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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전주대학교 가을축제
‘We Higher(위하여)’
술 없는 축제, 이틀로 기간 줄어 아쉬움

공연이 진행되어, 첫날 축제 분위기를 고
조시켰다.
이후 시간에는 학생들이 직접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인 ‘프로
듀스JJ’, ‘PERF. JJ CONTEST’가 있
었는데, 학생들이 축제를 즐기며 스트레
스를 해소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으
로 꾸며졌다.
첫째 날에는 초대가수 2인조 밴드 ‘마
인드유’와 발라드 가수 허각의 축하공연
으로 축제의 흥을 더했다.
한편 이번 축제는 예년과 달리 ‘술없는
축제’로 진행되었으며, 일각에서는 술을
판매하지 않아 주류의 공급이 어려워지

그 날을 기다리며...

고, 축제의 기간이 이틀로 줄어드는 등
작년 축제와 대비되는 축제 환경에 아쉬
워했다.
관광경영 18학번 이정은 학생은 “신입
생인데 축제를 처음 참여해봐서 너무 즐
거워요.”라고 소감을 말했고, 간호학과
17학번 박창현 학생은 “작년 축제에 비
해 발라드 가수만 와서 아쉬워요.”라고
하면서 술없는 축제에 대해서는 “저는 술
을 못해서 괜찮은데, 다른 친구들은 많
이 아쉬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3면에서 계속
진다은 기자 (wlsekdms1@jj.ac.k)
황기하 기자 (rlgk0421@jj.ac.kr)

이 윤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동문)

▲ 8,9면 ‘공강을 채우는 공간’ 전주대 쉼터 소개, 평화관앞 벤치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하나되도록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전주대를 사랑해주시고, 높이 세워주시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통일을 완성해나가는 세대

3년간 평균 6.1대 1 기록해
간호학과 21.27대 1로 가장 높아
우리 대학은 2019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에서 2,326명 모집에 13,747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5.91 대 1을 기록했다.
2016학년도에는 6.85, 2017학년도에
5.71, 2018학년도에는 5.94 대 1을 기
록하는 등 최근 3년간 평균 6.1 대 1을 상
회하고 있다. 전형유형별로는 실기위주전형
(일반학생전형)이 8.77 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학생부교과전형(농어촌학
생전형) 8.22 대 1, 학생부교과전형(특성
화고교졸업자전형) 8.16 대 1, 학생부교과
전형(일반학생)에서 6.09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학과별로는 학생부종합전형 일반학생전형
에서 간호학과가 21.27 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로 접수를 마감했고, 이어서 같은 전
형 물리치료학과가 18.88, 학생부교과전
형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전기전자공학과
가 14.5 순으로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발라드 가수 초청으로 가을 감성 짙은 축제 분위기 연출

지난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전주대
노천극장과 그 일대에서 ‘2018년 전주
대학교 가을 축제’가 개최되었다.
‘We higher’라는 주제로 진행된 전주
대 가을 축제는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간다.’라는 의미와 함께, 소리 나는 대로
‘위하여’였다. 축제 첫날 첫 순서에서는
산악부 40주년 공로패 수여와 대한관광
공사에 감사패가 수여됐다. 이어진 개회
식에서는 이성국 총학생회장이 개회사와
함께, 이호인 총장의 격려사와 임정엽 총
동문회장의 축사도 있었다. 이성국 총학
생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축제는
첫 번째 퍼포먼스로 태권도학과의 힘찬

전주대 2019 신입생
수시 경쟁률 5.91 대 1

깊어가는 아름다운 가을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신입생을 준비하는 이 가을,
좋은 학생들을 기다리는 전주대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각 학과마다 준비된
좋은 학생들이 들어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며,
각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가들로 양성되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2021년의 대학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앞으로 전주대학교가
호남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준비된 학교가 되게 하소서.
이호인 총장님을 비롯한 각 부처들을 담당하는
처장, 단장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소서.
사랑과 협력의 리더십, 포용력과 추진력을
갖춘 행정이 되게 하소서.
각 단대를 축복합니다.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인문대,
사회 공동체에 정의를 구축하는 사회과학대,
조직의 선한 목적과 공정한 관리를 추구하는 경영대,

공동체에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과학대,
기술의 혁신과 운용으로 발전을 책임지는 공과대,
한 사회의 종합적인 문화를 설계하는 문화융합대,
사람들의 여가에 최고의 만족을 제공하는 문화관광대,
다음 세대를 교육으로 세우는 사범대가 되게 하소서.
모든 전주대 학생들에게 집중력과 지혜,
분별력과 탁월함을 주셔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학생들이 되게 하소서.
또한 전주대에 속한 모든 가정을 축복하시고,
2018년을 마무리하는 이 계절에
각 가정마다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장순 교수 (경배와찬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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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경영학과,
대학생 관광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수상
전북지역 관광지에 ‘응답하라’, 시간여행 테마를 입혀 새로운 여행 스타일 제안

LINC+사업단 주송 단장
중소기업중앙회장 표창 수상
LINC+사업단장인 주송 교수가
지난 19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
소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중
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표창을
수상했다.
주 교 수 는 2017년 전 주 대
LINC+사업단 단장으로 임명된
후 전라북도 전략산업과 사회의 수
요에 맞춰 지역 산업과 대학의 협
력 기반을 구축하고 대학에서 산학
협력 친화형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
특히, 주 교수는 2018년부터 기
업지원 사업을 중소벤처기업에 집
중하기로 결정하고, 전라북도 중소
벤처기업와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
트워크와 전문 교육시스템을 구축
하여 전북지역 중소벤처기업이 성
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했다.
LINC+사업단 주송 단장은 “이

번 수상 계기로 중소벤처기업의 발
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중소벤처기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해외에 진출할 수 있
도록 교두보 역할도 적극적으로 수
행하겠다.”라고 수상 소감과 앞으
로의 각오를 밝혔다.
한편, LINC+사업단은 중소벤처
협회 전북지회와 함께 전북중소벤
처리더스포럼을 발족하고 중소벤
처리더스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지
역의 중소벤처 CEO와 유관기관
기관장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리더로서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설
하여 운영 중이다. 내달에는 유럽
22개국 한인무역상을 초청하여 전
북 중소벤처기업의 유럽 진출을 모
색하는 기회도 가질 계획이다.

금융보험학과
공모전 수상으로 홍콩연수

우리 대학 관광경영학과 학생
팀이 전북지역 관광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염승훈, 최인서, 정아현, 양희
정 으 로 구 성 된 ‘응 답 하 라
5,000만’팀(이하 응답하라팀)
은 지난 9월 15일 군산베스트
웨스턴 호텔에서 열린 학술대
회에서 새로운 여행스타일을
제안하면서 대상에 선발된 것
이다.
이날 한국관광산업학회 주관
2018 추계 국제학술대회에서
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
지고 대학생 관광아이디어 공
모전을 연 것이다.
응답하라팀은 전주·군산·

부안·고창의 시간 여행코스를
발굴하고 ‘응답하라 버스 및 회
수권’을 제안하여 관람객의 이
동 편의향상을 도모했다. 특
히, 외국인, 연인, 가족으로 타
겟층을 세분화하여 여행코스를
제시하고, 관광환경 개선 및
인력양성, 홍보마케팅 부분에
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는 점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응답하라팀 염승훈 학생(관광
경영학과 3학년)은 “평소에 전
북지역 관광산업에 대해 관심
이 많았다”며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우리 전북의 관광활성
화 방안에 대해서 심도 깊게
연구하고 다른 학교 학생들과

도 교류할 수 있게 되어서 정
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
고 말했다.
그 밖에 관광경영학과 권주
영, 유상혁, 장가은, 문희정 학
생팀도 ‘천년의 비상 전북형
DMO’라는 주제로 관광분야의
공공·민간부문을 포괄하는 기
구 신설을 제안하여 장려상을
받았다.
공모전에 참가한 학생들은
“수상의 여부를 떠나서 전공에
서 배운 지식을 실무에 적용시
켜 보고 그 결과를 피드백 받
는 귀중한 기회였다”며, “앞으
로도 다양한 도전을 통해서 더
많은 실무지식과 경험을 쌓고
싶다.”라고 말했다.

전주대, 일본 5개 대학과 유교문화 역사 학술교류
리츠메이칸 대학 인샤오싱 전문연구원 초청강연
일본 국립 와카야마대학 외 4명의 교수 참석해

금융보험학과 정우진과
백인성학생이 ‘DB 금융제
안 공모전’에 입상하여 홍
콩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
왔다.
‘DB 금융제안 공모전’은
전국 대학(원)생들을 대상
으로 금융관련 분야의 창
의적이고 실용적인 제안
을 받아 장학금과 해외연
수 기회를 제공하는 학술
연구지원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DB김준기
문화재단’이 주최하며, DB손해
보 험 과 DB금 융 네 트 워 크 ,
CFA(공인재무분석사) 한국협
회가 후원하고 있다. 이번 입상
자에게는 DB그룹 입사 시 서
류전형 면제혜택도 주어진다.
또한 금융보험학과 14학번
차다은이 ‘종합자산관리사 자
격 ’을 , 16 학 번 손 민 국 은

2학기 대체보강일
우리 대학 보강주간은 공휴일에 해
당되는 수업을 보강할 수 있도록 지
정된 주간이다. 이 날짜에는 지정된
보강수업 또는 승인된 보강수업 이
외의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다. 단,
개천절 대체보강일은 별도로 지정
구

우리 대학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단장 변주승 교수)
은 지난 9월 12일 일본 리츠메
이칸(立命館)대학의 인샤오싱(殷
暁星) 전문연구원을 초청해 국
외전문가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에서는 ‘일본에서 향
약이론의 수용과 변용–근세에서
근대로’라는 주제으로 한지산업
관에서 열렸다.
인샤오싱 연구원은 강연에서
「여씨향약(呂氏鄕約)」으로 대표
되는 향약이론이 일본에 어떻게
받아들여졌고, 이후 근세와 근
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민중생활

에 적용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강의했다.
강연 이후에는 전주대와 일본
유교문화 연구자들이 논문발표
와 토론을 진행하면서 한·일
유교문화 학술교류를 진행했다.
일본에서는 후지모토 세이지로
(국립 와카야마대학 명예교수),
사와야마 미카코(국립 오카야마
대학 연구원), 오스기 유카(다이
토분카대학 교수), 가나즈 히데
미(리츠메이칸대학 교수) 등이
참여했다.
우리 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는 이번 학술교류를 계기로 앞

으로도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및
일본 역사관련 연구자들과 지속
적으로 학술교류를 진행할 계획
이다.
한편 2011년에 설립한 한국
고전학연구소는 한국고전번역원
의 권역별 거점연구소 협동번역
사업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
국학 기초자료 사업 등의 연구
를 진행해왔다. 또한 2018년
5월 1일에는 2018년도 인문한
국플러스(HK+) 지원사업에 선
정되어 ‘유교문화의 탈영토화,
공존의 인간학과 미래 공동체’라
는 아젠다를 연구하고 있다.

‘AKLU 자격’을 취득하였다.
종합자산관리사는 생명보험협
회와 손해보험협회 공동주관하
여 실시하는 자격시험이며,
AKLU는 생명보험협회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으로서 이들
시험에 합격하면 취업할 때 회
사에 따라 가산점이 주어질 수
있다.

분

대체보강일

9.24.(월) 추석

10.29.(월)

9.25.(화) 추석연휴

10.30.(화)

9.26.(수) 추석대체공휴일
10.3.(수) 개천절

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학기 중 대
체보강일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되며, 보강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학과 사무실과 학사지
원실에 연락하면 된다.
지 정 사 유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학점 당 매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 교육부가 감사 등을 통하여 수업일수가
부족함에도(1학점 당 15시간 이상)
학점을 부여할 경우 이를 취소 조치하고
있으며,
학기 내 자율 선택
10.31.(수)

10.9.(화) 한글날

11.1.(목)

11.23.(금)
학생부종합일반학생전형
면접고사

11.2.(금)

- 국경일, 개교기념일, 기타 다른 규정에
의거 공휴일로 운영되는 수업일에
대해서는 대체보강일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강일을 지정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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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이틀간의 축제 성황리에 마무리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영화 감상문

술없는 축제, 학과 주막 대신 음주부스,
이튿날 음원 강자 ‘다비치’ 공연으로 절정

▲ 공연 관람을 즐기는 학우들
▷ 1면에서 계속
19일 축제 둘째날의 시작은 우리 대학 백마
응원단의 응원 퍼포먼스로 출발했다.
우리 대학 백마응원단의 공연은 졸업한 선
배들과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부원들의 합동 공
연으로 펼쳐졌다.
재학생들의 노래 실력을 겨루는 가요제 ‘프
로듀스JJ’는 10명의 참가자들의 치열한 경쟁
끝에 ‘열애중’을 부른 ‘라코스테남’의 정현수(건
축학과 5학년)학우가 우승을 차지해 15만원
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가요제는 예년과 달
리 현장에서 관객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여
우승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해 축제 참여
도를 높였다. 마지막 순서로는 전날 마인드유,
허각에 이어 초대가수 버블사운드와 다비치
가 초대되어 축제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
음원 강자 다비치가 공연할 때에는 노천극장
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축제의 열기가 절정
으로 치달았다.

노천극장 주변의 푸드트럭, 포토존, 스크린
야구 체험 등은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또 평소에 보기 힘든 20여 가지의 아이템을
준비한 다양한 플리마켓은 학생들의 이목을
끌기 충분했다. 특히 슬라임과 의류마켓은 많
은 인기를 얻었다.
총학생회 이성국 회장은 “전주대 학생들이
학업, 취업, 아르바이트 등으로 바쁜 일상 속
에서 잠시마나 대학생활의 낭만과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축제에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바로
학과별 주막을 폐지한 ‘술 없는 축제’라는 점
이었다. 그러나 꼭 필요하다면 학생들이 스스
로 주류를 구입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음주
부스를 따로 마련했다. 축제 기간이 이틀로 줄
었지만 다행히 학우들의 참여와 열기는 이전
그대로였다.
송민호(immino@jj.ac.kr)

개성공단, 우리가 모르는 진짜 이야기
지난 9월 14일 전
북대 학술문화회관
에서 김진향 위원장
의 ‘대학생과 함께하
는 개성공단 이야기’
라는 강연을 했다.
최근 호전되고 있
는 남북관계 속에서
우리 대학생은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답을 찾고자 전주대신문사에서는 이곳
에 직접 취재를 다녀왔다. 본격적인 강
연에 앞서 김진향 위원장은 70년 동안
지속된 적대적인 분단체제는 많은 왜곡
과 거짓을 낳아서, 대부분의 국민이 남
북관계나 통일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다고 했다. 이하 강연을 정리해
본다.
개성공단은 핵미사일 자금줄이 아니다!
김진향 위원장은 “우리 대부분은 북한
의 개성공단을 북한의 외화벌이, 남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김진향 위원장
“북한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왜곡돼 있다.”
‘북맹’을 탈출해야

의 퍼주기,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줄이
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거짓이며 북한
당사자도 개성공단을 자신의 체제를 뒷
받침해주는 경제적 이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6.15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해 개성공단
의 땅값으로 인근 주둔했던 6만의 군
부대들을 철수시켰고, 시설 철거 비용
으로 1㎡당 1달러밖에 받지 않았다.
2004년 기준 북한 노동자의 1달 월
급은 64,000원 이였는데, 그 후 3년
간 자진해서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시켰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의 3가지 의의
첫째는 남북 간의 상호존중, 화해, 협
력, 공존, 공영이라는 평화적 의의이

이 영화는 1970년대 우리나라의 노동 현
실을 보여준다. 영화는 흑백과 컬러 영상
을 교차함으로써 1960년대 초반부터
1970년대 전태일이 살아있었던 영상과
1975년 전태일의 실체를 잡기 위해 애쓰
는 김영수에 몰입하게 해준다. 여기서 실
제했던 인물 전태일은 재단공장에서 일하
는 22살의 청년이다. 환풍기조차 없는 좁
은 공장에서 폐병 걸린 한 소녀가 피를 토
하고 쫓겨난다. 하지만 공장에서는 그 소
녀를 신경 쓰지도, 무엇 하나 챙겨주는 것
도 없었다. 또한 하루 16시간 일하는 것도
모자라 나흘 밤을 새워 일하고, 잠이 오면
주사를 맞아 가며 공장의 기계처럼 일을
한다. 그러던 중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게 되고, 그런 공장의 불법적이고
비인간적인 노동현실을 알리고자 노동청
에 불법 노동 사례를 알리며 선처를 부탁
하지만 무시당한다. 전태일은 이러한 노동
현실을 세상에 알리고자 포기하지 않고 근
로시간 단축, 여성 생리휴가 보장, 환풍기
설치 등 개선사항을 다시 제시하지만 계란
으로 바위치기인 셈이었다. 결국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내 죽음을 헛되
게 하지 말라’라는 외침과 함께 근로기준
법 책을 불태우며 분신자살을 하게 된다.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현재 우리의 노
동현실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나는 현재
골프존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
는데, 만약 이 영화처럼 이곳에서 최저시

제3회 전주대학교 족구대회
[본선] 2018.10.10(수) 18:00
[결승] 2018.10.11(목) 18:00
◆장소 : 학생회관 뒤 족구장
◆참가대상 : 전주대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
◆모집기간 :
2018.09.29(토)00시 ~
10.08(월) 00시
◆팀당 참가비 : 30,000원
◆상금 : 미정
◆신청 방법:
문자접수(010-9400-1699)

다. 둘째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고
조 시 완충장치라는 안보적 의의이다.
셋째는 다름과 차이를 해소하고, 매일
평화와 통일의 사례를 발현하는 것이
다. 북한의 개성공단은 그저 단순한 돈
벌이가 아닌, 남과 북의 진정한 평화,
안보, 미래 통일의 상징이다. 그러므로
평화로운 남북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 2008년 이후 시작되었던 가짜뉴
스, 오보, 왜곡된 사실로부터 비롯된
‘북맹’을 타파해야 한다.
‘북맹’을 탈출하자
기자는 이 강연을 들으며, 우리 대학생
들도 ‘북맹’을 벗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
게 됐다.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세차
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지금 한반도는
점점 평화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새
시대의 주역인 우리가 눈을 가리고 귀
를 막고 있다면 평화로운 세상은 오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북맹’을 타파하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급, 주휴수당 등을
주지 않는다면 나
는 어떻게 대응했
을까? 전태일 열
사처럼 자기를 희
생하면서 정당한
요구를 떳떳하게
외칠 수 있었을
까? 영화에서 제
일 기억에 남는 대
유서진
사는 “올해와 같은
(재활학과
4학년)
내년을 남기지 않
기 위해 결단코 투
쟁을 해야겠다”라는 주인공의 다짐이었다.
영화를 보는 내내, 그리고 마음에 남는 대
사들을 곱씹어 생각할 때마다 전태일 열사
와 같은 노동운동가들이 있었기에 지금 현
재의 노동환경이 갖춰어진 것에 감사하였
다. 나라면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 같다
는 생각에 조금은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다.
전태일 열사가 희생된 지 수십 년의 세
월이 흘렀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 주위에
는 불법적인 노동환경 속에서 신음하는 사
람들이 있다. 이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더 좋은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
두 공동체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는 어떤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으며, 부당
한 대우와 갑질 문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 한번쯤 진지하게 생각
해 봤으면 좋겠다.

타인을 위한
가족을 위해
된장을 만들게 되었대
멋있다 그치?

응, 맞아.

내가 전공하는 분야가
남을 돕는데 쓰인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게다가 그분야가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진짜 최고일거야!!

그러고보니
이를 두고 이태리의 시인
알레산드로 만초니는
이런 말을 남겼지...

무슨 말?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일을 하자.
그리고 당신은
기쁨으로 당신을 채울 사람들과
자주 만나게 될 것이다.

으..느끼해

황기하 기자(rlgk0421@jj.ac.kr)

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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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 전북지역 19개 교회와 가족교회 협약
전주대(총장 이호인)는 19일 전주대 대학본
관에서 군산우리교회 등 전북지역 19개 교회
와 가족교회 협약을 체결했다. 전주대는 지난
달 27일, 59개 가족교회와 협약을 맺은 데
이어 총 78개 지역교회와 가족교회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남전주교회 오성택 담임목
사, 군산우리교회 이성률 목사, 삼덕교회 김
윤배 목사 등 19개 교회 목회자 및 관계자가
참석하여 진행되었으며, 특히 전주대발전목회
자협의회(이하 전발협) 소속 교회가 주축이
되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전주대와 가족교회는 양해각서에 따라 함께
▲ 캠퍼스 선교 및 캠퍼스 동아리 활성화와
각종 신앙 세미나 참석 ▲ 연 1회 이상 전주
대를 위한 헌신예배 ▲ 선교 결과에 대한 공
유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추진
하게 된다.
진실교회 임홍길 담임목사는 “함께 서명한
협약서 상의 글로 된 약속에 그치는 것이 아
니라 실질적인 행동을 이행하면서 전주대와
지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협약 이후에는 가족교회가 발전기금
2,000만원을 전주대에 기부하는 행사도 가
졌다. 이날 기부된 발전기금은 전주대 학생들

2018학년도 2학기
교직원개강예배
지난 9월 12일(수) 오전11시 대학교
회에서 2018학년도 2학기 교직원 개
강예배가 진행 되었다. 먼저 경배와 찬
양으로 예배가 시작되었고 특별순서로
승재연, 윤보영, 이찬미의 특송이 있었
다. 또한 희년교회 담임 강순흥 목사
가 ‘명품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시편18:1-6절 본문을 가지
고 말씀을 전했다. 강순흥 목사는 설
교에서 “명품신앙인으로 사랑하며 삽
시다. 세상의 가치에 집착하지 않고,
삶의 걸림돌을 만날 때 기도로 승리하
기를 기도합니다.”라고 전했다.
이 후에는 일대일 제자양육 수료식이
진행되었다. 수료자는 오상남 교수(양
육자:이재운 교수), 최영준 교수(양육
자:김준영 교수)이다.

김하선 기자 (haseon6317@jj.ac.kr)

지난달 이어 총 78개 교회가 가족교회 맺어, ‘캠퍼스 선교 복음’ 추진

의 장학금과 채플 활동 지원 등 선교 후원금
으로 쓰일 예정이다.
전주대 이호인 총장은 “우리 대학 채플을 통

해 많은 학생들이 기독교 세계관이 확립되어
좋은 성품으로 변화되고, 지역교회에 정착하
는 등 캠퍼스 선교가 활성화되는 것은 지역교

선교지원처, 유적지 답사 프로그램 팀별 지원해
“명품신앙인으로 삶의 걸림돌을 극복하기를”
외국인 선교사의 삶과 사역 경험

<신청안내>

우리 대학 선교지원처 선교지원실에서 선교유적지 답사 프로그램
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초기 한국교회를 세운 외국인 선교
사들의 사역과 삶을 답사한다. 이 시간을 통해 당시 서양배척과
종교탄압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땅에 교회를 세우고 물심양
면으로 지원했던 외국인 선교사들의 사역을 통해 그들의 소명감
을 본받게 한다. 또한 기독교적 인성과 올바른 가치관과 섬김의
리더십, 영성 향상 및 학생들의 소그룹 형성을 통한 자발적인 참
여로 기독교 선교유적지 답사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자발성, 주도성, 기획력 향상 등 학생 성취감을 극대화에 목
적을 두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문의는 선교지원
실 063-220-3749로 하면 된다.

■지원대상 : 전주대학교 재학생 중 선교유적지 답사를 희망하는 학생
■선발팀 : 8개팀(국내 6팀, 국외 2팀) 단, 국외 지원자가 없을 경우 전체 국내로 진행
■팀 구성 방법 및 지원금
※ 국내 : 1팀당 구성인원_10명 이상/ 1팀당 지원금_200만원
※ 국외 : 1팀당 구성인원_6명 이상/ 1팀당 지원금_400만원
※ 의무사항 : 임장 지도자(교수 또는 직원) 1명 포함
■답사 시행 : 2018년 12월말까지
■신청 접수 : 2018. 10. 11.(목) 18:00까지
■결과보고서 제출 : 2018. 1. 11.(금)
■선발 방법
※ 선교유적지 답사 계획서 제출을 통한 공모 신청서 제출
※ 서류 및 면접 전형을 통한 선발 심사

세계를 위한 기도

♥교직원 예배 안내♥
■일시: 10월 10일(수), 11:00 대학교회
■설교: 장덕순 목사(이리신광교회 담임)

♥목요아침 기도회♥
일시

10월 04일(목)
10월 11일(목)
10월 18일(목)

설교자

김영주 목사
김영주 목사
김석호 목사

출처 : 기도24365

중국 4000여 개 교회, 십자가 철거
중국의 종교 탄압 소식이 하루걸러 한 번씩
나올 정도로 극에 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중국 허난(河南)성은 성내 교회 4천여 곳의
십자가가 무더기로 철거될 정도로 그 심각
성을 더하고 있다. 이들 교회가 겪는 종교 탄
압의 실상은 알려진 것보다 더욱 처참했다.
“이곳 교회들은 모두 심각한 공격을 당했습
니다. 정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
든 기관을 동원했기 때문입니다.” 한 중국인
목사가 중국 중부 허난성의 교회들이 겪는
핍박을 편지로 고발했다. 한국 '순교자의 소
리'(에릭 폴리·폴리 현숙 공동대표, VOA)
가 공개한 이 편지에는 허난성 기독교인들
이 탄압받고 있는 실상이 고스란히 담겼다.

회의 섬김 덕분이다.”라며, “앞으로도 함께 동
역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아름다운 공동
체를 세워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중국 ‘종교 통제’ 강화
목사 연행되고, 집기 압수당해
최근 이 지역 교회들을 방문한 선셴성 목사
는 “성(省), 도시, 마을 단위에서 동원된 공
안과 무장한 경찰부대, 고위 관리부터 하위
관리까지 모든 공권력이 교회를 협박하고 있
다”며 “기독교인을 구금하고 예배당을 허물
며 교회 입구를 봉쇄하는 일도 자행되고 있
다”고 실상을 알렸다. 실제로 당국 언론매체
인 홍콩 명보에 따르면, 허난성 난양(南陽),
융청(永城) 등 성 곳곳의 교회에서는 수십여
명의 사법 집행 요원들이 들이닥쳐 십자가

를 철거하고, 예배당 집기를 모두 압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교회 목사나 소식을 듣
고 달려온 성도들이 항의할 때에는 경찰이
이들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연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선셴성 목사는 “그들이
하는 일은 전적으로 법에 어긋난 것이며 부
당하고 비이성적”이라며 “그들은 정의롭고
도덕적인 원칙에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
다”고 강력히 지적했다.지난 2월 종교 사무
조례가 시행된 이후, 그전까지 그나마 부흥
해 오던 미등록교회들도 큰 타격을 입고 있
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화혁명’에서 벌
어졌던 일들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허난성 당국이 이 교회들을 겨냥해 폐
쇄하고, 강제로 중국 국기를 게양하도록 강
압하고 있다”면서 “마오쩌둥과 시진핑 사진
도 걸게 한다. 때로는 기독교인들이 구금당
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허난
성의 기독교인 수는 중국 인구의 5%인 약

500만
명에 이른
다. 중국
내에서 비
교적 교세
가 큰 곳
에 해당한
다. 이에
중국 정부
는 ‘종교의 중국화’를 목표로 종교 통제란 강
경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출
처: 데일리굿뉴스).전능하신 하나님, 목회자
와 성도들을 믿음으로 지켜주옵소서. 지금
핍박 받는 중국 교회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이 땅의 교회가 복음과 기도로 무장하여 이
환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국가
주석의 마음을 만지시사, 기독교 탄압이 멈
춰지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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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학 시리즈Ⅰ.

찰스 다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종이나 가장
똑똑한 종이 아니라, 변화에 잘 적응하는 종이다.” 저는 그의 이 말이 앞으
로 미래를 살아가는 데에 매우 중요한 지혜라고 봐요. 그래서 진로와 관련
된 미래 트렌드의 핵심은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이런 것보다도 길어진 수
명과 그에 따라 늦어지는 은퇴 연령, 그리고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의 적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변화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면 먼저 자신의 편안한 세계에서 벗어나 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가장 확
실한 방법은 만나는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만나는 사람을 바
꾸기 어렵다면 가상의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가상의
사람과의 만남이란 유튜브로 강연들을 찾아보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하는
건데요, 항상 보아왔던 인간 관계에서 벗어나 강연 청취와 독서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다보면 강연자와 작가의 생각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의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지만 미래 트렌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늘 제가 강연에서
강조하는 것은 트렌드는 ‘따라가는 것’보다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
니다. 먼저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찾은 다음에 그 목표를 실현하는
데에 필요한 트렌드가 있다면 ‘이용’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만
약 요리사가 되는 것이 나의 미래라는 생각이 확고히 든다면, 그 다음부터

Q3.미래 트렌드에 맞게 대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먼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무엇
까지 해봤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짬 날 때 ‘앞으로 뭐하지...?’라고
만 생각하다가 끝내는 것 같거든요. 제가 32살이 되었을 때 문득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파악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
었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
것이 A4로 88쪽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
싫어하는 것, 어린 시절의 특징들과 내가 정의하는 성공, 인간관계 등을
정리해보니 그제서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분석을 글로 정리하는 법부터, 여행을 가는 법, 다
른 사람과 토론 모임을 갖는 것 등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만, 그 중 가장
핵심은 내가 나에 대해 파악하고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정도는 했다’
가 아니라 ‘이정도까지 해봤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대충 생
각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한다면 그건 그냥 게으른 것
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어요.

Q2.자기 자신을 잘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광복 이후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자기 적성과 가치관
을 몰랐을 겁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만 하다가 대학교에 와서 또 학과 공
부만 하고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니 다양한 경험을 해볼 기회 자
체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생각할 수 있는 진로가 회사원, 공무원,
교사, 요리사처럼 뻔한 것들이 되는 겁니다.

Q1.자신의 적성과 가치관을 모른 채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황준원 대표가 말하는 ‘미래 트렌드와 자아 찾기’
“자기분석 없이 미래 트렌드를 쫓는 것은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최근의 취업난은 한국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에 일
자리 수가 대략 2천 가지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난이 심각한 이유는
고학력, 고스펙인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다들 사회인식상 ‘좋은 직장’이라
는 틀 안에서만 구직하려는 현상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학생들
이 최고로 선호하는 직업은 공무원과 공기업 취업이다. 안정적이고 편하
다는 이유 때문인데, 미래는 예측할 수도 없이 계속해서 발 빠르게 변화
한다.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상관없이 막연히 공무원과 공기업 취업을
평생직장으로 꿈꾸는 것은 다가오는 미래에 오히려 위험한 선택일지도
모른다. 이에 우리 신문은 3회에 걸친 기획기사를 통해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미래를 분석하여 자신에게 맞는 직장을 찾는 데 필요한 정보를
다루려고 한다. 이번 호에서는 우선 미래 트렌드는 어떻고, 진로를 어떻
게 결정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 미래캐스터인 황준원(미래채널 MyF)
대표와 인터뷰하였다.

출처 : 서울일자리센터

앞으로 1인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장사하고자 하는 지역의 고령화
상황은 어떤지,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은 어떤 것들인지 찾아보고
하나씩 적용해 보는 것이죠. 만약 이렇게 이용하지 않고 트렌드를 따라만
간다면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상을 헐떡헐떡 따라만 가다가 지쳐버릴 것 같
아요. 결국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는 상태에서의
미래 트렌드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흔드는 바람이 될 뿐
입니다.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Q4.미래캐스터라는 직업은 전망이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향후 행보는 어떻게 되나요?

나의 현재 욕구와 사회적 욕구를 늘 파악한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유효하다면 계속 진행하는 것이고 이제는 변화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역할을 바꾸든지 또는 새로운 직업을 가져야겠죠. 어차피 세상도 빠르게
바뀌고 나의 성향도 바뀌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일을 평생 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저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억지로 시켜서 하는 일
도 아니고 제가 만든 직업이니 언제든 이 일을 관둘 수가 있죠. 저는 미래
의 인재란 지금 명문대학에 다니고 대기업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100세 인생 동안 늘 자신과 세상을 파악하고 변할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앞으로는 미래 소식을 일기예보 기상캐스터처럼 쉽게 전
한다는 ‘미래캐스터’라는 일을 슬슬 접게 될겁니다. 전달자만 하며 인생을
끝낼 수는 없으니 앞으로는 직접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려
고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바라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새로 창직
할 수도, 창업을 할 수도 혹은 작가가 될 수도 있겠죠.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인생은 길잖아요? 천천히 하나씩 해나간다면 제 평생동안 정말 다
양한 직업을 갖고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앞으로 우리 모두는 100세 시대를 살게 될 것이다. 정년퇴직을
하고 난 뒤에 또 다시 구직 활동을 해야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진로 문제는 청년 때만 아니라 평생의 과제가 될지도 모른다.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우리 대학 학우들이 저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고
민해 봄으로써 자신의 멋진 미래를 설계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다음 대학신문 883호에서는 새롭고 다양한 직업들을 소개함으로써 자신
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 탐색해 보기로 하겠다.

배종모 기자(1ockerz@jj.ac.kr), 진다은 기자(wlsekdms1@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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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발명
된
각
조
과
장
청국
냄새 없는 하트

강연 100도씨, 여유만만, 생방송 오늘 아침
등 유명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다이어트
전문가이자 ‘된장 푸는 남자’ 최재원 대표.
미국에서 20년간 마케팅 전문가로 일하다
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와
된장사업하고 있는 최재원 대표의 생생한 창
업 이야기를 들어보자.

♥

다
들
만
을
품
식
효
발
운
로
새
,
환
전
발상의
국인들을 제치고 그 자리까지 올랐기에 이
정도면 성공했다는 생각을 했죠. 근데 사랑
하는 아내가 암에 걸려 항암 치료 때문에 아
무것도 먹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유일하
게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된장과 청국장이어
서 미국에서 쌓아온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
시골로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된장과 청국장
을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시한부 6개월 판정
을 받았던 아내가 10년을 버텼어요.

소개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홀푸드 대표 최재원입니
다. 저는 전주대학교 창업사관학교 1기를 졸
업했고, 현재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간중
리 오천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직
접 농사지어 재배한 콩으로 청국장을 만들
고, 된장, 고추장, 간장도 연구해 만들고 있
습니다.
창업
배경
창업배경
전주대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하고 2년 정도
공부하려고 미국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1년
뒤 집안 형편이 어려워 귀국해야 할지 결정
해야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한국에 오기가
싫더라고요. 힘들게 미국까지 왔으니 여기서
‘버텨보자’라는 생각으로 하루에 2시간씩 자
면서 일주일에 7~8개의 아르바이트를 했어
요. 정말 안해본 일이 없었죠. 그러다가 디자
인 사무실에 취직이 되고 다른
회사에 스카웃되면서 연봉이
조금씩 오르고 나중에 미
국 중견기업 부사장까지
승진했죠. 굉장히 힘
들고 치열한 경
쟁 끝에 미

가 크면 클수록 지갑을 많이 엽니다. 그래서
광고를 보면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는 게 많
죠. 결국 생각의 발상과 전환을 어떻게 하냐
에 따라 좋은 마케팅으로 성공할 수 있고, 또
내 입장이 아닌 소비자와 판매자가 서로 이
익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좋은 마케
팅입니다.
창업 과정

마케팅
방법
마케팅방법
마케팅을 다들 어렵게 생각하는데 사실 어렵
지 않아요, 마케팅은 우리 생활 속에서 꾸준
히 하고 있어요. 화장, 옷 사는 것, 머리 다
듬고 꾸며 가치를 극대화 시키는 것도 마케
팅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은 ‘판매자
와 소비자 중간에 거치는 모든 관계자 그리
고 그 관계 사이에서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것’ 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부푼 꿈을 안
고 제주로 가서 귤 농사를 지었는데 올해 풍
년이 열렸어요. 근데 너도 나도 전부 풍년이
돼서 귤값이 하락하겠죠. 그런데 어떤 집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대박이 났어요. 바로 하
트모양 귤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홍
보를 통해 내가 만든 제품의 장점을 최대한
소비자한테 전달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소통’이에요. 소통이 잘될수록 좋은 마
케팅을 할 수 있고 상품의 가치를 극대화시
킬 수 있어요. 마케팅 전략 중 ‘거짓 명성의
효과’가 있어요. 주로 대기업이 많이 사용하
는 방법인데 유명 드라마에서 한창 뜨는 배
우를 그 제품의 모델로 활용해 제품을 알
리는 것이죠. 또 다른 건 ‘다른 사람들은
나와 생각이 비슷하거나 같을 것이다’라
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이에
요. 사람들은 현실 상태와 이상이 차이

창업과정

창업 시 유념할 점

창업 시 유념할 점

브랜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제품,
회사와 공장 등 관련 있는 모든 게 문 밖으
로 나가는 순간, 즉 사람들한테 선보이는 것,
이게 브랜드가 됩니다. 간단히 말해 자기 이
름이에요. 사무실이나 회사 안에서 로고 디
자인이 달라도 상관이 없지만 밖으로 나가면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계속 바뀌면 기억을
못해요. 제품을 알 수 있는 최소한의 언어,
통일된 포장, 우리 제품만의 컬러, 스타일이
통일되어야 큰 파워가 생기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리잡을 수 있어요.
창업
마음가짐
창업시시필요한
필요한
마음가짐

청국장을 먹어야 하는데 안 좋은 냄새가 나서
의문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냄새
가 나는지 미생물에 대해 공부했어요. 그래서
발효식품과 미생물에 대한 논문을 전부 읽고
공부해서 냄새의 원인을 찾았어요. 원래 제대
로 발효하면 냄새가 안납니다. 그런데 곰팡이
균이 오염되서 암모니아와 콩 발효 냄새가 섞
여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로 발효
시킨 냄새 없는 청국장을 만들어 자신 있게 시
장에 내 놓았어요. 근데 안 팔리더라고요. 그
래서 고민을 하다가 청국장을 하트 모양으로
만들고 핑크색 스티커를 붙였어요. 그랬더
니 젊은 주부들이 모양이 예쁘다고 사
기 시작하면서 점점 입소문을 타고
잘 팔리게 되었어요. 청국장 제조업
체 11곳 중 우리 회사 제품이 가장
잘 팔리고 가격도 제일 비쌉니다.
하트 모양이잖아요(웃음)
현재 국내 된장 업체의 규모가 어마
어마해요, 전체 시장의 70~80%를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겁
도없이 된장을 팔겠다고 그곳에 뛰
어 들었습니다.
제가 남자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된장국을 끓일 때, 된장을 몇 숟가
락 넣어야 하고, 물은 얼마나 넣고,
보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하
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바로 된장을 고체화해 만든 조
각된장입니다. 한 조각을 넣고 생
수 500ml, 두부, 파 넣으면 된장
국이 만들어지죠. 지금 롯데와 좋
은 조건으로 독점 계약하고 있어
요. 판매, 재고 전부 끌어 안을테니
이마트에만 팔지 말라고 하더라고
요(웃음). 롯데마트나 백화점에 가
면 ‘된장푸는남자’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을 거에요.

처음 된장 사업한다고 했을 때, 친인척, 가
족, 농업관계자 등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렸어
요. 그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된장 담가봤
냐?”, “미국에서 20년 살다왔으니까 영어학
원이나 하지 왜 된장 사업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
된장 사업하기 잘했다고 다들 그래요 그때는
그렇게 말리더니...(웃음)
미국에 살다 한국에 돌아오니 다들 “대박
나세요”라고 많이 쓰시는데 대박(=jackpot)
은 적은 돈을 투자해 짧은 시간에 많은 이익
을 얻는 도박 용어예요. 사실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밥 먹듯이 하면서도 긴 시
간 속에 자기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해서 남
들보다 조금 더 돈을 벌게 된 사람들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준비 기간, 경
험 기술 문제 극복 등이 필요한 게 너무도 많
은데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빨리 성공하겠
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창업을 할 때
무엇보다 중요시해야 하는 건 ‘빨리 돈 벌기
와 고객 만족’이 아니라 차근차근 준비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즐거운 마음으로 극복
하는 것입니다.
전주대
한마디
전주대학우들에게
학우들에게
한마디
진정한 성공은 무엇일까요? 저는 처음에 성
공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 인내하고 참으면
나중에 주어질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데 그렇지가 않았죠, 나의 행복은 지금 이 순
간입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행복하지 않아요. 정말 ‘나만의 성공’이라는
걸 가졌으면 좋겠어요. 남들의 기준에 따르
지 말고 여러분만의 성공에 대한 개념을 확
립하세요. 창업하시면 아마 진짜 힘든 과정
을 겪게 될 거에요. 그러한 과정을 즐기실 준
비가 돼야 실패를 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
찮아요. 즐기시기만 하면 돼요. 제가 미국에
서 가장 많이 썼던 말이 ‘나중에’입니다. ‘나
중에 놀아줄게’, ‘나중에 놀러가자’… 만약 제
아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완주군 용진면에서
가족끼리 보냈던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을 영
원히 갖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의 성공을 찾아가시고 하루하루 성공하시
고 행복하시기를 바랄게요.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Mystery, Today is Gift”
문주희기자 (wngml16@jj.ac.kr)
안혜란기자 (ah6038@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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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 유머가 가득했던 연극 ‘연애하기 좋은 날’
선선한 바람이 불어, 언제 폭염이 있었
나 싶다. 이런 날씨에는 전주 구석구석
을 돌며 문화공연과 전시회를 둘러보
는 것도 좋다.
연애 에피소드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관객과 소통하는 로맨틱 코미디 연극
‘연애하기 좋은 날’이 지난, 8월 15일
부터 9월 30일까지 있었다. 본 기자
는 이번에 학교와 가까운 ‘해랑아트홀’
에서 이 공연을 관람했다.
주인공 박지후(지상록)가 교통사고
로 입원한 병원에서 우연히 전 여자 친
구 김시연(신아라)와 같은 병실을 쓰게
되지만, 그녀는 기억상실증에 걸려 그
를 기억하지 못한다. 호기심이 발동한
박지후는 시연이 자신에 대해 어떤 기
억을 가졌는지 궁금해졌다. 그녀의 기
억을 함께 되짚기 시작하던 중 그녀에
게 자신이 나쁜 남자친구로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박지후
는 그녀의 불분명한 기억을 조작하여
자신이 꽤 괜찮은 남자친구였다고 호
소하기 시작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
억을 되찾은 김시연은 과거와 현재의
기억을 혼동하기 시작한다.
연애에서 갑과 을은 누구라고 생각
하는가? ‘연애하기 좋은 날’은 ‘을’일 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 남자들의 고민을
극 속에 옴니버스 형식으로 재구성하
고 있다. 동시에 연인들에게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연애 에피소드를 관객들
과 함께 공유하며 속 시원한 해답을 제
시하고 있다. 이 공연은 이제 막 사랑
을 시작한 연인, 오랜 기간 연애에 물
들어 처음처럼 새롭지 않은 연인 모두
에게 공감과 재미를 선사한다.

대한민국 ‘을’을 자처하는 남성들의 고뇌가 가득
기억 잃은 여친 기억 조작하기
다음은 신문사와 배우들 간 인터뷰 내용이다.
Q. 연애하기 좋은 날은 어떤 연극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지상록 : 가볍게 보고 공감할 수 있는 로맨틱 코미디 연극으로
한때 사랑하다가 헤어진 연인이 우연히 만나 과거를 회상하면
서, 다시 예전의 사랑했던 마음을 찾는 과정을 그리는 내용입
니다.
Q. 연애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부탁합니다.
지상록 : 연애를 하는데 무슨 고민이 있을까요?
신아라 : 요즘은 무슨 고민을 하죠?
지상록 : 저는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연
애하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발 배부른 소리 하지 마시길. 하
하하.
Q. 연애하기 전 갖춰야 할 자질 같은 게 있을까요?
신아라 : 글쎄요. 그런 건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가
치관도 다르므로, 연애하는 사람마다 첫 번째로 생각하는 포인
트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외모면 외모, 마음이면 마음, 아
니면 옷 입는 스타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정답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냥 첫 눈에 반해서 고백할 때도
있어요. 저는 특별한 자질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Q. 자신만의 연애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신아라 :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
로 서로에게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어디를 갔으면 갔다고 말해주고, 도착했으면 연락해주면서 서
로에게 사소한 부분이라도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저희가 아직 공연을 보지 않았는데, 관람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지상록 : 많은 사람이 공감할 내용입니다. 연애를 해봤다면 무
조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 대상 인문학 강의 실시
우리 학교 HK+지역인문화
센터 <온다라인문학센터> (센
터장 백진우 교수)에서는 9
월 7일부터 ‘다가가는 인문
학, 함께하는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인문학 체험 및 강좌
를 진행한다.
교육부 지원으로 이뤄지는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의 주
요 인문학적 자산 가치를 활
용해 역사 지식을 확장하고,
유교 문화의 정수를 알아가
기 위한 학술 강좌로 구성했
다는 특징이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평소 인
문학을 가까이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계층과 지역을 대
상으로 한 ‘가온 인문강좌’,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
프로그램명

로 한 ‘라온학교’, ‘공.감.대’와
국내에 정착한 외국인과 다
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다.
만.나’, ‘어서와 향교는 처음이
지?’, ‘다문화 가정을 위한 힐
링캠프’, 중장년층과 노년층
을 위한 ‘나의 삶, 나의 이야
기’ 등의 강좌가 있으며 전주
대학교 및 도내 관련 기관 곳
곳에서 열릴 예정이다.
기간은 10월 10일부터
12월까지이며, 인문학의 대
중화와 친숙함이라는 취지에
따라 도내 거주 시민은 누구
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신
청 또는 자세한 사항은 HK+
지 역 인 문 학 센 터 (063220-3201~2)로 문의하면
된다.

날짜

강좌명(주제)

강사

10. 10.

전주 한옥마을의 유교문화, 유교공동체

홍성덕(전주대학교 교수)

10. 17.

유교적 노동관의 탈영토화

김윤희(전주대학교 교수)

온다라

10. 24.

조선시대 지방 관리의 삶과 생각

백진우(전주대학교 교수)

인문

10. 31.

목민심서의 리더십

문경득(전주대학교 교수)

11. 7.

전주의 사람들

김승종(전주대학교 교수)

11. 14.
11. 21.
11. 28.
1. 2.

조선후기 한시 쇄신과 주자학

김형술(전주대학교 교수)

*지역 인문자산 달빛체험(2회)

김승종(전주대학교)

미정

편용우(전주대학교 교수)

1. 9.

항일독립운동을 도운 외국인

변은진(HK+연구교수)

온다라

1. 16.

1950년대 전북 문학의 지형도

황태묵(HK+연구교수)

인문

1. 23.

조선시대 일본인 마을, 초량왜관

장순순(HK+연구교수)

아카데미

플라자

▲ 연애하기 좋은 날의 주인공, 왼쪽부터 배우 지상록, 홍재석, 신아라

1. 30.

삼국지, 신의와 도전정신을 말하다

김명희(HK+연구교수)

2. 13.
2. 20.
2. 27.

음양오행설의 역사적 기원과 현대적 적용

안정훈(전주대학교 교수)

*전주 느리게 걷기(2회)

최기우(최명희문학관 실장)

장소
전
주
대
학
교

전
주
대
학
교

신아라: 남자들이 특히 더 많은 공감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
각합니다.
지상록 : 남자 관점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통쾌함을 느낄 것 같
다고 저는 예상 해봅니다.
Q. 마지막으로 관객에게 한 말씀 부탁합니다.
지상록 : 연극은 주제가 다양하고 굉장한 내용이 많습니다. ‘연
애하기 좋은 날’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남녀 간의 사랑, 이
별, 트러블처럼 일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모두가 편하게 관람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 후기★
연애를 다루는 영화는 많이 봤지만, 공연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새로운 느낌을 많이 받았다. 배우들의 생동감 넘치는 연기가 기
억에 가장 많이 남았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책 같은 코드의 로맨틱 코미디 연애극 같았다. 연인 사이에 누
구나 한 번쯤 겪어 봤을 문제들과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점들
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들을 들려줘서 더 공감됐다. 연극을 보
는 내내, 내가 경험했던 연애를 떠올리게 되었다. 그 가운데 이
해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실타래가 풀리고 느낌을 받아 많이
공감할 수 있었다.
유경현 기자 (richman@jj.ac.kr)
황기하 기자 (rlgk0421@jj.ac.kr)

알쏭달쏭 낱말퀴즈
1.

2.
6.

5.
2.

4.

4.

3.
6.

7.
3.

7.
8.

8.

축하드립니다! [881호 퀴즈 정답자]
1. 김가은(일본언어문화학과) 2. 박현정(일본언어문화학과)
3. 황기하(일본언어문화학과) 4. 곽지은(경배와찬양학과)
5. 이세라(경배와찬양학과) 6. 이신희(경배와찬양학과)
7. 임아라(행정학과)
*알 림*
※ 2회 연속 당첨자는 다른 분들을 위해 1회 휴식 하도록 하
겠습니다!
※ 동일학과는 2명으로 제한 하겠습니다!
※ 각 문항의 정답을 학과, 학번, 이름 그리고 연락처와 함께
junholella@jj.ac.kr 로 보내주세요.
※ 선착순7명에 한하여 상품으로 스타타워 식권 4장을 드립
니다!
*상품 수령하는 곳 : 학생회관 320호 신문사

가로
1. 애거사 크리스티 저. 세계 10대 추리소설
2. 숫자 천(千)의 순우리말
3. 발달심리학자 존 플라벨에 의해 만들어진 용어.
자신의 생각에 대해 판단하는 능력
4. 파스타 면을 씹었을 때 씹는 느낌이 날
정도로 살짝 설익은 상태를 일컫는 요리 용어
5. 소액저축의 중요성을 뜻하는 말.
무심코 사소한 것에 쓰는 낭비를 은유적으
로 표현한 시사금융용어
6. ‘마음의 소리’의 작가 조석의 또 다른 작품.
재난 스릴러물
7.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간절한 것이
이루어지는 주문
8. 알프레드 노벨이 만든 공사판용 화약
세로
1.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이중 총열 산탄총을
사용하는 캐릭터. 원거리 딜러
2. 복싱계의 전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라는 명언을 남겼다.
3. 자신의 마음대로 롤러코스터 레일을 조작
하며 진행하는 게임. 시리즈가 꽤 많다.
4. 주로 트렌디한 맛집을 찾아가며 소개하는
본격 먹방 예능 프로그램
5. 네 명의 수학자가 한 방에 갇혀 문제를
푸는 영화. 1분안에 풀지 못하면 방이
점차 좁아진다.
6. 남성 주짓수 선수를 나타내는 말
7. 호텔을 예약할 때 유용한 사이트.
박서준 씨가 광고에 참여했다.
8. 쓸데없고 질이 낮은 제품 및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을 뜻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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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강(강의가 없는 시간)을 채우는 공간 - 전주대 등산로, 쉼터를 소개합니다!
강의가 없는 시간은 대학생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빡빡한 수업 때문에 느낄 수 없는 자유 시간이면서, 사회에 진출해서는 점심을 제외하면 쉽게 누릴 수 없는 여유 시간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학생들의 41%는 하루 1~2시간, 30.8%는 ‘우주 공강’이라 불리는 2~3시간의 공강이 있다고 한다.
이번 호에서는 학우들이 공강 시간을 보다 편안하게 보내길 바라 ‘전주대 쉼터 및 산책로’ 편을 준비했다. 편히 쉴 수 있는 벤치와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 커피 한 잔을 부르는 푸른 잔디밭까지. 학교 곳곳에 있는 쉼터들을 둘러보고, 한번 이용해보자.

공강은 어디로? 천잠산 등산로!

이인준 기자(iij7717@jj.ac.kr) 강민지 기자(wining616@jj.ac.kr)

숨은 그림 찾기? 우리들의 쉼터 찾기!

지난 4월, 우리 학교는 뒷산인 천잠산에 약 2km의 등산로를 조성했다. 전주시와 우리 학교가 함께한 이번 사업은 2016년 3월부터 약 2년에 걸쳐 진행됐다. 이를 통해 천잠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편의시설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학우들에게 산책로를 제공해 자연 친화적인 캠퍼스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시설지원실>

천잠관

출입로(스타빌)

전주경륜장

출입로(스타빌)

기숙사생들에게 추천하는 시작점이다. 스타
빌 뒤편에 안내도가 있어 쉽게 찾을 수 있다.
정상까지 약 1.5km로 여유 있게 걷는다면
한 시간 정도 소요된다. 다른 출입로에 비해
경사가 완만해 가벼운 차림으로 운동하기에
좋다. 우리 대학 내에서 등산을 시작해 마치
고 싶다면 이곳에서 출발해 본관으로 내려오
는 코스를 가장 추천한다.

스타센터

천잠산 등산로
등의자(개소당 2개)

정상

진리관 뒤편에는 일

앞에는 학교
에서 유일무이한 넓은 잔디
밭이 펼쳐져 있다. 회색 건
물들 사이에서 변화무쌍한
자연이 펼쳐져 있는 이곳은
계절의 변화가 가장 빨리 찾
아오는 곳이기도 하다. 마음
까지 시원해지는 잔디밭 때
문인지 천잠관 앞에 위치한
‘그라찌에’라는 카페는 항상
사람이 많다.

자형 벤치와 박스형 벤치가
있다. 이곳에서 학우들이
밥을 먹거나 친구들과 이야
기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벚꽃이 지고나
서 피는 진분홍의 왕벚꽃으
로 봄의 정취를 오랫동안
느낄 수 있다.

출입로(본관)

지역혁신관

비전대학교

방향표지판

천잠관

흙먼지털이기
야자매트/원주목계단

출입로(신동아학원)

예술관

출입로(본관)

본관 뒤편 주차장에서 시작되는 출입로 사진
이다. 이곳은 여러 출입로 중 정상과 가장 가
까운 거리에 있어 점심시간이나 짧은 공강 시
간에 이용하기에 좋다. 또 솔방울 숲이라는
숲속 놀이터가 마련돼 있어 아이들과 함께 오
기에 좋다.

호수

본관

진리관

있다. 봄에는 자유관 뒤편 벚꽃이 예뻐 사진 명소로 꼽히며, 가을에는 자유관 앞에 펼
쳐진 메타세콰이어길이 유명 관광지의 메타세콰이어길 못지않게 아름답다.

평화관

기도처

정상

본관 뒤편 천잠산 등산로 오르는 길에는
가 있다. 본관 뒤편에서 넉
넉잡아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이곳은 마치 야외 예배당 같다. 조용히 기도하기
에 좋으며, 등산로와도 연결돼 운동 겸 산책으로 안성맞춤이다.

정상 부근에는 벤치와 여러 가지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요즘처럼 청명한 날
씨에는 예쁜 하늘과 함께 우리 학교와 전주 시내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탁 트인
전망을 보며 지친 마음을 달래보는 건 어떨까?

예술관

등산로는 우리 대학과 비전대학교 뒤편 신동아학원 법인
건물에서 시작된다. 출입구에는 왼쪽 사진처럼 안내도가
설치돼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곳에만 설치된 흙먼지 털
이기로 산을 오가며 묻은 흙과 먼지를 털 수 있다.

평화관
앞에는 흙을 밟고 잔디에 들어가 앉을 수 있는 체험형 쉼터가 있다.
진리관, 자유관 쉼터가 인공적이고, 천잠관 잔디밭이 자연적 느낌이라면 여기는
그 중간인 조화형 쉼터다. 특히, 봄에 흐드러지는 벚꽃은 자유관, 진리관과 함께
우리 학교 3대 벚꽃 명소로 꼽힌다.

자유관 뒤편에는 진리관 쉼터와 비슷한 구조로 일자형 벤치와 박스형 벤치가

출입로(신동아학원 법인)

자유관

앞에는 ‘소
리연’이라는 연못과 함께
쉼터가 조성돼있다. 특히,
연못 주변에 피는 형형색
색의 꽃과 호수에서 나오
는 분수에서 활력을 얻을
수 있다. 호수 바로 옆에는
등나무 벤치가 있어 쉬어
가기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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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졸업생, 만학도 김학근 학우
대학에 들어와서 전공분야를 배운 후 사회로 진출하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게, 사회에서 일하다가 전문분야의 지식을 얻고 싶어서 만학도
가 된 학우가 있다. 바로 김학근 학우가 그 주인공이다. 지난 신문 881호에서도 소개했듯 그는 1986년부터 30년간 이미 일식조리사로 전문경
력을 쌓고, 50이 넘은 나이에 우리 대학 외식산업학과 학생으로 입학했다. 졸업 후에는 우리 학교를 더욱 빛내고 있는 외식산업학과 졸업생 김
학근 학우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외식경력 30년,
대학 새내기로 입학...
장인정신으로 고객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미래지향적인 음식 만들어야

”

Q. 학업과 일을 병행하면서 하셨나요?
A. 일을 하면서도 학교를 1순위로 생각하면서 모범적
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했어요. 학교 프로그램이 아주 잘
되어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학교에 내가 필요로
하는 보물들이 많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학교 전공 관련된 부분과 취업 관련된 부분이 정말 좋
았어요. 저는 현장에서 일할 때 이론적인 것보다 기능
적인 것을 주로 사용했는데, 학교에서 전공 관련 수업
을 들으면서 현장에서 느끼지 못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알 수 있어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졸업하고 돌아보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Q. 특별히 전주대학교를 택한 이유가 있나요?
A. 실기적인 부분은 오랫동안 해 와서 기능은 어느 정
도 마스터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리자 과정과 마케
팅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관련 커리큘럼이 전라북도에
서는 전주대 외식산업학과가 잘 되어있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A. 제가 15학번인데, 입학 당시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
업한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만학도는 저 혼자밖에 없었
어요. 신입생은 물론 재학생들이 제가 교수님인 줄 알
고 매일 인사해 당황했고, 또 재미있었어요.
Q. 강의 중 재밌는 강의 하나를 꼽자면?
A. 딱 하나만을 꼽기는 어렵고, 외식산업학과의 전공수
업 모두가 저한테는 영양분이 됐습니다. 교양과목 또한
제가 원하는 것들이 많았고, 취업에 관련된 프로그램들
도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또 제가 서비스에 관련된 것
들에 관심이 정말 많아서인지 그에 관련된 것들이 좋았
습니다.
Q. 나이가 들어 배움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
언이 있나요?
A.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였는데
사실 대학이라는 것이 나이가 많은, 특히 일을 하고 있
는 사람들에겐 문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일하며 배움을
병행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용기를 내서 도전한다면 얻는 것이 훨씬 많은 것 같아
요. 저도 입학할 때 제 아들이 걱정스러운 말을 많이 했
어요. 특히, 학교생활 적응에 대해서요. 하지만 도전을
하고 결과를 봤을 때 제 아들에게 “아빠 대단해요. 저도
못한 걸 아빠가 해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성취감을
많이 느꼈어요. 지금은 글로벌 시대니까 기능적인 부분
만으론 시대적 흐름에 따라가기엔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요. 기능적인 부분과 이론적인 지식이 준비되어있어야
흐름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므로 학
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분들에게 멘토와 자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도움을 주
고 싶습니다.
Q. 미래에 이루고 싶은 꿈은?
A. 큰 꿈보단 제가 현재 한국조리사협회전북지장을 맡
고 있는데, 이렇게 제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현
재 전주대를 졸업한 후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조리
에 관련된 후배들을 양성하는 쪽에 관심이 있어서 관련
분야인 외식조리경영학과에서 배움을 더 진행하고 있습
니다. 조리에 관련된 컨설팅이나 강의나 심사 등에도 관
심이 있어 더욱 노력 중입니다.

Q. 참가했던 프로그램 중 기억에 남는 것은?
A.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는데 일부만 말씀드릴게
요. 해외봉사를 하고 싶었는데 젊은 친구들하고 화합을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카운슬링센터 또
래 상담에 등록해서 제가 사회에서 배운 것들을 학우들
에게 먼저 다가가 전달해주고 소통하려고 노력했습니
다. 아니나 다를까 해외봉사 면접 때 그 부분을 콕 집어
질문을 하실 때 ‘사회에서는 누군가의 아빠이고, 남편이
고, 선생님일 수 있지만, 학교에 들어선 순간은 학생이
라는 마음으로 젊은 친구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이
를 위해 또래 상담을 하면서 많이 배우기도 했다’는 뜻
을 전하고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캄보디아 해
외봉사를 다녀온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Q. 음식을 만들 때 주로 하는 생각은?
A. 나의 이윤을 생각하는가, 장인정신을 가지고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전자보단 후자를 택합
니다. 장인정신을 가지고 고객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미래지향적인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는 사람 중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Q.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학교를 다녀보니까 그 시기에 맞는 다양한 경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론적인
것, 학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체험하다 보
면 내가 정말 부족한 것, 필요한 것들을 알 수 있어요.
학기 중엔 공부하고 방학을 이용해서 본인이 가고 싶은
방향과 관련된 현장을 경험하는 것이 나중에 사회에 나
가서 자신이 원하는 직장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
예요.

기자후기
▶배움을 위해 큰 결심과 도전을 한 부분에서 많이 느끼
고 배울 수 있었다. 한 분야에서 큰 성공을 이룩하신 분
에게 최근에 직접 느낀 학교와 사회생활에 관한 견해를
들어서 피부로 와 닿았다. 이혜린 기자(lhr8144@jj.ac.kr)
▶우리 학교의 슈퍼스타 선배를 만날 수 있어서 감회가
새로웠고, 인터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상담 해주셔서 감사했다. 송민호 기자(immino@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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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으로 보는 세계기독교역사 이야기 22

유대인 최후의 항전 지 마사다 Masada (上)
의 탄압에 저항하여 궐기하였다. 그러나 그
들의 저항은 티투스 장군에 의해 무자비하
게 진압 되었고 예루살렘성도 이때 함락되
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자 그동안 로마군
에 극렬히 대항했던 유대인 중 일부 열심
당원들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이곳 마사
다로 피신하여 최후의 거점으로 삼고 삼년
동안 로마 군대에 저항하였다.
마사다는 히브리어로 ‘산의 요새’라는 의
미를 가지고 있다. 난공불락(難攻不落)의
이 요새의 건설은 요세푸스에 의하면 대제
사장 요나단(Jonathan the high priest)
이 처음으로 건설하여 마사다라 하였다. 그
리고 기원 전 40년에 헤롯왕이 재정비하
여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자신의 은신처로
만든 곳이다.
산의 고도가 불과 해발 410m이지만 바
위로만 된 험준한 산이어서 그런지 매우 높
아 보이고 오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
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케이블카를 이용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뱀처럼 구불구불하
다하여 뱀길이라는 길로 땀 흘리며 걸어서
정상까지 간다.
▲ 위로 올려다 본 마사다 요새 봉우리, 우편으로 뱀길이 보인다.

이스라엘 남쪽 네게브 사막 지역에 있는 마
사다를 찾아가기 위해 예루살렘을 출발하
였다. 예루살렘을 벗어나니 나무하나 없는
민둥산이 이어진다. 강수량이 적은 때문이
라고 하는데, 풀 한포기 없는 구릉과 산 중
턱에는 베두인의 거처가 군데군데 보인다.
마치 달동네 판자 집 같다. 베두인들은 자
유인 또는 방랑자들로서 가축을 방목하며
살아가는 아랍계에 속한 사람들이다. 유럽
에 집시가 있다면 이스라엘에는 베두인들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루살렘과 북쪽의 나사렛이나 가버나움
의 초록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황량한 남쪽
지역의 풍경에 생소함을 느끼면서 그 풍경
을 카메라에 담아가며 계속 남쪽으로 향했
다. 그러기를 한 시간 가량 가니 왼편으로
바다 같은 풍경이 보이기 시작한다. 유명한
사해이다. 유명한 곳이긴 하지만 그냥 지나
쳤다. 나의 관심사는 마사다 이었기 때문이
다. 사해를 끼고 조금 더 내려가면 드물게
초록색이 보이고 이스라엘 국기가 나부끼
는 곳이 나온다. 엔게디(En-Gedi)이다.

사해 서안 중간에 위치한 이곳은 유다지역
으로 특이하게도 오아시스이다. 또한 이곳
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숨어 지내던 곳
이다.
엔게디에서 더 내려가면 오른편으로 바
위산이 우뚝 나타난다. 바위산이라기보다
는 누런 황토 흙이 뭉쳐있는 것 같다, 이 산
이 바로 마사다이다. 유대인 저항의 표상이
되는 곳이다.
유대인들은 서기 66년경 로마의 무리한
세금 징수와 로마황제 숭배 강요 등 로마

▲ 그 옛날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숨어
살았던 오아시스, 엔게디

김천식 박사 (문학박사/ 교회사전공)

책읽는 사랑방
김승종 교수
(한국어문학과)

『나의 습관이 나의 영성이다』을 비롯한
영성 훈련 3부작을 쓴 최재호 목사는 필
라델피아 소재 웨스터민스터 대학원 신
학박사이며, 미국 필라델피아 한인 교회
담임목사를 거쳐 현재 대신대학교 교수
이자 대구 성일교회 담임목사로 봉직하
고 있다.
저자는 인간은 이 책을 통하여 일관되
게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갈 것을 권고
한다. ‘청지기’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맡
아서 맡긴 사람의 의도와 계획에 맞게 잘
관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자는 일단 ‘하나님의 주권’을 인
정해야 한다. 자기 뜻대로 자기를 내세우
고 과시하며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자 하는 자는 결코 청지기가 될 수 없다.
청지기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
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섬김과 희생’을 실천해
야 한다. 이에 따라 ‘청지기 영성 훈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지혜롭고 진실
하게 반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은 하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기 위한 ‘영적 훈련’
루아침에 형성되지 않는다. 수많은 시행 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순발력을
착오와 지속적인 영적 훈련이 반드시 뒤 지닐 수 있다.
열정을 가지고 헌신해야 가치나 대상
따라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을 잘못 설정할 경우 ‘잘못된 영성’을 지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형상 니게 된다. 오직 자기를 높이거나 자신
대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우리는 원본(原 의 즐거움만 추구할 경우, 인생을 통째
로 낭비하게 마련이다. 따라
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
외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이
서 저자는 “‘옛사람’을 벗어
웃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천
버리고 심경을 새롭게 하여
국에서 받을 기쁨의 용량을
새사람을 입으라.”는 성경
키워 나가야 한다. 영성은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마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
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
세울 것을 권한다.
된 상태, 곧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
마음의 열정과 헌신이며 하
기신 세 가지는 몸, 시간, 재
나님과 온당하게 관계를 맺
물이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
영성 훈련을 받기 위해 인 『나의 습관이 나의 영성이다』 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다.
간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규칙적인 생활과 절제된 식
최재호 著
이 활동할 수 있는 마음의
사 습관, 그리고 꾸준한 운
공간을 비워드려야 한다. 여기서 ‘비움’이 동을 통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
란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 안에서 나 야 한다. 단지 몸매를 가꾸고 오래 살기
의 존재가 채워지는 것”을 말한다. 마음 위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
의 공간을 비운 자만이 하나님의 부르심 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운 뜻에 합당한 일

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몸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
해서 우리는 정확성과 효율성, 그리고 방
향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우리의 몸
과 시간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목적을
향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
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
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치 있게 사용해야
한다. 이른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이다. 쾌락과 말초적 신경을 자극하는 세
속적 유혹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청
지기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저자는 우리가 지혜롭고 진실
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갈 것을 강
력하게 권고하고 있으며 그 실천 방안까
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건강은 지
속적 노력과 근면함임 뒷받침되지 않으
면 유지되기 어렵다. 시간과 돈도 효율적
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올바른 방향
성이 부여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책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

12

2018년 10월 4일 목요일 제882호

E
U
S
IS

표현의 자유는 제약되어야 하는가?

작가도 할 수 없는 일,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찬성 의견

강채안
(한국어문학과 3학년)

요즘 문학은 다양한 형식에 담겨 우리 삶
의 곳곳에 있다. 책뿐만 아니라 영화·뮤
직비디오의 시나리오, 노래 가사, 드라마
대본, SNS에 올라오는 글들도 새로운 형
식에 담긴 문학들이다. 앞서 나열한 것들
은 쉽고 자주 접할 수 있어 문학의 영향
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 문학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 영향이 미치는 범위가 넓어지
는 만큼 문학을 창조해내는 사람, 즉 작가
가 신경 쓰고 고려해야 할 부분도 많아지
고 있다.
글쓰기가 인간의 고등 활동의 최고점에
이르는 것이라 말하며, 글쓰기에 한계를
두면 안 된다는 주장은 작가의 표현의 자
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등장
한다. 그러나 그 표현의 자유 뒤에서 특정
대상의 혐오를 조장하거나, 명백한 범죄
를 미화하는 작품들이 등장해서 논쟁의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과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학도 작가의 표현의 자유
라는 말 아래에서 보호 받아야하는 것일
까?
예술은 인간 정신의 결과다. 문학 또한
마찬가지다. 그렇게 나온 결과는 인간이
이루고 있는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유리된
산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지점
에서 사회윤리를 뛰어 넘을 수 없다. 인간
의 행위로서 당연한 한계를 가진다. 이것

사설
대학 축제는 대학 생활의 낭만과 추억
을 만들 수 있는 문화 행사로서 대학마
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오랜 전통
을 유지하며 계승해 온 학생회의 대표
적인 자치활동이다. 그런데 올해부터
우리나라 대학들의 축제 풍경이 많이
달라졌다. 지난 5월 교육부는 각 대학
에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
수 안내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대학
축제 기간 동안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
지 않은 학생이 주류를 판매할 경우 처
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
처럼 국세청 요청으로 교육부가 나서면
서 올해 봄부터 대학의 학생회나 동아
리에서 운영하는 대학 주점의 주류 판
매가 사실상 금지됨으로써 그동안 대학
축제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대학 주점
에서의 음주 문화는 사라지게 됐다. 무
리한 호객 행위, 후배들 강제 동원, 선
정적인 복장 및 매출 강요 등 대학 주
점 운영을 둘러싸고 야기된 여러 가지

은 표현의 자유가 모든 것을 보장하지 않
고 실제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
는 것이다.
인간에 의해 표현된 작품을 대중에게 발
표하는 것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책임을
수반하는 행위이며, 그 작품에 대해 작가
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인종차별, 특정
대상의 혐오조장, 소아도착증, 성차별, 역
사 왜곡 등 인간의 궁극적인 지점에서의
존엄을 위협하는 행위는 당연히 이해되어
야 하는 내용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작품의 ‘사실성’을 위해 그 내
용을 필수적으로 넣을 수밖에 없다는 이
야기가 나올 수 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선
그 작품이 가지는 전체적인 주제와 연결
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비윤리적인
장면이 과연 작품의 흐름을 이어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자극성을
위한 장치인지 확인해야한다. 전자의 경
우라면 작가의 역량에 따라 장면묘사의
수위가 조절 되겠고 그것을 보는 독자들
도 이해하려 하겠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당연히 문제점으로 언급될 것이다.
특히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문학의 영향
력은 더욱 크다. 만약 현 시점에서 만연하
게 퍼져 있는 데이트 폭력을 그대로 재연
하여 보여주는 것은, 지금의 상황에서 명
백한 범죄 행위의 폭력을 무뎌지게 하는
요소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아동 성
범죄율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아동성
도착증을 연상하게 하는 소재는 그러한
행위의 심각성을 낮추고 실제로 옮기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밖에 되지
않는다.
작가는 ‘표현의 자유’라는 말 뒤에서 모
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모든
직업이, 사람이 그러하듯 작가에게도 역
시 해당된다. 인간의 존엄을 훼손시키는
작품은 인간이 이루고 있는 사회에서 절
대 환영받을 수 없다. 자신의 의도와는 다
른 반응이라고 그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
라,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는 것
을 인정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
다. 인간의 고등 정신의 행위인 글쓰기가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 시대 신(神)의
눈을 감은 자들
“양아치 건달 깡패 미화 좀 그만해라.” 「똥
파리」라는 영화의 클립이 올라온 곳에 걸
린 댓글이다. 유독 이 영화에만 그러는가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두사부일체」, 「해
바라기」, 「나쁜 녀석들」 등등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느와르 작품 클립영상에는 이러
한 의견이 꼭 달려있다.
물론 그 의견을 모두가 긍정하는 것은
아니다. “옛날에 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나 민감하다.”,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
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이것
은 예술이다. 현실로 생각하는 것은 과한
망상이다.” 등등 의견을 부정하는 공방전
도 역시 존재한다. 어쨌든, 이 둘은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답이란 존재하지도
않는 전쟁을 영원히 치르게 된다.
예술의 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
이러한 싸움을 겪는다. 그런데, 하층민들
의 삶 또는 아름다운 연애, 감동적인 이야
기는 어째서인지 이런 싸움에서 거리가
멀어져있다. 분명 반사회적 혹은 비윤리
적이거나 민감한 사회 문제를 다루지 않
더라도 충분히 허황되며 오해를 야기하고
미화하는 부분이 많을 터인데 말이다.
혐오하고 두려워하거나 미워하는 등, 작
품에 반감을 가지는 것에 대해 뭐라 하진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행위를 싫어하는
것이야말로 옳지 않은 일이라 본다. 그러
한 감정들도 문학을 감상할 때만큼은 긍
정적이리다. 예로, 「김동인의 배따라기」
속에서 불륜을 의심했던 주인공이 몹시
미울 수도 있고, 「이상의 날개」에서는 성
적으로 문란한 구절들에 눈살을 찌푸릴
수도 있는 것이다. 내가보기에 이들은 지
극히 정상적인 감정들이다.
그러나 최근은 단순히 폭력배, 매춘부,
학교폭력, 그 외에도 부정적 상징물이 나
온다는 까닭만으로 작품의 모든 것을 일
반화시키려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 사람농장으로 나왔더
라면 어땠을까. 「달콤한 인생」이란 영화가
조직이 아닌 일진들의 이야기였다면 과연
달콤했을까. 「지금 만나러 갑니다.」에서
손예진의 신체를 소지섭의 시선으로 훑지
않았다면 소지섭이 곁에 묻어뒀던 그리움
과 갈망을 알 수 있었을까. 이 많은 장치

반대 의견

황도훈
(한국어문학과 4학년)

들을 뒤틀어보면 그것들이 어떠한 방식으
로든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모습, 가해자의 모습, 피해
자의 모습, 무관계상의 모습을 작품을 통
해 비로소 제 3자 입장으로 바라볼 수 있
는 것이다. 그러한데 오로지 혐오감정이
든다고 작가가 시사하고자 하는 문제점,
던지는 질문, 주고 싶은 교훈, 보여주고자
하는 이미지나 감정적인 부분들을 모두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다.
종합해 보면, 문학이란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의 관점을, 내가아닌 제 3자로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몰입하든, 주변인
의 시선으로 보든, 작품을 접하는 순간만
큼은 신의 눈으로 부단히 많은 것들을 오
감에 담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작
품의 소재가 아니라 다루어야 할 더 크고
중요하며 대의적인 내용들이 많음을 알아
야한다. 만일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싫어
하는 소스(source)라도 이런 장치를 씀
에 분명 이유와 전달하고자하는 바가 있
음을 안다면, 더 간단히 말해 신의 눈을
뜬다면, 우리는 책 혹은, 문학 장르를 토
대로 하거나 포함한 예술들에 대해서도
더욱 생산적이고 건강한 토론과 논쟁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전주대만의 자랑스런 대학 축제를 만들자
문제들도 이번 기회에 청산할 수 있게
되었기에 갑작스럽지만 오히려 잘된 일
로 반기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비판 없이 계승해 온 음주 중
심의 대학 축제에서 벗어나 진취적이고
특색 있는 문화 행사들이 기획되면서
바야흐로 대학의 축제가 지성과 낭만의
문화 행사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긍정적
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에 발맞춰 우
리 대학도 얼마 전 ‘술 없는’ 대학 축제
를 성황리에 마쳤다. 우리 대학의 이번
축제에서는 학생들이 학과나 동아리별
로 나와서 노래와 춤을 겨루는 경연대
회를 열었다. 그래서 과거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축제의 모든 행사에 직접 참
여함으로써 주도적으로 축제를 즐기게
되었다. 이 밖에도 푸드트럭, 포토존,
체험형 게임, 벼룩시장 등 다채로운 프
로그램을 통해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또 축제 기간 동안 모
든 행사 끝에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축제 장소 주변을 정리하는 아름다운
모습도 보였다. 이렇게 새로운 축제 문
화를 만들기 위해 애쓴 총학생회 임원
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또한 학
교 축제의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학생취업처와 시설지원실 교직원
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다만 앞으로 우리 대학의 축제가 더욱
다채롭고 의미 있게 발전하기 위해 노
력해야 할 과제도 보였다. 지역민과 함
께 하는 축제를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우리 지역의 기관이나 주민들이 참여할
만한 행사가 부족했다. 또한 교직원 및
가족들을 비롯하여 환경미화, 경비, 조
경, 조리 등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우
리 학교를 위해 일하는 다양한 구성원
들도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
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또 학생들의 건
강과 힐링을 위해 금연/금주 클리닉,
인권침해 예방 캠페인도 기획해 볼 만
하다. 큰 돈을 들여서 연예인을 초청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
각이 다를 수 있다. 기왕에 연예인을 초
청해야 한다면, 성의 있는 공연으로 축
제의 분위기를 한껏 띄우며 관객에게
큰 감동을 안겨 줄 수 있는 연예인들이
초청되기를 바란다.
주점은 사라졌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술 없는 축제’까지는 갈길이 멀어 보였
다. 주류 구매 대행, 외부 구입 반입 등
의 편법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오랜 관
행으로 굳어졌던 대학 축제의 음주 문
화가 건전한 문화 행사로 대체되어 술
없이도 이전처럼 졸업생 선배와 동문의
정을 나누며, 동기나 후배들과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우리 대학만
의 자랑스런 전통으로 자리잡기까지는
더 많은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활동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대학 축제를 즐기게 되리라 믿는다.
신문방송국장 박기범 교수 (국어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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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교직원 개강예배 설교>

명품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시편18:1-6)

강순흥 목사
(희년교회 담임)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저서 ‘잠들어 있는 성공
시스템을 깨워라’에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도 훌륭한 예술 작품이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간에게도 분명 명
품 인간이 있을 수 있다”. 이 사람은 훌륭한
예술작품의 삶의 조건. 즉 명품 인간의 조건
을 7가지로 제시했습니다.
먼저는 요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는, 사랑이 있는, 경제적으로 자유
한, 스스로에 대한 가치가 있는, 자존감이 있
는, 개인적인 성취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
술적인 삶을 살고있는 사람이고, 저는 그러한
사람을 명품 인간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이 일곱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성경을 들
여다보면 이 삶에 가장 적절한 인물이 나옵니
다.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이 가장 근접한 사
람입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장인에 대한 평

교수칼럼

김윤희 교수

(한국고전학 연구소 HKPlus연구단)

100년 전 경제공황이 한창이었던 해, n
포 세대의 등장을 알리는 ‘파산’이란 제목
의 시가 신문에 실렸다.
먹을 것 빼앗기니 물질상의 파산이오.
배우지 못 했으니 정신조차 파산이다.
애인을 못 만나니 연애에도 파산이오.
知己마저 없으니 사교 또한 파산이다.

파산의 설음이야 어디다 말하랴만
오죽하나 깃 북은 이 나의 심장이다
밟히면 밟힐수록 꿋꿋하여지는
파산자의 심장 이 나의 심장이다
(권구현, 파산, 동아일보 1929년 12월 17일)

정심, 골리앗 앞에서의 담대함, 음악적인 소
질, 사랑 앞에서의 뜨거움. 한 때는 잘못된 사
랑 때문에 곤욕도 당했지만, 그 곤욕을 겪은
다음에 오는 일들을 헤쳐나가는 과정과 그 가
운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대한 사랑으로써
전 다윗이 명품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
습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죽기 전, 유언과 같이
남긴 말이 담겨있는 장인데, 이 본문을 통해
서 다윗이 어떻게 명품 신앙인으로 살아왔는
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첫째,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고백하는 모습.
사랑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
랑없이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는
그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랑에 대한 감사,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
가야 합니다. 즉, 인생의 동기를 하나님 사랑
에 두어라 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동기를 하
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두면 우리는 괜히 우리
의 자존심을 내세워 쓸데없는 곳에 분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 당
할 때의 의분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어
떻습니까? 현 시대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
혀지는 것에 대해서 우린 그저 입을 다물고,
오히려 자신의 자존심에 약간의 상처라도 나
는 순간에는 엄청난 분을 내지 않습니까? 그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두번째, 세상적 가치에 집착하지 않는 모습
입니다. 솔직히 물질이 없으면 삶을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물질에 집착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
니다. 물질에 집착할 때 하느님께 영광 돌리
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영광은 여호와께
돌리리라는 다윗왕의 고백에 반해 명품 크리
스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영광을 자신이 독식하려는 마음이 큽니다. 다
윗이 명품 신앙인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아무리 백성들의 입에서 ‘사울은 천천이요, 다
윗은 만만이다’는 소리가 들릴 지라도 굳건히
서서 그 영광을 전부 여호와 하나님께 돌렸다
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삶의 성과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때, 그 사람이 명품 신앙인입
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무
엇에 두어야 할까요? 각자 삶의 방식은 다를
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얻는 영광이 있다면
그 영광은 바로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합니다.
세번째, 삶의 걸림돌을 기도로 뛰어 넘는 삶
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과 함께 하라
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저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먼
저 무릎 꿇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하실 때, 발뺌하지 않고 즉각 그 자
리에서 눈물로 참회했던 다윗의 모습을 뜻하
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자복하고 부
르짖는 자녀를 책망치 않으시고, 오히려 두려
워하지 말라고, 내가 널 잘 안다고 우릴 받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과연 명품 신앙인인
가 돌아보며, 이 세 가지 모습을 삶에 투영시
키며 살게 되길 기도합니다.

100년 전 N포 세대의 미래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시작
된 불경기는 1926년 만주공황, 1929년
세계대공황을 거치면서 더욱 심해지고 있
었다. 파산한 남편 때문에 한강철교에서
어린 두 아이를 안고 투신자살한 아내, 경
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분신자살한
선천에 사는 일본인 여관업자 등 생활고로
인한 자살이 신문 지상에 자주 보도되었
다. 자본주의 경제위기를 처음 경험한 조
선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
러웠다. 불경기에서 벗어나려면 일본으로
부터 정치적 자치권을 얻어내야 한다거나,
조선인의 의사를 전달한 국회의원을 뽑아
일본 제국의회에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일
어났다. 총독부의 조선개발정책에 적극 협
력하여 경제발전을 해야 한다거나 자유경
쟁 질서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정치권력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
장도 일어났다. 다양한 주장과 구체적 실
천방법 등이 쏟아져 나왔지만, 합의는 쉽
지 않았다. 정치적 결정권이 없었던 식민
지 상황으로 인해 자치와 독립, 친일과 반
일의 정치적 이슈들이 경제문제와 뒤섞였
고, 논의가 무성한 가운데 총독부는 기존
의 자유경쟁질서를 유지한 채 대자본과 대
지주 중심의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했다. 일

본 본국 경제를 위한 선택이기도 했지만,
여론을 주도했던 상층 조선인과 일시적인
경제회복의 효과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불
만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다. 조
선인 사회는 빠르게 총독부의 경제정책을
승인하기 시작했다. 대자본 중심의 경제구
조는 끊임없이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했다.
1931년 일본의 만주점령과 1937년 중
일전쟁의 발발로 경제는 되살아났고, 고용
이 증가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전쟁물
자 생산 일자리가 증가했고, 마침내
1944년 9월 강제노동인 징용령이 실시
되었다. 1929년 n포 세대가 10년이 지
나 장년이 되었을 때 그들이 직면했던 현
실은 참혹한 것이었다. 일시적인 경제회복
이 저임금 장시간의 강제노동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을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다.
100년 전과 지금의 n포 세대는 자본주
의 경제위기라는 공통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결정권을 갖고 있는
지금의 n포 세대는 100년 전 세대가 갖
지 못했던 선택지를 하나 더 갖고 있다.
“밟히면 밟힐수록 꿋꿋해지는 파산자의 심
장”을 공유하고 있는 n포 세대의 미래는
그 선택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젊은이가 폐암 진단을
받고 말기 암환자 요양소로
옮겨져서 거기서 생애 마지
막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 가
운데 지금 그가 경험하는 절
망의 시간과는 전혀 다른 그
를 향한 하나님의 희망과 평
강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그가 처한 절망
의 현실과는 전혀 다른 것임
을 알게 된 것이었다. 그 순
간 그는 영적으로 새롭게 깨
어나게 되었다.
▼ 그는 나에게 죽음의 시
간이 얼마 남지않았지만 나
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희망 안에서 새로
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 곁으
로 가야겠다는 영적 각성이
생겼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병동 책임자에게 찾
아가서 자기가 살아 있는 한
이 병동의 환자들을 돌보겠
으니 자기가 도움을 요청하
지 않는 한 정기 회진을 제
외한 시간에는 모든 것을 자
기에게 맡겨 달라고 간청했
다. 그리고 그는 병실에 있
는 환자들을 자기 자신처럼
열심히 돌보기 시작했다. 침
대 밑에 있는 가래들을 전부
닦아내고 그들을 위로하고
도우며 섬겼다. 시간이 흐르
면서 그는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삶’으
로 깊이깊이 들어가기 시작
했다. 그런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점점 놀랍게 회복
되기 시작했다. 드디어 그는
요양소에서 나와 영국에 서
구약학을 전공하고 귀국하
여 후학들을 위해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목사, 신학자로
살다가 그를 부르신 하나님
께로 갔다. 고(故) 김정준
박사의 이야기이다.
▼ “나를 초월한 거룩한
의지와 희망을 접한 뒤 비로
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깨어나 새생명을 누리게 되
었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온전한 치유, 복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만남
에서 이뤄진다. 그 영적인
만남에서 새로운 의지, 동
기, 의지적 결단, 희망으로
삶을 새롭게 내딛게 된다.
영혼의 새로운 각성이 생겨
나면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
운 삶을 시작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날마다 전주
대학교에 넘쳐나기를 기도
한다. 아멘.
장선철 교수
(상담심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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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ội dung dưới đây là bản thảo cuộc thi nói của các học sinh Việt Nam đã tham gia đại hội thi tiếng Hàn
Quốc của học sinh ngoại Quốc tỉnh bắc Jeonla đã được dịch lại.

HÀN QUỐC – ĐẤT NƯỚC XINH ĐẸP
Mình đã đặt chân đến đất nước hàn
quốc xinh đẹp được 1 năm 7 tháng
và mình cũng chẳng biết từ khi nào
mình lại dành tình yêu của mình cho
đất nước này nhiều đến thế!!! Trước
khi đặt chân đến Hàn quốc thông qua
những bộ phim lãng mạng, những
bản tình cả ngọt ngào đến nay động
lòng người đã khiến mình chú ý đến
xứ xở kim chi mang tên Hàn Quốc.
Rồi cứ thế mình càng ngày càng yêu
Hàn Quốc nhiều hơn. Nhưng càng
yêu đất nước này mình không chỉ yêu
những vẻ hào nhoáng, lộng lẫy của
nơi đây mà mình càng yêu cả những
nét đẹp văn hoá truyền thống của
Hàn Quốc.
Mặc dù cho dân số , kinh tế có nhiều
biến đổi đi chăng nữa thì những văn
hoá mang mang tính truyền hay
những giá trị truyền thống vẫn được
gìn giữ rất tốt. Dạo gần đây những
giá trị truyền thống được duy trì rất tốt
nên không những người Hàn Quốc
mà cả những người ngoại quốc bị lôi
kéo sự chú ý. Ví dụ như dạo này
đám cưới truyền thống Hàn Quốc,
âm nhạc truyền thống hay những
môn thể thao truyền thống đang rất
có tầm ảnh hưởng đến những bạn
trẻ.
Vì mình đã đến Hàn Quốc nên việc
được tiếp cận với nền văn hoá này
tương đối dễ dàng nhưng mình nghĩ
điều này cũng không quá khó khăn
đối với các bạn ở nước ngoài bởi sự
lan truyền mạnh mẽ của những
phương tiện truyền thông đại chúng
như ti vi, loa đài, sách báo , tạp chí…
vv và mình nghĩ đây chính là lí do mà
văn hoá truyền thống của Hàn Quốc
được truyền bá rộng rãi trên toàn thế
giới..!
Trong tất cả những nét đẹp của văn
hoá truyền thống Hàn Quốc thì điều
mà mình ấn tượng nhất đó chính là
văn hoá nhà cổ truyền thống Hanok.
Những ngôi nhà truyền thống Hanok
không chỉ mang đến một ấn tượng tốt
đẹp đến cho du khách quốc tế mà

Nguyễn Thị Hoà
(Khoa quản trị kinh doanh Năm 1)

còn là biểu tượng cho nền văn hoá
truyền thống đẹp đẽ của Hàn Quốc.
Giữa lòng thành phố với biết bao ngôi
nhà cao tầng và hiện đại sự xuất hiện
của những ngôi nhà truyền thống
Hanok này đưa ra trước mắt người
xem một Hàn Quốc vừa cổ điển
truyền thống nhưng cũng không kém
phần hiện đại.
Là một người ngoại quốc thì mình
cho rằng việc sinh sống và làm việc
ở một quốc gia khác là chuyện không
hề dễ dàng. Đương nhiên cũng sẽ có
nhiều kỷ niệm , có những khi cảm
thấy náo nhiệt nhưng đương nhiên có
những lúc thật cô đơn và khó khăn.
Và mình cũng không phải là ngoại lệ.
Trong ánh mắt của người khác có lẽ
mình là người luôn vui cười, suy nghĩ
tích cực thế nhưng thật ra có những
khi mình cũng không thể tránh khỏi
nỗi buồn, nỗi cô đơn trên mảnh đất
nơi xứ người. Những lúc như thế
mình rất hay tìm đến những ngôi làng
nhà cổ truyền thống ở Jeonju nơi
mình đang sinh sống. Mỗi lần như thế
mình cảm thấy nơi đây có gì đó nhẹ
nhàng, thanh khiết, cảm nhận được
một cảm giác rất dễ chịu và tâm hồn
mình cũng trở nên thoải mái và thuần
khiết hơn !!.
Và mình nghĩ rằng giữa xã hội bận
rộn này có sự xuất hiện của những
nhà cổ Hanok thật là tuyệt vời, vừa cổ
kính vừa đẹp duyên dáng dịu dàng
vừa xoa dịu tâm hồn cho con người
hiện đại .

Lời hứa là một thói quen đẹp của người Hàn Quốc
Khi nhắc đến người Hàn Quốc thì suy
nghĩ đầu tiên của các bạn về người
Hàn là gì?
Rất có nhiều đặc trưng của người Hàn
sẽ hiện ra thế nhưng trong đó thì văn
hóa “bballi bballi”…hoặc là sự chăm chỉ
của người Hàn Quốc là một trong
những đặc trưng hiên ra đầu tiên. Các
bạn du học sinh, chúng ta đến với đất
nước Hàn Quốc không chỉ học kiến
thức mà học cả những nét văn hóa và
những tính cách tốt đẹp của người
Hàn. Trong những đức tính tốt của
người Hàn thì Bài viết ngày hôm nay
mình sẽ nói về điều mình muốn học hỏi
của người Hàn Quốc.
Điều mà mình muốn học học người
Hàn Quốc chính là việc người Hàn rất
biết giữ lời hứa hẹn của mình. Sống
trong xã hội thì việc hứa hẹn giữa
người với người càng ngày sẽ càng
nhiều hơn. Lời hứa xuất hiện ngày
trong cuộc sống hằng này của chúng
ta, rất đơn giản như đến lớp đúng giờ,
hẹn bạn bè đi cà phê hay việc gọi điện
về nhà cho bố mẹ…..
Vậy lời hứa là gì? Lời hứa là việc được
đinh trước với đối phương về một việc
nào đó. Thế nhưng mà so với việc là
ra một trăm, một nghìn lời hứa thì việc
giữ lời hứa quan trọng hơn rất nhiều.
Bạn hãy thử nghĩ xem nếu như bạn rất
tin tưởng một người và bạn giao một
công việc quan trong cho người ấy và
sau đo người ấy không hoàn thành, thì
bạn thấy sao?
Bản thân mới ngày nào đi du học mà
thoắt cái đã 4 năm rồi. Mình đã có một
cú sốc tinh thần lớn về lời hứa. Khi bản
thân mình đã thích ứng được với văn
hóa Hàn Quốc và tiếng hàn của mình
cũng ở mức có thể giao tiếp được rồi.
Thay vì đi làm ngoài thì mình đã nhận
tài liệu về để dịch. Sau hai tuần mình
dịch gần xong tài liệu thì mình có nhờ
một người bạn giỏi tiếng hơn mình sửa
tổng quát trong thời gian một tuần và
đương nhiên có phí. Chuyện chẳng có
gì để nói nếu như người bạn ấy trước
ngày phải nộp bản dịch cho công ty đã
nói là “bận nên quên mất chưa sửa gì
cả”.
Vâng, và mình không biết làm gì với

Hoàng Sơn Trang
(Quản trị kinh doanh năm 3)
đống tài liệu bảy mươi hai trang đó với
hai mươi tư tiếng để nộp bài dịch đúng
hẹn với bên công ty. Mình đã không
kìm chế được cảm xúc và những gì có
ở gần mình đều tan nát hết. Sau một
hồi thì mình lấy lại được bình tĩnh thì
mình đã dành suốt cả hai mươi tư tiếng
đó chỉ để cắm mặt vào máy tính và
đống giấy tờ, mong sau kịp nộp bài
dịch đúng thời hạn cho công ty. Sự việc
trên cho thấy được rằng việc không giữ
lời hứa sẽ gây ra tổn thương cho
người khác và những hậu quả không
đáng có.
Người Hàn khi hẹn với bất cứ ai dù là
lời hứa nhỏ nhất thì họ bao giờ cũng
đến điểm hẹn sớm 5 – 10 phút. Qua
hành động này thấy được rằng người
Hàn có thái độ tôn trọng và phép lịch
sự cơ bản với đối phương. Không chỉ
vậy trong cuộc sống lời hứa còn thể
hiện sự tin tưởng và là trách nhiệm của
một con người. Nến kinh tế Hàn Quốc
đứng thứ tư ở Asia và thứ mười một
trên thế giới cũng nhờ vào nền thói
quen giữ lời hứa và sự chăm chỉ cần
cù của người Hàn.
Mình thích đất nước Hàn Quốc và đã
đên nơi đây du học và hơn bất cứ điều
gì thì mình cảm thấy thật may mắn khi
không những nhận được nền giáo dục
tân tiến của đất này mà còn được tiếp
nhận một nền văn hóa văn minh mới.
Qua cuộc sống du học ở Hàn mình rất
muốn được học hỏi thái độ sống của
người Hàn và thói quen giữ lời hứa của
họ. Bởi vì hình ảnh người Hàn biết giữ
lời hứa thật sự là rất đẹp. Các bạn du
học sinh! Chúng mình cũng sẽ là
những người biết giữ lời hứa nh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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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Outsider’s View

Masala
By Daniel Kilduff
Easily some of the best food in
town, and arguably the best foreign
restaurant in Jeonju, Masala is a hidden
gem for any foodie visiting the culinary capital of Korea. Sure, most people
come to Jeonju for the Korean food, but
if you are staying here for more than a
day, it would really be a shame to miss
out on sampling such delicious Indian
cuisine.
Owned and operated by Jeong Hoon Hur,
a man who takes his job and his food very
seriously, he single-handedly hosts and
serves each customer that comes to his
restaurant with such grace and professionalism. I swear, I have yet to see a
water glass emptied in all my years going
there. It is obvious that he’s had a lot of
experience in the industry. In fact, he’s
worked over 15 years managing restaurants in Europe and Seoul before finally
opening Masala in 2014. Since then, his
restaurant has become a well-known
favourite amongst locals, both Korean and
foreign. No easy feat considering the relatively small foreign community and the
restaurant’s slightly tucked-away location. Regardless, it didn’t take long for
word to spread.
Not only is the food here delicious, the
variety is fantastic. Hur worked with
his chef, Delhi native Suresh Chandra,
to develop a menu filled with a variety
of delectable dishes inspired by the cuisine of Chandra’s hometown. You can
choose curries made with chicken, pork,
lamb or seafood as well as several vegetarian options that actually taste as
good if not better than any of the meat
dishes. And I am by no means a vegetarian (not that there’s anything wrong
with that).
I usually spend about 25-30,000 won
for a dinner of soup, samosas, naan,
rice, curry, and wine, and I almost al-

By Stuart Scott
Although I have been in South Korea for
over 15 years now, I know I am still an
outsider looking in. As such, my perspective on things in general, or politics in specific, is sure to be different than the
average person living here. For the first
time since moving here in 2003, I really
believe the there is a chance for long term
peace on our peninsula. While the sunshine
policy seemed to foster goodwill, it always
appeared Kim Jong-Il was just taking
what he could and that he was not sincere
about changing his ways or his regime. Of
course the agenda of the South has
changed as well. When I first came here
my students talked about a reunion of the
two countries, now I only hear talk about
peaceful coexistence. So what has changed
now that hope seems real.
The first thing that has changed is of
course the leader. After consolidating his
power at home during the first years of
his rule, he is firmly established as the
government. Secondly and most importantly, is the attitude has changed from
tolerance to accountability. For years, we
hoped that in time North Korea would
come around to modern ways and respect
human rights. The time for hope passed
us by. With the election of Donald Trump
in the USA a new era of non-tolerance and
escalating pressure has arrived. The ability
to get China to co-operate with sanctions
left the North with very little trading
power and not much money even for its
military might let alone food for the people.
As the screws tightened and the worry
that America might just attack it, Kim
Jong-Un realized the playing field had
changed. Enter Moon Jae-In. Here is a
man seasoned in negotiations and a former human rights lawyer. One of his best
moves was to tell Washington that he
wanted to take the lead in discussions with
the North himself. While he did not hide
his long term goal was re-unification, he
clearly placed it on the back burner, mak-

ways end up in a food coma. In fact, I
probably save money by going there
because I'm normally too full to go out
for drinks afterwards. You can get their
dinner sets for about the same price
which include mixed tandoori skewers (amazing) but I usually just get individual orders and share curries with
friends. Ends up a little bit cheaper
sometimes, and you have a few more
options on the curries. If you’re stuck
for choice though, you can't go wrong
with the aloo baingan, murgh makhani,
and rogan josh.
But honestly, there is very little on the
menu I don't enjoy. And as far as authenticity goes, Hur orders any ingredients he can’t get in Korea, and the
chefs are all from India, so you can't get
much more authentic without actually
going to Delhi yourself. Of course, Indian food varies a lot from region to region though, so you won't please
everyone. You’d be hard-pressed to find
better Indian food anywhere in Korea
though. Believe me, I’ve tried.
Masala has built up a very good reputation for itself, but I honestly believe
it lives up to the hype and it is welldeserved. The food, the service, and the
ambience itself are all top notch. My
friends and I are regular customers
there for a reason. And he's helped pay
that loyalty back on many
occasions with his impeccable service as
well as his support local of fundraisers,
donating meals for prizes. Not a lot of
restaurants are willing to do that, but
he did so happily. So do yourself a
favour next time you are visiting
Jeonju or going out for a nice dinner
with friends. Check out Masala. I guarantee you will not be disappointed.

ing it known that his immediate goal was
good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restoring joint economic activities.
Talks of peace certainly are more desirable
than threats of war.
One of the best outcomes from these
talks is the return of family visits. I was
thrilled to read the story of two brothers
that had been separated in 1950 by the
war. The older brother had been working
in the South and of course was never able
to get home. Through the years these
brothers had often wondered if each other
were alive. Finally after years of separation they received news that indeed the
other was alive. In 2018, 68 years of separation ended with a family visit in the
North. While the visit was far too short for
those families that were lucky enough to
be a part of this program, it was better
than no visit at all. Time is running out for
many families anxiously awaiting their
turn.
Where do we go from here? I think Kim
Jong-Un realizes that China will not be his
salvation. The huge debt load that America
has to Chinese interests makes supporting
the North during a war a huge risk.
America unilaterally rescinding all Chinese
debt if a war did erupt would be too much
to risk. The amount is in the trillions of
dollars. Without Chinese support, a win
would be impossible and survival itself
would be questionable. The best option is
to try another approach to remove the
crippling sanctions against their economy.
The re-opening of the Kaesong Industrial
park could be an important first step.
President Moon has recently negotiated a
decrease of hostilities along the DMZ, verification of the nuclear sites and increased
joint economic activity. For now the
peninsula seems assured of a long term
peace. Things may get worse again as the
North has frequently negotiated for benefits only to backtrack on their promises.
Let’s hope this is not the case this time.

“Be Like Jesus” (Luke 15:1-7)
He paused, thought about it for a
bit and then replied that statistically
it is a number between 3 and 5. The
Managing Director smiled and Board
was quite impressed. The candidate
was thanked and ushered out.
The last candidate, the lawyer was
then invited into the interview and
the Managing Director asked him the
simple question: What is 2+2?
Without batting an eye, he replied:
“What do you want it to be?” He was
hired on the spot.

By Scott Radford

A few years ago, a major Multinational company was looking for a
new Marketing Director. After much
advertising and many applications,
three candidates entered the final selection process. They were a mathematician, a statistician and a lawyer.
The first to be invited in for the
final interview was the mathematician and the Managing Director
asked him a simple question: What is
2+2?
He was surprised, thought about it
for a bit, wondered if it might be a
trick question and then simply answered, four. The Managing Director
looked at the Board, shook his head
and thanked him for coming, but he
wasn’t the candidate they were looking for.
The statistician was the next in and
the Managing Director also asked
him the simple question: What is
2+2?

Looking at this illustration we can
see similar connections to the life of
the Christian. We tend to just follow
what a Christian does 2+2…. Get up
go to church, be a good person and if
we follow those steps 2+2 will = 4.
This company was looking for a new
marketing director, someone who
knew how to reach people, how to
draw people in.
When we talk about Christianity
most people can tell you the steps of
a Christian and the expected lifestyle
that comes with it. Actually, that is
why some people are turned off of
Christianity. The lawyers answer to,
what is 2+2. “What do you want it to
be,” should be an answer we give God
in our everyday Christian walk.
“What do you want me to be?”
Once we become a child of God, we
have entered His family and just like
we would market any business to be
a success, we too must market ourselves to have people wanting what
we have. If we’re going to be in the
business of reaching people, we need

to learn from Jesus’ example of how
to do it.
Jesus was approachable and welcoming while the religious leaders
were exclusive and hostile. Jesus
didn't turn away. He found time for
everyone who crossed His path.
Jesus was interested in people.
As for us, we are living in His
image, and we, too, need to be more
accepting and willing to step out of
our comfort zone. Jesus wasn’t judgmental but the religious leaders were
very critical and judgmental. What I
see about Jesus is that the interests
seemed to be mutual: They approached Him and He received them.
They seemed to delight in each
other’s company. Jesus sought out
opportunities to minister to the outcasts. He was a friend to the misunderstood and often crossed cultural
boundaries to be one. Throughout
His ministry, we find Jesus moving
about rather than remaining in one
place. Jesus went out of His way to
be where these people were. We meet
people all the time that need Jesus,
but what do we do with those opportunities?
The story is told of a young man
who wished to marry the farmer's
beautiful daughter. He went to the
farmer to ask his permission. The
farmer looked him over and responded, "Son, go stand out in that
field and I'm going to release three
bulls, one at a time. If you can catch
the tail of any one of the three bulls,
you can marry my daughter." The
young man stood in the pasture

awaiting the first bull. The barn door
opened and out ran the biggest,
meanest-looking bull he had ever
seen. He decided that one of the next
bulls had to be a better choice than
this one, so he ran over to the side
and let the bull pass through the
pasture out the back gate. The barn
door opened again. Unbelievable! He
had never seen anything so big and
fierce in his life. It stood - pawing
the ground and grunting as it eyed
him. Whatever the next bull was like,
it had to be a better choice than this
one. He ran to the fence and let the
bull pass through the pasture, out
the back gate. The door opened a
third time. A smile came across his
face. This was the weakest, scrawniest little bull he had ever seen. This
one was his bull. As the bull came
running by, he positioned himself
just right and jumped at just the
exact moment. He grabbed, but the
bull had no tail! Life is full of opportunities. Some will be easy to take
advantage of, some will be difficult.
But once we let them pass (often in
hopes of something better), those opportunities may never again be
available. The same thing is also true
of opportunities to serve Christ. God
often opens doors, opportunities to
speak up for Him, opportunities to
minister to someone who is hurting
or in need, opportunities to make an
influence on the world around us. If
we allow them to pass by, we may
miss out on them altogether. Let’s be
looking for opportunities to be like
Jesus.

2018 학년도

10월 모의토익시험
◆ 응시대상 : 전주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 접수기간 : 10월 1일(월) ~ 10월 8일(월)
◆ 모의토익 접수방법 :
http://www.testclinic.com/toeic/
toeicb2b_2.jsp?gc_code=0405

→ 응시날짜 체크 → 학번 입력 → 신청하기
→ 회원로그인 → 결제 → 신청완료
[※회원가입은 필수입니다.]
◆ 시험날짜 : 10월 11일(목) 18:00~20:00
(17:50까지 입실완료, 지각 시 응시불가)
◆ 시험 응시료 : 3,500원
◆ 시험장소 : 스타센터 204호
◆ 준비물 : 신분증, 연필, 지우개, 컴퓨터용 싸인펜
◆ 문의 및 접수처 : 학생회관 2층 어학 상담실
☎220-2885
◆ 환불신청은 접수 마감일까지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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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2학기 원어민과 함께하는

취업영어교실 Prime Candidate 3기 수강생 모집
- 영문 이력서·영문 자기소개서 작성법/영어 면접 교육 ◎ 교육기간 : 2018. 10. 29. ~ 11. 28.
(10회, 매주 월/수 18:00~20:00, 총 20시간)
◎장
소 : 스타센터 101호
◎강
사 : 에런 스노버거(전주대 기초융합교육원 조교수)
◎ 교육내용
- 개인별 희망 직무 및 기업 조사
- 간단한 프레젠테이션 기술
- 영문 이력서, 영문 자기소개서 작성
- 영어 면접 연습
◎ 참가자 특전
- 영어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접수기간 : 2018. 10. 15.(월) 18시까지
◆ 모집인원 : 20명 내외
◆ 모집대상 : 전주대학교 학부생
(성별 무관, 외국인 유학생, 휴학생 참여 가능)
◆ 접수방법 : 첨부파일의 신청서 작성 후 제출(또는 방문 접수)
◆ 접 수 처 : 스타센터 241호 취업지원실(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 교육비 : 예치금 2만원(수료 시 반환)
◆ 선발면접 : 2018. 10. 17.(수) 13:00~18:00 (예정)
◆ 면접방법 : 수업 참여 의지 평가 및 간단한 영어 의사소통능력
확인
◆ 문의처 : 학생취업처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063-220-2027

신문방송국
홈페이지

신문방송국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