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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JJ체전 전주대 봄 축제로 자리 잡아가
의과학대 종합우승! 사회과학대, 경영대 2, 3위 차지

전기흥 교수 ㈜브랜드파이 창업
1000만원 경영학과 장학금 기탁
학생 일자리 창출, 장학금 일석이조
경영학과 전기흥 교수는 ㈜브랜드파이를
설립하여 학생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장
학금도 기부했다. ㈜브랜드파이는 전기흥
교수와 김달승 대표가 지난해 공동으로 창
업한 전주대 최초의 교원창업 기업이다.
이 기업은 ‘기업 컨설팅 및 여론조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급격하게 변
하는 경영환경을 분석하며 경영학 이론을
실무에 적용하는 산·학 융합의 장을 마련
했다. 또 지속적으로 트랜드를 분석해 경
영적 통찰을 제공한다.
현재는 대학원생 및 학부생 30여 명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전라북
도 경제통상진흥원과 전주대 LINC+사업
단 사업 만족도 조사, 국제한식조리학교
장기전략 컨설팅을 진행했다. 올해도 다양
한 관공서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
행할 예정이다. 또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 대학 졸업생과 석·박사 과정 학생을
우선 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28일에는 수익금 일부인
1000만 원을 경영학과 장학금으로 기탁
했다. 전기흥 교수는 “향후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꾸준한 매출성장을 도모하
면서 학생들의 역량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황기하 기자

지난 5월 24일 더 기대 총학생회 주최로
제5회 전주대학교 총장배 JJ체전이 열렸
다.
개회식은 한병철 목사, 박균철 학생취업
처장, 임정엽 총동문회장 등 교내·외 내빈
들과 재학생들의 참석 하에 진행되었다. 임
정엽 총동문회장은 “37년 전 여러분들과
똑같이 전주대 학생이었다. 다치지 말고 즐
겁게 운동하시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대학
생활을 누리시길 바란다.”며 후배들을 사랑

하는 마음을 담아 따듯한 인사를 전했다.
이성국 총학생회장은 “제5회 JJ체전을 개
최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 많은 학우들과
교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어 더욱 기
쁘다. 참석해주신 내빈여러분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개회 선언과 작년 종합 우승 단과대인 사
회과학대의 우승기 반납과 선서가 있었다.
내빈의 시축을 마지막으로 개회식은 순조
롭게 마무리되었다.

유종의 미, 격려의 미

경기에 참여했던 조민성 학생(한문교육과
18학번)은 “단과대학이 함께 모일 기회가
없는데, 한 팀으로 모여 응원할 수 있는 좋
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체육대회는 재학생들이 우리 대학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을 함양하며 단과대학별로
단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
지에서 마련됐다.
이인준 기자 (iij7717@naver.com)
3면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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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를 위한 기도문

전주대의 교수님들에게 모든 학생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부으시고,
직원 선생님들에게 학교를 움직이는
행정의 리더십을 부으시고,
학생들에게 교수님들과 직원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캠퍼스의 모든 주체들이
이 캠퍼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존경의 끈으로 묶여서
이름이 영화롭게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게 하옵소서.
선교단체 및 지역교회 안에 부흥이
단대별로, 학과별로 예배와 기도의 제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쌓아지게 하옵소서.
나아가 전주지역 사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학과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경외와 이웃 사랑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전공 분야들이 최고의
한 학기도, 잘 달려왔어!
이 윤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동문)

학문성을 발휘하고
최고의 학문적인 결과물을 산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란
기독교 정신을 학문적인 차원에서
구현하게 하옵소서.
모든 학과들이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구현하는 선한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하나 되고 연합하게 하옵소서.
전주대의 모든 학과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
발휘할 때에
모든 대학들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온 대학들의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한병수 목사 (대학교회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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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제 정부 지원 사업 연속선정 쾌거
호남에서 최고 12여 억원 지원받아
수험생과 학부모 부담 덜 정책 마련 예정
우리 대학이 입학사정관 역량강
화 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
입학사정관제 정부 지원 사업"에
11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
뤘다.
지난 2008년부터 진행된 입
학사정관제 지원 사업에 전주대
학교가 올해 또 다시 종합평가에
서 최종 선정돼 호남지역에서 가
장 많은 12억5,000만원의 사
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특히 선
도대학으로서 내실 있는 전형 운
영을 기본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비율을 2019년까지 30%
로 확대하는 등 수시 선발비율을
90%까지 늘려 학부모의 사교

육 부담을 줄여 공교육 내실화에
앞장섰다.
또 고교교육 내실화 부분과 대
입전형 단순화 및 공정성 부문에
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
려졌다. 2018년 고교교육 기여
대학 지원 사업에서 대입전형 간
소화와 공정성 제고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대입지원 강
화를 비롯 부모직업기재금지와
기재 시 불이익 조치 마련·블라
인드 면접 도입 등을 추진할 예
정이다.
교육부에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선정한 곳은 전국
68개 대학이다. 고교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은 고교교육 내실
화와 수험생의 입시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부가 주관하는 사업으
로, 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 대
학교육 기회의 고른 배분을 위한
전형 운영, 대입전형 간소화 및
운영의 공정성 등을 평가해 선발
한다.
이호준 입학처장은 "전주대가
그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입
학사정관제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것은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
한 것의 방증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밑거름 삼아 대입전형
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
감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
다"고 밝혔다.

전주대, "전북지역 종합 관광지로 만든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선정
총 50여 억원 예산으로 사업 추진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은 2년 연
속으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7권역(전북권) 총괄기획자
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2017년
에 이어 총 50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문화관광 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은 국내 관광을 촉진하고 대한민
국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육성하
기 위해서 진행되는 문화체육관
광부 주관 사업이다. 관광 수준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1개
권역당 3~4개 지역자치단체를
묶어 총 10개 관광 권역으로 구
성하고 5년 동안 권역당 약 100
억 원, 전체 총 1000억 원의 사
업비를 투자한다.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에서는
2017년에 ‘전주-군산-부안-고
창’을 주 거점으로 ‘시간여행101’
테마로 사업을 진행했다. 선사시
대 고인돌(고창)부터 고려 청자
(부안), 조선시대 태조어진과 한
옥마을(전주) 그리고 근대거리(군
산) 등 연대별 관광지를 한꺼번에
둘러볼 수 있도록 여행 테마를 만
들었다.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
는 특색있는 주제와 볼거리로 많
은 관광객을 전북지역으로 유입

시킨 바 있다.
올해에도 ‘전주-군산-부안-고
창지역’의 관광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기획, 홍보마케팅 등을 아우
르며 문화관광 분야의 전반적인
발전방향을 기획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북권역 PM(총괄기획자) 산학
협력단 류인평 교수는 “권역에 역
사적인 유물과 명소가 많이 있다.
이들을 잘 정비하고 매력적인 스
토리를 입혀서 사람들이 자주 찾
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라며 “방
문하는 관광객이 한 도시에 머무
르지 않고 주변 지역까지 연계해
서 볼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관광
지의 환경과 서비스 개선하여 전
북지역을 종합 관광지로 만들겠
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2017년 진행했던 ‘시간여
행101’ 사업을 발전시켜, 관광안
내소 운영, 무료 Wifi 구축 등 관
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각
권역별로 선정된 ‘대한민국 테마
여행 10선’은 한국관광공사 홈페
이지 (http://korean.visitkore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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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과 이제영 교수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
외국어 교육 분야의 학술 발전 공헌 인정
영어교육과 이제영 교수가 세계 3
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후 인더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8년 판
에 등재됐다.
이제영 교수는 딕토글로스(Dictogloss), 형태초점교수법(Focus
on Form) 등의 영어교수기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의 상반된 결
과들을 메타분석을 통해 종합하여
제시했다. 그리고, 남북한 영어교

과서의 특징을 코퍼스언어학적 기
법을 통해 비교·분석하는 등 최
근 3년간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20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그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연속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
자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등 외국
어 교육 분야의 학술 발전에 공헌
한 점을 인정받아 인명사전 등재
확정된 것이다.

소방안전공학과 김동현 교수
한국발명진흥회장 표창
‘산불 모니터링, 자동진화 드론’개발
소방안전공학과 김동현 교수는 최
근 제53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한국발명진흥회장 표창을 수상했
다. 김 교수는 '산불 모니터링 및
자동진화 드론'과 '전자안전펜스'를
개발해 산업현장 안전성을 제고하
고, 재해재난 및 화재·소방분야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은 것이다. 지난해 6
월, 세계 3대 발명대회 중 하나인
피츠버그 국제 발명전시회에서는 '
조직위원회 위원장상(자동진화 드
론)'과 '금상(전자안전펜스)'을 수상
한 바 있다.
김 교수가 발명한 '산불 모니터링

및 자동진화 드론'은 산에서 연기
와 열 등이 발생하면 발화 지점으
로 이동해 진화한 뒤 복귀해 소화
탄을 탑재하고 재출동한다. 이는
운영자 1명이 드론 4대 이상 운영
하는 멀티드론 운영시스템을 기반
으로 한다.
김동현 교수는 "지속적인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을 쏟다 보니 자연
스럽게 성공적인 발명품을 만들었
다"며 "앞으로 전주대에 방재문화
융합기술센터를 설립해 방재분야
특화연구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
했다.

호텔경영학과, 해외 러브콜 쇄도해
중국 톈진 호텔 총지배인, 직접 방문 인터뷰해
10년간 260명 해외 취업 성공
호텔경영학과가 해외 유명호텔
로부터 주목받으며 러브콜이 쇄
도하고 있다. 31일 중국 톈진 코
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호텔 총지
배인 심두현씨는 전날 학교를 직
접 방문해 호텔리어 인재 발굴에
나섰다.
심씨는 국내에서 학사 학위를
받고도 해외 호텔에서 인정받은
베테랑 호텔리어다. 베이징 5성
급 호텔인 그랜드머큐어시단
(Grand Mercure Xidan)에서
총괄이사를 지냈고, 현재는 세계
최대 호텔 체인인 메리어트호텔
총지배인이다. 그가 17시간 여
행을 마다 않고 우리나라에서 유
일하게 전주대를 찾은 이유는 신
입 호텔리어를 모집하기 위해서

다. 심씨는 “베트남 현재 지인으
로부터 소문을 듣고 찾았다”며
“전주대 호텔경영학과 학생들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상태”
라고 말했다.
앞서 17일에는 베트남 JW 메
리어트 호텔에서 5명의 프론트
담당(F/O)과 식음료담당(F&B)
을 선발하기 위해 화상면접을 진
행했다. 싱가포르 아미라 호텔과
파크 호텔 그룹에서도 최근 학과
생 각각 2명, 10명을 채용했다.
이들 호텔에 취업한 학생들은 일
반 직원과 달리 호텔 일반객실을
숙소로 사용하고, 식사로 매일
한 차례씩 뷔페식을 즐길 수 있
는 특혜를 받고 있다.
2016년과 지난해 싱가포르

▲ 중국 톈진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호텔 총지배인 심두현씨가 30일 호텔리어 발굴을 위해
전주대를 찾아 호텔경영학과생들을 상대로 면접을 진행하고 있다.

하얏트 인사부장과 그랜드파크
호텔 인사담당 임원이 우리 대학
을 직접 찾아 학생들을 뽑아갔
다. 호텔경영학과는 2006년부

터 해외 호텔로부터 잇단 러브콜
을 받으며 10여 년 간 총 260
명의 학생이 해외취업에 성공했
다. 최근에는 매년 30여 명의

학생이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
지에 위치한 4~5성급 호텔에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전국에서 호텔경영학과를 둔
대학은 90여 곳이나 되지만 이
같은 취업 분위기를 나타내는 곳
은 많지 않다. 비결은 현장 중심
의 맞춤형 교육 덕분이다. 호텔
근무 경험이 풍부한 교수들이 실
기 위주 교육을 하고 수업의
80%를 영어로 진행하는 만큼
해외 호텔에서 인기가 높다는 게
학교측 설명이다. 매년 5~6월
에는 호텔 현장실습을 진행해 실
무 능력도 키운다.
심영국 호텔경영학과장은 “모
든 수업을 실습과 체험 위주인
현장 맞춤형으로 바꿔 좋은 결실
을 보고 있다”며 “학생들의 실무
능력과 긍정적인 태도 역시 세계
로부터 인정받은 요인이 되고 있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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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지킴이

미래 채널 ‘MyF’ 황준원 대표 스타강의
‘미래 트렌드와 진로 찾기’
나만의 차별성 찾기 프로젝트!
지난 5월23일 JJ아트홀에서 Knowledge Universe 스타강의 마지막 차례
로 미래채널 MyF 황준원 대표의 “미래
트렌드와 진로 찾기” 강의가 진행되었다.
황준원 대표의 직업은 미래캐스터이다.
미래캐스터란 기상캐스터처럼 미래소식
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직업이다. 이
날 황준원 대표는 미래캐스터답게 정말
많은 미래 소식을 신기하고 유익한 동영
상을 통해 말랑말랑하게 전달해 주었다.
미래에는 고령화, 1인 가구, 인공지능
등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
고령화로 인해 미래에는 실버산업 노인
복지관련 직업이 유망 직업이 되고 ‘1인
가구’로 인해 편의점과 같이 1인이 끼니
를 해결할 수 있는 식당이 늘어나며, 예
쁘고 작은 냉장고와 고양이의 수요가 증
가하게 된다. 또 ‘인공지능’으로 인해 많
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대체 될 거라고 여
기는데, 일자리가 아닌 직무가 대체될 것

이다. 대체되는 직업이 있다면
사람이 하기 싫은 암기나 반복,
단순노동이 많은 직업이 해당되
며, 창의나 유익, 놀이성을 요구
하는 직업은 대체되지 않을 것이
라고 했다.
정해진 미래에 맞게 유망 직업
을 선택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미
래 트렌드를 가지고 자신만의 차
별성을 찾아 직업을 선택해야 한
다고 하며, 차별성을 찾는 방법을
소개해 주었다.
첫째로 ‘내가 누군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로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의 영역을
자신의 관심사에 맞게 넓히는 것이다. 셋
째로 매일 생활 속에 불만이 있다면 적어
보는 것이다. 유독 불만인 사항에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을 고쳐보고, 그것이 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나만의 직업
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학
위보다는 실력을 쌓는데 집중하고 여러
가지를 도전하여 자신의 차별성을 찾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업을 갖는데 조급

한식조리학과 졸업작품전 ‘시상’
100여개 작품 선보여

지난 1일부터 2일, 우리 대학 한식조
리학과(학과장 정혜정)는 제 16회 졸
업작품전을 열었다. 이 날 오후 2시에
진행된 오프닝에서는 이호인 총장을
비롯한 내빈들의 참석했다. 축사에서
문화관광대학 심상욱 학장은 “주제가
‘시상’인 만큼 학생들이 음식 하나하나
에 의미를 담아 준비했다. 새내기 셰
프들의 출발을 축하한다.”며 전시회의
서막을 올렸다.
이 날, 전시회에서는 100여개의 음
식을 전시했다. 특히, 대상으로 선정된
하세훈(한식조리학과 13)의 작품이 돋
보였다. 하 학생은 이태백 시인의 인
생을 모티브로 ‘월하 객잔’이라는 음식
을 내놓았는데, 칠선주 막걸리와 양갱
과 송어회로 산과 호수를 표현했다.
민성원(한식조리학과 13)은 “커피 한
잔의 여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카페메
뉴를 재구성 해봤는데, 이는 나 스스
로 여유를 가지자는 의미에서 만들었

다.”며 작품 소개를
했다. 졸업 후에
는 교직이수
를 통해 얻은
교원자격으
로 임용고
시 공부를
하고 싶다
고 포부
를 밝혔
다.
▲대상 수상자 하세훈 학생과
한편,
작품 ‘월하 객잔’
이번 졸
업작품
전 주제 '시상'은 기쁠 喜(희), 슬플 悲
(비), 사랑 愛(애), 즐거울 樂(락), 선망
할 欲(욕) 등 5개의 소주제를 반영한 '
한 편의 시처럼 매 순간이 시상이어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주대 한식조리학과는 이날 전시된
100여 개 음식 중에 24개는 농축수
산물 및 지역 특산물로 개발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1면 JJ체전 기사에서 계속
피구에서 사회과학대 선전해
족구에서 의과학대,
경영대 상대 2:0으로 승리
오후1시가 넘어서 시작된 단체 줄넘기 예선
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박자감에 의해 서로가
하나가 되어 좋은 팀워크를 보여줬지만 문화
융합대학과 문화관광대학이 적극적인 응원 덕
에 결승에 진출하게 되었다.
계주 예선에서는 A조와 B조로 나뉘어 경기
를 했다. A조에서는 사회과학대학과 의과학
대학이 결승에 진출했고 B조에서는 인문대학
과 공과대학의 몸을 사리지 않는 치열한 승부
끝에 결승에 진출했다.
오후 2시, JJ체전의 꽃이라 불리는 피구경
기가 진행됐다. 사회과학대학과 의과학대학이
결승에 진출했다.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 경
기가 진행되다 보니 선수들과 응원하는 학생

송민호 기자 (immino@jj.ac.kr)

봉투 필요
하세요?

아뇨! 괜찮아요.
장바구니 있어요.
봉지 값도 안받는데
왜 장바구니를써?

해하기 보다는 장기적 직업관을 갖는 것
이다. 황준원 대표는 마지막 사항을 강조
하며 100세 시대에 1가지의 전공으로 인
생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말을 남기며 강
의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마지막 Knowlege Universe
스타강의를 마쳤다. 참석한 학생에게는
창업장학금 포인트 1회당 1점(점당
40,000원)이 지급된다.

아하~

진다은 기자 (wlsekdms1@jj.ac.kr)

외식산업학과 졸업학술제
지역축제로 승화시켜

그럼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모르는 소리!

우리 나라에서 해 마다 사용되는
비닐봉지만해도 독일의 6배,
핀란드의 105배나 된다구
비닐뿐 아니라 일회용품들이
과소비 되고 있잖아?

종이컵 대신
텀블러!

인문학과 과학기술과 외식의 ‘합(合)’
우리학교 외식산업학과(학과장 김지응)가 지난 달
24일 졸업학술제를 개최했다. 예술관 JJ아트홀
에서 10시부터 시작한 학술제는 ‘합(合), 외식산업
의 융합발전을 위한 뉴 패러다임 모색’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졸업학술제는 외식산업에 인문학과 4차 산
업혁명의 과학기술을 ‘더한다’라는 의미에서, ‘합
(合)’이다. 외식산업의 융합발전을 위해 새로운 음
식을 모색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다.
이번 학기 학술제의 독특한 컨셉은 항공기내방
송이다. 사회를 맡은 정원형(4학년), 권지수(4학
년)가 관객들을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들을 대하듯
멘트를 진행했
다. 기내식 제
공 및 전시품
관람을 콘셉트
(Concept)으
로 흥미롭게 표
현한 것이다.
또한 독특한

들도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지쳐갔다. 하지만
강인한 정신력으로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응
원 열기는 뜨거워지고 선수들도 더욱 힘을 냈
다. 결국 피구경기에서는 사회과학대학이 의
과학대학을 2:0로 누르고 승리를 차지했다.
족구 결승에서는 의과학대학과 경영대학이
결승에 진출했다. 족구경기는 피구경기에 비
해 응원 인원이 적었지만 오히려 집중하기 좋
은 경기였다. 족구 결승 경기에서는 의과학대
학이 경영대학과 겨뤄 2:0으로 승리했다.
진다은 기자 (wlsekdms1@jj,ac,kr)

줄다리기 경영대 승, 발야구 사범대 승
축구 공과대학 승, 계주 의과학대 승
JJ체전의 종합우승은 의과학대학이 차지했
다. 종합2위는 사회과학대, 종합3위는 경영
대학이 차지했다. 오후 후반기에 진행된 줄다
리기, 발야구, 축구, 계주 등에서 체전의 하
이라이트로 불릴만한 결승 경기가 계속됐다.

점은 졸업학술제에 지역 주민들을 초청하여 지역

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축제로 승화시켰다. 음식 융합에 맞는 모던 한식
스타일로 백김치 샐러드, 삼겹살 튀김, 과일컵, 쿠
키 등을 선보여 지역 주민들이 맛을 평가하여 상
품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졸업생 일동은 학술제에서 4년간 외식인이 되기
위해 배운 이론 및 실기를 바탕으로 외식산업 서
비스와 요리를 다채롭게 선보였다.
이외에 최신 외식 트렌드 및 앞으로 외식산업 발
전을 주제로 논문 발표와 학술교류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4년 간의 대학생활 ‘과거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관람하였다. 모든 식은 기념촬영으로 마무
리 되었다.
유경현 기자 (Richman@jj.ac.kr)

줄다리기는 경영대학이 힘과 팀워크를 뽐
내며 우승을 차지했고, 발야구는 사범대의
열렬한 응원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대가 우
승을 했다. 축구에서는 공과대학이 문화융합
대학을 8:2란 큰 스코어로 눌렀다. 체전의
꽃이라고 불리는 계주는 의과학대학이 처음
부터 선두를 치고나가 이변 없이 1위를 차지
했다.
마지막 시상식에서는 종목별로 우승과 준
우승을 차지한 팀과 종합우승을 차지한 단과
대학 팀에게 상금과 상장이 증정됐다. 총학
생회에서는 이날 체전에서 여러가지 이벤트
를 준비하여 응원하는 학생들이 지루하지 않
게 해 주었다. 또한 행운권 추첨을 통해 자전
거, 선풍기, TV 등 각종 선물도 증정했다.

학생회 활동에 더욱 적극적인 참여 필요해
단과대학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소수의 학생
회 임원들만 참여한 듯 보이는 단과대학도 눈

에 띄어 안타까움을 주었다. JJ체전은 학생회
임원들만의 활동이 아니다. 약 12,000명의
재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시간이다. 학생회에
서 준비한 활동들을 재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활동들도 축소될
수 있을 것이다. JJ체전을 학생회뿐 아니라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재학생들의 팀워
크를 기르고, 다른 단과대학 학생들과도 친해
질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키웠으면 좋겠다.
송민호 기자 (immino@jj.ac.kr)
황기하 기자 (rlgk0421@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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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 당신과 함께하는 발레이야기

<이런 단체 주의하라!>

6월 이슈가 많아서
더욱 주의를 해야 한다.

4번째 청년대학생 집회
우정전도 공연에 나선 프뉴마 발레단
우리학교 선교봉사처와 전북학원복음화협의
회가 이번 달 17일 목요일에 19시부터 21
시까지 복음 축제가 열렸다. 이번 공연은 매
년 기독청년대학생들의 영적각성을 위한 청
년대학생 집회를 열어 청년들을 섬겨오며
2004년부터 비기독인을 위한 전도 축제를
준비하여 섬기기 시작하여 매년 1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자리매김 하
기 위해 이번 공연이 전주대에서 4번째로 개
최되었다.
EF란 Evangel Festival로 문화를 통해
비기독청년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제를 의미
한다.
이번 복음축제는 우정전도를 통한 전도로
이미 알고 있는 친구나 선후배등에게 문화적
접근을 통한 관계 전도로 진행되며 사전에
페이스북을 통해 예약을 받아 운영되었다.
공연 순서에는 프뉴마 발레단과 이광우 목

사의 메시지
와 축복 및 마
무리로 프로
그램이 이루
어졌다. 화려
한 공연을 보
여준 프뉴마
발 레 단 은
2006년 5월
에 창단하여
국내 200회
이상 공연 예
배와 해외 단
기 선교를 다니면서 공연 경험과 함께 단기
선교 등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역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발레단 공연 후 전주
열린문교회 담임 이광우 목사의 설교가 있었
다. 이광우 목사는 수필가, 시인 등 다양한

2018년 6월은 아마 그 어느 해의 6월보
다 뜨거운 달이 될 것 같다. 지방선거와 월
드컵의 행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대학 캠퍼스에도 이러한 뜨거운 열기의
영향이 미칠 것이다.

방면에서 활동 중이며, 이번 강연에서 복음
과 함께 유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경현 기자 (Richman@jj.ac.kr)

SNS 27만 구독 기록, 정진수 대표 스타강의
“필수가 된 온라인 마케팅 파헤치기”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신앙 생활을 위한 영성회복프로그램
샤이닝글로리는 1996년부터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시작한 영성회복프로그램으로 세상속에서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신앙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결단할 수 있게 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대상｜모든 그리스도인(청년이상)

접수｜2018년 5월27일(주일)부터(선착순 80명)

강사｜온누리교회 목회자 및 사역자들

문의｜063-220-3612, 010-2606-2702(소설아 간사)

회비｜20만원

주관｜온누리교회,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전주비전대학교

참가
방법

1.담당자(소설아 간사)에게 전화주시면 참가신청서를 발송해드립니다.(이메일, 우편)
2.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신 뒤, 신청서 하단에 적힌 접수처로 보내주십시오.(이메일, 우편)
3.샤이닝글로리 안내 및 참가 신청서는 http://mission.jvision.ac.kr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제보

전주대학교의 교수학습개발센터와 창업
지원단에서 주관하는 스타강의가 지난 5
월 16일(수) JJ아트홀에서 감성컴퍼니
정진수 대표를 초청해 강의를 개최했다.
정진수 대표는 아주경제 칼럼리스트로
활동하고, ‘실전인스타그램 마케팅’의 저
자이기도 한 온라인 마케팅의 전문가이
다.
정 대표는 “쉿!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
은 실전 SNS마케팅”이란 제목을 가지고
스타강의를 시작했다.
정 대표는 강의 초반에 온라인마케팅의
강점과 장점, 그리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
다뤘다. 우리의 일상에서 스마트폰은 떼놓
을 수 없는 존재가 됐다. 그에 따라 자연

‘아름다운 교정만들기’

예술관 별관 위편 모습이다. 별관 1층에 자전거 보관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무단주차해 놓은 모습이 심각해 보인다. 보행자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한다.

8명 수퍼스타 인증서 수여
해외탐방 연수 150만원 지원
영어교육과 고재운학생, 최고 득점
지난 30일(수) 본부 소회의실에서 ‘수퍼스타
인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Star-T 프로그
램은 도전정신함양, 능력개발, 공동체 의식
함양 활동을 통하여 500점 이상의 포인트
를 획득한 학생에게 인증서를 수여하는 행사

이다.
이번 학기에는 영어교육과 고재운 학우가
767점으로 최고점수를 받았다. 이날 고재
운 외 7명이 인증서를 받게 되었고, 호텔에
취업한 학생을 제외한 7명이 참석하였다.

스럽게 온라인으로
접속 빈도가 많아지
게 되었다. 온라인
마케팅의 강점은
짧은 시
간과 적
은 비용
으로 최대의
파급효과를 볼 수 있
다는 점이다.
SNS마케팅은 공유
를 이용해서 고객이 알아서 홍보가 되는
효과가 있다며 SNS마케팅의 장점을 알려
줬다. 다양한 종류의 SNS가 있고 종류에
맞는 연령층, 성별을 고려해서 그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어 팔로우를 늘리는 것이 필
요하다고 했다.
온라인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방향성이다. SNS상에선 해시태그(#)라
고 불린다.
예를 들어, ‘케잌, 케익, 케이크’라는 단어
들이 있을 때 어떤 단어가 사람들에게 가
장 많이 사용되는지 알아보고, 그 단어를
사용해 사람들에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의에서 말했다.
정진수 대표는 SNS는 앞으로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므로 미리 준비
를 하여 선점하는 것이 취업이나 창업을
할 때 강한 이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송민호 기자 （immino@jj.ac.kr)

수상자에게는 이호인 총장이 직접 수퍼스타
인증서를 수여 한다. 인증서 수여 순서는 인
문, 경영, 공과, 문화관광, 사범대학 순서로
진행했다. 인증서수여와 함께 해외 탐방 연
수비로 1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고재운 학우는 “자신의 성장을 위해 수퍼
스타를 도전하게 되었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
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소감을 말
했다. 그는 사회 봉사 활동과 다양한 독서를
통해 사회의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필요한
존재임을 수퍼스타 제도를 통해 깨닫게 되
었다고 한다.
“앞으로 전주대학교를 빛내는 수퍼스타가

올해는 지방선거와 월드컵이라는 특수가
있다. 벌써부터 몇몇 규모가 있는 이단들
은 자신들의 세를 자랑하면서 몇몇 지방선
거에 입후보한 후보들에게 접촉을 하고 있
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끊임없이 정
치권에 접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부정적인 이미
지 탈피, 신도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단들의 교세들은 날로 증가하고 정치인
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요소는 몇몇
후보자들은 이단들과 각을 세우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매 4년 마다 진행 되는 월드컵, 이미 이
단들은 스포츠를 통해서 많은 접근들을 해
왔다. 평창 올림픽 때도 자신들이 올림픽
관계자인 것처럼 접근을 했다. 이 뿐만 아
니라 축구대회를 통해서도 자신들의 교세
를 자랑하기도 했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
한 것은 실제로 이단들 가운데 저명한 모
델이나, 홍보대사, 혹은 연예인들이 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를 갖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할 봉
사 활동이다. 특별히 대학생들에게 6월이
란 종강과 동시에 많은 대학생들이 봉사활
동을 계획하고 진행 하는 달이다. 하지만
좋은 의미에서 시작된 행사나 봉사활동을
이단들이 이용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
는 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자
신들의 이미지를 세탁하며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최소 1주일에서 많게는 몇 주, 혹은 몇
달이 되는 봉사활동을 참여하는 학생들에
게 접근하여 장기간이라는 특성을 이용하
여 집중적으로 이단교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많은 프로그램으로 미혹하고 있다
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방학이 시작이 되면 예전에 해외봉사활
동을 갔다가 피해를 봤던 학생들이 가끔
생각이 난다. 자신들이 꿈꿨던 봉사활동은
아니고 휴학했던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했
던 사건, 그로인해 이제 교회는 절대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단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접
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 내가 피해를 보지 않으면 괜찮
다는 생각보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단들의 접근으로 나와 가장 친한 친구, 혹
은 가족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뜨거운 열기가 있는 6월에 이런 이슈를
통해 접근하는 이단들을 주의해야 한다.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뿐만 아니라 스스
로가 수퍼스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학우가 되겠다”며 감사로 소감을
마쳤다.
대학신문 기자가 높은 점수를 받은 비결에
대해 묻자, 고재운 학우는 “가장 먼저 CA 선
생님의 도움이 가장 컸고 자신의 관심과 열
심만 있다면 누구나 수퍼스타가 될 수 있다”
고 했다. 마지막으로 총장님의 축하와 격려
의 말씀, 사진 촬영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김재희 기자 (wogml99877@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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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그것이 알고 싶다
남북합동공연,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비핵화 등 요즘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이 단어들은 그동안 다소 막연하게 생각되었던 ‘통일’이 이제는 우리
청년들이 조만간 직접 겪게 될 실제적인 사건으로 느끼게끔 해주고 있다. ‘남북통일’이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오늘날, 우리 신문사는 2018년도 1
학기 마지막 호를 통해 ‘통일이 된다면?’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청년 입장에서 몇 가지 의문점들을 질문해 보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답
변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다.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 것이다. 함께 고민하기 원하는 분들은 아래의 기자 이메일로 자신의 의견을 보내줘도 좋다.
배종모 기자(1ockerz@jj.ac.kr), 안혜란 기자(ah6038@jj.ac.kr), 황기하 기자(rlgk0421@jj.ac.kr)

Q. 세대별로 통일에 대해 느끼는
체감온도가 다른데, 이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은 무엇일까?
‘통일을 꼭 해야 하는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터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민심
의 연결이다. 단순히 북한의 사상이나 정치체제, 혹
은 지도자가 사라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
다. 사회문화적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반대하는 국민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 또
한 북한은 ‘적’이자 ‘민족’인 두 얼굴의 북한이라는 이
야기도 통일교육을 통해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
간과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서로 이해하는 과정을 거
쳐야만 한다.

Q. 청년들이 통일에 부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다 어른(O tvn의 예능)’ 5월 23일자 방송에서
‘청춘과 통일’을 주제로 강연을 한 최진기(인문학 강
사)는 안드레이 란코프(북한 전문가 국민대학교 교
수)의 말을 빌어 “기성세대는 통일을 당위성으로 접
근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청년들은 북
한을 '또 하나의 외국'으로 생각해 통일에 대해 무관
심하거나 부정적이다”라고 말한다. 또한 “사회적 약
자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배려적 정의를 가진 기
성세대와 달리, 청년들은 공정한 기회와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원하는 비례 가치를 추구하는 세대”
라고 말하며 청년들이 통일에 부정적인 것은 다 이
유가 있다고 말한다. 무한경쟁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이 공정 사회를 추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
연한 것일 수도 있으리라. 더불어 통일에 부정적인
데는 남과 북으로서의 이해관계의 부재, 즉 내가 피
부로 느낄만한 교류가 적었기 때문일 것이다.

Q. 청년들에게 통일의 당위성을 설득하려면?
앞선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남과 북이 한민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만한 교류가 부
족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합동공연과 같
은 교류가 증가한다면 상호이해 관계도 증진될 것이
다. 그리고 교류가 증가하고 그러한 교류가 유지된
다는 건 서로 이득이 많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을 것이다. 왜냐하면 교환과 교환이 계속해서 더해
지면 신뢰와 이득이 쌓이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남
북관계는 손해를 가늠할 기회조차 없었지만 이제 기
회가 됐으니 남북관계를 냉철하게 돌아보고, 현실을
똑바로 직시함으로써 통일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한국의 청년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국민들은 통일
비용을 걱정하고 두려워한다. 하지만 최진기 강사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절의 두려움 때문에 고
백하기가 망설여지는가? 그래도 고백해야한다. 그
래야 후회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이는 작위
에 의한 손실(어떠한 행동을 함으로써 일어나는 손
실)인 통일 비용에는 민감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손
실(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손실)인
분단 비용에는 둔감하다는 것이다. 이런 분단 비용
에는 매년 들어가는 국방비와 병역의무로 인한 시간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젊은
세대가 더 많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이
러한 분단 비용을 설명하며 더 설득력 있게 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Q. 통일이 되면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을까?

통일은 왜 필요한가?

현재 남북의 경제력은 약 45배 차이가 난다. 최진
기 강사는 우리가 북한 지역 주민들과 취업경쟁을
하게 되는 것은 똑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자란 우
리의 다음(통일 이후) 세대에서 논의될 일일 것이라
고 전망한다. 또한 산업의 구조가 계속 변화되면서
산업구조조정(예를 들어 노동집약 → 자본집약)이 필
요하게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작용(실업)은 최소
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통일이 된다면 이
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산업구조조정이 진전될 가
능성이 높다고 한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현재 제
3세계로 진출하던 국내기업들도 통일이 된다면 타
국보다는 북한으로 진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북한은 우리와 언어도 통하고, 같
은 유교적 이념을 공유하며, 근면성실하다는 장점들
이 있기에 상당히 합리적인 추론이 된다. 또한 북한
의 GDP가 상승하게 되면 민간시장도 확대 될 것이
며 통일 한국의 내수도 증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일이 된다면 해외청년층이 유입되어
산업구조조정 가운데 발생하는 이전 산업의 일자리
를 채워주게 되어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이
다.

통일편익 통한 연간 11.25% 경제 성장 전망
북한 경제는 1970년에서 1980년에는 제로 성장에 그쳤고,
1990년대 급 하락하였다. 이로써 북한붕괴가 머지않아, 과거
독일과 같이 흡수통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국내 여론이 생성
되었다. 하지만 경제가 다가 아니었다. 정세현 前 통일부장관의
말을 빌리자면 가난한 집안일수록 결속력이 강화되고, 가난한
가정에서 자랄수록 효도하게 된다고 한다. 이처럼 북한 붕괴론
이 이슈화 될수록 흡수통일론이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동시에
통일비용 계산이 시작되면서 학자들이 경쟁적으로 가격을 올리
기 시작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남북의 통일비용을
가장 먼저 계산한 나라는 '일본'이다. 그들은 독일을 모델로 비용
계산을 도출해 엄청난 액수를 내놓았으며, 현재 한국의 재력으
로는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했다.
하지만 이런 통일비용은 GDP의 6-6.9%가 들 것이며, 분단
비용은 4-4.3%가 들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순통일비용
은 2-2.6%만 들어가면 될 것이라는 추론이 나온다. 대한민국
의 GDP는 1조 5000억 달러이기에, 2%는 300억 달러,
2.6%는 390억 달러이다. 올해 국방비보다도 적은 돈으로 북
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연간 11.25%의 경제 성장이
가능할 것(통일편익)이다. 결국 순수 통일 비용을 빼고도, 최소
9%의 경제 성장의 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기에 통일은 대박이라
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Q. 통일이 된다면 군대를 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통일을 할 것인가?

당장은 그럴 수 없을 것이다. 독일의 경우 통일이후
모병제로 바뀌는데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서야
가능했다. 이 말은 통일을 한다 할지라도, 통일이 되
자마자 갑작스럽게 모병제로 바꾼다던지, 복무기간
을 줄이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혹 통일 한국이 모병
제로 전환한다면 당장 직업의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 출신의 젊은 남성들이 대거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군이 지역
성을 가지게 되어 군의 사회적 대표성이 위협 받는
상황이 노출될 수도 있다. 따라서 통일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사회통합이 어느 정도 완성될 때 까지 의
도적으로 징병제를 선택하는 게 합당할 것이다.

통일은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것

Q. 통일이 되면 노동력과 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바뀌는가?
통일 이후의 북한의 물가수준을 생각한다면 노동력
이 싸다고 말할 수 없다. 북한의 경우는 모든 것이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부동산 등 유무형 자산의 가격
은 ‘0’이다. 물론 장마당과 같은 자유시장이 생겨나
는 추세이지만, 기존 사회주의에 시장경제를 도입하
게 된다면 여기에 가격이 매겨지게 되고, 이로 인해
통화량이 팽창될 것이다. 북한에 투자되는 금액과
인프라들은 통화량을 더욱 팽창시킨다. 이는 서로의
재화와 용역의 가치가 비슷해진다(물가수준이 비슷
해진다)는 뜻이다. 통일 이후에도 (북한 지역 주민들
의) 노동 가격이 낮지 않거나 낮더라도 많은 차이가
없는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의 가격은 외국인 노동
자쪽 나라의 화폐가치와 이쪽 화폐가치에 차이가 있
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일 이후의 북한 노동자는 남
한과 화폐를 공유할 테니 북한 지역 주민들의 노동
력이 싸다고 단언할 수 없다. 실제로 통일 이후 동독
의 경우는 월급은 서독의 1/3 수준이었는데 물가 만
큼은 몇 년 사이에 서독 물가의 90%까지 따라잡는
성장을 이루었다. 결국 대부분이 빈곤층으로 몰렸
고, 서독 정부에선 이 문제를 풀러 막대한 복지예산
의 투자와 임금현실화 등을 추진하면서 엄청난 돈을
써야만 했다.

독일의 통일은 마음의 통일이라고도 한다. 현금(현물)지원에서
사회개방, 그리고 인권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왕래의 폭을 넓히고
서로 간의 깊이를 심화하다보니 마음이 연결되었다. 결국 통일
과정이 잘 진행되었고, 베를린 장벽의 붕괴에 이어 통일이 이루
어졌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군사긴장 완화를 획득, 이
로 인해 민심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남북도 독일의 통
일처럼, 민심의 연결을 통한 구심력 키우기가 중요하다. 북한의
주민들도 경제적 지원을 하면 군사적 위협은 하지 못할 것이며,
교류협력을 통해 구심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 주민
들도 자생력과 경제력이 생기면 점점 여유가 생기기 마련이며,
문화적 삶도 영위하는 등 삶의 질도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다. 그
렇다면 잘 살 수 있게 자신을 도와주고 사회·문화적 교류를 통
해 마음이 연결된 동포를 쉽게 해하진 않을 것이다.
또한 서독은 동독에게 의존성이 생기자 신문, 방송 등 언론을
개방하였고, 이후에 인권 개선까지 약 13년간의 정책을 지속했
다. 이는 보수 정당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절대 다수의 국민동의
를 통해 일관된 동방 정책을 유지함으로 결국 베를린 장벽을 무
너뜨린 것이다.
대한민국 또한 보수와 진보를 떠나,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서로 발견해나가고,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때가 온 것 같다.
오랜 분단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이 더욱 심해져가고
있는 요즘이지만, 동시에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는 이 때에
북한과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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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신문, “통일비용 비싸다고? 군복무와 매년 39조 분단비용 생각해야”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503500040&wl
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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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와 사업
장사와 사업의 차이는 시스템에 있다. 시스템
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질서 잡힌 요
소들이 합리적으로 연계 동작해 문제처리를
실행하는 수단과 규칙의 집합체를 뜻한다. 장
사나 사업 관점에서는, 사장이 있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장사’고, 사장 없이도 성
과를 낼 수 있으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카페에서 커피를 팔더라도 사장이 직접 노동
에 참여하고 사장이 있어야만 안정된 매출을
낼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장사하고 있는 것이
다. 반면에 사장 스스로는 카페 노동에 참여
하지 않고, 고용인들의 노동만으로도 안정된
매출을 낼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본 기자가 자주 들렀던 24시
순댓국집이 있다. 초반에는 사장이 직접 식당
을 운영했지만,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점장
3명이 운영을 맡았다. 점장들은 기본급에 더

하여 매달 사장에게 줄 고정금액을 제외한 모
든 수익을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조건으로
식당을 운영했다. 처음에는 음식 장사였지만,
점차 사장이 없이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구축
한 음식 사업으로 발전한 사례다.
본호에서는 이번 학기 창업 섹션의 마지막
인터뷰 주인공으로 우리 대학 컴퓨터공학과
에 재학 중인 E-KKLING(이끌링) 김우찬
대표를 모셨다. 인터뷰 초반에는 단지 또래
보다 일찍 장사를 시작한 학우 정도로 생각

했다. 하지만 오링과 이끌링 브랜드 두 가지
모두를 자동화할 거라는 비전을 들으면서,
시스템 구축을 치밀하게 시도하고 있는 사업
가임을 알 수 있었다. 이번 학기 동안 전주대
신문의 창업 섹션에서는 우리 대학 재학 중
창업에 성공한 5명의 자랑스러운 학우 CEO
의 인터뷰를 소개했다. 많은 학우들에게 조
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정환 기자 (junholella@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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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저는 김우찬이구요. 14학년도에 창업특기생
전형으로 입학했어요. 작년에 패션 귀걸이
‘OH-RING(오링)’이라는 유통브랜드를 창
업했어요. 올해 3월에는 ‘E-KKLING(이끌
링)’이라는 패션 귀걸이브랜드도 런칭해서 제
품이랑 디자인 제작하고 쇼핑몰 운영하고 있
어요. 우리가 만든 귀걸이는 화려하고 어깨
라인까지 닿을 만큼 커요. 대중성이 있진 않
지만, 누구나 특별한 날을 위해서 화려한 건
하나씩 가지려 하는 심리를 노렸어요. 여행
가거나 놀러 가서 착용할 수 있는. OHRING은 10대 후반~20대 초중반, EKKLING은 20대 초중반 여성을 위한 브
랜드에요. 특히 패션학과 학우 분들이 우리
제품을 꾸준히 좋아해 주세요. 팀원은 총 15
명이에요.
사실 처음에는 캔들워머를 창업아이템으로
준비했어요. 향초를 보호해 주는 장식품인
데, 작년에 이 아이템으로 상을 받고, 창업아
이템 사업화로 대학 내 입주기업 신청 제안
도 받았어요. 근데 창업이 확정되어서 지원
금 5천만 원을 받아도,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아서 중간에 포기했어요. 제조업 분야라
대량 생산을 해야 해서 초기 자본이 많이 들
더라구요. 중국으로 외주 용역 돌리더라도
기본 4~5천만 원이 드는데, 당시에 알아봤
을 때는 1억이 넘었어요. 결국, 그 아이템은
포기했고 간단히 경험삼아 할 수 있는 걸 찾
다가 패션 귀걸이 유통브랜드 OH-RING을
창업했어요.

▲자사제품

창업 배경
취업을 아예 생각 안 한 건 아닌데, 창업은
무조건 하고 싶었어요. 젊기 때문에 창업을
필수로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1학년 때 우연
히 신입생 창업캠프에 갔어요. 창업동아리를
하는 형님들을 만났는데, 무조건 찾아가서
“저 창업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어요. 당시에
선배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
요. 항상 새벽 3~4시까지 일하다가 학교 와
서 수업 듣고 새벽까지 창업 준비하는 모습
을 계속 봤어요. 이때 깨달은 것 중 하나가
있어요. ‘창업이 원래 이렇게 힘든 거고 이렇
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맞는 거구나.’ 또
다들 잘 되시는 걸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따
라하게 된 거 같아요. 2014년도 창업동아
리 활동하던 형님들이 캐릭터 쪽으로 사업하
시는 분, 효성에서 1억 투자받으신 분, 삼성
전자에서 펀딩받으신 분 등등 계시는데, 그
때 이런 분들이 주위에 많았어요. 그거 보고
욕심이 많이 생겼어요.
1학년 때는 창업을 전부 서류 처리로 배웠
어요. 매일 사업계획서, 시장조사, 설문조사,
데이터 분석 이런 거 했어요. 그리고 1~2주
에 한 번씩은 오직 창업교육 들으러 서울에
올라갔어요. 창업동아리도 2개를 동시에 하
기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는 직접 경험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페이퍼
놀이만 하다가는 더 이상 창업 못 할 것 같
더라구요. 그래서 무조건 시작했어요.

창업 진행 과정
이번 학기는 채플 포함해서 모든 수업을 원
격으로 돌려놨어요. 사업자 제출하고 창업지
원단 매니저님과 교수님들께 말씀드리면 가
능해요. 그래서 학교는 안 가구요. 종일 아침
부터 저녁까지 사무실에 앉아서 일만 하고
있어요. 일어나서 주문량 체크, 고객 문의,
고객데이터 통한 홍보 같은 일 등을 하다 보
면 금방 밤이 돼요. 가끔 꿈에서도 일을 생각
하고 있는데, 끔찍하기도 해요. 하하하. 이런
삶의 반복이에요. 종종 이곳저곳 대표님들과
업무 관련 미팅도 해요.
저희가 유통브랜드도 있고 제작브랜드도
있어서 물건 떼러 가거나 제품 디자인 보려
고 서울에 올라갈 때가 있어요. 동대문이나
남대문은 9시에 오픈하기 때문에, 그날은 팀
원들과 새벽 5시 차 타고 출발해요. 자주 못
가기 때문에 18시쯤 마감 장은 꼭 찍고 나오
는데, 전주 오면 밤 10시쯤이 돼요. 서류 처
리하고 마진율 계산하고 이것저것하고 나면
사입 가는 날은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요.

창업 과정의 어려움
먼저 팀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요. 방학
때 본가에 안 내려가고 매일같이 사무실에
출근했어요. 연예인 협찬 때는 매일 새벽
3~4시까지 작업하고 다들 아침에 잤어요.
자금난에 허덕이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알바
가서 돈 벌고, 저녁에 돌아와서 같이 디자인
뽑았어요. 방학 때는 계속 이렇게 살았어요.
솔직히 OH-RING 창업하고 나서 자포자기
상태였어요. 인건비 등의 고정비는 계속 지
출되는데, 매출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3~4
개월간 수입이 50만 원도 안 나고 비용은
300만 원이 넘어서 적자가 심했어요. 알바
하면서 모든 자금 충당하고 물건 떼서 팔았
기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속으로는 ‘OHRING 곧 망할 거니까 다시 전공 공부나 하
자’ 하면서 망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허덕이다가 우연히 가천대
사회적 동아리에서 외주를 받았어요. 300
만 원 정도 수익을 만들었는데, 곧바로 교내
가을 축제가 있었어요. 3일 동안 재고를 반
절 이상 털었어요. 이거 아니었으면 사업 접
었을 지 몰라요. 그 시점에 KBS 드라마 흑
기사의 신소율 님 협찬도 들어왔어요. OHRING이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는 사
무실 이전하고, 팀원 더 뽑으면서 사업 규모
를 키웠어요. 새로 E-KKLING 브랜드도
런칭했구요. 지난 교내 봄 축제 때는 노천극
장 삼거리에서 먹을 거 사놓고 반절도 못 먹
었어요. 2명이서 많으면 7명의 손님을 동시
에 대응했어요. 진짜 엄청 힘들었는데 기뻤
어요. 솔직히 1년도 채 안 됐고 지금까지는
버티고 있어요. 진짜 버티고 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향후 확장 계획
OH-RING은 최대한 자동화 프로세스를 갖
추려고 해요. 일이 많을 때는 2~3달 동안
하루 3~4시간씩만 자면서 일했어요. 그런

데도 허덕였을 정도로 일이 많았어요. 그래
서 팀원을 많이 뽑아서 자동화시키려고 노력
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물건 떼어 직송으로
보내고, 당일 판매 가능하도록. 야시장과 청
년몰에서 올해 2월에 테스트로 한 달 정도
판매했는데, 적어도 내년까지는 OH-RING
브랜드로 오프라인 매장을 확보할 계획이에
요. 저가 전략으로 3년 차까지 버티고 잘 성
장하면 프랜차이즈화도 생각하고 있어요. 저
렴하지만 화려한 귀걸이가 많이 없으니까 그
쪽으로 타겟팅을 하고 있어요. 자동화 프로
세스가 완전히 갖춰지면 오프라인 매장하고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수월하게 돌아갈 것 같
아요. E-KKLING은 고급화해서 패션 전
문쇼핑몰로 잡으려고 해요. 연예인 협찬 쪽
을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자동
화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컴퓨터를 전공하니까 나중에는 IT 분야로
도 창업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
요. 저는 다양한 분야의 창업 경험을 해보고
싶거든요.

교내 창업 프로그램
수도 없이 많죠. 교내 창업 프로그램은 거의
다 참여해본 것 같아요. 창업지원단, LINC+
사업단 매니저님들께 감사해요. 끊임없이 연
락드리는데, 학기 초에 창업하고는 수업이 너
무 힘들어서 도움 요청을 많이 했어요. 어떻
게 해야 하냐고. 매니저님들이 상황 맞춰서
다 도와주셨어요. 아직도 도움을 받고 있어서
정말 감사드려요.
주위 대표님들, 멘토님들, 강사님들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좋았어요. 인사이트가 많
이 깨어나요. 제가 보는 폭이 A라고 하면, 그
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A', A+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그럼 ‘아! 그
쪽 방향도 있구나’ 하면서 제 시야가 넓어져
요. 그래서 가능하면 캠프나 교육에는 다 쫓
아다니고 있어요. 멘토링이나 창업교육을 많
이 받아서 저는 조금 여러 군데에서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지
원사업 영역 범위가 넓어질 수 있거든요.

이색 경험
고등학생 때 여행을 자주 다녔어요. 같이 어
울리던 친구들이 있는데, 한 명씩 돌아가면
서 매주 여행코스를 기획했어요. 한 사람이
장소. 버스. 시간표 등 모든 일을 다 맡았어
요. 많이 가면 11명이 가니까 소규모 여행기
획사 수준 같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놀아서 스무 살 때 빠
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거 같아요. 발등에 불
떨어진 느낌이었어요. 대학 들어가자마자 부
모님께 독립 선언했어요. ‘대학 가면 돈으로
지원 하나도 안 받겠다. 그럴 테니 무엇을 하
든 믿고 지켜봐 주세요‘라고 항상 말씀드렸어
요. 알바 구할 때는 매니저님이 홀푸드 대표
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로컬푸드 같은 데서
청국장과 낫또를 판매하는데 시급 만 원에
인센티브도 받았어요. 감사했어요. 1학년 때
근로장학생도 같이했는데, 신시가지에 위치
한 IT기업 ’우리요‘로 갔어요. 대표님 통해서
사업계획서, 실질적인 회사구조를 보고 배웠
어요. 3년 정도 일 했는데 거의 직원 마음가
짐으로 했던 거 같아요. 일 많으면 야근하고,
급한 업무로 주말에 출근했을 때도 있었어
요. 이때 번 돈으로 자취할 수 있었어요. 어

▲신소율 협찬
떻게 보면 이런 경험들이 다행이라고 생각하
는데, 덕분에 귀걸이 판매 나가면 손님 응대
가 자연스러워요.

학우들에게 한마디
“창업 절대 하지 마세요!” 주위 친구들이 다
물어봐요. 망할 줄 알았대요. 근데 안 죽고
있으니까 한 번씩 궁금한지 다들 물어봐요. ’
나도 한 번 해볼까? 생각보다 잘 버티네? 나
도 해봐도 되지 않을까?‘하는데 저는 죽어도
하지 말라고 해요. 네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
도 없다고. 나는 어쩌다 보니 운이 좋았고,
기회를 잘 만나서 버티고 있다고. 창업 절대
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사람은
하더라구요. 사실 제 이야기이기도 해요. 주
위에서 다 말렸어요. 매니저님도 말렸어요. ’
왜 하필 귀걸이 사업이냐, 1학년 때부터 창
업교육 잘 받아서 방향을 아는 애가 막상 아
무 관련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귀걸이 사
업을 하냐, 다른 사업 방향 어떠냐, 기존에
준비하던 캔들 창업 사업화 들어올 수도 있
는데 어떠냐‘ 그러셨는데, 저는 귀걸이 사업
을 했어요. 결국, 할 사람은 다 하더라구요.
창업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사람은 그만큼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너 잘되는 거
보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인드라면
절대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한편, 경험으로 창업해보는 것은 좋다고 생
각해요. 다른 대표님들이 보면 우스울 수도
있는데, 창업하고 2~3달 동안 하루 3~4시
간씩 자고 일했을 때는 무척 힘들었어요. 근
데 내 일을 한다는 게 너무 좋았고 설레였어
요. 마음대로는 안 됐지만 하나하나의 도전
에서 설렘을 느꼈어요. 그때는 3개월 동안
라면만 먹고 살았어요. 돈 없으니까 제대로
된 밥을 사먹을 수도 없었지만 마냥 즐거웠
어요.

홍보멘트
E-KKLING(이끌링) 패션 귀걸이 브랜드
를 새로 런칭했어요. 많이 찾아주세요! 아직
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더 발전한 서비스와
더 예쁘고 다양한 디자인으로 찾아뵈려 노력
하고 있어요. 이번 우리 대학 가을 축제 플리
마켓에도 참여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
려요. 하나 더! EKKLING은 총학
생회 제휴로 재학생
은 고정적으로
10% 할인이 붙어
있어요. 올해까지는
^^
네이버에서 ‘이끌
링’ 검색하시면, 자
체 제작한 패션 귀
걸이를 보실 수 있
▲자사제품
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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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방송연기학과 2018 워크숍 공연 선보여

‘애써도 변하지 않는 현실, 새로운 희망은 어디에’
어 처음으로 올리는 워크숍은 많은 시행착오가 따른다.
학생들 스스로 작품 선정부터 연기, 음향, 조명, 무대 등
을 해내야 하는 과정에서 처음 혹은 많지 않은 경험으로
올리게 되는 작품이지만 학생들 모두에게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으리라 생각한다. 이번 작품에서 보여준 학생들
의 초심은 앞으로 작품을 제작해나가는데 큰 힘이 되리
라 믿는다.”고 말했다.

는 과정에서, 그리고 배우들의 감정 전달력으로 인해 얻
은 교훈도 있었고 친구들에게도 많은 것을 배웠다.”
김지혜 (공연방송연기학과 1학년)
“이 작품을 통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던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속에서 가장 간절히 기다리는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과정 역시
스스로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
었다.”

다음은 공연 연출을 해준 5명 학생들의 소감이다.

우리대학 공연방송연기학과(학과장 김정수) 2018학년
도 1학년 1학기 워크숍 공연 ‘새들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는다’가 이번 달 1일, 2일에 예술관 JJ아트홀에서 공
연을 펼쳤다.
이번 작품은 극작가이자 연극평론가인 김명화 선생의
작품으로 민주화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온 1980년대 젊
은이들과 억압을 싫어하고, 자유와 개성을 부르짖는
1990년대 젊은이들 간의 갈등을 다룬 작품이다.
간략하게 작품을 소개하면 연극 공연을 올리기 위해
만난 1980년대의 연극반 선배 지환이와 1990년대 연
극반 후배들은 서로 맞지 않는 상황에서도 연극을 만들
어나가며 아무리 애써도 변하지 않는 현실에서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는 소재로 다루었다.
지도교수 이미리 교수(공연방송연기학과)는 “우리가 되

이수연 (공연방송연기학과 1학년)
“서로간의 차이를 이해하며 작
품 속 주인공 ‘지환’처럼 중립을
지켜 비로소 ‘하나’가 됨을 보여
주기 위해 연출을 했다.”

정다영 (공연방송연기학과 1학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할 시대
속에서 세상의 규율을 넘는 자유와
행복을 찾아서 세상의 억압없이 진정
한 자유를 갈망하는 시대가 이어져야
한다는 바램으로 작품에 임했다.”
오랜 연습과 준비로 고생한 학생들의 눈물과 노력이
앞으로 더욱 결실을 맺게 될 것을 기대해본다.
유경현 기자 (Richman@jj.ac.kr)

김성현(공연방송연기학과 1학년)
“이 작품을 계기로 우리들은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얻고 진정
으로 참된 ‘나’를 찾아 자신이 원
하는 목표로 한발짝 다가설 수
있으리라 믿는다.”
김예진 (공연방송연기학과 1학년)
“이 작품을 처음 접했을 때 걱
정이 앞섰어요. 자유를 원하는
후배들과 억압하려는 선배들의
갈등을 통해 얻는 교훈은 무엇인
지 작품을 읽고 또 읽고 분석하

볼견애견[볼見애犬]

비글 (Beagle)
기원전부터 그리스에서 토끼 사냥에 이용되었
던 하운드종의 후손이며, 16세기 엘리자베스
여왕 2세 시대에 작은 종류의 하운드를 프랑
스어의 ‘크게 입을 벌린다’라는 뜻의 ‘베겔
(Begueule)’이 어원 이라 하는데 비글이 떼를
지어 소란스럽게 짖기 때문이라 한다. 당시의
비글은 체격이 매우 작아 말안장의 주머니 또
는 포켓에 들어갈 정도였다고 한다.
원산지는 영국이며 웨일즈지방에
서 토끼나 여우사냥에 사용되었
다. 사냥개중에서 체구가 가장
작은 소형 수렵견이다. 최근
에는 예민한 후각으로 마약
탐지견으로 마약수사대나
공항에서 많이 볼 수 있
고, 만화 영화 피너츠의 주
인공인 애교 넘치는 스누피의
모델이기도 하다.
비글은 밝은 성격으로 집단성
이 뛰어나며 가정견으로도 적합하
다. 작고 단단하며 힘있어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 머리 형태
역시 ‘영국신사’라는 별명 답게 적
당히 길며 콧구멍은 넓고 검은색이다.
코는 넓고 귀는 길며 부드럽다. 적당히 길고
힘있는 목이 근육질의 몸통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다리는 똑바르며 뼈는 둥글고 튼튼
한 발을 갖고 있다. 비글은 보통 짧고 가지런
한 털을 가지고 있지만 털이 거칠고 굵은 종
류도 있다. 다양한 털색을 가지고 있고, 체중
은 약 8.2~13.7㎏, 체고는 약 33~38㎝,
평균수명은 약 12~15년 정도이다. 강한 형
질과 느긋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유전인자

의 순수도가 높고 개체 차가 적어서 의학실험
용 동물로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예민한 후각
으로 토끼를 추적해서 집단으로 거위의 울음
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내어서 토끼의 위치를
알려준다. 특히 걷는 모습은 팔자로 걸어서 조
폭걸음이라고 한다. 큰 눈과 크고 볼에 접해
늘어져 있는 귀와 장방형의 체형과 근육질의
단단한 몸매를 가지고 있고 꼬리는 몸에 비해
굵고 굽어진 칼인 언월도 모양으로 꼿꼿이 서
서 있다. 넓은 코와 길며 부드
러운 귀와 보통 길이인 목
이 근육질의 몸으로 자연
스럽게 이어지며 똑바른
다리는 뼈가 둥글고 튼튼
한 발을 갖고 있으며 짧고 잔
잔한 털을 가지고 있으면 거
칠고 굵은 털을 가지고 있는
종류도 있고 색깔은 다양하
다. 털은 부드럽고 짧아서
손질하기가 쉬어서 강모로
된 브러쉬로 손질해주면 된
다.
귀가 커서 염증이 진드기가 서
식하기 쉽기 때문에 항상 청결하게 해
줘야 한다. 녹내장, 백내장, 진행성망막위축
등의 눈병의 눈병과 간질이 자주 발생한다. 또
한 비만형이 될 수 있으므로 너무 많이 먹이
지 않도록 한다. 활발한 성격이라서 강아지때
는 자유롭게 운동해도 되지만 성견이 되면 하
루 두 번정도, 약 30분 간 운동을 시켜 주면
좋고, 실내에서 손바닥이나 손가락으로 피부
를 마사지해 주는 방법도 좋다.
박범전 교수 (수의학박사)

2018학년도 1학기 똥나오즈 퀴즈 출제를 맡아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두뇌 풀 가동! 문제부터 가로세로 낱말퀴즈
등등… 한 학기 동안 머리 굴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그렇다고 퀴즈가 끝난 건 아닙니다.^^
이번 880호 똥나오즈 퀴즈는 뉴페이스인 끝말잇기 문제와 한 달 만
에 돌아온 두뇌 풀 가동 퀴즈! 전 여러분들의 천재성을 믿습니다:)
학우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문제

1

빈 칸에 들어갈 단어는? (글자 수 제한 X, 명사만 가능!)

강아지 - [
-[
]-[
문제

2

]-[
]-[
] - 강아지

]-[

]

?에 들어갈 알파벳은? 그리고 그 이유는?

A+A=A
A+A=D
D-F=?

M+M=A
M+M=O

[지난 879호 퀴즈 정답]

가로정답
1. 호랑말코
2. 스티븐스필버그
3. 레이어드룩
4. 장유유서
5. 배틀그라운드
6. 토니모리
7. 부자증세
8. 그린카

세로 정답
1. 랑또
2. 코이카
3. 포레스트검프
4. 세븐일레븐
5. 김필
6. 룩셈부르크
7. 라이프스토밍
8. 카르페디엠

J+J=A
J+J=F

축하드립니다![879호 퀴즈 정답자]

1. 고은지(행정학과)
2. 김누리(행정학과)
3. 장은실(상담심리학과)
4. 강민지(일본언어문화학과)
5. 김재명(국어교육학과)
6. 전지연(경배와찬양학과)
7. 이세라(경배와찬양학과)
8. 이민서(일본언어문화학과)
9. 장혜라(스마트미디어학과)
10. 김용수(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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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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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하지 마세요, 환경에게 양보하세요
미세 먼지를 비롯해 최근 불거진 중국발 재활용 쓰레기 대란으로 환경문제가 대한민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오죽하면 정치인들의 공약 중에 미세먼지 대책이 최우선
순위에 끼어있을까. 봄철 황사를 걱정하던 우리는 이제 미세먼지를 더 걱정하게 되었다. 일기예보는 미세먼지 농도를 빼놓지 않고 알려주고 현대인들은 일과 시작을 미세
먼지 농도 확인과 함께 한다. 마스크가 외출 필수품이 된 것만 보아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중국발 재활용 쓰레기 문제는 어떤가. 과거 단순 쓰레기 문제로 환경 문제는 화두였지만, 이번은 스케일이 다르다. 아파트 단지 내 플라스틱 수거 금지 등 피부에 직접적
으로 닿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신문사는 더 이상 환경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취재에 나섰다. 본 기사는 환경 문제 중 중국발 쓰레기
문제와 미세먼지를 중심으로 그 심각성과 실태를 알아보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도록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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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생들은 환경을 생각하고 보호할 수 있는 지성인이다. 처음에는 작을 지라도 우리의 노력들이 모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지키고
더 나은 모습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9면에서 준비했다. 환경을 살리는 캠페인에 다같이 동참해 보자

<재활용 쓰레기 분리 배출법>

종이박스

신문

상자에 붙은 테이프, 철핀, 택배영수증을
제거한 후 펼쳐서 배출

노트,책

물에 젖지 않은 상태에서 반듯하게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플라스틱
(페트병)

우유팩

플라스틱 표지나 종이를 묶는 스프링 등을
제거한 후 배출

물로 행군 후 평평하게 펴서 일반폐지와
분리해서 배출

비닐로 된 상표를 제거한 후 발로 밟아
압축해 배출

오진희 기자 (happinessojh@jj.ac.kr) 이인준 기자 (iij7717@naver.com)
진다은 기자 (wlsekdms1@jj.ac.kr)
강민지 기자 (wining616@jj.ac.kr)

유리병

플라스틱류(기타)

재활용 쓰레기 대란

상표, 이물질 등 제거한 후 배출
<주의>
pvc제품(파이프), OTHER(전화기, 휴대폰, 장난감,
시계, 칫솔, 비디오, 테이프, 옷걸이 등)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플라스틱 전쟁
중국이 올해 1월 1일부터 재활용쓰레기 수입을 전면 금지
하면서 전 세계에 쓰레기 대란이 발생했다. 2016년 기준
중국의 재활용쓰레기 수입량은 730만 톤 규모로 전 세계
재활용쓰레기 수입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그러나 올해
1~2월 우리나라의 폐플라스틱 중국 수출량이 1800t에
서 2만 2100t으로 92% 급감했고, 폐지 역시 약 50%

한편 유럽에서 포장재 없는 가게가 확산되고 있다. 독일
수퍼마켓 ‘오리기날운페어팍트’에서는 소비자들이 각자 집
에서 가져온 용기에 제품을 담아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지만, 이 가게는 유럽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환경 보호를 위해 고객들에게 ‘불편함’을 요구하
는 것이다. 이처럼 포장재 등 폐기물을 되도록 발생시키지
않으려는 것을 ‘프리사이클링(Pre-cycling)’이라 한다.
줄어들면서 우리나라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 세계 1위인 우리나라는 비상사태에
처해진 것이다. 지난 4월에는 수도권 일대 한 아파트 단
지에서 폐비닐과 페트병 수거가 안 된다는 경비원을 주민
이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정부와 재활용업체가 폐비
닐 등을 정상 수거하기로 합의해 일시적으로 해결됐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원천적인 해결책이 없는 상황
에서 정부가 과연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중국발 쓰레기 대란의 원인은 비닐과 플라스틱의
과다사용과 잘못된 분리수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카페
에는 일회용 컵보다 머그컵을 사용을 권장하는 문구가 늘
었고, 물건 구매 시 과대 포장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또 종
류별로 모아서 내놓기만 하면 된다 싶었던 안일한 생각은
‘꼼꼼한 분리수거’의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5월 31일, 본 기자는
집 근처에 있는 한 카
페 방문해 보았다. 매
장 내 손님 10여 명
거의 모두가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었
다. 음료를 주문하며
점원에게 매장 내 일
회용컵 사용 금지 아
니냐며 물었지만, 점
원은 잘 모르겠다는
듯 말을 얼버무렸다. 지난 5월 24일 환경부가 커피 전문
점 대표들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겠다는 협약을 맺으면
서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은 불법’이라고 환기시켰지만 아
직까지 일선의 카페 모습은 이전과 달라진 게 없었다.
그 중 유일하게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던 한 20대 여성
에게 물었다. ‘텀블러를 사용 왜 하시나’라는 질문에 그분
은 ‘할인되고, 텀블러에 음료를 받으면 얼음 양을 마음대
로 조절할 수도 있어서 사용하게 됐다’고 답했다.

미세먼지
한국의 가장 시급한 환경문제 ‘미세먼지’

이런 상황에서 세계 최대 가구 기업 ‘이케아’는 최소 포장
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공기를 배송하지 않는다’는 원칙
에 따라 가장 작은 부피로 포장할 수 있는 구조를 찾아낸
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이케아는 포장법을 바
꾸기 전 사용된 스티로폼이 트럭 7400대 분량이라고 밝
힌 적이 있다. 그런데 포장 방식을 최소로 바꾸며 쓰레기
는 물론 운송 비용까지 줄이는 효과를 누렸다고 한다.
그림(좌)은 이케아의 암체어 조립 전 포장 모습이다. 정
교하고 빽빽하다. 그림(우)는 완성 후 모습이다.

사진출처:인사이트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초미세먼지의 평균 농도는 하루 35㎍/㎥, 연간 15㎍/㎥
로 변경됐다. 현재는 강화된 환경기준에 맞춰 미세먼지를
예보하고 있다.

전주 미세 먼지 서울보다 심각해?

아직도 우리 생활 속에 완전히 녹아들진 못해

사진출처:뉴시스

이케아의 ‘최소 포장’, 독일 ‘프리사이클링’ 수퍼마켓
이 모범 사례

폐형광등, 폐건전지

스티로폼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두 차례 씻은 뒤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주의>
음식물 등 이물질로 오염되어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
이물질이 묻었으면 깨끗이 씻어서 배출
<주의>
이물질로 오염되어있거나 색상이 있는 것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읍,면,동부민센터 또는 공동주택 전용수거함에 배출
<주의>
백열등, 전구, 깨진 형광등은 신문지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교내 환경개선 실천, ‘공유경제’ 로

사진출처:네이버 tistory 블로그 ‘광장

사진출처:중앙일보

담배꽁초 등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
철로 된 뚜껑은 분리해 고철로 배출
<주의>
화장품병, 도자기, 사기그릇, 거울,
전구는 종량제 봉투로 배출

비닐류

국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환경 문제는 초미세먼지
대기오염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보건시민센
터는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 문제로 ‘미세먼지’를 꼽은
응답자 비율이 18.7%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실제 우리나라 공기질 수준은 세계 180개 국가 중 173
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6월 9일
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대기오염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대기오염 사망률이 2060년에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27일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
을 강화했다. 국내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은 세계보건기구

환경과 관련해 최근 떠오르는 이슈는 공유경제다. 자신의 자가용으로 택시 서
비스를 제공하는 ‘우버(UBER)’나 자동차를 공유하는 ‘쏘카(SO CAR)’, 유아
용품, 가전 등 다양한 물품을 나누는 ‘다날 쏘시오’, 패션 아이템을 사지 않고
공유하는 ‘프로젝트 앤’이 여기에 해당된다.
우리 대학의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주관한 ‘2018 JJ 창의적 아이디어 경
진대회’ 출품작 중 하나는 이런 공유경제 시스템을 학교로 끌어왔다. ‘도서관
에서 책 빌리듯이 학교 곳곳에서 자전거를 빌리자!’라는 슬로건을 내 건 이 출
품작은 교내에 방치된 미사용 자전거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한다.
시행 방안은 이렇다. 먼저, 학교 내 미사용 자전거를 학생들에게 기증을 받
고, 학교에서는 자전거들의 거치대를 키오스크 형식으로 설치해 이를 통합 관
리한다. 학생들은 학교 어플 속 모바일 학생증이나 QR코드를 이용해 자전거
를 대여할 수 있다. 이때 책임감 부여를 위해 초기 15분은 무료, 이후 시간에
는 금액을 부과한다.
사실 자전거 공유경제 시스템은 이미 많은 국내외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파리의 ‘밸리브’, ‘서울시의 ‘따릉이’ 등 환경 보호 차원에서 여러 도시에서 자
전거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출품작은 이전 사례들과 달리 이미 있
는 자전거를 공유경제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깊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물병 소지하기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가까운 거리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자가 진단표

사진출처:News1

지난 5월 9일자 전북대학교 신문에 따르면 전주 미세먼
지 농도는 1년 내내 서울보다 높았다고 한다. 초미세먼지
농도 또한 두 달을 제외하고는 서울을 웃도는 수치를 보
였다. 이는 서울보다 비교적 적은 교통량과 사업체의 수를
고려한다면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YTN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빅데이터 조사에서
측정 방식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기오염측
정소가 전주의 유일한 공단인 팔복동 산단 바로 옆에 위
치해있는 등 도내 대기오염 측정소 15개가 대부분 공단이
나 도심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산업시설이 없어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이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데도 측
정방식의 오류 때문에 누명을 쓴 것이다.
한편, 지난해 전북에서 실시한 ‘2017 전라북도 사회조
사’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본 적이 있
다는 응답자 비율이 47.6%에 달했다. 이는 실제 전북 도
민이 체감하고 있는 피해 현황으로 측정 방식의 오류와는
관계없이 상당히 유효한 조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전북은 지난달 29일,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차량
2부제, 황사용 마스크 지원, 공기청정기 임대지원, 미세먼
지 배출 사업장 단축 권고, 소각시설 가동시간 단축, 대기
오염알림전광판 등 미세먼지에 관한 정책을 발표했다.
전주시 또한 올해부터 미세먼지 감소 대책을 시행한다.
친환경차 구매자에게 보조금 지급,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정책 등이 그 내용이다. 친환경차 보조금은 각각 전
기차 구매자에게 대당 최대 1800만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버스로 전환 시 대당 500만 원 등이 지급된다. 노
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정책은 건설기계 엔진 교체, 미
세먼지 저감 장치 부착, 380여대 조기폐차 등이 이뤄졌
다.

아래의 문항 중에서 자신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 문항에 체크해보자.
1. 나는 빗물을 받아서 화분에 물을 주는 등 물을 재활용한다.
2. 나는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한다.
3. 나는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4. 나는 쓰지 않는 휴대전화, 충전기코드는 뽑는다.
5. 나는 장 보러갈 때 장바구니를 가지고 간다.
6. 나는 에어컨보다 선풍기를 이용한다.
7. 나는 쓰레기는 태우지 않고 분리수거를 한다.
8. 나는 집에서 나무나 식물을 1가지 이상 키운다.
9. 나는 음식은 먹을 만큼 담고 잔반을 남기지 않는다.
10. 나는 이면지를 사용한다.
11.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12. 나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상품을 사용한다.
13. 나는 수도꼭지를 잘 잠근다.
14. 나는 조리 시 불을 적절히 조절해 사용한다.
15. 나는 한번 산 물건은 아껴 쓰는 습관이 있다.
16. 나는 전력 절감을 위해 냉장고 문 자주 여닫지 않는다.
17. 나는 목욕을 할 때 물을 아껴서 쓴다.
18. 나는 냉장고 음식물 가득 채우지 않는다.
19. 나는 냉장고 음식을 넣을 때 음식을 식혀서 넣는다.
20. 나는 세탁할 때에 세탁물 모아서 세탁한다.
21. 나는 에어컨 사용할 때 실내온도 26 ~ 28도에서 이용한다.
22. 나는 선풍기는 가능하면 전력 소비가 적은 미풍으로 사용한다.
23. 나는 선풍기는 2시간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24. 나는 컴퓨터 쓰지 않을 때는 꺼놓는다.
25. 나는 4층 이하는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계단을 이용한다.
26. 나는 승용차 10부제에 참여하고 있다.
27. 나는 텀블러를 이용한다.
28. 나는 일회 용기를 자주 사용한다.
29. 나는 쓰레기를 길에 버리지 않는다.
합계 동그라미 개수:

▲버려지는 비닐봉투의 양을 줄이기 위해 에코백 사용하기

▲담배연기는 디젤엔진 매연보다 10배나 유독해
대기오염을 시키는 주원인

실천 체크리스트
아래의 각 문항을 일상생활 속에서 3일간 실천해보고 체크해보자.
체크리스트를 자른 후, 작성하여서 학생회관 2층 신문 배포대 옆
수거함에 응모하시면 추첨을 통하여 총 10명에게 에코백을 드립니다.

학과
학번

◀학생회관
2층 신문배포
대 옆 수거함

이름
연락처

실천날짜
1. 재사용 가능 용기를 사용한다.
2. 텀블러를 이용한다.
3. 가까운 거리는 걸어간다.
4. 분리수거를 한다.
5. 양치할 때 컵을 이용한다.
6. 샴푸는 적당량을 사용한다.
7.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다.
8. 에어컨 온도는 적정 온도로 유지한다.
9. 세탁물은 최대한 모아서 세탁한다.
10. 장보러 갈 때 장바구니를 이용한다.
<참고> THE VENTURA MEAT COMPANY, hiphoper, 다음카페 살레시안일지회 / 네이버 메이플스토리블로그 / 다음블로그 레몬향기
다음블로그 해피팩 / 네이버블로그 땡큐베리블루팜 / 조선일보(일자) <환경이 생명입니다> 기획 기사 / 전북대학교 신문(일자) [전북 미세먼지 현황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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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적인 학과, 카리스마 넘치는 교수님
이번 호에서는 우리 대학 음악학과의 이주용 교수님과 보건관리학과의 장선일 교수님을 만나 학과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와 구체적인 현황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이주용 교수님은 곧 열리는 독주회에, 장선일 교수님은 보건 관련 연구에 매진하고 계셨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음악의 전 분야에 걸쳐 깊은 이해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음악학과 이주용 교수 인터뷰

Q. 독주회를 연 취지와 소감
매년 독주회 무대에 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올해도 이
렇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관객들과 만날 수 있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아 긴장되지만요. 많이 찾
아주시고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독주회에 대한 간략한 내용 설명
이번 독주회는 낭만파 시대(19세기)의 대표적인 두 작곡가,
쇼팽과 브람스의 작품들이 연주됩니다. 두 사람이 낭만파
라는 한 범주 안에 있지만 활동했던 장소나 시기 등이 조금
씩 다릅니다. 음악적인 색채도 많이 다르고요. 이번 독주회
를 통해 한 무대에서 각기 다른 스타일의 ‘낭만성’을 느껴보
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2018.6.12(화) 오후7:30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

Q. 독주회 곡 선정 기준
이번 독주회는 ‘예술가의 초상’이라는 부제를 정해 보았습
니다. 제임스 조이스의 자서전적 성장소설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따온 것인데 보통 각 곡들은 작곡가의 삶과 사상,
성품 등을 오롯이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 마치 한편의 자서
전이나 초상화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연주되는 쇼팽의 소나타 2번은 연인이었던 마리아 보진스
카와의 가슴 아픈 이별에 대한 아픔이 절절히 담겨있고, 브
람스 소나타 3번에서는 다이나믹하면서도 매우 장중하고
기품 있는 젊은 시절의 브람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Q. 독주회를 위해 준비한 노력
무엇보다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체력
관리도 해야 하고요. 꾸준히 서는 무
대인데도 언제나 떨리고 두렵습니다.
독주회 즈음해선 악몽도 꾸곤 합니
다. 예를 들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
태에서 꽉 찬 관중 앞에서 갑자기 연
주를 해야 하거나 연주 중에 실수를
해 쩔쩔매고 있는 순간 등이요. 꿈에서
깨면 다행이다면서 얼른 일어나 연습하
라는 뜻 인가보다 여기면서 서둘러 피아

국가와 지역사회의 보건 의료 발전을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는
Q. 보건관리학과를 소개하자면?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특성화학과로서 보건교육과 의무기록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개설된 학과입니다. 보건
교육과 의료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21세기에 보건관리학
과는 보건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보건교육사와 의무기록
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Q. 학과의 장점은?
보건관리학과는 2012년도에 설립해서 지금까지 3회 졸업생
을 배출했고, 국가자격증 및 면허증은 의무기록사, 보건교육
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병원 행정사 등 관련자격증 7개를 취
득해서 병원의 의무기록실 등으로 취업하고 있습니다. 졸업생
중에는 순천향의대, 고려대, 경희대, 조선대 등 국내 유수 대
학의 병원으로 취업했습니다. 이것이 보건관리학과의 자랑거
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Q. 교수가 되기까지의 힘든 시간
박사 학위를 받고 영국에서 1년 동안 박사 후 연구원으로, 한
국에 들어와서 3년간 국가 연구직 공무원 생활, 국내 의과대

노 앞에 앉곤 합니다.
Q. 음악학과를 소개한다면
전주대학교 음악학과는 기본적으로 클래식 음악을 공부합
니다. 세부전공으로 피아노와 관현악이 있으며 연주 능력
과 이론적 지식을 겸비한 연주자와 교육자가 되기 위해 열
심히 연습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깊은 역사와 전통
을 갖고 있어서 많은 선배들이 호남지역뿐 아니라 전국에
서 활발한 활동을 하며 학과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예술경영 분야의 CEO 배출을
목표로 예술 관련 산업의 창·취업에 관련된 프로그램과 강
의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학기
에 진행했던 JJ CK(교내특성화사업-한국의 소리를 담은
클래식음악) 사업 참여와 ‘명품창업학과선정’입니다.
Q.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
어머니가 피아노를 전공하시고 음악학원을 하셨는데 어렸
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피아니스트가 되는 꿈을 꾸
었습니다. 아버님도 수준급의 아마추어 음악가이시고 여동
생도 음악을 전공해 집안 전체적인 분위기가 음악을 공부
하는 쪽으로 흘러왔습니다.
Q. 음악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음악을 ‘정말로’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보통 처음
엔 좋아서 음악을 시작하고 전공으로 선택했다가도 매우 많
은 시간을 연습에 할애해야하고 끊임없는 경쟁을 거치면서
서서히 지치게 됩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더 이상
좋아했던 취미가 아니게 되죠. 그러다보면 처음에 느껴지
던 음악의 감동과 애정이 많이 희석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상투적인 말 같지만 초심을 잃지 말고 더 듣고 더 느끼고
더 감동하길 권합니다. 좋아해야 꾸준히 길게 공부할 수 있
는 것 같습니다.
Q. 어떤 교수로 기억 남고 싶은가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준 교수
로 기억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보건관리학과 장선일 교수 인터뷰

학에서 면역학 관련 책임 연구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연구하
는 열정을 다해서 일을 하다 보니 전주대학교 교수가 되었습
니다. 큰 어려움은 없었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달려
왔습니다. 42세쯤 경기도에 있는 대학에 처음 교수가 되었고
전주대학교는 2007년에 와서 만 11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연구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기 위
해 주말을 마다하지 않고 아토피, 알러지, 인체 관련 질환 개
선 소재 개발 연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고시를 위해
여름방학부터 시험이 있는 겨울까지 특강을 하면서 책임교
수로서의 일도 하고 있습니다.
Q. 재학중인 제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매 수업시간마다 시작하기 전에 ‘1분 멘트’를 전달하고 있
습니다. 학생들이 아직은 숲 속에서 나무만을 바라보고 있
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학업이나 진로 등에 대
해 고민하고 있을 텐데, 열정과 야망을 길러서 숲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함께 열심히 도와주는 교수들이 있기 때문에 열정
을 가지면 국가고시나 진로 등은 충분히 이뤄 내리라고 믿습
니다.

기자후기
▶이들 학과의 구체적인 현황과 특성 및 장점을 알 수 있었다. 학과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해 앞으로도 우리 신문을 통해 여러 학과 교수님들을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을 느꼈다.
이혜린 기자 (lhr8144@jj.ac.kr)
▶평소에 알아볼 기회가 없던 학과들을 알 수 있었고, 만날 기회가 없는 교수님을 만나 보게 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들 학과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면서 각 학과에 대해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송민호 기자 (immino@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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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으로 보는 세계기독교역사 이야기 20

예루살렘의 영화와 수난

▲ 현재의 예루살렘 성벽이 아름답고 견고하다.
여러 차례 파괴와 재건이 반복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예루살렘은 아브라함 시대 모리아 산이라
는 이름으로 그 지명이 드러났다. 사사시대
가 지나고 사울이 첫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

책읽는 사랑방

『구원이란 무엇인가』의 저자 김세윤은 서
울대학교, 튀빙겐대학교 등에서 수학하
였으며, 영국 맨체스터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싱가포르와 미국의 여러
대학교에서 교수직을 역임한 세계적인
신학자이다. 한국에서도 총신대학교에서
교수 및 대학원장으로 봉직한 바 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는 원래 신학대학교
교재로 기획된 책이었으나, 입소문에 의
해 15판 이상 간행되면서 전도와 평신도
교육을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저자에 의하면 ‘죄’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옳지 않은 태도”를 말한다. 내가
나에 대해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
를 더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
님께 의존·순종하지 않고 나의 지혜와
힘에 의지하여 ‘자기를 주장하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 의미에서의 죄’라
는 것이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무한한 힘, 무한한 사랑, 영원 등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아 그 자원에 의존
하여 살 수 있는 존재로서의 활로를 인간
이 스스로 끊어버린다면, 그 인간은 한
시간 후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제
한된 지혜와 무슨 일이 일어난들 그 모두
를 해결할 수 없는 제한된 힘과 이웃에

았으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등 하나
님의 세움을 받은 왕으로서 적절치 않았기
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다. 하나님은 다

시 사무엘로 하여금 다윗을 왕으로 세우도
록 하였다. 다윗은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
로 추대 되어 7여 년 간 헤브론에서 통치
하였다. 그러나 헤브론은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기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수도를 옮기기에 이
른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다윗은 당시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던 이곳 성읍을 점
령한 후 수도로 삼았다. 이 후 솔로몬에 의
해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 되었고 예루살렘
은 영광스러운 시대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기원 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
갓네살 왕에게 함락되어 그 아름답던 성
전과 함께 온 성안이 파괴되었다.
그리고 또 한 차례 예루살렘은 파괴를 당
한다. 예수가 공생애 마지막 시점에 베다니
에서 감람산 고갯마루를 넘어가다가 예루
살렘 성읍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랬던 것인데, 예
수의 말대로 예루살렘은 서기 70년 베스
파시아누스의 아들 티투스에 의해 파괴 되
었다.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과 견고한 성벽이
로마군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었고 성안에
있던 주민들은 모두 학살되는 불운을 겪는
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당시의
상황은 처참하기란 이루 말할 수 없다. 아
무튼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로마 권력에 의해서 파괴된 바 있고 이슬
람교에 점령된 후 십자군과 쟁탈전이 번복
되는 등 영욕의 역사를 간직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영화롭던 당시의 모습을 찾아보
기 어렵다. 아쉬운 대로 현재 다윗의 왕궁
과 관련된 흔적이 발견되어 발굴하고 있는
중이지만 솔로몬의 성전은 찾을 길이 없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곳으로 추
정되는 장소에 이슬람교 사원이 떡하니 버
티고 있어서 발굴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 되었으나 서쪽 성벽
일부가 남아 있다. 유대인들이 이곳을 방문
하여 성전의 복원을 위해 기도하며 울었다
고 해서 ‘통곡의 벽’이라 칭하게 되었고 지
금도 통곡의 벽에 머리를 대고 기도하는유
대인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다.
김천식 문학박사 (교회사 전공)

‘구원’의 진정한 의미
대한 극히 제한된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 지불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탄과 율법과
에 없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처럼 제한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신 것이
된 자원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는 ‘죄’의 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삯을 바로 ‘사망’이라고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인간의 내면의 힘으로 이 자원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는 특권을 가
지게 되었다. 하나님께
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 그리스도 안에 이루
인간 밖에 있고 우주 밖
신 구원은 ‘믿음’을 통해
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효력이 발생
로만 가능한 것이다.
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만일 예수께서 십자
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은혜로 이룬 구원은 믿
으로 사건이 종료되었
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
다면 예수의 죽음은 단
믿음의 요소로 저자는
지 ‘저주’에 불과했을 것
앎의 요소, 의지하는 요
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소, 순종하는 요소, 소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망하는 요소, 두려워하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
는 요소 등 다섯 가지를
의 죄를 대신 구속하는
들고 있다.
‘구원의 사건’이라는 대
믿음은 또한 그리스
역전이 가능해졌다. 예
도와
우리를 연합시킨
- 김세윤, 『구원이란 무엇인가』
수님은 십자가에서 죽
다. 그럼으로써 ‘그리스
으심으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 도가 어떤 분인가’가 곧 ‘내가 어떤 사람
를 대신 받으셨다. ‘구속(救贖)’이란 말은 인가’가 되며,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
원래 “주인에게 노예에 대한 삯을 치르고 였는가’가 ‘내가 어떤 일을 하였는가’가 된
그 노예를 사는 것”을 말한다. 이와 마찬 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으로써 므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한 몸값을 치르셨다. 죄의 에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노예가 된 우리의 대가를 예수께서 대신 되는데, 저자는 이것을 일컫어 ‘주관적 구

원사건’이라고 하였다.
‘주관적 구원사건’은 다시 의인됨, 화
해, 하나님의 아들, 새로운 피조물 등으
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저자에 의하
면 ‘진정한 의인이 되는 길’은 오직 하나
님의 은혜에 굴복하고 하나님이 이미 그
리스도 안에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화해함’은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
의 적대적 관계가 아닌, 더 이상 불화가
없고 평화로운 관계로 바뀌는 것을 말한
다. ‘하나님의 아들 됨’이란 하나님의 무
한한 자원을 나의 것으로 받아 나의 삶이
가난한 삶이 아니라 풍성함 삶이 되었음
을 의미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
원 즉 그 무한한 사랑과 그 영원한 시간
에 동참하는 신적 삶에 해당하는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이다. 또한 ‘새로운 피조물
로서의 인간’은 옛 존재와 같이 스스로를
하나님께 닫아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
나님의 원래 뜻대로 하나님께 열린 존재
로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올바
른 관계를 유지하는 인간을 가리킨다.
이처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자들은
이 세상의 도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새
로운 피조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자신
을 하나님님께 대한 순종의 제물로 바쳐
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결론에 해당한다.
김승종 교수 (한국어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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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가치

투표를 통해 민주시민의
권리를 행사하자
오는 6월 13일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
시된다. 이날 우리는 지방 행정을 담당하는 광역·
기초 자치단체장을 비롯하여 교육감과 지역의 광
역·기초의원을 뽑게 된다. 이번 선거는 지역구와
비례대표까지 총 7개의 선거를 동시에 하게 되는
데, 어떤 곳에서는 재·보궐선거도 같이 병행되므로
매우 많은 일꾼을 뽑아야 하는 선거가 아닐 수 없
다.
사전투표는 6월 8~9일이며, 본투표가 치러지는
13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읍면동
단위별로 복수로 마련된 장소에서 투표를 행사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1999년 6월 14일 이전 출
생자인 국민이다. 그러므로 올해 입학한 18학번
신입생 중에서 6월 14일 이전 출생자부터 투표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투표
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
담 등의 굵직한 이슈가 있는 데다가 현재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투표로 좌우
될 정치적인 사안이 별로 없다고 여기는 분위기라
서 그런지 몰라도 그 어느 때보다 선거에 대한 관
심이 낮은 실정이다.
하지만 다른 연령/직업층에 비해 대학생들이 유
독 매우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큰 문제
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번 선거는 기말고사를 앞
두고 있어서 대학가가 거의 선거 무풍지대로 남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타 지역에서
유학을 온 학생들의 경우에는 사전에 부재자 신고
를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투표하기가 매우 어렵
다. 또한 단순히 거주지만 옮긴 학생들의 경우에도
해당 지역의 사정에 밝지 못하므로 상대적으로 관
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번 선거에서도 매우 저조한 대학생 투표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청
년 대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싶다.
“우리, 투표를 통해 세상을 바꾸어 봅시다! 투표
를 통해 당신의 주권을 올바로 행사하시오! 그것이
민주시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지름길입니다.”
대학생들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사
안, 즉 진로, 취업, 거주, 창업지원 등의 측면에서
지자체의 행정과 정책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권
한을 지닌 사람들을 뽑는 선거가 바로 이번 선거라
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은
이번 선거를 다른 연령층이나 계층만의 관심사로
보지 말고, 바로 자신의 삶에 밀접한 관련을 맺는
사람을 뽑는 일로 바라보길 바란다. 우리 청년 대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책을 제시할 수 있
는 적임자를 뽑는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말이다.
부재자 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학생들은 가능하
면 선거일에 본인의 집에 방문해서 부모님께 인사
도 하고 투표도 할 것을 권유한다. 또한 전북 지역
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해야 마땅하다.
우리 전주대인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인의식
을 가지고 투표를 통해 당당히 자신의 주권을 행사
하는 민주시민이 되길 바란다. 이 작은 행동 하나
하나가 모여서 우리나라를, 우리의 미래를 조금이
나마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굳
게 믿는다.
신문방송국장 박기범 교수 (국어교육과)

김기정 교수
(산업디자인학과)

나는 수업 시간에 간혹 학생들에게 꿈이
무어냐고 물어본다. 이 질문은 묻는 사람
에게는 쉬운 질문이지만 답해야 하는 사람
에게는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다. 지금
잠깐 누군가 “꿈이 무엇인가요?”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지를 한 번 생각해보기 바란
다. 아마도 쉽게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답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양할 수 있다.
언젠가 생각해보았지만 결론이 나지 않아
뒤로 미뤄서라든가, 졸업 후 갖고자 하는
직업이 아닌 꿈을 물어봐서라든가, 대답한
내용을 대단치 않게 생각할까봐 주저되서
라든가 등등. 물론 ‘운이 너무나도 좋게’ 이
미 꿈이 있어 자신 있게 말하는 학생도 있
을 것이다. 운이 너무나도 좋다고 표현한
것은 일생을 두고 꾸준히 추구해야 할 소
중한 가치를 찾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
기 때문이다. 그렇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꿈이 이미 있다면 그대는 행운아라 부를
수 있다.
꿈을 묻는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학생이
난처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
나 개강해서 새로운 학생들을 만날 때면
난 여전히 학생들에게 꿈이 무어냐고 묻는
다. 아직 꿈을 찾지 못했다면 그것 또한 매
우 자연스러운 일이니 두고두고 자신의 꿈
에 대해 곱씹어보고 언젠가는 반드시 찾길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꿈은 어떤 목적지
나 도착지가 아니다. 고등학생일 때는 자
신이 원하는 좋은 대학을 가길 원한다. 만
약 원하는 대학을 갔다면 꿈을 이룬 것이
고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했다면 꿈을 이
루지 못한 것인가? 대학 졸업 후 원하는
곳에 취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꿈을 이루
지 못한 것이 되는가? 이렇듯 만약 꿈을

어떤 목적지로 생각한다면 목적지에 이르
지 못한 경우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이 되고
스스로를 실패자로 여기게 되기도 한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해도 그
것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할 뿐이다.
그렇다면 꿈을 어떤 것으로 생각해야 할
까? 대학이든 직업이든 그것은 꿈을 이루
기 위한 여러 과정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살아가면서 진정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꿈으로 설정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
면 그 가치는 꼭 자신이 원했던 대학에 들
어갔어야만 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
이며, 자신이 원하는 회사에 취업을 해야
만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다.
아주 오래전 어떤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읽
은 기억이 난다. 왜 영어공부를 하는가 하
는 물음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취업 준비
등을 위해 높은 영어 점수 획득을 목표로
하는데, 이 책의 저자는 “세계의 더 많은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얼
마나 멋진 대답인가? 전자의 공부는 다분
히 형식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특정 목적을
달성하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지는 공
부인 반면, 후자의 공부는 실질적으로 진
행될 것이며 지속성을 갖고 꾸준히 진행될
것이 아니겠는가?
사실 아직 꿈을 찾지 못한 사람이 평생
을 두고 추구해야 하는 꿈을 찾는 일은 매
우 어려울 수 있다. 꿈을 찾았다고 생각해
도 도중에 바뀌기도 하고, 이뤘다고 생각
했는데 자신이 생각한 것과 실제로 겪게
되는 일이 전혀 다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꿈을 발견하기도 하고 만
들기도 해야 한다. 보다 나은 자신의 모습
을 위해서,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이다.

[교수칼럼]

세상을 즐겁게 하는 불순물

한철민 교수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재료과학은 순수과학과 다른 공학분야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생활의 수준을 향상 시키는 학문이
다. 즉 재료공학은 넓은 분야에 걸쳐 있는
학문으로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하여 물질
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응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도와줄 뿐만이 아니라, 세상
이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도 엿볼 수 있
게 해 준 다 . 재 료 과 학 자 인 Colin
Humphreys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
다. “결정은 마치 사람과 같아서, 결함이
그들을 더욱 흥미롭게 만든다.” 이 문구는
사람 사는 방법을 통해서 재료에 대해 묘
사를 한 것이지만, 우리는 이를 반대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람 사는
사회가 흥미로워지기 위해서는 평균과는
다른 결함적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결함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정상이
아니라는 느낌을 강하게 주어 거부감을 갖
게 하는 단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
분의 결함은 그 느낌 그대로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긍정적
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금속의
경우 결함 덕분에 잘 휘어지게 되고, 반도
체의 경우 실리콘과 성질이 약간 다른 불

순물을 전체 실리콘 개수의 백만 분의 1
정도의 수준으로 첨가함으로써 전기적 성
질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으며, 이러한 성
질을 이용해 다양한 첨단 제품의 제작이
가능하게 된다. 사람의 예를 들어보자. 남
들보다 끼가 많은 일부 사람들은 예술인,
운동선수로서 세상을 즐겁게 하며, 창의력
이 뛰어난 일부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는
제품을 개발하여 생활의 질을 높이기도 한
다. 이렇게 세상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명 불순물이 되기 위해서는 선천적인 재능
이 일단 중요하겠지만, 본인이 잘할 수 있
고, 즐길 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관련된 능
력을 잘 발전시키려는 노력도 중요할 것이다.
나는 전주대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하며
전공 수업을 열심히 듣고 스펙을 쌓는 것
도 중요하지만, 초중고 학창시절을 지내올
때는 몰랐던 본인의 진짜 모습, 무엇을 좋
아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찾는 노력
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년이라
는 시간은 누군가에는 너무 길 수도, 너무
짧을 수도 있다. 취업용 스펙 쌓기에 혹은
온라인 세계에 사용하는 시간들에서 조금
씩만이라도 본인을 찾는 일에 투자 해보는
것은 어떨까?

* 지난 제879호 임미화 교수 칼럼 제목은 ‘전북혁신도시와 대학의 역할’입니다. 편집부의 실수로
잘못 기재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좋은 글 써주신 교수님께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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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5월 24일 목요아침기도회 설교 중>

유언(왕상2:1-4)

김동연 목사

(전주 영생교회 담임)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인생의 의
미는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오늘 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남겨진 이들에게 무엇을 남길지, 내
삶을 통하여 어떤 의미를 두고 갈 지에 대하여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에
게 죽음이 임박하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
서 사랑하는 아들인 솔로몬을 불러 아비가 아들
에게, 선왕이 후왕에게 자신의 인생의 온 고뇌
와 경험을 단 몇 분 동안, 몇 문장에 담아서 전
달을 하려 합니다. 성경은 다윗의 삶에 대하여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는 다윗이 헷 사람 우
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
니하였음이라”라고 증언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온 다윗이 자신의 일생을 다
해가는 시점에서 아들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
가 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온전히,

제대로, 잘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잠시 잠깐의 결단
으로는 성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결
단이 아니면 잠시의 결단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말
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
가능한 일입니다. 아주 쉽고도 편안한 방법들이
우리 앞에 널려 있습니다. 얼마든지 세상과 타
협하며, 합리화시키며 신앙생활의 모양을 지키
는 것은 곧잘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냥 다짐만
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냥 대장부가 아니라 힘써 대장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본문에서는 명령이라는 단어를 썼
을까요? 이것이 솔로몬이 일평생 삶 가운데서
반드시 기억하고 따라야 하는 생명과 번영의 제
1원리가 되기 때문에, 솔로몬 개인만을 위한 것
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사가 달린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손해
보며 살도록 내버려둘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
런데 자신의 아들에게 남기는 이 유언이 이 세
상에서 가장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내용입니
다. 다윗은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전혀 무관하
게 보이고, 어떤 논리적인 연결점도 전혀 없는
그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
과 경배를 드렸던 그 일이 이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있음을 철저
하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가장 형통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능력 있는 삶은 이 세상에서 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루어 진다는 것을 너무도 명백하게 자신의 인생
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살아가
면서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을 부귀영화를 누렸던

시절, 범죄함으로 인해 철저히 아파하며 회개했
던 시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자신의
생을 마감하면서 그의 뇌리 속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삶의 일거수일
투족 함께하셨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솔로몬의
가슴에 새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 세상
의 일과는 논리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
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이 세상의 유
일한 주인이 되신 하나님과 완전한 논리성을 갖
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부귀영화는 사
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
다는 것.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
아간다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그러한 행위
속에 이 세상의 성쇠가 달려있다는 것. 그래서
사람의 인생은 잘 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사람
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
것이 바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인 것입
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을 움
직이시는 유일한 분. 그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는 삶과
직결 되어있는 가장 논리적인 삶이 된다는 것입
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더 논리적
인 성공의 비결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
으로 복을 만들 수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러한 헛된 노력을 버리고 진정한 주권자, 진정
한 복의 근원되신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직분을 지켜 그 삶이
오직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글쓰기 클리닉 제5강

“예술 글쓰기”
침, 땀, 진땀, 젖, 똥, 오줌, 위액, 피지, 호르몬
등. 이것들은 우리 몸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분
비물이다. 이러한 분비물은 가장 먼저 우리의
오감으로 감지된다. 예술 글쓰기란 오감으로
감지되는 분비물 이면의 깊은 속내를 뼛속까
지 드러내는 글쓰기이다.
오감 더하기 육감
오감은 눈, 귀, 코, 혀, 피부로 느끼는 감각
이다. 여기에 더하여 육감은 어떤 사태의 진상
을 즉각 알아차리는 직관적 감각이다. 또 다른
의미의 육감은 성적인 느낌을 자극하는 것이
기도 하다. 이처럼 예술은 외부의 자극을 받아
들이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등 감각
기관의 경험과 직관적으로 느끼는 육감을 최
대한 정직하게 드러내는 표현 활동이다.
여러 가지 예술 활동 중 글로 표현하는 예술
을 예술 글쓰기라 한다. 예술 글쓰기의 한 예
로, ‘살 맞은 짐승처럼 꿈틀대다’, ‘표면장력으
로 팽팽한 절망의 비커를 붙들다’, ‘쓰디쓴 고
통’, ‘고통의 한 방울도 쏟지 않으려는 안간힘’,
‘미친 균형이라 부를 만한 부동의 자세’, ‘육체
의 성마른 날뜀’, ‘꼿꼿이 노려보다’, ‘맥주에 희
석된 안동소주처럼 너무도 특별하다’ 등 오감
에다가 육감까지 동원된 권여선 작가의 단편
소설 <사랑을 믿다>를 살펴보자. 작가는 실연
의 아픔을 이겨내려는 주인공의 몸부림을 오
감에 얹어 담아냄으로써 사랑에 대해 아픈 추
억을 가진 독자들의 감수성을 일깨운다.

겉으로는 살 맞은 짐승처럼 꿈틀댔지만, 그
안쪽에서는 표면장력으로 팽팽한 절망의 비커
를 붙들고 쓰디쓴 고통의 한 방울도 쏟지 않으
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녀의 내면은 어떤
위로나 이해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고 가히 미
친 균형이라 부를 만한 부동의 자세로 육체의
성마른 날뜀을 꼿꼿이 노려보고 있었다. 그런
시절을 견디자면 어쩔 수 없이 표독해지기 마
련인데 그 표독함은 이를테면 맥주에 희석된
안동소주처럼 너무도 특별하고 아름다운 표독
함이라 할 수 있었다. -권여선, 「사랑을 믿다」
‘사랑을 잃는 것이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절
망적으로 느껴질 때, 실제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든 상상으로 간접 경험을 하는 사람이
든 권여선의 글이 우리를 책 앞에 붙잡아두고
잠시 생각하게 만드는 힘은 무엇일까. 그것은
표현기술의 힘이다.
예술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의사소통의 수
준을 넘어서야 한다. 오직 자신만이 느끼는 감
각을 최대한 정직하고 정확하게 언어와 일치
하도록 하는 기술, 그 표현이 너무 적나라해서
뼛속이 들여다보인다는 착각이 들 정도가 되
어야 우리는 작가가 예민하게 느낀 감각들을
동변상련의 심정으로 공감할 수 있게 된다.
양적 시간 더하기 질적 시간
예술 글쓰기를 하려면 양적 시간 속에서 질
적 시간을 감지해야 한다. 같은 양의 물을 같
은 화력으로 가열해 보자. 1분 동안 가열한 물
과 10분 동안 가열한 물은 어떤 차이가 날까?
1분과 10분의 양적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물이 미지근하거나 아니면 뜨거운 질적 차이
가 존재한다. 아름다운 정원도 ‘세월’이라는 양
적 시간과 누군가의 ‘정성’이라는 질적 시간이

있어야 만들어진다. 마찬가지로 예술 글쓰기
또한 사건의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로
이어지는 양적 시간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사
건의 추이에 따라 감정과 정서가 달라지는 질
적 시간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다.
사랑을 잃는 것이 모든 것을 잃는 것은 아니
라는 것쯤은 나도 안다.(…중략…) 헤어지기 전
그녀가 내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괜찮지?" "괜찮네."
물론 기차처럼 긴 술집에 대한 품평이었지
만, 나는 그녀의 얘기를 듣는 동안 내가 겪고
있는 실연의 고통이 서서히 무뎌지는 것을 느
꼈다. 나는 그녀의 괜찮냐는 물음에 괜찮다는
대답을 되풀이하면서, 그녀가 자꾸 나의 안부
를 묻고 나는 그것에 괜찮다고 대답을 하는 듯
한 착각이 들었다. -권여선, 「사랑을 믿다」
‘사랑을 잃는 것이 모든 것을 잃는 것’으로 여
겨지다가 점차 실연의 고통이 무뎌져 급기야
사랑이 보잘 것 없게 되기까지 양적 시간을 넘
어서 질적 시간에 대한 통찰에 다가선 글만이
독자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
질적 시간은 기존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단절
적인 결단의 시간인 셈이다.
해가 뜨고 짐에 따라 생로병사가 이루어지
는 자연의 양적 시간(크로노스, chronos)으로
부터 선택과 결단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전
환의 질적 시간(카이로스, kairos)을 거쳐 마
침내 평온을 이루는 완성의 시간(플레루,
pleroo)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의 시간을
증언해내려는 열정이 더해지면 예술 글쓰기가
고전으로 자리매김 된다.(끝)
장미영 교수 (기초융합교육원)

'‘수정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
까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변
화의 과정’, ‘발달’에 대한 정
의를 듣는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하다. 수억 년에 걸쳐 유
인원에서 우연히 진화된 존재
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이기에
수정에서부터 신생아기, 아동
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걸쳐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
정이 오묘하고 신비할 수밖에
없음을 가르친다. 천지창조의
클라이맥스로 너를 지으신 하
나님, 복 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고 계신 하나님을 소개하자
행복 바이러스가 강의실에 퍼
진다.
▼ 모두들 행복한 표정으로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지켜주
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본다. 새롭게 희망의 불
을 지핀다. 바로 그 불이었다.
코발트빛 바다, 깎아지른 해
안절벽, 기괴한 바위, 원시림
을 가득 채운 희귀한 나무와
꽃, 절벽 위에 그림처럼 펼쳐
진 평원 죽도… 알려진 곳 보
다 아직은 알려지지 않은 비
경을 더 많이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섬, 외지인을 뺀 원
주민 7천여 명 중 70% 이상
이 주님을 영접한 축복의 땅,
교회가 두, 세 개 세워지지 않
은 마을이 한 군데도 없는 울
릉도에서 만난 희망의 불이었
다. 벌써 11년 전, 상담학과
제 1회 졸업여행. 술 한 방울
입에 대지 않고도, 마을 중심
부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진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도 3박4일을 신나고 행복하
게 지낼 수 있음을 깨닫는 순
간,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
시는 대학문화를 꽃 피우는
일에 상담학과가 앞장서겠다
고 결단했던 바로 그 희망의
불이다.
▼ 예수를 만나면서 언제부
터인가 낯선 단어로만 생각해
왔던 ‘행복’이 새로운 감동으
로 다가왔다. 언제부터인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희망’이
소중하게 되살아났다. 너무
좋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
었다. 강의실에서, 관공서에
서, 교회에서, 복지기관에서,
신문과 잡지에서 문자와 음성
언어로 외치기 시작했다. “오
늘부터 행복의 여행을 떠나십
시오. 희망의 여정을 시작하
십시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권면한다. “영원히 변
하지 않는 행복, 어떤 상황에
서도 끊어지지 않는 희망의
끈,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아멘.
장선철 교수 (상담심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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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sánh học đại học ở Hàn Quốc và Việt Nam
Năm 2017 có gần 15 ngàn du học sinh (DHS) Việt
Nam (VN) tại Hàn Quốc (HQ). Trong đó có gần 400
bạn đang học tại Đại học Jeonju. Những con số trên
đang ngày một tăng do nhiều lý do khác nhau, trong
đó ảnh hưởng mạnh mẽ nhất là làn sóng văn hóa và
đầu tư từ HQ tới VN trong những năm gần đây. Trở
thành DHS tại HQ có gì giống và khác so với trở
thành sinh viên đại học ở quê nhà? Để tìm đáp án,
tôi – một giảng viên VN được cử sang trường Jeonju
công tác – đã trò chuyện với nhiều DHS VN trong
gần 1 tháng. Kết quả cho thấy có nhiều điểm giống
và khác nhau rất thú vị.
Việc chọn ngành học ở đại học rất quan trọng vì sẽ
định hướng sự nghiệp của bất cứ ai. Ở VN, đa số
sinh viên chỉ quan tâm tới việc chọn ngành vào cuối
hoặc sau khi tốt nghiệp cấp ba. Ở các DHS cũng diễn
ra điều tương tự, thậm chí có nhiều bạn sau khi học
tiếng, chuẩn bị học chuyên ngành mới bắt đầu tìm
hiểu và chọn ngành học. Điều này dẫn tới giảm hứng
thú trong quá trình học và làm việc sau khi tốt nghiệp.
Cho tới nay chưa có trường hợp DHS bỏ học hoặc
chuyển chuyên ngành giữa chừng ở trường Jeonju.
Nguyên nhân có thể do các áp lực đến từ việc
bỏ/chuyển ngành chứ không phải do DHS hứng thú
với việc học hơn sinh viên VN.
Khó khăn đầu tiên các DHS gặp phải ở HQ là phải
học một ngôn ngữ mới, cùng lúc tiếp xúc với những
con người ở một nền văn hóa mới. Chắc chắn rất vất
vả và khó nhọc. Dù sinh viên VN thường cũng sẽ xa
gia đình khi học đại học, tuy nhiên không gặp phải
các rào cản ngôn ngữ, văn hóa. Đặc biệt nếu xét tới
gánh nặng làm thêm để thanh toán chi phí du học,
phí sinh hoạt, học phí và nỗi nhớ gia đình thì các khó
khăn của sinh viên VN hoàn toàn quá nhỏ bé so với
các DHS tại HQ.

Môi trường học tập ở trường đại học VN và HQ đều
khác rất nhiều so với cấp ba. Sinh viên VN không
phải học tiếng nên tiếp cận được ngay với các giáo
trình, tài liệu bằng tiếng Việt. Các DHS phải chịu một
số thiệt thòi do rào cản ngôn ngữ, đồng thời quỹ thời
gian bị ảnh hưởng do phải đi làm thêm. Đa số DHS
được phỏng vấn đều cho biết khó có thể nghe được
rành mạch lời giảng của các giáo sư, ngay cả khi đã
học chuyên ngành năm thứ ba.
Cơ sở vật chất của các trường đại học HQ rất tốt và
đầy đủ, giúp DHS được thực hành nhiều và thực tế,
đặc biệt là các ngành kỹ thuật, thiết kế… Thư viện
trường có diện tích rất lớn, nhiều đầu sách không
gian học tập rất tốt cho sinh viên. Chương trình đào
tạo của các trường đại học HQ hiện đại, tập trung
nâng cao tính ứng dụng thực tiễn. Đây là những điều
kiện mà ngay cả một số trường đại học tốp đầu của
VN cũng không có được.
Sau khi tốt nghiệp, các DHS có lợi thế về ngoại ngữ
và văn hóa HQ, đã được tiếp nhận chương trình học
tiên tiến và năng động hơn trong công việc. Những
đặc điểm này là ưu điểm lớn khi làm việc cho các
công ty HQ tại VN. Ngoài ra cũng có một số DSH
định hướng ở lại và làm việc tại HQ sau khi tốt
nghiệp.
Để tận dụng được các lợi thế như trên, nhiều bạn
sinh viên đã chia sẻ một số lưu ý khi sinh sống và
học tập tại HQ. Bạn Trang – DHS VN đầu tiên tại đại
học Jeonju – cho biết: “điều cần thiết nhất là phải xác
định rõ ngành mình sẽ học và tập trung cao nhất để
đạt được mục tiêu đó”. Kinh nghiệm cho thấy, nếu
xem việc du học là cơ hội tốt hơn cho sự nghiệp,
DHS cần học tiếng càng nhanh càng tốt để hòa nhập
với cuộc sống mới và thuận lợi khi học chuyên
ngành. Đồng thời chủ động tham gia các hoạt động

ngoại khóa của trường, giúp DHS giao lưu với các
sinh viên từ nhiều nước, trở nên năng động và cởi
mở hơn. Chỉ có như vậy sau khi tốt nghiệp các DHS
mới tích lũy được kinh nghiệm và có các ưu điểm
trước các nhà tuyển dụng so với sinh viên ở VN.
Các DHS VN đã rất dũng cảm khi quyết định xa gia
đình và quê hương, đến một đất nước xa xôi để học
tập.. Có thể liên tưởng các DHS với các thanh niên
trẻ Hàn Quốc sang Nhật Bản để học kỹ thuật sản
xuất ôtô 50 năm về trước, thật đáng khâm phục!!!
Hiện nay các trường đại học HQ, trong đó có trường
Jeonju, đang tăng cường hợp tác với nước ngoài,
trong đó có VN. Do vậy lượng DSH trong tương lai
sẽ tăng thêm rất nhiều. Đây là nhân tố quan trọng
thúc đẩy hợp tác giữa HQ và VN. Vì vậy cần phải có
các hành động để trợ giúp, định hướng tốt hơn nữa
cho các DHS VN tại HQ.

Giáo sư Việt Nam tại trường ĐH Jeonju
Lê Hoàng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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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U teacher training program- Student’s articles]

The Risk of Being a Campus Couple

Exercise
Do you enjoy exercise or not? If not,
you’ll be happy about a recent study
out of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If found that weekend-only
exercisers reap the same benefits as
those who work out five days a
week, and 150 minutes is enough.
Now you have reliable reason for
not exercising regularly, but I would
like to recommend to exercise two
or three times a week for about an
hour.
First, it makes you exercise as a
habit. As you exercise once a week,
it means you can enjoy rest for six
days. Can you make time for exercise when you already know a hard
time is waiting for you? Probably
the answer is no. However, when
you try exercise regularly, it will be
hard at first, but after few months,
you’ll find that exercise becomes a
part of your life and it’ll be a lifelong

habit.
Second, regular exercise relaxes
your body. For example, when you
work on a computer, your head, the
heaviest part of your body, goes
forward to see the screen, so there
is a lot of weigh on your weak neck.
It causes turtle neck syndrome accompanied by a headache, backpain,
and stiff neck muscles. Those pains
reduce your quality of life and energy. As you exercise, it relaxes
your muscle pain and then provides
a better body and mental condition.
Exercising once a week sounds
fantastic. However, you should
consider what will be gained by
regular exercise. If you’re not sure,
try to exercise twice a week. Once
you experience amazing results,
you’ll do more by yourself.
By Sunnin Park

Is he eligible for the Nobel Peace Prize?
After the summit between the two
Korean leaders and the Panmunjum
Declaration, I heard some ridiculous
news that the US president Donald
Trump had been nominated for the
Nobel Peace Prize by some House
Republicans. I couldn’t help but
laughing at the news! I think it’s
nonsense if he wins that prize
(which I doubt).
First, we were near to war only a
few months ago when Trump had
mentioned war between the USA
and North Korea. Media outlets had
covered the news about warmonger
Trump and now cover Nobel prize
winner Trump. He talks at random
regardless of world peace.
Second, he is not the dominator of

the world. The Korea-America negotiations cannot be avoided in this
global community, but he must
admit that every country has its
own right to establish its peace independently. Donald Trump is under
the illusion that he is the King of
the whole world and has the power
to control the world order.
We got a great chance to bring a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don’t want to lose
that chance just because of one
man’s heroic mentality. It is too obvious to require any argument that
it’s ridiculous to nominate Trump for
the Nobel Peace Prize.
By Mikyoung Kang

When I entered the university, I heard that
being a campus couple is not good. Especially
if I have a boyfriend who is in the same
grade and major, it has more risks. I decided
I will not be a campus couple at first, however it didn't happen as I planned. Actually
I was a campus couple. I got a boyfriend
when I was in the first year of college. We
loved each other, so I really didn't expect the
risks because of being a campus couple at
that time.
My boyfriend and I were in the same class
at school because we were the same age and
in the same department, so we had class together every day. Also, we always went
everywhere together. At first it was good for
me, but as a result I lost my friends. My
friends wanted to hang out with me and to
take a lesson together, but I couldn't. I was
worried about my boyfriend, so I couldn't
spend time with my friends. Some friends
were disappointed in me and they didn't
want me anymore. I liked both my friends
and my boyfriend, but I had to choose only
one. If I chose all of them, they would feel
uncomfortable together. At that time, it was
a big problem and risk for me.
We were together for about two and a half
years, but our love for each other cooled.

A city boy had never been on a farm before and he asked a farmer; “Mister, why
doesn’t this cow have any horns?”
The farmer looked puzzled for a moment, then began in a patient tone, “Well,
cattle can do a lot of damage with their
horns. Sometimes we keep them
trimmed down with a saw. Other times
when they are young we put a couple
drops of acid where their horns would
grow. And, there are other breeds of cattle that never grow horns. But the reason this cow doesn’t have any horns is
because, it’s a horse!” You’d think a city
boy would know the difference between
a horse and a cow but you’d also think
that a Christian would know the difference between true Christianity and what
a lot of folks THINK is Christianity.
Jesus said; “In the same way, let YOUR
light shine before others, that they may
see your good deeds and glorify your
Father in heaven.” (Matthew 5:16)

By Hyo Min Seo

The Right to Choose
I recently watched the movie, “Me before
You.” It’s a romantic movie that deals with
euthanasia. As medical technology develops our lifespan is increasing, but many
people are still suffering from chronic illnesses, so I agree with euthanasia.
We need to talk about the meaning of life.
Just because your heart beats and you can
breath, does it mean you are alive? I don’t
think so. Some people are living to breath
regardless of their will. I think that when
I can do something with will, I am truly
alive.
Patients suffer, but their families suffer

“What do YOU HAVE?”

By Scott Radford

Unfortunately, when I was a senior, I had a
relationship problem with my boyfriend. It
was an important time for me - I had to
study hard to pass the teacher employment
examination, but I couldn't concentrate on
my studies. Finally, I decided to break up
with him, although I was worried about my
feelings after breaking up with him. Actually
I had a hard time. Sometimes, I didn't want
to, but I heard about him and I met him in
class. The worst thing was that he had a
new girlfriend who was in the same major
with me and I had to see them together. It
was a terrible situation, but I think now it
was a good choice for my future.
I think love always carries many risks.
After breaking up with him I knew why
people said being a campus couple is not
good. Some people still remember my old
love and tease me about that. Nevertheless,
I think it was a good experience for me. I
know being a campus couple is the only experience that I can have when I am a college
student. Although the ending of my love was
not good, I sometimes recall those memories,
because that's my only experience of being a
campus couple and that's my first love.

Jesus was saying, shine YOUR light.
Shine with what you have, not with
what you don’t have. The question I want
to ask you is this: What do YOU HAVE?
You may not be able to sing or teach or
give a lot of money to missions - but God
isn’t looking at what you can’t do or what
you don’t have. All God wants to know is
what do you have that you’ll use for Him.
God does not ask your ability or your inability. He asks only your availability.
Peter did what he did for Jesus. Peter
sai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walk!” Did you realize that
when you and I do what we do for Jesus
that we have a promise? 1 Corinthians
15:58 “Therefore,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stand firm. Let nothing move
you. Always give yourselves fully to the
work of the Lord, because you know that
your labor in the Lord is not in vain.”
Have you ever heard of John Wooden?
He was perhaps one of the greatest basketball coaches of all time. He coached
the UCLA Bruins to more college basketball championships than any other
NCAA coach in history. One of his secrets to success was that he encouraged
his players to acknowledge assists. If one
player received a pass that allowed him
to score, Wooden wanted him to give the
other man a wink or point to him as they
moved down to the opposite end of the
court. That’s kind of what happens in
heaven when you acknowledge Jesus in
your good deeds. In Luke 12:8 Jesus
said, “I tell you, whoever publicly acknowledges me before others, the Son of

too. At first they only want to be alive, but
over time that mindset gradually disappears. They feel depressed because they
can’t do anything together. It is very difficult to hope in this situation.
We feel the joy of life while doing something, but when we cannot, we feel frustrated. Of course we should if we can
overcome it; however there are times when
it doesn’t go our way. That is when we
must choose the way of hope rather than
the way of despair. It should be your right
to die than to live a meaningless life.
By Kyung-Hwa Park

(Acts 3:1-13)

Man will also acknowledge before the
angels of God.” Isn’t that cool?
Every time you do something nice for
others and ACKNOWLEDGE Jesus,
Jesus is mentioning your name in front
of all the angels. I don’t care what you
may do of any worth on this earth - you
can’t beat the glory of Jesus mentioning
you in the courts of heaven!
Peter didn’t just do what he did FOR
Jesus… he did what he did to BRING
people TO Jesus. Someone once wrote:
“Though you cannot go back and make a
brand-new start. Anyone can start from
now and make a brand-new end.” Peter
tells us to REPENT that your sins may
be blotted out. Repentance is a major key
to salvation. Without repentance we
cannot be saved. There is one last thing
YOU HAVE. Do you know what that “one
more thing” is? The one more thing is the
Bible. Hebrews 4:12 tells us “For the
word of God is alive and active. Sharper
than any double-edged sword, it penetrates even to dividing soul and spirit,
joints and marrow; it judges the thoughts
and attitudes of the heart.” There’s
POWER in the Bible. Power to change
lives and convict souls. It’s a book that
holds the very power of God’s Word to
transform lives.
Several years ago, in London, England
the city was besieged with complaints
about London's mass transit system. It
seems that the city's buses tended to
drive right past bus stops even though
there were customers standing in line
waiting to be picked up. Asked to explain

their actions, the London Transit Authorities released the following statement: ''It is impossible for us to maintain
our schedules if we are always having to
stop and pick up passengers.'' What was
wrong with that statement? They got
their priorities confused. They thought
their job was to keep a schedule, when
in reality, their job was to pick up passengers and deliver them to their destinations.
Because they got their priorities confused, they failed to do that, for which
they were created. What did God have in
mind when He saved you?
Ephesians 2:10 tells us that when we
were saved we were ''created in Christ
Jesus to do good works that He prepared
in advance for us to do.'' In other words,
God has something in mind for you to do
when He saved you. He saved you to do
''good works.” At times we are caught up
in own schedules that we don’t slow
down enough to value people.
We have gotten consumed with everything that culture says we should value
and we do not have time to do the very
simple command that Christ gave us;
love other people. Jesus valued people
more than anything else. He valued people more than traditions, schedules, programs, status, etc. If we are truly going
to be followers of Jesus and truly be His
church, then we will have to learn to
value people like Jesus did. JJU, remember what we have!

전주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발전기금을 기부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깊은 뜻을 존중하여 대학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기관 기부자]

기타 (29건)
서울 이랜드
한국전력공사
(주)옥산
해외봉사단 일동
성남 FC
기쁨넘치는교회
길종합건축사사무소
대한축구협회
동현교회
취업지원실
목양엔지니어링
전주대총동문회
(사)아이에스
(주)라인종합건축사사무소
(주)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
글로벌아카데미
(주)와이티엔
약수터원조감자탕
풍년제과
흐름출판사
마루벌돌구이
굿윌스토어 밀알전주점
궁 한정식

1,000만원 이상 (5건)
한식조리학과 학생 일동
(대표: 김준서 학생)
축구부 후원회
정석케미칼
(주)전남드래곤즈
전주온누리교회
500만원 이상 (6건)
제주유나이티드
교수선교회
호텔경영학과 재학생 일동
대학교회
한국전기안전공사
생명보험협회

농부마트
죽이야기
스시카누
모악산 한우전문점
서해바다
행복한 도로케

(2018. 1. 1~2018. 5. 29)

100만원 이상 (15인)

[개인 기부자]
1,000만원 이상 (4인)
김택수
김경민
이시영
이하늘
500만원 이상 (4인)

기타

김종진
송우섭
한남희
유경민
이진호
최광근
김은수
이지형(학군단)
변주승
김수향
양정호
최선희
고태유 티앤제이건설(주)
송주영
조인철 장로

감천수 외 281명
나용선 외 20명
류경호 외 8명
마선봉 외 22명
박가화 외 129명
서강원 외 77명
안대현 외 302명
장규현 외 144명
차경희 외 78명
탁형관 외 1명
하민호 외 61명

(디딤교회 부설 큰숲학교 이사장)

무명
이숙경
조영민
권용석

2018년도 대학 직장예비군 기본교육훈련
 훈련일정

대

훈련일
6. 25. (월)

● 인문대학

6. 26. (화)

● 사회과학대학

6. 27. (수)

● 경영대학

전체

학 (학과)
● 사범대학

전체

● 대학원

전체

전체

7. 2. (월)
7. 3. (화)

전체(물류무역, 회계세무 제외)

● 의과학대학

6. 28. (목)

대

훈련일

전체
● 경영대학(물류무역, 회계세무)
● 공과대학(소방안전공학과)

 대상: 본교 직장예비군연대 소속이며, 예비군 1~6년차 (제외: 훈련 보류자)
 장소(날짜별 장소 확인 필수)
- 6. 25.(월)~7. 4.(수): 제35사단 105연대 3대대 예비군훈련장(김제시 용지면 부교리)
- 7. 11.(수): 제35동원지원단 3511대대 예비군훈련장(완주군 소양면 죽절리)
 훈련 시간: 1일 8시간(9:00 - 18:00) / 이월보충 훈련자는 별도 시간 확인
 훈련장 이동 방법: 학교 전세버스 이용(7. 11 배차 없음) 또는 개인별 훈련장 입소
※ 학교 출발: 훈련 당일 8:20(시간 엄수) / 스쿨버스 정류장

7. 4. (수)
7. 11. (수)

● 문화융합대학
● 문화관광대학

학 (학과)

● 전체공과대학(산업공학과)

전체

● 공과대학(기계자동차공학과,
● 공과대학

토목환경공학과)

전체(소방안전공학과, 산업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제외)

● 기계자동차공학과,

● 전체학과(동원보충대대훈련

대상자)

- 별도 통지 예정

주의사항
- 훈련당일 8:50분까지 김제대대로 입소하여야 함(9:00 이후 입소 불가)
- 복장 불량자 및 신분증 미소지자는 입소할 수 없음
- 훈련 당일 휴대폰 등 훈련과 관계없는 물품 소지 금지(회수 조치)
- 훈련통지서 배부: 개인별 이메일 확인(필히 훈련일정 확인 요함)
- 훈련일정 조정은 훈련개시 14일전(6월 11일)까지만 가능함
- 훈련연기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직장예비군연대
(220-2322, 2155, 2156)로 문의

준 비 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학생증(반드시 휴대할 것)
- 복 장: 부착물을 완전히 부착한 전투복, 전투화, 전투모, 요대, 고무링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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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방송국
홈페이지

신문방송국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