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rewell Essay

커피향 가득한 7호관의 연구실을 그리며…
글 _ 박승국·숙명여자대학교 수학과

고등과학원을 떠나 숙명여자대학교에 온 지가 벌

릉의 한적하고 고요한 분위기와는 달리 숙명여자대

써 한 달 반이나 지났다. 너무나 다른 분위기의 두

학교의 캠퍼스는 또각또각 학생들의 하이힐 소리와

곳. 재작년 8월 처음 고등과학원을 찾아가던 기억이

재잘거림으로 늘 활기차고 북적댄다. 숙명여대에서

난다. 무더운 여름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설렘과

의 지난 한 달은 정신없이 지나갔다. 자유롭던 연구

기대감으로 오르던, 무척 길게만 느껴졌던 계단과

원 생활을 하다가 3개 과목을 준비하고 강의를 하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한산하고 고요한 캠퍼스.

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다. 그래

사실 첫 느낌은 삭막하고 차가운 느낌이었다. 여기

서인지 고등과학원에서 연구원들과 점심을 먹고 난

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이 더운

후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로를 거닐던 여유로움이

날씨에 정장을 입고 출근해야 되면 어떻게 하지 하

그리워질 때가 있다. 이제는 좀 적응도 되고 교수님

는 걱정이 들었다. 힘들게 7호관을 찾아서 들어선

들과 학생들과도 많이 친해진 것 같다. 여대여서 신

순간 청바지 차림의 박형주 교수님과 반바지 차림의

경이 더 쓰이는 부분이 있지만 학생들이 착하고 다

연구원들 그리고 직원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

정다감해서 학교생활이 즐겁다. 얼마 전에는 MT

다. 마침 학회가 있어서 복도는 사람들로 붐비고 토

를 갔다.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들과 많은 얘기를 나

론실에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고 여대만

있었다. 자유롭게 토론하는 모습과 자유로운 복장

의 독특한 문화를 맛볼 수 있어서 좋았다. 98명의

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처음 왔을 때 명효

여대생들의 환호 속에서 노래도 불러보고 웬만하면

철 원장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난다. 원장님

부끄럼을 타는 성격이 아닌데 정말 부끄러웠다. 현

께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자유롭게

재 나의 학교 생활은 강의, 교수회의, 학교 행사, 학

하라고 하셨다. 고등과학원은 나에게 내가 하고 싶

생들과의 진로 상담에 치중되어 있다. 학기초여서인

은 연구를 더욱더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지 연구를 할 여유를 찾지 못하고 있어서 늘 마음

주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추억을 만들고 좋은 사람

이 불안하다. 고등과학원에 있을 때 논문을 좀 더

들을 만나게 해준 곳이다. 훌륭한 교수님들과 국내

써 놓을 걸 하는 후회를 하곤 한다. 고등과학원의

외 석학들, 그리고 연구원들이 활발한 학술 교류

가장 큰 장점인 자율성이 어쩌면 나를 나태하게 만

를 하고 또한 유능하고 친절한 직원들의 노력으로

들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시간을 잘

정말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곳이다. 중요한 학회

쪼개서 최대한 잘 활용하려고 노력한다. 내가 숙명

가 있으면 아무런 구속 없이 자유롭게 학회에 참석

여자대학교에서 느낀 점은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의

할 수 있는 것 또한 고등과학원의 큰 장점이다. 홍

질 뿐만 아니라 복지 및 진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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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것이다. 신입생들을 위한 임시 책임지도교

쁘다고 숙명여자대학교로 찾아와 준 고등과학원 동

수제를 운영하여 대학 수업 및 생활에 익숙하지 않

료들에게 너무나 고맙고도 미안한 마음이 든다. 고

은 신입생들을 지도하고 재학생들을 위한 멘토제를

등과학원에 있을 때 연구원들끼리 우리는 이런 교

운영하여 학교생활과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한 상담

수가 되자고 이야기한 것들이 있다. 그때의 초심을

등으로 학생들의 개인 역량을 향상하려고 노력한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글을 마칠까

다. 또한 등산 및 문화 탐방 등의 활동을 통하여 학

한다.

생들 사이뿐만 아니라 교수와 학생 사이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한다.

끝으로 저에게 소중한 추억을 주신 고등과학원
가족들에게 감사드린다.

고등과학원을 나오더라도 자주 고등과학원에 가
려고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가지 못했다. 내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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