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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54주년 개교기념식
홍정길 이사장, 기념예배설교에서

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이
학교에 쓰임받길 소망한다” 고 전했다.
2부 기념식에서는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이호인 총장은 “전주대학교 개교 54주년을
맞아 우리학교 가족 모두가 함께 축하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54년 동안 하
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축복 속에서 대학발전
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교직원과 동문들
의 각별한 사랑으로 오늘과 같은 눈부신 발
전을 이루게 되었다. 항상 은혜와 축복으로
전주대학교와 함께 해주신 우리 주 하나님
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 라고 말했다.
홍정길 이사장은 30년, 20년, 10년 연공
상을 수여하였고, 이호인 총장은 우수교육자
상(이상균 교수 외 11명)을 수여하면서 수퍼
스타 직원상(형건영 외 4명), 공로패(이진
호), 표창패(김형무 외 2명)를 전달했다.

“담대하게 나아가길”

올해로 54주년을 맞이하는 전주대학교 개
교기념식이 5월 4일(목요일) JJ아트홀에서
열렸다.
오전 10시 30분에 열린 기념식에는 홍정
길 이사장과 이호인 총장, 임정엽 총동문회
장을 비롯해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참석해 함
께 축하했다.
행사는 1부 기념예배, 2부 기념식으로 나
뉘어 진행됐다. 기념예배는 한병수 목사(대
학교회 담임)의 인도로 류두현 교수(대학원
장)의 기도, 교수선교회의 특송으로 이어졌
다. 홍정길 이사장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
하라, 주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다. 우리는 그
승리 안에서 내 것으로 누려야 된다. 모든 어

강민지 기자 (wining616@jj.ac.kr)
▲ 이호인 총장에게 표창패를 받은 김형무 경비원

전주대, ‘HK+ 지원사업’ 선정
전북권 최고의 인문학 연구소
7년간 총84억원 지원받아
우리 대학 한국고전학연구소와 인문과학종
합연구소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18년도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
업에 선정되었다. HK+사업은 대학 내 인
문학 연구소를 지원하여 인문학 연구 인프
라를 구축하고 세계적 수준의 인문학 연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교
수)는 앞으로 7년 동안 매년 약 11억 8천
여만 원, 총 84억 원을 지원받아 인문학 관

점으로 ‘미래 공동체의 대안’에 대한 연구와
인문학 대중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유교문화의 탈영토화, 공존의 인간학과
미래 공동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연구는
유교문화의 재사유를 통해서 가족해체, 인
구절벽, 4차 산업화 등의 급격한 사회 변동
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공동체의 대안을 제
시한다. 특히, 탈유교 사회에도 여전히 남
아있는 유교문화를 비판적이고 대안적인 시
각으로 성찰하고자 한다.
‘인문학 대중화’는 인문과학종합연구소(소
장 이용욱교수)에서 신설된 ‘온다라 인문학
센터’를 거점으로 이루어진다. 지역의 인문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 밀착형 강좌와 교육
프로그램, 중·고등학생을 위한 인문학 강

[ 통일을 준비하자 ]

<기도문>

좌, 소외계층을 위한 인문학 강연 등을 운
영 예정이다. 이 사업으로 전주대학교가 지
역사회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전망이다. 한
국고전학연구소 변주승 소장은 “HK+사업
을 통해 인문정신의 창조적 계승과 한국학
의 선진 연구소로서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
갈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국내외 학술기
관과의 교류 확대, 지자체와 연계 네트워크
의 강화를 통해 지역 인재양성과 인문학 역
량을 키울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우리 대학 한국고전학연구소는 여러
국책 연구사업을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중앙연
구원 한국학진흥사업, 한국고전번역원 등의
문집번역, 유학자 자료수집 및 DB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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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기념일에 드리는 기도

54년 전, 주님의 긍휼한 마음이 있어
이 땅에 전주대학교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당신의 소중한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르치며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왔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그 곳에 함께하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감사로 찬송하며
사랑으로 모든 구성원들의 헌신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전주대가 출발할 때의
첫 마음을 되새기며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대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 나아가는
성공리에 마친 남북정상회담을 보며 통일한국을 소망한다
이 윤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동문)

한 바 있다. 이번에도 전북에서 유일하게
2018년도 HK+사업에 선정되며 명실상
부 전북 최고의 인문학 연구소로 발돋움하
게 됐다.

인생의 고달픔 속에서도 서로의 아픔
을 감싸주고 쓰다듬게 하시며 차이를
넘어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나되게
하옵소서.
서로의 마음을 넓혀 지역을 넘어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며,
오로지 그 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학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인생에 여백을 주셔서
그것이 타인을 위한 공간이 되게
하시고 다른 이들이 쉼을 얻는 풍성
한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훗날, 열심히 달려왔던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볼 때 전주대와 함께하였
던 그 시간이 기쁨이고 우리의 수고

가 행복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흔적에서 어리석음과 실수가
발견될 때 온전히 주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참 위로자 되시는 주님께 용서와 위
로를 간구하게 하옵소서.
먼 훗날, 전주대를 지나간 이들의 마음에
천잠동산의 기억이 지워질 지라도
영원한 생명의 참 소망되시는
그리스도만을 가슴에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구원자 되시고 참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류두현 교수 (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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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이시영, 모교 전주대에 스승의 날 기념 깜짝 기부

최진선 학생, '우수 논문상' 수상

축구부에 천만원 기부

한국임상심리학회 춘계 학술대회
‘효과적인 자살예방’에 관한 연구

“반듯하게 성장시켜준 감독님께 감사”
성남 FC 이시영 선수(포지션:
DF)는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전
주대(총장 이호인) 축구부 후원
금으로 1,000만 원을 기부했
다. 지난 9일 진행된 후원금 전
달식에 이 선수는 구단의 정기
훈련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으
나 이 선수의 아버지(이호찬 님)
와 어머니(전혜경 님)가 대신 참
석하여 후원금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후원금 전달식에 참석한
이 선수의 어머니 전혜경 님
(53)은 “어렸을 적 가족이 반대
했던 축구를 하면서도 이렇게 반
듯하게 성장한 것은 전주대와 정
진혁 감독님 덕분이다.”라며 눈
시울을 붉혔다.
이시영 선수는 2017년 U-리
그 전 경기를 수비수로 출전하며
전주대를 U-리그 권역 우승과
U-리그 왕중왕전 준우승으로
이끌며 경기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 원동력에는 슬럼프에
빠진 이 선수를 응원하며 독려했
던 정진혁 감독과 전주대 축구부
원들이 있었다. 이런 고마움을
전하고자 지난 1월 1일 성남 FC

로 입단하면서 받은 계약금 일부
를 전주대학교 축구부 후원금으
로 내놓은 것이다.
이시영 선수는 “제가 이렇게 성
남 FC에 입단하게 된 것은 저
혼자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감
독님과 팀원의 지원이 있기에 가
능한 일이었다.”라고 말하며, “팀
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
고 싶다.”라고 하며 훈련지에서
축구부 후원금을 전하는 동기를
밝혔다.
그동안 전주대학교 축구부는
선후배가 서로 아끼며 챙겨왔다.
2006년 권순태 선수(가시마 앤
틀러스 소속)부터 시작해서
2012년 구자철 선수(FC 아우
크스부르크 소속)가 후배들을 위
해서 축구부 후원금을 냈다. 이
런 선배들의 도움 덕분에 이시영
선수도 2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
은 이 선수가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게 된 것이다. 전주대
축구부 졸업생 90여 명이 기부
한 금액은 3억 원에 달한다.
이시영 선수는 “감독님을 비롯
해 코치님, 축구부 선후배들께

배우고 지원받은 것이 많은데,
이렇게라도 도울 수 있어서 다행
이다.”라고 말하며 “축구부원들
이 힘들게 훈련하는데 좀 더 맛
있는 음식 먹으며 훈련에 매진했
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소중
한 곳에 후원금이 쓰이기를 당부
했다.
한편, 이시영 선수는 2017년
덴소컵 한일 대학축구정기전에
서 우수선수상을 수상했고,
201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에
서도 대표로 선발되어 전 경기
출전했다. 올해 초 성남 FC로
선발되어 빠른 스피드와 기동력
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신예 선수다.

2018 창업 꿈나무 지원사업 선정
1억 4천만원 지원받아
‘스타CEO의 산실 되도록’
우리 대학은 최근 전라북도 주관
'2018년 창업 꿈나무 지원 사
업'에 선정돼 사업비 1억 4000
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1일 밝혔
다.

창업 꿈나무 지원 사업은 도내
고교 및 대학 창업 동아리의 우
수 창업 아이템을 발굴해 △창업
아이디어 교육 프로그램 △시제
품 제작 △소비자 반응 조사 △
글로벌 창업연수 △사후관리 등
을 지원해 창업문화 확산과 창업
꿈나무 양성을 돕는 사업이다.
전주대 창업지원단 이형규 단
장은 "전북지역 청년 스타 CEO

를 발굴·육성해 지역을 이끄는
창업기업을 키우도록 노력하겠
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대는 호남권에서 유
일하게 창업선도대학을 8년 연
속으로 운영하면서 창업자 맞춤
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진행
하고 있다.

스타쉐프 꿈꾸는 권성진, 김민송 요리경연대회 최우수상
'NS Cookfest 2018' 1000만원 상금받아
‘건강 식재료, 정직한 마음’으로 임해

전주대학교는 지난 3일 서울 양
재 aT 센 터 에 서 열 린 'NS
Cookfest 2018' 요리경연대회
에서 외식산업학과 권성진(2학
년), 김민송(2학년)팀이 가정간
편식 일반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

하며 1000만원의 상금을 받았
다고 9일 밝혔다.
'봄 바다를 품은 타락죽'이라는
주제로 한 이 요리는 김제 쌀과
완도 미역 등 신선한 로컬푸드를
주재료로 했다. 특히 기존의 타

락죽에 미역 넣어 영양을 더했
다.
심사위원들은 "NS쿡페스트가
추구하는 건강에 부합된 조리법
이 사용됐을 뿐만 아니라 가정간
편식(HRM)으로도 손색이 없다"
고 호평했다. 'NS Cookfest'는
NS홈쇼핑이 우리 식품산업 발
전과 건강한 가정간편식 대중화
를 위한 건강증진과 식문화를 선
도하고자 개최한 대회로 이번으
로 8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대회
에서는 일반 60팀, 고등학생
30팀 등 각 2인 1조로 총 210
명이 참가해 치열한 요리경연을
펼쳤다.
권성진, 김민송 학생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메뉴 구성에
서부터 시연까지 힘든 과정이 있
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스타 쉐프
를 꿈꾸며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김지응 학과장 교수는 "최근 외
식산업은 간편함이 트렌드이지
만 건강한 식재료 선택과 정직한
마음으로 요리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며 수상 학생을
격려했다.

한국임상심리학회 춘계 학술대회
에서 우리 대학의 최진선 학생(일
반대학원 상담심리학과)이 포스터
발표 정신병리 부문에서 ‘우수 논
문상’을 수상했다. ‘효과적인 자살
예방 캠페인을 위한 메시지 프레
이밍 연구’의 이 논문은 자살예방
메시지는 부정적인 접근보다 긍정
적 접근이 더 효과적이라는 시사
점을 제공했다.
특히 기존 신문방송학에서 진행
되던 메시지 소구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정신건강 부문에 적용했다
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연구는 피실험 집단을 자살 저위
험군과 고위험군으로 나누고 자살
을 하지 않았을 때의 획득 메시지

와 자살을 했을 때의 손실 메시지
를 각각 7초간 노출했다. 그 결과
자살 저위험군에서 긍정적인 광고
메시지에 노출됐을 때 자살예방
효과가 있는 것을 규명했다.
최진선 학생은 “이번 연구 결과
가 자살예방 캠페인의 참고 자료
로 활용됐으면 좋겠다”면서 “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의 자살률도
낮아졌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말
했다.
한편,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는
한국 사회의 정신건강 분야의 연
구 및 치료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하며 국내외 임상심리학자뿐 아니
라 의학, 법학, 통계학 등 다양한
학문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사랑의 기부물품 굿윌스토어에 전달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가 3일
굿윌스토어 전주
점에 사랑의 물
품을 기증했다.
이날 기증된 물
품은 서적과 의
류 가전제품 등
1000여점이다.
모두 전주대가
앞선 4일 동안
서적, 의류 등 15박스 약 1000여 점 기부
‘더불어’ 캠페인
을 통해 학생 및
했다. 기부에 참여한 전주대 김영
교직원에게 기부받은 물품이다.
굿윌스토어 전주점은 기부된 물 준 학생(사회복지학과 4학년)은
품을 재판매, 장애인의 처우개선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어려운 장
과 복지향상 등에 사용할 예정이 애인분들에게 간접적으로라도 도
다. 굿윌스토어 전주점에는 현재 움을 줄 수 있어서 좋았고, 학교에
3급 이상 중증지적장애인 8명이 서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일하고 있다.
전주대는 2015년 5월부터 굿
한정섭 굿윌스토어 점장은 “장애
인을 생각하는 전주대 관계자분들 윌스토어와 함께하여 교내에 유인
에게 감사함을 전한다”며 “이번 행 기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를 통해서 전주대에 학생들이 곳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도움이
장애인에 편견을 해소하고 관심을 필요한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사용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 되고 있다.

교수선교회, 소외계층시설 후원사업
아동복지시설 정읍 애육원 방문

전주대학교 교수선교회는 4월 25
일에 아동복지 시설인 정읍 애육원
을 방문해 시설의 현황과 애로점
을 경청하고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
다.
교수선교회는 그동안 소외계층을
위한 후원 사업으로 노인 및 장애
인 시설을 방문해 봉사와 사랑의
후원금을 전달해 왔다. 이번 방문
에서는 어려움 속에
서도 밝게 잘 자라
고 있는 아동들을
위해, 또한 수고하
고 계시는 직원들을
위해 한병수 목사님
의 기도와 함께 대
학 진학 학생의 사
기진작과 격려를 위
한 사랑의 장학후원
금 80만원을 전달
했다.

교수선교회장 서화자 교수(교육
대학원)가 대표로 장학후원금을 전
달하며 사랑의 후원금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 중인
아동을 도와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바란다는 교수선교회의 뜻
을 전했다.
서화자 교수선교회장은 “이와 같
은 교수선교회의 작은 실천이 지역
사회로 연계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가 실천되어져 소금과 빛의 역
할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후
원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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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우리 대학 사진 동아리
‘호롱’에서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전시회를 개최
한다.
사진은 영화방송제작학
과 14학번 이인 학생의
작품이다.

교내 주차선 정비,
학생회관 주변 도색
반복적 위반 시
주차경고 스티커 부착
최근에 학교에서는 학생회관 정문을 비
롯하여 주차장과 로터리 부근에 주차선
을 정비했다.
교내 혼잡한 주차 공간을 재정비하고
화재 등의 긴급상황 발생 시 원활하고
신속한 대처를 위해 소방차 전용 주차
선을 추가로 도색한 것이다. 총학생회
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진행된
주차선을 잘 지켜 캠퍼스내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에 함께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지
속적으로 적발될 때에는 주차 경고 스티
커를 부착하게 된다. 총학생회가 진행하
는 모든 사업은 학우들이 납부한 학생회
비로 운영된다.

(관련문의: 교육복지국장 유형진
010-5005-9923)

인문학, 미래로 나아갈 길을 알려주다

맞아!
정말 감격스러워!

크...역사적인
순간이야!

이를 통해서
종전이 확정되고
평화통일까지 간다면...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걱정도 되는걸..

유지원 교수, ‘타이포그래피와 인간사이 소통의 중요성’
김재인 강사, ‘인공지능과 창조적 인간의 공존’

지난 5월 3일 JJ아트
홀에서 ‘천잠인문주간
대중강연’으로 유지
원, 김재인 교수의
강의가 있었다.
첫 번째 강연을
진행한 유지원 교
수는 서울대에서
타이포그래피를 전공했고 현재는 홍익대
에서 겸임교수로 일하고 있다. 타이포그
래피란 활판으로 하는 인쇄술, 편집 디
자인 등에서 활자의 서체나 글자 배치
따위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일을 말한다.
그러나 인쇄가 발달하여 표현의 제약이
없어진 지금은 넓은 의미로 글자를 다루
는 모든 방법, 더 확장된 범위로 시각 언
어에서 모든 조형적 요소를 조화롭게 배
치하는 행위에 대해 탐구하는 것 그 자
체를 지칭하기도 한다. 이날 유지원 교
수는 인간의 관계와 소통을 타이포그래
피와 관련지어 재미 있는 강의를 이끌어
갔다. 유 교수는 본인이 의도하고 표현
하는 기제(Expression)과 상대방이 수
용하고 이해하는 기제(Impression)은
작동방식이 서로 다르다기 때문에 원활
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기준

으로 하는 Expression이 필요하다고 설
명했다.
이어지는 강의에
서는 철학자 김재
인 교수가 인공지
능에 대해서 강의
를 하였다. 강의는
인공지능의 종류로 시작해서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인간이 해야
할 일 등 이공계 학생들이 다룰 법한 주
제를 인문사회계열 학생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었다. 김 교수는 강의
에서 사람들은 소설이나 영화 ‘터미네이
터’와 같이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립이 현
실이 될까봐 인공지능의 발전을 두려워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
리고 오히려 알파고와 같이 의식이 없는
인공지능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면서, 앞
으로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
는 창조적인 일과 교육에 매진해아 한다
고 말했다.

무엇보다
통일되면
가장먼저
할게 있잖아!

가장먼저
할거??

바로!

평양가서 냉면먹기!

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송민호 기자(immino@jj.ac.kr)

| 글쓰기클리닉 제4강

창의적 글쓰기
“신사는 새 것을 좋아한다. (Gentlemen
like something new.)” 1963년에 개봉
된 박성호 감독의 코미디 영화 제목이다. 신
사만 새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숙녀도
새 것을 좋아하고 어린이도 새 것을 좋아한
다. 이 영화 제목처럼 창의적 글쓰기란 새롭
게 쓰는 것이다. 새로움이란 이전과 다른 것
이다. 전과 다르면 산뜻하게 느껴지는 맛이
있어 평범했던 것이 비범한 것으로 탈바꿈
하게 된다.

관점을 바꾼다
우리가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 생각한 것,
그 무엇이든지 글의 재료가 된다. 글의 재료
를 ‘글감’이라고 한다. 글감은 그것을 바라보
는 글쓴이의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으
로 새롭게 변신한다.
예를 들면, 간장게장을 반찬으로 밥 한 끼
먹은 것도 글감이 된다. 고려 때 문인 이규
보는 간장게장을 특히 좋아했다고 한다. 얼

마나 좋아했던지 이규보는 게장을 먹으면서
굳이 신선 되는 약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까
지 했다. 신선 되는 약이 불로초인데 게장을
불로초 못지않다고 본 것이다. 이규보는 인
간의 관점에서 간장게장 속 ‘게’를 ‘먹을 것’,
즉 음식으로 본 것이다.
(이규보 원작) / 아이 불러 새 독을 열어보
니/ 하얀 거품 솟으며 향기를 풍긴다/ 게는
금빛 액체, 술은 봉래주/ 어이하여 약 먹고
신선을 구하랴//
이규보의 관점으로 ‘게’를 바라보면 군침이
도는데, 안도현의 관점으로 ‘게’를 바라보면
울컥 치받치는 감정을 억제하기 어렵다. 어
떤 독자는 안도현 시 때문에 간장게장 먹기
가 힘들어졌다고 하소연하기도 한다.
[스며드는 것(안도현 원작)] /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

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
속의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
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
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한 때의 어스름
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
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어떤 네티즌은 안도현 시를 읽으며 간장게
장 속 ‘꽃게’와 야근하는 직장인을 동병상련
(同病相憐)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다
시 생각해보면 ‘꽃게’보다 ‘직장인’의 모습이
더 애잔하다. 간장게장 속 ‘꽃게’에게 ‘저녁’
은 ‘불 끄고 잘 시간’인데 비하여 직장인의
‘저녁’은 ‘불 켜고 일 할 시간’이 된다. 직장
인이 겪는 심리적 압박감이 내일도 모레도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 가능한 답답한 상황
이 다시금 새롭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
든다.

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고개를 숙
였으리라/ 외면하였으리라/ 외면하다가/ 어
찌할 수 없어서/ 자신에게 떠 넘겨지는 것
을/ 하룻밤의 야근거리를/ 대리는 체념하듯
받아들였으리라/ 하루가 먹먹해지기 전에/
전화로 그녀에게 말했으리라/ 야근이야/ 데
이트를 미뤄야 할 것 같아.//
어떤 관점으로 사물을 볼 것인가. 어떤 관
점으로 상황 판단을 할 것인가. 어떤 관점으
로 사태를 수습할 것인가. 관점의 차이에 따
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진다. 마찬
가지로 관점을 전환하면 하늘과 땅 차이만
큼 창의적인 글이 탄생한다.
전주대학교 <글쓰기 클리닉>이 문을 열었
다. 올해로 12년째다. 글쓰기 때문에 고민
하는 학생들은 학생회관 3층 320호 문을
두드리면 된다.
☎문의: 063-220-2009

[스며드는 것(직장인 버전)] / 대리가 책상
위에/ 반쯤 고개를 숙이고 외면하고 있다./
눈 마주치면 일이 울컥울컥 쏟아져 내려/ 대
리는 퇴근 후 데이트를 지키려고/ 시선을 떨

장미영 (기초융합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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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단체 주의하라!>

성품채플 어버이날 부모님께 전화 이벤트

이단 사이비에 빠진
2세대들의 고통

“사랑해”에 “돈필요하니? 무슨 일 있니?”
5월8일, 10일 (화,목) 하림미
션홀에서 진행 되어지는 성품채
플에서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채
플 시간에 학생들에게 부모님께
전화하여 “사랑해”라고 말을 전
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학생들이 부모님께 전화하여
“사랑해”라고 말을 했을 때 다
양한 반응들이 있었다. “사랑
해” 라고 했을 때 부모님께서
“돈 필요하니?”, “무슨 일이

니?”, “급한 일 있니?” 라는 재
미있는 반응과 정말 가슴 따뜻
해지는 눈물과 사랑이 전해지
는 반응들도 많이 있었다. 이러
한 이벤트를 통해서 채플을 수
강하는 학생들에게 가족의 사
랑과 표현을 하는 훈련과 기간
이 되며 사랑을 전하는 것이 따
뜻한 마음이 꽃피는 표현임을
체감하는 시간이었다.

경배와찬양학과 오픈하우스 개최해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
인문대학 경배와찬양학과(학과장 김문택교
수)에서 이달 7일에 오픈하우스를 개최했
다. 경배와찬양학과 오픈하우스는 매해 1학
기 개교기념일을 전후하여 가족과 지인들을
초청하여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다. 학생들
은 이 행사를 위해 공동체 훈련 및 예배인도
자 훈련, 신학교육, 예배예술실기등 학과에
서 교육 받은 것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퍼포
먼스를 준비한다.
올해 오픈하우스의 주제는 ‘온전한 헌신’으
로, 예술관 JJ아트홀을 가득 매운 약 160
여명의 가족, 지인의 참석으로 진행되었다.

첫 순서는 재학생 김재우(15학번), 이예슬
(16학번)의 예배 인도로 시작됐다. 그리고
새 가나안 교회 이기동 담임목사가 ‘예배자
사무엘’이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을 전했다.
이후 진행된 프로그램에서 재학생들의 파
워워십댄스, 무언극, 연극, 보컬앙상블, 간
증 등으로 행사를 풍성하게 했다. 특히 인상

깊었던 퍼포먼스는 중국에서 온 자매 고의
림 외 7명이 한 워십 댄스였다. “worthy
is the lamb”라는 곡으로 예수님의 존귀함
을 춤으로 나타냈다. 현재 중국은 신앙의 자
유가 없다.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의 고백을
담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어 관중들에게 감동
을 주었다. 또한, 마지막 시간에는 재학생들
과 부모님들이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가정
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배와찬
양학과는 학과생 100% 모두 기숙사 생활
을 하며, 아침 저녁으로 기도회를 갖고 있
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학과 교육과 신앙
훈련을 받아온 재학생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고백을 했다. 마지막으로 재
학생 합창으로 모든 순서는 막을 내렸는데,
구속하여 주신 주님께 헌신을 고백하는 ‘어찌
하여야’라는 곡으로 파이널 합창을 했다.
김재희 기자(wogml99877@jj.ac.kr)

세계를 위한 기도

출처 : 기도24365

소말리아, 남자 11명과 결혼한 여성…돌팔매 처형
이슬람 무장단체 알샤바브,
8명 자녀 둔 여성 돌로 쳐 사형집행
소말리아의 30세 여성이 이혼하지 않은 채
11명의 남성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돌팔매
처형(투석형)을 당해 목숨을 잃었다. 9일(현
지시간) BBC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소말리
아 남부 샤벨레 사블라레 지역에서 이슬람
무장단체인 알샤바브가 이슬람 법정의 판결
에 따라 이를 집행했다. 목격자들은 이 여성
이 목만 내놓고 땅속에 묻힌 채 머리에 두건
을 쓴 10여 명의 알샤바브 전사들로부터 돌
팔매질 당했다고 전했다.8명의 자녀를 가진
이 여성은 법정 진술에서 11명의 남성과 동
시에 결혼한 사실을 인정했다. 결혼한 남성
중 2명이 자기가 서로 법적 남편이라고 다

투는 과정에서 이 여성이 체포됐고 이후 남
편이라고 주장하는 남성들이 잇따라 등장했
다. 알샤바브에 따르면 이 여성과 결혼한 남
성 중 1명은 이미 사망했고 다른 1명은 이
혼했지만, 나머지 9명은 부부관계를 유지하
고 있었다. 목격자들은 여성이 비밀리에 각
남성과 결혼했고, 남성들은 그녀가 이전에
결혼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전했다.
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소말리아에서는 여성
들이 한 명 이상의 남성과 결혼하는 것은 불
법이다. 그러나 남성들은 4명의 여성과 법
적으로 결혼할 수 있다. 또 부부는 합법적으
로 이혼을 할 수 있지만, 남편은 아내의 동
의 없이 아내의 곁을 떠날 수 있고 아내는
남편의 동의를 구해야만 가능하다. 만약 남

편이 거부한다면 아내는 동의를 얻기 위해
종교재판까지 가야 한다.
“하나님, 소말리아에서 일어난 비참한 소식
앞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 남편이
있어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의 목마름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영
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영생이 예수 그리스
도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수치와 부
끄러움을 씻으시고 거룩한 신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옵소서. 이슬람 율
법에 의한 심판이 아닌 은혜의 복음 앞에 설
기회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단에 역사가 오래된 곳은 자연스럽게 부
모를 따라 자녀들도 이단사이비 신도가 된
다. 하지만 억압된 관리와 참기 힘든 고통
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이단 사이비 교회에 출석한 한
피해자는 초등학교 때부터 가요를 개사한
노래를 불렀고,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교
리들이 지금도 머릿속에서 세뇌가 되어 있
다고 말한다. 문제는 일반 사람들과 같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단들의 특성상 항상 본인의 동선을 밝혀야
하고 개인 사생활을 거의 할 수 없을 정도
이다. 문화생활을 물론이고 심지어 학생들
은 학원을 다니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한
다. 심하게는 피해자들이 입을 옷 색깔까
지 정해줘서 생활을 하게 했다.
집에서는 항상 교주의 사진, 액자들이 걸
려 있었고, 항상 기도하는 방이 따로 있었
다고 한다. 피해자는 이 이단 단체에 빠져
있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며, 괴
로운 심경을 토로했다. 이들은 특정 대학
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 대학에서
새벽에 모여서 새벽기도를 하는데 모이는
학생들만 해도 100여명이 넘는다고 한다.
매일 새벽에 모여서 새벽기도를 하고 6시
에는 큐티 모임을 가장한 세뇌교육이 시작
된다. 이로 인해 자신은 대학생활을 추억,
캠퍼스의 낭만 같은 것은 상상 할 수도 없
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
부모를 따라 이단단체에 들어가게된 자
녀 세대들은 대부분 가난한 삶을 산다. 수
입이 많고 적음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단
들은 많은 헌금을 강요한다. 이러한 피해
를 당하는 자녀들은 금전적인 이유와 심한
간섭과 구속, 세상과의 단절이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고 말한다. 실제로
이단단체에서 탈퇴한 2세의 경우에는 부
모로부터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있어서
가능했다고 이야기 했다. 아직까지는 세뇌
당한 교리들이나 구속의 영향이 있어서 자
연스럽게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답
답하지만 늦었다고 생각 할 때가 가장 빠
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많은 이단단체의 2세들이 자신들은 비정
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알지
만 경제적인 문제, 가족의 문제로 탈퇴를
포기하고 살고 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가까운 곳에 이런 이들이 있을지도 모른
다. 그들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
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도움과 관심
을 가져야 한다.

유럽 고령화 후폭풍…경제활동인구 5명에 노인 1명
작년 기준 65세 이상 약 1억명…
고령화 가속화
유럽연합(EU) 국가들의 인구 고령화가 지속
되면서 지난해의 경우 15세에서 64세까지
경제활동인구 세 명이 65세 이상 노인 한 명
을 부양해야 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나타
났다. 10일 EU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
트(Eurostat)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EU 28개 회원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약 1
억 명에 이르러 전체 유럽 인구의 1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U 회원국 국민
5명 가운데 1명꼴로 노인인 셈이다. 이에 따
라 15~64세인 경제활동인구 대비 65세 이
상 노인의 비율은 29.9%를 차지했다.즉, 경

제활동인구 약 세 명이 한 명의 노인을 책임
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유럽에서는
그동안 경제활동인구 대비 노인 비율이 계속
해서 증가해 사회적으로 큰 부담으로 떠오르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20년 전만 하더라
도 경제활동인구 5명당 노인이 한 명 꼴이었
고, 10년 전에도 경제활동인구와 노인의 비
율은 4 대 1 정도였으나 작년엔 약 3 대 1
까지 이른 것이다.작년에 EU 회원국 가운데
경제활동인구 대비 노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이탈리아로 34.8%에 달했고, 그리
스 (33.6%), 핀 란 드 (33.2%), 포 르 투 갈
(32.5%), 독일(32.4%) 등의 순으로 높았
다. 반면에 경제활동인구 대비 노인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룩셈부르크로 20.5%였
고, 아일랜드(20.7%), 슬로바키아(21.5%),

키프로스(22.8%) 등도 낮은 나라에 속했다.
특히 지난 20년간 EU에서는 룩셈부르크를
제외하고는 27개 회원국에서 경제활동인구
대비 노인 비율이 모두 증가했다. 룩셈부르
크는 지난 1997년 경제활동인구 대비 노인
비율이 21.2%였으나 작년엔 20.5%로
0.7% 포인트 감소했다.지난 20년간 EU에
서 경제활동인구 대비 노인 비율이 가장 많
이 늘어난 나라는 핀란드로 11.5% 포인트
(21.7 %→33.2%)나 증 가 했 고 몰 타
(10.7% 포인트), 슬로베니아(10.1% 포인
트), 리투아니아·포르투갈(각 9.8% 포인
트), 그리스(9.7% 포인트), 이탈리아(9.6%
포인트), 독일·라트비아(각 9.4% 포인트)
등도 많이 늘었다.

<▲출처: globalriskinsights.com 사진 캡처>

“하나님, 유럽 땅의 지속화되는 고령화 현실
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가야 하
는 유럽 정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
부안에서 노인들을 부양하고 감당하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
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복음이오
니 유럽 땅안에 복음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허
락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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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모두 공감할

청년 빈곤 실태 2.

“아프냐? 나도 아프다”
지난 878호에 이어 이번호에서는 우리 대학 학생들이 체감하는 청년빈곤이란 어떠한지 설문조사를 통한 실태를 알아보았다. 설문은 지난 5월 9일 학생회관 1층에서 1
시간가량 총 151명의 학생들에게 진행되었다. 비록 151명의 응답자가 모든 전주대학생들을 대표할 순 없겠지만, 이것을 계기로 이러한 주제에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와
변화를 갈망하는 학교의 구성원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배종모 기자 (1ockerz@jj.ac.kr), 안혜란 기자 (ah6038@jj.ac.kr), 황기하 기자 (rlgk0421@jj.ac.kr)

졸업이
Q. 대학교육의
구직에 도움이 되는가
□ 전혀 그렇지 않다(1명, 1%)
□ 그렇지 않다(12명, 8%)
□ 보통이다(70명, 46%)
□ 그렇다(58명, 38%)
□ 매우 그렇다(10명, 7%)

시절 아르바이트
Q. 대학
경험이 있는가
58명

70명

□ 있다(84명, 56%)
□ 없다(67명, 44%)

이유는 무엇인가(중복응답)

61명

□ 생활비가 필요해서(69명, 45%)
□ 학비를 벌려고(6명, 3%)
19명
□ 사회경험을 위해서(19명, 12%)
□ 졸업 후 취업을 위한 경험을 쌓기 위해(6명, 3%)
□ 주위 친구들이 하니까(0명, 0%)
□ 가족의 생계를 위해(2명, 1%)
□ 독립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려고(0명, 0%)
□ 주위에서 시켜서(0명, 0%)
□ 응답없음(61명, 40%)

18명
29명

□ 상(1명, 1%)
□ 중상(18명, 12%)
□ 중(90명, 60%)
□ 중하(29명, 19%)
□ 하(3명, 2%)
□ 응답없음(10명, 7%)

90명

어느 정도 받는
Q. 용돈은
(학비, 거주비용 제외)
출처 http://ozrank.co.kr/191

지출이 큰 항목은 무엇인가

□ 식료품비(64명, 42%)
□ 교통 · 통신비(18명, 12%)
□ 외식비(38명, 25%)
□ 교육비(3명, 2%)
□ 주거비(1명, 1%)
□ 의류비(2명, 1%)
□ 문화 · 여가비(14명, 9%)
□ 보건 · 의료비(0명, 0%)
□ 기타(11명, 7%)

□ 받지 않는다(13명, 9%)
□ 10 만원 ~ 20 만원 미만(26명, 17%)
□ 20 만원 ~ 30 만원 미만(61명, 40%)
□ 30 만원 이상(51명, 34%)

64명
38명
18명

51명

26명
61명

→ 용돈을 받지 않는 경우(9%)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용돈
55명

을 받으며 생활을 하고 있으며, 20만원 ~ 30만원을 받는 경우
가 40%로 가장 높았다. 이는 완전한 경제적 독립은 어려우
며, 용돈을 받지 않는 경우는 학업과 아르바이트(일)를 병행하
여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Q. 재정상황이 나아진다면, 가장 먼저
지출을 늘릴 항목은 무엇인가

□ 식료품비(20명, 13%)
□ 교통 · 통신비(6명, 4%)
□ 외식비(9명, 6%)
□ 교육비(6명, 4%)
□ 주거비(1명, 1%)
□ 의류비(39명, 26%)
□ 문화 · 여가비(54명, 36%)
□ 보건 · 의료비(1명, 1%)
□ 기타(15명, 10%)

69명

→ 아르바이트의 경험여부는 56%로 약 2명 중 1명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주된 이유는 생활비를 벌기 위함(45%)
이 가장 컸으며, 사회경험을 위한 경우(12%)가 그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차지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사회생활을 미리부
터 경험하는 대학생들이 많으며 이는 학문적인 것을 넘어 경
제적인 부분도 상당수 차지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 약 13%의 학생만이 자신의 경제수준을 높다(상, 중상)고
판단하였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을 중(60%) 혹은 그 보
다 낮은 수준(중하, 하)으로서 생각(21%)하고 있었다. 이는 자
신의 경제상황을 현실적으로 바라봤거나 혹은 상대적 결핍을
느끼어 빈곤의 굴레에 빠져있는 학생들도 존재할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는 수치이다.

Q. 소비생활 중 가장

84명

Q.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의 주된

→ 보통이라는 응답이 46%로 가장 높았지만, 구직에 도움이
된다(그렇다, 매우 그렇다)는 의견이 45%로 매우 의미 있는
수치를 보였다. 이로써 전주대 학생들은 대학교육이 추후 졸
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유추할 수 있다.

대학생 평균 경제수준에서
Q. 자신이
어디에 위치한다고 생각하는가

67명

39명

Q. 대학 시절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는가

54명

32명

20명

→기존의 소비항목에선 식료품비(42%)와 외식비(25%), 그리
고 교통·통신비(12%) 순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 재정상황이
나아진다면 가장 먼저 늘릴 지출의 항목에서는 문화·여가비
(36%)와 의류비(26%), 그리고 식료품비(13%) 순으로 가장 높
았다. 현재로서 가장 많은 지출은 생계를 위한 불가피한 지출
이라면, 재정적 여유가 생길 경우엔 문화와 여가를 위한 지출
을 현재(9%)보다 더욱 늘리고, 누리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이
는 생계보다 문화·여가 측면에서 물질적·시간적 빈곤을 겪고
있는 현 청년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

□ 있다(32명, 21%)
□ 없다(119명, 79%)

119명

문제의식 제고와 해결방안 모색하는 시발점 되길

Q. 대출 경험이 있다면 학자금
대출의 출처는 어디인가

□ 한국장학재단(29명, 19%)
□ 제 1금융(은행, 농협 등)(1명, 1%)
□ 부모 또는 친지(2명, 1%)
□ 제 2금융(저축은행, 캐피탈 등)(0명, 0%)
□ 제 3금융(사채업 등)(0명, 0%)
□ 응답없음(119명, 79%)

기자 정리

29명

119명

→ 대부분 학자금 대출 경험이 없었지만, 약 21%의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보았으며, 그중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대
출 경험(19%)이 가장 높았다. 이로써 아직 학생의 신분이지
만 부채의 부담이 있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하여 전주대학교 학생들이 느끼는 청
년빈곤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물론 모든 학
생들의 상황이 모두 다르고, 모든 이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였음에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
사를 통해서 청년빈곤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고하여 청년
뿐만이 아닌 학교의 모든 구성원, 더 나아가 국가의 모든
국민들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가는 시발점이 되기
를 간절히 소망한다.
참고 : 김기헌, 하형석, 신인철,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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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는 돌고 도는 것 (Knowledge Universe 스타강의 & 창업포인트)
며칠 전 본 기자는 <신입생의 좌충우돌 창업
이야기>를 주제로 염기원 lllyOil Media
Group대표의 Knowledge Universe 스
타강의를 들었다. 창업 아이디어 발상에 대
한 내용은 인상 깊었다. 염 대표는 강의에서
요즘 트렌드인 전기차는 19세기 초중반에
휘발유 자동차보다 먼저 발명되었으며, 아이
디어는 돌고 도는 것이니 과거의 아이디어를
참고해서 찾아보라고 조언했다. 아이디어 발
상은 스튜어트 카우프만(Stuart Kauffman)의 인접가능성(Adjacent Possible)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만물을 대상

으로 현재 상태의 인접 영역을 맴도는, 실체
가 없는 미래의 일종이자, 현재가 그 모습을
새롭게 만들어낼 가능성을 말한다. 다시 말
해 만물이 변하는 데 인접된 영역에서 변화
가 일어난다는 뜻이다. 이 관점으로 19세기
전기차는 에너지저장 및 충전, 배터리 크기,
전력 및 전자 기술 등의 후진성으로 인해 인
접 영역에 닿기에는 시기상조였던 발명인 거
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염 대표의 조언에 충
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 그는 대학 새내기 시
절부터 창업하고 회사들을 매각했으며, 현재
는 스토리크리에이터, 11권이 책을 쓴 소설

가, IT 및 모바일 컨설턴트, 기술사업화 전
문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심사위원 등을
맡고 있다.
스타강의를 들으면 장학금으로 창업포인
트 1점(40.000원)이 지급된다. 본 기자는
지난 학기 스타강의에서 인상 깊은 강의를
해준 소녀방앗간 대표를 찾아가 창업 관련
질문을 하고 명함을 받았다. 장학금과 지인
의 폭이 넓어지는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
5/16(수)에 진행되는 <쉿! 어디에서도 알려
주지 않은 실전 SNS마케팅> 스타강의를 적
극 추천한다.

창업 장학금은 매년 5월과 11월 두 번 신
청 가능하며, 포인트 10점 이상부터 차등 지
급받을 수 있다. 포인트 지급 활동 리스트 및
신청 방법은 전주대 창업지원단 사이트와 전
주대 인스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아직
은 주로 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우들이 반복
해서 받는 것 같다. 더 많은 학우가 기회에
참여해서 장학금을 나누면 좋을 것 같다.
이정환 기자 (junholella@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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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저는 방민준입니다. 금융경영을 전공하다가
물류무역으로 전공을 바꿨어요. 2017년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아밀(아쿠아밀으로 변경
예정) 사무실에 오시면 여기 수족관이냐고들
하시는데, 관상용 새우 사료 개발 사업을 하
고 있어요. 더 나아가 기능성 어류 사료 만드
는 게 목표인 회사예요. 보통 어류 사료는 해
외 제품이 많고, 과다 투여했을 때 수질에 악
영향을 끼쳐요. 하지만 수질 정화제를 이용
해 만든 저희 사료는 시험 결과상 수질에 미
치는 영향이 미비한 기능성 사료예요. 또한,
홍삼으로도 사료를 개발하고 있어요. 홍삼에
는 비타민B 복합체가 풍부해서 어류 생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해외에서
는 홍삼에 프리미엄 인식이 있어서 해외시장
도 노려보고 있어요. 보통 0.8~1.2cm 정
도 되는 관상용 새우도 분양하고 있어요.
창업 배경

창업배경

중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거의 혼자 살
았어요. 군대 전역하고 나서는 너무 외로웠
어요. 강아지를 키우려다가 생각보다 관리가
안 될 거 같아서, 철갑상어에 관심을 가졌어
요. 어느 날은 청계천 근처 수족관에 갔는데
복어가 너무 이쁜 거예요. 복어를 전부 사 들
고 전주 자취방에 왔어요. 근데 1주일 사이
에 다 죽은 거예요. 수조만 허전하게 있어서
이번에는 이쁘게 떼 지어 다니는 물고기를
30마리 정도 샀어요. 근데 또 다 죽었어요.
이때부터 어류에 대해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관상용 새우를 키웠어요. 행운일
수도 있는데, 새우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
는데도 번식이 너무 잘 됐어요. 한 수족관 사
장님 추천으로 새우 분양을 시작했는데, 그
때가 거의 새우 붐이 일어나던 때였어요. 없
어서 못 팔았어요.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씩
왔는데 진짜 없어서 못 팔았어요. 분양하면
서 1000만원을 모았는데, 그때부터는 아예
수입업체에서 새로운 신종 새우를 가져와서
번식시키고 분양했어요.
새우 번식
방법
새우

번식 방법

간단히 말해, 욕심내면 새우는 죽어요. 뭘 해
주려고 하면 죽어요. 기다려야 해요. 새끼 새
우(칩)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암컷이 계속
포란하고 새끼를 낳을 수 있게 초반에 여과
사이클 환경만 조성해 주면 이후에는 손댈
게 거의 없어요. 물고기는 대량으로 똥을 싸
니까 환수를 해줘야 하지만 새우는 배설물이
수질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서 환수할 필요가

없어요. 밥도 일주일에 한 번만 주면 돼요.
어려운 점이라면 스트레스, 온도 편차, 물의
변화 등에 따라 사전 징조 없이 죽는다는 점
이에요. 특히 에프킬라 같은 거 실내에서 뿌
리면 다 죽어요. 이런 것만 조심하면 손댈 게
없어요.
새우 가격

새우 가격

제 사무실에는 마리 당 2천 원부터 최고
350만 원까지의 관상용 새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 이상 가치를 갖는 것들도 있어요.
신종 새우가 나타나면 그 새우를 전 세계적
으로 수출하는데, 보통은 그 가격대가 공식
가격으로 책정되어 버려요. 예를 들어 A라는
새우가 업체를 통해 300만 원으로 들어오
면 그게 시작 가격으로 매겨져요. 현재는 싱
가포르,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다 수입해
가요. 그래서 이 국가들을 통해서 한국에 들
어오는 것들은 가격이 약 3배 이상 올라 있
어요. 생물이다 보니까 운송 중 죽음, 운송
비, 검역 등 여러 비용이 추가로 붙게 되거든
요. 요즘은 주도권이 일본, 독일, 대만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현재 대만에서는 정부에서
이 사업을 밀어줘요. 망해도 좋으니까 하라
고. 시장이 점점 커지다 보니 한국에서도 작
년부터 밀어주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시장이긴 한데 애완 어류 시
장이 국내가 4800억 원, 해외는 68조로
형성돼 있어요. 고객층은 여럿으로 나뉘어
요. 자녀에게 선물하는 분들은 천원~만 원
짜리를 사 가세요. 분양해서 용돈 벌이하겠
다는 분들은 10만 원~20만 원짜리, 과시하
거나 사업하겠다는 분들은 100만 원 이상까
지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관상용 새우는
아닌데 열대어의 황제로 불리는 디스커스가
제 사무실에 있어요. 현재는 한국으로 수입
할 수 없어요.
경쟁 국가

경쟁 국가

대만은 사업 환경이 잘 되어 있어요. 정부가
마당을 소유한 가정집에 지원금을 줘요. 그
럼 지원금 받은 집은 마당에 양철판을 다 깔
고 일반인들이 새우를 양식해요. 이런 형태
의 수조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수입업체는
절대 양식해서 판매하지 못하게 정책을 만들
었어요. 양식하는 사람들에게 사서 해외로
분양만 할 수 있게 역할을 정해 놓은 거예요.
현재 대만 정부는 이렇게 새우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요.
창업자금
및 경쟁자
창업자금

및 경쟁자

당시 창업할 때 물류무역학과 교수님들께서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창업선도대학 한
번 해봐라.” 당시에 기능성 어류 사료 개발로
아이템 사업화에서 받은 지원금, 부모님께
받은 140만 원, 새우 분양해서 모은 자금으
로 창업했어요. 경쟁자는 전국에서 한 곳에
만 있어서 마케팅 비용이 그렇게 많이 지출
되진 않아요. 그쪽은 소량으로 사료를 뽑고
30g에 18,000원으로 단가가 비싸요. 저
희는 10,000~12,000원이에요.

창업과정의
어려움
창업과정의

어려움

새우 판매하는 건 마케팅 안 해도 사람들이
다가오는 사업이에요. 사이트에 글을 올리면
전국에서 알아서 연락이 왔어요. 서울이든
어디든. 근데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건 정말
힘들어요. 아이템 사업화하면서 사업을 하
게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일단 학생 신분으
로 실무를 하나도 안 배웠으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알아봐야 했어요. 뭘 하려면,
서류가 뭐고, 뭐를 신고해야 하며, 뭘 어떻게
해야 하며, 세무신고, 직인 등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으니까 엄청 어려웠어요. 뭐 하나
라도 삐끗 나면 해결방법 찾는 데 시간도 오
래 걸렸어요. 그리고 제 아이템처럼 양식 사
료를 만들어주는 공장은 보통 톤 단위에요.
한번 뽑을 때마다 대량으로 2500만 원 정
도 드는데, 작은 포장은 따로 해야 해요. 저
희에게 맞는 소규모 제조업체를 구하기 힘들
어요. 현재는 테스터까지 모집하고 디자인하
고 시제품 다 나왔는데, 업체를 못 찾아서 생
산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매출 나오
는 건 새우 분양이에요.
향후 확장
계획
향후

확장 계획

애완 어류 시장이 4800억 원 규모예요. 근
데 아직 IoT 수조를 파는 업체가 없어요. 기
존의 수조를 IoT 수조로 변신시켜줄 수 있
는 장치도 없구요. IoT 수조를 개발할 계획
이에요. 센서를 통해서 온도, 물 등의 변수를
자동으로 조절해서 수조 내부 상태를 최적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또 스마트폰
으로도 조절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온도조
절은 전주시 버스정류장 탄소 열 의자처럼
탄소를 수조에 부착할 계획이에요. 현재는
3D 프린터로 국가별 랜드마크를 출력해서
수조 내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
양화할 계획이에요. 원래는 한 건설업체 하
고 그 이상의 이야기까지 다 끝난 계획이었
어요. IoT 수조를 인테리어 옵션 중 하나로
넣고, 주기적인 어류 교체, 청소, 관리를 통
해 고객에게 수수료 받는 비즈니스였어요.
근데 탄소를 담당해줄 업체가 갑자기 잠수를
타버려서 없던 일이 됐어요. 앞으로는 이것
을 실현할 계획이에요. 초반에는 수조를 많
이 가져다 놓고 생물을 전시하고 분양할 수
있는 곳을 크게 하려고 했어요. 수족관과는
다른 게 물품을 팔진 않구요. 언젠가는 꼭 고
객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구경할 수 있
게 전시된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최근에는
정읍 신태인 쪽에서 지인분이 아쿠아포닉스
+ 곤충 + 관상어를 합친 체험형 양식장을 곧
오픈하시는데, 어류 부분을 맡아달라고 하셔
서 그쪽 일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색 경험

이색 경험

부모님께서는 제가 어릴 때부터 자기 자식이
지만 별나다고 하셨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축구를 했는데 권경원 선수가
고등학교 친구예요. (*손흥민 다음 이적료 2
위) 대학교 와서 얘가 엄청 슬럼프였어요. 미
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서 거의 맨날 통

화했어요. 어느 날은 얘가 전북 현대 들어가
고 나서 가족석 티켓을 줬어요. 보러 오라고.
그거 보려고 군대를 1년 늦게 갔어요.
저는 호불호가 강한 편인데, 어렸을 때부
터 하나에 꽂히면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였대요. 시장에서도 어떤 물건 사달
라고 하면서 2시간 동안 한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더래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회장, 반
장, 축구를 할 때도 부주장 등을 맡았어요.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그런 건 있어요.
학우들에게
한마디
학우들에게

한마디

창업을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자기가 생각하
는 창업이 정말 뚜렷하고 자신 있고 독특하
다면, 부딪혀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아
이템이 없다면, 솔직히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아이템이 없어도 돼요.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아이템이에요. 길 걷다가도 뭔가 다르면 아
이템이 될 수 있어요. 대학 다니면서 학점만
쫓거나, 술 먹는 자리만, 연애만 쫓아다니지
말고 한 번쯤은 길 가다가 ‘뭐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 하
나로 연결될 수 있는 아이템이 생각보다 많
아요. 제 경우는 새우를 키우다가 기능성 사
료 개발, 3D 프린팅, IoT 수조, 건설 인테리
어 등과 연결된 것처럼, 다양한 아이템을 연
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업이란 것이
사실 단독사업은 단 1도 없어요. 다 연결되
어 있어요.
어느 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미친 세상이다. 미친 세상은 미쳐야만 살 수
있다. 하지만 미친 생각하는 사람보다 좋은
쪽으로 미친 짓을 행하는 사람이 성공할 거
다.” 저는 너무 공감됐어요. 새우에 미쳐 있
었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행을 했었고,
첫 사업이지만 그래도 뭐 저는 꽤 성공적이
기도 했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창업
한 번 한 게 엄청 도움이 됐어요. 나중에 사
업이 잘 안 되더라도, 지원금 나오는 프로젝
트들이 많아서 그걸 해서 좋은 경험을 쌓았
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취업할 때도 자격증
딴 사람들보다, 정부지원금 투자받았다는 게
자소서에 더 메리트 있다고 생각해요. 젊으
니까 뭐 잘못했다고 신용불량자 되는 거 아
니니까 조심스럽게라도 한 번쯤은 해봐도 될
만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학우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
요. 도전해라! 생각하지 말고 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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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도서관

제7회 전자정보 박람회

사이버강좌 부스 방문을 통해 4개 이상 부스를 방문한
다음 스탬프를 받은 후 응모권을 안내데스크에 제출하면
응모할 수 있다.
이날 학술 전자정보 박람회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블루투스 헤드셋, 블루투스 스피커, 보조
베터리, USB 등 다양한 경품을 추첨을 통해 제공될 예
정이다.

우리 대학 도서관에서 제7회 2018 도서관 전자정보 박
람회를 개최한다.
16일부터 스타센터의 도서관 Upia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교직원, 학부생, 대학원생의 학술연구 활동 지
원과 전자정보 자료 활용 극대화를 위해 진행되며, 박람
회를 통해 이용자 스스로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
하게 찾는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정보 박람회는 구독 중인 전자저널, Web DB, 사
이버강좌, e-Book 등 적극적인 홍보 및 이용활성화 유
도를 위해서 운영된다. 총 16개 관련 업체가 참가하여
전자, 정보 자원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참가
방법은 응모권을 수령하여 전자저널, Web DB, 전자책,

마블 시리즈로 본 5월 도서관 소극장
지난 달 25일에 개봉된 ‘어벤져스 : 인피니티 워’는 새
로운 조합의 어벤져스와 역대 최강 빌런 타노스의 무한
대결을 그린 영화다. 10주년을 맞이한 마블 스튜디오의
작품으로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마블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영웅 영화는, 아이언맨, 캡
틴 아메리카, 헐크 등 다양한 캐릭터를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방대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마블 영화
순서가 복잡하다는 후문이다. 마블 시리즈를 본 팬들은 "
마블을 즐기는 방법으로 개봉 순서대로 보면 된다"고 조
언한다. 스토리 흐름이 영화 개봉 순서와 흡사하기 때문
이다. 우리 학교 재학생이라면 5월 중에는 누구든지 소
극장에서 관람가능하다.
유경현 기자 (Richman@jj.ac.kr)

볼견애견[볼見애犬]

문의 : 미디어밸리 063) 220-2690

똥나오즈

슈나우저 (Schnauzer)
슈나우저는 미니어처, 스탠다드, 자
이언트 등 3종이 있다. 원산지는 독
일이며 아마 15세기경 핀셔, 푸들,
스피츠, 그리고 다른 독일의 개들과
의 교배를 통해 만들어져 농가의 경
비, 사역견의 역할을 하였다. 체고
는 약 45㎝~51㎝정도 체중은 15
㎏정도이다.
슈나우저란 독일말로 주둥이를
뜻하는데, 생긴 모습이 우스꽝스
러운 망아지 같이 보인다.
얼굴 모습은 긴 얼굴에
반쯤 펴진 우산 같은 눈
썹과 염소 같은 턱수염
이 특징이다. 이런 모습
은 시골에 계신 완고한
할아버지의 이미지를
준다. 이런 외모적인
특징을 살리기 위해
털을 잘 깍아주어야
하며, 때로는 귀나
꼬리의 단미술을 하
기도 한다. 귀를 자
를 경우 양쪽의 길
이와 모양이 똑같아
야 하며 끝이 뾰족하
게 서 있어야 한다. 귀를
자르지 않으면 접힌 상태가 되어 볼
품이 없어 보인다. 성격은 명랑하고
활발하며 겁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경찰견과 군견
으로 활용하고 있다. 짖기를 잘하
며, 잘 물고, 장난이 지나쳐서 어린
이가 있는 가정에서 키우기에는 부
적합하다.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

MARVEL

5월 소극장
영화안내

면서 슈나우져의 90%가 경비견으
로 사용되었으며, 연락견, 구조견,
경찰견으로도 이용되었다.
눈은 작고 타원형이며 눈동자는
어두운 갈색(dark brown)이다. 머
리는 귀부분부터 눈까지 줄어드는
사각형이며, 다시 코끝까지 좁아지
는 형태로 긴편이다. 얼굴은 주름이
없고 등은 곧고 어깨부분이 높으며
꼬리부분까지 경사져 있다. 꼬리는
높게 서 있고, 꼬리가 어깨높
이보다 올라간 경우 잘라주
기도 한다. 앞다리는 땅에
수직으로 곧게 서며 뒷다리
는 근육질이며 뒤로 기울
어진 형태로 선다. 서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엎드려
뻗혀’하고 있는 모습이
다. 털색은 Salt and
Pepper(소 금 과
후추)색, 즉 검은
털과 흰색의 털
이 섞여 마치 소
금과 후추를 섞은
양념같이 보이는 색
이 있고, 거의 검은색
인 Black and Silver(검
은색과 은색)색 그리고 완전한 검은
색이다.
슈나우저는 참신하고 매력적인
견종으로 가족의 구성원이 되어 헌
신적으로 봉사하는 경비견으로서
우수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
박범전 교수 (수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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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78호 퀴즈 정답]
가로정답
1. 위키리크스
2. 로빈슨 크루소
3. 레임덕
4. 쾌도난마
5. 인의예지
6. 국세청
7. 페이미투

세로 정답
1. 위정자
2. 스타로드
3. 덕페이스
4. 마인크래프트
5. 도리상영
6. 국부론
7. 주택청약

★축하드립니다! [878호 퀴즈 정답자]
1. 임아라(행정학과)
2. 김누리(행정학과)
3. 장은실(상담심리학과)
4. 박현정(일본언어문화학과)
5. 김소연(국어교육학과)
6. 남효은(일본언어문화학과)

*알림*
※ 2회 연속 당첨자는 다른 분들을 위해 1회 휴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동일학과는 2명으로 제한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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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집이 세어서 엉뚱한 짓을 잘하는 자
를 가리키는 말
2. 미국의 영화감독. 대표작으로는 E.T,
쉰들러 리스트, 쥬라기 월드, 레디 플레이
어 원 등이 있다.
3. 여러 겹을 겹쳐 입은 패션 스타일
4. 오륜 중의 하나. 어른과 어린아이 사이에
는 사회적인 순서와 질서가 있다는 뜻.
5. 고립된 지역에서 최후의 1인(1팀)이 되
어 승리하는 서바이벌 게임. 승리 시 치킨
을 먹는다.
6. 2006년 런칭한 대한민국 화장품 브
랜드. ex)립톤 겟잇틴트
7. 소득 재분배와 사회 보장의 비용 마련
을 위해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는 것.
8. 롯데 계열사의 렌트카 서비스업체. 맞
춤형 카셰어링과 10분 단위 예약 시스템,
많은 쿠폰 혜택이 장점.

세로
1. 2009년 ‘악당의 사연’으로 데뷔,
현재 ‘가담항설’을 연재 중인 웹툰 작가.
2. 한국국제협력단.
3.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은 거야. 어
떤 걸 집어 들게 될 지 모르니까.” 라는
명대사를 탄생시킨 영화.
4. 얼음 제조회사에서 출발하였으나 지
금은 보편적인 편의점브랜드로 자리잡음.
과거에 오전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영
업을 했던 데에서 따온 이름.
5. 슈퍼스타K6 준우승자. 특유의 음색으
로 큰 인기를 끄는 가수. 대표곡은 지친하
루, 청춘 등이 있다.
6. 프랑스, 벨기에, 독일에 둘러 싸여있는
나라. 펑크밴드 크라잉넛의 유명한 노래
에도 등장한다.
7. 앨런 웨이스 & 마셜 골드스미스의 저
서. ‘한번 뿐인 인생, 나답게 살 권리’를 슬
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8. 현재 살고있는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뜻의 라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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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왕 나야나나야나
전주대 캠퍼스패션왕은
나야나나야나!

외국인들이 뽑는 한국인의 특징 중 하나는 뛰어난 패션 감각이다. 패션 피플이 아니어도 한국인들은 대부분 잘 꾸미고 잘 입는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외국에서 한국인을 패션으로 알아본다는 말이 있을까.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한류의 물결은 패션/뷰티로 흐르고 있다. 2016년 패션/뷰티 산업은 K-pop, 드라마나 영화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1년 전 대비 증가율(37.8%), 1년 후 예상 증가율(41.7%) 역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국인들이 뽑는 한국 패션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대비 높은 퀼리티였다. 이번 호에서는 S/S시즌을 맞아 ‘전주대 패션 피플’이라는 주제로 길거리 즉흥 인터뷰를 기획했다. 시험과 연휴가 겹쳐 4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약 2주간 진행했고, 캠퍼스 내에서 오늘의 패션이라고 할 수 있는 학우들을 즉흥 인터뷰하는 방법을 택했다. 취재 장소는 캠퍼스 전체였으나 패션 피플들의 주된 출몰(?) 지역은 학생회관, 의과학대학,
문화관광대학이었다. 다음은 우리가 만난 11명의 전주대 패션 피플, 그들의 감각적인 캠퍼스룩이다.
※참고: 2017 글로벌 한류 트렌드 (KOFICE, 김덕중 등 5명 지음)

여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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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편

김민송
외식산업학과
15학번

김민수
외식산업학과
15학번

- 오늘의 코디: 시험기간이라 편하고
가볍게 맨투맨과 면바지
- 옷 구매하는 곳: 인터넷(외국 브랜드)
- 도전하고 싶은 패션: 미니멀룩
(일반 캐주얼과 스트릿 패션의 중간 개념
느낌이라서)
- 패션철학: 자신에게 잘 맞고, 편한 옷을 입자!
*미니멀 룩이란? 심플하면서도 깔끔한 스타일

- 오늘의 코디: 집에 있는 것 주워서 입기
- 옷 구매하는 곳: 블로그 마켓, 예쁘다고
소문난 쇼핑몰
- 도전하고 싶은 패션: 정장
(정장이 안 어울리는데, 어울리는
합의점을 찾고 싶어서)
- 패션철학: 깔끔하게 입자!

백현이
호텔경영학과
14학번

박유진
패션산업학과
17학번

- 오늘의 코디: 블라우스와 청바지로 편함과
봄 그 사이 패션
- 옷 구매하는 곳: 80%는 인터넷, 20% 객사 보세집
- 도전하고 싶은 패션: 귀여운 패션
ex) 멜빵 같은 귀여운 스타일
(하늘하늘한 치마나 귀여운 옷이 어색해서)
- 패션철학: 깔끔한 캐주얼

- 오늘의 코디: 벨트랑 자켓은 베이지로, 바지,
신발, 양말, 모자는 검정으로 깔 맞춤
- 옷 구매하는 곳: 인터넷
- 도전하고 싶은 패션: 짧은 옷
- 패션철학: 여성스럽고 컬러풀한 스타일 선호

- 오늘의 코디: 와일드한 슬랙스 + 대학생들이라면
한번쯤 신어봤을 반스 올드스쿨 + 어린이날을
유경현
기념하는 로봇 로고 티셔츠 + 깔끔함으로
경영학과
마무리해줄 블랙 자켓 매치
14학번
(포인트: 로봇 로고가 그려진 티셔츠)
- 옷 구매하는 곳: 온라인 - ‘무신사스토어’
오프라인 - 객사
- 도전하고 싶은 패션: 다가올 여름, 반바지에 블레이저 코디
- 패션철학: 남녀노소 누구나 잘 입는다고 말해주는 패션

유덕후
기계자동차학과
15학번

- 오늘의 코디: 봄이라 밝은 톤으로 깔끔하고
댄디한 스타일
- 옷 구매하는 곳: 객사(보세, 메이커)
- 도전하고 싶은 패션: 스트릿 브랜드로
빈티지한 스타일
(평소 깔끔한 것을 선호해서
입어보질 못해서)
- 패션철학: 편하게 입지만, 기본은 하자!

표수민
산업디자인학과
17학번

드라마에서 보여준 캠퍼스 룩 따라잡기

- 오늘의 코디: 일교차 때문에 반팔과
맨투맨 사이 자켓 선택
- 옷 구매하는 곳: 부모님이 하시는
한옥 마을 ‘하루 일기’
- 도전하고 싶은 패션: 내츄럴한 느낌의 패션
- 패션철학: ‘린넨’을 이용한 스타일

모든 여자들이 반한다는 코트룩

이여름
작업치료학과
17학번

- 오늘의 코디: 하늘하늘한 꽃무늬 원피스
- 옷 구매하는 곳: 인터넷 쇼핑몰
- 도전하고 싶은 패션: 깔끔한 정장스타일
(평소 여성스러운 옷만 입어서)
- 패션철학: 체형과 피부 톤을
고려해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자.

김성경
재활학과
17학번

- 오늘의 코디: 편한 캐주얼 스타일
- 옷 구매하는 곳: 인터넷
- 도전하고 싶은 패션: 짧은 치마가 잘 어울리는
귀여운 스타일
- 패션철학: 자기 자신에게 맞게 옷을 입자!

편안함과 캐주얼을 강조한 데일리룩!

보호본능 일으키는 연핑크
맨투맨에 어디에나 활용 가
능한 데님 진을 매치하여 편
안하지만 캐주얼해 보이는
패션을 연출했다.

배우 정해인의 넓은 어깨가
돋보이는 다크 베이지 컬러의
코트와 니트 + 데님 진의 매
치는 드라마를 보던 여자들의
심장을 강타했다.아이템으로
백 팩과 헤드폰 착용하여 연
하남 분위기를 강조했다.

출처: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배우 정해인
(네이버 블로그 팅글)

출처: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배우 정해인
(네이버 블로그 팅글)

이다영
한문교육과
17학번
윤다혜
재활학과
15학번

데일룩에 빠질 수 없는 트렌치코트 룩

- 오늘의 코디: 여성스럽고
깔끔한 정장스타일
- 옷 구매하는 곳:
객사 &보세 또는 인터넷
- 도전하고 싶은 패션:
스트릿 패션
- 패션철학: 3,4가지 이상
컬러 매치를 지양,
깔끔한 스타일

- 오늘의 코디: 편안해보이지만 나름
신경을 쓴 편^^
- 옷 구매하는 곳: 객사 - ‘보세’,
온라인 - ‘팜므뮤즈’, ‘모어모먼트’
- 도전하고 싶은 패션: 한번쯤은 과한스타일
- 패션철학: 독특하면서도 나만의 개성을
살리지만 과하지 않게!

봄 코디의 정석 클래식한
트렌치 코트에 이너 매치
에 따라 봄 데일리 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기본 아
이템인 스트라이프 셔츠에
스키니 진을 매치하면 꾸
민 듯 안 꾸민 듯 시크한
데일리 룩이 완성된다.

출처: <드라마> 라디오 로맨스 배우
김소현 (네이버 블로그 팅글)

러블리함의 끝판왕 새내기 룩

넉넉한 핏감으로 레이어드 하
기도 좋은 패션이다. 화사함
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화이트
팬츠나 스커트를 매치해 산뜻
한 룩을 완성해도 좋다. 노란
컬러의 빅 포켓 디테일 오버
핏 귀여운 니트 가디건에
레이스나 볼륨감 있는 소매
디테일의 블라우스를 매치해
서 새내기 이미지에 맞는 상
큼, 러블리함을 강조하였다.

출처: <드라마> 라디오 로맨스 배우 김소
현 (네이버 블로그 팅글)

기자
후기

불특정한 때와 시간에 취재를 나가다보니 미처 취재하지 못한 패피들도
많았다. 남학우들은 깔끔하게 입고, 여학우들은 봄처럼 화사하거나 센스
가 돋보이는 경우 카메라에 담았다. 2학기에는 후속편으로 F/W시즌 패
이인준 기자 (iij7717@naver.com)
션을 주제로 취재해 봐도 좋을 것 같다.

우리 대학 학우들의 스트리트 패션에 대해
서 인터뷰하며 우리 대학 학우들의 패션에
대한 생각을 들어 볼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
오진희 기자 (happinessojh@jj.ac.kr)
되었다.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취재에 임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편한 차림으로 다니
실 줄 알았는데 다들 멋있게 입고 다니셔서
강민지 기자 (wining616@jj.ac.kr)
놀랐습니다!

평소에 내가 패션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옷 잘입는 사
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전주대에도 이런
멋진 패션피플들이 많구나를 느꼈고 여러 패션 정보를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진다은 기자 (wlsekdms1@jj.a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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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다짜고짜 인터뷰”
우리 대학 곳곳의 학우들에게 다짜고짜 찾아가 질문을 한다면?
그간 본 신문의 10면에서는 가장 만나고 싶은 인물을 선정하여 인터뷰를 해 왔다.
이번 호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대학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학우들을 찾아가

사회복지학과
백상희 (17학번)

1. 평온하다
2. 도서관, 유학 제도
3. 잘 모르겠다. 좋아하는 노래는 꽃길
4. 서로를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5. 스타센터 푸드코트
6. 무대
7. 꼼꼼하다, 잘 웃는다, 생각이 깊다
8. 교수님들도 친절히 잘 알려주시고 학
생들도 착하고 좋다.
9. 다들 힘 내서 모두 가고싶은 길 가셨
으면 좋겠습니다.

경영학과

김욱진 (16학번)
1. A등급 대학
2. jj리그처럼 동아리가 활성화 되어 있는 것
3. 벚꽃엔딩
4. 서로의 배려가 가장 먼저 되어야 한다.
5. 조선뚝배기
7. 맡은 일은 열정적으로 한다.
8. 우리 학과는 인원수가 많아서 다양한
친구를 만들 수 있고, 교수님들과도 친하다.

▲

1. 수퍼스타
2. 스타센터
3. 컴백홈. 집에 가고싶어서
4. 잘 모르겠다. 알고싶다.
5. 자취방
6. 주점
7. 밝다, 잘 웃는다, 부지런하다.
8. 사회복지학과에 e복지관이 있다. 남서울대학
교에서 이것을 따가서 하는 체제인데, 학생들에
게 봉사활동을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면
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어서 좋다.

일본언어문화학과
양슬기 (14학번)

▲

▲

1. 전주대학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2. 우리 대학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3. 지금 기분을 노래로 표현하면?
4. 연애 잘하는 노하우는?
5. 밥먹으러 자주 가는 곳은?
6. 축제에 가장 기대되는 것은?
7. 나의 장점 세 가지
8. 학과 자랑
9. 전주대 학생들에게
한마디

인터뷰를 해 보았다. 동아리방, 카페, 길거리, 봉사활동 현장, 기숙사 등등에서
기자들이 갑자기 찾아가 만난 학우들에게 재미 있고 생뚱맞은 질문을 해보았다.
이제 이들 아홉 명의 학우들로부터 개성이 넘치는 답변을 들어보자.

물류무역학과
김고은 (18학번)

경찰학과

▲

1. 도서관이 넓고 좋다.
2. 기숙사, 도서관, 장학금
3. 멜로망스-부끄럼
4. 성격, 무엇보다 얼굴
5. 한솥
6. 주점
7. 중국어를 잘한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
술을 잘 마신다
8. 여름에 해외연수를 간다. 학과장학금이
따로 있고, 교수님들이 착하시다. 술자리가
많다.
9.전주대 학생들에게 한마디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합시다!

김다혜 (14학번)

사회복지학과
임영재 (17학번)

▲

1. 학교가 크다
2. 도서관, 나무가 많은 것, 벚꽃
3. 몰라요..?
4.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어야 한다
고 생각한다.
5. 학생회관 식당
6. 가수 라인업이 가장 기대된다.
7. 잘 들어주고, 리액션이 좋고, 잘
베푸는 것 같다.
8. 교수님들이 너무 친절하고 좋다.
9. 날씨가 정말 좋은데 공부에 얽매
이지 말고, 산책이라도 하면서 즐겼
으면 좋겠다.

김도균 (14학번)
1. 그냥 전주
2. 저는 우리학교 좋은 프로그램 다양하게 많이
있다는 것
3. 모모랜드의 뿜뿜
4. 서로의 믿음과 소통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5. 맘스터치
6. 축제하면 주막
7. 활발한 것이 나의 장점
8. 저희 학과 진로가 교수님들과 소통을 하면 다
양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9. 지난 번 해외봉사를 다녀보고 왔는데 너무 좋
았다. 그래서 다른 학우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다.

▲

▲

1. 슈퍼스타
2. 다른 학교에 비해 시설이 좋고, 오락적인 부분
이나 학업적인 부분에서 다양한 기회를 주는 것
같다. 더 나아가 우리 대학교가 외부인들에게도
개방적인 것 같아서 좋다.
3. ‘이등병의 편지’ 곧 군대를 가기 때문에..
4. 자신감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5. 지지고
6. 연예인들 무대가 가장 기대된다.
7. 긍정적이다. 인내심이 많다. 잘 웃는다.
8. 배려심이 깊은 친구들이 많다는 점이 우리학
과의 자랑거리이다.
9. 대학에서 자신이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들은
모두 해봤으면 좋겠다.

경영학과

물류무역학과
이중정 (17학번)

▲

보건관리학과
전예령 (17학번)

- 기자후기 무작정 찾아가 질문하기란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을 만
나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재미 있었다. 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
이혜린 기자 (lhr8144@jj.ac.kr)
들에게 감사하다.
인터뷰를 어떻게 진행할지 걱정이 되었고, 그 중 사람을 찾는 것이 가
장 막막했다. 하지만 걱정과 달리 모두 흔쾌히 받아 주셨고, 다양한 사
람들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다.
송민호 기자 (immino@jj.ac.kr)

▲

1. STAR
2. 도서관, 분수대, 시계탑
3. 빅뱅-에라 모르겠다
4. 만남
5. CU 편의점
6. 라인업
7. 큐티, 섹시, 프리티
8. 취업률 좋음
9. 우리 모두 열심히 취업에 성공합시다.

1. 전주. 시골
2. 교수님, 동아리, 선배
3. 임재범-고해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4. 해본 지는 오래 됐지만 방법은 잘 안다.
먼저 친근하게 다가간다. 밥을 먹었냐고 물어본
다. 안 먹었다면 나도 안 먹었다고 말한다. 휴대
폰 뒤에서 카드를 꺼내며 내가 사겠다는 의사표
시를 하고 폰을 건넨다. 번호를 얻어서 연락을
한다.
5. 스타센터 푸드코트
6. 라인업
7. 잘생겼다, 말을 잘 한다, 공부를 잘 한다.
사실 다음부터 잘 할 거다.
8. 교수님들이 따뜻하시고, 친구들이 좋고,
내가 학교에 있다.
9.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잘 맞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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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으로 보는 세계기독교역사 이야기 19

요단강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요단강은 레바
논과 헤르몬산을 발원하여 팔레스타인을
관통하면서 남쪽의 사해로 흘러들어가는
강이다. 요단강은 예수의 초기 사역에서 등
장하지만 그보다 더 훨씬 오래전인 구약시
대부터 등장한다. 즉 출 애굽 과정 중 여호
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
을 향해갈 때, 이스라엘을 침범 했던 아람
군대의 장관인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일곱
번 씻으라는 엘리야의 분부대로 하여 문둥
병이 나음을 받은 사실 등이 그것이다.
요단강은 나사렛, 가버나움 등 갈릴리 지
역을 오가며 들릴 수 있는데, 현재도 사진
에서 보는 것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운 풍광
을 보여주며 특히 예수가 세례 받은 사실
을 상기하면 깨끗한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
예수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에 관한 기
록은 별로 없다.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예
수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여 부모의 보호
아래 이집트로 피난하였다는 것과 헤롯이
죽은 후 나사렛으로 돌아와 살게 되는데,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
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누가
2:40) 그리고 예수가 12살 되던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이때 성전에서 선
생들에게 예수는 듣기도하며 묻기도 하였
는데, 듣는 사람 모두가 예수의 지혜로움에
감탄하는 대목(누가 2:47)정도이다.
그 외에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찾기

책읽는 사랑방

인터넷 매체인 ‘오마이뉴스’의 오연호 대
표가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2014)
를 출간한 지 4년만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까』를 출간하였다. “이게 나라
냐?”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연이은 사
건·사고들을 접하면서 오연호 대표는
행복지수 세계 1위의 국가 덴마크를 1년
6개월 동안 현장 중심으로 연구한 끝에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를 간행하였
다. 이후 오 대표는 이 책의 내용을 중심
으로 4년 동안 전국을 돌면서 800회가
넘는 강연을 하고, 10만 명 이상의 사람
들을 만났다고 한다. 또한 한국 속에 ‘덴
마크’를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
로 강화도에 기숙형 인생설계학교(애프
터 스콜레)를 설립하여 현재 이사장 겸
국어 교사로 봉직하고 있다.
저자가 덴마크에서 발견한 행복의 비
결은 “스스로, 더불어, 즐겁게”이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은 말로는 ‘우리’를 빈번하
게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나’만 중시하는
것이 사실이다. 나의 아파트, 나의 성공,
나의 출세를 위해 경주마처럼 달리느라
옆 사람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 미처
살피지 못한다.
덴마크가 행복해진 첫 번째 비결은 “스
스로 선택함으로써 즐거워지는 것.”이다.
저자는 그 예로서 덴마크의 유치원을 든
다. 100% 국립인 덴마크 유치원에는 어
떠한 교육프로그램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 스스로 놀이거리를
찾아야 한다. 우주복으로 갈아입고 진흙

▲ 예수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은 요단강

어렵다. 물론 나사렛에서 목수인 아버지 일
을 도우며,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단란한 가정생활을 하였을 것이라고 짐작
할 수 있다. 그리고는 한참 후인 30세경의
청년 예수의 모습이 나타난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약대 털
옷을 입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던 때 그가 세례를 베푸는 자리에 예
수가 등장 한 것이다.
예수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에게 다가가서 세례 줄 것을 요청하였
다. 이에 요한은 당황하며 ‘내가 세례를 받

▲ 세례 받은 사실에 대한 한국어 설명

아야 할 텐데 감히 내가 어떻게~’하며 주
저하였다. 이에 예수가 이는 의(義)를 이루
는 일임을 말하자 세례요한은 예수에게 세
례를 베풀었다. 예수가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예수 위에 임하였고 동
시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
하는 자라’는 소리가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
다.(마태 3:13-17참조)
요단강의 세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로 인증됨을 보여주는 사실이다. 요한은 이
를 재차 강조하는데, 세례 다음날 자기 앞

에 다가오는 예수를 보고 주위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
보다 능력이 많아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
기도 버겁다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
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
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가 바로 이 예수
다.’ 라고 말했다. 이 때 예수의 나이가 삼
십 세였다.(누가 3:23)
요단강은 예수의 등장과 함께 성서적으
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이다.
김천식 문학박사 (교회사 전공)

우리 안에 ‘덴마크’ 만들어 가기
밭을 뒹구는 아이, 자전거릍 타는 아이, 게 “당신은 ‘한때’ 실패한 것이지 영원히
벌레 잡는 아이, 선생님 주변에 모여들어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심어준
함께 감자를 구워먹고 노래 부르는 아이 다. 죄수가 자존감을 가져야 재범률도 낮
등 모두 제각각이다. 취학 전부터 “스스 아지고 그와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이나
로 선택하니 즐겁다.”는 원리를 몸으로 지인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
익히는 것이다. 이들은 초·중등학교를 다. 이처럼 주눅 든 사람이 최소화되어야
거쳐 애프터 스콜레에 진학한다. 고등학 사회가 행복해진다고 덴마크 사람들은
교에 진학하기 전에 집에서 멀리 떨어진 믿고 있다. 내가 행복하려면 나만 잘되어
기숙식 학교에 들어가서 1년간 운동, 음 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도 나와 함께 더
악, 미술, 무용 등 평소
불어 행복해야 한다는
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것이다.
집중적으로 배우면서
덴마크가 세계 행복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지수 1위 국가가 된 세
설계하고 고등학교 이
번째 비결은 “자유와 연
후의 과정을 준비하는
대”라는 두 마리의 토끼
것이다. 자신의 진로를
를 한꺼번에 잡았기 때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
문이다. 덴마크에는 꼭
고 성적과 학벌에 집착
22명이 모이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크
하며 성장하는 한국의
기의 축구장이 존재한
교육현실과 분명하게
다. 출근 시간과 퇴근
대조되는 부분이 아닐
시간도 자율적 조정이
수 없다.
가능하며 벽에 마음대
행복의 두 번째 비결
은 “우리가 행복해야 나
로 낙서를 할 수 있는
도 행복하다.” 인데, 대 오연호,『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까』 학교도 존재한다. 그러
표적 사례는 덴마크의
나 “자유를 누리되 다른
‘열린 감옥’이다. 이곳에서는 바깥출입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
자유롭고, 가족들도 수인들을 언제든지 는 원칙은 철저히 지켜진다. 자유는 내
방문할 수 있다. 실내는 마치 고급 기숙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발견 가능하게
사처럼 각종 전자 제품과 가구가 구비되 해 주며, 제한된 틀을 넘어서는 창의적
어 있고, 사진과 액세서리 등으로 잘 꾸 사고와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 사
며져 있다. 덴마크의 열린 감옥은 죄수에 회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사회적 눈

치’라는 억압적 체계는 거꾸로 자유를 억
압하고 창의성을 가로막는다.
이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까』는
덴마크가 행복지수 세계 1위 국가가 된
비결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
다. 더불어 이미 한국사회 곳곳에서 전개
되고 있는 ‘꿈틀거리는 움직임’, 곧 우리
안에 덴마크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례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는 물론 맹목
적인 모방이 결코 아니다. 덴마크의 사례
를 참조는 하되 우리의 실정과 사회적 맥
락 및 국민적 정서에 맞추어 창의적으로
수용하자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한 대안학교 교장 선생님이 오연호 대
표와 함께 덴마크의 학교들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교장실이 매우 협소한데다가
아무 장식도 안 되어 있으며, 투명 유리
로 누구나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탈권
위적’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
다. 교장이 교장실 안에 머물기보다는 간
편복을 입고 늘 학교 안팎을 돌아다니며
교사와 학생들 및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
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교장실이 클
필요도 비공개일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
러나 이 교장 선생님은 한국에 돌아와서
덴마크와는 달리 교장실에 한국식 온돌
을 깔았다고 한다. 교사와 학생이 언제든
지 교장실로 찾아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심지어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
리 안에 덴마크 만들기’가 아닐까 싶다.
김승종 교수 (한국어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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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내 인생이 마음에 들어”
인문학에서 행복을 향한
길을 찾자
우리 대학이 2018년도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
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HK+ 지원사업은 대학 내 인문
학 연구소를 지원하여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계적 수
준의 인문학 연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로
써 우리 대학의 한국고전학연구소와 인문과학종합연구소
는 정부로부터 향후 7년 간 총 84억 원을 지원받아 미
래 사회에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행복을 영위할 것인지
에 대해서 인문학적 방안을 제시하며, 전북 지역의 주민
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
영할 계획이다.
‘인구론(인문계 90%가 논다)’이니 ‘문송합니다(문과라
서 죄송합니다)’니 하는 말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
된 인문학의 위기를 실감할 수 있다. 인공지능(AI)과 사
물인터넷(IoT)이 일상화되는 최첨단의 기술문명 시대에
과연 인문학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염려하는 사람이
많다. 인간이 상상한 것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시대가 얼
마 남지 않았다. 이러한 시대에 인문학은 왜 필요하며,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새로운 발상과 접근을 위해서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필
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은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인
간의 경험과 지혜에서 얻을 수 있다. 그와 같은 인간의
경험과 지혜가 바로 문학, 역사, 철학, 예술과 같은 인문
학에 담겨져 있다. 인문학은 물질주의로 인한 가치 혼돈
의 시대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준다.
즉 인문학은 우리가 누구이며, 왜 사는지에 대한 성찰을
통해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향을 깨닫게 해준다.
따라서 우리는 인문학을 통해 사람에 대해 배우며, 다양
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에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한
마디로 인문학은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도’
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하버드비즈니스리뷰에서는 인문학이 디지털 시
대에서도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에 관한 책을 세권 추천
했다. 실리콘밸리의 투자가 스콧 하틀리는 <the fuzzy
and the techie>에서 인공지능 시대에는 ‘올바른 질문
을 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데, 이 능력은 다양한 분야
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진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
인지 질문할 수 있으므로 인문학 공부가 필요하다고 주
장하였다. 또 노스웨스턴대학의 개리 몰슨 교수는
<Cents and Sensibility>에서 올바른 경제학을 위해
서는 의사결정, 사람의 행동 이해, 윤리적인 고민에 관해
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는 문학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가능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컨설턴트 크
리스티앙 매스저그는 <SENSEMAKING>에서 인문학
적인 접근으로 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를 여
러 가지 소개하였다.
현재도 우리 사회의 각 분야를 선도해 가는 이들 대부
분은 일찍이 인문학의 가치를 알고 젊은 시절부터 인문
학적 소양을 쌓은 사람들이다. 특히 창업을 통해 세계적
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최고경영자들, 예컨대 슬랙의 스
튜어트 버터필드, 알리바바의 마윈, 구글의 수전 워치츠
키, 에어비앤비의 브라이언 체스키 등은 인문학을 열심
히 공부한 대표적인 CEO들이다.
인문 계열의 학생들은 자신이 소속된 학과에 자부심을
가지고 전공능력을 심화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또한 자연&공학 계열과 문화&예체능 계열의 학생들은
자신들의 전공에 창의성과 융통성을 덧입히기 위해서 인
문학적 교양을 쌓아야 한다.
얼마 전 우리 대학이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
에 선정된 것에 이어서 이번에 또 HK+와 같이 큰 규모
의 지원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우리 대학은 또 한번 더 도
약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여 우리
대학의 인재들이 미래 사회에서도 더욱 슬기롭고 행복하
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인문학에서 풍성하게 얻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신문방송국장 박기범 교수 (국어교육과)

임미화 교수
(부동산학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건설
이 시작된 지 15년이 지났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산업과 혁신 클러스터 육성을
지원, 지방에 자립적 발전 계기를 제
공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전국의 혁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전북혁신도시(985만㎡)에는 2013
년 LX(대한지적공사)를 시작으로
공공기관의 이주가 시작되었고
2018년 현재 약 12개 공공기관이
입주를 마쳤다. 혁신도시는 산·
학·연·관이 협력하여 △지역의 혁
신 역량 제고 △지방 교육의 질적 향
상 유도 △지방 세수 증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정책이 공공기관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아직 혁신과 균형의
효과가 그리 뚜렷하게 체감되지 못
하고 있는 듯하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지방정부중심
의 新지역성장거점을 목표로 지역주
민, 공공기관, 지방대학 및 대학생,
기업이 참여하는 ‘혁신도시 시즌2’를
2022년까지 추진할 것임을 발표하
였다. 새정부가 추진하는 ‘혁신도시
시즌2’ 주요추진과제의 핵심적 역할

을 담당할 수 있는 주체는 지역대학
이다. 지역대학이 참여할 수 있는 분
야는 △지역인재채용분야, △지역주
민 교육프로그램, △혁신도시 클러
스터부지에 대학(학과)을 이전하는
산·학·연 공동 산학융합지구사업,
△이전기관과 지역대학의 공동 오픈
캠퍼스, △지역문화재단과 대학을
연계한 지역문화육성프로그램 등 매
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혁신도시
시즌2의 혁신주체는 바로 지역대학
인 것이다.
우리 대학은 전북혁신도시와 전주
시 사이에 입지하는 지리적 이점과
훌륭한 교직원과 학생의 인적자산
그리고 다양한 산·학·연의 프로그
램을 가지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전북혁신도시 시즌2’를 이끈다면 대
학자산의 지역자산화를 성공한 대표
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특히 도시
혁신의 주체역량을 구성할 농생명식
품산업&부동산&경영&금융보험&
바이오&문화관광 등의 관련학과가
탄탄하여 교수, 동문, 학생들의 역량
을 결집한다면 전북혁신도시 시즌2
의 혁신주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
신한다.

[희망칼럼]

한 대학생이 본 남북정상회담

유경현 학생
(경영학과 14학번)

내 생애 잊혀질 수 없던 날, 고백을
받고 첫 데이트가 있던 2018년 4
월 27일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
정류장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
었다. 메시지로만 대화하다가 갑작
스레 만나게 된 순간 나는 생각이 많
아졌다.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인사를 할까?’ 많은 고민을 하던 찰
라 그녀가 버스에서 내렸다. 두근대
는 내 심장과 감출 수 없는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을 때 그녀는 내게 손
을 건네주었다. 나 또한 손을 붙잡고
길을 걷는 순간 믿겨지지 않을 정도
로 행복했다. 만나기 전부터 ‘첫 데
이트에 무엇을 먹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우리는 손을 맞잡고 걸으며
분위기 좋은 파스타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데이트가 있던 날, 남북정상회담을
TV를 통해 보았다. 판문점 군사분
계선(MDL)을 넘는 역사적인 순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보면서 설레는
마음과 잘되길 하는 바램으로 바라
보았다. 그런데 기념 촬영을 마친 후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손을 내밀며 북측으로 한 발 넘어갈

것을 제안을 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흔쾌히 받아들여 같이 손을 잡
고 군사 분계선을 넘는 모습에서 눈
물 날 정도로 기뻤다. 마치 내게 건
네준 그녀의 손길처럼 인상 깊게 다
가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문 대통령
의 안내를 따라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건너왔다. 김정은 위원장
의 '월북' 제의는 시나리오에 없는 행
동이었다.
나와 그녀가 만난 기분처럼 내 마
음도 북받쳐 올랐다. 호의적인 태도
로 응해준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한 마음뿐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평화의 집에서 모
두의 발언 중 "평화와 번영, 북남관
계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는 그런 순
간에서, 출발선에서 신호탄을 쏜다
는 그런 마음"이라고 말했다.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번 남북정상회담
의 계기로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
고 한반도에 아름다운 봄이 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리고 만찬으
로 북에서 가져온 평양냉면을 보면
서 앞으로의 남과 북의 행보가 기대
되었다.
그 날 하루는 웃음이 끊이지 않는
하루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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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워 말라’(창세기 15장 1~2절)

홍정길 목사

(신동아학원 이사장)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을 처음 만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철학자는 인간의 깊은 내면에 두 가지 두려움
이 있는데, ‘공포’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함’
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공포’
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형태가 보이는 것
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불안함’은 외부
적으로 어떠한 모습도 보이지 않는데도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
나님께서 계시다는 가장 첫 번째의 증거로 “두
려워 말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대선
배인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
라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사건을 보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 소돔으로 떠났을 무렵, 팔레스타인 지방의

교수칼럼

이현복 교수
(금융보험학과)

사람은 태어나서 삶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다양한 위험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떠 전등을 켜면서, 샤워를 하
면서, 식사를 하면서, 학업 또는 업무를 보
면서,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면서, 심지
어 잠을 자면서도 우리는 다양한 감전, 상
해, 질병, 화재, 재난 등의 위험에 노출됩
니다. 위험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어 관
리(Management)가 필요합니다.
삶에 있어 다양한 불확실한 것들이 있으
나 뭐니뭐니해도 인생 최대의 불확실성은
죽은 후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하는데 있습니다(Mark Green, 1971).

네 왕들이 연합하여 롯이 있는 그 땅을 정벌
하고 그 땅의 모든 보화들을 노략하며,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물론 롯도 말
이죠.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전후좌우 돌
아볼 새 없이 잘 훈련되어 있는 318명의 하
인들을 지휘하여 승리에 도취되어 자세가 흐
트러져있는 네 연합군의 본진에 뛰어들어 소
란을 일으켰고, 그 소란은 318명의 승리로
끝이 으며, 잃은 것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
습니다.
문제는 그날 밤, 아마 그 마음속에 깊은 어
둠처럼 걱정, 근심, 염려 등이 아브라함의 마
음을 지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
함에게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
다.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연합군의 보복에 대
한 두려움과 앞으로 어디서 공급을 받으며 살
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
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고 말
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여러분들
에게 하시는 이 말씀의 깊이를 생각해 보십시
오. 천사를 통하여, 불 병거를 통하여 그의 백
성을 지킨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하나
님 그 자신이 그의 백성의 방패가 된다고 말
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이기지 못
하고는 상함을 당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을 노래한 시
편의 기자는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라고 고백합
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시고 두려워하
는 백성들을 보시며,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

란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심을 알 수 있고, 이 말씀
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고, 환란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
할 양과 같이 여겨질 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
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
다고 고백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환란은 그
저 왔다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환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
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대하십시오.
어떤 환란이 올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더 기대하십시오. 어떻게 승리하실
지를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변 환경과 사람들
이 내뱉는 소리들에 마음을 뺏길 뿐입니다. 여
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이보다
더 큰 부요가 있습니까. 그 분이 아들을 아끼
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냐 말입니다. 여러
분들이 그 대상이십니다. 이 전주대학교가 하
나님 앞에 온전히 선언한 이 축복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붙잡고 가십니
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
됨이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두려
워 말라.”
이 축복이 우리 학교 가는 앞길과 여러분들
의 앞 길에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름으로 축복합니다.

위험과 위험관리에 대한 이야기
이러한 이유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
고 살고 있습니다.
위험은 Danger, Risk, Peril, Hazard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지만, 위험
관리 측면에서 위험은 Risk(이하 위험)를
말합니다. 위험의 어원은 17세기 불어
‘Risque’에서 찾을 수 있으며, 위험이란
원하지 않는(Undesired) 또는 뜻하지 않
은(Unintentional) 손해 즉, 자산가치의
하락 또는 소멸을 의미합니다.
사람으로서 보유하게 되는 위험은 질병,
상해, 사망 등으로 다양합니다. 이러한 위
험들 중 가장 큰 위험 3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는 ‘일찍 사망하는 것’일 것이고, 아이
러니 하게도 두 번째는 ‘너무 오래살까봐’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앞서 언급한 ‘사
후 나에게 무슨일이 일어날까’일 것입니다.
위험관리는 위험의 발생 횟수(빈도)와
손해의 규모(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위험 통제(Risk Control) 수단을 사
용하여 관리하지만, 위험의 빈도와 심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 위험 재무(Risk
Finance) 수단을 사용하여 관리하게 됩
니다. 상기 가장 큰 위험 중 앞선 2가지는
모두 위험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위험 재
무 수단의 하나인 보험을 통해 위험을 관
리하게 되며, 이러한 이유로 생명보험 산
업 중 사망보험과 연금보험이 발전하게 되
었습니다.

사망보험은 나 자신보다는, 내가 사라진
이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처할 위험
(가계 빈곤 등)에 대비하여 준비하며, 연금
보험은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노후, 넉넉한 삶을 위해 준비하게 됩니다.
이렇듯 보험은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에 대한 ‘사랑’의 표현·실천의 의미도 있
을 것입니다.
큰 위험 중 마지막인 사후 나에게 벌어
질 일에 대한 준비는 인간의 영역을 벗어
납니다. 이 위험에 대한 가장 최적의 위험
관리 방법은 우리학교의 신앙고백문에 따
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성경을 오류없는 하나님의 말
씀으로 여기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
나님께 돌아가야 하며, 예수를 믿고 구원
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며 다양한 위험에 직면하
게 되며, 이러한 위험들을 관리할 수 있는
보험을 비롯한 다양한 위험관리 수단이 존
재합니다. 하지만 직면한 위험에 대한 적
절한 관리 수단이 없을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위험
관리 수단일 것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
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
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
로다.(시편 37편 30·31)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
리더십의 용기', '아무도 보
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
인가' 등 수많은 저서와 열
린예배(구도자예배)로 한국
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빌
하이벨스 목사를 처음 만난
것은 1996년 10월이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신 고 하용
조 목사와 그의 조그만 사무
실에서 잠시 대화를 나눴는
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의 사랑’을 토로하는 그 순
간, 그의 커다란 눈망울에
가득 고인 눈물을 20여년
세월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 빌 하이벨스 목사는 미
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
회'의 하나로 손꼽히는 윌로
크릭교회를 개척했다.
1975년 시카고 팰러타인의
작은 극장을 빌려 시작한 윌
로크릭 사우스배링턴 캠퍼
스는 주말 예배 참석 인원이
평균 2만5천여 명에 이르는
미국 대형 교회의 모델로 성
장했다. 1992년부터는 '윌
로크릭 어소시에이션'을 통
해 전 세계 1만1천여 교회
와 목회 철학을 나누고 있
다. 그런데 유력한 일간지
시카고 트리뷴이 지난달 하
이벨스 목사가 여성 신도와
사역자들에게 성적으로 부
적절한 발언과 행동을 했으
며 교회의 내부 조사를 받았
다고 보도했다. 당시 하이벨
스 목사는 ‘사역을 흠집 내기
위한 시도’라며 일축했고, 교
인들은 하이벨스 목사에 대
한 지속적인 지지를 밝혔다.
그러나 '미투(MeToo) 운동'
의 확산과 함께 논란이 끊이
지 않자 하이벨스 목사는 조
기 은퇴 결단을 내렸다. 그
의 고백이다.
▼ "어디까지나 교회의 사
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을 초
래한 처신에 대해 교회에 사
죄한다. 하나님께서 가르치
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
찰의 시간을 갖겠다." 본질
을 꿰뚫어 보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추어 은퇴를 결단
하는 이런 사람을 만나기 힘
든 오늘을 살고 있기에 한
영혼을 향해 눈물을 흘리던
그의 메시지가 더욱 그리워
지는 것은 아닐까?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
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
지 않겠느냐” (마 18:12).
아멘.
장선철 교수 (상담심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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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ặp học sinh Hoàng Sơn Trang du học sinh Việt Nam,
học sinh được nhận giải nhất trong cuộc thi hát Kpop
Trong tất cả học sinh Việt Nam thì Hoàng Sơn Trang là
học sinh đầu tiên nhập học tại trường Jeonju và hiện
đang theo học năm 3 ngành quản trị kinh doanh.
Hoàng Sơn Trang đã tham gia cuộc thi hát Kpop đạt
được giải nhất và nhận giải thưởng là học bổng 1 năm
tu nghiệp tiếng hàn tại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1.Hãy nói về trường Jeonju bằng một từ^^ và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là?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là một ngôi trường đại học đẹp
Ở Việt Nam cũng có 4 mùa nhưng có vẻ như 4 mùa
của Hàn Quốc thật sự là đẹp tuyệt vời. Xuân, hạ, thu,
đông mỗi mùa đều có một vẻ đẹp riêng. Hiện tại ở Hàn
Quốc bây giờ là mùa hè mọi nơi hoa nở cùng với nắng
vàng đầu hè làm cho quang cảnh ở đây trở nên tươi sang
hơn
2.Bạn đã đến trường Jeonju bằng cách nào?
Lúc bấy giờ ở Việt
Nam làn sóng Hallyu
đang rất thịnh hành
tại Việt Nam và đó
cũng chính là lý do
mình tham gia cuộc
thi hát tiếng hàn đó.
Thông qua phim ảnh
và làn sóng Hallyu
đến Việt Nam thì văn
<▲Đã được vô địch thông qua cuộc
hóa của các bạn trẻ
thi hát K-POP được tổ chức tại trung
Việt Nam cũng đang
tâm văn hóa Hàn Quốc tại Việt Nam
dần trở nên thay đổi.
và đã giành được học bổng du học 1
năm tại Hàn Quốc thông qua giải
Dạo gần đây thông
thưởng vô địch của cuộc thi đó.>
qua Facebook, SNS
thì có thể dễ dàng
tiếp cận được làn sóng hallyu và phim ảnh hơn nhưng khi
nhỏ mình đã tiếp cận làn sóng Hallyu qua bang đĩa DVD
và qua tivi (vì nhà không có internet)^^
Thật ra thì trong thời gian mình chuẩn bị cho cuộc thi hát
K-POP đó thì không dễ dàng chút nào cả. Khi chuẩn bị để
đứng lên sân khấu K-POP mà vẫn luôn yêu thích đó đã
có mấy lần mình có ý nghĩ từ bỏ cuộc chơi vì nỗi sợ nhưng
mình lại rất muốn đến Hàn Quốc 1 lần nên mình đã quyết
tâm luyện tập chăm chỉ.

3. Lần đầu khi đến Hàn Quốc bạn thấy thế nào?
Lần đầu tiên mình đến Hàn Quốc thì thật ra tiếng hàn của
mình đến hội thoại cơ bản cũng không biết một chút nào.
Ngày đầu tiên mình đến mọi thứ đều cảm thấy lạ lẫm nên
mọi thứ đối với mình đều khó khăn. Vốn dĩ tính cách của
mình hơi khép kín nên mình chỉ có học tiếng hàn thôi.
Đã từng cô đơn và lạ lẫm đấy nhưng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đã mang đến cho mình một thay đổi lớn trong.
Thông qua các chương trình do trường tổ chức mình đã
gặp được nhiều bạn ngoại Quốc hơn, giao tiếp nhiều hơn
và làm cho tôi cảm thấy thú vị hơn chính thời gian đó đã
làm tôi có sự thay đổi lớn.
Và bây giờ tôi không còn rụt rè nữa, luôn tươi cười và có
suy nghĩ mạnh dạn mang tính tích cực hơn
4. Sau khi tu nghiệp tiếng xong bạn đã quyết tâm nhập
học vào hệ đại học như thế nào?
Gần đây thì quan hệ giao lưu Quốc tế Việt – Hàn rất phát
triển Các doanh nghiệp Hàn Quốc đầu tư tại Việt Nam
đang ngày càng nhiều và những công ty cần nhân lực biết
tiếng hàn cũng tăng lên. Ngoài ra thì theo như mình được
biết thì các giáo sư tại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rất rất là thân
thiện và rất ưu tú, mình cũng muốn học tập và xin việc tại
Hàn nên mình đã quyết đinh đăng ký vào chuyên ngành
quản trị kinh doanh.
Tất nhiên là trong thời gian học ở trường cảm thấy yêu
trường hơn và tiếng hàn cũng trở nên giỏi hơn đó mới là
lý do lớn nhất chứ!

5. Cuộc sống sinh hoạt đai học gần đây như
nào?
Mặc dù khó khăn vì không thể hoàn toàn hiểu được
nội dung bài giảng nhưng có giáo sư và các bạn
quan tâm và giúp đỡ nên phần nào cũng thoe được
tiến độ của bài giảng.
Trường học cũng có nhiều tổ chức hoạt động mình
đã tham gia chương trình dạy bổ sung tiếng hàn cho
các bạn học sinh Việt Nam mới sang. Nhờ hoạt
đông jđó mình đã trải qua một thời gian vui vẻ và
thú vị đáng nhớ. Vì so với các bạn học sinh khác
mình là học sinh có thười gian ở trường lâu nhất
nên cũng có nhiều thứ biết hơn, mình đến Hàn
Quốc nhận được rất nhiều tình yêu thương của thầy
cô và bạn bè nên mình cũng muốn chia sẻ tình yêu thương
đó cho các bạn đến sau mình.
Còn nữa, hiện nay mình đang là học sinh nhận học bổng
làm trên văn phòng trung tâm trao đổi Quốc tế.
Chủ yếu là thông dịch tiếng việt và có những công việc
gì mà phù hợp với khả năng mình cũng giúp đỡ được cho
các thấy cô giáo, đối với mình điều đó thật sự rất là có ý
nghĩa.
6. Bạn có lời khuyên nào dành cho những bạn có ý
định sẽ đến Hàn Quốc du học?
Tất nhiên rồi ạ, Lần đầu đến Hàn đương nhiên là sẽ có rất
nhiều khó khăn.
Nhưng hãy nghĩ đến cái mà bạn thực sự muốn làm và
hãy bay cao cùng với ước mơ và tương lai của bạn sau
này.!
Lần đầu mình đến Hàn Quốc cũng vậy tất cả mọi thứ đều
lạ lẫm, nhưng giờ đây năng lực tiếng hàn của mình cũng
tốt hơn và trở nên thấy thích văn hóa Hàn Quốc hơn.
Phỏng vấn học sinh Hoàng Sơn Trang tôi cũng cảm thấy
yêu trường hơn và nghe câu chuyện của bán ấy tôi cũng
cảm thấy rất hứng thú. So với tất cả thì cảm thấy giống
như được gặp lại người bạn cũ rất lâu rồi không gặp thật
sự cảm thấy rất thoải mái.
Hoàng Sơn Trang là học sinh đến trường lâu nhất và
giúp đỡ những học sinh Việt Nam đang du học tại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Bạn là Sup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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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e to do Difficult (little) Things
Some people might expect this title to
say, “Dare to Dream BIG” or “Dare to do
Difficult BIG Things”. But actually, the
wording of the title is intentional because over a lifetime, it’s the “little”
things that add up to build a life.
There’s a famous quote that reflects
this idea quite clearly. Although no original source has ever been isolated, it
reads like an “old Chinese proverb” and
has been attributed to many people including Ralph Waldo Emerson and
Stephen Covey: “We sow a thought and
reap an act; We sow an act and reap a
habit; We sow a habit and reap a character; We sow a character and reap a
destiny.” In short, our thoughts guide
our actions, which build habits, create
our characters, and define the course of
our lives. The littlest things in life add
up to the biggest things. Therefore, it’s
important to get the littlest things
RIGHT. Allow me to give you a few more
quotes that will help to flesh out this
idea.
THOUGHT: “Attitude is Everything” is
commonly used expression. This is truly
the beginning of everything because
your attitude is like a pair of tinted sunglasses through which you view and
experience every aspect of life. Do you
go through life with rose-colored glasses
on? Or do you wear dark black lenses
that block out the light?
ACT & HABIT: Aristotle has said, “We are
what we repeatedly do. Success is not
an action, but a habit.” Once you’ve determined your attitude, it leads you into
action. These actions, performed consistently, over time become habits. Consider the good and bad habits you’ve
cultivated in your life. These habits are
not the result of chance happenings, but
rather have been actively built and cultivated by you. Each habit, good or bad,

follows a consistent pattern of 1) trigger,
2) action, and 3) reward (read Charles
Duhigg’s The Power of Habit for an indepth look at these). For example, a
trigger in life may be high levels of
stress; the action could be drinking alcohol; and the reward may be a feeling
of relaxation. After a repeated pattern
of this behavior, you have formed a new
habit: get stressed, drink, relax.
CHARACTER: On the other hand, the
following two quotes illustrate the cultivation of good habits and a strong
character. Dwayne, The Rock, Johnson
has used the following as his mantra for
years: “Always be the hardest worker in
the room.” If you follow The Rock on social media, you’ll quickly see how he puts
this mantra to work. He is now not only
the hardest worker in EVERY room, but
also the most bankable, highest-paid
star in Hollywood. Another quote from
comedian Steve Martin shows how important it is to build a quality character:
“Be so good they can’t ignore you.” It took
Steve Martin nearly 10 years, from the
age of 20, to craft his stand-up comedy
routine into something that was too
good to be ignored, but his effort shows
the value of perseverance in the face of
obstacles.
DESTINY: Finally, pastor Craig Groeschel
cautions us about our destinies. “Everyone ends up somewhere [in life]; few
people end up somewhere ON PURPOSE.” Don’t allow yourself to be lazy
with the little things in life. Don’t allow
bad habits to creep up on you. Rather,
be intentional about cultivating good
habits and building a strong character,
even though it’s difficult. Because at the
end of your life, you’ll be able to look up
and see just how far you’ve come, and
that even the littlest of things had a BIG
By Aaron Snowberger
impact.

The Importance of Context
With the recent release of Avengers:
Infinity Wars, Korea and the world
have shown that they are not tired
of Hero movies yet. In fact, it is
currently the highest grossing film
of 2018, the 11th highest grossing
film worldwide, and the highest
grossing superhero film in history.
It even set the record in Korea for
the best opening day of all time.
The most recent numbers have the
film earning over 1.5 billion dollars
worldwide, and it is estimated to
pass 1.6 billion.
Despite these outstanding achievements, there was som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film in Korea that
left some moviegoers quite upset.
It didn't involve the storyline, the
action, the casting, directing, or
acting. It was the translation from
English to Korean. Now, before
you read any further, if you are
one of the few people who have not
seen it yet, be aware that THERE
MAY BE SPOILERS AHEAD!!!
So apparently in this latest addition to the Marvel Universe, the
Korean translator made some
translation errors that turned out
to be quite serious in the eyes of
several audience members. Some
disgruntled customers even started
a petition on the Presidential Office's website to have the translator fired. This response may be a
bit extreme, but I am more interested in how these errors were
made. After all, the same translator has done several other films in
the past without any problems.
From what I have read, the
translator may have missed out on
some very important context clues
that would have allowed him to
help translate the lines much more
accurately. Context clues are
something that we use to get a

“Response and Ability”

By Scott Radford
John F Kennedy declared: “Let the
word go forth, from this day forward, to friends and foe alike, that
the torch has been passed to a new
generation!” He then challenged how
we think about our country, ourselves, and our mission in life. “Ask
not,” he said,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but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Today I wish to talk
about responsibility. Let me begin by
asking you…
I. What do you expect from Life?
If someone were to ask you what
you wanted in life, among the first
things you would think of is happiness, the freedom to do things you
want, and the rights to be secure
and safe. And the freedom to pursue
those things through higher education, hard work, or mental ingenuity.
But we must remember that there is
an old saying that is true: “Nothing

is free.” If we want our life to be
blessed with such things, then we
must be willing to give something
back. According to an old legend, a
man became lost in his travels and
wandered into a bed of quicksand.
Confucius saw the man’s predicament and said, "It is evident that
men should stay out of places such
as this." Next, Buddha observed the
situation and said, "Let that man’s
tragedy be a lesson to the rest of the
world." Then Mohammed came by
and said to the sinking man, "It is
the will of Allah." Finally, Jesus appeared and said, "Take my hand, and
I will save you." When we ignore
personal responsibility, we encourage disorder and chaos. So, we must
realize what we want from this life,
and then decide what we are willing
to give back.
2. What can this life expect from you?
I believe it is okay to want life to
give us what we want in the form of
freedom, liberty, and abundance. But
I also believe that in exchange for
these things, it is our explicit duty
as Christians to do our duty as well.
This means getting involved. As
Christians we can influence and effect policies that would allow our
government to continue depending
on God’s leadership. To answer the
question, “What can this life expect
from you?” I think we need to realize
that we need to fear God and keep
Him as our head, and it is our re-

better idea of the whole meaning
and therefore guess or understand
more about individual words.
For example, in one scene, Dr.
Strange's character says "We're in
the end game now." This is a reference to chess, where the endgame is the last stage of the game
in which you try to defeat your
opponent, or lose in the attempt.
But the translator seemed to misunderstand it to think it meant
"this is the end" because he translated it into "우린 이제 가망이 없어"
which basically means "we have no
hope". This is not what endgame
means, and drastically changes the
overall message.
The other common error that has
drawn much attention is when the
character Nick Fury gets cut off in
the middle of swearing when he
says "Mother...". Because this is a
family friendly movie, they don't
want to use language that is too
offensive. However, it was translated as "엄 마 " which literally
means "mother". Obviously the
translator isn't very familiar with
the character of Nick Fury, who
would not be calling for his mother
in danger, or with the actor
Samuel L. Jackson, who is well
known for saying this very curse
word in many other movies.
These are just two examples of
how important context is when
you are interpreting what people
are saying, whether it is in a second language or not. We have to
always consider the context in
which the message is being delivered in order to completely understand it. Otherwise it can lead to
misunderstandings and breakdowns in communication, or in this
case, possibly losing your job.
By Daniel Kilduff

(Psalms 33:12-15)

sponsibility to do all we can to make
sure he stays the head. We should
fully see that there is a need for
Godly men and women to become
involved in all facets of life. Two
professing Christians worked in the
same office for over 10 years and
neither of them knew that the other
was a Christian. They never talked
about Christ or Christianity. One of
them was speaking to his pastor
about this and said, "Wasn’t it funny
that Bill and I were working together
all those years and yet neither of us
knew the other was a Christian?"
The pastor replied, "Funny! That’s
not funny, that’s tragic!
3. What makes our life so great?
Our life is great because of how we
were formed. We were purposely and
intentionally formed to be under
God’s supervision and leadership. I
think our number one requirement
in life is to give God our praise. God
does not let us know how long we
have, but He will always give us
enough time to make a decision that
will impact our eternity. I have
learned it is easy to make decisions
on matters for which you have no
responsibility. But, no true leader
worth following will ever ask you to
do something he/she is not willing to
do himself/herself. George Washington Carver said, "Ninety-nine percent of all failures come from people
who have a habit of making excuses." We need to stop making ex-

cuses as Christians and start taking
responsibility. Have you ever had to
paint something very high up? There
have been a few times while growing
up, we had to paint our summer
house. There is one section of the
summer house that is very high up.
I’d get halfway up the 36-foot extension ladder and start wondering
about the ladder. Is it secure
enough? Will it hold my body
weight? I’d stop and hug the ladder,
looking neither up nor down. My leg
began shuddering. I had conquered
that particular section of the ladder
and inch my way to the next until I
was finally at the top, clinging for
my life. I thought, “How can I take
one hand off the ladder to use the
paintbrush?” But I did as I gripped
as tight as I ever could. Soon I noticed the deep blue sky and felt the
warmth of the sun. The wood soaked
up the paint and it looked great. I
started to whistle and think positive
thoughts and did such a good job
that I forget about the height. I
learned an important life lesson from
this. No matter what higher responsibility you take on in life, it’s scary,
very scary, until you start working.
For me, responsibility is made up of
two words, “response” and ‘ability.”
Given my abilities what then will be
my response to those abilities? What
ability do you have and what is your
response? IF I have ability, the BIG
question is, “How do I respond?” Let
us be responsible Christians JJU!

2018 후기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신ㆍ편입생 모집
▣ 모집전공 및 인원
과정

석사
학위

계열

모

집

전

모집인원

공

양성(▲)

인문ㆍ사회계열

국어교육(▲) 역사교육(▲) 영어교육(▲) 한문교육(▲)

이학ㆍ체육계열

수학교육(▲) 체육교육(▲)

예능계열

미술교육(▲) 음악교육(▲)

인문ㆍ사회계열

교육행정, 다문화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특수교육

합계

31명

12개 전공

재교육

38명

38명=양성+재교육

※ 수업: 5학기, 2년 6개월 (교직: 월, 화 16:50~18:20 / 전공: 월, 화 18:30~21:40)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18. 5. 14.(월)~6. 1.(금) 09:00~18:00
● 일반전형: 2018. 6. 9.(토) 9:00~
● 특별전형: 2018. 6. 9.(토) 10:00~
● 합격자발표: 2018. 6. 19.(화) 14:00(예정)

LINC+ 4IR
Global Workshop 모집
■활동기간: 2018. 6. ~ 2018. 8.(하계방학)
■신
청: 5.14.(월) ~ 5.25.(금)
■탐방지역: 외교부 지정 여행자제, 제한, 금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총 소요예산: 1인 1,000,000원_4인 1팀 × 10팀
※ 탐방 경비 중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

▣ 원서접수
● 원서전형료: 일반계열 50,000원 / 예능계열 70,000원
(실기전형료 포함)
● 전형료입금: 우리은행 1005-603-042216 (예금주: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ex) 홍길동(국어)
● 원서접수
- 방문접수: 교육대학원 행정지원실 (평일 09:00 ~ 18:00, 토요일ㆍ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 (550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번지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진리관 103호)
※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상담문의
● 교육대학원 행정지원실 ☎063)220-2647~8
● 상기 일정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하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장학생 희망근로장학기관 신청
●
●

■일정
내

용

일

자

비

고

업무담당자 심사

5.28.(월)

(1차) 계획서 평가

5.29(화)

(2차) 발표 및 면접심사

5.30(수)

추가 서류 접수

6.8(금)

비자신청, 탐방기관의 허가, 세부계획서,
여행자 보험 가입증 등

탐방결과최종보고서 제출

탐방종료 후 1주 이내

일일 탐방보고서

결과보고서 PT발표

8.31(금)

대상자
선발

●
●

신청 기간:
2018. 5. 14.(월) 9시 ~ 2018. 5. 25.(금) 18시까지
신청 가능한 희망근로장학기관수는 일반근로장학기관 5개,
우수근로장학기관 3개
하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의 사업기간은
근로기관마다 상이함
하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운영기간:
'18년 7월 2일(월)부터 8월 31일(금)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문의
전주대학교 LINC+사업단 이서현
Tel. 063)220-2987 / E-mail. shlee123@jj.ac.kr

2018년도 하계 중국 단기연수 프로그램 선발 안내
<접수기간: 5 14.(월)~5.25.(금) 국제교육관 A202호 방문접수>
1. 프로그램 개요 가. 파견대학교: 중국 장춘 동북사범대학
나. 선발인원: 20명
다. 파견기간: 2018. 6. 25. ~ 7. 21.(4주) / 3학점 인정
라. 프로그램 특징
1) 중국 3대 사범대학 중 하나인 동북사범대학의 강사들이 중국어 강의
2) 교실에서 학습한 중국어를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필드 스터디 운영
마. 학점인정: 3학점(자유선택)
바. 총연수비: 2,000,000원/인 중 장학금 50% 지급
2. 지원자격
가. 본교 재학생(휴학생 및 정규학기 초과자 지원 불가)
나.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 평점 2.5이상인 자
다. 해외 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해외파견 신청 보증금: 10만원
(보증금은 총 연수비에 포함되며 최종선발 제외 시 환급, 단 본인 귀책사유로 선발 완료 뒤 포기한 경우 환불 불가)

4.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대학 홈페이지 첨부자료 참조
5. 관련문의: 국제교류원 (063-220-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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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방송국
홈페이지

신문방송국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