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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지 못할 그곳이기에
산 속에서 한 시절 곱게 피어 있느냐!
밤이슬 달빛을 채워가며 꽃 수술 심어놓고 
아침햇살 비추이면 스-르륵 눈을 떠서
꽃잎 여는 진달래여...

산새들 울음소리 가슴에 멍울 담아
처연함의 시린 꽃을 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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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허리 돌고 도는 
비바람이 흔들어도
고독한 외로움 떨구어내며
큼직한 미소가 되어

산의 절경을 
휘감는 저-연한 몸빛...

꽃물 들이는 그 바람의 향내가
온 세상을 뒤덮으니
삼월의 끝자락과 사월의 가슴자락은
분홍 물빛 드는구나.

김병님 (한국어문학과 15학번)

저만치 피어있는 진달래
<독자투고/ 詩>[ 너랑 봄 ]

봄 꽃, 축제도 활짝 피었습니다~!                             

이 윤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동문)

‘더 기대’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봄 축제 ‘우
연히 너랑 봄’이 지난 4월5일(목) 전주대 노
천극장에서 진행됐다. ‘우연히 너랑 봄’은 ‘우
연히 너를 보았다’는 의미로 따스한 봄에 청
춘들의 설레는 만남을 나타냄과 동시에 ‘너
와 함께 계절 봄을 기억에 남긴다’라는 의미
를 담고 있다. 축제 당일, 비가 오는 궂은 날
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과 총장 및 내
빈들이 현장을 찾았다. 축제는 인디밴드 무
드온, 어쿠스윗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각
단과대학 인사와 여러 학생들의 퍼포먼스로
무대가 꾸며졌다. 이와 함께 다양한 학과들
이 부스를 설치해 여러 가지 음식과 콘텐츠
들을 제공함으로써 축제 분위기를 띄웠다. 

패션 프리마켓 부스를 기획한 전성연(패션
산업학과·16학번)은 “곧 학과 동아리 pit-
a-pat과 롯데백화점이 협업해 팝업스토어
를 열기로 돼 있는데 팝업스토어를 운영하
기에 앞서서 미리 좋은 밑거름이 되는 활동
이 될 것 같았다”며 부스 기획 의도를 밝혔
다. 
황순호(소방안전공학과·18학번)는 “대학

교 들어와서 첫 축제인데 학생들이 단합되
어 즐길 수 있고, 다른 학과를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하지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협소했고 많은 사람이 즐기기엔 콘
텐츠가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성국 제45대 학생회장은 “우천 때문에

학생회 임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원래 경
품 추첨 상품도 잘 보이게 무대 위에 올려
놓으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아쉬움
을 나타냈다. 또한 이번 축제에 대한 소감
을 묻는 질문에 “비가 와서 학우들이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우산까지 써 가며 축
제를 즐겨 주셔서 기뻤다. 걱정이 많았는데
잘 마무리된 것 같고, 학생회 임원들끼리도
더 돈독해진 것 같다. 가을 대동제는 물론,
다른 모든 학생회 주관 행사들도 열심히 준
비할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앞으로 펼칠 총학생회의 행보에 자신감을
보였다.

안혜란 기자 (ah6038@jj.ac.kr)
송민호 기자 (immino@jj.ac.kr)

‘우연히 너랑 봄’, 전주대 봄 축제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도내 유일 선정

우리 대학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
관하는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
에 선정되어 향후 4년간 40억원의 지원
을 받는다. 전국에서 이 사업에 신청한 55
개 대학 중 10개 대학이 선발되었는데, 그
중 우리 대학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뽑힌 것
이다. 
앞으로 우리 대학은 지역 생활문화를 기
반으로 하는 IoT 기술 분야에서 선정, 사
업의 비전을 “인간 중심의 스마트라이프 실
현”으로 설정했다. “IoT기반의 한국형 스
마트리빙(의식주) 생활공학 인재양성”을 교
육 목표로 지역의 풍부한 전통 생활문화를
IoT기술과 접목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간 중심의 한국형 스마트라이프를
구현하는 특화된 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1단계 사업으로 스마트미디어학과, 산업

디자인학과, 패션산업학과(依) 한식조리학
과(食), 건축학과(住)의 5개 학과가 4IR스
마트리빙사업단(단장 한동욱 교수)을 구성
하여 4년간 총 40억원을 지원받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모델을 구축하게 된다.
이호인 총장은 “이번 선정으로 우리 대학

이 전북의 대표 주자로서 4차 산업혁명 시
대를 위한 지역기반의 특화된 신산업 분야
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확대해 나가는 역
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
역과의 공동 번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
는 대학이 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
다.

향후 4년간 40억원 지원받아

“인간 중심의 스마트라이프 실현” 비전

1965년 5월 15일 창간 (격주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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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EduSTAR 봉사단 발대식

전주대 Health EduSTAR 사
업단은 지난 3월 28일 제2기 봉
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우리 대학 지방대학특성화(CK)

사업단의 하나인 이 사업단은 장
애인&노인 복지를 위한 새로운
진로 개발과 인재를 양성하기 위
해 구성되었다. 이 사업단에서는
융&복합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학과 간 교류를 증진시키고 현장
과 연계된 실무 중심의 교육 프
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이 번 에  출범한  Health
EduSTAR 봉사단에는 보건관
리학과, 중등특수교육과, 재활학
과, 가정교육과 재학생 중 총

34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의 장애인·노인 관련 기관
에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Health EduSTAR Cen-

ter(예술관 B104호)에서 진행
된 발대식에는 단장인 남수정 교
수를 비롯하여 봉사활동운영위원
회 위원인 주미현, 최복천, 홍재
영, 임양미 교수와  전라북도장애

인복지관 정호영 관장, 김성윤 팀
장 그리고 24명의 사회봉사 동
아리 임원 학생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남수정 단장은 “학

생들의 사회봉사활동이 체계적이
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함으로서 지성과 봉사정신을
겸비한 장애인·노인 행복지킴이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
다.

장애인 & 노인 복지 위한 

인재 양성

전주대학교박물관(관장 홍성덕
교수)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
최하는 ‘전문인력 지원사업’ 2개
부문에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
정된 지원사업은 ‘학예인력 지
원사업’과 ‘교육인력 지원사업’
이다. 
특히 ‘학예인력 지원사업’에는
3년 연속 선정되었는데, 이로
써 그동안 매년 진행해 온 소장
유물을 통한 콘텐츠 개발, 관람
객 전시 안내, 자유학기제 진로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등을 올해
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교육인력 지원사업’에도

6년 연속 선정되었는데, 지난해
에는 ‘최우수 교육사상’을 수상
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전문 교

육사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개발, 관람객 전시 안내,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교육과 학
교 교육과정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문화 체험
교육의 장으로 확대·발전시키
고 국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서
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박현수 학예연구사는 “앞으로

도 전주대박물관은 전문적인 학
예인력과 교육인력을 통해 유물
전시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운영하여 우리
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평생교육기관
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
다.”라고 말했다.

전주대 박물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2개 부문 선정

음악학과, 클나무필하모닉오케스트라 업무 협약
지역사회 문화생활 확대 위해 노력

음악학과 김대욱 교수, 트럼펫 독주회

지난 3월 27일 오후7시에 우리
대학 리사이틀 홀에서 음악학과
김대욱 교수의 트럼펫 독주회가
열렸다. 음악학과에서 주최하는
Spring Concert Series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선 김 교수는 서울
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를 졸업하
고 현재 한국관악협회 이사로 활
동하고 있다. 
이날 연주된 모든 프로그램은 트
럼펫과 피아노의 듀엣 곡으로 구
성되었는데, 피아노 연주를 한 유
초롱은 한양대학교 피아노과를 수
석 졸업하고 대학원 피아노과를
최우수 졸업했다. 연주회에서는 트
럼펫과 피아노가 어우러져 서정적
인 음악과 웅장한 모습을 연출함
으로써 청중들을 트럼펫의 아름다
운 예술 세계로 이끌었다. 하지만
실력 있는 연주자들의 콘서트임에
도 불구하고 부족한 홍보와 저조

한 참석률로 아쉬움이 남았다. 
한편 이날 음악학과(학과장 홍안

기 교수)에서 나무필하모닉오케스
트라(대표 유수영)와 지역연계 예
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약을 통해
전북지역의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및 공
유, 관련시설 및 자료의 상호 교환
과 활용, 현장실습 및 취업유대 강
화 등 두 기관이 앞으로 서로 긴밀
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 대학의 음악학과는 지난
2013년에는 한·일 국제음악교
류에 참가한 바 있으며, 지역 복지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사회
의 문화생활 저변 확대를 위해 지
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국내외 문
화예술계와도 다양한 교류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혜린 기자 (lhr8144@jj.ac.kr)

산업디자인학과 신태호 학생,

3D 디자인경진대회 대상 수상

산업디자인학과 14학번 신태호가 3D프린팅 디자인
경진대회에서 대상(작품명: New type tricycle)을
수상하였다.  지난 4월 7일 전주월드컵경기장 특설
전시관에서 개최된 제5회 3D디자인 경진대회는 20
개 팀중에 대상을 받은 것이다. 이 행사는 국제 3D프
린팅,드론코리아 엑스포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신태호학생의 "New type tricycle"은 남원의 할
머니집을 방문했던 당시 추억을 떠올리며 만든 작품
이다. 남원시의 훌륭한 관광자원을 더욱 편하고 즐겁
게 관람하고, 남원만의 따뜻한 이야기 춘향전을 연관
하여 새롭고 자연친화적인 즐길거리를 디자인하한 것
이다. 남원의 관광지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작품설명을 덧붙였다.
전주대학교 LINC+사업단 주송 단장은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교육혁신을 위한 Platform
HACH를 통해 신산업 기술향상교육을 진행해온 결
과물인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4차산업혁명을 혁
신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교육환경구축 및 프로그램
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4월 6일 제8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간호학과 3학년 60명의 예비간호사 소명 선서식

‘학예인력 지원사업’

‘교육인력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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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맞 이

문화융합대학 “福GO축제”

문화융합대학이 주최한
첫 봄 축제 ‘福GO축제’
가 4월 4일 오전 10시
부터 예술관 앞 연못 일
대에서 열렸다. 10개
학과(11개 전공)이 함께
어우러져 각자의 분야
에서 개성 강한 열정을
발산하는 시간을 가졌
다. 그동안 며칠 쌀쌀했
던 꽃샘추위도 사라져
화창한 날씨가 이날 축
제 분위기를 돋우었다.
따뜻한 햇살과 맑은 하
늘 아래로 학생회에서
준비한 소원나무에 학
우들이 각자의 소원을
기록한 각양각색의 종
이들이 매달려 반짝였
다. 음식 부스에는 여러
가지 메뉴의 먹거리와
음료가 제공되었다. 또
다른 부스에서는 캘리
그라피와 직접 만든 액
세사리 등을 판매하였
고, 게임을 통한 상품
증정도 이루어졌다. 준

비된 무대에서는 교내
밴드와 보컬동아리의
공연이 이루어져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
올렸다. 현장에서 즉석
지원을 통해 끼를 뽐내
는 학생들도 많아 봄날
의 즐겁고 흥겨운 축제
가 저녁 6시까지 진행
되었다.
문화융합대 홍석주 학

생회장은 “요 며칠 날씨
가 좋지 않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축제 당일
에 날씨가 좋아서 다행
이다. 이번 축제에서는
특히 음식 부스와 소원
나무에 중점을 두었는
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학우들이 오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며, 앞
으로 더 다양하고 즐거
운 행사를 통해 학우들
에게 보답하겠는 계획
을 밝혔다. 

진다은 기자
(wlsekdms1@jj.ac.kr)

와.. 제인이
엄청 열심히 하네

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지역교회 협력 외국인 유학생 Host Family 결연
유학생 140여명, 
한국 가정과 연결돼

우리 대학 국제교류원(원장 고선우 교수)
에서 지난 4월 2일 ‘제5기 Host
Family 결연식’을 가졌다. 
이날 결연식을 통해 현재 우리 대학에

서 유학중인 140여명의 외국인이 한국
가족의 따뜻함과 가정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또한 이 행사
에서 유학생과 호스트 가정은 ‘한 가족’이
라는 인연을 맺어 유학생들이 우리 대학
에서 학업을 마칠 때까지 지속적으로 도
와주기로 약속을 함으로써 유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다섯 번째로 국제교류
원에서 실시한 이번 호스트 패밀리 결연

사업은 지역 교
회의 협력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섬기는 선교 사
역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날 양병선 부
총장은 “우리나
라에 와서 공부
하는 이 유학생
들은 머지않아
각자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여기에서 보고 배운 자산
을 가지고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그들은 우리를 기억할 것입니다.”라고
이 행사의 의의를 전했다.
지난해 결연식에 참여한 강치멕(몽골/

한국어연수) 학생은 “한국의 어느 대학에

도 이런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다. 한국
의 엄마와 아빠는 저에 대한 관심과 사
랑이 커서 한국 생활이 정말 즐겁고 행
복하다”고 그동안의 소감을 밝혔다.

양복규 이사장 스타강의, 절벽시대 극복법

“대화 단절 시대,
책과 신문 가까이 하길”

우리 대학은 지난 4월 5일 오후 4시에
JJ아트홀에서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동암의 이사장인 양복규 박사를 초청하
여 “절벽시대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주
제로 Knowledge Universe 스타강의
를 개최하였다.  
이 날 강의에서 양복규 이사장은 “절벽

이란 취업, 인구, 취업 부분에 있어서 이
전과는 달리 4년제를 나와도 취업이 어
려운 현실”이라고 이야기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높은 곳만 바라보고 낮은 자리
를 바라보지 않고 젊은이들이 저급한 일

을 하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뇌 속에 산소가 들어가서 뇌가 맑아지면
학습에 있어서 굉장한 이점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타기보다는 산속을 걷는 것을
권장했다. 또 리더와 오너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적인 덕목을 가지고 인
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
서,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 휴대폰에만 정
신이 팔려 가족 간 대화가 단절되는 점
이 걱정이라며, 이제 손에서 휴대폰을 놓
고 그 대신 책과 신문을 가까이 하길 당
부했다. 
다음 스타강의는 4월 12일 오후 4시

에 양기요/(주)아프리카커피가게&학원
대표가 “생각을 바꾸면 가능한 일”이라는
주제로 강의할 계획이다. 강의에 참석하
는 학생들에게는 창업 장학금 포인트가

1점씩 부여된다. 1점당 4만원의 장학금
이 지급되는 유익도 있다. 

오진희 기자 (happinessojh@jj.ac.kr)

지난 28일, 천안축구센터에서 열린 천
안 시청과의 FA컵 3라운드 경기에서 전
주대 축구부(이하 전주대)는 2:1로 패배,
4라운드 진출이 좌절되었다. 
천안 시청은 전반 시작부터 공세적으로

나섰다. 이에 맞선 전주대는 협력 수비와
끈질긴 투지로 승부의 균형을 지켰다. 전
주대는 점유율에서 다소 밀렸으나, 전반
종료 직전 기회를 얻었다. 장한영 선수
(축구학과 18학번)의 패스를 받은 김주
공 선수(축구학과 15학번)가 골키퍼와
일대일 상황에서 골키퍼를 제치고 슛을
시도했다. 그러나 골로 이어질 줄 알았던

공은 천안 시청 수비수를 맞고 끝내 골
망을 흔들지 못했다. 결정적 기회가 무산
된 순간이었다. 이어 종료 휘슬이 울렸
고, 팽팽한 긴장감 속 양 팀 모두 득점 없
이 전반전을 마무리했다.
후반 초반부터 천안 시청은 강한 전방
압박으로 전주대를 제압했다. 후반 22
분 골대를 맞췄던 천안 시청은 결국, 후
반 26분 선제골을 터뜨렸다. 이어 기세
를 몰아 후반 39분, 크로스에 이은 헤딩
골로 천안 시청은 2:0으로 경기를 리드
했다. 

전주대는 후반 체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
까지 뛰었다. 두 점을 뒤진
상황에서도 장신 수비수 노
우성 선수(축구학과 15학
번)를 이용해 제공권과 함께
분위기를 장악했다. 후반 종
료 직전인 44분, 역습 상황
에서 최동호 선수(축구학과
17학번)가 중거리슛으로 추
격골을 성공시켰다. 추격의
발판을 마련한 전주대였으
나 승리를 뒤집기엔 시간이

부족했다. 경기는 그대로 종료되어 2:1
천안 시청의 승리였다. 
한편, 4월 8일 전주대는 대전에서 배

재대와 ‘2018 U리그’ 서막을 올린다. U
리그 첫 홈경기는 4월 13일 전주 기전
대와 인조잔디 A구장에서 펼쳐진다. 

이인준 기자 (iij7717@naver.com)

오늘 운동
열심히 하더라! 악! 쪘어!

아이고.. 안돼..
봄이라 예쁜 옷 많이 
사뒀단 말이야..!

에이~! 엄청 열심히
운동 했잖아! 그정도면

충분하지! 매력은 숫자로
매길 수 없는거잖아?!

봄 옷 좀 안맞으면 어때
다음 봄에 입자!

☎제보를
받습니다
전주대신문에서는

학내 구성원의
다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이메일 : ysrest@jj.ac.kr

▶페이스북 메시지: 
검색 ‘전주대학교 신문방송국’

잘 싸웠다, 전주대!
FA컵 3라운드서 천안 시청에 석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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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 위협하는
이단, 사이비 단체

사이비단체들이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보고(report)’다. 일과보고,
전도일일보고, 헌금수치보고, 구역심
방보고, 모임참석보고, 교육보고, 이
성교제보고 등 끊임없는 보고체계를
이용해 신도들의 신앙 및 사생활을
감시한다. 가족들에게 사이비단체라
는 사실이 알려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신도가 있으면 연락마저 끊
기게 되면 새벽부터 저녁까지 잠복
조를 만들어 찾아오라고 지시한다.
이 단체에 입교하는 즉시 개인정보

는 물론 가족들과 가까운 친인척들
의 신상정보까지 기록하게 한다. 신
도가 연락이 안 될 것을 대비해 위치
추적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
거나, 위치추적기를 보급했다. 심지
어 집 비밀번호까지 공유한다. 피해
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신변보호요청
서(자신의 모든 신변을 맡기겠다는
각서)에 기록된 집 비밀번호까지 작
성해서 관리를 한다. 
사이비단체에서 빠져나오더라도 함

께 생활했던 사람들이 끝임 없이 연
락이 오고, 지속적인 협박과 물리적
압박이 있어 늘 누군가와 동행을 해
야 한다고 한다. 또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떠난 신도가 혼자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집 앞까지 와서 위
협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이탈 신도를 막기 위해 미

행, 잠복은 물론 위치추적기까지 사
용하며 신도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
다. 
피해자 A씨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영혼을 구
하는 일에 쓰임 받는 도구라 생각하
며 합리화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위치추적기를 통한 미행, 잠
복은 엄연한 범죄다. 사이비단체들은
범죄를 저지르면서 자신들의 세를 확
장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
고 있다. 지금도 많은 피해자들이 자
녀를 돌려달라고 시위를 하고 있다.
한번 미혹당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사이비단체에 현혹되
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이런 단체 주의하라!>

세계를 위한 기도      출처 : 기도24365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수백만 달러
(수십억 원 상당)의 예산을 인종차별 예방에
투입하기로 했다. 사상 처음 있는 일로, 극우
이데올로기가 캐나다에서 주류로 자리 잡을
것을 우려해서다. 
극우 분위기가 캐나다 국민 사이에서 자리

를 잡을 조짐을 보이자 트뤼도 총리는 2천
300만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프로그
램과 인종차별을 위한 전국 규모의 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
(WP)가 1일(현지시간) 전했다. 지난 2월 승
인된 예산은 이민자와 소수 민족 및 소수 종
교를 상대로 한 '초국가주의' 운동과 시위로
캐나다의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고
려, 이를 보호하기 위해 배정됐다. 예산은 현
재 가동되고 있는 '다문화 프로그램'에 전액
투입된다.
캐나다 정부는 초국가주의 운동이 폭력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 발간된 테러 백서에 따르면 '캐나다
공 공 안 전 부 '(PSC·Public Safety

Canada)는 처음으로 극우 극단주의를 '점증
하는 우려'에 넣었다. PSC는 극우 극단주의
자들이 주로 인터넷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물
리적 폭력 위험도 배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증오에 따른
물리적 공격 사례 10여 건이 보고됐다. 지난
해 퀘벡시티 이슬람 사원에 괴한이 들이닥쳐
총기를 마구 발사, 모두 6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한 참사의 악몽이 캐나다인 사이에
서 떠나지 않고 있다. 또한, 백인 농장 주인
이 원주민 청년을 강도인 줄 알고 총으로 쏴
죽였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으로 인종주
의 논란으로 확대돼 캐나다 전역을 흔들고 있
다.
캐나다 통계청은 혐오에 따른 범죄가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
다. 2016년의 경우 무슬림 대상 혐오 범죄
가 2년 전보다 40%나 급증했다. 남아시아
및 아랍, 서아시아 소수민족들이 주로 혐오
범죄 대상이 되고 있다. 캐나다 정부에 따르
면 극우 인종차별주의자들은 작은 규모의 신
나치주의자 그룹에서부터 주로 인터넷에서
반(反)이슬람과 반이민을 부추기는 규모가 큰
그룹까지 다양한 그룹을 결성해 시위에 나서
거나 집회를 하는 등 활발히 활동한다. 이들
은 무슬림 소수민족과 이민자들이 퀘벡과 캐
나다 크리스천 및 백인들을 위협한다고 주장
한다. 유럽에서 성장하고 있는 극우 정당의
증가와 맥을 같이 하는 셈이다.

최근 미국에서 2만 명의 망명자들이 캐나
다로 유입됐다. 이처럼 망명자들이 급증하자
이민에 대한 적법한 관리가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나님, 극우와 인종차별로 비상에 걸린 캐
나다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극단주의
를 우려하여 다문화 프로그램 등으로 민족과
종족 간의 갈등을 좁혀보려는 시도들이 선하
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십시오. 그
러나 인종차별과 극우적인 생각이 지극히도
자아를 추구하는 죄인의 저주받은 생각으로
부터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하사 무엇보다 회
개하고 복음 앞에 서는 은혜를 주옵소서.” 

캐나다 극우·인종차별 비상, 혐오 범죄 증가

인종차별 예방 "다문화 프로그램"에
예산 편성
극단주의를 "점증하는 우려"

▲<출처: anti-racistcanada.blogspot.com 사진 캡처>

4월 3일부터 이틀에 걸쳐 최종상 박사의 ‘이
방인 사도가 전한 복음’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지역 목회자 및
신학에 관심이 있는 신도 등 150여명이 참
석했다. 
강사로 나선 최종상 박사는 1995년 로마

서 연구로 런던바이블칼리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모교에서 신약학 연구교수와 객원
교수 그리고 한국인 최초로 둘로스 선교선 단
장 등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암노스 교회개척
학교 학장으로 영국 목회자들이 건강하게 목
회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있다.
최종상 박사는 세미나에서 “자신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복음
이 전파되지 않는다”면서 예수님이 가신 섬김
의 길을 묵상하며 우리도 그 길에 함께 동참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최박사는 “로
마서는 성경에서 기독교 진리의 체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최고의 서신이다”며 로마서는 단
순히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이신칭
의 교리만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떠
한 차등도 없이 구원과 칭의와 신분에 있어서
동등함을 가르친다고 전했다. 세미나를 준비
한 류두현 대학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목회정보와 전략을 함께 나눔으로 한국교회

가 위기를 극복하고 성경적 바탕위에 성장하
도록 돕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 학교가 지역교회에 받

은 은혜에 감사하며, 전라북도 지역 교회 목
회자 및 신학생, 성도들을 위해 무료로 개최
했다.

최종상 박사 초청,
목회자 세미나 개최
‘이방인 사도가 전한 복음’ 
로마서 특강

지난 3월 29일(목) 기숙
사 스타타워에서 완산소방
서와 공동으로 화재 야간
대피훈련을 실시했다. 이
번 훈련은 최근 잇달아 발
생되고 있는 화재 등을 계
기로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화재
발생 시 대피 및 진화 등
위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된 것이다.
오후 8시 기숙사 5층에

서 가상 화재로 인해 연기
를 발생시킨 후 진행된 훈

련은 화재 경보와 대피 안
내 방송에 따라 학생들이
비상문을 통하여 신속하게
기숙사 밖으로 나오는 것
으로 진행하였다. 경보에
따라 기숙사 직원들은 학
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훈
련 후에는 소방서 관계자
로부터 소화기 작동법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한남희 총무처장은 “많은

학생들이 거주하는 기숙사
는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
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

기 때문에 평소
의 훈련과 교육
을 통해 화재 발
생시 신속한 대
응 및 대피 등의
행동요령을 숙지
할 수 있도록 훈
련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고 말
했다.

기숙사 화재 야간 대피훈련 실시

지난 4월 4일(수) 오전11시 대학교
회에서 부활절기념 교직원예배를 드
렸다. 
예배는 김문택 교수(경배와찬양학

과)의 찬양 인도로 시작되었으며, 특
송으로 음악학과의 이주용 교수(피아
노), 김대욱 교수(트럼펫)가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예수 이름 높
이어’라는 곡을 연주했다. 설교는 영
국 암노스 교회개척학교 학장인 최종
상 선교사가 마가복음 5장 1~20절

‘한 영혼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말씀
을 전했다. 
예배 후 특별 순서로 교수선교회에

서 곽성훈(경배와찬양학과) 학생 외
21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주요
절기마다 이뤄지는 교수선교회의 장
학 행사 중 특히 이번에서는 대학원
생과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했다.
교직원이 함께 모여 예수그리스도

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 헌금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학교 채플을 돕는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헌금으로 사용
된다.
매월 드려지는 교직원 예배를 통해

우리 대학의 모든 교직원들이 하나
되며 말씀과 성령으로 기초가 세워지
는 믿음의 대학이 될 것이다. 다음 교
직원 예배는 5월 3일(목) 오전 10시
30분 JJ아트홀에서 개교 54주년
기념예배로 개최될 예정이다.  

전주대학교 부활절기념 교직원예배

선교지원실에서는 부활절을 맞아 ‘지
성채플’에서 부활절 계란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채플을 수강하는 학생들과
문화융합대학 축제 현장에서 부활절
계란을 나누며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
을 나줬다.

지성채플 부활절
계란 나눔

교수선교회 대학원생, 외국인포함 21명 장학금지급
부활절 현금으로 교내 채플봉사 미자립교회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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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지상주의?  내면지상주의!
知알지 相서로 상 周두루 주 義옳을 의 (서로의 내면을 바라보고 이해하자!)

설문조사 분석

이번 설문 참여도는 68%가 여
성으로,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한
사회로부터 여성들이 더욱 압박
을 느끼게 한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이어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
도는 44%로 보통이 가장 많았
고, 뒤이어 만족한다(만족과 매
우만족)가 37%로 불만족과 매

우 불만족을 합한 19%보다 높
은것을 알 수 있다. 이어 외모를
가꾸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질문
에는 중요하다(중요함과 매우 중
요함)는 의견이 74%로 매우 높
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만연
한 외모지상주의를 의미하며, 개
개인 또한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풍토에 영향을 느끼고 있다고 보
여진다.

외모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질문에는 얼굴이 47%,
패션 및 스타일이 19%, 자존감
이 16%로 응답했고, 3%의 사람
만이 성격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내면보다 외면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외모관리를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라는 질
문에는 개인의 자유이므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응답이 53%로
가장 높은 수를 차지했다. 이는
외모 콤플렉스를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68%
와 반대되는 결과라고 생각이 든

다. 62%의 응답자가 타인의 외
모에 신경쓰지 않거나, 생각해본
적 없기에 타인의 외모에 대해서
는 개의치 않지만, 나의 외모에
대해선 신경이 쓰이고 콤플렉스
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외모가 취업(및 사회생활)
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89%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외모가 사회적 경쟁력
이며 그것에 큰 영향을 받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 해당 설문조사의 상세내용은 
신문사 홈페이지에 기재 예정)

왜곡된 신체이미지, 
자존감 저하에 영향
이 시대의 미(美)의 기준은 보통
여성들마저 왜곡된 신체이미지
를 지각하도록 만들고 이로 인해
신체 존중감이 낮아지게 만든다.
또한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
치며 대인불안, 섭식장애 같은
심리적 부적응과 문제행동까지
유발시키기도 한다. 이처럼 외모
지상주의는 자신의 외모에 얼마
나 만족하는가에 따라 자존감이
고양되거나 저하되는 등 자기존
중감 및 전반적 삶에 범문화적으
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대학생, 행복을 위한 요소 中
‘외모 요인’의 중요성 높게 여겨
국내에서도 대학생들을 대상으
로 연구한 결과, ‘자기(self)' 인
식에서 생각, 감정 같은 보이지
않는 내적 측면보다 외모, 사회
적 지위 같은 외적 측면을 더 많
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행복한 삶을 사는데 중요하
다고 생각되는 내적·외적 조건
을 비교한 결과 돈, 출세, 멋진
외모 같은 외적조건이 가족의 화
목, 건강, 마음의 평안 등과 같은
내적 조건에 비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종
한, 박은아,2010).

문화에 따라 외모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 달라져
Anderson과 Ross(1984)는
서양인과 동양인을 대상으로 인
간을 이해하는 방식을 알아보았
을 때 미국인들은 내적 단서들,
즉 주관적 자기를 더욱 결정적인
요인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밝혔
다(Anderson, Glassman, Gold,

1998; Johnson, Robinson,
Mitchell, 2004). 반면 동아시
아의 문화구성원들은 서구인에
비해 타인에게 비치는 사회적 자
기를 주관적 자기보다 더 중요하
게 인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Suh, Diener,Oishi, Trian-
dis, 1998). 즉 외모의 중요성
과 의미의 부분에서 동아시아의
문화가 더욱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타인에게 인식되는 자의식이 
외모에 더 영향 끼쳐
임우경, 박길순의 논문 『자
의식이 외모태도에 미
치는 영향』을 통해
살펴본 바, 자의
식은 외모태도
에 영향을 미
쳤으며 사적
자의식보다는
공적자의식이
외모태도가 더
많은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
하였다. 이는 외모를
개인의 만족보다는 타인
에게 인식되는 사회적 객체로서
의 자기가 크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모태도는 아름다
운 외모에 대한 본능적 동기보다
는 만족스러운 사회생활을 위한
것이며 자의식은 외모태도를 결
정하는데 중요한 심리적 변인임
을 알 수 있다.

매력적인 외모와 돈의 상관관계
호주의 한 대학교 연구팀이 1984
년부터 2009년까지 25년간 성
인남녀 2,000명에 대해 추적조
사를 했다. 참가자의 외모를 6개

등급으로 나누어 스스로 점수를
매기게 하고, 25년 뒤 똑같은 조
사에 임하도록 한 것이다. 그 결
과는 1~3등급의 외모를 가진
사람들의 평균  연봉은 약
9,100만원이었지만, 4~6등급
외모를 가진 사람들의 평균 연봉
은 5,500만원이 채 되지 않아
연봉 차이가 무려 3,600만원에
달했고, 기업 고용률 역시 외모
가 잘생긴 집단이 15% 높았다.
그 이유는 외모가 주는 자신감이
상대에 대한 친절과 호의로 이어
지고, 직장에서도 동료들의 긍정

적 반응 속에 일에 대한 성취
욕이 크기 때문이다.

기자  한마디

내면의 아름다움
을 발견하는 눈
이 필요하다
중국 최대 부
호이자 알리바
바 그룹의 ‘마윈’

회장은 한 때 작은
키와 못생긴 외모 때

문에 원숭이 혹은 ET 닮은
꼴로 놀림을 받았다. 그러나 그
는 자신의 외모에 대해 "나는 못
생긴 게 아니라 특별하게 생겼다
"고 말한다. 또한 그는 지난
2015년 열린 ‘아시안리더십콘
퍼런스’에서 자선사업의 이유를
밝히며 “돈을 버는 것보다 제대
로 쓰는 것이 더 어렵다”라며 “내
가 가진 재산은 사회가 나에게
맡긴 것이며 행운은 남과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그가 지
닌 자신감과 높은 자존감, 그리
고 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바라보

며 겉으로 비춰지는 외모만이 우
리의 가치를 말해주지 않는단 것
을 깨달았다. 또한 나의 가치를
더욱 빛내기 위해선 내면도 아름
답게 가꾸어나가야 한다는 생각
을 하게 되었다. 
조각가 로댕은 "생활 속에 아름다
움이 널려있다. 아름다움을 발견하
는 눈이 부족할 뿐이다."라고 말한
다. 우리 주변에는 아름다움이 항
상 존재한다. 물론 눈에 보이는 아
름다움도 그렇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 또한 많다. 그것은 어쩌
면 우리 주변의 서로들을 두고 하
는 말이 아닐까? 우리는 때로 가까
이 있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발견
하지 못한 채 TV와 스크린 속의
‘스타’들을 바라보고 나와 비교하며
좌절감을 느끼는 듯하다. 쉽게 바
뀔 수 있는 사회풍조가 아니란 것
을 알지만 나부터 ‘나’ 자체만의 개
성을 살리고, 우리 곁에 있는 수많
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내면을 바라
보는 눈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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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개념(self-construals)에 따른 외모
중시 가치관과 외모관리행동』, 「한국심리
학회지」, 2009.
·임우경·박길순, 『자의식이 외모태도
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 학술
대회논문집」, 2014.
·박은아, 『문화적 자기개념과 외모중심
의 대인지각 성향의 관계 - 한국사회의
루키즘(Lookism)에 관한 심리학적 고
찰』, 「사회과학연구논총」, 2015.
·임은진·안채리·이계정, 『대학생의
외모인식과 관심도에 따른 학교생활 적
응』,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016.
·대신증권 공식 블로그, ‘매력적인 외모
와 연봉의 상관관계’ 
(http://blog.daishin.com/220829
575022)

배종모 기자 (1ockerz@jj.ac.kr)

외모지상주의(lookism) 실태조사
· 응답기간 : 04.03 ~ 04.09(7일간)
· 응답인원 : 전주대 재학생 117명
· 설문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103명, 오프라인 설문조사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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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병철 대표의 첫인상은 한마디로 지기
펀(ZiGi-Fun)스러웠다. 그의 표현을
따르면 “힙 할것 같고, 톡톡 튈 것 같고,
활기찰 것” 같았다. 모자와 후드티에 프
린팅된 지기펀 브랜드네임은 유독 눈에
띄었다. 역사를 콘텐츠로 교육용 페이퍼
토이를 만든다는 그의 대답은 장난스럽
지 않았다. 특히 교내 창업 프로그램 중
'기업가정신과 벤처창업' 강의를 학우들
에게 추천했다. 
기자도 지난 학기 이 강의를 수강했

다. 매주 새로운 젊은 CEO들 특강과
질의응답의 기회를 제공하는 강의였다.
수강 당시에는 매번 녹음하고, 끝난 후
항상 질문하고 명함을 받았다. 개인적으
로 어떤 CEO와는 함께 식사하기도 하
고, 창업 당시의 멘토링을 받기도 했으
며, 책과 제품을 받기도 했다. 그때의 인
연을 계기로 지금 이 신문기사도 연재
할 수 있었다. 본 기자뿐 아니라 이 강
의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잡고 다양한
경험을 한 학우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전

해 들었다. 
이 강의는 강의실 내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강의실 밖에서도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 같다. 만약 타성에 젖어 지
루함에서 탈피하고 싶거나 새로운 경험
을 기대한다면, 백병철 대표처럼 기자
또한 '기업가정신과 벤처창업' 강의를 권
한다. 본 기자는 요즘도 시간이 날 때마
다 청강을 하고 있다. 이정환 기자 (junholella@jj.ac.kr)

#역사교육 체험교구 페이퍼토이

#선배로서의사명감 #오후2시출근 

#2가지라이프스타일 #두드리면열릴것이다 

만화애니메이션 전공 재학 중 창업 ZiGi-Fun(지기펀) 백병철 대표

전주대 만화애니메이션전공 재학 중 창업 한
지기펀(ZiGi-Fun) 대표 백병철입니다.
지기펀은 종이 '지(紙)' + 기술 '기(技)' +
'Fun' 으로 '종이로 만드는 재미있는 기술'의
의미와 '자기의 진심과 참된 값어치를 잘 알
아주는 사람'의 의미인 '지기(知己)'의 뜻을 담
고 있어요. 한자어와 영어의 합성어는 전통
과 현대를 연결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런 의미를 중심으로 종이 활용 입체구조
물로 역사교육 및 체험교육용 페이퍼토이를
개발하는 디자인 회사입니다. 

창업 배경

'난 반드시 창업을 해야겠다!'로 시작한 건 아
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접목해서 즐
길 수 있는 것을 찾다가 페이퍼토이를 접하
게 됐어요. 처음엔 작은 프로젝트로 시작했
는데, 직접 디자인한 평면의 캐릭터들이 입
체형 페이퍼토이로 만들어지니 신기했어요.
이런 작업물들을 통해서 창업동아리와 교내
프로그램들에도 참여하고 콘텐츠 공모전도
도전했어요.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서 자연스
럽게 창업까지 하게 된 것 같아요.
제품화에 성공한 '조선왕 종이 인형집' 초기

개발은 서울에서 참여한 디딤돌 창업멘토링
프로그램에서 였어요. 참여를 통해 경기전
내 어진박물관에 모셔져 있는 조선 시대 왕
들의 초상화 7종을 접하게 되었고, 기구한
역사 속 어진의 아픈 스토리를 알게 됐어요. 
이때를 계기로 넓게는 한국의 역사, 지역적

으로는 한옥마을 콘텐츠를 활용한 아이템을
개발해보기로 했어요. 역사적 사건의 중심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인데, 이러한 역
사를 이해하려면 그 시대를 살던 인물에 대
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역사 속 인물들을 캐릭터화시키고,
그걸 직접 만들 수 있는 페이퍼토이가 포함
된 교육용 책을 만들게 됐어요. 

창업과정 

할 수 있는 일은 항상 즐기며 해왔어요. 물론
비즈니스 관련된 일은 마감 때문에 스트레스
가 있어요. 하지만 회사 내 자체 연구 개발

활동은 지금도 즐기며 하고 있어요.
창업은 자본금 50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2015년 전북 대학생 벤처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받은 상금이에요. 이후에는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을 통해 창업 아이템 지원사업과
함께 후속 연계지원사업과 같은 창업지원 프
로그램들을 통해 회사의 기반을 다졌어요.
회사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종이구조개발,
디자인, 마케팅 최소 3명의 개발인력이 필요
해요. 현재는 전공 후배 3명을 메인으로 사
업을 확장하고 있어요. 업무는 주로 오후에
시작해요. 다들 야행성이라 오후 2시 출근하
고 밤 10시에 퇴근해요. 출근 시간을 일반적
인 회사에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
기 시간 없이 일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은 서
글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상적인 업
무시간은 하루 4시간 정도 같아요. 업무 시
간이 길어도 로봇 아닌 이상 집중해서 일하
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가끔 팀원들이
많이 고생하는 것 같아 미안해요. 최근 전시
회와 쇼케이스 행사가 동시에 겹쳐서 동료들
이 많이 수고했어요. 일주일 정도 쉬라고 했
어요. 물론 저는 쉴 수 없기에 일하다 인터뷰
왔어요. 
전북 콘텐츠 코리아 랩에서 창작자에게 작

업여건 및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 비즈랩 4
기 STEP UP 트랙에 참여했어요. 아이디어
기획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멘토링하고 컨설
팅해주는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전북 지역
중 전주는 콘텐츠 관련 지원 기관들이 다양
하게 생기고 있어요. 열정이 있다면 관련 기
관을 찾아보길 적극 추천해요.
융복합마이스터 10에도 선정됐어요. 지식

재산권 및 특허 출원, 종이구조에 대한 지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전시도 했어요. 페이퍼
토이, 아트토이, 키덜트, 굿즈, 자체스토리텔
링 아트북 세계관 구축 등을 개발하고 있어
요.
보통 졸업하면 전공 교수님들하고 선후배

들과 교류가 뜸해져요. 게다가 아쉽게도 많
은 학교가 예술학과를 통폐합시키고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 창업하면서 학교에서 만난 인
연과 경험들은 잊을 수 없게 감사하고 소중
해요. 좀 별나다고 하지만 졸업한 선배로서
후배들을 이끌어 주고 싶은 사명감이 있어
요.   

경쟁 우월성

해외 페이퍼토이 시장은 규모가 커요. 상대
적으로 한국은 아직 개척 중이에요. 시장을
형성하고 유지하려면 경쟁보단 기업 간 시너
지를 위해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국내 페이퍼토이 시장 개척의 성공적인 비
즈니스 모델로는 모모트(네모네모로보트)가
있어요. 2009년도에 호서대 시각디자인 전
공자 3명이 모여 시작한 회사에요. 핵심 콘
텐츠는 월트디즈니 라이센스를 페이퍼토이
굿즈제가 있어요. 디즈니와 협업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예요. 라이센스에 굉장히 예
민해요. 모모트는 키덜트 제품으로 초기 국
내 시장을 형성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요.
저희 지기펀은 한국 전통콘텐츠 활용 한 교
육용 교구 초기 시장 형성을 목표로 갖고 있
어요. 첫 제품인 ’조선왕 종이 인형집‘은 만들
기 쉬우면서 역사교육과 접목한 재밌는 제품
이에요.  
페이퍼토이 장점은 콘텐츠만 있으면 뭐든

접목해 만들 수 있어요. 종이가 주재료여서
제작 및 유통과정도 심플해요. 미래 대체 불
가한 디자인영역을 접목한 페이퍼토이는 앞
으로도 꾸준히 시장이 성장 될 것이라 생각
해요.

향후 확장 계획 

'조선왕 종이 인형집'과 같이 역사를 다룬 근
현대사위인 인형집과 같은 교구 시리즈와 전
통 콘텐츠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디자인 제품
을 개발 중이에요. 해태와 기린 등의 한국의
영물 시리즈와 동양문화가 담긴 디자인 제품
도 개발 중이에요.
또한, 4차산업혁명에 맞춰 IoT 전문 개발

업체와도 함께 제품 개발하고 있어요. 아두
이노 활용해 컨트롤러로 움직일 수 있는 페
이퍼토이, 교육콘텐츠 강화한 앱 개발도 기
획 중이에요. 
친환경 종이 및 재활용 압축 수지로 제품

제작도 기획하고 있어요. 직접 체험할 소비
자 연령대가 만 6세 이상의 아이들이에요.
종이에 베이거나 잉크 관련 안전성과 환경문
제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올해 안에 출판업도 진행하려고 해요. 
지기펀은 회사 이전에 창작자로 뭉친 창작
집단이에요. 동료들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보
여 줄 수 있도록 서포트하며, 앞으로 함께 성
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교내 창업강의 및 프로그램

'기업가정신과 벤처창업' 강의 등 전주대학교
는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
요. '1인 창업학점제'라고 한 학기 동안 창업
프로젝트를 짜서 성과를 내면 학점을 인정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최근 내용은 바뀌
었을 수도 있어요. 최대 18학점까지 인정된
다고 하니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3학년 2학
기나 4학년 1학기에 지원하는 걸 추천해요.
(cf. 지난 학기 인터뷰했던 김승현 대표도

창업학점제를 활용했다)

이색경험

저에게는 광양과 전주에서의 2가지 라이프
가 있어요. 외삼촌이 광양에서 포스코 협력
사로 자원 재활용 사업을 하세요. 중요한 프
로젝트 있을 때는 저에게 일을 제안하세요.

그곳에서의 생활은 젊은 사람이 경험하기 쉽
지 않은 일이 많았어요. 25톤 대형 트럭, 그
래플러 크레인과 같은 중장비를 다루는 일이
었는데. 요즘도 시간 나면 내려가서 도와드
리고 있어요. 일이 그렇지만 사람도 많이 상
대해야 하고, 업무를 조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가족 일이라 더욱 신경도 써
야 해서 부담도 커요. 
하지만 이 경험으로 돈이 필요해서 하는 일

과 좋아서 하는 일의 차이를 잘 알게 되었어
요. 광양에 한 번씩 다녀오면, 주도적으로 하
는 일에 대한 의미와 소중함을 깨달아요. 스
스로 풀어지려고 할 때,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먹게 해주는 굉장히 소중한 경
험이에요.

전주대 학우들에게

우연히 알리바바 마윈 회장의 강의 영상을
접했어요. 그 중 굉장히 인상 깊었던 말이 있
었어요. "실패할 수 있을 때 실패해라" 
처음엔 이 말을 듣고 의아했지만, 그 의미

를 알고 나서 느낀 점이 많았어요. '실패를 두
려워하지 말아라. 하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
다면, 직접 겪고 실패하더라도 그를 통해 얻
어지는 값진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실패가 없으면 무언가에 대한 문제를 알 수
없고, 원인에 대한 고민도 없는 것 같아요.
실패가 무서워서 안 하는 것보다 실패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경계선을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정말 좋아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 또한 대학생활에
서는  하루하루가 스스로에 대한 질문의 연
속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한들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안타깝게도 어
쩔 수 없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의 부작용
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신입생 때 선배들에
게 학과 생활에 대한 조언을 구할 때 이런 대
답을 들었어요. "학점 관리해. 학과 생활 열
심히 해, 무슨 동아리야" 당시에는 그게 정답
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경험해보세요. 호기심이 만만찮
은 삶에 당당히 맞서려 하는 저의 지금을 만든
것 같아요. 도움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결국 좋아하는 일은 직접 찾아야 해요. 이 한
마디 하고 싶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창업자 소개

창업 배경

창업 과정

경쟁 우월성

향후 확장 계획

교내 프로그램

이색 체험

학우들에게

기업가정신과 벤처창업 (추천강의)
*전주대 신문 중 가장 변화가 필요

한 페이지에 대한 이유와 지기펀 블로
그 방문 스크린샷을 찍어 이메일로 보
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4/20에 스무
분께 '조선왕 페이퍼 토이' 부록을 드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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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퀴즈를 맞춰주세요!!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볼견애견[볼見애犬]

풍성한 털이 사자(Lion)같아서 사자견이라고도
하며, 보라색의 혀, 입술 및 잇몸을 가지고 있고,
커다란 머리와 얼굴의 주름 때문에 잔뜩 찌푸리
고 있는 듯한 위협적인 표정 때문에 악령을 쫒
는 개로 알려져 있다. 언뜻 보면 살이 많이 찐
진돗개처럼 보이며 체구가 당당하고 위엄있고
여유있어 보인다.

중국 순수 혈통이며 정확한 기원에
대해서는 추측만 할 뿐인데 몽골
견 또는 두터운 털과 튼튼한 다
리, 북극곰과 서식처가 같은
몇몇 아시아 곰의 특징인 푸
른빛이 도는 보라색 혀 때문
에 곰의 후손이냐, 두껍고
주름진 피부 때문에 마스티
프와 혼혈이냐 등 많은 학설
이 있다. 중국이 원산지이며
BC 11세기 타르타르족들이 중
국을 침략하여 가져가 몽골계의 민
족이 방한용털과 식용을 위해 사육하
였다.

중국은 수세기 동안 쇄국정책을 고수했기 때
문에 1780년경까지도 세계 다른 곳에 소개되
지 않았었는데, 1880년대 이후에 영국선원들
에 의해 아기곰을 연상시키는 귀여운 외모로 소
개 되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체고 약
45~55㎝, 체중 20~30㎏ 정도의 중형견이
며 수명은 10~15년이다. 

조용한 성격이지만 독립심이 강하고 의심이
많아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소유물을 지키려 하
고 오직 한 사람의 주인만을 따르는 성질로 유

명하며, 낯선 사람에게는 심한 경계심을 나타내
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한다. 또한 시력이 좋지
않아 주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한때 사
냥개와 투견의 기질이 남아있어서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강하다. 눈은 오목눈이고, 몸이나
다리에 비해 발은 상당히 작고 둥근 고양이 발
을 가지고 있다. 보행시 다리가 거의 일직선이
라서 걸음걸이가 약간 우스워 보일 수도 있다.
앞다리가 길고 골격이 좋으며, 뒷다리는 근육이
발달되어 있다. 옆 모습은 정사각형의 형태이며
머리 부위는 체구에 비해 큰편이고 폭이 넓고 납
작하며 주둥이는 짧다. 쫑긋한 귀, 말아 올려진

꼬리가 특징적이다. 풍부한 털은 큰
곰이나 사자를 연상하게 하며 털
색은 황갈색, 크림색, 흑색, 회
색 등 전신이 한 가지 색이
고, 양모 같은 부드러운 속
털 위에 강한 겉털이 있
다. 넓적다리 위쪽과 꼬리
아래쪽의 털이 다른 곳에
비해 밝은 색이다. 실외견
이지만 바깥쪽의 긴 털을

정기적으로 손질해 주어 털
이 똑바로 서 있도록 해야 한다.

관리를 소홀히 하면 털끼리 뭉쳐서
나중에는 털을 완전히 밀어야 한다. 

사육시 규칙적인 운동을 시켜 주어야 좋은 건
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팔꿈치와 고관절 형
성 장애가 자주 발생하며, 안구질환(눈꺼풀 말
림)의 발생이 높다. 두꺼운 털가죽 때문에 더위
에 예민하여 더운 기후에서의 사육은 적당하지
않다. 운동은 사람의 속보 정도로 매일 1시간 정
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묶어서 기르는 것
은 좋지 않다.

박범전 교수
(LINC+사업단 산학협력중점교수, 수의학박사)

차우차우(Chow Chow)

1) 닭 요리            2) 칠면조 요리   
3) 기러기 요리      4) 소고기 요리

축하드립니다! [876호 퀴즈 정답자]
1.김소연(국어교육과) 4.장은실(상담심리학과)
2.이세라(경배와찬양학과) 5.박성욱(사회복지학과) 
3.이윤선(경배와찬양학과) 6.박대호(사회복지학과)

*알림* ※2회 연속 당첨자는 다른 분들을 위해 1회 휴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학과는 2명으로 제한 하겠습니다!
※각 문항의 정답을 학과, 학번, 이름 그리고 연락처와 함께

junholella@jj.ac.kr 로 보내주세요.선착순 10명에 한하여 
상품으로 스타타워 식권2장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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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76호 퀴즈 정답]
Quiz1 정답 : M    풀이 : 손가락을 나타내는 알파벳
Thumb finger/Index finger/Middle finger/Ring finger/Little finger
Quiz2 정답: 4
풀이: 브랜드를 나타내는 단어. 중간에 껴 있는 숫자는 알파벳의 수를 나타냄
Ex) N2E - N I K E, Z2A - Z A R A, G3I - G U C C I
R?K는 R로 시작하고 K로 끝나는 브랜드를 나타내므로
R E E B O K 을 유추 할 수 있음. 그러므로 정답은 4

▶ 이름  :  한나                                      ▶ 매력 포인트  :  눈
▶ 가족 구성원  :  엄마, 아빠            ▶ 취미  : 카약 타기 
Q.  한나가 좋아하는 음식은?

Quiz 2

1) 381   2) 303   3) 831   4) 893   5) 813

다음 중 성질이 다른 숫자는? 그리고 그 이유는?Quiz 1

우리 대학 음악학과 피아노전공의 이주용 교수와 학생들
이 지난 3월 29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슈테른 정기
연주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주회의 주최 단체인 ‘슈테른’은 독일어로 별을 의
미하는 단어로 연주자들이 별처럼 무대 위에서 빛을 내고,
음악으로 곳곳을 비추고자 하는 소망을 담았다. 이번 공연
은 전석 무료로 도내 저소득계층과 중고등학교 학생, 대학
관계자가 초청되어 공연을 관람했다. 공연이 끝난 후 자발
적인 기부를 통해 모아진 금액은 총 24만원으로 ‘사랑의
열매’를 통해 불우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연주회는 베토벤, 모차르트, 쇼팽, 드뷔시 등 다양
한 스타일의 음악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
다. 특히 베토벤의 대표적 피아노곡인 ‘비창’ 소나타와 스페
인의 대표적 작곡가 그라나도스의 ‘연주회용 알레그로’, 인
상주의적인 색채를 보이는 프랑스 작곡가 드뷔시의 ‘피아노
를 위하여’ 등 음악사의 각 시대를 대표하는 여러 작곡가의
다채로운 피아노음악들이 연주되었다. 다음은 ‘슈테른 정기
연주회’ 공연 직전에 연주자들과 나눈 인터뷰 내용이다.

Q. 슈테른 정기 연주회를 자선 연주회로 꾸민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주용 교수님 : 저희가 얼마 전에 전북 사회공동모금회(사
랑의 열매)와 음악학과가 MOU를 맺었는데, 음악학과가
할 수 있는 것은 불우이웃 기부와 재능기부 등이 있습니
다. 저희가 보통  관람료를 받고 연주회를 하지만, 이번 연
주회의 경우에는 협약을 맺은 대로 관람료 대신 자발적으
로 저희가 마련한 모금함에 기부를 해주시면 전액을 ‘사랑
의 열매’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Q. 슈테른 정기 연주회를 바쁘게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준비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오은성 연주자 : 저희가 지난 겨울방학 때부터 실기곡과 연

주곡을 연습해 왔고, 공연장소와 의상도 빌리면서 많은 시
간 준비한 공연입니다.

이주용 교수 :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하자면, 학교에서 연주
를 하건 어디서나 연주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연장
소를 섭외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반년 전부터 대관 신청을
받는데, 선발과정을 거쳐서 채택이 되어야 음악회를 진행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출연도 정하고 공연기획서도 작성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직접 다 써서 제출을 한 뒤에 이곳에 와서 계약금도 내고
무대 감독님들과 사전 조율을 하는 과정들도 본인들이 직
접 했습니다. 그리고 청중 동원을 해야 하는 것도 음악가
로써 해야 할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Q. 그럼 이제 음악회의 내용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세영 연주자 : 저희가 매 학년 실기 프로그램이 학교 스케
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기를 준비하는 프로그램 안에
서, 저희가 선택을 하고 교수님과 조율을 한 뒤에 그 곡으
로 연주회와 실기를 준비했습니다.

이주용 교수 :공연하는 연주자들의 학년이 각자 다른 만큼
과제도 다릅니다. 학년이 다양한 만큼 음악사의 어느 시대
에 편중되어 있지 않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모차르트, 베
토벤 그리고 현대음악이라 할 수 있는 드뷔시나 거슈윈까
지 각 시대나 여러 나라의 스타일을 접할 수 있게 준비했
습니다.

Q. 슈테른 정기 연주회를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조예본 연주자 : 우리 대학 슬로건 ‘슈퍼스타를 키우는 곳’에서
‘스타’라는 영어에 해당하는 독일어가 바로 ‘슈테른’입니다.

근데 이게 어감도 예쁘고 해서 반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전예은 연주자 : ‘Stern’의 뜻인 ‘별’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
게 아름다운 공연을 보여드릴 거예요.

Q. 이제 공연이 40분 정도 남았는데, 
공연 전의 다짐이 있다면? 

이고운 연주자 : 제가 1학년인데, 대학을 입학한 지 얼마 안
돼서 하는 연주회다 보니, 날을 세다시피 연습을 했음에도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해서 걱정이 앞섭니다. 이
번 공연을 무사히 마치고, 다음 학기에는 더욱 철저하고
꼼꼼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Q. 개별적으로 준비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노승미 연주자 : 아무래도 연습 시간 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일도 같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했던 것 같
아요. 하루에 연습은 4~5시간 정도 밖에 못했어요.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정지환 연주자 :슈테른 파이팅!
홍세영 연주자 : 다들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열심히 준비한
만큼 결과가 좋았으면 합니다.
임시은 연주자 : 혹시나 실수를 하더라도 너그럽게 그리고 예
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주용 교수 : 이번 연주회에 많은 도움을 주신 총장님과 대
학 관계자들에게 감사합니다.

음악학과 자선기부 연주

별처럼 무대 위에서 빛난 ‘슈테른 정기 연주회’

유경현 기자 (Richman@jj.ac.kr), 송민호 기자 (immino@jj.ac.kr)유경현 기자 (Richman@jj.ac.kr), 송민호 기자 (immino@jj.ac.kr)유경현 기자 (Richman@jj.ac.kr), 송민호 기자 (immino@jj.ac.kr)유경현 기자 (Richman@jj.ac.kr), 송민호 기자 (immino@jj.ac.kr)유경현 기자 (Richman@jj.ac.kr), 송민호 기자 (immino@jj.ac.kr)유경현 기자 (Richman@jj.ac.kr), 송민호 기자 (immino@jj.ac.kr)유경현 기자 (Richman@jj.ac.kr), 송민호 기자 (immino@jj.ac.kr)유경현 기자 (Richman@jj.ac.kr), 송민호 기자 (immino@jj.ac.kr)유경현 기자 (Richman@jj.ac.kr), 송민호 기자 (immino@jj.ac.kr)유경현 기자 (Richman@jj.ac.kr), 송민호 기자 (immino@jj.ac.kr)유경현 기자 (Richman@jj.ac.kr), 송민호 기자 (immino@jj.ac.kr)유경현 기자 (Richman@jj.ac.kr), 송민호 기자 (immino@jj.ac.kr)유경현 기자 (Richman@jj.ac.kr), 송민호 기자 (immino@jj.ac.kr)유경현 기자 (Richman@jj.ac.kr), 송민호 기자 (immino@jj.ac.kr)유경현 기자 (Richman@jj.ac.kr), 송민호 기자 (immino@jj.ac.kr)유경현 기자 (Richman@jj.ac.kr), 송민호 기자 (immino@jj.ac.kr)유경현 기자 (Richman@jj.ac.kr), 송민호 기자 (immino@jj.ac.kr)유경현 기자 (Richman@jj.ac.kr), 송민호 기자 (immino@jj.ac.kr)유경현 기자 (Richman@jj.ac.kr), 송민호 기자 (immino@jj.ac.kr)유경현 기자 (Richman@jj.ac.kr), 송민호 기자 (immino@jj.ac.kr)유경현 기자 (Richman@jj.ac.kr), 송민호 기자 (immino@jj.ac.kr)유경현 기자 (Richman@jj.ac.kr), 송민호 기자 (immino@jj.ac.kr)유경현 기자 (Richman@jj.ac.kr), 송민호 기자 (immino@jj.ac.kr)유경현 기자 (Richman@jj.ac.kr), 송민호 기자 (immino@jj.ac.kr)유경현 기자 (Richman@jj.ac.kr), 송민호 기자 (immino@jj.ac.kr)유경현 기자 (Richman@jj.ac.kr), 송민호 기자 (immino@jj.ac.kr)유경현 기자 (Richman@jj.ac.kr), 송민호 기자 (immino@jj.ac.kr)유경현 기자 (Richman@jj.ac.kr), 송민호 기자 (immino@jj.ac.kr)유경현 기자 (Richman@jj.ac.kr), 송민호 기자 (immino@jj.ac.kr)유경현 기자 (Richman@jj.ac.kr), 송민호 기자 (immino@jj.ac.kr)유경현 기자 (Richman@jj.ac.kr), 송민호 기자 (immino@jj.ac.kr)유경현 기자 (Richman@jj.ac.kr), 송민호 기자 (immino@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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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를 소개합니다[외국인 유학생들의 나라별 고향 소개]

기자후기
나라별로 다른 문화와 역사를 이해할 수 있었다.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우리 나라, 우리 대학에 잘 적응할 수 있
도록 관심을 갖고 친근하게 먼저 다가가면 좋겠다. 또 불편한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유학생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혜린 기자 (lhr8144@jj.ac.kr) 

중국 (China)

수도-베이징 / 언어-중국어 / 면적-세계4위 / 인구-세계1위

양윤흔

치난야

옴라니

생엉묘

강치멕 

몽골 (Mongolia) 
수도-울란바토르 / 언어-몽골어 / 면적-세계19위 / 인구-세계134위 

키르기스스탄 (Kyrgyzstan) 
수도-비슈케크 / 언어-키르기스어, 러시아어 / 면적-세계87위 / 인구-세계 113위 

미얀마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수도-네피도 / 언어-미얀마어 / 면적-세계40위 / 인구-세계 24위 

캄보디아 (Cambodia)

수도-프놈펜 / 언어-크메르어 / 면적-세계90위 / 인구-세계68위 

태국 (Thailand) 
수도-방콕 / 언어-타이어 / 면적-세계51위 / 인구-세계20위 차난야 

사천의 쉐이주유이 水煮鱼

바트에르덴 작가 작품

옥시장
놈빵 바떼

팟타이

키르기스스탄

몽골

중국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외국인 친구들의 하소연 “학교 다니면서 불편한 점”
- 키르기스스탄(크스지벡): 교수님들의 한국말이 너무 빨라서 수업을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 캄보디아(옴라니): 스타타워에 살고 있는데, 큰 건물에 비싸면서도 헬스장이 없어서 아쉬워요.
- 몽골(강치멕): 기숙사에 냉장고가 없어서 음식을 보관하기가 어려워요.

날씨가 더워서 바닷가가 유명해요. 
파타야, 푸켓, 방콕 다들 아시죠? 
음식은 팟타이, 똠양꿍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식이에요. 
북쪽에 치앙마이라는 곳은 야시장이 아름다워요.

사람들이 몽골에서 왔다고 하면 말 타고 다니냐고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다 시골지역인 줄 알고 있
어요. 요즘의 몽골은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온 곳은 서울같이 크고 바쁜 도시였어요. 그래서 전주대
학교로 올 때 전주라는 지역의 여유로움을 느끼고 싶어서 선택하게 됐어요. 
몽골은 너무 추워서 고기를 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추운 나라에서 왔어도 한국의 겨울도 춥
더라구요. 
어학원 다니면서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다른 문화를 이해하게 됐어요. 한국 음식들이
너무 맛있어서 다들 살이 찌는 것 같아요.

나라가 이슬람 종교라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리고
러시아 말과 키르기스스탄 말 두 언어를 사용해요. 바다가
없고 94%가 산이에요. 여기 와서 처음으로 바다를 봤어요.
너무 신기해서 가만히 바라봤었어요.

수도는 프놈펜이고 제가 온 곳은 베트남 국경 옆에
있는 산업도시에요. 사람들 모두가 친절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요. 제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은 섬로우
딩인데, 쓴 맛이 나요. 지역 사람들은 좋아하고 맛있
게 먹는데, 다른 지역 사람들은 맛이 이상하다고 해
요. 1년 내내 더운 열대지방이라 사람들이 바닷가로
많이 놀러가요. 한국에 와서 신기한 것들도 많이 봤
어요. 캄보디아는 대부분이 땅이고 7%가 산이라서
터널을 한국에서 처음 봤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같은 나라 안에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어서
언어를 세 가지 정도 써야 해요. 8개 민족 중
에 저는 까친 이라는 민족이고, 수도까지 비
행기로 두 시간이 걸려요. 미얀마는 자원이
많고 특히 옥이 많이 생산돼요. 매운 음식이
유명하고 살기 좋은 날씨에요. 지금은 전쟁
중에 있어요. 민족마다 다른 군인이 있고, 정
부도 군인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로
싸우고 있어요.

크스지벡

현재 우리 대학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학을 온 외국인 학생들이 많다. 이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유학생을 만나 고향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 보았다. 학교에서
자주 마주치지만 친해질 기회가 없어 궁금함만 남았던 이들 외국인 유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중국의 사천시에서 왔어요. 
음식은 샤브샤브랑 매운 음식이 유명해요.

6개국의 친구들과의 만남  
�중국 양윤흔(경영학과 18학번)  
�태국 차난야 (한국어문학과 18학번)  
�몽골 강치멕 (한국어 연수) 
�키르기스스탄 크스지벡 (전기전자공학과 18학번)  
�캄보디아 옴라니 (경영학과 18학번) 
�미얀마 생엉묘 (문화산업대학원 융합디자인학과 금속공예디자인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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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쓰기 클리닉 2강 | 

논리적 글쓰기란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글쓰기이다. 이때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연결해주는 고리는 원인과 결과의 짝
이 명확한 관계적 지식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사는 세
상은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야 의미가 생기고 의미가
있어야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러하다’식의 단정적인 답을 한다
논리적 글쓰기는 궁금증이 생겼을 때 필요하
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일반인이 비트
코인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라거나 ‘비트코
인은 앞으로 화폐 구실을 할 것인가?’ 또는
‘2000년대 들어서도 여성은 차별받고 있는
가?’라거나 ‘자동차는 어떤 속도에서 안전한
가?’ 등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 의문을 가졌을 때, 이를 논리적
글쓰기에서는 ‘문제 제기’라고 한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이것은 이러하다’
식으로 단정적인 답을 하는 것이 논리적 글
쓰기의 시작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일
반인은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 수 없다.’ 라거
나 아니면 ‘일반인도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
수 있다.’ 또는 ‘비트코인은 앞으로 화폐 구실
을 못 한다.’ 라거나 ‘비트코인은 앞으로 세계
적인 화폐가 될 것이다.’ 또는 ‘자동차는 어떤
속도에서도 안전하지 않다.’ 등으로 자기의
주장을 분명하게 하는 식이다. 

‘~왜냐하면’을 내세워 이유를 밝힌다
단정적인 답 뒤에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
는 이유 내지 원인을 붙여야 한다. 이러한 이
유 내지 원인을 논리적 글쓰기에서는 ‘논거’,
즉 ‘논리적 근거’라고 한다. 
앞에서 문제 제기된 바, ‘비트코인은 앞으

로 화폐 구실을 할까?’ 라는 궁금증에 대해
‘비트코인은 화폐 구실을 할 수 없다.’ 라고
답을 했다면 그 이유를 댈 수 있어야 한다. 
‘비트코인은 실패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시스템이 한손에 꼽을 만큼 적은 사람에게
장악 당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장악함으로
써 통제를 벗어난 화폐는 통용되기 어렵다.
화폐 가치가 요동치면 화폐로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화폐는 교환의 매개수단
이기 때문에 가치의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한
다. 비트코인은 하루사이에 1천 불로 뛰었다
가 그 다음 날에는 마이너스 2천 불로 뚝 떨
어지는 등 광란의 널뛰기를 한다. 이와 같이
극심한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화폐가
될 수 없다.’와 같은 식이다.

‘비유’를 사용해 논리를 강화한다.
추상적인 개념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서는 비유를 사용하면 좋다. 비유란 구체적
이고 친숙한 상황을 설정하여 빗대어 표현하

기 때문에 보다 이해하기 쉽게 만든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

는 비트코인 열풍을 네덜란드의 튤립버블파
동사건에 비유한 유시민 작가의 혜안은 무릎
을 치게 만든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트코

인 열풍은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버블사건
과 일치율이 높다. 1630년대 중반, 당시 네
덜란드는 유럽 국가 중 1인당 소득이 최고였
다. 이때 네덜란드에서는 수입된 지 얼마 안
되는 터키 원산의 튤립이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자 당시 귀족과 신흥부자들을 비롯해서
일반 서민들에서 까지도 튤립수요가 폭발적
으로 증가했다. 이에 튤립가격이 불과 1개월
만에 수백 배가 뛰는 기현상이 일어나게 되
었다. 심지어는 튤립이 피지도 않았는데 앞
으로 튤립이 피게 될 미래의 어느 시점을 정
해서 특정한 가격에 매매를 하는 선물거래까
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튤립투기가 과열되
었을 때에는 튤립 한 뿌리 가격이 배 한 척
의 값에 맞먹는 정도였다. 지금 환율로 계산
해보면 튤립 한 뿌리가 1억 1천만 원에 거래
된 셈이다. 어느 날 네덜란드 법원에서 튤립
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자 튤립 가격은 수천분의 1 수준으로 폭
락하고 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장에서

는 튤립을 사겠다는 사람은 없고 팔겠다는
사람만 넘쳐났다. 그 결과 튤립을 사재기했
던 상인들은 빈털터리가 되었고 튤립에 투자
했던 귀족들도 망해서 네덜란드는 영국에게
경제대국의 자리를 넘겨주게 되었다. 현재의
비트코인도 한 개의 값어치가 2천만 원을 오
르내리는 것으로 보아 튤립 버블사건와 너무
흡사하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애당초 사기를
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사기
가 됐다.’와 같은 방식의 비유다.   

문제제기의 필요성을 머리말에 둔다
사람들은 대체로 힘든 난관에 부딪치지 않으
면 문제 제기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
다. 문제 제기가 없으면 바뀌는 것도 없다.
어떤 사태나 현상에 대해 궁금증을 품고 질
문을 하는 것은 내일을 좀 더 나은 오늘로 만
들기 위해서이다. 새롭고 낯선 문제들과 부
딪쳐야 사람은 자연스럽게 배움이 일어나고
보다 좋은 사회를 향해 문제 제기하려는 의
욕이 일어난다. 
지식과 삶의 맥락과의 관련성 속에서 끊임

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러한 문제 제기의
장을 통해서 현재를 바꾸려는 속내를 밝히는
것이 머리말이다. 머리말은 인식의 전환과
문화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희망하며 실천에
나서는 투쟁의 진입로와 같은 것이다.   

논리적 글쓰기

장미영 교수 (기초융합교육원)

평창 2018, 솔직히 말해 나는 올림픽에 관심이 없었다. 동
계 올림픽을 평창에 유치시키는 과정을 보며 ‘올림픽이 우
리나라에서 개최되는구나. 신기하네?’ 이렇게 딱 한 문장이
나의 생각 전부였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로 지원하고 면접
을 통해 평창에 다녀오기까지 꼬박 1년의 시간을 함께 보
내며 올림픽은 나에게 큰 관심사가 되었다.
우리는 올림픽 자원봉사자로 불렸고 일명 패션 크루
(Passion Crew)가 되었다. 하나된 열정으로 모인 우리,
그 안에 속했던 나의 이야기를 잠시 꺼내 볼까 한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였으

니 거슬러 올라가면 벌써 1년도 더 된 이야기다. 평소 도전
하기를 좋아했던 나는, 올림픽 역시 궁금했다. ‘올림픽이라
는 무대는 과연 어떤 곳일까?’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앞뒤 사정 볼 것 없이 바
로 지원했다.

인터뷰 때 “추위 이길 방법 없어요”
2017.2.3.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면접을 보러 갔다. 솔직히
말해 합격할 줄 알았다. 그래서였을까? 그때의 기분은 딱
히 생각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당시 서류전형에서 탈락했
다면, 아마 그 기분은 선명하게 남았을 것이다.
지금은 웃으며 하는 얘기지만 면접날, 장소를 착각해 정

말 마음 졸였던 기억이 있다.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로 가
야 할 것을 전주시자원봉사센터로 간 것이다. 사람들이 우
글거려야 할 장소에 나 혼자 덩그러니 있으니 불안하지 않
을 수가 없었다. 결국 시간 안에 면접 장소에 도착해 면접
을 무사히 치르긴 했지만 이동 과정에 애태웠던 초조함이
해결되어서인지 막상 면접에서는 긴장조차 되지 않았다.
그 와중에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질문이 하나 있다. “평창

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추워요. 추위를 이기는 나
만의 방법엔 뭐가 있을까요?” 여러 명의 집단 면접이었기
에 나는 네 번째로 답을 했다. 앞선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열심히 뛰어다니며 추위를 떨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나
는 너무나도 당당히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솔직히 대답했다. 내가 면접관이라면 어
이없어 웃음이 났을 것 같다. 그래도 다행히 면접에 합격했
고 걱정했던 평창의 추위는 실내에서 근무했던 덕분에 걱
정하지 않을 수 있었다.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에서 다국적 기자와 만나
2018.2.6.~2.25. 내가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기간이다. 당시 배정받았던 근무는 PRS Venue Photo
Assistant(우리는 이를 PRS 혹은 Photo 팀이라고 불렀
다). 함께 일했던 팀원은 총 20명. 근무지는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이었다. 한 마디로 우리는 경기장 내의 각
포토 포지션에 위치한 국내외 사진기자들을 관리했다.
한 장의 사진에 현장의 희로애락을 모두 담아야 하는 사
진기자들이었기에 그들의 프레임을 관객이 방해해서는 안
되었다. 그래서 근무를 하며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냐
고 묻는다면, 포토 포지션을 침범하는 관객에게 “이곳은 포
토 포지션이니 촬영을 위해 조금 나와 주시겠습니까?”라고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이었다. 물론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한국어나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관객을 상대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난처할 수가 없었다.
유독 추웠던 날씨와 숙소, 식단 등 자원봉사자에 대한 처

우가 낱낱이 밝혀지며 노쇼가 성행했기에 내가 강원도에
도착한 후, ‘거긴 괜찮냐?’는 지인들의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하지만 그들의 걱정과 달리 나는 정말 잘 지내고
있었다. 경기장 내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스피드 스케이
팅의 전 경기를 눈앞에서 봤으며, 다양한 국적의 사진기자
들도 사귈 수 있었고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영어도 배울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곳의 현장감을 눈에 담아올 수 있던
것이 활동 중의 가장 큰 수확이었다. 물론 평창에서 근무했
던 자원봉사자들은 힘들었을 것이다. 평창에서 근무했던 친

구 얘기만 들어봐도 날씨며 숙소가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
이다. 하지만 어딜 가나 무얼 하나, 흑과 백은 존재하기에
백에 속했던 나는 그저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패럴림픽, 짜릿한 함성소리
2018.3.8.~3.18. 올림픽에 이어 패럴림픽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기간이다. 패럴림픽에는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이 없
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근무(TRA Road Attendant)를
배정받았다. 12명의 팀원들과 북강릉 주차장에서 근무하
며 빙상 종목 경기 관람 및 강릉 올림픽파크로 이동하는 관
객들에게 셔틀버스 안내하는 일을 했다.
솔직히 말해 올림픽에 비해 조금은 아쉬운 근무였다. 패
럴림픽에 대한 기대가 더 컸던 나로서는 북강릉 주차장이
라는 장소가 야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셔틀버스를 자유
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 덕분에 쉬는 시간마다 경
기장에 놀러 갈 수 있었고 덕분에 올림픽 때보다 더 많고
다양한 종류의 경기를 관람할 수 있었다. 관심이 있었기 때
문일까? 경기의 승패를 떠나 함께 외친 함성소리가 짜릿했
다. 기립 박수를 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꿈같던 시간, 잊지 못할 추억 얻어
2018.3.18. 폐막식을 끝으로 나의 찬란했던 겨울은 끝이
났다. 겨울과 함께했던 평창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 자원
봉사자로서의 모든 일정도 끝이 났다. 솔직히 그곳에서 보
고 느낀 것을 이 글 안에 다 담을 수 없었다. 차마 다 담지
못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던지, 그것들을 다 담아보겠다는
의지 하나로 ‘썼다 지웠다’를 참 많이도 반복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참으로 꿈같던 시간이었고 잊지 못할
시간과 추억과 사람을 얻어왔다는 것이다. 참 감사하고 행
복했다. 지금의 나는, 그들과 쌓을 앞으로의 이야기가 더
궁금해질 뿐이다. 그렇다. 평창 2018, 나는 그곳에 있었다.

김진아 학생 (영화방송학과 17학번)

▲ 셔틀봉사
▲ 다국적 기자단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자원봉사 활동 소감문]

평창 2018, 

나는 그곳에 있었다.

▲ 자원봉사자 이름으로 제작한 이미지
▲ 오른쪽이 김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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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자칭 전주의 태양, 희망, 떠오르는
샛별 한복청년 전주대학교 법학과 11학번 27살 유민수
입니다.  

Q. 전주의 떠오르는 샛별 한복청년 유민수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 제 장점은 자존감이 높은 것입니다. 저는 어떠한 발언
에도 흔들리지 않고 제 주장을 뚜렷하게 표현할 수 있습
니다. 또한 제 인생의 모토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여서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디든 길이 있기에 길만 찾는다면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생
각하는 긍정의 마음이 제 장점인 것 같습니다. 

Q. 어떠한 계기로 한복을 입게 되셨나요? 
A. 평소에도 가끔 한복 입고 다녔는데 그러다보면 신기
하게도 사람들이 제가 한복 입은 모습을 보며 ‘나도 한복
을 입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에게도 ‘저 옷은 무슨 옷이지?’하는 궁금증을 유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복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
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튀고 싶었던
거지요. 

Q. 혹시 외국인들이 한복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었나요?
A. 한복에 대한 질문보다는 제가 입고 간 옷이 <화랑>이
라는 드라마에서 박서준 씨가 입었던 한복이었는데 한복
을 본 외국인들이 “전사냐?” “전통무사냐?”라고 질문한 적
이 있었고, 또 그 때가 마침 평창 올림픽 시즌이 다가올
때여서 평창 올림픽 깃발을 가방에 매달고 다녔는데 평창
에 출전하는 태권도 선수냐고 질문하는 경우들도 있었습
니다. 

Q. 본인이 생각하는 한복의 우수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A. 한복의 우수성은 일단 편리함입니다. 통이 크기 때문
에 움직임이 아주 편합니다. 또한 한복만 가지고 있는 선
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깃에서 소매로 떨어지는 선과
무늬 안에서 나오는 곡선이 매우 예쁩니다. 그런 의미에
서 옛날 한복의 기능이 주로 보온이었다면 요즘 한복은
패션 디자인이 주된 기능이라 생각합니다. 한복의 색감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Q. 법학과를 전공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네 맞습니다. 사실 한복과 법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
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살다보면
대학 전공과 실제로 하게 되는 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수능 치르고
대학을 들어갈 때 본인의 적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성적에
맞춰서 대학에 들어가는 경우가 태반인 것 같은데, 저 또
한 그러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전공을 살려서 그 길을
따라 가기보다도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분야를 살렸습니다.

Q. 그렇다면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가요?
A. 현재 저는 한복 대여, 한복 축제, 한복 플래시몹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센터에 찾아오는 청년들에
게 창업에 관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Q. 한복입고 플래시몹을 기획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A. 네 맞습니다. 먼저 한복 플래시몹을 기획하게 된 계기
는 ‘한복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대중들에
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합의점 곧 문화를 이용하고 싶었
습니다. 특별히 문화 중에서도 유명한 K-POP을 이용해
야겠다고 생각하여 시작하게 되었고 전주 한옥마을은 관
광명소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좋았고, 한복의 특
성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합의
점들을 찾다보니 한복을 입고 한옥마을에서 플래시몹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Q. 그뿐만 아니라  전주 한복 모델 선발 대회의 총감독까지 하
셨다구요? 
A. 네 맞습니다. 전주 한복 모델 선발 대회 총감독을 할
당시 심정은 사실 막막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
년들이 자비를 모으기도 하고 후원도 받아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회의 콘셉트는 “대한민국 공주, 왕자
를 찾아라”로 선정하여 진행하였고 한옥마을에 고종 황제
손자 (이석 총재)가 살고 계시는데 콘셉트에 대한 의미를
더하여서 이석 총재님께 대회장을 맡아 달라고 부탁드렸
습니다. 그러면서 행사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었던 것 같
고, 청년들을 모아 서포터즈를 만들어서 활동하면서 총
감독하는 과정도 감사함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를 통
해서 저는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Q. 앞으로 펼쳐갈 목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한복을 입고 세계 일주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6명이 자유여행 겸 한복을 입고 라오스를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라오스 국립대에 방문해서 한국에
서 준비한 한복을 학생들에게 입혀주는 프로그램을 진행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
고 싶습니다. 또한 청년들에게 도움 주는 사람이 되고 싶
습니다. 미래를 살아갈 청년들에게 적성과 잘하는 일의
합의점을 찾아 주는 일을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또 욕
심을 내자면 3단계의 목표가 있는데 먼저 뉴욕 LA에 가
서 청년들과 한복을 입고 플래시몹을 하는 것입니다. 그
리고 전주 한복 홍보 대사, 더 나아가 대한민국 한복 홍
보대사로 전 세계에 한복을 알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는 한복센터를 운영하여 평소에도 한복 입을 수 있는 실
용적인 한복 센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전주대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학우님들에게 지루한 말씀 드리기 전에 모험과 도전

을 좋아하고, 라면과 고기를 좋아하신다면 제게 전화해주
세요 함께하고 싶습니다. (010 9682 2789 유민수)
저는 직업을 선택할 때 명예롭거나 만족을 주는 직업이

라면 괜찮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경비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저는 정말 자
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원하는 월급이
다르겠지만, 단지 월급으로 인해서 직업을 선택한다면 자
신이 불행하다 생각합니다. 고교 성적에 맞춰서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하고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그저 그런 직장에 들어가서 ‘남들도 이렇게 비슷하
게 산다’고 애써 자기 위로하면서 산다면 그보다 안타깝
고 슬픈 현실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기에 저는 이렇게 얘
기하고 싶습니다. “아직 우리는 젊기에 현실과 타협할 필
요가 없다. 자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자. 우리의
인생은 100미터 뛰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제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의 직업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30년 일하는데 그저 돈만을 벌기 위해 직업
이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는 가슴 뛰는 일을 찾고, 그 전에 모험하고 도전하고 여
행하고 책도 읽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
한 것은 좋아하는 일보다는 잘하는 일을 열심히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잘하는 일을 꾸준히 하다보면 결국엔
좋아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믿기 때
문입니다. 

한복청년 유민수, 한복입고 히말라야 등반하다.

- 기자후기 -
유민수 청년의 진심과 뜨거운 젊음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던 인터뷰, 어쩌면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사회 구조 가운데서 본인의 재능과 열정을 살린 일
을 함으로서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모습이 너무 인
상적이었다. 앞으로 그의 행보가 기대된다. 더불어
대담한 모험심과 도전을 응원한다.  

김하선 기자 (haseon6317@naver.com)

혹한의 추위 속 기능성 한복을 입고 10일간 해발 4130m(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히말라야를 등반한 전주대 법학과 11학번 유민수 그의 유쾌하고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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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렛은 갈릴리의 한 성읍으로 예수 당시는
작은 촌락이었다. 이 작은 마을이 예수와 밀
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는 그의 부모인 요셉
과 마리아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요셉과 마리
아는 호적신고 하러 베들레헴으로 가기 전 이
곳에 살았고 헤롯의 명령으로 영아 살육이 자
행되고 있을 때 베들레헴에서 이집트로 피신
하였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 나사렛으로 돌아
와 살았다. 
예수가 이곳에서 30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예수의 고향이라 불린다. 그러나 아쉽게도 예
수의 어린 시절과 30세 이전 청년 시절에 관
한 기록은 별로 없다.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여 부모의 보호
아래 이집트로 피난하였다는 것과 헤롯이 죽
은 후 나사렛으로 돌아와 살게 되는데, 아이
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
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눅 2:40) 그리
고 예수가 12살 되던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이때 성전에서 선생들에게 예수는
듣기도하며 묻기도 하였는데, 듣는 사람 모두
가 예수의 지혜로움에 감탄하는 대목(눅
2:47)정도이다. 

비록 성경에는 이정도로 예수의 어린 시절
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다고 할지라도 나사
렛에서 . 물론 목수인 아버지 일을 도우며, 요
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단란한 가정생활
을 하였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나사렛은 가난한 동네인데다가 문제적 다
양한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와 도피하던 곳

이었기 때문에 우범지대로 낙인찍힌 곳이었
다. 신약성서에 예수의 제자 중에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나
사렛 예수를 만났다”고하는 말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였다. 또한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 지역에서 나오겠느
냐? 고 반문하는 기록으로 보아, 나사렛은 천
한 지역, 멸시 받는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하면

왠지 기피해야하는 부류의 사람으로 인식되
곤 했다. 실제로 나사렛 사람들이 예루살렘으
로 몰려와 소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했다. 

낮은 곳 마굿간에서 탄생한 예수가 소외된
지역 나사렛 사람 예수라 불리 운 것도 우연
이 아니다. 아무튼 예수는 어린 시절부터 이
골목에서 자랐고 아버지의 목수일을 도우며
성장하였다. 

또한 예수가 살던 집이 언덕 위쪽에 있었

다. 따라서 어머니가 물 길러 갈 때 경사진 길
을 오르내려야 했기 때문에 예수는 당연히 무
거운 물동이를 엄마 대신 날랐을 것이다.

나사렛의 오밀조밀한 집들과는 대조적인
웅장한 건물하나가 나사렛의 경치를 압도하
고 있다. 수태고지(受胎告知)교회이다. 이는
다름 아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
나 예수의 잉태를 예고 한 곳에 세워진 교회
이다. 이 교회 지하에 동굴이 있는데, 이곳을
천사로부터 예고 받은 장소로 추정되고 있다.

김천식 문학박사 (교회사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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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렛, 예수님의 어린 시절

▲ 나사렛 동네 전경

김은국(1932~2009)은 함흥 출신 월
남민이며, 6.25 전쟁 시기에 통역 장교
로 복무한 후 미국으로 건너간 재미교포
작가이다. 1960년 존스홉킨스대학교에
서 문학석사학위를 받고, 하바아드대학
원에서 수학하였다. 1964년부터 매사
추세츠대학교에서 조교수로 재직하기 시
작하여 미국 여러 대학교에서 문예창작
을 강의하였고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에 교환교수로 오기도 하였다.
1964년 미국에서 영문으로 발표한
『순교자(The Martyred)』는 “6·25전
쟁이 일어난 후 인민군에게 개종을 강요
당한 평양의 목사들이 순교와 배교 사이
에서 고뇌하는 과정을 형상화한 작품으
로, 한국적 상황을 토대로 신의 부재와
원죄 문제 등 인류의 보편적 문제를 다뤘
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미국
에서 20주 연속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이 작품은 당연히 신앙문학, 혹은 기독

교 소설이 아니다. 오히려 실존주의 소설
로 분류된다. 이 작품이 유현목 감독에
의해 한국에서 영화화되었을 때(1965
년) 기독교계의 강한 반발과 항의에 부딪
친 바 있다. 워낙 전 세계적인 극찬을 받
았고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으며, 노벨
문학상 후보로까지 거론된 작품이다 보
니 소설 출간 당시 반발은 없었지만, 영

화로 제작되었을 때는 잠복해 있던 교계
의 불만이 표출되었던 것이다.
논란이 된 부분은 14명의 목사 중 12
명이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다가 죽어
갔다는 내용이다. 인민군은 이들을 잔인
하게 학살한 반면, 끝까
지 의연하고 당당한 모
습을 보인 신 목사는 살
려준다. 그러나 신 목사
는 단지 살아남았다는
이유만으로 ‘배교자’라
는 누명을 쓰게 된다.
신 목사는 얼마든지 사
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
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
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신을 배신했던 유다’임
을 자처한다. 12명의
목사가 끝까지 신앙을
증거하다가 숭고하게
순교한 반면, 자신은 비
굴하게 살아남았다고
신도들 앞에서 거짓 증
언을 한다. 
이 작품의 핵심은 결국 이 ‘거짓 증언’

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
인가의 문제이다. 이 작품의 초점화자인
이 대위는 “거짓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

라고 보는 도덕주의적 입장이다. 첩보대
장으로서 이 ‘거짓 증언’을 처음으로 기획
한 장 대령에게 신 목사의 행동은  “국가
와 민족을 위한 효율적인 군 작전”의 일
환이다. 그리고 신 목사에게는 “전쟁으로

인해 이유 없이 고통당
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
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
한 실존적 결단”이다. 
그렇다면 우리 독자

에게 신 목사의 결단이
주는 의미, 또는 작가의
궁극적 창작 의도는 무
엇인가? 어쩌면 이 작
품의 주제는 이러한 질
문 그 자체일 수도 있
다. 작가는 하나의 ‘사
실’이 여러 의미를 지닐
수 있고, 동시에 여러
각도에서 해석될 수 있
음을 보여 주고 있다.
(작품 원문의 ‘truth’는
사실 외에 진상, 진실

등의 뜻을 지니고 있다. 이 작품이 장왕
록, 도정일 등에 의해 번역되었다가 결국
작가 자신에 의해 다시 번역된 이유가 영
문판의 의도가 한글 번역본에 제대로 전
달되지 못한 데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작

가 자신마저도 번역에 성공했는지는 미
지수이다)
이 대위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반면, 장 대령과 신 목사는 ‘그 사
실이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가 더 중요하
다고 판단한다. 장 대령과 신 목사의 기
질과 세계관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결론을 내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
흔히 말하는 ‘선의의 거짓말’을 인정할 것
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이 작품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작품에는 이러한 것
들이 등장인물들의 선택의 문제로 그리
고 있지만, 동시에 이는 독자들이 일상생
활 중에 늘 부딪치는 실존적 문제이기도
하다. 
이 대위의 말처럼 사실은 늘 존중되어
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장 대령의 입장
처럼 자신이 속한 조직을 위한 최선의 길
이 무엇인지 전략적으로 접근하기도 해
야 하며, 신 목사처럼 고통 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전달하는 일을 멈추어
서도 안 된다. 이 세 가지를 한 사람이 동
시에 할 수는 없다는 데에 ‘인간의 비극’
이 가로놓여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중 한 가지만이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어
렵고 타자에게 이 중 한 가지만을 강요하
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김승종 교수 (한국어문학과)

신앙 서적 소개 ‘사실(truth)’에 대한 우리들의 선택 

김은국의 『순교자』

▲ 수태고지(受胎告知)기념교회

▲ 오른쪽으로 보이는 탑이 요셉의 교회이다. 



사    설

새 정부의 노력으로 그동안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다. 엊그제 밤 TV를 통해
‘2018 남북평화 협력기원 남측 예술단 평양공연-
봄이 온다’의 주요 장면을 시청하면서 줄곧 가슴 벅
찬 감동으로 전율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류(韓流) 문화가 과연 저 동토의 땅에
서 어렵게 살고 있는 동포들에게는 어떻게 보일까.
낯익은 가수들이 저마다 개성 있는 모습으로 들려 준
노래들은 우리 모두의 심금을 울리며 커다란 감동과
환희를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남측 예술단이 보여 준
솔직하고 대담한 노랫말과 율동, 풍부하고 기교 넘
치는 박자와 음정들이 획일화되고 경직된 그들에게
어쩌면 당황스러운 충격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이
따금씩 화면에 잡히는 젊은 관객들의 여러 표정을 보
면서 이런 문화 행사야말로 북녘 동포들을 더 넓은
세상과 문명으로 안내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며
묘한 흥분과 기대에 젖었던 것 같다.

최근의 남북 간 교류는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 대
회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대회를 앞두
고 갑자기 남북단일팀 구성이 문제로 불거졌다. 여
자 아이스하키팀에 북녘의 선수가 포함됨으로써 기
존의 남녘 선수의 출전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문제
가 발생한 것이다. 이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와 같
은 상황이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몇 년 동안 열
심히 땀 흘리며 훈련한 선수나 대표팀 입장에서는 이
런 갑작스런 조치를 수용하기 힘들었음에 틀림없었
다. 다행히도 큰 반발이나 사고 없이 선수들과 코치
진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무사히 대회를 마쳤고, 헤
어질 때는 모두들 부둥켜안으며 작별을 아쉬워했다.
남북 화해와 교류라는 대의를 위해 개인과 팀의 손
해를 감수했던 선수들과 코치진의 희생이 빛났던 시
간이었다. 이와 함께 이 일로 우리 모두는 정녕 통일
을 소원하고 있는지도 반문해 볼 수 있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노래나 구호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왔다. 하지만 세대가 지
나갈수록 통일에 대한 염원은 점점 퇴색해지는 것 같
다. 북녘에 가족이나 고향을 둔 어른들은 이미 구세
대가 되었다. 젊은 세대에게 통일은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솔직히 철저한 이념과 엄격한 생활로 무
장된 북녘 사람들과 더불어 같은 나라에서 어울려 사
는 것이 불편함을 넘어서 두렵기까지 하다. 그렇다
면 정녕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이나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서 통일 문제에 관하여 깊이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막연한 구호나 구체성 없는 당위로만 통일을 말하는
것은 허망한 일이다. 세계 최강대국들에 둘러싸인 남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와 지난날 우리 민족이 겪었던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에 비추어 가장 합리적이고 타
당한 통일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주변국들을 안
심시키며 우리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다함께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도 북녘 땅에서 지하 교회를 섬기는 선교사들

의 전언에 따르면, 아직도 적지 않은 북녘 동포들이
맨 처음 이 땅에 전해진 기독교 신앙의 순수함과 신
실함을 목숨처럼 지키며 통일될 그날을 위해 기도하
고 있다고 한다. 

신문방송국장 박기범 교수 (국어교육과)

정녕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가

일본 다도(茶道)의 마음가짐을 가리
키는 말에 '일기일회(一期一會)'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일본어로는 '이치
고 이치에'라고 발음이 되는 이 말
은, 주인은 다회(茶會)에서 각각의
손님을 만나는 것이 일생의 단 한 번
뿐이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대
접해야한다는 뜻이다. 이 표현은 일
본인들이 보통 인연의 소중함을 이
야기할 사용된다. 한국의 '옷깃만 스
쳐도 인연'과 유사하지만, 인연을 주
객의 접대로 풀어낸 것이 재미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은 늘 설
레는 일이다. 2018년 3월 1일자로
전주대학교의 새로운 일원이 되었
고, 전주시민이 되었다. 모든 것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설렘과 함께 '일
기일회'라는 말을 다시금 가슴에 새
기게 된다. 학생들과 수업에서 만나
서로 자극을 주고받으며 지식을 공
유하는 일은 교수 생활의 가장 큰 장
점이라고 생각된다. 내가 교수라는
직업을 꿈꾸고 노력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수업시간에는 되도
록 모든 학생과 이야기를 하려고 하
지만 현실적으로는 녹록치 않다.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 교원 연수

기간에 iClass, PBL 등 전주대학
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습자중심교
육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이와 같은
방법은 학생 개개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원활히 한다는 점에서 교수
자중심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늘 그렇듯 방법
만으로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다.
수업에 참여하는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수업에  임하는 자세 역시 중
요한데, 예를 들어 '일기일회'의 마음
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어떠할
까. 매수업마다 서로 단 한번 뿐이라
는 간절함과 정성으로 수업을 준비
하고 참석한다면 내용을 소홀히 할
수도, 말 하나하나를 허투루 흘려들
을 수도 없을 것이다. 정작 나 먼저
마음을 다잡아야지라는 반성을 하게
된다.
전주대학교 교수신문에 처음 쓰게

되는 글에 어떠한 내용을 쓸까 많은
고민 끝에 '일기일회'라는 말을 선택
했다. 몇 년이 지나 다시 이 글을 꺼
내 보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고 있
을까. '잘 해오고 있어'일까, '맞아 내
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일까.
전자이길 기도해 본다.

[교수칼럼]

편용우 교수
(일본언어문화학과)

이정욱 교수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일기일회(一期一會)의 마음 

나는 전주대인이다 

2018년 3월, 저는 역사문화콘텐츠
학과의 새내기 교원으로 임용되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쁜 하루하
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긴장감 속에
전공 강의를 마치고 나면 짜릿한 만
족이 있었고, 새내기 1학년의 지도
교수로 학생들과 만나는 시간은 지
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또 하나의 즐
거움이 되었습니다. 강의와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학문에 대한 열의, 미
래를 향한 철저한 계획을 접할 때면
감탄스러울 정도입니다. 제가 다녔
던 1990년대의 대학, 대학생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
니다.  
저의 임용은 94학번으로 전주대

학교에 입학한 후, 24년 만에 다시
모교에 돌아온 계기였습니다. 제가
입학할 당시 우리 학교는, 전기대 입
시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들이 한 번
의 실패를 뒤로 하고 다시 지원하는
후기 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거의 모든 학과의 1학년생은 자괴감
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학과 강
의에 보이지 않는 학생들이 많았고
심지어는 입학하자마자 휴학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
런 이유로 1학년을 마치자마자 서둘
러 군에 입대하겠다는 결정을 내리
게 되었습니다.  
2년여의 군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마음으로 대학생활을 하려던 저는
IMF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 또다

시 좌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후회하
자’는 생각으로, 힘들지만 꿋꿋하게
대학생활을 이어 나갔습니다. 힘들
때마다 격려해 주신 학과 교수님들
이 계셨고, 교양 강의로 인연을 맺게
된 한 시간강사님에게 무한한 긍정
마인드를　배우며　저는 무사히 대
학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이겨 낸 덕분에 저는 무난히
대학원에 진학했고, 전주대학교를
전북의 국립대학으로 알고 있던 타
대학의 동료들에게 ‘전주대학교는 전
주에 있는 사립 기독교 대학’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유
학시절 동안에도 세계의 명문대학에
서 온 동료들과 함께 연구하며, 제가
전주대인이라는 자부심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괴감과 열등감으로 가득 찼던 대

학시절의 저에 비해, 지금 전주대학
교 후배들은 당당히 ‘과잠’을 입고 거
리를 활보할 정도로 모교에 대한 애
착이 강한 것 같아 너무나 자랑스럽
습니다. 20여년의 세월을 지나오며
‘최고의 만족을 주는 기독교 명문사
학’으로 거듭나고 있는 우리 대학의
위상을 보여 주는 하나의 사례가 되
겠죠. 힘들었던 대학시절 저에게 아
낌없는 조언을 해 주셨던 교수님들
처럼, 저도 앞으로 20년 아니 그 후
까지 후배들을 돕고 격려하며 함께
하는,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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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 떼를 지어 살며,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좋아한다.
성질은 온순하고, 풀·나뭇
잎·나무껍질과 같은 식물
질을 먹는다. 임신기간은
147∼161일이고, 한 배에
1∼2마리의 새끼를 낳는데,
다산 종은 3∼5마리를 낳는
다. 갓 낳은 새끼는 눈을 뜰
수 있고, 양털 모양의 털이
있다. 생후 1개월이면 먹이
를 먹고, 3개월이면 이유한
다. 2년이 지나면 새끼를 낳
을 수 있으며, 7∼8년까지
번식에 이용된다. 

▼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얌전하다’, ‘순하다’, ‘착하
다’…라는 말로 양이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는다. 온유하
고 유순한 이미지이다. 그러
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중동
지역에서는 양의 이미지가
우리와는 정 반대이다. 이
란, 이라크에서는 사람들이
언쟁을 벌이다 감정이 극에
달했을 때 불쑥 내뱉는 말이
양과 관련되어 있다. “이 양
같은 놈아!” 가장 치욕적인
욕이다. 생각이 모자라는 어
리석은 놈, 그저 고집만 세
고 숲을 보지 못하는 속 좁
은 놈이라는 뜻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다 양 같아
서 그릇된 길로 가고 있음
(사 23:6)을 한탄한 적이 있
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 우
리의 보편적인 지독한 독선
을 비유한 말씀이다. 양은
동물들 가운데 가장 시력이
나쁜  종의 하나이다.
2~3m 앞의 것만 겨우 분
별한다. 동물들 중 가장 길
을 잘 잃어버린다. 그래서
양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제
멋대로 행동한다. 고집과 편
견과 오만의 상징이다. 

▼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
리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한
다. 그릇된 길로 갈 수 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이런 비유
로 표현하는 것이다. 목자이
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의 메시지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
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
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엡 4:13,
14). 아멘.

장선철 교수 (상담심리학과)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3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첫번째로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의 형편과 처

지를 알고 계실까?” 
두번째 질문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

하실까?” 
세번째 질문은 “내가 과연 주님을 위해 무엇

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서는 이러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
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
입니다. 인공위성 GPS시스템을 예로 들어보자
면, 만 이천 마일 상공의 24개의 인공위성이 서
로 연결되어서 여러분들의 차에 장착 되어있는
프로그램과 연결됨으로써 수백만대의 차가 같은
프로그램을 쓸 때에, 각자 다른 출발점에서, 다
른 속도로, 다른 목적지로 감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가 어디인지 놓쳐지지 않고 드러납니다. 이
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
디에서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너무도 잘 알고 계
십니다. 우리의 위치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
각도 아시고, 우리의 사람 됨됨이도 아십니다.

하늘나라의 GPS로 전부 다 파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모두 다른 곳에 있고, 그
곳에서 또 다른 일을 하고 다른 상황을 겪겠지
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시고,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오셔서 친히 도와 주실 것입니다. 
두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한 영혼

이 너무도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도 소중하다는 뜻이죠. 본문을 보
실 때에 마가복음 3장 7절과 20절, 32절, 4
장 1절과 36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습
니다. 바로 “무리”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시기 위하여 가는 곳마다 큰 무리들
이 모여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그 가운데 예수
님께서 행하신 일은 5장 2절에서 볼 수 있듯 귀
신들린 그 한 사람을 고치셨음을 알 수 있습니
다.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도 소중하지만, 예
수님이 아니고는 고칠 수 없는 그 한 영혼을 보
고 그 영혼을 찾아서 주님은 먼 걸음을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저 수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도 왜
굳이 귀신들린 자를 구하시러 가시냐고. 예수님
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
았을까요? 나는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라면 어
떤 모험도 할 수 있고,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
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너희를 데
리고 다니는 것이라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
함을,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러한 마음을 우리가 배워 우리 교직원분들은 그
저 눈에 띄는 학생 몇 명에게만 신경을 쓰는 것
이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을 귀히 여기고 섬
겨야 할 줄로 세번째로는 한 영혼의 가능성을 보
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한 영혼을 고치
신 후, 그에게 그의 가족에게로 가서 주께서 어
떻게 큰 일을 행하신 지와 그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알게 하라고 보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리고 다음 구절인 20절을 보면, “그가 가서 예

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
더라” 라고 나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서 데가볼리는 그저 하나의 도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10개의 도시를 뜻하는 데카폴리스
(Decapolis).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 한 영혼은
무려 10개의 도시를 다니는 전도자가 된 것입
니다. 어느 교통수단도 없던 시절, 주님의 행하
신 일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온 도시를 다니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전파하는 전도자로써 쓰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러분들에게 있는 가능성을 보시기 바랍니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실 때에 여러분들
에게 엄청난 가능성을 열어두셨고, 엄청난 기대
를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막대기가 그
냥 있을 땐 그저 막대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
지만, 모세의 손에 들리면 홍해를 가르는 도구
가 되는 것이고, 길바닥에 널린 당나귀 턱뼈가
그냥 있을 땐 마른 뼛조각 하나이지만, 삼손의
손에 들리면 블레셋인 천명을 죽이고 승전가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
리가 예수님의 손에 맡겨진다면, 성령의 사도가
된다면, 우리에겐 엄청난 가능성이 있음을 알기
원합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귀한 것
을 자랑하기 위한 전도자로서 크게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자랑치 아니함은, 즉 전도를 하지 아
니함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주 귀한 것
을 중히 생각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 진리를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모두가 품
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주께서 기쁘게 사용하
시는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들 스스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큰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닌, 한 영혼을 귀하게 여
기시는 그 분의 심성을 닮아, 주위의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최종상 목사
(영국 암노스 교회개척학교 학장)

“한 영혼을 찾아서”(마가복음 5: 1-20)

진리의 샘 <4월 교직원 부활절 예배 설교>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저마다 봄을 만끽하며
꽃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
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누
리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할까 돌
아보게 됩니다. 

대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삶이 새
롭게 시작되는 곳입니다. 본격적으로 나의
삶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는 곳이 대학입
니다. 당장 내일의 삶의 대한 고민부터 20
년 후, 30년 후의 나의 삶을 생각하다 보
면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고
민까지 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하나님으

로부터 지음을 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세
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라
는 존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있습니
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에 자신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되
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사랑은 나를 통
하여 세상에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해야할까요? 그것은 자신을 내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
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나’는 에베소

서 4장 11절~13절의 말씀처럼 각자의 자

리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게 됩니
다. 때로는 선생님으로, 때로는 직장인으
로, 때로는 기업가로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로 존재하는 것
입니다. 언젠가 SBS 생활의 달인에서 시
계 수리의 달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쌀보
다도 작은 톱니바퀴가 망가져서 손목시계
가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달
인은 그 부품을 떼어내어  새롭게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부품을 원래 있던 자리에
조립을 한 순간 생명을 잃었던 시계가 다
시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은 사회라는 시계
속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작은 톱니바퀴 같
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
러분은 사회를 움직이는 소중한 존재로 거
듭나게 됩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학생여
러분이 이 곳 전주대학교에서 하나님의 사
랑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
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나

김장순 교수
(경배와찬양학과)

교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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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ễ ký kết hợp tác đào tạo giữa hai Trung
tâm

Dự lễ ký kết và khai trương có bà Lê Kim
Dung, Cục trưởng Cục Việc làm (Bộ LĐ-
TB&XH).

Thầy Trần Đức Minh báo cáo những kết
quả đạt được...
Phó Hiệu trưởng trường Đại học Kinh
doanh & Công nghệ Hà Nội Trần Minh
Đức cho biết, ngay từ đầu năm 2018, hai

bên đã ký kết biên bản ghi nhớ về hợp
tác... Đến nay, mối quan hệ này đã có
những bước tiến vững chắc, tạo ảnh
hưởng tốt đẹp đến công tác đào tạo,
nghiên cứu khoa học, có tác dụng lan tỏa
đến sự phát triển nguồn nhân lực của hai
nước.

Chương trình đào tạo của trường chú
trọng vào việc xây dựng kỹ năng cho
sinh viên, tăng cường các kỹ năng cơ
bản bao gồm các kỹ năng giao tiếp, kỹ
năng ngoại ngữ, kỹ năng xử lý thông tin.
Trường cam kết thiết lập một hệ thống
giáo dục nhằm nâng cao các kỹ năng
thực tế trong từng lĩnh vực tương ứng
của nghiên cứu.

Ông Ko Son Woo - đại diện trường Jeon
Ju Hàn Quốc chia sẻ: “Chương trình học
tiếng Hàn là mục tiêu đào tạo của
trường, chú trọng vào việc xây dựng kỹ

năng cho sinh viên, đào tạo gắn với thực
tế... giúp sinh viên tốt nghiệp đều tìm
được việc làm phù hợp với chuyên
ngành. Sự hợp tác giữa Việt Nam và
Hàn Quốc trong chương trình này sẽ là
đòn bẩy thực tế để các tài năng trẻ Việt
Nam phát triển”. 

Các đại biểu cắt băng khánh thành Trung
tâm Hàn ngữ- Trung tâm cung ứng
nguồn nhân lực chất lượng cao

Việt Nam và Hàn Quốc đều xác định
nâng cao chất lượng nguồn nhân lực và
công nghệ có vai trò rất quan trọng, là
nền tảng, động lực đối với sự phát triển
kinh tế của đất nước, vì vậy hai bên đều
mong muốn sự hợp tác về khoa học và
công nghệ ngày càng được đẩy mạnh
trong thời gian tới đây. 

Thành lập Trung tâm Hàn Ngữ & Trung tâm Cung
ứng nguồn nhân lực chất lượng cao

▲ Nhận bố mẹ người Hàn Quốc thực sự
rất tốt. Vì vậy buổi lễ kết nối du học sinh
và bố mẹ người Hàn được tổ chức lần
thứ 5 vào ngày 11 tháng 4( Thứ 4)

Ngày 5/4, Trường Đại học Kinh doanh & Công nghệ Hà Nội (HUBT) đã ký Chương trình hợp tác liên kết đào tạo với Đại học
JEONJU - Hàn Quốc (JJ). Hai bên thành lập Trung tâm Hàn Ngữ & Trung tâm cung ứng nguồn nhân lực chất lượng cao. 

▲Host Family-Nhận bố mẹ người
Hàn Quốc thực sự rất tốt. Vì vậy buổi
lễ kết nối du học sinh và bố mẹ người
Hàn được tổ chức lần thứ 5 vào ngày
11 tháng 4( Thứ 4)

Tin tức du học sinh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tháng 4 qua hình ả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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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different places, locations,
buildings that we eventually have to
visit in life. I’m not talking about
Everland or Disneyland, those are
“want to” visit places. I’m talking
about the places we need to go to
just because of the course of life. 
For example: Our work places,
school, the grocery store or the doc-
tor’s office. Various necessary places
will invoke a variety of responses in
us. We feel different about going to
the department store or Starbucks
compared to going to the dentist of-
fice. I want you to think the first
words that people typically feel in
regard to having to go to these lo-
cations. Not the greatest words
would be given in response, right?
No one would say, “Love it!” would
they? I wonder what they would say
if I add the church as a location.
Let’s think about it honestly. Do we
think about church the same way we
think about going to the doctor’s of-
fice, or the grocery store? Is this just

a place that we feel we “have” to go
to or is there more to it? Think about
people who haven’t stepped into a
church in a long time or ever. 
I’d be willing to guess that some of

them would describe going to church
like we describe going to the dentist.
Is that what God intended when He
created the church? I believe the
Bible tells us that wasn’t God’s plan
for the church. I believe that God
wants us to love the church. 
John 13 verses 34-35 we find
Jesus meeting with His disciples,
telling them how His followers
should be known, what the reputa-
tion should be of this community He
is creating. They will be a people
known for their love for one another.
Church people are meant to love one
another. It’s not optional, not an
elective, it’s a command from Jesus.
We are to love one another. What
does it mean to love one another? 
I remember when I first went to the
Philippines I went to a restaurant
called Mann Hann for the first time.
I really enjoyed the food and as did
my wife. Now every time we go back
to the Philippines, we ALWAYS want
to go there. The point is, I loved a
restaurant. Another thing we always
try to experience when we go to the
Philippines is the “Philippine Pyro-
musical Competition.” I remember
watching my family’s expressions
during the firework show. Their
faces looked so happy and the joy I
felt made me forget about any prob-
lems I had been facing. I remember
riding home and my son Callyn was
sitting with me and I asked him if
he was happy and if he enjoyed the

evening. He said, “It was so good”
and then he said, “I love you, Dad!” I
love my son. So what do we mean
when we say, “I love my church”? 
Does God want us to love one an-
other like I loved my experience at
the restaurant, or does He want me
to love the church like I love my
son? With the restaurant I was ex-
periencing something given to me, a
place offering me something. If the
experience itself was excellent, I
could recommend it to others. If it
was the opposite type of experience,
I would tell others to avoid it. With
my son I was experiencing an im-
portant relationship. My son is
someone I am intrinsically connected
with. My love for him isn’t based on
what I’m receiving or experiencing
but based on who he is and what is
involved in our relationship. I don’t
rate my son. I love him. 
The church was never meant to be
like a restaurant; it’s meant to be
based on relationships. God loved us
so much that He sent His son to die
for us, that we might have real life.
Being in a relationship with Jesus
means being part of the church, part
of His kingdom, part of the family of
faith. 
Many people treat the church like

a restaurant. If the experience isn’t
just to their liking, they’ll find some-
where else or not go at all. This is
beyond unfortunate and we have to
be honest because this isn’t relation-
ships-focused; this is self-focused.
This isn’t loving as Jesus loved. This
is love as I see fit, love I am com-
fortable with, and it’s for our own
gain. The church isn’t supposed to be

like that. You will experience a love
for the church when you intention-
ally love the church. 
Newspaper columnist and minister
George Crane tells of a wife who
came into his office full of hatred to-
ward her husband. "I do not only
want to get rid of him, I want to get
even. Before I divorce him, I want to
hurt him as much as he has me." 
Dr. Crane suggested an ingenious

plan. "Go home and act as if you re-
ally love your husband. Tell him how
much he means to you. Go out of
your way to be as kind, considerate,
and generous as possible. Spare no
efforts to please him, to enjoy him.
Make him believe you love him.
After you've convinced him of your
undying love and that you cannot
live without him, then drop the
bomb. Tell him that you’re getting a
divorce. That will really hurt him.” 
With revenge in her eyes, she
smiled and exclaimed, "Perfect. It will
destroy him!" And she did it with
enthusiasm. For two months she
showed love, kindness, listening,
giving, reinforcing, sharing. When
she didn't return, Crane called. "Are
you ready now to go through with
the divorce?" "Divorce?" she ex-
claimed. "Never! I discovered I really
do love him." Her actions had
changed her feelings. Motion re-
sulted in emotion. The ability to love
is established not so much by fer-
vent promise as often repeated
deeds. Love is about relationship, are
you in a relationship with Him
today?

“I Love My Church” (John 13:34-35) 

By Scott Radford

Everybody dies, but not everybody
truly LIVES. Everybody ends up
somewhere in life, but not everybody
ends up somewhere in life ON PUR-
POSE. Your only choice then, is to
make your own choices in life. Don’t
wait forever for someone else to come
along and tell you what you “should”
or “shouldn’t” do with yourself. 
Of course, when we’re young, we
listen to our parents because we trust
they have our best interests in mind
to help us grow and mature. And in
school, we listen to our teachers be-
cause, again, we trust that they are
doing their best to guide us into
greater knowledge and maturity. We
trust coaches and pastors and bosses
to impart their wisdom and direct us
to bigger and greater things. But at
some point in your life, you will come
to a crossroads where you will have
your own choices to make. 
At that point, yes, consider all the
wisdom your mentors and parents
and teachers have strived to pass on
to you. Think clearly and rationally
and don’t let pure emotion cloud your
choices. But, you should also be brave
and make a BOLD choice. When faced
with two or more options, DON’T
choose the path of least resistance.
Rather, choose the path that leads to
GREATNESS. If there’s something
you feel you SHOULD do, and it
scares you: Good! Do that! Often the
things we are most afraid of doing
are the things we most NEED to do.
Because those are the things that will
bring about the greatest growth in
our lives.
Another thing to consider when
making a BOLD choice is that there’s
never a wrong time to start some-
thing new. Some of the most famous
people started “late” in life. Harrison
Ford (Han Solo, Indiana Jones) was a

carpenter until his 30s. Stan Lee was
nearly 40 before he started drawing
superheroes. Gordon Bowker founded
Starbucks Coffee at age 51. Harland
David Sanders began KFC at age 62.
And Harry Bernstein was an un-
known writer until 2007 when he
published his memoir at age 96!
Imagine yourself at age 96 and look
back on your life. What are the things
you’d wished you’d done or tried?
What opportunities and chances may
have slipped by because you were too
busy “working”? Chances are there
are probably things in your life
RIGHT NOW that you wish you’d had
the courage or opportunity to do.
Well, now is the time to take charge
of your life and your experiences.
Choose to be the best version of
yourself! Choose to become amazing!
And get busy livin’!
Let me give you some examples
from my own life. When I was
younger, I always wanted to study a
martial art, play guitar, speak at a
tech conference, and make cool stuff
that people all over the world could
use and enjoy. Since coming to Korea,
I’ve achieved my 2nd-degree black
belt in TaeKwonDo, spoken to 300+
Korean developers at a web confer-
ence in Seoul (in Korean), worked on
dozens of open source coding projects,
and designed even more Korean lan-
guage PDFs. More recently, I’ve
begun playing bass guitar (I started
last June), and doing bodyweight ex-
ercises at the park to better sculpt
the physical shape I want. 
So, what are you waiting for?
There’s no better time to get started!
As the saying goes, “The best time to
plant a tree was 20 years ago. The
second best time is now.” Let’s get
planting!

By Aaron Snowberger

Get Busy Livin’ or Get Busy Dyin’

When was the last time you read a
book for pleasure? Yesterday? Last
week? One month ago? Maybe it
was last year, or even longer. These
days it's not always easy to find
time for reading, but it is something
we should all make more time for
in our lives. Reading has a number
of benefits that can help us in our
lives, from improving our memories
and learning new skills, to simply
helping us to relax and unwind. If
you are anything like me though,
it's very easy to make excuses for
why you don't have time to read. 
The main reason that people usu-

ally give for not reading is that they
just don't have enough time. This is
often due to having too much work,
or just being too tired after work to
read a book. In this case, many
people would rather watch tv or
play games online. For most of you,
it is probably that you have too
much homework, and you are just
tired from studying all the time.
Maybe if you had more time, you
would like to read for enjoyment
rather than only reading textbooks
and articles for your major. Or
maybe you feel guilty reading for
pleasure when you know that you
really should be studying or work-
ing on your homework instead. I
know I used to feel that way when
I was a student. 
Well if that's the case, I have good
news! Recent studies have shown
that reading for pleasure is not only
good for increasing your creativity,
it is also linked to improved aca-
demic achievement in a number of
areas. Students that read for fun
consistently have higher scores in
math, problem solving, reading, and
attitude. If reading can help you
improve in so many areas, then
there's no need to feel guilty about

taking some time to enjoy your
favourite book. In fact, you should
think of it as a way for you to im-
prove in all your subjects.

Other benefits that were shown
to be connected to reading for
pleasure included overall well-
being, increased empathy, improved
understanding of other cultures,
and a decrease in depression and
dementia later on in life. Any one of
these is reason enough to drop by
the library and pick up a book on
your way home, but to get all of
this as well as improved academic
standings? It's a no-brainer! And of
course you get to enjoy the simple
pleasure of being transported into a
story and forgetting about work,
school, and any other potential
stress in your life, at least for a lit-
tle while. 
Okay, but maybe you agree that
reading is good for you, and you
know that you enjoy it. You still
just don't have enough time, right?
Well, to enjoy these benefits you
don't actually need to spend that
much time reading every day. Even
thirty minutes to one hour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in cogni-
tive ability and overall well-being.
But where are you going to find
that extra hour a day? Consider
just carrying a book around with
you so that you can read it when-
ever you have 10 minutes to spare.
Read on the bus, when you're wait-
ing for a friend, standing in line, or
right before you go to sleep at
night. We are often tempted to
spend this time on our phones, but
why not swap out your screen time
for a book, just for a week or two?
You may be surprised at the differ-
ence it makes.

By Daniel Kilduff

The Benefits of Reading for Pleasure



신문방송국
페이스북

신문방송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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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창업팀 1차 모집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팀 발굴 프로그램
“창업아이템사업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비)창업팀 모집

◆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18.04.02 (월) ~ 04.20 (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신청대상 

1. 사업 공고일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 창업팀
2. 창업 3년 이내(2015년 3월 30일 이후 창업) 

기업의 대표자
- 모집분야: 기술분야, BM분야
- 제외대상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자 또는 기업

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3. 중기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4. 타 정부(중앙, 지방),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5.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6.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7. 기타 중기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서류평가: 지원 규모의 1.5배수 이상 선발
- 심층평가: 멘토링 및 발표평가

(세부일정 재공지 예정)
◆ 지원내용
1. 사업화 자금 지원: 창업아이템 개발, 기술정보

활동,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자금 지원
(10개월 이내)

2. 맞춤형 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3. 창업준비공간, 회의실, 휴게실 등 인프라 지원

◆ 문의처 :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  
063-220-2844, 2847, 2840

■신청 및 지급대상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및 직전학기 평균평점 2.5 이상인 자 
- 가족(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2명 이상이 본교(일반대학원 포함)에 재학 중일 때 

학부생 1명에게 장학금 지급 
- 학년 관계없이 신청자를 기준으로 수업료 40% 지급(장학금지급에 관한 세칙 변경)

■장학금액 및 지급방법 
- 장학금액: 수업료의 40%
- 지급방법: 개인통장지급 및 재단내대출상환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발급일 3개월 이내 발급) 1부
- 장학금 수혜학생 통장사본 1부

■문의 및 제출처 : 학생회관 2층 226호 학생지원실 (☎220-2167, 2162)

■날짜 : 2018. 4. 26.(목)
■시간 : 1회차 - 13:30 ~ 15:00

2회차 - 15:30 ~ 17:00
■장소 : 스타센터(컴퓨터센터) 339호

■문의 : 도서관 연속간행물실
☎220-2196 (양정현)

구분 1학기 2학기

신청기간 2018. 4. 23.(월) ~ 5. 11.(금) 2018. 10. 22.(월) ~ 11. 16.(금)

지급기간 2018. 6. 8.(금) 전후 2018. 12. 7.(금) 전후

2018학년도 가족장학금 신청

홈페이지: http://onstar.jj.ac.kr
어플: JJ스마트캠퍼스 > 인스타 > 역량개발 탭

접속
방법

비교과 프로그램 검색, 신청, 만족도 조사, 인증관리,
SUPER역량진단까지 손 위에서!

전주대학교 비교과교육지원센터

학생역량개발시스템
onSTAR 오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