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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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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세종시면 다음은 평양시다

스스로를 승리자로 여기는 사회

정치인에게 궁금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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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나이, 성별, 돈, 일…
우리는 현실에 매여 많은 것을
포기한다. 하지만 우리는 매순
간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날아가
는 꿈을 꾼다.
틀을 깨고 자유를 찾아가는 것
은 항상 우리의 몫이다.

세종캠퍼스 편집국 041-860-1848
대표메일 news@kuk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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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

인촌 선생의 비디오카메라와
고대 석탑의 연원

❶

❷

❸

❶ 안암캠퍼스 본관 (좌; 1934년), 도서관 (우; 1937년) 및 인촌기념관 (후; 1991년). ❷ 인촌 김성수 선생 내외와 건축가 박동진 ❸ 미국 듀크대 퍼킨스
도서관 (1930년)

2009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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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은 차가운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 김정숙 문과대 교수·국어국문학과

기록하는 삶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1628호 우리말 징검다리 정답

입시 아르바이트 소동

지식의 통섭

해파리오색냉채

퍼즐 정답을 적어 오는 27일(금)까지 홍보관 2층

기다리다 지친다

의료채권법안

<고대신문> 편집실로 가져오시거나, 인터넷 고대

시간 여행자의 아내

한국근현대사연구회

신문(www.kukey.com)메인 페이지의‘응모합니

로베르트 엔케

프란스 드발

다’코너에 올려주십시오. 보내주신 분 중 정답자

차 과학과 문화

젊은 고대, 깨어나다

2분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
다. 응모시에는 본인의 학과, 학번, 연락처를 반드

한동열(사범대 국교08)

시 기재해 주십시오.

홍혜빈(정경대 정경학부09)

스도쿠
푸는 방법 | 이 게임은 가
로, 세로 9칸씩 모두 81칸으로
이뤄진 정사각형의 가로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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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줄에 각각 1부터 9까지 숫
자를 한 번씩만 써서 채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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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입니다.
또 큰 정사각형은 가로, 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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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3칸 으로 모두 9칸 인 사각
형 9개로 이뤄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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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9칸짜리 사각형 안에도 1
부터 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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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迷兒>

않게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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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및 제보를 받습니다.

3

채택된 원고는 본지 여론면에 게

e-메일 news@kukey.com

재됨과 동시에 소정의 원고료를

안암 02-3290-1683, 923-4408

드립니다.

세종 041-860-1848

신정민 기자 mini@

❹

반값에 뮤지컬 관람하세요

❺

학생복지위원회가 오는 27일(금)부터 뮤지컬 <웨딩싱어>의 S석과 A석 티켓을 50%
‘안암골&도화(桃花)골 게시판’
에는 무료로
홍보글을 실을 수 있습니다.

할인된 가격인 15000원, 10000원에 각각 판매한다. <웨딩싱어>는 황정민, 박건형

동아리 회원 모집, 동문회 모임, 축하·감사

씨가 주연을 맡은 뮤지컬로, 충무아트홀에서 1월 말까지 공연한다. 예매 및 문의는

메시지 등 전체 고대생에게 공개적으로 알

02-501-7888로 하면 된다.

리고 싶은 일이 있다면
△신청하는 개인/단체명 △싣고자 하는 내
용(원고지 200자 내) △신청하는 사람의
이름, 학번, 연락처를 적어서 쿠키

❹ 미국 코넬대 리슬리 홀 (1913년) ❺ 글로벌리더십홀 (좌; 2007년) 및 법학도서관 (우; 2007년): 이들
은 사적(史蹟)인 도서관 뒤에 세워져 그 석조고딕 모티브를 직접적으로, 혹은 우회적으로나마 적용해야
했다.

녹두울림 03학번 졸업공연
오는 28일(토) 오후 7시 참살이길‘Abbey Road’
에서 문과대 노래 동아리 녹두울림

(kukey.com)> 커뮤니티의‘안암골&도화

의 03학번 졸업공연‘Never Ending Story’
가 열린다. 공연에선 락, 발라드, 힙합 등

골’신청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세요.

다양한 장르의 연주가 펼쳐지며, 녹두울림 03학번만의 특별한 화음을 만나볼 수 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지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객과 함께하는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돼있다.

상업적인 목적의 글은 싣지 않으며, 한 광
고당 내용은 최대 200자입니다.

재즈동아리 음악감상회 열려

매주 월요일에 실릴 홍보글 신청은 그 전주

본교 중앙 재즈동아리 JASS가 오는 25일(수) 오후 7시 과학도서관 5층 대강당에서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선착순으로 받기에 일찍 마감될 수도 있습
니다.)

‘스무 번째 보낸 유리병 속의 편지’
를 주제로 음악감상회를 연다. 궁금한 점은 0119013-0315(회장 황정택)에 문의하면 된다.

앞으로도 안암골, 도화골 게시판에 많은 성
원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회 영문인의 밤
본교 영어영문학과 학생회가 오는 27일(금) 오후 6시 교우회관 연회장에서‘제2회 영
문인의 밤’
을 개최한다. 티켓은 서관 로비에서 구입할 수 있고, 가격은 15000원이다.
이번 행사는 영어영문학과 △교수 △재학생 △졸업생이 참여해 친목을 다지고자 마련

| 김현섭 공과대 교수·건축학과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