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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 기숙사 무인경비시스템 실체

4면 수퍼스타 최고 득점자 인터뷰

7면 똥나오즈 퀴즈

8면~9면 카운셀링센터

14면 '꿈이 현실되는 창업'

15면 대학축제, 나아가야할 방향

우리를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땅에 예수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구원을 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풍성한 가을, 결실의 좋은 계절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도 영적인 결실을 맺게 하여 주소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에바다’ 곧 열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능력의 주님! 
주님의 대학을 기억하소서. 
주님의 크신 뜻과 계획으로 세우신 대학을 통해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소서. 

2018년부터 환경변화에도 기독교 정체성을 잃지 않고 
신실한 대학으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발전하게 하소서. 

2017학년도 표어처럼 모든 구성원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노력하여 
더 강한 대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셔서 
미래를 향해 기쁨으로 열정을 품고 달려가게 하소서. 
학생들을 통해 전주대학교가 더욱 발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학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모든 예배를 통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더욱 말씀과 찬양,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소서. 

또한 2017학년도에 추진하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각종 지표마다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소서.

가을이 무르익는 결실의 달, 
전주대학교의 주인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진실된 고백을 받으시는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
니다. 아멘.

유기석 장로 (전주대 도서관 실장)

예수 만나 열려지도록
<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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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7개 대학 중 호남권유일 

기업 친화적 선도모델 구축

전주대학교는 지난 9월 중앙일보 평가에
이어 고용노동부 2017년 진로·취업지원
선도대학으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가 선
정한 전국 7개 대학 중 호남권 대학으로 유
일하다. 7개 대학은 전주대를 비롯해 △숙
명여대(서울권)△인천대(인천·경기권)△가
톨릭 관동대(강원권)△영산대(대구·경상
권)△동의대(부산권)△제주대(제주권) 등이
다.
전주대 대학일자리센터는 매년 신학기 신

입생들을 대상으로 희망 취업분야 조사를
벌여 그에 맞는 특강 과목을 개발하고 학사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지난 신문에서 발표
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수퍼스타 칼리지가
바로 그것이다. 중앙일보 평가 1, 2위를 차
지한 관광경영학과, 호텔경영학과, 건축공
학과뿐 아니라 모든 학과에서 융합형 전공
을 갖춰 취업률 고공행진에 도전한다. 
이밖에도 최근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

이 참가한 취업박람회를 열어 해외 일자리
개척에도 나섰다. 지난 6월에 이미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500
여명의 베트남 유학생이 몰려 성황리에 이
뤄졌는데, ‘베트남 현지 국내법인 취업을 위

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전주대는 이번 진로·취업지원 선도대학

선정을 계기로 고용노동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한국고용정보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
팅 지원단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대학 내
학년별 진로 취업지원 표준 모델과 원스톱
경력개발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존걸 대학일자리센터장은 "진로·취업

지원 선도대학에 걸맞게 학생들이 신입생
때부터 학년·전공별 맞춤형 서비스를 체
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업 친화적 산학
협력 선도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편집부

고용노동부, 전주대 취업선도대학 선정

▲ 최미정 작가(박물관 객원교수)의 2mx5m 국내최대규모 종교개혁 기념 성화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Display of his splender!', 종교개혁500주년 기념전시회 '오직 성경! Sola Scriptura!'라는 주제로
10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스타센터 갤러리 3층에서 열린다. [관련기사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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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리터’ 김대환,  프랜차이즈 창업이야기 장기발전계획 공정회실시

590명 거주 기숙사 화재경보 연속 오작동

전주대학교의 ‘Knowledge
Universe 스타강의’가 지난 12
일(목) 예술관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스타강의는 벤처기업가 김
대환 이사가 무대에 올라 자신의
프랜차이즈 창업 이야기를 소개
하였다. 그의 ‘더 리터’는 국내 최
초로 1L 음료를 파는 커피전문
점으로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값
싼 음료를 제공한다. 그는 커피전
문점과 함께 유통업체를 동시에
경영하고 있다. 더 리터가 최저가
재료로 가장 큰 용기에 음료를 담
아 팔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자가 물류가 뒷받침되었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커피전문
점과 다른 ‘더 리터’만의 강점으로
맛은 물론이고 가격과 품질 세 마
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은 셈이다.
또한 유행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
진화속도가 빠른 한국에서 성공
적인 프랜차이즈 창업을 위해 유
행을 쫓아 섣불리 시작하는 창업
을 삼가라는 충고의 말을 덧붙였
다.
‘대학가의 테드’ 강연으로 각광

받고 있는 ‘스타강의’는 10월 12
일부터 12월 6일까지 2~3주일
한 번꼴로 열린다. ‘스타강의’는
전공에 매몰되기 쉬운 대학생들
에게 교양지식을 함양하고 도전
정신을 심자는 취지로 지난
2012년 9월에 시작됐다. 최근
에는 100회 돌파 기념으로 특별
히 각 분야에서 성공한 벤처기업
가, 연예인, 자원봉사가 등 실천
가들이 주가 되어 무대를 꾸민다.
강의는 청중들과 그 자리에서

바로 소통하며 공감하는 열띤 분

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마지막
으로 더 리터를 감성경영 이라는
사람중심 경영방침으로 지키고

성장 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강의를 마쳤다. 다음 강의는 페이
스북의 ‘열정에 기름 붓기’로 팔로
우 60여만 명을 거느린 표시형
대표의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주제로 11월 9일 5시 전주
대학교 예술관에서 진행될 예정
이다.

- 김가연 기자

“VISION 2025”
혁신 vs 안정

제1회 대학발전 공청회가 ‘VI-
SION 2025’를 주제로 10월 12
일(목) 오후 5시30분부터 약 1시
간 반동안 교수 및 직원 대상으로
교수연구동 8층 홀에서 총장 발언,
기획처장 발표, 참석자들 건의 순으
로 진행되었다.
이호인 총장은 ‘4차산업혁명으로
뒤죽박죽 변하는 세상에 적절 대응
필요’와 ‘입학 전후 4년간 변화되는
학생 가치 극대화 교육시스템이 필
요하다’는 발언과 함께 공청회가 시
작되었다.
이근호 기획처장은 ‘대학발전기획
안 VISION 2025를 만든 배경,
기획위원들 소개, 진행 과정 및 절
차, 향후 계획 및 일정, 대학발전계
획’을 발표했다. 

이 내용은 지난 5월 대학발전계
획팀과 특성화팀이 구성되어 전주
대학교의 향후 비전과 핵심성과지
표를 구상하고 만들어 온 것이다.
기획처장의 발표 후 교수 및 직원

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홍
보 부족, 주기적 비전 계획 필요, 신
자유주의적 대학정책 극복, 혁신성
필요, 교육목표와 교육 인재상 그리
고 장애 학생 등에 대한 내용수정
및 보완 등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호인 총장은 “철저한

보완 수정으로 대학구성원들의 의
견이 꼼꼼히 반영되도록 심혈을 기
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근호 기
획처장은 “계속적으로 구성원들 모
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
을 만들 것이며 구성원들의 적극 참
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이정환 기자

일본언어문화학과 전국 최초 멀티링구얼 스피치대회
멀티링구얼 비학점 수업에서   
도움받아

일본언어문화학과가 전국 최초로
일본어&영어 멀티링구얼 스피치대
회를 개최했다. 멀티링구얼(mul-
tilingual)이란 다중언어를 뜻한
다. 일본어&영어 멀티링구얼 스피
치대회란 문자 그대로 일본어와 영
어 스피치를 동시에 수행하는 대회
이다. 이날 본선에 진출한 참가자
6명은 한국어로 각 주제의 개요를
간단히 밝힌 뒤, 일본어 3분과 동
일 내용으로 영어 3분 스피치를 각
각 수행하였다. 발표주제는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 문제’, ‘동아시아의
평화’, ‘한일 문화의 차이’, ‘가장 감
명 깊은 책이란?’ 등 다양하고 흥미
로운 주제로 구성되었다. 

심사자는 일본어 원어민 교수, 영
어 원어민 교수, 한국인 교수 2명
이렇게 총 4명에 의해 구성되었다.
영어 원어민  나오미 킬더프
(Naomi Kilduff) 교수는 대부분
의 한국인 대학생이 영어 학습 하
나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엄청난데,
이렇게 2개의 외국어를 동시에 구
사하는 모습은 감격(amazing!)
그 자체였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이날 인문대학장상을 수상한 소

현아(인문대 일본언어문화학과)양
은 평소에 일본어뿐만 아니라 영어
에도 흥미가 많았던 점, 그리고 일
본언어문화학과 내에서 지속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어&영어
동시 멀티링구얼 비학점 수업이 큰
자극과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
혔다.

스타빌 9월만 두 차례 발생

무인 경비시스템 믿을 수 있나?

스타빌 기숙사에서 지난 9월 11일(월), 25
일(월) 각각 한 차례씩 화재경보기가 오작
동했다. 
9월 11일(월) 오전 5시 27분, 학생들이

대부분 잠자리에 있던 시각에 사이렌 소리
와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대피하십시
오"라는 방송이 나왔다. 행사로 머문 외부
어린이 10여명과 학생 100여 명이 긴급
히 복도로 대피했다. 하지만 복도에 대피했
던 학생들이 건물 밖으로 나올 수 없었다.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기숙사는 경보가
울릴 시 출입문이 바로 열려야 한다. 하지
만 그 당시 문은 열리지 않았다.
스타빌에 거주하는 A(25) 학생은 "그 당

시 바로 문을 열어보았을 때 열리지 않았다
"라면서 "화재가 실제로 일어났다면 큰 재
해로 연결됐을 것"이라며 놀랬던 마음을 전
했다.

국민적 트라우마...  ‘기다리세요’
경보가 울린 지 3분 뒤인 31분경 B(22)

학생은 경비 업체에 전화했다. 화재경보가
났다는 신고에 경비업체에서는 "직원 출발
했으니 기다리세요"라는 답을 했다. 오작동
이라는 방송이 없어 다수의 학생은 15분간
직원이 오길 마냥 기다렸다. 경비업체가 있

는 스타타워에서 스타빌까지는 걸어서 10
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다.
경비업체는 그날 오후 3시 17분, 스타빌

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오작동에 대한 조
치와 공지가 늦어 학생들의 마음을 불편하
게 해서 죄송하다’라며 이어서 ‘다음에는 이
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조치하
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두 번째 오작동이 발생한 것은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난 9월 25일(월) 오전 9시 55
분경이었다. 
학생관실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서 화재

경보음과 함께 대피하라는 음성이 들렸다.
바로 경비업체에 전화를 했지만 통화 중이
었고, 바로 운영사무실에 전화를 했더니 그
제야 상황을 알게 되어 확인해보겠다고 했
다. 5분이 지났지만 화재경보는 멈추지 않
았고, 관실 쪽 경보까지 크게 울리기 시작
했다. 당시 놀란 일부 학생들은 방에서 나
오기 시작했고 전화를 걸었었던 학생은 운
영사무실에 다시 전화를 했다. 그런데 운영
사무실 여직원은 "아니에요"라고 퉁명스럽
게 답했다. 학생은 화재가 아니면 왜 방송
조치를 하지 않는지 묻자 직원은 상황을 확
인 해봐야한다고 말했고, 그렇게 15분간
계속해서 경보가 울리다 오작동이라는 방
송과 함께 멈췄다. 

뜻밖의 번호 역추적
운영사무실과 통화했던 학생은 잠시 후,

더 의아한 일을 마주했다. 스타빌 운영사무

실이라고 말하는 한통의 전화와 함께 학생
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OOO학생, 화재경
보기 오작동 방송 나갔죠?” 라고 확인을 했
다. 문제는 그 학생의 전화번호를 추적하여
신상정보를 조사한 뒤 다시 전화를 걸어왔
다는 점이다. 게다가 학생 뿐만 아니라 염
려로 인해 전화를 한 부모의 신상정보까지
조사해 전화를 걸었다. 개인정보 활용에 대
한 선도 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학습된 안전불감증 (유발)
B학생은 첫 번째 화재경보 때는 물수건

과 물통을 준비해 바로 나왔지만 두 번째
경보에는 "이번에도 오작동일 것 같아 방에
서 나오지 않았다"면서 "화재경보기가 양치
기 소년이 안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전라북도 119 종합상황실 김용관(50) 소
방위는 “가령,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대로
방치가 되어있다면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소방 설비업체에 유지관
리 및 보수 점검을 정밀히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경보기 오작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경보기가 울려도 대피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소방시설 유지 관리의 중요성
을 전했다. 김 소방위는 “인위적인 화재사
건을 제외한 보통 화재 시 골든타임 5분을
넘기면 실질적인 화재 진압이 어려울 때가
많다”며 “몇 번의 유독가스 흡음으로 사망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밝혔다. 더불어
학생들에게는 “설령, 화재가 아닐지라도 화
재경보기가 울리면 반드시 대피하는 습관

을 지녀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타빌은 5층 건물로 총 590명이 거주

하고 있다. 4년째 기숙사 생활을 하는 본
기자가 사감 없는 무인 경비시스템을 접한
것은 7월 1일이다. 화재를 미리 방지하고
다른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숙사
에 CCTV를 설치하였지만 이번 사건을 볼
때 상황파악만 하는데 15분 지체됐다. 실
제 상황이라면 골든타임을 놓치고 만 것이
다. 또한, 학생증 분실 및 도용문제와 자정
이후 출입통제의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
해 각층 입구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했지만
첫 번째 화재 경보 시엔 잠겼던 문도 열리
지 않았다.

다시 보는 무인 경비시스템
이전과 다르게 사감 없이 운영되고 통합

경비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빠른 대처
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물건 관리는 무인으
로 가능할 수 있지만, 학생 관리를 무인으
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CCTV로 실
시간 확인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인적재
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고 무엇보다 학생
들을 관리하는 학교 내 기숙사로서 비상사
태 뿐 아니라 학생들의 소소한 민원이나 관
리를 기계적으로 응답하는 것은 역부족이
다. 일반 아파트도 무인 경비체제는 없다.
목숨을 관리한다고 생각하며 심각하게 대
처해야 한다.               

- 박주경 기자

결 혼 : 이생주선생(대외협력홍보실), 강수진(입학사정팀) 10/28(토) 오후1:30 더케이웨딩홀(교직원공제회 4층)
출 산 : 김재현주임(국제교류원) 10/16 득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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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꽃게가 제철을 맞았다. 가을 단풍처럼 꽃게도
주홍빛으로 물들며 꽃게탕과 간장게장으로 사
람들의 입맛을 쭉쭉 잡아당긴다. 꽃게는 속이
영글어 살이 꽉 차야 제 맛을 낸다. 좋은 게는
비린 맛이 적고 단맛이 난다. 속 빈 게는 먹기
가 어렵다. 맛도 없고 영양가도 없기 때문이다. 
글도 단맛이 나야 잘 읽힌다. 단맛 나는 글

을 쓰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좋은 글감을 찾
는 것이다. 글감이 글맛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최근 TVN 프로그램, ‘집밥 백선생’으로

유명해진 백종원 요리 연구가는 좋은 꽃게
고르는 비법을 공개했다. 그는 무조건 ‘무거
운 꽃게’가 좋다고 단언했다. 무겁다는 것은
살이 꽉 찼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마찬가지
로 좋은 글감은 내 스스로 내용을 꽉 채울
수 있는 소재이다. 내용을 꽉 채울 수 있으
려면 내 자신이 잘 알거나 내가 직접 많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단맛 나는 글을 쓰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레시피를 꼼꼼하게 짜 보는 것이다. 음식을

만들 때 머리 속에서 레시피를 구상하는 것
과 같은 이치다. 레시피 구상 단계를 무시해
버리면 이상하게도 처음 생각했던 글과 다
른 글이 써지게 된다. 
글의 레시피를 처음 짤 때는 옆 사람과 이

야기하듯 자신이 잘 아는 상황을 구어체로
써 내려가면 좋다. 구어체로 거침없이 쭉쭉
써내려가다 보면 헛소리도 할 수 있다. 괜찮
다. 나중에 고치면 되니까. 마음이 가벼워야
글이 제대로 써지는 법이니까.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되었어. 바람이
서늘하게 느껴지는 때였지. 택시가 한두 대
지나가고 있었어. 택시를 볼 때마다 그 애가
생각났어. 우리는 택시를 자주 탔었거든. 다
른 연인들은 팔짱을 끼고 캠퍼스를 배회하
고 있었어. 아름다워 보였지. 부러웠어.

경쾌하게 글의 레시피를 스케치 하고 나서
는 문어체로 다듬으면 된다. 문어체로 다듬

을 때는 줄거리와 군더더기를 구분하고 생
략, 변형, 첨가의 기술을 발휘해 본다. 이 단
계에서 기승전결에 맞게 문장도 앞뒤로 바
꿔가며 새로 배치하고 단락도 새롭게 구분
해 본다.
→가을이 왔다. 바람이 서늘했다. 이따금

택시가 지나갔다. 그 때마다 그 애가 생각났
다. 다른 연인들은 팔짱을 끼고 한가로이 캠
퍼스를 배회하고 있었다. 아름다워 보였다.
부러웠다.

첫 문장부터 명문을 향하여 완전성을 추구
하는 사람은 글을 쓸 때마다 낑낑대면서 원
고지와 씨름하게 된다. 그러면 초반부터 기
력이 소진하여 결국에는 일상을 접고 두문
불출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그렇게 생산된
글은 읽는 이의 뇌마저 경직시키고 만다. 

호수 건너편에는 학생들을 위한 지붕이 빨
간 세련된 기숙사가 지어졌다.

위의 예문처럼 문어체로 글을 시작하면 자
꾸만 군더더기를 붙이고 싶은 유혹이 생긴
다. 한 문장에 이것저것을 연달아 구겨 넣고

싶은 충동 말이다. 친절한 설명이 있어야 설
득력이 생길 것 같은 착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식어가 남발되면 바람 든 게처럼
글의 탱글탱글한 맛이 사라진다. 그러면 결
국 글쓴이의 의도 또한 제대로 드러나지 않
는다. 맛있는 꽃게탕을 만들려면 게의 잔털
까지 매끈하게 손질하는 것이 좋다. 마찬가
지로 글도 매끈해야 맛깔스럽다. 

→호수 건너편에 기숙사가 지어졌다. 지붕
이 빨간 색이었다. 세련돼 보였다.

얼마나 간명한가. 수식어는 간장게장에
마지막으로 떨어뜨리는 한 방울의 참기름
같아야 한다. 참기름에 들기름, 식용유까지
치면 고소함 대신 느끼함만 남을 테니까.

‘맛있는 글, 맛없는 글’

축 제 2017

장 미 영 교수
(기초융합교육원)

☎문의: 063-220-2009
스타센터 306호
기초융합교육원 행정실

우와! 드디어
가수 공연이다!!

| 글쓰기클리닉  청춘을 경작하다 제10강 | 

제44대 더하기 총학생회에서 주관한 '
별처럼' 가을축제는 9월 26일(화)~28
일(목)까지 진행되었다. 첫날 비가 뿌리
는 궂은 날씨에도 총학생회 임원들과 단
과대학, 학과대표들이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축
제를 만들기 위해 많이 애쓰는 모습을 보
여주었지만, 전주대학교 재학생들의 애
정어린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26일
국토대장정 완주증수여,
당신이 진정한 ‘스타’

이번 2017년도 가을 축제가 9월 26일
부터 28일까지 3일간 열렸다. 제 44대
더하기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전주대학교
축제 ‘별처럼’은 개회식과 더불어 국토대
장정 완주증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국토
대장정은 전주대에서 7번째 이뤄진 행사
로써 지난 여름 7월 17일부터 28일까
지 해남 땅끝마을에서 경남 남해 은모래
해수욕장까지 280키로 행군으로 진행
되었다. 이호인 총장은 50명의 대원이
폭염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
주한 것을 치하했다.
첫날은 사회과학대학의 합동공연과 음
악학과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었다. 이전
과는 다른 학과의 특성을 살린 공연으로
축제의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후
에도 개인무대와 퍼포먼스, 그리고 래퍼
로꼬, 그레이, 어글리덕의 무대 등 다양
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 이혜린 수습기자

27일
다양한 퍼포먼스
백마응원단, 태권도 시범단 공연

27일 ‘별처럼’ 축제가 이틀째 이어졌다.
전주대 응원단 ‘백마응원단’의 응원과 태
권도 ㅇ시범단의 퍼포먼스로 축제는 한
껏 뜨겁게 달궈졌다. 이어진 전북대 무용
학과 댄스동아리의 공연은 학생들의 환
호를 받으며 축제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
어 주었다.
또 ‘슈퍼스타 J-가왕을 이겨라’는 재학

생이 가면을 쓰고 참여하는 무대로, 둘째
날은 TOP-10의 본선진출자들의 끼와
매력을 마음껏 뽐내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초대가수로는 어반자카파와 BEN이
축제의 열기를 한껏 돋웠다. 

- 표은혜 수습기자

28일
‘별처럼’ 지역주민과 함께 한 축제
다양한 푸드코트, 쇼핑부스도 준비

마지막날은 교내 및 교외 참가자들의 다
양한 무대로 꾸며졌다. 고등학교 남자 댄
스팀 USE, 호원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에어라인과 연예인 소란, 데이브레이크
등을 초청하여 즐거움을 선사했다. 앞서
이틀간 진행되었던 슈퍼스타 J의 결승이
이뤄졌는데, ‘우비 소녀’가 가왕을 차지하
며 30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 마지막 행
사로는 DJ 클럽 부스가 진행되었다.
이번 축제에서는 다양한 부스들이 눈에
띄었다. 노천극장을 중심으로 각 단과대
학 학과, 동아리별 주점과 푸드 트럭 및
문화부스가 배치되었다. 헤나, 의류, 귀
걸이, 핸드메이드 기부팔찌, 문구류, 뽑
기 등과 전주대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
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스가 많이
설치되어 풍성한 축제를 즐길 수 있었다.

- 전성희 수습기자

전주대 가을 축제 「별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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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시범단의 퍼포먼스 중 격파하는 모습

▲다양한 먹거리와 문화부스가 진행되었다.

제호야, 이제 그만마셔~ 축제인데
조금만 마실게~

제호야,
축제가 재미있어서

좋긴한데 이대로 가는게
맞는걸까?

그러게, 우리학교는 원래
기독교 학교인데....어우, 너무 마셔서 토나와

건강한 축제, 앞으로의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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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스타 최고득점자 오민우인터뷰>

전주대 넘어 세계의 수퍼스타 꿈꾸는 인생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10월 13일(금) 오전 10시
30분에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수퍼스타 인증서 수여식
을 개최하였다. 수여식에서는 StarT 프로그램에 참여하
여 자기개발활동 포인트가 500점 이상인 65명의 학생
들에게 Superstar 인증서와 해외연수 특별장학금(항공
권 및 보험료, 15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번 수여식의 최고득점자상은 1,236점(도전정신함양활
동 450점, 능력개발활동 555점, 공동체의식함양 231
점)을 획득한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오민우 학생이 차지하
였다. 한편, Star T Program(Superstar Training
Program)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건실한 전문인 즉,
Superstar를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도전정신

(challenge), 능력개발(competence), 공동체의식
(community) 함양 프로그램에 참여케 하여 그 성과에
따라 인증 포인트(certification point : CP)와 장학 포
인트(scholarship point : SP)를 부여하고, 개인별 합
산 점수에 따라 인증서 수여, 국내, 외 연수 기회 부여,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특전을 부여하고 있다. 

최고득점자 상 받은 진정한 전주대 수퍼스타,
앞으로 더 넘은 한국의 수퍼스타, 세계를 빛
낼 수퍼스타를 꿈꾸는 법학과 12학번 오민우
학우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오민
우입니다.

▲ Star T 프로그램을 알게 된 동기와 참여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처음에 알게 된 계기는 벽보에 붙여진 프로그
램 표지를 보고 ‘아, 이런 제도가 있구나.’ 하
는 생각에서 그쳤습니다. 그런데 2학년 진로
탐색 시간에 동기가 슈퍼스타로서 강의 하러
왔었는데, 그 때 그 동기를 보며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기억이 있으실 텐데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국토대장정 갔던 것이 기억에 남네요. 그 시간 때 유명
한 강사 분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탈북민 분들과 같
이 걷는 활동이어서 그 분들의 문화와 우리나라의 문화
가 어떤 부분이 다른지 알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
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들도 많아 영어로 대
화했던 것도 추억으로 남아 기억에 남습니다. 

▲ 슈퍼스타 최고 득점 상을 받게 되셨는데 소감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하고 좋았지만 사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
니다. 원래 조금 더 점수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
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네요. 이 또한 욕심이라 생각
합니다. 하하 (웃음)

▲ 처음 목표 점수가 1200점 이었나요?
처음에는 목표를 ‘500점만 맞으면 되지, 적당히 하자,’
라는 마음이었지만 누군가 역대 점수를 받았다는 이야기

를 듣고 목표 점수를 조금 더 크게 잡았습니다. ‘이 왕 하
는 거 나도 역대를 만들어보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 역대 최고 점수를 달성했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와 했다, 달성했다. 해냈다’ 하는 뿌듯함과 동시에 기쁨
이 공존합니다. 마치 명예의 전당 같은 곳에 이름을 남
긴 기분입니다.

▲ 앞으로의 이루고자 계획 하시는 것 혹은 비전이 있나요?
저는 학과의 전공을 살려서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
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분쟁조정
중재위원회 그곳에 들어가 보고 싶어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누군가 제게 ‘지적 재산권이 점점 중요해
지고 기술을 만들면 다 베껴가는 형국에 누가 창업을 할
수 있겠냐.’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
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그것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강
하게 들어 더욱 더 학업에 열중하며, 그러한 변호사가 되
기를 위해 힘쓰려고 합니다. 

▲ 오민우 학우님께 수퍼스타란?
음..대학 생활 4년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제
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모든 활동들을 점수로
매겨가면서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저의 인생에 큰 도전과 성과가 아닐까 생각합
니다. 

▲ 오민우 학우님께 Star T 프로그램이란?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느낌입니다. 처음에 프
로그램들을 보는 것을 보고 이렇게 힘든 것들
어떻게 해? 라며 의구심을 가졌었지만 하다 보
면 점점 이겨나가고 성취를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STAR T 프로그
램을 도전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느낌이라 표
현하고 싶습니다.

▲ 학우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전주대학교 재학 중인 1만 2천명의 학우 분들 가운데 이
러한 프로그램들을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라고 생각
드는데, 도전하기 전에는 정말 막막하고 ‘과연 내가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저의 경험담으로
도전을 해가는 순간부터 그 과정들을 바라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한번 해봐’
라는 도전의 한마디를 하고 싶습니다.  프로그램을 참석
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와 동시에 많은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기자 후기
인터뷰를 통하여 우민우 학우의 도전의식은 마침
내 수퍼스타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원동력과
기회임을 보며 수퍼스타의 길은 늘 열려있고 도전
하는 자, 그리고 그만한 노력의 댓가를 지불하는
자의 것임을 알게 된 시간이었다. 
뭔가를 도전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무엇인가를 성취
한다는 것 오민우 학우가 가진 승부욕과 의지를 느
낄 수 있었던 인터뷰였다.       - 김하선, 장준영기자

▲ 2학기 수퍼스타 인증식

▲ 최고 점수를 받은 오민우 학우와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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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날씨가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시작할 무
렵, 전주대에 지원하면서 마음에 가득
차오른 마음이 있었는데, 바로 “선한 일
을 해야 한다”는 것 이었습니다. 저의
박사지도교수님께 대학에 지원하고자
연락을 드렸더니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
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디도
서3:1)
이제 아침저녁으로 추워지기 까지 한

요즘, 입사하고 난 이후에 정신없었던
삶을 되짚어보며, 처음에 가졌던 마음
을 다시 꺼내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학부 때부터 생화학, 분자생물

학을 전공한 실험쟁이(?)인데요, 바쁜
와중에도 실험실 바깥일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뿐 아니
라 동아리활동을 통한 학생들과의 만남
을 만들고 싶어했습니다. 저는 개인적
으로 전부터 종류에 상관없이 치즈를
좋아 했습니다. 먹는 것만 좋아했지 만
들거나 공부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요, 몇 년 전의 어느 날, 창세기 18장을
통해 아브라함이 “엉긴 젖(Curd)”을 천
사들에게 극진히 대접하며 소통하는 장
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치즈
를 그냥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소통
과 섬김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
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련의 치즈관련 교육과정을 받고, 해

외 자료들을 접
하면서 치즈 제
조에 대한 관심
이 더 생겼는데
요, 전주대에서
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이를 실제적으
로 구현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주대 오기전의 대학에서 학부생 치즈
실습실을 계획, 세팅하고, 실습을 운영
하면서 치즈를 만드는 즐거움과 학생들
과 소통하는 즐거움이 어우러져 의미있
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기 때문에 전주
대에서의 이러한 활동과 만남들이 더
발전되고 활성화 되길 기대하고있습니다.
제가 속한 바이오기능식품학과 학생

들을 중심이 되어 관심 있는 타과학생
까지 참여할 수 있는 치즈나눔 클럽, 일
명 “엉긴젖 프로잭트“에서는, 치즈제조
교육을 통해 직접 제조과정에 동참하
고, 학생들의 개성과 의지를 존중한 다
양한 치즈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할 것입니다. 유가공공장등의
대량생산의 개념이 아닌 소규모로써 우
유와 냄비만 있으면 전문적인 치즈 못
지않은 치즈를 만들 수 있도록 누구나
시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나, 기본적
인 생화학적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
고, 치즈와 사람을 향한 정성과 사랑을
담아내야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기에 이를 위해 관련 논문 및 학술 세
미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
록 지도하려고 합니다. 또한 전주대 학
생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대화를 통해
개인의 독특한 잠재성을 끌어 더 훌륭
한 작품과 생각들을 담은 치즈를 만들

어 외부 콘테스
트에도 참여하도
록 도우려고 합
니다. 또한 치즈
는 고단백 기능

성식품으로써 영양섭취가 취약한 독거
노인층과 저소득층 성장기어린이들 및
장애인들에게 중요한 영양공급원이 될
것이기에 위생검사 등을 통과한 치즈를
지역의 필요계층에게 찾아가며 나눠주
는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봉사의 기
회를 갖고자 하는데요, 바이오기능성식
품학과의 독자적인 특성을 살려 이웃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돌보며, 어려움을
나누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학
생들과 상의하고 연구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단순한 먹거리였던 치즈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지금 전국의 대학들은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모든 부분을 미래 교육환경과 방향에 맞춰 완
전 뒤집기를 각오하면서까지 개혁에 혈안이 되어 방
향과 방법을 찾고 실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 구성원의 열정과 노력으로 불확실성 가운데에

서도 희망과 믿음으로 피 말리는 대학 간의 경쟁과
혁신을 10여 년 동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학의 현주소이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대학은 학생들에게 부담을 최소

화 해주기 위해 내부의 허리띠를 졸라매어 교직원 봉
급을 10여 년째 동결하고 있으며 등록금도 동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직원들이 힘을 합하여 허리띠를 최대한 졸라맨
결과들을 대학의 교육환경과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교육 재투자에 투입하며 학생들이 모르는 고통을 분
담하고 있는데, 작금의 현실과 괴리가 큰 부분이 아
마도 대학 축제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한다.
시대는 벌써 바뀌었다고 말하는 사이에 또 바뀌는
엄청난 속도전 속에 살면서, 정작 총학생회의 축제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의 모습과 비교
할 때 거의 바뀐 것 없이 술잔치와, 연예인 뒤꽁무니
에 등록금을 쏟아 부어주는 구태의 한결같은 내용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다.
이제는 많은 학생들이 축제나 행사 등에 사용되어

지는 재정의 출처가 등록금인 것을 인지하여 자성의
소리도 이미 높은 현실에서, 왜 변화와 개혁과 혁신
을 추구하지 않고 있는가?
필자는 연예인 가수들이 축제에 와서 부르는 노래

한마디 한마디와 랩으로 쏟아내는 가사 하나하나가
학생들의 피 같은 등록금이 뿌려지는 소리로 들린다.
다른 곳에서는 잠시잠깐의 불꽃을 감상하고자 수없
이 많은 등록금을 하늘에 태워버린다.

그러한 재정을 채우고자하니 당연히 많은 재정이
소요되어 축제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홍보하지 않
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며, 급기야 이번 총학 축
제에서는 소주와 맥주의 초대형 광고 모형을 무대 바
로 옆에 설치하여 기독교 명문사학의 대학이념에 반
하는 축제를 진행하였고, 그 모습을 보는 사람마다
전주대가 기독교대학이 맞는 것이냐며 필자에게 수
많은 비난을 쏟아 내어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말
을 잇지 못하였다.
뉴스의 기사 제목으로 등장하는 다른 대학의 건강

하고 미래 지향적인 축제상황을 보자. ‘술판’축제 대
신‘JOB페스티벌’ / 경복대 주점 없애고 NCS 체험부
스/ ‘술 없는 축제’ 관동대학교 그 현장으로 go~ / 경
북 대경대의 도전, 3일간 술 없는 축제 해냈다 / 한
밭대‘술 없는 축제’열어 이목집중 / ‘술 없이 더욱 풍
성한 축제’-단국대 천안캠퍼스 / 충남대 술 없는 축
제문화 앞장,‘건전한 꽃길 축제’개최 /등 수많은 대학
의 총학생회들이 이와 같은 클린 캠퍼스를 외치며,
과거를 벗어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대학 환경을 만
들기 위해 학생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대학 총학의 시계는 거꾸로 흐르고 있는듯하여 참으
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과거 암울했던 군사
독재시절 정의와 자유에 목마른 학생들의 피 끓는 탈
출구 역할을 하였던 축제문화가 아직까지도 구습을
따라가기만 하고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이제는
개념의 전환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때라는 것이다. 
대학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온힘을 다해 우리대학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술 광고판까지 버젓이
전면에 등장시키며 벌이는 학생축제에 대하여 이제
는 함께 개념을 바꾸며 나아가야할 것이다. 아니, 우
리대학은 이미 건강한 축제로 바뀌었어야한다.

오상남  교수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대학 축제

교인들의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쉽게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경
영에 관련된 성경 구절입니다. 통상 가
장 보기 좋은 위치에 게시되곤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주로 결과물, 즉 성과나
열매에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
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잠언 16: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
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립보서 4:13)”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
런데 문득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
님을 믿으면 정말 경영이 잘 되고, 성과
가 좋아질까?
2002년 한국의 월드컵 4강을 이끈

주역이자, 탁월한 축구해설가인 이영표
선수는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는
월드컵 대회가 끝난 직후, 동료인 박지
성 선수와 함께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네덜란드 프로축구팀 아인트호벤에 입
단하게 됩니다. 입단 첫 해 부침을 겪었
던 박지성 선수와 달리, 이영표 선수는
대부분의 경기에 선발 출장하며 빠른
적응력과 탁월한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이영표 선수가 크리스천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한 기자가 이에 대해 물었
습니다. “이영표 선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축구에 도움이 됩니까?”
그러자 이영표 선수의 대답이 뜻밖이

었습니다.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습니
다”. 기자는 내심 ‘신앙생활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
니다’ 혹은 ‘신앙이 빠른 적응의 원동력
입니다’ 등의 대답을 기대했는데, 오히
려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어 이영표 선수는 다
음과 같이 부연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신앙이 축구에 도움이 되
는 것이 아니라,
축구가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이영표 선수는
축구를 통해 하
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 뿐
인데, 하나님께
서 자신의 생각
보다 더 많은 결
과를 보너스로 주셨다며 간증했습니다.
다시 경영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봅시

다. 하나님을 믿으면 과연 경영에 도움
이 될까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
고 주관하시며 복 주실 능력이 있고 그
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분입
니다(민수기 6:22-27). 하지만 조건
이 있습니다. 앞서 인용한 성경 구절들
은 공통적으로 경영을 하나님께 의탁하
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하나님 안에서 경영의 행
사를 여호와께 맡길 때 그것이 가능하
다고 말합니다. 이영표 선수가 ‘축구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신앙을 위한 축구’
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경영을 위한 신

앙’이 아니라 ‘신앙을 위한 경영’, 곧 하
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경영을
실천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경영, 곧 신앙을 위한 경영
일까요? 성경적 기업관을 연구하는 기
독경영연구원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경영의 구성요소로 창조(Cre-
ation), 책임(Accountability), 배려
(Benevolence), 공의(Justice), 신뢰
(Trust)의 다섯 가지를 제시한 바 있습
니다. 즉,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조하고,

책임과 배려로 구
성원과 고객을 섬
기며, 공의와 신
뢰를 바탕으로 경
영할 때 하나님께
서 기뻐하는 것입
니다. 다시 말해
경영 역시 하나님
을 증거하도록 사
용해야 한다는 것

이 기독경영의 출발입니다. 이는 더 많
은 이익을 목표로 하는 세상적인 경영
과는 구별됩니다. 세상의 윤리경영, 책
임경영 정도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을 주관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께
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28)는 명령의 순종이자, 기
업과 경영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이 실현
되도록 하는 것이 ‘신앙을 위한 경영’의
길입니다. 전북지역의 경영세계 위에,
그리고 전주대학교를 통해 세상으로 나
아가게 될 예비기업인들과 예비창업자
들 위에, ‘신앙을 위한 경영’을 추구하겠
다는 고백이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경영을 위한 신앙 
vs

신앙을 위한 경영 

엉긴젖 프로젝트 

옥지호 교수
(경영학과)

교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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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
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
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BC 2091년 그의 나이 75세에 고향 하란을
떠났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낯선 지역 즉 남의
땅을 밟는 다는 얘긴데, 당시에는 어느 부족
이  다른 부족의 지역으로 들어가는 경우 두
경우로 결말이 난다. 하나는 무력으로 그들을
제압하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그들에게 제압
당하거나 둘 중의 하나이며, 어떤 형태로든
갈등을 빚게 마련이다. 아브라함 당시의 이주
는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는 위험
천만한 모험이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위험을 모를 리 없다.
그러나 그는 75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다. 아브
라함은 고향 하란 뒤로하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여행을 떠났다. 그는 수많은 식솔을 이
끌고 가나안, 이집트까지 가게 되고 다시 네

게브 사막을 지나고 브엘세바를 거쳐 헤브론
까지 오게 되었다. 
헤브론(Hebron)은 믿음의 조상들과 관련

된 의미 있는 곳이다. 아브라함이 초기
에 천막을 쳤던 곳이며, 베들레헴
에서 태어난 다윗이 하나님의
분부를 받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이
사망하였을 때 “이스라엘
의 모든 지파와 장로가
헤브론으로 모여 다윗
앞에 나왔고 이에 다윗
왕은 이곳 헤브론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으
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
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
으로 삼았다.

(구약성서 사무엘하 5:3 ) 
이를 통해 헤브론은 다윗의

대관식을 올린 곳이고 다윗이 첫 수
도로 지정한 중요한 장소임을 알 수 있다. 다
윗은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기기까지 이곳
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다. 이렇듯 헤브론

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숨결이 남아 있는 역
사적인 곳이다. 

지금의 헤브론은 수 천 년 전 당시의ㅡ모
습은 찾아볼 수 없고 나그네인 아브라

함을 대접하던 분위기는 찾아보
기 쉽지 않다. 외견상으로는
그렇다. 정치적 종교적 갈등
으로 인한 소요 사태가 심
심찮게 발생하고 있기 때
문이다. 헤브론 시내 로
터리를 돌아갈 때 안내
자가 말했다. 이곳에서
자주 충돌이 일어나는
데, 총기 사건이라 한다.
헤브론을 다녀온 다음

날 헤브론에서 총기 사건
이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들

었다. 사건이 난 시간을 되짚
어 보니 우리가 떠난 지 2시간

후에 발생한 것이 되는데, 하마터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뻔하였다.
필자가 겁먹지 않고 헤브론을 갈 수 있었
던 것은 기사 겸 안내를 맡은 아베드(Abed-

Esaeed)가 아랍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덕분에 그의 할머니 집을 방문하여 아랍인 가
정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할머니 집안 풍경
은 가구나 주방 식기구들은 아랍 풍이었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우리네 할머니와 크게 다를
바 없었다. 느닷없이 찾아온 타국의 사람을
경계하는 기색은 전혀 없고 오히려 수줍은 미
소로 반기 주었다. 또한 덕분에 건물 옥상에
서 헤브론 시내도  바라볼 수 있었다. 

여행을 하다보면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다
양한 성격을 가진다고 느낄 때가 많다. 사람
의 만남이 정치적이거나 이해관계가 앞서게
되면 한동네 사람도 서로 반목하고 같은 민족
이라 할지라도 날카로운 대립이 되는 등 복잡
한 양상을 띤다. 그러나 순수한 인간으로 만
나면 민족이나 종교가 다를지라도 경계심은
사라지고 미소와 배려로 서로 마주하게 된다.
그 아랍 할머니가 집안을 다 둘러보게 배려해
준 친절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다. 다시 그
곳을 방문할 기회가 생기면 남원의 나무그릇
과 옻칠한 밥주걱을 사다드리고 싶다. 그리고
혹 운전기사를 다시 만난다면 “I appreciate
to you, Abed!”라고 말해주고 싶다.  

■ 현장으로 보는 세계기독교역사 이야기 11

아브라함과 다윗의 숨결이 서린 헤브론

김천식 문학박사 
(교회사전공) 

▲ 헤브론 전경

▲ 헤브론의 소박한 동네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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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나오즈 (動腦子)?
머리를 굴려봅시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난 870호 ‘똥나오즈’ 퀴즈3번이 편집 실
수로 인해 잘못 프린트 되었습니다. 이번 정답은 1,2번 문제만 맞추셔
도 정답으로 인정해 드렸습니다. 아래의 정답자를 확인해 주세요.

문제 오류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참여해 주신 우리 학우님들께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호 문제도 수학문제입니다. 

초등학교 문제라고 하네요. 12년간 무엇을 배웠나 싶습니다.
똥 나오게 머리를 굴려 보세요. 전주대 학우님들 화이팅입니다. ̂ ^

혼신의 연기로 
졸업의 열매를 맺다

공연엔터테인먼트학과 
제16회 졸업공연 ‘에비대왕’

국내 5대 인기 애완견 중 하나인 시츄의 원산
지는 중국이며, 북경의 자금성에서 중국 황실
과 귀족들의 사랑을 받았다. 17세기 중엽 중국
에서 오래 전부터 사육하고 있었던 ‘페키니즈’
와 티벳으로 부터 들어온 ‘라사압소’라고 하는
견종을 교배시켜 생긴 혼혈견이 시츄의 조상이
라고 알려져 있다. 중국 황실에서 시츄의 사육
은 내시들에게 위임되었고, 내시들은
서로 황제의 마음에 드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 경쟁하였다. 중국
인들은 작은개를 귀하게 여겼
고, 매우 짧은 얼굴을 선호한
데서 시츄를 탄생시킬 수 있
었다. 

그 후 시츄는 청 왕조동안
서태후의 총애로 극진한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공산혁명 기간 에 많
은 수의 시츄가 죽임을 당했으며 중국에서
의 사육은 금지되었다. 하지만 1930년경 중국
에서 살고 있던 Brownrig이라는 영국여성이
몇 마리의 시츄를 영국으로 데려가 유럽에서 사
육이 지속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거
의 멸종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애완견을 키울 수
있었던 특권 계급의 몰락과 경제적인 이유로 애
완견을 키울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체구는 약 20㎝, 몸무게는 4∼7.25㎏ 정도

이며 머리는 둥글고 크며 눈 사이가 넓다. 코와
입술, 눈 주위는 모두 검은색이다. 크기가 작고
사람을 잘 따르므로 아파트에서 키우기에 적당
하며 시츄의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는 매일 30분 이상 브러싱을 해줘야 한다. 털
색깔은 여러 종류이며, 아름답고 긴 털은 움직

일 때 매우 우아한 느낌을 준다. 아름다운 긴
털과 다양하고 화려한 색상은 마치 파티에 입
고 나갈 여인들의 곱고 우아한 드레스를 연상
시킨다. 시츄의 모습은 “사자의 머리, 곰의 몸
체, 낙타발굽, 먼지털이와 같은 꼬리, 야자수잎
같은 귀, 쌀알같은 치아, 꽃잎같은 혀, 금붕어
같은 동작, 작은 몸이 기차와 같은 형상으로 부
드럽게 움직이는 동작”으로 유명하고, 고귀한
중국혈통에 걸맞게 자신감에 가득찬 오만한 모
습을 보인다. 작은 체구에 비해 활기차고 운동
을 좋아하며 사람들과 융화력이 강하다. 짧은
코에서 부터 나와 위쪽으로 자라는 머리의 긴
털을 치장해 놓으면 그윽한 향기의 국화꽃을 보

는 듯 하며 맑고 투명한 두 눈과 짧은
코를 가진 둥근 얼굴의 형상은
티 없이 밝은 어린소녀의 어
여쁜 인상을 준다.
1980년 말부터 우리나

라에 선보인 시츄는 쓸데없
이 짖지 않고 온화하며 명랑

한 성격으로 길들이기와 훈
련이 용이해 가정견으로 적합

하며 수명은 10∼14년 정도이다.
털은 화려하고, 2종류의 털이 있는데 속

털은 부드럽고 조밀하며 바깥털은 어느 정도 단
단해서 속털보다 누워있는 상태이다. 머리털은
묶어 올려주는 것이 좋다. 털의 손질(Trim-
ming)은 발, 털끝 및 항문은 깨끗하게 손질하
여야 하며 개가 움직이기 쉽도록 되어야 한다.
발바닥위의 패드사이의 털을 제거해 주는 것이
좋다.

10월 14일 토요일, 선선한 가
을 바람이 부는 저녁시간에 도
착한 전주소리문화의 전당 명인
홀은 이미 가득찬 200여 관객
들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주
최측에서 마련해 준 2층 발코
니석에서 관람한 제 16회 졸업
공연 ‘에비대왕’의 현장 분위기
는 마치 대학로의 프로 연극무
대를 방불케 했다. 어두컴컴한
무대에 조명이 내리며 시작된
‘에비대왕’, 나랏일조차 뒷전인
체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 만을
낳기 위해 자신의 딸을 버리는
‘에비대왕’을 보고 있자니 사회
에 만연된 유리천장에 막혀 발
버둥 치는 우리나라의 ‘천하의

여인들’ 생각이 절로 나오게 되었다. 이연극의 집필자
이신 홍원기 작가님의 눈물을 훔친 여주인공, ‘바리데
기’ 역의 강세은 학생(14학번)을 인터뷰하였다.

Q. 졸업작품에 에비대왕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요즘 사회에 페미니즘과 관련된 것들, 특히 우

리 천하의 여자들의 이야기라서 조금 더 공감할 수 않을
까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Q. 주인공을 맡게 되었을 때의 심정은?
주인공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제일 하
고 싶었던 역할을 맡게 괴어 감회가
새로웠습니다.특히 전주대학교 공연
엔터테인먼트학과라는 이름을 달고

하는 저의 마지막 공연이었기에 그 기
쁨은 더욱 컸던 것 같습니다.

Q. 공연을 준비한 기간은 어느 정도 되고, 준비하면서 느꼈던 점은?
저희는 여름방학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찍 시작
한 만큼 완벽한 공연을 올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 아쉬움

이 크네요.

Q. 공연을 하는 도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잡생각을 버리고 대사를

한번 더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배역의 역할에 집
중할 수 있고 실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Q. 첫 공연인 만큼 많이 떨렸을 텐데 소감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저에게 ‘바리데기’는 처음 공연이자 마지
막 공연입니다. 공연을 마치고 나서 ‘무대
를 많이 밟아 볼수록 (연기가) 늘지 않을

까?’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 도움을 주신 교수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교수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작품을 무사
히 마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한 이번 졸업 작품에 작가 선생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장성희, 이혜린 수습 기자

LINC+사업단 
산학협력중점교수 
수의학박사 박범전

시츄 (Shih-Tzu) 

볼견애견[볼見애犬]

※ 선착순 10명에게 한하여 상품 
(스타타워 식권3장)을 드립니다.

※ 정답을 학과/학번/이름/연락처와 
함께 ysrest@jj.ac.kr로 보내주세요

※ 더 많은 학우님들의 혜택을 위해 같은
과에서 2명만 선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첨시 1회 pass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870호 정답자

1.중등특수교육과 김은진  2.수학교육과 김보영
3.경배와찬양학과 이세라 4.수학교육과 오수연
5.상담심리학과 강푸름    6.국어교육과 최지현 

Q. 다음을 보고 [7★4] 구하시오?

※힌트 : 2 + 3 + 4 = ?



Q2. 다음 중 주사위의 숫자 배열이 잘못된 것은?

힌트: 모든 주사위는 마주보는 면을 더하면 7이 나옵니다.

Q1. 아래 숫자를 한 번씩만 사용하여 더하거나
뺏을 때, 나올 수 없는 숫자는?

Q3. 다음 과일은 1부터 9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뜻한다.      의 숫자로 알맞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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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의 관계, 그리고 의사소통

계발서추천

★ 진행 프로그램

이럴 때 찾아요! “카운슬링 센터”

교내 카운셀링센터 수시 상담가능

관련서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어

“이처럼 관계를 맺는 능력은 탁월한 데
비해 그 관계를 유지하는 부분에는 상
대적으로 노력을 쏟지 않는 경우가 많
다. 이른바 뒷심이 부족한 유형이다. 놀
랍게도 사교성이 좋다는 말을 듣는 이
들 중 이런 유형이 많다. 충분히 매력적
이고 공감 능력도 뛰어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 순환하는 과정이라

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 관계의 시작에
만 치중하다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p.56)”
사람 부자 김대식 교수는 자주 연락하

는 전화번호만 4만개이며 하루에 받는
전화만 350통으로 전화와 메시지에
회신하는 시간이 3시간을 넘는다. 그는
인생 선배로서 젊은이들이 놓치고 있던

‘관계의 모든 것’을 따스하면서 냉철한
시선으로 짚어준다. 어떻게 사람 부자
가 되는지, 관계의 습관 등에 대해 독자
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개해
준다. 저서로 《젊은이들은 왜 이디야에
열광하는가》, 《붕어빵 하나》, 《아들아
아들아》 등이 있다.

- 개인상담
1:1대면 상담으로 1주일에 1회기 이상, 4사례 이상 상담을 진행한다. 대학생활에 적응이 어려울 때, 이성간의 관계가 어려울 때, 대인관
계에 관련하여 어려움을 느낄 때 등 찾을 수 있고 이 외에도 정서, 학업, 진로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을 1:1 대면 상담으로 받을 수 있다.

- 집단상담
자기이해, 대인관계 개선, 스트레스 관리 등을 주제로 상담전문가와 다수의 학생이 함께 모여 집단 상담을 통해 자기성장 및 자아실현 및
정신건강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매학기 초 홈페이지와 푸시메시지 등을 통하여 참여 신청을 공지한다. 이후 카운슬링 센터를 방문하거
나 E-mail로 접수하여 명단이 확정되면 개별 연락이 가고, 한 학기 10주 이내에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시작한다.

- 심리검사
학업, 대인관계, 성격, 진로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심리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MBTI, 홀랜드 Ⅲ 직업적성검사, MMPI, 애니어그램 등을
할 수 있으며, ‘찾아가는 심리검사’도 함께 진행하여 카운슬링 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쉽게 검사를 하고 해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가 내뱉는 말 하나가 상대방에게
어떤 반응을 이끌어 내는지, 또 그 반
응이 나에게 어떻게 돌아오는 지에
대하여 상세히 저술한 책이다. 일본
의 유명 베스트셀러 심리학자이자 이
책의 저자인 나이토 요시히토 박사는
“사람은 90%의 심리로 행동한다.”라
고 말한다. 몇 가지의 심리 법칙을 이
해하고 응용하여 말투를 살짝 바꾸는
것만으로도 주변의 인간관계가 달라
지고 인생이 바뀐다고 설명하고 있
다. 그러면서 일상생활 속 우리가 간

단히 활용 가능한 40가지의 심리 기술과 말투의 심리학들을 일
목요연하게 정리해 소개하고 있다.
심리학을 비즈니스 등에 응용한 독자적 연구로 잡지, 강연, 세
미나, 컨설팅 등 여러 방면에서 폭 넓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 저자
는, 방대한 심리 데이터와 사회심리학의 지식에 입각한 알기 쉬
운 실천 충고들로 정평이 나있다. 저서로는 베스트 셀러《‘사람을
속이는’ 블랙 심리술》과《YES라고 말하게 하는 심리작전》,《처
세의 달인》,《사람은 ‘암시’로 90% 움직인다!》등이 있다.

인간관계 분야의 전문 코치이며 행동유
형인 DISC 프로그램의 동서양 통합진
단 및 분석도구의 개발자인 저자 홍광
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의 성향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대응방
법을 알려준다. 인간관계에 가장 탁월
한 영향을 미치는 DISC(불도저 주도형,

화려한 사교형, 편안한 안정형, 완벽한
신중형)를 바탕으로 사람의 얼굴, 외모,
말투, 행동 등에서 드러나는 특징들을
익혀 타인의 성향을 아는 노하우를 소
개한다. 부록편에는 DISC 검사지를 수
록하여 자신과 타인의 성격유형을 검사
하도록 하였다.

그는 미국 리전트 대학교에서 인간관
계 분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홍
광수 DISC 연구소’ 대표이다. 저서는
《관계》,《나는, 내가 좋다》,《기질로
읽는 내 삶의 프로파일》,《나를 찾아 떠
나는 심층여행》등이 있다.

★사람을 남기는 관계의 비밀 김대식 저

★ 관계 홍광수 저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나이토 요시히토 저

나는 왜 작은 일에도 그
냥 넘어가지 못하고 상
처를 받을까? 라는 의문
에서 출발한다. 심리상
담가인 저자의 10여 년
간의 상담 경험을 토대
로 탄생한 이 책에서는
‘관계에 서툴고 쉽게 상
처받는 사람들을 위한
심리 처방’이라고 책을
정의하며 타인에게 휘둘
리는 것이 아닌 온전한
나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
고 있다.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며, 내가 어
떤 사람인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
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 휘둘리
고 상황에 휩쓸리며 상처받는다는 것이
다. 이 책은 다양한 관계와 상황에 처한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을 통해 진짜 자
신을 마주하는 길로 독자를 안내한다.

“우리는 낯선 사람을 알아가는 데도
적잖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으면 서

내 삶에 가장 중요한 ‘나’라
는 존재는 간과한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자기 자
신과 가까워지는 데 시간
과 에너지를 할애해야 한
다.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
의 시작이기 때문이다!”라
고 외치는 저자는 10여 년
경력의 전문 심리상담가
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

게 인생에 대한 이해, 위로를 전하고자
저자는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 ‘위챗’에 ‘우리 마음에는 모두 병이
있다’는 글을 연재하기도 했다.
현재 저자는 다양한 집필과 상담 활동

을 통해 타인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나다운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
게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스스로 마
음의 병을 보듬는 방법 등을 널리 전파
하고 있다. 

★나는 왜 작은 일에도 상처받을까 다장쥔궈 저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의사소통을 하며 살아간다. 점점 발전하는 이 사
회 속에서 의사소통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번 의사소통 특집을 통해 관계를 맺는 법, 풀어나가
는 법들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자 의사소통과 관계에 관련된 서적들과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교내 카운슬링센터를 소개하고자 한다.    - 박주경,표은혜 기자

-이용시간 학기 중 : 평일 9:00 ~ 18:00
방학 중 : 평일 9:00 ~ 17:00

-이용방법 전화     (063)220-2077
온라인   http://www.jj.ac.kr/happyjcc/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방문     학생회관 221호

★ 운영 시간 / 위치

순 프로그램 운영시간

1 개인상담 상시

2 집단상담(미술, 발표불안, 스트레스 관리) 접수 끝

3 심리검사 상시

4 성폭력 상담소 상시

5 또래상담자 진행 중

6 그랜드 컨퍼런스(공개사례발표) 11월 예정

7 신입생·재학생 실태조사 진행 중

8 찾아가는 심리검사, 해석상담, 집단상담 진행 중 

9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10월 중 진행함

10 정신건강 캠페인 10월 중 진행함

11 전체 1학년 대상 심리검사(K-Basc) 10.12.목/10.1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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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일곱 기둥으로
지혜의 집을 지으셨다. 견고
한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
께서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잔칫상을 차렸다.
여종을 보내어 성 중 높은
곳에서 지혜 없는 자, 어리
석은 자를 부르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
도주를 마시고”(잠9:2). 

▼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
르쳐 주셨다. 왕이 소를 잡
고 살진 짐승을 잡아 왕자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
을 청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도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
다. 모두들 자기 밭으로, 가
게로 달려갔다. 왕의 초청에
그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
다. “잔치야 좋지만 나에겐
좋은 옷이 없소.” “낯선 사람
들과 대한다는 것이 너무 불
편하오.” “왕의 잔치에는 거
물이 참석할 텐데 나는 어울
리지 않소.” “나는 지금 생활
에 만족하오.” 세상 끝 날에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이 오
셔서 양과 염소를 분별하여
양은 오른 편에 염소는 왼편
에 두겠다고 하셨다. 그 때
에 왕이 오른 편에 있는 사
람들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
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
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
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사람들이 되물
었다. “주여, 저희들이 어느
때에 그러하였나이까?” 주
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
에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상을 주셨다. “복 받을 자들
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
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
라” 

▼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
리가 하는 일과 만나는 사람
들을 통하여 당신을 나타내
신다. 복 주시기 위해 잔치
를 베풀어 놓고 우리를 초청
하신다. 그러나 타성에 젖은
우리는 우리 앞에 나타난 주
님을 모른 척 한다. 주님의
초청을 외면한다. 좁은 자기
의 생각, 자기의 세계에 안
주하여 왕으로 군림하려는
우리를 권면하신다. “어리석
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잠9:3). 아멘. 

장선철 교수(상담심리학과)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라고 하면서
그 문이 나 자신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
다. 그런데 7절에는 우리가 간과하면 안되는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양의 문이 나다’ 라고 할
때, 그것은 ‘내가 양의 오직 하나뿐인 문이다’ 라
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양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단 하나의 문이 바로 예수
님이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성도’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달은 자’가 성도
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예수의 죽음 말고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그 어떤 방법도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 함으로서 믿음은 시작하는 것
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대속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 함으
로써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
음으로 또한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가 문이다’라는 말씀은 ‘내 삶과 신앙의 기준과
근거가 예수님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

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주님의 양도
때로는 방황 할 수 있습니다. 내버려두면 파멸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생명의 문
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라는 문으로 그 죄를 회
개하고, 예수라는 문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예수라는 문 안에 들어옴으로 방탕을 끝내
고 참 자유를 얻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을까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먼저

들어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
하느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를 제치고 들어
와서 마음과 삶과 정신을 지배하는 존재가 바로
절도와 강도입니다. 그것이 인간일 수도 있습니
다. 그것이 정치인 일 수도 있습니다. 예술가일
수도 있고, 학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
사기꾼일 수도 있고, 여러분 앞에 서있는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라는 이 사실을 흐리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
두 절도요, 강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주대학교는 어떤 학교가 되
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하고, 우

리가 그분의 문으로 들어가 그 분의 말씀을 소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가 없다면 모두가 절도요, 강도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마침이라는 말은 끝이라는 말입니다. 완성

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그
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
간의 방황과 죄인의 처절함과 인생의 슬픔과 근
심걱정, 죽음의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 끝냈다
고 하는데, 이미 끝난 것을 모르고 아직도 헐떡
이며 처절하게 뛰어가고 있는 마라토너의 마지

막 모습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한 번 상상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마침이고 완성인데, 신앙
은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대학교는 세상에
서 방황하고 혼란스러워 하며 타락해가는 젊은
이들에게 등대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전
주대학교는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삶을 담아내
며 그것을 사랑으로 담아내는 학교여야 하지 않
겠습니까? 

9절에서는 이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
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구원과 부르심에 제한이 없다는 것
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교육, 지위, 빈부, 귀
천, 직업, 업적, 학력, 학위, 외모, 출신으로 나눠
지지 않습니다. 

9장에 등장했던 부모, 이웃, 종교 지도자로부
터 출교까지 받았던 이 소외되고 멸시 천대받던
소경 되었던 사람도 예수를 믿으니 형제요, 하나
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박히셨고, 3
일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비참한 사람들에게 내
가 문이니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전주대학교가
그런 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는 사람마다 지체
하지 않고 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라고 하는 문
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불변합니다. 여
전히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아직도 확신이 없습니까?
지금 구원의 문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전주대학
교는 그런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오라
해서 가보니 정말 거기에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
고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좋
다는 말을 듣는 것이 참 미션스쿨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전
주대학교 만큼은 다르다는 평을 받는 이 일에,
모두 하나되어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
니다. 

노재석 목사
(서부중앙교회)

양의 문 (요한복음10:6-9)

진리의 샘 <9월 28일 목요아침 기도회 설교>   

2년 전 내게 예상치 못한 환경이 주어져 낙
담했던 시기가 있었다. 그 당시에 힘든 일이
주어지면 그 것을 받아들이기엔 너무나도 오
랜 시간이 걸렸고 포기한 채 무료한 삶을 살
았었다. 어느 날은 친한 선배에게 찾아가 고
민을 토로했다. 내 말을 듣고 난 후 선배는
좋은 조언들과 더불어 이런 말을 했다. 아침
에 문밖을 나서기 전 “어떠한 일이 닥쳐와도
견딜 수 있어” 라고 외치고 하루를 시작하라
고.. 그 때 나는 신기하게도 나에게 다가올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용
기와 희망을 얻었다.

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 중, 식당 주
인 분께서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인사를 해
주셨다. 여러 가지 일로 힘들었던 나는 그 날
만큼은 왠지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다는 강
한 확신이 들었고 또한, 힘들었던 일을 회피

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학우 여러분에게 어려
운 환경이 다가올 때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뒤집어 생
각해본다면 그 상황은 역전될 수 있다. 내게
조언을 해줬던 선배의 말처럼 매일 하루 삶
에서 ‘오늘도 난 견딜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되새기며 하루를 시작한다면 힘든
일이 생길 때 무료하게, 낙담하며, 포기하기
보다는 잘 될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유료’
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서 모든 일
이 불리하게만 펼쳐질 때, 마침내 더 이상은
1분도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
도 결코 포기하지 마라. 바로 그 때 그곳에
서 흐름이 바뀔 것이니.”      -하워드 슐츠

무료에서 유료한 인생으로기자 칼럼

박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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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홍수·산사태
사망자 54명으로 늘어
열대성 저기압으로 550mm의 비 내려 
주택, 농경지, 가축 등 홍수에 휩쓸려

전주대학교 박물관은 종교개혁 500
주년 기념 특별전 ‘오직 성경! Sola
Scriptura!’을 개최한다. 최미정 작
가(박물관 객원교수)의 작품으로서 종
교개혁을 기념하며, 호남지역 초창기
선교역사를 한폭에 담아내고자 했다.
10월 18일 오후 3시에 스타센터 갤
러리 3층에서 개막식이 진행되며, 전
시회는 11월 24일(금)까지 계속된다. 
이번 전시에는 성화 작품과 초기의

한글 성경 등이 2부로 나뉘어 전시된
다. 1부는 종교개혁에서부터 한글성경

번역, 2부는 서서평 선교사의 조선을
향한 헌신과 사랑으로 구성됐다. 종교
개혁은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인
1517년 마틴 루터가 교회의 면죄부
판매에 항의하여 비텐베르크 성 교회
정문에 95개조 논제를 못 박은 것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다. 이후 유럽
은 구교와 신교로 나뉘어 우리나라에
기독교로 유입되었다. 전주대학교 박물
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종교개혁을 기
념하고 호남지역에서 선교사들의 섬김
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박물관, 종교개혁 500주년기념 전시회

사이비들의 캠퍼스 활동이 진화한다.
대학캠퍼스에 중앙동아리를 신설하는 것
은 쉽지 않다. 중앙동아리에 등록하기 위
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에 활동하는 동아리
가 있어서 동아리 방이 부족한 이유도 있
다. 이것은 전주대학교에만 국한된 상황
이 아니다. 모든 대학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OO의 교회가 캠퍼
스 활동을 지속해서 넓히고 있다. 이들은
최근까지 대학가 주변에서 활동하지 않
았는데, 얼마전부터 부쩍 늘어났다. 그뿐
만 아니라 올해 들어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활동 소식이 많다. 지난 3월에는
‘2017 전국 대학생 개강예배’를 진행했

고, 최근 AOOO라는 이름으로 몇몇 대
학 주변에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 보도
됐다. 전주대학교는 교내 활동이 제한적
이지만 학교 주변 자취 촌에서 짝을 지
어 다니며 포교를 시도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경기 소재의 대학에 BOO이라는 하OO

의 교회 동아리가 임시 등록을 마쳤다.
BOO라는 동아리 이름의 뜻은 하OO의
교회에서 ‘하늘 어머니로 믿는 장OO’를
말한다. 하지만 동아리 소개를 들은 관계
자들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
들이 소개하는 부분으로만 판단하고 수
용할 것이다.
동아리 등록 여부는 중앙동아리에서 결

정한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실상을 제대
로 알아야 한다. 이 단체가 반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 하
OO의 교회는 여러 가지 수상 기록을 내
세우며 사회 활동을 생색내기로 홍보하
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1988년, 1999
년, 2012년 시한부 종말을 주장했다는
사실은 아마 모두가 제대로 기억하지 못
할 것이다. 1999년 시한부 종말 주장으
로 인해 KBS, MBC, SBS 3사 방송사
시사 고발프로그램에서 집중하여 보도했
다. 그런데 진실은 시한부 종말이 아니라
2000년에 완공되는 성전을 건축했다
는 사실이었다. 이 단체는 시한부 종말론
을 말하면서 수많은 가정을 파탄시켜 고

통받게 하고, 집을 팔게 하면서까지 헌금
을 강요한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다
면 이들에게 새로운 건물은 필요없다. 하
지만 이들은 새로운 건물로 단장하며
2000년 이후 100군데 넘는 곳에 건물
을 건축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학교에서 정식 동아리로
등록되어 활동을 시작한다면 이들의 포
교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전주대
학교에도 많은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를 미혹하려는
동아리들이 있을 수 있다. 이제는 동아리
들의 활동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시
기이다.

<이런 단체 주의하세요!>

세계를 위한 기도      출처 : 연합뉴스=기도24·365 종합

베트남 중북부 지역에서 10월
첫째 주부터 발생한 홍수로 인
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사
망자가 54명으로 늘어났다.
13일 베트남 정부와 현지 언
론에 따르면 지난 나흘간 베트
남 중북부에서 열대성 저기압
의 영향으로 최고 550mm의
비가 쏟아지면서 홍수와 산사
태가 일어나 이 같은 사망자가
생기고 39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자는 전날 오전
집계보다 17명 증가했으며 실
종자는 1명 감소했다. 북부 호
아빈 성에서 17명이 죽고 15
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가장 컸다. 타인호아 성과 옌
바이 성, 썬라 성 등에서도 인
명피해가 속출했다. 
이번 홍수로 주택 3만여 채

가 침수 또는 파손됐으며, 농
경지 수만 ha가 물에 잠겼고
돼지, 닭 등 가축 4만여 마리
가 죽거나 홍수에 휩쓸려 사라
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와
다리가 끊기고 정전이 발생했
다. 옌바이 성에서는 홍수 현
장을 취재하던 베트남통신
(VNA) 기자가 다리 붕괴로 급

류에 휩쓸려 실종되고, 일부
철로가 산사태로 매몰되면서
수도 하노이와 북동부 라오까
이를 오가는 기차의 운행도 중
단됐다. 베트남 정부는 수천
명의 군인과 경찰관, 공무원
등 가용인력과 자원을 총동원
해 실종자 수색과 피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홍수와 산사태로 많은 사람

이 죽고 삶의 터전을 잃은 베
트남의 수많은 영혼들을 긍휼
히 여겨주옵소서. 베트남의 교
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
랑으로 환난 당한 이웃을 위로
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통로 된 성도들을 통하
여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만
나고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환난을 피할 영원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과 영혼 구원에 이
르는 참된 복음을 믿는 은혜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또한, 복
구 작업이 속히 이뤄지게 하시
고, 이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
하사 돌보시는 주의 은혜를 나
타내 주옵소서.”

최미정 작가 ‘오직 성경! Sola Scriptura!’ 특별전
초기 한글성경 전시

10월 교직원예배

10월 교직원예배가 11일(수) 오전11
시에 있었다. 이날 말씀은 전북기독교
총연합회(전기총) 회장 최원탁 목사가
‘길이란 무엇인가?’는 제목으로 전했
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6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길’에 대해 말씀이
선포되었다. 
“로마는 길이 번영의 수단임을 알았

다. 길은 인류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이
다. 이처럼 인생에게 길은 참으로 중요
하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다. 사람의
길에는 어둠이 있지만 예수님의 길은
좁지만 생명과 진리의 빛이 있다.” 최
원탁목사는 우리는 한길을 가는 공동
체이며, 이 길의 소중함을 서로에게 알
려 행복하게 가야한다고 말했다. 설교
에 앞서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상임총무

김동하 목사의 대표기도가 있었고, 설
교 후에는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다. 감
사패는 전주대학교가 지역교회와 연합
해 다음 세대인 청년들을 신앙으로 이
끌어가는 사역에 앞장선 것을 치하하

며 전기총에서 이호인 총장에게 증정
한 것이다.

- 편집부

“한 길가는 공동체”

1517년에 시작된 종교개혁 운동은 인간적
인 각성의 결과물이 아니었다. 소수의 영웅
들이 주도한 일도 아니었다. 계산된 교감이
나 합의도 없이 곳곳에 흩어진 다수에 의해
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교황의 권력화와 교
회의 세속화와 진리의 인간화와 예배의 형
식화가 편만한 중세의 황폐한 광야에서 도
무지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그러므로
개혁은 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임에 분명했다. 주님은 종교개혁 이전
부터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계승한 소수
의 경건한 인물들(존 위클리프, 사보나롤라,
로란조 벨라, 얀 후스, 데시데리우스 에라스

무스 등)을 감동시켜 개혁의 불씨를 준비했
다. 그 불씨가 거대한 불로 번지도록 개혁의
바통을 이어받은 주자들이 바로 루터, 쯔빙
글리, 칼빈과 같은 분들(필립 멜란히톤, 하
인리히 불링거, 윌리엄 파렐, 마틴 부쩌, 윌
리엄 틴데일 등)이다. 그러나 개혁의 은혜는
입만 벌리고 있으면 입 속으로 떨어지는 감
이 아니었다. 앞장 선 자에게는 사회적인 고
립과 정치적인 위협과 경제적인 궁핍과 종
교적인 배척과 심지어는 순교의 피까지 각
오해야 하는 일이었다. 

지금까지 배우고 익숙했던 신앙과 문화와
공동체와 지식과의 단절이 주는 아픔은 실

로 막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교
리의 독소를 뽑아내고 성경에 근거한 진리
의 순전한 액상을 수혈하는 일에 전념했다.
중세의 인간화된 교리에서 나오는 거짓과
왜곡의 촉수는 당시 각 사람의 전인격에 뻗
어 있었고 삶의 전 영역을 위협하고 파괴했
다. 필요하고 긴급한 개혁은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의식적인 갱신과 왜곡된
교리의 이론적인 수정만이 아니었다. 각 사
람의 의식도 개혁해야 했고 하나님의 사람
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의 개혁도 동시
에 필요했다. 그래서 종교개혁 정신을 교회
와 학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전인격과 삶

전체에 배양하고 그 정신의 체계화와 제도
화와 교육화와 보편화를 도모할 하나님의
일꾼들(존 녹스, 엔드류 멜빌, 리처드 백스
터, 토마스 카트라이트, 프란시스쿠스 유니
우스, 프란시스쿠스 고마루스, 자카라이아
스 우르시누스, 아만두스 폴라누스, 윌리엄
트위스, 윌리엄 윌버포스 등)이 필요했다.
종교개혁 정신은 잠시 번뜩이다 소멸되는
순간의 불꽃이 아니었다. 긴 호흡으로 오랫
동안 달려야 하는 장거리 경주였다. 

한병수 목사(전주대학교 대학교회)

종교개혁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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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have a pretty heavy schedule, as
do most of us and often situations
arise that change our family sched-
ule or we have some chores to do
and my wife loves to have the fam-
ily included. There is one question
that my wife always asks me,
“What’s the plan?” When it comes to
our family, knowing the plan can
control chaos. We still have chaos
but at least it is controlled chaos. I
have discovered all throughout my
life, it is good to plan. You can’t ex-
pect growth unless you plan for it.
We have plans to win at sports,
plans to succeed in life, plans for our
children to succeed, and plans to live
good when we retire. BUT what
about a plan that will help us grow
spiritually? What about a plan that
will bring others to Christ? Why
don’t we have plans for that? People
leave churches all over the country

because they say they are not
growing spiritually. For some of that
the church and church leaders are
to blame, but I believe a major part
of it is because people just don’t put
any effort into their spiritual lives.
Church programs are not so much
what the leader puts into them, as
it is what the attendees put into
them. The attendees are what really
make the class. So, what should our
game plan be? 
I. Set your hearts on things above
The first thing Paul says to do is
“Set your hearts on things above.”
Seek what is above first. If we can
get this under control then every-
thing else will fall into place. Matt.
6:33 says; “But seek first His king-
dom and His righteousness…” If our
priorities are set in the right order
we will be seeking God and His
kingdom first. Isaiah 55:6 says,
“Seek the LORD while he may be
found; call on him while he is
near.” We should seek God with no
regard to anything else, seeking
Him blindly. He should be put on a
pedestal so high in our life that
nothing else comes before Him. If we
are seeking God, we will not forsake
coming together in this church as-
sembly. Seeking Him also includes
the studying of His Word. How can
a person be seeking God and be-
coming spiritually mature unless we
are reading God’s instructions. We
must not neglect God’s Word. 
II. Set your mind on things above 
Paul says to; “set your minds on
things above, not on earthly things.”

It is very difficult to lead a Christian
life day in and day out when we
have the things of this earth on our
minds all the time. Too often we
keep looking back to the things of
this world. Once we start to follow
Jesus we must never look back. We
must give up our old way of life to
find new life in Christ. Luke 9:62
says; Jesus replied, “No one who
puts a hand to the plow and looks
back is fit for service in the kingdom
of God.” Set your mind on things
above.  Phil. 4:8 says; “…brethren,
whatever is true, whatever is hon-
orable, whatever is right, whatever
is pure, whatever is lovely, what-
ever is of good repute, if there is any
excellence and if anything worthy of
praise, let your mind dwell on these
things.” Instead of dwelling on the
things of this earth, we need to
dwell on the things that can make
this world better. 
III. Keep excited about serving the Lord 
The first part of our text gives us
things to do and that is to, set your
hearts on things above and to set
our minds on things above. Now the
last of our text tells us why we
should do those things. The first
part of verse 3 says; “For you died.”
Because you have died is one reason
you should live a Christian life. You
have died to your old self and are
now living for Christ. Then verse 3
goes on to say; “your life is now hid-
den with Christ in God.” Because
your life is hidden with Christ, the
wrath of God will not fall upon you.
When Jesus died on the cross His

blood paid for our sins and His blood
covers us and the only way we will
make it to heaven is if we are hid-
den behind it. Now verse 4 says;
“When Christ, who is your life, ap-
pears, then you also will appear
with Him in glory.” This is the best
reason why we should develop a
spiritual game plan. One day we will
be with Christ in glory and hopefully
because of you others will be there
too. In serving the Lord, we must
keep moving in our relationship
with an excitement. The banks of
certain rivers are lined with a sub-
stance called “near quicksand.” It’s
almost quicksand—but not quite. If
you keep walking on this near-
quicksand, you don’t have a prob-
lem. But if you stop, you’ll start
sinking, and you’ll eventually get
sucked in completely. So, too, if we
don’t keep walking in our Christian
experience, we’ll start sinking. The
way to keep walking is not to seek
some deeper truth. The way to keep
moving is to walk in faith. Walking
indicates that our relationship with
Christ is not stalled, but a growing
relationship. The familiar term walk
refers to daily conduct. It is some-
thing that is to be done, daily! The
tragedy of life is not that it ends so
soon, but that we wait so long to
begin it. Living in Christ is where
real life begins! Everything we do
needs to be a part of our service to
God.                                                     
Do you have a game plan? Do you
have a plan to bring others to
Christ?

“Do You Have A Game Plan?” (Colossians 3:1-4)                          

By Scott Radford

As you all know, we have just come back
from enjoying a long and well-deserved
holiday celebrating Chuseok, or Korean
Thanksgiving, as it is often translated.
What you may not know is that Monday,
October 9th was Canadian Thanksgiving
Day. Yes, that's right, Canada and the US
have different Thanksgiving Days. Al-
though there are many similarities be-
tween the two holidays, in Canada we
celebrate ours on the second Monday of
October. Because of this, the date changes
every year. This is done to ensure that we
always get to have a long weekend to cel-
ebrate with family and friends. In the US,
Thanksgiving Day is held on the 4th
Thursday of November, much later than
our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y origi-

nated independently of one another.
Christians in England, France, and other
European countries had been having days
of thanksgiving to celebrate good fortune
for many years before the North Ameri-
can holidays were established. These were
simply days to give thanks to God in
prayer, and there could be several held
throughout the year. It was only after
British and French settlers landed in
North America that Thanksgiving was
made into an official holiday. In the US it
was first celebrated at Plymouth in 1621
by Pilgrims and Puritans to celebrate their
good harvest that year. In Canada, it is
believed that the tradition comes from
French settlers in the 17th century, also
to celebrate a bountiful harvest. According
to researchers, the French settlers in
Canada shared their meals with indige-
nous people and eventually with Scottish,
Irish, and German immigrants that came
to the area in later years.
The traditions of Thanksgiving are sim-
ple, but very important to those of us that
celebrate it each year. Of course, food is a
very important part of the celebrations,
and we have a few dishes that  are con-
sidered a must. The first and probably
most important food is the turkey.
Turkeys are much larger birds than
chickens, so they are ideal for having a

large feast to share with many people. Al-
though it is the iconic bird of Thanksgiv-
ing, it was not eaten at the first
Thanksgiving Day feasts, and was prob-
ably not introduced until many years
later. The second essential food is the
stuffing. Stuffing is a mixture of bread
ripped up into small pieces and covered
with boiling water, herbs, seasonings, and
chopped onions. This mixture is stuffed
inside the turkey so that it will absorb the
turkey juices while it cooks; possibly my
favourite part of the whole dinner. The
third food is not a dish, but a sauce. Cran-
berry sauce is a tangy, tart jelly made
from cranberries that makes the turkey
that much more delicious. But of course,
no Thanksgiving is complete without
pumpkin pie for dessert. Topped with
whipped cream, this is a treat that really
ought to be eaten year-round.
Despite the joys that come from having
an amazing feast though, the main point
of Thanksgiving is not the food, but the
people that you share it with. Spending a
day with friends and family is very im-
portant on this day because we are sup-
posed to take time to think about the
things we are thankful for in our lives. In
my family, our mother always has us
share what we are most thankful for that
year. It may be an important event, like
graduating, or getting married, a chal-
lenge that we overcame, or it could even
be as simple as having good food and a
warm place to sleep at night. But always
we are thankful for our friends and our
family who love and support us in our
lives. What better
way to celebrate that
than to share time
with the people we
are most thankful
for. So as the seasons
change and winter
approaches, take
some time to ask
yourself, what are
you thankful for this
year?

There are many places a person
can live. You could live in almost
any country, and in a city of al-
most any size. There are many
different reasons for choosing a
city. Some reasons are: work,
family, friends, and culture. I am
a Canadian citizen, but I choose
to live in Jeonju. Let me tell you
why…
I come from a small city in
Canada named New Waterford.
This city has less than 7,000
people. When I moved to Jeonju I
was worried because I would be
moving to a city of over 650,000
people. This is larger than any
city in my home province, and
would be among the top five
largest cities in Canada. It turned
out these worries were un-
founded.
I arrived to Jeonju for working
purposes, and I was offered many
jobs outside Jeonju, but I always
turned them down. This is be-
cause I have never seen a city
quite like Jeonju; it is a big city
that feels like a small city. The
cultural events are wonderful,
and the citizens are so kind.
Jeonju has changed in so many
ways over the years, it is a con-
stantly improving city. There are
so many entertainment options in
Jeonju there is no reason to leave
the city. Hanok village has be-
come a tourist attraction famous
countrywide. The newer area
around Jeonju University is filled
with foreign fast food resturants,
and coffee shops. You can play
screen golf or baseball in any part

of the city, and Jeonju has a
beautiful zoo and some many
parks that it is easy to have a
nice day near your house, no
matter where you live. And while
Jeonju is always growing and
changing, it seems to continue to
feel like a smaller city. Having
lived in Jeonju for seventeen
years I have made so many
friends that Korea seems like my
home country. When visiting
Canada on vacation, I can’t wait
to return to my numerous friends
from numerous countries. Instead
of missing food options from my
native country, I find myself
craving some of the delicious food
Jeonju has to offer. I know many
students dream of moving to
Seoul or Busan, but for me Jeonju
with its warmth and great hos-
pitality will always be home to
me. People from Jeonju seem to
smile a little wider, and laugh a
little louder and longer. Jeonju
doesn’t seem to have the stress or
the sense of urgency that is felt
in Seoul or Busan.
I love Jeonju it has been my
home for a long time, and I will
never move to a different city or
c oun t ry .
Thank you
Jeonju for
making a
foreigner feel
at home. I
look forward
to living in
this little
paradise for
a long time.

ThanksgivingWhy I love Jeonju

By Leon Rose By Daniel Kildu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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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하고 계신 일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무엇인가요?
A. 저는 문제 해결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
습니다. 한마디로 설명하면 ‘바보를 천재로
만드는 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보는 자
신의 창의성을 애써 모른 척하면서 새로운
생각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을 말합니
다. 이를 위해 다양한 창의성 교육과 기업
컨설팅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보급
하고 있습니다. 

Q.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을까요?
A. 물론이지요. 먼저 스스로 창의적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설
득해서 그가 어떤 변화를 만들었을 때 비로
소 사람들은 그 결과를 보고 창의적인 아이
디어 덕분이라고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그
렇기 때문에 자신을 믿고 자신의 아이디어
에 대한 확신을 갖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
다. 항상 이렇게 외치세요. “나는 창의적이
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Q.창의적 사고 하기 전 필요한 게 더 있나요?
A. 주변과 달라지려는 노력을 해야 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 주변의 사람들과 같아
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토익, 자격증, 수업
등 여러분이 취업이나 진학을 위해 준비하
고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세
상이 원하는 것은 남들과 같은 수준의 그런

능력들이 아니라 과연 내가 무엇이 다른가
를 어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같
아지려는 노력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
니다. 그것은 기본이라는 거지요. 과연 “당
신은 무엇이 다릅니까?”라는 질문에 무엇을
답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만약 없다면 지
금부터 준비해 보세요. 분명 다른 세상을 만
나게 될 것입니다.

Q. 창의적 사고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무
엇인가요?
A.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존재 이유
는 존재 자체가 아니라 존재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존재는 우리가 기대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수많은 방법 중의 하나일 뿐
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

적인 시스템은 ‘NO SYSTEM'이라고 이야
기합니다. 시스템은 없지만, 시스템에 기대
했던 기능은 수행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지요. 세상의 많은 것들은 이러한 이상적인
상태를 만드는 방향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
니다.

Q. 가령 현금의 경우, ‘가장 이상적인 현금
은 No 현금이면서 결제는 가능한 상태’를
탐색해보면 된다는 건가요?

A. 요즘 들어 거의 현금을 사용하지 않지
요. 그것은 현금이 없지만, 현금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보다 이상적인 시스템이 출
현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용카
드를 쓰고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다
면 가장 이상적인 신용카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No 신용카드’인 것이지요. 말 그대로
신용카드는 없지만, 신용카드의 기능은 되
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현한 것들
이 ‘삼성 페이’, ‘애플 페이’ 등의 간편 결제
방법이지요. 

Q. 좀 더 이상적인 상태로 예상해볼 수 있
나요?
A. 당연하지요. 가장 이상적인 간편결제 시
스템은 당연히 ‘No 간편결제 시스템’이지

요. 누군가는 지금 그것을 고민하고 있지요.
좀 더 나아가 가장 이상적인 결제는 ‘No 결
제’라고 상상해볼 수도 있습니다. 현금, 신
용카드, 간편결제 이 모든 것들이 존재했던
이유가 바로 결제를 해야 하기 때문이었지
요. 그래서 아예 결제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든다면 그 모든 시스템이 굳이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분명 누
군가는 그것을 먼저 상상하고 지금 준비하
고 있습니다. 미래는 바로 그런 상상을 먼저
하는 사람들의 것이지요. 

Q. 풀어야 할 문제의 핵심은 ‘도구’가 아니
라, ‘기능’이라는 건가요?
A.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는 도구
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구는 원하
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수많은 방법의 하
나라는 관점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
다. 그 도구는 언젠가는 사라지리라는 것이
지요. 문제는 도구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기
대하는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것이라는 관점
을 가지게 되면 세상의 많은 문제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Q. 구체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Good artists copy, Great artists
steal’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자주 공식 석
상에서 했던 말이에요. 남의 것을 그대로 가
져오는 것이 copy라면 steal은 남의 것을
가져와 내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
다. 저는 이것을 ‘슬쩍’이라고 표현해요. 슬
쩍은 ‘새롭게 보고 다르게 연결하는 것’을 의
미합니다. 이미 있는 것들이 주는 교훈을 토
대로 나만의 방식으로 다르게 연결하면 나
만의 새로운 생각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트리즈의 여러 도구 중의 하나인 ‘40가지
발명원리’를 익히면 세상을 새롭게 보는 데
에 큰 도움이 됩니다.

Q. 복잡한 세상에서 전주대 학생들에게 마
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먼저 자신을 좀 더 소중히 여겼으면 합
니다. 나 스스로 나를 위해 주지 않으면 어
느 누구도 위해주지 않아요. 자신이 좀 더
특별한 존재임을 믿고 실제로 그런 모습이
되도록 노력한다면 누구나 더욱 멋진 인생
을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 자신이 잘하는 일을 찾으세요.
단순히 잘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잘하는
일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남들과 비슷한
것만으로는 어느 누구에게도 나를 어필할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분명히 나만이 특별
히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이 찾
지 못했을 뿐입니다. 아마도 학교생활하면
서 제일 중요한 숙제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과거를 부정하지 마세요.
나의 과거를 부정하게 되면 현재의 내가 설
자리가 좁아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
면서 익히고 보고 들은 것들, 내가 했던 모
든 경험이 현재의 나를 응원하게 하세요. 그
모든 것들이 현재 내가 원하는 모습을 만드
는 데에 쓸모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멋진 현실은 가만히 있다고 해
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구체
적으로 상상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
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상상하면
모든 것이 현실이 된다.”는 말을 믿고 바로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건투를 응원합니다. 

‘천재처럼 사고하기’
ETRIZ
신정호 대표
인터뷰

‘어떻게 하면 일반 사람들도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될까?’ 를 항상 고민하던 사람이
있다. 바로 러시아의 Altshuller(1926~1998)
다. 그는 수많은 특허를 보며 ‘저 천재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를 질문하고 전 세계
약 20만 건의 특허를 분석하기에 이른다.

특허 분석결과는 몇 십 가지 패턴으로 범주
화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패턴들을 적
용하면 특허의 천재들처럼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이 패턴의 방법이
바로 트리즈다.
실제로 삼성, 포스코, 엘지 등등 많은 기업

에서 직원들을 교육하고 제품개발에 활용하
는 방법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1년에 400
번 이상 트리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150
번 이상의 특허를 만들어내고 있다. 곧, 트
리즈를 따르면 일반 사람도 천재처럼 창의
적 사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말 트리즈만 사용하면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될까? 이 질문에 eTRIZ 대표 신정
호 박사는 보다 자세하게 트리즈 활용방법
을 설명한다. 

- 이정환 기자

창의적 사고하는 방법 트리즈(TRIZ)

이트리즈 신정호 대표

-KAIST 기계공학 박사
-베를린 공대 연구원
-LG전자 생산기술원
-트리즈씽킹 저자
-창의 교육솔루션

특허보유자
QR Code
site , blog, 책, 강의

40가지 발명원리

분할 , 추출, 국소적 품질, 비대칭 , 통합, 다용도
,포개기, 평형추, 복합재료, 선행반대조치, 선행
조치, 사전 예방, 높이 맞추기, 반대로, 구형화,
역동성, 과부족 , 차원변경, 진동 ,주기적 작용, 유
익한 작용 지속, 고속 처리 , 동질성, 피드백 , 매
개체, 셀프서비스, 복제, 일회용품, 기계시스템 대
체 , 비활성화, 공기 유압 활용, 얇은 막, 다공질 재
료, 색깔 변경, 해를 이롭게, 폐기 혹은 재생, 속성
변환, 상전이, 열팽창 , 비활성화

스탠퍼드 대학의 Tina Seelig 교수는
학생들에게 한 과제를 내줬다. 14개의
팀에게 5달러가 든 봉투를 나눠주고, 아
이디어 짜는 데는 얼마든 시간을 들여도
좋으나 일단 봉투를 연 다음에는 두시간
내에 최대한 수익을 올려야 하고 그 결과
를 ppt로 발표해야 한다고 했다.
흔한 대답은 ‘라스베이거스 GO’, ‘복권’,

‘레몬 사서 레모네이드 판매’가 나왔다.
하지만 결과로 성과 좋은 팀들은 600달
러 이상씩을 벌었고 2시간 동안의 전체
팀 평균 수익률은 무려 4000%(평균
200달러)였다. 많은 수익을 낸 팀들의
공통점은 5달러에 매여 사고하지 않았
다.
그중 한 팀은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맛

집으로 소문난 식당 앞 긴 줄을 생각하고
예약을 했다. 그런 다음 예약시간이 다가
올 때쯤 식당 앞 긴 줄의 사람들에게 그
들의 예약권과 최대 20달러를 받으며
소유한 예약권을 판매했다. 시간이 다가
올 때마다 그 예약권을 되파는 방법을 반
복했고 수백 달러를 벌었다.
가장 많이 번 팀은 2시간 동안 650달

러를 벌었다. 이 팀은 스탠퍼드 대학의

인재를 채용하길 원하는 한 회사와 계약
을 맺고, 회사를 위한 광고를 제작해서
결과발표 때 ppt 대신 그 광고를 발표했
고 수익률은 무려 12100%였다.  
반대로 비 오는 날 우산을 구해서 나

갔는데 날씨가 활짝 개어서 손해를 본 팀
도 있었다.
세차를 해주거나 레모네이드를 판매한
팀도 있었지만 그들의 수익률은 학생 전
체의 평균 수익률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이후에 Tina Seelig 교수는 다른 프

로젝트도 진행했다. 클립 10개가 들어있
는 봉투를 나눠주며 네시간을 사용해 최
대한의 가치를 창출하라는 과제를 내줬
다. 꼭 돈이 아니어도 학생들이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 가치를 창출하게 하는 것이
학생들의 창조성과 기업가정신을 가르치
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다.

※5달러 프로젝트에 좀 더 알고 싶거나 기
획한다면 참여희망 학우는 언제든
010-2954-0123 (이정환)으로
연락해주세요.^^

5달러 프로젝트
2시간만에 5달러로 650달러 벌기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창의적 사고
남과 다른 독창스러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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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축제, 나아가야 할 방향  #전주대 #축제
별처럼’ 가을축제는 지난 9월 26~28일(화~목) 3일간 진행되었으며 성황리에 잘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축제가 매해 거듭될 때마다 커다란 변화는 찾아보기 힘들며, 술과 연예인들의
공연으로 가득한 축제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12일 오후 4시 30분, 전주대학교의 축제에 대하여 이주승 더하기 총학생회장과 1시간가량 인터뷰를 진행하며 총학생회가 바라보는 축제란 어떤 것이며, 앞으로
전주대학교의 축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 수익기금이나 축제 준비 시에 필요한 
예산적인 부분은 어떻게 준비가 되나?

학교에서 잡힌 교비의 예산과 학생회비의 일
부, 부대비용 조금을 합해서 진행합니다.

▶ 부대수익은 어떻게 얻게 되는 건가?
홍보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외부업체의 스
폰이나 비용으로 얻게 됩니다.

▶ 학생회비나 예산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인가?
맞춰서 할 순 있으나 최대한의 효과를 끌어올
리기 위해선 새로운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물론 하기 나름이겠지만 규모를 키우고
그것을 채우는 쪽이 더 풍성한 축제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수
익은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편은 아닙
니다.

▶ 이번 ‘더하기’ 총학생회에서는 학생회비의 
사용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데, 
축제에 대한 사용내역도 공개할 예정인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공금이기에 공개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규모
와 같은 구체적인 것은 문제가 생겨 공개해야
된다면 할 수는 있으나 비밀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으려 합니다.

▶ 총학생회는 학생들을 대표하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일을 하는 조직인데,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것이 학생들에게 이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인가?

공개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안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를 기획하
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많은 수의 진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총학의 입장이 얽혀있기 때문에 비용
적인 것이 예측이 가능하게 되면 학교의 예산
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규모적
으로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들에
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여기는 바입니다.

▶ 이번 ‘별처럼’ 가을축제의 전반적인 초점은
어디에 두고 진행했나?

아쉬웠던 것은 이전 축제까지만 하더라도 노
천극장으로 들어오는 구정문 삼거리가 활성화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푸드트럭들이 더 많
이 들어오면서(지난 축제에는 6대, 이번 축제
는 협동조합을 통해 14대까지 확장) 많이 활
성화가 되었습니다. 문화부스도 12군데 정도
가 들어와서 많이 살아난 것 같구요. 그런 점
에서 큰 틀은 그대로 가되 가을축제는 기존에
했던 것들을 유지해나가는 식으로 해보았습니
다. 이번 축제에서 달라진 점은 매번 축제 이
틀 차에는 백마응원제가 있었는데, 백마응원
단이 이번에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 그
시간을 저희 총학으로 구성하였고, 외부의 초
청을 더 많이 해서 좀 더 다양한 볼거리를 제
공하려고 했습니다.

▶ 대학축제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며, 
앞으로 진행될 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제는 전주대만의 축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권이든 다른 대학이든 이젠 대학의 축제
가 지역 사람들, 더 나아가 모두의 축제가 되
어가고 있습니다. 해가 거듭 될수록 외부에서
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
고 있습니다. 이젠 축제가 학교의 얼굴이 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완성도 있는 축제를 만드
느냐가 대학을 진학할 고등학생들에게도 관심

을 가지게끔 하고, 타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전
주대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축제도 잘 준비가 되어야 지역사회,
그리고 그들의 인식도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
상합니다.

▶ 축제가 다른 외부 사람들에게 학교의 얼굴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주막의 술이나, 외부업체
(주류회사)의 스폰이나 가수섭외 시 많은 돈 
지불이 필수불가결의 요소라고 생각하는지? 
또 축제가 변화한다면 혹은 변화해야 한다면, 
어떻게 참신하고 획기적인 축제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총학생회장이 되기 전 학생 중 한명일 때는
(13,14년도) 왜 연예인을 초청하는데 돈을 많
이 쓸까? 왜 술을 마시는 축제를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총학생회 내에서도 연예인 섭외비
용 대신에 같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에 쓰
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대안들도 나오지만, 실
상은 대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이었다면 학교

에서 즐기고 놀만한 놀이시설 등을 설치한다
면 많이들 참여할 테지만, 대학생들은 그냥 멀
리서 구경만 할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
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안을 찾고, 실행에
옮기기가 꽤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연예인
섭외의 좋은 점은 유명연예인 콘서트를 가려
면 돈을 많이 써야 하지만,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학교에서, 개인적으로 큰돈을 들이
지 않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보
이고, 이것이 많은 학생들이 오랜 시간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안은 계속 만들어져야 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하는 건 맞지만 현시점으
로 대학생들에겐 연예인이라는 방안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네임밸류가 있는
사람은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때
문에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다양한 프로
그램을 해도 많은 사람이 와야 한다는 것이 저
희의 바람입니다. 

▶참신한 대안을 실행하는 것이 어려운가?
만약 임기가 2년이라면 혹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기 내에 단 한 번의 행사
이기도 하고, 그 행사에서 성과를 보여줘야 하
기에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
으로 이 프로그램이 가장 좋다고 여겨지기 때
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막없이 술 없는
축제가 된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
정선이 지켜진다면 술이 있다고 해서 크게 문
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술은 안 좋은 점
도 있고,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을
넘어가지 않으면 같이 앉아서 화기애애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
각합니다. 몇몇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에 술자
리를 없애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기 때문
입니다.

▶ 전주대학교는 기독교학교입니다. 외부에 
비춰지는 모습도 크다고 말했듯이 기독교학
교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도 있는
데, 기독교학교로서 후배들에게 제시할 수 있
는 축제란, 제시하고자 하는 축제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저 개인적으로 학생회를 하고자 한 결심했던
이유는 처음부터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밝게 비추고 더 열심
히 헌신, 희생하고 대학생으로서의 삶에서 더
열심히 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마음
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
합니다. 좀 더 상대방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 그리고 보다 자신의 삶을 희생해서(시간,
노력, 체력) 학생들의 수많은 일들을 위해서,
좋은 대학생활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다음에 총학
생회를 할 학생들도 가져야할 기본적인 마음
가짐이겠죠. 만약 기독교학교이기에 맹목적으
로 술 없는 축제를 하자는 것은 반대입니다.
술 없는 축제를 하는 것은 막연한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술 없는 축제를 지향해야하겠지
만, 그것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술 없는 축제를 만들어보아야겠다.”
생각은 했지만 사실상 대학교는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전체 학
과행사를 할 때마다 재정이 필요한데 항상 학
우들에게 받을 순 없고, 안하면 너무 조용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주막을 열고 예산을 마련하
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주막을 하는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주막을 하는
학생들도 수업도 들어야하고, 늦은시간까지
자리를 지킨다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학과들이 주막을 하지 않게 되려면, 학
교에서 학과에 지원을 더 많이 해주는 것 또
한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인터뷰종료

기자후기1
학생 적극참여 없이 발전불가

현재 술 없는 축제문화를 지향하는 학교들(경
인여대, 성신여대, 가천대, 아주대, 단국대, 한
양대 ERICA캠퍼스, 한세대 등등...)이 늘어
나고 있는 추세로서 학생들이 강제로 술을 마
셔야만 하는 분위기도 사라지고 있으며, 술을
마시지 않고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
로그램을 만들고자 하는 학교와 학생들이 늘
어나고 있다. 또한 만취로 인한 사건 사고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술을 더 이상

판매 및 반입이 불가하게도 할 수 있겠다. 하
지만 현실적으로 단번에 술 없는 축제를 만들
수 없다면,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라도 나
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각 학과에서
주막을 운영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학과의 행
사를 진행, 유지하기 위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
함이라고 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축제 대부분
의 예산을 연예인 섭외에 지출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참신하
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도해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
는 것도 하나의 대안점이라고 생각이 든다. 
축제일인 26일과 28일, 음악학과의 공연과
‘늘근도둑이야기’연극공연이 있었다. 축제에
맞춰 음악학과의 공연과 연극공연은 학과의
특색을 살린 축제 프로그램이라는 면에서 좋
은 본보기라고 본다.

기자후기2
음악학과 공연과 공연학과 연극 시도 좋아
축제 주막 여는 것 아쉬워 무자본으로 준비

9월 28일 예술관 JJ아트 홀에서 공연엔터테
인먼트학과가 연극 ‘늘근도둑이야기’를 공연했
다. 연출·기획·조명·음향까지 모두 과내에
서 외부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준비한 연극 공
연이었다.  ‘늘근도둑이야기’는 대통령 취임 특
사로 풀려난 ‘더늘근 도둑’과 ‘덜늘근도둑’이 높
으신 분의 미술관에서 금고를 털려다 실패해
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1년에 한
번 대외에 소개하는 대학축제에 주막만 여는
것이 아쉬웠던 학회장 김성현(11학번)은 학과
특성을 살려 공연을 열었다.
김성현 학생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아
쉬웠던 점은 학교에서 지원받지 않고 무자본
으로 준비했고 처음 시도라서 걱정이 많았다
고 말했다.
“학과의 특성에 맞게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
는 장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축제에 주막
이 많이 열리는데 그 외에 볼거리와 즐길 거
리가 풍부한 학교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학교의 축제가 주막을 열고 연예인을 초청하
는 날로써 인식되기보다 학과의 특성에 맞는
체험의 장, 볼거리 장이 되면 어떨까? 음악학
과나 공연엔터테인먼트학과처럼 자체적으로
준비한 콘텐츠들을 보여준다면, 앞으로의 축
제의 방향도 술이나 연예인들의 공연뿐만이
아니라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지역주민
에게 학교를 알리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와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가 넘치는 풍성한
축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마무리

먼저, 규모를 키워 화려하게 보이는 것보다 정
해진 예산 안에서 축제가 이루어지는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규모가 좀 작아지면 어떤가?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외부업체(주류회사)의
부대비용을 받아야 하는것이라면 규모는 좀 작
더라도 건강한 축제가 좋지 않을까싶다. 비기
독교학교에서도 술 없는 축제를 만들어나가고
있는 현실에서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건강
한 축제문화를 만들어가지도 못하는 축제는 이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전주대학교의 축제는
궁극적으로 술 없는 건강한 문화가 되어야 하
며, 외부의 관심을 의식하고 보여주기 위한 축
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등록금과 관심으로 만
들어지는, 내부 구성원들을 위한 내실을 다지
는 축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우리 대
학은 기독교 명문사학이 아닌가!

- 배종모, 김가연, 전성희 기자

기독교 명문대학, 술없는 축제 불가능?
음악학과, 공연엔터테인먼트 학과 등 공연 좋은 시도

이주승 총학생회장과의 인터뷰



신문방송국
페이스북

신문방송국
홈페이지

♣ 온라인으로 신문방송국을 만나세요!!
♣ 필수과목 : 좋아요_   꾸~욱! 

▒ 일 시 : 2017년 10월 25일(수) 13:00

▒ 장 소 : 교수연구동 세미나실(801호실)

‘새로운 대학환경과 전주대학교의 미래’‘새로운 대학환경과 전주대학교의 미래’‘새로운 대학환경과 전주대학교의 미래’‘새로운 대학환경과 전주대학교의 미래’‘새로운 대학환경과 전주대학교의 미래’‘새로운 대학환경과 전주대학교의 미래’‘새로운 대학환경과 전주대학교의 미래’‘새로운 대학환경과 전주대학교의 미래’‘새로운 대학환경과 전주대학교의 미래’‘새로운 대학환경과 전주대학교의 미래’‘새로운 대학환경과 전주대학교의 미래’‘새로운 대학환경과 전주대학교의 미래’‘새로운 대학환경과 전주대학교의 미래’‘새로운 대학환경과 전주대학교의 미래’‘새로운 대학환경과 전주대학교의 미래’‘새로운 대학환경과 전주대학교의 미래’‘새로운 대학환경과 전주대학교의 미래’‘새로운 대학환경과 전주대학교의 미래’‘새로운 대학환경과 전주대학교의 미래’‘새로운 대학환경과 전주대학교의 미래’‘새로운 대학환경과 전주대학교의 미래’‘새로운 대학환경과 전주대학교의 미래’‘새로운 대학환경과 전주대학교의 미래’‘새로운 대학환경과 전주대학교의 미래’‘새로운 대학환경과 전주대학교의 미래’‘새로운 대학환경과 전주대학교의 미래’‘새로운 대학환경과 전주대학교의 미래’‘새로운 대학환경과 전주대학교의 미래’‘새로운 대학환경과 전주대학교의 미래’‘새로운 대학환경과 전주대학교의 미래’‘새로운 대학환경과 전주대학교의 미래’‘새로운 대학환경과 전주대학교의 미래’‘새로운 대학환경과 전주대학교의 미래’‘새로운 대학환경과 전주대학교의 미래’
교수 연찬회

▒ 일 시 : 2017년 10월 20일(금) 10:00~17:00

▒ 장 소 : 전시 : 천잠관 1층

발표 :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온누리홀

제4회 간호학과 학술제

1부(13:30~15:30)  신임교수 학술발표회

● 좌장 : 유평수 교수(전 사범대학 학장)
● 발표 : 전한덕 교수(금융보험학과), 정윤화 교수(작업치료학과) 

최복천 교수(재활학과), 최영준 교수(건축학과) 
● 강평 : 김종훈 교수(대학원장)

2부(16:00~18:00) 정책 집담회

● 좌 장 : 임성진 교수
● 1주제 : 문재인 정부의 대학정책 방향과 사립대학의 대응
● 발 제 : 유원준 교수(경희대, 사교련 정책위원장)
● 2주제 : 공영형 사립대학, 전주대학교의 길인가?
● 발 제 : 반상진 교수(전북대)
● 3주제 : 비정규직 교원인사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 발 제 : 안종석 교수

3부(18:30~20:00) 만찬과 친교 (이중본)

● 사  회 : 이희중 교수회 부회장
● 인  사 : 김창민 교수회장
● 축  사 : 이호인 총장
● 격려사 : 김종훈 교수(제2기 교수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