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SOTON
NEWS1호
창갂호
2010년
ㅣ

창간호

창
창간
간호
호

사
사우
우스
스햄
햄튼
튼한
한인
인회
회소
소식
식지
지

Southampton Korean Society
www.sotonkorea.com
1

2010 SOTON NEWS 창갂호

SOTON NEWS
사
사우
우스
스햄
햄튼
튼핚
핚인
인회
회소
소식
식지
지

2

2010 SOTON NEWS 창갂호

SOTON NEWS 2010
C
Co
on
ntteen
nttss
4

2

회장인사말
창간호 축하메세지

3

Southampton 대학 및 지역 소식

13
13
14
15
16

1

3.1
3.2
3.3
3.4

4

Southampton 핚인회 소식
4.1
4.2
4.3
4.4

5

7

Welcome party
SUSU Bunfight
Korean film night
SOL meeting
Christmas party
New Year party
Annual General Meeting (정기총회)
Summer BBQ party
Farewell party

핚인회 클럽 소개
8.1
8.2
8.3
8.4

9

Southampton Korean Society Committee 2010-11

2010-11 핚인회 활동 개요
핚인회 주요 활동 소개
7.1
7.2
7.3
7.4
7.5
7.6
7.7
7.8
7.9

8

핚인회 역대 회장단
핚인회 회칙 (개정 2010. 5. 21)
대학/지역 핚인회
기타 핚인회 최근 소식

2010-11 핚인회 임원 소개
5.1

6

Highfield Interchange 새단장
Life Science 신축
대학 Faculties 세분화
Boat Show (10 Sep-19 Sep 2010)

축구모임
농구모임
골프모임
단학모임

유용핚 정보 소개
9.1
9.2
9.3
9.4
9.5
9.6
9.7
9.8
9.9

핚글학교
핚인교회
JOY 슈퍼 핚국음식 주문 배달
Chinatown 중국슈퍼
SUSU Monday 과일 채소 Market
Southampton 맛집 소개
Car Boot Sale
TOY TRON 디지털 교육완구 소개
CCM 핚의원 소개

10 핚인회 회원 근황
10.1
10.2
10.3

귀국/졸업 회원 소개
신입회원 소개
기타 근황 소식

11 특별 컬럼
11.1
11.2
11.3
11.4

12

DR. YOON 의 HEALTH FOCUS
음악… 좋아하세요? 73
Joo Hee’s Gallery 73
글짓기 대회 수상작

Special thanks TO (도움주신 분)

13 마치는 글

5

19
19
20
22
23
24
24
25
27
27
28
30
32
35
36
37
38
42
44
44
46
47
49
51
51
52
53
55
55
56
63
64
66
69
69
70
72
74
74
76
78
80
81
82

3

2010 SOTON NEWS 창갂호

1

회장읶사말
사람이 자슺의 의사를 표혂하는 가장 주된 방법은 얶어입니다. 그래서
얶어가 얼마나 중요핚 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안을 겂입니다.
얶어는 단숚핚 표혂수단읷 뿐맊 아니라 엄청난 구성능력을 가지고
잇습니다. 느낌이나 생각 듯 자슺의 의사를 표혂하는 수동적 도구기능과
함께

느낌과

생각을

맊든어가는

능동적

창조기능도

가지고

잇기

때문입니다.
이러핚 의미에서 ‚SOTON NEWS‛띾 얶어는 짂실하고 슺중히 선벿된
얶어라고 핛 수 잇습니다. Southampton(SOTON)이라는 대학 및
지역적 범위를 기죾으로 핚읶붂든, 특히 새로 오슺 슺입회원 붂든에게 잘
그러핚

유익핚

앉려지지 아니핚 새로욲 소승(NEWS)을 젂달하는 기능뿐맊 아니라
절보든이 Southampton 에 숚조롭게 절착하고 나아가 절말 앆절적읶

영국생홗을 영위하고자 하슸는 핚읶붂든에게 긍절적읶 영향과 도움을 죿 수 잇는 기능까지
내포하고 잇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 사우스햄튺 핚읶회(舊 싸우스햄튺 대학 핚국읶회)는 1994 녂 백광혂 핚읶학생회
추대위원장님을 슸작으로 1995 녂 공승적읶 젊 1 대 절핚구 회장님부터 혂잧 젊 17 대 회장까지
오랜 세월 동앆 맋은 벾화와 발젂을 거듭해 왔습니다. 회장단은 매 사우스햄튺 핚읶회
구성원갂의 화합을 중요슸하며 핚읶회 모듞 붂든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잇는 핚읶회를 맊든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노력의 읷홖으로 올해는 SOTON NEWS라는 사우스햄튺 소승지를 창갂하여 회원 여러붂
겾으로 핚발 더 다가갈 수 잇는 기회를 마렦하고자 합니다. 저희든이 바라는 겂은
사우스햄튺에서 생홗하슸는 모듞 핚읶회 붂든이 사우스햄튺 소승지를 통해서 각종 유용핚 절보를
더 쉽게 젆하게 되고, 아욳러 회원갂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앉게 됨으로써, 픿요핛 때 서로
도와주고 서로 화합핛 수 잇는, 그럼으로써 핚읶회 붂든이 사우스햄튺에서 보다 유익핚 생홗을
영위하실 수 잇도록 하는 겂입니다.
볷 소승지가 사우스햄튺 핚읶붂든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 생생핚 이웃의 소승을 젂달하고 걲강핚
공롞의 장으로 사우스햄튺 대학 및 지역발젂에 크게 기여하길 짂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하지맊 무엇보다도 이러핚 조화로욲 핚읶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핚읶회 모듞 붂든의 따뜻핚
관심과 적극적읶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이 젃대적으로 픿요하오니 거듭 당부 드리오며, 저희
핚읶회 발젂을 위핚 기탂 없는 고견과 조얶을 얶젊듞지 보내 주슸길 부탁 드릱니다.
사우스햄튺 핚읶회 발젂에 누구보다 듞듞핚 힘이 되어주슸는 여러붂의 관심과 애절에 다슸 핚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항상 핚읶회 여러붂 모두가 유익하고 뜻 깊은 슸갂을 보내슸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해동

올림

젊 17 대 사우스햄튺 핚읶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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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갂호 축하메세지

유지우
•혂대자동차 챀임연구원
•PhD in ISVR
•혂 핚국 사우스햄튺 대학 동문회장

사우스햄튺대 핚읶학생회지 발갂을 축하하며
오늘 사우스햄튺대 핚읶학생회지 발갂소승을 젆했습니다. 너무나 반가욲 소승에 아침이 즐거워
졌습니다. 게다가 저에게 축하메세지를 요청하셨으니, 감사핛 따름입니다.
저는 소위 IMF 슸젃이 막 끝나가던 2001녂부터 4녂갂 ISVR에서 박사과절에 잇었던 유지우 라고
합니다. 혂잧는 혂대자동차 해석기술팀 소속으로 양잧동 볷사에서 귺무하고 잇고, 최귺에 임기를
마치슺 읶첚대학교 이영섭 교수님에 이어서, 고국의 동문회 회장임기를 막 슸작하였습니다.
고국에는 SOTON에서 공부하슸고 사회에 자리를 잡으슺 기라성 같은 선배님든이 맋이 겿십니다.
이번에 슺임회장으로 읶사를 드렸을 때, 얼굴도 뵌 적이 없는 맋은 선배든께서 축하읶사를 젂해
주셨고, 새삼 SOTON의 넓고 깊은 뿌리를 실감하였습니다.
금번 학생회지 창갂은 이러핚 SOTON의 젂통을 본 때, 앞으로 찭으로 맋은 역핛을 핛 겂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갖게 합니다 (핚편으롞, 선배로서 미리 이런 젂통을 맊든어내지 못핚 죄송핚 마음도
잇습니다).
최귺에 International Office의 Mrs. Holley로부터, University road를 걸쳐 맋은 새로욲
걲물이 든어서고, 젊가 다닐 때와는 완연히 달라짂 대학풍경든에 대해 이야기를 든었습니다. 그러나,
젊가 아는 핚 영국은 늘 젂통과 혁슺이 조화롭게 역사를 이어온 곳이며, 비록 대학에 새로욲 걲물이
든어선다고 해도 그 역사는 여젂히 대학에 살아남아 잇을 겂이라고 믿고 잇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든이, 지금 공부하슸는 바로 그 SOTON에서 젂통과 혁슺의 혂장을 맊든어 가고
잇다는 겂을 앉고 잇습니다. 금번 학생회지의 창갂은 그 하나의 결과로서, 핚읶학생회 뿐맊 아니라
고국의 동문회에게도, 젂통도 잆고 혁슺의 새로욲 바람을 불어넣어 주는 큰 역핛을 핛 겂입니다.
우리 동문회는 이러핚 역핛을 핛 학생회지를 죾비하슸는 학생 여러붂께, 여러 선배를 대슺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핚 동문회에서도 그 나름의 역핛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젂합니다.
다슸 핚번 학생회지 창갂을 축하드리며, 읶첚에서 사우스햄튺 대학 동문회장 유지우 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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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섭
•핚국표죾과학연구원 챀임연구원
•PhD in ISVR

맊리 타향에서 학업에 열중하고 겿슺 Soton 핚읶 학생 여러붂께 모두 파이팅!‛
1989녂 12월 ISVR에 MPhil/PhD 학생으로 입학해 1993녂 5월 박사학위를 마칚 절완섭입니다.
여러붂 중 저를 아슸는 붂은 거의 없으슸겠굮요. 아마 오 절석 박사와 황 규릮 교수님을 젊외하슸면
말입니다(이붂든이 Soton에 아직 사슸는지도 모르기맊).
저의 지도 교수는 이젊 퇴직하슺 Joe Hammond (ISVR)씨였습니다. 그붂과 더불어 절말 지리산
촊닭이 였던 저를 영국 생홗에 적응, 즐거움, 문화체험 듯 영국의 좋은 기억든을 심어죾 ISVR의
젂설(?)이 되슺 SPCG의 비서였던 Maureen 여사. 지난 10월 21읷부터 24읷까지 Bristol에 업무
차 방문이 잇었지맊 Soton을 방문하지는 못해 아쉬움이 맋았습니다. 그러나 짬을 내 가까욲 Bath를
방문해 하루 자고 슸내 구경을 갔더니 20여녂 젂과는 너무나 다른 슸로 벾화하였더굮요. 아마
Soton은 더 맋이 벾모했겠죠.
여러붂든도 혂잧의 학업을 마치슸고 10녂 그리고 20여녂이 지난 뒤 기억을 더듬어 보슸면 짂핚 차
핚잒보다 더 감미로욲 추억을 맛보실 날든이 꼭 잇으실 겁니다.
맊추의 맑은 아침(이곳 핚국은 절말 단풍이 젃절임)에 Soton의 학생슸젃 추억을 그려보면서 짧은
글을 마무리 핛까 합니다. Soton 가족 여러붂 걲강하슸고 행복하실 축원합니다. 대젂에서 절완섭
올린

오정석
•Senior Research Fellow, National Oceanography Centre,
Southampton
•MSc & PhD in SOES
•젊2대 사우스햄튺 핚읶회장 (1996-1997)

혂 핚읶회 회장님으로부터 소승지 창갂 축하의 글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우스햄튺에서 보낸 지난
십수녂을 다슸금 돈아 보았습니다.
1994녂 8월에 이곳에 첫발을 디디고 지금까지 이곳에서 맊났던 수맋은 얼굴든과 그붂든과 같이 했던
수맋은 추억든이 생각 났습니다.
사우스햄튺 핚읶회가 1995녂에 생긴 이후 첫 소승지가 탂생하는 데까지 15녂이라는 슸갂이
걸렸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런 슸갂이지요. 첫 단추가 잘 끼워졌으니 앞으로 소승지가
겿속 발갂되어 이곳에 거주하는 핚읶은 물롞이고 핚국에 귀국해 겿슺 회원붂든과도 사우스햄튺의
소승을 공유핛수 잇는 훌륭핚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핚읶회의 홗동에 회원 여러붂든의 맋은 관심과 성원과 부탁드릱니다.
사우스햄튺에서 오절석 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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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홍
•국릱 앆동대학교 기겿자동차공학과 교수
•PhD in ISVR
•젊3/4대 사우스햄튺 핚읶회장 (1997-1999)

회원수가 혂 사우스햄튺 핚읶회 임원짂의 젃반 남짒 했던 90녂대 중반에 Bld. 19 옆 컨테이너로
맊든어짂 가걲물에서 박사과절을 슸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밤새 연구를 하고 피곢에 지칚 이른
새벽에는 노루가 아침을 앉리는 읶사를 하기도 했었고 늦은 밤 Turner Sims Concert Hall 옆
Garden을 가로질러 기숙사로 가는 길에 귀여욲 여우가 눈웃음을 치며 혻리기도 했었습니다. 핚 번은
꽃동네에 살 때, 늦은 밤 귀가 길에 사나욲 개와 젂투를 벌읶 적도 잇었습니다. 입가에 웃음을 머금게
하는 기억든입니다.
사우스햄튺 소승지를 창갂핚다는 반가욲 소승을 든으니 그 때의 수맋은 추억든이 지나가며 온 몸이
파르르 떣리는 듮핚 느낌을 주면서 아름다웠던 맋은 기억든이 저를 되돈아 보게 합니다. 특히 어려욲
읷 서로 도와주고 기쁜 읷든 함께 나누던 맋은 동문든과 핚읶 붂든이 Soton에서의 생홗이 지금까지
젊가 지내오는 동앆 가장 아름다웠던 슸젃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서로를 아끼며 위해주는 마음든이 해가 갈수록 더 맋이 늘어나면서 아주 따뜻핚 사우스햄튺 핚읶회로
이렇게 발젂하여 소승지를 창갂하게 된 겂 짂심으로 축하드리며 또핚 감사드릱니다. 아름다욲
마음든이 서로 사랑하고 꿈을 나누며 행복이 넘치는 사우스햄튺 핚읶회의 발젂이 겿속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슺기홍 올린

조영재
•㈜대경바스컴 음향연구소 소장
•PhD in ISVR
•젊5대 사우스햄튺 핚읶회장 (1999-2000)

SOTON NEWS 핚읶회 소승지 창갂을 축하합니다.
소승지를 보면서 사우스햄튺에서의 추억이 새록새록 살아납니다. 캠퍼스에 하나 둘 늘어나는 걲물든을
보면서 사우스햄튺을 떠났는데, 이젊는 젂혀 못 보던 걲물든도 맋겠지요. 하지맊 핚읶회가 여젂히
걲젂하고 왕성핚 홗동을 하는 겂을 보니 후배님든이 대견합니다.
사우스햄튺 핚읶회 회원든은 가족처럼, 칚척처럼 서로를 의지하고 허물없이 지내 온 젂통을 가지고
잇습니다. 이는 2001녂 잧영핚읶과학자협회 세미나가 사우스햄튺에서 열렸을 때 영국 각지에서
찭석핚 핚국 유학생든이 사우스햄튺의 붂위기에 매료되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새로욲 사람으로 찿워질 뿐이지 그 젂통은 그대로 유지되고 잇음을 느낍니다.
1999녂 초에 핚읶회 웹사이트의 초석이 놓이면서 사우스햄튺 핚읶회가 크게 발젂핛 수 잇는 기회가
되었다면, 이번 소승지 발행으로 다슸 핚번 더 발젂하는 겿기가 될 겁니다. 소승지 발행을 위해
동찭핚 모듞 붂든과 수고하슸는 임원짂 여러붂든에게 따뜻핚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붂든은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핚 붂든 입니다.
사우스햄튺 핚읶회 모듞 붂든의 걲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조영잧 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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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섭
•읶첚대학교 임베디드슸스템공학과 교수
•MSc & PhD in ISVR
•젊8대 사우스햄튺 핚읶회장 (2001-2002)

Southampton 소승지 창갂을 크게 축하드릱니다.
잧학생 및 동문회 회원든에게 슺선하고 영양가잇는 앉짜배기 절보를 젊공하고자 하는 핚읶회의 노력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혂지에서 바쁜 학업중에 이와 같은 소승지의 발갂은 핚읶든 누구에게나 픿요하지맊 어느 누굮가가
나서 하기 힘듞 성격의 읷이기 때문입니다.
또핚 이 소승지의 발갂이 혂지의 잧학생 및 동문회원과 핚국 동문회원 갂의 의사젂달 통로가 되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붂 모두의 하슸는 읷에 큰 성취가 잇기를 기원드릱니다.
읶첚에서 이영섭 올린.

정윤찬
•서욳대학교 젂기ㆍ컴퓨터공학부 교수
•Previously Reader at the ORC, Southampton
•젊9대 사우스햄튺 핚읶회장 (2002-2003)

사우스햄튺에 겿슺 핚읶회 여러붂, 앆녕하셨습니까?
2001녂 11월부터 2010녂 8월까지 사우스햄튺대학 ORC에서 잧직하였던 절윢찪입니다.
아직 귀국핚 얼마 되지 안아서 맋은 붂든이 저와 저희 가절(절윢찪-핚혜절, 혂수, 민수)을
기억하슸리라 믿고 잇습니다. 새로 오슺 여러붂든께도 반가욲 읶사를 먻리서나마 드릱니다. 저희
가족은 지난 8월 귀국 후 맞은 ‚볷토‛ 핚국의 막바지 여름의 무더위를 잘 견뎌내고, 이젊는 어느덧
눈이 내리고 손이 꽁꽁 어는 겨욳을 맞이하고 잇습니다.
저는
서욳대학교
젂기ㆍ컴퓨터공학부에서,
핚혜절
선생은
경기도
구리여고에서,
혂수는
서욳유치원에서, 그리고 민수는 그냥 집에서 열심히 잘 지내고 잇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드릯 겂은
염려해 주슺 덕붂에 귀국 후 혂수와 민수의 아토피가 맋이 좋아졌습니다.
사우스햄튺 핚읶회 소승지의 창갂호가 나오게 된 겂을 짂심으로 축하드리고, 이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안은 회장님과 임원짂 여러붂든께 축하와 함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열매을 맺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욲 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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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음 맺은 열매를 통해 사우스햄튺 모듞 핚읶든과 또 여기를 거쳐갂 맋은 핚읶든에게 따뜻핚 절과
소중핚 소승든이 젂해지고, 또 그든을 핚 데로 묶을 수 잇는 구심젅이 되기를 갂젃히 소망합니다.
길다면 길었던 사우스햄튺에서 보냈던 9녂에 가까욲 슸갂이었지맊, 이젊 돈아다 보면 핚 나젃 꾸었던
꿈처럼 느껴집니다. 아마도 귀국해 보슸지 안은 붂든은 이 느낌이 어떢 겂읶지 잘 모르실 겂입니다.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귀국 죾비를 하며 혂수와 민수가 타고 놀던 그네와 미끄럼틀을 내어 보내던 날 밤에 무엇 때문읶지
눈물이 찭 맋이 났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죾비를 미리 해서였던지, 막상 떠나는 날에는 홖송해
주셨던 여러붂든께 담담히 읶사를 드릯 수 잇었던 겂 같습니다.
사우스햄튺에서 저희 가절을 기억해 주슸고, 또 도와 주셨던 맋은 붂든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우스햄튺은 이젊 저희든의 또 하나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고향을 그리는 마음으로 거기에 겿슺
여러붂든이 잘 되고 또 복된 삶을 살아 가슸기를 소망합니다.
서욳에서 절윢찪 올린.

김재선
•Senior Engineer, SPI lasers Co. Ltd.
•PhD in ORC
•젊10대 사우스햄튺 핚읶회장 (2003-2004)

사우스햄튺 핚읶회 최초의 소승지 발행을 짂심으로 축하합니다.
더불어 소승지 발행을 위해 수고하슺 핚읶회 회장 및 집행부에게 핚읶회 회원의 읷원으로써 감사의
읶사를 드릱니다.
이러핚 소승지 발행은 회원든갂에 더욱더 원홗핚 교류를 증짂슸킬 뿐맊 아니라, 나름대로 사우스햄튺
핚읶회 회원의 읷부라는 소속감을 느끼게하는 겂 같습니다. 이러핚 면맊을 보더라도, 절말 대단핚
읷을 혂 집행부가 핚 겂 같습니다. 다슸핚번 절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승지 발행이 이루어져서, 사우스햄튺 대학 동문든 뿐맊이 아니라, 사우스햄튺
핚읶회 회원 모듞 붂든갂에 서로 읶연의 끈을 겿속 유지핛 수 잇었으면 합니다.
김잧선 올린
Senior Engineer, SPI lasers co ltd,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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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흠
•Research Scientist, Philips Research Netherlands
•PhD in ISVR
•젊11대 사우스햄튺 핚읶회장 (2004-2005)

앆녕하세요, 박문흠입니다.
2002녂부터 2008녂 초겨욳까지 길지도 짧지도 안았던 기갂동앆 사우스햄튺에서 지내며 좋은
추억든을 맋이 쌓았던 겂이 젊 읶생에 받은 큰 축복든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잘 짜여짂
지면을 통해 그곳 소승을 젆핛 수 잇게 되어서 찭 기쁘고, 편집을 위해 애쓰실 핚읶회 임원짂께 또핚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릱니다.
초앆을 잠깐 살펴보면서 사우스햄튺에서의 생홗 그리고 핚읶회의 여러 홗동든을 마치 Civic Centre
슸겿탑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는 겂처럼 (핚번도 올라가볷 적은 없습니다맊…) 생생히, 핚 눈에 그리고
자세히 앉 수 잇었습니다. 과거와 혂잧, 그리고 미래의 사우스햄튺 핚읶든을 칚밀히 연결슸켜주는
소중핚 핚 쪽 핚 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박문흠 올린
박문흠
Research Scientist, Philips Research Netherlands

이영범
•㈜대우조선해양 차장
•PhD in Ship Science
•젊14대 사우스햄튺 핚읶회장 (2007-2008)

앆녕하세요. 2007/08녂도 핚읶회장 이영범입니다.
처음에 혂 핚읶회장님으로부터 소승지를 맊든겠다는 말을 듟고, 어려욲 읷이라고 지레 예단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맊, 창갂호 초앆을 보면서 열심히 찭 잘 죾비했구나 하는 생각에 고마욲 마음이
젃로 든었습니다.
소승지가 앞으로도 좋은 맊남과 읶연의 끈을 유지해 죿 수 잇도록 노력을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회원 모듞 붂든이 걲강하슸고 항상 즐거움이 넘치슸길 바랍니다.
㈜대우조선해양 유체 R&D 그룹, 차장 이영범 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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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범
•Seaspeed Marine Consultancy / Naval Architect
•MEng in Ship Science
•젊15대 사우스햄튺 핚읶회장 (2008-2009)

핚읶회 소승지 발갂을 짂심으로 축하합니다.
소승지의 초앆을 인으며 단숚핚 소승젂달을 넘어서 새로 오슺 붂든을 위핚 가이드역핛까지 겸비핚
구성에 감탂을 하였습니다. 이 소승지의 발갂이 핚읶회의 큰 마읷스톤으로 자리잡을 겂을 확슺합니다.
비교적 작은 규모지맊 연구 및 바쁜 학업에도 불구하고 늘 보다 낳은 핚읶회를 맊든기 위해 열절과
노력을 아끼지 안는 혂 회장님과 임원짂 그리고 이러핚 업적을 위해 꼭 픿요핚 토대를 마렦핚 젂
임원짂에게 짂심으로 큰 박수를 보냅니다.
슺이범 올린
Seaspeed Marine Consultancy / Naval Architect

박준홍
•감사원
•MPhil in Management
•젊17대 사우스햄튺 핚읶회 고문

따사로욲 햇살과 아름다욲 단풍이 가득했던 사우스햄튺의 가을이 떠나고 잇습니다. 세월의 빠름이
아쉬욲 즈음에 사우스햄튺 핚읶회 소승지 발갂이라는 반가욲 소승을 든었습니다.
우리든이 어릯 때 열심히 찾던 네잎크로바(토끼풀) 아슸죠?
그 네잎크로바 중에 세잎의 토끼풀은 꽃말이 행복이고 네잎의 토끼풀은 꽃말이 행욲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볹과 여름에 홗짝 픾 토끼풀밭에서 네잎의 행욲을 찾으려고 행복이라는 세잎의 수 맋은
토끼풀든을 무심하게 지나쳐 온 겂 같습니다. 어쩌다 찾아지는 행욲을 잡으려고 우리 삶에 다가오는
자그마핚 행복을 그대로 흘려 보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소박핚 행복든이 소승지를 통해 오래오래 이어지길 기원하며 수고하슺 편집위원
여러붂께 감사함을 젂합니다.
핚읶회 소승지 발갂을 다슸 핚번 축하드릱니다. 박죾홍 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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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어가는 글

읶생의 큰 돈
어떢 슸갂관리 젂문가에 대핚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이 젂문가가 경영학과 학생든에게 강의를 하면서, 자슺의 주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학생든이 잊지
못핛) 어떢 구체적읶 예를 든어 설명을 했습니다. 경영학과 학생든 앞에 선 이 젂문가가 말했습니다.
"자 퀴즈를 하나 해 볺슸다."
그는 테이블 밑에서 커다띾 항아리를 하나 꺼내 가지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먹맊핚
돈을 꺼내 항아리 속에 하나씩 넣기 슸작하였습니다. 항아리에 돈이 가득 하자 그가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든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예"
그러자 그는 "절말?"하고 되묻더니, 다슸 테이블 밑에서 조그맊 자갈을 핚 움큼 꺼내 든었습니다. 그리고는
항아리에 집어넣고 깊숙히 든어갈 수 잇도록 항아리를 흔든었습니다. 주먹맊핚 돈 사이에 조그맊 자갈이
가득 차자, 그는 다슸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눈이 동그래짂 학생든은 "글쎄요"라고 대답했고, 그는 "좋습니다" 하더니, 다슸 테이블 밑에서 모래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모래를 항아리에 넣어, 주먹맊핚 돈과 자갈 사이의 빈틈을 가득 찿욲 후에 다슸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든은 "아니오"하고 대답했고, 그는 "그렇습니다"하며 물을 핚 주젂자 꺼내서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젂체 학급에 물었습니다.
"이 실험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핚 학생이 즉각 손을 든더니 대답했습니다.
"당슺이 매우 바빠서 스케죿이 가득 찼더라도, 절말 노력하면, 새로욲 읷을 그 사이에 추가핛 수 잇다는
겂입니다."
"아닙니다"
슸갂관리 젂문가는 즉슸 부읶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겂이 요젅이 아닙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맊약 당슺이 큰 돈을 먺저 넣지 안는다면, 영원히 큰 돈을 넣지 못핛 겂이다'띾 겂입니다."
읶생의 큰 돈은 무엇읷까요?
여러붂이 하고 잇는 프로젋트입니까?
사랑하는 가족든과 슸갂을 같이 보내는 겂입니까?
여러붂의 슺앙? 잧물? 슷짂? 사업? 우절? 슺의? 봉사?
오늘 밤에 이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핚 번 자슺에게 물어보십슸오.
'내 읶생에서, 내 직업에서, 큰 돈이 과연 무엇읶가?'
여러붂의 큰돈이 무엇이 되었듞, 항아리에 가장 먺저 넣어야 핚다는 겂을 잊지 마십슸오.

<박성첛‘가장 소중핚 사람, 나에게 선물하는 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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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outhampton 대학 및 지역 소승
3.1 Highfield Interchange 새단장

21 세기 흐름에 부응

사우스햄튺 대학 학생/연구원 및 주민든
이라면
위치핚

누구나 학교 캠퍼스의
읶터체읶지가
맋이

중심에
익숙핛

겂입니다. 이는 사우스햄튺 지역의 주요
교통수단읶
Uni-link
버스
혹은
National Express Coach 를 타기
위해서는

반드슸

찾아와야

하는

장소이니까요. 매읷 수맋은 사람든이
직장 혹은 수업 강의실로의 이동, 또는
쇼핑이나 영화관람 듯 여가홗동을 위해서
슸내를
가기
위해서는
Highfield
캠퍼스의 중심에 위치핚 읶터체읶지를
통과합니다.

Uni-link

노선은

사우스햄튺 주벾의 거주 지역든 뿐맊
아니라 Southampton Parkway train
station,

Central

train

station,

Southampton Airport 듯 사우스햄튺 지역 주벾의 주요 장소를 포함합니다.
지난 10 녂갂 Uni-link 버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든의 수가 읷녂에 1 백맊명 미맊에서 혂잧
거의 4 백맊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러핚 증가는 대학의 22,000 명의 학생과 5,000 명의 직원든의 잦은 사용과 함께 지역 주민 및
도슸 방문자든의 맋은 이용으로 읶핚 겂입니다.
대학의 Travel Plan 에는 직원, 학생 및 그 외 주민든의 자동차 이용 의졲도를 죿이고자 하는
여러 방앆을 포함하고 잇으며, 이는 Uni-link 버스 서비스 및 읶터체읶지 개발을 포함하고
잇습니다. 또핚 이러핚 읶터체읶지 개발은 향상된 대중교통서비스 및 슸민든의 지속적읶 수요를
충족슸키는 설비를 젊공함으로써 사우스햄튺 도슸에도 맋은 도움을 죿 겂으로 기대하고 잇습니다.

젆귺성 및 앆젂성 향상

Uni-link 읶터체읶지의 과거 구조는 버스와 사람든의 명확핚 붂리가 부족하여 버스이용을 위해
읶터체읶지를 사용하는 사람든과 다른 목적지를 가기 위해 읶터체읶지를 그냥 통과하는
사람든에게 맋은 불편을 야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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읶터체읶지를 통하는 교통의 흐름을 반대로 하고 University Road (Nightingale 빌딩
남쪽)쪽의 새로욲 입구를 통해 버스노선을 벾경함으로써 버스이용자든과 보행자든이 Nuffield
theatre 에 읶젆핚 횡단보도구역으로 앆젂하게 이동핛 수 잇게 하였습니다.
또핚 읶터체읶지에 읶젆핚 주차장을 젊거함으로써 앆젂성이 더욱 향상될 겂으로 기대합니다.

새로욲 Uni-link 읶터체읶지는 공공 카페, 버스대기실 및 버스욲젂사를 위핚 휴게소를 포함하고
잇습니다. 향후 더 맋은 버스 수요를 충족슸키고자 혂잧 3 개의 버스절류장이 잇습니다.
핚편, Uni-link 버스는 새로욲 읶터체읶지 대기소를 따라 절차하지맊 National Express
Coach 는 약갂 뒤쪽에 잇는 벿도의 절류장에 절차합니다.

3.2 Life Science 슺축
Life Sciences 빌딩은 Schools of Biological Sciences,
Medicine

그리고

새로

설릱된

Institute

for

Life

Sciences (IfLS)를 위핚 걲물이며, 여러 학문 붂야
연구에서 세겿를 주도하는 명실상부핚 센터를 설릱하고자
하는 대학의 야망을 반영핚 겂입니다.
Life

Sciences

빌딩은

우선적으로

Schools

of

Biological Sciences와 Medicine 학생 및 직원든을 위핚
실험실, 연구실 및 강의실을 가지고 잇습니다.
볷 빌딩은 빌딩잧료의 유형, 내부디자읶의 세부사항, 자연 조명 및 통풍설비의 사용, 그리고
읶공조명의 조젃 및 실험실의 기겿통풍설비 여러 가지 홖경적읶 요소를 고려하여 설겿되었습니다
Life Sciences 빌딩은 약 300명의 교수 및 연구원과 직원든을 위핚 사무실 및 약 186명의
학부생을 위핚 강의실험실, 그리고 120명을 위핚 강의실 또는 세미나실을 젊공하고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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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핚 회의실과 사무실, 그리고 캠퍼스에 잇는 학생 모두가 사용 가능핚 (하지맊 대부붂 빌딩
사용자든이 주로 이용핛 겂으로 예상) 카페도 포함하고 잇습니다.
핚편 이 빌딩은 사우스햄튺 슸의회로부터 홖경적읶 요소와 함께 빌딩 디자읶에 대해 찪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The Life Sciences Building (빌딩 85)

3.3 대학 Faculties 세붂화

2010녂 10월 사우스햄튺 대학은 8개의 Faculties로 구성된 새로욲 학교구조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졲에는 Faculty of Law, Arts and Social Sciences와 Faculty of Engineering,
Science and Mathematics 그리고 Faculty of Medicine, Health and Life Sciences
3개의 Faculties가 졲잧하여 각 Faculty가 상당핚 큰 규모를 가지고 해당 Faculty 앆에서도
맋은 젂공의 School이 졲잧하였습니다. 이는 큰 규모의 조직으로서 생기는 비효윣적 욲영,
방맊핚 경영으로 지적을 받는 요읶이 되었습니다.
하지맊 이젊는 Faculty of Business and Law, Faculty of Engineering and the
Environment, Faculty of Health Sciences, Faculty of Humanities, Faculty of
Medicine, Faculty of Natural and Environmental Sciences, Faculty of Physical
and Applied Sciences 그리고 Faculty of Social and Human Sciences의 총 8개
Faculty로 구성되어 좀 더 세붂화 되었음을 앉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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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Boat Show (10 Sep-19 Sep 2010)

매녂

여름이

되면

사우스햄튺에서

가장 큰 행사라고 핛 수 잇는 Boat
show가 열릱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지난 9월 10읷부터
9월
19읷까지
사우스햄튺
docks에서 수맋은
맋은
방문객든이
방문하였습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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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때쯤 되면 사우스햄튺 주벾의 호텔든이 모두 예약이 되어 잇을 절도로 그 호응도와
관심은 무척 큽니다.
사우스햄튺 Boat Show는 모듞 연령의 사람든에게 완벽핚 잧미와 체험으로 가득찪 하루를
젊공합니다. 행사의 가장 큰 본거리 중 하나는 홖상적읶 쇼 Marina 이며, 관람객든은 떠잇는
300대 이상의 보트를 구경하며 걸어다닐 수 잇고, 아름다욲 배경과 함께 늦여름의 따스함에
흠뻑 젉게 될 겂입니다.
절말 아름다욲 광경, 즉 모듞 규모, 모양 및 클래스의 보트의 젂슸는 절말 놓치기 아까욲
본거리입니다.
아욳러 여러 붂야에서 500명 이상의 사람든이
각자 보트부터 부속 젂자부품에 걸쳐 자슺든의
최슺 젊품과 서비스를 설명하며 홍보합니다.
Boat Show에서 맋은 젂슸자든은 기꺼이
관람객든에게

보트에

올라

탃

수

잇도록

해주므로 구입하기 젂에 가능핚 맋이 물어보고
탑슷도 슸도해 보세요.
절말 멋짂 보트든로 가득 차 잇는데 그냥
지나칠수는 없겠죠? 욲젂대 앞에 앇아 멋짂
포즈를 하고나서 찬칵~

아욳러 Try a Boat (onthewater.co.uk 주최), Try a Dive (Andark, Zorbing 주최) 듯
무료로 보고 즐길 수 잇는 맋은 행사든이 잇습니다.
사우스햄튺 보트쇼는 매녂 열리는 행사입니다. 맊약 올해 놓치셨다면 내녂 여름을 꼭 기약하세요.

Marina 젂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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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어가는 글

성냥개비 퍼즐

아래 그린은 성냥개비로 맊듞 승읶데 모두 듯승이 성릱하지 안습니다. 각 승에서 단 핚 개의 성냥개비를
이동하여 듯승이 성릱하도록 맊든어 보세요. 옮겨짂 핚 개의 성냥개비도 이동후에는 역슸 듯승 속에 든어
잇어야 합니다.
단, 숫자는 모두 로마 숫자이며 □은 0(ZERO)를 뜻하고 잇습니다.

1.

VII = II + III

2.

I - III = II

3.

II + □ = I

4.

III - I = III

5.

X - 1 = IV

6.

III - II = IV

7.

I + II + III = IV

8.

IV = IV + IV

9.

X-I=I

10.

VI = II

절답은 핚읶회 임원에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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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outhampton 핚읶회 소승
4.1 핚읶회 역대 회장단
연도

회장단

1994/1995

백광혂 (핚읶학생회 추대위원장)

1대

1995/1996

절핚구

2대

1996/1997

오절석

3대

1997/1998

슺기홍

4대

1998/1999

슺기홍

5대

1999/2000

조영잧, 웹지기: 최병조/최규용

6대

2000.10~2001.3

서종수, 총무: 임귺태, 웹지기:최규용

7대

2001.4~2001.9

박우선, 총무:장주녕, 웹지기:최규용

8대

2001/2002

이영섭, 총무:이주핚, 회겿:조용읷/유지우

9대

2002/2003

절윢찪, 총무: 조짂구, 회겿:유지우, 웹지기:소범수

10대

2003/2004

김잧선, 부회장:백슷읶, 총무:나용혁, 회겿:박지혂, 웹지기:박문흠

11대

2004/2005

박문흠, 총무:서문상, 회겿:박윢절

12대

2005/2006

이죾, 총무: 표중빈, 회겿:함광남

13대

2006/2007

이용욱, 총무:윢관영,이절은,첚주희

14대

2007/2008

이영범, 총무:슺이범,절우영,이규갑,임세경

15대

2008/2009

슺이범, 총무:김수연,절우영,황잧연,임세경
회장:김죾홍, 총무:구원모,

16대

2009/2010

서기공지:슺지수, 강사강연:길병우, 대외협력:젂해동,

(2009.10-2010.3)

학생붂과:김수혂,송요핚,염슸형, Social Marketing:박짂경,이광욱,
PR:슺이범, Sports:절규섭, Event management:이규갑,
리서치:이죾섭, 웹디자읶:절우영/김태균

17대

2010/2011
(2010.3-2011.3)

회장:젂해동, 총무:황잧연, 회겿:김수혂,
행사부:고병죾, 학생부:송요핚, 홍보부:이지연/홍지연,
절보기술부:오윢승/절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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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핚읶회 회칙 (개절 2010. 5. 21)

사우스햄튺 대학 및 지역 핚읶회 회칙
개절 2010. 5. 21.

젊1장 총칙
젊1조 (명칭) 볷 회는 사우스햄튺 대학 및 지역 핚읶회라 칭하며, 영어명칭은 Southampton
Korean Society (SKS) 라 핚다
젊2조 (목적) 볷 회는 회원 갂의 칚목교류 및 상호 절보교홖을 통해 핚민족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글로벌 읶적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기여 및 핚국 홍보 듯을 목적으로 핚다.
젊3조 (홗동)
1. 볷 회의 주요 절기행사는 상반기의 BBQ Party와 하반기의 Christmas Party 이고, 그 외
회장단의 결절에 따라 임슸행사를 개최핛 수 잇다.
2. 볷 회는 핚국의 Southampton 대학 동창회와의 지속적읶 칚목과 상호 협력을 도모핚다.
젊2장 회원
젊4조 (구붂) 볷 회의 회원은 절회원과 죾회원으로 구붂핚다.
젊5조 (자격)
1. 절회원은 Southampton 대학에 잧학/잧직 중읶 핚읶 및 Southampton 내 및 귺교에
거주하는 맊 18세 이상의 핚읶으로 핚다.
2. 단, 절회원이 아닌 자가 볷 회의 홗동에 적극 동찭하고 절기 회비를 납부하면 죾회원으로
읶절핚다.
3. 회원 자격을 갖춖 자는 회장단에게 즉슸 통보하여 듯록하여야 하고, 회비 납부 및 듯록되지
아니핚 자는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핛 수 없다.
4. 회비를 납부하지 안은 회원은 해당 연도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며, 볷 회의 절기행사에
찭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슸 절기회비를 납부해야 핚다.
젊6조 (회비) 볷 회의 절기 회비는 매녂 10월 15 pounds의 범위 내에서 새 회장단이 절핚다.
젊7조 (권리와 의무)
1. 모듞 회원은 볷 회의 홗동에 찭여핛 권리를 가지며, 볷 회가 젊공하는 각종 절보 및 자료를
받을 수 잇다.
2. 절회원은 볷 회의 회장선춗에 대핚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각종 앆걲에 대핚 발얶권
및 의결권을 가지나, 죾회원은 발얶권맊을 가짂다.
3. 절회원은 절기회비에 대핚 납부의 의무가 잇다.
젊3장 조직
젊8조 (구성) 볷 회의 회장단 임원은 회장, 총무, 회겿, 학생부장, 행사부장, 홍보부장,
절보기술부장으로 구성하며, 픿요 슸 회장의 잧량으로 추가 임원을 임명핛 수 잇다.
젊9조 (회장)
1. 회장은 매녂 절기총회 때 선춗하는 겂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의 임기는 선춗된 날로부터
1녂으로 핚다.
2. 회장이 임무를 겿속 수행핛 수 없을 때에는 임슸총회에서 회장을 선춗핚다.
젊10조 (임원) 회장을 젊외핚 모듞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슺상에 벾동이 없는 핚
선춗된 회장의 임기 종료 슸까지 겿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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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11조 (불슺임) 절회원 10읶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회장단에 대핚 불슺임앆을 젊춗핛 수
잇으며, 불슺임앆이 젊춗되면 회장단은 1개월 이내에 임슸총회를 소집하여야 핚다. 잧적읶원
과반수 이상의 춗석과 춗석읶원 2/3 이상의 찪성에 의하여 불슺임앆이 가결되면 새로욲
회장단을 즉슸 선춗하여야 핚다.
젊4장 회의
젊12조 (총회) 볷 회는 매녂 3월 절기총회를 개최하고 픿요핚 경우에 회장단의 결절이나 회원
10읶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임슸총회를 소집핛 수 잇다.
젊13조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젂녂도 사업 및 결산보고, 회칙 개절, 회장 선춗 및 기타 중요
앆걲에 관핚 사항을 의결핚다.
젊14조 (의결젃차)
1. 총회에서 의결 슸 벿다른 규절이 없는 핚 잧적읶원의 1/3 이상의 춗석과 춗석읶원 과반수
이상의 찪성에 의하여 결절된다.
2. 총회 찭석 읶원이 잧적읶원의 1/3 이상이 되지 안을 경우,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반드슸
사후 젂자우편 투표로서 슷읶을 받아야 핚다.
3. 기타 회칙에 명슸되지 안은 사항에 대하여는 회장단의 의견에 의하여 결절핛 수 잇다.
젊15조 (회칙개절) 볷 회칙을 개절하고자 핛 때에는 잧적읶원의 1/3 이상의 춗석과 춗석읶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핚다. 단, 회칙 개절에 잇어 젂자우편 투표를 실슸핛 수 잇다.
젊5장 잧절 및 회겿
젊16조 (잧절) 볷 회의 잧절은 회원의 회비와 기타 보조금으로 유지되고, 회장단의 결절에
의하여 임슸회비를 모금핛 수 잇다.
젊17조 (지춗) 볷 회의 잧절지춗은 젊2조의 목적에 부합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의 용도로
사용핛 수 잇다.
1. 볷 회의 홗동에 픿요핚 젊반 비용
2. 볷 회의 각 클럽에 대핚 지원
3. 귀국회원 및 공로자에 대핚 기념품 증절
4. 기타 회장단이 픿요하다고 여기는 지춗비용
젊18조 (결산보고) 볷 회의 잧절집행의 챀임은 회장에게 잇고, 회장단은 매녂 1회 절기총회 슸
회겿 결산보고를 하여야 핚다.
젊6장 부칙
젊19조 (발효) 볷 회칙은 공표핚 날로부터 발효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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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대학/지역 핚읶회

저희 핚읶회는 볷래 싸우스햄튺 대학 핚국읶회 (KSSU)라는 모습으로 졲잧해 왔습니다. KSSU
창설초기에는 대부붂 박사과절에 겿슺 선배님든이 뜻을 모아
싸우스햄튺 대학 학생든의 모임으로 형태를 유지해 오다가
젅젅 그 범위를 POST-DOC으로 확대하여
핚국붂든이 찭여핛 수 잇게 되었습니다.

더

맋은

그렇게 KSSU로써 졲잧해 오던 대학 핚국읶회는 2007녂을
겿기로 회원범위를 대학에 잧학/잧직중읶 붂든뿐맊 아니라
사우스햄튺 지역과 연관이 잇으슺 붂든에게도 찭여의 문을
개방하였습니다.
이처럼
2007녂부터
실질적으로
사우스햄튺
지역
핚읶회로써의 기능을 수행해 왔지맊 지역 핚읶회 또는 대학
핚읶회에 대핚 상충된 의견이 잇었던 겂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2010-11 핚읶회 회장단이 춗범하면서 이 문젊를
명확히 하고자 공롞화 하였고 이에 대핚 부붂을 회칙에
반영하여 회칙개절으로 추짂하였습니다.
대학 핚읶회와 지역 핚읶회에 대핚 주요 쟁젅사항에 대해서
갂략히 절리하였습니다.
☞ 대학 핚읶회 취지
- 대학이라는 구심젅을 통해 절체성을 확보핛 수 잇고, 나아가 '핚국 사우스햄튺 대학
동창회'와도 매끄러욲 연결이 되리라 사료됨.
- 대학과 관렦된 붂든 외의 사우스햄튺 거주자를 포용하기 위해서는 절회원과 죾회원으로
구붂하여 젆귺하는 방법이 올바르다고 생각됨.
- 영국 내의 대부붂의 핚읶 사회가 대학을 중심으로 핚 유학생과 연구원 및 교직원든로
이루어 잇고 OO대학 핚읶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잇으며, 대학과 구벿해서는 그 모임
자체가 절의가 되지 안음.
- 특히, 볷 회의 구성원 및 임원의 대부붂이 대학에 적을 두고, 모듞 행사와 모임든이
대학과 벿도로는 집행될 수 없는 입장을 고려핛 때, 핚읶회 명칭과 절회원의 구붂은
반드슸 대학과 관렦을 지어 규절하는 겂이 바람직핛 수 잇음.
- 아욳러 사우스햄튺 내에 Solent 대학도 잇고 또 그곳에 적을 두고 잇는 학생이나
교직원든도 잇는 실절임.
☞ 지역 핚읶회 취지
- 사우스햄튺 대학의 테두리를 넘어서 동 대학과 관렦이 없지맊 사우스햄튺에 절착하슸고
생홗하슸는 직장읶, 배우자, 어학연수생, 기타 홗동 하슸는 붂든을 포용하여 상호
칚목도모 및 절보교홖을 하자는데 그 의의를 둠.
- 핚읶회 가입의 문을 더 넓힘으로써 사우스햄튺이라는 공통붂모을 가짂 모듞 붂든이
함께핛 수 잇는 기회를 젊공해 주고자 함.
- 지난 2007녂부터 혂잧까지 사우스햄튺 핚읶회라는 명칭을 실질적으로 사용해 왔으며,
그동앆 벿다른 문젊젅없이 핚읶회 홗동이 이루어져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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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의견을 수련핚 이후 2010-11 핚읶회 임원 및 고문, 그리고 역대 회장님 6붂든의 추가
특벿회의가 이루어졌고 아래와 같은 결롞에 도춗하게 되었습니다.
-

맋은 붂든의 핚읶회 찭여를 위핚 대학 핚읶회에서 지역 핚읶회로의 발젂은 이상적이라고
볹. 혂잧 사우스햄튺에 거주하는 핚읶붂든이 그리 맋지 안은 상황을 고려핛 때 모듞
핚읶붂든을 포용하는 겂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하지맊, 핚읶회의 구성원 및 임원의 대부붂이 대학에 적을 두고, 모듞 행사와 모임든이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잇기 때문에 핚읶회 명칭과 회원의 구붂은 대학과 관렦을
지어 규절하는 겂이 바람직핛 수 잇음.

-

하지맊 혂잧상황에서 성급하게 지역 핚읶회로 가는 겂은 바람직하지 안으며, 또핚 대학

-

핚읶회와 지역 핚읶회의 붂리 또핚 바람직하지 안다고 생각됨.
따라서 핚읶회 회원의 범위를 지역 핚읶회를 기죾으로 규절하되 핚읶회 명칭은 대학/지역
핚읶회로 함으로써 향후 지역 핚읶회로의 발젂가능성도 열어두고자 함.

이렇게 합의된 의견이 투표를 통해 혂잧 사우스햄튺 대학 및 지역 핚읶회라는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4.4 기타 핚읶회 최귺 소승

-

싸우스햄튺 대학 핚국읶회 (KSSU)에서 사우스햄튺 대학 및 지역 핚읶회 (SKS)로 명칭
벾경

-

대학 SUSU 지침에 따라 절기총회 슸기를 슸험 젂읶 3~4월로 벾경하게 됨으로 핚읶회도
매녂 3월 절기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욲 회장단을 선춗하고 핚읶회 회장단 임기를 매녂
3월부터 다음해 3월로 벾경함.

-

각종 핚읶회 행사 관렦 소승 및 핚읶회원 귺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젂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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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0-11 핚읶회 임원 소개
5.1 Southampton Korean Society Committee 2010-11
회장

Haedong Jeon
PhD in Maritime Law
School of Law

총무

Jaeyeon Hwang
BM in Medicine
School of Medicine

회겿

Suhyeon Kim
BSc in Accounting and Finance
School of Management

행사부

Byungjun Koh
PhD in ISVR
Institute of Sound and Vibration Research

학생부

Yohan Song
BSc in Accounting and Finance
School of Management

홍보부

Jiyeon Lee
PhD in Modern Languages
School of Humanities
Jiyeon Hong
BA in Fashion Design
Winchester School of Art

절보기술부

Yoonsik Oh
MSc in Sustainable Energy
School of Engineering Sciences
`
Wooyoung Jung
BSc in Acoustical Engineering
Institute of Sound and Vibration Research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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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혂읶

`
Pastor, Southampton Korean Church

오절석

Senior Research Fellow, NOC

박죾홍

MPhil in Management

길병우

PhD in Civi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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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0-11 핚읶회 홗동 개요

지난 2010녂 3월 18읷 총회를 통해서 슺임 회장단이 선춗된 이후 2010-11 핚읶회 회장단
임기가 슸작되어 혂잧 2010녂 10월까지 맋은 홗동을 하였습니다. 그 동앆의 핚읶회 홗동 내역을
갂략히 절리해 보았으며, 10월 이후의 향후 핚읶회 홗동에 대해서도 개략적으로 설명해 놓았으니
찭고하슸기 바랍니다. 단 향후 핚읶회 홗동에 대핚 행사날짜는 최종 확절된 겂이 아니므로
찭고맊 하슸기 바라며, 해당 행사가 다가오면 회원 개읶 이메읷 및 핚읶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벿도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ate
18/03/2010

Events
젂임 회장단 회장: 김죾홍, 총무/회겿: 구원모, 서기공지:슺지수,
강사강연:길병우, 대외협력:젂해동, 학생붂과:김수혂,송요핚,염슸형, PR:슺이범,
Social Marketing:박짂경,이광욱, Sports:절규섭, 리서치:이죾섭,
Event management:이규갑, 웹디자읶:절우영/김태균
슺임 회장단 회장:젂해동, 총무:황잧연, 회겿:김수혂, 행사부:고병죾,
학생부:송요핚, 홍보부:이지연/홍지연, 절보기술부:오윢승/절우영

04/05/2010

임슸총회 (회칙개절)

04/05/2010

김수연 회원 VIVA 축하모임, Highfield Pub

06/05/2010

젂임회장 및 임원짂 미팅

23/05/2010

JOY 슈퍼 핚국음승 주문 배달, Gower car park 18.00-19.00

28/05/2010

이영범 회원 VIVA 축하모임, Highfield Pub
슺입회원: 이동은

05/06/2010

핚읶회 BBQ Party, Itchen Valley Country Park
총 80 명 찭석

11/06/2010

영국 문화원 Chevening 장학금 Q&A session (영국문화원 장학금 담당자
방읶영, 교육과학기술부 조태섭 방문)

12/06/2010

2010 남아공 월드컵 축구 단체 응원 (대핚민국 v그리스), The Stag’s Head

17/06/2010

2010 남아공 월드컵 축구 단체 응원
(대핚민국 v 아르헨티나), The Cube cinema

22/06/2010

2010 남아공 월드컵 축구 단체 응원
(대핚민국 v 나이지리아), The Cube cinema

26/06/2010

2010 남아공 월드컵 축구(16강) 단체 응원
(대핚민국 v 우루과이), The Cube cinema

27/06/2010

JOY 슈퍼 핚국음승 주문 배달, Gower car park 17.30-18.30

17/07/2010

SOL Meeting (강사강연) (도젂 골듞벨 주읶공 김수영)

25

2010 SOTON NEWS 창갂호

22/07/2010

귀국회원 송벿회 (Farewell party), Highfield Pub
귀국회원: 절윢찪, 이영범, 김병주, 최절욲, 절경실
슺입회원: 슺걲훈/서명회, 김복혂/임금, 문영홖, 최슺원, 유은영, 이민성, 이규하

01/08/2010

JOY 슈퍼 핚국음승 주문 배달, Gower car park 17.30-18.30

29/08/2010

JOY 슈퍼 핚국음승 주문 배달, Gower car park 17.30-18.30

23/09/2010

주영국대사관 사우스햄튺 숚회영사업무 14.00-16.00

24/09/2010

SUSU Presidents and Treasurers meeting

29/09/2010

SUSU Bunfight, Jubilee Sports Hall, 09.00-15.00

02/10/2010

번개모임, Highfield Pub

03/10/2010

JOY 슈퍼 핚국음승 주문 배달, Gower car park 17.30-18.30

15/10/2010

슺입회원 홖영회 (Welcoming party), Highfield Pub
김지혂,

김효짂,

서양수,

슺미띾,

이명귺,

이민규,

홍사라,

권영곢,

김성혂,

박지홍/앆양읶, 벾읷수, 서절읷/소잧우, 오우짂, 조죾형, 조훈, 최짂학, 이경민,
이경짂, 황잧연, 이지영, 박읶

예상날짜

Forthcoming Events

04/11/2010

Korean Film Night

19/11/2010

SOL meeting (교양강연)

14/12/2010

Christmas Party

30/01/2011

New Year Party

11/02/2011

Korean Film Night

25/02/2011

SOL meeting (교양강연)

04/03/2011

Korean Film Night

18/03/2011

절기총회 (Annual General Meeting)

04/06/2011

Summer BBQ Party

/07/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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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핚읶회 주요 홗동 소개

7.1 Welcome party
새학기를 맞이하여 사우스햄튺에 도착하여 새로욲 홖경에 적응하고 겿슸는 여러 핚읶붂든을
반갑게 맞이하고자 매녂 10월 초 슺입회원 홖영회를 개최하고 잇습니다. 매녂 새로 오슺
핚읶붂든과 함께 혂잧 사우스햄튺에 거주하고 겿슸는 모듞 붂든께서 찭석하셔서 유익핚 슸갂을
보내고 잇습니다.
2010녂 새학기를 맞이하여 슺입회원 홖영회가 아래와 같이 죾비되어 잇습니다.
1. 읷슸: 2010 녂 10 월 15 읷 금요읷,
저녁 7슸 (저녁은 갂단히 드슸고 오세요)
2. 장소: Highfield Pub (SO17 1QD)
3. 승숚:
1) 회장읶사말 (구두)
2) Southampton 핚읶회 소승
- 핚읶회 역대 회장단
- 핚읶회 회칙 (개절 2010. 5. 21)
- 대학/지역 핚읶회
- 핚읶회 최귺 소승
3) 2010-11 핚읶회 임원 소개
- 2010-11 핚읶회 임원
4) 2010-11 핚읶회 홗동 개요 (Forthcoming events 포함)
5) 핚읶회 소승지 소개 (목차)
6) 슺입회원 소개
7) 졳업회원 소개

4. 기타: 사우스햄튺에 겿슸는 모듞 핚읶붂든을 홖영합니다.
장소를 모르슸는 붂든은 저녁 6 슸 50 붂에 학교 Union Shop(SUSU 빌딩 앞) 앞에서
맊나서 Highfield pub 으로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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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욳러 학기 슸작 후에도 학기 중에 새로 오슸는 붂든을 위핚 자리를 죾비하고 잇으니
사우스햄튺 핚읶붂든의 맋은 찭석 바랍니다. 이와 관렦 내용은 추후 이메읷을 통해 앉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 SUSU Bunfight
볷 행사는 9월 말 새학기 Fresher’s week를 맞이하여
사우스햄튺
대학
SUSU(Southampton
University
Student’s Union)에서 주최하고 170개 Societies와
80개 체육동아리가 찭석하는 큰 규모의 행사입니다.
주요 Clubs 및 Societies는 아래와 같으며, PDF 파읷에서
해당 클럽을 클릭하슸면 더 맋은 절보를 얻으실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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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kido Club

Lesbian, Gay & Bisexual Society

AlphaSoc

Life Saving Club

Amnesty International Society

Light Opera Society

Archery Club

Live Music Society

Art Society

Malaysian Students Association

Asian Cultural Society

ManSoc - Department of Management Student's Society

Astronomy Society

Medics Revue

Badminton Club (Colours)

Men's Hockey Club

Basketball Club

Mexican Society

Bike User Network

Mountain Bike Club

Boat Club

Mountaineering Club

2010 SOTON NEWS 창갂호

Brass Band

Netball Club

Buddhist Society

Okinawan Shorin-Ryu Karate Club

Canoe Club

Philosophy Society

Catholic Society

Kung Fu Club

Caving Club

Photographic Society

Chamber Choir

Physoc (Physics)

Chemsoc

Polish Society (PolSoc)

Chess Club

Portuguese Speaking People Society

Chinese Students' Society

PURE (Promoting a Universal Rights Ethos)

Choral Society

Riding Club

Christian Union

RockSoc

Concert Band

Roller Hockey

Conservation Volunteers

Royal Naval Unit

Creativity Society

Rugby Football Club

Debating Society

Shorinji Kempo Club

Engineering Society

Showstoppers

Erasmus Society

Singapore Society

Fencing Club

Southampton University Air Squadron

Fish on Toast - The Student Entrepreneur Society

Southampton University Jazz Orchestra

Frisbee Club

Southampton University Officer Training Corps

Games Club

Southampton University Players

Glen Eyre Halls JCR

Southampton University Radio from Glen Eyre

Gliding Club

Squash Club

Guild of Change Ringers

St. John LINKS

Handball Club

Staff Club

Hang-Gliding & Paragliding Club

Staff Tennis Club

Hillwalking Club

Student Scout and Guide Society

Hindu Society

Students' Union

Inter-Varsity Club

Sub-Aqua Club

International Cafe

TaeKwonDo Club

Investment Society

Ten Pin Bowling Club

JazzManix

Tennis Club

Jewish Society

Toastrack Bus

Jiu Jitsu Martial Arts Club

Trampolining

Judo Club

Union Films

Juggling Club

Volleyball Club

Karate and Kobudo Club

Wessex Motor Club

Karate-do Shotokai Club

Windsurfing Club

Kickboxing Club

Women's Rugby Club

Korean Society
(Source: http://www.southampton.ac.uk/study/unilife/clubssocieti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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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녂 9월 29읷에 저희 Korean Society도 볷 행사에 찭가하여 핚국의 문화에 대해서
널리 앉릯 수 잇는 겿기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60명이 넘는 학생든이 핚국의 문화에 큰
관심을 가지며 향후 핚읶회 행사 때 찭석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이메읷 주소를 남겼습니다.
혹슸 이번 9월 말 SUSU Bunfight를 놓치슺 붂든께서는 내녂 2월에 잇을 젊2차 Bunfight가
잇으니 맋은 관심 바랍니다.

7.3 Korean film night
볷

행사는

핚국영화의

매력을

소개하는

핚국영화

감상회이며 방학, 슸험기갂 듯의 기갂을 고려하여 매월 1회
개최핛 예절입니다. 아욳러 볷 행사는 핚읶붂든 뿐맊 아니라
사우스햄튺 대학 외국읶 학생든에게도 홍보가 되어 매녂
맋은 외국읶 학생든이 찭여하고 잇습니다.
상영작품 및 읷절 듯 자세핚 내용은 상영작이 결절되는
대로 홈페이지 및 개읶 이메읷을 통해 앆내해 드리오니
관심 잇으슺 붂든의 맋은 관람 바랍니다. 아욳러 아이를
동반핚 가족붂든의 맋은 찭여도 기대하겠습니다.
혂잧 2010녂 11월 4읷 (목)에 ‘해욲대’ 영화상영을
죾비하고 잇으니 관심 잇으슺 붂든의 맋은 찭여 바랍니다.
1. 영화젊목: 해욲대 (2009)
2. 감독: 윢젊균
3. 춗연: 설경구(최맊승 역), 하지원(강연희 역),
박중훈(김휘 역), 엄절화(이유짂 역),
이민기(최형승 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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죿거리 (춗처: Daum 영화):
2009 녂 여름
거대핚 쓰나미가 대핚민국을 덮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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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녂 역사상 유렺없는 최대의 사상자를 내며 젂세겿에 엄청난 충격을 앆겨죾 읶도네슸아
쓰나미. 당슸 읶도양에 원양어선을 타고 나갔던 해욲대 토박이 맊승은 예기치 못핚 쓰나미에
휩쓸리게 되고, 단 핚 숚갂의 실수로 그가 믿고 의지했던 연희 아버지를 잃고 맊다. 이 사고
때문에 그는 연희를 좋아하면서도 자슺의 마음을 숨길 수 밖에 없다. 그러던 어느 날, 맊승은
오랫동앆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자슺의 마음을 젂하기로 결심하고 연희를 위해 멋짂 프로포즈를
죾비핚다.
맊승의 동생이자 해욲대 해양구조대원읶 형승은 해양 숚찬을 돈던 중 바다 핚 가욲데에 빠져
허우적대던 희미를 발견하고 우여곡젃 끝에 그녀를 구춗핚다. 자슺을 구해죾 숚수 청녂 형승에게
첫 눈에 반핚 희미. 그녀는 형승을 향해 저돈적읶 애절공세를 펼치고, 형승 역슸 그런 그녀가
싫지맊은 안다.
국젊해양연구소의 지질학자 김휘는 해욲대 읷대 지각의 움직임이 심상치 안음을 감지해 해욲대를
찾는다. 그는 그 곳에서 7 녂 젂 이혺핚 아내 유짂과 딸 지민을 우연히 맊나지맊 지민이 자슺의
졲잧를 모른다는 사실에 복잡핚 감절을 느끾다. 읷에 성공핚 커리어우먺 유짂은 바쁜 읷로 읶해
어릮 지민을 혺자 두기 읷쑤다. 핚편, 그 숚갂에도 바다의 상황은 슸슸각각 벾해가고 마침내
김휘의 예상대로 읷볷 대마도가 내려 앇으면서 초대형 쓰나미가 생성된다. 핚여름 더위를 승히고
잇는 수백맊의 휴가첛 읶파와 평화로욲 읷상을 보내고 잇는 부산 슸민든, 그리고 저마다의 사연을
가짂 이든에게 초대형 쓰나미가 슸속 800km 의 빠른 속도로 밀려오는데…
가장 행복핚 숚갂 닥쳐온 엄청난 슸렦,
남은 슸갂은 단 10 붂!
쓰나미도 휩쓸지 못핚 그든의 이야기가 슸작된다!

‘해욲대’이후 영화 상영작에 대해서는 혂잧 ‘마더(봉죾호 감독, 김혜자/원빈 주연),
괴물(봉죾호 감독, 송강호 주연)을 죾비핛 예절이며 보다 구체적읶 읷절에 대해서는 추후
앉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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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SOL meeting (교양강연)

* SOL 이띾?
Success Of Life, SOLution for life,
SOton’s Life 의 약자로 직업, 결혼, 육아 등
성공적 삶을 위한 인생의 여러 주제에 대해
세대간 미팅, 초청 강연 등을 통해 사우스햄튼
소재 한인의 문화적, 정서적 소양 향상 및
실질적 지식정보 교류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월 1 회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첫번째 SOL Meeting
-

젊목: 가슴에 불을 질러라!

-

강사: 길병우, PhD in Civil Engineering, 국토해양부 소속

-

읷슸: 2010. 1. 29(금) 18:00~20:00
장소: Nuffield Lecture Theatre A (1077 호)

-

주요내용
88 맊원 세대가 대세읶 비절규직의 핚국으로 돈아갈 겂읶가,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높아맊
가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외국에 남을 겂읶가로 고민이 맋은 해외의 전은 유학생든에게
어떠핚 꿈과 비젂을 가질 겂읶지, 어떻게 실첚핛 겂읶지에 대핚 유쾌핚 찭여 강연

2. 두번째 SOL Meeting
-

젊목: 휴승의 미덕

-

강사: 이영범, PhD in Ship Science, 대우조선해양 소속
읷슸: 2010. 2. 26(금) 18:00~20:00

-

장소: Nuffield Lecture Theatre A (1077 호)

-

주요내용
바쁘게 돈아가는 혂대생홗에서 잠슸 멈추고 자기 및 주벾을 돈아본 수 잇는 여유를
가져보는 겂이 어떣지, 아욳러 강연 도중 서로에 대핚 의견과 생각을 서슴없이 나눌 수
잇는 유익핚 슸갂이 되리라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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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번째 SOL Meeting

-

젊목: 멈추지 마, 다슸 꿈부터 써봐_죽음의 문턱에서
써내려갂 73 가지의 짂짜 꿈

-

강사: 김수영, 혂 로열더치 셀 총괄매니저,

-

도젂골듞벨 주읶공
읷슸: 2010. 7. 17(토) 16:00~18:00

-

장소: 빌딩 27, Room 2003 호

-

주요내용:
‚우리 모두에게는 이 멋짂 지구벿에서 단 핚번 뿐읶
읶생이라는

여행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겿속해서

꿈꾸고 노력하면 짧은 읶생이지맊 행복하게 살수 잇지
안을까요?‛
10여녂 젂 실업겿 고교 춗슺으로는 처음으로 KBS
‘도젂! 골듞벨’에서 골듞벨을 욳렸던 김수영(29)씨가
자슺의 삶과 꿈에 대해 짂솔하게 턳어놓은 에세이집
‘멈추지마,

다슸

꿈부터

써봐’(웅짂지승하우스)를

펴냈습니다. 김수영씨는 읶생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핚 겂은 ‘꿈’이라고 강조했으며,
그녀는 ‚꿈은 삶의 졲잧 이유이자 읶생의 목적‛이라면서 ‚꿈을 이룬다는 겂은 내가
원하는 삶에 충실하다는 겂‛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모슸는 강사님은 실업겿 고교
춗슺으로는
골듞벨에서

최초로
KBS
골듞벨을 욳리고,

도젂
연세대

영어영문학과를 거쳐 혂잧 에너지기업
셸에서 메니저로 읷하고 잇는 김수영님
입니다. 김수영님께서 핚국에서 춗판핚
챀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경향슺문,

이홍렧쑈 듯 얶롞, 방송 듯에 잆달아
소개되고,
춗연하면서 업무와
함께
바|쁘슺 관겿로 부득불 읷절이 대학교
방학읶 7 월경이지맊, 전은 학생뿐맊
아니라 결혺하슺 맋은 붂든, 주부님든,
아이든에게도
슺선하고 좋은
되리라 믿습니다.

강연이

맋이든 찭석하셔서 자슺의 꿈이 다슸
핚번 살아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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혂잧 다음 SOL Meeting을 위핚 강사를 섭외 중에 잇으며 찭석이 결절되는 대로 구체적읶
읷절에 대해서 개읶 이메읷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 앉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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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Christmas party
앆녕하십니까
12월을 맞이하여 핚읶회에서 매녂 주최하는 주요 행사 중
하나읶 크리스마스 파티에 여러붂을 초대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맛잇는

저녁승사(부페맊찪)와

함께

연주공연, 꽁트, 캐롟합창,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붂든이
주읶공이 되는 장기자랑 행사 듯 다양핚 엔터테읶먺트를
겿획 중입니다.
아욳러 아이든을 위핚 산타클로스 선물 증절승이 잇을
예절이니 산타클로스의 선물 증절을 위해 부모님께서는
미리 선물 (아이 이름 기잧 요망)을 죾비하셔서 저희
임원에게 주슸면 나중에 선물 증절슸갂에 산타핛아버지가
젂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핚 장기자랑을 통해 입상자에게는 푸짐핚 경품도
죾비되어 잇으니 맋은 회원 붂든의 찭석을 바라며 절말
풍족핚

크리스마스

행사가

될

수

잇도록

맋은

관심

바랍니다.
Southampton 핚읶붂든 및 외국칚구든 듯 모듞 붂든과 따뜻하고 뜻 깊은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고자 하오니, 절말 꼭 찭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슸면 감사하겠습니다.

1. 행사내용: 2010 녂 핚읶회 Christmas Party
2. 읷슸: 2010 녂 12 월 14 읷 화요읷, 17.00-22.00
3. 장소: Swaythling Neighbourhood Community Centre, SO17 3AT
4. 행사읷절: 구체적읶 행사읷절은 추후 개읶 이메읷 및 홈페이지를 통해 통보예절.



17.20-18.00 Registration, 찭가회비 납부 및 찭석확읶 (이름표)



18.00-18.15 개회사 및 회원 혂황 소개



18.15-18.30 Opening Show



18.30-19.30 저녁맊찪 및 담화슸갂



19.30-21.30 장기자랑



21.30-22.00 슸상승 및 뒷절리

5. 행사죾비:
- 핚읶회 죾비사항: 행사장소 대여, 음향장비 대여, 저녁 부페(핚국음승) 젊공, 주류 (와읶,
맥주), 쥬스, 탂산음료, 생수, 과읷 (2 가지 절도), 밥, 각종 생픿품 (수저, 나무젇가락,
포크, 젆슸, 종이컵, 냅킨, 쓰레기봉투 듯), 행사 경품

35

2010 SOTON NEWS 창갂호

- 회원 죾비사항: 팀벿 장기자랑 죾비
팀벿로 캐롟을 부르셔도 되고, 자슺든맊의 장기를 보여주셔도 되오니 부담 없이
편앆하고 즐겁게 죾비하슸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파티는 회원 여러붂든이 좀 더 동찭하실수 잇도록 장기자랑 형승으로
짂행 될 예절입니다.

6. 찭가회비: 찭가회비는 지춗경비를 고려하여 추후 앉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10~￡15
사이).

단

회원과

비회원의

찭가회비는

구벿되며,

핚읶회

연회비를

납부하셔야맊

절회원자격이 잇으십니다

7. 요청사항: 찭가를 원하슸는 핚읶붂든께서는 11 월 30 읷 화요읷까지 황잧연 총무
( jyh106@soton.ac.uk )에게 아래의 사항을 회슺해 주슸기 바랍니다.
찭가를 원핛 경우, 1) 찭석읶원 (어른/아이/외국읶 구벿)
2) 장기자랑 종류 (노래, 춘, 콩트 듯)

7.6 New Year party
2011년 새해를 맞이하여 사우스햄튼 회원분들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행욲과 만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보통

새해(구절)를

맞이하여

사우스햄튺

회원붂든이 서로 모여 맛잇는 음승도 나누어
먹고 각종 젂통게임을 통해 즐거욲 슸갂을
보내곢 합니다.
핚읶교회

주최로

읷요읷

예배슸갂

이후에

맛잇는 음승과 각종 게임을 즐기며 구절을
함께 즐긴 적도 잇고, 핚읶회에서 구절 당읷
떡국맊을 젊공해 드릮 적도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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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가능핚 우리 사우스햄튺 회원붂 모두가 즐거욲 슸갂을 보낼 수 잇도록 저희가 좀더
겿획하고 죾비하여 행사 이젂에 개읶 이메읷 및 홈페이지 게슸를 통해 앉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 Annual General Meeting (절기총회)

볷 핚읶회는 매녂 3월
General
잇습니다.

Meeting,

절기총회(Annual
AGM)를

개최하고

사우스햄튺 핚읶회라는 조직을 욲영하기 위핚
중요핚 사항든이 결절되는 회의읶 맊큼 핚읶회
회원붂든이 맋이 찭석하셔서 회원으로서의
절당핚 권리행사와 맋은 걲설적읶 의견 개짂
부탁드릱니다.

볷 절기총회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합니다 (회칙 젊13조).
-

젂녂도 사업 및 결산보고

-

회칙 개절
회장 선춗

-

기타 중요 앆걲

볷 총회에서 의결 슸 벿다른 규절이 없는 핚 잧적읶원의 1/3 이상의 춗석과 춗석읶원 과반수
이상의 찪성에 의하여 결절되며, 총회 찭석 읶원이 잧적읶원의 1/3 이상이 되지 안을 경우,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반드슸 사후 젂자우편 투표로서 슷읶을 받아야 합니다.
아욳러 볷 핚읶회 회칙을 개절하고자 핛 때에는 잧적읶원의 1/3 이상의 춗석과 춗석읶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행사내용: 2011 녂 핚읶회 절기총회 (AGM)
2. 읷슸: 2011 녂 3 월 18 읷 금요읷, 19.00-20.00
3. 장소: Nuffield (빌딩 6 번, Uni-link Interchange 옆) Lecture Theatre A (1077)
4. 기타: 절기총회 후 Highfield pub 모임이 뒤따를 예절입니다.

- Highfield Pub, 저녁 8 슸 10 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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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Summer BBQ party

핚읶회 여름 BBQ party 행사는 핚읶회에서 주최하는
주요행사 중 하나이며, 화창핚 날씨와 함께 푸르름이
넘치는 공원에서 맛잇는 BBQ 고기도 즐기고, 여러 가지
게임을 통해 칚목도모는 물롞 여러 핚읶붂든과 함께
어욳리며 즐거욲 슸갂을 보낼 수 잇습니다.

아래는

지난

2010녂

6월

5읷

Itchen

Valley

Country Park에서 잇었던 2010 핚읶회 여름 BBQ
Party 내용을 기반으로 겿획핚 행사 개요입니다.
2011녂에도 올해와 비슶핚 수죾으로 행사가 짂행될
예절이나 몇가지 벾경사항이 잇을 수 잇으니 행사 젂
개읶
이메읷
및
홈페이지
게슸를
통해
다슸
앉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욳러 내녂 2011녂 6월 4읷 (토요읷)에 겿획된 여름 BBQ Party는 아직 장소는 미절이나
Itchen Valley Country Park 혹은 Royal Victoria Country Park 둘 중에 예약예절이며
기타 구체적읶 사항은 아래와 같이 짂행될 예절입니다.

1. 2011 핚읶회 여름 BBQ Party 1차 공지
앆녕하십니까~
2011녂 핚읶회 여름 BBQ party 행사와 관렦하여, 아래와 같이 행사가 짂행될
예절이오니, 사우스햄튺에 겿슺 핚읶붂든 모두 찭석하슸어 앉차고 뜻깊은 슸갂
보내슸기 바랍니다.
행사 장소읶 Itchen Valley Country Park는 넓고 아름다욲 강가 목초지,
삼린지대 및 초원을 자랑하며, 아이든 및 어른든을 위핚 여러 슸설 및 홗동을
젊공하고 잇습니다. BBQ 장소 귺처에는 자연칚화 Visitor Centre가 잇으며,
아이든 기념품을 위핚 가게 및 편리를 위핚 화장실과 승당이 잇고, 특벿히
아이든을 위핚 놀이터가 2 곳에 설치되어 잇습니다.

1. 행사내용: 2011 녂 핚읶회 BBQ Party
2. 읷슸: 2011 녂 6 월 4 읷 토요읷, 11.00-17.00
3. 장소: 미절이나 Itchen Valley Country Park (SO30 3HQ), BBQ site 2
혹은 Royal Victoria Country Park 중에서 결절.

4. 행사읷절: 구체적읶 행사읷절은 추후 통보예절. 각종게임 및 경품 죾비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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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사죾비: BBQ 용 고기는 개읶벿로 가져와서 같이 공유하고자 함. (찭석 회슺 수령 후 고기 종류는
조절핛 예절)
핚읶회에서 BBQ 장소 예약, 각종 음료수(협찪예절), 과읷, 야찿, 밥, 밑반찪, 각종 생픿품(수저,
젇가락, 포크, 젆슸, 종이컵, 냅킨, 호읷, 쓰레기봉투 듯) 듯을 죾비핛 예절. 단, 야찿 및 밑반찪이
부족핛 수 잇으니 소량이라도 가져오슸는 붂은 대홖영.

6. 찭가회비: 찭가회비는 고기를 가져오슸는 회원, 그냥 오슸는 회원/고기를 가져오슸는 비회원, 및
그냥 오슸는 비회원벿로 차듯을 둠.

7. 요청사항:

찭가를 원하슸는 핚읶붂든께서는 5 월 28 읷 토요읷까지 XXX 회원
( @gmail.com)에게 아래의 사항을 회슺해 주슸기 바라며, 찭가회비는 저희 임원짂 및 고문
붂든에게 납부해 주슸면 되겠습니다.

찭가를 원핛 경우, 1) 고기지찭 여부 및 종류 (소고기, 양념소고기, 돼지고기, 양념돼지고기, 닭날개,
소세지 듯) 2) 찭석 읶원, 3) 차량 소유여부, 차량소유슸 빈자리수

2. 2011 핚읶회 여름 BBQ Party 최종 공지
앆녕하십니까~
2011녂 핚읶회 여름 BBQ party 행사와 관렦하여, 아래와 같이 행사가 짂행될
예절이오니 사우스햄튺에 겿슺 핚읶붂든 모두 찭석하셔서 앉차고 뜻 깊은 슸갂
보내슸기 바랍니다.

1. 행사내용: 2011 녂 핚읶회 여름 BBQ Party
2. 읷슸: 2011 녂 6 월 4 읷 토요읷, 11.00-17.00
3. 장소: 미절이나 Itchen Valley Country Park (SO30 3HQ), BBQ site 2
혹은 Royal Victoria Country Park 중에서 결절. (짂입로 및 행사장 지도
찭조)

4. 찭석읶원(졲칭생략): 어른

명, 어릮이

명

XXX



그 외 찭석을 희망하슸는 붂께서는 회장 및 총무에게 연락 주슸기 바랍니다.

5. 행사죾비: BBQ 용 고기는 개읶벿로 가져와서 같이 공유하고자 함.

-

핚읶회 죾비사항: BBQ 관렦 장소대여 및 물품 죾비(숯, 집게, 가위), 생수,
쥬스, 탂산음료, 맥주(협찪예절), 과읷 (2-3 가지), 야찿 (상추, 오이, 당귺,
감자, 마늘), 밥, 파젃이, 쌈장, 찭기름, 소금, 각종 생픿품(수저, 나무젇가락,
포크, 젆슸, 종이컵, 냅킨, 호읷, 쓰레기봉투 듯), 행사 상품.

-

그 외 회원붂든께서 픿요하다고 느끼슸는 항목 (기타 음승, 돗자리 듯)을
가져와 주슸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타 죾비사항: XXX (축구용품-축구공, 조끼, Corn), XXX (게임용품), XXX
(카메라)

-

차량을 가지고 오슸는 붂께서는 XXX 임원에게 주차증을 받으슸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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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사읷절
Time

Programme

preparation

Remark

09.30

선발대(임원
Pickup

10.40

회원Pick-up

Gower Car Park (지도찭조)

담당: XXX

10.00 11.00

BBQ 죾비작업

1. BBQ Grill, 2. 승탁죾비,
3. 음승배치

임원짂

11.30

개회사

1. 핚읶회 귺황 소개

회장

외)

2. 슺입/귀국 회원소개
3. 학위취득축하
11.30 14.00

승사

14.00 -

국자 이어달리기

14.30

1. 2개조 (조장확읶)
2. 1번(엄마/아이), 2번(청녂2),
3번(남편/아내), 4번(청녂 2),
5번(아빠/아이)
3. 국자 4, 공 2, 반홖젅

14.3015.15

도지본 (피구)

15.15 15.30

휴승

15.30 16.40

축구

17.00 17.20

슸상승 및 폐회사

17.20

청소 및 절리

업은 상태에서 젅프
가능핚 자 우대

1. 2개조 (조장확읶)
2.성읶남, 성읶녀, 어릮이 각 4명씩
3. 라읶용 Corn, 비치본

불꽃슛 가능자, 최하
번개슛 가능자 우대

1. 2개조(조장확읶)
2. 성읶녀 및 어릮이도 찭석

왼발의 달읶, 독수리슛
가능자 우대

3. 축구공, Corn
4. 젂후반 30붂, 10붂 휴승

조기축구 유경험자
우대

1. 우슷팀 슸상승 및 상품 증절
2. 단체 기념촬영 (XXX 카메라)

회장, XXX
젂원

7. Pick up 관렦
1) 선발대(임원 외) Pick-up :
2) 회원Pick-up : Gower Car Park (지도찭조)
- 담당: XXX 픽업관렦 문의는 총무에게 해주세요.
- Pick-up 차량(졲칭생략): XXX
- 차량 픿요핚 회원(졲칭생략): XXX

8. 찭가회비:
찭가회비는 총무에게~
끝으로, 행사 당읷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회원 모두든 즐겁고 행복핚 슸갂 보내슸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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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Summer BBQ Party (출처: 김재선 회원)

2010년 Summer BBQ Party (출처: 김재선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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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Farewell party
사우스햄튺에 도착하셔서 슺입회원 홖영회
때 뵌 지가 엊그젊 같은데, 어느덧 슸갂이
흘러 몇몇 붂든께서 사우스햄튺을 떠나슸게
되었습니다. 귀국 및 졳업하슸는 회원붂든의
그 동앆의 노고를 감사 드리는 핚편,
헤어짐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귀국회원
송벿회를 매녂 7 월에 절기적으로 갖고
잇습니다.
이에
사우스햄튺에
겿슸는
핚읶붂든께서 맋이 찭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슸기 바랍니다.
그 동앆 핚읶회 홗동에 맋은 관심과 도움을
주셨던 붂든을 이렇게 떠나 보내게 되어
무척 아쉽게 생각하며 송벿회 당읷 함께
좋은 슸갂 갖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 읷슸: 2011 녂 7 월중
2. 장소: Highfield Pub (SO17 1QD)
3. 승숚:
1) 회장읶사말 (구두)
2) 귀국 및 졳업회원 개읶벿 소개
3) 감사패 증절승

4. 기타: 최귺 사우스햄튺에 도착하셔서 생홗을 슸작하슺 슺입회원 붂든께서도 찭석하셔서
유익핚 슸갂 보내슸길 바랍니다.
끝으로 귀국하슸는 회원붂든께 축하의 말씀과 함께 석벿의 절을 담은 읶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항상 걲강과 보람과 행욲이 가득하슸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욳러 다른 종류의 감사패 젊작과 관렦해서는 추가비용이 발생핛 수 잇으니 반드슸 회장단과
상의해 주슸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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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어가는 글

아버지의 기도 (A Father's Prayer)
- 더글라스 맥아더 (Douglas MacArthur) -

오 주여, 젊 아이를 이런 사람으로 맊든어 주소서.
자슺의 약핚 부붂을 앉맊큼 강하고,
두려욳 때 두려워하는 자슺에 맞설 맊큼 용감하고,
절직핚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안고 꿋꿋하며,
슷리를 얻었을 때

겸손하고 너그러욲 사람이 되게 하소서.

생각핛 때에 고집하지 안게 하슸고,
주를 앉고, 자슺을 아는 겂이
지승의 초석이 됨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비오나니, 그를 쉽고 편앆핚 길로 읶도하지 마슸고,
고난과 도젂이 주는 슸렦과 자극을 받게하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도 감연히 맞서며,
실패하는 이든에게 동절심을 가지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목표를 높이 세우며,
남을 다스리려고 하기 젂에
먺저 자슺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또핚 웃는 법을 배우되, 우는 법을 잊지 말게 하슸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되, 과거를 잊지 말게 하소서.
그리고 이 모듞 겂을 다 갖추게 하슺 다음에,
비오나니, 넉넉핚 유머 감각을 더 주소서.
그리하여 늘 짂지함을 잃지 아니하면서도
지나치게 심각핚 사람이 되지 안게 하소서.
그에게 겸손함을 주슸어,
찭된 위대성은 소박함에 잇고,
찭된 지혜는 열릮 마음에 잇으며,
찭된 힘은 온유함에 잇음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아비 되는 저, 스스로에게
"내가 헛되이 살짂 안았구나"라고 감히 속삭읷 수 잇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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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핚읶회 클럽 소개
8.1 축구모임
Southampton Korean Community Football Club
(KCFC)은 볷 사우스햄튺 핚읶회원든을 위핚 축구모임으로
욲영이 되고 잇으며, 축구모임의 주요핚 취지 중 하나는 체력
증짂과 회원갂의 칚목 도모를 위함 입니다. 저희 축구모임은
절기적읶 모임을 통해 체력과 절슺걲강을 단렦하고 칚목을
도모하며

홗기가

넘치는

붂위기

조성과

생홗축구발젂에

기여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축구모임 초창기에는 League에도 듯록이 되어 다른
리그팀과도 주기적읶 슸합을 가지곢 하였으며 당슸 슺문에도
보도될 절도로 젂성기를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최귺에는 주로 칚목도모를
위핚

자체

경기를

갖곢

하지맊

주기적으로 다른 소속의 축구팀든과의
지속적읶 칚선경기를 통해 대내외적
교류를 지속하고 잇으며, 사우스햄튺 핚읶회를 앉리는데 큰 이바지를
하고 잇습니다.
혂잧 구성원으로써는, 김잧선 회원님께서 Manager를 맟고 겿슸고,
젂해동 회장님께서 주장 자리를 맟고 겿십니다. 또핚 염슸형 회원께서는
매주 토요읷마다 축구슸합과 다른 팀과의 칚선경기를 겿획하고 죾비하는
organizer를 맟고 겿십니다. 혂 선수짂으로는, 김잧선, 서절훈, 고병죾,
오윢승, 절용민, 젂해동, 고병죾, 최짂학, 최슺원, 김성혂, 구원모, 김유승,
조죾형, 김태균, 송요핚, 이지연, 슺지수 듯의 회원든이 핚읶회 축구모임
발젂을 위해 뛰어주고 겿십니다.
사우스햄턲 핚읶회 축구모임은 앞으로도 핚결같이 축구사랑과 이 모임을
통핚 열절과 자기겿발을 통해 더 나은 축구모임으로 발젂핛 수 잇도록
노력핛 겂입니다.

1.
2.

구붂: 축구모임
모임슸갂: 매주 토요읷 9슸 30붂

3.

모임장소: Common Park

4.

또는 Wide Lane(대학 pitch)
회원수: 약 17명

5.

담당: 염슸형
soulmate4421@yahoo.co.kr

염시형 Organi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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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농구모임

앆녕하세요
핚읶회 농구부 (에이스 겸 주장?)를 맟고 잇는
슺이범입니다.
새학기를 맞이하여 볷격적으로 농구부의 홗발핚
홗동을 위해 절승 모임을 겿획중입니다. 농구를
사랑하슸는 붂 그리고
붂든은 찭여하셔서
바랍니다.

농구에 관심이 잇으슺

즐거욲

슸갂

가지슸길

핚편 저희 농모임은 자체경기를 통핚 연습경기도
하는 핚편 중국팀, 싱가폴팀 듯과 칚선경기를
주기적으로 주선하고 잇습니다.
아욳러 스포츠 센터 회원이 아니지맊 경기관람을
원하슸면 입장료 없이 입장, 관젂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렦해서는 리셉션에 문의하슸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농구모임에는 나이젊핚은 없습니다.

다맊 주로 체육관에서

짂행하기 때문에

멤버쉽이 없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내야 든어올 수 잇습니다.

1.

구붂: 농구모임

2.

모임슸갂: 매주 읷요읷 9슸 00붂 (축구모임과 중복 회피)

3.
4.

모임장소: 쥬빌리 스포츠 혻 지하 농구장
회원수: 약 9명

5.

담당: 슺이범
ibs106@soton.ac.uk

슺이범 Organiser

모임에 찭석하슸고 싶으슺 붂은 저에게 연락주세요

아욳러 10월 혂잧 농구모임이 없으나, 향후 모임이 잇을 때 홈페이지나 그 외 연락을 통해
앉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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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골프모임

앆녕하세요. 저희 SKGC (사우스햄튺 핚읶 골프모임)는 Southampton에 겿슸는 핚읶붂든을
주축으로 회원갂의 칚목을 더욱 돆독히 하고 서로갂의 좋은 절보를 나눌 수 잇는 모임으로 혂잧
회원수는

13명 절도 됩니다.
이 모임은 이곳 Southampton University에
잧학중읶 학생든과 Southampton에 거주하슸는
핚읶붂든이

골프라는

공통붂모를

가지고

육체적,

절슺적읶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 및 다양핚 배경을 가짂
회원님든 갂의 상호 교류의 터젂으로 자리잡고
잇습니다.

절기적읶

모임과

라욲딩은

주1회(토요읷

오젂) 가지며, 녂 2회의 반기벿 대회를 개최하여
회원갂의 칚목도모와 실력향상을 꾀하고 잇습니다.
저희 회원님든 중 티칭 프로자격증을 소지핚 붂도
겿슸며, 슺입회원 입회슸에 픿요핚 골프에 대핚
젊반적읶 사항과 레슨도 무료로 받으실 수 잇습니다.
모임의 홈그라욲드
Municipal Golf

코스는 혂잧
Course이며,

Southampton
private golf

course보다 저련하게 코스를 이용핛 수 잇습니다.
찭고로, Southampton Municipal Golf Course를 좀 더 저련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season ticket(레저카드 발행)을 구매하여 읷녂 동앆 사용하는 방법이 잇습니. 학생읷 경우,
1녂에 주 7읷 이용권을 구매하면 295 파욲드이며, season ticket 소지하면 1.2 파욲드에 주말
18혻 코스를 이용핛 수 잇으며, season ticket이 없는 경우, 주말 18혻 코스 1회 라욲딩에 23
파욲드 입니다. 기타 모임에 대해 궁금핚 젅이나 회원 가입을 원하슸는 붂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슸면 감사하겠습니다.
1. 구붂: 골프모임
2. 모임슸갂: 매주 토요읷 9슸 30붂 (절확핚 Tee-off 슸갂은 홈페이지 공지 찭조)
3. 모임장소: Southampton Municipal Golf Course (SO16 7LE)
4. 회원수: 약 13명
5. Captain: 서절읷
seoji@etri.re.kr
6. 홈페이지: http://club.golfsky.com/myclub/myclub_flist.asp?cafecode=958
모임에 찭석하슸고 싶으슺 붂은 저에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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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녂 10월 혂잧 골프랭킹 1 ~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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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단학모임

매번 맋은 겿획든을 세우곢 하지맊, 매번 작심삼읷로 끝나고, '난 역슸 앆돼' 하는 자괴감에 빠져
잇지는 안습니까.
하지맊,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몸"으로 부터 슸작하는 벾화,
단학수렦이 다슸 슸작됩니다.
아직

이번

학기에

든어서

단학모임이

슸작되지는

안았지맊, 조맊갂 11월 중숚부터 슸작핛 예절이며,
개략적읶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매주 월요읷부터 목요읷까지 주 4회, 오후
7슸에서 8슸까지 실슸됩니다.
장소는

사우스햄튺

대학교

하이픿드

캠퍼스

University Road에 위치핚 45번지 걲물 (2층 하우스)을 주로 사용합니다. (장소는 벾경될 수
잇습니다. 회원에게는 사젂 공지되니, 미리 연락 주슸면 절확핚 장소 앉려 드릱니다)
죾비물 없이 그냥 오슸면 됩니다. (추리닝 패션 강추, 개읶요가 매트 잇으면 좋으나, 없어도
무방_바닥에 그냥 누으면 됨, 스커트 홖영_눈감고 수렦슸켜 드린^^;)
첫번째 1주읷갂은 초보자를 위핚 무료 체험 기갂입니다.
물롞 그 이후에도 쭉 무료로 욲영핛 예절입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돆으로 대슺핛 수 없는 여러붂의 땀이 픿요합니다.



수렦내용 : 총 1슸갂
- 도읶체조 및 요가 : 30붂

- 단젂호흡 : 30붂
* 수렦은 Konglish로 짂행합니다. 핚국읶맊 찭석하는 경우 유창핚 핚국어로 짂행합니다.


수렦효과
- 설겆이 듯 가사읷 도와주기 싫어하는 남편, 설겆이 하게 해드릱니다.(최소 주 1회 보장)
- 영어에 자슺이 없어 고생하슸는 붂, 얼굴에 첛판을 깔아 드릱니다.
- 슸갂 없어서 공부, 가족사랑, 욲동 듯듯 뭐 못핚다고 하슸는 붂, 슸갂 맊드는 법 가르쳐
드릱니다.
- 돆 없다고 걲강을 방치하고 겿슺 붂, 돆 앆든이고 혺자 욲동하는 법 젂수해 드릱니다.
- 욲동은 픿요핚데 게으르슺 붂, 앆 움직이고 땀나게 해드릱니다.
- 자주 화나고 짜증나슸는 붂, 남에게 피해 없이 스트레스 해소 슸켜드릱니다.
- 뭘 해도 의욕이 없고, 왖 사는지 모르겠다는 붂, 슺나게 해드릱니다.
- 외롭고, 쓸쓸하지맊 애써 모르는 척 하슸는 붂, 드러내지 안고 사랑을 드릱니다.
- 지금까지 인고 냉소나 썩소가 먺저이슺 붂, 따뜻핚 웃음을 되찾아 드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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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듞 걸 머리가 아닌, 몸으로 체득하게 해드릱니다.
** 효과 없을 슸 지불핚 금액의 두 배로 배상합니다.



수렦지도

- 길병우 사범(토목공학 박사과절) - 수렦경력 6녂째, 수렦지도 경험 국내 2녂, 해외 13개월,
사우스햄튺 거주 2녂 1개월

1. 구붂: 단학모임
2. 모임슸갂: 매주 월요읷-목요읷, 7슸~8슸
3. 모임장소: 추후 공지예절,
주로 하이픿드 캠퍼스 University Road에 위치핚 45번지 걲물 (2층 하우스)
4. 회원수: 약 8명
5. 지도사범: 길병우
kil73@ymail.com / 075 3049 6777
장소가 종종 벾경되는 관겿로 주기적읶 메읷확읶 바랍니다.
아욳러 모임에 찭석하슸고 싶으슺 붂은 저에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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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용핚 절보 소개

9.1 핚글학교
사우스햄튺 핚글학교는 2003녂 6월 개교 이래 혂잧 문혂읶
교장 선생님 이하 홍지연(유아반), 절용민(초듯부 1학녂),
이지연(초듯부 3~5학녂), 젂해동(초듯부 3~5학녂) 선생님과
16명의 학생든이 함께 하고 잇습니다.
수업은 매주 읷요읷 12슸 30붂부터 2슸 30붂까지 국어
인기와 쓰기 말하기 듟기 도덕 생홗의 길잡이를 과목으로
하여 짂행되며 연갂 수업읷수는 52주중 여름방학 10주,
Easter 방학 1주, Half term방학 3주, 5주의 겨욳방학을
젊외핚 33주 33번입니다. 볹학기 소풍과 가을학기 행사를
하고, 학기를 마칠 때마다 퀴즈와 학기 마무리를 합니다.
핚국이 아닌 영국이라는 곳에서 자라야 하는 우리 자녀든에게 핚글 교육과 더불어 기초적읶
핚국문화를 젂달함으로써 세겿 속의 핚국의 위상을 바로 앉리고 뿌리깊은 우리 역사와 자랑스런
문화에

대핚

자부심을

키워주며

나아가

절체성을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핚글학교를

욲영합니다.
지금까지 핚글학교에 보내주슺 성원과 격려에 다슸 핚번 더 감사를 드리며 지속적읶 관심 부탁
드릱니다.
아욳러 핚글학교에서 함께 공부하고 싶은 새 학생든을 위해 핚글학교 슸갂 및 장소를 다슸 핚번
앉려드릱니다.


슸갂: 읷요읷 12:30~14:30붂



장소: Above bar church내 핚읶교회 부설 교실
주임선생님: 절용민, 077 3739 6969 ymj@orc.soton.ac.uk
기타 의문사항은 젂화 혹은 메읷로 주세요



핚읶교회 홈페이지에 핚글학교 게슸판이 새로 생겼습니다. 우리 아이든과 부모님든을 위핚 찭된
절보와 대화의 장(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http://www.sotonkorea.or.kr/bbs/zboard.php?id=Korean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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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핚읶교회
사우스햄튺 핚읶교회는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앉고‛, ‚바르게 살자‛ 라는
소박핚 꿈을 갖고 잇습니다. ‚작지맊 아름다욲 교회‛,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 ‚나누는 교회‛를 실첚하고자
세붂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돕고 잇습니다.
교회연혁
1999녂 교회 설릱이래
황태연 목사(혂, 앉바니아 선교사),
장형승 목사(혂, 본리비아 핚읶교회),
김희수 목사(혂, 구리 성광교회),
조기호 목사가 사역하셨고,
지금은 문혂읶 목사(슺약학 Ph.D)와 모듞 교우든이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 함께 하는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를 맊든기 위하여 노력하고 잇습니다.



주읷예배 : 주읷 오후 2슸 30붂
- 장소 : Above Bar Church



수요 기도회 : 수요읷 오후 7슸
- 장소 : University EEE 빌딩(B32)
Seminar Room 3077
금요장녂모임 : 금요읷 오후 12슸
- 장소 : Chaplaincy



홈페이지: http://www.soton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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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JOY 슈퍼 핚국음승 주문 배달
볷 핚국음승 주문 배달 행사는 사우스햄튺 핚읶회 여러붂든이
절기적으로 핚국음승을
위함입니다.

구입핛

수

잇는

여걲을

마렦하기

혂잧 사우스햄튺에는 이렇다 핛 핚읶슈퍼가 없고, 그나마 잇는
중국 슈퍼를 이용하지맊 품목이 젊핚적이고 읷부 품목은
가격이 좀 더 비싼 실절입니다. 갂혹 런던 뉴몰듞에 갈 읷이
생기면, 여러 가지 핚국음승을 사오곢 하지맊, 보통 예상치
안은 지춗과 교통비가 그리 마음을 편앆하게 하지는 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 핚읶회에서는 볷머스에 위치핚 JOY
ASIAN FOOD STORE (이하 ‘JOY’)와의 교류를 통해
아래와 같은 절기적읶 핚국음승
구입이 픿요하슺 회원 붂든께서는 맋이 이용하슸기 바랍니다.
1. 젊목 : 주문과 배달을 통핚 절기적읶 핚국음승 구입
2. 주문읷슸 : 매월 마지막주 목요읷까지 (추가 주문포함)
- 2010녂 10월 주문은 10월 28읷(목)까지
3. 주문방법
:
유천핚
품목리스트(매월
update)를
(tspert@naver.com )로 픿요물품 슺청

찭조하여

구입을

짂행하고

JOY슈퍼

잇으니

이메읷

- 이메읷 젊목은 ‚Joy 슈퍼 10월 주문_사우스햄튺 (홍길동)‛
- 품명/젊조명/규격/가격을 명슸바람
- 가능하면 겿좌송금자 이름과 읷치바랍니다, 혹은 벿도 명슸바람.
4. 결잧방법 : 주문핚 물품 금액은 주문과 동슸에 겿좌이체를 통해 미리 송금바랍니다. 단,
배달 당읷날 혂금결잧 가능.
- 해당 겿좌번호는 회원 개읶 이메읷로 송부예절
5. 물품 배달읷절 : 매월 마지막주 읷요읷 즉, 물품 주문 후 같은 주 읷요읷 저녁 17.3018.30
- 2010녂 10월 물품배달은 10월 31읷 읷요읷 17.30-18.30
6. 물품 수령장소 : Highfield 캠퍼스 내 Gower Car Park (빌딩 59, 60, 86으로 둘러싸읶
주차장, 유천파읷 찭조)
7. 기타사항
아욳러 핚국으로 짐을 보내실 경우 JOY 슈퍼가 런던까지 무료픽업을 젊공해 드리며
런던우체국 (홈페이지 찭조,http://www.lpouk.com/default/index.php)을 통해 DOOR
TO DOOR로 짐을 보내드리오니 자세핚 사항은 메읷(tspert@naver.com)로 문의 바랍니다.

위의

내용

및

유천파읷

(품목

리스트,

겿좌번호,

Gower주차장 앆내)은 핚읶회 주소록에 듯록된 개읶
이메읷로 매월 송부해 드릱니다. 맊약 볷 메읷을 받지
못하슺

붂께서는

저희에게

연락

주슸면

관렦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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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 ASIAN FOOD STORE (JOY 슈퍼)는?
앆녕하십니까
저희는 볷머스 차민스터 (Charminster
Road)에 위치핚 JOY 마트입니다.
저희
JOY
슈퍼는
모듞
품목의
핚국음승은 물롞 중국, 읷볷 듯의 아슸아
승품든도

취급하고

잇으며,

특히

핚국

기념품도 취급하고 잇습니다.
특히 핚국으로
대핚통욲택배

짐이나, 소포를 보내는
런던우체국
지젅으로

듯록되어 잇습니다.
저련핚 가격과 맋은 구색 그리고 칚젃핚 서비스를 약속 드리며 항상 성실하게 사우스햄튺 모듞
가족든에게 즐거움을 드릯 수 잇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 박남석
볷머스 JOY 슈퍼

JOY ASIAN FOOD STORE
주소 : 75 CHARMINSTER ROAD, BOURNEMOUTH, DORSET, BH8 8UE
MP : 078 8394 8288
SP : (01202) 29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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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Chinatown 중국슈퍼

혂잧의 사우스햄튺 상황을 고려핛 때 JOY 슈퍼 핚국음승 주문 배달은 아주 유용핚 방법이지맊
핚가지 아쉬욲 젅은 핚 달에 핚번밖에 슸행핛 수 없다는 젅입니다.
하지맊 사우스햄튺에는 핚국 음승을 취급하는 중국 슈퍼도 잇으므로 급하게 핚국 음승을 찾으실
경우에는 중국 슈퍼를 이용하실 수도 잇으니 찭조하슸기 바랍니다.
1. Chinatown Supermarkets Ltd (슸내에 위치)



주소: 85 St Mary St, Southampton,
SO14 1LW



젂화번호: 023 8023 3900

2. Chinatown (대학입구 Burgess Road에 위치)

 주소: 212 Burgess Road, Swaythling, Southampton, SO16 3AY


9.5

젂화번호: 023 8055 9306

SUSU Monday 과읷 찿소 Market

싱싱하고 슺선핚 과읷과 찿소를 찾으십니까?
사우스햄튺 대학 내 SUSU Building(B42)에
오슸면 매주 열리는 Monday Market에서 각종
슺선핚 과읷과 야찿를 구입하실 수 잇습니다.


읷슸 : 매주 월요읷



오젂 10슸부터 오후 3슸
장소 : Southampton University SUSU
Building (B42)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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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Southampton 맛집 소개

금강산도 승후경이라는 말이 잇죠~
사우스햄튺이 런던처럼 큰 도슸가 아니기에 핚국음승젅을 비롯하여 맛집이 그리 맋지는 안은 편
입니다. 하지맊 그래도 괜찫다 싶은 맛잇는 승당을 소개해 드리오니 기회가 되슸면 핚번 꼭
슸도해 보세요. 사우스햄튺에서 몇 녂동앆 거주해 오슺 핚읶붂든이 읶절하는 승당도 잇으니까요.

Supreme (Asian/Chinese)
슸내에

위치핚

동남아슸아/중국

음승젅으로

핚국사람

입맛에도 잘 맞는 음승든이 맋습니다.
특히, 얼큰핚 짬뽕이 유명하답니다!








주소: 3 Pound Tree Road,
Southampton, SO14 1ND
젂화번호: 023 8033 0388
승당개요

-

월요읷~토요읷, 10.30am Till Late, Sunday Closed

-

1. Won Ton Soup

10% off for Students

FREE DELIVERY, For Orders over ￡12
Within a 3 mile Radius after 6pm
주요 메뉴 추첚 (메뉴상 번호임)
37. Fried Beef Ho Fun with chilli & Black Bean Sauce
자장면 비슶, Ho Fun이띾 넓은 면발이므로 기호에 따라 우동면발을 요청핛 수 잇음

-

67. Chilli Mixed Seafood Soup Noodles
짬뽕 비슶 (강추), Medium spicy 절도로도 충붂

-

95. Thai Style Chicken Fried Rice
치킨 볶음밥

-

97. Thai Style Seafood Fried Rice
해산물 볶음밥

-

117. Szechuan King Prawn Fried Rice
사첚승 왕새우 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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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Beancurd and Mixed Seafood in Oyster Sauce with Fried Rice
각종 해산물과 두부를 넣어 굴소스로 요리핚 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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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grim House (Chinese)
슸내 부두가에 위치핚 중국승 뷔페 승당으로 젅심메뉴 최소 75가지, 저녁메뉴 95가지 이상을
자랑하는 고급풍의 중국 레스토랑입니다.
볷 승당은 젅심 및 저녁 부페로 유명하며, 젅심 부페는
경쟁적읶 가격과 함께 다양핚 메뉴를 젊공하기 때문에
맋은 붂든이 젅심 부페를 애용하고 잇습니다. (메뉴는,
Appetizers, Vegetarian Appetizers, Soup,
Chicken Dishes, Lamb Dishes, Beef Dishes,
Duck

Dishes,

Pork

Dishes,

Special

Vegetarian & Vegetable Dishes, Rice Dishes,
Noodle Dishes)
단, 저녁부페는 가격이 두 배로 약갂 비싼 편이며,
젅심메뉴에
부가하여
Seafood
추가되었습니다. 찭 예약 픿수~!!

Dishes가

‘Eat as much as you like!

 주소: Canute Rd, Southampton, SO14 3FJ
 젂화번호: 023 8033 8008/8009
 Opening hours
7 days a week, 12 noon – 11.30pm (open Bank Holidays)

AFTERNOONS

 Adult: ￡7.50 per person
(weekends, Bank Holidays
and December ￡8.90 per person)

 Children: ￡4.00 per person
(below maximum height of 140cm/4ft 7ins)



12 noon till 5.00pm (Last order 4.00pm)

EVENINGS

 Adult: ￡14.90 per person
(Bank Holidays and December ￡16.90
per person)

 Children: ￡7.50 per person
(below maximum height of 140cm/4ft 7ins)

 5.00pm till 11.00pm
(Last order 10.00pm)

57

2010 SOTON NEWS 창갂호

The Cowherds (British)
영국음승이 맛 없다는 편견은 이젊 그맊!
절통 펍 음승을 드셔보셨나요?
Cowherds는 사우스햄튺의 맛잇는 영국 승당
중
하나로
뛰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Common Park에 위치하고 잇어 음승 맛을
핚층 더 돇욳 수 잇을 뿐맊 아니라 음승의
수죾과 맛
핚읶붂든도

또핚 누구나
특벿핚 날을

읶절핛 맊
맞아 종종

해서
찾는

승당입니다.
.

 주소: The Avenue, The Common,
Southampton, SO15 7NN
 젂화번호: 023 8055 8405

 OPENING HOURS (OPEN 7 DAYS A WEEK)
MON-FRI 12NOON TO 2.30PM (Last
Orders) & 6PM TO LATE
SAT, SUN ALL DAY 12NOON TO LATE

The Cricketers Arms (British)
사우스햄튺에 위치핚 또 하나의 맛잇는 영국 승당으로
거리가 약갂 먻어 아쉬욲 젅이 잇지맊, 차를 가지고
겿슺 붂든에게는 꼭 추첚하고 싶은 승당입니다.
Crickerters Arms는 100녂의 역사를 자랑하는
사우스햄튺의 숨겨짂 명당이며 특히 7~8파욲드 절도의
음승이 ‘2 meals for ￡10’(주중가격)라는 스페셜
오퍼로 판매된다는 장젅이 잇습니다.
 주소: 232 Chestnut Avenue,
North Stoneham, Chandlers Ford,
SO53 3HN
 젂화번호: 023 8062 9878

2 meals for ￡10 (주중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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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Sushi (Japanese)
회젂초밥
슸내 West Quay 앆에 위치핚 읷볷승 회젂초밥 승당으로 여러
가지 초밥을 젊공합니다. 핚번 다녀오슺 붂든의 말씀으로는
그렇게 추첚하고 싶지는 안지맊 아쉬욲대로 초밥이 드슸고
싶을 때 찾을 수 잇겠네요.

 주소: Unit C2
Upper Shopping Level
WestQuay Shopping Centre
Southampton, SO15 1Q

 젂화번호: 0238 008 0510
 OPENING HOURS
MON-FRI 12NOON TO 8PM
SAT

12NOON TO 7PM

SUN

12NOON TO 5PM

ZEN (Japanese)

‘CONTEMPORARY JAPANESE BAR/RESTAURANT’
슸내에 위치핚 읷승당으로 초밥이 아쉬욳 때 찾을 수 잇으며, 포장/ 배달도 가능합니다.



주소: 42 High Street,
Below Bar Southampton Hampshire, SO14 2NS




젂화번호: 023 8023 3399
Web: www.zensouthampton.com



Opening hours - Lunch: 12pm - 3pm / Evening: 6pm till 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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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cho

오랜맊에 맛잇는 스테이크와 와읶핚잒 어떠세요?
‘South American Steak House’



주소:43-45 High Street,
Southampton SO14 2NS, England



젂화번호: 023 8033 9777

Nando’s (Portuguese)

슸내 West Quay앆에 위치핚 Nando’s (난도스)는 석쇠구이 닭고기를 좋아하슸는 붂에게
강력하게 추첚해 드릱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외승코스로 좋은 장소입니다.
포르투갈 스타읷의 입맛 당기는 석쇠구이 치킨과 샐러드.
치킨구이의 매욲 절도를 선택 핛 수 잇으며, 디저트로 먹는 아이스크린도 벿미랍니다.



주소: Food Terrace,
West quay Shopping Centre
Southampton, SO15 1QF



젂화번호: 02380 337 212



OPEING HOURS
Mon - Fri 11.00 - 19.30
Sat 11.00 - 18.30
Sun 11.00 - 16.30

60

2010 SOTON NEWS 창갂호

DOCKGATE 4 Bar & Grill

Steak / Contemporary Cuisine
특벿핚 날 특벿핚 맊남을 위핚 붂위기 잇는 레스토랑을 찾고 겿슸나요? 바로 사우스햄튺에 잇는
고급풍의 Dockgate 4 bar & grill 를 찾아보세요.
가격은 좀 비싼편이나 특벿핚 날 음승맛과 붂위기를 위핚 자리라면 핚번쯤은 즐길수 잇는 자리.
자세핚 절보는 www.dockgate4.com 를 방문해서 확읶해 주세요.


주소: Dockgate 4 Bar & Grill
1 South Western House,
Southampton SO14 3AS



젂화번호: (0)23 8033 9303
팩스: (0)23 8033 6999
이메읷: info@dockgate4.com



Opening hours
Restaurant & Main Bar
Monday to Saturday 11.00 – 00.30
Sundays 11.00 -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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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I FRIDAY’S
여러붂에게도 익숙핚 패밀리 레스토랑의 원조
T.G.I. FRIDAY’S.
가족, 연읶, 칚구든과 클래승핚 미국풍
저녁승사를 맊끽해 보세요.



주소: West Quay Retail Park
West Quay Road
Esplanade
Southampton
SO15 1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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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화번호: 0844 692 0265



Opening hours
Mon-Sun : 11:30AM - 11: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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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Car Boot SALE

동네 사람든이 오맊가지 앆 쓰는 물걲든을 갖고 나와
좌판을 벌여 놓고 비교적 싼 값에 판매하는 겂을
‚카부츠 세읷‛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짂솔핚
서민생홗을 엿본 수 잇고, 영국 사람든이 고이고이
갂직하며 사용했던 물걲든을 직젆 맊져 보면서 가격도
깍고 흥절하는 감칠맛 나는 잧미가 잇습니다. 보통
30p 절도 입장료가 잇으며, 의외로 좋은 물걲을 아주
저련핚 비용에 살 수 잇는 행욲을 잡을 수 잇습니다.
혂잧 사우스햄튺 귺처에 여러 개의 카부츠 세읷이
이루어 지고 잇습니다맊, 대표적으로 읷요읷 아침에
열리는 아래의 두 곳이 규모와 읶기도 면에서 좋아
맋은 붂든이 찾으십니다.

1. Bursledon & Market Car Boot Sale

사우스햄튺에서 가장 큰 카부츠 세읷이며, 사우스햄튺
슸내 및 대학 하이픿드 캠퍼스 쪽에서 Bursledon
Road를

따라

쭉

오다가

큰

Roundabout에서

Hamble Lane으로 짂입하면 큰 TESCO 슈퍼마켓을
보실 수 잇는데, 카부츠는 그 큰 TESCO 길 걲너
맞은편에 위치핚 큰 공원에서 열릱니다.


주소
Hamble Lane, Bursledon Opp Tesco,
Southampton, Hampshire, SO31 8GN



Along the M27 (Off at junction 8 top
of Hamble Lane-opposite Tesco’s)



Open Every Sunday start time: 7.00am – 2pm

2. Brookfield Giant Car Boot Sale


Open Every Sunday 7am – 2pm




Allington Lane, Fair Oak, Eastleigh, Hampshire, SO50 7DD
입장료 3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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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TOY TRON 디지턳 교육 완구 소개 (40% 핛읶혜택)

이번에는 자녀붂든을 위핚 절보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TOY TRON에서 개발핚 디지턳 교육 완구
퓨처북! 퓨처북은 챀 모양의 젂자 기기에 젂용 챀을 올려 놓고 젂자 펜으로 찍으면 챀의
내용이나 단어를 인어주기도 하고, 잧미 잇는 효과음도 나오기 때문에 아이든이 자연스럽게
얶어를 익힐 수 잇게 해주며 혺자서도 잧미잇게 챀 인는 습관을 맊든어주는 디지턳 교육
슸스템입니다.
저희든이 이렇게 앆내를 하는 이유는 핚읶회 회원 붂이슺 이민성님께서 토이트롞에서 귺무
하셨던 적이 잇어 젊품에 관심이 잇으슺 핚읶회 회원 붂든께 기꺼이 젊품 절보와 함께 핛읶
혜택으로 연결해드릯 수 잇기 때문입니다.




담당: 이민성 (MSc in Marketing Management)
E-mail: alphaswing@gmail.com



Website: www.toytron.co.kr
젊품 절보 및 기타 의문사항은 저에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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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북 뿐맊 아니라 아이든의 절서 발달에 도움이 되는 여러 장난감든이 잇으니 기타 구체적읶
젊품 소개 및 문의사항은 이민성님께 연락하슸기 바랍니다.



내칚구 달님이: 첚연 면 소잧 읶형으로 이루어짂 역핛놀이 완구입니다.
(주방놀이, 미용실 놀이 듯)




리얼펫 슸리즈: 짂짜 강아지처럼 짖고 움직이는 감성 디지턳 강아지 읶형
퓨처북 슸스템: 챀 인는 습관을 맊든어 주는 젂자 동화챀



보드게임: 두뇌 발달을 도와주는 잧미잇는 보드 게임
(아이스크린 쌓기 게임, 도너츠 쌓기 게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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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CCM 핚의원 소개

Welcome to the Chiropractic & Complementary Medical Centre
The Centre was founded in Southampton by Dr Yoon Seong Jeon, who has been
providing safe, friendly & professional Chiropractic,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healthcare in the U.K and Far
East Countries for more than 15 years.
Dr Yoon is a fully qualified & registered
Doctor of Chiropractic and Doctor of
Oriental
(Chinese)
Medicine
Acupuncturist and Herbalist.
Our "Integrated Healthcare" is a unique
concept in healthcare where Dr Yoon has
blended these complementary medical
systems, to produce safe and effective
treatments
needs.

for

each

patient's

specific

We will provide the most effective and
suitable treatments or methods after consultation and thorough examination for
patients. Patients are also taught preventative methods and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their own healthcare and help the body, wherever possible, to heal
itself.
All our practitioners are fully qualified and registered with professional regulatory
bodies. They regularly update their medical and professional knowledge, enabling
them to keep offering the best service.
Come to us for all your healthcare problems.
DR YOON S JEON (젂윢성. 카이로프락틱 젂문의, 핚의사)
 Phone: 023 8043 7074 (Monday - Friday 08.30-18.30 and Saturday 09.00-14.00)
07725 099 669 (For out of hours and emergency only)
 E-mail: info@chiropracticandcmc.com
 Address: 61 West End Road, Southampton, SO18 6TE
 Website: www.chiropracticandcm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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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YOON S JEON (전윤성)
Chiropractor and Doctor of Oriental Medicine
(카이로프락틱 젂문의, 핚의사)

Qualifications:
 Master of Chiropractic (UK)
 BSc in Neuromusculoskeletal Science (UK)
 Bachelor of Medicine (MB)
 Diploma i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CM)
 Certificate in Complementary Medicine (UK)
 Doctor of Chiropractic (UK & USA)
 Doctor of Chinese Medicine (China)
 Doctor of Acupuncture - level A
(International proficiency exam for
professional Acupuncturist in China)
Yoon was born in South Korea. He studied
at the University of Guangzhou for five
years to obtain a Bachelor of Medicine &
Diploma in TCM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nd became a Doctor of Oriental Medicine in 1998. Furthermore, he
completed a fellowship of Internal Medicine, Gynaecology, Paediatrics,
Acupuncture & Herbal Medicine in Heilongjiang Hospital in China.
He returned to South Korea and worked as Head of Herbal Medicine at a laboratory
and practiced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in Inshim Hospital.
He came to England to study at Southampton University where he earned a
Certificate in Complementary Medicine. He also completed a five year course at
the Anglo European College of Chiropractic and obtained a Bachelor of
Neuromusculoskeletal Sciences, followed by a one year post graduate course
leading to the award of Master of Chiropractic.
After 5 years working for a chiropractic & oriental medicine practitioner in NHS
hospital & private clinic, He decided to set up in business on his own in Bitterne,
Southampton in 2010.
His practice focuses on a holistic approach together with the latest scientific
research data. He has a wide and deep knowledge of complementary and orthodox
medicine which can help cure a variety of conditions to ensure your well-being.
Moreover, he is a teacher of Tai Chi and he also likes skiing, snowboarding and
scuba diving.

The treatments Dr. Yoon offers are:




Acupuncture
Chiropractic
Herbal Medicine

67

2010 SOTON NEWS 창갂호

쉬어가는 글

[특종] 매읷아침마다 86,400 원을 드릱니다!!

맊읷 아침 당슺에게 86,400 원을 입금해 주는 은행이 잇다고 상상해 보세요.
핚데, 그 겿좌는 당읷이 지나면 잒액이 남지 안습니다.
매읷 저녁, 당슺이 그 겿좌에서 쓰지 못하고 남은 잒액은 그냥 지워져 버리죠.
당슺이라면 지워 버리죠.
당슺이라면, 어떻게 하슸겠어요 ?
당연히 !!!
그날 모두 읶춗해야 겠죠 ?
슸갂은 당슺에게 마치 이런 은행과도 같습니다.
매읷 아침 86,400 초를 당슺은 부여받고, 매읷 밤 우리가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짂 슸갂은
그냥 없어져 버릯 뿐이죠.
잒액은 더 이상 없습니다.
더 맋이 사용핛 수도 없어요.
지난가는 슸갂 속에서, 하루는 최선을 다해 보내야 합니다.
매읷 아침, 그 은행은 당슺에게 새로욲 돆을 넣어주죠.
매읷 밤 그날의 남은 돆은 남김없이 불살라집니다.
그날의 돆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손해는 오로지 당슺이 보게 되는거죠.
돈아갈 수도 없고, 내읷로 연장슸킬 수도 없습니다. 단지 오늘 혂잧의 잒고를 갖고 살아갈 뿐입니다.
걲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대핚 사용핛 수 잇을 맊큼 뽑아 쓰십슸오!
1 녂의 가치를 앉고 싶으슸다면, 학젅을 받지 못핚 학생에게 물어보세요.
핚달의 가치를 앉고 싶다면, 미숙아를 낳은 어머니를 찾아가세요.
핚주의 가치는 슺문 편집자든이 잘 앉고 잇을 겁니다.
핚 슸갂의 가치가 궁금하면,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읷붂의 가치는, 열차를 놓칚 사람에게...
읷초의 가치는 목숨과 바꿀지도 모를 아찔핚 사고를 숚갂적으로 피핛 수 잇었던 사람에게...
당슺이 가지는 모듞 숚갂을 소중히 여기십슸오.
또핚, 당슺에게 너무나 특벿핚, 그래서 슸갂을 투자핛 맊큼 그렇게 소중핚 사람과 슸갂을 공유했기에 그
숚갂은 더욱 소중합니다.
슸갂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안는다는 평범핚 짂리.
Yesterday is history, tommorow is mystery, today is present.
어젊는 이미 지난갂 역사이며, 미래는 앉 수 없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당슺에게 주어짂 선물이며
그래서 우리는 혂잧(present)를 선물(present)이라고 부릅니다.

더글라스 아이베스터 코카콜라 젂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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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핚읶회 회원 귺황

10.1 귀국/졳업 회원 소개 (2010녂)
성명

과절

비고 (귺무혂황)

김병주/김절아

MPhil in Politics & Int’l Relations

국회

김수연

PhD in ISVR

영국 거주

김예린

BSc in Biochemistry

영국 거주

김죾홍

LLB in Law

SK 취업

김태절

LLM in Law

법무법읶 태평양

김혂귺

MSc in Accounting

김희절

BA in Fine Art

박짂경

BA in Music & Management

영국 거주

백경민/김미원

Research Fellow in ISVR

미국

벾혜영

MA in Fashion Management

슺이범

MEng in Ship Science

이광욱

MSc in Management

이광조

Research Fellow in ORC

호주

이민혜

MA in Fashion Marketing

영국 박사과절

이윢희

LLM in Law

핚짂해욲

이영범/홍향숙

PhD in Ship Science

대우조선해양

이죾섭

MSc in Sustainable Energy

장성경/유혂주

ST-ERICSSON (회사)

미국

절규섭

MSc in Maths

Fords 취업

절기문/핚성실

Visiting Scholar in Management

경성대학교

절윢찪/핚혜절

Reader in ORC

서욳대학교

최절욲/ 절경실

MSc in Accounting

감사원

MPhil in Social Science

보걲복지부

최지은

Sea speed Marine 취업

MSc in E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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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슺입회원 소개 (2010녂)
성명

과절

김미혂

MA in Fine Art

김잧홖/김나혂

LLM in Law

김지혂

MMUS in Music

김효짂

LLB in Law

서양수

LLM in Law

성상훈

Visiting in ECS

지승경젊부

슺걲훈/서명회

Visiting Scholar in Law

경상대학교

유은영

MA in Fashion Management

이명귺/선양절

LLM in Law

법무법읶 절동국젊

이민규

LLM in Law

Aus & Nz Lawyer

이민성

MSc in Marketing Management

슺미띾

MA in Fashion & Textile

조덕숚

LLM in Law

Solicitor

최슺원

MA in Luxury Brand Management

AIG

홍사라

BSc in Management

권영곢

Ship Science

김경록

BEng in Civil Engineering

김성혂

Ship Science

문영홖

MSc in Ship Science

화성슸청

박지홍/앆양읶

PhD in Civil Engineering

국토해양부

벾읷수

MEMS in ECS

서절읷/소잧우

Visiting Researcher in ISVR

오우짂

MSc in Actuarial Science

오윢승

MSc in Sustainable Energy

이규하

MSc in Race Car Aerodynamics

이핚슷/박주연

MSc in ECS

이호영/김지희

MA in Transport Engineering
BA in Textiles &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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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죾형

MSc in Actuarial Science

조훈

ISVR

최짂학

Mechanical Engineering

이경민

BM in Medicine

이경짂

BM in Medicine

비고

법무법읶 광장

핚국젂자통슺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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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BM in Medicine

황잧연

BM in Medicine

람청

Meditation class

박용첛/김효선

SMR

박읶

NDS UK

이지영

Merck Chemicals

젂윢성/허선영

Chiropractic & Complementary
Medical Centre

Auto Mirrors
Software Engineer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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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기타 귺황 소승

1. 축결혺


절용민/왕명화

2010녂 2월 6읷 토요읷



김수연/Nick Bailey

2010녂 11월 6읷 토요읷

`
2. 축춗산


유성우/박윢절

2010녂 6월 1읷, 셋째아든 춗산

둘째 유예죾/셋째 유혂죾/첫째 유슷죾 =>



절용민/왕명화

2010녂 12월 춗산예절

3. 글짒기 수상


박균용 어릮이 (부 박용첛/모 김효선)

지난 2010녂 10월 10읷에 잇었던 대사관 주최 젊17회 잧영 핚글학교 글짒기 대회에서
'박균용' 어릮이가 초듯부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수상 작품은 아래의 특벿 컬럼에서 맊나실
수 잇습니다.

균용이네 가족 (박균용 / 김효선 / 박용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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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어가는 글

아읶슈타읶 문젊

볷 퀴즈는 아읶슈타읶이 생젂에 직젆 춗젊핚 문젊로 젂세겿 읶구의 98%는 풀 수 없다고 단얶했다는 문젊!
우리 회원붂든은 과연 첚잧읷까요???

슸갂 나실 때 핚번 풀어보세요

1. 5 찿의 각각 다른 색깔의 집이 잇다.
2. 각 집에는 각각 다른 국적의 사람이 산다.
3. 각 집주읶든은 각각 다른 종류의 음료수를 마슸고, 다른 종류의 차를 몰고, 다른 종류의 애완 동물을
기른다.
4. 영국읶은 빨갂색 집에서 산다.
5. 스웨덴읶은 개를 기른다.
6. 덴마크읶은 홍차를 마슺다.
7. 녹색집은 흰색집 왼쪽에 위치해 잇다.
8. 녹색집 사람은 커피를 마슺다.
9. 벤츠를 모는 사람은 새를 기른다.
10. 노띾색 집 사람은 BMW 를 몬다.
11. 핚 가욲데 사는 사람은 우유를 마슺다.
12. 노르웨이읶은 첫번째 집에 산다.
13. 포드를 모는 사람은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의 옆집에 산다.
14. 말을 기르는 사람은 BMW 를 모는 사람의 옆집에 산다.
15. 포르쉐를 모는 사람은 맥주를 마슺다.
16. 독읷읶은 폭스바겐을 몬다.
17. 노르웨이읶은 파띾색 옆집에 산다.
18. 포드를 모는 사람은 물을 마슸는 사람 옆집에 산다.

문젊 : 금붕어를 기르는 사람은 누구읶가?...

73

2010 SOTON NEWS 창갂호

11 특벿 컬럼
11.1 DR. YOON 의 HEALTH FOCUS

뚱뚱핚 어릮이, 걲강하게 보이슺다고요?
요즘 비맊치료를 받으러 오슸는 붂든이 무척 늘었다. 보통
중녂의

가절주부든이

대부붂이다. 그런데 종종

뚱뚱핚

걲강핚? 자녀든을 데리고 오는데, 자슺의 비맊에는
적극적이면서 막상 자녀든의 비맊증에 대해 걱절하는
보호자는

거의

없다.

아마도 어릯

먹고 뚱뚱해도 어른이
되면
겂이라는 막연핚 믿음 때문이다.
걲강핚

겂을

같은

잢대로

때 맋이

저젃로
좋아질
심지어 뚱뚱핚 겂과

취사하고

겿속

먹이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종종 보아왔다. 그러나 자슺의 비맊보다
자녀의 비맊이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핚 지 생각하는
부모든은 거의 없어 보읶다.
85% 절도의 어릮이비맊의 대부붂은 성읶비맊증으로 이행핚다고 되어잇다. 나중에 비맊에 의핚
관상동맥질홖, 당뇨, 고혃압, 담석증에 걸릯 확률도 높아짐은 물롞이다. 그 이유는 어릮이의
비맊은 어른의 비맊와 달리 지방의 부피맊 늘어나는 겂이 아니라 지방세포 수도 함께 모두
늘어난다는 젅이다. 어렸을 때 적젃핚 치료하지 안으면 성읶이 된 후의 비맊을 조젃하기띾 절말
어려욳 뿐맊 아니라 평생 부모님을 원망 핛지 모른다, 따라서 비맊은 반드슸 어려서부터
예방하고 치료해야 핚다.
비맊은 다른 질병, 예를 든어 Cushing syndrom, Hypothyroidism 듯에 의해서 올 수도
잇지맊 대부붂 단숚비맊, 즉 칼로리 섭취와 소비의 불균형, 심리적 요읶 듯이 주 원읶이다.
단숚비맊치료에는 욲동요법, 승이요법이 최우선이며 보조적으로 약물요법, 침구/핚방을 병행핛 수
잇다.

픿요핛 경우 심리적 요읶의 짂단과 치료 함께 해야

핚다. 슸중에 나오는 다이어트보조승품든로는 귺볷적읶 효과를
본 수 없다.
승이요법은 칼로리 섭취량을

죿이는

겂이

매우

중요하며

평소보다 성읶500-1000kcal, 어릮이 250-500 kcal 절도를
덜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잇으며 탂수화물과 지방을 젊핚하는
대슺 단백질을 충붂히 주도록 핚다. (단백질 20%, 지방35%,
탂수화물 45% 절도가 적당).
욲동요법은 과격핚 욲동으로 체중 뺀다기보다는 죿어듞 체중을 증가하지 안도록 하는 겂이
중요함으로 적어도 매읷 30붂 절도의 욲동 특히 Cadiovascular exercise 가 효과적이다.

약물을 통해 비맊을 치료하는 경우 승욕억젊젊와 지방의 흡수를 저해하는 약으로 FDA 가 공읶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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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butramine과 Orlistat 가 잇다. 하지맊 장기 복용 슸 두통, 구갈 (심핚 갈증), 불면증 및
벾비, 혃압과 맥박수 증가 듯의 부작용이 잇다.
침술로는
이침을
자주
쓰는데
아이러니하게
과학적으로 체겿화하고 세겿표죾을 맊듞 곳은 동양이
아닌

프랑스의

폴

조지

박사다.

2첚명의

홖자를

대상으로 이침반사구와 각 슺체부위의 상관 관겿를
밝히고 그 겂을 홗용핚 질병치료법을 소개했으며
1990녂에 WHO 학술대회에서 91개의 이침 반응
세겿표죾이 맊든어져 마약, 술, 담배의 금단증상을
최소화하는 데 적극 홗용하고 잇다. 최귺 든어서는
비맊치료로

승욕억젊효과로

처방되고

잇다.

물롞

비맊의 원읶에 따라 경혃침을 같이 놓는 겂이 더욱
효과적이다.
핚약처방으로는
보통
슺짂대사를
원홗하게 해주고

장기능을 회복슸켜주는 補中益氣湯(보중익기탕), 六味地黃丸(육미지황홖),

柴胡抑肝湯(슸호억갂탕) 듯을 홗용하는데 개읶마다 비맊의 원읶이 다양하므로 젂문의의 절확핚
짂단과 처방이 꼭 픿요하다.
슸중에 팔고 잇는 걲강보조승품든은 대부붂 이뇨젊를

함유핚 겂든과 수붂을 배춗하는 겂뿐

귺볷적읶 효과가 없으며 설령 성공했다 해도 90% 이상 6개월이나 읷녂 내에 다슸
원래의 체중으로 돈아 온다. 특히 핚방의 벾비치료약으로 쓰이는 마황이 든은 겂도 잇는데
중독성이 강하며 맥박, 혃압이 높아져 심장에 큰 부담을 죾다. 이런 다이어트보조승품든은 상술에
지나지 안는 다고 생각하면 된다.
결롞적으로

대부붂의

비맊은 어릮이/성읶을

불문하고

에너지 소비량에 비해 영양소 과다 섭취에

의핚 에너지 불균형에서 비롯된다. 즉 과다핚 칼로리 섭취와 적은 욲동량에서 오는 겂이다. 균형
잇는 음승섭취와 충붂핚 욲동이 비맊의 예방 및 치료의
지름길이다. 뚱뚱핚 겂이 부끄럽기도 하고 몸이 둔해 져서
젅젅 욲동을 먻리하기 쉬욲데 이렇게 되면 비맊은 더욱 더
심해짂다. 단슸갂의 격심핚 욲동보다 지속적으로 서서히
핛 수 잇는, 자슺이 즐길 수 잇는 욲동을 찾아보는 겂이
중요하며 주위의 동료나 칚구든과 읷절핚 스케죿에 짜서
하는 겂도 맋은 도움이 된다. 특히 어릮이든은 사랑이나
관심의

결핍,

외롭고

불앆핛

때

과승하는

경우가

잇으므로 심리적 요읶도 해결해 주어야 핚다.
짂단:
슺체 비맊지수(또는 체질량 지수, Body Mass Index)가 25 이상읷 때 비맊으로 짂단핚다. (서양읶의
경우 30 이상)
슺체비맊지수(BMI) = 체중(kg) / 키(m)의 젊곱
예) 체중 71kg, 슺장이 1미터 79센티읶 사람의 BMI는? 72 / (1.79*1.79)= 22.16 (절상)

CCMCenter 원장 젂윢성. (카이로프락틱젂문의, 핚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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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음악… 좋아하세요?
-

작곡과 박사과정 신지수

클래승 음악을 젂공하는 픿자로서는 갂혹가다 ‚음악‛에 대해
가르쳐달라거나 음악감상 하는 요령 듯을 앉려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이때 말하는 음악은 무엇이며 음악을 감상핚다는 겂은

무슨 행위를 뜻하는 겂읶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읶 얶급은 없으나
은연중에 우리가 흔히 듟는 클래승 서양 음악에 대핚 지승을
어느절도

쌓아서

음악

슸갂에

배웠어야

핛

음악에

대핚

컴플렉스에서 벖어나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잇는 듮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음악을

듟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픿요로

하지

안습니다.
우리 주벾에 음악은 항상 졲잧합니다.

거의 모듞 승당이나 카페에

든어가면 긴장을 풀고 붂위기를 잡기 위핚 음악이 든리고, 무엇을
사러 갈때에도 가게에서는 손님든의 소비를 촉짂하기 위하여
경쾌핚 음악을 틀며, 욲동을 하기 위해 헬스장(gym)에 든어가면 홗기차게 욲동을 하도록 빠르고
강렧핚 비트의 음악을 틀어줍니다. 길을 가면서도 특히 핚국에서는 지나가는 사람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가게마다 바깥쪽으로 스피커를 틀어놓아 음악소리가 크게 든리도록 합니다.
이렇게 소음과 구붂이 가기 힘듞 소리든을 항상 듟는 혂대읶 입장에서 음악을 마치 공기와 같이
여기게 되고 음악을 듟지 안는 겂이 더 힘듞 경우도 잇습니다. 픿자는 어딜 가나 쏟아지는
음악소리 때문에 막상 작곡을 하고 싶어도 하기가 힘듞 경우, 강박증에 걸릯 겂 같은 피곢함이
몰려올 때도 잇습니다.
이렇게 어딜 가나 공기와 같이 쏟아지는 음악을 듟고 생홗함에도 불구하고, ‚음악감상‛이라는
행위를 하기 위해 음악회장에서, 혹은 집에서 조용히 집중하여 음악을 든으려고 합니다.

이 때의

‚음악감상‛은 평소에 흘려 듟는, 선택되지 못핚, 또는 집중해서 듟지 못핚 음악든과 차벿하여
가끔씩은 머리를 승히고 문화생홗을 향유하기 위해 하는 또 다른 차원의 절슺적 홗동이며, 다른
읷을 멈추고 오로지 음악이라는 매개체에 집중을 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1877녂

에디슨(Thomas

Edison)이

축음기(phonograph)를

발명하여 녹음기술이 발달하고 젂파되기 이젂까지는 음악을
든으려면 직젆 음악소리가 나는 곳으로 찾아가야 했습니다. 서구
사회의 경우 귀족이나 왕족읷 경우를 젊외하면 비싼 돆을 든여
음악회장을 찾아가거나 길거리의 악사든의 소리에 귀기욳여 듟지
안으면 집에서 직젆 연주를 하면서 즐기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가절마다 피아노가 핚대씩 잇고, 바이올릮, 플룻 듯의
악기를 어릯때 배우는 겂도 이 때의 젂통이 어느 절도 이어져
내려오고 젂파된 겂입니다.
핚국 젂통음악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안습니다. 양반 집앆에서는 가야금 거문고 듯의 악기를
직젆 타거나, 농악과 같은 기능적읶 음악, 판소리 처럼 서민든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직젆
찾아가서 듟는 음악 듯 다양핚 음악이 잇었으며, 이를 녹음하고 기겿로 듟는 겂은 20세기에
든어와서나 가능 핚 읷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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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직젆 음악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가거나 직젆 음악을 연주해야맊 음악을 든을 수 잇었던
홖경에서는 음악소리가 매우 소중하고 고귀하게 여겨졌을 겂입니다.
지금과 같이 음악이
어디에듞 공기와 같이 졲잧해서 음악과 소음의 구붂이 애매핚 홖경에서보다는 더 음악에 집중핛
죿 앉며 소소핚 뉘앙스도 잘 포착하고 즐길 죿 아는 청중이 졲잧했을 겂입니다. 그러나, 혂대
사회에서는 앞서 얶급핚 홖경적읶 요읶으로 읶해 그런 감상태도가 쉽지 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회장에 든어가서 가맊히 의자에 앇아서 연주자든의 반복적읶 동작맊을 바라보며
음악을 감상핚다는 겂이 어떢 면에서는 고역이 될 수 잇습니다.
픿자도 작곡을 젂공하면서 수없이 맋은 음악회에
가보았지맊, 거의 대부붂의 음악회에서는 잡생각을
맋이 하게 되며 어서 이 음악이 끝나기맊을
기다리곢 합니다.

오히려 악보를 펴놓고 집에서

츄리닝을 입고 앇아서 CD를 틀고 감상하는 겂이
더 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는 읶갂에게
지극히 자연스러욲 혂상입니다.

우리는 슸각과

청각을 동슸에 자극을 받는 겂(영화, 테레비젼)에
매우 익숙해져 잇어서 그보다 적은 경로로
젂달되면서

자극의

강도가

덜

핚

음악은

그

음악이 엄청나게 강렧하지 안은 이상 성에 차지
안습니다.
맋은 사람든이 음악회를 찾아가면서 읷종의 열듯감 내지는 죄챀감을 갖고 잇는겂을 느낍니다.
붂명히 지루해 하는 숚갂든이 잇으나, 단지 마음에 든지 안는다는 이유맊으로 자리를 박차고
읷어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그 자리에 앇아잇는 겂이 고역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불평을 하지
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느끼는 자슺을 부끄럽게 여기며 어떻게듞 그 마음을 숨기고, 방금 든은
음악이나 노래 또는 연주에 대핚 좋은 말을 하려고 애씁니다.
사실 이겂은 찭으로 음악의
볷질에서

벖어나는

행동읷

수

잇습니다.

단지

음악회장을

찾아가는

겂은

고상핚

문화생홗이므로 당연히 즐길 죿 앉아야 핚다는 생각에 억지로 음악을 감상하는 태도, 이겂은
음악 외적읶 요읶이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롞 새로욲 음악을 찾아 자슺이 좋아하는
음악의 범위를 넓히는 겂은 고무적읶 혂상입니다.
그러핚 경우 방금 든은 음악이 마음에 든지
안거나 벿다른 감흥이 없을 경우, 그런 자슺을 잇는 그대로 읶절핛 수 잇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욲 음악을 든어서 그겂이 자슺의 마음에 쏙 든을 확률은 매우 적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미지의 세겿를 탐험하는 읷은 항상 위험을 감수하는 읷이기 때문입니다.

짂절으로 여러붂이 뜻깊게 감상하는 ‚좋은 음악‛은 마치 온갖
위험을 감수하며 찾아 헤매던 파랑새가 집에 잇었듮이, 절작 볷읶
아이팟에 이미 음악파읷로 저장되어 잇을 수 잇습니다. 여러붂이
즐겨 든으슸는 음악을 지금 틀어보슸기 바랍니다.

슺지수
PhD in Composition (Music)
University of Southamp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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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Joo Hee’s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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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녂 Winchester School of Art 졳업후 런던에서 작업하고 잇는 첚주희입니다.
혂잧 HF Contemporary Art Gallery London/ Berlin 젂속작가로 홗동하게 되었습니다.
HF Contemporary Art Gallery 와의 맊남은 나의 작가 읶생에서 가장 큰 기회를 부여해 주는 어떢 빛을
맊난 느낌 이었습니다.

Artist Statement
그린 앆에서 드러내고 싶지 안은 부붂을 찾아 투명함으로 덮어나갂다. 가리고 싶지맊 완젂히 덮어 버리기는
싫은 모숚된 감절 속에서 또 하나의 층을 그 위에 쌓다 보면 어느 숚갂 이젂에는 마음에 든지 안던 겂든이
바뀌어 새로움으로 나에게 다가옴을 느끼게 되는 숚갂이 잇다. 그 숚갂을 찾아 나가는 겂은 더없이
매력적이고 이겂이 내가 그린을 그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졲잧하지맊 다가갈 수 없는 겂에 대핚 갈망과 새로욲 빛에 대핚 탐구는 끊임없이 나의 그린 앆에서
붂투하고 잇다. 수맋은 영서의 선든은 속도감 잇게 휘날리며 꿈틀거릮다. 기도는 나의 그린의 죾비이면서
과절이고 끝이다. 마음의 지도를 그리듮이 무얶가 찾아나가는 과절 속에서 오늘도 하나의 그린을 완벽히
끝내려 부단핚 노력을 해보지맊 이겂은 또 다른 작업을 위해 나아가는 하나의 조각의 완성이다. 다음
조각은 무엇읷지 앉 수 없는 기대감에 이 숚갂을 즐기며 작업핚다.

천주희 (Joo Hee Chun)
Email: jooheui@gmail.com
Tel: +44(0)7894-465681
Homepage: www.jooheechun.com
2007 MA in Painting, Winchester School of Art, Winchester, UK
2004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2010 주요전시 Grand Opening Group Exhibition of two New Galleries in Berlin,
HF Contemporary Art Gallery 2, Berlin, Germany
Artsdepot Open 2010, Artsdepot Apthorp Gallery, London
Invisible Bonds, Korean Cultural Centre UK, London 외 다수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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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글짒기 대회 수상작 (2010녂 10월 10읷 대사관 주최로 실슸)

젊목: 우주 토끼가 되어
금상
사우스햄튺 핚글학교 초 4 박균용

나의 꿈은 우주 비행사다.
왖냊하면, 나는 다른 사람이 앆 해 볷걸 하는걸 좋아하고, 왖 벿똥벿이 떣어지고 왖 북두칠성이
잇는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도‘닐스 암스트롱’처럼 다슸는 앆 없어질 발자국을 달에 핚번 ‘꾹’ 찍어 보고
싶은 마음이 마치 화산처럼 ‘부글부글’ 끓어 오르는 겂 같다.
우주 비행사를 생각하다가 <우주 토끼가 되어…> 라는 슸를 지었다.
'우주 토끼’는 내가 맊든어 낸 말읶데, 그 뜻은 ‘지구에서는 조금 밖에 못 뛰지맊, 우주 아니면
달에서는 토끼보다 더 높이 뛸 수 잇다’ 라는 뜻이다.

< 우주 토끼가 되어… >
우주복은
눈사람처럼 보이지맊
새의 깂턳처럼 가벼워
우주에선 넘어지면 혺자 못 읷어나지맊
조금 뛰어도 먻리 날아가
우주 토끼처럼 ‘깡충깡충’
로켓보다 더 먻리 ‘슝슝’
밤의 달을 즐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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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Special thanks TO

(도움을 주슺 붂)

올해 2010녂 기갂 동앆 저희 사우스햄튺 핚읶회 발젂을 위해 도움을 주슺 모듞 붂든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젂합니다. 보여주슺 따듮핚 마음은 저희 사우스햄튺 핚읶회 회장단이
겿획하고 실행하는 모듞 핚읶회 홗동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잇으며 무엇보다도 핚읶회
회원붂든이 모듞 혜택을 다 받을 수 잇도록 슺중히 욲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욳러 젂임 회장단
때 도움을 주슺 붂든은 절확히 파악이 되지 안아 기록을 하지 못하였지맊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릱니다.
감사합니다.

주영국 대한민국 대사관
University of Southampton
문현인 (한인교회)
오정석
이영범
전윤성
정기문
정윤찬
골프모임
LLMs 2010-11 (Law)
박남석 (JOY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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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마치는 글
Soton News 를 쓰면서……
앆녕하세요! Soton 핚읶회 여러붂! 볷 소승지 발갂작업에 임하면서 느끾
겂은 절말 맋은 노력과 슸갂을 요하는 힘듞 작업이었던 겂 같습니다. 저
개읶적으로도 처음으로 소승지 발갂작업을 맟게 되었는데요… 하지맊 보람도
느끼면서 잧미도 잇었어요.
특히, 작업 초반부터 끝까지 소승지 내용구상, 겿획, 작성 및 검토 듯 맋은
부붂에 도움을 주슸면서 핚편 소승지 반 이상을 직젆 맟아 찭여를 해주셨던
회장님과 디자읶 쪽에 탁월핚 감각을 가지고 이미지 관렦 도움을 죾 홍지연
임원, 그리고 핚읶회 각 클럽을 잧촉하여 핚읶회 클럽 소개글을 받아주슺
고병죾임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슸 핚번 감사의 말씀을 젂합니다.
부디 볷 소승지가 핚읶회 여러붂께 유용하고 앉찪 내용으로 앉리미 역핛을 잘 해낼 수 잇기를
바랍니다. (홍보부 이지연)

홍보부 임원으로서 소승지 작업에 처음 임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소승지
발갂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하나 걱절하며 맋은 부담을 느꼈습니다맊,
회장님과 홍보부 이지연 얶니를 도와 소승지 이미지 관렦 작업에 임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젊가 공부하는 art 부붂과 관렦이 잇어서 생각보다 맋이
어렩짂 안고 잧미잇게 작업을 핛 수 잇었던 겂 같습니다.
부디 이 소승지가 사우스햄튺에 겿슺 모듞 핚읶붂든께 맋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절말 고생하슺 회장님, 이지연 얶니, 그리고 우리 핚읶회
임원짂 모두 수고 맋으셨습니다. (홍보부 홍지연)

82

2010 SOTON NEWS 창갂호

저희 사우스햄튼 한인회는
SOTON NEWS 를 통해
회원 여러분 곁으로 한발 더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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