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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 세상의 각기 다른
저마다의 얼굴만큼이나 세인들의
마음도 각기 다를 것 같습니다

그 성격의 차이를 각기 다른
색깔로 또는 파장으로 그려낸다면

천차만별이라는 말보다
더 적합한 단어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너의 생각을 내가 모르고
나의 생각을 네가 모르니

우리는 우리의 삶속에서 만나는
많은 이들의 고결한 생각을
존중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말입니다

자칫 사랑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서로의 생각을 헤아리기 어려워

또는 상대의 생각을 가늠하지 못해서
피치 못할 이별의 
충돌현상이 빚어지곤 합니다

서로의 생각속에
작은 온도계를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적당한 온도가 지켜지고
원만한 교제의 싹을 
틔울 수 있다면

멋진 미래의 파랑새를
불러올 수 있으니
말입니다

사랑이란 현실 속에 갇힌
새장 속의 새와 같은 것

현실의 늪을 
사랑의 열정으로 지펴서

시루떡 같은 지금의 모든 것을
영혼의 새를 통하여

미래의 늪을 향해 띄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갓벗겨낸 생선비늘 같은 삶은 
휘뚤휘뚤하게 난 머다란 길 中>

너의 생각을 내가 모르니
<詩>[ 개교기념일! ]

슈퍼스타 양성소의 54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 윤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동문)

지난 20일부터 24일까
지 양구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세계주니어 레슬링
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
발전에서 3명의 학생이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그 주인공은 바로 운동

처방학과 3학년 정주은
선수(72kg), 2학년 김성
민 선수(60kg), 2학년
한운호 선수(67kg)이다. 
이번에 태극마크를 달

며 세계주니어 레슬링 선
수권대회의 출전권을 획
득한서 정주은 선수는 경
성대와 경남대의 대표선
수들을 테크니컬 폴로 승
리하며 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김성민 선수도 결
승에서 경성대 선수를
6:2로 누르고 국가대표
로 확정됐다. 한운호 선
수는 결승에서 리라아트

고 선수를 8:0으로 승리
했다. 이로써 우리 대학
의 레슬링부는 7명의 선
수가 출전하여 3명이 국
가대표에 선발되며 우수
한 기량을 보였다.
정주은 선수는 “학교 수

업과 훈련을 병행하면서
힘도 들었지만 레슬링부
선수들이 다같이 서로 의
지하며 운동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
세계주니어 선수권대회
에서는 금메달을 획득하
는 것이 목표이다.”라고
말했다. 
2018년 세계 주니어
레슬링 선수권대회는 오
는 9월 16일부터 23일
까지 슬로바키아 트르나
바 지역에서 열릴 예정이
다.

전주온누리교회(담임 정용비 목사)가 지
난 10일 우리 대학에 채플 부흥과 학생
장학금으로  선교 후원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전주온누리교회는 2016년부터 우리

대학에 복음 전파를 위해 매년 꾸준히
1,000만원씩 기부하고 있다. 이 외에
도 매월 10만 원씩 기부하여 학생들의

간식비와 지역 목회자의 선교 활동을 지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기부와
섬김 활동의 배경에는 새로운 선교 문화
를 정착하자는 전주온누리교회의 취지
가 담겨 있다. 멀리 해외에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
유학하고 외국인 학생과 내국인 재학생
등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
전파에 더욱 중점을 두고 선교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런 문화가 확산되면
서 많은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 우리 대
학의 학생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또한 전주온누리교회 60여 가정

은 ‘1유학생-1가정’을 연결해주는 Host
Family 제도에 참여하며 유학생을 섬
기고 있으며, 매 학기 30여 명의 성도
들이 채플 리더로 참여하여 210여 명
의 학생들을 섬기고 있다. 
우리 학교 채플 과정을 수료한 윤지희

학생(간호학과 17학번)은 “지역교회에
서 오신 채플 리더분들의 헌신과 많은
사랑 덕분에 기독교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됐고, 인격적으로도 성숙해 질 수 있었
다”며, 더불어 장학금을 통해 더욱 학업
에 정진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9월 있을 ‘세계주니어 레슬링대회’ 출전권 획득

문웅 교수 (시각디자인학과)

▲ ‘봄꽃’을 주제로 한 ‘학생기자 사진선발’에서 1등을 차지한 이인준 기자의 사진, 국어교육과 학생들의 모습

레슬링부 3명
국가대표로 선발돼

전주온누리교회, 사랑의 선교 후원금 전달해

1부 기념예배 (인도: 한병수 목사)

2부 기념식 (사회: 총무지원실장)

오찬 (스타타워)

일시: 2018년 5월 3일(목) 10:30
장소 : 전주대학교 JJ아트홀

매년 우리 대학에 천만원씩 기부해 

유학생 호스트패밀리로 꾸준히 섬겨

전주대학교
54주년 개교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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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학생 한국기계가공학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우리 대학의 김경수 학생(기술융
합디자인공학과 13학번)은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한국기
계가공학회 2018년도 춘계학
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
상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는 한국기

계가공학회 춘계학술대회는 기
계가공 및 생산공학에 관한 학술
교류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전국에서 응모
한 169여 개의 논문을 대상으
로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최종
6팀이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

되었는데, 그 가운데 김경수 학
생의 논문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
선정된 것이다.  
‘승용관리기 부착용 복

합작업기의 프레임과
햄머브레이드 구조해
석’이라는 제목의 이 논
문은 이충호 교수(산업
공학학과)와 ㈜그
린맥스 강대식
대표가 공동
연구자로 참
여했다. 이 논
문은 복합작
업기의 구조
역학과 순간
하중을 밝혀
내고 제초와
순치기 두

가지 기능이 가능한 복합작업기
시제품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검
증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지도교수님을 통해 농기계

개발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되
었다”고 밝힌 김경수 학생은
“이번 연구를 통해서 상대적으

로 등한시되는 밭작물의
기계화를 촉진하고 동
시에 영농인건비를 절
감하고 싶었다.”라고
연구의 취지와 의의를
설명했다. 또한 농업
기계 제조기업인 ㈜
그린맥스와 추가 연
구를 통해 이번 연
구를 발전시킬 계
획이라고 밝혔다.

“지도교수님 통해 

농기계 개발의 꿈꿔”

우리 대학은 한국생산성본부와
지난 18일 4차 산업혁명 분야
의 산학연계와 새로운 교육 가치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
다. 
LINC+ 사업단(단장 주송 교수)
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국생산
성본부의 노규성 회장과 4차 산
업혁명추진단의 최상록 단장, 호
남지역본부 이진환 본부장 등 한

국생산성본부의 4차 산업혁명
및 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양해각서는 △ IoT 기술 기
반의 한국형 스마트리빙(지역 전
문 기반의 의. 식. 주) 생활공학
인재양성 △ 현장실습, 인턴십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
적 교류를 활성화 △ 산업체 재
직자 교육 및 산학클러스터 강좌
에 적극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4차
산업분야의 산학협의체 구성하
여 해당 분야 교육과정을 개발하
고 인재 양성에 집중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학은 교육
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4
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
에 전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바
있다.

한국생산성본부와 4차 산업 인재양성 협약 체결

LG CNS와 SW개발 인재양성 협약 체결

우리 대학은 지난 25일 LG
CNS와 자동코딩기술인 MDD
의 확산 및 발전, 해당 분야 인
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
을 체결했다. LG CNS 마곡지
구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
은 LG CNS 금융/공공사업부
이재성 전무와 공공사업담당 정
운열 상무, 전주대학교 양병선
부총장과 황인수 교육혁신본부
장을 비롯하여 10여 명의 인사
가 참석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MDD 개발

환경(DevOn MDA 및 개발
Framework)을 제공하고 이
의 활용을 위한 가이드와 기술의
지원 및 협력 △학부 과목에서
MDD 기반의 프로젝트를 수행
하고 그 결과물을 LG CNS에
제공 △결과물에 대한 홍보 및
확산, MDD 기술의 지속적인 발
전을 위해 상호 협력을 주요 골
자로 한다. 
이 자리에서 양병선 부총장은
“LG CNS의 우수한 기술력과
400여 건이 넘는 풍부한 경험

을 전주대학교의 우수한 교육 능
력에 접목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SW 인재양성에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LG
CNS 금융/공공사업부 이재성
전무는 “MDD는 지난 16년간
경험을 통해 기술적 우위가 입증
된 소프트웨어 개발방식”이라고
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
구하는 인력배출을 위해 앞으로
도 지속적인 산학협력을 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우리 대학은 MDD 기술을 문

화융합대학 스마트미디어학과
교육과정에 도입하여 5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날,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진행
우리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지나 17일에 제 38회 장애인의
날을 홍보하고, 교내 비장애 학생
을 대상으로 장애 체험과 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편견을 바꾸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
하였다 . 이번  행사  운영은
C.T.C(장애인 인식 서포터즈)와 중
등특수학과 학생들이 주관하여 점
자스티커 이름표, 흰 지팡이체험
(시각장애), 휠체어체험, 올바른 장
애 용어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진
행되었다. 
이 날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로 장애인들
이 가진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살
아가는 데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이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장애인의 날’은 1972년부터 민

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4월 20
일 ‘재활의 날’을 계승하여 1981년
부터 정부에서 지정한 기념일이다.
이 날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인
식 변화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이
해를 더하고, 장애인들에게는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
정되었다. 

유경현 기자 (Richman@jj.ac.kr)

2018 문웅 개인전

지난 20일, 전주대 스타센터 3층
아트 갤러리에서 시각디자인학과
문웅 교수의 일곱 번째 개인전이
열렸다. 이날 개회식에는 이호인
총장을 비롯한 교내외 여러 인사
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추억 속에 길을 걷다’라는 주제

아래 열린 이번 전시회에서 문웅
교수는 20편의 시각 일러스트와
10편의 신작시 작품들을 선보였
다. 그는 “추억은 생의 기록이다.
일상 속에 아무 의미 없이 버려지
고 잊혔던 망각의 이미지들에 생
명력을 불어 넣어 작품으로 표현

했다”고 창작 의도를 밝혔
다. 
전시된 작품들은 특히
봄의 서정을 나타내는 각
양각색 이미지들이 모더
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적
기법을 통해 다채롭게 형
상화 되었다. 특히, 작품
‘바닷가 갈매기’는 마치 살
아 움직이듯 역동적인 이
미지로 관람객의 시선을
이끌었다. 
시인으로도 활동 중인
문 교수는 2008년 ‘현실
의 벽은 높고 존재의 아픔
은 희망을 당긴다’는 제목
으로 첫 시집을 발표한 뒤

로 2015년에는 ‘갓 벗겨낸 생선
비늘 같은 삶은 휘뚤휘뚤하게 난
머다란 길’이란 두 번째 시집을 출
간하기도 했다. 
일러스트레이터로서는 독일, 호
주, 멕시코, 일본과 서울과 전주
등지에서 단체전 및 초대전을 개
최한 바도 있으며, 한국 디자이너
협회 이사와 한국 일러스트아트협
회 감사 등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
고 있다.

이인준 기자 (iij7717@naver.com)
황기하 기자 (rlgk0421@jj.ac.kr) 

“추억 속의 길을 걷다”

MDD 레벨3 개발로, 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 양성
스마트미디어학과 교육과정으로 도입예정

양기요 대표 스타강의, 생각을 바꾸면 가능한 일

“학교 탓, 환경 탓? 
생각의 전환으로 극복하라”

지난 4월 12일 JJ아트홀에서 Knowl-
edge Universe 스타강의 두번째 차례로
“생각을 바꾸면 가능한 일”이라는 (주)아프
리카커피가게&학원 양기요 대표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양기요 대표는 젊은 CEO의 센스를

발휘하여 강의 도입부에서 간단한 퀴즈로
자신의 카페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제 초콜
릿을 정답자에게 나누며 많은 학생들의 이
목을 집중시켰다.
현재 우리가 스타가 아니라면 자기 자신

이 먼저 한 발 더 나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이것이야 말로 ‘생각의 변화’라고 말하
며, 전주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한 선배로서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누릴 수 있
는 혜택이 굉장히 많은데도 학생들
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안타까워
했다. 이어서 그는 우리 대학에는
학생들에게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제도적 뒷받침이 많이
있다며, 학생들이 교내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관
심을 갖고 자신의 꿈을
성취하길 바란다고 조
언했다. 또한 양 대표는
학교 탓, 환경 탓보다는
‘생각의 전환’으로 긍정적
인 마음을 갖고 모든 일에
적극적인 참여 자세를 가져

야 한다고 충고했다. 끝으로 그는 항상 환
경 탓만 하던 자신이 자신의 모교에 와서
후배들 앞에서 강의를 하니 너무 떨리고

기쁘다며 소감을 말하며 학생들을 격려
했다. 
다음은 대학신문사 기자와 양기요

대표와의 질의 응답 내용이다. 

▶실패를 많이 하였는데도 불
구하고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었던 힘은?
전주대에 재학 당시 수퍼스
타제도에 관심을 갖고 창업
프로그램 과목을 많이 이수
했었는데 그 창업프로그램

에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제
공해 주어서 큰 힘이 되었다.

▶장사가 안될 때면 계속해서 무엇인가
를 배우러 다녔다고 했는데, 그 비용은 어
떻게 감당했는지?
창업 자금 외에 따로 교육비를 준비해 두

었다. 전문성 없이 급하게 창업을 했기 때
문에 여유자금이 없었고, 이전부터 조금씩
준비해 놓은 것으로 교육비를 충당했다.

다음 세번째 Knowledge Universe 스
타강의는 5월 10일 4시에 Illyoil Media
Group의 염기원 대표가 “신입생의 좌충
우돌 창업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의할 계
획이다. 참석한 학생에게는 창업장학금 포
인트 회당 1점(점당 40,000원)이 지급된
다.

진다은 기자 (wlsekdms1@jj.ac,kr)

1965년 5월 15일 창간 (격주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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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총학생회 다양한 이벤트로 학생들 응원해
야간 카페, 셔틀버스, 간식 이벤트
5월 ‘성년의날 이벤트’, JJ체전 예정

수시고사를 맞아 더기대 총학생회에서
간식 이벤트를 진행했다. 23일(월)부터
25일(수) 오후4시, 6시, 9시에 교내 곳
곳에서 간식을 시험 준비 중인 학생들에
게 나눠 주었다. 
총학생회 이의창 문화예술국장은 학우

들과의 소통을 원하여 행사를 교내 곳곳
에서 진행했다고 말하면서 “즐거운 간식
선물로 학생들의 수시고사를 응원하고,
시험기간에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시키시
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오후 6시와 늦은 9시에는 직접

간식을 들고 ‘찾아가는 이벤트’를 진행하
여 학생들에게 기쁨을 선사했다. 메뉴도
다양했다. 빵과 우유, 김밥과 컵라면, 치
킨, 닭발과 떡볶이 간식배달이 늦은 밤까
지 이어져, 교내에서 책상을 지키는 학우

들의 지친 심신을 위
로해 주는 깜짝 선물
이 되었다.
또한 시험기간 동안

학교 정문과 후문에
서 셔틀버스를 운행
하여, 오전 8시40분
과 10시 10분 바쁜
걸음으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그리고 야
간에 택시를 잡아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하교 셔틀버스도 운
행했다. 이외에 교내
카페, 정문 앞 카페들
과 협약하여 야간에
도서관 자리를 잡지
못한 학우들이 늦게까지 쾌적한 환경에
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왔다.
더기대 총학생회에서 5월에는 ‘성년의

날 이벤트’와 JJ체전을 준비하고 있다.

5월 24일 열리게 되는 JJ체전에 앞서
각 단과대학별 예선 경기일정은 다음과
같다.

하...이번 시험 
느낌이 안좋아...

시험 전

중간고사후유증

그러게 공부 좀
평소에 하지 그랬어.

전 날 벼락치기
한다고 되니?

시험 후 봄이라 놀기만 했어...
공부 좀 할 걸!

그만 풀 죽어있고,
고기나 먹자.
누나가 쏜다~

부럽다...
이 돼지고기는 A+래..

난 언제쯤....

어우! 진짜 궁상 맞아!
고기나 먹어!

| 글쓰기클리닉 제3강 

영화비평, 문학비평, 정치비평, 역사비평,
문화비평, 미디어 비평 등의 글을 비평적 글
쓰기라고 한다. 비평적 글쓰기란 어떤 대상
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대상을 평가
할 때는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인과관계
를 명백하게 드러내야 한다. 인과관계를 드
러낼 때는 어떤 현상을 결과로 보고 각 현
상의 원인을 찾되 일정한 원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기준이 있어야 비평 대상이 지
니고 있는 장점과 단점, 아름다움과 추함,
보다 나음과 부족함, 잘못된 점과 잘 된 점,
가치 있음과 없음 등의 평가가 설득력을 얻
을 수 있다.  

분석한다
비평적 글쓰기의 첫 단계는 비평 대상을 분
석하는 것이다. 분석이란 어렴풋이 느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복
잡한 현상을 단순한 요소로 분해함으로써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영화비평을 한다면 한 편의 영

화를 구성하는 요소를 시나리오, 배우, 영화
기술 등으로 구분하되 다시, 영화 줄거리,
등장인물, 촬영기법, 의상, 배경 음악, 조명,
주제 등으로 더 세밀하게 나누어 생각하는
식이다. 이 중 영화 줄거리는 다시, 시대배
경, 공간배경, 기-승-전-결 등으로 분해해
서 살펴야 한다. 등장인물에 대해서는 우선

주인공(프로타고니스트, protagonist)을
중심으로 조력자, 적대자, 배경인물 등으로
구분한 후 그 다음으로는 각각의 인물을 생
물학적 측면, 사회적 측면, 심리적 측면 등
으로 세세하게 구분하는 것이다. 등장인물
을 생물학적 측면에서 분석하려면 성별, 나
이, 키, 몸무게, 눈, 피부, 머리스타일, 자세,
용모, 신체적 결함, 목소리, 걸음걸이, 몸짓,
말씨, 음색 등으로 분해해서 검토해야 한다.
등장인물을 검토할 때는 영화 대본에 근거
한 것인지, 아니면 추론에 의한 것인지도 분
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처럼 비평 대상을 분석할 때는 현상적으

로 이미 나타나 있는 것을 그 구성 요소로 나
누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구성 요소를
의식하게 되면 어떤 현상에 대한 막연한 느
낌의 원인이 점차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비교한다
비교한다는 것은 이것과 저것을 견주어 본
다는 뜻이다. 둘 이상의 것을 견주어야 공통
점, 차이점, 장단, 우열, 미추, 선악 등의 평
가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중국 명나라 때 나관중이 쓴 역

사소설 <삼국지연의>에 등장하는 유비, 조
조, 손권, 원소를 작품에 드러난 현상에 따
라 서로 비교하면 유비는 멍게형, 조조는 똑
부형, 손권은 똑게형, 원소는 멍부형 등으로

인식 가능하다. 이때 ‘멍게’란 멍청하고 게으
른 사람, ‘똑부’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똑게’는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 ‘멍부’는 멍
청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일컫는 속어다. 흔
히 이 4가지 인물 유형은 조직의 구성원을
평가할 때 자주 적용되곤 한다. 
“우리 팀장님은 똑부형이라 이론에도 능통

하고 실무에도 밝아서 반대할 거리가 없어.
그저 팀장님 말씀만 따르면 되지. 그러다보
니 내가 예스맨(yes man)이 되어버렸지
뭐야.”
“우리 부장님은 똑게형이라 똑똑하긴 한데

게을러. 지식도 풍부하고 업무파악도 정확
하지. 그런데 본인이 할 일까지 부하 직원에
게 떠넘기기 일쑤야. 부하 직원들을 귀찮게
하는 놀부형 인물이야. 하지만 덕분에 많은
일을 해봐서 그런지 내 실력이 늘었어.” 
이처럼 비교는 어떤 현상이나 상황의 원인

을 선명하게 인식하게 하면서 동시에 그 결
과를 예측하고 그 가치를 판단하게 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이러한 비교 방법은 우리
사회에서 인물비교뿐만 아니라 가격 비교,
매출 비교, 경쟁력 비교, 성분 비교, 증상 비
교, 시설 비교 등을 통해 여러 가지 아이디
어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대안을 선택
하고 가부를 결정해야 할 때 유용하게 사용
된다.

해석한다
비평적 글쓰기의 가치는 해석에 있다. 비평
대상을 구성 요소로 구분하거나 각 요소를
서로 비교한 다음에는 요소별 해석이 뒤따
라야 한다. 해석이란 비평가 개인이 느끼는
문제의식에 따라 비평 대상을 설명하는 작

업이다.
예를 들면 2016년에 개봉된 한재림 감독

의 영화 <더 킹 The King>은 줄거리 측면
에서 보면 권력을 추구하는 검찰 이야기이
다. 이 이야기를 어떤 비평가는 ‘검사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1퍼센트 정치검사들의 실
상’을 다룬 것으로, 또 어떤 비평가는 ‘고 노
무현 대통령의 비극을 불러일으킨 부패한
검사 이야기’를 다룬 것으로, 또 다른 비평
가는 ‘국가권력의 폐해를 다룬 이야기’로 해
석한다. 또 어떤 비평가는 이 영화를 평할
때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Homo Ho-
mini Lupus.)’라는 로마의 희극작가 플라
우투스(T.M.Plautus)의 말을 언급하면서
인간은 최악의 상황에 처하면 ‘내가 먼저 살
아야지’하는 논리가 모든 규칙과 도덕, 법률
과 예의 등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본능적 야
만성이 드러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영화
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이처럼 비평적 글쓰기는 어떤 현상에 대해
무심하게 추수하는 태도 대신 그 현상의 원
인을 볼 줄 아는 능력을 키우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키움으로써 결과
를 여러 각도에서 미리 예측하고 그 대안을
궁구하고 미리 마련할 수 있게 하는 효용성
을 가진다.

전주대학교 <글쓰기 클리닉>이 진행 중이
다. 글쓰기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들은 학생
회관 3층 320호 문을 두드리면 된다.
☎문의: 063-220-2009

전주대, 전주 기전대와 1-1 무승부
U-리그 첫 홈경기, 아쉬운 무승부

13일, 전주대 축구부(이하 전주대)는 홈
구장에서 펼쳐진 전주기전대학교(이하
기전대)와 승부에서 1-1무승부를 거뒀
다. 2018 U리그 첫 홈경기를 맞이해 첫
승을 노렸지만 다음을 기약해야만 했다. 
전반 초반, 최윤성(경기지도학과 15학
번), 장한영(경기지도학과 18학번) 선수
의 연이은 슈팅으로 전주대는 분위기를
가져왔다. 그러나 골대를 벗어나거나 상
대 키퍼 손에 걸리는 등 마무리가 아쉬

웠다. 전주대가 기회를 살리지 못하자 기
회를 엿보던 기전대는 전반 33분, 프리
킥 골을 성공시켜 전반전을 1:0으로 마
무리했다.  
후반 시작 직후 전주대는 2명의 미드
필더를 교체하며 동점골의 의지를 보였
다. 반면 기전대는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적 한계를 보였다. 근육 경련이 일어
나 누운 선수들이 늘어났고, 움직임은 확
연히 둔해졌다. 전주대는 이 기회를 놓치
지 않고 후반 38분 최동호 선수(경기지
도학과 17학번)가 동점골을 성공시켰다.
이서균 선수(경기지도학과 18)가 중앙

돌파해 시도한 슈팅이 수비에 맞고 나오
자 최동호 선수가 빈 공간에 정확하게 꽂
아 넣은 것이었다. 이 기세를 몰아 전주
대는 주장 김주공 선수(경기지도학과 15
학번)를 투입하여 역전을 노렸지만, 결국
더 이상 득점 없이 경기는 1:1로 마무리
되었다.
한편, 전주대는 20일 오후 3시 대전에

서 한남대학교와 U리그 3라운드 원정경
기를 가진다.

이인준 기자 (iij7717@naver.com)

비평적 글쓰기

장미영 (기초융합교육원 교수)

일 시 종 목 경 기 시 간 참여 단과대학 장 소

4월 27일(금) 축구 A 18:20-19:20 인문대학 vs 사범대학
A구장B 19:20-20:20 공과대학 vs 사회과학대학

4월 30일(월) 농구 A 18:20-19:00 문화관광대학 vs 의과학대학 A구장
농구코트B 19:00-19:40 사회과학대학 vs 문화융합대학

5월 1일(화) 피구 A 18:20-19:00 사범대학 vs 문화관광대학 A구장
피구코트B 19:00-19:40 문화융합대학 vs 의과학대학

5월 3일(목) 족구 A 18:20-19:05 문화융합대학 vs 의과학대학 학생회관
족구장B 19:05-19:50 사범대학 vs 사회과학대학

5월 11일(금)

발야구 C 18:20-19:00 의과학대학 vs 사회과학대학
B구장D 19:00-19:40 문화관광대학 vs 문화융합대학

축구 C 18:20-19:20 경영대학 vs 문화관광대학
A구장D 19:20-20:20 문화융합대학 vs 의과대학

농구 C 18:20-19:00 인문대학 vs 경영대학 A구장
농구코트D 19:00-19:40 공과대학 vs 사범대학

피구
C 18:20-19:00 사회과학대학 vs 공과대학 A구장

피구코트D 19:00-19:40 경영대학 vs 인문대학

5월 15일(화) 발야구 C 18:20-19:00 사범대학 vs 공과대학
A구장D 19:00-19:40 인문대학 vs 경영대학

5월 21일(월) 족구 C 18:20-19:05 광과대학 vs 문화관광대학 학생회관
족구장D 19:05-19:50 인문대학 vs 경영대학

▲JJ체전 예선 경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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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에서는 ‘기독교정신 구현’의 건립
이념 아래 재학생은 재학 중 총 4번의 채플
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채플은 5가
지 커리큘럼으로 개설하고 있다. 다양한 내
용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 모
두에게 맞춤형 신앙교육으로 다가가기 위해
준비한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채플에 적극
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 문화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채
플 진행을 돕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을 지급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각 채플의 내용은 아래
와 같다.

성품채플, 소그룹채플

성품채플과 소그룹채플은 1학년을 위한 과
목이다. 1학년은 두 가지 채플 중 한 개를
선택할 수 있다. 화요일과 목요일 스타센터
다목적홀에서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28개의 성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내면세계의 질서와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을 통해 신앙으로 이끄
는 것이다. 
특히 소그룹 채플은 같은 성품교육을 진행

하지만 소그룹 형태로 모임이 진행된다. 지
역교회와 함께 하는 내용으로 지역교회 목
회자, 교회 리더들이 이 소그룹의 리더로 참
여하게 된다.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성품교
육과정을 위한 사전교육이 있다. 그리고 학
기중에 소그룹 리더로 세워져 학생들과 멘
토, 멘티로 만나게 된다. 소그룹 리더는 신
앙뿐 아니라 학교 생활에 도움을 주며, 또한
소그룹안에서 조별 스폐셜 모임을 통해 공
동체 정신을 훈련한다. 이 채플에 자발적 참
여를 유도하고 교육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
해 전주대 총장 발행 인증서 발급 및 장학금

수여도 실시한다. 담당자는 전주 동현교회
담임으로 시무하는 이진호 목사이다.

영성채플

영성채플은 성품채플을 2회 이수한 후 수강
할 수 있는 과목이다. 매주 화요일 11시, 1
시30분, 3시, 4시30분에 학생회관 슈퍼
스타홀(대강당)에서  진행된다. 학생들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바르게 교육하여 올바른 영
성 함양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다양한 주제
와 문화적 컨텐츠를 활용하여 신자/비신자
모두 기독교 진리에 대하여 공유하도록 진
행한다. 그리고 게스트를 초청하여 이단 강
의, 레크레이션, 문화공연 등을 통하여 채플
의 흥미와 집중도를 높이고 있다. 이 채플의
담당자는 전주 양무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시
무하는 강인혁 목사이다. 강인혁 목사는 일
렉 기타리스트이기도 하다.

지성채플

지성채플은 성품채플을 2회 이수한 후 수강

할 수 있는 과목이다. 매주 11시, 1시30분,
3시, 4시30분에 예술관 jj아트홀에서 진행

된다. 이 채플은 ‘지성의 숲’ 이라는 워크북
을 중심으로 지식과 학문의 포괄적인 체계
를 교육하고 지성인을 육성하는 대학의 교
과과정의 체계 속의 자신의 전공을 이해하
도록 돕는다. 그리고 기독교적 학문관을 정
립하도록 교육하고 소그룹 토론을 통하여 자
신의 학문 체계를 스스로 적립하도록 한다.
그리고 채플봉사자들이 함께하여 여러 이벤
트와 행사를 진행하며 학생들의 채플 참여
를 유도하고 채플을 흥미있게 진행한다. 학
기말 채플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수한 학
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생들
의 자발적 참여와 채플의 교육 목적을 극대
화 한다. 이 채플의 담당자는 대학교를 담임
으로 시무하는 한병수 목사이다.

진로채플  화요일, 2학년, 대학교회

진로채플은 성품채플을 2회 이수한 후 수강
할 수 있는 과목이다. 매주 11시, 1시30분,
3시, 4시30분에 대학교회에서 진행된다.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기
독교적 세계관에서 제시하는 진로의 길을 교
육한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관점, 일과
돈의 가치와 목적이 아닌, 성경을 통해 말씀
하시는 성공과 삶의 목적을 제시해 준다. 또
한 진로적성 검사와 세미나를 통하여 학생
들의 재능과 적성을 발견하게 하고 삶을 계
획하고 개척하도록 한다. 조별 그룹 모임을
통하여 나와 조원들의 가치관을 나누며 진
로에 대한 폭과 사고의 폭이 넓어지며 나 혼
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 공동체로서의 자
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다. 이
채플의 담당자는 조이선교회 학원사역부 디
렉터로 시무하는 박기모 목사이다.

기독교 설립이념 구현, 전주대 명물 5개 채플

전주온누리교회, 동현교
회, 기쁨넘치는교회가 우
리학교의 채플 부흥과 학
생 장학금으로 선교 후원
금을 기부했다.
전주온누리교회는 2016

년 부 터  매년  꾸준 히
1,000만 원씩, 매월 10
만 원씩 학생들의 간식비
와 지역 목회자의 선교 활
동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동현교회와 기쁨
넘치는교회도 올 해로 3년
째 지속적으로 캠퍼스 복

음화를 위하여 후원하고
있는데, 그동안 동현교회
는 2,500만 원, 기쁨넘치
는교회는 1,500만 원을
기부했다. 이 외에도 지역
의 많은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 300여명이 CMS
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후
원을 하고 있는데, 후원금
은 전액 여려운 환경에 있
는 학생들의 학업을 돕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지역교회 전주대 캠퍼스 복음화에 동역해

일시: 2018. 04. 30 (월) ~ 5. 3 (목)

장소: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컨벤션센터
& 학생회관 앞 삼각지

문의전화: 063-220-2038
063-220-2968

어떻게 참여하나요?

전주대학교에서 공동체 정신 실현이라는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실천해나간 E-복지관 사회적기업팀 입니다.
장애인들의 자립,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온 굿윌스토어, 이 둘이 만나 만든 전주대학교 만의 특별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유인기증센터는
기부를 통한 자원의 선순환과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회관 2층 로비에서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물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판매한 판매수익금은 장애인의 자립과 교내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 : 월, 수, 목 12:00 ~ 17:00)

-의류(남성, 여성, 아동용 의류)
-잡화(신발, 가방, 머플러 등)
-생활용품
(취사용품, 인테리어 용품 등)
-각종 책, 음반, 문구, 완구류
-가전, 가구류 

(전자레인지, 컴퓨터 등)

-파손되거나 오래된 물품

-수선, 세탁이 필요하거나

오염된 의류

-2008년 이전 도서

-기타 재판매가 불가능한 물품 등
*블루박스 위치 – 대학본관(2층), 대학교회, 교수연구동, 각 단과대 1층 로비, 평생교육원, 하림미션홀,

스타센터 도서관 로비와 출입구

*증정품은 메인 행사부스에서 추첨을 통해서만 제공됩니다.
참여방법 1.

집에서 쓰지 않는 물품을 봉투에 잘 담아 가까운 블루박스 안에 넣는다.

참여방법 2. 

증정품(혹은 cp점수)를 받고 싶은 사람은 봉투에 물건을 담아 학생회관 앞 행사부스를
찾아오고 증정품을 받아간다.

총 학생회 제공 문화상품권을 받고 싶은 사람은 메인 행사부스에 물건을 가져오고
추첨 결과를 기다린다. (당첨자는 5월 3일 오후에 발표)

굿윌스토어 전주대학교 유인기증센터란?

전주대학교 대학교회 청년부와 선교봉사
처 진로채플(대학교회), 지성채플(아트홀)
담당자들이 지난 4월 24일부터 25일까
지 스타센터 도서관 입구 앞에서 중간고
사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응원을 독
려하는 차원에서 솜사탕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특별히 이번 행사에 1,000여명의 학
생들이 참여하여 지친 마음에 위로를 받
고 기쁨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 

대학교회와 진로/지성
채플이 함께한 중간고사

솜사탕 나눔 이벤트

며칠 전에 구정문 근처에서 신OO가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확인을
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 3명이 파
일에 신OO의 홍보물과 자신들은 이단이
아니라는 점, 최근에 불거진 CBS관련 사
항들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접근을 하고 있
었다. 전주대학교의 기독교 정신의 구현이
라는 건학이념으로 세워진 미션스쿨이기
때문에 교내에서는 이단활동을 규제 하고
있다. 

몇몇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었다. 이제 신OO라면 누
구든지 이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독교인 학생들
에게까지도 접근해서 종교 활동을 펼쳤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주대 학생이에요?”

라고 물었다. 대답은 “아니요”였다. 그리
고 남학생들에게 이곳은 전주대학교 사유
지니 더 이상 여기서 학생들에게 접근 하
지 말라고 경고 했다. 그러자 3명의 학생
중 한명이 “아 여기가 전주대학교 땅 인가
봐요?”라고 묻자 “네! 이곳까지는 전주대
학교 땅이니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라
고 답하자 황당한 대답을 들었다. “아! 그
럼 저희가 지금까지 불법을 행했네요. 그
럼 더 이상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습
니다.”라고 하며 떠났다.  

이단들은 자신들의 교세 확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활동을 한다.
특히나 기독교 대학교인 전주대 내에서는
이단들이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과 불법
이라는 것을 잘 알 있다. 하지만 자신들의
교세 확장을 위해 불법에 대해서 대수롭
지 않게 여긴다.

이러한 신OO는 요즘 “진실을 알아 한다,
와보라! 확인하고 판단하라, 국민 여러분
속지마세요.”라는 문구를 가지고 전국 곳
곳을 누비며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그들
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신OO는 거짓
말이라고 하면서 접근을 한다. 불법인지
알면서 불법을 행하는 이들의 접근을 미
리 알고 주의해야한다.

신OO, 불법인지
알면서 불법을 행하고 있다.

<이런 단체 주의하라!>

사랑을 더하고

행복이 불어나는

함께 어울리는학생과

교직원이 

기부        하면

기부 캠패인
기증가능 품목 기증 불가능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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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청년 빈곤이란 무엇인가?
사회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과 
그로 인한 청년들의 불안요소 존재

한국의 불평등은 세계화 이후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세계화의 영향을 직접 받은 세대였던 현재의 20대는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의 초국적인 경쟁과 사회양극화
로 인한 실업과 일자리의 문제, 정보사회 진전으로 인
한 수많은 과정을 거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부터 조
사된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빈곤에 한번 진입하게 되면
빈곤이 지속되고, 빈곤으로부터 탈피하기 어려워진다
고 한다. 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며 경제적
삶(비싼 등록금, 아르바이트의 연속, 취업난이나 결혼,
연애포기 등)의 측면에서 청년들의 불안과 그에 따른
계속된 빈곤을 보여준다.

WHEN 언제 발생했는가?
외환위기와 세계화의 전 지구적 확산을 통해 발생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발생했다. 경제위기의 충
격은 청년층을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집단으로 전락시
켰고, 이는 대졸자의 학업연장, 취업연기는 새로운 사
회적 풍속도를 만들어낸 것이다. 준실업상태와 유사한
불안정고용, 저임금 비정규 트랙의 노동으로 환류함으
로써 새로운 빈곤집단이 되었다(우석훈, 박권일,
2007).
또한 세계화의 확산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 세계화의
양상은 정보기술 발전의 가속화와 정보·지식의 전 세
계적 공유로 인해, 두 번째로는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로 설명된다. 

WHY 왜 발생하는가?
안정적이고 좋은 직업 얻기 위한 비공식적 교
육 시스템, 그리고 빚 갚기 바쁜 현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25세 이상의 미혼자녀가 부
모와 함께 사는 비율은 2010년 대비 3배나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은 취업난으로 취업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처우가 열악한 직업을 얻는 경우
가 많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비정규직이나 계약직과
같은 고용 안정성이 낮은 직업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
게 되면 정규직 같은 더 나은 조건의 직장으로의 이동
이 어렵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연봉이 높은 직업을 얻
기 위한 비공식적 교육 시스템에 오래 머물게 되면서
노동시장의 이동성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대학
생의 경우 학자금 대출을 통해 사회 초년생으로서 이
미 빚을 지고 시작하게 된다. 돈을 버는 대로 빚을 갚
으며며 자신의 꿈과 열정을 조금씩 태워 나가는 것이
다. 이렇게 청년 빈곤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에게 경제
적으로 기대어 사는 ‘캥거루족’과 일할 의지를 잃어버린
‘니 트 족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 증가하는 추세다.

HOW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정부 차원의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능력개발 등의 장기적 대책 마련 시급
한 줄의 ‘스펙’이 아닌 한 편의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 자본’ 만들기 

청년들이 불안정 일자리와 실업 상태를 들락날락하게
되면 자산 형성이 불가능하고 세수 기반도 취약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현재 청년층이 미래에 노인층이
됐을 때 상당수가 복지 지원의 대상이 된다면 사회적
비용도 커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으니까 지
원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말로 청년들에게 빈
곤문제를 오롯이 떠맡겨버리게 되는 ‘아프니까 청춘이
다’식의 관점은 오히려 청년의 실태를 반영한 정책들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다.
이런 사회는 ‘불안’을 만들어내고, 미래의 전망이 불투
명한 노력은 이 ‘불안’을 동력으로 한다. 불안하니까 뭐
라도 더 하게 되는 것이다. 아무것도 안 하면 너무 불
안하기 때문에 뭐라도 더 공부하게 되고, 면접을 잘 보
기위해 성형도 감수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아
무것도 하지 않는 나를 발견하면 죄책감마저 들게 된
다.
하지만 취업과 미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들을 ‘무의미한 시간’인 것일까? 굳이 따지자면, 원하지
않으면서도 쫓기듯이 무언가를 내 안에 집어넣는 시간
들도 ‘무의미한 시간’이지 않을까? 이력서에 한 줄 스펙
을 추가하기 위한 시간은 가지지만, 우리는 나의 삶을
설명하는 한 줄을 추가하기 위한 시간을 놓치고 있지
는 않을까? 우리는 스스로의 인생을 일관된 서사로 서
술하기 어려워지는 이런 ‘인생의 파편화’를 경험하고 있
기 때문에, 각자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 자본
(story capital)’을 채워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청년들의 물질적·정신적 빈곤을 극복하기 위

해서는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꼭
필요하다. 정부는 실제 청년들에게 필요한 고용서비스
나 직업훈련, 능력개발 등의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OECD에서 말했듯 “독일과 스위스의
견습제도처럼 교육에서 고용으로 원활하게 전환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잘 수렴하여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정책’과 같은 정책들이 좀 더 실효
성 있고, 다각도로 청년빈곤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
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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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본 대한민국 청년층

대학
70.8%
8,510,000원

대학진학률(교육부통계)

1980년 27.2%1990년 33.2%2008% 83.8%2015년 70.8%

4년제 대학 다니는 데 드는 총비용
(유기홍 의원실, 2015년 대학생 삶의 비용에 관한 리포트)

취업
64.0%
923,000명

신규채용청년(15~29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
2015년 8월 기준, 2007년은 54.1%(한국노동연구원)

청년 니트(15~29살, 일하지 않으면서 구직 의사도 없는 청년들)

(2015년 1~9월 평균(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부채 15,060,000원
30살 미만 가구주 가구 평균 부채
전년대비 25만원(1.7%) 증가(통계청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부양 80.6명
2060년 노년 부양비
생산기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2015년은 17.9명은 17.9(통계청)

“아프냐? 
나도 아프다”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모두 공감할 청년 빈곤 실태 1.

현재 청년 3명 중 1명은 일을 해도 가난한 ‘노동 빈곤층’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로 설명하며 버텨내라고 하기엔 벅찬 하루하
루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번 시간엔 청년들이 왜 빈곤하고, 어떻게 빈곤이 해
결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다음 879호에서는 전주대 학생
빈곤 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배종모 기자 (1ockerz@jj.ac.kr),
안혜란 기자 (ah6038@jj.ac.kr), 황기하 기자 (rlgk0421@jj.ac.kr)

▲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6563.htm



6 2018년 5월 2일 수요일   제878호

‘‘차이나는 클라스’ 등 TV의 여러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 출연한 젊은 작가 조
승연이 있다. 뉴욕대 재학 중이던 22세
에 <공부기술>을 집필해서 수억 원을 벌
었다. 그가 쓴 책 중에 어렴풋이 기억에
남은 내용이 있다. “한국 청년들이 수
년 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유럽의
또래 청년들은 서울에 와서 한국 청년
들이 채우지 않은 틈을 찾아 창업하고,
밤이 되면 고급스러운 바에서 와인을 마

시고 토론하면서 화려한 미래를 준비한
다.” 이들은 실제 그의 지인들이며 하나
같이 영화, 역사, 종교, 철학, 과학, 수
학, 회화, 사회, 정치, 음악 등의 모든
방면에서 수준 높은 교양과 전공 지식
을 섭렵하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 기회
를 발견하고 자신의 전문 분야에 적용
한다고 했다.

우리 대학에는 ‘창업연계전공’ 프로
그램이 있다. 이는 ‘창업학개론’ 같이 창

업의 기반이 되는 강의들과 여러 학과
의 강의를 들으면 졸업학점과 창업학사
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경영학, 경
제학, 패션산업학, 바이오기능성식품학,
컴퓨터공학, 게임학 등 여러 학과에 개
설된 강의를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다.
본 기자는 조 작가의 말에 힌트를 얻어,
다양한 학과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여러 학과의 학우와 교수님들을 만나볼
수 있었고, 나중에 재창업할 때 어떤 점

을 보완할지도 찾을 수 있는 소중한 경
험을 하고 있다. 만약 당신이 다양한 분
야에서 흥미로운 교양과 전공 지식을 쌓
고 싶다면, ‘창업연계전공’을 이수해 볼
것을 추천한다.

이정환 기자 (junholella@jj.ac.kr)

#DIY한지조명등 #공예가마인드 #닥종이인형 

#결국은하고싶은거 #때에따른창업

한지문화산업학과 재학 중 창업 ‘손빛’ 강혜인 대표

제 이름은 강혜인이구요. 한지문화산업학과
에 재학 중이고, 한지와 조명을 결합한 DIY
전문 브랜드 ‘손빛’을 운영하고 있어요. 손빛
은 ‘손으로 만드는 나만의 빛’이란 뜻이에요.
어디에든 부착할 수 있는 DIY 한지조명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누구나 매뉴얼 보고 만들
수 있어요. 2016년도에 사업자 내고 2017
년도 6월부터 판매를 시작했어요. 
벽에 붙일 수 있는 DIY 한지조명등은 부품

부터 새로 개발했어요. 모든 걸 경량화했고
충분히 붙을 수 있는 부착 소재가 한 세트예
요. 구매하는 분들은 젊거나 1인 가구가 많아
서 벽에 손상가지 않는 걸 1순위로 두세요.
특별히 힘주지만 않으면 영구적으로 붙어 있
구요. 한지등은 떼서 다른 데에 붙일 수 있어
서 설치가 자유로운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창업 및 아이템 개발 배경

20세부터 한옥마을에서 한지를 배웠어요.
한옥마을에 외국인이 많이 여행 오잖아요.
당시에 방문한 외국인들은 조명을 제일 구매
하고 싶어 했는데 사 가지는 못했어요. 이유
를 들어보니 캐리어에 담을 수가 없대요. 깨
질 염려가 있어서죠. 게다가 너무 비싼 편인
데, 최저가 거의 20만 원부터 시작해요. 수
공예로 만들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거든요.
사실 외국인들한테 얘기 들었을 때, 한지

조명을 하기에는 제가 지식이나 용기가 부족
했어요. 그대신 저는 작은 소품을 만들어서
프리마켓을 열었죠. 창업에 대한 꿈이 크진
않아서 공예가 마인드로 활동했어요. ‘내가
만들 수 있는 이쁜 작품 만들자. 다른 사람
맘에도 들고 구매까지 하면 좋겠다’ 처음엔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공예가 마인
드여서 잘 만드는 데에만 집중했어요.
하지만 그때 경험이 커지면서 창업하는 데
용기를 준 것 같아요. 그 뒤로 계속 ‘접어지
는 한지등을 만들어주세요’, ‘조립되는 한지
등을 해주세요’와  같은 요청을 받았어요. 그
리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를 많이
생각했어요. ‘수공과 원재료가 비싸기 때문에
기계를 활용하고, 반제품으로 이동할 때 파
손 없게 해보자’하면서 시작했어요. 외국인
관광객 덕분에 아이디어를 얻게 된 거죠. 그
래서 제가 만든 한지등은 누구나 살 수 있게
기존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사업자등록은 우연히 하게 됐어요. 대학원

수업을 수강하는데 어떤 교수님이 지원사업
을 소개해 주셨어요. 학우들에게 신청서를
써보라고 하셨는데, 청년이 저 밖에 없는 거
예요. ‘너라도 써! 우리 학과도 하나는 내야

지!’ 근데 그게 당선됐어요. 이걸 계기로 창
업하게 됐어요. 저는 정부 도움을 잘 받은 케
이스 같아요. 추가로 제품 개발 등에 발전지
원금을 비롯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어요.

창업 진행 과정

1인 회사다 보니 제가 혼자 다 하고 있어요.
보통은 아침에 일어나서 서류 처리하고요.
정부지원금 조건 중 하나가 창업과정 기록을
전산에 올려야 해요. 요즘 개발 과정을 마무
리하고 있어요. 개발하고 나면 사진 찍고, 홈
페이지 만들고, 디자인해야 해서 요새 미팅
을 많이 다니고 있어요. 시제품 개발 안 할
때는 제 아이템이 DIY 반제품 키트이다 보
니 강의를 나가고 있어요.

세종학당에 나간 적이 있는데, 스리랑카
세종학당 관계자가 오셔서 키트를 사 가셨어
요. 그때 처음으로 한국문화가 외국에서 인
기 있는 콘텐츠인 것을 깨달았어요. 곧 수출
무역협회 강의도 들으려고 하고, 해외판매
사이트에도 올려볼 계획이예요.
외국인분들은 아무래도 한지를 독특하고
좋게 봐주세요. 한지 조명에도 관심이 많은
데, 특히 DIY 한지등은 한국인과 외국인이
선호하는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한국인은 매
뉴얼만 따르면 딱딱 재단되어 누가 만들어도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깔끔하게 나오는 걸
선호해요. 반면에 외국인은 정확하게 재단되
어 있는, 매뉴얼대로의 딱딱함을 선호하지
않아요. 자기 맘대로 디자인할 수 있는, 남들
과 다른, 우연의 효과로 나타난, 이쁜 것보다
는 내가 만들었다는 것에 더 의미를 두더라
고요. 그래서 같은 라인의 제품이라도 한국
인한테는 깔끔하면서 누가 만들어도 어느 정
도 완성되었다는 느낌인 제품 특성을 많이
살려야 하고, 외국인한테는 좀 다르게 변화
를 줘야겠더라고요.

차별화 경쟁력

DIY 한지조명등이 제 아이템이라고 하면,
어떤 분은 ‘네 경쟁자는 이케아 아냐?’ 라고
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조명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외국기
업, 한국기업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도 저처럼 반제품 만들어 파는 창업기
업이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처럼
특정해서 한지로 DIY 하는 회사는 없어요.  
저는 경쟁력을 한지 소재 자체에 두려고 해

요. 한지는 두께를 자유롭게 조절 가능하다
는 특별한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
로 한지라고 하면 하나의 색지라고 하는 얇
은 한지를 떠올리세요. 근데 천 같은 한지,
새롭게 디자인해서 레이스처럼 나오는 한지
도 있어요. 한지 일하며 만든 인프라 등 제가
가진 자원을 토대로 한지 소재에 차별성을
더하려고 해요. 물론 반제품이라는 경쟁 요
소도 포함해서요.

창업 과정의 어려움

하나도 몰라서 어려웠어요. 간단한 세무신고
부터 아예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 해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처음 세금계산서
뗄 때도 공인인증서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등 이런 활동부터 제게는 모두 다 어려웠어
요.
절차적인 것도 애로도 있었어요. 유통이나

계약도 처음엔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포인트를 짚어서 일을 주고받아야 하는
지 모르니까. 사업이란 게 전체적으로 모든
요소가 골고루 결합되어 있는 거라 처음엔
다 어려운 것 같아요.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만약 주변에 미리 창업
한 선배나 지인이나 경험해본 사람이 있으면
훨씬 도움받기 수월할 것 같아요. 물어보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전주대 학우들이 창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대학에는 매니저님이나 지
원단이나 주변에 도움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서로 서로 도움을 많이 받더라고요.  

향후 확장 계획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한지를 접했고, 공방에
서 인형을 배웠어요. 닥나무로 만드는 인형
이예요.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피노키오
등 이런 거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인형을
3D 스캔 뜬 게 있는데, 나중에는 그걸로 조
명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인형 안에 조명을
넣으면 한지 붙인 자국이 투과되어 역으로
불빛이 안 보여요. 겉이 비춰지게 한다든지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직은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제 여러 인형에도 한지 등
을 응용하고 싶어요.

또 한지 문구 펜시 같이 한지와 다른 콘텐
츠를 섞은 아이템을 개발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한지 마스킹테이프, 한지 포스트잇 같
이 새로운 걸 생각해 보고 있어요. 한지는
100개 정도를 밀가루 풀에 한지끼리 붙이면
무지 단단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갑옷으로도
입었어요. 정말 단단해져요. 소파 등의 가구
로도 응용이 가능해요. 새로운 아이템 생각
할 때 한지의 단단함이 도움을 많이 줄 것 같
아요. 한지를 공예뿐만이 아니라 적용 분야
를 더 넓혀서 소재적인 측면으로 활용해 보
고 싶어요.
저는 처음에 사회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사회문제 특히 환경사회에 관심이 있어요.
창업 전에도 업사이클링 기업 제품에 관심이
많았어요. 프라이텍처럼. 한지로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한지는 썩으니까 썩지 않는 재료에 비해서는
환경적이잖아요. 패키징이라도, 그 안에 들
어가는 거라도 한지를 실용성 있게 사용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미적으로만 활
용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한지를 응용해 사
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이색 경험

대학원에서 작년에 이탈리아 수공예박람회
를 갔어요. 2주 정도 갔는데, 부스를 지켜야
해서 한 도시에서 숙식하면서 정기적으로 출
퇴근했어요. 2주간 이탈리아에서 외국인 노
동자처럼 생활했어요. 그 삶이 되게 신선하
고 좋았어요. 여행 갔을 때는 몰랐던 일상에
서의 자연스러움을 느끼는 게 좋았어요. 편
안했고요. 여행을 가면 바쁘잖아요? 이것저
것 찾아다니고. 그런데 그냥 거기서 사는 것

같은 생각 느낌. 그렇게 한 도시에만 길게 가
본 적이 없어서 제게는 색달랐어요. 나중에
는 한 도시에서 오래 머물러 있고 싶은 생각
도 있어요. 

학우들에게 한마디 

어릴 때부터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항상 만드는 게 취미였던 것 같아요. 특성화
고에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은 일반적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못 갔어요. 그래서 인문계
고 갔다가 일반 대학교에 갔어요. 그런데 대
학교 가서도 결국은 하고 싶은 걸 찾아서 하
게 되더라구요. 처음에는 공예가 마인드로
만드는 게 취미였는데, 자연스럽게 직업으로
까지 이어지게 된 거 같아요. 창업가 마인드
를 갖추고 세상을 바라보니 그동안 몰랐던
정말 특이한 새로운 세계가 느껴져요.

창업은 자기의 때가 왔다고 생각했을 때,
시도하면 좋겠어요. ‘남들도 하니까 나도 더
늦기 전에 해야 해’ 하는 마음으로 조급하게
시작하면, 오히려 더 지체되는 것 같아요. 내
친구도 창업하고, 누구도 창업했다고 해서
조급해 할 수 있어요. 나도 창업은 하고 싶은
데, 뭔가 아이템은 못 찾겠고, 친구는 창업해
서 잘됐는데, 난 늦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
어요. 친구가 3개월 빨리 시작했다고 해서
무조건 항상 빨리 가는 게 아니고, 내가 3개
월 더 준비하고 시작해도 그 친구보다 늦게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1개월 더 준비
한 게 1년 더 빠르게 가는걸 수도 있으니까
요. 사업의 시간은 일반 시간의 흐름과는 다
른 것 같아요. 물론 제 생각이지만요.

사실 저도 조급했던 적이 있었어요. 창업
하고 나서 남들은 매출 나고 안정기에 들어
섰는데, 저는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도 그 정
도 수준이 안 되니까 불안했어요. 하지만 빠
르게 나아가면 나아간 만큼 나중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생기더라구요. 제 경험으로는
기초가 튼튼한 게 오래 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하고 싶다거나
마음만 있을 때는 오히려 좀 더 확실하게 준
비했으면 좋겠어요. 100% 준비할 순 없겠
지만 자신의 때에 맞춰 창업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대학은 창업이 활성화 되어 있
어서 제반 환경이 좋은 편이에요. 교내의 창
업지원단의 창업교육과 프로그램 연계가 잘
구성되어 있어요. 교내 창업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 천천히 시작해도 충분히 빨리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창업지원단에 방
문하는 순간, 여러분은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응원합니다!

소   개

창업 및 아이템 개발 배경

창업 진행 과정

차별화 경쟁력

향후 확장 계획

이색 체험

학우들에게 한마디 

창업연계전공

창업 과정의 어려움



7제878호  2018년 5월 2일 수요일

원산지는 독일이며 사냥개이다. 독일
어로 '오소리 개'라는 뜻을 가진 닥스훈
트는 사랑받는 견종 중 하나인데 기형
적으로 짧은 다리와 가늘고 긴 몸체가
특징이여서 '소시지 개'라고도 하며 체
고와 체장의 비율이 1:2이다. 고대 이
집트 벽화에도 등장하며, 12세기~13
세기 경에 독일에서 오소리 사냥용 개
로서 개량되어 굴집을 만들어 놓
고 사는 오소리나 여우를 잡
기 위해 굴집에 들어가기
쉽도록 몸통이 길고 다
리가 짧게 개량된 것이
다. 
실제 사냥시에는 엄

청난 힘과 끈기를 발휘
하고 몸집만이 아니라 머
리도 쐐기 형상이고 주둥이
도 길어서 굴집에 들어가는 데
알맞은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크면서
축 늘어진 귀와 굵고 힘찬 뼈대를 가지
고 있다. 초기의 닥스훈트는 사냥개로
사용되었으며 그후에는 경주견과 사냥
견 등 여러 용도로 쓰인다. 지금처럼
작은 모습의 닥스훈트는 20세기 초 독
일에서 개량되었다.
수명은 약 10년~14년, 체중은 약
6.5㎏~11.5㎏, 체고는 약 21㎝~27
㎝ 정도이다. 성격은 영리해서 주인의
명령이나 지시에 잘 따르지만 장난이
심하고 배변습관을 가르치기가 어렵

다. 고집이 세고 호기심과 장난기가 심
하며, 주인에 의해 훈련받기 보다는 주
인을 훈련시키려 할 정도로 영리하다.
가끔 어린이를 무는 성질과 헛짖음이
많고 목소리가 체구에 비해 커서 귀찮
을 때도 있다. 웃긴 동작을 잘 하고 재
주넘기도 잘하면서도 슬픈 표정을 띄
고 있고 땅파기를 잘 한다.
털은 반들거리고 매끄러운 균일한

피모이다. 털색은 단색의 경우 황갈색
이나 노란색이며, 두 가지 색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검은 색과 갈색 또는 밝
은 밤색의 부분이 있는 회색이다. 또한
얼룩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 무늬가 있

는 것도 있다. 이 개의 약
점은 체형적으로 등

의 추간판 허니아
에 걸리기 쉬운
데, 위장이 튼
튼해서 과식해
도 배탈이 나지
않지만 너무 많

은 먹이를 주면
비만이 될 수 있고

위의 무게에 의해 등에
무리가 가서 등뼈에 좋지가 않

다. 그래서 먹이의 양을 잘 지키고 운
동을 시켜서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것
이 좋다. 조용히 집을 지키거나 얌전한
개는 아니므로 코믹한 용모를 좋아하
는 사랑이 사육하기에 적당하다. 또한
추간반헤르니아 이외에는 피부병, 특
히 신경성의 피부염에 주의해야 하지
만 튼튼한 편이다. 유전적으로 소안구
증등 눈병의 발생이 쉽다.

LINC+사업단 산학협력중점교수 
박범전 (수의학박사)

일반적으로 박물관을 떠올리면 ‘유물을 전시하는 곳’으로만
생각하기 마련이다. 물론 유물의 ‘수집’과 ‘전시’가 박물관이
맡은 가장 중요한 역할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박물관
의 역할은 여기에만 그치지 않는다. 많은 박물관들이 소장
유물과 전시를 활용한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기도 하고, 관
련 분야의 학술연구 및 조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우리 대학 박물관 역시 ‘수집·전시’ 업무 이외에 학술조

사·체험교육 등 다양한 대외활동을 통해 우리 대학을 알
리고 있다. 

역사를 探하다
박물관에서 역사 연구를 한다고 하면 의아해 하는 분들

도 많이 있을 것이다. 역사 연구는 대학의 교수님이나 전문
연구기관에서만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
지만 박물관에서 수집하고 전시하는 모든 유물이 역사 자
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당연히 수반되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우리 대학 박물관에서는 현재 소장중인 조
선시대 간찰 유물 1,000여점에 대한 번역(탈초 및 해제)
작업을 지난 2014년부터 3차례에 걸쳐 진행 중에 있다.
편지에는 당시의 생활상, 문화, 정치 등 사회 전반을 아우
르는 내용을 담고 있어 중요한 역사 자료로 평가받는다. 이
러한 간찰의 번역 작업을 통해 정사에 기록되지 않은 다양
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역사 연구에 직·
간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특별전 개최 등 학내구성원은 물론 지역 주민에
게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역사학이 문헌을 중심으로 과거를 연구하는 학문

이라면, 고고학은 유적이나 유물을 통해 과거 생활상을 밝
히는 학문이다. 우리 대학 박물관은 문화재청의 심의를 거
쳐 등록된 ‘매장문화재조사기관’으로 매년 꾸준히 고고학 분

야의 연구·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1988년 전주 여의동
선사유적을 시작으로, 부안 우금산성, 무주 공진리유적, 임
실 대명리유적 발굴 등으로 전북 지역 역사 연구에 일조하
고 있다. 2015년에는 익산 왕궁리유적 주변에 대한 시굴
조사를 통하여 7세기 백제시대 ‘왕경 도로’를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남원지역 지표조사를
통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서매리산성의 성벽을 발견하였
으며, 김제 귀신사 주차장 부지에서 남북국시대~고려시대
로 추정되는 석축기단과 계단시설을 조사하기도 하였다. 

인재를 探하다
박물관은 역사·문화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많

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 학부과정이 이론수업을 받
는 것이라고 한다면, 박물관에서는 실무·실습 경험을 쌓
아 관련 분야로의 진출을 돕고 있는 것이다. 
박물관을 통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로는 박물관 학예연

구사를 비롯하여, 고고학자, 문화해설사, 교육사 등이 있
다. 박물관 학예연구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 취득자
의 경우 ‘준학예사시험’에 합격한 후 1년 이상의 실무경력
을 쌓아야 한다. 실무경력은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는데, 우리 대학 박물관은 경력인정대상기관으로 선정
되어 있다. 이를 통해 많은 졸업생들이 학예연구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관련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그 밖에도 박물관에서는 유물의 실측, 현장 조사 참여

등 고고학 분야의 실무 경력을 쌓아 관련 분야로 취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체험
교육을 통해 문화해설사, 교육사 등 역사·문화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지난 해에는 이러한 공
로를 인정받아 한국사립박물관협회로부터 ‘최우수교육사
상’을 시상하기도 하였다.      

유경현 기자 (Richman@jjac.jkr)

가로
1. 정부나 기업 등의 비윤리적 행위와 관
련된 비밀 문서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2. 영국의 작가 다니엘 디포가 1719년
에 발표한 소설. 그 소설의 주인공 이름
이기도 함.
3. 임기만료를 앞둔 공직자를 ‘절름발이
오리’에 비유한 말. 
4. 헝클어진 삼을 잘 드는 칼로 자른다
는 뜻. 복잡하게 얽힌 사물이나 비꼬인
문제들을 솜씨 있고 바르게 처리함을 비
유해 이르는 말
5.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네 가지 마
음가짐.
6. 내국세 부과 및 징수 업무를 담당하
는 기획재정부 산하기관.
7. 미투운동에서 확산 된 것으로, 성별
임금격차에 등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
는 움직임을 일컫는 말.

세로
1. 정치인의 다른 말.
2. 마블 히어로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
럭시>의 리더. 
3. 셀카를 찍을 때 오리처럼 입술을 내
미는 표정을 나타내는 신조어.
4. 픽셀 형태의 그래픽 디자인을 바탕으
로 블록을 설치하며 모험을 즐기는 게임
5. 전주대학교 본관 5층에 자리한 국제
한식조리학교 실습레스토랑.
6. 에덤 스미스의 주요 저서. 부의 원천
은 노동이며, 부의 증진은 노동 생산력의
개선으로 이루어진다는 주장을 담은 저
서.
7. 청약관련 예금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
춘 자에게 동시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
자격을 주는 제도. 

★축하드립니다! [877호 퀴즈 정답자]
1. 임아라(행정학과)             
2. 안혜란(일본언어문화학과)
3. 황기하(일본언어문화학과)   
4. 강민지(일본언어문화학과)
5. 문주희(스마트미디어학과)   
6. 송민호(토목환경경공학과)

[지난 877호 퀴즈 정답]
Quiz1 정답: 4) 893
풀이 : 가로를 축으로 접었을 때 대칭이 아닌 
이유&유일하게 3의 배수가 아닌 이유.
Quiz2 정답: 3) 기러기 요리
풀이: 거꾸로 읽어도 의미가 같은 회문 문제.
이름 HANNAH, 가족 구성원 MOM & DAD,
매력 포인트 EYE, 취미 KAYAK
그러므로 거꾸로 해도 같은 단어인 기러기가 정답.

*알림* 
※ 2회 연속 당첨자는 다른 분들을 위해 1회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 동일학과는 2명으로 제한하겠습니다!
※ 각 문항의 정답을 학과, 학번, 이름 그리고 연락처와 함께  junholella@jj.ac.kr 로 보내주세요.

선착순 10명에 한하여 상품으로 스타타워 식권 2장을 드립니다!
※ 상품 수령하는 곳  학생회관 320호 신문사

1. 2. 7.

2.

3. 3.

4. 5. 4.

5.

7.

6.

볼견애견[볼見애犬] 똥나오즈

닥스훈트(Dachshund)

박물관 탐(探)하다!
전주대학교 박물관이 살아있다 3

▲ 왕궁리유적 시굴조사(시굴조사란 유적의 일부에 네모난 형태의 구덩
이를 파서 유적이 남아있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시험적인 조사를 말한
다. 사진에서 구덩이 내의 흰색 선은 백제시대 때의 수레바퀴 흔적이다.) 

▲ 김제 귀신사 시굴조사 모습(석축기단이 어떻게 축조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일부 구간을 조사한 후 모습이다. 사진의 아래쪽에 돌이 2단으로 놓여 있는
것이 처음 축조되었을 때의 모습이고, 그 위로는 후대에 고쳤던 흔적이 남아있다)



조사자- 김지우, 유관훈, 정종섭, 김성경학생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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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학과 박주영 교수가 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직업전환교육’ 수업에서 교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조사했다. 교내 7개의 건물을 대상으로 각 건물별로 학생들이 조를 짜서 장애학우를 위한 시설 상태를 조사한 것이다.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키면서 
국가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하고 장애인 재활을 돕고 있다. 그동안 우리 대학은 장애학우들의 교육환경을 많이 개선해 왔다. 하지만 조금 더 그들의 눈높이로 세심하게 돌보고 개선해야할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        김하선 기자 (haseon6317@jj.ac.kr)

장애학우를 위한 교내 시설, 어디까지 개선되었나?  “눈높이를 낮추면 보입니다”

상태 양호 개선 필요

입구 규격에 맞음,램프 설치됨,점자블록 설치됨

화장실 규격에 맞음,램프 설치 돼있음,점자 안내판 표시 세면대 아래부분이 막혀있어 휠체어 장애인 사용 어려움

대강당
입구 폭1.7m 통로 폭1.35m규격이 맞아서 

휠체어 사용시 불편한점 없음
입구 바로 앞 휠체어 지정 좌석2곳이 배치되어 편리함

지정좌석이 너무 뒤쪽이라 강의를 듣기 불편함
앉고 싶은 자리에 못 앉음

단상에 계단만 설치 되어서 단에 오르기 불편함

동아리
방

-
문 폭이 좁음

문이 무거워 휠체어 장애인이 사용하기 불편함

엘리베
이터

입구 바로 옆에 있음,법적 규격에 맞음
후면 거울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 돌리기 편리함 

점자 버튼 설치됨

비 장애 학생들이 이용률이 높아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기 힘듬
지하층은 엘리베이터 운영이 안되 지하를 이용하기 어려움

계단
법적 규격에 맞음

계단 시작과 끝에 모두 점자 블록 설치 돼있음
미끄럼 방지 테이프 부착

손잡이에 점자 안내 표시

보행로
점자블록 설치, 바닥 재질이 평탄하고 매끄러워 휠체어 운전 이용 편함,

점자블록과 구분이 쉬워 시각장애인이 쉽게 인식이 가능함
-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판이 규격에 맞게 잘 돼있음
주차구역 지정 30곳 중 2곳이 장애인 전용구역 으로 

정해진 규정에 맞게 잘 되어있음
규격 2.4m,4.2m,1m 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규격은 

법정 규격에 맞음

-

시각장
애인 편
의시설

입구 옆에 점자 안내도가 설비되어 있음
점자 블록이 입구 앞 계단 등 잘 설비 되어 있음

계단에 보행 손잡이가 있음

점자 안내판에 음성 시스템이 없음
보행손잡이 에 점자가 없어 시각장애인이 층수를 잘 모를 수 있음

인적자
원 및 편
의시설

간단한 인적사항만 기재하면 휠체어나 보조기기들을 대여할 수 있음
쾌적한 공간으로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어 이동하기 편리함

1층에 위치 해 있음
편의점,ATM,우체국 모두 문턱이 없음

ATM높이와 음성인식, 점자 안내 표기 모두 갖춰져 있음

조사자-송은진 , 박수정,  이지인 , 문별공학관
상태 양호 개선 필요

입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휠체어 사용자도 통과 가능한 입구 크기
공학1관 입구에 턱이있어 휠체어 사용 불편
공학2관 입구에 경사로가 있지만 사용 불편

보행로 공학관 입구 전 평평한 보행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경사로가 있지만 사용 불편

계단
챌면 설치, 챌면 0.15미터, 디딤판 0.31미터

미끄럼방지(논슬립)설치, 계단 앞 점자블럭 설치

손잡이에 점자표시 없음
모든 편의시설은 2층부터 시작되어

1층 계단에는 손잡이 없음

엘리베
이터

엘리베이터 외부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블럭, 
점자표시 버튼이 설치

음성신호장치 설치, 스위치 1미터, 우측면에 
가로형, 버튼식, 점자표시

내부는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벽면 거울 미설치, 
비치는 재질 아님

강의실
양문개폐가능, 휠체어 통과유효폭 1미터 

문 손잡이는  레버형
문에  도어스토퍼가 있어서 고정가능

일체형 책걸상이라 휠체어 사용자는 
이용하기 불편

강의실  입구 근처에 턱이 있어  휠체어 출입 불편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남녀 구분 되어 있음

화장실 입구에 점자표지판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가 출입구에 가까운 곳에 위치

-

점자블록,
안내판

법적 규정 적합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이 있지만 

배너로 가려져 이용 불편

주차장 법적 규정 적합
공학 1관 주차장 중 안쪽에  
쓰레기 모아놓는 곳으로 

바뀐 장애인 주차장, 흡연장소 턱이 높음

조사자-강예희, 고웅, 김예림, 임성현진리관
상태 양호 개선 필요

입구
정문에 램프가 설치 되어있음

점자안내도와 음성지원시스템이 잘 되어있음

엘리베이터가 설치 되어있지 않음
중앙계단에만 점자블록 이 설치되어 있음
계단 손잡이에 점자가 설치 되어 있지 않음

화장실

화장실 손잡이, 세면대, 소변기 등이 
법정기준에 적합

화장실 안 통과 유효폭이나 대변기 높이 등이
법정기준에 적합

장애인 화장실은 1층에만 존재 
화장실 내부가 좁아 휠체어 사용이 불편함

강의실
강의실 통과 유효 폭이 법정기준 준수

강의실 문 턱이 없어 휠체어가 통과 하기 편함

휠체어 지정석이 따로 배치 되어 있지 않음
강의실 중간 기둥이 존재해 휠체어의 

이동을 방해함

주차장
주차장의 비율이 법정기준을 통과하였다.

표지판이 법정기준에 알맞게 설치 됨
주차장의 주차규격이 법정기준에 맞지 않음
주차장에서 건물로 들어가는 입구가 불편함

조사자-김경민, 위유경, 주아람, 장세희 예술관
상태 양호 개선 필요

진입로 법적 규정 적합
진입하는 언덕이 가파르고, 도로와 인도의 구분이 없음

규격엔 맞지만 오르기 힘든 림프

입구
층마다 설치된 점자 블럭, 계단,손잡이의 높이

점자 안내도와 음성안내

열고 닫기 힘든 문
설치되 있지 않은 엘리베이터

점자 표시가 되있지 않은 계단 손잡이

아트홀/
강의실

점자표시
아트홀의 복도 넓이와 입구 폭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단상에 오를 수 없음
장애인용 좌석이 존재하지 않음

규격에는 적합하지만 약간 불편한 강의실 입구 폭

화장실 점자블럭, 점자표시

장애인 화장실이 여자화장실만 존재
너무 먼 휴지와 변기 사이의 거리

평면으로 된 거울
잠그기 힘든 잠금 장치
협소한 화장실 크기

주차장
입구와 가까운 곳에 위치

규격에 맞는 표지판
규격에 맞는 장애인주차장 개수

약간 맞지 않는 주차장 규격
규격보다 낮은 표지판 높이

조사자-모범, 성희현, 임지예, 허종태대학본관
입구 상태 양호 개선 필요

진입로 법적 규정 적합 길고 가파른 경사, 위험한 내리막길

입구
입구까지 이어진 점자블록

밖에선 자동센서지만 안에선 스위치로 문 열림
-

주차장
넓은 주차공간, 깨끗한 표지판

주차장에서 가까운 입구
-

안내판
입구 바로앞에 있음

시각장애인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음성서비스가 없음

계단 계단양쪽 점자안내 논슬립이 쇠로 되어 있어 젖은 신발에 미끄러울 수 있음

점자
블록

법적 규정 적합 입구, 계단에만 있고 로비에는 전혀 없음

엘리베이터 법적 규정 적합
좁은 엘리베이터, 휠체어용 거울 미설치

구석에 있어 찾기 어려움

화장실 법적 규정 적합
휠체어 출입 어려움, 장애인 시설이 전혀 없음

장애인 전용화장실 없음

세미나실 넓은 공간 단상까지 진입이 어려운 책상배치

조사자-김하은, 이주은, 엄혜정, 이혜빈천잠관
상태 양호 개선 필요

입구
규격에 맞게 보도블록이 잘 설치 되어있어 
큰 도움 없이 잘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음

휠체어를 타고 경사로를 다니기엔 조금 힘듦

보행로 점자블록이 잘 설치되어 있음
휠체어를 타고 오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길임

경사가 심하고 계단이 많아 힘듦

점자
음성

안내판
음성유도기의 소리가 큼 점자 음성 안내판이 규격 범위보다 낮음

계단 챌면 과 디딤판의 규격사이즈가 적합

손잡이에 점자 표지판이 없음
계단코에 논슬립 부착했지만 훼손되어있음

층마다 점형 블록이 설치가 되지않음
계단의 양측면 손잡이 연속적으로 설치되지 않음

엘리베
이터

출입문, 엘리베이터 규격사이즈 동일
내부의 후면에 거울이 설치됨

점자, 버튼식이 우측가로형으로 되어있었으며 수평손잡이 높이 또한 적합

휠체어는 지하층을 내려갈 수 없어 
지하에 있는 동아리방, 학생회실, 도서관 이용이 불가함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이 법적비율에 알맞게 적용됨
장애인 주차장 표지판이 지면에서의 높이의 길이가 맞지않음

장애인 표시규격이 법적규격이랑 다름

화장실 휠체어에 앉아서도 손이 닿는 곳에 위치해 있는 손잡이
장애인 화장실만 잠금장치가 없고, 1층에만 장애인 화장실이 있음

장애인 화장실안에 휴지가 없었으며 밖에 있는 휴지걸이는 휠체어에 
앉아서 휴지를 뽑기 불가능함

실내
휠체어가 충분히 다닐 수 있는 넓은 복도와 문 넓이

강의실 문턱이 없음
휠체어 진입이 가능한 곳이 제한되어있음

조사자-박수남, 유승희, 유기환, 나정모기숙사(스타타워)
상태 양호 개선 필요

주차장 법적 규정 적합

건물 뒷편 구석에 위치하고 있어 잘 전달되어 지지 않고 있음 
보행 안전 통로가 없음

전체 장애인주차구역 36곳 중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2곳 (5.5%)
장애인 주차구역과 건물로 이어지는 부분에 턱이 없음 그러나 통로가 비좁음

장애인 주차 전용표시가 뜯어져 나가 잘 보이지 않음  

엘리베
이터

법적 규정 적합
공간이 협소함 

휠체어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거울이 없음

화장실
(장애인

전용
법적 규정 적합

사용중 표시가 뜨지 않음 
문의 열림, 닫힘 소리가 남

화장실
(방별)

법적 규정 적합
세면대(바닥면에서 세면대 위)

자동문이 아닌 여닫이 문인데 열어 두면 자동으로 닫힘

입구 법적 규정 적합
스타타워 기숙사 출입문 총 3곳 모두 문턱이 없음 

(여닫이 문)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혼자서 열고 닫기가 불편함 (자동문 없음)

계단 법적기준 적합 손잡이의 점자 표시가 없음

보행로 곳곳에 점자블록 설치됨
유도 보행을 위한 점자블록은 없음 

보행 할 수 있는 모든 곳에 턱이 없음 
재질이 대리석이어서 넘어지면 다칠 위험이 있음

장애인
전용

기숙사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설계, 
법적 기준 모두 만족

장애인전용 기숙사 문은 미닫이 문으로 되어있음 
비상벨, 소형 소화기가 (비상용품)배치가 잘 되어있음 
침대 위에 콘센트와 스위치 배치가 편리하게 되어있음 

책상서랍 사용 중 위쪽 서랍은 손이 닿지 않음 (휠체어 사용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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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사회복지학과 전공, 운동처방학과 복수전공 하고 있는
3학년 육동주입니다.

Q. 혹시 어떠한 불편함을 가지고 계신가요?

A. 선천적 영향으로 귀가 들리지 않아요. 인공와우수술을
해서 지금은 들리긴 하지만 외부장치를 빼면 소리 듣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Q. 사회복지학과로 입학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A. 어렸을 때부터 봉사활동을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 땐
사회복지를 전공하면 봉사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
세히 알고 난 뒤 사회복지의 폭이 넓다는 걸 깨달았어요.
교육을 통해 봉사자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
이 들어서 사회복지를 선택하게 됐어요.

Q. 학교 다니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A. 학교 지원실에서 요구사항을 잘 들어줘서 어렵거나 불
편한 사항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장애인 입장에서 봤
을 때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불편해 보여요. 특
히 진리관, 자유관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어떻게 올라갔

을지 모를 정도로 많이 불편해보여요.

Q. 특별히 선의를 베풀어 기억에 남는 학우가 있나요?
A. 사회복지학과 16학번 최영호 라는 친구가 가장 고마
워요. 도우미 역할도 해주고, FC HERO에서 축구 부원
으로 같이 뛰고 있어요. 운동 할 때는 팀워크가 중요하니
까 서로 소통이 원활해야 하는데 그게 어려울 때마다 영
호가 끝까지 알려주고 도와줘요 참 고마운 친구에요.

Q.학우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앞으로 계획이 궁금합니다.
A. 미래에 제가 무엇을 할 것인지 뚜렷하게 정하지는 않
았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들 여러 가지 해 보면서 방향
을 정해보려고 해요. 하지만 제가 바라며 나아가는 것은
저는 장애인이지만 모범적이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통해
장애인과 일반인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것이에요.

이혜린 기자 (lhr8144@jj.ac.kr)

전주대, 특★한 수퍼스타
전주대학교에는 특별한 사연을 가진 학우들이 많이 있다. ‘나와 다른 학우들’, 나랑 같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여러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 

오늘 878호 신문에서는 세명의 특별한 학우들을 만나보았다.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무한 긍정적 에너지가 넘치는 육동주 학우(사회복지학과 16학번)와 65세 만학도
김병님 학우(한국어문학과 15학번), 그리고 17세에 대학교에 입학하여 현재 대학신문기자로 활동 중인 김하선(경배와찬양학과 14학번)의 이야기를 담아보았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경배와찬양학과 14학번 21살 김하선 입니다.

Q. 17세에 전주대로 입학 하셨다구요?
A. 네 맞아요. 원래 저는 대학을 빨리 들어가야겠다는 생
각을 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했
는데, 사정이 생겨서 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중학교에 다녀야만 했는데 그러려면 1년이라는 시간이 공
백기가 생기게 되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만약 1년이라
는 시간을 보내고 다시 학교에 다니면 제 친구가 언니가
되는 것인데 그 당시 저는 그 상황으로 원하지 않아서 고
민을 하다가 검정고시를 보기로 결정하였어요. 그 후 연
합고사를 치르고 고등학교로 바로 가려고 했는데, 제 아
버지의 실수로 연합고사가 아닌 고졸반 시험을  보게 되
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린것
이에요. 그 때 제 나이가 겨우 15살인데, 16살이라는 나
이에 대학교에 입학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였기에 1년 정
도를 쉬면서 제과 제빵 자격증도 준비했었고, 생애 첫 아
르바이트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저희 언니의 권유로 17
세에 전주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저희 언니도 18
살에 대학교에 들어왔었거든요.

Q. 대학에 일찍 들어오셨다니 부러워요.
A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대부분 사람들은 졸업하면 24
살이 되는데, 저는 졸업을 하면 22살이되는 터라 2년제
대학이나 학사 편입을 통해 다른 대학교에 재입학해서 다

닐 수도 있을 것이고 대학원 과정을 밟게 된다면 장차 20
대에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것이 큰 장점의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Q. 이른 나이에 대학 입학해서 힘든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A. 일찍 학교를 온 것에 대한 장점도 있었지만, 힘든 점
과 아쉬운 점 또한 있었어요. 먼저 제가 중,고등학교 교육
을 패스하고, 대학에 들어왔기에 성숙함이나 지식적인 부
분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Q. 만약 주변에 지인이 일찍 대학교에 들어온다면 해주고 싶은
조언은?
A. 지인이 검정고시 보는 것을  본인의 뚜렷한 계획이나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서, 준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나
쁜 길로 빠지지 말고, 주변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응원을 해줄 것 같아요. 모든 일에 뜻이 있
으면 그에 맞는 길도 있기 마련이니깐요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저는 이른 나이에 대학교에 입학했다는 사실을 인지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볼 때면 그
제서야 한번씩 ‘아 내가 이른 나이에 대학에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실감해요. 그런데 이른 제 나이에 다른 어떠한
대학도 아닌 전주대학교 경배와찬양학과에 들어와서 생
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
물이자 기쁨이라 생각하고 또한 분명하신 하나님의 이끄

심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에요. 
앞으로 제 삶의 여정 가운데도 남들보다 이른 나이에 시
작하는 만큼 시간 낭비하지 않고, 제 삶에 최선을 다해 살
아가고 싶어요.

[기자 후기] 
17살에 대학에 들어온 사례는 여러 매체를 통해 가끔 들
은 적은 있지만, 내 주위에선 없었던 일이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서 신선하게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특별히 나눈 이야기들은 나보다 1살이 많다는 사람이 생
각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생각과 경험들이 느껴졌다. 말
하기 껄끄러울 수 있는 내용들도 인터뷰 내내 밝은 에너
지로 답변을 해주셨고, 내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도 많은
것들을 배웠다. 굉장히 귀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

송민호 기자 (immino@jj.ac.kr)

무한긍정 에너자이저 육동주 학우

17세, 전주대학교 14학번으로 입학하다

1954년생 15학번 만학도를 만
나 그녀의 다시 쓰는 청춘의 일
기를 들여다보자.

Q. 본인소개 부탁드립니다. 
A. 꿈틀어 살아 숨 쉬는 나뭇가
지에 동트는 햇살처럼 산을 넘고
들을 지나, 내 가슴을 불 지피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와있습니다.
지금의 저, 학문을 넓히는 공간
안에 서있는 한국어문학과 15학

번 1954년생 김병님 이라고 합니다.   

Q. 만학도로 학교에 다니게 된 특별한 계기를 듣고 싶습니다. 
A. 저는 사회의 권위자가 되어있는 여성들이 롤 모델 이
었습니다. 그것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Q. 만학도라서 좋은 점이 있나요?
A. 먼저, 젊은 학생들보다 더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현재 20대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공부에
정진해야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에 비해 저는 여유가 있어서 공부하기 적합한 것 같습니
다. 또한 취직 걱정이 없어서 조급함이 없다는 것이 좋은
점으로 손꼽힙니다. 마지막으로 낯익은 타인들의 “대단하
다, 열심히 한다”는 칭찬을 들을 때면 가슴 한 켠 가운데
뿌듯함이 자리잡습니다. 

Q. 반대로 만학도가 겪는 고충이 있을 것 같은데요
A. 일반 학생들보다 교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는 빠르
게 되지만, 기억력이나 순발력이 떨어지는 것들이 아쉬운
요소입니다.

Q. 만학도가 되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떨까요?
A. 특별하게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현

재 최고의 삶을 살기 있었기 때문인데요. 만약 제가 만학
도가 되지 않았더라면 제 삶은 크게 흥미 있는 생활 하고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Q. 만학도 생활이 끝나면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A. 대학에서 배운 실력으로 더 좋은 시를 써서 시집을 발
간하고 더 나아가 시화전도 열고 싶습니다.

Q. 만학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A. 지식과 정신의 뿌리를 굳건히 살려 교양을 쌓고, 창의
적인 길을 폭넓게 걸어가는 사람이 아닐까요?

[기자 후기] 
만학도라는 이름으로 청춘, 그리고 배움의 길을 다시금
선택하여 걷는 학우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 도전이
되었다. 인생의 제 2막을 펼쳐가고 있는 김병님 학우님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김하선 기자 (haseon6317@jj.ac.kr)

65세 청춘을 다시 그리다

<한국어문학과 15학번 김병님>

<가운데가 김하선><가운데가 김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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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함에 있어서 그가 어
린 시절을 보냈던 나사렛과 갈릴리 호수 지
방을 오가면서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는
등 갈릴리 호수 연안의 성읍 가버나움(Ca-
pernaum)을 주 활동 무대로 삼았다. 갈
릴리 호수에 서서 그 넓은 수면을 바라보
노라면, 베드로와 그의 형제 그리고 어부들
이 출항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장면이 떠
오른다. 또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무서워
하고 있을 때 예수가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당시의 광경이 잔잔한 호수와 겹쳐 보
이며 잠시나마 당시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
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는 단순 관광으로
그치지 않고 순례에서 얻어지는 귀한 체험
이 된다. 
마찬가지로 예수가 나사렛과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설교를 하였는데, 뭇 사람들은 권
위 있는 그의 교훈에 놀라니(마가 1:21)라
는 성경을 생각하면서 가버나움 회당에 서
면 비록 건물은 허물어졌지만 사람들을 놀
라게 하면서 말씀을 전하던 예수의 권위 있
는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는 갈릴리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살면서(마 4:13) 베드로
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나를 따라오라 내
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
라” 하며 첫 제자로 삼았다. 그리고 이어 야
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제자로 삼았다.
이들은 예수가 불렀을 때 하나같이 모든 것

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나섰다. 
예수의 수많은 기적과 능력이 이곳에서

행해졌다. 군대 고급 장교의 하인의 병을
고쳤고 하루는 친구들에 의해 실려 온 중
풍병자에게 “일어나 집으로 가라(마가
2:10-12)”하시니 그동안 꼼짝 못하고 누
워만 있던 병자가 일어나 사람들 앞에서 유
유히 걸어 나가게 하였다. 또한 과부의 하
나 밖에 없는 아들 살렸으며, 질병과 악귀
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해주었다. 가나의 결혼식장에서 물을 포
도주로 만든 기적 또한 널리 알려진 사실

이다. 
또한 예수는 가버나움 회당 뒤편에 있는
야산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로 시작되는 여덟
가지 복에 대한 강론을 한 성서 역사적 중
요한 곳이기도 하다. 예수의 복음 선포 지
역을 보면 처음에 나사렛, 가버나움과 가
나, 나인성 등 갈릴리 호수 인근 지역이었
고 여리고를 거쳐 베다니와 십자가를 지신
예루살렘이 포함 된다. 나사렛에서 예루살
렘은 120km 거리에 있고 걸어서 사흘길
이다. 예수는 이 먼 길을 자주 다니며 복음

을 선포하였다.
필자는  어렸을 적 교회에서 예수님이 태

어난 곳, 자란 곳, 복음 선포를 위해 다녔
던 여러 곳에 대해 수없이 얘기를 들었지
만 사실 납득이 되지 않았고 동화 정도로
만 알아들었다. 그러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이스라엘 여행이 시작되었다. 이를 통
해 이스라엘 곳곳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목
격하게 되었다. 역사 현장에서 느낀 필자의
체험과 고고성서학 학자들의 연구서 등을
참조한 결과 성경에 나타난 예수의 기록이
역사적 사실임을 깨닫게 되었다.

■ 현장으로 보는 세계기독교역사 이야기 18

갈릴리 지역과 가버나움

▲ 오늘날의 갈릴리 호수 ▲ 예수가 설교하였다는 가버나움의 회당 유적

『로마서 강해』의 저자 김용옥은 충남 천
안 출생으로서 천안초등학교 졸업 후, 보
성중고로 진학하였다. 이후 도올은 고려
대 생물학과, 한국신학대학교 신학과, 고
려대 철학과, 타이완 대학원 석사과정,
일본 도쿄 대학 대학원 중국철학과 등 국
내외 여러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수학하
였고, 미국 하버드대학교 대학원에서 동
양철학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화
려한 학력을 바탕으로 고려대학교 철학
과 교수로 취임하였지만, 1990년에 돌
연 교수직을 사임하고, 원광대학교한의
학과에 신입생으로 입학하여 한의사 자
격을 취득하였다. 
『로마서 강해』는 크게 ‘입오(立悟)’ 부분

과 ‘강해(講解)’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오’ 부분은 서문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무
척 길다. ‘입오’ 부분에서 저자는 본인의
동서양 문명과 사상에 대한 해박한 지식
과 더불어 직접 탐방한 기독교 성지에 대
한 다양한 사진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 책의 도처에는 자신의 경험담과
철학 세계뿐만 아니라, 촛불집회 정국에
대한 시국관까지 밤하늘의 별처럼 흩어
져 있다. 
도올은 천안에서 가장 큰 병원을 운영

하는 부유한 집안에서 막내아들로 성장
하였다. 아버지는 의사였지만 한학적 소
양이 깊었고 어머니는 권사로서 독실한
신앙을 지녔으며, 형제들 중 두 분은 훗

날 대학총장(고려대, 이화여대)이 되었
다. 도올은 부모님을 따라 자연스레 유년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다. 그는 대학 초년
시절, 과도한 무술 수련으로 인해 온 몸
이 쑤시는 관절염을 앓게 되자 귀향하여
천안 시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성경 읽기 모임을 이끌었고, 이를 계기로
생물학 전공을 포기하고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도올은 이 책에서

우리는 단순히 기독
교를 ‘믿기’만 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기독교가 천만
신도를 바라볼 정도
로 양적으로는 팽창
하였지만 영적으로
는 빈곤을 면치 못하
고 있다고 가혹하게
평가한다. 그는 독일
의 신학자 불트만의
말을 인용하여 “교회
가 그 자체가 끊임없
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끊임없
이 부활해야 하지 않을까? 부활이 어찌
하여 AD 30년경에 일어난 한 사건이겠
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교회와 그
리스도인을 향해 던지며 ‘부활’이 우리 삶
의 지평의 모든 순간의 사건이 되어야 한

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하여 이 책을 저술
하였노라고 여러 번 밝히고 있다. 
신약성경 ‘로마서’의 저자 바울은 원래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
인들을 박해하고 저주하던 자였으나, ‘신
념의 역전(conversion)’이 일어나면서
예수의 부활을 인정할 뿐 아니라, 바로
그 사건 속에서 전 인류의 구원의 가능성

을 본 사람으로 알려
져 있다. 예수는 육
으로는 다윗의 혈통
이고 영으로는 하나
님의 아들인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
는 특별한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하느
님의 아들이라는 것
을 스스로 증명하였
다는 큰 깨달음(大覺)
을 바울은 얻고 회심
하였다. ‘로마서’에 의
하면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으며,
“오직 믿음으로만 ‘의’
를 인정받는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신앙에 내재하는
가장 큰 덕성은 당연히 ‘순종’임을 바울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도올은 바울이
수없이 강조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
종’을 “인간의 한계 상황에 대한 자각”이
라고 해석한다. 

갈라디아서 2:19~20에서 밝힌 고백
한 바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
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
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해
도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하였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
를 대상화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가 바로 그리스도(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나아가 바울은 로마서를 통
해서 일관되게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로마서 2:13에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함을 얻으리라”라
고 하고 있는 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은 율법을 소유함으로써가 아니라 그것
을 실천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 
도올은 『로마서 강해』에서 예수께서 십

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과거형 사건’이
아니라, 바로 ‘현재 진행형’ 사건이라고
결론을 맺는다. ‘믿음’을 통해 ‘예수 십자
가’에 우리도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
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이었던 예
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각종 문제의 해결과 타자
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기 위하
여 나 자신을 비우고 내어주는 실천을 행
할 때 비로소 진정한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승종  교수 (한국어문학과)

책 읽는 사랑방 현재 진행형으로서의 ‘예수 십자가 사건’

도올 김용옥의 『로마서 강해』



사    설

남과 북의 최고 통치자가 두 손을 맞잡았다. 분단
이후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휴전 상황도 조만
간 끝을 내자고 합의했다고 한다. 그토록 우리가
소원했던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첫걸음을 내
딛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헤쳐 나
가야 할 수많은 난관들을 생각하면 마냥 기뻐할 수
만은 없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이 복
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 남북의 화해와 협력,
통일로 가는 길은 결코 녹록지 않다. 이러한 때,
우리 젊은이들은 민족의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

통일에 대해 반대나 걱정하는 이들은 우리가 감
당할 수 없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그
이유로 내세운다. 하지만 우리는 통일 이후에 얻
을 수 있는 편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남과
북 모두 과다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고, 국제사
회에서의 외교적 경쟁과 국가 내부의 갈등으로 인
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허비하고 있다. 남북한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북한의 낙후된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들어 가는 비용은 일시적인 투자 비
용이다. 비록 초기에 적지 않은 투자 비용이 들더
라도 통일 이후에는 국내의 내수 시장이 확장되고
남북한의 지역 경제는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훨씬
더 큰 경제 공동체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 대국이 되는 것은 의심할 바 없
이 분명하다.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한반도의 지
리적 이점을 살려 세계적인 정치경제의 허브로서
국제적 위상을 드높일 수도 있고, 북한의 풍부한
자원 및 노동력과 남한의 앞선 자본 및 기술이 결
합하면 엄청한 경제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통일이 되면 우선 남북 간의 군사적 위협과
전쟁으로 인한 긴장이 해소될 것이므로 그동안 망
설였던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의 훌륭한 문화, 유
적, 자연을 관광하기 위해 한반도로 몰려올 것이
다. 무엇보다도 이산 가족의 상봉과 교류가 가능
할 것이며, 이념과 계층으로 서로 반목하고 갈등
하던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서 인권이 보장되는 살
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밖에도 통일을 통해
우리가 정치적, 문화적, 인도적 차원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너무도 많으며, 그것들은 돈으로 환
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값질 것이다. 

따라서 이제 북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연
구해 보자. 그리고 통일된 조국에서 필요한 일과
유망한 직업을 예견해 보고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
자. 이를 위해 통일을 주제로 하는 각종 행사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길 권유한다. 또한 우리 대학의 교
육과정에도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교과목이 개설,
확대되기를 희망한다. 통일된 조국에서 주역으로
일할 미래 세대들에게 통일로 인한 편익과 기대감
을 인식시키고 나아가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할 일
을 찾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역량과 태도를 길러
주는 교과목 편성이 시급하다. 

곧 있을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더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부디 전주대의 젊은이들이 통일
한국의 주역이 되길 기도한다. 

신문방송국장 박기범 교수 (국어교육과)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요즘 SNS를 보면 인생 샷, 인생 식

당이 자주 등장한다. 멋진 장소에서
자신의 예쁜 모습을 남기고 잊을 수
없는 맛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그런
데 이러한 순간들이 모이면 나의 인
생은 더 근사해질 수 있을까? 
나에게 전주대학교는 인생의 1부

가 끝나고 2부가 시작되는 곳이다.
아직 전주에서 인생 맛집을 찾거나
인생 사진을 찍지는 못했다. 그러나
예고편 없이 시작된 2부에는 10년
전에 가르쳤던 학생이 동료 교수로
등장하거나 예쁘고 잘생긴 학생들이
빼곡히 앉아 기다리는 교실이 있다.
모교에서 교육을 시작할 때 만났던
첫 번째 제자가 인문대학의 동료 교
수가 될 줄 모르고 산 것처럼, 똑똑
하고 열정적인 학생들을 주 5일 만
날 수 있는 교실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인생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관계들로 인해 나
는 내 인생의 2부가 마음에 들기 시
작했다. 

「나는 내 인생이 마음에 들어」라는
이근화 시인의 시에서 ‘나’는 자신의
인생을 마음에 들어 하며 “아직 건너
보지 못한 교각들”과 “아직 던져 보
지 못한 돌멩이들”, “아직도 취해 보
지 못한 무수히 많은 자세로 새롭게”
웃고 싶다고 말하며 과거를 회상한
다. 지난 1부의 인생만큼 2부의 인
생을 설렘으로 맞이하고 3부의 인생
을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응시하고
있다. 
이 시의 화자가 이미 지나온 인생

의 1부, 아쉽지만 다시 돌아갈 수 없
는 그 시간이 우리 학생들의 눈앞에
있다. 인생의 1부를 막 시작했을 우
리 학생들이 이곳 전주대학교에서
함께 다리를 건널 친구를 만나고 기
댈 수 있는 스승을 만날 수 있었으
면 좋겠다. 그래서 전주대인들 모두
“나는 내 인생이 마음에 들어”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교수칼럼]

박현진 교수
(한국어문학과)

배종모
(신학과경배찬양학과 15학번)

“나는 내 인생이 마음에 들어”

우리의 삶은 계속되는 무한도전 

1929년 미국 경제 대공황 시기. 경
제 위기로 인해 의기소침하고 우울
한 상태였던 국민들에게 웃음을 되
찾고, 대공황으로 인한 고민을 잠시
나마 잊을 수 있게 만든 한 애니메이
션이 있다. 그것은 바로 ‘미키 마우
스’ 이다. 그리고 그를 만들어낸 미
국 애니메이션의 선두주자인 ‘월트
디즈니(Walt Disney)’는 이런 말을
남겼다. 

“웃음은 유행을 타지 않고, 상상력은 나
이를 따지지 않고, 꿈은 영원하다.”
“첫째, 생각하라. 둘째, 믿어라. 셋째, 꿈
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덤벼들어라.”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게 쏠쏠한 재미다.”

이는 마치 13년 동안 우리에게 웃
음을 주었던 ‘무한도전’의 정신이 아
닐까. 지난 3월 31일, 563회를 끝
으로 막을 내린 무한도전은 그 이름
만으로도 수많은 웃음과 추억, 그리
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필자 또한
유년시절부터 지금까지 가장 애착을
가지며 챙겨보았던 프로그램을 꼽자
면 두 번의 고민 없이 무한도전이라
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황소와 인간 줄다리기, 전철과 인
간 100m 달리기부터 시작해 레슬
링, 조정, 봅슬레이 등 시도하기 쉽
지 않은 도전들을 그들의 열정으로
부딪혔다. 그리고 ‘스피드’ 특집, ‘위
대한 유산’ 특집, ‘배달의 무도’ 특집
등은 어쩌면 잊혀져가는 우리의 역
사를 웃음과 감동을 통해 전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자칭 대한민국 평균
이하의 사람들이 모인 무한도전의
여정은 무모해 보이고, 불가능할 것
만 같은 도전들이었지만 그것은 시
청자들로 하여금 웃음을 넘어 용기
를 가지게했다.
우리의 삶에 한 줄기 웃음과 한 줌

의 용기를 선사한 무한도전을 역사
의 저편으로 보내며 필자는 생각해
본다. 우리의 삶이 ‘무한도전’처럼 평
균 이하처럼 보이더라도 생각하고,
믿고, 꿈꾸며 삶의 모든 순간에 ‘무
한도전’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때
로는 무모해 보이고, 무리해 보일지
라도 말이다. 무한도전 같은 우리의
삶을 보며 누군가는 응원을 보낼 수
도, 더 나아가 용기를 얻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된
다면 삶의 끝에서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이었노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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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더서는 바사 기간의 통
치 기간 중 유대인을 제거하
려는 하만의 음모와 에스더
가 바사 왕과의 결혼을 통해
유대인들을 구원하게 되는
극적인 이야기를 담은 책이
다. 에스더의 히브리식 이름
은 하닷사이며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귀환하지 않고
바사에 머물러 있던 베냐민
지파 아비하일의 딸로 일찍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다
(에 1:7, 15). 그 후 사촌인
모르드개가 딸처럼 길렀다. 
▼ 에스더는 와스디가 왕

비의 자리에서 폐위되자 빼
어난 미모로 왕의 사랑과 은
총을 받아 왕비가 되었다.
사촌인 모르드개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깊이 자
각하여 바사 나라의 고관이
된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절
했다. 이에 화가 난 하만은
계략을 써서 왕에게 유대인
을 몰살할 조서를 쓰게 했다
(에3:1~15). 이런 위기에서
에스더는 3일을 유대인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
움을 구했다. 에스더는 지혜
로 하만은 모르드개를 달려
던 교수대에 처형되었고, 모
르드개는 왕 다음 가는 인물
이 되어 바사 나라를 다스렸
다. 왕은 조서를 내려 유대
인을 죽이려는 사람을 멸하
게 하였다. 이 일로 온 나라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귀화
하기까지 하였다. 하만이 유
대인을 죽이려고 한 날을 ‘부
르(제비)’를 던져 결정했다는
데서 ‘부림절’이라 부르며 이
구원의 사건을 오늘까지도
유대인들은 기념하고 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는 하나
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
지 않는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다 해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섭
리 속에서 이루어진 이스라
엘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져 있다. 
▼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 이방의 독재자까지도
조정하시고 섭리하신다. “한
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
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
대가 열렸음을 겨레와 세계
에 엄숙히 천명한다”는 3개
조 13개 항으로 이뤄진 한
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보며
간구한다. “주여, 판문점 선
언을 통해 이제는, 이제는
이 땅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장선철 교수 (상담심리학과)

묵자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무감어수 감
어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뜻은 “자신의 모습을 물에 비춰보지 말

고 사람에게 비춰라” 라는 뜻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려면 거울에 비추지 말고 사
람에게 비추라는 뜻이지요. 
거울에 비추면 자신의 겉모습이야 볼 수 있
겠지만, 사람에게 비추어 볼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부딪히
고, 함께 어울리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한
다는 것이죠. 그래야 나를 바르게 알고, 바르
게 세울 수 있습니다. 믿음 또한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품고있는 믿음은 얼마든지 좋을
수 있습니다. 사랑 또한 그렇죠. 혼자서 품는
사랑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
랑이 진짜 사랑인지 알려면 혼자가 아닌 타인
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모
습을 그냥 거울에 비추어 겉모습만을 보는 것
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추

어 우리의 모습, 생각, 생활 등을 비춰 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먼저

세례를 받으셨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온 것을 우리
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의 중요한 의
미가 드러납니다. 세례는 물에서 올라온 사건
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늘이 열린 사건입니
다. 이전에는 물에 비추어서 나를 보았는데,
세례를 받은 후로는, 하늘에 비추어서 나를 본
것입니다. 내 삶을 거울이 아닌 하늘에 비춰
보는 것이지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나, 내가
추구하는 목표나, 내가 살아가는 이유나 나라
는 존재를 하늘에 비추어 보는 것. 바로 이것
이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세례 후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셨

을 때 무엇을 보셨습니까. 성령님 입니다. 물
에 비춰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볼 수 있지만,
하늘에 비춰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물이 우리의 육을 비춘다면, 하늘은
우리의 영을 비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
을 하늘에 비추어 보는 바로 그 때, 우리가 보
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

러 보셨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소리 말
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
하는 자라” 그저 세상에 비추인 예수님의 모
습은 나사렛이라는 지방 출신에 목수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었겠지만 하늘
에 비추인 예수님의 모습은 성령의 사람, 하
나님의 아들, 존엄한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되
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본문의 이야

기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어떤 부분에 비추
어 봐야 하는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

다. 동시에 우리가 또한 얼마나 놀랍고도 귀
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물에만
비출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신경 쓸 것이 아
니라, 하늘에 비추어 봐야 할 것입니다. 어느
권력이나 지식에 비추어 볼 것이 아니라, 하
늘에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어
없어질 것에 여러분들을 비추시는 것이 아닌,
하늘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비추시기를 소원
합니다. 하늘의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야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
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
경이 우리를 비춰보는 하늘의 소리요, 하늘의
거울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은
바 되었다고. 하나님의 숨을 받아서 숨을 쉬
고 있는 것이라고 말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
리의 인생에 들려주는 첫번째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이기

에 우리의 모습을 하늘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볼 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것입
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찾아가
야 할 진면목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
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에, 세상의 권력을 따라 살아 갈 필요가 없음
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녀요, 백성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
여주려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귀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 바로 성경이 우리를 비춰 보여주는 우리
의 거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로소 물
에서 나올 때, 하늘이 여러분을 향하여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우리
들을 감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놀랍
고 신비한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기
도합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우리
도 하늘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비추는 그리
스도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순태 목사
(신광교회 담임)

거울 앞에서(마가복음 1:9-11) 

진리의 샘 <목요아침기도회 설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가
야할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
다. 저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전주대학교
에 신임교원으로 오게 됨을 믿습니다. 칼
럼을 준비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전주대 구
성원들과 함께 나눌지를 고민하였습니다.
유학시절 제가 경험한 ‘예비하신 하나님’이
라는 주제로 신앙고백을 하려합니다. 
학부를 마치고 기업에 취직하여 근무를

하다가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중국에서의 석,박사과정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행히도
석사과정동안 장학금을 받으며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사 입학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석사과정을
마쳤던 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준비하였는데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박사지도 교수님이
그 해에 박사과정 학생을 뽑지 않았고 제
인생의 행로는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계
획과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
나 주님께서 저를 중국으로 보내셨고 그곳
에서 학업을 마치게 하실 거라는 간절한 믿
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간절함은 주님
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
다. 처음으로 ‘새벽기도’에 나가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은 이사
야 41장 1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
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
라.”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청화대학(淸華
大學)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준비해왔던 시
험과목과 다른 과목을 새롭게 준비해야 했
고 문제 유형도 달랐기에 나의 능력으로 가
능할지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

다. 그러나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
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 가
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고 기다
리게 하셨습니다. 나에 대한 주님의 계획
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계획이 있
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
황과 능력 속에서 자신을 제한하지만 주님
은 우리를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
분께 온전히 맡길 때 주님은 우리의 계획
보다 더 큰 계획으로 우리의 앞길을 열어
주십니다. 주님은 ‘더 좋은’ 곳을 예비하시
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훌륭하신 지도교
수님과 중국 학생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
셨고 무사히 박사학위 과정도 마치게 해 주
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는
이곳 ‘전주대학교’도 예비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유학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소
득은 학위 취득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
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모
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전주대 모든 구성
원들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홍기석 교수
(중국어중국학과)

교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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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айн байна уу Намайг Г.Ганчимэг гэдэг. Би Солонгос
улсын Жеонжү хотод ирээд 1 жил болж байна энэ
хугацаанд Жеонжү их сургуулиас зохиогддог олон
үйл ажилгаанд оролцсоноор анх солонгос улсыг
төсөөлөн ирсэн сэтгэгдэл бүрэн өөрчлөгдсөн юм.
Энэ хугацаанд сургуулиас зохиогддог соёлын үйл
ажилгаагаар дамжуулан Солонгос хүмүүсийн тухай
болон хоолны ёс, мэндчилгээ нь хэрхэн чухал боло-
хыг ойлгож авсан юм. Солонгост сурч амьдарсанаа-
раа хэл сурхаас гадна орчин болон соёлын
ялгаагаар олон зүйлийг сурч мэдэж авч байна. 

Солонгос хүмүүсийг телевизээр харвал дэлхйид
‘K-POP’ болон олон ангит кино, гоо сайхны
бүтээгдэхүүн, гар утасны үйлдвэрллээрээ алдартай-
гаар л бид мэдэх билээ Харин солонгост амьдраад
харвал хүмүүс нь өндөр хариуцлагатай амьдардаг
учираас ямар ч ажилыг сэтгэлээсээ хийдэг маш
завгүй хөдөлмөрч хүмүүс болохыг сургуулийнхаа
багш болон солонгос гэр бүл найз нөхдөөсөө харсан
билээ.

Би солонгост хамгийн сайхан улирал болох хавар
ирсэн. Анх ирхэд Сакура цэцэглэсэн модны дэргэ-
дэх “Стар нүри”гэх дотуур байранд орж байлаа. Со-
лонгос хэл юу ч мэдэхгүй ирсэн би Хятад болон
Вьетнам сурагчидтай хамт амьдархаар боллоо. Хэл
соёл юу ч мэдэхгүй газар огт мэдэхгүй өөр улсын
хүмүүстэй амьдрах нь нэг талаар сониучирхан бай-
сан ч нөгөө талаар санаа зоволтоор гадаад оюутны
амьдрал эхэллээ.

Жеонжү хот нь амьдархад аюулгүй тухтай ба хо-
олоороо алдартай учираас ирсэн даруйдаа сургуу-
лийн хажууханд байдаг цайны газар үндэсний
хамгийн алдартай хоол гэгдэх Бибимбаб буюу мон-
голоор будаатай хуурга захилан авч идлээ. Хоол нь
олон янзын ногоотой өнгө алаглан байвч би хоолно-
осоо мах хайгаад олсонгүй. Бибимбаб нь махгүй
мөртлөө маш амттай байх нь энэ хоолны онцлог
байлаа. Монголд мах байхгүй л бол хоол гэж
тооцдоггүй учираас маш сонин санагдав. Гэхдээ
идээд үзвэл махгүй ч амттай халуун ногоо байхгүйн
дээр маш эрүүл хоол байв.

Дараа өдөр нь хичээлдээ явах зуураа анх тосож
авсан багштайгаа тааралдлаад багштайгаа “Сайн
байна уу?” гэж мэндэлхэд багш “хоолоо идсэн
үү?”гэж асуулаа. Тэр үед би шууд л өчигдөрхөн
идсэн будаатай хуурга санааанд буухын зэрэгцээ
гайхаж билээ? Яагаад Солонгос хүмүүс дандаа таа-
ралдхаараа “хоолоо идсэн үү?” гэж асуудаг юм бол

гэж ихэд гайхаж билээ. Харин монголчууд мэндлэх-
дээ “амар байна уу?” гэж мэндэлдэг ёстой адилаар
Солонгосоор хоолоо идсэн үү гэдэг нь эртнээс улам-
жлагдан ирсэн мэндчилгээний нэг хэлбэр гэдгийг
мэдсэнгүй. 

Өдөр хоног завгүй маш хурдан өнгөрч нэг л мэдхэд
зун боллоо Энэ хугацаанд орчиндоо дасах гэж,
хэлээ сурахдаа ихэнх цагаа зарцуулж байсан бол-
хоор сайн найзтай болж амжаагүй учираас гэр бүл
найз нөхдөө маш их санаж ганцаардаж байлаа. Гэвч
бороо орсоны дараа нар гардаг шиг надад маш
азтай үйл явдал тохиолдлоо. Энэ бол сургуулиас зо-
хиогддог хөтөлбөрийн нэг “Host family” гэх хөтөлбөрт
хамрагдсанаар жинхэнэ эцэг эх маань биш ч нэг гэр
бүл болж гайхалтай мартагдашгүй цаг хугацааг хам-
тдаа өнгөрөөх боломж тохиолдсон юм. Манай аавыг
Ким иун ху гэдэг манай аав ахлах сургуульд солон-
гос үндэсний хөгжимийн багш хийдэг ба маш сайхан
сэтгэлтэй бас маш халамжтай хүн байдаг. Би солон-
гос хэлийг суралцаж байгаа учираас надад соёл бо-
лоод солонгосийн түүхийн талаар маш сайхан
тайлбарлаж өгдөг юм. Манай ээжийг Жу Ир ин гэдэг
манай ээж ахлах сургуульд тооны багш. Манай ээж
намайг очих бүрд амттай хоол хийж өгдөг. Хамгийн
гоё хйидэг хоол нь кимчитэй шөл ба хэрхэн хийдэг
талаар надад зааж өгсөн. Манай аав ээж эрүүл ам-
ьдралыг эрхэмлэдэг хүмүүс учираас хагассайн өдөр
бүр ууланд гарахдаа наймайг дагуулж явдаг. Далай-
руу очиж үзхийг хүссэн учираас Жеонжү хоттой хам-
гийн ойр Бү Ан-ий далайруу намайг дагуулж явхын
зэрэгцээ солонгосын хуримын ёслол хааны ордон
гээд үзүүлж болох сайхан газруудыг надад харуул-
сан юм. Энэ сайхан үйл явдал дундаас хамгийн дур-
самжтай үйл явдал Жү сог буюу ургацын баяр юм.
Энэ баяр нь солнгосын баяр наадам дундаас хам-
гийн томд тооцогдох баяр учираас албан байгуулла-

гууд 3-5 хоног амарч төрсөн нутагруугаа явцган аав,
ээж хамаатан садантайгаа уулзан энэ жилийнхээ ур-
гацаараа ширээ засан өвөг дээдэсдээ идээ бэлдэн
мөргөж хүндэтгэл үзүүлдэг баяр билээ. Монголд бол
жил бүрийн 7 сарын 11нд 3 хоногийн турш
үргэлжилдэг “Эрийн гурван наадам” гэх баяр билээ
энэ үер эрчүүд морь уралдуулж бөх барилдаж, нум
сум харваж нааддаг билээ. Монголд наадам дуусса-
наар зун дуусаж намар ирлээ гэж үздэг билээ. 

Модноос навчис унаж намар ирж байгаль дэлхий
бага багаар унтан байв ч сургуульд хичээлийн шинэ
жил эхэлж оюутан сурагчидийн инээх дуунаар сур-
гуулийн уур амьсгал сэргэн байна. Энэ үеэр сургуу-
лиас зохиогддог бас нэгэн хөтөлбөр бол “1+1” юм.

Улс болгоны хүүхдүүд өөрсдийн улсын соёлыг да-
гуулан авчирчээ хятад болон вьетнам казахстан
оюутанууд ирсэн байх ба энэ хөтөлбөрөөр дамжуу-
лан солонгос оюутнуудтай хамт хичээл хйих боломж
нээгдсэн юм. Улирлын туршид надтай хамт хичэ-
эллсэн оюутан бол Гадаад хэлний сургуулийн Англи
хэлний ангийн оюутан Ким хён жү гэх хөгжилтэй
охин байлаа. Бид хоёр хамтдаа хичээл хийхийн ха-
жуугаар өөрт тохиолдсон зүйлс болоод улс орныхоо
онцлогийг, дэлхий ертөнцийн тухай санаа бодлоо ху-
ваалцах зуураа Вьетнам хүүхдүүдийн талаарх яриа
дэлэглээ. Вьетнам хүүхдүүд хичээл дээр багш дүрэм
болоод үг тайлбарлаж өгмөгц хоорондоо шуугилдан
ярилцдаг ба энэ нь бусдад тийм ч таатай биш байдаг
байв. Гэвч энэ нь Европ зүгийн уламжлал байсаныг
мэдсэнгүй яагаад гэвэл Вьетнам нь 100 жилийн ху-
гацаанд Францийн клон улс байхдаа тухайн улсын
ёс заншилыг уламжлан авч зуршилдаа шингээснийг
мэдээгүйнх байлаа. 

Нөгөөтэйгөөр би ч бас монгол улсынхаа онцлогийг
бодвол насны ялгаанаас үүдсэн соёлын ялгаа байд-
гийг саналаа. Жишээлбэл бидний аав ээж 30 жи-
лийн өмнө оросын урлаг соёлын нөлөөгөөр орос дуу
сонсож өнөөг хүртэл орос маягаар хооллож байгаа
билээ. Магадгүй би ч бас одоо солонгост амьдарч
байгаа болхоор 10жилийн дараа гэр бүл зохиовол
солонгост байхдаа сурсан мэдсэн соёлын нөлөөг үр
хүүхдүүддээ зааж өгөх нь гарцаагүй байхаа.

Дан ганц солонгос хүмүүсийн талаар мэдрээд
зогсохгүй хятад болон вьетнам олон орны
хүүхдүүдтэй хамт хичээл хийхдээ бид түүх соёл өөр
болов ч бид нэг дэлхийд амьдарч байгаа зүрх сэтгэл
адилхан хүмүүс гэдгийг мэдэрлээ Бидний уулзах
газар бол боловсрол эзэмших сургууль билээ.

Солонгос улс миний нүдээ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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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kind has never known peace for
a long time. Peace is not the absence
of war. Peace is not avoiding a fight.
Peace is not found in the stillness of
a mountain meadow, or a hot sooth-
ing bath, or new age music playing
while you drink your tea or Latte.
Nations that have been at odds with
one another, have long talked about
peace. When can they have peace?
How can they have peace? Many
peace treaties that have been de-
vised have not been kept. In man
there is no peace; and here is why.
It is because man has never been at
peace with God, and if there is no
peace with God, then there can be no
peace in the soul. Man was made to
worship his Creator, and when he
rejects his Creator and goes his own
way, then he also rejects peace. 
So how do we reconcile this angel’s

announcement of peace?
I think the starting place, is to have

an understanding of what is really

being said here in Luke 2:14. 
Our first clue is found back in verse

12. “This will be a sign to you: You
will find a baby wrapped in cloths
and lying in a manger.” Our first clue
is that God’s glory and man’s peace
rests in that manger. The angels are
saying that through the birth of
Christ, true peace will come to the
earth. His coming means peace with
God, and peace given by God
through Christ. It is an announce-
ment that true and lasting peace will
come to those who are redeemed in
Christ. For those who are not in
Him, their lives remain in a state of
disorder and strife. Who are “those
on whom his favor rests”? Here we
have a bit of a mystery. If the mes-
sage is only to a certain group, then
the message of salvation is not for
all. So, we need to look deeper into
this phrase. Many translations fall
short of the proper meaning but I
like Norval Geldenhuys Commentary
on Luke. Geldenhuys feels the most
accurate translation would be, “on
earth peace, among men who are the
objects of His pleasure”. I tend to
agree with him, because this phrase
lines up best Biblically. 

Let’s look at the phrase, “the objects
of His pleasure”. 
Who or what is the object of some-

one’s pleasure? Well, the object of
your pleasure, is the one(s) or the
thing that gives you pleasure to
serve. If you love someone with an
unselfish love, they are the object of
your pleasure. I love my wife and my

children and it gives me great pleas-
ure to do things for them; to provide
for them; to protect them. True, sac-
rificial love issues in nobility. Nobil-
ity flows naturally from one’s love.
When a man loves his country, no-
bility manifests itself in his willing-
ness to serve his country; in war and
in other duties. When a person loves
another person, that love is ex-
pressed in noble acts of servitude
and sacrifice. Love takes pleasure in
that service, and even in that sacri-
fice. God’s love for us is expressed in
His pleasure to pour out blessings
upon us. We are not deserving, but
His pleasure is not in our worthi-
ness, but the fulfilling of His desire
toward us. The angel could not have
been announcing that peace had
come to the earth. Because all we
have to do is read about Herod’s
slaughter of baby boys, the flight of
Jesus and His parents into Egypt,
the arrest and beheading of John the
Baptist, as well as the numerous
confrontations that Jesus had with
the Pharisees. In reading this we
know that peace did not come to the
earth that night. 

So where does the peace come
from? 
Romans 5:1 says, “Therefore, since
we have been justified through
faith,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Peace is NOT by any merit of our
own, but entirely by God’s grace. The
gospel is not something which we
add to our lives, it is rather, some-

thing which should entirely domi-
nate our lives. God made the way for
you to have peace WITH Him,
through faith. We can enjoy the
peace OF God in our daily walk, as
we walk in obedience. Have any of
you ever been to New York city? If
you have not, I would suggest that
you go to the RCA Building on Fifth
Avenue. In the entrance of that
building is a gigantic statue of Atlas.
You may have seen it in pictures. He
is a beautifully proportioned man
who, with all his muscles straining,
is holding the world upon his shoul-
ders. There he is, the most power-
fully built man in the world, and he
can barely stand up under this bur-
den. He is trying to carry the weight
of the world upon his shoulders. 

Next if you were to go across the
street on the other side of Fifth Av-
enue you can come to Saint Patrick’s
Cathedral. If you were to go in and
there behind the high altar is a little
shrine of the boy Jesus. Perhaps
Jesus is eight or nine years old, and
with no effort he is holding the world
in one hand. My point was illus-
trated graphically. We have a choice.
We can carry the world on our
shoulders, or we can say, ’I give you
my world Lord.” Having peace WITH
God is so simple that many miss it.
It comes totally from God and none
from us. It comes simply by faith in
Christ and His resurrection. This is
what Paul called Justification. Right
standing. Peace with God.

“What Is Our Peace Treaty?” (Luke 2:12-14) 

By Scott Radford

Have you heard about the
Doomsday clock? It shows
how close we are to our
doom. At first, it was for
warning about nuclear
threats, but since 2007 the
time is decided by two main
factors- nuclear threats and
climate change. It shows how
important saving the earth
is, and tells us we don’t have
much time as there is only 2
minutes left! Fortunately, we
can make the clock go back-
ward by changing some of
our small habits. I do not
suggest big changes such as
planting trees or walking in-
stead of driving. I want to
suggest easy and simple
things you can do in your life. 

Use a tumbler. Don’t you
drink at least one coffee or
tea every day? You use a
water purifier or visit a café
to wake yourself up. Please
don’t use paper or plastic
cups for drinking. Those cups
are not re-usable, we have to
burn and produce them
again. During this process, a
lot of chemicals come out and
enormous pollution happens,
it makes our environment
bad. So use your own cup for
nature’s sake. And there are
some cafes which offer dis-
counted prices for tumbler
holders. Save money and
save the Earth at the same
time while looking cool too!

Don’t get receipts. When we
buy something at the shop or
eat at a restaurant, the
clerks ask us if we would like
a receipt. It’s required when I
change my mind for a refund
or exchanging stuff, otherwise
we don’t need to waste paper.
Thanks to technology, nowa-
days you can use e-mail,
mobile message, or applica-
tion services to check your
purchases, so you don’t need to
get a pile of receipts. Save pa-
pers and keep your privacy
secure. 

No sleeves. I have seen
many people who order cold
drinks and use sleeves. Ac-
tually coffee sleeves were in-
vented to keep drinker’s hands
from “hot” coffee. It’s for your
safety. Of course I understand
sometimes it’s too cold to grab. So
how about using a napkin instead
of a sleeve? Actually it’s better
than sleeves because it takes
less paper and after drinking you
can wipe your mouth, too.

Do you think my sugges-
tions are difficult to do?
Probably not. Some people will
think it’s too trivial to change
their environment. What if
one hundred, one thousand,
or one million people change
and follow these suggestions
together? Change starts with
you. Believe in it, and just do
it.

By Sunnin Park

How to Save our Earth Easily

A lot of my Korean friends, students, and
coworkers like to travel, whether to visit
friends abroad, study English, or just to
see new places and experience new cul-
tures. One thing they often ask me is
what would be a good gift for their
friends or home stay hosts abroad. It
isn't easy to know what people from
other cultures would like to receive, and
everyone has different tastes, but as a
foreigner who has lived in Korea for
many years, these are a few things that
I would suggest. 

Now of course, the perfect gift depends
a lot on who you're buying it for, but ide-
ally, it should be something that reflects
Korea in some way, and it should be
something that the person will like, but
if you don't know the person, for example
a home stay host, there are still lots of
things that you can get. In these cases
I’d recommend gifts that are both tradi-
tional and functional. One of the most
beautiful Korean traditions is the craft-
work made from hanji paper. Hanji
products like paper, bookmarks, fans,
coasters, etc. are all excellent choices.
They are very unique, make great deco-
rations, and can be useful as well. An-
other option is the carved wooden ducks
for married couples. They are ideal dec-
orative pieces for a table, and they also
make a great conversation piece. 

Aside from the traditional gifts, you
could also buy something more suitable
to the person’s age, gender, or interest.
Many women like facial masks or mois-
turizers, especially since Korea is very
popular these days for beauty products.
I met a girl recently visiting from Ger-
many who bought the 12-step beauty
program. I'd never heard of this myself,
but she knew about it before she coming
here due to Korea’s reputation for cos-

metics.  

Traditional drinks are a great gift as
well. Korean tea is good for older people,
and you can explain all the health ben-
efits of the various ingredients. If you
know that they drink alcohol, you could
get them some soju or maekgolli to share
with them. Even better, cook some Ko-
rean food one night and have it together
for a real Korean experience. Just re-
member to bring some morning care as
well. 

If your friends have kids, you could pick
up some age appropriate stuff for them
at Daiso or Art Box, like stickers, toys,
games, or snacks. Korea has so many
fun and quirky toys, kids in other coun-
tries would love them, so why not get a
variety of cheap and fun stuff. Those
socks they sell with all the characters on
them are perfect for kids or even
teenagers too.

And if you want something a little more
personalized and interesting, you could
get them a custom-made Korean name
stamp with their name in Hangeul. Then
you can explain the spelling of their
name and even show them how to write
it in Korean. Korean writing is so intu-
itive and easy to learn that almost all
foreigners will enjoy that.

When it comes to buying a gift, any-
thing that allows you to share some of
your culture, make conversation, and
build a deeper relationship is a great
idea, but often it's the thought that
counts, so be sure to consider your au-
dience and I'm sure they'll be happy with
whatever you choose.

By Daniel Kilduff

Choosing the Perfect Gift



신문방송국
페이스북

신문방송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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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대학은 지난해 교육혁신본부 산하 비교
과교육지원센터(Center for Extra-cur-
riculum)를 설치하고 학생역량개발시스템
onSTAR를 개발했다. 비교과교육지원센터
에서는 학생들이 이수하고 있는 다양한 비교
과교육활동을 역량기반교육과정으로 설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생의 SUPER
핵심역량 진단, 역량개발, 역량인증, 교육활
동 이력을 관리하고 있다.
‘역량(competency)’이란 직업교육에서 사

용하던 ‘능력’이라는 개념을 확장한 것이다.
과거에는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
을 갖춘 사람을 능력있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직무능력 뿐만 아니라 인간
으로서 공동체 속에서 적절하게 기능하며 자
신과 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용
하게 되는 보편적인 지식, 기술, 태도를 갖춘
사람을 ‘역량을 갖춘 사람’이라고 표현하게 되
었다. 이러한 역량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게 된
것은 OECD가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프로젝트를
통해 인간이 생애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역량
9가지를 제시한 것에서 시작된다. 이후 각국
의 교육과정이 역량기반으로 설계되기 시작
되었고, 우리나라도 역량중심교육과정으로
개편하게 되었다.
우리대학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

실용인재라는 교육목적을 이루기 위해
SUPER 핵심역량을 정의하여 교육과정에
적용하고 있다. SUPER 핵심역량은 영성인

성(Spiritual christianity), 의사소통
(Universal Communication), 자기개발
(Proactive challenge), 창의융합(Ex-
ploratory creativity), +형협력(Rela-
tional collaboration)이며, 각 역량의 세
부역량으로 15가지 역량을 정의하였다.

우리대학 학생들은 SUPER 핵심역량을 균
형있게 발전시켜나가며,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onSTAR에서 찾아 교육을 받
을 수 있게 된다. onSTAR란 교내에서 실행
되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합관리하
며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내 행정부서
와 단과대학 및 학과에서 실행되던 다양한 비
교과 프로그램들을 역량기반교육과정으로 재
설계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학생들은 onSTAR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첫째, 학생들이 비교
과프로그램 신청, 만족도 조사, 이수처리, 역
량점수 취득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다. on-
STAR 웹사이트(onstar.jj.ac.kr)와 JJ스마
트앱에서 가능하다. 둘째, 정기적으로 실시되
는 SUPER 핵심역량 진단검사를 통해 자신
의 역량 수준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현재 매
학년도 1회 이상 진단할 예정이며, 자신의 역
량 수준 변화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차트
를 제공한다. 셋째, 핵심역량인증제에 따라
취득한 핵심역량 점수로 인증서와 다양한 장

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핵심역량인증은
교양 50%, 비교과교육 30%, 학생자율활동
(starT) 20%를 반영하여 다양한 등급의 인
증을 할 예정이다.
넷째,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을 참여한 실적

중 진로개발이나 사회진출에 도움이 되는 것
들을 선별하여 ‘학생활동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14-15일에 실시한 SUPER 핵
심역량 진단에 재학생 7,367명이 참여하였
다. 역량은 5점 척도로 진단하였으며, 분석
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년이 높
을수록 역량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둘째, 역량 중에서 영성인성(S)은 3.92
점, +형협력(R)은 3.86점, 의사소통(U)는
3.81점으로 우수한 반면, 자기개발(P)은
3.70점, 창의융합(E)은 3.61점으로 상대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개발
(P)과 창의융합(E) 역량의 학생 간 수준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과 [그림 4]
에서 핵심역량의 평균과 편차의 그림이 상반
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진단 결과를 통해 앞으로 학생들의
창의융합(E) 역량과 자기개발(P) 역량을 강화
하는 프로그램에 학생들의 균형있는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에서 역량 차가 큰 학생들
을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방법의 개

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18학년도 현재 교내 행정부서와 단과대

학 및 학과에서 실시될 비교과프로그램은 약
150여개이며, 특강, 전공관련 강의, 체험프
로그램, 경진대회, 캠프, 컨설팅, 멘토링 등의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프로그램
에 대한 안내와 취득할 수 있는 역량점수들
은 onSTAR에서 제공되며, 학생들은 자신
에게 부족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
램들을 찾아 이수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톡에서 ‘전주대학교 비교과교육
지원센터’를 추가하면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와 공지가 제공된다. 핵심역량, 비교과프로그
램, onSTAR 등에 대한 문의는 비교과교육
지원센터(220-2835)를 통해서도 가능하
다.
비교과교육지원센터는 onSTAR의 운영으

로 학교에서 제공되는 비교과프로그램의 다
양성과 질이 높아지길 기대한다.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은 사회의 어느 교육보다 질 높고 우
수하다. 동일한 교육을 사회에서 경험하기 위
해서 큰 비용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
가 많다. 모쪼록 전주대 학생들은 재학기간
동안 다양한 교육을 수혜 받아 경험과 안목
이 확장되고 개인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
량을 충분히 개발하여 질 높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길 기대한다.

비교과교육지원센터장 김보경 교수 (교육학과)

학생역량개발시스템 onSTAR 오픈

APRIL. 16
18:00 월요일
스타센터 온누리홀

MAY. 16
18:00 수요일
스타센터 온누리홀

JUNE. 28
17:00 목요일
팔복 예술공장

SEPTEMBER. 19
17:00 수요일
스타센터 온누리홀

OCTOBER. 17
17:00 수요일
스타센터 온누리홀

NOVEMBER. 14
17:00 수요일
스타센터 온누리홀

DECEMBER. 12
17:00 수요일
스타센터 온누리홀

백희성                  정수진                김동진            윤한진,한승재,한양규                                               김현석                  강제용                    조진만

KEAB 건축디자인    SIE Architecture       L'EAU Design        푸하하하 프렌즈                        준 아키텍츠                                               IDEEAA                     조진만 건축사 사무소

조진만 사무소

IDEEAA

준 아키텍츠

푸하하하 프렌즈

L'EAU Design

SIE 건축

KEAB 건축디자인

졸업 전시 일정

6월 28일 - 7월 12일 전시
오후 2시 OPEN
오후 5시 특강

강사 김동진 (L'EAU Design 소장)

건축학과 학회장 강한새(010-9865-2702)
부학회장 경덕현 (010-7657-6060)
실습조교 이창희 (010-9649-0552)
Design Team 정동욱,정은미,임예지

학술정보를 온라인으로 직접 체험한다

2018 도서관 전자정보 박람회
2018.5.16.(수) 11:00 ~ 17:00

1등  아이패드        2등  블루투스 헤드셋     3등  블루투스 스피커     4등 보조배터리       5등 USB

이벤트 참여자 중 선착순 100명에게 에코백 또는 보틀을 드립니다.!

문의: 연속간행물실 063-220-2196,2686전주대학교 도서관

홍보부스 방문 > 이용안내 받기 > 스탬프 받기(4개) > 응모권 제출

경품추첨 이벤트

"사이와 연결, 관계와 소통: 
타이포그래피"

강사_ 유지원

"인공지능의 시대 
- 기계의 일, 사람의 일"

강사_ 김재인

천 잠 인 문 주 간

젊은 인문학, 진격의 인문학

전주대학교 예술관 JJ아트홀
2018. 05. 03 PM 4~6시

대 중 강 연

주관 : 전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주최 : 전주대학교 인문대학 |  063-220-2201 |  www.jj.ac.kr/human

전주대학교 기초융합교육원에서는 우리대학 재학생들의 발표능력 향상과 말하기 능력 배양을 위하여 창의적 글쓰기
경진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창의적 글쓰기 경진대회

원고 주제 : 지진, 미투(me-too)운동, 갑질, 음식문화

□ 참가 대상 : 재학생
□ 진행 방식 :  ♠ 예선(글쓰기)

- 주어진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쓰기
- 장르, 분량, 내용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판단, 결정

♠ 본선(말하기)
- 6명 이내의 본선 진출자와 심사위원 간의 면대면 구술 심사
- 예선 점수와 본선 점수를 합해 순위 최종 결정

□ 일정 ▶접 수: 2018.04.30.(월) ~ 2018.05.18.(금) / 기초융합교육원 행정실(스타센터 306호)
▶인터넷 접수 가능 (se3235@jj.ac.kr), 원고는 방문 제출
▶예 선: 2018.05.24.(목) 오전 12시 (글쓰기 원고 평가)
▶본 선: 2018.05.30.(수) 오후 4시~6시 (예선 통과자 심층 면접)
▶시상식: 2018.06.01.(금) 오전 12시 예정 (추후 개별 SMS 통지)

□ 상 금 :  - 최우수상 : 1명 300,000원      - 우 수 상 : 2명 200,000원
- 장 려 상 : 3명 100,000원    - 참가자 전원에게 CP 10점 부여

□ 문의 : 063-220-2603 

16 2018년 5월 2일 수요일   제878호Not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