기고 누군가는 이곳에서 로맨스를 꿈꾸기도 한다. 그렇다면 외국인학생이 경험한 그 나라의 동아리는
어떨까?
▲대사고 이후 원전 안정화를 위해 2년 째 엔지니어들
이 투입되고 있으나 또다시 문제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
1원전

중국에서 대학을 다녔을 때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셨나요?
저는 원래 무술에 관심이 있어서 중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태권도 동아리에서 활동한 적이 있어요.
학생 사부님이 두 분 계셨는데, 중국 태권도 국가대표선수였던 한분은 많이 엄격하셨어요. 그분에게
는 지적받고 혼난 것만 기억이 나네요. 특히 발차기를 할 때 제가 높게 차지 못해서 지적을 많이 받
았어요. 6개월 동안 활동했는데 동아리 활동이 끝날 마지막 무렵 그 사부님이 저한테 하신 말이 생각
나네요.“너 밖에 나가면 내 제자라고 말하지마.”

중국 대학에는 태권도 동아리 외에 어떤 동아리들이 있나요?
제가 다녔던 대학에는 영어 동아리, 연극 동아리 등이 있었어요. 그중 워킹 동아리가 가장 인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동아리는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키크고 날씬한 학생들이 주로 활동했어요. 또, 제가 에어로
빅 체육수업을 수강한 적이 있는데 그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에어로빅 동아리에 가입해야 해 경기
대회에 나가야 했어요. TV에서 보던 하얀색 에어로빅옷을 입고 경기대회에 나간 걸 생각하면 창피하네요.

▲이산산 (
),
중국·중국어통번역 10

시리아 내전, 화학무기 사용까지⋯

에티오피아에서 대학을 다닐 때 어떤 동아리 활동을 했나요?
저는 평소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어서 에티오피아에서 대학을 다닐 때 자선 동아리에서 활동했어요.
제가 활동한 부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돈을 모금하는 부서였어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학교
에서 교육을 받는데 지장 받지 않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재정적인 것을 포함해 여러 방면으로
도와주는 일을 했죠.

에티오피아에도 여기처럼 동아리박람회가 있어요. 동아리박람회에서 저는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돕기
위한 기금을 모금하고 축제준비를 했어요. 우리 동아리 말고도 여러 동아리가 참여했는데 적십자 동아
리가 있었다는 것이 기억나네요.

출처 AFP 통신

볼쇼이 발레단, 명성에 가려진 불편한 속사정

동아리 행사가 있었나요?

▲투들레(Tudele), 에티오피아,
학·석사연계전공 환경학과

에르딘츠씨는 터키의 대학에서 어떤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셨나요?
저는 카이세리에 있는 에르지예스 대학교 한국어문학과 학생이었어요. 한국어문학과에 있는 동아리가
바로 한국문화동아리죠. 이 동아리에서는 한국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탈춤 △부채춤 △민
요 △사물놀이 등을 가르쳐줬고, 우리는 한국문화를 배우고 직접 연습했어요. 저는 동아리에서 △민요
△탈춤 △사물놀이를 배웠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전통 있는 발레단인 볼쇼이 발레단이 대형 매춘조직과 다름없
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동아리에서 생긴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있나요?

▲오르한 에르딘츠(Orhan erdinc),
터키, 국제개발학과 대학원생

‘한국 문화의 날’
에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앞에서 춤 공연을 했을 때가 기억나네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호응해줘서 기분이 좋았어요. 한 날은 한국에서 온 대학교들의 교육엑스포가 있었는데 우리 한국
문화 동아리 사람들이 박람회에서 직접 통역자로 일했답니다. 그 때를 생각하니 뿌듯하네요.
이민정 기자 86cosmos@hufs.ac.kr

번역·정리 이은결 기자 86leg@hufs.ac.kr

10주 야간 회화과정 교육생 모집(94기)
외대 학부생 과정 수료 시, 학점인정(실용외국어-필수)/외국어인증(2007학번부터)/영어졸업인증(2006학번까지)
1. 모 집 언 어

2. 교육기간 및 시간
가. 교육기간 : 2013. 4. 15(월) ~ 6. 21(금) (월화목금, 주4일 수업)
나. 교육시간 : 19:40 ~ 21:30
3. 접 수
가. 기 간 : 2013. 3. 18(월)부터 선착순 접수
나. 접수방법 : 외 국 어 연 수 평 가 원
홈 페 이 지
(http://flttc.hufs.ac.kr) -> 수강신청

언 어

단 계

비 고

영어

수준별 10개반

단계별 세분

중국어

기초, 중급

일본어

기초, 중급

독일어

초급

스페인어

초급,중급

프랑스어

초급

초급 : 문자학습/기초회화

러시아어

초급

중급 : 일상회화/자유토론

- 일반인 : 594,000원, 일반인(재등록) : 537,000원

베트남어

기초

고급 : 고급회화/주제토론

- 본교생 : 482,000원, 본교생(재등록) : 426,000원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초급,중급

아랍어
터어키어

기초
수준 및 교육일정 맞춤
터키 정부지원 TOMER

4. 교 육 비
가. 금액(공통사항 : 전형료 30,000원 포함)

- 졸업생 : 481,000원, 졸업생(재등록) : 425,000원
※ 재등록 : 2000년 이후 10주 야간과정 또는 20주 주.야간
정규과정 수강자
※ 본교생 및 졸업생 : 학부, 대학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나. 납입방법
- 카드결제 :외국어연수원 홈페이지 → 온라인접수→카드결제
- 현금결제 :외국어연수원 홈페이지 → 온라인접수→실시간
계좌 이체
5. 반편성 시험 :
가. 일 시 : 2013. 4. 6토) 오전 10시
나. 장 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6. 언어별 시험 유형
가. 영 어 : LC&RC → 45문항(어휘, 문법, 작문)
원어민 인터뷰(1:1로 진행) → 소요시간 5-10분
나. 기타 외국어 : RC(Reading&Comprehension) → 40~50
문항(어휘, 문법, 작문)
원어민 인터뷰(1:1로 진행) → 소요시간 5-10분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외국어연수평가원 홈페이지
8. 문의사항 : 외국어연수평가원 운영팀(02-2173-2523~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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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은 먹고 다니니?
지난 2월 경향신문에서는 전 연령을 통틀어 20대의 결식률이 가장 높다고 보도됐다. 통계청 조사에서 결식은 △아침 △점심 △저녁 등 식사시간대에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을 뜻한다. 20대 초반 여성의 결식률은 심지어 전 연령, 남녀
를 통틀어도 가장 높았다. 20대 초반 여성인 기자도 이 기사를 보고 공감했다. 뉴스 보도를 보면서‘그래 당연하지, 안 봐도 알겠네’
를 외쳤던 필자다. 하지만 결식률이 높은 그 이유는 동의하기 어려웠다. 보도에 따르면 20대 결식의 이
유는 다름 아닌 취업난이었다. 당신의 경우에서 생각해보자. 당신은 취업이 안돼서 밥을 못 먹는 것인가?

◆우리가 밥을 못 먹는 진짜 이유

- 출처 2012년 2월 2일 국민일보

- 출처 2012년 2월 6일 경향신문

◆
“하루 3번, 밥도 잘 먹지 못하는 우리 대학생들
이 불쌍해요. 다 공부해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끼니를 거르는 것이니까요”
⋯

◆그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이벤트

◆이대로도 괜찮을까

글·사진 신민지 기자 86hufspress@hufs.ac.kr

설문기간 : 이번 달 14일(목)~19일(화) 6일간 진행
설문대상 : 양 배움터 총 1254명

심층기획

2013년 3월 29일 금요일 9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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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르포 - 취준생들>

“나는 대학생⋯공부 아니라 취업공부 합니다”

▲서울배움터 학생회관의 스터디룸에서 밤늦게까지 취업공부에 매진하는 학생들. 모자를 쓴 학생은 취업을 위해 △TOEIC·TOEFL·TESAT·HSK 성적 △한자·컴퓨터 자격증 △4점대의 학점을 준비해 왔다.

-장강명,「표백」,195~196p
제 16회 한겨레문학상을 수상하고 2011년 출판된 소설
「표백」
에서는 젊은이들을‘표백(漂白) 세대’
라고 표현한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크게 발전하지 않는 완성된 사회에
접어들었고, 완성된 사회 속 젊은이들은 지배 사상을 받아
들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
고 말한다. 세상에 대
한 불만이 가슴 깊은 곳에 있지만 그것을 풀어내지 못한 채
거대한 흰색 세계에 의해 표백돼 버린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누구나‘취준’
(취업준비)이라는 고
비를 거친다. 이 기획기사는 취준생에서 시작해 취준생으로
끝나는 르포다. 날아오를 날을 꿈꾸지만 아직 골방에 앉아
있는 취준생들의 생각과 시각을 담았다. 그들은 정말 표백
세대일까. 기사에 등장하는 인터뷰이들이 신원을 밝히길 꺼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닥치고 취준’

려했기 때문에 전부 가명으로 싣는다.

“후배 여러분⋯저학년이라고 놀지 마세요”

우리학교 학생들 취업 자신감 점수는?

글·사진 임채윤 기자 86healing@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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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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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로>

잘 가, 대학언론 / 가지 마, 대학언론
대학언론의 현재와 나아가야 할 방향은?
- 안찬희(상경·경제 12)

‘대학언론의 위기’
라는 문제는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배:

▲대학언론 외에도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매체는 많다.

정:
마지막으로, 대학교에 필요한 대학언론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지 묻겠습니다.
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편집국장님들께 현
재 학보를 운영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배민경(이하 배) :

정:

채영길(이하 채) :

정:

정지은(이하 정) :

채:
채 :

그렇다면, 대학언론이 지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대학교 안에 대학언론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배:

▲옆에 있는 외대학보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영화에 주석을 달다

기자 고정 칼럼

양재상 기자

‘영화에 주석을 달다’
는 한 장면을 통해 영화의 새로운 면을 보는 코너입니다.

새롭지 않은 세계

글·사진 양재상 기자 86haveaniceday@hufs.ac.kr

맨눈으로 보는 그림

기자 고정 칼럼

‘맨눈으로 보는 그림’
은 그림과 화가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작품 그 자체만을 감상하는 코너입니다.

다가가면 쏠거냐?

▲요시토모 나라, 판지 탱크 3
▲신세계

임채윤 기자

학술교육

2013년 3월 29일 금요일 9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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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신민지 기자

<학술 인터뷰>

우리학교 전자물리학과 정창욱 교수

<박막제조 기술의 동향과 전망>
정재인·양지훈 논문참조

사진 신민지 기자

“박막을 입혀서 원하는
성능을 가진 장치를 만드는 과정,
PR을 이용한 식각”

“박막 in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하면 요즘 아몰레드가 유행
하고 있잖아요. 아몰레드에도 박막이 쓰이
나요?

<용어설명>

·나노미터(Nanometer)
십억분의 일, 10-9m
·마이크로미터(micrometre, 단위: μ
m)
미터의 백만분의 일에 해당하는 길이의 단위.
10-6m
▲우리학교에 있는 PLD사진

레이저

타겟

기판

진공체임버

사진 우리학교 PLD 연구실 제공

이민정 기자 86cosmos@hufs.ac.kr

<정창욱 교수의 수상내역 및 주요논문>
KSS2000 Award, Yongpyung Conference. Aug16-18,2000. Korea
JST ERATO Fellowship, 2002 Feb - 2005 Feb.
논문 : · Effect of unreacted Mg on the pinning properties of MgB2”
,Journal of Magnetism and Magnetic Materials 317, 501-503 March (2007). Mar.
· Electrical and magnetic properties of Sr(Ru,Cr)O3 thin films, IEEE Transactions on Magnetics, 46(6), 2228 (2010). Jun. 3 authors.
· Tuning of the Ferromagnetic Properties in SrRuO3 Thin Films,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 58 (1), 83-86 (2011). Jan.
· Coherent growth behavior of an orthorhombic (Ca,Sr)SnO3 thin film on a cubic

▲PLD를 이용한 방막증착 과정. 만들고자 하는 물질의 타겟
을 진공 체임버에 위치시키고, 렌즈로 집중시킨 레이저를 쏘
아 튀어나오는 플라즈마가 타겟과 마주보고 있는 고온의 기판
에 묻어 결정화되는 것을 이용합니다.

SrTiO3(110)substrate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61(5), 795-798 (2011). Sep.
· Epitaxial oxygen sponges: Topotatic phase transformation in strontium cobaltite films ,Advanced Material, (Accepted. Mar, 2013)
· Thermoelectric Properties of polycrystalline tetragonal SrCu2O2 ,J. Ceram. Process. Res. 12(6), 673-676 (2011) 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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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공간

뒷담하는 기자

2013년 3월 29일 금요일 958호

취재 뒷이야기

외대 동문으로 살아가는 것

이민정 기자

동문의 소리

과정은 쓰지만 결과는 달콤?

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
강수산나(영어 87)

일시
정지

동박 라운드 시-땅!

▲이번 달 13(수)일 동아리박람회에서 복싱 동아리 사람들이 야외 복싱을 하고 있다. 동아리 홍보를 위해 시작한 경기였을 테지만, 하다가 완전히 몰
입해버린 이들. 어느새 교정이 링처럼 느껴진다.

임채윤 기자 86healing@hufs.ac.kr

지난호를 말하다

우지원(영어·영통 10)

내공 쌓는 대학생활

지난호를 말하다

김주영(인문·언어인지 12)

외대학보, 중립적 시각을 지켜주기를

독자위원회

서울배움터
김미소(서양어·프랑스어 10)
신민식(법·법 06)
우지원(영어·영통 10)

글로벌배움터
김경환(국제지역·러시아 13)
김주영(인문·언어인지 12)
이태준(자연·생명공학 09)

독자위원회는 모집과 선발을 거쳐 각
배움터별 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번학기동안 매호 학보가 발행된 뒤
학보를 비평합니다.

열린공간

2013년 3월 29일 금요일 9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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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둘기칠판 보내는 곳
86cosmos@hufs.ac.kr

To. 박재형(동양어·태국어 12)

우수 신입생 모집으로 학교발전 이끌어주길

To. 산업경영공학과 졸업프로젝트
6조 길(조) 김태완 09 지유정 09 김희수 10 박현서 10

▲ 받는 이 박재형

From. 김다영
(공과·산업경
영 09)
From. 윤숙경(중국·중국 12)
▲ 받는 이 길조

살아있는 학보를 위해
외대공감-스티커를 붙여라!

- 서울배움터

1. 지하철

2. 자취 및 기숙

3. 버스

4. 자가용

3. 자취 및 기숙

4. 자가용

- 글로벌배움터

1. 버스

2. 스쿨버스

5. 지하철
www.oedaehagbo.com

창 간 1955년 4월 11일

외대학보 87기 수습기자 합격을 축하합니다

발행인 박 철
편집인 겸 주간 전종섭
편집장 문나윤

차 장 신민지 양재상 이민정 이은결 임채윤

서울배움터

조 교 이현주 정진경

김채훈(동양어·마인어 12)
서보윤(영어·영어학 13)
이영호(서양어·독일어 13)
임수진(일본·일본 13)
정가림(영어·영문 12)
주희진(영어·영문 12)

글로벌배움터
김민지(통번역·이탈리아어 12)
최소영(통번역·스페인어 13)
허규범(통번역·태국어 13)

부 장 홍규원

제 작 ㈜경보기획

인 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facebook /newhufspress

면
박준서(통번역·중국어 12)

외대학보 기사에 실릴 인터뷰이를 모집합니다.
기사 <에코프로젝트>와 <로스쿨입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과 로스쿨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인터뷰이로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학생분들은 외대학보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newhufspress)계정으로 참여
신청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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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임채윤 기자

2013년 3월 29일 금요일 958호

그의 책은
모국에 보내는 러브레터
제천에서 김진명 작가가 쓰는 한국을 만나다

이민정 기자 86cosmos@hufs.ac.kr

김진명 작가의 저서소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 남한의 핵 보유라는 색다른 소재로 남북한을 비롯해 주변 열강들과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그린
김진명 작가의 첫 번째 소설
<1026> : 故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사건을 다룬 소설.
<고구려> : 고구려 역사 중 가장 극적인 시대로 손꼽히는 △미천왕 △고국원왕 △소수림왕 △고국양왕 △광개토대왕 △장
사진 임채윤 기자

수왕까지 여섯 왕의 이야기를 다루며 현재 4권까지 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