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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 하림그룹과 ‘채용 연계형 인재육성’ 협약 체결
우리 대학은 지난 10월 5일 농식품 전문
기업 하림그룹과 채용 연계형 적성중심 인
재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
이강수 부회장, 박길연 사장 등과 우리 대
학 이호인 총장과 전주비전대 한영수 총장
등 각 기관의 관계자 60여 명이 참여한 가
운데 진행됐다. 우리 대학과 하림그룹은 지
난 21개월 동안 학생들의 재능을 발견하여
적성중심의 우수 인재육성과 산학협력형
인재양성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 10여 차례
의 실무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두 기관
은 하림그룹의 직무와 적성에 맞는 융합전
공을 우리 대학에 개설하여 회사에 필요한
인재를 공동으로 육성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양 기관의 양해각서는 △기업과 대
학이 함께 설계-실행하고 질 좋은 취업으
로 연계하는 교육모델 개발 협력 △대학은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교육을 운영하고, 하
림은 직무에 맞는 현장실습 지원 및 취업
연계 지원 △적성 중심 인재육성의 지속적
인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등의 내용을 주
요 골자로 한다.

▲ 특강 중인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이 행사에서 우리 대학의 이호인 총장은
“우리 대학이 글로벌그룹인 하림과 ‘채용
연계형 인재육성’이라는 새로운 교육모델을
개발하여 양 기관이 공동으로 인재를 육성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

을 계기로 하림그룹과 협력하여 우리 대학
학생들이 좋은 인성을 갖추고 자신의 적성
을 발견하여 최적의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전 교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협약식 이후에는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
의 특강도 진행됐다. ‘적성 중심 인재육성
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특강에서
김홍국 회장은 “동일한 비전과 철학을 공유
하는 두 기관이 협약을 맺게 되어 앞으로
큰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며, “두 기관이 협력하여 훌륭한 인성
과 재능을 갖춘 맞춤형 인재를 배출하여 대
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
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대학은 2017년부터 글로벌
경제와 지역사회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개 이상의 학과가 참여한 융합전공으로
구성된 단과대학 ‘수퍼스타칼리지’를 신설
함으로써 농생명-ICT, 웰니스케어 등 14
개의 융합전공을 개설·운영 중에 있다. 이
번 협약을 계기로 기업과 대학이 공동 운
영하는 ‘하림산학공동융합전공’이 ‘수퍼스타
칼리지’에 새롭게 개설된다. 이를 통해 재
학생 대상으로 하림그룹의 21개 직무에서
필요한 교육 트랙이 운영되며 학생과 사회
의 요구에 맞는 산학공동 교육 서비스가 제
공될 전망이다.

사회과학대 체육대회, 경찰학과 종합우승
경찰학과 독주… 2위 사회복지, 3위 상담심리
한편, 흡연구역 설치하는 세심함까지 보여
사회과학대학은 지난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우리 대학 A구장에서 가을 체육대회
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 종합우승은 경
찰학과가, 준우승과 3위는 각각 사회복지학
과와 상담심리학과가 차지했다.
가을에 개최되는 사회과학대학 체육대회
는 지난해에 비해 제법 쌀쌀한 날씨였음에

도 학생들은 즐겁게 경기에 임하였다. 경기
에 참가하였던 강윤영(법학과 3) 학생은 “체
육대회를 준비하면서 부상자가 많아 힘들었
지만, 막상 경기에 임하고 나니 승패에 상관
없이 우리 학과가 서로 돈독해진 모습이 보
여 너무나도 좋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사회과학대학 회장 강한석 (법학과 4)은 “이

어느새 찾아온 가을

번 체육대회에 정말 많은 학우가 참여해 큰
보람을 느꼈고, 행사 진행에서도 호응을 정
말 잘 해줘서 뿌듯하다”며 개최자로서 감사
를 전했다.
한편, 사회과학대학 학생회는 체육대회 중
간 남는 시간에는 학생들에게 즐거움과 함
께 경품을 선물하고, 흡연구역을 따로 설치
하여 비흡연자를 배려하는 등 세심함까지
보였다.
진다은 기자 (wlsekdms1@jj.ac.k)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아비의 마음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식과 마음의 양식을 찌우는 계절입니다.
건강도 챙기고, 마음도 챙깁시다.
이 윤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동문)

우리 전주대가 올해 대학역량기본진단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우리가 알기에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때때로 알 수 없는 미래로부터 오는 불확실성과
대학 간 심한 경쟁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불안에 싸일 때도 있지만,
전주대를 세우시고 친히 격려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지체들을 지켜주시사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학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고 아비와 목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며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터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가꿔가는 일에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움직이는 순간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온 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더하시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더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황인수 교수 (교육혁신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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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산업학과, 글로벌 역량강화 베트남 연수
패션산업학과(학과장 박현정)는
지난 여름 8월 14일부터 21일
베트남에서 연수를 진행하였다.
우리 대학 국제교류원과 한국기
업기술가치평가협회(처장 조기
헌)의 지원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
는 지난 2017년 2월 'JJ-AO
DAI CONNECT'라는 프로젝트
로 처음 시작했고, 베트남 섬유패
션 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3회째 이어져 오고 있다.
패션산업학과 인솔교수 2명(박
현정, 주정아 교수)과 학생 총 17
명으로 구성된 연수팀은 연수에
앞서 한국과 베트남 섬유무역과
비즈니스에 대한 특강과 베트남
의 역사와 문화, 섬유패션산업에
대한 연구를 통해 베트남 문화와
패션산업 전반에 관한 사전 교육
을 진행하였다.
이번 연수에서는 VITAS와
FADIN 등의 베트남 정부 기관
과 ㈜한세실업의 베트남 법인
HANSAE VN, 삼성 계열사

S-PRINT의 베트남 법인, 현지
기업 JSC 등을 방문하여 섬유생
산부터 봉제, 프린팅, 가공에 이
르는 과정을 직접 보고 경험했다.
특히, 패션산업학과는
HUTECH(호치민 기술대학교)
에 이어 HCMUTE(호치민 기술
교육대학교)와 새롭게 MOU를
체결하고 양측 교수 및 학생 간
의 전공 프로그램을 교류하는 의

미 있는 시간도 가졌다. 또, 아오
자이 박물관 및 패션쇼 견학, 현
지 전통시장 및 명품관 탐방을 통
해 베트남 패션산업 전반을 이해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
행했다.
이번 연수를 통해 학생들은 글
로벌 패션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
이고, 해외 인턴십의 가능성을 확
인하는 기회가 됐다.

가정교육과 교수 · 동문 장학금 올해로 14년째

강홍석 교수, 영국왕립화학회
JMC C 표지논문 선정
우리 대학 소재응용연구소장 겸 탄
소나노신소재공학과 강홍석 교수(단
독 교신저자)의 순수 이론 논문이 영
국왕립화학회 학술지 JMC C표지
논문으로 선정됐다.
‘JMC C’는 나노공학에 유용한 반
도체나 자성 물질 등 나노물질의 순
수한 물리적 성질을 다루는 연구 학
술지로써, 인용지수(IF) 5.976의
세계적으로도 권위 있는 학술지이
다.
강 교수는 논문 ‘TeSe2의 상다형
성과 전자구조’에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신소재물질인 TeSe2에 대해
3가지 거시적 결정상이 가능함을
검증한다. 여러 제일 원리 계산을 통
해 검증하면서 각 상의 전자구조의
특이성을 밝혀냈다. 최근 각광을 받
고 있는 텔루륨(Tellurium)이 한
가지 거시적 결정상만을 갖는데서
오는 잠재적 응용 한계를 보완한 것
이라고 한다.
이 연구에서 강 교수팀은 TeSe2
가 기계적 요인만으로 세 가지 거시
적 결정상간에 서로 쉽게 변환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각 상에서 전자가
갖는 특이한 스핀편향 성질도 계산
을 통해서 예측하여, 향후 이 물질

이 스핀전자공학에도 이용될 수 있
음을 확인했다.
강 교수는 2017년 논문에서 새로
운 종류의 2차원 층상물질인 GeP2
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
소를 일산화탄소로 전환하는데 매
우 유용한 광촉매 물질이 될 수 있
음을 체계적으로 검증했다. 그로 인
해 'JMC A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 IF= 9.931)'
의 표지 논문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한편, 강홍석 교수는 2008년도
대한화학회 물리화학분과에서 1년
에 총 1명 우수 연구자에게 수여하
는 입재물리화학상을 수상했다.

장학금 대물림, ‘중등 임용고시 합격률 향상에 기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 진행

조성된 기금 총 5천여 만원에 달해
지난 10일, 전주대 진리관에서
가정교육과 교수 장학금 및 교사
동문회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다.
이날, 가정교육과 교직원과 재학
생, 현직 교사 동문이 참여한 가
운데 각 학년별 2명씩, 총8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가정교육과 교수 장학금은 재직
교수들이 2004년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2005년도부터 14년
째 이어져 오고 있다. 또한 교사
동문회 장학금은 2008년도부
터 가정교육과 출신 중등학교 동
문교사들이 기금을 마련하여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9년째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는 것이다.
교수·동문의 사랑과 정성이 담
긴 장학금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임용고시에 2005학년도에 4명
이 합격했다. 그리고 합격생이 꾸
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8년부
터 교직에 나선 선배들은 장학금
을 모으기 시작하며 기금이 꾸준
히 늘었고, 기금이 늘어날 수록
가정교육과의 임용 합격률과 그
위상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교수·동문 장학금을 받은 재학
생은 대부분 교사로 임용되어 본
인이 받은 장학금보다 더 많이 되
돌려 줄 수 있는 교사로 성장하
여 장학금을 흔쾌히 쾌척하는 선
순환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날 모
교를 찾은 봉서중학교 김수향 교
사(가정교육과 04학번), 전주평
화중학교 양혜령 교사(가정교육
과 07학번), 충남부여중학교 김
혜수 교사(가정교육과 10학번)도

전북 지역민을 위한 지역인문학센터 인문아카데미

모두 교수·동문 장학금을 수혜
를 받은 졸업생들이다.
현재 교수 장학금은 교수 전원,
동문장학금은 교사임용고사에 합
격한 동문들을 중심으로 6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기금은 총
5천만원에 달한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100여 회 운영
‘교육 만족도 높아’
‘꿈을 만나다’, 중학교 수요와 사회 맞춤형 교육 지원
우리 대학은 지난 1일 삼례여자중
학교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진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중학
교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한 학기
혹은 두 학기 동안 지식 중심의 정
규수업 과정에서 벗어나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
한 체험활동형 교육과정을 운영하
는 제도이다.
전주대는 중학생의 체계적인 진
로 설계를 돕기 위하여 진로와 관
련된 4개 영역(진로이해, 진로·
직업 탐색, 진로·직업 체험, 창의
성 함양)에서, 16개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삼례여중에서 진행된 교육
은 1학년 60여 명의 학생이 참여
한 가운데 진행됐는데, 교육에 참
여한 학생들은 우리 대학에서 개
발한 진로 워크북을 활용하여 자
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희망 직업
에 대한 설명과 함께 꿈을 달성하
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
는 시간을 가졌다.
자유학기제 지원 진로 프로그램
은 매회 4.8점(5점 만점)의 높은
만족도를 받을 만큼 중학교 현직
교사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

고 있다. 또한, 시대의 흐름과 수
요자 요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평가받으며, 교육 신
청 학교가 꾸준히 늘어 누적 수강
생 1만 1,000명을 넘어섰다.
이호준 입학처장은 “중학교 학생
들의 올바른 진로 설정을 돕기 위
해서는 지역사회 관련 교육기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중·고등학생의 진로 설계와 교
육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프로
그램 개발과 시스템 구축 등 최선
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대학은 지금까지 전
북지역 50여 학교에서 130여 회
에 걸쳐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 우리대학 인사 발령 (2018. 10. 1.) >
■권수태 (기획처장 /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박기범 (교무부처장직무대리 / 신문방송국장)
■류인평 (국제교류원장 / 국제교류센터장 / 한국어교육센터장)
■김규환 (빅데이터센터장 / 학과장)
■최규홍 (농생명융합연구소장)

우리 대학 인문한국플러스(HK+)
연구단 소속 온다라 지역인문학센
터(센터장 백진우)는 ‘다가가는 인
문학, 함께하는 인문학’이라는 슬로
건으로 지난 10일, 온다라 인문아
카데미 첫 강좌를 열었다.
‘한옥마을의 유례와 역사’라는 주
제로 진행된 이번 강좌에는 자영
업, 직장인, 공무원 등 다양한 직업
군의 전북지역 주민 32명이 참여
했다. 강의는 이론적 지식을 제공
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문화와
일상생활에 밀착된 내용으로 흥미
를 더했다.
인문학 강좌를 수강한 박동명 씨
(자영업자)는 “평소 역사나 문화에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이렇게 전
주대에서 무료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서 감사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
록 더 많은 강좌를 개설해 주었으
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프로그램명

날짜

강좌명(주제)

10. 17

유교적 노동관의 탈영토화

10. 24
온다라
인문
아카데미

온다라
인문
플라자

지역인문학센터 백진우 센터장
(한국어문학과 교수)은 “앞으로도
전주대와 지역민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인문학 강좌를 마련해서
온다라 인문학센터가 전북지역을
대표하는 거점 인문학센터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
했다.
온다라 인문아카데미 강좌는 도
내 주민을 11월 28일까지 매주 수
요일(19~21시) 진행된다. 8회 동
안 진행되는 이번 아카데미는 <다
문화가정을 위한 힐링캠프>, <외국
인 유학생을 위한 향교스테이>, <표
어 백일장 대회>등 역사, 유교문화
및 문학과 관련한 강의와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인문아카데미는 전북지역 주민이
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강
문의와 강좌일정 안내는 지역인문
학센터(063-220-3201~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사
김윤희(전주대학교 교수)

조선시대 지방 관리의 삶과 생각 백진우(전주대학교 교수)

10. 31

목민심서의 리더십

문경득(전주대학교 교수)

11. 7

전주의 사람들

김승종(전주대학교 교수)

11. 14

조선후기 한시 쇄신과 주자학

김형술(전주대학교 교수)

11. 21 / 11. 28

*지역 인문자산 달빛체험(2회)

김승종(전주대학교 교수)

1. 2

미정

편용우(전주대학교 교수)

1. 9

항일독립운동을 도운 외국인

변은진(HK+연구교수)

1. 16

1950년대 전북 문학의 지형도

황태묵(HK+연구교수)

1. 23

장소

조선시대 일본인 마을, 초량왜관 장순순(HK+연구교수)

1. 30

삼국지, 신의와 도전정신을
말하다

김명희(HK+연구교수)

2. 13

음양오행설의 역사적 기원과
현대적 적용

안정훈(전주대학교 교수)

2. 20 / 2. 27

*전주 느리게 걷기(2회)

최기우(최명희문학관 실장)

전주
대학교
진리관
109호

전주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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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최강의 족구왕을 찾아라!

한국어를 바르게?

제3회 JJ 족구리그, 치열함 끝에 ‘청춘’팀 우승
22일부터 수시고사 이벤트 진행해

지난 11일 총학생회에서 주최한 제 3회 JJ
족구리그 본선이 학생회관 뒤편 족구장에서
열렸다. 취업, 학업, 스펙 등 스트레스를 날
리기 위해 마련된 이 행사는 이틀에 걸쳐 진
행됐다. 이날은 13개 팀이 치열한 예선을
거친 끝에 ‘청춘’, ‘축사모’, ‘족까’, ‘족구가족같
네’ 4개 팀이 본선 경기를 펼쳤다.

마지막 결승전에
서 계속되는 접전
끝에 청춘 팀이 족
까 팀을 누르고 우
승과 함께 상금 20
만원을 거머쥐었다.
청춘 팀의 이창훈
(경찰학과 14학번)
학우는 “같이 연습
하면서 즐겁게 했는데, 친구들이 많이 따라
줘서 고마웠고, 또 이번 행사처럼 학교 차
원에서 운동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많이 만들
어줬으면 좋겠다.”며 우승 소감을 남겼다.
한편, 총학생회에서는 22일부터 24일까
지 수시고사 간식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후
3시부터 학생회관 앞 로타리에서 치킨 나

눔을 하고 오후 6시부터는 총학생회 페이
스북에서 ‘만약, 내가 이벤트에 당첨된다면’
이라는 글에 댓글을 받아 그 중에서 재미 있
는 사연을 보낸 사람에게 ‘청년다방’, ‘열정
도시락’, ‘마이마이치킨’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22일부터 25일까지 저녁 11시30
분과 새벽 1시30분에 야간택시 이벤트도
있다. 수시기간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고 귀
가하는 학생들을 위해 셔틀버스로 이동을
돕는 것으로 전주 시내 완산구와 덕진구 거
주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희망하는 학생은 기획국원 김상훈(0102688-1968)에게 문자로 신청하면 된다.
황기하 기자(rlgk0421@jj.ac.kr)

이...이게 다
무슨 말이지...?

새로나온
신조어라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게다가 외국어와
함께 쓰여진 합성어나
줄임말이 대부분이야..

음..한국어를 쓰는
다른 나라가 북한이니까
북한도 우리처럼
쓰는지 한번 보자.

제인아, 북한은 같은
한국어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신조어 개념이 없이도
굉장히 잘 유지되어있다?

3개 단과대 연합, 제2회 의문문 축제 ‘ABOUT WARNING’
힙합, 할로윈 분위기 연출

북한말들을 보니
한국어로 표현 할 수 있는
단어들이 참 많은걸?

3개 단과대 연합의 전통 이어가길

지난 11일 우리 대학 예술관 옆 주차장에서
의과학대학, 문화융합대학, 문화관광대학이
함께 진행하는 제 2회 의문문축제 ‘Warning’
을 개최했다.
‘About Warning’은 가을축제(대동제)와 다
르게 힙합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분장실, 귀신
의 집, 눈알까기, 호러박스 등 게임부스도 준
비하여 곧 있을 할로윈 행사를 미리 느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축제는 학장님 축사, 각 단과대 학생회장의
인사로 축제 시작을 알렸다. 개회식에 이어 힙
합공연과 마술사 지혜준이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이후 시간에는 세 단과대학의 학
우들이 팀별 장기자랑을 통해 끼와 흥을 맘껏
뽐냈다. 팀별 장기자랑 대상은 ‘션둘광둘’ 팀이
차지하여 20만원의 상금을 받았고, 최우수상
은 멋진 춤을 선보인 장태웅(방사선1) 학우가,

그러게, 무분별하게
외국어를 합성하지 않고
한국어에 알맞게 바꾸는구나!

당연하지!!

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우수상은 남녀혼성 보컬팀 ‘그루비룸’이 차지
했다.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였던 연예인 초청공
연은 힙합가수 SIK-K와 우디고차일드가 출
연하여 학생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었다. 식케
이와 우디고차일드는 트렌디한 실력파 래퍼로
젊은 층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작년에 이어 2회로 개최된 ‘의문문 축제’에

이전보다 더 많은 학우들이 참여했고, 예술관
지하에서 귀신의 집을 진행하는 등 학생회 임
원들의 많은 준비가 돋보였다.
문광대 학생회장 고지원(패션산업4) 학우는
“서로 다른 단대이지만, 전통을 살려서 계속
단대 연합 행사를 갖기 원해서 연합 축제를 준
비했다. 앞으로는 더욱 다양한 컨텐츠를 준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고, 부학생회

장 오세웅(관광경영3) 학우는 “작년의 경험을
살려서 올해 더욱 진행이 수월했고, 좀 더 발
전된 축제를 준비할 수 있었다. 축제 준비기
간에 추석이 끼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여름방학 때부터 준비해서 더욱 알
찬 행사가 되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밝혔다.
송민호 기자(immino@jj.ac.kr)

전주지역 청소년 청년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토론회 1부
동영상 시청 “전주 시장님에게 이야기하다”

글쓰기 클리닉 안내

토론회 2부
기초발제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제발표 김광혁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례발표 최은선 (전주평화센터 희망플랜)
토론회 3부
토론 좌장 :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패
널 : 김광혁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정병오 (하얀종합사회복지관장)
고미희 (전주시의원)
김하늘 (전주평화센터 희망플랜 참여자)

● 접수기간 : 9/20~11/30
● 접수장소 : 스타센터 306호 기초융합교육원 행정지원실
(☎. 063-220-2603)

문의: 희망플랜 전주평화센터 063-285-4408

2018.10.22
월요일 오후14:00~17:00
전주대학교 온누리홀

전주지역 청소년 청년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우리 지역 희망을 잇다, 청소년 청년의 꿈이 있다

● 상담기간 : 10/10~12/28
● 상담장소 : 학생회관 319호
(신문방송국 내 글쓰기 클리닉 센터)
● 상담 방법 : 학생 1인당 3회
(대면 상담 2회, E-mail 상담 1회)
● 지도 항목
- 이력서, 자기소개서, 리포트 및 논문
- 예술문(시, 수필, 희곡, 시나리오 등)
- 기획서 및 제안서, 프레젠테이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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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교직원예배
“행함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전주대학교 되길”
지난 10일(수) 오전11시 대학교회에서 교
직원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김문택교수(경배와찬양학과)가 인
도하는 찬양과 기도로 문을 열었으며, 특
송으로 음악학과의 이주용교수(피아노)가
‘참 아름다워라(찬송가478장)’ 라는 찬양
으로 특송을 연주했다. 이어 전주대학교

2018년 10월 17일 수요일 제883호
신동아학원 이사이신 장덕순 목사(이리신
광교회 담임)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
로움’ 이란 주제로 “어제와는 다른 오늘이
되고, 내일을 살면서 우리 개인과 공동체,
전주대학교가 새롭게 매일 매일 거듭나길
기도한다”며 말씀을 전했다.
우리 대학 교직원 예배는 매월 첫째 주에
있다. 다음 교직원 예배는 11월14일(수)
오전 11시 대학교회에서 추수감사기념예
배로 드려질 예정이며, 이 날은 김관호 전
도사의 ‘내게 음악주신 분’ 이란 주제로 음
악 토크 콘서트 및 신앙 간증을 할 예정이
다. 또한 예배 후 추수감사를 기념하며 바
비큐파티로 간식 나눔을 한다.

스타누리 우수관실
시상 이벤트 진행
외국인 유학생 91명 생활

세계를 위한 기도

출처 : 기도24365

중앙아시아,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 강화돼
예배드리다가 붙잡히면 심문을 당하고
무거운 벌금을 내야 해
중앙아시아에서 이슬람 민족주의가 거세지
면서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도 강화되고 있
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VOM)는 11일 보
도자료를 통해 "전 세계 핍박받는 기독교
인과 함께 일하는 VOM의 중앙아시아 동
역자들이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날로 증
가하고 있다며, 기도를 요청해왔다"고 말
했다. 중앙아시아의 기독교인들은 신앙생
활을 이유로 체포, 고문 등의 핍박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버스, 기차 등 공공장소에
서 성경을 읽거나,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에 대해 말하는 이유로 체포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 VOM 폴리 현숙 대

표는 "중앙아시아의 일부 기독교인은 교회
등록이 취소되는 바람에 불법으로 가정에
서 모일 수밖에 없다"며 "가정에서 예배드
리는 기독교인들도 경찰에 급습을 당해 체
포당하고, 매 맞고 벌금을 물기 쉽다"고 말
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공식적인 예배 장
소 없이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는 금지하고
있다. 은밀하게 예배를 드리다가 붙잡히
면, 심문을 당하고 무거운 벌금을 문다. 또
지난 8월에는 기독교 문서를 배포했다는
혐의로 기독교인 10명이 체포되고, 1인당
한화 약 110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
과했다. 이는 타지키스탄 국민의 6개월 치
평균 월급보다 많은 액수다(출처: 크리스
천투데이).“하나님, 이슬람 민족주의가 거
세지면서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가중되
고 있는 중앙아시아 땅에 그리스도의 이름
을 선포합니다. 이 민족은 주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신앙생활을 이유로 체
포와 고문을 당하고 예배드릴 장소를 빼앗
기고 무거운 벌금을 내야 하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환난을 통해
중앙아시아 교회가 인내와 연단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고하게 서게
하소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여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멈춰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중국 공산당, 광저우성 6개 교회 폐쇄
중국 공산당이 남서부 광저우성 귀양 시에
위치한 개신교 6개 교회를 폐쇄했다. 11일
(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세
계기독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CSW)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8일 이
같은 폐쇄가 일어났으며, 3백 명의 교인들
이 교회를 잃어버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
르면 공산당 당국은 "교회를 '불법 종교 행사
장'으로 간주하고 예배를 허가하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또 워치독 그룹은 중국이 지난
수년간 교회를 단속하고 지속적인 압력을 가
한 결과 일부 교회는 교인의 40%를 잃게
됐다고 밝혔다. CSW 머빈 토마스 대표는 "
매주 새로운 교회 폐쇄가 중국에서 일어나
고 있다. 오래된 교회와 크고 작은 교회, 카

세계기독연대 “종교의 자유 보장해야”
톨릭 교회와 개신교가 모두 압력을 받고 있
다"면서 "국가가 승인한 교회 역시 철거되고

우리 대학에는 외국인 유학
생들을 위한 스타누리 기숙
사가 있다. 이 기숙사는
2016년 3월 개관하여 외
국인 유학생 91명이 생활
하고 있다. 지난 10월 12
일에는 관실 청결 점검을
실시했다. 매 학기 2번씩
시행하는 관실 청결 점검은 학생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우수관실을 선발하고
시상 이벤트를 진행한다. 우수한 성적을 얻은
팀을 1등에서 5등까지 선발하여 피자, 햄버거,
빵, 우유등의 간식을 선물했다.
또한 이날 이벤트와 함께 학생 생활관 수칙
전달과 화재안전교육을 함께 진행하여 외국인
학생들의 안전한 기숙사 생활을 지도했다. 스
타누리 담당직원과 자치관생(베트남인 1명, 중
국인 1명)이 함께 각 관실을 방문하며 학생들
의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직접 들으며 유학
생들과 친밀하게 학교 생활을 돕고 있다.

♥11월교직원 <추수감사예배>♥
■일 시: 11월 14일(수), 11:00, 대학교회
■설 교: 김관호 전도사(음악 토크 콘서트)

♥목요아침 기도회♥
일시

10월 18일(목)
10월 25일(목)
11월 01일(목)

미등록 교회는 해산되거나 몰래 모임을 하
고 있다. 이어 "우리는 중국 정부에 재교육
수용소를 폐지하고 수용자를 즉각, 그리고
조건 없이 석방할 것을 촉구하며 또한 종교
적 또는 신념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하
는 교회의 강제 폐쇄를 막을 것을 정부에 촉
구했다. 중국의 모든 인종과 종교를 가진 사
람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SW는 다른 주에서도 일어난 교
회 폐쇄가 가정교회 단속을 위해 개정된 종
교 문제 규정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한편, 크
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9월에는 공산
당원이 성서를 불태우며 기독교 신자 학생
들에게 신앙을 포기한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
요하거나 사회적 혜택을 잃을 위험이 있는
영상이 유포되기도 했다. 아이들 또한 부모
와의 예배 참석이나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설교자

김석호 목사
김석호 목사
서화평 목사

것을 금지당했다고 한다. 월드워치모니터는
지난주 3백 명 이상의 기독교 청소년들이
종교가 없다는 형태로 진술하도록 강요당했
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소식통은
웹사이트를 통해 이 같은 움직임은 집권 공
산당과 충돌할 것으로 보이는 그리스도인들
을 밝히려는 시도라고 전했다(출처: 크리스
천투데이). “하나님, 중국에서 지금도 예배를
받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중국의 모
든 영혼이 주를 경배하기까지 이 땅의 교회
와 성도들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시는 주
님의 열정을 바라봅니다. 주님, 교회가 강제
로 폐쇄되고, 가정교회를 단속하여 금지하
고, 신앙을 포기하는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
요를 당하는 모진 고난을 주의 백성들이 합
당히 여기며 기뻐하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
소서.”

37기 월드프렌즈
청년봉사단 모집
파견지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
파견규모 약 250명
파견기간
2018. 12 ~ 2019. 2
(파견팀별 각 2주내외)

지원기간
2018년 10월 1일(월) ~
대학별 마감일 상이
지원자격
단장: 대학 교수 및 교직원
단원: 대학재학생(졸업 학기자 제외)
※자세한 사항은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홈페이지(http://kucss.or.kr)참조

2018학년도

동계 학생 해외봉사단 모집

1. 봉사활동 국가 및 기간
구분

파견기간
2018.12.23(일) ~ 2019.1.4(금),(11박13일)

파견국

1차
2차

2019.1.6(일) ~ 2019.1.18(금),(11박13일)

캄보디아

베트남

2. 봉사활동 내용 : 봉사활동 및 문화탐방
○봉사활동분야 : 교육, 심리정서, 문화예체능, IT, 선교프로그램, 환경개선 등
○문화탐방
3. 참 가 비 (자부담을 제외한 일체 경비 지원) ○1차,2차 : 재학생 1인당 500,000원

5. 참여자 특전
○사회봉사 학점 인정 (2018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1학점)
○1365 (자원봉사 인증관리) 봉사 시간 등록
○현지 봉사활동 인증서 제공
6. 자격제한
○휴학생 및 8학기 초과자 신청 대상에서 제외
○직전학기 성적 2.0미만인 자
○이번학기 12학점 미만 이수자

※참가자 선발 이후 사전교육
4. 모집안내
(O.T, 워크숍, 집중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일정 추후 공지)
○모집기간 : 2018.10.8(월)~28(일),18:00까지 ○모집대상: 재학생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통과자에 한함 베트남 2019.10.31(수) 캄보디아 2019.11.1(목)
※문의 사항 : 사회봉사센터
○심사발표(개별통보) 및 오리엔테이션 : 2019.11.8(목),17:00
(스타센터 239호, ☎063-220-4708~10)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instar.jj.ac.kr → 학사관리 → 해외봉사 → 공지사항 또는 전주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일반)
○신청방법 : instar.jj.ac.kr → 학사관리 → 해외봉사 → 해외봉사신청 → 참가신청서 접수
※상기일정은 사회봉사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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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 #쾌락원칙
#세상에 없는 우리만의 공간 #나만의 분위기

「몇 년 전만 해도 동네마다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슈퍼마켓이 요즘에는 대형마트나 편
의점에 밀려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그냥 시대적 변화 양상이라고 사소
하게 지나칠만한 하지만, 변은지·윤지혜
공동대표는 슈퍼마켓이 가지고 있던 감수성
과 느낌을 살리고자 나섰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쾌슈퍼’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청년 창업자 변은
지·윤지혜 공동대표의 성공 스토리를 들어
보자.」
<소개>소개
안녕하세요. 슈퍼마켓을 연구하고 ‘쾌락’이
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크리에이티브 스튜디
오를 운영하는 ‘쾌슈퍼’입니다. 우리는 사소
하지만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대단한 것’,‘즐
거운 것’을 만들고 알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
니다.

<창업배경>

창업배경

광고학을 전공한 학생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광고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터키에 세계
최초의 광고가 있다는 걸 듣고 지금의 제 파
트너와 함께 배낭여행을 갔습니다. 비행기
에서 내리자마자 이국적인 공기를 느끼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는 미술관이나
박물관보다 슈퍼마켓을 찾아 돌아다녔습니
다. 슈퍼마켓 안에서 사진을 찍고, 음식도
먹어보는 과정이 재미있어 한국에 돌아와서
국내 여행을 하면서도 슈퍼마켓 사진을 많
이 찍었습니다. 우리나라 특유의 감성이 담
긴 슈퍼마켓이 너무 좋았고 찍은 사진을 보
면서 다시 그 장소로 가보기도 했죠. 하지만
요즘에는 슈퍼마켓이 편의점이나 다른 상가
로 바뀌는 곳이 많아 슈퍼마켓을 좋아하는
저희로서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슈퍼마켓을 만들어보
고 싶었습니다. 사라져가는 동네 슈퍼의 문

제점을 개선하고 우리만의 감수성과 분위기
를 가진 쾌슈퍼를 만드는 것이 창업의 첫 걸
음이었습니다.
<쾌슈퍼의
시작> 시작
쾌슈퍼의
쾌슈퍼라는 브랜드는 만들었지만 그걸 실현
시키기 위한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번
화가에서 시작하고 싶었지만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어 가능한 곳을 여러 군데 찾
아보다가 전주의 청년몰처럼 서울형 청년몰
을 만든다는 기사를 보고 구로 시장 청년장
사꾼 1기 면접을 보았습니다. 당시 구로시장
은 구로공단이 구로디지털단지로 변모하고
화재도 나면서 재래시장은 자연스레 쇠퇴하
여서 사람들의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사람
들이 일부러 찾고 싶은 가게가 많아질수록
지역은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재생을 목표로 여러 청년장사꾼들이 모여 그
공간을 다 같이 협업하여 공간을 꾸미고 축
제와 공연 등 여러 가지 이벤트를 했습니
다. 그 결과 우범 지역으로 불렸던 곳이
시민들이 시간을 내서 일부러 찾아오
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케팅 방법>

마케팅 방법

쾌슈퍼는 현재 계약종료로 ‘슈퍼마켓’은 잠시
접어두고 연남동에서 쇼룸을 만들어 슈퍼마
켓 콘텐츠를 활용하여 다양하고 재미있는 일
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의 작은 슈퍼마켓을
기록하고 아카이빙한 슈퍼마켓 백과사전 같
은 ‘슈퍼마켓도감’을 만들기도 하고 슈퍼마켓
앞에서 볼 수 있는 오브제를 가지고 우리만
의 감수성으로 디자인하여 굿즈를 만들어 판
매하기도 합니다. 물론 ‘슈퍼마켓’이라는 콘
텐츠를 누군가는 보잘 것 없다고 여기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지나칠 수 없는 디테일을
발견하고 이를 확장하여 의미 있는 작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고객은 자신
이 원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지 자
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라고 했지요.
창업자의 몫이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는 디
테일을 발견하고 생각의 전환을 통해 실현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창업창업
과정> 과정

쾌슈퍼라는 공간을 만들었으니 가
게를 유지하기 위한 저희만의 경영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쾌슈퍼는 협
소하여 물건을 많이 들일 수 없었
고 재고 관리 등에서도 한계가 있
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장점으로
바꾸기 위해 파트너와 많은 고민을
했고 생각해 낸 것이 바로 ‘슈퍼마
켓을 미술관처럼 바꿔본다면 어떨
까’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미술관
은 기간에 따라 특정한 주제를 가
지고 전시를 개최하고 늘 변화합니
다. 우리도 ‘미술관처럼 슈퍼마켓
안에서 기획전 형식으로 식료품을
선택하고 전시해보자’라는 것이 좁
은 공간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제가 ‘동남아 식료품’이면,
가게 안에 손님들이 왔을 때 동남
아 여행 온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식료품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식
료품 사진을 효과적으로 찍어
SNS로 홍보하기도 하고 시식도
할 수 있게 하니까 바로 구매로 이
어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체험과 구매를 동시에 한 장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니까 손님들도
무척 좋아했습니다. 이처럼 현실적
인 단점을 장점으로 전환하는 과정
에서 창업자의 아이디어와 감수성
을 녹여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
험을 선물하는 일이 창업자의 자세
라고 생각합니다.

<전주대
학우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전주대
학우들에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경험들을 합
니다. 사소한 경험들은 내 안에서 작은 돌멩
이나 나뭇가지에 불과하다고 느낄 수 있습
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어느새
선이 그어지고 윤곽과 테두리가 생겨 단단
하게 기둥이 만들어지면서 언젠간 나만의
울창한 숲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삶을 살
아가면서 우리는 기분 좋은 순간들도 많지
만 지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리
저리 부딪혀보면서 다양한 감각들이 모여
우리 마음속, 몸 안에 깊숙하고 단단히 배어
있거나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음악처
럼, 수줍게 나눈 고백처럼, 때로는 우리가
먹던 음식처럼 나만의 분위기를 만들어, 내
가 해야만 하는 일, 나 밖에 할 수 없는 일
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
천히 시간을 들여 자신만의 호흡과 리듬으
로 나의 숲을 울창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
니다.

문주희기자 (wngml16@jj.ac.kr)
안혜란기자 (ah6038@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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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학 시리즈 2.

미래 新(신)직업 알아보기

지난 진로학 시리즈에서는 MyF 황준원 대표 인터뷰를 통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다. 이번 신문에서는 내 적성이 신
직업과 관련이 있는지 또 ‘신직업’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학교 학생들의 ‘신직업’ 인식도 조사를 하였고 그것을 통해 우리 학교 학생들이 꼭 알아야할 ‘신직업’
을 소개하려한다. 서울신직업인재센터에서 작성한 '2018 sba 신직업 총서 가이드북'에 따르면 앞으로 미래 신직업은 크게 다음과 같이 9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
배종모 기자(1ockerz@jj.ac.kr), 진다은 기자(wlsekdms1@jj.ac.kr)

아홉 가지 카테고리별 ‘신직업’ 소개
창작 마케팅

공간 스토리텔러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교육부)[미래 신직업 인사이트 조사] (sba 서울산업진흥원)

교육진로 서비스

게이미피케이션 전문가

콘텐츠미디어

영상맥가이버

공간을 브랜딩한다.

언젠가 세상은 게임이 될 것이다.

한번 보면 쏙쏙 이해되는 동영상 매뉴얼을 만드는

공간에 이야기를 더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나
눌 수 있는 의미를 창조하고 궁극적으로 공간의
브랜드 가치를 만드는 일을 하는 전문가이다.
대표적으로 커피숍이나 음식점과 같이 본래의
목적에 감성적이고 친밀한 장소 등의 공간스토
리를 컨설팅한다. 공간의 가치를 확실히 알리고
고객들이 공간과 관련한 상품을 소비할 수 있도
록 만드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춰야 하며, 관광
지나 커피숍, 테마파크 등 공간에 대한 이해와
주요동선 기획력이 필요하다.
감성경영, 지식경영시대로 접어들면서 전자 공
간, 상품, 제품 기획 및 디자인 등에서 스토리텔
링이 주목받고 있다. 주로 스토리텔링 전문업체,
광고회사, 제품 스토리텔링 전문 업체, 1인 기
업, 게임회사 등에 취업이 가능하다.

게이미케이션은 비게임분야를 게임화 시키는 것
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카페나 화장품가게에서
포인트 적립이나 쿠폰 모으기가 있는데 소비를
통해 보상을 주어 고객에게 성취도를 높여 고객
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처럼 게이미케
이션은 마케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최근에
는 학습 성취도면에서 좋은 성과를 내며 교육 분
야 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직업은 컴퓨
터 프로그래밍 능력과, 수준 높은 창의력이 필요
하다. 일반적인 것들에 흥미롭고 재미있는 게임
의 요소들을 집어넣음으로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
고, 집중하게 하는 장점이 있어 교육, 마케팅 뿐
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다양하게 사용 될 것이
다.

아날로그 영상제작 전문가의 경험과 능력에 IT기
술과 그래픽 활용 역량을 융합한 것으로 전국의 지
역축제 및 관광명소 하이라이트 제작 및 송출하며
모든 시스템과 관련 제품의 ‘알기 쉬운 모바일용 동
영상’을 제작한다. 영상제작과 IT계열에 관심이 있
어야 하며 전자기기나 가전제품, 사회 시스템에 대
해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
다. 최근 영상 자체의 완결된 기획과 스토리텔링
을 바탕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MCN(Multi-Channel Network)은 기존 미디
어 기업과의 협력으로 고품질 콘텐츠 제작을 강화
하고 있고 현지화된 콘텐츠 제작과 유통 확대를 통
해 글로벌화를 추진 중이다.

라이프 스타일

정보보안

융합소프트웨어

소비생활 어드바이저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

에너지 하베스팅 전문가

소비자의 불만을 찾고 해결하라
소비자의 불만을 상담하고 분석하여 신제품개발
이나 기획할 때 소비자 입장에서 조언해주는 역
할이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사용관련 상담
과 조언을 해준다. 이 직업은 기본적으로 경제
에 대한 관심과 상식을 갖추어야 하고 고객을
상대하고 조언하기 때문에 의사소통능력과 친화
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비자의 불만에 대응해
야 하므로 인내력도 갖추어야 한다.
백화점, 운송기관, 컨설팅회가, 쇼핑몰과 같이
상품을 판매하는 곳 뿐만 아니라 안전성에 대해
설명, 조언도 해주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활동한
다. 인터넷이나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시장의 팽
창으로 소비자상담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3d 메이커스

팹 크리에이터

사이버상 범죄의 흔적을 찾는 전문가

버려지는 에너지를 찾아라!

사이버상의 범죄 흔적이나 증거를 찾기 위해 통
화기록, 이메일, 지운 파일, 망가진 하드디스크
등을 복구하여 관련증거를 찾아낸다. 이 직업은
시스템과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
다.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어 디지털 과학 수사 분야의 수요는 커질 전망이
다. 대기업 법무팀이나 감사실에서도 기술 유출
등에 대처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전문사를 채용
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추세이다.

빛, 열, 진동 등 자연에너지를 수거하여 일상에
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에너지로 재생산하는 직
업으로 물리학, 기계공학, 에너지 자원공학, 전
자공학, 시스템공학을 전공해야 한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창의력과 팀원들
간의 의사소통능력 등 협업능력이 필요하다. 무
선 내트워크 기기 및 저전력 기기 중심으로 활
발하게 보급될 전망이며, 전 세계 에너지 하베
스팅 규모가 2020년 35억 8820달러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어 앞으로 이 직업을 요구하는 기
업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반려동물

헬스케어

동물랭글러

디지털 장비를 통해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창작자

다재다능한 동물을 캐스팅!

공예, 디자인,3D프린터, 레이저커터, CNC라우터
등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장비를 활용해 창의적인
컨텐츠를 직접 창작하고 판매한다. 이 직업은 3D
모델링 및 디지털패브리케이션 장비 활용에 관심이
있어야 하고 창의적인 컨텐츠로 창업을 준비하고
싶은 열정이 있어야 한다. 전 세계 적으로 메이커
무브먼트 즉, 공예나 디자인, 엔지니어링, 소규모
DIY등 자신이 필요한 것을 직접 만들어 쓰려는 경
향이 강해지면서 앞으로 더 필요로 할 것이다.

학습가능한 애완동물을 섭외하여 대본에 맞추어
연기할 수 있도록 지도시킨다. 이 직업은 동물의
마음을 헤아릴 줄아는 세심함과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과 인내심이 필요하며, 동물의 주인을 만나
설득 시켜야 하기 때문에 소통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점점 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동물
관련 영화나 드라마 또 CF가 늘어나고 있다. 그
리하여 제작의도와 시나리오에 적합한 동물을 제
안하거나 훈련시키는 에이전시가 늘어나고 있으
며 앞으로 역할이 기대된다.

결론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바, 사회분위기로는 ‘신직업’
이 많이 부상되었으나 아직 학생들에게는 인지도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지난 882호의 진로
학 시리즈1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

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
지를 앎으로서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을 정해보자는 메시지
를 전달하였으며, 이번 진로학 시리즈2를 통해서 미래에는
어떤 직업이 있으며, 나의 적성을 살려서 진출할 수 있는

목소리 코치
"발표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대중 앞에서 효과적인 말하기 방법을 지도해 주
는 것으로 호흡, 발성법, 목소리 크기, 속도, 음
의 높낮이, 표현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도와
주는 직업이다. 이직업은 타인의 목소리를 탐지
하고 개선시켜줄 방향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섬세해야 하며, 타인을 지도하는 것으로 표현
력이 좋아야 하고 타인과 소통하거나 돕는 일에
보람을 트끼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최근 자기
PR(홍보)시대로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고 표
현하는 것이 중요해 지면서 효과적인 발표와 연
설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늘어
나고 있어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분야는 무엇인지 더욱 더 알아보고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전주대 신문사는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여러분 앞에
펼쳐질 미래가 더욱 밝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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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10년 후 직업은?
미래 신직업 인식도 조사

일시: 10월 10일~14일(5일간) 참여인원: 총 286명

Q1. 신 직업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46.85%

53.14%

Q2. 미래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있나요?
23.42%

□있다. 152명(53.14%)
□없다. 134명(46.85%)

26.92%
43.35%

Q4.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비한 장기 적인 계획이
나 준비를 하고 있나요?
22.72%

23.07%

54.19%

Q3. 자신의 희망직업이 곧 사라질 직업이라면 ?

□매우 관심이 있다. 67명(23.42%)
□관심이 있다. 124명(43.35%)
□보통이다. 77명(26.92%)
□관심 없다. 18명(6.29%)

13.28%
27.62%

52.09%

Q5. (Q4의 2,3을 선택했다면)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비하지
않는 이유는?(286명 中 226명이 응답)(퍼센트는 286명 기준)

□그렇다. 66명(23.07%)
□그저 그렇다. 155명
(54.19%)
□그렇지 않다. 65명
(22.72%)

5.94%
22.37%
16.08%
10.83%

종합분석 미래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경우는 약 66%
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
한 장기적인 계획에 있어서는 약 76%가 미흡하다고 응답
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어디서부터 해야할지 막막해서’라

19.23%

□그래도 취·창업한다. 38명(13.28%)
□이직 가능성을 열어두고 취·창업
한다. 149명(52.09%)
□다른 신 직업을 준비하겠다. 79명
(27.62%)

Q6. 신 직업에 종사한다면 어떤 직종에서 근무하고 싶나요?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서 64명(22.37%)
□미래의 유망 일자리 (직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55명(19.23%)
□새로운 도전을 하기 부담스러워서 31명(10.83%)
□현재 희망 직업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서 46명(16.08%)
□내가 원하는 새로운 일자리 (직업)가 없어서 17명(5.94%)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서 10명(3.49%)
□자금이 부족해서 3명(1.04%)

10.83%
11.18%

12.93%
11.88%
29.02%

□IT/SW 23명(8.04%)
□교육·평생학습 37명(12.93%)
□노인·복지 31명(10.83%)
□문화·예술·방송·연예 83명(29.02%)
□환경·에너지 15명(5.24%)
□의료·헬스케어 32명(11.18%)
□전문 서 비스직 34명(11.88%)
□AI(인공지능) 15명(5.24%)
□빅데이터 15명(5.24%)
□공무원 1명(0.34%)

직업(17명), 그리고 인공지능(14명) 순으로 높은 빈도를 차
지했지만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는 56명(19.58%), 무응답
자는 47명(16.43%)인 것을 미루어보아 신직업에 대한 인
식이 다소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는 응답이 22.37%로 가장 높았다. 이로 미루어보아 신직
업에 대비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비해 그것을 알리는 교육이
나 홍보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직업하면 떠
오르는 단어는?'이란 질문에 4차산업혁명(21명)과 새로운

감미로운 전주, 세계소리축제
2018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장 김한)가 태풍 ‘콩레
이’ 영향에도 불구하고 10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 동
안 공연을 진행했다.
'소리 판타지(Sori Fantasy)'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150회를 맞이해 네덜란드, 세네갈, 프랑스, 스
웨덴, 덴마크, 팔레스타인, 스페인, 터키, 인도네시아, 일
본, 타이완 등 18개국의 다양한 뮤지션이 참여했다.
첫 개막공연으로는 ‘판소리다섯바탕’ 출연자 김수연 명
창과 ‘한국의 5대 굿 시리즈’ 기획의 진도씻김굿, 김일구
명인과 제자들로 구성된 아쟁 연주가 펼쳐졌다.
야외에서 펼쳐진 ‘갈라 콘서트’는 수준 높은 국내외 음
악가들의 독주와 합주의 절묘한 하모니로 예술성 있는

무대를 보여줌으로써 있는 축제로서 유일성과 차별성에
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가장 관심을 받은 프로그램은 ‘한국의 굿 시리즈’로 단
순히 한국전통예술의 원형인 ‘굿’의 예술적 가치와 민속
학적 의미를 조명하는 것을 넘어 현대에 이르러 ‘굿’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를 부각했다. 셋째 날인 5일에
는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 ‘콩레이’로 야외 3개 무대
공연과 부대 행사가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 모두 취소
됐다. 이 과정에서 축제 사무국은 음악의 집, 편백나무
숲 공연은 연지홀 지하와 모악당 로비로 옮기고, 실시간
으로 홈페이지와 SNS 등 빠른 공지하는 등 빠른 대응
으로 축제의 품격과 신뢰를 높였다.

▲ ‘판소리다섯바탕’ 개막공연을 선보이는 출연자들의 모습

올해 소리축제는 태풍 속에서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대응을 통해 성숙한 축제로서의 면모를 보임으로써 수
준 높은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소리축제만의 디테일
을 잘 살렸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1년 동안
준비한 성과물을 태풍으로 인해 보다 많은 관객과 나눌
수 없었던 아쉬움은 있었으나, 아쉬움이 컸던 만큼 관객
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에도 충분한 한 축제였다.
유경현 기자 (richman@jj.ac.kr)
1.

전주대 알쏭달쏭 낱말퀴즈 <공차 1만원 상품권 5명 선착순>
가로
1. 신규 직업. 보겸tv, 영국남자, 제이플라,
공대생 변승주 등 유튜브를 통해 컨텐츠를 제공하고
수익을 내는 직업.
2. 레알 마드리드 vs 바르셀로나
3. 네이버 웹툰 제목. 여주인공 몸 속의 각 개성 있는
세포들로 인해 여러 상황들이 진행된다.
4. 1907년 고종이 네덜란드에서 열린 제2회 만국평
화회의에 파견하려 했던 팀. 이준, 이상설, 이위종.
5. 영화 ‘암살’에서 하정우가 맡은 역.
6. 스타킹의 북한말.
7. 프랑스에서 탄생한 화장품 브랜드.
8. 1954년 4월, 독도를 수비하기 위해 결성된
민간의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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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착순 5명에 한하여 상품으로 공차 1만원 상품권을 드립니
다!!!
※ 상품 수령하는 장소: 학생회관 320호 신문사

세로
1. 게임을 시작 하기 전, 조작 법 등을 알려주는 단계.
2. 영국의 얼터너티브 록 밴드. 대표곡은 Creep.
3. 고려와 조선의 수사기관. 오늘날의 국정원.
4. 일본 순정만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5. 프랑스 여배우. 영화 ‘라붐’에서 남자 주인공이
이 배우에게 헤드폰을 씌워주는 명장면이 있다.
6. 우연히 일어난 일
7. 겉보기에는 힘이 센 듯 하지만, 실속은 약한
것을 비유하는 말.
8. 복스럽고 탐스럽게 생긴 갓 태어난 사내아이를
비유하는 말. OOOO같은 아들.
가로
1.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지난 2. 즈믄
882호 3. 메타인지
4. 알덴테
퀴즈 5. 카페라떼효과
정답 6. 조의영역
7. 루프리텔캄
8. 다이너마이트

세로
1. 그레이브즈
2. 무하마드알리
3. 롤러코스터타이쿤
4. 테이스티로드
5. 페르마의밀실
6. 주지떼로
7. 호텔스컴바인
8. 레몬마켓

1.

3.

2.

2.

3.

4.

6.

4.
7.
6.
5.
5.

7.
8.

8.

축하드립니다! [882호 퀴즈 선착순 7인 中 정답자]
1. 강희(행정학과)
3. 이혜림(행정학과)
5. 고은별(패션산업학과)
7. 김성민(경영학과)

2. 김소연(국어교육과)
4. 임상윤(경찰학과)
6. 문혜선(삼당심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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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열풍 속 맞이한 한글날
얼마 전 방탄소년단이 미국 뉴욕 시티필드에서 콘서트를 열었다. 그곳에 모인 4만여 명
의 외국인 관객들은 어설픈 발음이지만 방탄소년단의 한국어 노래를 따라 불렀다. 이들은
전문적으로 한글을 배운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 위해 스스로
한글을 공부했다. K-pop이 한국어 바람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실제로 세계 각국의 외

국어 수강생 추이를 보면 한국어 열풍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현대 언어협회 조사에 따
르면 2009년에서 2016년 사이 중국어, 독일어, 일본어 등 대부분의 외국어 수강자는
줄은 반면 한국어만 유일하게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9일 한글날은
올해로 한글창제 572돌을 맞았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에서는 ‘한글, 세상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한글 사랑의식을
높이기 위해 2008년부터 한글 주간을 지정했다. 10
월 9일 한글날을 전후로 1주일 동안 진행되는 이 행
사를 ‘한글문화큰잔치’로 정하고, 매년 새롭고 다양
한 주제로 전시, 공연, 학술대회 등의 다채로운 행사
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진행한다.
‘한글, 세상을 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세종대왕 동상 앞쪽에 특설무대를 설치해 우리말과
함께하는 공연을 펼치고, 광장 뒤쪽으로는 전시 및
참여마당이 열렸다.

9

제883호 2018년 10월 17일 수요일

2018년 10월 17일 수요일 제883호

- ‘세종 이야기’ 속 세종 그리고 한글 탐방기
품다’는 이름으로 한글문화큰잔치를, 국립한글박물관에서는 한글가족축제를 열었다. 이에
우리 기자들은 그 현장을 방문해 시민들의 한글 사랑과 열기를 느끼고 돌아왔다. 이번 호
에서는 그 탐방기를 그려보고자 한다.
이인준 기자 (iij7717@jj.ac.kr) 황기하 기자 (rlgk0421@jj.ac.kr)

탐방 후기

▲1

세상 품은
한글,
광화문에서
만나다

가장 인기 있는 체험은 캘리그라피와 예쁜 엽서 공
모전이었다. 광화문 광장 옆 청계 광장에서 진행되
는 이 체험은 매년 우수작을 선정해 광장 및 국립어
린이 청소년도서관에 전시한다. 본 기자는 캘리그라
피 체험을 했다.
➌
2
▲

➊

➋
3
▲

5
▲







세종의 모든 것,
‘세종 이야기’
세종대왕 동상 뒤편 출입구에서 ➊
세종이야기 구석구석에서 한글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세종이야기 안에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탁본 체험을 할 수 있다. 

지난 2009년,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
리기 위해 광화문역 지하 공간에 마련된 '세종이
야기'는 세종대왕의 민본사상, 한글 창제 등 기획
전시를 비롯해 6개 첨단 전시와 이벤트 마당, 영
상관, 기념품 판매점 등의 공간으로 꾸며졌다.
세종이야기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출입구, KT
빌딩 앞 출입구, 세종대왕 동상 뒤편에 있는 출입
구까지 총 3개의 출입구가 있다. 그중 본 기자가
출입한 세종대왕 동상 출입구는 가장 접근성이
좋다.
지하를 내려가면 전시 및 체험장이 펼쳐진다. 세
종대왕의 가장 대표적인 업적인 한글부터 활자
인쇄술, 인재 양성, 음악, 의료, 소통, 복지, 지리,
국방, 농업,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자세하
게 설명돼있다. 안내소에서는 음성 음성안내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해 관람을 돕고 있다. 또 3D,
4D 영상 체험관, 어린이 선비복 체험, 탁본 체험
등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화요
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관람료는 무료다.

광화문 특설무대
한글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시민들을 만날 수 있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청계광장에서 진행 중인 체험 행사인
캘리그라피를 체험하는 기자

4
▲

국립중앙박물관 옆에 있는 국립한글박물관은 한
글이 걸어온 길, 한글 놀이터, 한글 배움터, 기획
전시로 이루어져 있다. 한글이 걸어온 길에서는
한글이 없었던 시대, 한글 창제 과정, 한글 반포 이
후 변화를 볼 수 있다. 한글 놀이터는 아이들이 좋
아하는 놀이터와 한글을 접목시켜 한글에 친근감
을 가질 수 있게 한 문화 시설이다. 그 외에도 사
전 변천 과정, 시대별 한글 광고, 북한어와 남한어
차이, 사투리 등 다양한 자료가 있다.

한글을 위해,
한글에 의한,
한글의
‘국립한글박물관’

특히, 본 기자가 방문한 한글날에는 박물관 앞 잔
디밭에서 한글가족축제가 진행됐다. 6일부터 시
작된 축제는 목판인쇄 체험, 한글 손편지 공모전
뿐만 아니라 관람객이 직접 과거시험에 참여하는
체험형 공연도 진행됐다. 박물관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달 마지막 수요일
인 문화가 있는 날은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다.
입장료는 무료다.

▲1 국립한글박물관 전경

2 한글배움터는 아이들이 디지털 시설을
▲

이번 서울 탐방에서 가장 놀란 건 한글박물관이나 한글날 기념
행사에 많은 인파가 함께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착 전에는 명
절 같은 공휴일이면 해외로 향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텅 빈 한
글날 행사장을 상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사장이나 박물
관에는 한글날을 단순히 쉬는 날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아이들
에게 한글과 세종대왕을 소개하는 부모님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실만으로 행복했습니다. 한편으로 서울에 이런 시설과 행사
가 몰려있어 부럽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사는 지역도 여러
행사가 진행됐지만, 콘텐츠의 다양성과 여러 세대가 모여 즐길
수 있는 체험이 부족해 많은 사람의 참여가 아쉬웠기 때문입니
다.
한글날에 누구는 감사함을, 누구는 민족의 자긍심을, 누구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주의가 만
연하고 민족과 나라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지금, 한글날과 같은
국경일을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재확인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 근 10년간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한글’
이라는 연결고리를 생각해봅니다. 5000년을 함께 지내다 70
년을 떨어져 지낸 남과 북은 경제, 문화, 사회, 정치 등이 많이
달라졌지만, 같은 언어라는 사실이 우리가 한 뿌리라는 것을 보
여주기 때문입니다.
단 하루였고 몇 시간이었지만 이토록 많은 고민을 해보게 됐
습니다. 이 고민이 저만의 고민이 아니길 바라며 탐방기를 마
칩니다. 끝으로 취재를 하다 보면 단순 사실을 나열하거나 인
터뷰를 통해 누군가의 삶을 이야기해주는 일이 많은데,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 이인준 기자
2012년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 이후로, 그저 휴일로만 여겼
던 한글날을 이렇게 뜻깊게 보내긴 처음입니다.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 한글날 제572돌을 맞아 신문사 대표로 국립한글박
물관, 예쁜 엽서 공모전과 세종이야기 박물관에 가서 한글 창
제 원리의 과학성과 한글의 위대함을 새삼 느꼈습니다. 특히,
문맹률이 높던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애
민 정신을 600년이란 어마어마한 시간을 초월해 만나볼 수 있
어 크나큰 영광이었습니다. 더불어 점점 해괴해지고, 짧게 줄
여지는 신조어들을 보며 부끄러움을 느끼는 동시에 우리 한글
을 나부터 아껴야 한다는 의식이 생겼습니다. - 황기하 기자

한글날 기념

우리말 얼마나 알고있나요?

정답을 학과, 학번, 이름 그리고 연락처와 함께 iij7717@naver.com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5명에게 CGV 영화 관람권을 드립니다.

Q1. 1928년 ‘한글날’로 이름이 변경되기 이전에
한글날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반으로 한 체험 전시실이다.

3 한글의 다양한 서체를 구경하는 본 기자
▲
4 국립한글박물관 앞 잔디밭에는
▲

한글 관련 이벤트로 여느 때보다 사람이 많았다.

5 박물관 앞 잔디밭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체험
▲

Q2. 북한에서는 한글날을 무엇이라 부를까요?
Q3. ‘믿음직하다.’, ‘신뢰감이 있다.’ 라는 뜻의
순우리말은 무엇일까요? (힌트: 3글자)
Q4. 강원도, 경상도 사투리 중에
‘마카 모예’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힌트: 표준국어대사전(199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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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알면 예방할 수 있다’
최대 연 500건까지 범죄 예방효과

경찰학과 신소라 교수님 인터뷰
이번 883호에서는 우리 대학 경찰학과에서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
치는 신소라 교수님을 만나보았다. 어떻게 보면 거칠고 힘든 일이라고
여겨지는 경찰. 대학신문사에서는 경찰학과에 젊은 여자 교수님이 오
셨다는 소문을 듣고,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전공지식 뿐만 아니라 열정
과 배려, 젊음과 패기를 가르치는 모습을 직접 보고자 신소라 교수님께
인터뷰를 청했다. 경찰이 아닌 교수가 된 계기, 과정, 그리고 요즘 대학
가 이슈인 몰카와 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Q. 교수가 된 계기와 과정
저는 경찰학과 교수 말고 다른 진로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두 발로 뛰면서 범죄자를 잡는 게 무의미하
단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들었거든요. 주변에서 경찰을
하고 있는 선배나 동기들을 봤을 때 보람을 많이 느끼
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범죄자 한 명을 잡으면 보람 느끼고 즐거울 것 같은데
실제로 옆에서 지켜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범
죄자를 잡는 과정에서 인권을 비롯한 많은 제약이 있어
서 정작 잡을 수 없는 범죄자들이 많아지는 것 같더라
고요. 현장직 외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다른 직업을 생
각하면서, 경찰이 되고 싶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제가 대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주변사람들에게 이야기
해주면 사람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은 범죄에
대해 관심은 많지만 막상 범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범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곳이 별로 없잖
아요. 범죄에 대해 잘 알면 예방할 수 있어요. 100퍼
센트는 아니지만 모르고 있는 것 보단 범죄를 피해가거
나 막을 수 있는 확률이 높죠. 물론 경찰이 되어서도 범
죄를 막을 수 있지만, 저는 범죄에 대해 가르치는 쪽을
택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해서 교수가 되기 전까지 내
가 한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학업
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든 적도 많았지만 몇 번의
실패 끝에 결국 교수가 되었네요. 지금은 중간에 포기
했으면 어쩔 뻔 했나 하고 생각해요.
Q. 특별히 범죄학을 전공한 이유가 있다면?
처음 범죄학을 선택한 이유는 범죄에 대해 몰라서 당하
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일
도 있지만 막을 수 있는 일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게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죠. 지금도 학생들을 가
르치면서 나는 범죄를 예방할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생
각해요. 한 명의 학생이 인생에서 한 번의 범죄만 예방
한다면 저는 매년 거의 500건의 범죄 예방에 기여하
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니 엄청 뿌듯하네요.
Q.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점
제가 이제 1년 된 신입 교수예요. 그래서 모든 게 새로
워요. 그 전에도 시간강사 생활을 진행했는데 학생들의
일상을 이렇게 가까이서 지켜본 적은 없었어요. 저도
학생들한테 많이 배우기도 하고, 많이 느끼기도 해요.
대학생들을 보면서 그때의 내 모습과 많이 비교를 하게
돼요. 지금 대학생들을 보면 내 대학시절과 많이 닮았
지만 또 많이 달라요. 우선 닮은 점은 하고 싶은 일들
이 많다는 것이에요. 대학생 때는 하고 싶은 게 많죠?
저는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최대한 그 나이에 많
이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때의 내 모습을 생각

하면 그때 못 한 것들이 후회되기도 해요. 그러니 많은
것을 경험해 보았으면 해요. 공부도 후회 없이 해보고,
여행도 많이 가보고, 연애도 예쁘게 해보고, 노는 것도
빠지지 않게 놀아보고. 며칠 밤새워 공부하는 것도 대
학생 때가 마지막이에요. 졸업하고 취직하면 그렇게 공
부할 일도, 체력도 없어요. 지금 시절에 가는 여행도 아
무리 힘들고 고되더라도 많은 것을 배워오게 돼요. 여
유가 생기고 간 여행에서는 배우는 게 없더라고요. 연
애도 열정이 있는 대학생 때 좋은 연애를 하길 바라고
요.
우리 때와 다른 점은 안타깝지만 지금 대학생들은 참
힘들어 보여요.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해야 할 일도 너
무 많아 보여요. 사실 예전이라고 해서 적었던 것도 아
닌데 지금이 더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벼랑 끝 대
학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학생들이 꿈을 펼
치고, 뚜렷한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목표를 가지
고 최선을 다한 사람에겐 두 번째 세 번째 길도 열리기
마련이니까요.
Q. 이후의 꿈이나 목표
저는 사실 꿈을 이룬 사람이라서 이제 개인적인 꿈 말
고,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해요. 그
래서 범죄 피해자나 범죄 관련된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강연을 하거나 혹은 대학생들이 쉽게 당할 수 있는 범
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교수라는 직업이 다른 직
업보단 조금은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노
력을 하면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
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두발로 뛰어서 몸싸움으로 범죄
자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교수라는 길을 택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범죄에 대해 알리고, 범죄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고 싶어요. 내가 알려주는 지식들로 인해
한 사람이라도 범죄를 피해갈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
아요.
Q. 경찰학과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찰관을 꿈으로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요즘
학생들을 보며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 경찰관이 되고 싶
다고 말을 하는데, 경찰관이란 직업은 사실 신체적으로
나 정신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직업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직업에 대한 애착이 분명히 있어야 해요. 그런
상대적인 고된 부분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사명감이나
프라이드 같은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회를
위해서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그들 본인의 삶의 질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죠. 경찰학과 학생들이 그런 애
착을 가지기 위해서는 남을 위해 자신을 투자하는 희생
정신이나 정당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정의로움, 그리고
나 자신으로 인해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프라이드 같은 것들이 필요하죠.
Q, 요즘 이슈인 ‘몰래카메라 범죄’ 에 대한 의견 및 조언
몰래카메라 범죄는 정말 나쁜 범죄예요 ‘살인죄보다 나
쁜가?’ 혹은 ‘강간죄보다 나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더 나쁘기도 해요. 우선 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생각이 나쁘고, 그 피해가
일파만파 복구할 수 없을 만큼 퍼진다는 게 나쁘죠. 몰
카 범죄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크게 잘못했다고 느끼지
않는 점이 가장 문제입니다. 설령 잘못했다 느끼더라도
큰 범죄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일어
나게 됩니다. 또, 몰카영상이 2차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거나 유포됩니다. 그러면 피해상황은 회복이 거
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가해자가 잡히고 나서
도 영상은 온라인에 남아있기 때문이죠. 몰카를 막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쁘다는 인식을
확실히 가지고 누구라도 이런 행동을 대수롭게 지나가
지 않고 확고히 나쁘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기타 주의 깊게 알아야하는 범죄가 있다면?
대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와 닿는 것은 데이트 폭력이라
고 생각해요.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 넘어가는 것이지,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예요.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을 많이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책임도 아니고 알려서 드러나게 해야
해요. 범죄가 예방이 되거나, 처벌이 되거나, 캠페인을
시작하려면 일단 드러나야 하는 게 제일 첫 번째거든
요. 간간히 접하는 소식에 따르면 우리 학교도 수치가
낮지는 않을 거예요. 누군가 피해자를 취재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실태를 조사해보고 학생들이 협조해 준다
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방하는 데 첫 번째는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기자후기
▶많은 인터뷰 내용을 준비해오시고 만나서도 추가적인 이
야기를 상세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렸다. 단순한 전공지
식 전달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도 깊
은 관심을 갖고 교수의 자리에서도 범죄를 근절하려는 모
습이 단상 위의 경찰관 같았다. 이혜린 기자(lhr8144@jj.ac.kr)
▶이번 인터뷰는 학과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교수님
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보아서 새롭고 재밌었다. 신소라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자신의 생각과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
사했다
송민호 기자(immino@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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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 최후의 항전지 마사다 Masada (中)
규빗이나 되는 망대를 38개나 건설하였
다. -중략- 게다가 헤롯은 서쪽 경사면에
왕궁을 지었다. 왕궁은 성벽 안쪽 밑에 북
쪽 성벽으로 치우쳐 있었고 각 건물과 욕
실 등의 내부 구조는 다양하고 화려하기가
그지없었다. - 라고 기록하였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 실감이 간다.
헤롯은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이렇
듯 철옹성을 건설하고 철저한 대비를 하였
지만 제대로 사용한 번 못해보고 비참한 최
후를 맞이하였다. 아무튼 헤롯이 자신의 위
험을 대비해 건설한 것인지라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유대인들은 이곳에서 로마에 저
항하였다.

▲ 아래서 볼 때와는 달리 넓은 마사다 정상

오래 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마사다를 향해
올라갔다. 아래서 올려다볼 때는 깎아지른
듯 급경사인 돌산이라 정상에 넓은 공간이
있으리라곤 예측할 수 없었다. 그리고 절벽
을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올라가면서 이런
가파른 곳을 어떻게 오르내렸으며, 3년을
어떻게 견뎠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다.
그런데 도착하고 보니 정상은 상상 외다.
축구장 몇 개를 합쳐 놓은 듯한 넓은 평지
가 사람을 놀라게 한다.
황량하고 건조한 이곳은 사람이 살기에
는 환경이 부적합하다. 에서 유대인들은 로
마군과 대치하였다. 고대역사가 요세푸스
는 유대전쟁사에서 마사다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마사다 요새는 원주(圓柱)처
럼 생긴 높은 바위 위에 건설되어 있었다.
이 바위 사방은 깊은 골짜기들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 골짜기의 밑바닥은 우리의 눈
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골짜기들이
었다. 이 바위산은 급경사를 이루고 우뚝
솟아 있기 때문에 두 군데의 통로를 제외
하고는 동물조차도 바위산을 오르내리지
못했다.
이 두 군데 중 한 통로는 아스팔티스 호
수(Lake Asphaltitis)로부터 바위 산 위
로 나 있었으며, 나머지 한 통로는 경사가
완만하였는데 서쪽으로 난 이 통로를 뱀의
길(Serpent)이라 불렀다. 그것은 길이 뱀
처럼 협착하고 꼬불꼬불하게 나 있기 때문
이었다. 이곳을 오르려면 매우 조심해야 한
다. 미끄러지는 날에는 목숨을 내놓아야하
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어렵게 올라가야
정상에 다다를 수 있다.
이 정상에 대제사장 요나단(Jonathan

the high priest)이 처음으로 요새를 건
설하고 마사다(Masada)라고 부른 것이었
다.」
요새로 들어가는 입구는 복원한 과거의
건물을 지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허물어진
성과 요새 건물의 구석들에는 프레스코화
의 화려한 색상이 남아 있다. 그 흔적은 로
마군에 의해 파괴 되었지만 과거 자신의 거
처로 사용하려던 헤롯왕의 요새였다는 사
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도 요세푸스는 - 그 후 헤롯
왕은 심혈을 기울여 이 요새를 재건하였다.
헤롯 왕은 이 바위산의 정상에 7퍼얼롱이
나 되는 긴 성벽을 건설하였다. 그것도 모
두 흰 돌들로만 성벽을 쌓았다. 헤롯이 쌓
은 성벽의 높이는 12규빗이었고 너비는 8
규빗이었다. 헤롯은 또한 이 성벽 위에 50

▲ 건물 벽에 남겨진 프레스코화

▲ 마사다 정상의 건물 흔적

김천식 박사 (문학박사/ 교회사전공)

책읽는 사랑방
김승종 교수
(한국어문학과)

『혼불』의 작가 최명희는 1947년, 전주
풍남동에서 태어났고 아버지의 고향은
남원이었다. 어려서부터 문학적 재능을
발휘하던 최명희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뛰어난 문재를 자랑하였다. 최명희는 갑
작스레 부친을 여의게 되고 6남매의 장
녀였던 최명희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실
질적인 가장이 된다. 최명희는 전주대학
교 야간부 가정학과에 진학하였다가 전
북대학교 국문학과로 적을 옮겨 이 학과
를 졸업하였다.
<중앙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최
명희는 1981년 <동아일보>가 창간 60
주년을 기념하여 시행한 장편소설 공모
에 『혼불』이 당선되어 일약 199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로 떠올랐다. 무려 17년
동안 10권의 『혼불』 집필에만 매달려 오
던 최명희는 1998년, 향년 51세의 한
창 나이에 지병으로 생애를 마감하였다.
『혼불』의 배경은 일제강점기 말의 남원,
전주, 만주 봉천 등이다. 이 시기에 추진
된 창씨개명은 이 작품의 중심인물인 청
암 부인을 병석에 눕게 만든다. 청암 부

『혼불』과 “한국의 꽃심 전주”
청암 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청암호는
인은 국권 상실기에 지역의 숙원 사업이
었던 저수지(청암호) 공사를 벌인 바 있 바닥을 드러내고 마을 전체는 혼란에 빠
다. “콩깍지가 시들어도 콩만 살아있으면 진다. 청암 부인을 대신할 새로운 지도
언제든지 새싹이 돋을 수 있다.”라고 주 자의 부재가 매안 이씨 가문뿐만 아니라
장하던 청암 부인은 나라가 망했다는 이 마을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다. 사
유로 실의에 빠지지 않고 저수지 공사를 촌 간인 강모와 강실의 근친상간, 춘복
과 평순네를 비롯한 거
과감히 벌인 것이다.
청암 부인은 단지 양
멍굴 천민들의 원한과
반가의 종부라는 권위
분노, 종손인 강모의
에 힘입지 않고 마을
방황, 춘복의 강실 강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
간과 강실의 임신 등은
고 덕을 베풂으로써 마
양반의 권위와 양반 중
을 사람들로부터 마음
심의 질서가 이미 시효
으로부터 우러나는 존
를 상실했음을 시사한
경을 받을 수 있었다.
다.
최명희의 『혼불』
청암 부인의 죽음을 앞
결국 『혼불』은 청암
두고 밤하늘을 수놓은 ‘혼불’은 청암 부인 부인 이후에 다가올 시대를 이끌어갈 ‘새
의 강한 정신력과 지도력을 상징하는 것 로운 지도력’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 독자
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이 작품에 등장 에게 질문하고 있는 소설이라 할 수 있
하는 남성 양반들인 이기채와 이기표 등 다. 김병용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작품
은 시대착오적인 권위에 편승하여 개인 은 청암 부인을 중심으로 하여 양반 중
의 이익과 안일만 추구하다가 점차 마을 심 질서를 유지하려는 구심력과 양반 중
심 체제와 질서를 해체하려는 원심력이
사람들의 신망을 잃어 간다

동시에 작동하는 작품이다. 작가 최명희
는 이러한 현상이 1940년대 남원 매안
마을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어
느 나라 어느 시대에서도 일어나는 보편
적 역사 진행의 법칙으로 보고 있다.
2016년 6월 9일, 전주시청은 2년간
의 연구와 시민과 자문위원들의 검토 과
정을 거쳐 “한국의 꽃심 전주”라는 전주
정신을 선포하였다. ‘꽃심’은 『혼불』의 주
제를 담고 있는 단어로서 “시련과 역경
을 끝내 극복하는 힘”을 말한다. 또한 ‘꽃
심’은 약자를 배려하고 타자를 존중하는
‘대동 정신’, 멋을 즐기고 삶의 질을 중시
하는 ‘풍류 정신’, ‘공동체의 유익과 정의
실현을 우선시하는 올곧음 정신’, ‘옛것을
물려받아 새롭게 창조하는 창신 정신’ 등
을 모두 지니고 있다. 이제 최명희의 『혼
불』은 전주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전주시
민의 자존감과 자부심을 드높이는 전주
정신으로 자리 잡음으로써 작품이 지닌
뛰어난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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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달개비꽃에 깃든 우주
우리 대학을 지키기
위한 길은 무엇일까

혹독했던 여름이 물러나고 진리관 앞길에 마로니에 열매가 툭툭 떨어질 무렵,
그늘진 풀섶에 작고 푸른 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맑은 가을하늘빛을 닮은 이 꽃을 사람들은 ‘달개비’라 부른다.
새파랗고 보드라운 꽃잎과 희고 노란 꽃술이 말간 표정으로 꽃마음을 이야기하니,
그 여리고도 귀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뽑아서 아무 데나 던져도 흙 근처 / 마디에서 뿌리를 내리는 이 / 한해살이풀의 복원력 /

창업이수성난(創業易守成難)이라는 말이
있다. 창업(創業)보다는 수성(守成)이 어
렵다는 뜻이다. 처음부터 짝을 이뤄 나오
는 말인 듯하지만 창업과 수성은 문헌상
첫 쓰임이 각기 다르다. 창업은 ‘왕업(王
業)을 처음으로 세운다’는 뜻으로 맹자가
쓴 말이고, 수성은 ‘창업 군주의 성취와
업적을 계승한다’는 뜻으로 유학자 숙손
통이 한나라 고조에게 처음 했던 말이라
한다.
맹자의 구체적인 언급은 ‘군자창업수통
(君子創業垂統) 위가계야(爲可繼也)’, 즉,
‘군자가 나라를 세워 국통을 전하는 것은
(나라를) 계승해 나가기 위함이다’라는 것
이었다. 한편 숙손통은 한 고조가 창업
공신들의 난폭함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
게 되자 “유학자는 예를 항상 내세우니
같이 나아가 취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룬
것을 지켜내는 수성은 같이 할 만하다”고
하며 유학자의 등용을 한 고조에게 건의
했다.
‘창업이수성난’이란 고사성어는 당나라
태종과 신하들 사이의 대화에서 나온 것
이다. 어느 날 당 태종은 “창업과 수성,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어려운가?”라고 신
하들에게 물었다. 방현령은 “우후죽순처
럼 일어난 여러 영웅들 중에 최후의 승자
만이 창업을 할 수 있으니, 당연히 창업
이 어렵습니다.”라고 말했고, 위징은 “예
로부터 임금의 자리는 간난 속에서 어렵
게 얻어도 안일 속에서 쉽게 잃는 법이기
때문에 수성이 더 어렵습니다.”라고 말했
다. 그러자 당 태종은 이렇게 매듭을 지
었다.
“방현령은 짐과 함께 천하를 얻고, 구사
일생으로 살아났다. 그래서 창업이 어렵
다고 한 것이다. 또한 위징은 짐과 더불
어 천하를 편안하게 하여 교만과 사치는
부귀에서, 재앙과 난리는 정신이 풀려 느
긋해짐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두
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수성이 어렵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 창업의 어려움은
끝이 났다. 따라서 짐은 앞으로 여러 공
들과 함께 수성에 힘쓸까 한다.”
제왕의 모범이라 평가받는 당 태종다운
명쾌한 정리였다. 흔히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고 하지만 쉽게 결론을 낼 이야기
는 아닌 것 같다. 분명한 것은 창업도 어
렵고 수성도 어렵다. 창업과 수성에 각각
적합한 사업과 인재가 있다는 점도 명확
하다. 그런데 지금은 수성이 단순히 ‘지
키는 일’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
다.
오늘날처럼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
상 속에서 어느 기업이나 기관, 단체가
수성을 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수적이
다. 혁신을 바꿔 말하면 곧 ‘창업’이다.
대학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 것도 없다.
우리 앞에 닥친 위기와 난관을 ‘창업’한다
는 자세로 돌파하지 않으면 ‘수성’이 거저
될리 만무하다.
신문방송국장 박기범 교수 (국어교육과)

단순히 죽음과 소멸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 연약한 풀이 가진 / 세상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
이라 노래한 류시화 시인은 달개비의 속삭임을 들었을 테지.

238년 전 늦더위가 덜 가신 경자년 초가
을 7월 5일(양력 1780년 8월 4일), 서
울 선비 유만주(1755-1788)는 남산골
자기 집 뜰 박달나무 아래 핀 달개비를 본
날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크와 같은 마음으로 이 꽃에 깃든 우주를 들
여다봤다.
전주에 뿌리내려 세 계절을 보내고 있다.
진리관 앞뜰에 노란 민들레와 씀바뀌꽃, 연
파랑 개불알풀 꽃이 먼저 피더니, 교정 여기
저기에 조팝꽃이 희게 흐드러지기 시작하며
봄을 맞았다. 5월이 되니 연구동 앞 야광나
무에 흰 꽃송이가 환하게 벙글어 반갑기 그
지없었다. 길고 뜨거웠던 여름에는 하늘을
배경으로 삼은 씩씩한 푸른 나무들이 있었
다. 이곳은 유독 초목이 잘 되는 땅이다.
그리고 처음 만난 나의 학생들이 있다. 한
문학사 시간, 이규보의 조팝꽃 시에 귀를 기
울이고, 서툰 선생이지만 지도교수라고 찾
아와 쑥스럽게 제 이야기를 꺼내 놓는 고맙
고 예쁜 학생들이다. 저마다 소중한 하나의
우주를 간직한 이 친구들을 가만히 들여다
보는 일을, 나는 기꺼이 계속하게 될 것 같
다.

“돌을 쌓아 만든 화단에 풀이 나더니 새
파란 꽃이 폈다. 바로 달개비꽃이다. 파랑
은 일반적인 꽃의 색깔이 아닌지라 어찌
보면 삼신산(三神山)에 피는 기화요초 같
다. 우리 집은 보잘 것 없는 초가로 다북
쑥이 우거지고 모기가 우글거리는 황폐한
곳인데, 이런 꽃들이 무심히 피어나 신선
세계를 상상하게 하고 산과 강물의 정취
를 오롯이 느끼게 해 주니 참 다행이다.”
무심히 피어난 달개비꽃이 그를 꿈꾸게
하여, 초라한 일상적 공간에서 신선세계
를 발견하게 했다. 유만주는 “한 송이 들
꽃에서 하늘나라를 본다”고 했던 블레이

▲달개비꽃

김하라 교수 (한문교육과)

[교수칼럼]

어서 써, 어서! 어서 쓰라고!!

박찬흥 교수
(기초융합교육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우스개 하나를 소개한
다.
‘전주 사람에게 전주 맛집 추천받는 방법’
이다. 전주 사람에게 맛집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으레 ‘아무 집이나 들어가도 웬만큼 괜
찮다’는, 질문자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답
을 듣기 일쑤라는 것이다. (필자는 올해부터
전주 생활을 시작했지만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긴 한다.) 그럴 땐 충격요법
(?)으로 ‘인터넷 찾아보니 한옥마을 만 오천
원짜리 비빔밥이 유명하다고 해서 가볼까
해요’라고 하면 그제야 구체적인 맛집을 추
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스개의 의미를 따지고 설명하는 것이야
말로 사족이지만, 필자는 이 우스개를 보고
피식거리는 와중에 나름대로 교훈을 떠올렸
다. 전문가의 조언을 얻고 싶으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확실한 답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
보다, 부족하지만 나름의 시도나 고민을 해
보고나서 그에 대한 수정 의견을 구하는 것
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뜻이다.
물론 분야나 상황에 따라 이런 방법이 좋
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답을 알려달라고 하
는 것이 더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하
지만 자신에게 딱 맞는 글쓰기와 관련된 조
언을 받고자 한다면, 그래서 더 좋은 글을
쓰고 글쓰기 역량을 키우고 싶다면, 힘들겠

지만 먼저 어떻게든 글을 쓴 뒤에 그에 대
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학
부생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글쓰기 클리닉
을 신청하자.) 필자 역시 이렇게 글을 쓴다.
필자의 세부 전공은 작문 교육이지만, 글쓰
기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는 것은 여느 사람
들과 다르지 않다. 굳이 다른 점이 있다면
힘들어도 일단 쓰기 시작할 줄 안다는 점,
그리고 스스로에게 글쓰기와 관련된 조언을
할 줄 안다는 점 정도?
‘제 세부 전공은 작문 교육입니다.’라고 소
개를 하면 종종 글을 잘 쓰는 방법을 알려
달라는 질문을 받곤 한다. 그럴 때마다 멈칫
하게 된다.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하나? 전
주 맛집을 소개해 달라는 질문을 받은 전주
토박이의 마음이 이와 비슷할까? 이에 대한
답변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떠올려 봤
다.
평화관 뒤편 스타타워 옆 주차장 담벼락엔
벽화가 많다. 필자는 그 그림과 문구들을 좋
아한다. 그 중에 이런 문구가 있다.
“어서 해, 어서! 어서 하라고!!”
필자 역시 글쓰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
면 항상 스스로에게 이렇게 외친다. ‘어서
써, 어서! 어서 쓰라고!!’ 부디 이 외침이 글
쓰기 역량을 키우고 싶은 이들에게 널리 퍼
져 나가기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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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10월 교직원 예배 설교 중>

새로움(고린도후서 5:17)

장덕순 목사

(이리신광교회 담임)

이 곳에 오면서 형형색색 단풍이 물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 색은 더욱 진해
지겠지요.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바라
보니 항상 새롭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단풍 뿐 만이 아니고 말입니다. 하루를 산
다는 것은, 새로움을 향한 몸짓이 아닌가 하
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시인하
면 새로운 피조물 즉,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
상을 창조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가 되심을 믿어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롭다는 것은, 우리가 갖추어야 할 그리스
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
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예전의 됨됨이, 예
전이 인품들 말입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을,
오늘과 다른 내일을 보여달라고 주님께서 말
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에까지 이르지 않겠냐는 우리 개인을 향한, 그

희망칼럼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을 꿈꾼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어떠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나는 ‘행복한 삶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주어진 일상 속에서 매번 자신에게
묻는다. “하선아, 너는 왜 살아가니?” 민망
하고 낯간지러운 이 질문을 우리의 삶 속
에서 하루의 숙제와 같이 질문하고 답변하
며 살아가야한다.
나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질문했다 “너는
왜 살아가니?” 그는 “보다 나은 내일을 위
해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간다.” 라고 했다.
하지만 이 대답은 한 사람 뿐만 아니라 대
다수 사람들이 이와 같이 대답하리라 생각
한다. 왜냐하면 나 또한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정말 열심히 살아갈 때가 많
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내게 말했다.

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리고 우리 전주대
학교를 향한 부르심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주
어진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산지를 내
게 달라 부르짖었던 갈렙의 간구와 같이, 이에
도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이 전에 좋았
으니 이전 것을 지켜 동일하게 나아갑시다’ 하
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자체를 새
로움으로 나아가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
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
었도다’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게 명하시는 세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첫째
는 우리들의 성품입니다. 자꾸만 옛날의 것들
을 주장하고 지지 않으려 하는 그런 모습들,
인품들, 성품들, 고집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
에 있는 성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창
의성, 도전, 윤리적 삶의 내용들,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성실함. 이러한 그리스
도인으로서 지녀야 할 성실함으로 이전에 우
리가 품어왔던 모든 생각들, 인품들의 빈 자
리를 채워 나가기 원합니다.
특히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
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전주대
학교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학생의 본분으로서 공부에 열중하고,
교직원의 본분으로서 하나님의 학교를 이루
어가기 위해 업무에, 강의에 더욱 충실하며 나
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도전하고, 변화하고, 새
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 그것이 새로운 피조
물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기적이 일
어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의 도구는
재능 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여 쓰시는데, 그 사람들을 쓰시도록 각 분
야에 맞는 재능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재능
이라는 것은 어떠한 분야를 잘하는 것이 아니
라, 그 분야에 진정한 재미를 느낀다는 것입
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아름다운 세상을 꿈 꾸었

고, 어린 마음에 나 자신이 좋아하는 이런저
런 일을 가지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를 소
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자리에 서게 된
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
가 자각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아름
다운 세상을 계속 꿈꾸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
름다운 세상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으로 이루는, 즉 내가 만들어 낸 아름
다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
이 이루신 아름다운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교
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복음
을 전파하는 일. 그것을 통해 아름다운 세상
을 만드셨고, 저는 그에 재미를 느끼게 된 것
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주님 안에서 각자의 재
능을 마음껏 표현하며, 그를 통해 주님께서 원
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며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행동하는 것
입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바로 행동하는 것
이지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
고에 따라 운명론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
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아가는 목적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로써 그에 갇히지 않습니다. 우리들에
게는 목적이 있고, 목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행동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
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듯이 말이죠. 새로운
피조물은 사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언어
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사색과 언어를
행동으로 표현하여, 거기서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새로움을 추
구하는, 이미 새롭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써 성실한 성품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각
자의 재능을 붙잡고 행동함으로써 나아가는
교직원분들, 학생들, 모든 전주대학교 구성원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Who Knows tomorrow?(누가 내일을
아는가?)”
그렇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 아니
한시 앞조차도 우리는 모른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하나님
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장 귀한 시
간임을 믿는다.
그렇기에 우리는 Priority, 곧 우리의
우선순위가 내일이 아닌 오늘임을 기억해
야한다.
특별히, 대학을 다니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우들에게 더욱 더 권면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 치열한 삶 속에서 안정적
인 미래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것들이 올무
가 되어 현재를 불안과 두려움으로 그저
바쁨만으로 보내는 일상이 되어 있지 않은
가에 대하여 생각해보기를 원한다, 물론
내일이 오지 않는다고 오늘 하루를 막 살
아가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하지만 만

약 우리가 전전긍긍하며 내일을 위해 열심
히 살아가던 중 우리에게 내일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그보다도 슬픈 일이 있을까? 과
연 우리는 그 때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
까?
이어, 우리에게 내일이 오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 우리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아가게 될까? 나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
리에게 허락된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
으며 귀한 시간을 누리기를 소망한다. 그
리고 기억하자. 우리가 당연히 살아가고
있는 오늘 하루는 누군가에겐 간절하게 소
원하는 날임을...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
게 말하고 싶다. ‘가장 귀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농부가 땅을 선택한다. 해빙
기가 지나고 햇볕이 따뜻해
질 무렵 얼었던 땅이 녹는
다. 촉촉이 단비가 내리면
경작이 시작된다. 농부는 얼
어붙은 땅이나 기경하지 않
은 딱딱한 땅에 씨앗을 뿌리
지 않는다. 은혜의 단비를
흠뻑 맞고 물렁물렁해진다.
마음 밭을 어느 날 갑자기
뒤엎어 버린다. 부끄러운 흠
집도 드러나고 쓴 뿌리도 추
려낸다. 악을 도려내고 죄악
의 근본이 들추어 공개된다.
울통불퉁한 흙을 잘게 부순
다. 회개의 몸부림이 끝난
평온해진 땅에 농부는 씨앗
을 뿌린다.
▼ 농부는 6년 근 인삼 씨
를 뿌리고 정성을 들여 밭을
사랑한다. 그러나 뿌리지 않
은 풀씨가 먼저 싹이 나고
쑥쑥 자라면서 인삼을 비웃
는다. 인삼이 싹이 터서 미
처 자라기 전에 들풀은 서둘
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다. 들풀은 화사한 꽃을 뽐
내면서 벌써 씨 맺음을 자랑
한다. 인삼도 먼저 씨 맺는
풀씨에게 부러운 눈초리를
보낸다. 그러나 농부는 어떤
잡초보다도 더디고 우둔한
인삼을 사랑한다. 갑자기 비
바람이 몰아친다. 폭풍이다.
물이 차올라 목까지 잠긴다.
인삼은 급한 나머지 옆에 있
는 들풀에게 구원을 청한다.
농부는 바람을 막아주고 도
랑을 파고 물을 빼준다. 그
리고 인삼에게 “너는 구별된
성도이거늘 어찌 들풀을 의
지하는냐? 혹서에도 혹한에
도 어떤 악천후에도 나를 찾
으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
라”라고 말한다. 들풀이 수
십번 꽃을 피우고 많은 열매
를 맺고 씨를 퍼뜨려 번창하
는 동안 “인삼아 너는 무엇
을 하고 있는거냐?” 그러나
농부는 잠잠하여 참으라고
명령한다.
▼ “인내하라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오리라”.
인삼은 기나긴 시간들 속에
무릎을 꿇고 정갈하고 넉넉
한 생명들이 한 겹 한 겹 쌓
여가기를 기도한다. 농부는
치밀하고 정확한 수고와 정
성을 들여 6년 근 인삼을 수
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공들인 인삼을 더욱 사랑할
것이다. 전주대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
요”(고전 3:9). 아멘.

김하선 기자(대학신문사 편집장)
장선철 교수
(상담심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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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ẬT KÍ DU HỌC
17:50 kết thúc tiết học,
Cất bước ra khỏi lớp, gió thổi nhè nhẹ đan
xen với ánh nắng nhạt nhòa của buổi chiều
tàn. Không gian như gợi mở tâm hồn con
người, tôi vẫn chưa muốn về phòng.Đã lâu
rồi tôi mới thả hồn mình vào cảnh vật ngắm
nhìn bầu trời , xa xa với những đám mây
nhẹ nhẹ trôi, lá rơi, bất chợt tôi nhận ra
màu lá cây ngân hạnh đã ngả màu vàng
nhạt.Bước chân chậm rãi lòng tôi man mác
buồn bỗng nhiên tôi nhớ nhà, nhớ gia
đình... nhớ sắc thu của quê hương. Mùa
thu thứ hai trên xứ sở Kim Chi nơi mà hai
năm về trước tôi mong ước được một lần
đặt chân đến, nơi mà tôi quyết định đến để
tìm kiếm tương lai, để nuôi dưỡng ước mơ
của mình.
Thời gian là thứ mà con người ta không
thể níu giữ được nhưng lại là nơi chứa
đựng những hoài niệm, những khoảnh
khắc vui hay buồn để khi chúng ta nhớ lại
đều mang lại cho chính bản thân họ những
cảm xúc khó tả, một giọt nước mắt hay một
nụ cười nhạt. Tâm hồn tôi đang đi lạc vào
thời gian này của hai năm về trước.
Hai năm về trước tôi vẫn nhớ rõ ràng ngày
mình quyết định rời xa gia đình rời xa quê
hương để đến một nơi xa lạ, một đất nước
qua internet, qua sách báo phim ảnh nó
đẹp biết bao, thơ mộng biết bao hai từ Hàn
Quốc với tôi lúc đấy như là một tấm bản đồ
soi dẫn giúp tôi tìm đến tương lai. Cái cảm
giác muốn chinh phục muốn trải ngiệm
muốn được hòa mình vào cuộc sống , văn
hóa đất trời của đất nước này nó thôi thúc
tôi đến quyết định đi du học Hàn quốc. Với
gia đình tôi, đấy không phải là một quyết
định dễ dễ dàng gì. Tôi, bố, mẹ tôi bị mâu
thuẫn về cách suy nghĩ, quan điểm, vì thế
phải mất một thời gian khá lâu thì tôi mới
có thể thuyết phục để nhận được sự đồng
ý từ gia đình.
Tôi bắt đầu tìm hiểu về một vài trung tâm
dạy tiếng hàn và chuẩn bị hồ sơ cho
chuyến đi quyết định của mình. Phải nói từ
lúc bắt đầu cho đến lúc tôi nhận được lịch
bay chỉ trong vòng chưa đầy bốn tháng.
Bắt đầu với việc tìm một trung tâm học
tiếng để vừa học vừa chuẩn bị hồ sơ.Được
sự tư vấn nhiệt tình của giáo viên và tìm
hiểu trên mạng internet tôi quyết định chọn
trường đại học Jeoju để làm đích đến. Phải
nói tôi khá may mắn khi học chưa được
bao lâu tôi có lịch phỏng vấn. Vừa loay
hoay với đống hồ sơ dang dởvừa chuẩn bị
cho buổi phỏng vẫn với trình độ tiếng hàn
bập bẹ tôi thực sự lo lắng . Vâng, các bạn
biết đấy dù hoàn thành tốt hay dở đi chăng
nữa thì buổi phỏng vấn cũng kết thúc. May
mắn lại đến với tôi một lần nữa khi tôi đậu
phỏng vấn, và tiếp sau đó là nhận được
vida... và tất nhiên là cả lịch bay nữa.
Tất cả mọi thứ đã sẵn sàng cho hành trình
của tôi. Trước ngày tôi bước chân đến sân
bay tôi như bị mọi thứ quen thuộc xung
quanh níu giữ. Gia đình , quê hương , bạn

bè... Tôi sợ phải rời xa những thứ ấy. Thế
nhưng khi quyết định chọn cho mình
những bước tiến ta phải chấp nhận tạm
thời để lại những xung quanh mình. Rời xa
gia đình tôi bước chân ra sân bay cùng với
bao nhiêu bạn bè cùng lứa.
1-12-2016Ngày ấy có bố mẹ và chị gái,
luyến thương và ngậm ngùi tôi khóc lúc
bước chân vào phòng chờ. 30 phút sau
chúng tôi lên máy bay. Cảm giác lần đầu
được ngồi máy bay tôi như một đứa trẻ
cùng với sự hồi hộp vì sau bốn tiếng đồng
hồ nữa thôi là tôi được đặt chân đến xứ sở
Kim Chi nơi mà tôi cứ nghĩ là chỉ trong mơ
mình mới có thể đặt chân tới được.
Chuyến bay cất cánh ngồi trò chuyện với
chị học cùng trung tâm và ăn uống xong
thấm mệt tôi ngủ lúc nào không hay.
Nghe tiếng hướng dẫn viên tôi giật mình
tỉnh dậy, “máy bay đang bắt đầu hạ cánh” ,
lúc bấy giờ tôi mới biết hóa ra mình đã ngủ
được một giấc. Cảm giác hồi hộp đến khó
tả lúc này là 4h sáng (giờ Hàn Quốc) .
Bước xuống máy bay một cái cảm giác mà
ở Việt Nam tôi vẫn chưa một lần được trải
qua, một luồng khí lạnh luồn vào người
mặc dù đã mặc một chiếc áo ấm dày cầm
tay từ Việt Nam nhiệt độ lúc bấy giờ là 5*C.
Ba tiếng đồng hồ trôi qua kết thúc thủ tục
nhập cảnh.
Ra khỏi sân bay tôi bắt đầu nhìn thấy tia
nắng mặt trời lúc ấy là 7h sáng. Phải nóiHàn Quốc đón chúng tôi với một bình minh
tuyệt đẹp nhưng kéo theo vào đó là cơn
gió lạnh len lủi vào người chúng tôi. Cái
cảm giác ấy lạnh buốt đến tê tái . Chúng
tôi được hướng dẫn lên xe buýt để được
đón về trường. Từ bất ngờ này đến bất
ngờ khác , bắt đầu thời tiết, đến lần đầu
tiên được ngồi tàu điện ngầm, đến quang
cảnh bình minh tuyệt đẹp và bây giờ là
cảm giác bước lên chuyến xe đưa chúng
tôi về trường. Ngồi trên xe tôi loay hoay
nhìn ngắm những cảnh vật bên ngoài trong
khi mọi người chìm vào giấc ngủ vì thấm
mệt. Còn tôi thì cứ ồ, òa... ngạc nhiên đến
lạ.Lại bốn tiếng đồng hồ nữa trôi qua
chúng tôi về đến trường. Hoàn thành thủ
tục nhận phòng ở kí túc xã của trường và
thưởng thức bữa ăn đầu tiên ở Hàn Quốc.
Một ngày, hai ngày, thời gian đầu trôi đi một
cách nhanh chóng, những bữa ăn , những
giờ học hay những lần nhớ nhà nằm khóc
như một đứa trẻ, những lần đi mua một ít
đồ dùng trong khi tiếng Hàn còn chữ được
chữ mất , những lần từ trường lên thủ đô
Seoul một mình, lang thang một tiếng đồng
hồ trong bến xe để tìm lối ra đến nỗi dở
khóc dở cười, và cũng có những ngày bị
lạc đường phốquốc bộ đến bốn tiếng để
tìm đường quay về trường... Tất cả giờ đây
đã trở thành những kí ức , những kỉ niệm
đẹp để sau này nó trở thành lý do để tôi
bỗng nhiên rơi lệ hay mỉm cười khi nhớ
đến.
Ngẫm nghĩ thời gian đi qua bao giờ mà

chính chúng ta vẫn chưa kịp cảm nhận
được. Mới ngày nào còn loay hoay hoay
với đống hồ sơ, sợ hãi với lần phỏng vấn
vậy mà giờ đây tôi sắp trải qua mùa đông
thứ ba trên xứ sở này nữa rồi. Cái cảm
giác lần đầu vẫn còn vương đó đây nhưng
nhìn lại bản thân qua hai năm ở đất khách
chưa có một cảm giác một lần trở lại thăm
nhà tôi thấy mình đã trưởng thành hơn lúc
trước, không còn những suy nghĩ ngây
thơ, hay lại có thể cười và khóc bất lúc nào
như những đứa trẻ nữa. Những lần trải
nghiệm văn hóa, những câu chuyện làm
thêm, và những kinh nghiệm mà bản thân
tích lũy được qua một số trải nghiệm thực
tế.
Với du học sinh không phải riêng tôi mà là
vấn đề chung của hầu hết tất cả du học
sinh đáng kể đến là việc làm thêm. Khi
chính bản thân cảm nhận được ngoài thời
gian học ra tôi còn dư khá là nhiều thời
gian tôi bắt đầu nghĩ mình phải làm gì đấy
để giết thời gian. Vâng đó là lúc tôi bắt đầu
với công việc làm thêm; một phần để tích
lũy kinh nghiệm, và giúp đỡ bố mẹ phần
nào về chi phí sinh hoạt trong khoảng thời
gian du học này. Tôi được giới thiệu vào
làm việc ở quán gà chiên nhờ một tiền bối
người Việt Nam. Đây là công việc mà tôi
cảm thấy khá là thú vị, và có nhiều trải
nghiệm; cùng làm với tôi có ông bà chủ và
ba nhân viên kháchọ đều là người Việt
Nam. Lần đầu đến gặp mặt,(phỏng vấn)tôi
khá lo lắng hồi hộp và suy nghĩ vẩn vơ
tưởng tưởng đến điều gì sẽ xảy ra. Kết quả
là tôi đậu phỏng vấn nhờ sự giúp đỡ của
các anh chị cùng làm. Tôi đã làm việc ở
đây cũng được hơn một năm. Trong một
thời gian khá dài và gắn bó với một công
việc với tôi thì nó không hề đơn giản vì thế
mắc lỗi và phạm sai lầm là điều không thể
thoát khỏi. Từ những sai lầm đấy chính là
trải nghiệm thực tế của bản thân mình từ
đấy có thể rút kinh nghiệm cho những lần
sau để làm tốt hơn. Với công việc này vui
buồn lẫn lộn, có những câu chuyện thú vị
khiến cho bản thân mỗi lúc hồi tưởng lại
vẫn không thôi mỉm cười, có những câu
chuyện mà khiến tôi phải rơi lệ khi mỗi lần
nhắc tới, và có những lần như vậy khiến
tôi mệt mỏi đến nỗi muốn buông bỏ tất cả
để về với gia đình. Những lần tan làm với
cảm xúc khó tả, một mình lang thang trên
con đường tuyết rơi, bàn tay không dám
đưa ra khỏi chiếc túi áo dày cộm... vừa đẹp
vừa lãng mạn nhưng vẫn thấy thiếu một
thứ gì đấy mà chính bản thân cũng không
thể phân biệt được rõ ràng. Động lực để
tôi làm tốt việc ở đây là gia đình, sự yêu
thích công việc và trong lúc làm việc tôi
luôn có một châm ngôn là :”Mày có thể làm
tốt mà, cố gắng lên” cho đến bây giờ vẫn
thế, những lúc mệt mỏi nó vẫn luôn làm
động lực cho tôi cố gắng vượt qua.
2018/3 Tôi chính thức bước sang một
ngưỡng cửa mới chính thức trở thành tân

Khoa quản trị khách sạn
(Nguyễn Thị Ngân)
sinh viên của nghành quản trị khách sạn
tại trường đại học Jeoju Hàn Quốc. Với tôi
đây là một bước ngoặt quan trọng trong
con đường thực hiện ước mơ của bản
thân mình. Chắc hẳn ai cũng thế việc chọn
nghành phù hợp với bản thân mình nó
quan trọng như thế nào và đương nhiên
cũng chả phải dễ dàng gì. Với tôi cũng vậy,
sáu tháng trước khi vào đại học tôi bắt đầu
tìm hiểu về chuyên nghành và chọn
nghành học. Dù vậy một mình tôi không
thể giải quyết được vấn đề gì và tất nhiên
nhờ sự giúp đỡ của bạn bè và sự tư vấn
của thầy cô giáo tôi đã nhận ra được mình
hợp với cái gì, và nghành nào có lợi cho
bản thân mình. Quyết định cuối cùng của
tôi là quản trị khách sạn. Điều đặc biệt ở
đây là trong số các du học sinh Việt Nam
vào đại học thì mỗi mình tôi một chuyên
nghành. Đây là điều khiến tôi sợ hãi và lo
lắng có khi nghĩ đến việc bỏ cuộc vì quá lẻ
loi, và không có bạn, nhưng thực sự thì
không đáng sợ như tôi nghĩ, vì một mình
một khoa mà tôi nhận được khá nhiều sự
giúp đỡ từ bạn bè trong khoa, các giáo sư
cũng rất nhiệt tình hỏi thăm và giúp đỡ tôi
làm quen với môi trường học tập mới. Với
nghành quản trị khách sạn thì vấn đề đáng
lo ngại là năng lực tiếng Anh của tôi. Vốn
dĩ tôi rất thích tiếng Anh nhưng vì trong
khoảng thời gian học tiếng Hàn vì qua chú
trọng tới ngôn ngữ này nên tôi quên hầu
hết các ngữ pháp và từ vựng tiếng Anh cơ
bản. Thế nhưng dù vậy tôi vẫn trải qua một
kì học mặc dù với thành tích không cao
nhưng với sự nỗ lực và quyết tâm của bản
thân thì tôi đã chứng minh cho bản thân
mình thấy rằng”không có gì là không thể,
chỉ cần có đam mê thì bằng sự kiên trì của
bản thân bạn nhất định sẽ thành công”.
Kì học thứ hai đã bắt đầu. So với kì một
thì tôi không còn cảm giác bỡ ngỡ, e thẹn
nữa mà cảm thấy tự tin hơn, cứng rắn hơn
luôn trong trạng thái sẵn sàng để đối mặt
với những khó khăn vượt qua những thử
thách để chinh phục chính bản thân mình.
Tương lai vẫn chờ tôi phía trước mặc dù
với khả năng hiện tại của bản thân tôi
không chắc rằng tương lai của mình sẽ ra
sao nhưng với sự nỗ lực và quyết tâm
không ngừng của bản thân thì tôi chắc
rằng tôi sẽ từng bước chinh phục được
bản thân mình bằng chính năng lực của
bản thâ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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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suit of Excellence

By Scott Radford
Setting high standards in our lives is
important as disciples of Jesus. We
need to spend time considering the
pursuit of excellence in our daily
lives. Pleasing God is the most profitable thing a man can do. Let’s look
at three things to pursue excellence.
I. Looking out for ourselves is not
pleasing God. There are those who
live for themselves, and this is not
pleasing to God. One cold winter's day
a crowd of people stood in front of a
pet shop window and watched a litter
of puppies snuggling up to each
other. One woman laughed and said,
"What a delightful picture of brotherhood. Look how those puppies are
keeping each other warm!" A man
next to her replied, "Ah, no ma'am,
they're not keeping each other warm,

they're keeping themselves warm."
Sometimes we are so worried about
ourselves that we seek to please men
and therefore we are not pleasing to
God. Galatians 1:10 says; “Am I now
trying to win the approval of human
beings, or of God? Or am I trying to
please people? If I were still trying to
please people, I would not be a servant of Christ.” II. People who please
God. Pursuing excellence should not
be limited by the nature of the task.
Nothing you do for the Lord is ever
useless. The pursuit of excellence is
in keeping with the biblical goal of
spiritual growth and greater levels of
spiritual maturity. So, who are they
who please God, and what do they
do? They are those who ask the right
things from the Lord. I like Solomon
and how he was with God. I like what
he asked for in 1 Kings 3:9, “So give
your servant a discerning heart to
govern your people and to distinguish
between right and wrong. For who is
able to govern this great people of
yours?” God hears his requests and
honors it and God even gives him
more than he asks. 13 “Moreover, I
will give you what you have not
asked for—both wealth and honor—so
that in your lifetime you will have no
equal among kings.” When we come
to God and ask the right things, we
are pleasing to Him and He will bless
us in our actions. Also, those who

(1 Thessalonians 4:1)

please Him are separated unto God.
God wants us to be a separated people. 2 Corinthians 6:14-17, and Titus
2:11-18. In pleasing God, we are
wholly yielded and we walk with God.
We need to be more concerned with
our character than with our reputation. Because your character is what
you really are, while your reputation
is merely what others think you are.
It is important to realize that those
who are pleasing God are those who
praise God. Psalm 69:30-31 “I will
praise God’s name in song and glorify
him with thanksgiving. 31 This will
please the LORD…..” When I was
studying psychology in university I
learned the practice of "one-minute
praising," where the manager, parent,
spouse, teacher etc. tries to "catch
someone doing something right," and
then spends a full sixty seconds
praising that person for the good
deed. This is a lot more difficult than
it appears. Usually we don’t find it
difficult to criticize someone for sixty
minutes, yet many times we find it
almost impossible to praise someone
sincerely for a full minute. And this
is true for the church as well. It
seems that it can be hard for some
people to Praise God. Even in our
prayer time, we can list off the
prayer needs but I think we find it
difficult to come up with praises. The
more we praise God for everything

He has given to us, the less we will
criticize. III. Promises to who please
Him. His enemies will be at peace
with him. Proverbs 16:7 says, “When
the LORD takes pleasure in anyone’s
way, he causes their enemies to make
peace with them.” His prayers shall
be answered. 1 John 3:22, “and receive from him anything we ask, because we keep his commands and do
what pleases him.” He will have an
everlasting name. Isaiah 56:4-5 tells
us that who choose what pleases Him
and hold fast to His covenant, He will
give them an everlasting name that
will endure forever. There are two
seas in the Holy Land. The Sea of
Galilee freely receives and gives out
water. It has an abundance of life,
nurturing many different kinds of
fish and plant life. The water of the
Sea of Galilee is carried by way of the
Jordan River to the Dead Sea. But the
Dead Sea only takes water in and
does not give it out. There are no living plants or fish in it. The living waters from the Sea of Galilee become
dead when mixed with the hoarded
waters of the Dead Sea. Life cannot
be sustained if held onto; It must be
given freely. If we are to have a life
that is abundant and nurturing in
every way, we must freely give and
freely receive from God. In doing this
we will have a life that is, pursuing
excellence.

Journaling

By Dayeon Kim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4)

Diary or journal. When you hear this
word, some may imagine the decoration decorative pages on many different (multiple) sizes of notes, and some
may recall an arduous homeworks
that done in early in school life. To me,
the diary is a record. In my drawers, I
find many finished or unfinished diaries are lying around. One of them is
bearingSome are holding my days in
school days and anothers isare holding
my memory with friends who I barely
even remember now.
Can you remember the note that includingwith pages filled with a big
empty square boxes with a table? It
was a drawing diary. That was my
first journal. When I started to learn
Hangul, my mom bought me that note
to make me practice writing as most
of you did. After entering schools, I got
lined notes for homework diary. I think
most of you, if you went to the Korean
school, did socan sympathize. How was
it? I felt terrible. Because, most importantly, I didn’t want to reveal my privacy in public,. I haved nothing to
write down on the diary and sometimes I really quite often wrote that ‘I
have nothing to write’ on it. As you
may also did, diary was unpleasant ir-

ritating to me and I didn’t start writing
journal for a long time after graduating the elementary school. On the contrary to previous experienceBut, now I
write a journal almost every day and
enjoy it. How did it happen? My second
beginning of journaling was inspired by
a pocket note, a small sized note that
fits inside a pocket. One day, I found a
pocket note whose cover is hard and
fabric in Hottracks. Because iIt was so
my cup of tea, so I bought it even
though I had no practical usage uses
for it at all. I tried to force myself to
used it to take a note for home works,
but however, it was so precious to me,
I wanted to keep it and use to more
preciousworthy place. As a result, I
began to write diary in it. After then, I
keep journaling now even I didn’t finish
some journals that I bought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Doing journaling is so advantageous
for me. I want to share how writing
journal is advantageous them with
you. First, records in a journal isare
unforgotteneverlasting. According to
Oscar Wilde said, “Memory… is the
diary that we all carry about with us.”
On some context Hhe may beis right,
but memory is not perfect. Memory isgets fadedforgettable orand changeabledeceived afterthrough a long
passage of time past. It would be burdensome for people to remember all
the trivial information and furthermore a great strain on brain. On the
contrary to our fragile memory, a
written text is evig. In the future,
when you want to know remember
what happened in the specific day, just
open a diary and find the date. Then,
youit will tell encounter a flow of
memory of the precious time you had
and wanted to be recalledyou the story
you wanted to hear. Second, its func-

tion to alleviate the psychological
stress. it never betrays you and supports you always. The journal is a
friend who where you can be honest
and the quietest friend you can have I
thinkand the secrecy is assured. When
you write a journal, Yyou don’t need to
pretend to have good personality.
Emote if you must! Yet no onenot in
real, and you can tell anything to it will
judge you for any wrongdoings.: your
emotion, stress, your social relationships, environments around you, etc..
It doesn’t have any prejudices against
you and accepts who you are, also, accepts everything of you. Thus, ithaving
journal gives you opportunities to
throw away your burden and to feel
relievedfree.. Third, it is optimal way
to look back your previous action assists you to control your emotion like.
Tom brokaw Brokaw said: “I started
writing a journal, and I was learning
so much along the way. How to deal
with your family, how to deal with
your friends.” You may also have an
experienced that you made a mistake
you may made that you later on regret. saying so emotionally. If you
write a journal, you can write down
what happened and how you felt at
that moment. It makes you exempt out
the emotion and release your stress
and observe the situation objectively,
which will prevents you from making
mistakes or actions you may regret.
and Thus, it aids you to solve the
problem reasonably. Lastly, journaling
is a good practice to improve your
writing skill. A knife gets dull if it’s not
used. Similar can be said to writing. It
is crucial to make a habit of writing,
Eeven it is short single sentence., you
would keep your journal for many
days. Repeated Persistent writing
helps you develop your writing skill

better and better.
Writing diary could sound difficultSome may want to start writing journal, yet many are reluctant to start
because they have no idea how to
begin. I searched web portals and read
books a lot and triedtrying to find
many styles to achieve learn the optimal journaling system that I use now.
Undergoing it, I realized that many
people feel afraid to start journaling
because they don’t know how. I’ve even
even found a YouTube videos that introduce how to journal. Please, don’t be
afraid. What you should do is just
writing. Words or one sentence is okay.
Writing down your emotion or events
of the day is also okay. If you are not
confident to your handwriting and you
don’t want to use conventional analogue journals, use your phone! There
are many apps for journaling. Also,
don’t be burdentake stress on decoration. Decoration is just a secondary
thing. What really matters is that you
write something. Decoration tired
stressed me out because I have bad
handwriting and drawing skills. It
even made me stop writing diary, but
for after a long experience of journaling, now I just use few color pens to
classifying my tasks and events rather
than decorating my whole journal.
ItJournal is meer a record for yourself,
not others to see. Most of all, don’t
think journaling as a duty. If you don’t
want to write a diary today, don’t do
it! Nobody force you to keep it every
day.If you don’t want to write a diary
today, you don’t have to! Do you want
to write it tomorrow? Then do it.
There is no ‘good journal’ eitheor ‘bad
journal’. Only ‘journal’ exists. Don’t
think too much. Just try it. Then, it
will be your best friend who helps you
sincerely throughout your life.

전북병무청, 2018년

병역판정검사 시작
전북지방병무청(청장 곽유석)은 전북 지역 2018년도 병역판정검사를 9월 17
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1999년도
(19세) 출생한 사람과 올해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으로 전
북지방병무청에서는 12,000여 명에 대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병역판정검사 시 상대적으로 검사 인원이 많은 정신건강의학과, 내과,
정형외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복수(1명→2명)로 배치하였으며, 건강검
진 차원의 임상병리검사 확대(백혈구 감별 검사) 등 기본검사(29종) 등을 통
해 병역판정검사를 보다 정밀하게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병역의무자가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제출한 병무용진
단서 발급 비용만 국가에서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의무기록지 등의 발급
비용까지 지원하여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
그리고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현역병입영대상자(1999년생) 중 2018년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신청이 가능하다.
곽유석 전북지방병무청장은 “생애 최초의 건강 검진인 병역판정검사를 정확
하게 실시해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북병무청에서
제공하는 각종 검사 결과가 전북지역 병역의무자에게 공정한 병역처분과 덤
으로 건강관리의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년도 대학 직장예비군 1차 보충훈련
2018년도 대학 직장예비군 1차보충훈련을 예비군 1~6년차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훈련에 성실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람.
■훈련 일정 (개인별 소집통지서 반드시 확인 바람)
훈련명

훈련일

1차
보충훈련

단 과 대 학

비

11. 6.(화)

●

공과대학 / 사범대학 / 대학원

11. 7.(수)

●

경영대학 / 의과학대학

11. 8.(목)

●

사회과학대학 / 문화융합대학

11. 9.(금)

●

인문대학 / 문화관광대학 / 교육훈련(2시간) 대상자

고

김제대대
예비군훈련장
(김제시 용지면
부교리)

※ 2018년도 예비군 교육훈련은 1차 보충 훈련으로 종결예정
※ 2차 보충훈련 대상자는 불참 시 예비군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됨(대상자 반드시 참가)

■훈련 개요

▶ 대상: 본교 직장예비군연대 소속이며 기본훈련 불참자, 예비군 1~6년차 (제외: 훈련 보류자)
▶ 장소: 제35사단 105연대 3대대 예비군훈련장(김제시 용지면 부교리)
▶ 시간: 1일 8시간(9:00∼18:00) / 동미참, 작계 훈련 대상자는 개인별 소집통지서 확인
▶ 훈련장 이동 방법: 학교 전세버스 이용 또는 개인별 훈련장 입소
※ 차량 이동: 훈련 당일 8:20 출발(시간 엄수) / 스쿨버스 정류장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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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훈련당일 8:50분까지 김제대대로 입소하여야 함(지각자 입소 불가)
▶ 복장 불량자 및 신분증 미소지자는 입소할 수 없음
▶ 훈련 당일 휴대폰 등 훈련과 관계없는 물품 소지 금지
▶ 훈련통지서 배부: 개인별 이메일 발송(반드시 훈련일정 확인)
▶ 훈련일정 조정: 10. 15.(월) ~ 10. 19.(금) 스타센터 237호 방문 접수
▶ 훈련연기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직장예비군연대(220-2322, 2155, 2156)로 문의
2018. 10. 10.

문의: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장 정정미 ☎ 063)281-3204

전주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장

제 5회 간호학과 학술제
■ 2018년 10월 18일(목)
■ 포스터 전시 : 천잠관 (15:00-18:10)
■ 임상실습 사례 및 연구발표 : 학생회관 Superstar홀(16:00-18:10)
■ 프로그램
시 간

강유선, 김소영, 두상민,
박지수, 심정민, 정연주,
진윤경

16:00-16:10

개회 선언

김현영 교수

16:10-17:10
임상사례 연구

<성인간호학실습>
설사와 관련된 수분전해질 불균형 대상자 간호

강은지(4 학년)

<아동간호학실습>
혈관 염증과 관련된 고체온 대상자 간호

박종진(3 학년)

<노인간호학실습>
복합요인과 관련된 자살위험 대상자 간호

이승하(3 학년)

<여성건강간호학실습>
복부절개와 관련된 급성통증 대상자 간호

김서예(4 학년)

<정신간호학실습>
불안과 관련된 수면장애 대상자 간호

두상민(4 학년)

<지역사회간호학실습>
소음과 관련된 청각저하 대상자 간호

최희윤(4 학년)

노인 성생활과 관련된 성만족도

옹민영 외 7 명

대학생의 성교육과 성지식 및 성태도의
상관관계

김덕수 외 7 명

여대생의 신체활동 정도에 따른
월경전증후군의 차이

이지숙 외 5 명

18:00-18:10

총평 및 시상

조은영 학과장

18:10

폐회 선언

사회자

11. 22.(목) 16:00~17:00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대학생학습역량강화 :

11.8.(목) 16:00~17:00

목표설정과 시간관리를 중심으로

천승환

스윙댄스를 통하여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재학생

역경을 이겨내기까지의

10. 18.(목) 16:00~17:00

성공스토리

20살 대학교에 입학 한 후, 5년동안 자신
이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해가고,
찾아가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혹은
경험담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찾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17:10-18:00
간호연구

창업지원단과 함께 진행하는 2학기 스타강의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명강사 4인을 초청하여
학우 여러분의 도전정신과 경험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전을 그려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업마일리지 1점 부여
주관 : 전주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창업지원단
스타 강의 문의 : 063-220-2616
창업마일리지 문의 : 063-220-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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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표 자

간호연구 포스터 발표

어세스타 심리평가연구소장

김잔디

용

15:00-18:00

김은주

Swing Park 대표

내

신문방송국
홈페이지

신문방송국
페이스북

