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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들은 더 받을 것만 기대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무
조건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전주대학교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의 씨앗을, 
수고의 씨앗을 뿌림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운 현안들을 모두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풍성한 가을에 영그는 알곡들을 
부지런히 추수하는 농부의 심정으로 
캠퍼스 내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행하리니” 라는 말씀을 따라 
이 믿음 통한 기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전주대학교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

김진수 교수 (산학협력단장)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기도문>

[ 추수감사절 ]

한해동안 받은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를 살아요.                             

이 윤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동문)

창의력의 귀재, 로봇박사 데니스홍 

개인심리학의 대가 아들러 초청강연

지난 13일(월) 오후 2시 스타센터 온누리홀
에서 로봇 박사로 알려진 데니스 홍 박사의
강연이 있었다. 전라북도 연구개발특구 진
흥재단과 전주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전북 과
학문화 확산을 위한 사이언스 나눔 강연에
초대된 것이다.

이번 강연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다르
게 보기, 새롭게 연결하기”라는 주제로 진행
했다. 데니스 홍 박사는 강연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하고 현재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동차 개발까지 과정을 설명했다. 자율주
행 로봇을 개발하기까지 아이디어 노트를
통해 자연계 동물들을 연구하고 창의적으로
로봇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기계공학 박사
이지만 자연계, 생태계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진 것이다. 지금은 로봇발명뿐 아니라 ‘사
람에게 꼭 필요한 로봇’을 만드는 것이 그의

인생 목표이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뿐
아니라, 이제는 이웃에게 필요한 것에 집중
하도록 청중에게 독려했다.

짧은 강연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방청객
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창의적 사고에 실질
적인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이하는 강의 주
요 내용과 청중과의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
했다. 

창의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보다는 관계없는 것

들을 연결하는 것이 창의력 그리고 연결하
는 것들은 경험, 지식, 소통이라고 생각합니
다. 저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여행을 가거
나,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 새로운 환경, 새
로운 문화 음식을 먹는 것들이 창의력에 도
움이 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물론 체계적
인 시스템인 공부도 창의력에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배트맨에게 무기벨트가 존재합
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도구 있습니다.
도구들을 잘 사용할 수 록 악당들이랑 효율
적으로 싸울 수 있듯 우리 로봇 공학자들도
무기벨트가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무

기들은 공부입니다. 예를 들면 화학, 수학
등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들입니다. 그 공부
들을 통하여 우리는 로봇의 난제들이랑 싸

울 수 있습니다.             - 김하선 기자
(아들러 기사 2면 계속 / 데니스홍 기사 15면 계속)             

스타강의의 전당 전주대학교

전주신일교회(담임 최임곤)가 전주대학교에 발전기금
으로 1,000만 원을 기탁했다. 
또한 전주대 발전목회협의회(전발협)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 500만 원을 기부했다. 이
호인 총장은 "지난 54년 동안 전주대가 기독교명문사
학으로 발전한 것은 전발협의 협조 덕분"이라며 "발전
기금은 학생과 대학발전을 위해 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발협은 지난 1997년 55명 지역목회자에

의해 창립됐다. 현재 220여 교회 목회자가 전주·군
산·익산·정읍·임실 지역에 각각 활동하고 있다.

- 편집부

전발협, 전주신일교회, 발전기금 총1500만원 기탁
제 44대 더하기 총학생회 11, 12월

<2018 학생자치기구장 선거 일정>
- 후보자 등록기간 : 11월 15일(수) 09:00 ~ 11월 21일(화) 13:00 
- 후보자 유세기간 : 11월 27일(월) 08:20 ~ 12월   4일(월) 19:00 
- 투표일자 : 12월 5일(화) 09:00 ~ 18:00 

<DREAM FESTA>
- 12월 7일(목) 19:30~21:00 학생회관 3층 대강당 
- 1부 [청년, '꿈'을 더하다/ 권복음 목사] 
- 2부 [청년, '즐거움'을 더하다/ 폴킴] 

<연탄봉사 (예정)>
- 12월 8일(금) 09:00~18:00 전주일대

▲ 로봇박사 데니스홍의 ‘사이언스 나눔강연’후 전체사진. 오른쪽에서 네 번째 사람이 데니스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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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러 상담 및 심리치료특강 열려

대학생 CEO들의 도전

11월 10일 금요일 13시부터 17
시까지 전주대학교 온누리홀에
서 전주대학교 아들러 상담 및
심리치료 특강이 열렸다. 전주대
학교 상담심리학과, 카운셀링센
터와 전북상담학회가 주최하고
전국대학상담학과 협의회가 후
원하는 그랜드컨퍼런스, 전북상
담학회 아들러 해외석학 초청 추
계 학술대회는 전주대학교 상담
심리학과 김명수교수의 인사말
로 문을 열었다. 한국에서 열리
는 첫 번째 아들러협회의 강연이
전주대학교에서 열리는 것은 큰
영광이라며 아들러의 생애와 개
인심리학에 대해 토의하는 뜻 깊
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의는 아들러협회의Dr. Art J.
Clark와 Dr. Marina Blu-
vshtein가 진행했다. 
상담학개론에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은 따로 다뤄질 만큼 그
위상과 업적은 널리 알려져 있
다. 

아들러가 태어난 시대적 배경
과 주어진 환경에 대해 설명하
며, 바꿀 수 없는 과거에 의해 미
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 스스로
그것에 부여하는 의미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것이 바로 아들러의 ‘유연한 결정
론’이다. 그래서 개인은 미래를
위한 ‘목적지향’, ‘미래지향’적 행
동을 하는 것이라며 아들러의 ‘생
활방식’ 이론에 대해 덧붙였다.
2부에서는 초기기억 회상이 무

엇인지 설명하며 청중 중 대표로
이수련(한문교육학과4학년)을
초대했다. 그리고 그의 초기기억
을 분석했다. 초기기억이란1세에
서6세 사이에 가지고있는 기억
으로, 그 사람의 성격과 무의식

등을 예측할 수 있다. 이수련 학
생의 초기기억을 이끌어내며 관
련된 성향을 물었을 때 굉장히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분석을
마치고 Dr. Marina는 초기기
억 회상 시 도움이 되는 ‘공감’을
강조했다. 상대방과의 소통도 공
감이라고 할 수 있지만, 회상을
하면서 내 몸 안에서 느끼는 것
또한 나와의 소통인 ‘주관적 공감’
이라고 설명했다. 주관적 공감을
위해서 상상력, 동일시, 직관과
체화가 필요하다며 아들러에 관
한 관련이론들을 강연하였다. 
한편 토론토에서 열리는 내년

정기총회는 2018년 6월 7일부
터10일까지이다. 아들러움직임
수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www.alfredadler.or에서 세
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아들러협회 코리아 박예

진대표님(parkjul@adlerko-
rea.com)과 Dr. Art J.
Clark(aclark@stlawu.edu)
Dr. Marina Bluvshtein(
marina.adleracademy@gm
ail.com) 을 통해 가능하다. 

- 이혜린 수습기자

지난 8일(수) 13:00~16:00 '청
년 취 창업 토크콘서트'가 예술관
JJ아트홀에서 열렸다.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과 대학

일자리센터, 전주정보문화산업진
흥원 주최로 창업기업 및 창업 동
아리 제품전시, 가상현실 VR 체
험, ICT 드론 축구 시연, LED 트
론 퍼포먼스, 창업 및 취업 진로
상담, 소녀방앗간의 김민영 대표
와 디스트릭트홀딩스의 이성호
대표의 강연과 토크콘서트 행사
가 진행되었다.
예술관 정문에는 oh-ring, 텔

로스, 매너남, 바른FS, 애니멀릭,
한바탕, 유니크, 펫윙스, 스마트
칫솔, 온라인교육프로그램의 창
업기업 및 창업동아리의 제품전
시가 이루어졌다. 외식산업학과
재학 중인 바른FS의 김승현 대표
는 라임후레쉬(음료), 치밥(치킨
밥)을 선보였고, 호텔경영학과
SCU 대표는 치약이 코팅된 칫솔
Simpler를 홍보했다. 패션산업
학과 창업동아리 펫윙스는 애견
매너 벨트를 비롯해 자체브랜드
화 시킨 여러 애견상품을 전시 홍
보했다.
바로 옆 부스에서는 취업 및 창

업 관련 상담이 진행됐으며, VR
팩토리의 VR 체험과 한국 무인
기 안전협회의 산업용 드론 홍보
가 이뤄졌다. 예술관에서는 1층을

가득 채운 필드에서 D.CLASS의
드론 축구가 시연되었다.
JJ아트홀에서는 소녀방앗간 김
민영 대표와 디스트릭트홀딩스
이성호 대표의 특강이 진행되었
고, 바로 이어서 두 대표와 함께
토크콘서트가 진행되었다. 청년
창업가 김민영 대표는 24세에 창
업했으며, 소녀방앗간은 ‘바깥에
서 찾아 먹는 건강한 한식 집밥’으
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다. 경영학
을 전공한 디스트릭트홀딩스의
이성호 대표는, K-pop 콘텐츠를
제공하는 가상현실 박물관인 제
주 ‘플레이 케이팝’ 대표도 맡고 있
다. 참석한 학생들에게는 강좌출
석, 창업 포인트(장학금), 확인증
이 배부되었다.

- 이정환기자

JJ VISION 2025 2차 공청회 실시
교직원과 학생임원진의 
참여로 진행

제2회 대학발전 공청회가 ‘비전
2025’를 주제로 11월 14일(화)
오후 5시부터 약 1시간 정도 교
수 및 학생을 대상으로 온누리홀
에서 교무처장 양병선 기도로 공
청회가 시작되었다. 다음으로 기
획처 이근호 처장의 발표 및 진행
으로 이어졌다. 이근호 처장은 “1
차 공청회에서는 교직원을 위한
공청회였지만, 오늘은 학교를 움

직이고 있는 학생임원진이 참석
해서 학생들의 관점에서 맞게 이
야기를 전달할까 합니다.”라고 하
며 진행했다. 1차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계획안 진행 과정과 절차,
향후 계획 및 일정, 대학발전 계
획진행을 발표했다. 이근호 기획
처장의 발표 후 교직원 및 학생
임원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
다. 이주승 학생회장은 “전주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좋은 일이지
만, 학생의 입장으로 바라보았을
때 큰 비전과 포괄적인 내용도 중
요하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아 아쉬웠다.”
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근호
기획처장은 “실제 실행방안들에
대해서 언급은 안 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크게 변화되었다고
느껴진다.”고 대답하고, 끝으로
“새로운 임원들과 기존의 임원진
들이 함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 것이며 구성원들의 적극 참
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교직원과 학생 임
원진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되었다.

- 유경현 수습기자

<전주대학교 사이트 단신>
▷ 경영학과 성태경 교수, ‘제5회 표준정책 마일스톤‘ 연구논문 공모전에서 우수상 시상.
▶ 문헌정보학과 김규환 교수, ‘한국 도서관, 정보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상 시상.
▷ 산업공학과 정호연 교수, 한국창업학회 주최 ‘2017 추계학술대회’ 학술상 시상.
▶ 전주대 축구, 대학축구 ‘2017 U리그 왕중왕전’에서 고려대와 결승 대결 24일(금) 오후2시.

국내 최초 아들러협회 강연 
전주대학교에서 진행

청년 취 창업 토크콘서트 열려
기발한 아이디어 상품 선보여

전주대 스타 강의

전주대 'Knowledge Universe
스타 강의'가 지난 9일(목)과 15일
(수) 16:00~17:00 예술관에서 jj
아트홀에서 약 200여 명 학우들의
참석과 함께 진행되었다. 9일(목)
강연 주제는 '열정에 기름 붓기'의
표시형 공동대표의 '우린 어떻게 살
아야 할까'였고, 15일(수) 강연 주
제는 성균관대 기계공학과 최재붕
교수의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
화’였다. 
열정에 기름 붓기는 동기부여 콘
텐츠를 제작 제공하는 페이스북 페
이지다. 현재는 페이스북을 넘어 책
출판과 브랜드숍 그리고 무인서점
까지 비즈니스가 확장되어 있다. 표
대표 회사의 사명은 ‘모든 사람을
주체적으로 살게 하자’라고 한다.
강의 내용도 ‘주체적으로 살아보자!’
로 수렴되었으며,  60만 팔로워를
자랑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전
달하는 메시지 또한 ‘주체적으로 살
아보자!’ 하나라고 한다.
최재붕 교수는 2015년이 혁명의

시대라고 한다. 세계 10대 기업에
위치하던 제조기업들이 사라지고
IT기업들이 급속도로 그 자리를 차
지했다고 한다. 이 회사들의 공통점

은 ‘호모 포노 사피엔스(손에 폰을
붙이고 사는 신인류)’ 다시 말해, 스
마트폰을&늘&사용하는 인류를 타
깃으로 커진 것이라 한다. 결국, 변
화의 원인은 사람이며, 사람을 잘
이해하면 변화의 흐름을 알 수 있
다고 한다. 중국의 왕홍(왕훙) 또한
그런 사례이며, 한국의 청년들이 시
대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으면 좋
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100회를 맞이한 'Knowledge
Universe 스타 강의'는 학우들의
도전정신 고취를 위해 명강사 7인
을 초청한다. 참석 시 회당 창업 포
인트 1점이 지급되며 점당 현금 장
학금 40.000원으로 지급된다. 창
업 포인트는 창업지원단에서 10점
이상부터 차등지급 받을 수 있으며
5월, 11월 신청 기간이 공지된다.
스타 강의 뿐 아니라 창업지원단에
서 제공하는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
하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창업
강의, 창업연계 전공, 창업캠프, 창
업경진대회, 창업동아리, 일반인 창
업강좌, 창업콘서트 등 다양하게 참
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 이정환기자

표시형 대표, ‘주체적으로 살아보자’   최재붕 교수, ‘사람을 이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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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자취로망

제인아, 너는
자취해서 좋겠다

연극동아리 ‘볏단’ 워크샵 공연
학기말이 되면서 학과별 졸업전시회와
학술제, 공연이 이어지고 있다.

11월17일 오후7시 전주대학교 JJ아
트홀에서는 중앙 연극동아리 ‘볏단’ 워크
샵 공연이 열렸다. 하나의 장편 공연을
하는 기존에 해왔던 연극이 아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내용이 다른 여러 개의 스
토리를 이어 붙인 옴니버스 형식으로 만
든 것이다. 남자 선배의 사랑을 얻기 위
해 갖가지 방법을 쓰는 여대생 이야기를
그린 배우 박현이(한문교육과 13학번),
이주성 주연의 ‘앙큼한 그녀’, 어린 시절
부터 서른이 넘는 나이까지 함께 한 남
녀의 우정과 사랑의 경계를 그린 배우 박
한수, 송아현의 ‘노총각과 노처녀’, 이별
한 연인과의 재회에서 추억으로 사랑의
감정을 다시 느끼려고 하지만 결국 똑 같
은 이유로 싸우고 헤어지게 되는 배우 이
영철과 남수경의 ‘추억은 아무런 힘이 없
다’ 3개의 단편극을 이어서 공연했다.
20대의 공감을 살 수 있는 ‘사랑’이라는
소제로 관객과 소통하며 성공적인 워크
샵 공연을 마쳤다. ‘볏단’ 동아리회장과
배우 박현이, 이영철과 인터뷰 했다.

동아리 회장 임도경
(중국어중국학과14학번)
>동아리 ‘볏단’ 소개 부탁드립니다.

전주대학교 유일무이한 연극동아리
‘볏단’입니다. 1978년부터 지금까지30

년간 이어져 온 동아리이다. 지금까지 꾸
준히 한 학기에 하나씩 정기공연을 올리
고 있고, 함께 배우나 스텝으로 활동하는
동아리이다.
>공연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은?

배우는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
에 시간조정 하는 게 힘들고 스텝은 스
텝끼리 따로 나와서 무대 만들고 조명 설
치하는 등의 수많은 인원들을 컨트롤하는
게 힘들었다. 연습기간이 2주에서 3주정
도 밖에 되지 않아 공연하기 어려울 것 같
았는데 잘 마무리 하게 되어 기쁘다.

>단편극으로 3개를 준비한 이유는? 
짧은 기간 안에 준비해야했기 때문에

연습시간을 줄일 수 있는 옴니버스 형식
으로 단편극을 준비하게 되었다.

> 전주대 학생들이나 곧 들어올 신입
생들에게 동아리 홍보를 하자면?

같이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친해질 수 있다. 하나의 예술작품을
올리기까지 동질감이나 유대감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친밀감은 다른 동아리보
다 월등하다고 생각한다. 

배우 박현이(한문교육과13학번)
>주인공을 맡게 되었을 때 심정이 어땠는지?

‘드디어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했다.
(웃음)
> 애정이 가는 장면이나 대사는 무엇인지?

선배가 화나서 쓰러질 때 ‘선배 죽었
어?’ 라고 하는 마지막 대사가 애정이 간
다.
> 연기하면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암기력이 부족해서 대사를 암기하는
게 어려웠다. 상대배우와의 호흡 또한 많
은 연습을 필요로 했다. 단기간에 준비하
느라 더욱 힘들었었다.

배우 이영철(법학과17학번)
> 주인공을 맡게 되었을 때 심정이 어땠는
지?

주인공이라서 긴장이 많이 되었는데
쉽게 해볼 수 없는 경험이 아니기 때문
에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했다. 
> 애정이 가는 장면이나 대사는 무엇인지?

상대 배우와 점점 감정이 고조되어서
싸우는 장면이 제일 인상깊은 장면이다.
> 연기하면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연기를 대학 와서 처음 하다보니까 어
떻게 하는지 방향을 못 잡고 많이 헤맸
는데 선배들이 잘 도와주셔서 힘든 부분
을 잘 헤쳐나간 것 같다.

- 이혜린 수습기자

응!
완전 좋지!

그런데 자취 장점이 뭐야?

엄마가 집에
없어~!

대박! 그럼 단점은 뭐야?

엄마가...
집에..없어...

잉? 집세 수도세

밥먹기

아침기상이 모든게 힘들어

전주대학교 유학생 서
비스 센터에서는 한국
학생과 외국유학생같의
일대일 한국어학습 멘
토링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유학생
의 한국어 향상과 서로
의 문화를 교류를 위함
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국 학부생 60명과 외
국인 유학생 60명이 참
여하며 주 2회, 1일 2
시간 만남을 가진다. 이
활동은 2016년 2학기
30명의 학부생들로 유
학생이 일대일 결연을
시작으로 2017-1학기
70팀  2017-2학 기
60팀으로 운영되고 있
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

한 한국인 멘토 박영준
(영미언어문화학과 3학
년) 은 “사회봉사를 이
수하기 위해 참여한 프
로그램이었는데, 이 한
국어 지도 봉사를 통하
여 제가 가르치는 것보
다도 오히려 멘티에게
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
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봉사를 통해 유학생
들을 이해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멘티에
게 가르칠 수 있어 기쁩
니다.”고 활동 소감을
말했다. 
외국인 유학생 멘티

어용에르덴(몽골/한국
어연수) “한국어 학습지
도를 통해 한국의 문화
와 예절 등 수업시간에
책에서 배울 수 없는 내
용을 많이 배웠어요. 그
래서 매주 수요일과 금
요일  이 시간이 기다려
져요. 멘토 선생님이 잘
가르처 주셔서 감사합
니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은
950여명 된다. 이외에
도 국제교류원에서 유
학생들의 학업을 돕기
위한 전임교원 교수 멘
토링, 한국인 가정과 가
족으로 맺어주는 호스
트 패밀리, 방과 후 문
화교실(우쿨렐레 외 4
개 과목) 선배 유학생
한국어 보충 교육 등 프
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 김하선 기자

<일대일 한국어학습 멘토링>

‘외국인 유학생친구
일대일 한국어 지도’
사회봉사 연계 유학생 한국어 학습지도

한국학생, 가르침보다 배우는 것 더 많아

20대의 사랑, 옴니버스 형식으로 풀어내
‘앙큼한 그녀’, ‘노총각과 노처녀’ 

‘추억은 아무런 힘이 없다’

지난 10일(금) 공학 1관 한 여자화장
실에서 A학생이 불법촬영을 당했다.
피해학생은 ‘전대전’(전주대학교 대신
전해드립니다-페이스북)에 익명으로
상황설명을 올렸다. 
전주대학교 신문사는 공과대학 학생
회 측과 학생지원실, 공과대학 행정
지원실을 인터뷰했다.
피해학생이 올린 내용은 다음과 같
다. “화장실 옆 칸에 누군가 들어와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 위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라며 바로 그 때 “옆
칸에서 핸드폰 카메라를 위로 내밀었
다. 놀라 소리를 질렀더니 범인은 도
주하였다”라고 밝혔다. 그 후, A학생
은 범인을 잡기위해 CCTV 확인 차
경비실에 문의했지만 경비실 소관이
아니라는 대답을 들었다. 경비실에서
는 담당선생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전화했더니 “확실한 인상착의가 없으
면 역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는 비상벨을 눌러달
라는 답변을 듣는다. 자신이 당한 일
에 아무도 대책이 없고, 앞으로도 이
런 일이 계속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단과대 학생회를 향한 하소연을 올린
것이다.
며칠 뒤, ‘전대전’의 글은 내려지고
대신 화장실옆에 공과대 학생회측의
대좌보가 붙었다.
조사해본 결과, 공과대학생회 측은
글을 읽고 피해학생과 연락을 취했다
고 한다. 그리고 게시글에 사과글을

올렸다. 그리고 이 사실을 공과대학
행정실장과 이야기하고, 각 화장실
문에 공고문을 붙였다. 학생회 측은
“공고문 조차 오히려 학우들에게 두
려움을 줄 수가 있어 망설였다.”고 전
했다. 하지만, 조심스레 피해자와 이
야기를 나눈 후 서로 “이렇게라도 학
생들에게 알려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
이 더 올바르다”라는 것에 의견을 모
으고, 공고문을 부착했다. 그리고 공
대학생회측에서는 ‘더불어 총학생회’
에 이 사건을 알리며 추가 비상벨과
CCTV 설치에 대해 해결하길 원한며
이 사건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고
싶다”는 밝혔다.
게시글은 피해학생이 차후에 직접

내렸다. 피해학생은 공대학생회 측과
통화하면서 “학생회가 24시간 근무
하지 않고, 직접 담당하는 부서가 아
닌데 학생회 측 잘못으로만 생각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사과와
함께 글을 내린 것이다.
신문사 편집부와의 인터뷰에서 이석
현 공과대학 행정지원실장은 “피해자
가 행정지원실에 직접적인 제보가 없
었고, 범인의 인상착의를 몰라
CCTV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
으며,“공과대학 뿐 아니라 대학 전체
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
다”고 전했다. 이어, 여학생들에게
“수상한 사람을 목격하거나 비슷한
일을 당할 때 바로 사진을 찍거나 인
상착의를 기억해서 각 건물 행정실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학대학 1관 3곳의 화장실에
가장 근접해 있는 CCTV는 총 2대
로 파악됐으며 다른 2대는 사각지대
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학대학 행정실에서는 직간접적으
로 민원 사례를 접했을 때, 적극적으
로 나서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민원 사례 접수시 행정지원실에서는
피해자가 납득할 만큼 CCTV영상을
확인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반면, 실제 단과대학 건물관리는 각
건물의 행정실 관할인데, 공과대학생
회 측에서는 직접 학생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겨 준 것은 매
우 칭찬할 일이다. 앞으로도 학생민
원이 있을 시 학생회에서도 함께 적
극적으로 활동 했으면 한다.
참고로 지난 2009년 전국 불법촬
영 범죄 발생 건수는 800여 건의 수
준이었으나, 2016년에는 5,100여
건으로 올해까지 총 8년 동안 여섯
배 넘게 증가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몰카범죄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
특례법’ 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의거해 카메라 및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통한 성적욕망 또는 수치
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 촬영
및 판매, 제공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
고 있다. 몰카 범죄자에게는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리 목적으로 촬
영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할 시, 정
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위반 법률에 의해 ‘7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
금’이 내려진다.

-편집부

교내 불법촬영 대책 필요

CCTV 관리는 누가?
확인 명목은 어디까지?
학생회 적극적인 노력 보여

기 ● 자 ● 고 ● 발

(몰래카메라)
<정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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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의 문제점
○ 취업을 위해 학생을 양성하는 일종의 기업과 같은 형
태의 한국교육의 양상.
○ 지방사립대의 경우 특히 취업률에 더욱 사활을 거는
것 같다. 학교자체의 취업률 홍보 뿐만 아니라 수업 중
에도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취업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어 안타깝다. 학문을
배우는 곳인가? 취업을 준비하는 곳인가? 이러한 상황
으로 가고 있는 한국교육의 현실에 미래가 있을까?
○ 한국교육과 그 전체적인 양상을 전주대학교도 쫓아가
는 모습이 마음이 아프다.

● 학교에 대한 평판
○ 긍정적: 호텔경영, 관광경영, 한식조리, 외식조리와
같은 특성화학과가 많다. 그리고 경찰학과, 간호학과 등
의 인기학과도 있다. 각종 문화행사와 강연도 다양하다.
○ 부정적: 주변 사립대학교보다 등록금이 비싸다는 소
문이 있다. 특히 기숙사비가 비싸다. 기숙사 시설관리도
미흡하다는 평가도 많아서, 차라리 주변 원룸을 사용하
는게 낫겠다 싶을 정도이다. 

● 교수학습법
○ 학과 행사 불참비와 같은 불합리한 악습과 구태들, 그
리고 세습되어진 수많은 문제들을 교수님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학생자치기구의 모두 개입할 순 없겠지만, 지도
교수나 전공교수는 중재 및 조언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도 지도교수조차 방관을
하는 경우가 많다. 과연 이것이 인성교육인가?
○ 변하는 시대에 맞춰 학생들의 입장을 유연하게 이해
하기 위해서 교원능력평가를 강화하여 교수님들의 교습
법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 고등학교 수업과 같은 주입식 교육이 아닌, 유럽이나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쌍방향의 토론, 소통이 있는
수업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듣는 수업이 되면 좋겠다. 계
속해서 분화되어지는 다양한 생각들 가운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학습법을 진행해야 한다.
○ 전공수업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

입식교육이 필요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조차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학습법이 필요하
다. 
○ 인성이 먼저 준비되고 나서 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이
합당하다. 수업중 태도, 학생의 본분에 대한 캠페인을 통
해 학생들의 관점이나 인식도 바뀌도록 도와야 한다.
○ 연구를 잘하는 교수님이 아니라, 학생의 생활을 관여
하고 지도할 수 있는 인성교육에 탁월한 교수가 필요하
다. 교수 개인이 그러한 덕목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수
님도 인성교육이나 상담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어떨
까?

●교과내용
○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온라인
공개수업)와 같이 인터넷 영상을 통해 학생들에게 무료
로 공유되는 교육플랫폼을 전주대학교 수업에 접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외국의 경우에는 지정 MOOC 영상을 본 자들을 채
용하는 기업도 존재한다.
○ MOOC영상을 본 학생들을 뽑거나, 그런 영상을 학
생에게 보여줄게 아니라 그 영상들을 교수님들이 보고
습득하고 연구해서 가르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시설
○ 교내 자전거 및 스쿠터를 공유경제 형식으로 비치해
두는 것은 어떨까?
○ 교내 전체 강의실의 의자를 교체해주었으면 함. 현재
일체형 의자는 불편하다.
○ 수업시간에 교수, 학생간 소통을 위해 원탁형 테이블
이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도서관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리를 내서 대화할 수 있는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다.

● 장학금 및 복지
○ 지난 신문 하이라이트로 올라온 기사, ‘호남권 장학금
수혜율 최고’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학생 개인에게 적
절한 장학금이 돌아가고 있는가? 너무나 많은 교내 장학
금중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무엇인가? 학생 개
인이 입학때, 혹은 학기 시작때 인스타에서 ‘내가 이번학

기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 학생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교내 장학금에 대해 맨투
맨으로 알려주는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
○ 과 1등은 국가장학금 혜택이 아니라 전액 현금으로
장학금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 학생자지치구
○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혹은 학과학생회의 재정과 공
금관련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총학생회장을 하면 수익을 많이 챙겨갈 수 있다’는 루
머가 공공연히 떠돌고 있다. 지난 축제때 총학생회장의
인터뷰에서 축제 재정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
는데, 그것이 옳은가? 수익이든 지출이든 재정사용 내역
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마땅하다.

계속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시간과 지면관계
상 이번호에서는 여기까지 들어보았다. 다음 호(874호)
에서는 전주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자들이 토론한
‘대학의 발전방안’에 대해 공감정도를 알아보고자 설문조
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신문사에 일반학우들의 다양한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우리대학이 더욱 발전했으면 하는 분야
우리대학이 더욱 변화했으면 하는 부분
여러분의 제보가 필요합니다!

페이스북에서
‘전주대학교 신문방송국’ 검색 후 메시지
마감시간: 12월 4일까지

신문사에서
제보를 받습니다

개인별 장학금혜택 알려주는‘맞춤형 장학금 알리미’

교육뿐 아닌 생활에 개입하는 교수의‘인성교육’

학생회 재정사용‘공개 투명성’

2015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진학
률은 68%로 1위를 차지한다. 이는 높은 학구열과 더불
어 ‘공부만이 살 길’이라는 한국사회의 기대심리 때문이
다. 현재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1월 3.2%, 2018년에
는 3.0%를 전망한다. 그러나 ‘헬조선’ 또는 ‘흙수저’와
같은 사회적 불안이 담긴 유행어만 보더라도  여전히 청
년들의 어깨 위의 짐의 무게는 상당할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곧, 대학을 가고 졸업장을 따는 것이 취업에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지난 20일, 교육부에서 2017년 직업계 고등학교 졸

업자의 취업률을 조사한 결과 50.6%로 전년(47.2%)
보다 3.4%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고, 반면 대졸 이상
고학력자와 청년(15~29세)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고용시장의 불일치(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다.

청년 실업이 장기화될 경우 인적자본 손실 등으로 생산
성을 낮춰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
과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며 과연 지
식의 상아탑인 대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입학했기 때문에 공부하고, 취준생의 반열에 설 것이 아
니라, 전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대학의 나아
갈 방향과 본질을 숙고해보기 원한다. 바르게 가고 있는
가, 이길이 정말 맞는가? 학교의 질적 향상과 발전, 변
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번 신문에서 <대학발전을 위한 신문사 토

론회>라는 주제로 지난 11월 16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가량 토론을 진행했다. 전주대신문이 바라본 전주대학
교 발전 방향을 들어보자.                 - 배종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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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교육자는 교육을 하는 사람인 동시에 사역을
품고 있는 비전의 사람이기도 하다.
교육학용어사전에서 정의 내리는 ‘교육자’는
“교육실천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통칭을
이야기 하며, 교육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만
이 아니라, 사회에 교육적 영향을 주고 있는 사
람들도 교육자라 일컬어지고 있다. 지식과 기
술의 전달, 문화적인 계명(啓明), 능력과 자질
의 계발, 인격의 형성에 전문적으로 관여하거
나, 생애의 상당한 기간 동안 그러한 활동에 영
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을 통칭하여 일반
적으로 교육자라고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자는 이렇듯 다양한 사명과 내용을 담아

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교
육자에 대한 의미와 이미지는 단순히 ‘교육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에 대한 모습만이 나타나고
있기에 참으로 을씨년스러운 요즈음 날씨같이
쓸쓸하고 어수선하며 참담하기까지 한 현실이
되었다 아니할 수 없다.
교육자를 정의한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교단

에 서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교육적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도 교육자로 분류된
다. 
지식과 기술의 전달, 문화적인 계명(啓明), 능

력과 자질의 계발, 인격의 형성에 전문적으로
관여하거나, 생애의 상당한 기간 동안 그러한
활동에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교육자의 권역 안으로 포함되고 있는 것을 바
라볼 때, 현대사회에서 교육자의 범위는 우리
가 상상하기 어려울정도로 확대되어 해석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결국 거의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를 위한 교육

자가 되고 있다는 폭넓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이다. 그 누군가를 위한 수많은 교육자를 교육
자답게 직접적으로 만들어 주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나 장소는 누구이며 어느 곳일
까? 
당연히 유,초,중,고,대학이 될 것이고, 현장에

서 다음세대의 교육과 훈련을 위해 애쓰는 선
생님들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육을 하여야 다음세대들

을 양육하는 참다운 교육이 가능해질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바로 지식의 전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친 사람이 먼저 전달한 내용
과 같이 살아가는 ‘삶의 교육’인 것이다.
내가 전달한 지식 그대로 살지 않고 있는데

어찌 학생들에게 몇 평 안 되는 강의실 안에서
지식만을 강의하며 교육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제 우리 교육자들은 교육의 장을 강의실 밖

으로 더욱더 넓혀가야 할 것이다.
유명인들이나 학자들이 이야기한 몇 줄 안 되

는 짧은 구절을 갖고 A4지 속에서 갖가지 살
을 붙여나가는 작업보다, 또한 그들이 이야기
하는 짧은 명언들을 나열하며 행함이나 열매
없는 입술의 살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자
들의 삶이 자신이 전달한 지식을 통한 실천이
될 때 온전한 교육자라고 비로소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말로만 외치는 정의는 필요 없다. 강의실 안

에서 지식의 전달자 역할만이 교육자의 역할이
라면, 이제는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인공지
능을 갖춘 각종 검색 시스템이 대신할 수 있지
않은가?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괜찮다. 내가 가르친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교육의 실천! 우리 교육
자들이 이루어 보자. 그 모습이야 말로 우리 제
자들에게 꿈이 되고 비전이 될 것이다.

교육자의 조건

| 글쓰기클리닉  청춘을 경작하다 제12강 | 

여러분 대부분들에게도 가장 존경하는
인물 또는 닮고 싶은 사람 한 명 쯤은 있
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이제는 고인이
된 전 애플사의 대표였던 스티브 잡스가
그러한 인물에 가깝습니다. 매킨토시 컴
퓨터와 아이폰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스
티브 잡스는 입양아 출신의 대학 중퇴자
로 소위 스펙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습
니다. 하지만 그는 특유의 추진력과 창의
성으로 IT 업계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
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인생과 삶의 철학은 그

의 2005년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 축사
에서 일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의 연
설은 ‘점들의 연결(connecting the
dots)’, ‘사랑과 상실(love and loss)’, ‘죽
음(death)’의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마지막 주제에 등장하는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경
구로 잘 알려져 있지만, 저는 첫 번째 주
제인 ‘connecting the dots’ 부분이 가
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의
논지는 현재 시점에서 보았을 때는 나의
인생에 큰 가치와 의미가 없어 보이는 작
은 일들이 차후 여러분의 미래와 연결되
어 있고 심지어는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에서 보았을 때는 과거의 어떤 경험
이나 사건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였는지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현재 시
점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일, 경험하는
일 하나하나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
인지, 어떤 의미가 될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위와 같은 스티브 잡스의 메시지는 다

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를 ‘현재는 미래를 위한 희생이 아
니라 미래의 기반이다’라고 이해했습니
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나는 왜 영어
교육을 전공했을까를 생각해보면 과거의
소소한 사건이 시발점이었음을 알 수 있

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
께서 영어 알파벳 연습 펜글씨 책 한 권
을 사주셨습니다. 그 때 알파벳 쓰기를
연습하면서 은연중에 영어는 중요한 것
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차
후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방과후 활동으로 영어회화부를 운영하시
면서 학생을 모집할 때 자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영어 공부에
대한 저의 인식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영
어교육과 교수라는 현재의 제에게 까지
연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현재의 저(현
재의 점)는 과거의 여러 경험(과거의 점)
과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연결된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대학 졸업식을 ‘시작’이란

의미의 ‘commencement’라고 부르기
도 합니다. 다시 말해 대학 생활은 학창
시절의 마지막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의 인생 전체를 보았을 때는 ‘시작점’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행
동, 경험, 선택 하나하나가 분명 미래의
여러분과 어떤 측면에서든 연결되어 있
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
약하지 말고 아직은 그 누구도 알 수 없
는 미래를 위해 다양한 경험을 했으면 합
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무의미해 보이는
작은 일들이 미래의 나와 분명히 연결되
어 있을 테니까요.

1. 풀어쓴다.
‘서술하시오.’, ‘기술하시오.’ 등의 시험문

제나 ‘밝히십시오.’, ‘규명해 주십시오.’,
‘해명해 주세요.’ 등의 명령형 요청에는
설명문 형태의 글쓰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담배의 성질에 대하여 한의

학적 시각에서 서술하시오.’라는 시험문
제를 가정해 보자. 이에 대한 다음과 같
은 답안이 설명문이다.  

담배는 일반적으로 가지과에 딸린 여러해
살이풀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온대지방에서
자라는 담배는 한해살이풀이다. 
담배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중
약대사전(中藥大辭典)에는 ‘담배에 온성
(溫性)과 독성(毒性)이 있다.’고 나온다.
농촌에서 담배농사를 지어 본 사람은, 담
배밭에서 일할 때가 상추밭에서 일할 때
보다 더 땀이 나고 더웠던 기억이 있다고
증언한다. 이것은 담배밭과 상추밭에서
느끼는 체감온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
다. 혹자는 담배 심은 밭이 건조한 땅이
라 그런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담배와 상추를 바꾸어 심어도 담
배 심은 곳이 유독 덥게 느껴진다. 담배
는 양(陽)의 성질이고 상추는 음(陰)의 성
질이기 때문이다.
온성을 가진 담배는 몸을 따뜻하게 하

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담배를 복용한
다음에는 능히 온몸이 따뜻하게 되어 약
간 땀이 나게 된다. 이처럼 한의학에서는
담배를 따뜻한 성질로 이해하여 몸속의
한기(寒氣)와 습기(濕氣)를 몰아낼 수 있
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한의학에서는
땀이 많은 사람이나 양기가 왕성한 사람,
화기가 많은 사람, 성질이 급한 사람, 조
바심이 많은 사람 등이 담배를 피웠을 때
몸이 상한다고 보고 있다. 

설명문은 독자를 이해시키기 위해 풀어
쓴 글이다. 이때 ‘풀다’라는 말은 ‘상대방
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하다’라
는 의미이다. 상대방이 알기 쉽게 풀어내
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문제적 상황을 푸는 방법으로는, ‘담배

는 한해살이풀이다.’와 같은 방식의 ‘정의
내리기’를 비롯하여 ‘담배는, 일반적으로

는 여러해살이풀이고 온대지방에서는 한
해살이풀이다.’와 같은 방식의 ‘분류하기’
또는 ‘중약대사전에 의하면~’과 같은 방
식의 ‘인용하기’ 또는 ‘농촌에서 담배농사
를 지어 본 사람은~’과 같은 방식의 ‘예
시하기’, 담배를 설명하기 위해 상추를 끌
어들이는 방식의 ‘대조하기’, ‘담배 심은
곳이 유독 덥게 느껴지는 이유는 담배가
양의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와 같은 방식
의 ‘분석하기’, ‘이처럼 한의학에서는~’과
같은 방식의 ‘종합하기’ 등이 있다. 

2. 사실만 쓴다 
사실만 쓴다는 것은 자신의 주장을 최

소화한다는 뜻이다. ‘담배는 몸에 나쁘다.
그러니까 피우지 마시라.’라는 주장으로
는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한다. ‘바르게 살
아야 한다.’, ‘평등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성실하게 살아
야 한다.’ 등의 주장은 너무 상식적이어서
진부하다.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왜(why)?’ 그런

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 근
거가 누군가의 경험이든, 실험결과이든,
전문가 인터뷰든. 근거 자료는 풍부할수
록 좋다. 본인이 직접 수집한 근거 자료
가 없을 때는 신문기사, 사전, 책, 보고
서, 논문 등을 활용하면 된다. 
자료를 근거로 글을 쓸 때는 3인칭 시

점으로 작성한다. ‘나’ 또는 ‘너’의 시점을
최소화하고 ‘그것(it), 그(he), 그녀(her),
그들(they)’의 시점을 사용하면 보다 읽
기 쉬운 글이 된다. 3인칭 시점은 문법에
맞는 문장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어서
정확한 소통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담배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몸을 말리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독 술자리에서 담
배를 많이 피우게 된다. 대개 담배를 끊
었던 사람도 술자리에서만큼은 담배를
다시 피우고 싶은 유혹을 강하게 느낀다.
한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술은 몸을 축축
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몸이 자연스레
그것을 건조시키는 담배를 찾게 된다는
논리이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알코올
의존 환자 200명 가운데 흡연하는 환자
는 160명, 즉 80%에 달한다. 이는 일

반인 흡연율의 4배이다. 
그간 전문가들은 술과 담배를 동시에
즐기면 암 발생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경
고해 왔다. 술과 담배가 동시에 우리 몸
에 들어가면 우리 몸의 뼈와 신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체내 중금속 농도가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한다. 
설명문에 들어가는 ‘사실 정보’는 작고

사소한 사실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크고
결정적인 사실로 나아가는 게 좋다. 그래
야 독자가 양파 껍질 벗기듯 새롭게 튀어
나오는 중요한 사실에 재미를 느끼게 된
다.    
설명문에는 200명, 160명, 80%, 2

배 등과 같은 수치를 쓰는 것이 좋다. ‘엄
청난’, ‘많은’, ‘상당히’, ‘약간’ 등 ‘나’ 중심
의 애매모호한 감정적 단어는 설득력을
떨어뜨린다.

3. 의미를 담는다  
설명문의 최종 목적은 독자를 이해시키

는 것이다. 설명문에는 ‘~해야 한다 ’, ‘~
하시오.’등의 요청이나 명령이 직접적으
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가 어떤 설명문을 읽고 ‘~해야겠구
나.’, ‘~해야지.’라고 결심했다면 그 글은
잘 써진 설명문이 된다. 

담배는 몸을 말리는 건조한 성질이 있
기 때문에 담배를 끊으면 살이 찐다. 담
배를 피울 때는 담배가 살을 말려 주었는
데 담배를 끊으면 담배의 건조한 성질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히 마른 사
람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그야말로 독약
을 씹는 형국이 된다. 

위와 같이 ‘특히 마른 사람이 담배를 피
우는 것은 독약을 씹는 것과 같다.’는 객
관적인 관점의 글은 매우 건조한 서술이
지만 읽는 이의 감정을 동요시키기에 충
분하다.(끝) 

교수칼럼

이제영  교수
(영어교육과)

타인과의 경쟁, 자신과의 경쟁

☎문의: 063-220-2009
스타센터 306호
기초융합교육원 행정실
장 미 영 교수
(기초융합교육원)

서술하시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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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개혁에 불을 댕긴 사람은 마르틴 루터였
다. 그러나 루터에 앞서서 종교개혁을 암시하
는 조짐들이 나타났고 14세기에는 신앙 지
식 사상 등 사회적 변화를 요구하는 기류가
형성 되었다. 아래와 같은 상황들이 종교개혁
동기를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 

● 한 때 로마와 아비뇽에서 두 교황이 서로
반목하고 있었다. 이에 전권을 위임 받은 추기
경들이 피사에 모여 그 두 교황을 해임하고 새
로운 교황을 선출하였으나, 두 교황 모두 이를
거부하여 결국 교황이 세 명이나 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 또한 교황과 사제들은 돈을 끌어 모으기
위해 성직 매매가 성행하였고 이들의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 교황의 권위 및 가톨릭교회 지
도자들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게 되자 유럽인들
의 마음에 반감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 엎친 데 덮친다고 흑사병이 창궐하여 유
럽 인구의 삼분의 이가 희생되자 유럽인들 마
음에 이는 당시대가 범한 죄, 특히 교황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 여겼다. 

● 흑사병과 겹친 백년전쟁(1340-1543)으
로 더욱 사회가 피폐되고 또한 꼬리를 무는 황
제와 교황의 힘겨루기 등은 사회를 극도로 혼
란에 빠뜨렸다. 

● 성 베드로 성당 건축비로 재정적 어려움
에 처하자 이를 충당하기 위해 면죄부 판매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유럽의 이러한 사회 환경과 함께 영국에서
도 교황권에 대한 적대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영국 옥스퍼드의 교
수이며 사제인 존 위클리프(John Wycliffe)
가 샛별처럼 나타나 비성서적인 가톨릭교회
에 반기를 들었다. 

위클리프는 모든 혼란이 가톨릭교회가 성
서의 가르침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
문이며 오직 성서만이 최고의 표준이라고 역

설하였다. 존 위클리프는 대학 시절 흑사병이
영국을 휩쓸던 비참한 상황을 경험하였는데,
그 때에도 젊은 그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재
앙이 가톨릭의 부패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
하였고 재앙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성경
으로 돌아 가야한다고 다짐한 바 있다. 그리
고 성서는 사제들만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모
든 사람들이 성서를 직접 읽을 수 있어야 한
다는 생각에서 라틴어 성서를 영어로 번역하
였다. 
위클리프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 즉, ‘롤

러드파 the Lollards’ 들을 위해 설교 요약
등 지침서를 만들었고 이들은 이를 가지고 다
니며 순회전도를 하면서 교회와 성직자들의
부패를 드러내며 공격하였다. 존 위클리프의
등장은 종교개혁의 신호탄이었다.  
위클리프의 사상은 체코까지 전해졌다. 그

계기는, 당시 체코의 대학생들이 영국 옥스퍼
드로 대거(大擧) 유학을 갔고 위클리프의 사
상을 전수 받았으며, 체코로 돌아온 그들은
프라하대학의 교수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친
것이다. 이 무렵 얀 후스가 프라하 대학에서
수학하였고 위클리프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후일 종교개혁의 아버지(The fa-
ther of reform)라고 불리게 된 얀 후스
(John Hus)의 사상과 종교적 신념은 프라
하대학의 강단과 ‘종교 개혁의 요람’인 베들레
헴 교회 등에서 설파(說破)되었다. 얀 후스는
위클리프의 주장대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
도이다. 성직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하며,
성서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그의
사상을 역설하였다. 그의 설교가 특별하였던
것은 모국어인 체코어로 했던 것이고 라틴어
가 아닌 체코어로 설교하는 첫 사제인 얀 후
스에게 체코 국민들은 열렬한 성원을 보냈다.

그러나 가톨릭 교황청은 그를 이단으로 정
죄하였고 왕의 이름으로 독일 콘스탄츠로 출
두 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그를 염려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위험
하니 이에 응하지 말라며 그를 말렸다. 그러
나 후스는 지기스문트 왕의 초대장과 안전통
행증이 함께 전달되었기 때문에 별일 없을 거
라며 그들을 안심시키고 1414년 10월 10
일 독일로 떠났다. 그러나 3주에 걸친 고된
여행 끝에 11월 3일 콘스탄츠에 도착한 얀
후스는 추기경에 의해 체포 명령이 떨어졌고
몇 주 후에  감금되고 말았다. 
얀 후스는 감옥과 같은 밀실(지금은 호텔로
개조)에 감금된 채 수 개월 동안 악랄하고 교
묘한 심문에 시달렸다. 보헤미아의 귀족들의

구명 노력도 허사가 되었고 이듬해 1415년
7월 6일 소집된 콘스탄츠공의회에서 사형
언도를 내렸다. 그리고는 무엇이 그리도 급했
던지 당일 시내 외곽에서 화형 집행하였다.
얀 후스의 별명이 거위였는데, 화형 당하는
순간에  “거위는 불에 태워져 죽지만 100년
후면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
고 순교하였다. 

그의 말대로 100년 후 인 1517년에 독일
의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발표하여 교
황에게 직격탄을 날리므로 기독교 역사의 큰
전환점인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었다. 

■ 현장으로 보는 세계기독교역사 이야기 13

종교개혁의 초석 위클리프와 얀 후스

김천식 문학박사 
(교회사전공) 

▲ 체코 프라하 광장에 세워진 얀 후스의 동삼

▲ 필자의 스케치 위클리프 

▲ 영국 옥스퍼드에 있는 위클리프 기념관

▲ 얀 후스의 초상 

▲ 독일 콘스탄츠 시 외곽에 있는 얀 후스 화형 기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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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감동시킨 

효(孝), ‘떴다 심청’
한국의 문화 알리는 데 힘써

Q. 많은 심청전 뮤지컬이나 패러디 작품
들이 있었는데, 이번 ‘떴다 심청’은 무엇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는지?
A. 기존의 심청 이야기와 비슷하나 시간
적 순서를 재구성하였다. 문화상품으로 만
든 공연이기에 시작부분이 어두운 것 보
다 밝게 시작하여 황후가 된 심청에서 어
린 심청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바꿨다. 또
한 기존의 심청보다는 좀 더 발랄하고 적
극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냈다. 눈 먼 아버
지의 고통을 이해하는 장면과 어려운 상
황에서도 밝음을 잃지 않는 소녀의 모습
으로 나타냈다. 심봉사의 경우 아낙네와
장난치는 부분, 아내를 잃고 오열하는 부
분 등 전반적인 틀은 가지고 가되 변화를
주려고 했다.

Q. 많은 고전 작품 중에 ‘심청전’을 
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A. 전주에서 진행하는 브랜드공연으로,
이 사업의 목적은 전통적인 기존의 작품
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여성을
주제로 한 대표적 작품은 ‘춘향전’과 ‘심청
전’인데, 첫 해에는 ‘춘향전’을 해왔고, 두
번째 이야기로 이번에 ‘심청전’을 다루게
되었다.

Q. 뮤지컬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A. 지역에 뮤지컬 전문 배우들이 별로 없
다. 역량 있는 배우 수급이 가장 힘들었고,

배우 또한 서울에서 안 내려오려는 경향
이 있었다. 제작기간이 짧다 보니 시간에
쫓기는 부분도 있었다.

Q. 전주의 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말씀

A. 전통공연이든, 현대공연이든, 뮤지컬
이든 전라북도에서 많은 공연들이 펼쳐지
고 있다. 지역공연의 토양을 키워주는 건
관객이다. 도민여러분들과 학생분들이 무
료공연이나 공공기관에서 여는 저렴한 공
연들을 애정을 갖고 공연을 관람해주길 바
란다.

Q, 뮤지컬을 준비하면서 소감 한마디
A, 전라북도에서 뮤지컬을 13년도부터
5년째 하고 있는데,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상설로 하기에는 어려운 장르인데도 불구
하고 이어지고 있는 것은 지역이 갖고있
는 역량이라고 생각한다. 내년도에는 형
식이 어떻게 되든 또다른 변화를 추구할
것이고 더 완성도 높은 좋은 공연을 준비
하도록 노력할 것이니 많은 관심 가져주
시길 바란다. 예술회관이라는 공간이 잊
혀졌던 공간인데 사업이나 공연으로 인해
재단이 들어와 있고 상설공연이 이뤄지고
있고 예전보다 훨씬 많은 전시 또한 이뤄
지고 있다.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 자리잡
고 있으니 예술회관에 많은 사람들이 찾
아주시고 공연문화를 향유했으면 좋겠다.

- 이혜린 수습기자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상설공연추진단장 홍승광 단장과의 인터뷰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에서 주최한 ‘떴다 심청’
이 전라북도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열렸다. ‘떴
다 심청’은 기존의 전통
적인 판소리를 재해석하
여 현대적인 여성상을 부각
시키고 역방향적 시간순서로
변화를 두어 새롭게 탄생했다. 이미 황
후가 된 심청이 과거를 회상하는 형식

으로 분위기의 전환을
빠르게 하여 심청의 애
절함과 효심을 더욱 부
각시켰다. 기존의 이야
기 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감동을 살려냈다. 공
연은 2017년 4월 19일부터

12월 16일까지 매주 화,수,목 19:30
분, 금,토 16:00에 진행되고 있다. 

학우님들의 계속되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배포 당일인 8일 저녁에 정답자10분이 마감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전주대 학우님들 서프라이징합니다.
이번에도 자음퀴즈 입니다.  힌트 범위가 넓어졌으니  잘 찾아보세요

1. ㄷㅎㅂㅈ ㄱㅎㅈㅎ (2~3면)

2. ㅊㅇㅇ ㅇㅁㄹ ㅎㅇ ㅇㄷ(2~3면)

3. ㅊㅇ ㅁ ㅊㅇㅈㄹ ㅅㄷ (2~3면)

4. ㅈㅂㄹ ㅂㅅㄴㄷ (4~5면)

5. ㅅㅅㄱ ㅁㄷ ㄱㅇ ㅍㄷㅎㄴ ㄱㄷ(6~7면)

6. ㄱㅂㄱㅅ ㄴㄷㅂ (14~15면)

7. ㅇㅇㄷㅇㄴ ㅅㅅㅇ ㅂㄲㄴ ㄱㅈ (14~15면)

<똥나오즈> 

축하드립니다! 872호 정답자

●김홍렬 (금융보험학과 12) ●이지헌 (사회복지학과 15) 
●박수연 (수학교육학과 16) ●오수연 (수학교육학과 16) 
●공경은 (법학과 15) ●고은지 (행정학과 16) 
●임아라 (행정학과 16) ●이예경 (경배와찬양학과 16)
●이윤선 (경배와찬양학과 14) ●이세라 (신학과경배찬양학과 15) 

※ 선착순 10명에게 한하여 상품 (스타타워 식권3장)을 드립니다.
※ 정답을 학과/학번/이름/연락처와 함께 ysrest@jj.ac.kr로 보내주세요

1300년경 스페인 남쪽의 카나리아제도 테네리페
(Tenerife)섬의 토착견을 해변에서 발견한 이탈리
아 여행자에 의해서 유럽으로 전해진 후 1500년
경 프랑스에서 소형화하여 귀족들이 향수를 뿌려
안고 다니는 흰색의 개로 유명하였으며 헨리 3세
때 유행하였고 프랑스 귀족사회를 대변하는 견종이
다. 이 때문에 프랑스 혁명 때 많은 개체 수가 귀족
과 함께 감소하였다가 제 1차 세계대전 종전 무렵
에 프랑스에서 품종 보존을 위해 노력하여 다시 사
랑을 받게 되었다. 
비숑 프리제는 말티스와 역사와
외모가 비슷하지만 말티스 보다
는 약간 크다. 체고는 23～28
㎝, 체중은 5～7㎏정도이고,
수명은 약 12～15년이며 원
산지는 지중해의 카나리아 제
도이다.

이름의 어원은 프랑스어로 장
식이란 뜻의 ‘비숑’과 꼬불꼬불한 털
이라는 뜻의 ‘프리제’ 즉 ‘곱슬곱슬한 털
로 장식된 개라는 의미이고 마치 솜사탕과 같은 모
습이다. 털색은 흰색이 대부분이며 간혹 살구색, 미
색 등이 있다. 털은 두 겹의 털로 되어있는데 아래
에 있는 털은 부드럽고 길며, 바깥쪽은 거칠고 곱
슬 털이기 때문 훨씬 풍부해 보인다. 그래서 털이
아래로 처져 가라앉아 있지 않고 공기를 불어 넣은
것처럼 부풀어 오른 모습을 하고 있다. 그 모습이
마치 인형 같아서 프랑스 여성들 사이에서 가장 인
기가 높다고 한다. 곱슬곱슬한 털 때문에 푸들과 닮
았고 어릴 땐 말티즈와 유사하다.
성격은 쾌활하고 애교가 넘치며 민첩하고 훈련
성능이 좋아서 서커스견, 가정견, 맹인의 안내견으
로도 이용되고 있으며 명랑하고 다정하다. 또한 사

람을 좋아하고 독립심이 강해서 혼자서도 집을 잘
지키며 주인의 말과 행동을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외모는 자신감이 넘쳐 보이며 걷는 모습은 생동감
이 넘치고 뛰는 듯이 걷는다. 눈은 둥글고 크며 어
두운 색이다. 코는 둥글고 흑색이다. 부풀려 있는
하얀 털에 귀, 몸통에 크림색이나 살구색의 무늬가
섞여 있으며, 길고 부드럽기 때문에 브러쉬로 매일
손질해 주는 것이 좋고 비단 같은 털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게 하고, 몸의 윤곽을 따라서 트리밍해 주

는 것이 좋다. 꼬리는 긴 피모에 싸여 있
고 등에 올라가 있다. 털이 잘 뭉치
므로 목욕과 샴푸는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좋다. 눈과 귀 주변
의 털은 자주 손질해주고, 눈
과 귀에 이물질 끼지 않도록
자주 닦아 주며, 매일 산보하
는 것을 좋아하고, 넓은 장소

에서 충분히 뛰놀게 해줘야 한
다. 털 관리가 까다로우며 미용하기

도 어렵다. 목소리는 대형견 못지않게 크
게 짖는다. 비숑 프리제의 독특한 트리밍방법을 ‘파
우더 버프’라고 하는데 독특한 트리밍 때문에 인기
애견이 되었지만 미용비는 고가이다.
매우 건강한 견종이지만, 뇨결석 질환의 발생이

많고 가끔 간질이나 무릎부위의 슬개골 탈구 발생
이 있고 백내장에 걸리거나
누관이 막히는 등의 안질환
에 감수성이 높다.

볼견애견[볼見애犬] 비숑 프리제 (Bichon Frise)    

872호 정답

1.전주문화로 (7)          2.초기한글성경전시 (11)   
3.더 강한 대학 (1)        4. 기독교명문사학 (1)
5. 지붕이 빨간색이었다 (3)   

LINC+사업단 
산학협력중점교수 
수의학박사 박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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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 외로움 속에서 쉼 없이
달려가기만 하는 이 시대, 우리
는 어떤 순간에 진정으로 쉼을
얻으며 ‘힐링’을 할까?
교내 학우들을 중심으로 ‘당신에
게 힐링이란?’ 질문을 통해 학우
들에게 힐링은 어떤 것인지에 대
하여 알아보고, ‘힐링’에 빼놓을
수 없는 음악과 명언들을 추천하
는 시간을 가졌다.     

- 박주경, 표은혜 수습기자

당
신
에
게 

힐
링
이
란
?

힐링 Music List #힐링 #마음 #행복 #휴식 *출처: 멜론DJ 플레이 리스트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용기를 주는 노래”
힘을 내요, 슈퍼 명언!

학우여러분의 꽃길을
신문사가 응원합니다♥

이방군 [한국어문학과 16]
힐링이 필요할 때는 쇼핑으로 휴식을 갖습니다.

한승주 [상담심리학과 16]
예능프로를 보고 웃으면서 지쳤던 마음을 힐링~

류우림 [예술심리치료학과 16]
두둑하게 차있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야 말로 힐
링을 얻는 시간입니다.

김은영 [예술심리치료학과 16]
따뜻한 전기장판 속에서 새콤한 귤을 먹을 때, 겨울
철 가장 힐링되는 순간이 아닐까요?

강인혁 [채플 담당 객원교수]
책을 읽으면서 지쳤던 마음도 힐링, 지식도 힐링!
일거양득의 힐링입니다.

이교탁 [경배와찬양학과 15]
기타를 치며 찬양할 때, 진정으로 내 마음이 힐링됩
니다.

김민아 [가정교육과 14]
집에서 아무런 약속도, 할 일도 없이 가만히 쉴 때
야말로 진짜 휴식이죠!

아마추어_이승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세상살이 속, 우리는 모두 똑같은
아마추어입니다!

힘 내!(Way To Go)_소녀시대
사랑한다고, 지친 나를 감싸고 함께 웃겠다고, 힘을 내라는 신나는
일상의 응원곡!

응원_곽진언
미생의 OST로 수록된 이 곡은 차가운 도시의 삶이 익숙해지는 
나에게 멋진 날개가 있다고, 당당히 살라고 말해주는 곡.

수고했어, 오늘도_옥상달빛
힐링송하면 떠오르는 대표 NO.1 곡! 힘든 일, 외로운 세상 속에서
나를 응원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것. 수고했어, 오늘도.

오성민 [운동처방학과 14]
맛있는 음식, 특히 고기를 먹을 때! 체력도 마음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이주승 [총학생회장 / 축구학과 11]
생각이 많고 지칠 때는 운동으로 간단하게 걸으며
휴식을 취하곤 합니다.

박혜지 [시각디자인과 17]
귀여운 반려묘 ‘탄이’와 함께하면 그 자체가 휴식이
됩니다.

심우섭 [시각디자인과 17]
피곤한 몸을 쉬게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수면이
아닐까요? 잠을 자는게 진짜 휴식이죠!

Bridge [동아리 / 경배와찬양학과]
동아리 Bridge에게 힐링이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Cafe Bridge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다음주 화요일, 28일 11시부터 학생회관 앞에서 음료를 나눠드리니 많이들 와주세요♥

자신만의 걸음으로 자기의 길을 가거라.
바보같은 사람들이 무어라 비웃든 간에. _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中

좋은 평판을 쌓는 방법은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_소크라테스

당신은 다만 당신이란 이유만으로도 사랑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 _앤드류 매튜스

낭비한 시간에 대한 후회는 더 큰 시간낭비다. _메이슨 쿨리

인생은 배우는 것이지 완벽한 것은
아니다. _스티븐 스토웰

모든 것을 잃었다 해도 희망만 남아 있다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희망은 항상 출발이자 영원한 시작이다.
_이케다 다이사쿠

박소정 [예술심리치료학과 17]  

나만의 플레이 리스트, 나만의 명곡을 들을 때가 진정한 힐링입니다.

곽효림 [예술심리치료학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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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산에 대한 동경 때문일까.
한 번 쯤 꼭 가고 싶었던 네
팔을 몇 번이나 다녀 온 호
사를 누렸다. 카투만두는 네
팔의 상징이다. 수도라고 하
지만 고층 빌딩 하나 없다.
하지만 오랜 세월 우상을 섬
겨 온 흔적인 사원들이 도시
곳곳에 줄지어 있다. 2천 3
백만 명이 넘는 네팔 인구
중 약 150만이 카투만두에
모여 산다.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은 히말라야 가파른 산
줄기에서 군데군데 작은 마
을을 이루고 산다.   

▼ 카투만두의 중심부에
더 르 바 르 (Durbar
Square) 광장이 있다. 수백
년 전 세워진 옛 왕궁과 힌
두교 사원, 그리고 셀 수 없
이 많은 우상을 새겨 놓은
상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곳곳의 건물에서 볼 수 있는
정교한 부조에서 힌두교의
다양한 우상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각 우상마다 머리
를 조아리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다. 힌두 신에게 올리는
의식, 푸자에 참여하는 군중
들이다. 가장 흥미로운 곳은
광장 안에 있는 쿠마리 사원
이다. 살아있는 여신을 모신
다는 곳이다. 절대 권력자인
왕조차 무릎 꿇고 경배할 정
도로 신으로서의 모든 권능
을 인정받는다. 네팔의 국교
인 힌두교는 무려 3천3백
만 종류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살아
있는 신을 만들어 섬기는 쿠
마리 숭배현장은 가히 충격
적이다. 다른 우상과는 달리
살아 있는 소녀를 여신으로
섬기기에 사람들은 쿠마리
의 신통력을 더욱 신봉한다.
그녀의 축복을 받으면 부와
행운이 따른다고 믿는다. 네
팔 인구의 90퍼센트는 힌
두교, 5퍼센트는 불교, 3퍼
센트는 이슬람교, 나머지 2
퍼센트의 국민이 자이나교
나 기독교 등의 종교를 갖고
있다. 

▼ 만년설에 뒤덮인 히말
라야의 장엄한 자연 속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
나고 싶은 소망을 키웠던 네
팔 땅을 밟으면서, 불경을
새겨 넣은 오색기가 만국기
처럼 나부끼는 티벳촌을 거
닐면서, 세계 최빈국에 살면
서도 너무나 맑은 눈동자와
미소를 지닌 네팔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구원’임을
도전 받을 수 있었다. “우상
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 갈 것이로
되”(사45:16). 아멘. 

장선철 교수(상담심리학과)

크리스천과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 사이의 여
러 가지 차이점 가운데에서 중요한 점 하나는 ‘감
사’입니다. 
어느 글에서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갇혀 있다는 것은 똑같은데, 그 차
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의 차이가 있다는 것
입니다. 수도원에서 감사할 때 은혜가 있지만,
만약에 수도원에 살면서도 감사가 없다면 그 수
도원은 감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어
비록 힘들지만 그 안에 감사가 있다면, 그 감옥
은 오히려 천국 같은 은혜가 있는 곳이 될 것입
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
고 살면, 천국 같은 삶을 살지만, 아무리 높은 지
위를 가지고, 큰 집에 살아도 감사가 없다면 그
곳은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을 세워갈 때에 스물두 가

지 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앙’입니다. ‘신
앙을 지키는 것’과 또 하나는 ‘감사하는 것’이었습
니다. 그들이 수확을 할 때, 거의 곡식의 반절 이
상이 병으로 죽고 추위로 죽었지만, 몇 개 안되
는 곡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정신은 오
늘까지 이어지고, 그것이 오늘날의 미국을 이루
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치무라 간조라는 일본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
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저주스러운 것이 있
다. 첫째는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보려 해도 믿어
지지 않는 마음. 이미 저주받은 마음이라는 것이
지요. 두 번째는 아무리 설교말씀을 들어도 그것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것. 저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무리 감사하고 싶어
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이미 그 사람은 저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행복의 천사는 감사의 문으로 들어
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래서 성경에 보면 구구절절 하나님 앞에 감사하
라고 하는데, 그 감사가 무엇이 잘 돼서, 만사가
형통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한 결 같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역경 속에서의
감사이지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어떤 조건
적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 감사입니다. 어떤 조건
을 초월한 감사.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의 이유와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원합
니다. 
첫 번째, 우리는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는 행복
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
는 순간,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
니라 미래도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든

말이 있는데, “감사는 미래의 자기 자신을 축복
하는 것이다” 입니다. 내 미래에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는 비결은 내가 오늘 이 순간 어떠한
일이 있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이유가 세상에 있
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
실. 그런 우리에게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
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형통 안에서 만의 감사가 아닌 고난
중에서의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리 어려운 시기라 할지라도, 고난 중에 있다 할
지라도, 고난도 지나고 나면 기쁨이라는 것입니
다. 
세 번째로는 내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도 감사하
지만, 그저 그것이 세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
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에 대
한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
앙생활이라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내가 예배드
리지 않으면 벌 받을 까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감격 속에서 예배하는 것. 이
것이 참 예배입니다. 때로는 살아가며 여러 고난
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이 너무나 아프
지만, 다음에 그에 대한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
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
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이 아픔이 내 인생에 꼭
필요했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
사합니다. 미래에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병우 목사
(예은교회 담임)

‘여호와께 감사하라’(시편107:1-9)     

진리의 샘
<교직원 추수감사예배 말씀>

어느새 계절이 바뀌었다. 차가운 바람으로
손발이 시린 겨울이 찾아온 것이다. 계절이
바뀌면서 우리는 입을 옷을 찾기 위해 옷장
을 연다. 가득 찬 옷장을 확인하며 말한다.

“아, 입을 옷 없어!” 다시 확인해도 옷장에
는 옷이 많다. 하지만 작년에 어떻게 입고
다녔는지도 기억이 안 날 만큼 입을 옷이
없다. 결국, 지갑을 꺼내 들고 새로운 옷을
구매한다. 이것은 계절이 바뀌면서 매번 일
어나는 일이다. 참 기묘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정말 입을 옷이 없는 걸까? 그렇게 말하

기엔 이상하게도 옷장에 옷이 가득 하다. 유
행 따라 샀던 옷부터 시작해서 버리지 못하
고 묵혀둔 옷까지 다양한 사연이 얽힌 옷들
이 옷장을 벗어나지 못한다. 마음먹고 옷장
을 정리하면서도 ‘언젠가 입지 않을까’하는
마음에 버리지 못하고 고이 모셔둔다. 
반복해서 일어나는 이 현상을 끊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옷장 비우기’다. 맞
지 않는 옷으로 가득 찬 옷장에는 입을 옷
이 없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옷장 비
우기란 참 어렵다. 하지만 옷장을 비워야 비
로소 내게 어떤 옷이 부족한지, 어떤 옷이
어울리는지 알 수 있다. 
계절이 바뀌면 일어나는 일과 같이 우리

는 자주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라고 말

한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못 하는 사람
일까? 정말 잘하는 게 없는 걸까? 아니다.
분명 각자 주어진 재능이 있다. 다만 살아
오면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 잘하는 것으
로 채우지 못해서 그렇게 느끼는 것이다. 옷
장에 입지 않는 옷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
럼, 엉뚱한 것으로 자신을 채우면 부족해 보
인다. 우리는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지만, 남
들이 좋다고 해서 따라 하는 일들을 그만둬
야 한다. 옷장을 들여다보고 정리하듯 우리
도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봐야 한다. 그리고
나에게 어울리는 일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한다. 가득 채우기
에만 급급해서 돌아보지 못한 자신을 봐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 
이처럼 ‘비우기’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게 해준다. 그동안 놓쳐왔던 것을 보게 한
다. 지금 시작해도 좋다. 자신을 숨 막히게
가득 채웠던 일상에서 벗어나자. 비우는 것
은 포기가 아니다. 오히려 나를 가꿔주는 일
이다. 그러니 머뭇거리지 말고 비우자. 나
를 ‘나’답게 하기 위해.

<<희망칼럼>>

김인영
(교육대학원 역사문화콘텐츠학전공)

옷장 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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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단체들의 활동은 군부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누구나 알고 있듯 대한민국에는 국민의 4
대 의무가 있다. 그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
는 남자 대학생에게는 고민과 관심의 주제
이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2학기가 끝나는
이 시기쯤 가장 많이 군입대를 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 병무청에 따르면 월평균 2
만여 명의 청년들이 군입대를 하고 있다.
군대라는 조직에서 가족과 떨어져 사회와
격리된 채 생활을 하고 상하 관계의 조직
에 새롭게 적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누군
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된
다. 이미 기독교계에선 군대를 “선교의 황
금어장”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비전2020
이라는 프로젝트로 열심히 군선교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
야 할 것은 사이비단체들도 군대는 포교의

황금어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신OO는 군입대 청년들을 철저하게 관
리한다. 신천지 교육에서 벗어난 청년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새로운 포교 대상을 찾기 위
해서다. 이들은 군입대를 한 후 자대배치
를 받게 되면 삼삼오오로 모여서 군입대한
신OO 청년을 면회 한다. 면회를 통해서
소속감을 높여 주면서 교리교육을 집중적
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새로운 포교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다.

또한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 따르
면, IOO 측 강사가 모사단 훈련소의 연대
장에게 “마음수련”이란 이름으로 장병 교

육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인 것
은 군종목사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무산시
켰다. A사단 군종참모인 A 목사는 “IOO
가 군 내부 활동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군
종병이나 신도 장병을 통해 부대로 침투하
는 것이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이단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정훈장교나 대대장에
게 직접 연락해 침투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A 목사는 그래도 우리 사단은 모
든 외부 행사나 문화공연을 군종참모에게
확인 후 진행하게 되서 다행이라고 생각한
다고 말했다.

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이비 단체들이
군부대 내에서 포교활동이 지속적으로 진
행하고 있다. 이들은 군인력 부족과 복지

를 핑계로 전문 강사, 위문공연, 자원봉사
등으로 다양한 접촉점을 만들고 있다. 물
론 군종 목사님들과 군선교단체와 군선교
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군종병, 군장병
들을 이단의 활동을 막기 위해 온갖 노력
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단들의 활동을 지
금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하는 것
이 현실이다. 군대는 인력적 한계에 힘이
부치는 것이 사실이다. 예방이 최선의 방
법이기에 우리가 좀 더 알고 예방한다면
황금어장이라고 말하는 군선교를 이단으
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
다. 주변에 군입대를 앞둔 친구가 있다면
사이비단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자. 이것이
군대의 사이비단체 활동을 예방 할 수 있
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이런 단체 주의하세요!>

11월 추수감사 교직원예배

추수감사절을 맞아 15일(수) 선교봉사
처는(처장 양병선) 지금까지 베풀어 주
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교직원
추수감사예배를 드렸다. 이 날 말씀으
로 이병우 목사(예은교회)가 시편109
편 1~9절을 바탕으로 ‘여호와께 감사
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그
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감
사이다.”라고 하며, 감사가 있는 그 곳
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별순서로 교수선교회에서 장학
금 전달식이 있었다. 임재광(탄소나노
신소재공학과) 외 17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예배 후에는 대학교회 잔디밭에서 가
든파티가 있었다. 교수와 직원이 함께
추수감사절을 기념하여 소시지 바비큐
를 굽고, 핫도그와 과일, 떡을 나눠 먹

었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속에서 감사의 찬양들이

추수감사절의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만
큼 모두의 삶속에 가득하길 소망한다. 

추수감사절예배,  ‘나눌수록 커지는 사랑’

15일 오후 경북 포항
시 북구 지역을 강타
한 규모 5.4 지진의
파동은 즉각 전국으
로 퍼져 나가며 온 국
민에게 두려움을 안
겼다. 지난해 9월 경
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에 이은 역
대 두 번째 규모의 이
번 지진은 물리적 피
해뿐만 아니라 한반도가 이
제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
니라는 인식을 더욱 절감하
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했다.
지리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
진 경기 북부 지역은 물론 바
다 건너 제주에서까지 흔들
림이 감지될 정도로 강했던
이번 지진으로 재난대처 당
국에는 신고·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포항을 비롯한 지
진 파동이 강하게 전달된 지
역에서는 놀란 시민들이 긴
급 대피하는 모습이 곳곳에
서 목격됐고, 일선 학교에서
는 학생들을 귀가조치 하기
도 했다. 전국에서 지진동이
감지되면서 많은 직장인과
시민이 불안에 떨었다. 일부
도심은 건물이 심하게 흔들
리면서 관련 기관이나 기업
의 직장인과 시민들이 불안
감 속에 급히 대피했다. 부산
해운대구 고층 아파트에 거
주하는 윤모(43·여) 씨는
“아이와 집에 있는데 10초
넘게 아파트가 강하게 흔들
렸다”며 “고층이라 대피도 못
하고 아이를 붙잡고 불안에
떨었다”고 말했다. 포항에서
직선거리로 약 260㎞가 떨
어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KINTEX)에서도 강한 진동
이 감지돼 박람회와 포럼 등
의 행사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다행히 전국 24개 원
전의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
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 이번 지진의 영향으로

출력이 줄거나 수동 정지한
원전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
다”고 밝혔다. 대학수학능력
시험 전날이자 예비소집일인
이날 발생한 포항 지진의 여
파로 수험생과 수업 중인 학
생들은 혼비백산했다. 초·
중·고등학교 교실에서 강한
지진이 감지되면서 일부 학
교에서는 학생들이 놀라 운
동장으로 대피했다. 경북도
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은
이날 오후 도내 각 급 학교에
긴급 메시지를 보내 “수업을
중단하고 학생을 귀가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포항 지진
피해로 인해 2018학년도 대
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
기됐다. 교육부는 16일 시행
할 예정이었던 수능을 일주
일 뒤인 23일 시행하기로 했
다고 15일 밝혔다.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인해
혼란과 두려움에 속에 있는
피해자들과 국민들을 위로하
여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 은
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는 자
들을 구원해 주시는 주께 나
아와 구원의 기쁨과 하늘의
참 소망이 실제 되는 복을 주
옵소서. 이때 한국 교회를 더
욱 깨워 주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며 항상 기도하게 하시
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며 더욱 부르짖
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친히 이
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포항 지진, 온 국민 놀랐다…
역대 2위 강진에 ‘화들짝’
2018 수능도 지진으로 일주일 연기…23일 시행

<긴급기도정보>      출처: 연합뉴스=기도24 · 365 종합홍정길 이사장, CBS인터뷰

종 교 개 혁
500주년 기
념일이 10월
31일을 지내
며, 신동아학
원 이사장 홍
정길 목사가
CBS뉴스 ‘파
워인터뷰’에

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11월
1일 밤 9시 50분에 방영되었다. 권혁
률 기자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계기
로 한국교회가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았지만 아쉬움을 남기고 지나간
것에 대해 홍정길 목사와 대담을 주고
받았다.
홍정길 목사는 “종교개혁500주년에
역사적 기념지를 돌아보는 일 외에 우
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
다”고 말했다. 인터뷰에서 홍 목사는
“기독교는 유명인들의 담론으로 끝나
버리는 말뿐인 종교가 아니다. 거룩과
섬김, 정직이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

고 말하며, 교회 지도자가 더욱 이것
을 실천하고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고 했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먼
저 섬김의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된
다고 말했다. 남북문제에 대한 권 기
자의 질문에 홍 목사는 “이미 이땅에
와있는 탈북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먼
저 되어야 한다”고 하며, 먼 미래 혹은
큰 계획만 말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에 당부하고 싶은
것에 대한 질문에 “예수를 제대로 믿
어야 한다.”고 하며 “종교개혁은 실제
로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합니
다. 가령 정치 분야에는 선거를 통해
서, 또 경제 분야는 청지기로서, 또 교
육은 노엽게 하지 않는 주의 교훈과 훈
계의 양육, 그리고 사회 분야에는 ‘유
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느니라’ 는 말
씀에 따라 노예제도 폐지, 남녀평등으
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처럼 실제를 우
리 삶의 현장에서 역사할 때에 인류의

엄청난 자양분이 돼고,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고 답했다.

- 편집부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3층대강당
2017. 12. 7 ｜목｜ 19:30-21:00

1부 청년, '꿈'을더하다

2부 청년, '즐거움'을 더하다

강연:권복음
-CTS라디오JOY
<복음에세이>진행자

-전) 전주대학교 객원교수

공연:폴킴
-위대한 탄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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Гадаадад суралцахын давуу тал бо-
лоод харамсалтай зүйлүүд нь юу
байдаг вэ?

Хятад оюутан: Эцэг эхээсээ хол боло-
хоор эрх чөлөөтэй өөрийн дураар ам-
ьдарч байгаа болохоор сайхан байдаг.
Гэхдээ хэдэн өдрийн өмнө бие маань
өвдөөд эмнэлэгт хэвтсэн юм л даа.
Гэтэл тэр үед ээж аавыгаа үнэхээр их
үгүйлж хэцүү байсан.
Монгол оюутан: Гадаадад суралцах
гэдэг зүйл нь өөрөө их олон талаараа
гоё юм шиг санагддаг. Гэхдээ гадаад хэ-
лээр суралцаж байгаа болохоор мэр-
гэжлийн хичээлүүдээ ойлгохгүй их хэцүү
байдаг болохоор тэр нь жоохон хэцүү
юмуу даа. 
Вьетнам оюутан: Миний хувьд гэр
бүлийн маань нөхцөл байдал жоохон
хэцүү байдаг болохоор хангалттай гоё
аз жаргалтайгаар суралцахад
хүндрэлтэй байдаг. Сургалтын төлбөр
болон ахуйн хэрэглээний зардлаа оло-
хын тулд цагийн ажил л хийхгүй бол
болохгүй тийм нөхцөл байдалтай бай-
даг. Тэр талаараа жоохон эд материа-
лын хүндрэл их гардаг. 
Индонези оюутан: Солонгос оюутнууд
шалгалтын үеэр шалгалтандаа үнэхээр
сайн бэлддэг. Индонезид суралцаж
байхдаа би Солонгос оюутнууд шиг
шаргуу сайн суралцдаггүй байсан ч энд
ирээд Солонгос оюутнуудтай зэрэгцэн
шаргуу суралцаж чадаж байгаа боло-
хоор тэр нь их сайхан байна.
Бразил оюутан: Би Европ хүн болохоор
Ази хүмүүстэй их уулзаж чадаж байгаа
болохоор их сайхан байна. Бразилд
зөвхөн Бразил найзуудтай л байдаг бай-
лаа. Гэтэл энд ирээд Хятад, Вьетнам,
Монгол зэрэг төрөл бүрийн орны най-
зуудтай нөхөрлөж байгаа ба тус орны
хүмүүсийн амьдрал, амьдардаг газар
зэрэг төрөл бүрийн мэдээлэлтэй болж
байгаа болохоор сайхан байдаг. 

Солонгос улсад танай улс оронтой
адил төстэй зүйл байна уу?

Хятад оюутан: Солонгосын ургацын
баярын соёл нь манай орныхтой их
төстэй. Солонгосын уламжлалт хуурай
идээ нь хятад еэвэнтэй адилхан. Соёл
нь өөр ч гэсэн Солонгосын уламжлалт
баяр нь Манай орны уламжлалт бая-
руудтай олон талаараа төстэй юм шиг
байдаг. 
Вьетнам оюутан: Вьетнам болоод Со-
лонгосын соёлд адил төстэй зүйл их
байдаг. Ялангуяа Күнзийн сургаалийн
үзэл санаанд төстэй зүйл их байх шиг

байдаг. Өөр зүйл гэвэл Солонгост юмны
үнэ их үнэтэй. /инээв/ 
Бразил: Адил төстэй зүйл гэвэл ым.....
бараг байхгүй юм шиг санагдаж байна.
Гаднах төрх байдлаас эхлээд олон та-
лаараа өөр юм шиг.

Солонгос хэл болоод танай орны хэ-
лэнд нийтлэг шинж болоод эсвэл
онцлог шинжүүд байдаг уу?

Монгол оюутан: Солонгос хэл болон
Монгол хэлний дуудлага нь их өөр бай-
даг ч өгүйлбэрийн бүтэц нь адилхан мөн
дүрмүүдэд нь ч бас адил төстэй
дүрмүүд их байдаг. 
Вьетнам оюутан: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хэн-
буг-аз жаргал’ гэдэг үг нь Вьетнам хэ-
лээр ‘хайпу’ ба ‘хүхуйхада-харамсах’
гэдэг үг нь ‘хуихан’ гэж хэлдэг. Жоохон
адилхан юм шиг санагдахгүй байна уу?
Ямартай ч ханзны утгаараа адилхан юм
шиг санагддаг. 
Индонез оюутан: Индонез хэл болон
Солонгос хэл хэдий их өөр ч гэсэн адил
төстэй зүйл бага зэрэг байдаг. Жишэ-
элбэл компьютер дуудлагаараа адил-
хан. 

Солонгост ирээд шинээр сонирхож
эхэлсэн дуртай болсон зүйл байгаа
юу?

Вьетнам оюутан: Солонгост ирээд кара-
окед дуулах их дуртай болсон. 
Монгол оюутан: Би ч гэсэн адилхан ка-
раокед орох дуртай болсон ба мөн най-
зуудтайгаа уулзаж ярилцан цагийг
өнгөрүүлдэг болсон нь Солоност ирээд
бий болсон бас нэг хобби юмуудаа. 
Индонез оюутан: Солонгос хүмүүстэй
уулзаж тоглоом тоглох их дуртай бол-
сон. Олон тоглоом байгаа ч сайн сана-
анд орохгүй байна. Хэд хэдэн тоглоом
нэрлэвэл таазаараа нэрээ бичих, 369
тоглоом зэрэг гоё гоё олон тоглоом мэд-
дэг болсон.

Улс орон болгоны оюутнуудын хув-
цаслалт, хувцасны загварууд нь их
өөр өөр байна уу?

Монгол оюутан: Солонгос эмэгтэйчүүд
их ганган эмэгтэйлэг хувцасладаг бол
Монгол эмэгтэйчүүд Америк стилний за-
дгай хувцас их өмсдөг юм шиг санагд-
даг.
Бразил оюутан: Бразил бүсгүйчүүд Мон-
гол эмэгтэйчүүдтэй ойролцоо хувцасла-
даг. Ил задгай хувцас их өмсдөг талдаа. 
Индонез оюутан: Индонез эрчүүдийн

хувцаслалт Солонгос эрчүүдийн хувца-
слалтаас их өөр. Солонгос эрчүүд их
ганган төрөл бүрийн стилээр хувцасла-
даг бол Индонез эрчүүд подволкк, өмд
л ихэвчлэн өмсдөг. Гэхдээ улирлын онц-
лог нөлөөлдөг байх.
Хятад оюутан: Хятад залуучууд Солон-
гос залуучуудын стилтэй адилхан их
хувцасладаг юм шиг санагддаг. Энэнд
Солонгос олон ангит драмны нөлөө их
байгаа байхаа.
Вьетнам оюутан: Вьетнам эрэгтэйчүүд
гадаад төрхөндөө их анхаараад
байдаггүй. Тийм болохоор энгийн даруу-
хан хувцасладаг харин эмэгтэйчүүд нь
Солонгос эмэгтэйчүүд шиг гоё ганган
хувцаслах дуртай.  

Өөр өөрийн улс орны алдартай хо-
олыг санал болгооч

Монгол оюутан: Цуйван. Гэхдээ цуйванд
эмэгтэйчүүдээс илүү эрчүүд их дуртай.
Орц нь гэвэл гурил, ногоо, мах. Эмэгтэй
хүн цуйван сайн хийж чаддаг бол эрчүүд
их дуртай байдаг ба цуйван сайн хийдэг
эмэгтэйтэй гэрлэхийг хүсэхгүй эрэгтэй
байхгүй. 
Хятад оюутан: Хятад газар нутаг их том
болохоор бүс нутаг бүр өөр өөрийн
гэсэн алдартай хоолтой. Гэхдээ Хята-
дын төлөөлөл болсон хоол бол ‘хоүго’
буюу Солонгосоор шябшяб. Шябшяб нь
маш амттай маш алдартай хоол. 
Бразил оюутан: ‘Пэйжоада’ гэдэг хоол
ба хар буурцагтай хамт иддэг гэхдээ
буурцгандаа чихэр биш давс хийж хий-
дэг хоол юм. 
Индонез оюутан: Арал тус бүрийн
төлөөлөл болсон хоол өөр өөр ч гэсэн
хамгийн алдартай хоол нь ‘магсу’ гэж
хоол байдаг. Махыг бөмбөг шиг
бөөрөнхийлөөд хийдэг хоол ба үнэхээр
амттай. Индонез руу аялалаар очсон
хүмүүс заавал идэж үзээсэй гэж хүсч
байна.
Вьетнам оюутан: Олон хүмүүсийн мэд-
дэгчлэн Вьетнамын будааны шөл
үнэхээр алдартай ба маш гоё амттай.

Өөр өөрийн улс орны бахархал бол-
сон танай орон луу аялахыг хүссэн
найзууддаа зориулж санал болгохыг
хүссэн алдартай газрын талаар та-
нилцуулаач.

Индонез оюутан: ‘Балли ба Румбуг’.
Баллигаас үзэсгэлэнтэй газар олон бай-
гаа ч хамгийн алдартай нь Балли боло-
хоор санал болгохыг хүсч байна. Румбуг
ч гэсэн заавал очиж үзэх ёстой газруу

дын нэг. Учир нь Румбугийн далай нь
үнэхээр үзэсгэлэнтэй. 
Вьетнам оюутан: Би ‘Харунбэй’-г санал
болгохыг хүсч байна. ‘Харунбэй’ нь ал-
дартай төдийгүй үнэхээр үзэсгэлэнтэй.
Манай улсын газрын зургийн нэг тал тэр
чигтэй далай болохоор үзэсгэлэнтэй
газар гэвэл далай эрэг явахыг ихэвчлэн
санал болгодог.
Бразил оюутан: Алдартай газар гэвэл
‘Рио дэ Жанеро’. Далайн үзэсгэлэнтэй
дүр зургийг харж болох Есүсийн шагнал
болсон газар. Гэхдээ би хувийн зүгээс
санал болгохыг хүсч байгаа газар бол
миний төрсөн нутаг болох ‘Санпаүл’ юм.
‘Санпаүл’ нь Сөүл шиг том хот бөгөөд
үзэж харах зүйл их төдийгүй амттай
зүйл ч их амталж болох тул заавал
санал болгохыг хүсч байна.
Хятад оюутан: ‘Шинжансон’-ыг санал
болгохыг хүсч байна. Энэ газар нь
үнэхэр үзэсгэлэнтэй бөгөөд улс төрийн
асуудлаас болоод аялахад жоохон
хэцүү зүйл байх боловч үнэхээр
үзэсгэлэнтэй газар. Америкийн өмнөд
зүгтэй жоохон төстэй.
Монгол оюутан: Монголд айлчилвал
Хөвсгөлд заавал очиж үзэхийг санал
болгож байна. Далай шиг том цэнгэг
нуур, шөнийн тэнгэр дэх олон олон
одод, өдөр нь хөх тэнгэрийн далайн
усанд туссан тусгал зэрэг үгээр илэр-
хийлэхийн аргагүй үзэсгэлэнтэй. 
Сэтгүүлчийн сэтгэгдэл: Гадаад оюут-
нууд Солонгос оюутнуудтай боловсро-
лын солилцоо хийх боломж тэр бүр
байдаггүй гэдгийг өөрийн биеэр мэдрэв.
Гадаад оронд хүнд хэцүү уйтгарал дунд
байгаа гадаад оюутнуудад Солонгосын
соёлыг их сурч мэдэхэд тус болох Со-
лонгос оюутнууд маань жоохон ч гэсэн
ойр байж, ярилцаж нээлттэй байх хэрэг-
тэй юм байна гэсэн бодол төрөв.
Түүнчлэн гадаад оюутнууд санхүүгийн
хувьд боломтой болохоор харь оронд
сурч байгаа гэсэн өрөөсгөл бодлыг
маань өөрчилж өгсөн ярилцлага байв.
Жонжүгийн их сургуульд суралцаж бай-
гаа гадаад оюутнуудаа чин сэтгэлийн
угаас дэмжиж байна.
-Мэдээг гаргасан: Жонжүгийн их сургуу-
лийн сонины сэтгүүлч

Жонжүгийн их сургуулийн гадаад оюутнуудтай хийсэн нөхөрсөг уулзалт
Хэдий иргэншил өөр ч гэсэн сэтгэл зүрхээрээ ойлголцож чаддаг манай гадаад оюутнуу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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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on Sunday occurs in many
churches. Some have it more than
others or on specific dates. I want us
to not focus on the ritual but the
reason and what it can do for us as
believers. First of all, we take com-
munion because: 

I. Jesus started it. 
The origins of communion come
from Jesus. In fact, communion is
also called “The Lord’s Supper” be-
cause of the fact that Jesus started
it. 1 Corinthians 11:23-25 shares
this point. God, who created us,
knows that we do not have the
greatest memories. Throughout the
entire Bible we see God setting up
memorials for His people. A signifi-
cant memorial for the Israelites was
Passover. Passover was a meal cel-
ebrated to remember their escape
from Egypt. It was during this cele-
bration that Jesus met with His dis-
ciples and started the Lord’s Supper.

It is from this place that scholars
believe Jesus took the bread and the
cup. The primary purpose of com-
munion is: 

II. A symbolic reminder of Christ’s death. 
Two times in 1 Corinthians 11:24-

25 Jesus said do this, “In remem-
brance of ME.” The Lord’s Supper is
the most meaningful memorial ever
established. You can see the wisdom
of God written all over it. It is so
simple. Any culture can participate.
It is vividly symbolic (Bread/body
blood/wine). It is portable (easily
done anywhere). It is interactive (It
is not just something we look at. It
is something we do). Communion is
so much more than a religious tra-
dition. It is a memorial, a picture of
remembrance. It focuses our hearts
and minds on Jesus. 

III. It demonstrates the unity of the church. 
In the Corinthian culture, it was
common practice to show favoritism
at mealtimes. Those who were
higher on the social and economic
ladder got to go first, oftentimes
leaving nothing for those who
weren’t rich or prestigious. And the
Christians at Corinth had allowed
this practice to creep into the
church. The haves were jumping
ahead of the have-nots. So Paul en-
courages them in verse 33, “So then,
my brothers and sisters, when you
gather to eat, you should all eat to-
gether.” He instructed them to wait
for each other because, when it
comes to the Lord’s Supper, we’re all

equal. Social and economic distinc-
tions disappear as ALL of us are
hopelessly lost except for the Grace
of God. Communion is a time when: 

IV. We rededicate ourselves to Christ.                                                                                             
Communion reminds us that He is
God, and we are not. When we share
in Communion we are celebrating a
relationship we have with Jesus as
we do it in REMEMBRANCE of HIM.
A lot of you have probably never
heard of Kyle McDonald, but after
this story, you’ll probably never for-
get him. Kyle’s mission was to trade
one paperclip for an entire house. He
started in July. He found someone
who would trade a fish-shaped ink
pen for his paper clip. From there,
he was off and running. He traded
the ink pen for a hand-sculpted
doorknob. And he just kept on trad-
ing, each time trading up for some-
thing bigger and better. Some of the
trades included a Honda generator
which he received from a U.S. Ma-
rine, a snowmobile, a large truck, an
afternoon with a famous musician,
a movie role, until finally, after 43
trades, Kyle traded for a two story
farmhouse. It took Kyle McDonald
almost a year to turn one paper clip
into a house. I think every one of us
would say that this was a pretty
impressive trade. But there is an
even MORE incredible trade that is
available to each one of us. And each
communion we take, we’re reminded
of that trade. The Lord’s Supper is
representative of a horrible death
that Jesus died on a cross. He died

for our sins. His body was broken
and his blood was shed, not because
of his sins, but because of ours. On
the cross, Jesus took all of our mis-
takes, shortcomings, and sins. He
takes the blackest and darkest
things we have ever done. And in
return, we are clothed with his per-
fection and holiness. And this offer
is made to everyone. We simply need
to choose to accept it. If you’ve never
accepted this trade that God offers,
I invite you to accept it today. Roger
Rose wrote: "When I was a boy my
younger brother was fatally injured
in a tragic accident. A dirt road ran
alongside our farm, and only on rare
occasions would there be a car on it.
But one day as my brother was
crossing it on his bike, a car came
roaring over the hill, and he was run
over and killed. Later, when my dad
picked up the mangled, twisted bike,
I heard him sob out loud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He carried it to the
barn and placed it in a spot we sel-
dom used. Father’s terrible sorrow
eased with the passing of time, but
for many years whenever he saw
that bike, tears began streaming
down his face.” When I think of this
sad story I say to myself, “Lord, keep
the memory of your death fresh in
me! Every time I partake of your
memorial, let my heart be stirred.
Never let communion become a mere
formality, but always a tender and
touching experience for me to re-
member the GOODNESS of God.” 

Do This in Remembrance of What? (1 Corinthians 11:17-29)  

By Scott Radford

Well, it got cold quickly. These days,
I’ve noticed many Korean families
have begun doing Kimjang - that an-
nual gathering when the family makes
their yearly supply of kimchi. It al-
ways seems to happen right about the
time the weather turns cold and snow
is approaching. This year, Kimjang
seems earlier than last year. That in-
dicates to me that the winter has a
good chance of being longer and colder
than last year. So, how can you keep
warm in a longer, colder winter? For
me, the answer is thankfulness, an-
ticipation, and family. 
In the US, the fourth Thursday of
November is Thanksgiving. It’s a “har-
vest festival” that’s similar to Korea’s
Chuseok holiday, except it happens
much later in the season than
Chuseok and is typically colder. In fact,
this year, American Thanksgiving falls
on the same weekend as our Kimjang.
But even though it’s cold outside (and,
yes, we’ll be making our kimchi out-
side), our hearts can stay warm be-
cause of the gathering of close friends
and families that we can share the ex-
perience with. 
In the US, at my home, the oven
roars all morning and into the early
afternoon. We sit down to a feast of
turkey, bread stuffing, cranberries,
mashed potatoes, gravy, and candied
sweet potatoes. There are often sports
on TV, and we typically overeat well
into the evening. In Korea, during
Kimjang, we steam and eat pork
(bossam) with the freshly made kim-
chi, and drink rice wine (makkolli) to-
gether. And this is another holiday
when my wife’s four sisters and their
families all gather together for a mini-
reunion. With five or six families and
their kids all running around, eating
fresh kimchi and hot pork, the cold
weather doesn’t feel so cold.
Another holiday to anticipate is
Christmas. Immediately after
Thanksgiving ends in the US, we put

up our Christmas tree, turn on the
Christmas music, and start emotion-
ally preparing for the holiday. In the
US, Christmas is one of the most fam-
ily-centric holidays. Many families
who couldn’t gather together for
Thanksgiving make an extra effort to
do so for Christmas. Christmas is filled
with lights, shopping, warm coffee and
hot chocolate or other specialty drinks,
the smell and taste of peppermint,
bright reds and greens, Santa and his
reindeer, and loads of decorations. Al-
though most people (especially chil-
dren) look forward to opening
Christmas presents to see what they’ll
GET, I feel that Christmas is a special
holiday that allows us to SHARE what
we have and GIVE to others, and also
express our THANKFULNESS for the
successes and memories of the past
year. 
And once Christmas is over, the hol-
iday fun is not. New Year’s and an-
other major party are just a week after
that. This is a time to gather up your
thoughts from the past year, to re-
member the joy and pain you’ve expe-
rienced, and start making a plan for a
better new year. We typically “ring in
the New Year” at 12am on January 1st
with drinks, fireworks, and a kiss for
that special someone. In Korea, I’ve
also enjoyed greeting the rising new
year’s sun on the Busan coast.
So if you want to stay warm in this
cold weather: reflect on your past year
and be thankful
for what’s hap-
pened; anticipate
the coming holi-
days and new
memories you’ll
make with your
loved ones; and
have a delicious
hot drink, in a
warm place, with
someone you
love.

Keep Warm this Winter
Do you feel scary speaking in English
or to the native speakers? Is English
difficult for you? Then,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There is a short story that I read on
the Internet. A Korean went on a busi-
ness trip to an English-speaking coun-
try, but he wasn’t good at English.
Although the companies which he
worked with hired their own transla-
tors, he couldn’t get their help when he
moved to other cities. He had to go to
the terminal B. Because his English
wasn’t good, he used a dictionary, the
Internet, and translation apps to make
a sentence ‘does this bus go to the ter-
minal B?’ By reading it, he could take
the right bus. While waiting for depar-
ture, he heard that natives spoke only
one phrase. He wondered how they
communicate with only one phrase,
and he listened carefully. The phrase
was ‘Terminal B?’
As you can see in the story above, for
communication, you don’t need to make
a perfect sentence. You even don’t need
to make a sentence. Remind when you
send a message to your friends in Ko-
rean, for example asking to have a
meal or schedule. Do you send a full
sentence? Do you follow the grammar
rules perfectly? If you don’t, do you
have any problem to communicate? No,
you may not. Remind of one more sit-
uation when your foreign professors or
friends speak in Korean. Do they speak
perfect Korean? Mostly not. But, do
you think their Korean is bad? Per-
haps, it would be opposite.
It means that you accept Korean as
the language which mistakes or errors
are not big problem to communicate
but English as the subject which you
should use perfectly. English is not a
subject. Many Koreans face English as
a subject rather than a language. Be-
cause it was a subject, Koreans think
that they must not make mistakes or
errors and must be perfect to win the
good score. So did I, and I think most
of you who are reading this article
have similar experience.

However, English is the language just
like Korean. It is the language. Lan-
guages exist for communication, which
delivery meaning matters the most.
When you need to use English for spe-
cialized reasons such as business or to
enter graduate schools, you should use
higher level English. However, you
only need to know about 2000~3000
English words for daily life. Remember
that you memorized about 100 words
for a day in school days. In that con-
dition, it only takes about a month.
Then, you may wonder how you
should do to improve your English.
First, be confident. Koreans learned
English at least 10 years during school
days. English knowledge stored for 10
years is in your brain. You would un-
derestimate your English because most
of you think to be perfect, but human
cannot be perfect. You don’t need to be
perfect. Even natives make mistakes
as we do in Korean. If somebody is
perfect, be careful. S/he is God, not
human. Second, speak. We learned our
mother tongue by speaking and trying
many times when we were young.
Language exist to use, not to display.
Making foreign friends and speaking
with them is an effective way to im-
prove your English. If you think it is
not easy in Korea, there are many apps
and websites for helping you to learn
and practice English. In Jeonju univer-
sity, Global Lounge can help you to
make foreign friends and improve your
English.
Don’t be scared. As you accept the
foreigner’s Korean,
native English
speakers accept
your English. Just
try. I’ve never
studied in abroad,
but I wrote this
article. As I can do,
you also can do. If
you are still
scared, come to the
Global Lounge. We
will help you.

English is the language, not a subject.

By Aaron Snowberger 김다연(영어교육학과14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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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와 실행

김승현 대표

저는 전주대 외식산업학과 3학년 재학 중
인 바른FS 대표 김승현입니다. 창업한 지
는 1년 6개월 됐어요. 바른FS는 바른
Food Service이며, B2B 유통회사에요.
닭과 소스 이용한 제품으로 창업 시작해서
지금은 포카리스웨이트로 유명한 동아오츠
카, 냉동육 가공제품회사, 음료 회사, 전북

학교급식총판, 던킨 등을 취급하는 SPC
등의 납품회사들과 계약해서 물건 공급 중
이에요. 기존 유통 관련 종사자연령에 비해
젊은 20대 초중반으로 구성된 직원 3명을
고용 중인 열정적인 회사에요. 매출이 점점
커지고 있고 새로운 사업도 준비 중입니다. 

소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사업하셔서 회사
랑 집이 붙어 있었어요. 아버지 일하시는
모습이 좋았어요. 옆에서 항상 봐와서인지
‘사업 하고 싶다.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어요. 중학생 때부터 사업가
라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본격적인 건 군
대 있을 때 아버지께서 일 좀 배워보라고
하셨을 때에요. 제대 후 학교 다니면서 1년
정도 배웠는데 우연한 기회로 교육받으러
아버지께서 소개해주신 공장을 갔어요. 대
학입학 후 한편으로 사업해야 하나 학교 다

녀야 하나 많은 고민 했는데, 많은 공장을
가봤지만, 그곳에서 정말 많은 영감을 받았
어요. 그 날 ‘이 일은 내가 해야겠다!’ 이 생
각이 들자마자 바로 창업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날부터
는 희한하게 그 일만 생각하면 기대되고 떨
려서 잠이 오질 않았어요. 매일매일 잠자는
시간이 아깝고 일을 진행하고 싶은 기대감
에 주말에는 눈이 그냥 떠졌어요. 살면서
그런 경험해본 건 처음이었어요.

창업 배경

일 배우러 간 곳에서 그 업계의 전문가분
을 만났어요. 말씀해주시는 모습에서 뿜어
지는 열정을 많이 받았어요. CJ 학교급식
관련 전국매출 1위를 광주에서 달성하셨다
고 해요.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이죠. 제품

관련해주시는 말씀도 신선했어요. 말씀 듣
고 나니 ‘이 분을 통해 조금만 배우면, 이
제품은 내가 진짜 잘 팔 수 있겠다.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과 열정이 올라오면서 자신
감과 확신이 생겼어요. 

영감

한 업체에 물건을 주고 거래금을 지금까지
도 못 받았어요. 완전히 받지 못하게 되었어
요. 해당 업체가 부도 전 부채의 책임을 회
피하는 제도를 이용했어요. 결국, 법적으로
책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초기
자본이 많지 않으니까 자금 관련해서 생긴
문제가 해결하기 어려웠어요. 그래도 지금은
매출이 많이 늘면서 사정이 조금 나아졌어
요. 사실 사업 초기이다 보니 당장의 이윤 보
다는 투자를 한다는 마음으로 사업을 운영하
고 있어요.

신선한 제품

한국 채소 시장 중 냉동 채소는 1.2% 비
중을 차지해요. 거의 열리지 않은 시장인
반면에 일본은 20% 정도 돼요. 간단히 말
하면 이 업계의 한국 변화추세가 일본 변
화추세를 따라고 있어요. 냉동식품 종류와
비중이 10년 전부터 점차 늘고 있고, 내년
도 인건비 상승 예정인데 채소 손질 처리
관리 보관 등에 소비되는 인건비를 대폭 절
감시킬 수 있어요. 대기업도 인건비 줄이려
고 관심을 갖고 있는 시장이에요. 게다가
IQF 기술을 적용하니 제철 채소 및 가격
등락 폭이 큰 일부 채소들에 대해서 품질
유지하며 유통기한을 길게 할 수 있어서 소
비자들에게 안정된 적절한 가격으로 채소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요. 병원
학교 기관 프렌차이즈 등의 B2B 유통 계획
진행 중이며, B2B 유통 제조까지 계획 중
입니다. 

냉동 채소 시장기회

냉동 채소 관련해서 새로 준비하는 사업
이 있어요. 새로운 협력사의 공장이 작년에
200~300억 정도 시설설비에 투자를 새
로 했어요. 국내 냉동 채소 쪽 기술은 제일
좋고 규모도 커요. 그 기술 중 하나가
IQF(individual quick-freezing, 개별
급속냉동법)인데, 개별로 급속하게 냉동시
키는 방식이에요. 이전에는 BQF(block
quick-freezing, 블록급속냉동법) 방식
이라고 세척 및 전처리 후 블록 형태로 빠
르게 물과 채소를 같이 땡땡 얼려요. 근데

해동시키면 채소가 흐물흐물하고 물이 많
이 나오면서 품질에 문제가 생겨요. IQF는
세척 및 전처리 후 용도에 맞게 커팅해서
IQF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개별마다
바로 꽝 하고 가공돼요. 만지면 채소의 전
면이 보슬보슬하고 시간이 지난 후 해동해
도 일반 채소와 별 차이가 없는 게 장점이
에요. 지금 ‘이노팜’ 이라는 브랜드를 새로
만들고 있는데 이 업체하고 협력 맺어서 그
브랜드로 냉동 채소를 유통할 계획이에요. 

회사 확장계획

20살 1학년 1학기가 끝나자마자 이탈리
아 한인 민박에서 일했어요. 삼촌이 베네치
아에서 한인 민박집을 운영하셨던 것이 계
기가 되었죠. 거기서 성격이 많이 변했어
요. 원래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모르는 사람
한테 절대 먼저 말 안 걸고 남 앞에서 나서
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했어요. 전주에만
살다가 넓은 세상으로 나오니까 다양한 사
람 만날 수 있었고, 넓고 다양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이 일
의 경험으로 내성적인 성격도 외향적으로
많이 변화되었던 것 같아요. 또한, 같은 곳
에서 먹고 자고 하며 여러 사람과 같이 일
했는데 성격이 정말 잘 맞는 사람도 있었지
만,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과 트러블이 있
어 사회경험이 뭔지 이때 처음 경험했어요.
그때의 경험이 있어서인지 군대 가서 적응
잘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이색경험

학생일 때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거 많
이 누리고 경험하면 좋을 거 같아요. 저는
일찍부터 일을 시작해서 여행, 알바, 취미
활동 등등 할 수 있는 한 많은 활동을 못
했던 것이 아쉬워요. 비교적 시간 여유가
있는 학생 때만 누릴 수 있는 특권? 같은
것들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또한, 책도 많이 읽으면 좋은 거 같아요.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을 보면 생각의 폭도

넓고 말할 때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하
는 모습을 보니 부럽고 멋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자기계발서를 읽으면 그 순간만이
라도 열심히 살려는 의지를 갖게 되더라구
요. 물론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저도 원
래 군대 가기 전까지는 독서를 거의 안 했
는데 군대 가서 독서하는 습관을 들여 다독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학우들에게초기 자금 마련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청년창업자금대출
을 받았어요. 학생이다 보니 신용도에 기반
해 대출할 수 있는 보통 은행에서는 빌리기
힘들어요. 중기청에서 사업계획서 발표하
고 교육받는 심사과정통해 최종합격해서
대출받을 수 있었어요. 당시에 연 2.5%로
저렴하게 받았어요. 
또한, 창업 아이템만 좋다면 현재 창업을
하지 않았어도, 학생들이나 예비 창업자들

을 위한 창업지원 사업도 있어요. 현재 저
는 ‘IQF 기술을 이용한 냉동 야채’라는 아
이템으로 창업선도대학 아이템 사업화 BM
분야를 지원하여 지원을 받고 있고, 창업자
금과 대학 본관 입주기업으로 사무실 지원
받았어요. 자 부담금을 빼면 실제로 지원금
은 3천만 원 좀 넘게 지원 받고 있어 운영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기자는 스탠퍼드 버니 로스 교수의
물병실험을 보고, 지인에게 한 가지
비슷한 실험을 했다. 같은 공간에서
‘내가 쥐고 있는 스마트폰 뺏으려고
시도해봐’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행
동을 했지만 뺏으려고 시늉만 했고
나에게서 스마트폰을 뺏어가진 못
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내가 쥐고
있는 스마트폰 뺏어 가봐’라고 했다.

이전과 달리 그는 시늉만 하는 것을
넘어 더 적극적으로 빼앗는 행동을
실행했고 스마트폰은 그의 손에 있
었다. 이처럼 시도와 실행은 결과에
차이를 만드는 것 같다. 시도는 목
표를 이루는 데 실패 및 성공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는 것 같다.
그저 시도만 해본 거다. 반면에 실
행은 목표를 이루는 데 실패 및 성

공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
다. 

마찬가지로 창업도 설명되는 것
같다. 기자의 경우 몇 년 전 창업을
했었지만, 실행이 아니라 시도의 마
인드가 커서인지 주말 일매출 갤노
트8 출고가 2개 값 좀 넘게 나왔음
에도 반년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만
둔 적이 있었다. 느끼고 배운 건 정

말 많았지만, 성공한 것도 실패한
것도 아닌 채로 그저 시도해본 것으
로 끝난 것 같다. ‘창업 한번 시도해
봐야지’와 ‘창업 실행할 거야’는 다른
차이를 만든다고 기자는 생각한다.   
이번 호에 소개되는 바른FS 김승

현 대표는 기자와 달리 1년 6개월
간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끈기 있
고 열정적인 청년기업가다.   

전주대 학생 CEO ‘바른FS 김승현 대표’

#월매출 900만원에서 5000만원

#신선함 #이탈리아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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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력의 시작은 호기심’
호기심은 창의력의 시작입니다. 어느 날 저의 아들

이 풍선 불다가 놓쳐서 풍선 안에 있던 바람이 빠졌습
니다. 그리고 아이는 물었습니다. “풍선 입구 열면 바
람이 왜 나와?” 그래서 저는 “바람이라는 공기 흐름은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으로 흐른단다. 마치 공이 높
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말이야.” 그러자 아이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 아빠, 풍선 안에 공기가 신
나고 흥분돼서 밖으로 나가 놀고 싶어 그런 거구나?”
이 말이 곧 압력의 정의입니다. 공기 부자들이 신나서
밖으로 뛰쳐나가는 현상, 제 아들이 생각한 것처럼 감
성적인 것도 과학적 사고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다르게 보기, 생각의 틀을 깨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름을 맞아 캠프장에 갔습
니다. 텐트를 치고 음식을 차리고 난 후 놀러 나갔습
니다. 놀고 난 후 돌아와서 보니 텐트가 무너져있고
음식들도 다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밑을 보니 곰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발자국을
따라 장총을 들고 쫓아갔습니다.
아래 남쪽으로 10km 간 후
에 90도 꺾어서 동쪽으
로 10키로 90도 꺾어
동쪽으로 갑니다. 그
리고 보니 원래 있던
텐트가 나옵니다. 이
때 이 곰의 색깔은 무엇
일까요? 정답은 하얀색입
니다. 왜냐하면 북극곰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석하고 답
을 얻기 위해 수학이라는 시스템 틀을 이용합
니다. 하지만 그때 생각의 틀을 깨고, 프레임을 바꾸
게 되면 새로운 솔루션이 나오게 됩니다. 

■ ‘아이디어는 세상을 바꾸는 기둥’
세상을 바꾸려는 의지에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창의

력의 원동력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이 무
인자동차에 큰 관심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무인자동
차 과목을 개설해 배워가면서 팀을 꾸렸습니다. 그리
고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공고가 났습니다. ‘과학 공학
자 여러분 시각장애인 자동차를 만들 수 있으면 공모
에 도전해주세요’ 저는 시각장애인을 태우고 가면 된
다는 생각으로 첫 번째 미팅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 사람만 지
원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알고 보니 착
각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태우는 대회가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자동차를 운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안 주변에 많은 교수님과 사람들은 제게 말했
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운전을 하
니”,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야 가능할 수 있는 것을
도전해” 하는 등 걱정과 우려의 반응들이 가득했습니
다. 저는 어쩌면 창피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렇
다면 내가 한번 성공 하게 한다.” 하는 오기로 시작하
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첫 번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
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 점입니다.
고민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이유는 아마도 이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
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닐까? 시각장애인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아서가 아닐까?’ 사실 만나긴 했었어도 그들
에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제가 창피했습니
다. 그래서 하루는 마음을 굳게 먹고 일일 시각장애인
체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부 학생들을
데리고 본부로 향해 2박 3일 동안 시각장애인들과 함
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시각장애인
을 관찰하러 갔으나 어느덧 그들과 친구가 되었습니
다. 집에 오는 날 자동차에서 갑자기 단순하고 당연한
진리 발견했습니다. ‘아! 시각장애인들도 우리랑 똑같

은 사람이구나, 시각장애인들도 우리랑 똑같
은 생각, 꿈을 꾸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 당연한
사실이 그제야 이해되었
고 그때부터 아이디어
가 마구마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만들기 시작
했습니다. 사실 대단한 자

동차가 아니었지만, 이 실험
을 시작한 날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따뜻한 봄날 일요일 조용한 캠퍼스에서 시각장애인

두 분을 모시고, 운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연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운전이 매우 서
툴렀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보기보다는 컴퓨터 화면
을 보며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했다는 화
면이 떴고 고개를 드는 순간 인생을 바꿀 무엇을 보았
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본 것은 바로 시각장애인들의
미소였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해맑고 아름다운 미
소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운전해본 그리고 처음
느낀 독립 그때 느낀 것은 ‘아, 내가 한 사람을 저렇게
까지 행복하게 할 수 있으면 이 기술이 성공했을 때,
전 세계에 있는 수천만 명의 시각장애인들에게 행복
을 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그때부터 인
생의 목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
는지 머리로 알았던 사실을 가슴으로 알게 된 것이었
죠 
결국,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기술은 단
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재미가 있어
서? 물론 그것도 있지만 재미가 모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더 좋아지기 위해 만
듭니다. 우리는 모두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그런데 당
신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
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들고, 도전할 수 있는 원
동력을 만듭니다.   

- 사진출처 : by위가큰사람

(1면에서 계속)  

다르게 보기 
새롭게 연결하기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발명 할 것

세계최초 자율주행 로봇 발명, 데니스 홍

[청중들과의 질의응답]

Q. 한국의 로봇 산업이 1등 하기 위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합니까?

A. 사실 연구소에서 결과가 실패하면 연구비 못 받게 되는 곳
이 많습니다. 결국 실패하면 일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자 사
회적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슬아
슬 한 곳보다는 안전한 곳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안전한 곳으
로 가면 혁신이 없습니다. 실패를 허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상
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안타깝게 보이지 않는 것
이 사실입니다.  
세상에 훌륭한 많은 연구소가 있지만, 우리 연구소는 다른 연구
소와 다른 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실패를 해보라
는 조건을 겁니다. 로봇은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고장 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학생들에게 요구하기를 ‘조금 더 빨리
가게 해봐, 무거운 것을 들게 해봐’하는 등 많은 요구를 함과 동
시에 로봇을 고장 내라고 시킵니다. 왜냐하면 로봇이 고장 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실패해도 돼 단, 현명하게 실패하는 상태를 취해야 한
다’고 가르칩니다. 즉, 실패할 때 안전하게 보호막을 깔아주는
겁니다. 성공하면 얼마만큼을 얻고, 실패하면 얼마만큼을 얻게
될지 측정함을 통해 기댓값을 먼저 생각하는 현명한 방법을 취
하는 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아마 한국 사회에서도 이러한 분위
기가 기반이 되고 형성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Q. 한국학생들과 미국학생들 어떤 점이 다른가요?
A. 먼저 저는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고, 현재는 미국에서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비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고 생각합니다. 수업을 가르칠때 제가 수학 문제를 하나 내주게
되면 한국 학생들은 수학 문제를 다 풉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
들은 인간 계산기라 생각할 정도로 한국 학생들은 참 똑똑합니
다. 그런데 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문제나, 여러 개 있는 문
제 혹은 문제를 풀기 위해 더 많은 정보가 요구되는 경우 한국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한국 학
생들의 교육 문제를 보통 이야기하는 주입식 교육이 곧 생각의
틀이 깨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팀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데 한국 학생들은 학
기 중 토론과 발표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흐지부지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말고사 시간에 팀 발표를 하면 흐지부지
하던 한국 학생이 ‘짠’ 하고 혼자 잘합니다. 그러면 다른 아이들
이 멍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태반입니다. 결코 한국 학생
이 열심히 안하거나, 똑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국 학생들은 ‘모든 것이 경쟁이다’ 하는 생각이 큰 것 같습니다.
팀이 같이 성장해야 하는데 팀 안에서도 경쟁하는 것, 그래서
자신의 결과를 알려주지 않다가 기말고사 때 자기의 역량을 최
대화시키는 경쟁 강박들 즉, 다른 사람들을 눌러서 올라가려는
의식이 한국 학생들에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 김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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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기간 중 강의를 개설함으로써 학점 미 취득자에게 학점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타대학과의 교류를 통한 강의 선택 기회를 확대한다.

1. 교과목: 개설 과목 중 3과목 선택 개설

2. 일정

3. 수강허용학점 : 9학점 이내(2016학번 부터는 6학점 이내)

4. 수업료 : 1학점 당 80,000원
※ 수강신청 후 홈페이지(인스타)에서 고지서 출력하여 우리은행에 납부

5. 운영주관 : 교무처 학사지원실 

6. 수업관련 문의 : 교수학습개발센터(학생회관 2층 T.220-4791)

7. 유의사항 
○ 등록일자 엄수: 11월 29일까지 등록금 납부
○ 모든 수업은 원격수업 방식: selc 홈페이지(http://www.selc.or.kr) 

순번 이수구분 개설대학 교과목명 학점 담당교수

1 교선 한양대 상상과 창조 2 이지은

2 교선 한양대 나이의 문화사 2 윤성호

3 교선 광운대 글로벌 시대의 예술과 가치 3 도승연

순번 구       분 기                   간

1 수강신청 2017. 11. 20.(월) 11:00 ~ 11. 24.(금) 17:00

2 수강등록 2017. 11. 27.(월) 9:00 ~ 11. 29.(수) 16:00

3 수업기간 2017. 12. 11.(월) ~ 12. 29.(금)

4 강의평가 2017. 12. 27.(수) ~ 2018. 1. 3.(수)

5 온라인 기말시험 과목별 시험일정 상이함으로 공지 확인

6 성적열람 및 정정 2018. 1. 2.(화) ~ 1. 4.(목)

7 성적(총점) 확정 2018. 1. 5.(금)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장 R관, I관

11. 24 FRI - 30 THU

opening, 11. 24 17:00 ~ 2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